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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록 -

  본 연구는 고전시가 장르가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이 한국 문화의 뿌리인 전통
문화를 학습하기에 적합한 한국어교육의 제재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하면서 구체
적인 학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학습자가 고전을 배울 때 가장 어려운 점은 
학습동기와 흥미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인 학습자
의 특징을 고려하며 장소이미지와 비교문학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도입하여 한·
중 고전시가에 나타난 서울과 북경의 장소이미지를 비교하면서 중국인 고급 학
습자의 문화적 감상력 및 이해력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신장시키는 것을 본 연
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현재 중국 내 대학교에 있는 한국어학과의 한국문화 교육실태를 살펴보면 여
전히 문법적 능력(grammatical competence)에만 주목하고 문화 교육은 '수박 
겉핥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국인 한국어 교사나 연구자들은 한국어교육에
서 문화교육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문화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학생
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체계화하지 못하고 있어 
문화수업의 교수 내용과 방법은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중 고전시가에 나타난 서울과 북경의 장소
이미지 비교-연구라는 접근방식을 제기하고자 한다. 장소이미지는 개인 혹은 집
단의 경험과 기억, 그 장소에 대한 의도와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포괄한다. 한 
장소의 정체성은 그 장소의 이미지를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장소의 이미지
를 학습하는 것은 바로 그 공간에 살고 있는 집단 사회의 정체성과 그들의 문화 
및 정신세계를 알아보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때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
으로 장소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한국문화, 특히 한국 전통문화를 가르칠 때에는 
한·중 양국이 같은 유교문화권에 속하며 비슷한 문화기반을 누리고 있기에 서로 
더욱 쉽게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상대방에 대해 과소평가하거나 문화간의 차
이점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해 비교-학습이라는 접근방식을 도입하여 자문화를 통해 타문화
를 이해하고 문화간의 동질성과 차별성을 정확히 인식하도록 하는 간문화적 커
뮤니케이션 능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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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한·중의 제일 대표적인 도시인 서울
과 북경을 장소이미지의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문학지리학의 관점을 
통해 장소이미지의 개념을 도출하며 이와 언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의 내용을 연
결시키고 비교문학 교육의 접근 원리 및 장소이미지를 활용한 비교-학습의 교육
적 의의를 검토한 후 고전시가에 나타난 서울과 북경의 장소이미지 비교를 통한 
문화교육의 내용을 마련하였다. 
  이는 크게 세 방면으로 나뉘었다. 즉, 먼저 서울과 북경의 문화지리적 특징을 
밝힌다. 다음은 이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된 한·중 고전시가를 살펴보면서 그 중
에 포착할 수 있는 서울과 북경의 장소이미지의 특징을 '태평성대에 대한 분식
(粉飾)', '왕도에 대한 이중적인 정서', '도시 공간의 역동적인 모습'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울과 북경의 장소이미지를 형성시키는 문화적 내용을 
종합적으로 비교-설명하기 위해 다시 '소중화(小中華) 이미지와 동방제도(東方帝
都) 이미지', '중심지 이미지와 수선지지(首善之地) 이미지', 그리고 '현대화된 이
미지와 고도(古都)로서의 이미지'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서울과 북경의 장소이미
지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양국의 문화적 요소를 서로 비교하였다.
  또한 본고에서 제시된 문화교육 내용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문화교육의 목표를 
설정하여 앞에 제시된 교육 내용을 가지고 실제 학습 현장에서 적용할 때 학습
자들의 반응 양상을 '문화요소에 대한 발견', '고유 지식 심화', '자문화 재발견'
의 세 측면을 통해 설명하였고 연구자가 실험 과정에서 발견한 한계를 검토하였
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능동성을 충분히 환기하기 
위해 전문가 협력학습 모형 기법을 활용하여 장소이미지를 통한 고전시가 교수-
학습 방안을 구체화하였고 더욱 실용적인 문화교육 방안을 마련하였다. 

핵심어: 한·중 고전시가, 한국 문화교육, 장소이미지, 비교문학, 서울과 북경, 전문가 
협력학습 모형
학  번: 2012-2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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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중국인 고급학습자1)를 상으로 하여 한·중 고전시가에 나타난 서
울과 북경의 장소이미지 특징을 비교하면서 학습자의 자문화와 목표언어 문화 
사이에 있는 사회문화적인 공감과 갈등을 인식하고 문화간의 원활한 소통을 도
모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즉, 이 연구에서는 문학 작품을 활용한 문화교육
에서 설화, 소설 및 현 시 등 문학 장르에 비해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한 고전시
가를 한국 문화교육의 소재로 삼는다. 또한 고전시가와 장소이미지의 연계성에 
주목하여, 문학적 관점에서 지리학을 연동시켜 고전시가에 나타난 서울과 북경
의 장소이미지 특징을 분석한다. 이를 전제로 학습자로 하여금 한 나라의 표
문화인 수도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한·중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
점을 뚜렷하게 인식하면서 공감 를 형성하여 고급 학습자에게 기 되는 의사소
통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한국어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학습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별 
어려움 없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
소통 능력은 단순히 듣고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세계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화나 글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갖추
기 위해서는 목표언어의 사회와 문화에 한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한국어교육에서는 이론시기인 1980년에서부터 문화교육에 한 관심과 
논의를 보이기 시작하며2) 문화의 한 양상으로서의 문학은 한국 문화교육에 있어
서 중요한 제재가 될 수 있다는 관점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문학은 언어적 형상화의 상징적 교섭작용과 그 결과3)라는 관점을 
취하면서 문학 작품을 문화교육의 중요한 자료로 바라보는 입장에 서 있으며 한 

1) 여기서의 중국인 고급학습자는 중국 내의 학습자에만 한정하지 않고 한국어능력시험
(TOPIK)에서 5급수준 이상에 도달하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뜻한다.

2) 왕연(2010)의 연구에 의하면 1980년 부터 2010년까지 한국어교육에 있어서 문화교육에 
한 논문은 총 446편으로 집계되었다. (왕연, 「중국 내 학교 한국어전공 학습자를 위한 

문화교육 연구」, 부산외국어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3) 우한용, 『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 학교 출판부, 199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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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문화, 특히 민족의 뿌리인 전통문화를 알아보는 중요한 수단인 고전시가
가 한국어교육에서 어떤 교육적 가치를 지니는 것인지를 탐색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 특히 문학을 활용한 
문화교육의 의의와 효용성에 한 이론적인 논의만이 이루어졌던 단계에서 점점 
벗어나 구제적인 문학작품을 학습 텍스트로 활용하여 교육 방안을 도출하는 단
계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문화교육 연구가 양
과 질적인 면에서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구체적인 장르와 작품, 그
리고 체계적인 교수방법의 확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고전시가 작품은 외국인 화자에게 어려운 학습 자료이기 때문에, 문
화교육의 장에서는 아직 개화하지 못한 상태이며, 그 교육적 가치도 충분히 보
여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의 상황을 살펴보면 문제는 다
음과 같다. 
  첫째, 학습 환경이 교실 내에 한정되어 있어 경험 교육 및 현장 교육이 부족
하다. 이 문제는 주로 중국 내의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의 실제적인 상황을 보면 수업을 다양하게 설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
하게 언어 환경과 떨어지기에 한국어, 특히 한국 문화를 실감나게 체험하는 수
업이 적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문법 중심 교수법이 주로 사용된다. 문학을 활용한 문화교육에 한 관
심과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화교육 현장을 사례로 연
구한 논문은 현저히 적은 수에 불과할 뿐더러 실제의 문화교육은 여전히 문법적 
능력(grammatical competence)4)에만 주목하고 문화 교육은 '수박 겉핥기' 식

4) 제2언어 학습과 관련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규정한 것은 커네일과 스웨인(1980)이었다. 그
들은 의사소통 능력을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하 고 이들의 정의는 응용언어학에서 광범
위하게 사용되었다. 문법적 능력(grammatical competence) : 어휘와 문법에 관한 능력, 
사회언어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 : 사회적 맥락에 맞게 의사소통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 담화 능력(discourse competence) : 의사소통이 전체 담화에서 어떤 위
치에 있는가를 파악하는 능력, 전략적 능력(strategic competence) : 의사소통의 방향을 
바꾸거나 시작하거나 멈추는 능력. (M. Canale, & M. Swain.,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I(1), Association Internationale de Linguistique Appliquee, 1980, 
p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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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한국어 교사나 연구자들은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문학을 통한 문화수업의 교수 
방법과 교육 내용에 해서는 아직까지도 체계화하지 못하여 문화수업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5) 
  셋째, 한국 전통문화를 학습할 때 과거와 현  문화 사이의 연결이 부족하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진 한국 문화교육은 주로 전통문화를 위주로 전개되
고 있지만 전통에만 집중하거나 전통문화와 현 사회의 연관성을 제시하더라도 
표면적인 수준에 머물러 한국 전통문화의 실제가 무엇인지, 이 사회에 어떤 
향을 주는지,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
  장소는 공간에서 사람의 사상, 감정, 활동 등이 담겨 형성되는 개념이다. 탈식
민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장소는 단순한 지리학적 공간이 아닌 문화적 가치도 담
고 있는 문화적 공간으로 볼 수 있다.6) 뿐만 아니라 특정 장소에 한 학습은 
바로 그러한 장소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공간에 한 일종의 문화적 경험활동이
라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에 있는 특정 장소의 이미지에 한 학습활동을 통해 
한국 문화를 경험하면서 한국인의 정체성 및 정서의 형성 맥락을 파악할 수 있
도록 하여, 학습자가 한국인이나 한국 사회와 만날 때 잘 적응할 수 있게 해 주
는 현실적인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 되기 때문에 외국어로서의 한국 문화교육 
현장에서 장소이미지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한국인의 지역에 한 인식 혹은 정서는 하루 이틀에 형성된 개인적인 인식이 
아니라 옛날부터 사회 변화에 따라 공동체로서 형성된 집단적인 인식이다. 또한 
장소이미지 혹은 장소의 정체성이란 본래부터 그 지역에 존재하는 신비적인 것
이 아닌 역사의 흐름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문학에서 배경 공간은 나름 로의 
역사적·문화적 사연을 지닌 곳이고, 이 공간은 다시 문학작품에 등장함으로써 더
욱 입체성을 띤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특정 장소는 궁극적으로 문화적 
상징성으로 존재하게 된다.7) 

5) 이금춘(2011)에 의하면 중국에서 편찬된 교재의 문화항목의 제시가 많이 부족할 뿐만 아니
라 또한 문화내용의 편차가 많이 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이금춘, 「중국내 한국어 교재에
서의 문화내용 비교연구」, 한국외국어 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6) 박주식, 「제국의 지도 그리기-장소, 재현 그리고 타자의 담론」, 고부응 편, 『탈식민주의 이
론과 쟁점』, 문학과 지성사, 2003, 259~261면.

7) 이승수, 「한국문학의 공간 탐색 1 평양-김시습의 「취유부벽정기」와 이태준의 「패강랭」을 



- 4 -

  그러므로 이 연구는 앞에 제기된 문제의식을 안고 중국인 학습자의 특징을 고
려하면서 장소이미지와 비교 문학의 두 가지 개념을 도입하여 한·중 양국의 역
사로부터 내려왔던 장소이미지의 비교를 통해 문화적 코드(culture code)8)를 공
유하는 차원에서 학습자가 한국문화 및 한국인의 정체성을 더 깊게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더 나아가 한·중 양국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하는 과정
에서 문화적인 공감을 일으켜 고전시가에 한 거부감을 줄이고 한국 문화 및 
문학에 한 친근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고급화된 한국어 전공 인재를 양성하
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문화교육에서의 장소이미지 및 이에 관련된 개념, 그리고 장소이미지의 
분류 방식을 정리하고 한·중 고전시가에 나타난 서울과 북경의 장소이미지 비교
-학습의 교육적 의의를 제시한다.
  둘째, 사전조사 및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장소이미지를 비교-학습할 만한 한·
중 고전시가 텍스트를 선정하고 장소이미지를 비교-학습하는 교육 내용을 분석 
및 제시한다.
  셋째, 중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상으로 진행된 수업과 추후에 진행된 
심층 면담 자료를 분석하여 학습자의 구체적인 반응 양상을 살펴보고 이와 같은 
학습의 효과를 검증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 나타난 한계도 같이 제시하고자 한
다.
  넷째, 위와 같은 교육내용과 학습자의 반응양상, 그리고 학습현장에 일어난 한
계점들을 중요한 전제로 간주하여 장소이미지를 활용한 한·중 고전시가 교육의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하고자 한다.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33, 한양 학교 한국학연구소, 1999, 98면.
8) 클로테르 라파이유(Clotaire Rapaille)는 문화코드(Culture Code)를 ‘문화적 무의식’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해보면 문화(즉 숨겨져 있는 약속들)가 학습되어 마치 선천
적인 것처럼 작동하는 면이 존재하는데, 이처럼 사람들이 행동하고 사고하는 방식이 무의
식적으로 학습되어 선천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이런 것을 바로 문화향유 집단의 심층(深
層)에 자리 잡고 있는 문화코드라고 정의내린 것이다. (클로테르 라파이유, 심상철 역, 『컬
처코드: 세상의 모든 인간과 비즈니스를 여는 열쇠』, 이더스북, 2007. 윤주혜, 「한국과 프
랑스의 화에 나타난 문화코드 비교 연구」, 한국외국어 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21면
에서 재인용.)



- 5 -

2. 선행 연구 검토

  이 연구는 문학지리학의 관점 하에서 장소이미지라는 개념을 활용하고 비교문
학의 방법을 같이 도입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한·중 양국 문화의 유사점과 차이
점을 파악하면서 중국인 고급학습자의 특징에 맞는 고전시가 교수-학습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다음과 같이 략 세 부분으
로 나누어 각각 살펴보고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1) 국어교육에서 문학지리학 및 
장소 이미지에 관한 연구 2)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을 활용한 문학교육에 관한 
연구 3) 한국어교육에서 비교문학에 관한 연구들이다.

  1) 국어교육에서 문학지리학 및 장소 이미지에 관한 연구

  문학지리학이라는 개념은 지리학에서 처음 제기되어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비
교적 최근에는 국어교육에서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지리학이 문학교육
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간주하는 표적인 견해는 조동일(2004), 심승희(2001, 
2006, 2012) 등이 있다.
  심승희(2001)는 문학작품을 상으로 한 지리학자들의 연구물을 토 로 문학
지리학의 접근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 는데, 하나는 지리적 사실을 담
고 있는 창고로서의 문학, 다른 하나는 지리적 세계를 변화시키는 담론의 힘으
로서의 문학이다. 이후 심승희(2006, 2012)에서는 이 두 가지 분류방식을 '장소 
기억하기'로서의 문학과 '장소만들기'로서의 문학으로 재명명한 바 있다. 
  조동일(2004)9)에서는 문학지리학은 문학사학과 조가 되는 개념이다. 문학사
학에서는 시간을, 문학지리학에서는 공간을 주축으로 문학을 이해한다. 문학사학
만 일방적으로 중요시하는 풍토에서 벗어나 문학지리학도 진지하게 연구해야 한
다고 강조하 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론적인 면에서 문학교육에 지리학의 관점을 투입하여 이
해해야 한다는 연구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텍스트를 가지고 문학교육에서 문학

9) 조동일, 「문학지리학을 위한 출발선상의 토론」, 『한국문학연구』 27, 동국 학교 한국문학연구
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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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학이라는 관점을 활용하는 방법에 한 연구는 황혜진(2007), 김종철(2007), 
염은열(2010), 손정은(2013) 등이 있다.
  황혜진(2007)10)에서는 언어활동을 통한 인간의 변화와 배움이 중요하다는 관
점을 갖는다. 학습자의 사고 역을 확장하고 그 사유 형식을 도야(陶冶)하는 목
적으로 둔 사고력 교육을 위해 실험적인 차원에서 지역 공간을 문학적으로 표상
함으로써 지역성을 창조하는 고전소설인 「옥단춘전」, 「부용의 상사곡」, 「채봉감
별곡」 등을 연구 상으로 하여 인문지리적 사고력 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
았다.
  염은열(2010)11)에서는 심승희(2006, 2012)에서의 문학지리학 접근방식에 한 
분류 방법을 바탕으로 조선 시  금강산 가사 작품들의 분석을 통해 문학이 지
리적 상상력을 추체험하게 할 수 있으며(장소 기억하기로서의 문학), 나아가 문
학이 장소 정체성의 형성 및 재생산에 관여한다(장소 만들기로서의 문학)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손정은(2013)에서는 지명 시어가 드러내는 이미지를 '지명 이미지'로 정의하고 
그러한 지명 이미지가 여러 시조 작품들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분석
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러한 지명 이미지가 장소감을 환기하고 시적자아의 인식
을 표상하여 정체성을 나타내는 의미를 갖는다는 구조를 통해 이와 같은 분석을 
심화하여 이를 통해 시적자아가 주체적 의식인 정서 및 정체성, 인식 내용 등을 
어떻게 다르게 드러내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2) 한국어교육에서 문학을 활용한 문화교육에 관한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화교육에 한 연구는 일찍이 1980년 부터 이루어지
기 시작하 으며 문학과 문화교육의 깊은 상관관계가 인정되어 왔다. 한국어교
육에서 문화교육에 관한 연구들 중에 문학을 활용한 문화교육에 관한 연구가 가
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12) 문학을 활용한 문화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이

10) 황혜진, 「문학을 통한 인문 지리적 사고력 교육의 가능석 탐색」, 『고전문학과 교육』 13,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

11) 염은열, 「기행가사의 공간 체험이 지닌 교육적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12, 한국고전문
학교육학회, 2006.

12) 강현화(2010)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과 관련된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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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과 실천적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론적인 논의들은, 즉 문학 교육의 필요성을 논한 것으로 윤여탁(1999)의 연
구를 시작으로 우한용(2000), 이성희(1999), 김 행(2000), 홍서연(2001), 김지연
(2001), 인경순(2005), 차인애(2009)의 연구가 있다.
  일찍이 황인교(1998:1)13)는 문학 작품이 그 어떤 학습 자료보다 다양하고 풍
부한 언어 자료이며, 학습자 중심의 교수, 학습자의 요구 충족이 가능하다는 점
에서 외국어 학습의 비중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학적 언
어는 다양한 맥락에서의 쓰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언어를 익힐 수 있으며, 문학
의 다층적인 성격은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함축하여 한 사회를 심층적으로 반
하므로 목표 언어 사회에 한 깊이 있는 이해도 가능하다 주장한 바 있다. 그
리고 박성창(2004)14)에 따르면 문화적 다양성을 현실적으로 수용하고, 바람직한 
교육적 실천을 모색할 때, 가장 앞질러 떠오르는 상은 문학이다. 문학작품은 
언제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인간의 행위를 문제 삼는다. 맥락 속에 
존재하는 문화를 수용하기에 문학작품만큼 적합한 상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
다. 한국어 교육과 문학이 연결되는 까닭도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서희정(2005)15)에서는 문학 외적·내적 측면에서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고전문
학 작품의 선정 기준 8가지를 제시하며 구체화한 바 있다. 외적 기준은 ‘교육 
과정 및 교수요목과의 연계성’, ‘학습자의 언어숙달도’, ‘학습자의 문화 및 문학
적 배경지식’을 제시하고, 내적 기준은 ‘작품의 문학적 가치와 중성’, ‘분량과 
구성의 복잡도’, ‘언어적 요소의 실제성’, ‘주제의 보편성과 특수성’, ‘작품의 언
어 교육적 활용도’를 제시하 다. 
  윤여탁(2013)에서는 한국문학 작품을 제재로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의 내용
과 방법을 모색하고, 그것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외국어교육에서 간문화적 
능력을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음에도, 문화 개념의 

논문 및 학술논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문학텍스트를 활용한 논문이다. 강
현화, 「문화교수의 쟁점을 통해서 본 문화교수의 방향성 모색」, 『한국언어문화학』 7, 
2010.

13) 황인교, 「문학교육의 연구사와 변천사」, 『한국어 교육론』 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98.
14) 박성창, 「문학 텍스트와 외국어 교육」, 『국어교육연구』 14, 서울 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4, 235~253면.
15) 서희정,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고전 서사문학 작품 선정 방안」, 『고황논집』 36, 경희

학교 학원 원우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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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매우 넓고 접근하고자 하는 관점도 다양하여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
을 도출하기는 어려운 실정을 밝히면서 문화의 내용적 범위를 '성취 문화', '행
위 문화', '관념 문화'의 차원으로 나누어 한국어 문화 개념을 살펴보고, 그에 따
른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 다.
  그리고 구체적인 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교육에 한 논의는 이성희
(1999), 김지연(2001) 등을 표로 한다. 이성희(1999)16)에서는 문학 작품 특히 
설화를 통한 문화 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설화를 통한 한국어 교육에
서 기 되는 효과로 한국인의 심성 이해, 역사 문화적 어휘 이해, 관습 ·미덕 ·
예의범절 이해, 관련 속담 ·관용 어구를 통한 어휘 확장,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
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문화 교육 내용으로 적합한 설화를 분
류하고 이를 교육할 수 있는 방법에 한 고찰을 통해 문화 교육으로서 문학 교
육의 적용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
  김지연(2001)에서는 시 교육을 통해 문법지식 및 발화방법이 충분히 학습 된 
학습자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종합적인 학습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하는 교육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습자의 발화에 관여하는 
요소들을 살펴보고 발화조건에서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발
화의 내적 조건(배경지식, 정서 공감)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 역사적 
배경 및 사회민속사가 투 된 문학 작품을 활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구체적인 시작품의 교수설계모형을 구안함으로써 문학 교육의 접근 방향을 제시
하 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3) 한국어교육에서 비교문학에 관한 연구

  한국어교육에서 비교문학을 좋은 학습방법으로 삼고 구체적인 텍스트 비교를 
통해 교육적인 가치를 밝힌 성과도 본 연구에 시사점을 주는 바 크다.
  김 (2003)는 번역과 비교문학의 방법을 한국 현 시교육 현장에 적용시키는 
원리와 내용을 한국의 표 시인 김소월과 중국의 표 시인 서지마를 중심으로 

16) 이성희, 「설화를 통한 한국어 문화교육방안」, 『한국어교육』 10(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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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했다. 뿐만 아니라 이 논문은 기존의 강독 중심 수업을 벗어나 새로운 교육 
방법인 번역과 비교문학의 방법을 제안하고 그 구체적인 실현 방법을 설계했다.
  주선자(2013)는 문학 읽기 과정에 한 이해의 변화와 함께 등장한 화이론
을 고찰하고 화로서의 문학 읽기의 과정을 논의했다. 그 논의를 바탕으로 하
여 중국학습자들의 문학 읽기 양상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중국인 학습자로 하여
금 한국 문학교육을 통해 문화지식을 함양하고 간문화적 능력을 제고하게 하는 
한·중 소설 비교를 통한 문화 교육·학습 방안을 제시했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검토해 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에 한 논의들을 살펴보면 일찍부터 한국어교육
에서 문학을 활용한 문화교육의 필요성, 목표, 의의 등 이론적 측면에서부터 시
작하여 다양한 문학 장르를 활용하며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
들까지 양적과 질적 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어교육에서 문
학을 좋은 제재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은 더 논의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연
구에서 이미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연구 상으로 삼는 장르
들을 살펴보면 소설, 설화, 현 시 등의 장르는 이미 많이 다루어져 있으나 아직
까지 고전시가를 활용한 한국어교육에 한 논의는 미진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
에서는 기존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중국인 학습자를 상으로 고전시가
를 문화교육에서도 좋은 제재로 삼고 한·중 고전시가에 투 된 서울과 북경의 
장소이미지 양상과 이에 한 학습자의 학습반응 양상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더
욱 효용성이 높은 문화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서울은 조선 왕조 500년간, 그리고 그 후 지금까지 명실상부한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다. 북경도 마찬가지로 원나라(1206~1367)부터 계속 중국
의 수도로 발전해 왔기에 두 곳을, 특히 과거에서는 항상 나라 자체와 동일시로 
간주하여 한 시 의 삶과 정신, 꿈과 갈등, 풍속과 세태 등이 투 되는 장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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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기 때문에 고전문학에 드러난 서울과 북경의 장소이미지 양상에 한 연구
는 곧 양국 사람들의 삶과 정신세계의 뿌리를 파악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또한 
서울을 배경으로 창작한 고전시가 작품은 주로 조선시 에서 많이 나타나고 중
국에서는 북경을 노래하는 작품이 주로 명·청 시 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역사 상황을 고려해 보면서 본고에서는 한국 조선시기와 중국 명 에 나온 서울
(한양)과 북경(연경)을 배경으로 창작한 고전시가를 비교-연구의 상으로 삼고
자 한다. 
  한국어교육에서 문학을 활용한 문화교육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학습 텍스트
로 된 문학작품의 선정기준을 논하는 연구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어떤 하나를 
선정기준으로 삼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한국어 문학 정전
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텍스트 변인', '학습자 변인', 그리고 '과정 변인
'17)을 주목하여 첫째, 한·중 양국의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작
품이나 작가가 알려진 작품, 둘째, 한·중 양국의 문화 요소가 잘 드러나거나 양
국 사람들의 정서를 잘 표현하는 작품, 셋째, 이 시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전승되어 계통성이 강한 작품 세 가지 기준을 위주로 비교-연구할 만한 작품을 
선정하 다. 
  또한 이 연구에서 논의의 중심인 서울과 북경은 단순한 공간 혹은 어떤 지역
의 개념을 넘어 다양한 문화적인 요소를 가입해서 형성된 의미 있는 장소이다. 
애그뉴(Agnew)는 의미화된 공간으로서 장소를 보다 세분화하여 그것을 세 가지 
차원에서 살핀 바 있다. 곧, 위치(location), 형국(locale), 장소의식, 혹은 장소
성(sense of place)18)이라고 하 는데 특히 장소성이 장소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장소성을 형성시키는 3요소인 인간, 경
험 양식, 물리적 환경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 장소이미지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17) 텍스트 관련 변인으로는 텍스트의 갈래, 길이와 형식, 내용과 난이도 등을 고려해야 하며 
학습자 변인은 학습 목적, 학습자의 언어 수준, 문화적 배경 등이 있다. 그리고 과정의 변
인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인 학습자가 주로 학교 한국어학과 학생들이나 한국 학
교의 언어교육원 수강생들이며 이들은 학문 목적 비계승어 학습자로 볼 수 있다. 이때는 
중국인 학습자에게 사회·문화교육이나 문학교육에 적합한 문학 작품을 선정해야 한다. (윤
여탁 외, 『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학 정전』, 하우, 2015, 18~27면.)

18) 장연수, 「시에 나타난 정동진의 장소성 고찰」, 김일병 외, 『언어와 교육-국어 교육과 한
국어 교육의  쟁점과 과제』, 2012, 2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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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장소이미지', '내-외부자의 시각으로 본 장소이미지', 그리고 '자발적으로 형
성된 장소이미지'의 세 가지로 분류하 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서울과 북경의 장소이미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할 때 
먼저 한 지역으로서의 서울과 북경의 전체 문화적인 상황을 제시한 후 앞에서 
언급한 장소이미지의 분류 방식을 참조하여 텍스트로 선정된 고전시가에서 나타
난 서울과 북경의 장소이미지를 '태평성 에 한 분식(粉飾)', '왕도에 한 이
중적인 정서', 그리고 '도시 공간의 역동적인 모습'의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
며 이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국의 문화요소를 서로 비교하여 설명
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학의 중요한 장르인 고전시가를 한국 문화교육 현장에서 활용함
으로써 학습자의 문화 능력을 신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질적 연구 방법을 취하
고자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어교육계에서 고전시가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교재나 교수법이 없는 상황을 고려해 보면 본고의 문제의식에 적합한 교육내용 
설계의 필요성이 두된다.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해 교육 내용의 기초를 마련한 
다음, 사례 연구의 관점을 활용하여 실제 수업현장에서 나타난 학습자의 반응 
양상을 밝히면서 학습자들의 학습 활동지와 수업 뒤에 실시한 심층 면담 등을 
통해 본고에서 제시된 학습 내용 및 방안의 교육적인 한계를 검토할 것이다. 이
를 시사점으로 삼아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예비 실험, 본 실험, 검증 실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예비 실험
은 2014년 5월에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 10명19)을 상으로 하여 
총 3회, 매회 90분씩 수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 다. 본 실험은 2014년 7월에 
중국 J 학교 한국어학과 3학년(22명), 4학년(20명) 총 42명의 학습자를 상으
로 진행하 다. 그리고 2014년 2월과 6월에 진행했던 1차, 2차 검증 실험을 통
해 본고에서 제시된 학습 내용을 다시 검토했다. 구체적인 실험 정보는 다음과 
같다.

19) 서울 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 고급학습자 6명(여학생 4명, 남학생 2명), 중국 S 학교 3
학년 교환학생 4명(여학생 2명, 남학생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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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 조사대상 및 실험방법

  이러한 논의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장소 이
미지를 활용한 한·중 비교문학 교육의 이론적 발판을 다지는 것이다. 먼저 본고
의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인 문화와 장소의 내용을 살펴본다. 다음에서는 장소이
미지의 개념을 정립한 뒤에 서울과 북경의 장소이미지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장
소이미지의 표상을 분류하고 문학을 활용한 문화교육의 접근방식도 같이 검토한
다. 
  Ⅲ장에서는 먼저 한 지역으로서의 서울과 북경의 문화적인 특징을 개괄적으로 
서술한 다음 한·중 고전시가에 나타난 서울과 북경의 장소이미지의 양상을 분석
하여 문화교육의 내용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장소
이미지 비교를 통한 한국 문화교육의 목표를 제시한 후 실험에서 얻었던 학습자 
반응 양상 및 발견된 한계를 밝히며 구체적인 학습 방안을 도출하고 검증 실험
을 통해 이러한 교육 방안에 한 학습 효과를 입증하고자 한다. 

조사시간 조사대상 실험방법

예비실험
2014년 

5월
한국에 있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 10명
설문조사(10부)// 개별 텍스트 
학습(10부)//심층면담(150분)

본 실험
2014년 

7월

중국 J 학교 한국어학과 
3학년(22명), 

4학년(20명) 총 42명

정규수업(240분)//심층면담(300분)//
실험답안지 작성(42부)

1차 
검증실험

2015년 
2월

한국에 있는 중국인 
고급학습자 10명

활동지 작성 (10부)// 심층면담 
(300분)

2차 
검증실험

2015년 
6월

한국에 있는 중국인 
고급학습자 10명

활동지 작성 (10부)// 심층면담 
(250분)



- 13 -

Ⅱ. 장소이미지 비교를 통한 문화교육의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문화의 개념 및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정리하고 장소의 정체와 
문학지리학이라는 관점에서 본 장소의 특징을 밝히려고 한다. 또한 한국 문화교
육의 목표와 연결할 수 있는 장소이미지의 내용을 도출하여 뒤의 Ⅲ장에서 서울
과 북경의 장소이미지 특징을 잘 설명할 수 있게끔 장소이미지의 구체적인 표상
도 같이 분류하여 논하기로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이론적인 내용을 토 로 한국
어교육에서 고전시가에 나타난 장소이미지 비교의 문화교육적 의의를 정리하고
자 한다. 

1. 문화와 장소

  1) 언어교육에서의 문화

  언어는 생각, 느낌 따위를 나타내거나 전달하는 데에 쓰는 음성, 문자 따위의 
수단, 또는 그 음성이나 문자 따위의 사회 관습적인 체계이다. 문화는 언어보다 
더욱 추상적이며 한 마디로 규정하기 어렵다. 또한 문화개념은 수많은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여러 학자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서로 다른 시각을 
통해 문화의 개념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적 면에서 모란(Moran)은 문화는 사람들의 변화되는 삶의 방식이며, 공유
된 관점을 기초로 특정화된 사회맥락 안에서 설정되는 것으로 공유된 산물과 관
련된 일련의 실행으로 이루어진다고20) 정의한다. 그에 따르면 문화는 한 집단 
내에 공유된 것으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행동에 향을 주고 있을 뿐만이 아니
라 계속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집단 내의 사람들의 행동이나 정신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면 그들의 문화의 '역사'와 '현재'를 알아야 한다. 
  또한 문화는 사람의 사고와 경험을 담고 있는 언어라는 중요한 수단에 의해 
긴 세월 보존되고 계속 발전된다. 문화의 발전과 언어의 성장은 불가분의 긴

20) Patrick R, Moran, Teaching Culture: Perspective in Practice, 1948, 정동빈 역, 
『문화교육』, 경문사, 2004, 11~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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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브라운(Brown, 2001)는 ‘언어와 문화는 복잡하고 
접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언어를 성공적으로 학습할 때마다 목표 언어의 문화

에 한 학습도 더불어 하게 될 것이며, 언어를 교수할 때마다 문화적 관습, 가
치관, 사고방식, 감정, 행동 양식 등을 교수하게 된다.’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
람들은 언어를 통해 서로 교류하면서 독특한 물질문화와 정신문화를 생산하며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언어도 어떤 의미에서 그 사회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언어와 문화가 서로 의지하는 운명공동체라는 점을 생
각하면 언어 특히 제2 외국어를 학습할 때에는 문화 교육은 언어교육의 하위 
역이자 언어를 학습하는 수단으로 취급될 것이 아니라 서로 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외국어교육에서 언어만을 학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문화나 문학에 
한 지식도 같이 겸비해야 하는 관점을 미국 NSFLL(2006)에서 제시된 외국어교
육의 목표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즉, 그들에 의해 외국어교육의 목표를 의사소
통(Communication), 문화(Cultures), 연계(Connections), 비교(Comparisons), 
공동체(Communities)로 설명하여 이러한 5가지 외국어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국어 교수 시 학생에게 언어 체계, 문화, 의사소통 책략, 비판적 사고력, 
기술사용능력 등을 탐구, 계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
록 교육과정 요소들이 결합되어야 함을 명시한다.21) 한국어교육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원론적 차원에서 문화교육의 중요성을 논의할 뿐만 아니라 단
순한 언어교육을 넘어 문화를 통한 언어교육 혹은 문화, 그 자체를 주목한 교육
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교수법에 의해 외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문학작품을 학습한 텍스트로 
읽고 이해하는 것을 외국어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목표로 여기며 문화를 문학과 
동의어로 간주하 는데 일상 문화를 소홀하고 더욱 실용적인 교수법을 도모하기 
위해 '의사소통능력'22)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서로 다른 문

21) National Standard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Project(1996, 2006), 
Standards for Foreign Language Learning in the 21st century, 3rd ed., Yonkers, 
NY: National Standard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Project. (박준언, 「외국어
교육의 문화교육: 미국의 National Standards for Foreign Language Learning를 중심
으로」, 한국언어문화학, 9(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2, 54~55에서 재인용.)

22) Hymes(1967)이후 ‘의사소통능력(compétence de communication)’이란 개념이 도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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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권의 차이를 주목하여 문화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실현하기 위해 '상호
문화적 의사소통(communication interculturelle)'이나 '문화적 문식성' 등의 
관점에 한 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상호문화적 상황은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을 일어날 때 형성되는 것이다.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은 한 문화 사람이 다른 문화 사람이 소모할 메시지를 창출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며 커뮤니케이션 상황이 달라질 정도로 문화적 지각과 상징체
계가 다른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수반한다.23)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더욱 독
립적이고 그 자체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한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은 여러 화학 원소를 섞고 반응하며 새로운 물질이 생기는 화학 
반응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다른 집단과 구분할 수 있는 그 집단만 공유한 규범, 
가치, 생활양식, 의례, 언어 등이 화학원소처럼 서로 만나고 반응을 일으키며 자
기 집단만을 표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는 것은 서로 구분된 문화들 간에 
관계를 맺고 교류를 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호성을 주목하는 상호
문화는 상호교류의 관계 속에서 이와 관련된 사람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한
다는 것을 전제로 여겨야 한다. 그리고 '상호문화'라는 용어는 상이한 문화들이 
접촉할 때 생기는 상호작용과 상호관계의 특수한 양식,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생
긴 일련의 변화와 변형을 모두 가리킨다. 즉 상호문화는 상이한 문화를 가진 개
인들을 통한 상이한 문화들 간의 화와 관계를 의미하며 상호문화적 상황은 상
이한 문화권에서 온 개인, 집단, 관습이 서로 만나고 서로 작용하는 상황이라고 
본다.24)

면서 외국어교육분야에서는 목표언어에 한 형태적인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그 언어로 
실제의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에 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 다. Hymes(1967)를 비롯하여, Moirand(1982), Bachmann(1990), Boyer(1990)
등 수많은 학자들이 의사소통능력에 한 정의를 내렸다. 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
지만, 이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단지 언어를 아는 것만으로는 제 로 된 의사소통이 이루어
질 수가 없으며, 상호 간의 의사소통이 그 형태, 의미, 기능에 있어서 일관성을 갖고 수행
되기 위해서는 ‘언어적 능력(compétence linguistique)’이외에도 ‘담화적 능력(compé
tence discursive)’, 선험 지식적 능력(compétence référentielle), ‘문화적 능력(compé
tence culturelle)’, ‘전략적 능력 (compétence stratégique)’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
하고 있다.

23) L. Samovar, & R. Porter., Communication Between Culture, 5-th Ed, Thomson, 
정현숙 외 역,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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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스멧(N. De Smet)와 라손(N. Rason, 1993)의 상호문화교육에 관한 연구
에 따르면, 상호문화교육의 주된 목표는 다양한 생활방식을 알아보고, 어떤 선택
을 하게 된 이유와 그런 선택에 깔려 있는 가치를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문화 간 커뮤니케
이션의 과정에서 고정관념이나 편견, 문화 충격, 혹은 자민족중심주의 등 많은 
잠재적 문제들이 수반되며 이들은 쉽게 제거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와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언어교육에서 학생들의 문화 간 능력25)을 계속 
키우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즉 타문화에 한 정보뿐만 아니라 자문화
에 한 지식도 갖추어야 할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어 문화교육에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배양하는 동시
에 문화적 문식성도 관심사에 두어야 한다. 문식성(文識性)은 언어 교육의 기본 
내용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말 그 로 '문자를 읽고 쓰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지만 
사회기능론의 관점에서 문식성은 단순한 읽기 쓰기 기능이 아니라, 특정의 사회
적 맥락에서 그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지식과 잠
재력을 개발하기 위해 문자를 활용하는 능력으로 볼 수 있다.26) 
  모든 분야의 기본적인 지식을 통틀어서 문식성이라고 하면 큰 개념인 문식성
의 하위 역에 속한 문화적 문식성(cultural literacy)은 단순히 말하면 개인이 
시회·문화적 소통에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문화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
식은 1) 개인의 전통에 한 인식, 2) 문화적 유산(cultural heritage)과 그 가
치에 한 인식, 3) 전통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능력, 4) 어떤 문화
의 장단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등으로 구체화 된다.27) 이러한 문화적 문식성
의 개념을 살펴볼 때 부분 고전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4) Jennifer Kerzil & Geneviève Vinsonneau, L'interculturel: Principes Et Réalités 
Aiécole, 장한업 역, 『상호문화: 학교의 원칙과 현실』, 교육과학사, 2013, 61면. 

25) 김(Kim)에 따라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개인이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도
전적 특징을 관리하는 전반적인 내적 능력이다. 그 특징이란 문화적 차이와 생소함, 내(內)
집단 태도, 그리고 이에 수반하는 스트레스 경험'이다. (L. Samovar, & R. Porter, 앞의 
책, 2007, 19면.)

26) 박인기, 「문화적 문식성의 국어교육적 개념화」, 『국어교육학연구』 15, 국어교육학회, 
2002, 23~25면.

27) Purves, Alan C., Papa, Linda., Jordan, Sarah., (eds.)(1994), Encyclopedia of 
English Studies and Languages Arts (vol 1), NCTE. 박인기, 앞의 논문, 2002, 27면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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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문화는 한 집단 문화의 뿌리로서 공동체 내의 상징과 인식에 알게 모르게 
관여함으로써 공동체 성원들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숨어 있는 코드(code)로서 작
용한다. 이러한 입장의 문화적 문식성은 전통적 가치를 지닌 문화 텍스트들이 
교육의 내용으로 선정되는 과정을 중시한다. 즉 전통적 가치를 지닌 문학 텍스
트를 해석하는 차원에서 문화를 설명하고,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중국인 학습자
들의 한국 문화에 한 배경 결핍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로 삼을 수 있다.

  2) 장소의 개념 및 특성

  장소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이면서도 때로 모호하게 쓰이는 개념이기도 
한다. 존스턴(Johnston, 2000)에서는 '지리적 총체로 사회관계와 의미, 집합적 
기억 등이 상호 교차하는, 보다 비공식적으로 조직된 현장'으로 장소의 개념을 
정의한 바 있다.28) 이에 비해 렐프(Relph)는 장소를 인간 존재의 근본 속성, 또
는 개인 혹은 집단에게 있어 안정과 정체성의 원천29)이라고 정의하며 이 정의는 
장소의 특징을 더욱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즉 장소는 어떤 활동이 일어나는 
현장, 혹은 물리적 배경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활동에서부터 더 많은 부각적인 
의미를 획득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물의 위치를 설명할 때 '장소'를 신에 '공간'이라
는 말도 많이 사용한다. 두 단어는 자주 혼용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가 어렵다. 이-푸 투안(Yi-fu Tuan)은 경험적으로 공간의 의미는 종종 장
소의 의미와 융합된다고 말했다. '공간'은 '장소'보다 추상적이다. 무차별적인 공
간에서 출발하여 우리가 공간을 더 잘 알게 되고 공간에 가치를 부여하게 됨에 
따라 공간은 장소가 된다30)고 하여 공간과 장소의 관계를 밝혔다.
  다시 말하면, 장소는 일정한 활동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
는 한정된 범위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장소는 공간과 비되는 개념
이다. 즉 공간은 일정한 활동이나 사물을 또는 환경을 가지는 위치들 간의 연장

28) Jhomston, R. J. et al,, The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 Blackwell 
Publishers, 2000. 장윤정, 「 화를 통한 장소이미지의 교류 : 북제주군 우도를 사례로」, 
서울 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6면에서 재인용. 

29) Edward Relph,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34면.
30) Yi-Fu, Tuan,  구동회·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윤, 20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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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추상적이고 물리적인 범위와 관련된다면, 장소는 체험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의 기반이면서 맥락적이고 문화적인 의미와 관련된다.31) 그러므로 본고는 
문화적 특징이 강하게 보이는 장소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로 한다. 
  루커만(F. Lukermann) 역시도 장소의 개념을 분석할 때 여섯 개의 주요 요
소32)를 설명하면서 장소는 자연적, 문화적 요소들의 통합이며 장소는 의미를 가
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 행위의 바탕에는 장소가 있으며, 인간 
행위는 다시 장소에 특성을 부여하게 된다33)고 지적하며 투안은 인간의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낯선 추상적 공간은 의미로 가득 찬 구체적이고 친 한 장소로 
바뀐다34)고 설명하 다. 
  이러한 장소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상호 작용하면서 형성된 장소의 정체성, 혹
은 장소성(sense of place)이란 장소의 인지된 특성으로 인간의 체험을 통해 애
착을 느끼게 되고 한 장소의 고유하면서 동시에 다른 장소와는 차별적인 느낌을 
가지게 되는 특성을 일컫는 것이다. 한 장소에 해 인간이 가지게 되는 장소 
정체성이 장소애착을 유발하여 진솔한 장소감각과 장소정신이 형성된 인간과 장
소의 총체가 장소성이다.35) 렐프(Relph)는 장소 정체성의 구성요소를 물리적 특

31)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로컬의 문화지형』, 혜안, 2010, 64면,
32) 루커만의 장소 개념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개의 주요 요소를 가진다. (1) 위치 개념, 특히 

다른 사물이나 장소와 관련된 위치는 절 적으로 기본적이다. 위치는 내적인 특성(site)과 
다른 위치와의 외적인 연결성(situation)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래서 장소는 공간적인 범
위, 내부와 외부를 가진다. (2) 장소는 자연적, 문화적 요소들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
각 장소는 자신만의 질서, 즉 고유한 앙상블(ensemble)을 이루는데, 이를 통해 다른 장소
와 구별된다.' 이는 모든 장소가 고유한 실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3) 장소는 고유한 동시
에 공간적 상호 작용과 이동의 체계에 의해 상호 연결되어 있다. 장소는 하나의 순환
(circulation)구조의 일부이다. (4) 장소는 국지적이다. 즉, 장소는 더 큰 지역의 부분이고 
지역분화(localization)체계의 초점이 된다. (5) 장소는 끊임없이 새로 나타나거나 생성된
다.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변화와 함께 새로운 요소들이 더해지고 낡은 요소들은 사라진다. 
그래서 장소는 독특한 역사적 구성 요소를 지닌다. (6) 장소는 의미를 가진다. 장소는 인간
의 믿음에 따라 규정된다. "지리학자들은 왜 장소가 인간 의식 속에서 하나의 사실적 사건
이 되는가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장소에 해 어떤 믿음을 가지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인간 행위의 바탕에는 장소가 있으며, 인간 행위는 다시 장소에 특성을 부여하게 된다." 
(F.Lukermann, "Geography as a Formal Intellectual Discipline and the Way in 
Which It Contributes to Human Knowledge." Canadian Geographer 8.4(1964) 
Edward Relph, 앞의 책, 2005. 28~29면 재인용.)

33) 위의 책, 28~78면.
34) Yi-Fu, Tuan, 앞의 책, 2007, 7~8면.
35) 이석환·황기원, 「장소와 장소성의 다의적 개념의 관한 연구」, 『국토계획』 91, 한국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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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혹은 외관, 관찰 가능한 활동과 기능, 의미 또는 상징들로 규정하 으며 그의 
정의에 따르면 장소는 곧 장소 정체성으로 인식될 수 있다.36) 이에 비해 백선혜
(2005)는 장소 자체의 구성요소를 물리적·환경적 요소, 인적·문화적 요소, 상 적 
요소, 정서적·상징적 요소의 네 가지로 구성하는 것을 제시한 바 있다.37) 여기서 
외관은 물리적·환경적 요소에 응하고, 활동과 기능은 인적·문화적 요소, 의미
와 상징이 상 적 요소, 정서적·상징적 요소로 수렴될 수 있다.
  좋은 예를 하나 들자면,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흔히 상하이와 북경은 ' 상하이
(大上海)', '노베이징(老北京)'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지명 앞에 붙이는 ' (大)'와 
'노(老)'바로 사람들은 상하이를 국제화된 도시, 북경을 두터운 역사 고도(古
都)로 보고 있는 정신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사람과 장소의 
상호 향 하에 생산된 문화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람
들은 장소에 한 감정, 즉 장소에 한 주관적인 느낌과 태도를 가리키는 장소
의식(장소성)을 점점 형성해 간다. 또한 어떤 장소자체의 물리적 특성이나 실재
적인 혹은 사화적인 의미 있는 사건과 결합되어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획득하
는 경우에 형성된다. 이 경우 보편적인 이미지를 의미하며 반드시 그 장소에 
한 직접적인 체험이 없어도 장소감38)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장소와 사람은 긴 한 관계를 맺는 동시에 서로 향을 주고받는다. 즉 
사람은 살아가면서 장소를 의미화하고 아울러 장소는 거기 사는 사람을 의미화
한다. 휴 프린스(Hugh Prince)는 '장소에 관한 지식을 연계하는 데 불가결한 고
리가 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철학자 하이데거(Heidegger)는 '장소'는 인간 실존
이 외부와 맺는 유 를 드러내는 동시에 인간의 자유와 실재성의 깊이를 확인하
는 방식으로 인간을 위치시킨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므로 장소를 이야기할 
때 자연적인 환경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활동까지도 같이 고려해야 한

시계획학회, 1997, 176면.
36) Edward Relph, 앞의 책, 2005, 139면.
37) 백선혜, 『장소성과 장소마케팅: 한국과 미국 소도시 문화예술축제를 사례로』, 한국학술정

보, 2005, 55~56면.
38) 장소성와 유사한 의미로 장소감(sense of place)이 있는데, 장소감이란 개인적이든 또는 

서로 동감하는 것이든 장소에 하여 어떤 특별한 의미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그 장소에 
하여 갖는 의식을 말하며 이는 장소애(topophilia)라고도 하는데, 장소애는 물질적 환경 

특히 특정한 장소나 환경에 한 감정적 결속력이다.(Derek, Gregory, (The)Dictionary 
of human geography, 한국지리연구회 역, 『현  인문지리학사전』, 한울, 1992, 3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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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사람들의 활동을 통해 장소는 어떤 이미지를 획득하고 장소는 사람들의 
활동에게 어떤 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3) 문학지리학과 장소

  문학은 어로 literature로서 '기록'을 의미한다. 인류 문화의 중요한 부분인 
문학은 훌륭한 문호(文豪)의 시각을 통해 인간의 다양한 생활상과 각 역사 시기
의 기억들을 서술하여 남기는 예술작품의 일종이다. 문학은 언어를 매개로 작가
가 창작한 주관적인 예술 작품이면서 사람의 삶과 그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일들
을 말글로 형상화하는 예술 양식이라면, 지리학이란 사람이 터잡고 살아가는 지
역의 성격을 합리적으로 밝히고 풀이하는 학문 역을 뜻한다.39) 
  표면적으로 문학과 지리학은 전혀 상관없는 두 학문 분야이지만 문학은 공간
을 배경이나 소재로 삼고, 지리학의 연구 상도 바로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하
면 서로 긴 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밝힐 수 있다. 문화지리학자 마이크 
크랭(Mike Crang)은 '지리학과 문학은 둘 다 장소와 공간에 한 글쓰기'라고 
지리학과 문학의 공통점을 명시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일찍부터 문학작품 속의 
지리학적 현상을 이해하는 수단으로서 지리학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어 문학지리
학이라는 개념도 지리학의 하부 역으로 발달한다.40)

39) 박태일, 『한국 근 시의 공간과 장소』, 소명출판, 1999, 300면.
40) 문학지리학이라는 개념은 주로 지리학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문학지리학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지만, Geikie는 1898년 처음으로 지리학적인 연구에 문학작품을 이용
함으로써 이것이 문학지리학의 효시가 되었다. 문학지리학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국의 Sharp로서, 문학지리학이라는 말은 1907년에 단행본으로 출판된 그의 연
구 제목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여러 소설가의 소설 속에 나타난 지역을 지도화시켜
서, 일면의 지도로 제시하 을 뿐이었다. 그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1970년 에 인간주의
적인 접근을 시도한 지리학자들에 의해서 그 의미가 확장되어, 문학지리학이 지리학의 한 
연구 분야로서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Sharp이후부터 1970년  이전까지의 문학지
리학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 뚜렷한 업적은 별로 없고 그 발달도 미미한 것에 불과하다. 
1970년 까지는 문학작품 속의 지리학적 현상에 한 관심이 증가되지는 않는다. 그러다
가 1970년 초 Meinigm Tuan 등에 의해 본격적으로 문학지리학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1980년 에는 많은 지리학자들에 의해 문학지리학에 한 연구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인간주의적인 접근의 필요성과 함께, 자연환경이나 도시에 한 이미지를 밝히고 장소에 

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인해 이 분야의 연구가 활발해진 것이다.  (이은
숙, 「문학지리학 서설-지리학과 문학의 만남」, 『문화·역사·지리』 4,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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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지리학에서는 문학을 일종의 장소기억으로 보고 문학이 그 안에 여러 '
지리적 사실들'을 담고 있다는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많이 주목해 왔지만 이러한 
'지리적 사실들'에는 접근방식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즉 학자들의 시각에 
따라 실증주의적 접근, 인본주의적 접근, 구조주의적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 문
학지리학의 실증주의적 접근이란 문학이 담고 있는 지리적 사실들을 객관적인 
사실로 제한하며, 인간이 장소에 해 느끼는 감정이나 정서 등은 연구 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공간과학 전통에 한 저항으로 나타난 두 가지 
흐름은 즉 인본주의(인간주의)의 지리학과 구성주의적(구조주의적) 지리학이다. 
  인간주의 지리학에서 중시하는 개념은 장소와 그 곳의 인간이며, 인간은 장소
체험을 통해 세계와 소통하고 의미를 형성한다. 인간주의 지리학은 투안(Tuan), 
버티머(Buttimer), 시몽(Seamon), 렐프(Relph)등의 학자로 표되는데, 이들은 
공간과학 전통이 비인간적이라고 비판하며 인간 존재의 본질을 규정하는 방식으
로 장소를 파악하고자 하 다. 인간 개인 및 집단의 생활세계(lifeworld)를 중시
하 으며, 인간들의 다양한 장소성(sense of place) 혹은 장소 정체성(identity 
of place)을 회복하고자 하 다. 한편 구조주의적 접근은 인간의 장소 경험을 
개인이나 공동체 수준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기존 시각의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해 생산된 것이다. 구조주의적 접근은 인본주의적 접근을 배제하지 않고 
결합시킴으로써 객관적인 사회구조와 주관적 개인의 의미 세계가 상호작용하면
서 나타나는 지리적 현상과 인간의 장소경험을 연구 상으로 삼았다.
  문학지리학(literary geography)은 경관에 한 해석이나 지리학적 현상으로
서 문학을 의미하며 이는 지리학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간을 이해하려는 목적을 
가진 학문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41) 본고에서는 그동안 
문학지리학이란 이름으로 지리학이 문학에 접근하는 방식을 연구한 성과를 바탕
으로 문학작품에서 투 된 서울과 북경의 장소이미지 양상을 분석하여 전개하고
자 한다. 
  인본주의 지리학자 투안(Tuan)은 지리학이 문학에 접근하는 방식을 두 가지
로 나누어 설명한다. 하나는 문학 작품을 객관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인데 문학 

1992, 149~152면.)
41) 이은숙, 「문학작품속의 도시경관: 채만식의 탁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연구』 5, 상명

학 사회과학연구소, 1993,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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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으로부터 특정 공간에 한 사실적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문학 작품을 주관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인데 문학작품으로부터 환경과 경관에 
한 인간의 감정, 관점, 태도, 가치에 관한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이다.42) 그러나 
이러한 분류방식은 단순히 지리학이 문학에 미치는 일방적인 향을 주목하여 
문학이 지리에도 향이 있다는 사실에 소홀한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심승희(2001)는 문학지리학의 발달 과정에 따라 문학지리학의 접근 
방식을 지리적 사실을 담고 있는 창고로서의 문학과 지리적 세계를 변화시키는 
담론의 힘으로서의 문학으로 분류한다. 즉 '장소 기억하기'로서의 문학과 '장소 
만들기'로서의 문학이다.43) 이 관점은 더욱 전면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
러한 접근법에 한 논의들을 참고로 하여 본고에서는 문학지리학이라는 관점을 
활용하여 장소에 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며, 이것을 한국 문화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학작품에서 나온 장소에 한 학습은 장소 그 자체를 경험하는 데에
서 사용될 수 있다. 즉 문학작품에서는 그의 배경으로 된 장소와 관련된 진실한 
정보들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문학작품을 통해 장소
를 구성하는 각 구체적인 환경 요소를 체험하게 되어 그들에 담긴 문화적 표상
도 같이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문학은 특정한 역사 배경과 환경에서 인간적 체험, 그리고 이러한 체험
을 통해 생산된 감정을 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학작품에 드러난 한 장소의 
이미지 양상을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그 공동체의 역사와 민족 정서가 형성 및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본다.
  셋째, 한·중 양국은 같은 유교문화권에 속하기에 여러 가지 같은 문화적 경험
을 공유하며, 특히 16세기 이후 비슷한 많은 사회 변화를 겪어왔다. 이러한 역
사발전의 당사자는 바로 오래된 수도로서의 서울과 북경이다. 이들을 배경으로 
창작된 문학작품을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한국의 역사문화에 한 인식을 넓히

42) 위의 논문, 160면에서 재인용.
43) 심승희, 「문학지리학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토마스 하디의 소설을 중심으로」, 『문학역

사지리』 13(1),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1, 67~84면; 심승희, 「'장소 기억하기'와 '장소 
만들기'로서의 문학」, 『문학수첩』 4(4), 문학수첩, 2006, 39~53면; 심승희, 「문학교육의 학
제적 접근: 지리학과 지리교육이 문학에 접근하는 방식」, 『문학교육학』 37, 한국문학교육
학회, 2012, 87~124면.



- 23 -

게 하는 동시에 자기의 고유한 지식을 통해 한국 문화에 한 공감 를 형성하
게 해주고 한국 문화에 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다시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문학작품 중 고전시가를 비교-학습 텍스트를 선정했는데 이는 고전
시가 작품이 문화교육이나 장소이미지를 이해할 때 유용한 제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는 문학작품을 활용해서 객관적인 사실이나 정보를 추출
하기 보다는 문학작품을 통해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서울과 북경의 장소이미지 
특징, 그리고 이러한 장소이미지 양상을 형성시키는 중요한 문화적인 요소들을 
탐구하고자 한다. 
 
2. 문화교육에서 장소이미지에 대한 비교-학습

  1) 장소이미지의 개념

  장소이미지는 장소와 이미지라는 두 복잡한 개념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장소는 인간의 활동을 통해 의미가 부여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감각에 의하여 획득한 현상이 마음속에서 재생
된 것으로 감각기관에 한 자극작용 없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상'44)이라고 정
의된다. 보울딩(Boulding)은 이미지(image)를 경험·태도·기억이나, 직접적 감각
의 산물인 심리적 그림으로 설명하 는데45) 정보를 해석하고, 행동에 방향을 제
시하는 것으로 이용되어 왔다. 장소로부터 유추되는 '이미지'는 그 장소 안에 발
생된 현상들이나 공동체의 잠재된 기억들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누적된 장소 
경험을 통해 지각자의 측면에서는 장소감이, 장소의 측면에서는 장소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할 때, 장소 경험을 통해 그리게 되는 장소의 인상, 즉 이미지를 장
소 이미지로 볼 수 있다.46)

  렐프(Relph)는 장소이미지의 개념을 개인 혹은 집단의 경험 및 그들의 장소에 
한 의도와 관련된 모든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47)고 설명하 다. 케빈 린치

4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사전』, 두산동아, 1999.
45) Edward Relph, 앞의 책, 2005, 129면.
46) 백서 , 「장소성 형성을 위한 시각적 방법론 연구 : 아나몰포시스 형태의 장소 아이콘을 

중심으로」, 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42면.
47) Edward Relph, 앞의 책, 2005, 1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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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A. Lynch) 장소이미지를 환경과 관찰자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 그리고 계속되는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새로 인지되는 것과 비교되는 개념이
라 정의했다.48) 필립 코틀러(Phillip Kotler)는 장소이미지를 '인간이 어떤 상
에 해 가지는 신념(beliefs)이나 인상(impression) 등의 집합으로서, 자신이 
지각하고 중요하게 고려하는 관점에 한 평가'라고 정의하 다.49)

  장소의 정체성은 장소의 이미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부분의 경우
에는 장소의 이미지는 그 장소의 정체성이라 볼 수 있다. 존 몽고메리(John 
Montgomery)는 '장소의 정체성에 체험자의 정서와 인성이 겹쳐 형성되는 것'이
라 설명했다.50)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를 종합해 본다면 장소이미지란 주체인 체험자가 장소와 
상호작용하여 형성된 인지적 차원의 개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하
자면 사람들이 장소에 한 인상을 종합하여 형성된 독특한 이미지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동일한 장소라도 경험 주체에 따라 형성된 개인적인 장소이미지는 
매우 다를 수 있으나, 한 집단 내에서 같은 장소와 경험을 공유해 왔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인지되는 이미지는 한 장소를 표하는 성격을 가진 장소이미지의 
특징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장소이미지는 흔히 장소의 정체성(place identity)과 동일한 개념으로 여
기기도 한다. 인간, 경험 양식, 물리적 환경을 장소의 정체성(장소성) 형성의 3요
소로 설정하여 장소의 이미지가 개인 혹은 집단의 경험과 기억, 그 장소에 한 
의도와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포괄한다는 점이다.51) 

  2) 장소이미지의 표상

  장소에 한 태도는 사람들의 경험 등으로 인해 매우 다르다. 같은 장소이지
만 개인의 차이에 따라 그 장소의 이미지에 한 인식이 다소간 다르다는 뜻이

48) Lynch Kevin, 한 호·정진우 역, 『도시환경디자인』, 광문각, 2003, 17면.
49) Carmona, Matthew, 강홍빈 역, 『도시설계: 장소 만들기의 여섯 차원』, 가, 2009, 

165면.
50) 위의 책, 165면.
51) K. Boulding, The Image: Knowledge in Life and Society, 1960, 구사성 역, 『20세기

의 인간과 사회: 인간과 사회의 이미지』, 범조사,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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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장소이미지의 표현 양상을 어떻게 분류하는지가 고민거리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미지는 인간이 상에 하여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인상이며, 이러한 인상
은 상에 한 지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어떤 상을 지각한다는 
것은 외부세계에 한 자극을 감지하고, 구별하고, 해석하는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미지가 형성된다.52) 모핏(Mofit)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미지를 
조직적, 역사적, 개인적, 문화적 요인 틀에서 일어나는 다차원적인 과정이라고 
보면서, 각각의 공존은 독특하고 각기 다른 이미지를 가지며, 이러한 이미지는 
의도된·의도되지 않은, 긍정적·부정적인, 강한·약한 이미지를 포함한다고 하
다.53)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장소이미지의 표현상에 주목하여 서울과 북경의 장소이
미지 표상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장소이미지, 내-외부자의 시각으로 본 장소이
미지, 그리고 자발적으로 형성된 장소이미지로 나누어 설명하기로 한다.

  (1)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장소이미지

  색(Sack)은 지리학의 연구주제를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하 다. 첫째는 물리적 
공간(자연환경)이 인간행위에 인과적 힘으로서 작용하게 되는 과정, 둘째는 인간
이 공간과 장소를 인식하는 방식에 관한 것으로, 공간 및 장소의 모습과 기능이 
우리의 관점이나 방식에 따라 변화하는 방식, 셋째는 공간과 장소가 구축되는 
방식에 관한 것으로서, 공간과 장소가 사회적 권력의 요소를 형성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54)  
  해석학적 접근은 장소나 지역에 한 내러티브(narrative)나 설명의 해석적 
요소를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해석학적 방법은 장소이미지가 규범적 담론과 권

52) 조광익, 「국립공원 방문자의 관광이미지 구성요인」, 『관광학연구』, 24, 한국관광학회, 
1997, 233면.

53) M. A. Mofit,, “A cultural studies perspective toward understanding corporate 
image:A case of state farm insurance”, Journal of Pubic Relations Research 
6(1), Taylor & Francis, 1994, 41~66면.

54) R .D. Sack, 1992, Place, Modernity, and Consumer's World,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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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의해 매개된다는 통찰을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수준의 사회적 공간에 한 
연구에 한정되었던 인본주의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 색(Sack)이 말한 세 번
째 연구주제에 적극적으로 도입되기도 했다. 즉 사회적 권력관계에 의해 공간이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사회적 권력관계의 형성에 공간이 개입하는 측면에 한 
연구에 해석학적 접근이 적용되기 시작했던 것이다.55) 이처럼 사회적 권력관계
에 의해 형성된 의미가 있는 공간, 즉 장소는 어떤 특정한 사회적, 문화적 이미
지가 가지게 된다.  
  또한 이미지의 표현 형식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문학은 언어적 이미지라고 간
주할 수 있다. 20세기 후반기 신비평의 한 갈래인 주제 비평은 한 작가가 작품 
속에서 드러내는 이미지가 바로 그 작가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
다. 그리고 문학의 수사학은 단순히 보기 좋게, 읽기 좋게 하거나, 설득력을 갖
게 하거나, 그 어떤 시적인 감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에서 부수적으로 사
용된 것이 아니라 작가에게 언제나 새로운 진실을 드러내거나, 작가가 언제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세상과 만나면서 작가가 새롭게 형
성해 나가는 자신의 구체적 진리로서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
다.56) 그러므로 문학 작품에서 드러내는 장소이미지도 작가가 이 장소에 한 
인식체계와 세계관으로 볼 수 있다. 즉 장소이미지, 특히 사람들이 문학 작품을 
통해 만들어진 장소이미지는 바로 감각적인 공간에 자기의 사고와 정신세계를 
부여하게 되어 형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투안(Tuan)도 '언어'를 통해 장소가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주장한다.57) 
그러나 문학에서 포착할 수 있는 장소이미지가 보통 작가 개인적인 시각을 통해 
형성되었지만 작가가 창작의 목적에 따라 다소 다를 수도 있다. 즉, 이러한 장소
의 이미지는 실재적 특성과는 상관없이 실재 장소나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의미
들이다. 이미지는 편파적이기도 하고 종종 과장되거나, 과소평가되기도 하며, 따
라서 정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문학의 창작 주체가 어떤 
사회 권력관계에 속하거나 이들을 위한 창작하거나 이때 문학에 드러나 장소의 

55) 신승희, 「문화관광의 중화를 통한 공간의 사회적 구성에 관한 연구: 강진·해남 지역을 
사례로」, 서울 학교 지리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16~17면.

56) 유평근·진형준, 『이미지』, 살림, 2001, 49면.
57) Yi-Fu, Tuan, 앞의 책, 2007, 3,4 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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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가 개인적인 정서에 넘어 집단적이고 가짜라고 하기 어렵지만 어떤 정도
에서 보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장소이미지라고 간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초선의 개국 공신 정도전에 의하면 문학은 재도(載道)를 하는 것이
어야 하는데, 재도란 다름이 아니라 세상을 바로잡는 실천적 활동이라고 했
다.58) 문학 작품은 이와 같은 특정한 용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문학 작품을 통
해 한 장소가 새로운 장소이미지를 부여하게 될 수도 있다. 고학력층 독자를 중
심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는 문화관광지 추천 서적으로 
중화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 강진과 해남 지역에 한 문화적 담론을 급변시켰다
는 것을 밝혔다. 낙후된 농촌이던 ''반도의 오지'가 향토적 정서와 때 묻지 않은 
자연과 의미 있는 문화유적지를 갖춘 '남도답사 일번지'라는 장소이미지가 부여
되었다는 것이다.59) 이는 바로 문학 작품이라는 매체를 통해 재창조된 장소이미
지이다.
  렐프(Relph)는 이처럼 사람들이 장소에 한 관점 혹은 장소감을 무의식적인 
것과 의식적인 것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무의식적인 경험을 할 때, 장소는 
있는 그 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장소는 
이해와 성찰의 상이 된다. 즉 의식적 장소감은 ‘장소가 동물적인 생존 수준을 
넘어서는 어떤 것으로서, 기쁨, 놀람, 경이로움, 공포 등을 전달해 줄 수 있으며, 
그런 의사소통에 식견을 가지고 경청하는 능력은 인생을 더욱 풍부하게 한다.’라
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60) 문학 작품은 바로 특정 장소에게 어떤 '색다른 이
미지'를 부여하게 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장소를 체험할 때 의식적인 장소감을 
형성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때 문학 작품에서 포착할 수 있는 장소이
미지는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내-외부자의 시각으로 본 장소이미지

  렐프(Relph)는 장소의 이미지를 개인의 장소이미지, 집단의 장소이미지, 중
의 장소이미지로 나누었는데 이 중에 개인의 장소이미지란, 한 개인의 경험, 감

58)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 제2판, 지식산업사, 1989, 242면.
59) 신승희, 앞의 논문, 2000.
60) Edward Relph, 앞의 책, 2005, 150~1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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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기억, 상상, 현재 상황, 의도 등이 매우 다양하게 혼합되어 있어서, 개인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매우 다른 방식으로 특정 장소를 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한 
사람이 어떤 장소에 해 가지는 정체성은 매우 다양하며 개인의 장소 이미지는 
비교적 오래 지속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장소의 특성이 일종의 준거점으로 이
용될 수 있다.61)

  오늘날처럼 신매체가 폭발적으로 발달되어 있지 않은 과거에는 지식인이 한 
장소를 체험하면서 특정 장소에 한 개인적인 이미지와 정서가 형성될 때 항상 
문학 작품을 통해 표현하 다. 다시 말하면 작가의 작품은 작가의 존재의 증거
로서 장소가 인간에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작가도 자신의 삶의 현장인 장
소로부터 자신의 작품세계가 구현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렐프(Relph)의 이론에 의해 장소의 이미지는 수직적, 수평적으로 구조화
되어 있다. 수평적 구조는 개인 · 집단 · 중의 내부와 그들 상호간의 둘러싸는 
장소에 한 지식의 사회적 분포에 관한 것인데 수직적인 구조는 경험의 강도와 
깊이의 구조이며, 다양한 수준의 외부성과 내부성의 경험에 응되는 층위들을 
가지고 있다. 
  렐프(Relph)는 장소의 외부성을 서술할 때 '실존적 외부성', '객관적 외부성', 
'부수적 외부성'으로 분류하 는데 실존적 외부성은 자각적이고 깊은 생각 끝에 
내린 무관심, 사람득과 장소로부터의 소외, 돌아갈 집의 상실, 세계에 한 비현
실감과 소속감의 상실을 포괄한다. 객관적 외부성은 장소에 하여 의도적으로 
냉정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사람과 장소를 심각하게 분리시키며 부수적 외부성
은 개 무의식적 태도이고 이는 우리가 방문자로 있는 장소나 장소에 한 우
리의 외도가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62)

  그리고 장소의 본질은 외부와는 구별되는 내부의 경험에 있다. 장소의 내부에 
있다는 말은 그 장소에 소속되어 있으며, 그 장소와 일체감을 느끼는 것을 말한
다. 한 장소의 내부에 더욱 깊이 있을수록 장소와의 일체감은 더욱 강해진다. 렐
프는 네 가지 유형의 내부성을 제시한다. 간접적 내부성, 행동적 내부성, 감정적 
내부성, 존재적 내부성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내부성은 존재적 내부성

61) 위의 책, 130면.
62) 위의 책, 120~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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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컫는다. 존재적 내부성은 장소에 한 소속감을 뜻하며 동시에 장소와의 
깊고 완벽한 일체감을 의미한다.
  그러나 진정한 장소감이란 무엇보다도 내부에 있다는 느낌이며, 개인으로서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의’ 장소 속에 있다는 느낌이다. 장소를 통한 정
체성은 단순한 소속감이 아닌 장소에의 뿌리내림(rootednes)을 통한 존재의 안
정감과 관련이 있다. ‘뿌리 내림’은 협소한 환경에 한 의도적 가치 부여가 아
니라, 무의식적· 비반성적으로 안전하고 안락한 존재 상태를 의미한다.63) 따라서 
그 장소감은 개인의 정체성에 중요한 원천을 제공하고, 크게는 공동체적 정체성
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자신이 경험한 특정 장소에 한 장소감과 장소애를 드러
낸다. 장소애(topophilia)의 어원은 토포스(topos)에서 유래하여 이푸-투안이 처
음으로 쓴 용어로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특정 공간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
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사랑이다. 반 로 내부에 있다는 느낌을 갖지 못했을 때, 
다시 말해 장소에 한 진정한 내부성을 갖지 못했을 때 장소 소외감을 갖는 
다. 이것을 렐프는 장소 상실 또는 무장소성(Placelessness)으로 보고 있다. 
  장소 상실은 진정한 장소감 상실을 의미한다. 그리고 무장소성은, 장소가 가진 
의미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잠재적 태도와 의미 있는 장소를 갖지 못한 환경 모
두를 지칭하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장소 상실은 이미 장소가 획득된 상태에서
의 상실이라면 무장소성은 아직 장소를 획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태도와 현
실에 몸담고 있더라도 그 장소에 해 의미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를 말한다. 
이 무장소성은 의미있는 장소를 가지지 못한 환경과 장소가 가진 의미를 인정하
지 않는 잠재적인 태도, 양자를 뜻한다. 그리고 장소(감)상실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1 경험주체가 놓여있는 실존 장소에 한 친 감을 느끼지 못한 경우이다. 
그럴 경우 현실적 삶에 한 공허감이 커질 것이고, 자신의 정체성에 위기를 
가져 올 수 있다.

63) Yi-Fu, Tuan, "Rooteness versus sense of place", Landscape, 24, 1980, 3~8면. 최
병두, 「장소의 역사와 비판적 공간이론」, 『로컬의 문화지형』, 부산 학교 한국민족문화연
구소편, 혜안, 2007, 68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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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험 주체가 친 함을 갖고 있는 장소가 타의지로 인해 파괴 및 손실 되었
을 경우에서 오는 경우이다.
3 경험 주체가 과거 어느 시점에 애착을 갖고 살던 장소를 되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졌을 때, 그리움의 장소로만 남게 될 때도 장소상실로 이어진다. 이 
경우, 과거의 장소일지라도 특별한 애착이 가는 곳이라면 장소감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다. 하지만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을 때, 되돌아가 보았지만 예
전의 그 특별한 친 감을 느낄 수 없을 때 오는 장소 상실이다.64)

  (3) 자발적으로 형성된 장소이미지

  공동체와 장소 사이의 관계는 사실 매우 접해서 공동체가 장소의 정체성을, 
장소가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시킨다. 그리고 사람은 곧 자신이 살고 있는 장
소이고, 장소는 곧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개념적으로
는 쉽게 분리될 수 있지만, 경험적으로는 쉽게 분리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장소는 '공적(public)'이다. 장소는 상징과 의미를 공유하면서 경험을 함께 하고 
관련을 맺음으로써 창조되고 알려지기 때문이다.65) 뿐만 아니라 공적 정체성은 
특정 사회의 다양한 지식 공동체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장소의 물리적 특성과 
다른 증명 가능한 구성 요소들에 해 어느 정도 동의된 것들로 구성된다.
  이처럼 장소와 공동체가 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정체성을 부여하게 되었
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장소감이 진정하고 순수하며 참된 장소감이라고 말 수 
있다. 장소에 한 참된 태도란 장소 정체성의 전체적 복합성을 직접적이며 순
수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그 경험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하
여 인위적인 사회적·지적 유행에 매개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또 판에 박은 관습
을 따르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 이러한 태도는 장소가 인간 의도의 산물이고, 인
간 활동을 위한 의미로 가득한 환경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장소에 
한 심오하고 무의식적인 정체성을 지니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66) 
  무의식적 이미지는 우리의 이미지적 표현이 우리 의식의 지배만 받는 것이 아

64) 김민숙, 「노천명 시에 나타난 장소성 연구」, 건국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20면.
65) Edward Relph, 앞의 책, 2005, 86면.
66) 위의 책, 1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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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무의식의 지배도 받는다는 것이다. 인간의 정신활동 및 그 정신활동의 산
물인 문화는 인간의 무의식적 충동이 억눌린 채 밝은 의식의 면모만 지니고 있
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무의식의 그림자가 함께 깃들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
은 무의식적인 이미지는 자발적으로 형성된 장소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발적으로 형성된 장소이미지는 장소와 관련된 공간의 개념들 중의 
생활공간(life-space)과 관련이 있다. 생활공간은 일상적 생활이 위되는 사회·
문화적 공간으로, 언어와 생활 규범에 의해 매개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가 
(재)생산되는 공간이다.67) 또한 장소는 물리적 환경, 거기서 일어나는 인간 활
동, 그리고 기억되고 부여되는 의미라는 구성요소들을 가진다고 하면 도시의 정
체성에 부여하는 데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인간의 활동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특히 상업이 발달한 도시에서 각 계층, 각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장소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3) 비교문학을 통한 문화교육의 접근

  문학은 언어를 통해 인간 세계를 표현하는 예술작품으로 외국어교육 현장에서 
언어지식이 풍부한 언어교육적 재료인 동시에 문화교육 측면에서도 효용성이 매
우 크다. 실제로 외국어교육에서 문학작품을 활용하는 교수법은 보편적으로 이
루어져 왔으며 이에 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문학 작품에서 다양한 
사회모습, 배경으로서의 중요한 역사사건들, 생동하게 그리는 풍속문화 등 외국
어 학습자가 습득해야 할 많은 것을 담고 있고 역사의 흐름이 남긴 믿을 만한 
재료이기 때문이다. 
  일찍 콜리와 슬레이타(J. Collie & S. Slater)는 문학 작품은 외국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이유를 자세히 제시하 고,68) 라자르(Lazar)에서는 외국어 

67) 최병두, 앞의 책, 2007, 73~74면.
68) ① 가치 있고 실제적인 자료(valuable authentic material): 문학 작품은 가치 있고 실

제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초급 단계의 학습이 끝나면 고급 문장을 학습하여야 하는데 묘사
하기, 서사하기, 풍자하기, 비유하기 등의 고급 언어 능력을 익히려면 신문, 광고문 등에서 
보충할 수 없는 고급 문장을 문학 작품들에서 익히게 된다. ② 문화적 풍요화(cultural 
enrichment): 문학 작품은 문화적 풍요성을 보여준다. 문학 작품 속에 담긴 풍부한 문화 
맥락은 문화 이해에 유익하다. ③ 언어적 풍요화(language enrichment): 문학 작품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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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은 해석 능력을 기르고 문화적 배경에 접근할 수 있으
며 학습의 동기 유발을 할 수 있음을 논의한다. 윤여탁(2007)에서는 외국어교육
에서의 문학의 역할을 설명하여 한국어교육에서 문학을 활용한 의사소통 교육, 
문학을 통한 한국의 사회 문화 교육, 그리고 문학 자체에 한 교육69) 세 방면
에서 주목하고 한국어교육에서 문학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언어교육에서 문학 텍스트가 좋은 제재로 여겨진다는 관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문학 장르, 무슨 방법을 통해 문화수업을 할 것인가에 
한 논의는 아직 분분하다. 본고에서의 학습자는 중국인 고급학습자로 삼았기 때
문에 그들의 학습 배경이나 특징 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같은 
유교 문화권에 속한 한·중 양국은 비슷한 문화 사상을 향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러한 시가 작품을 가르칠 때 한국 문화와 중국 문화에 한 자연스러운 비교와 
상호 이해가 가능하다. 또한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통해 타문화를 알아
보는 과정에서 비슷한 감정, 혹은 정서를 발견할 때 상문화에 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으며, 차이점을 알아챌 때 자신의 고정관념을 다시 수정하고 타문화
에 한 이해심이나 감수성 등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이러한 상호
문화적 내용의 습득을 위해 제2 언어권의 문화를 학습할 때 '비교'라는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며 더욱 다양하게 이용해야 할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19세기 이전에도 서로 다른 나라의 문학을 비교하는 연구 
경향은 이미 있었지만, 두 나라 이상의 문학을 비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
는 문학연구의 방법으로서의 비교문학은 프랑스에서 19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 
생트 뵈보(Sanite-Beuve)와 브륀티에르(F. Brunetière)를 거쳐 발당스 페르제
(F. Baldensperger), 방 티켐(Van Tieghem), 까레(J. M. Carré) 귀아르(M. F. 
Guyard)에 이르기까지 크게 발달하 다.70) 
  까레가 '비교문학은 문학사의 한 분야이다. 그것은 여러 문학들에 속하는 사실

는 언어 자료가 풍부하다. 어휘, 표현, 문체 등이 다양하여 학습 상 언어의 세계를 확장
하는데 유익하다. ④ 개인적 연관(personal involvement):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학습자
는 상 언어를 통해 상상력의 세계를 넓혀 고급 언어 능력을 배양 할 수 있다. (J. Collie 
& S.Slater, Literature in the Language Classroom: A Resource Book of Ideas 
and Activit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3~6면.)

69) 윤여탁, 『외국어로서의 한국 문학교육』, 한국문화사, 2007, 82~94면.
70) 윤여탁, 「비교문학을 적용한 외국어로서의 한국 현 문학 교육 방법」, 『한국언어문화학』, 

6(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09,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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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관계와 국제적인 정신관계에 한 연구이다.'라고 정의했는데 그보다 앞서 
프랑스 비교문학이론가 방 티겜 역시 '진정한 비교문학의 특징은 바로 역사과학
의 성격과 같다. 이는 서로 다른 출처의 최 한 많은 사실들을 채택하여, 모든 
사실들에 해 충분한 분석과 해석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논
의를 보면 프랑스학파 이론가들이 '사실'과 '실증'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
할 수 있다.71)

  그러나 미국 학자들은 이와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즉 프랑스 비교문학
이 문학의 소재, 작품의 상에 관심을 갖는 문학관에서 형성된 반면 미국 측의 
학자들은 작품의 창작 과정에 더 관심을 기울 으며 비교문학의 중심을 향에
서 초국가적 시각으로 전환시켰다.72) 알드리지는 비교문학은 한 나라의 문학작
품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야를 확 시키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즉 비교문학은 다양한 민족문화의 경향과 사조를 식별하기 위해, 그리고 문학과 
인간 활동의 다른 역과의 관계를 알기 위해 국가적 경계선의 좁은 한계를 넘
어서 바라보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간단히 정의하자면 비교문학은 한 나라 
이상의 국민문학의 전망으로부터, 혹은 또 다른, 심지어는 여러 개의 지적인 훈
련과 연결해서 행하는 어떤 문학현상의 연구로 간주될 수 있다.73) 그리고 중국 
학계에서 비교문학의 개념에 한 논의는 부분 미국학파의 관점을 많이 취하
여, 왕샹위안이 자신 저서 『비교문학의 열쇠』에서 비교문학에 해 내린 정의는 
다음과 같다.

비교문학은 인류문학의 공통규율과 민족특색을 찾는 것을 취지로 하는 문학
연구이다. 이는 세계문학의 안목으로 비교의 방법을 활용하여 각종 문학관
계에 해 연구하는 과문화(跨文化)적 연구이다.74)

 
  이상의 논의들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비교문학은 국적이 다른 두 나라 사이의 
문학을 비교 연구하는 문학 연구를 말하는데, 역사적으로 문화교류가 있었던 나

71) 왕샹위안, 문 일 역, 『비교문학의 열쇠』, 한국학술정보, 2011, 23~24면.
72) 이혜순 외, 『비교문학의 새로운 조명』, 태학사, 2002, 24~25면.
73) 오엔 알드리지, 「비교문학의 목적과 전망」, 최숙인 역, 이혜순 편, 『비교문학 논문선』, 중

앙, 1980, 202~203면.
74) 왕샹위안, 앞의 책, 201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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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이에서 주고받은 향을 측정하는 실증적 학문으로서의 비교문학과 국가 
간 향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문학 생산의 조건과 문학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비
교하는 일반문학, 혹은 세계문학의 관점에서의 비교문학이 있다. 이때, 한·국 양
국의 역사나 문학사의 긴 한 교류를 보면서 한·중 문학, 혹은 한·중 시가를 서
로 비교하는 본고의 작업은 실증적 의미의 비교문학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이 아니라 시  발전에 따라 비교문학에 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나타나
면서 다문화시 에 걸맞는 비교문학의 내용도 같이 정립되기 시작한다. 즉 다문
화주의에 입각한 연구방법과 내용이 비교연구의 방법론으로 두되면서 그 무게
중심이 문학연구에서 문화연구로 옮겨지고, 그 역할과 기능이 포괄적이며 중
적이고 공동체적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주장하지만, 결국 자국문학 및 문화의  
중요성에 한 인정하기와 인정받기가 핵심과제로 부상하고 있다.75) 왜냐하면 
다문화주의는 하나의 문화를 다른 문화에 접목시키되 우월성에 의한 접목보다는 

등성에 의한 접목을 강조하여 상이한 문화가 지니고 있는 가치의 등성을 인
식하는 것과 함께, 각국의 개별문화와 타문화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것을 강조하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사용하는 비교문학이라는 방법은 학문으로서의 비교문학의 
관점을 중요한 관점으로 취함에도 불구하고 문학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
라 글로벌 시 에서 다문화적인 특징을 고려해서 문화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을 
더욱 주목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한국문학을 체험하는 동시에 문학을 통해 한국
인의 정신세계, 그리고 이런 정신을 형성하는 뿌리까지 인식하게 해 주는 기회
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어지기 위해 비교-학습의 문학 텍스트에 한 선택 문제도 
같이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학습할 만한 텍스트를 
선택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첫째, 시기가 비슷하여 향 관계가 있는 작품들을 선택한다. 이 연구의 분석 

상된 시가 작품은 주로 조선시 (1392~1910)에 나타난 시가와 중국 이 시기
와 비슷한 시기를 처했던 명조(1368~1644)에 창작한 시가를 텍스트로 정했다. 
중국 명나라도 이민족 세력한테 정권을 다시 획득하여  여러 학자들을 통해 중

75) 이혜순 외, 앞의 책, 200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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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전통사상인 유교를 크게 발전하고 성리학이라는 학문을 확립했다. 조선은 
명나라의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하여 세워진 국가인 만큼 유교문화의 향
을 많이 받았다. 이 시기에 처한 한·중 양국, 특히 시가를 비롯한 문학 작품을 
창작한 지식계층은 유교문화의 수호자로서 그들의 문학 작품에서는 유교적 사상
이 많이 반 되어 있으며, 현  사회도 줄곧 향을 받고 있다고 말해도 좋은 
것이다. 
  둘째, 한국인의 정서를 잘 전달하는 동시에 중국인 학습자의 문화 공감을 잘 
일으키는 작품을 선택한다. 조선시  지식인들은 시가작품을 창작할 때 표현기
법 등을 중국시가에서부터 많이 배웠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를 충분히 이용하
여 학습자로 하여금 자기의 배경지식을 환기시켜 한국 문학 지식을 잘 학습하는 
동시에 공감 를 형성하게 해 준다.
  셋째, 서울과 북경의 장소이미지를 잘 드러내는 시가 작품을 선택한다. 한·중 
양국의 문화를 담긴 시가의 수량이 매우 많다. 그 중에서 서울과 북경을 상으
로 창작한 작품을 선택하여 서울과 북경의 장소이미지 특징을 통해 한·중 양국
의 문화를 비교하고자 한다. 발달하지 않은 과거에 수도는 국가의 모든 주류 문
화를 모여 있는 장소 으므로 수도 문화를 알아보는 과정은 바로 당시 사회·역
사와 소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3. 고전시가에 나타난 장소이미지 비교의 문화교육적 의의

  본고의 외국어 문화교육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심층적 한국 문화 능력을 향
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고전시가에 드러난 장소이미지를 서로 비교
-학습 활동을 통해 얻은 교육적인 의의는 1) 한국적 정서에 한 이해 2) 한국 
전통문화의 경험 3) 간(間)문화적 능력 배양의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
다.

  1) 한국적 정서에 대한 이해

  정서는 사람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 또는 감정을 일으키는 기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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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를 의미하는 심리적 개념이다.76) 이러한 정서는 인간의 보편적인 현상이
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특정 민족, 사회 집단, 문화 공동체 등 같은 사회과정을 
겪어온 후 공유된 민족적이고 집단적인 정서를 형성하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한국적 정서는 바로 이러한 민족 정서에 속한다고 보인다. 즉 한국적 정서는 사
고방식, 행동방식, 표현방식, 생활방식의 모든 분야에 스며들어 있는 한국인 나
름의 독특한 자질 즉 한국인의 감정과 정서의 총체적 동일성을 말하는 개념이
다.77) 그리고 한국적 정서를 잘 인식하면 한국인의 세계관과 행동방식 등에 
한 이해 능력도 한 걸음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 된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민족 정서는 민족 혹은 민족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으
므로, 민족의 형성과 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민족 정서를 특정한 
역사적 국면에서 민족 구성원 다수가 갖게 된 공통의 정서로 보아야 한다고 
하며 민족 정서의 교육에 어떤 정서가 특정한 시 의 민족적 현실 경험과 결부
하여 부상하는가를 조망하는 역사적 원근법이 요청된다고 하겠다.78) 그러므로 
한국인의 민족정서는 각 시기에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역사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은 한국의 역사문화, 나아가 한국인의 민족정서
의 근원을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학습하는 것은 한국어교육에서도 많이 주목해 왔다. 김
정숙(1997)은 한국 문화를 부분 언어적 측면 위주로 교육하고 있는 점을 비판

76) 이은주· 김종덕, 「한국적 정서를 반 한 TV광고 캠페인의 기호학적 분석과 의미 변화」,  
 『디자인학연구』 27(3), 한국디자인학회, 2014, 157면.

77) 이종은, 「한국전통적 소재를 활용한 광고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상학연구』 19, 한국전
통상학회, 2005.

78) 근  이전의 문학교육에서 정서 교육을 찾자면 시를 통한 온유돈후(溫柔敦厚)의 추구, 다
시 말해 성정(性情)의 올바름을 들 수 있다. 그런데, 근 에서의 정서교육은 김소월의 시들
을 두고 본다면 온유돈후와는 거리가 멀다. 즉, 평정(平靜)의 정서가 아닌 고양(高揚)된 정
서를 택했던 것이다. 만약 김소월이 노래한 한(恨)이 민중적 기반에서 나온 것이라면 근
는 전근 와 정반 의 노선을 취했다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조선 후기 문학에서 
성정(性情)의 올바름보다 성정이 참됨을 추구한 흐름이 뚜렷하게 존재했음을 상기할 필요
가 있다. ‘감정의 고양’의 경우 판소리에서 추구한 바 ‘울리고 웃기기’가 그 표적인 것이
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러한 조선 후기의 문학 흐름이 근 에 와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공인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김소월의 시가 정전의 자리에 오른 일차적인 이유는 
그의 시가 20세기 전반기 우리 민족의 경험적 현실에 응하는 정서를 노래했다는 점에 
있다고 본다. (김종철, 「민족 정서와 문학교육」, 한국문학교육학회 편, 『문학교육의 민족성
과 세계성』, 태학사, 2000, 129~1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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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목표언어 사회의 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관 및 감정까지 포괄해서 
교육할 것을 제안하는 것처럼 일찍 한국 문화교육에서도 한국인의 정신문화를 
제 로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학습목표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고려하면서 한국 문화교육에서 '장소'라는 개념을 투입한다는 
것은 효용성이 있다고 보인다. 즉, 장소는 의미가 부여된 공간이며 이러한 의미
가 가득한 장소가 형성될 때에는 그 공동체 내의 사람들의 가치관 및 감정 등이 
커다란 향을 미쳤을 것임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한 장소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은 바로 그 장소 내의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문학은 개인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매개인 동시에 한 사회계층, 나아가 
한 집단의 정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풍부한 문화 수양을 가지고 
있는 문인들은 일반사람이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문학 작품을 통해 전
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에 하나의 목소리가 오히려 한 집단, 한 사회의 목소리
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학은 민족정서를 이해 및 교육을 할 때 매우 
중요한 수단이며 국어교육에서도 '민족 정서의 이해와 습득'이라는 것을 문학교
육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해 두고 있다.79) 정전(正典)으로서의 문학 작품에서는 
한 집단의 정신세계를 묘사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으며 그 민족의 정서를 제

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 살펴본 것과 같이 장소나 문학은 민족정서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수단
이기 때문에 문학작품에서 투 된 장소의 이미지를 이해하는 작업은 민족 문화
를 이해하는 데에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서는 인간이 
모두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현상이지만 민족정서는 이 정서의 자체보다 훨씬 개
별적이고 배타적인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각 집단이 하나의 단위로 다른 
집단과 구분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문학 작품을 통해 한국의 민족정서를 이해할 때 수직적인 
시간에 따라 알아볼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인 학습자로 하여금 한국의 
민족정서와 중국의 민족정서가 서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도 같이 이
해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비교문학이라는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한·중 양국의 제일 표적인 도시인 서울과 북경의 장소이미지 특징을 

79) 최형섭 외, 『국어교육학 개론』, 三知院,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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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면서 양국 국민정서의 개별성과 유사성을 인식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2) 한국 전통문화의 경험 

  사물에 한 왜곡이나 오해의 원인이 항상 이에 한 지식이 모자라다는 데에
서 시작한다. 한국 문화교육에서도 마찬가지다. 즉 문화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려면 한국 문화에 한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이 요구된다. 이는 주
로 한국문화에 한 지식의 양적인 면을 요구하는 말이다. 또한 학습자가 접하
는 사람은 부분 현 의 사람이며 접하는 문화는 부분 중문화이지만, 한국
인의 가치관과 한국문화의 정체는 한국 전통문화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학
습자로 하여금 한국 문화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전통문화의 내용을 많이 알게 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교육을 다룰 때 흔히 '경험적 지식'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경험적 
지식'은 체험을 통한 조작적인 활동이나 행위에 결부된 지식이며, 우리의 활동들
이 우리 스스로와, 우리의 사고 및 행위 가능성에 관여하는 방식들을 스스로 기
술함으로써 표현되는 체험 지식이다.80) 중국인 학습자의 실제적인 학습상황을 
보면 한국문화에 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만드는 원인은 부분 학습
자의 학습 환경이 한국의 사회문화 환경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 즉 이러한 '
경험적 지식' 결핍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 체험 부족'이라는 문제에 

한 해결책은 직접적인 체험과 간접적인 체험이 두 가지가 있다. 직접인 체험
은 주로 직접 그 나라에 가서 문화를 체험하는 수단을 통해 실현하는 반면 간접
적인 체험은 주로 문학작품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 
  문학은 가치 있는 체험의 기록81)이기 때문이다. 문학은 주체가 자신이 처하는 
환경에서 겪어보는 일이나 느껴 본 정서를 문자를 통해 형상화하여 남기는 것이
다. 다시 말하면 문학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세계를 다룬다. 문
학이 경험의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표출시키는 가운데, 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경

80) S. Schmidt, (Der)Diskurs des radikalen Konstruktivismus, 박여성 역, 『구성주의』, 
까치, 1995, 45면.

81) 崔載瑞, 『文學原論』, 春潮社, 196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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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의 삶의 전반적이 문제와 어떻게 관련되고 있는지를 동시에 보여준다는 점이
다.82) 한 문학 작품을 제 로 이해하려고 하면 그 자체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
라 지어진 배경과 지은이의 처지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 한국 고전문학 작품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창작한 시 나 작가가 그 당시에 처한 상황을 알
아야 한다. 이를 통해 접근하기 어려운 문학 작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다양
한 고전문학 작품들을 통해 우리는 당시 사람들의 삶과 문화에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역사문화들이 지금 이 시 에게 미치는 향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3) 간(間)문화적 능력 배양

  제2 언어 학습자들은 다른 사람보다 타문화를 접할 기회가 훨씬 많다. 일생 
생활에서 직접적으로 목표 언어 문화권의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 경우도 있고 인
터넷이나 신문 등 매체를 통해서도 접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현재 중국 학교 
한국어 학과에 있는 졸업생들의 진로를 보면, 한국에 가서 학원에 계속 공부
하는 사람이나 한국 회사에서 취직하는 사람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러한 학생들은 한국의 문화권에 들어가서 한국인들과 많이 접촉한다. 이들이 상
이한 문화 간의 있는 충돌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쉽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
며 일상생활에 많은 부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 그 자체는 강한 집단 정체성(group identity)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흔히 자기민족의 문화 기준에 입각하여 타문화를 인식
하고 비판하면서 자기문화가 우월하고, 타문화는 열등하다는 자문화 중심주의83)

라는 잘못된 인식에 빠질 수 있으며 이럴 때는 문화적 충격84)을 비록한 의사소
통 문제가 흔히 일어나는 법이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학습자들은 타문화를 
만나고 체험하게 되면서 타문화에 한 충격을 받는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타
문화에 적응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에 외국어교육에서는 

82) 구인환 외, 앞의 책, 2008, 61면.
83) 박갑수, 『한국어교육과 언어문화 교육』, 역락, 2013, 287면.
84) 문화적 충격(文化的 衝激)은 개인이 체험하는 정체성의 변화, 혹은 문화 변용의 한 과정

이라고 할 수 있다. 자국의 언어, 습관, 가치관, 사고 등과 상반되는 장면 및 상황에 직면
했을 때 이를 경험하게 된다. (박갑수, 앞의 책, 2013,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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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언어학습을 위해서 학습자의 간(間)문화적 능력, 혹은 문화간의 커뮤니
케이션 능력을 양성하는 데에 더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외국어교
육에서 의사소통능력을 계속 강조하고 왔다는 사실도 이 점을 입증하고 있다.
  제2 언어학습자의 간(間)문화적 능력을 잘 배양하기 위해서는 상호문화에 
한 인식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즉 이 과정에서 타문화에 한 공감을 형성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새롭고 자기와 다른 사물에 해 누구
나 거부감이 먼저 생기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 간의 의사소통적인 곤경을 이겨내기 위해 서로 받아들이기 쉬운 
수단을 구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시 의 국경을 넘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 형태 중 하나는 바로 노래가 아닐까 싶다. 그러나 중가요가 없는 옛날에
서는 노래의 다른 형식인 시가를 통해 사람의 정서를 전달하고 사람의 삶을 풍
부하게 해주는 것이었다. 또한 고 에서는 국가 간 문화교류는 주로 사신들의 
왕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서로 시가를 주고받은 방식으로 상 방에 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므로 고  문화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매개인 고전시가를 학습하는 
자체도 일종의 문화교류라고 생각한다. 한국 고  지식인들의 시가를 통해 그들
의 사상과 감정을 느끼고 그 시 의 현실과 역사를 인식하는 동시에 중국 시가
에서 담긴 중국 지식인의 사상이나 정서를 비교하면서 학습자로 하여금 자기의 
문화를 다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자기 문화에 한 정확한 인지를 바탕으로 타
문화와의 비교를 통해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편견이나 오해 등을 
다시 수정할 수 있으며 더욱 올바른 간(間)문화적 태도를 함양하고 간(間)문화적 
능력을 증진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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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전시가에 나타난 장소이미지 비교를 통한 문화교육의 내용

  비교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현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스키마85)를 
충분히 활성화시켜야 평소에 접근하기 어려운 고전시가 작품을 효과적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즉, 학습 상인 한·중 시가 작품에서 유사한 문학표현이나 문화현
상이 있어야 학습자가 중국 시가 작품을 통해 자기의 배경지식을 환기하고 이를 
가지고 더욱 쉽게 한국 시가를 접할 수 있다. 특히 작품을 비교-학습할 때는 그 
자체에 주목하기보다 작품 안에 담긴 문화요소 및 사회적 정보들을 서로 비교하
는 것이 한국 문화교육, 특히 상호 문화적 교육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한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먼저 한 지역으로의 서울과 북경의 문화적 특징을 설명
하여 서울과 북경을 상으로 창작한 작품들을 분석하면서 그 중에서 드러난 두 
곳의 장소이미지의 특징을 제시한 후 이러한 특징을 형성시키는 문화적인 요소
를 더욱 자세하게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이처럼 표면적인 현상에서부터 장소의 
본질로 들어가는 식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문화교육의 내용을 마련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1. 서울과 북경의 지역문화적 특징

  한 장소를 더 깊이 있게 알아보기 이전에 이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서울과 북경의 장소이미지 특징을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지역문화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두 곳의 역사를 비롯한 지역문화적 요소들에 한 설명이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1) 서울 지역문화 특징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서울이

85) 스키마는 인간 지식과 능력의 전체적 양상을 기초로 하는 무의식적 정신 구조라는 과정
이며 질적으로 새로운 구조를 만들도록 조직되어 온 추상적인 일반 지식을 포함한다. 스키
마가 적용되지 않으면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 학습, 기억하기란 불가능하다. (김판수 
외, 『구성주의와 교과교육』, 학지사, 2000, 93면.)



- 42 -

라는 도시는 한국인에게 단지 수도로서만이 아니라 더 많은 의미가 부여된 곳이
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서울이 몇 백 년이 지나도 계속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지가 되는 이유는 '수도'이기 때문만 아니라 긴 세월에 걸쳐 그 장소 안에 
형성되는 삶의 내용 때문이다. 
  서울의 지역적 특징은 자연과 역사로 나누어 설명해야 한다. 자연적으로 보면 
서울은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사방으로 통한 도로가 발달했다. 그리고 내
부적인 환경을 보면 남북 쪽으로 북한산, 남산, 관악산을 잇는 지축(地軸)이 있
으며 동서는 한강이 흐르고 있다. 또한 『택리지(擇裏志)』에서는 서울을 '나라 안
의 네 곳으로 압축할 수 있을 만큼 산지수명한 곳으로 길에 밥을 떨어뜨린다 해
도 주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토핵이 정결하고 단단한 곳이다.'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탁월한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에서도 역시 늘 중요한 역
할을 했다. 역사 속의 서울은 한반도에 성립되는 중앙집권체제 아래에서 통치의 
거점이 설정되고 조직되는 지역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86) 즉, 서울은 삼
국시 부터 서로 쟁취하고자 했던 요충지 고 모든 면에서 중심이 되었기 시작
하여 고려조에는 양주(楊洲)라 했고, 충렬왕이 한양부(漢陽府)라 바꾸었으며, 조
선왕조 조 3년(1934)에 도읍으로 결정하고 한성부라 이름을 고쳤다.87) 이러한 
역사적 전개는 서울이 가지고 있는 중심부적 위치, 그리고 권력 기두들을 담아
낼 수 있는 자연지세적 조건이 함께 맞물려 상승적으로 이루어졌다. 왕도이자 
수도로서 서울의 지역성은 바로 이러한 시공간적 전개 속에서 형성되어 왔다.

  2) 북경 지역문화 특징

  북경성(北京城)은 북쪽으로 연산산맥 가운데서 소뿔처럼 양쪽으로 뻗어 나온 
지형 아래 북경소평원(北京小平原)을 형성하는 곳에 위치한다. 남쪽으로는 광활
한 화북 평원에 면하고 동쪽으로 광 한 발해만에 면하고 서쪽으로는 크게 높
이 솟은 태행산맥에 면하고 있다.88) 역사적으로 보면 수도로서의 북경은 그의 

86) 조명래, 「지역으로서의 서울」, 『황해문화』 32, 새얼문화재단, 2001, 213면.
87) 이혜순, 「한시에 나타난 서울의 형상」, 『문학 작품에 나타난 서울의 형상』, 한국고전문학

회, 1994.
88) 이학동, 「북경성·자금성(紫禁城)의 형성원리: 역사·지리·경제·정치의 통사적 관점에서 고

찰」, 『주거환경』 2, 한국주거환경학회, 2011, 2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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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역사에서 뒤늦게 시작하는 편이다. 처음으로 북경을 수도로 정한 것은 
여진(女眞)족의 금(金, 1115)나라 지만 북경을 크게 번 시키지 못한다. 북경을 
본격적으로 수도로 삼은 시기는 제국인 몽고족의 원(元)나라(1206-1367) 때
다. 원나라 뒤를 한족의 명(1368-1662)나라가 있는데, 명 태조 주원장(朱元璋, 
1368-1398재위)은 남경을 도읍으로 하 으나 3 째 성조(成祖)가 락(永樂) 원
년(1403)에 다시 도읍을 북경으로 옮겼으며 뒤에 만주족이 건립된 청나라도 북
경을 도읍으로 삼았다.89) 
  북경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의 지역문화적 특징을 잘 볼 수 있다. 먼저 북경
의 역사가 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경은 일찍이 중국 상(商)나라에서 
도성을 건설했다. 그리고 정치적 중심이라는 기능도 긴 시간 내에 계속해 왔다. 
여러 민족정권들이 북경에서 통치를 해 왔으며, 많은 민족들이 북경에서 살았다. 
이러한 역사 상황은 북경의 독특한 포용성과 다원성의 문화적 특징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곳은 상층 권력자부터 사 부들이, 권력가들이, 일반 백성들까지 같이 
거주하는 장소로서 궁궐문화, 사 부문화, 사정문화 등 여러 문화들이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서울과 북경의 전체적인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은 수도로서 단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름 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북
경의 역사를 살펴볼 때 상당히 긴 시간에 걸쳐 중국의 주체 민족인 한족이 아닌 
이민족들이 건립한 나라의 수도로 발전해 왔기에 북경 문화는 여러 민족의 문화
들을 융합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것도 중국 전통문화의 특징 
중 하나인 다민족 문화의 한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서울은 단일 민족인 한국의 수도이며, 예로부터 백제·고구려·신라 
삼국이 쟁탈전을 벌이던 중요한 곳일 뿐만 아니라 지금의 한국문화에 커다란 
향을 준 조선시 의 수도로서 서울문화는 한국 문화를 학습할 때 중요한 통로의 
하나로서 간주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89) 김학주, 『장안과 북경-중국의 정치·문화와 문학·사상의 앞뒷면-』, 연세 학교 출판부, 
2009, 61~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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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전시가에 투영된 서울과 북경의 장소이미지

  앞에 Ⅱ장에서 장소이미지의 표현 양상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장소이미지', 
'내-외부자의 시각으로 본 장소이미지', '자발적으로 형성된 장소이미지'의 세 가
지로 나누어 분석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러한 이론적인 내용을 구체화시키며 
한·중 고전시가의 장르적 특징도 같이 고려하여, 서울과 북경의 장소이미지 양상
을 '태평성 에 한 분식(粉飾)', '왕도에 한 이중적인 정서', 그리고 '도시 공
간의 역동적인 모습'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살펴보겠다. 
  또한 이러한 장소이미지 양상은 서로 다른 사회적 배경과 서로 다른 창작의 
입장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하나의 작품에서 모든 양상을 한 번에 모아 설명하기
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한·중 시가를 살펴보면 장르에 따라 작가의 계층, 
창작의 목적, 내용의 표현 방식, 그리고 전달하는 정서도 매우 다르다. 따라서 
각 장소이미지 양상과 응시킬 수 있는 장르에 속한 작품을 서로 비교하며 서
울과 북경의 장소이미지를 설명하는 것이 훨씬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여기서 비교하는 작품을 다음 표와 같이 정하도록 한다. 

〈표2〉 비교-연구 대상 분류표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본고에서는 서울과 북경의 장소이미지인 '태평
성 에 한 분식'을 서술할 때 한국의 악장과 중국의 각체(臺閣體) 한시를 서

장소이미지 
양상

한국 작품 및 작가
창작
시기

중국작품 및 작가
창작
시기

태평성 에 
한 

분식(粉飾)

정도전, 「신도가」 
【악장】

1398

楊士奇, 
「隨駕幸南海子」, 
【 각체(臺閣體) 

한시】

1403-1424 
(명, 락(永樂) 

연간)

왕도에 한 
이중적 정서

春風杖策上蠶頭여~
청구 언(진본) 544번 

외 4편 【시조】

조선( 
시간 
미상)

李攀龍(明), 
「帝京篇」 외 2편, 

【한시】
1514~1570

도시 공간의 
역동적인 

모습

한산거사, 「한양가」 
【가사】

1844
盛時泰, 「北京賦」 
외 3편 【부(賦)】

1 5 2 2 ~ 1 6 2 0  
(명 가정(嘉靖)~
만력(万历)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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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비교하고자 한다. 악장은 궁중 전용가로 선조의 위업과 공덕을 찬양하여 각
종 제사와 연향에 음악의 반주로 노래 부르는 것을 말한다.90) 조선의 악장만큼 
한 시 의 집단이념이나 세계관을 주로 담은 장르도 드물다. 악장은 하늘이 정
한 도읍지, 하늘이 정한 지형, 하늘의 명령과 도움 등 도덕적 당위나 집단적 소
망, 인간이 지향하고 천착해야 할 존재의 원리를 지향하기 때문에 자아(自我)를 
세계화하는 교술(敎述)의 성격이 우세하다.91) 그러므로 조선 초기의 개국 공신인 
정도전이 창작한 「신도가」를 통해 서울의 장소이미지를 형성하는 당시의 집단적
인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다.
  악장의 특징을 고려하면 중국 명나라 때 성행했던 ' 각체(台閣)'라는 한시 장
르가 이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각은 당시의 내각(内阁)과 한림원(翰
林院)를 가리키는데 관각(館閣)이라고도 했다. 각체(臺閣體)는 관각에 높은 관
직을 갖고 있는 양사기(杨士奇), 양 (杨荣), 양부(杨溥)의 삼양(三楊)을 표로 
창작하여 특정한 풍격을 가지고 있는 시가 갈래이다.92) 각체에 속한 작품들은 
역시 악장과 유사하게 상층 관료들이 창작하는 작품으로 왕초 건립의 초기에 많
이 나타나며 황은(皇恩)과 태평성 를 찬송하는 목적을 위주로 창작하 다. 이러
한 작품들을 통해 당시 사회의 주도계층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다.
  이상 종합적으로 보면 악장과 각체 시가를 살펴보면 작자층은 모두 조선과 
명조의 상층 관료들이며 내용적인 면에서는 건국 초기 통치자의 위업과 덕화를 
찬양하는 것이고, 기능적인 면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건국 초기 불안정한 상황
에 민심을 안정시키고 태평성세의 국면을 만들기 위해 창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서울과 북경의 장소이미지인 '왕도에 한 이중적인 정서'을 서술할 때는 
한국의 시조와 중국 명조의 한시를 비교할 상으로 삼고자 한다. 왕조 초기에 
수도를 상으로 창작한 시가는 새 왕도의 정통성과 위엄함을 강조하기 위해 성

90) 鹹和鎭, 『朝鮮音樂通論』, 朝鮮文化叢書, 1947, 167면.
91) 이헌홍 외, 『한국고전문학 강의』, 박이정, 2012, 110면.
92) "台閣主要指當時的內閣與翰林院, 又稱爲館閣, 台閣體則指以當時館閣名臣楊士奇, 楊榮, 

楊溥爲代表的一種文學創作風格." (袁行霈, 『中國文學史』, 高等教育出版社, 2010. 朱桂芳, 
「以楊士奇及其詩文爲標本審視台閣體」, 重慶師範大學 碩士學位論文, 2011, 5면에서 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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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럽고 덕화가 가득한 수도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에 주력한다고 하면 왕조
의 안정기에 접어든 후 지식층이 수도에 해 갖는 관점은 주로 개인적인 체험
을 통해 형성된다. 이때의 작품은 초기 정치적인 용도로 쓴 작품과 달리 개인적
인 시각에 입각하여 서울과 북경을 노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품에서 더 많은 
다양한 정서를 포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형성된 장소이미지는 더욱 풍부하
다. 뿐만 아니라 렐프(Relph)를 비롯한 여러 학자의 견해에 따르면 장소이미지
를 설명할 때 개인적인 장소이미지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
는 한·중 양국의 시가 장르 중 개인적인 정서를 잘 표현하고 있는 한국의 시조
와 중국의 한시를 선정하기로 하 다.
  시조는 조선 시 의 사 부들이 자신의 정서적 감흥을 표현하는 서정 갈래다. 
경물로부터 촉발된 화자의 정서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장소와 화자 자신의 내
한 교류를 통해 개인적인 장소성이 형성되는 걸 살펴보기에 적합하다. 중국 명

의 한시는 당시(唐詩)의 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데에 있어서 작자 개인의 시각을 통한 서정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이와 같은 
큰 시 적 배경 하에 개인적인 정신세계를 주목하는 데에 시조와 한시가 비교할 
수 있는 텍스트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서울과 북경의 도시적 공간으로서 역동적인 사회 모습을 설명할 
때 한국 가사 작품인 「한양가」와 중국 부(賦)류에 속한 「北京賦」 몇 편을 선정
하 다. 「한양가」는 1844년 한산거사가 창작한 장편(총764행)의 풍속가사로서 
19세기 한양의 풍경을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은 서울의 전체
적인 지리 상황에 한 묘사를 시작하여, 궁궐과 관아의 모습, 시전(市廛)의 풍
경, 승전(承傳)놀음을 비롯한 유흥의 공간, 능행의 장면, 과거장 풍경 등을 일일
이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93) 「한양가」를 통해 서울이라는 도시의 역동적인 장

93) 물론 이 작품에서 나온 낙관적인 분위기가 19세기 조선 정치사회의 혼란한 역사 상황과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한양가」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풍속가사로서 신분제가 해체되고 
상업화가 진행되는 조선후기의 시 상을 충실하게 반 한다는 현실적인 의의와 가치가 이
미 많은 연구에서 검토되었다. 「한양가」의 현실적인 의의와 가치에 한 논의들은 다음과 
같다. (서종문, 「<한양가>와 <한양오백년가>」,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집문당, 1995./ 
이병기, 「한양가에 나타난 서울의 모습」, 『향토서울』, 서울시사편찬위원회, 1967./ 이우성, 
「18세기 서울의 도시적 양상」, 『한국의 역사상』, 창작과 비평사, 1982/ 정기철, 「한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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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미지를 엿볼 수 있으며 지금 이 시 와 멀지 않고 여전히 많은 유적과 사상
적 향을 미치고 있는 조선의 사회적 모습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인 학
습자들은 한국 문화, 특히 전통문화를 학습할 때 좋은 재료가 된다고 생각한다.
  「한양가」는 가사 장르에 속하기 때문에 이와 비교할 수 있는 중국 시가 장르
를 고려해보아야 한다. 이경선의 「가사와 사부의 비교연구」는 가사와 사부가 모
두 낭송체의 문학임을 전제로 가사가 사부의 향으로 발생하 다고 결론을 내
렸다.94) 또한 중국 문학사를 살펴보면 각 조 의 수도를 상으로 창작한 경도
부(京都賦)들이 많다. 이러한 작품은 당시 수도의 지리적인 상황, 역사, 궁궐, 예
의와 풍속, 물산, 교통 등을 생동감 있게 묘사한다. 조선과 가까운 시기에 처했
던 명조에도 도시인 북경의 모습을 노래한 시가들이 많이 나온다. 특히 명 중
기에 들어가 초기 수도를 찬송하는 데만 주목했던 작품과 달리, 도시적 삶의 모
습에 한 묘사도 시가에서 큰 분량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장르적인 면에서 「한양가」와 「북경부」가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같은 상업경제가 발달한 왕도 중후기의 사회 풍경을 개관적
이고 상세하게 묘사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명나라 경도부(京都賦) 작품들이 충분
히 「한양가」와 비교할 수 있는 텍스트로 된다고 생각한다.

  1) 태평성대에 대한 분식(粉飾)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장소이미지의 형성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니다. 특히 아시아 봉건 중앙집권체제 하에 중심부에 위치한 상층 권력에 비해 
일반 백성들의 힘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통치자가 언론의 주도권을 절 적으로 
잡고 있다. 그러므로 지배층의 뜻에 맞게 지식인들이 자기의 문학작품을 통해 
수도를 예찬하여 왕도의 번창한 이미지를 가공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95) 조선

연구-작자의식을 중심으로」, 『한남어문학』12, 한남 국어국문학회, 1986./ 최래옥, 「<한양
가>의 작자의식」, 『우리문학연구』3집, 우리문학연구회, 1978./ 홍여구, 「한양가와 예술사
의 한 단면」, 『계명어문학』5, 계명 학교, 1990.)

94) 정규복, 『한국문학과 중국문학』, 보고사, 2010, 67면.
95) 물론 새 왕조를 건립할 때 통치자들이 지리적 위치가 좋은 곳으로 수도를 선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지만 오늘날처럼 과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과거에는 사람들이 어떤 
일의 합리성을 찾기 위해 항상 전설과 같은 과장된 구실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그러므로 
정도에 얽힌 각양각색 전설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전해지는 법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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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국 공신 정도전이 쓴 「신도가」를 통해 당시 이와 같은 시 적인 상황을 엿
볼 수 있다.

녜 楊양州 올히여
디위예 新신都도形형勝승이샷다
開國국聖셩王왕이 聖셩代를 니르어샷다 
잣다온뎌 當당今금景 잣다온뎌 
聖셩壽슈萬만年년샤 萬만民민의 鹹함樂락이샷다 
아으 다롱디리
알漢한江강水슈여 뒤흔 三삼角각山산이여 
德덕重듕신 江강山산즈으메 萬만歲셰를 누리쇼셔
                         -鄭道傳, 「新都歌」96)

  서울(옛 이름 한양)97) 천도 초기부터 定都의 당위성을 역설한 악장 작품은 정
도전의 신도가 외에도 권근의 <霜臺別曲>, 卞季良의 <華田別曲> 등 新都詩歌98)

류 작품이 있다. 위의 작품은 鄭道傳(?~1398)의 「新都歌」인데 이 노래는 서울로 
천도한 후 지은 작품으로 서울의 지리적 특징과 왕도로서의 성스러운 모습을 묘
사하고 있다. 
  작품의 전반 부분에서는 고려 때 道詵의 기99)를 통해 서울을 조선의 도읍으

된 전설은 「무악재」의 전설, 「왕십리」의 전설, 「진흥왕 순수비」 전설 등이 있으며 「八臂哪
吒城」 전설은 북경의 제일 표적인 전설이다.

96) 옛날에는 양주 고을이었도다/ 이 자리에 새 도읍이 아름다운 경치를 갖추었구나/ 나라를 
여신 거룩한 임금께서 태평성 를 이루셨도다/ 도성답구나, 지금의 경치, (관연) 도성답구
나/ 임금께서, 만수무강하시어, 온 백성도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구나/ 아으 다롬다리/ 앞
에는 한강물이며 뒤에는 삼각산이여/ 덕을 쌓으신 강산 사이에서 원한 생명을 누리소서 
-현 어 풀이

97) 서울의 옛 이름은 한양이라고 했는데 본고에서는 전체적인 통일성을 고려하여 모두 서울
로 통칭하기로 한다.

98) 新都詩歌는 漢陽 定都를 전후한 시기가 그로부터 멀지 않은 시기에 지어진 신도 찬양의 
시가들을 통칭한다. 이 속에서는 한국말 노래들과 한시들이 두루 포괄되어 현재 남아 있는 
작품 수는 미미하다. 

   조규익, 「鮮初 新都詩歌의 文學的 性格-작자계층의 목적의식과 풍수지리적 관점의 형상화
를 중심으로-」, 『문학 작품에 나타난 서울의 형상』, 한국고전문학회, 1994, 27면.

99) 고려 숙종 때의 金譯磾가 "양주에 木覓壤이 있으니 도읍으로 정할 만하다"는 도선의 기
를 인용하여 숙종에게 남경 즉 한양으로 천도하기를 청하니 왕이 천도의 역사를 5년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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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한다는 것은 풍수상과 잘 맞고 있음을 읊고 있다. 또한 金壽長의 시조에서
도 역시 道詵의 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서울의 지리적인 우세를 찬양하고 
있다.100) '新都形勝'은 신도의 풍수지리적 요건을 포괄적으로 묘사하며 국가를 
세우는 왕이 성 를 일으켰다는 것을 찬송하고 있다. 또한 경치가 성답다(잣다온
뎌)는 도성인 서울에서 백성들이 유덕한 왕과 백 년을 함께 즐기리라고 했다. 후
반부에서는 신도의 풍수적 입지조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알 漢江
水여 뒤흔 三삼角이여"는 "新都形勝"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可居地'
로서의 서울은 '背山臨水'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시적
자아가 이 시가를 통해 德重한 강산을 배경으로 한 새로운 수도 서울이 만세를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하는 심정을 전달하면서 성스럽고 위엄을 갖추고 있는 정통
적인 수도의 이미지를 서울에 부여하게 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양사기는 그의 
시가에서 명조 초기 위엄있는 북경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天開形勢莊都城，鳳翥龍蟠拱帝京。(천개형세장도성，봉저룡반공제경)
萬古山河鍾王氣，九霄日月煥文明。(만고산하종왕기，구소일월환문명)
祥光掩映浮金殿，瑞靄縈回繞翠旌。(상광엄 부금전，서애 회요취정)
聖主經營基業遠，千秋萬歲頌升平。(성주경 기업원，천추만세송승평)101)

                   -楊士奇(양사기), 「隨駕幸南海子(수가행남해자)」

  위는 양사기(楊士奇)가 창작한 「수가행남해자(隨駕幸南海子)」라는 시가이다. 
제목에는 남해자(南海子)라고 한 지명시언이 있는데 이곳은 북경에 있는 하나의 

완성하 다는 것이다. (『高麗史』권 127, 「妙清傳」 …乃興近臣內侍郎中金安謀曰 吾等若奉
主上 移禦西都爲上京 當爲中興功臣 非獨富貴一身 亦爲子孫無窮之福…) 

   조규익, 앞의 논문, 1994, 40면.
100) 道洗이 碑峰에 올라 國都를 定올씩 子坐午向으로 城闕을 일웟는듸 左青龍 右白虎와 

南朱雀 北玄武는 貴格으로 벌어잇고 前帶河 漢江水는 興天地 根源이라 太廟는 可左고 
社壇은 可右로다 三峰이 秀麗니 人傑이 豪俊고 臥牛山 有德니 民食이 豐足이라 聖
繼神承야 億萬年之無疆이샷다 하 주오신 을 받들어 萬萬歲를 누릿셔  -『시조문학
사전』651 金壽長

101)개천벽지의 형세가 도성을 차장하여, 봉황처럼 날려 교룡처럼 굽이치는 산들이 북경을 둘
러싸여 있다./ 만년의 산과 강들에서 왕조의 기를 모여 있어, 하늘에서 제일 높은 데에 있
는 태양과 달까지 문명의 빛을 발하고 있다./ 상서로운 빛이 궁전 내에 가득하여, 길한 구
름이 청록색 정기(旌旗) 주변에 감돌고 있다/ 현명한 군주가 있어, 조상의 기업을 오래오
래 유지할 수 있어, 앞에서 천만년 동안 이 태평성세를 찬송해야 하겠다. -한국어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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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림이며 이를 통해 이 작품은 작가가 황제에 따라 南海子에 갔을 때 짓은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시적자아가 '천개형세(天開形勢)', '봉저룡반(鳳翥龍蟠)', '만고
산하(萬古山河)', '구소일월(九霄日月)', '상광(祥光)', '서애(瑞靄)' 등 기세가 성

하고 길한 기운이 지극히 표현하는 시언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국가 산하
의 웅장함을 지극히 노래하며 황제의 공덕을 찬송하고 있다. 양사기와 같은 태
각체의 표작가인 양 (楊榮)이 그의 부(賦)류 작품인 「황도 일통부(皇都大一
統賦)」에서 황제가 천하를 다스리는 절 적인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
여 북경의 동, 서, 남, 북의 험요한 지세를 자랑하는 내용을 통해 양사기가 작품
에서 노래한 만고하산이 어떤 모습인지 잘 볼 수 있다.102)

  이상 볼 수 있듯이 과거에 한·중 양국의 새 왕조를 건립할 때 나타난 '신도명
당론(新都明堂論)'은 신도시가에 반 된 작자계층의 현실적 공간의식이었고, 임
금에 한 송도나 왕조 속의 당위성은 그들의 현실적 시간의식이었다.103) 또
한 이러한 유교적 합리주의에 입각하여 도참설을 통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장
소이미지는 당시 사람들에게 많이 받아들여졌으며 후 에게도 큰 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울과 북경의 장소이미지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
다.

  2) 왕도에 대한 이중적인 정서

  케빈 린치(Kevin A. Lynch)는 장소의 정체성이 장소에 개별성을 부여하거나, 
다른 장소와의 차별성을 제공하며, 독립된 하나의 실체로 인식하게 하는 토  
역할을 한다고 정의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체성은 도시나 경관의 물리적 외관
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경험·눈·마음·의도 속에도 존재하
기 때문이다.104) 이처럼 다른 장소와 구분할 수 있게끔 하는 장소이미지를 흔히 
경험 주체인 개인의 시각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장소에 한 태도는 
사람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체험자가 스스로 장소에 소속되어 

102)維皇明之有天下也，於赫太祖，受命而興。龍飛淮甸，風雲依乘。恢拓四方，弗遑經營。…… 
其爲形勢也，西接太行，東臨碣石。巨野亙其南，居庸控其北。勢拔地以崢嶸，氣摩空而崱
屴。 -楊榮, 「皇都大一統賦」 

103) 조규익, 앞의 논문, 1994.
104) Edward Relph, 앞의 책, 2005, 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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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 외부성과 내부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
서는 왕도 초기에 형성한 집단적인 장소이미지와 구분하여 개인의 정신세계를 
주목하고 한·중 지식인의 시가에 드러난 수도에 한 동경과 소외의 이중적인 
이미지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왕도에 대한 동경

  내부에서 어떤 곳을 경험한다는 것은, 당신이 장소에 둘러싸여 그 일부가 되
는 것이다.105) 특히 번창한 시 의 서울과 북경에 위치한 내부자들은 쉽게 서울
과 북경에 한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 이에 비해 유교문화의 향을 깊게 받았
던 지식인들이 서울과 북경의 외부에 위치할 때, 항상 서울과 북경을 출세하면 
명예와 부를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여기며 관계를 맺고자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당시 지식인들의 시가에서 포착할 수 있는 두 곳에 한 긍정적인 심상을 논의
할 때 경험자의 위치에 따라 내부자로서의 자부심과 외부자로서의 동경으로 나
누어 설명하겠다. 먼저 내부자로서의 자부심을 다음 시조에서 엿볼 수 있다.

春風杖策上蠶頭여 漢陽形址를 歷歷히 둘러보니
仁王三角은 虎踞龍盤으로 北極을 괴얏고 終南漢水 金帶相連여 久遠
氣象이 萬千歲之無疆이로다
君修德臣修政니 禮義東方이 堯之日月이요 舜之乾坤이로다
                                      (청구 언(진본) 544번)

  한 장소에 한 의식적 애착과 자기 동일화를 장소감(sense of place)으로 본
다면, 위의 시조에서 시적자아가 토로하고 있는 서울에 한 감정은 곧 서울에 

한 장소감, 서울에 한 장소애착으로 볼 수 있다. 
  이 시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장소를 표기하는 명사가 잠두봉(蠶頭峰)106), 인왕

105) 위의 책, 116면.
106) 蠶頭峰은 중국의 『 명일통지(大明一統志)』라는 책에서도 이 산에 한 기록이 남아 있

으며 중국 사신이 오면 관광코스로 이곳에서 뱃놀이를 하 고 잔치도 즐기기에 중국까지 
그 명성이 널이 알려질 만큼 조선시 에는 한강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다. (이종묵, 
『조선의 문화공간』1, 휴머니스트, 20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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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仁王三角), 終南漢水(종남한수)가 있는데 잠두봉은 양화나루 근처에 있는 
산으로, 현재는 봉우리가 잘 보이지 않지만 본래는 누에고치의 머리처럼 생겼다
고 해서 잠두봉이라고 한다. 봄바람에 말을 채찍질하여 남산봉우리인 잠두봉에 
올라 서울의 형세를 보면서 복쪽에 인왕산, 삼각산이 호랑이처럼 걸터앉고 용이 
서려 있는 것처럼 북극을 향하는 비유적인 서술 방식을 통해 그의 웅장한 산세
에 한 감탄을 표현한다. 여기서의 북극은 즉 북극성이며 제왕을 비유하는 뜻
이다. 종남 한수는 금 상연(金帶相連)에 견주어져 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남산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평화로운 광경을 왕의 명덕과 신하의 근면
에 덕분에 얻은 것을 감탄하고 요(堯)임금은 해와 달이요, 순(舜)임금은 하늘과 
땅이라는 내용으로 서울의 형지는 명당임을 묘사한다. 이처럼 시적자아는 시조
를 통해 서울은 왕도로서의 위엄을 잘 표현하여 자신이 서울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부심과 서울에 한 장소애도 분명히 드러내었다.

燕京豪俠地，杯灑爲君陳。 (연경호협지，배쇄위군진)
雙闕西山下，諸陵北海濱。 (쌍궐서산하，제릉북해빈)
薊門行雨雪，黍穀變陽春。 (계문행우설，서곡변양춘)
騶衍忉臨碣，荊軻故入秦。 (추연도림갈，형가고입진)
黃金來駿馬，白璧售佳人。 (황금래준마，백벽수가인)
定鼎還先帝，千年正紫宸。 (정정환선제，천년정자신)107)

                             -李攀龍(리반룡)(明), 「帝京篇(제경편)」

  위의 시가는 중국 명나라 시인 리반룡(李攀龍)이 창작한 「제경편(帝京篇)」이
며, 내용을 보면 앞에 시조와 마찬가지로 시적자아가 북경에 한 장소애착이라
는 정서를 나타냄을 쉽게 볼 수 있다. '연경(燕京)'는 북경의 다른 이름으로 북
경지역이 고  전국칠웅(戰國七雄, 중국 전국시기 일곱 개 제일 강한 나라인 뜻)
의 하나인 연나라의 세력범위에 속해있었기에 이 이름을 얻게 되었다. ‘燕京豪

107) 많은 호협이 나타난 연경이여, 술을 뿌려 님께 말할 것이다/ 경도는 서산 위에 있
고 조산의 롱이 북해 옆에 있다/ 계문에 눈과 비가 내리여, 수화된 곡물들이 봄을 암
시하다/ 우려가 가득한 추연이 갈석 앞에 서 본 적이 있고, 웅 형가가 옛날에 진에 
들어가서(진황을 암살했다)/ 황금으로 준마를 사고, 백옥은 아름다운 여자에 판다/ 새 
왕조를 열려 선제께 돌려주어, 자신처럼 천년만년 정통적인 위치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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俠地(많은 호협이 나타난 연경이여)’에서 북경은 협의심이 강한 자들이 모여 있
는 장소라고 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북경의 지역적 성격 중의 하나인 협의(俠
義)정신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荊軻故入秦(과거에 형가가 진나라에 들어가서 
진왕을 암살하 다)"은 형가(荊軻)의 전고108)를 인용해서 시간이 지나갔더라도 "
형가"와 "역수(易水)"가 상징하는 정의와 의리를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협
의정신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북경의 정신문화의 일부분이 되며, 나아가 중국 
전통문화를 형성시키는 한 요소가 되었다.109) 이처럼 북경의 웅장한 지세와 두
터운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시적자아가 북경에 살고 있는 내부자로서 느끼는 자
부심을 쉽게 감지할 수 있다. 다음은 장소의 외부에 처한 사람들의 시각을 통해 
형성된 장소이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楊花渡 린 므리 어드러로 가 
히 려가 海水 되련니와
우리는 渭水陽가의셔 갈  몰나 노
              -강복중,「敬贈月沙大監歌」 3110) 

이모미 鶴이 되어 長安의와 넙놀거
南山의 큰거믜 줄텨두고 기인
어졔 湯德을 만나 만리비양 리오  
              -강복중, 「敬贈月沙大監歌」 11

  위의 작품은 「敬贈月沙大監歌, 3」 가운데 서울의 서쪽 경계부근인 ‘양화
도’111)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여기서 양화도의 물은 흘러가 결국 바닷물이 되

108) 형가는 위(衛:河南省) 출생. 독서와 칼쓰기를 좋아하 다. 연(燕)나라의 태자 단(丹)의 식
객이 되었고, 형경(荊卿)·경경(慶卿)이라 불렸다. 진(秦)이 침략한 땅을 되찾아 주든가 진왕
(秦王) 정(政:후의 始皇帝)을 죽이든가 해 달라는 단의 부탁을 받고, 진에서 도망해온 장수 
번오기(樊於期)의 목과 연나라 독항(督亢:河北省 固安縣)의 지도를 가지고 출발하여, 역수
(易水) 근처에서 단과 헤어지며 “바람 쓸쓸하니 역수 또한 차갑구나, 장사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리!”라는 시구를 남겼다. 진에 들어가 진왕을 알현하고 죽이려 하 으나 실
패로 끝나고, 오히려 죽음을 당하 다.

109) 王強, 『古代詩歌與北京文化』, 經濟科學出版社, 2011, 10면.
110) 강복중의 작품은 강전섭, 「청계가사 중의 단가에 하여」, 『어문학』19, 한국어문학회, 

1968, 129면에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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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우리는 渭水陽가에서 갈 곳을 모르겠다고 고백한다. ‘위수(渭水)’는 중국 
주나라 때 강태공(姜太公)이 낚시로 소일하다 점괘에 따라 사냥을 나온 주문왕
(周文王)과 만난 곳으로, 보잘것없는 시골 노인이었던 강태공이 주문왕에게 발탁
된 중요한 장소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시적 화자는 정작 위수에 와 있지
만 어디로 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 작품을 체험할 때 우리는 
시적자아가 강태공처럼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지에 한 초조함을 느끼는 동
시에 그 시 의 지식인들이 서울과 관계를 맺고 싶다는 소원이 얼마나 간절했는
지, 그리고 사 부들은 정치에 한 갈등의 심정을 엿볼 수 있다.
  두 번째 작품에서도 역시 시적 화자는 학(鶴)이 되어 장안에 와서 넘놀고 ‘萬
裏飛揚’ 하고 싶다는 소원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중장에서는 이 소망을 향한 
길에서 큰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이를 쉽게 이룰 수 없다는 무력함을 토로한다. 
이 두 작품에서 시적 화자가 위치한 곳은 비록 서울(장안) 안이지만 그의 심리적
인 처지는 서울인이 아닌 외부인이었고, 외부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서울은 어렵
지만 어떻게든 인연을 이어가야 하는 곳으로 드러나 있다.  
  조선시  '중앙'으로서의 서울은 단순히 수도일 뿐만 아니라 그 시 의 사람
들, 특히 사 부들의 마음에서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누구나 서울과 가까운 관계
를 맺고 싶어했다는 뜻이다. 특히 조선 양반들의 이동과 정주는 ‘사람이 살 만한 
땅’이라는 의미의 소위 ‘可居地’를 찾아 진행된다112)는 것을 입증하며 수도는 외
부에 처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존재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렐
프(Relph)가 제시한 리적 내부성과 가깝다고 본다. 리적 내부성이란 간접적
이거나 리적인 방식으로 장소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즉 직접 방문
하지 않고도 깊이 마음에 남는 관계맺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113) 이때 
시적자아와 같이 실제적으로 한 장소의 외부에 처하지만 입신양명이나 성공에 

한 추구 등 각종 이유로 인해 이미 마음속에 수도와 관계를 맺고 싶다는 감정

111) 조선시  서울의 지리적 공간은 도성과 도성에서 십 리까지인 城底十裏를 포함하는 지
역이었다. 성저십리는 강이나 하천, 산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 東界는 양주의 송계원.

현, 西界는 양화도 고양의 덕수원, 南界는 한강 노량진, 北界는 북한산 주변을 경계로 
삼았다. 

   고동환, 『조선시  서울도시사』, 태학사, 2007, 363면.
112) 김창원, 「지역문학 연구의 방법과 방향 : 조선후기 근기(近畿) 지역 국문시가를 예로 하

여」, 『우리어문연구』 29, 우리어문학회, 2007.
113) Edward Relph, 앞의 책, 2005, 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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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게 되면, 수도는 이미 욕망의 상이 된 장소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장소이미지는 예나 지금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장소감이라고 할 수 있다.

  (2) 왕도에 대한 소외

  위의 장소애와 반 로 된 것은 바로 장소상실이다. Ⅱ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경험 주체가 장소의 내부에 처하더라도 장소에 한 친근감을 갖지 못하고 오히
려 소외감을 느낄 때 장소상실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경험 주체가 
친 함을 갖고 있는 장소가 타의지로 인해 파괴·손실 되었을 경우에서 오는 경
우이다. 이와 같은 장소감은 수도의 장소이미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과거에 전쟁을 일어나고 국토를 파괴를 당했을 때 이러한 장소상실감이 쉽게 생
길 수 있다.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故國 山川을 나고쟈 랴마
        時節이 하 殊常니 올 동 말 동 여라.
             -시조문학사전#3 김상헌(金尙憲) 또는 소현세자(昭顯世子)

  이 시조에서 묘사하고 있는 도성 서울은 외우내환을 겪는 백성들의 터전이라
고 볼 수 있다. 거기에서는 서울은 설움과 비원의 상이 되기도 한다. 또한 삼
각산과 한강은 서울에 있는 중요한 장소인 만큼 이미 나라의 명사가 되어 두 
곳은 고국을 떠나는 시적자아에게 서글픈 존재로 인식된다는 것을 엿볼 수 있
다. 이처럼 수도는 고통을 겪은 나라의 화신(化身)으로 간주되며, 시적자아가 내
부에서 처해있는 이 시점의 서울이 단지 슬프고 존재감을 찾기 힘든 장소로 전
환되는 현상이 나타나며, 이 현상은 중국 시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故國開藩鎮，防邊節制雄。   (고국개번진，방변절제웅)
  鷹揚屯薊北，虎視扼遼東。   (응양둔계북，호시액료동)
  角靜孤城月，旗翻大樹風。   (각정고성월，기번 수풍)
  至今論將略，尚想戚元戎。   (至今論將略，尚想戚元戎)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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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洪昇(홍승), 「京東雜感(경동잡감)」 之一 

  위의 작품은 홍승(洪昇)의 「경동잡감(京東雜感)」의 한 수이다. "계북(薊北)"는 
북경의 옛 이름인데 작가가 이 시를 통해 명나라를 그리워함을 표현하고, 왜구
(倭寇)의 침입을 물리치는 데 큰 공을 세웠던 명나라 말기의 장수(將首)인 척계
광(戚繼光)의 사건을 찬송하며 명나라가 다시 광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암시한
다. 이러한 사상은 작가가 강희성세(康熙盛世) 때의 국자감생(國子監生, 성균관 
학생과 유사함)이었다는 신분과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나라 때 문자옥이 흥성한 시기에서 한족 사람으로의 홍승(洪昇)이 거의 
모역(謀逆)과 같은 시어를 사용한 점을 통해 그가 자기의 앞길에 해 절망했다
는 정서를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절망은 이민족의 통치하에 한족 지식인이 배제 
당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때는 북경은 슬픔이 담긴 장소로 
화(化)하여 시적화자가 여전히 내부에 처하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 장소애에서 장
소상실로 전화했다고 본다.

  수도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만큼 무한한 유혹이 가득한 장소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곳을 자신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이상향이라고 여기고 모든 것을 
버려도 그의 내부자가 되고 싶다는 것이다. 이때는 수도라는 장소는 쉽게 꿈과 
육망을 추구하는 '님'의 버림을 받은 '나(시적화자)'가 원망하는 상이 되고 이
곳을 바라보기만 하고 다가가기 힘든 공간뿐이다. 

기러기 외기러기 너가 길히로다
漢陽城臺에 가셔 져근덧 머므러 웨웨쳐 불러 부듸  말만 傳야 렴
우리도 밧비 가 길히니 傳동말동 여라
                                      (청구 언(진본) 496번)

靑天에 셔 울고 가 외기러기 나지 말고 말 들어

114) 명조 번진을 설치하여 변두리의 안전을 지켰다/ 군 들이 북경에 주둔하여 료동에 있는 
외족세력을 방역하 다/ 각호각의 소리가 없는 성이 달빛만 가득하여 쓸쓸하여, 바람이 많
이 불어 기발이 무너졌다/ 오늘 과거의 장군들을 얘기하여 이민족들과 싸웠던 척계괌을 
생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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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陽城內에 暫間 들너 부듸 말 잇지 말고 웨웨쳐 불너 니르기 月黃昏계
워갈 졔 님그려 아 못살네라 고 말을 傳여 쥬렴
우리도 님 보라 밧비 가옵 길이 傳동말동 여라
                                       (청구 언(육당본) 605번)

  여기서 서울은 ‘한양성’으로 표현되는데, 성벽이 성안과 성 밖을 구분하는 공
간적 경계선일 뿐 아니라 그 안의 사람들과 밖의 사람들에 한 차별을 정당화
해 주는 정치적․사회적․문화적 경계선이라면, ‘한양성’은 도성 안과 밖, 京과 鄕
을 구분 짓는 경계선이자 장소를 위계화하는 의미를 갖는다.115) 작품에서 나온 
님은 시적자아를 버리고 부귀 화를 추구하여 서울에 가는 한 상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이 때의 서울은 님이 있는 곳이며 그리움이 가득한 장소가 되었다. 
시적자아가 외부자로서 성 안에 있는 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어쩔 수 없이 기러
기를 통해 소식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면 시적화자에게 서울은 희망과 절망이 공
존하는 다가가기 어려운 곳이라고 여겨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서울은 떠난 님
이 계시는 장소라는 이미지를 시조를 비롯한 고전시가에서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미지는 현 시, 그리고 중가요에서도 많이 등장한다.

三月春風綠未齊, 早鶯啼過晚鶯啼。(삼월춘풍록미제, 조앵제과만앵제)
勞勞最是盧溝樹, 半送車輪半馬蹄。(로로최시로구수, 반송차륜반마제)116)

                - 陳文述(진문술), 「鳳城春柳詞(봉성춘류사)」

  위는 진문술(陳文述)의 「봉성춘류사(鳳城春柳詞)」인데 시적자아가 로구(盧溝)
의 봄을 묘사하면서 이별하는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이 시는 제목에서부터 독
자에게 많은 정보를 주었다. '봉성(鳳城)'은 수도인 북경을 가리키는 것이며 '춘
류(春柳)'라는 사언을 통해 이 시가는 송별시를 추측할 수 있다. 중국어에서는 '
류(柳)'의 발음이 머무를 뜻하는 '류(留)'와 비슷하기 때문에 '류(柳)'라는 의상(意

115) 정인숙, 「조선후기 시가를 통해 본 서울의 장소성과 그 의미」, 『한국시가연구』, 한국시
가학회, 2013, 137면.

116) 삼월에 봄바람이 불고 초무들이 아직 완전히 초록색으로 변하지 않았다, 꾀꼬리가 아침
과 저녁에 반복적으로 지저귀었다./ 노구다리의 나물들이 제일 슬퍼하여, 여기에서 송별하
는 수레 바퀴와 말굽의 소리가 가득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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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을 통해 떠나는 벗을 붙잡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다. 봄은 만물의 시작이고 경
성에서 모든 것은 생기발랄의 모습과 조하여 이별의 슬픔을 더욱더 부각시키
게 되었다. 그러므로 '로구교(盧溝橋)'라는 장소가 내-외부를 전환하는 경계선이
며 생이별의 비창한 장소가 되었다.

  3) 도시 공간의 역동적인 모습

  문학작품에서 장소의 문제는 작가적 경험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장소의 선택과 재현의 문제는 작가의 시선과 더불어 당  사회·문화공간의 시선
체계를 드러낸다.117) 즉, 장소이미지는 어떤 목적이나 개인에 의해 형성되는 것
이 아니며, 이는 사회 집단의 활동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판단
된다. 이는 지식인이 서울과 북경에 해 개관적으로 묘사한 자료를 통해 포착
할 수 있다.

  (1) 우월한 조건을 갖춘 정통 왕도

  장소성 형성의 3 요소인 인간, 경험 양식, 물리적 환경이 각자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향을 주고받은 관계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인간 활동은 객관적인 
물리 환경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십상이다. 특히 과거의 자연환경은 항상 
사람들에게 경외의 존재 기 때문에 자연환경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사람이나 장소의 정체성을 형성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졌다. 이점은 왕도
의 입지 문제에서 더욱 잘 볼 수 있다.
  수도라는 도시공간은 한 국가의 초창기에서 당시 사람들의 우주관, 군주관, 자
연관을 반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좋은 곳으로 수도를 정하면 새 왕조의 정당
성을 확보하고 흔들리는 민심을 다시 안정시키는 데에 매우 유효했다. 또한 건
국 초기에는 권력자들이 수도에게 어떤 이미지를 일부러 부여하는 경우가 있었
으며, 이러한 이미지는 후 까지 이어지며 자연스러운 것으로 변하게 되었다. 그
러므로 건국 초기에 나온 시가에서만 그치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은 왕도

117)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장소성의 형성과 재현』, 혜안, 2010,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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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리적인 정통성을 계속 예찬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쳔 지벽니 일월이 겨셔라/ 셩신이 광휘니 오이 되어셔라/ 쵸목
곤츙 겨날졔 인물이 번셩다/오악이 요발고 독이 광활/ 곤륜산 
일지이 동로 드러올 졔/룡은 괴만리며 구뷔 몃 구뷘고/ 두산 긔
봉여 함경도 너머셔셔/ 강원도 다라셔 경긔로 도라들 졔/ 북극을 바쳣
 닷 부용을 가 닷/ 도봉의 머물너셔 층층이 오 긔셰/ 군션이 모야
 닷 아홀이 버러 닷/ 삼각산 일더셜 졔 쳔년을 경여인가/ 만년을 경
인가 호거룡반 긔이다118)       
                                                -「한양가」

  서울의 전체적인 지리 환경을 서술하고 있는 「한양가」의 시작 부분이다. 지구
에 관한 다큐멘터리처럼 하늘과 땅이 열리고 태양과 별이 생기며 오행(五行)의 
원칙에 따라 만물이 나타나는 모습을 독자에게 보여준다. 그 다음으로 중국 
부분 산의 원조인 곤륜산을 언급하면서 백두산(白頭山)도 그의 일지맥(一支脈)으
로서 조선의 땅에 와서 그의 기운을 받아 도봉산 등 산들이 형성하게 된다는 점
을 묘사한다. 이처럼 기세가 드높게 서울의 지리적 상황을 노래하는 것은 국가
를 천만년을 경 하기를 바라는 작가의 기원을 잘 드러냈다. 특히 마지막으로 
호거룡반(虎踞龍盤)이라는 풍수지리설에서 자주 나온 용어를 통해 서울은 지리
적인 조건이 뛰어난 곳이라는 것을 전달하면서 시적자아가 내부자로서의 자부심
을 드러낸 것을 엿볼 수 있다.

巍巍燕都，冀州之紘，分在尾箕，析木之精。…紫微韜約以含輝，太乙翕霅而
拱率。故望氣者踧躇輸悃，命蔔者屏營掩祝。119)

118) 천개지벽(天開地闢)하니 일월(日月)이 생겼어라/ 성신(星辰)이 광휘(光輝)하니 오행(五行)
이 되었어라/ 초목곤충(草木昆蟲) 생겨날 제 인물이 번성하다/ 오악(五嶽)이 용발(聳拔)하
고 사독(四瀆)이 광활한데/ 곤륜산(崑崙山) 일지맥(一支脈)이 동해(東海)로 들어올 제/ 행
룡(行龍)은 기만리(幾萬裏)며 구비는 몇 구빈고/ 백두산(白頭山) 기봉(起峰)하여 함경도 넘
어서서/ 강원도 내달아서 경기(京畿)로 돌아들 제/ 북극(北極)을 받쳤는 듯 부용(芙蓉)을 
깎았는 듯/ 도봉(道峯)에 머물러서 층층(層層)이 오는 기세/ 군선(群仙)이 모 는 듯 아홀
(牙笏)이 벌 는 듯/ 삼각산(三角山) 일떠설 제 천년을 경 인가/ 만년을 경 (經營)인가 
호거룡반(虎踞龍盤) 기이하다

119) 웅장한 연경이요, 기주(冀州)과 긴 한 관계를 맺고 있다. 미숙(尾宿), 기숙(箕宿)，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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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盛時泰(성시태)가 쓴 「北京賦(북경부)」

  이 작품은 명나라 문인 성시태(盛時泰)가 쓴 「북경부」인데 여기서도 역시 「한
양가」와 마찬가지로 작품이 시작하자마자 북경의 지리적인 뛰어남을 찬양하고 
있다. 위의 내용은 명나라 제일 유능한 성조(成祖)가 세상을 떠나는 일에 해 
묘사한 것인데 명성조를 북경의 천도를 주도하는 황제로 나타내고 북경의 뛰어
난 기세를 서술하면서 성조의 현명과 천도의 합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여
기서는 북경의 실제적인 지리 상황을 묘사하기보다는 천문적인 시각에서 출발하
여 북경을 수도로 정한 것이 정확한 결정이라고 믿고 있다는 시적자아의 신념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과 북경의 지리적인 우월성에 한 묘사는 위와 같은 전경(全景)식으로 
묘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점경(點景)의 묘사를 통해 수도로서의 정통
성을 더욱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북악이 입수되고 죵남산 안산일다./ 쳥룡은 타락뫼요 호 길마라/ 강
원도 금강산은 외쳘룡 도여 잇고/ 도 구월산은 외호 도여 잇고/ 졔쥬
의 한나산은 외안이 도여 잇고/ 젹셩의 감악산은 후장이 되어 잇고/ 두미 
월계 나린 물이 룡산  한강 되고/ 그 물줄기 나리 흘너 오두 합금
여/ 강화의 마리산이 도수구 도여셰라120)

                                             - 「한양가」

  이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지리 명칭+ 응한 풍수적 역할'의 방식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서울의 지리적인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풍수지리설에 따

(尾箕)의 사이에 존재하고 있으니 한진(汉津)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 자미성은 그의 빛을 
감추고，태을성이 진감을 받아 공수하면서 공손해진다. 기운을 관찰하는 사가 불안하여 
운명을 보는 자도 황공하게 기도하고 있다. 

120) 북악(北嶽)이 입수(入首) 되고 종남산(終南山) 안산일다/ 청룡(靑龍)은 타락(駝駱)뫼요 백
호(白虎)는 길마재라/ 강원도 금강산은 외청룡(外靑龍) 되어 있고/ 황해도 구월산은 외백
호(外白虎) 되어 있고/ 제주의 한라산은 외안(外案)이 되어 있고/ 적성(積城)의 감악산(紺
嶽山)은 후장(後墻)이 되어 있고/ 두미(鬥尾) 월계(月溪) 내린 물은 용산(龍山) 삼개 한강 
되고/ 그 물줄기 내려흘러 오두(烏頭)재 합금(合襟)하여/ 강화(江華)의 마리산이 도수구(都
水口) 되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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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서울의 북쪽에 있는 북악산은 주산(主山)이면서 현무(玄武)로 하여 남쪽의 남
산은 안산(案山)이면서 주작(朱雀)으로 하며, 낙산은 청룡(靑龍), 길마재(안현)는 
백호(白虎)이다.121) 또한 서울은 이와 같은 내사산(內四山)이 있으면서도 강원도
의 금강산, 황해도의 구월산, 제주도의 한라산, 그리고 작성의 감악산의 외사산
(外四山)과 서울의 도수구(都水口)로 본 마리산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황해도처럼 익숙하지 않은 지역이 지금 북한에서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주의해
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의 서울은 북한산(北), 덕양산(西), 관악산(南), 용마산(東)
의 외사산(外四山), 내사산로 넓어졌고 과거의 서울에 비해 큰 변화가 있다는 점
도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풍수설을 이용하여 왕도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심정이 
성시태의 「북경부」에서도 찾을 수 있다.
  

西以華山爲虎，東以泰岱爲龍。南嶽南鎮，益遠益隆。五嶺作案於嶺表，江河
襟帶而朝宗。展明堂於奧海，拱朝拜於群峰。…122)

                                        -盛時泰, 「北京賦」

  '泰岱'는 태산(泰山)을 뜻하여 '南嶽'은 형산(衡山)을 말한다. 화산(華山)과 태
산(泰山)은 동서 양쪽에 호거륭반(虎踞龍盤)하는 식으로 걸터앉고 江河들이 모두 
이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북경은 임산배수의 명당지라는 특징을 쉽게 볼 수 있
다. 이처럼 서울과 북경은 좌청룡과 우백호 등의 풍수지리적 원리에 기초하여 
확정되었음이 해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명당지를 고수(固守)하는 것만은 수도
의 정통함을 입증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다. 그러므로 서울과 북경을 노래의 상
으로 삼은 작품들에서 그들의 역사적인 정통성에 한 설명도 찾을 수 있다.

하이 신 왕도 동의 읏듬이라/ 국호는 죠션이오 도읍은 한양일다

121) 그런데 보통 한양의 백호를 인왕산으로 간주하는데 여기서 길마재라고 하는 것과 좀 차
이가 있다.

122) 북경이라는 곳은 "용호"(용과 호랑이)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서쪽은 화산을 의거하여 호
랑이라고 하고, 동쪽은 태산을 의거하여 용이라고 한다. '남악흥산'을 남방으로 하고 거리
가 멀면 멀수록 명성이 더 높다. 오령의 문명은 령밖에 까지 전해지고 장강과 황하에서 옷
(정장)을 만들고 정장을 입고 북경에서 와서 입금을 만난다. 왕의 정권은 남해에서 시작해
서 각 지방의 우두머리들이 북경에서 입금을 찾아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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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의 구쇽이오 긔의 유풍이라/ 의관도 화려고 문물도 거륵다123)

                                      - 「한양가」

  위는 서울의 역사적인 유래를 서술하는 내용인데 '한양(서울)'을 하늘이 내린 
왕도로 해동(海東)의 제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중요한 나라 다고 말
하고 있다. 여기서의 해동은 중국인이 '발해(渤海)의 동쪽나라'라는 뜻으로 불렀
는데 이를 한국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 다. 특히 삼국시 와 고려시 에 많이 
쓰 는데, 이는 해상으로 중국에 내왕하던 시 의 특징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102년(숙종 7년)에 처음으로 주조된 화폐의 명칭이 '해동통보' 으며, 조선시
에 창작한 「용비어천가」에서도 '해동육룡이 날으셔'라는 구절이 있다. 서울을 수
도로 삼은 조선이라는 국가는 단군의 후손으로서 기자의 유풍을 받아들여 외관
이 화려할 뿐만 아니라 문물도 역시 단하다는 것이다. 이때는 서울은 단순히 
한 국가의 수도가 아니라 이미 위엄을 갖고 있는 나라의 상징물이 된다.

粵若稽古，帝軒都涿。高陽幽陵，宅繇北廓。堯之爲君，始於唐而建國，周封
其後，亦於薊而列爵。…遼則南京始建，而中都、大都遂代興於金、元。天將
俾於有德，於是文皇肇建爲行在。應大興之顯符，光黃唐於遐代。北平易名以
順天，旋坤軸以正乾蓋。此實天府之國，乃混一之大都會。124)

                                              -黃佐, 「北京賦」

  위의 내용은 황좌(黃佐)가 쓴 「북경부」의 시작하는 부분이다. '헌원(軒轅)'은 

123) 하늘이 내신 왕도(王都) 해동(海東)의 으뜸이라/ 국호(國號)는 조선(朝鮮)이요, 도읍(都
邑)은 한양(漢陽)일다/ 단군(檀君)의 구속(舊俗)이요, 기자(箕子)의 유풍(遺風)이라/ 의관도 
화려하고 문물(文物)도 거룩하다

124) 역사를 검토할 때 "현원"는 "주록"을 수도로 하 다. '단엽'은 유 에 있고, 기타 거주지
는 북쪽으로 택하 다. 왕 '요'가 군주로 있을 때 '당'(당은 왕 '요'의 정권의 호칭이다.)에
서 건국을 시작하 다. 주무왕은 그의 후 를 봉후하고 '여지'에서 호의호식을 누리게 하

다. …"요"시기에는 산동성 동평에서 남경을 건설하고, 중도(북경), 도(북경)금나라와 
원나라도 여기로부터 흥하기 시작하 다. 하늘은 성품이 좋은 사람을 돕듯이 '주려'는 이 
곳에 임시 정부를 설치하 다. " 흥"이라는 말을 따르기 위한 것이다. "황당"(황제, 당뇨, 
지금말로는 '염황자손'이라고 한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북평부'를 '순천부'로 
개명한 것은 하늘의 뜻을 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곳은 천국의 나라라고 불리므로 천하를 
통일하는 도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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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민족의 선조인 황제(黃帝)를 뜻하며 '顓頊'도 역시 황제(黃帝)、전욱(顓
頊)、제곡(帝嚳)、요(堯)、순(舜)과 같이 중국 상조의 오  황제로 여긴다. 또한 
탁록(涿鹿), 유릉(幽陵), 계지(薊地) 등이 북경, 혹은 그의 근처에 있는 장소이며 
오  황제들은 항상 이러한 곳을 왕도로 정하거나 후손에게 물려주었다. 이처럼 
덕이 높은 조상들이 북경을 福地로 여기는 것을 보면 북경의 지리적인 우월성을 
자연스럽게 드러냈다. 이어서 진(秦)나라부터 한(漢), 여(遼), 김(金), 원(元) 때까
지 북경의 역사 상황을 열거하여 지금 나라의 정권을 이민족에게 다시 빼앗아 
한민족의 나라인 만큼 당연히 黃帝를 비롯한 한민족의 조선들에 따라 북경의 정
통성을 회복시켜야 하는 현실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조에서부
터 북경의 역사 맥락을 서술하는 목적은 바로 북경의 수도로서의 정당성을 입증
하는 것이다.

  (2) 정치와 제도가 완비된 문명 사회

  도시 입지는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자연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곳에 고유하게 자리 잡은 산과 강 등 자연물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람들이 자기 행위의 합리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러한 자연물들
에게 문화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자연적인 도시 입지의 부분이다. 이에 
비해 인공적인 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신에 의해 만든 것으로 문화적인 분위기
가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 궁궐은 바로 그러한 인공적인 문화 산물이다.
  왕도라고 하면 흔히 왕과 고위귀족들이 거주하는 도성으로 둘러싸인 도시를 
상상하게 된다. 특히 조선과 명나라는 유교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건립한 국가인 
만큼 왕이 거주하는 궁궐과 조상을 모시는 종묘 등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진 장
소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의 건립은 그 시  사람들의 지혜의 집 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여념은 억만가요 셩쳡은 십니라/ 동편은 둉묘되고 셔편은 직일다/ 경
복궁 창덕궁과 창경궁 큰뎐각이/ 반공의 쇼스니 만호쳔문 깁플셔라/ 인
뎡뎐 근뎡뎐은 치민 뎡뎐이오/ 희뎡당 됴뎐은 지 쳐쇼 도여셔라/ 

화당 셕거각은 츈당 임하엿고/ 옥류천 깁픈 고즌 별유쳔지 되어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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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라 령 령쇼 못보아도 녀긔로다125) 
                                         - 「한양가」

  고 의 왕조는 정치적인 역할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궁궐의 역할도 매우 컸
다. 위의 내용은 「한양가」 분사의 시작하는 부분이다. 작가는 거시적인 시각에 
입각하여 서울의 전체적인 풍경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이어서 도시 전체적인 모습
을 묘사하는 것 신에 궁궐을 중점으로 동쪽에 있는 역  왕들의 신위(神位)를 
봉안하는 종묘와 서쪽의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단을 말하
고 있다. 이를 보면 서울도 역시 중국의 북경처럼 좌묘우사(左廟右社)라는 형식
에 따라 설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若夫其宮室之制，則損益乎黃帝合宮之宜，式遵乎太祖貽謀之良，居高以臨
下，背陰而面陽。奉天淩霄以磊砢，謹身鎮極而崢嶸。華蓋穹崇以造天，儼特
處乎中央。…廟社並列，左右相當。東崇文華，重國家之大本；西翊武英，儼
齋居而存誠。126)

                                         -李時勉, 「北京賦」

 
  위는 리시면(李時勉)이 쓴 「北京賦」에서 북경의 자금성(紫禁城)을 묘사하는 것
이다. '奉天淩霄以磊砢，謹身鎮極而崢嶸。華蓋穹崇以造天，儼特處乎中央.'이라
는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봉천(奉天), 근신(謹身), 화개(華蓋)는 자금성을 구성

125) 여염(閭閻)은 억만가(億萬家)요 성첩(城堞)은 사십 리라/ 동편은 종묘(宗廟) 되고 서편은 
사직(社稷)일다/ 경복궁(景福宮) 창덕궁(昌德宮)과 창경궁(昌慶宮) 큰 전각(殿閣)이/ 반공
(半空)에 솟았으니 만호천문(萬戶千門) 깊을 세라/ 인정전(仁政殿) 근정전(勤政殿)은 치민
(治民)하는 정전(正殿)이요/ 희정당(熙政堂) 조전(大造殿)은 지 처소(至密處所) 되었어라
/ 화당(映花堂) 석거각(石渠閣)은 춘당 (春塘臺) 임하 고/ 옥류천(玉流泉) 깊은 곳은 
별유천지(別有天地) 되었어라/ 주(周)나라 (靈臺) 소(靈沼) 못 보와도 여기로다

126)궁궐의 규모는 황제(黃帝)의 명당을 기반으로 정하 고 양식은 태조의 명에 따라 높은 곳
에서 내려다볼 수 있으며 응달지고 양면을 향하는 기존으로 설계하 다. 하늘 높이 솟아오
르면서 천명을 봉행하여 외아한 기세를 발방을 위치한다. 화개궁(华盖宮)은 우뚝 솟아 신
이 만든 것 같아 웅장하여 자금성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 종묘와 사직은 좌우 일직선
으로 배열하여 동쪽에 숭문문(崇文门)과 문화전(文华殿)이 있으며 서쪽에 선무문(宣武门)과 
무 전(武英殿)이 있다. 이 나라가 문화를 중시하여 백성들이 안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구나. 옥석으로 만든 밝은 성벽, 백옥으로 만든 화려한 로비, 
공전의 처마가 살아있는 새처럼 생생하고 수만은 뛰어난 건축물들이 뛰고 있는 준마와 같
다. 한 눈에 볼 수 없는 정도로 넓은 자금성이 황제의 주소답게 웅장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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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주요한 전각들127)이며 자금성의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다. 그 중에서 봉천
전(奉天殿)은 오늘의 태화전인데 제일 중요한 궁전인 만큼 자금성의 중심적인 
위치에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계한 이유는 바로 고  중국에서 '거중위존(居
中爲尊, 지위가 높은 것은 중간에서 있어야 한다)'이라는 문화 사상의 향을 받
은 것이다. 또한 동과 서쪽에 문화전(文華殿)과 무 전(武英殿)이 있다는 것을 
보면 중축에 맞춰 좌우 칭식으로 설계하는 것은 중국 전통적인 '화(和)'라는 
건축사상을 잘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수도는 정권의 소재지이면서 왕실과 국가
운 에 필요한 제반 시설과 기구들의 존재 다. 이때는 관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의뎡부 샹네 민하 모양/ 평교 느즌 쥴의 나즌 키 별구즁이/ 
고이 며여 가오실졔 호피리 를/ 로 겨른 파쵸션을 빗슬 반즘가
려/ 벽졔도 크지안코 보도 완완다/ 거륵다 셔블잘 샹위의 도리로다/ 
이호례병형공은 뉵경이 되어셰라 

                                              - 「한양가」

  위는 조선시  서울의 관아들을 서술하는 내용이다. 먼저 언급한 의정부(議政
府)는 백관(百官)을 다스리고 뭇 정무를 총괄하는 조선 최고의 집정기관(執政機
關)이다. 삼상(三相)은 삼정승(三政丞), 즉 의정(領議政)·좌의정(左議政)·우의정
(右議政)인데 중국 명나라 초기의 '좌우승상(左右丞相)'과 비슷하다. 그리고 '이
호례병형공은 뉵경이 되어셰라'은 이조(吏曹)·호조(戶曹)·예조(禮曹)·병조(兵曹)·형
조(刑曹)·공조(工曹)를 비롯한 육조를 말하는데 이들은 의정부와 함께 내각의 핵

127) 봉천전(奉天殿)은 오늘의 태화전인데 황제의 즉위, 황태자의 탄생 축하, 새해와 동지의 
제사의식 및 조서반포 등 국가의 중요한 행사들이 치러진 장소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화개
전(華蓋殿)은 오늘의 중화전(中和殿)이며 외조의 건축물 중 역할이 가장 미미했던 전각으
로 태화전에서 치러지는 국가 주요 행사에 참가하기 전 황제가 휴식을 취하거나 천단(天
壇), 지단(地壇), 선농단으로 제사를 떠나기 전에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농기구를 살
피는 일 등을 하던 장소이었다. 근신전(謹身殿)은 오놀의 보화전(保和殿)이며 명 에는 국
가적 행사 전에 황제가 항상 이곳에서 옷을 갈아입었으며, 청 에는 매년 마지막 날인 제
석(除夕)이나 정월 15일 황제가 이곳에서 소수민족의 왕이나 신에게 연회를 베풀기도 하

다. 청초 후삼궁(後三宮)이 수리되기 전 순치제, 강희제는 이곳에서 거주하 으며, 순치
제의 결혼식도 이곳에서 진행되었으나 건륭 54년(1789) 이후 전시(殿試)의 고정 장소가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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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국가 주요 행정을 주관하 다. 오늘날 광화문 앞 세종로는 조선시  '육
조거리'로 불렸다. 
  서울 관청에서 근무하는 관리들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과거시험을 통해 선발된 
사람들이다. 각 지역에서 시험을 통과하고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이 과거시험에 
응시하 다. 이와 같이 국가의 중 한 의사결정권자인 국왕과 실무를 담당하는 
고위관리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 던 서울은 자연스럽게 조선시  최고 정치도
시로 성장하 다. 

長安左右，三事九卿。文武分闥，曹司坒扃。玉河東西，詹審翰瀛。太醫列
院，欽天步星。太仆設寺，考牧於京。鴻臚行人，各守典刑。督府參以奉常，
法司聯乎貫城。五軍之外，三千奇兵。益以神機，爲三大營。簡其精銳，則立
團營十二，丕振乎天聲。然猶偃戈綍，修俎豆，而樂育胄監之英。是以宣後儲
神，矢詩於穆清。北望崇文之閣而思天下化成。128)

                                          -黃佐, 「北京賦」

  위의 내용은 황좌(黃佐)의 「북경부(北京賦)」에서 명나라 관아를 묘사하는 것이
다. '長安'은 북경을 뜻하는데 이렇게 장안을 통해 수도를 암시하는 경우는 한국
시가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리고 '삼사구경(三事九卿)', '조사(曹

司)', '태의(太醫)', '흠천(欽天)', '태부(太仆)', '홍려(鴻臚)', '독부(督府)', '오군(五

軍)' 등은 북경의 관직이나 관아의 이름이며 문관부터 무관까지 일일이 서술하는 

128) 수도 부근에는 땅을 분할 받은 왕이나 관리들이 살고 있다. 문관과 무관들이 각자 드나
드는 문은 정부기관의 문과 연결이 되어 있다. 강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북해로 흐른다. 
태의원과 감옥을 관리하는 부서들도 관리가 잘 되어 있다. 심지어 황제의 말을 관리하는 
관원들도 '태부사'를 설치하여 수도에서 그들의 정치 성과를 검토한다. (장기적으로 말과 
낙타 등 동물의 태어난 수와 사망한 수를 통계하며 장려하거나 벌칙을 준다.) 조정의 경사
와 장례를 책임지는 "홍노"(관직 명칭)로부터 거리에서는 다니는 행인까지 모두 각자 법률
을 지킨다. 황족의 매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종묘예의까지 관리하고 법원은 '형법'에 관한 
일도 같이 맡아한다. 조정의 정규 부 (중군, ) 외에 "삼천 "을 포함한다. "신기 "을 합하
여 "삼 "(오 , 삼천 과 신기 )으로 변경하 다. 전투력이 강한 부 로 만들고 단
12개를 건설하여 조정의 위세를 높 다. 그리고 무관보다 문관을 중시하고 제사와 같은 
예의를 중시하 다. 국가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을 배양하는데 중시하 다. 이는 훗날의 발
전을 위해 인재를 배양하는 것이며 시는 태평시 를 상징하는 것이다. 천하의 사람들로 하
여금 북쪽의 "충문각"을 떠오르게 하면 천하의 문명 건설이 꼭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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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역시 명조는 정치질서가 완비된 국가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
에서 언급한 국자감(國子監)은 조선의 성균관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나라의 
최고 교육기관이며 이를 통해 당시 명조도 역시 유학을 숭상하고 과거시험을 중
시하는 문교적인 나라 다는 것을 수 있다.
  또한 조선이나 명나라나 관료를 선발하는 주요한 수단은 바로 과거시험이었
다. 조선은 유교를 바탕으로 건립한 국가이기에 유학을 숭배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게 보인다. 다음 「한양가」에서 관아에 관한 내용의 마지막 부분인데 작가가 
유학에 정진하고자 하는 심상을 잘 볼 수 있다. 

학이 분하여 유학을 교훈니/ 명뉸당 셩뎐은 우리라 반궁이라/ 
일 명 학 부 위 뫼셔잇고/ 단의 느진 츔은 연비예천 구
나/ 국가의 근본이오 쵸현 도리로다/ 됸경각 노픈 집의 만권셔 싸아노
코/ 쥬숑야강니 성현의 풍도로다/ 츄로지방 분명고 졍쥬지학 장도
다129)

                                             - 「한양가」

  사학(四學)은 선비를 가르치기 위해 서울의 중앙과 동·남·서에 세운 네 학교, 
중학(中學)·동학(東學)·남학(南學)·서학(西學)의 교육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
다. 그리고 명륜당은 성균관의 유학을 강학하던 건물이며, 성전은 성균관의 공
자의 위패를 모신 전각이다. 그리고 泮宮은 성균관의 별치이며 존경각은 성균관
의 장서각(藏書閣), 즉 도서관이다. 이렇게 성균관 내의 건물들을 일일이 서술하
면서 유생들이 밤을 새워 공부하는 모습까지도 같이 묘사하는 것을 통해 시적화
자가 조선이 유교 국가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특히 

129) 의정부(議政府) 삼상(三相)네는 애민하사(愛民下士)하는 모양/ 평교자(平轎子) 늦은 줄에 
낮은 키 별구종(別驅從)이/ 고이 명여 가오실 제 호피(虎皮)꼬리 땅을 쓴다/ 로 결은 파
초선(芭蕉扇)을 햇빛을 반쯤 가려/ 벽제(辟除)도 크지 않고 행보(行步)도 완완(緩緩)하다/ 
거룩타 서불장개(暑不張蓋) 상위(相位)의 도리로다/ 이(吏)·호(戶)·예(禮)·병(兵)·형(刑)·공(工)
은 육경(六卿)이 되었어라…(중략)…/ 사학(四學)이 분배하여 유학(儒學)을 교훈하니/ 명륜
당(明倫堂) 성전(大成殿)은 우리나라 반궁(泮宮)이라/ 일백 명 태학사(太學士)는 부자(夫
子) 위패 모셔 있고/ 행단(杏壇)에 늦은 춤은 연비여천(鳶飛戾天)하는구나/ 국가의 근본이
요 초현(招賢)하는 도리로다/ 존경각(尊經閣) 높은 집에 만권서(萬卷書) 쌓아 놓고/ 주송야
강(書誦야강) 하니 성현(聖賢)이 풍도(風度)로다/ 추로지방(鄒魯之邦) 분명하고 정주지학(程
朱之學) 장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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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국가의 근본이오 쵸현 도리로다/  됸경각 노픈 집의 만권셔 싸
아노코/ 쥬숑야강니 성현의 풍도로다/  츄로지방 분명고 졍쥬지학 장도다
'라는 구절을 보면 유학을 국가의 근본으로 보고 성리학에 한 학습은 추로지
방(鄒魯之邦)과 같은 예절을 알고 학문을 부지런히 닦는 통로가 된다고 보는 작
가, 나아가 그 시  작가와 같은 유학자들이 갖는 성리학에 한 적극적인 태도
를 노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궁궐과 관서' 부분의 전체적 기조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설명적이고 직접적인 논평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장중하고 엄숙한 분위
기에 경사되어 있으며, 이상적·이념적 지향에 놓여 있다. 이는 물론 한양의 궁궐
과 관서 및 관직이라는 상의 특징에서 기인한 것이겠지만 구체적이고 사실적
인 묘사와 직접적이고 설명적 탄의 솜씨 좋은 배치·교차, 표현유형의 변주와 
세련된 짜임새는 풍물가사로서 「한양가」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것이다.130)

  정체와 제도의 완비를 표현할 수 있는 다른 하나는 바로 왕실의 정치적인 활
동이다. 예를 들어 「한양가」에서 묘사한 왕의 능행은 바로 통치자가 외부와의 
소통하는 행위로서 많은 사회적,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음은 「한양가」
에서 왕이 능행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내용이다.

마다 졍월이면 묘직 단니신후/능령 리시니 남도거통 되신다/ 
남도 화셩부라 두능 을뫼셔스니/ 건능과 현륭원의 츈뎐일 령이낫다/ 병
판은 군령령/ 각 문 장신녜는 군장졈구 신측고/ 각 관원드른 군
복 융복 치장고/ 각 하인드른 능복 촉니 / 일은 삼월이라 
능도 시면서 츈셩경 시련다

…(중략)…
유도장 군고 죵노마로 가온/ 차일을 놉히 칙 차일 밋 유둔 치
고/ 유둔 아 군막 치고 군즁의 호령다/ 신시의 군여 돈화문 밧 다 
오인다/ 경야를 려 고 어한졔구 가져구나/ 길마 한 봉화의 남산 봉
화 응여셔131)  

130) 김은희, 「<한양가>의 존재양상과 그 의미」, 『泮矯語文硏究』 26, 반교어문학회, 2009, 
298면.

131) 해마다 정월이면 태묘(太廟) 사직(社稷) 다니신 후/ 능행령(陵幸令) 내리시니 남도(南道) 
기동 되신다네/ 남도(南道)는 화성부(華成府)라 두 능을 뫼셨으니/ 건릉(健陵)과 현륭원(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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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가」

  
  이 부분에서는 '종로', '돈화문', '숭례문', '한강', '노량' 등 장소의 이름을 통
해 왕이 능행의 노선을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능행은 궐이라는 한 제도적 공
간에서 벗어나 도성 내외부를 거쳐 수원화성이라는 다른 제도적 공간으로 이동
하는 것이다. 그리고 왕의 행렬은 그 자체로 거 하고 화려한 볼거리이자 정치
적인 의미가 함께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도이행렬은 19세기 도시인 한양의 
표적인 이미지이자 왕조의 상징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화자 역시 이것을 주목
해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132) 

於是正月上日，工既訖工。爰告成於天地，肆紹美於祖宗。清心凝慮，齋沐肅
雍。粢盛既潔，牲牷既豐。芬鬱鬱以旁達，靈繽繽其來降。錫嘉貺之穰穰，介
景福於帝躬。將順應於昌期，趾盛美於無窮。乃服袞冕，禦帝座，開九重之深
宮，受萬邦之朝賀。133)

                                        -李時勉, 「北京賦」  

  
  위는 리시면(李時勉)의 「북경부(北京賦)」에서 '원일조회(元日朝會)'에 관한 내
용이다. 원일조회는 황제가 정월 1월1일 날에 정전에서 규묘적으로 백관들의 
배알과 축하를 받은 큰 행사이다. 왕실 활동의 위엄을 강조하기 위해 활동의 수
행은 엄격한 시간과 장소를 지키며 행사의 목적도 매우 뚜렷하다. '정월상일(正

隆園)의 춘전알(春展謁) (令)이 났다/ 병판(兵判)은 군령(軍令) 령(待令)/ 각 문(營門) 
장신(將臣) 네는 군장점고(軍裝點考) 신칙(申飭)하고/ 백각사(百各司) 권원들은 군복 융복
(戎服) 치장하고/ 백각사 하인들은 능행 복색(服色) 재촉하니/ 택일은 삼월이라 능행도 하
시면서 춘성경(春省耕) 하시련다…(중략)…유도 장(留都大將) 군(領軍)하고 종로(鐘路)마
루 한가운데/ 차일을 높이 치고 차일 밑에 유둔(油芚) 치고/ 유둔 아래 군막(軍幕) 치고 
군중에 호령한다/ 신시(申時)에 취군(聚軍)하여 돈화문(敦化門) 밖 다 모인다/ 경야를 하려 
하고 어한제구(禦寒諸具) 가졌구나/ 길마재 한 봉화(烽火)에 남산(南山) 봉화 응하여서

132) 남정희, 「<한양가>에 나타난 공간의 의미 탐색」, 『한어문교육』 26, 한국언어문학교육학
회, 2012, 258면.

133) 정월 1일 날, 공사를 다 마치고 이 소식을 천하에게 내리며 조상님께 이 위업을 전해드
리고자 하겠다.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집중하여 열심히 생각하여 재계와 
목욕을 실행한다. 재사의 물품과 생축이 모두 준비되어 향기가 멀리 간다. 신들이 이 곳에 
모여 풍부한 재물을 주었다. 황제가 직접 참석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큰 복을 내리겠다. 황
제가 예복을 입으시며 황위에 앉고 성문이 열려 각 국가의 조배를 받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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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上日)'은 정월1일 날을 뜻하며 이 날에는 모돈 준비를 끝나고 하늘과 선조께 
제사를 지냈다. 위의 내용은 짧지만 당시 왕실 제사 장면의 성 함을 제 로 표
현하고 있다. 특히 '介景福於帝宮'은 『시경』에서 "君子萬年，介爾景福", 즉 우리
님이 만년토록 큰 복을 누리는 뜻을 빌려 나온 것인데 서울에 있는 정궁인 경복
궁도 역시 이와 같은 구절을 통해 이름을 얻었다. 이를 보면 한·중 양국에서 왕
에 한 숭배와 나라의 큰 복을 항상 기원하는 마음은 같았다고 생각된다.

  (3) 경제가 발달한 상업 도시

  장소는 공간이 지니는 물리적 속성 외에 특정한 활동과 상징성을 포함하는 사
회문화적인 성격이 강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134) 그러한 점에서 보면 서울
과 북경은 단순히 지리적인 환경과 인공적인 건축의 조합이 아니라 이 안에 생
활했던 사람들의 삶의 고장이기도 하 다. 「한양가」에서는 조선후기 서울의 시
정풍경에 한 묘사가 매우 상세하며 이로 인해 「한양가」의 문학적 가치를 더욱 
빛낼 수 있게 되었다. 
  「한양가」에서 노래하고 있는 19세기의 서울은 정치적인 면에서 이미 쇠락시기
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인 면에서는 부의 중심이 상인을 비롯한 계층 쪽
으로 이동하여 중하층이 봉건적 지배로부터 이탈하는135) 상황이 점점 일어났다. 
이러한 사회 배경 하에 서울은 왕실과 상층권력자들의 거주지라는 행정도시적 
이미지가 퇴락되면서 상공업도시로서의 성격이 부상하게 되었다. 

남편은 슝례문과 동편은 흥인문과/ 셔편은 쇼의문과 북편은 창의문이/ 
관이 되어스니 슈문장 호군부장/ 슈문군 통여 칼을고 신측다/ 팔
노를 통엿고 연경일본 다아구나136)          - 「한양가」

134) Yi-Fu, Tuan, 앞의 책, 2007, 39면.
135) 강명관, 「조선후기 서울과 한시의 변화」, 『민족문학사연구』, 민족문학사학회, 1994, 103

면.
136) 남편은 숭례문(崇禮門)과 동편은 흥인문(興仁門)과/ 서편은 소의문(昭義門)과 북편은 창

의문(彰義門)이/ 사관(四關)이 되었으니 수문장(守門將) 호군부장(護軍部將)/ 수문군(守門
軍) 통(靈通)하여 칼을 꽂고 신칙(申飭)한다/ 팔로(八路)를 통하 고 연경(燕京) 일본 닿
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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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내용을 보면 서울의 성문의 이름과 그들의 위치를 일일이 서술하고 있
다. 남쪽에 있는 정문인 숭례문(지금 서울의 남 문)은 예의를 숭상한다는 뜻으
로 과거 공신이나 사신 등을 맞이하거나 전송하는 역할을 했으며, 이와 함께 동
쪽에 있는 흥인지문(지금 동 문)이 서울의 4 문에 속한다. 그러나 뒤에서 언급
한 서쪽의 소의문과 북쪽의 창의문이 4 문이 아니라 4소문에 속하는 것을 유의
해야 한다.137) 서울의 성문들은 풍수지리설과 관련되어 많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력과 물자가 드나들던 통로이자 집산지로서 성문이 
지니고 있었던 실제적인 기능과 성격이 있으면서도 번잡한 도시라 일컬을 만한 
'京'과 한적한 교외라 할 수 있는 '鄕'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로서의 의미도 있
었다.138)

  또한 '팔노를 통엿고 연경일본 다아구나' 이 구절은 서울이 교통도 발달했다
는 점을 명확히 제시한다. 조선 초기에 서울을 새 수도로 정한 이유는 풍수지리
설에 의거하여 길지(吉地)라는 점도 있기는 했지만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해 교통
이 편리하다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었다. 이러한 물화의 통로인 성문 근처에 큰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분에서 서울로 통하는 성문과 서울을 떠나 
지방을 거쳐 외국으로 뻗어나가는 팔로를 전제로 하여 다음에 서울의 각양각색 
물품을 묘사하는 글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우리나라 소산들도 붓그럽지 안컷마/ 타국물화 교합니 각젼 장시
고/ 칠의 션젼의 각 션 다 잇구나/ 민어셕어 셕수어며 도미 쥰치 
고등어며/ 낙지쇼라 오젹어먀 죠우 젼어로다/ 남문 안 큰 모젼의 각 
실과 다 잇구나/ 쳥실 황실뇌 건시 홍시 죠홍시며/ 밤 됴 잣호도며 포
도경도 외얏시며/ 셕류 유 복셩와며 룡안 여지 당츌다/ 샹미젼 좌우 
가가 십년지량 아셔라/ 하미즁미 극상미며 찹죱 기장과/ 록두 청

137) 서울에서는 4 문과 4소문이 있다. 4 문은 흥인지문(興仁之門, 동 문), 돈의문(敦義門, 
서 문), 숭례문(崇禮門, 남 문), 숙정문(肅靖門. 북 문)이며 4소문은 혜화문(惠化門. 동
북문), 광희문(光熙門, 동남문), 소의문(昭義門, 서남문), 창의문(彰義門, 북서문)을 말하고 
있다.

138) 구본현, 「한시문에 나타난 한양성문의 성격과 의미」, 『서울학연구』 47, 서울시립 학교 
서울학연구소, 2012, 38면.



- 72 -

 젹두팟과 마즁 기름다/ 되를 드러 랑니 만무긔 죠흘시고/ 
슈각다리 너머셔니 각 상젼 버러셔라면빗참빗 어레빗과 지쥼치 허리
여/ 춍젼보료 모탄며 간지쥬지 당쥬질다/ 큰광통교 너머셔니 뉵쥬비젼 
여긔로다139)

                                              - 「한양가」

  작가는 서울의 물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많다는 이야
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칠패, 남 문 등 주요 상품이 유통된 장소의 이동에 따라 
서울의 상업적인 모습을 형상화한다. 위의 내용에서 시정의 상업 공간으로 이동
하면 먼저 칠패(지금의 용산구 청파동 일 )의 생선전들에서 각색 생선이 있고 
다음에 남 문 근처에 모전, 상미전이 있고, 수각다리(지금 남 문로 3가)를 건
너 각종 점포 상전들이 죽 배치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큰광통교( 광통교 
지금 남 문로 1가) 넘어가서 종로에 있는 서울의 표적인 여섯 전(廛), 즉 육
주비전140)이 나타난다. 
  특히 남 문 밖에 있는 시장인 칠패는 전국 각지의 魚物을 서울로 들여오는 
시장으로 유명하 으며 종루, 이현(지금 종로 4가 인의동)과 같이 당시 서울에서 
유명한 3  시장으로 손꼽혔다. 또한 3  시장의 번창한 모습을 박제가의 <성시
전도시>에서도 잘 확인할 수 있다.141) 이러한 묘사는 그 향유자로 하여금 서울

139) 우리나라 소산들도 부끄없지 않건마는/ 타국 물화(物貨) 교합(交合)하니 백각전(百各廛) 
장할시고/ 칠패(七牌)의 생선전(生鮮廛)에 각색 생선 다 있구나/ 민어 석어(石魚) 석수어
(石首魚)며 도미 준치고등어며/ 낙지 소라 오적어(烏賊魚)며 조개 새우 전어로다/ 남문 안 
큰 모전(毛廛)에 각색 실과(實果) 다 있구나/ 청실뇌 황실뇌 건시(乾柿) 홍시(紅柿) 조홍시
(早紅柹)며 / 밤 추 잣 호도며 포도경도(瓊桃) 오얏이며/ 석류 유자 복숭아며 용안(龍眼) 
여지(荔枝) 당 출다/ 상미전(上米廛) 좌우 가가(假家) 십년지량(十年之糧) 쌓았어라/ 하미
(下米) 중미(中米) 극상미(極上米)며 찹쌀 좁쌀 기장쌀과/ 녹두 청태(靑太) 적두(赤豆)팥과 
마태(馬太) 중태(中泰) 기름탤다/ 되를 들어 자랑하니 민무기색(民無飢色) 좋을시고/ 수각
다리 넘어서니 각색 상전(商廛) 벌 어라/ 면빗 참빗 얼레빗과 쌈지 줌치 허리띠며/ 총전 
보료 모탄자(毛彈子)며 간지(簡紙) 주지(周紙) 당주질(唐周紙)다/ 큰광통교(廣通橋) 넘어서
니 육주비전(六注比廛) 여기로다

140) 육주비전(六注比廛)은 서울 종로에 있는 여섯 전(廛). 비단 등속을 파는 선전(縇廛), 면포
(綿布)를 파는 면포전, 면주(綿紬)를 파는 면주전, 종이를 파는 지전(紙廛), 저포(苧布)를 파
는 저포전을 각각 한 주비(注比)로 하고, 내어물전(內魚物廛)과 청포전(靑布廛)을 합하여 
한 주비로 함. 갑오경장 때 폐지함 육의전(六矣廛)이라고도 함.

141) 梨峴鍾樓及七牌 이현과 종루 그리고 칠패는/ 是爲都城三大市 도성의 3  시장이라네/ 
百工居業人磨肩 온갖 工匠이 다 모여있고 사람들은 분주한데/ 萬貨趨利車連軌 수많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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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도시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장소로 인식하게 하고 거기에 더욱 의존하
게 하는 역할을 한다.142) 이상에서 소개하는 상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가게들도 작품에서 찾을 수 있다.
 

목젼 각 방의 무 이 여셔라……지젼을 펴 보니 각 죠희 다 잇
구나……뵈젼을 펴보니 각 마포 다러쳣다……쳥포쳔 펴보니 당물화
가 버러 잇다……어물젼 펴보니 각 어물 버러 잇다……도젼 마로져
 금은 보 노여구나……광통교 아 가 각 그림 걸녀구나……143)

                                              -「한양가」   

  위는 서울의 시장거리에 있는 기타 상점들에 한 묘사인데 백목전(白木廛), 
지전(紙廛), 베전, 청포전(靑布廛), 선전(縇廛), 어물전(魚物廛), 도자전(刀子廛),  
그리고 광통교(廣通橋) 아래에 있는 각색 그림 가계와 구리개의 약 가계들을 하
나씩 하나씩 상세하게 서술하면서 특히 청포전은 청, 그리고 일본에서 온 수입
물화를 파는 가계로 여러 상품을 진열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당시 서울 시장의 
상업적 풍성함을 제 로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한양가」에서 나온 서울은 상층의 사 부의 공간이며 윤리적 유
가적 공간이기도 하고, 하층의 민(民)의 공간인 동시에 세속적 욕망의 공간이기
도 한다. 다시 말하면 조선 왕조 송축이나 도성으로서의 자긍심을 표출하는 전
형적인 이념적 태도와 시정풍경의 인정세태와 생기발랄한 통속성이 공존하는 것
이다.144) 이러한 물화가 가득한 서울에서는 물질을 중시하는 세태와 함께 지금
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발달로 인해 욕망이 가득한 장소가 되었다. 이처럼 시장 

물들이 값을 다투어 수레와 수레가 연이었네.
142) 최은숙, 「<한양가>에 나타난 한양 경관과 장소애착성」, 『한국문학과 예술』 10, 숭실 학

교 한국문예연구소, 2012, 22면.
143) 백목전(白木廛) 각색 방(房)에 무명이 쌓 어라…(중략)…지전(紙廛)을 살펴보니 각색 종

이 다 있구나…(중략)…베전을 살펴보니 각색 마포(麻布) 들어찼다…(중략)…청포전(靑布廛) 
살펴보니 당물화(唐貨)가 벌여 있다…(중략)…선전(縇廛)은 수전(首廛)아라 돈 많은 시정(市
井)들이…(중략)…어물전(魚物廛) 살펴보니 각색 어물(魚物) 벌여 있다…(중략)…도자전(刀
子廛) 마로저재 금은보패 놓 구나…(중략)…광통교(廣通橋) 아래 가게 각색 그림 걸렸구
나…(중략)…구리개 좌우집에 신농유업(神農遺業) 써 붙이고

144) 김은희, 「18~19세기, 시적 공간으로서의 한양에 한 일고찰」, 『韓國 詩歌硏究』 29, 한
국시가학회,  2010, 2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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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물화에 한 묘사가 중국 「북경부(北京賦)」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八荒貢賦，四通而達。其南則南金赤玉，珠貝珊瑚，駭雞火齊，琳昏昆吾，庶
土百珍，集於天都。越羅吳錦，三壤之租，千艘萬艫，達於張灣之瀘。其西則
球琳琅玕，熊羆織皮，硨磲鐵，氆氌氍毹，大宛名馬，蒟醬蟾酥，千輪萬
轂，屯於張掖之郛。其東則銀貂白狐之裘，海豹玄獺之革，果下青驄，朝鮮弧
襜，來於薊門之磧。其北則氈裘皮革，駿馬海青，韓盧駱駝，貘貉黃鼪，度於
居庸之陘。145)

  위의 내용은 바로 당시 북경의 시장에 있는 다양한 상품들에 해 묘사하는 
것이다. 팔면에서 온 다양한 공물과 사방에서 모여 있는 상품들이 모두 북경의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월지(越地)와 오지(吳地)에 생산한 비단, 동물 가죽으로 
만든 모전, 진귀한 말 등 수많은 진기한 보물들을 북경에서 모두 볼 수 있는 정도로 
세계적인 도시라는 이미지가 부상하게 된다.

  (4) 유흥을 즐기는 문화 공간

  장소는 인간의 활동이 일어나는 맥락인 동시에, 인간이 경험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는 상징적 상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성되어
가는 역동적 실체인 것이다.146) 이러한 역동적인 장소에서는 유흥적인 분위기가 
필수불가결하다. 또한 상업의 발전에 따라 도시민들의 삶도 먹고사는 정도의 기

145) 팔방에서 온 공물과 부세를 다 북경으로 모여 있어 사면의 교통도 발달한다. 남쪽에 생
산한 구리와 밝은 마노, 진주와 산호들, 해계(일종의 서각) 유리, 곤오산(昆吾山)에 출토한 
밝은 구리, 각지의 귀한 물품들 다 북경에 모여 있다. 강절(江浙)지역에 출산한 비단, 삼양
(三壤, 중국 고  토지의 질에 따라 상, 중, 하로 나누어 북경 쪽에 식량을 운송하 다.)에
서 올리는 세금(즉, 식량), 천천만만의 백들이 식량을 통주(通州)와 장가만(张家湾)의 부두
까지 운송한다. 서쪽에 곤륜산에서 나온 구림랑간(球琳琅玕, 4가지 고급 옥), 곰의 털로 만
든 모전, 砗거(砗磲, 옥에 비해 품질이 조금 떨어진 석의 하나이다), 류철(镠铁, 품질이 좋
은 철), 방氇구유(氆氇氍毹, 티베트 사람들이 만든 카펫), 완명마, 蒟酱(蒟酱, 구장의 과
실로 만든 장)，섬소(蟾酥, 두꺼비의 독액, 좋은 중약약재), 셀 수 없는 차량들이 이들을 
장액(张掖)까지 운송하 다. 동쪽에 온 담비와 백여우의 가죽, 해표의 가죽, 과하청총，조
선의 옷들이 다 계문(蓟门) 쪽에서 쌓여 있다. 북쪽에 수입한 전구피혁，준마해청，한로락
타，맥맥황생 등 귀한 물화들이 거용(居庸)에서 보관되었다. 

146) Yi-Fu, Tuan, 앞의 책, 2007,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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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인 생활수준에서 벗어나 더 많은 향락과 여가 생활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 적 배경에 따라 서울과 북경은 유흥을 즐기는 도시 공간이라는 성격
을 가지게 되었다. 
  

남북촌 한량드리 각 노름 장시고/ 션의 시츅노름 한량의 셩쳥노름/ 
공물방 션유노름 포교의 셰노름/ 각셔리 슈유노름 각집 겸죵 화류노름
/ 장안의 분부노름 셩의 중포노름/ 각노름 버러지니 방방곡곡 노리쳘
다/ 노리텨 어디멘고 누강산 죠흘시고/ 죠양누 셕양누며 명셜누 츈수루
와/ 홍엽정노인졍과 숑셕원 화졍과/ 파정 츈쵸졍과 장유헌 몽답정과/ 
팔운 샹션와 옥유동 도화동과/ 창의문 밧 다라셔탕츈 셰검정과/ 
옥쳔암 셕경루와 한북문 진관이며/ 경강졍 다라셔 창랑졍 압구정과/ 죡
한졍  정과 별령 안 읍쳥눌다147)

                                            - 「한양가」

  위의 내용을 보면 작가는 먼저 서울의 각 계층들이 즐기는 놀이를 주목한다. 
선비의 시축놀음, 한량의 성청놀음, 공물방의 선유놀음, 포교의 세찬놀음, 서리
들의 수유놀음, 그리고 겸종들의 화류놀음 등 각 계층이 즐기던 놀이들을 상세
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19세기의 서울에서는 유흥이 이미 신
분을 가리지 않고 모두 즐길 수 있는 여가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다. 그 다음으
로 서울에 있는 각 놀이처들을 열거하면서 놀음의 종류와 장소의 다양함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각종 놀이들을 소개한 뒤에 당시 특별히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별감의 '승전놀음'을 묘사하는 내용이 이어진다. 

147) 남북촌(南北村) 한량(閑良)들이 각색 놀음 장할시고/ 선비의 시축(詩軸)놀음 한량(閑良)
의 성청(成廳) 놀음/ 공물방(貢物房) 선유(船遊)놀음 포교(捕校)의 세찬(歲饌)놀음/ 각사(各
司) 서리(書吏) 수유(受由)놀음 각집 겸종(傔從) 화류(花柳)놀음/ 장안의 편사(便射)놀음 장
안의 호걸놀음/ 재상(宰相)의 분부(分付)놀음 백성(百姓)의 중포놀음/ 각색 놀음 벌어 방방
곡곡 놀이철(處)다/ 놀이처 어디멘고 누 (樓臺) 강산(江山) 좋을시고/ 조양루(朝陽樓) 석
양루(夕陽樓)며, 명선루(明宣樓) 춘수루(春水樓)와/ 홍엽정(紅葉亭) 노인정(老人亭)과 송석
원(松石園) 생화정(生花亭)과/ 파정(暎波亭) 춘초정(春草亭)과 장유헌(壯猷軒) 몽답정(夢
踏亭)과/ 필운 (弼雲臺) 상선 (上仙臺)와 옥류동(玉流洞) 도화동    (桃花洞)과/ 창의문
(彰義門) 밖 내달아서 탕춘 (蕩春臺) 세검정(洗劍亭)과/ 옥천암(玉川庵) 석경루 (石逕樓)와 
한북문(漢北門) 진관(津寬)이며/ 경강정(景江亭) 내달아서 창랑정(滄浪亭) 압구정(鴨鷗亭)과
/ 족한정(足閑亭) 탁 정(濯纓亭)과 별 (別營) 안 읍청눌(挹淸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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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가 구경가 슨젼놀음 구경가/ 북일령 군졍의 죠흔 노름 버려구
나/ 눈빗갓튼 흰 휘장과 구름갓튼 노픈 차일/ 차일 아 유둔치고 마로 
 보계판과/ 아로인 셕가의 각 문 쵹룡을/ 뷘틈업시 다라노코 죱
살 구슬 화쵸등과/ 보기 죠흔 양각등을 례 잇게 거러노코/ 난간밧게 츈
화가화 불근비단 허리여148)          

                                              - 「한양가」

  먼저 승전놀음149)의 장소는 북일 에 있는 군자정에 있다는 것을 밝혔다. 다
른 놀음은 모두 이름만 소개되어 있으나, 승전늘음은 「한양가」 전체 서술량의 
17퍼센트 정도를 차지할 만큼, 그 놀이 과정이 구체적으로 길게 묘사되어 있다. 
별감들이 기생과 가객(歌客), 금객(琴客)을 불러 기악과 노래, 춤을 벌이는 거창
한 놀이판인 승전놀음이 조선 후기 서울의 놀음판 중에서도 으뜸이었기에 특별
히 자세하게 소개한 듯하다.150) 
  특히 별감에 한 묘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조각달
의 모양을 낸 상투, 상투가 풀어지지 않고 꽂는 호박으로 만든 동곳, 망건들 중
에 최고로 꼽은 평양망건, 고급 재료로 만든 모관자, 다홍색 생초로 만든 별간 
특유의 홍의(紅衣), 숙초로 만든 창의(氅衣), 보라색 누비저고리, 외올뜨기 누비
바지, 양색단(兩色緞)을 감으로 쓴 누비배자, 짐승의 털가죽을 안에 댄 배자, 전
배자처럼 짐승의 털가죽으로 만든 토수, 괴불주머니, 향낭 등을 비롯한 장신구들
이 이렇게 사치스럽게 단장하는 별감을 모습을 생생하면서 그 시  상층 귀족의 
모습도 같이 그릴 수 있게 된다.
  호사스러운 별감이 주최하는 놀음판은 당연히 만만치 않다. 승전놀음은 먼저 

148) 구경 가자 구경 가자 승전(承傳)놀음 구경 가자/ 북일 (北一營) 군자정(君子亭)에 좋은 
놀음 벌 구나/ 눈빛 같이 흰 휘장에 구름 같은 높은 차일(遮日)/ 차일 아래 유둔(油芚) 
치고 마루 끝에 보계판(補階板)과/ 아로새긴 서까래에 각 문(營門) 사촉롱(紗燭籠)을/ 빈
틈없이 달아 놓고 좁쌀 같은 화초등(花草燈)과/ 보기 좋은 양각등(羊角燈)을 차례 있게 걸
어 놓고/ 난간 밖에 춘화(春花) 가화(假花) 붉은 비단 허리 매어

149) '승전(承傳)'이란 왕명을 전달한다는 뜻이고, 이는 별감의 고유한 업무다. 그러나 '승전'
이 '놀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승전이 별감의 일이니, 별감을 신
하는 말이 아닌가 한다. 승전놀음을 별감놀음이라고도 부르니 말이다. (강명관, 『조선의 뒷
골목 풍경』, 푸른역사, 2003, 310면.)

150) 강명관, 앞의 책, 2003, 2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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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현악이 한참 연주되고 난 뒤 기생들이 들어와서 가곡·12가사·12잡가·시조 등 
성악곡을 부른 뒤, 여러 춤을 추고 검무로 미를 장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
을 모두 공연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다.151) 이러한 승전놀
음은 조선후기 서울의 사치스러운 이미지를 아낌없이 독자에게 보여주었다.  

營賓館於千方，開廛市於九圍。聚百貨於通闥，商賈貿而衯裶。闤闠設以周
旋，質劑平而罔違。……天子方崇文默，不事武奇。誠以憲祖，歡以偕時。與
民睢睢，與物熙熙。遊田射獵之好不騁，吞刀吐火之技罔施。沙棠木蘭之舟弗
制，魚龍角抵之戲奚施？152)

                                            -餘光, 「北京賦」

  
  위는 여광(餘光)의 「북경부」에서 번창한 시장 풍경과 상인이나 여행객들이 왕
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듯 물산이 풍부하고 백성들이 안락을 누리는 
사회의 건립은 국가의 완비한 제도, 황제의 현명한 통치와 긴 한 관계가 있다
는 것을 밝힌다. 여기서 언급한 유가활동이 '유전사렵(遊田射獵)', '사당목란지주
(沙棠木蘭之舟)', '어룡각저지희(魚龍角抵之戲)'가 있는데 '유전사렵(遊田射獵)'은 
황실의 사람들이 즐기는 여가 활동이고 '사당목란지주(沙棠木蘭之舟)'는 호화스
러운 뱃놀이의 일종이라 보이며 '어룡각저지희(魚龍角抵之戲)'도 역시 귀족들이 
즐기는 사치스러운 놀이다. 이러한 고급스러운 놀이를 즐기는 것은 많은 돈과 
인력을 낭비하기 때문에 유덕한 황제라면 이러한 놀이를 즐기지 않고 국가를 잘 
다스리는 데에 노력하여 번창한 사회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놀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통치자에게 경계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
으로 보고 있다. 

151) 위의 책, 324면.
152) 수많은 주소들을 건립하여, 천하에서 시장들을 열린다. 왕래의 요로에서 물화들이 모여 

있어, 상업을 하는 상인들이 분분히 온다. 거래를 위해 상업거리를 설치하여 품질을 엄격
하게 정해서 불의한 행위가 없다……황제가 유학을 도모하여 무력을 배제한다. 성실하게 
조상의 규범에 지키며, 백성들을 배려하여 물화들이 가득한다. 통치자들은 자신의 행동들
을 잘 규제하여 '유전사렵', '사당목란지주' 등 호화스러운 향락 활동들을 즐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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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과 북경의 장소이미지 비교

  앞에 한·중 고전시가에서 드러난 서울과 북경의 장소이미지를 '태평성 에 
한 분식(粉飾)', '왕도에 한 이중적인 정서', 그리고 '도시 공간의 역동적인 모
습'의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 다. 여기서 이 세 가지 장소이미지의 특징 및 
그들을 형성시키는 한·중 양국의 문화적인 요소를 더 명확하고 깊이 있게 정리
하여 서울과 북경의 장소이미지는 '소중화(小中華) 이미지와 동방제도(東方帝都) 
이미지', '중심지의 장소이미지와 수선지지(首善之地) 이미지', '현 화된 이미지
와 고도(古都)로서의 이미지'와 같이 서로 조적으로 다시 분류하며 비교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서울과 북경의 표적인 장소이미지를 더 뚜렷하게 제시
하고 Ⅳ장에서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목표 및 교육 방안을 도출할 수 있게
끔 유용적인 한국 문화교육 내용을 제공하는 목적을 둔다. 

 1) 소중화(小中華) 이미지와 동방제도(東方帝都) 이미지
 
  앞에 분석한 것처럼 조선 초기 정도전의 「신도가」에서부터 조선후기에 한산거
사가 쓴 「한양가」까지 당시 지식인들은 자연경관을 비롯한 물질적인 현상을 묘
사하면서 수도의 정통함을 입증하고 끊임없이 서울의 태평성 를 분식(粉飾)하며 
내부자로서의 자부심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현상은 양사기(楊士奇)가 쓴 「隨駕幸
南海子」 및 성시태(盛時泰)의 「북경부(北京賦)」를 비롯한 중국 시가 작품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처럼 국가의 중심지인 서울과 북경을 적극적으로 찬송하고, 심
지어 분식까지 할 정도로 노래하는 것은 한·중 양국이 공통적으로 오래된 '명분
의식'의 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당시 양국 관계의 향을 받은 지식인들이 서울과 북경에 도성다운 이
미지를 부여하는 데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은 옛적부터 
중국의 중심부와 국경을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조선 시절부터 중국과의 직접
적인 교류가 활발하 다. 특히 조선은 초기 성리학의 이념에 따라 사 를 추구
했고, 명나라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으면서 명(중화)의 제후국을 자임하 기 때문
에 조선시 에 '소중화(小中華)' 사상은 매우 성행하 다. 이에 비해 명·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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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북경은 비록 중국 봉건사회의 말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시 최강
국의 수도 다. 그래서 북경에 오랫동안 형성된 동방제도(帝都, 제국의 수도)의 
장소이미지는 예전과 비교해도 하나도 손색이 없다. 이러한 '소중화(小中華) 이
미지'와 '동방제도(東方帝都) 이미지'는 본고에서 제시된 서울과 북경을 상으
로 한 한·중 시가작품에서 서울과 북경은 우월한 조건을 갖춘 정통 왕도이며 태
평성세를 누리는 문명한 곳이라는 이미지를 도출할 때 잘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정도전은 쓴 「신도가」에서는 '新都形勝'의 모습으로 된 서울을 노
래하 는데 마지막으로 '알漢한江강水슈여 뒤흔 三삼角각山산이여 德덕重듕
신 江강山산즈으메 萬만歲셰를 누리쇼셔'라는 구절을 통해 '新都形勝'의 이미지
를 형성화시켰다. 따라서 아시아 국가에서 나라를 흔히 강산(江山)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강과 산이라는 자연물이 얼마나 중요한 문화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
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신도가」의 마지막 구절에서 정도
전이 '한강수'와 '삼각산'을 이야기한 다음 바로 덕중한 강산을 배경으로 한 새
로운 수도 서울이 만세를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하는 심정을 토로하 다는 것을 
보면 정도전에게 '한강수'와 '삼각산'의 두 자연 장소가 나라와 동일시되면서 국
가의 상징물로 간주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조선 지식인이 태평성세를 누리고 있는 서울의 이미지를 그렸을 때 한
강과 삼각산으로 나라(강산)가 형상화된 것은 무작위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두 
자연 장소가 독특한 문화적 의미를 가지고 그들을 통해 서울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각산과 한강수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정체성을 중
국에서부터 확정하 다는 것도 사실이다. 다시 말하자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울을 풍수가 뛰어난 곳으로 여기는 이유는 바로 사신사(四神砂, 즉 청룡, 백
호, 주작, 현무)에 있다. 이 사신사는 그 맥을 모두 삼각산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는 서울의 다른 산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주체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한강은 서울의 외수이며 함북정맥은 백두 간에서 뻗어 나온 산맥이고 백두 간
은 그 뿌리를 백두산에 두고 있다.153)

  그리고 국도풍수론의 시각으로 볼 때 모든 산은 종주산(宗主山)에서 그 정체

153) 정륭, 김정문, 「한,중 궁궐(宮闕)의 입지 및 삼조공간(三朝空間) 구성에 관한 비교연구 -
경복궁과 자금성(紫禁城)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4, 한국전통조경학회, 
2006,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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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찾은 것이다. 즉, 풍수의 핵심인 기(氣)는 그 원천이 종주산에 유래하며 중
국에 있는 산들의 종주산이 바로 곤륜산이다. 또한 당시 조선에서 '소중화'라는 
사상이 성행했기 때문에 곤륜산의 일지맥인 백두산은 한반도의 종주산이라는 것
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의 풍수적 맥은 종주산인 백두
산에 두고 있으며, 서울은 풍수적으로 종법성을 부여 받는다.154) 
  이렇게 볼 때 삼각산은 서울의 다른 산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고 한강
수도 서울의 외수인 만큼 풍수지리설에서 서울을 명당지라고 평가할 때 매우 중
요한 요소이다. 두 곳의 정체성이 최종적으로 중국의 곤륜산에 있는 것을 보면 
당시 조선에서 중국을 종주국(宗主國)으로 여기고 자신이 '소중화'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양가」의 시작하는 부분에서 중
국 곤륜산을 언급155)하는 것도 '소중화' 사상에 따라 서울의 풍수적 종법성을 중
국 쪽에서 찾아야 한다는 사 부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으며 서울은 이러한 '
소중화'적 이미지를 더욱 형상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서울이 가지고 있는 '소중화 이미지'는 앞에 살펴본 시조인 '君修德
臣修政니 禮義東方이 堯之日月이요 舜之乾坤이로다(청구 언(진본) 544번)'에
서도 엿볼 수 있다. 이 작품에서는 시적자아가 '잠두봉', '인왕산', '삼각산' 등 
자연환경을 서술하면서 서울은 왕의 명덕과 신하들이 부지런히 근무 하에 태평
성세를 이룬 '禮義東方'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고 토로하고 있다. 
  또한 조선은 흔히 자신을 '동방예의지국(東方禮儀之國)'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중국이 조선을 보고 '동쪽(중국기준)에 있는 예의 좋은 나라'라고 평가하는 데서 
유래했다. 이를 통해 당시 중국은 자신을 세계의 중심으로 여기는 제국의식을, 
조선은 유교적인 질서를 지키며 '소중화'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시조의 마지막 부분에서 요(堯)임금은 조선의 해와 달
이요. 순(舜)임금은 조선의 하늘과 땅이라고 하여 이와 같은 현지에서는 당연히 
태평성세의 사회적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당시 조선
이 중국 문명을 존숭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한양가」와 「북경부」에서 서울과 북경의 역사적 맥락을 서술하면서 두 

154) 위의 논문, 42면.
155) 곤륜산 일지이 동로 드러올 졔/ 룡은 괴만리며 구뷔 몃 구뷘고/ 두산 긔봉

여 함경도 너머셔셔/ 강원도 다라셔 경긔로 도라들 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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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 정통적이고 태평성 를 이루는 장소이미지를 부여할 때도 이러한 '소중화
의식'과 '동방제도(東方帝都)'라는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즉, 「한양가」에서 서울
의 역사적인 정체성 및 태평성 를 실현하는 전제를 역시 중국에서 들어온 '기
자'나 '추로지방(鄒魯之邦)'을 통해 설명하는 반면에 「북경부」에서는 시적자아가 
북경의 역사 발전과정에 입각하여 그의 정체성을 이곳에 관련된 역사 맥락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제국의 수도로서의 자부심을 발견할 수 있다.156)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중국은 과거 세계에서 제일 강한 제국인 만큼 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지식인들은 북경에 '제도(帝都)'나 '제경(帝京)'의 이미지를 만들
기 위해 많이 노력하 다. 양사기(楊士奇)가 쓴 「隨駕幸南海子」의 시작부터 제
경(帝京)이라는 말을 통해 시가에서 묘사하고 있는 웅장하고 태평성 를 이룬 곳
이 어딘지를 제시하여 제국 수도인 북경의 거 한 기세를 보여준다.(天開形勢莊
都城，鳳翥龍蟠拱帝京) 뿐만 아니라 양 (楊榮)의 「皇都大一統賦」에서도 '천하
(天下)', '사방(四方)' 등의 단어를 상용하여157) 명  상층 관료들이 북경을 세계
의 중심이며 유아독존(唯我獨尊)적 위치로 인식하는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중국시가를 보면 당시 지식인들은 북경이 정통적인 이미
지를 갖고 있는 곳인 것을 강조할 때 흔히 성상(星象)을 통해 제도(帝都)인 북경
은 세계의 중심에 처한다는 것을 입증한다. 예를 들어, 성시태가 쓴 「북경부」에
서 '紫微韜約以含輝'라는 구절을 보면 자미(紫微)는 하늘의 중심에 있으며 북경
이 자미성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서술하는데, 이로써 바로 북경이 세계의 중심
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158)  

156) 하이 신 왕도 동의 읏듬이라/ 국호는 죠션이오 도읍은 한양일다/ 단군의 구쇽이
오 긔의 유풍이라/ 의관도 화려고 문물도 거륵다   - 「한양가」

   粵若稽古，帝軒都涿。高陽幽陵，宅繇北廓。堯之爲君，始於唐而建國，周封其後，亦於薊
而列爵。…遼則南京始建，而中都、大都遂代興於金、元。天將俾於有德，於是文皇肇建爲
行在。應大興之顯符，光黃唐於遐代。北平易名以順天，旋坤軸以正乾蓋。此實天府之國，
乃混一之大都會。 -黃佐, 「北京賦」

157)維皇明之有天下也，於赫太祖，受命而興。龍飛淮甸，風雲依乘。恢拓四方，弗遑經營
。……其爲形勢也，西接太行，東臨碣石。巨野亙其南，居庸控其北。勢拔地以崢嶸，氣摩空
而崱屴。  -楊榮, 「皇都大一統賦」 

158) 이처럼 중국의 향을 받아 星象을 통해 수도의 정통성을 강조하여 천인합일이라는 우
주관을 표현하는 경우는 「한양가」(북극을 바쳣 닷 부용을 가 닷(서사)/ 업듸여 비나
이다 북극젼의 바나이다)에서도 발견할 수 있으며, 『청구 언』에 실려 있는 시조에서 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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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 아니라 당시 북경이 지닌 동방 제국의 수도로서의 정통성을 「북경부」 등 
작품에서 궁궐을 묘사하는 내용에서도 포착할 수 있다. 우선 자금성과 경복궁의 
이름에서부터 당시 통치자의 정신세계의 차이가 보인다. 자금성은 하늘의 중심
인 자미궁(紫薇宮, 즉 북극성)의 자(紫)를 빌리고 금지라는 뜻인 '금(禁)'자와 합
쳐서 황제는 하늘의 아들로서 천하의 중심에 거주해야 사방이 알현할 수 있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명칭은 당시 중국 황제가 지상에서 우주 질서를 투

하여 무한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배자임을 상징하는 것이다. 반면에 경복궁
의 이름은 중국 『시경』 「 아편」의 '술마셔 취하고 은덕(恩德) 받아 배불렀네, 
우리님 만년토록 경복(景福: 큰복) 누리소서'라는 구절을 참조하여 궁궐 이름을 '
景福'으로 하기를 청했다159)는 것을 보면 왕의 절 적인 권력을 강조하기 보단 
덕화를 추구하는 사실을 느낄 수 있다. 
  또한 「한양가」의 '인뎡뎐 근뎡뎐은 치민 뎡뎐이오/ 희뎡당 됴뎐은 지
쳐쇼 도여셔라'에서 볼 수 있듯이 경복궁의 근정전과 창덕궁의 인정전은 왕이 
근무하는 정전임을 알 수 있다. 또 두 궁전의 이름은 조선 왕이 스스로를 지상
의 완전한 지배자로 규정하지 않고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예(禮)의 
질서, 즉 중화체제에 규정된 제후국가로서의 자신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160)

  그러나 이러한 '소중화' 의식의 작용 하에 조선이 중국을 하는 태도가 왕조 
교체에 따라 변화된 현상도 보인다. 즉 당시 조선의 유교적 지배층들은 명나라
의 멸망과 함께 중화 문명의 맥이 끊긴 것으로 보고, 조선이야말로 중화 문명의 
정통 계승자라고 생각하여 소중화를 자처하 다. 「한양가」에서 '쥬라 령 령

은 제왕을 가리킨다는 사실도 있다.(仁王三角은 虎踞龍盤으로 北極을 괴얏고 終南漢水 
金帶相連여 久遠) 

159) 박성태 외, 『서울 서울 서울, 서울육백년-어제·오늘·내일』, 한국일보, 1993, 76면.
160) 경복궁의 근정전(勤政殿), 사정전(思政殿), 강년전(康年殿) 등의 전각명은 정도전에 의해 

지어졌다. 전각명이 의미는 『 학』 八條目을 구현하는 것이었다. 즉 군주의 修身을 기본으
로 하고, 그 방법으로 성의정심과 격물치지를 중시한다는 의미를 지닌 것이다. 이는 재상
중심의 통치질서를 지향한 정도전의 사상이 반 된 것이었다. 즉 어진 인재를 발탁하여 그 
인재에게 통치를 위임하는 것으로 군주권을 제한하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그리고 吉吉田
光男, 「朝鮮近世における王都と帝道」 『近世ソウル都市社會硏究-漢城の街と住民』, 草風館, 
동경, 2009. 吉田光男은 전근 사회에서는 권위와 권력이 일원화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
이기 때문에, 중세의 도시를 권위의 중심인 帝都와 권력의 중심인 王都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그는 서양 중세의 로마-파리, 동양의 북경-한양, 일본의 京都와 에도[江戶] 의 관계
를 帝都-王都의 관계로 비정하고 있다. (고동환, 「조선시  한양의 수도성-도시의 위계와 
공간표현을 중심으로」, 『역사확보』 209, 2011,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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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 못보아도 녀긔로다 (주(周)나라 (靈臺) 소(靈沼) 못 보아도 여기로다)'와 
같은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조선에서는 청나라의 지배층인 만주족을 야만
족으로 생각했다. 여기서 현실관계에서는 사 하 으나 이념적으로는 이를 인정
하지 않고 진정한 중화문화는 조선에 있다는 한국 문화에 한 자부심을 엿볼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당시 한·중 양국 지식인들은 서울과 북경에 
한 묘사를 통해 두 곳은 우월한 조건을 갖춘 정통 왕도를 강조하면서 태평성세
를 누리고 있는 위엄한 수도라는 이미지를 자신의 시가작품을 통해 의도적으로 
만들었다. 이와 같은 수도의 정통성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양국이 유교적인 

향을 많이 받아 명분을 강조하는 의식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양국의 
공통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과 북경에 정통적인 수도라는 이미
지를 만든 데에는 당시 조선에서 성행했던 '소중화' 의식과, 중국에서 북경을 동
방 제국의 수도라고 여겼던 의식이 각각 반 되었다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
할 수 있다. 즉 서울에 정통적이고 문명한 사회라는 이미지를 부여할 때 '소중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서울의 형성을 볼 수 있으며, 북경의 정통함을 강조했을 
때 '동방제도(東方帝都)'라는 이미지가 더욱 뚜렷하게 부각된다. 

 2) 중심지 이미지와 수선지지(首善之地) 이미지

  서울은 1394년 조선의 수도가 된 이후로 한민국 정부중앙청사 소재지가 되
기까지 600년 이상 조선, 한제국, 한민국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이자 
사람들이 동경하는 지역이었다.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보면 서울은 한국의 정체, 
경제, 문화 등 많은 면에서 중심지라고 할 수 있지만, 이와 달리 북경은 경제보
다 정치, 문화면에서 중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눈에 띄는 ‘수선지지(首善之地)’
로 평가할 수 있다.  
  앞에 살펴본 것처럼 한국 고전시가에 투 된 서울의 장소이미지의 특징 중의 
하나는 바로 사람들이 서울에 해 동경심과 소외감이라는 이중적인 정서를 느
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중적인 심리 양상은 더욱 입체적으로 서울이 한국
의 실제적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중심지의 이미지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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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러나 서울의 중심지라는 이미지는 시적자아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소 다르
다고 본다. 앞에서 살펴본 강복중의 시가를 통해 서울은 인재를 알아줄 수 있는 
곳이 되기 바라면서, 자신도 이곳에 속한 내부자가 되고 싶다는 시적자아의 심
정을 엿볼 수 있다. 이때의 서울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마음의 중심지이다. 이처
럼 조선 시 의 사람들이 서울과 관계를 맺고 싶다는 것은 출세지향적인 유교 
사고방식의 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한양가」에서 궁궐과 관아의 부분에 한 묘사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당시의 서울은 왕과 고위귀족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권력의 중심부인 
궁궐과 의정부 및 육조를 비롯한 최고의 정치 기관, 국가의 정통성을 보여준 종
묘와 제단, 그리고 지식인들이 추구하는 유학을 공부할 수 있는 전국 최고의 교
육기관인 성균관까지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조선조 지식인들은 이러한 정치와 
문화적 기능이 완비한 장소를 동경하며 이와 관계를 맺고 싶다는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곳의 내부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서울의 근교와 같이 가까운 곳에 머
물려고 하는 것도 당시의 흥미로운 사회 현상들 중의 하나가 된다. 오늘날 서울
에 생활할 수 없더라도 서울의 주변에 있는 경기도 및 다른 도시에 살고 싶다는 
심정과 유사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조선 때에 경화사족(京華士族)이라는 독특
한 집단도 생겼다.161)

  즉, 당시 사 부들은 서울과 가까운 한강 나루터 강변에 별서를 두고 ‘중앙’으
로서의 서울과의 접근성을 중시하 다. 강호에 은거하는 형태의 삶을 유지할 때
에도 이것은 마찬가지 고, 주변의 사 부들과 함께 연 를 이루며 문학 창작 
활동을 하는 등 자신들이 중앙과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을 고수하려 
하 다.162) 자신의 거주지가 서울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다시 올라오기 어
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이 클 것이므로 사 부들은 가능한 한 임금이 계신 도성이 
있는 서울 가까운 곳에 거처를 마련하려고 애썼던 것이다.163) 

161) 경화사족은 서울 근교에서 거주하는 근기남인, 소론, 북학을 수용한 노론 낙론계 학자들
이 중앙학계의 주류를 이루면서 여러 에 걸쳐 관료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장한 집단이다. 

162) 김창원, 「지역문학 연구의 방법과 방향-조선후기 근기(近畿) 지역 국문시가를 예로 하
여」, 『우리어문연구』 제29집, 우리어문학회, 2007, 249~250면.

163) 김창원, 「조선후기 근기(近畿) 지역 강호시가의 지역성-김광욱의<栗理遺曲>을 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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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볼 때 서울은 사 부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추구와 동경의 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인 현상이 생기는 원인은 유교적
인 사상을 기반으로 형성된 입신양명적인 사고방식, 과거 시험을 표한 교육 
제도, 신분제를 비롯한 명예 제도 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한국의 정치문화와 사회질서가 서로 작용하며 형성된 명예 제도에서 이
러한 중심지라는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다. 즉, 조선시 는 입신양명을 실현할 
수 있는 엄정한 명예 제도가 구비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명예 제도의 토 를 이
루고 있는 것이 신분제도 다. 신분제도는 모든 사람을 명예의 등급에 따라 양
반, 중인, 상민, 천민의 신분으로 구분하고, 혈연적 연계에 따라 신분이 세습되
도록 하 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신분에 따라 활동하는 지역도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다.164) 「한양가」에서 신분에 따라 각종 놀음에 한 묘사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당시 신분제도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신분제도와 긴 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바로 교육제도이다. 「한양
가」에서 '학이 분하여 유학을 교훈니/ 명뉸당 셩뎐은 우리라 반궁이
라/ 일 명 학 부 위 뫼셔잇고/ 단의 느진 츔은 연비예천 구
나'라는 구절을 통해 당시의 교육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 의 유교적 입
신양명은 역사적 삶을 통해서 양명이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었던 소수의 사람
들, 즉 주로 양반이 갖고 있었던 삶의 목표 다. 양반 중에서도 선비는 유교적 
입신양명을 추구하 던 표적 부류 다. 
  이와 반 로 계속 중심지인 서울에 있던 내부자가 유배나 전쟁을 겪은 후 부
득이 서울을 떠나거나 번창했던 수도의 무너짐을 보면서 깊은 장소상실감을 느
끼게 되어 중심지인 서울에 해 더욱 절망적이고 격한 소외감을 표현하는 현상
도 무시할 수 없다.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시조문학사전#3 김

로」, 『시조학 논총』제28집, 한국시조학회, 2008, 67~69면.
164) 조선시  서울 주민들은 신분이나 직업에 따라 종로를 경계로 하여 살았다고 한다. 왕족

과 양반관료들은 경복궁과 창덕궁을 연결하는 직선 이북의 지역, 지금의 율곡로 양쪽 일
에 모여 살았으니, 북촌이 그들의 거주 지역이었다는 것이다. 서울을 남촌과 북촌으로 나
누면 그 중간지 인 청계천(광통교) 일 가 위항이었으며, 좁은 집들이 모여 있었던 누상
동이나 누하동을 중심으로 한 인왕산 일 도 위항이었는데, 청계천 일 에는 역관이나 의
원으로부터 상인에 이르기까지 재산이 넉넉한 위항인들이 살았으며, 인왕산 언저리에는 위
항인 가운데 주로 서리나 아전들이 많이 살았다. (허경진, 「인왕산에 활동한 위항 시인들
의 모임터 변천사」, 『서울학연구』 13, 서울시립  서울학연구소, 1999, 87~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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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헌(金尙憲)) 또한 앞에서 살펴본 두 편 시조인 '기러기 외기러기 너가 길히
로다~ (청구 언(진본) 496번)'과 '靑天에 셔 울고 가 외기러기 나지 말고 
말 들어~ (청구 언(육당본) 605번)'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은 권력의 중심부
이자 문명사회의 표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항상 물질적인 욕망을 추구하기 위
해 시적화자를 떠난 님이 있는 소외된 장소이다. 이때의 서울은 시적자아가 버
림을 받게 된 근원지이지만 그리운 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시적자아의 마음이 향한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기도 하다.

  물질적 문명부터 사람들의 정심까지 중심지가 된 서울에 비해 북경은 경제보
다 정치나 문화적인 이미지가 더욱 강하여 전국의 '수선지지(首善之地)'165)라는 
장소이미지를 갖게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수선지지(首善之地)'의 
이미지는 앞에 살펴본 정치와 제도가 완비된 문명사회의 장소이미지라는 부분에
서 잘 볼 수 있다.
  우선 '수선지지(首善之地)'로서의 북경은 문화적인 면에서 정치의 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치의 중심으로서의 북경은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건립되는 것도 
사실이다. 즉, 수도는 정치적인 의도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드러난 문
화현상은 필연적으로 정치와 긴 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앞에서 살펴본 북경의 도시설계 및 자금성의 건설에 관한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의 4  요소인 종묘, 사직, 궁궐, 시장은 모두 유교적 종법성 및 
택중론의 원리에 따라 공간구성을 이룬다. 즉 궁궐을 중심으로 '좌묘우사, 전조
후시(左廟右社, 前朝後市)'의 원칙을 따라 설계하여 중축선을 통해 무한한 권력
을 가진 황제의 권력을 상징하 다. 그리고 궁성에서 주요 전각들은 모두 임좌
병향(壬坐丙向)하여 입지하는데, 이는 군주가 남면하여 정사를 보아야 한다는 유
교적 종법성의 일환이며 유교적인 정치사상을 제 로 반 하고 있다. 이처럼 '수
선지지(首善之地)'의 북경에서는 정치와 문화가 서로 분리할 수 없게끔 되어 있

165) 수선(首善)이라는 말은 『한서(漢書), <유림전(儒林傳)>』에 나오는 “건수선 자경사시(建首
善自京師始:으뜸가는 선(善)을 건설함은 서울에서 시작된다)”에서 유래된 말이다. 또 수선
지지(首善之地)라 하면 '다른 곳보다 나은 곳' 또는 '그런 지위'라는 뜻이며 중국에서 북경
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도 이 말을 사용하 으며 조선시  고산자 김정
호는 『수선전도(首善全圖)』라는 지도를 제작하여 서울의 형세를 그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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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면에 서울은 정치와 문화의 독립성이 북경에 비해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의 전통문화는 현실적인 정치문화를 중심으로 건립된 것이기 때문에 문화
중심인 수선지역의 북경에 강한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 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적인 분위기가 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구하는 협의적인 
이미지도 가지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리반룡(李攀龍)이 쓴 「제경편(帝京篇)」은 
시작하자마자 북경은 호협이 많이 나타나는 곳(燕京豪俠地)이라고 서술하 다. 
이처럼 북경은 단순한 정치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과거의 연(燕)문화의 향을 받
아 더 많은 협의정신 및 정치사회에 한 근심이라는 심상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북경에 있는 원주민들은 출세보다 정체에 한 관심과 우려가 크다. 
이와 같은 장소이미지는 서울이 가지고 있는 출세 지향적인 중심지라는 이미지
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경은 정치문화가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인륜예절을 비롯한 윤리, 도덕
적 면에서도 전국의 수선지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명나라 때에 성행하기 시작
한 성리학의 향을 받아 북경은 800년 역사를 품고 있는 봉건 수도로서 그의 
문화는 정통적인 봉건사회문화라고 볼 수 있다. 황좌(黃佐)가 쓴 「북경부(北京
賦)」에서 '然猶偃戈綍，修俎豆，而樂育胄監之英。是以宣後儲神，矢詩於穆清。
北望崇文之閣而思天下化成。'을 통해 서울처럼 북경도 역시 유교국가의 수도인 
만큼 과거 중국 사회의 주류 사상인 유교문화에 한 태도를 확실히 볼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북경의 건축문화는 북경문화의 정체성, 나아가 중국 문화의 정체
성을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한 단면이다. 특히 원나라부터 도시를 설계하기 시작
하여 한(漢)민족 정권인 명나라, 만족(滿族) 정권인 청나라를 거쳐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장엄한 북경성의 모습이 완전히 형성되었다. 사람은 흔히 북경을 '중
축선(中軸線)' 위에 만들어진 도시라고 하는데 이러한 특징이 중국의 오래된 철
학사상 및 자연관을 제 로 표현하고 있다.
  앞에 살펴본 리시면(李時勉)의 「북경부(北京賦)」166)는 당시 중국의 제일 표적 
정치사상인 지고지상의 황권(皇權) 의식을 제 로 표현하고 있는 동시에 중국 전

166)若夫其宮室之制，則損益乎黃帝合宮之宜，式遵乎太祖貽謀之良，居高以臨下，背陰而面
陽。奉天淩霄以磊砢，謹身鎮極而崢嶸。華蓋穹崇以造天，儼特處乎中央。… 廟社並列，左
右相當。東崇文華，重國家之大本；西翊武英，儼齋居而存誠。-李時勉, 「北京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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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문화에서 중요한 음양오행의 자연관도 드러낸다. 특히 북쪽의 종루(鐘樓)부터 
시작하여 중간에 황성인 자금성을 경과하며 남쪽에 정문(永定門)까지 도달할 
뿐만 아니라 천단(天壇), 사직단(社稷壇) 등 고  중요한 예의장소를 연결한 중
축선은 권력과 예지(禮制), 질서와 화해(和谐)의 통일적인 중국인의 정신세계를 
전달하고 있다.  
  특히 호계선(胡啟先)의 「皇都大一統賦」는 짧은 내용을 통해 자금성의 궁전의 
택중성과 칭성이라는 특징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167) 작품에서 볼 수 있
듯이 봉천(奉天)、화개(華蓋)、근신(謹身)은 자금성의 삼  궁전으로 중앙에 처하
고 있으며 문화전(文華殿)와 무 전(武英殿)은 동서 양면에 위치한다. 각 궁전은 
중축선에 의해 좌우 칭적으로 배열하는 것을 보면 중국 전통문화인 '화(和)'의 
미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자금성은 유교과 도교의 향을 받아 중국 전통적인 준비관념과 음양
이론의 원칙에 따라 설계했다. '건청궁(乾清宮)'은 황제가 거주하는 곳으로 하늘
을 상징한 '乾'을 택하고 음양론에 양을 상징한다. 반면에 황후가 거주하는 '곤
녕궁(坤寧宮)'은 땅을 표하는 '坤'을 사용하여 음을 뜻한다.168) 이렇게 좌묘우
사, 천과 지, 음과 양, 천인합일 등이 중국의 '화(和)'의 전통문화를 표현하고 있
다. 
  이상 볼 수 있듯이 한국 고전시가에서 나타난 사람들은 서울에 한 동경과 
소외의 이중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와 같은 서로 반 된 심리적인 
특징의 근원은 사람들이 서울을 중심지로 바라보는 태도로 인해 생산된 것이다. 
즉, 오늘날보다 정치적인 분위기가 더욱 강한 조선시 에서 정치의 중심지인 서
울은 유교의 출세관을 지녔던 지식인들에게 관계를 맺고 싶다는 이상적인 곳으
로 여겨졌고 이러한 정치적인 욕망을 실현하지 못했을 때, 혹은 이러한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누군가가 버림을 받았을 때 서울은 소외와 원망의 상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서울이 가지고 있는 중심지라는 이미지에 비해 북경을 '수선지지(首善

167)其宮闕則奉天、華蓋、謹身三殿以正位乎外，乾清、坤寧兩宮以正位乎內。位夫西則武英爲
晏居之密，位夫東則文華爲繼體之大。其尊卑以天地爲法象，其交構與陰陽相合配。 -胡啟
先, 「皇都大一統賦」

168) 劉青, 「明代京都賦研究」, 山西師範大學 碩士學位論文, 20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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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地)'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북경은 온 나라의 모든 것의 중심지라기보다 문화적
인 중심지라는 이미지가 더 강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즉, 북경은 정치적인 중심
지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같은 정치적인 성격은 많은 문화
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형성되기 때문에 정치와 문화는 이미 분리될 수 없는 일
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북경의 건립에 중국 정통적인 문화 사상이 
융합되어 있으며 중국 전통문화가 집 성된 곳이기 때문에 '수선지지(首善之地)'
라는 말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북경에서 고유한 협의정신을 중심으로 형성된 연(燕)문화의 향을 받
을 뿐만 아니라 원나라 때부터 북경을 통치했던 집단이 항상 바꾸었기 때문에 
북경 사람들은 정치에 한 관심이나 출세하려고 하는 정신적인 지향은 상 적
으로 약하고 나라의 운명에 한 우려와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구하는 
협의정신이 더 강하게 보이는 '수선지지(首善之地)'라고 할 수 있다.

3) 현대화된 이미지와 고도(古都)로서의 이미지

  장소는 시간이나 사람들의 체험과 긴 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같은 장소
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특징도 계속 변화되고 있다. 서울과 북
경도 마찬가지다. 현 에 들어온 서울은 한국의 절 적인 경제 중심지로 지속적
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조선시 의 유교적인 도시와 달리 현 화 수준이 높은 도
시로 세계무 에서 부상하게 되었다. 반면에 북경은 중국 내의 상하이나 광주 
등 도시보다 경제적인 우세가 잘 보이지 않지만 중국의 많은 표적인 전통문
화가 보존되어 있기에 현 적인 서울과 비교될 때 역사문화가 두터운 고도(古都)
라는 이미지가 더 두드러진다.
  서울의 현 화된 이미지는 앞에 살펴본 도시 공간의 역동적인 모습과 비교하
여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울의 역동적인 모습을 자연, 경제, 
문화 등 여러 면에서 포착할 수 있다. 먼저 자연적인 면에서 경복궁 혈지를 중
심으로 북쪽은 백악산, 서쪽은 인왕산, 남쪽은 남산, 동쪽은 낙산이 둘러싸고 있
어 내사산(內四山)을 이루고 강원도의 금강산, 황해도의 구월산, 제주도의 한라
산, 그리고 작성의 감악산은 외사산(外四山)의 역할을 하 다. 또한 동쪽에서 서



- 90 -

쪽으로 흐르는 한강은 외당수이며 산들과 조합하여 서울의 풍수적인 명당지라는 
뛰어난 환경을 형성하게 한다. 이와 같은 강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서울의 자연
환경은 정치의 문명화, 경제의 발달, 문화의 흥성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되었
다.  
  그러나 현 에 들어와서 남산이나 한강을 비롯한 자연공간은 조선시 에 나타
난 신비적이고 탈속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일반시민들이, 특히 연인들이 좋아
하는 자연 휴식처가 된다. 뿐만 아니라 남산은 남산타워의 건립으로 서울의 랜
드마크(landmark)가 되어 한국적인 관광명소가 되었다. 한강도 역시 과거 지식
인의 즐거운 유흥 장소라는 역할이 사라지고 지금 한강 근처에 있는 여의도는 
금융과 정치의 중심지이자, 한국 방송의 산실로서 언론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러나 풍수지리설을 비롯한 지역적인 정체성을 강조할 수 있는 증거를 이용
하여 왕도의 위엄과 정통성을 강조하던 고 와 달리, 이러한 현상을 더 이상 발
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작품들에서 희망적인 서울의 이미지
를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수도에 한 애착이나 자부심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1980년 에 서울에서 전 세계적인 회를 개최한 것을 계
기로 한국 국민들은 강해진 한국의 상징인 서울에 한 자긍심을 표현했으며 이
러한 감정에서 서울과 한강을 예찬하는 작품도 많이 등장하 다.169)

  또한 유교적인 사상을 기반으로 의정부와 육조를 중심으로 건립된 조선의 중
앙정치제도는 사라졌지만, 조선시  최고의 정치 권력기관이 배치되어 있었던 
육조거리는 오늘날 종로구 세종로를 가리키며, 지금의 세종로에도 여러 정부기
관과 기업, 신문사들이 설치되어 있다. 이를 보면 이곳은 현 적인 모습으로 
변화하 지만 여전히 과거와 긴 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앞에 「한양가」에 그려진 당시 서울의 경제가 발달한 도시모습을 보면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사회 경제 발전에 따라 서울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위엄
한 왕도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경제 활동에 의해 공간이 재편되며 물질적인 풍부
를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이러한 발전과정에서 칠패(지금의 용산구 청파
동 일 ), 남 문, 수각다리(지금 남 문로 3가), 큰광통교(지금 남 문로 1가), 
종루, 이현(지금 종로 4가 인의동)과 같은 당시 주로 상품을 유통하는 상업 장소

169) 이러한 장소이미지는 이용의 「서울」 등 80년  나온 중가요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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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형성되었다. 조선의 번창했던 상업거리들은 남 문시장과 같이 오늘날까지도 
활기가 가득한 전통시장으로 유지되기도 하지만, 이현을 비롯해 이미 사라진 상업
구역도 있다.
  또한 「한양가」의 시정모습에 관한 묘사를 통해 각양각색 물화가 가득하고 전
국 각지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온 셀 수 없이 많은 신기한 상품들이 모여 있
는 수도의 상업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우리는 당시 서
울의 번창한 상업적인 분위기를 느끼는 동시에 이곳이 화폐경제의 발달로 인해 
이미 욕망의 장소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 생활 용품부터 외국에서 
수입한 사치품까지 돈만 있으면 여기에서 충분히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었다는 
것은 지금의 서울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한양가」의 유흥을 즐기는 문화 공간에 한 묘사를 통해서도 당시 서울의 역
동적인 도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작품에서 묘사한 조양루, 노인정, 필
운 , 군자정 등 놀이터들은 이미 사라지고 당시의 유명한 유흥장소인 '종로'나 
'육조거리'는 점점 강남, 이태원 등 현 적인 신흥 장소로 체되었다. 다행히 
「한양가」에서 많은 분량을 통해 묘사한 승전놀음은 호사스러운 별감이 주최하는 
놀음판인 만큼 조선시  상층 사람들은 사치스러운 유흥문화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90년  초 강남에 거주하는 오렌지족 젊은이의 모습까지 연상하
게 한다. 이처럼 현 에 들어와서 과거와 달리 새로운 유흥문화가 등장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계층의 차이나 빈부의 격차로 인해 나타난 유흥문화의 차이가 여전
히 조선시 와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한다.

  북경 역시 팔백 년 넘은 역사를 품고 지금까지 계속 수도라는 역할을 수행하
고 있으며, 현 화 도시인 서울에 비해 중국 전통문화를 표할 수 있는 역사적
인 고도(古都)라는 평가가 더욱 적합하다. 특히 중국에서는 북경을 흔히 '노베이
징(老北京)'이라고 부르는 것을 생각하면 고도라는 이미지는 더욱 뚜렷해진다.
  북경은 중국의 5  고도 중에 하나이지만 다른 고도들보다 상 적으로 수도로
서의 역사가 뒤늦게 시작하는 편이다. 또한 서울문화의 정체성이 주로 조선 건
립과 성리학의 사회 주도적인 역할의 확립에 따라 점점 형성되어 간 것과 비교
해 보면 북경의 문화적 정체성은 수도로 정해지기 전, 일찍 서주(西周) 때부터 



- 92 -

당시 북경에서 형성된 연(燕)문화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북경문화는 일
반적인 수도문화에 비해 연 문화를 포함한 더욱 다양한 요소를 품고 있다. 또한 
단일민족인 한국에 비해 중국은 다민족 국가인 만큼 북경에서 통차자의 역할을 
했던 집권층도 여러 민족이라는 사실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북경문화 중
에 제일 중요한 점은 바로 문화 내용의 다양성과 문화 역사의 항구성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속 전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중심지인 서울에 비해 북경은 정치나 
문화적인 성격이 경제보다 강하게 보인다. 북경은 중국의 명실상부한 고도이며 
북경에만 특유한 '베이피아오'(北漂)170)라는 문화현상을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
다. 중국에서는 북경보다 경제가 훨씬 발전된 도시인 상하이, 광저우 등이 있
고, 이러한 곳들도 역시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북경과 마찬가지로 전국 
각 지역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북경에서만 '베이피아오'
와 같은 문화현상을 형성하는 이유는 바로 오랜 역사를 품고 있는 북경이 가진 
커다란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문화자본 때문이다.171)

  북경의 두터운 전통 문화의 분위기는 도시건설에서부터 느낄 수 있다. 원나라 
때부터 도시설계가 시작된 북경은 주례(周禮) 고공기(考工記)의 왕도계획172) 이
론에 기초하여 도시의 독특한 지리형태와 조화롭게 건설된 것으로 그의 정체성
(整體性)과 유기성(有機性)이 잘 살아있다. 특히 등급이 엄격하고 위계가 분명한 

170) 베이피아오(北漂)란 베이징에서 생활하지만 베이징 거주증(户口, 후코우)이 없는 사람들
을 의미한다. 베이징의 ‘베이’와 표류하다는 뜻의 한자가 합쳐져서 베이징에서 떠도는 사
람들을 생동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171) 이처럼 한·중 양국에서 수도를 지향적인 의식을 홉스테드(Hofstede)의 문화적 거리에서 
양국의 권력거리 지수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그가 제기하는 권력거리란 한 나라의 제도
나 조직의 힘없는 구성원들이 권력의 불평등한 분포를 기 하고 수용하는 정도라고 정의
할 수 있다. 권력거리가 큰 사회는 정당성보다는 힘이 앞서며, 기술, 부, 권력 지위가 함께 
따라다니며, 권력을 가진 자가 특권을 누리게 된다. 일반적으로 유교 문화권인 동양 문화
의 권력 거리 점수가 서양 문화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나,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
하는 한·중 양국에는 중국의 점수가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권력거
리로 인해 양국의 수도지향적인 의식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172) 중국의 도성건설원칙은 『주례』 考工記에 잘 표현되어 있다. 요약하면, 9리 사방의 정방
형의 공간에 중앙에 궁궐, 왼쪽에 태묘, 오른쪽에 사직[左廟右社], 앞에는 조정, 뒤에는 시
장을 두고[面朝後市], 성내 9개의 남북도로와 9개의 동서도로를 내 어[九經九緯], 격자형 
도로망을 설계하며, 각 방위마다 3개의 성문을 두어 모두 12 개의 성문을 둔다[旁三門]는 
것이다. 이러한 도성계획에서 공간의 중심은 궁궐이다. 이와 같은 도성공간은 엄격한 상하
질서를 근본으로 하는 유교이념을 반 하며, 권력의 齊一的 지배를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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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곽구조, 위계질서가 분명한 도시중축선이 북경 도시구조의 기반이 되어 사람
들이 흔히 북경을 '중축선 위에 있는 도시'라고 부른다. 또, 앞에 살펴본 「북경
부」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 지식인들은 자금성을 묘사할 때 흔히 '구중(九重)'이
나 '심궁(深宮)'과 같은 고립적이고 폐쇄적인 단어를 사용하 다. (開九重之深
宮，受萬邦之朝賀。) 이를 통해 자금성은 위계가 뚜렷한 장소이면서 외부와 소
통이 끊긴 장소라는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자금성이 북경에 있는 정통적인 궁정문화를 표한다면, '후퉁(胡同)'은 북경의 
시정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후퉁(胡同)은 북경의 도시 맥락을 
만든 건축물이자 백성들의 삶의 장(場)이며 북경의 역사발전의 목격자이기도 하
다. 또한 라오서(老舍)의 「사세동당(四世同堂)」을 비롯한 북경의 시정문화를 다
루는 작품에서 후퉁(胡同) 내에 살았던 북경의 일반 백성들의 삶을 묘사하는 내
용을 통해 북경 사람들 특유의 낙천적이고 평화로운 성격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북경인의 성격 특징도 하루 이틀에 형성된 것이 아니고 이들이 여러 왕조
의 교체와 역사의 변혁을 방관해 온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다.
  또한 '후퉁(胡同)'에서 사람들은 '사합원(四合院)'이라는 거주 형태에서 오랫동
안 생활했다. '사합원(四合院)'은 정방(正房), 사랑채(倒房), 동서 곁채가 사면을 
둘러서 담으로 집과 집 사이를 연결하여 완전히 외지와 봉쇄된 정원이다. 자금
성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거주한 '사합원(四合院)'까지 과거 중국 사람들의 
폐쇄적인 사고방식, 장유유서(長幼有序), 존비관념, 등급관념 등 유교적인 문화
사상이 잘 표현되어 있다. 이처럼 북경은 고도(古都)로서의 항구성을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 다.
 북경의 곳곳에서는, 각종의 문화적 층위에서 중국 문화에 있는 전통적인 것과 
정통적인 것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중국에서 표적인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장
(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서울은 현 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을 쉽게 포
착할 수 있으며 과거에서 내려 받은 물질적인 문화보다 정신적인 것이 훨씬 선
명하게 보인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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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중 고전시가에 나타난 장소이미지 비교를 통한 문화교육의 실제 

  이 장에서는 앞에 Ⅲ장에서 제시된 교육 내용을 토 로 한·중 고전시가에 나
타난 장소이미지 비교를 통한 문화교육의 목표를 제시하고, 연구자가 중국인 고
급학습자를 상으로 진행했던 본 실험 및 검증실험을 거쳐 얻은 학습자의 활동
지와 면담자료 등을 분석해 학습자의 반응 양상을 정리한 후 실험 과정에서 나
타난 한계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물들을 시사점으로 삼아 한·중 고
전시가에 나타난 장소이미지 비교를 통한 구체적인 문화교육의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1. 한·중 고전시가에 나타난 장소이미지 비교를 통한 문화교육의 목표

  여기서는 Ⅱ장에서 살펴본 장소이미지에 관한 이론적인 내용과 Ⅲ장에서 한·
중 고전시가 텍스트를 분석하여 제시된 문화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한·중 고전시
가에 나타난 장소이미지 비교를 통한 문화교육의 목표를 밝히고자 한다. 
  장소는 체험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의 기반이 되면서 동시에 맥락적이며 문화적
인 의미와 관련된다. 이 때문에 장소이미지를 활용한 문화교육에서는 학습자로 
하여금 자기가 낯설음을 느꼈던 새로운 문화 환경(장소)에 한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전시가에 담긴 장소이미지를 활용한 문화
교육은 일종의 문학적인 여행체험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한 집단의 역사·지리·민
속 등 많은 정보를 보존하고 있는 보고(寶庫)인 장소를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그 집단의 문화적인 특징과 맥락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동시에, 그들의 세계관과 
심미적 태도를 이해하는 경로가 될 수 있다. 
  앞에서 서울과 북경의 전체적인 지역문화적 특징, 구체적인 고전시가를 분석
하면서 서울과 북경의 장소이미지를 설명하여 두 곳의 장소이미지를 형성시키는 
양국의 문화 요소를 서로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문화교육의 내용을 마련하 다. 
그 내용을 보면 고전시가 장르를 비롯한 문학적인 지식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 인물, 경제, 사회 등 여러 측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중국
인 학습자의 문학 이해와 감상능력을 배양하고, 학습자의 문화적 문식성을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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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한·중 양국 고전시가에 나타난 장소이
미를 분석하면서 그들을 형성시키는 문화적 요소를 서로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 
학습자의 상호문화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논의를 고려하며 Ⅳ장에서는 Ⅲ장에 제시된 문화교육의 내용을 바탕으
로, 장소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한·중 고전시가의 비교를 통한 한국 문화교육의 
목표를 '문학 이해와 감상능력 배양', '문화적 문식성 신장', 그리고 '상호문화적 
능력 향상'의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할 수 있다.

 1) 문학 이해와 감상능력 배양

  문학교육을 이야기할 때 빈번하게 접하는 개념은 바로 문학 작품에 한 이해
와 감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 작품에 한 이해가 다면적인 것이라고 볼 때 
공감이나 자기화의 측면 역시 그에 포함된다. 따라서 지적인 요소에 한 판단 
및 분석뿐만 아니라 감상의 차원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해 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 된다.173) 이와 같은 문학교육에서의 이해의 성격은 국어교
육 분야의 논의이지만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즉 외국
인 학습자를 상으로 한국 고전문학을 가르칠 때 단순히 텍스트에 한 분석이
나 설명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학습한 텍스트를 통해 자기의 관점을 
형성하며 한국 문학 및 문화에 한 통찰력을 기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체계적인 지식 외에도 다양한 문학 및 문화 체험을 통한 감수성을 
함양하며, 동시에 습득한 지식을 자기화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간주해야 한다
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학의 이해와 감상 능력은 문학작품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서 그치
는 것이 아니라 문학작품에 담긴 사회문화나 집단정서 등을 이해하면서 이와 관
련된 다른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자기가 습득한 지식을 충분히 이용하여 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화계에서 뜨거운 시선을 
받으면서 관객들에게 큰 울림을 준 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강원도 

173) 손정은, 「지명 이미지를 통한 시조 이해 교육 연구」, 서울 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1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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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산골마을에 사는 한 노부부의 오순도순 백년해로극이다. 화의 제목이 
‘님아’가 된 데에는 ‘공무도하가’와도 관계가 있다. ‘님아’에는 강가(냇가에 가깝
지만)가 주요한 배경으로 등장한다. 화를 보면 강가에서 나물을 씻고 있는 할
머니에게 돌을 던져 물을 튀게 하는 아이처럼 장난치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나온
다. 관객들이 ‘키득키득’ 웃는 장면 중 하나다. 냇가는 노부부가 즐겨 찾던 곳이
다. 할아버지가 아픈 뒤로 할머니 혼자 냇가에 앉아 있는 모습에서 감독은 ‘공무
도하가’를 떠올렸고, 관객들에게 보다 쉽게 전달하고자 ‘공무도하가’의 유명한 
구절을 제목으로 붙 다. 그런데 한국인들에게는 이미 친숙한 문학경험을 활용
한 이 화의 제목은 한국 고전문학을 잘 모르는 외국인 학생들이 화를 관람
할 때는 큰 어려움이 될 수 있고, 자칫 이러한 한국인의 정서를 담은 다큐멘터
리의 의미를 제 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 
고전시가를 학습하면서 고전시가에 담긴 한국 문화나 정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로 하여금 단순히 '안다'는 수준을 넘어 문화에 해 이해를 자기의 지식
으로 전화하고, 후에 이와 관련된 문학 작품을 만날 때 자신의 감상 능력을 충
분히 환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는다.

 2) 문화적 문식성 신장

  한국 문학의 이해와 감상이 문학을 통한 문화교육에서 질(質)의 측면을 논의한 
것이라면, 여기서 이야기할 '문화적 문식성'은 주로 문화교육의 양(量)을 뜻하는 
것이다. 개인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문화에 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일컬
어 '문화 문식성(culture literacy)'이라고 하는데, 이 문화 문식성의 내용은 
부분 전통과 문화유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문화 문식성은 그 문화 속에
서 오랜 세월 공유되고 축적되어 온 상징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
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그러한 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면 한국 문화에 한 높은 
수준의 문화 문식성을 갖출 수 있다.174) 그런데 이러한 전통과 문화유산은 장소
이미지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한 사회의 전통과 문화유산은 주로 정신적인 것

174) 고정희, 「한국전통문화」, 서울 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편,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
제』, 아카넷, 2012, 5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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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물질적인 것에서 나오는데 문화유산은 바로 한 장소에서 자기의 위치를 차지
하고 있는 물질적인 요소들이며, 이러한 문화유산들 가운데서 전통 문화나 정서
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적 문식성(cultural literacy)에서의 문화는 크게 '전통'이라는 수직적 범
주와 '현재적 소통'이라는 수평적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수직-수평적 범
주는 별개로 분리된 것이 아니며 수직적 범주로서의 전통의 가치는 현재적 소통
이라는 수평적 범주를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된다.175) 고전시가를 비롯한 고전문
학은 한 공동체의 정신적 유산으로 항구성과 보편성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고전
(classic)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이 경우 고전시가가 담고 있는 많은 문화적 
내용과 문학사적, 예술사적 의미는 오늘날의 학습자들에게도 여전히 유의미한 
것으로 보고 전달해야 할 지식의 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고전시가는 
고립된 물적 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  문화에 해 많은 향을 주
면서도 스스로 새롭게 변모되고 있어서, 특히 고전시가를 통해 한국인의 민족정
서나 정신의 근원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한국어 문화교육 현장에서 고전으
로서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상으로 삼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는 초급과 중급의 학습과정을 통
해 사회에 나가서 회사, 무역, 문화, 교육,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과 긴
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거나 진학의 목표를 갖고 있는 학습자이다. 
그들은 학원에 들어가 더 깊이 있는 학문 전공을 연구하기 때문에 언어능력이 
그들의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하면 문화 능력, 혹은 문화적 문식능력은 그들의 
소프트파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인 학습자를 상으로 한국어를 가르
칠 때 단순히 읽고 쓰는 능력을 기르는 데만 애쓸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에 
해서 더 전면적인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런 점에
서 문화적 문식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문화교육의 목표로 간주해야 한다고 본다.  

 3) 상호문화적 능력 향상

175) 서보 , 「고전소설 변용을 통한 문화적 문식성 교육 연구-학습자의 <춘향전>변용 양상
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33, 서울 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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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언어를 학습한다는 것은 단지 언어에 한 형태적인 지식의 학습이 아니
라 그 언어를 학습하는 순간부터 이미 그 언어가 속한 집단이나 사회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고급 단계에 도달한 한국어 학습자들은 이미 기본적인 듣
기, 읽기, 쓰기,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수업에서만이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한국 친구를 만나거나 상을 보거나 혹은 신문을 읽는 등 한국 문화
를 접하는 기회가 훨씬 많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한국문화에 한 올바른 
인식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올바른 인식력'을 기르기 위해 한국 문화교
육의 목표를 모어 문화와 목표 언어의 문화 간 차이를 바탕으로 하여 상호 이해
에 도달하는 제2의 정체성을 습득하는 데 두어야 한다.176)

  외국어 학습자들은 다른 사람보다 타문화에 속한 사람들과 만나는 기회도 많
고 의사소통을 할 때도 많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끼리 제일 많이 
언급하는 화제는 바로 '우리나라는 이런데, 너희들은 어떠니?'라는 것이다. 물론 
현재 전 세계가 이미 지구촌이 되어 인터넷을 비롯한 매체를 통해 서로에 한 
정보를 얻기 쉽지만, 그만큼 불확실하거나 왜곡된 정보들도 쉽게 접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어 학습자, 특히 의사소통에 큰 장애가 없는 고급 학습자들은 학습
한 언어권의 문화에 한 정확하고 깊은 인지 수준을 갖추어야 하는 동시에 자
기가 속한 문화권의 문화에 한 올바른 이해도 겸비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문화 충격이 일어날 때나 자기의 사회문화에 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 혹은 잘못된 정보를 접할 때, 자기와 타문화의 차이를 인식하여 타문화
를 존중하면서 타인에게 자문화를 잘 소개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더욱 원활한 의
사소통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타문화권의 사람과 만나고 의
사소통하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행동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 간 혹은 국가 간의 
교류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볼 때, 자문화에 한 정확한 이해력은 매우 중요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이유에 따라 학습자들의 상호문화적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 상호문화 능력은 상호문화 학습의 중요한 목
표177) 가운데 하나이다. 상호문화 학습에서는 다른 문화와의 소통능력과 고유문

176) 윤여탁, 「한국어 문화교육의 내용과 방법」, 『언어와 문화』 7-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1.  

177) Thomas(1993)는 확 된 문화개념을 바탕으로 상호문화 학습을 정의하고 있다. 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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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의 소통능력을 동시에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문화 학습에서는 상호문
화 능력 및 문화적 자기성찰이 중요한 테마가 된다는 것이다. 스킨초코
(Schinschke, 1995)에 따르면 상호문화 능력은 고유문화에 한 생각을 상 화
하는 능력, 고유문화와 낯선 문화 사이를 중재하는 능력, 다양한 행동방식을 접
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관점들을 수용하고 감정이입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기178) 때문에 이 연구에서 상호문화 능력을 기르는 것을 중요한 
문화교육의 목표로 설정하고자 한다.

2. 장소이미지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의 반응 양상 

  이 절에서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을 상으로 하여 서울과 북경의 장소이미
지를 중심으로 한·중 고전시가를 비교-학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학습자의 반응
양상 및 한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본 실험과 검증실험의 두 차례를 걸쳐 시행하 다. 본 실험은 중국 
내에 J 학교 한국어학과에 재학 중인 3,4 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진행했다. 
연구자가 본 실험 과정에서 선택한 한국 고전시가 텍스트가 여러 장르에 속하여 
자료의 통일성이 떨어진다는 것, 부분 텍스트는 정전이라고 여기기 어렵다는 것, 
많은 한국 한시 작품을 포함되어 중국인 학습자가 이해할 때 상 적으로 쉽지만 
한국어 능력을 향상하는 데에 있어서 실용성이 부족하다는 것 등의 문제가 발 
견 되었다. 이를 보완하여 실험 텍스트를 다시 검토한 뒤, 중국 학교 한국어 
학과 4년 전공 학습을 마친 후 한국에 온 고급 학습자를 상으로 검증실험을 

르면, 상호문화 학습이란 '한 사람이 다른 문화권의 사람과 접촉하면서 인지, 사유, 가치평
가 및 행위의 특수한 정향체계를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문화의 정향체계에 통합시키며, 
다른 문화적 행위 공간에서 사유하고 행위할 때, 적용시키는 것'을 말한다. Thomas, 
Alexander (Hrsg.) (1933): Kulturvergleichende Psychologie. Göttingen. 382면. 
Müller(1994)에서는 상호문화 학습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이루
어지는 상화적 situativ 학습과정'이라고 정의한다. Müller-Jacquier, B-D. (1994): 
Thesen zum Interkulturellen Lernen im Fremdsprachen-unterricht, 
Diskussionsvorlage zur 14. Frühahrskonferenz zur Erforschung des 
Fremd-sprachenunterrichts. Handout für die Konferenz. (민춘기, 「상호문화 학습의 
이론적 토 」, 『독일언어문학』 21, 독일언어문학연구회, 2003, 129면에서 재인용.)

178) A. Schinschke(1995), Perspektivenübernahme als grundlegende Fâhigkeit im 
Umgang mit Fremden. In: Bredella/Christ(HG.), Didaktik des Frmduerstehens. 
Gunter Narr Verlag, Tübingen. (민춘기, 앞의 논문, 2003, 132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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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 다. 

 1) 문화요소에 대한 발견

  한·중 고전시가를 비교하면서 자문화를 통해 타문화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또
는 타문화를 통해 어떻게 자문화에 한 인식을 환기하고 공감을 일으키는지를 
다음의 학습 양상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아래에 제시된 자료는 학습자들이 정
도전의 「신도가」와 명조 양용의 「隨駕幸南海子」을 비교-학습한 학습 양상이다.

  교  사: 여러분 혹시 수업하기 전에도 풍수설에 해 좀 알아요?
  학생12: 네, 풍수지리설은 원래 중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뭐 집이  
          나 가계를 마련할 때 어떤 사람이 풍수사를 찾아 한번 봐달라고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학생21: 원래 중국에서는 풍수지리설에 해 중요시하는데 지금 너무 미신  
          으로 보는 것 같아요. 사실 만이나 홍콩 쪽에 아직도 집을 선택  
          하거나 중요한 일을 할 때 우리 내륙보다 많이 보는 같아요. 
  학생3: 옛날 황제들은 이것에 해 많이 믿은 것 같아요. 
  교 사: 그럼 이 시가에서 묘사하고 있는 서울의 임산배수라는 지역 환경에  
         해 이해하나요?
  학생13: 네. 임산배수는 풍수가 좋을 곳을 말하는 것인데 한국에서도 이런  
          얘기 있네요!
              【본실험-CC-「신도가」VS「隨駕幸南海子」-학습자12,21,3,13,2】179)

  위 내용을 보면 배산임수라는 개념이 중국에서도 많이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중국 고전시가 텍스트와 한국 고전시가 텍스트의 비교를 통해 학생들이 이러한 
지역 상황에 한 인식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이 학습자의 문화 배경을 활용하면 한국 시가에 담긴 문화적 요

179) 본 연구는 중국인 고급학습자 42명을 연구 상으로 선정했다. 학생 이름은 정보 보호를 
위해 본 실험의 상을 숫자1-42로, 검증 실험 상을 A,B,C...로 표기하기로 한다. 그리
고 조사방법은 주로 수업 화(CC)와 면담(FI) 두 가지로 나누어 약호화 하 다. 자료전사
의 기호는 【조사 방법-한국텍스트 VS 중국텍스트-학습자】로 표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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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심리적인 감정을 통해서 고전시가 텍
스트에 다가갈 수 있게 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서울과 북경은 양국의 중심지
인 만큼 많은 사람들은 추구하는 이상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동시에 많은 것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수도에 한 감정
이 항상 극과 극으로 나타난다.

  저는 서울이나 북경을 꿈꾼 감정에 해 되게 공감해요. 옛날 사람들은 과
거 시험을 통해 서울이나 북경에 가게 되어 출세하고 싶은 마음과 같이 지금 
중국에서도 그래요. 북경에 있는 학교에 가게 되는 게 얼마나 많은 시험생
의 꿈인지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취직을 앞에 두는 시절이라서 
주변의 친구들은 졸업하고 고향에 들어가서 일자리를 구하다고 하는데 저는 
여전히 북경에 가서 한번 '北漂族'이 되고 싶어요. 아마 모든 사람이 다 '북
경 꿈'이라는 거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상하이도 도시고 환경도 북경보다 
좋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의 사람으로서 한번 북경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나 봐요. 시가를 읽으면서 그런 같은 심정이 더욱더 느껴져요. 역시 
예나 지금이나 다 수도에 한 비슷한 감정이 있나 봐요.
                    【본 실험-CC-「경증월사 감가」VS「登科后」-학습자5】 

  위 내용에서 옛날 지식인들이 시가를 통해 전달하는 수도에 한 심상에 지금 
이 시 의 현 인들도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지금과 
긴 하게 연결할 수 있는 공감 를 찾아, 학습자들이 심리적으로 어렵게 생각하
는 고전시가를 배울 때 먼저 정서적 공감을 일으킨다면 학습자와 텍스트 사이의 
벽을 허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중 양국은 같은 유교권에 속한 국가인 만큼 유교의 향을 많이 받으
며 특히 사회 문화적 면에서 여러 비슷한 점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
상들은 부분 건축물과 같은 물질문화를 통해 표현되고 있지만 학습자가 이를 
인식하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일상에서 쉽게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
우에는 구체적인 텍스트를 비교-학습하는 과정에서 습득할 수 있다.

저는 이번 학습에서 유교적인 이념인 '택중론'이라는 개념을 처음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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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자금성에 한 인식이 그냥 우리나라 최고의 궁궐일 뿐인 것 같았어요. 
텍스트를 비교하면서 선생님의 해설을 들어보니까 자금성과 경복궁이 다 '택
중론'이라는 사상을 기반으로 만들었군요. 심지어 서울과 북경을 수도로 정했
을 때도 이를 많이 고려했어요. 옛날에는 수도나 궁궐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많은 정신적인 내용을 포함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네요. 그리고 경복궁과 
자금성의 그림을 서로 비교해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재미있네요.  
                                 【검증-FI-「한양가」VS「북경부」-학습자F】

                                   
  위는 검증 실험에서 학습자가 「한양가」와 「북경부」에서 경복궁과 자금성에 관
한 내용을 비교-학습한 후 나타난 학습 양상이다. 이처럼 유교를 비롯한 전통 
문화는 중국인 학습자에게 익숙하면서도 낯설다고 할 수 있다. 고전시가 텍스트
를 통해 이러한 문화 요소들을 제시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양국의 궁궐을 비롯한 
물질적인 문물을 체험할 때, 학습자들은 단순히 '우리와 비슷하다'라는 단순한 
인식에서 한층 더 나아가며 더 많은 정신적인 문화 요소를 감상할 수 있게 된
다. 또한 이와 같은 문화 간 발견과 이해의 양상은 실제적인 문화 체험에서 인
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도 유용하다. 

저는 북극성이 제왕을 가리키는 것을 중국 시가에서도 자주 본 것 같아요. 한
국 시가에서도 북극성을 意象으로 활용하고 제왕을 암시하는군요. 
                                 【검증-FI-「한양가」VS「북경부」-학습자B】

  중국인 학습자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를 정식으로 배우기 시작하기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고전시가를 접해 왔다. 특히 중국 시학은 '意象'의 표현을 매우 중
시하고 중국 고전시가를 학습할 때 의상에 한 이해가 중요한 학습 목표 중 하
나이다. 또한 한·중 양국은 문학 교류가 일찍 시작되어 용법상에 많은 비슷한 의
상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중국인 학습자가 의상에 한 배경지식을 잘 활용한다
면, 한국 고전시가가 어렵더라도 텍스트를 접할 때 익숙한 의상들을 돌파구로 
이용하여 시가의 전체적 내용이나 정서를 파악하는 것이 보다 쉬워질 것이라 생
각한다. 예를 들면, 검증 실험에서 「한양가」와 「북경부」의 비교를 통해 학습자가 
한국 시가에서 북극성으로 제왕을 비유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春風杖策, 上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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頭야~(시조 4228)'라는 시조를 학습자에게 제공했을 때 학습자가 '북극'이라는 
의상을 통해 이 시조가 왕의 덕화를 예찬한다는 주제를 쉽게 알아낼 수 있었다. 
그리고 학습자가 「한양가」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텍스트의 내용을 감상하는 동시
에 자기 나라의 문화현상을 연상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저는 「한양가」의 '발룡부봉 현달며 입신양명 게쇼'라는 구절을 보면 조
선시  사람들은 역시 유교문화의 향을 받아 입신양명이라는 자아실현에 

해 소망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과거 합격한 후에 사람들이 축하
하는 장면도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지금 중국에 있는 '가오카오(高考, 중국 

학교 입학시험)'가 생각이 났어요. 중국에서 '가오카오'를 얼마나 중시하는
지 몰라요. 좋은 학교에 붙으면 가문의 광이라고 해도 돼요. 특히 북경의 

학교에 가면 더욱 자랑스러워요. 한국에서도 이러한 교육열이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중국처럼 시험에 한 높은 열정이 있다는 것은 아마 옛날의 과거
시험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양가」를 보면 조선시  과거에 한 열정
이 역시 오늘 한국의 교육열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검증-FI-「한양가」VS「북경부」-학습자A】 

 
  고전이라고 해도 다 과거에 속하는 것이니 지금 이 시 와 연관이 없다고 말
할 수 없다. 현  사회의 모습은 모두 역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기 때문이
다. 위의 양상은 학습자가 「한양가」에 있는 과거시험에 관한 내용을 읽은 후 현
재 한·중 양국의 교육 현황을 연결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당시 조선의 교육제
도나 사회 모습을 통해 이 시 의 사회 현상을 평가하며, 자기 나라의 경우도 
같이 연상하게 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학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고유 지식 심화

  한국어 고급 학습자들은 초, 중급 단계의 학습을 거쳐 한국 문화에 한 인식 
수준이 이미 일정한 정도에 도달한 상태다. 그러나 문화에 한 학습은 한꺼번
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기초를 넘어 심화시키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 부분에서는 고전시가의 비교-학습을 통해 학생들 고유의 문화지식을 심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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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양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저는 성문의 이름이 너무 재밌다고 생각해요. 보통 잘 알고 있는 서울의 성
문이 동 문이나 남 문이에요. 그거도 유명한 쇼핑물이나 큰 시장이 거기
에 있으니까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배우고 나서 동 문이나 남 문이 원래 
성문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평소에 많이 불리는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4 문의 이름도 거의 유교의 표적인 사상인 "仁, 
義, 禮, 智, 信"에서부터 나오는 것도 인상적이고 특히 숭례문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풍수설과 연관된다는 것은 재밌어요. 지금은 현 적 도시인 서울에
서 이렇게 많은 유교적인 이념이 담기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네요. 
                                               【본 실험-FI-학습자13】

  위의 내용에서는 학습자가 성문의 이름이 나오는 시가를 배우면서 교사의 설
명을 통해 서울의 성문에 해 더욱 심화된 인식을 형성한다는 것을 볼 수 있
다. 지금의 서울은 현 적인 도시이지만 그 안에 담긴 전통적인 문화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이다. 또한 성문의 이름이나 성문과 관련된 배경지식은 서울
의 역사문화를 자세히 알아보는 계기라고 생각하며, 이것을 잘 활용하면 더 큰 
학습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 된다.
  또한 장소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는 바로 지명이다. 
지명은 단순히 어떤 장소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그 공간에서 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장소만의 특정한 이미지를 형성하기 때문에 장소의 이
름도 그 곳의 문화의 아이콘이 되는 것이다. 다음의 양상은 바로 서울이라는 장
소의 내부 각 지명이미지에 한 인식의 심화 양상이다.

교 사: 여러분도 알다시피 서울에서는 유명한 장소가 너무 많잖아요. 이런 장  
      소들은 중가요나 속담에서도 항상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잘 생각  
      하면서 서울의 구체적인 지명을 포함한 노래 제목을 말해보세요.
학생들: 「강남 스타일」, 「이태원 프리덤」, 「압구정 4번 출구」…
  ……
교 사: 이런 장소들은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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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압구정은 성형외과가 사치품들이 많은 부자들이 살 곳이에요. 
학 생: 이태원이 원지 이국적인 이미지가 강하는 편이예요. 
학 생: 강남은 땅값이 너무 비싼 곳이에요. 사람도 많아요.
학 생: 남산은 관광객이 많은 곳이고 연인들도 자꾸 찾아가는 곳이에요.
  ……
                                          【본 실험-CC-학습자들】

  남산을 비롯한 서울의 표적인 장소들은 각자 특정한 이미지가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장소에 한 이해는 부분 중매체 등을 통해 획득하는 것이고 문화
적인 이해가 다소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서울과 북경이 모두 풍수설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정말 몰랐어요. 특히 
남산과 한강 등은 그냥 사람들이 다 익숙한 서울의 관광 장소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풍수가 좋고 문화가 축적된 곳이네요. 그리고 저의 학교는 바로 관악
산의 밑에 있는 데 그냥 하나의 산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올라가서 그 좋
은 기운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검증-CC-「한양가」VS「북경부」-학습자C】

  위의 내용은 학습자가 한국문화를 접할 때 남산이라는 장소에 한 고유의 인
식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를 보면 학습자는 남산에 한 고유한 인지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학습을 통해 남산의 역사적 장소이미지를 형상화하면서 남산은 
더 이상 관광 장소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의미를 담은 장소로 인식하게 된다.

                                   
저는 「한양가」에 경제 활동을 묘사한 내용을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이를 읽
으면서 지금과 다른 서울의 모습을 상상하기도 해요. 요새 물품을 사면 동
네 시장에 가거나 명동, 강남 등 큰 상업거리에 가서 사는데 조선시 의 상
업거리가 남 문과 용산 등에 있구나. 그리고 사극드라마나 화에서 사람
들이 모여 상품을 사는 장면도 자주 보는데 혹시 그런 장소는 「한양가」에서 
묘사한 칠패나 광통교 등과 같은 장소가 아닌가 싶어요. 
                                【검증-FI-「한양가」VS「북경부」-학습자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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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도시의 역사를 좀 더 상세하게 알게 되면 그 도시에 해 더욱 친근하게 
느낄 수 있다. 위에 제시한 것처럼 「한양가」를 학습하면서 당시 서울의 사회 모
습을 알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소 기능의 변화를 감지하면서 그 장소, 그
리고 장소 안에 살아온 사람에 한 이해를 한층 더 깊어질 수 있게 한다. 또한 
학습자는 이와 같은 비교-학습을 통해 한국 문화에서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며 
자문화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저는 경복궁에 가본 적이 있었지만 그냥 중국의 자금성과 비슷하고 규모가 
비교적으로 작은 궁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번에 경복궁에 해 더 많은 것
을 알게 됐어요. 특히 그림을 보면 경복궁은 역시 자금성과 같이 좌우 칭
식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자금성의 색깔은 노란색이 많
고 경복궁은 주로 청색이 많이 보여요. 이것은 당시 한국과 중국의 관계 차
이를 반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2차-FI-「한양가」VS「북경부」-학습자H】

  위의 진술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자H는 활동지에서 제시한 경복궁과 자금성
의 그림을 서로 비교하면서 한·중 의장 문화의 차이점을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
었다. 또한 이러한 비교 과정에서 학습자로 하여금 한·중 양국 문화의 차이를 나
타나는 원인을 능동적으로 추측할 수 있게 한다. 

 3) 자문화 재발견 

  한 외국어의 학습자로서 그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을 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다.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까리 얘기하면서 제일 많이 생기는 질문이 바로 '우
리는 이렇게 하는데 그쪽은요?'라는 것이다. 이러한 화를 할 때는 목표언어권
의 문화에 한 인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문화에 한 정확하고 충분한 인
식도 필요로 한다. 

  저는 한국에 유학을 갔을 때 제일 난감한 질문들 중 하나가 바로 한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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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이 저한테 중국의 문화를 물어보셨을 때이에요. 어떤 문화에 해 잘 
알지 못해서 한국인에게 잘 못된 해설을 전달하거나 우리 문화를 왜곡하고 
오해가 생길까봐요. 그리고 중국의 땅은 크고 지역마다 다 달라서 자세히 
설명하기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1차-FI-학습자17】

  저는 한·중 고전시가를 비교하는 학습을 통해 한국 문화를 많이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중국 문화도 많이 알게 되었어요. 원래 북경에 한 인식이 그
냥 우리나라의 수도이며 어떤 정도는 관광지이기도 하면서 중국인으로서 꼭 
한번 가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화에 해 사실 자세히 몰랐어요. 
                                               【1차-FI-학습자3】

  위의 내용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한 문화권에서 성장하는 개인이 소홀하기 쉬
운 것은 오히려 자기 주변에 있는 문화이다. 자문화에 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자세히 잘 모른다는 등의 이유로 인해 타문화권의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때 문제가 생기기 쉽다. 또한 중국의 오래된 수도인 북경은 많은 중국의 전통적
인 문화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외국인들에게도 상 적으로 익숙한 중국문
화는 부분 북경문화에 속하기 때문에 중국학습자 역시 북경 문화를 더 잘 이
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바로 학습자가 비교-학습한 후의 자금성
에 한 재인식의 양상이다.

저는 고궁(故宮)이 왜 자금성이라고 하는지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중국
에서 '음양오행'에 해 많이 들었지만 사실 구체적인 건 무엇인지 잘 몰랐거
든요. 「북경부」를 읽으면서 궁궐의 이름에서도 '음양' 사상을 포함하는군요. '
음양사상'은 우리 나라의 전통적이 사상인 것을 이제 실감하네요. 
                                  【2차-FI-「한양가」VS「북경부」-학습자H】

 
  자금성은 중국의 자랑인 만큼 세계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
다. 이런 이유로 자금성은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들과 화할 때 언급하기 쉬운 
문화적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때는 중국인 학습자에게 자금성에 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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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인 내용, 그리고 경복궁과 비교할 수 있는 시각을 요구한다고 생각한다. 

북경의 입지, 그리고 고궁의 입지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문화적인 내용을 담
고 있는지 이제 알게 되었네요. 그리고 '左廟右社, 前朝後市'라는 말은 듣기
는 했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북경뿐만 아니라 장안 등 우리나라 많은 
수도들을 설계할 때 이와 같은 사상을 바탕으로 만든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2차-FI-「한양가」VS「북경부」-학습자E】

  위의 내용을 보면 학습자는 『주례고궁기(周禮考工記)』에서 나온 '左廟右社, 前
朝後市'라는 중국 전통 도시설계 사상에 해 '듣기만 했다'라는 정도의 인식 수
준에 있었다. 그런데 「한양가」와 「북경부」에 나온 '左廟右社, 前朝後市'의 도시
상황에 한 묘사를 통해 학습자가 중국 도시 설계의 역사적인 원천, 그리고 이
것이 서울에 미치는 향까지 학습함으로써 한·중 양국 문화에 한 이해력이 
신장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4) 상호문화 능력의 부족

  이상 살펴본 것처럼 실제적인 수업 현장에서는 학습자가 한·중 고전시가를 비
교-학습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고유한 학습배경을 이용해서 한국 고전시가를 잘 
이해하고 시가에 담긴 사회문화적 배경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화배경
과 연관시켜 공감 를 형성하는 등 좋은 양상을 확인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
한 학습과정에서 결코 한계가 없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의 수업 현장 상황, 작성
한 답안지, 그리고 수업 후에 실시한 심층 면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한계를 발
견할 수 있다.
  첫째, 상호문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외국어교육
에서의 상호문화 능력은 타자와 자신의 상호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자문화를 바
탕으로 타문화를 이해하는 동시에 타문화를 통해 자문화를 다시 인식한다는 능
력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수업현장에서는 학습자의 상호문화 능력이 여
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이는 목표문화에 한 이해력 부족과 자
문화에 한 이해력 부족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수업현장에서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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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학습자들은 초, 중급 단계에 걸쳐 한국문화에 한 인식능력이 이미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인지수준이 여전히 표면적인 면에서 멈추고 있
다. 예를 들어,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을 학습할 때 한국에서 이와 같은 명
절이 있고 무엇을 먹는 문화현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한국
인의 심층적인 문화 요소에 해서는 잘 모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자기 문화에 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문제다. 특히 이와 같은 문제점은 학
습자로 하여금 문화를 서로 비교 할 때,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다. 자문화에 한 
지식이 부족할 때 목표문화와 어떻게 비교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뜻이다.
  둘째, 한국의 사회 역사에 한 인식능력 부족이다. 중국 내 학교에 있는 한
국어 학과의 교육내용과 학습현장에서 학습자의 반응양상을 보면 한국의 역사문
화에 한 학습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한국어교육과
정을 보면 한국의 역사에 한 체계적인 학습이 거의 없고 문화를 가르칠 때 역
사라는 중요한 향 요소에 소홀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한국문화에 한 이해가 
단편적이고 한 가지 측면을 가지고 전체를 개괄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예
를 들어, 한국 역사의 발전 맥락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유교문화, 빨리빨리 문
화, '한(恨)'의 정서 등 한국 표적인 문화의 정체성이나 특징 등을 제 로 이해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현 문화에 한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연구자는 실험
자에 한 심층 면담에서 '한국현 문화 체험을 할 때 제일 어려운 점이 무엇인
가요?'라는 질문을 할 때 많은 학생이 사극드라마나 사극 화, 그리고 한국의 전
통적 공연을 관람하는 과정에서 역사배경 지식을 몰라서 힘들 때가 많다는 반응
을 확인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학습자가 고전에 한 소양이 부족하거나 배경지
식이 결핍되었을 때 쉽게 생길 수 있다고 본다. 

3. 한·중 고전시가에 나타난 장소이미지 비교를 통한 문화교육 방안

 1) 전문가 협력학습 모형의 적용

  이 부분에서 앞에 제시된 문화교육의 목표와 실험에서 발견된 한계를 고려하



- 110 -

고 효과적인 학습 방안을 설계하고자 한다. 문학을 활용한 한국 문화교육 수업 
현장에서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학습한 문학 텍스트의 실용성과 학습자
의 학습 능동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여 여기서는 학습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문학에 한 이해력과 감상력을 키우면서 
고전을 통해 현 를 잘 이해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적 수업 방식을 도모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학습자 중심 교수법에서는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어교육에서 고전문학을 가르칠 때 흔히 사용
하고 있는 방법인 협동 학습을 참조하며 이 방법을 장소이미지를 활용한 한국 
문화교육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다양한 
협동 학습 중 '전문가 협력학습 모형(Jigsaw III 모형)'을 활용하는 것이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명도 빠짐없이 학습의 주체가 되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전문가 협력학습 모형은 Jigsaw Puzzle(조각그림 맞추기 퍼즐)에서 유래 한 
것으로서 4-6명의 이질적인 학생들로 소집단을 형성하고 각 학생이 학습 과제의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학습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학생 상호간에 가르
치고 배우는 관계를 유지하는 학습 형태를 말한다. 1978년 미국 Texas 학의 
Aronson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이후 이 Jigsaw I모형을 수정한 
Jigsaw II 모형, Jigsaw III 모형이 제시되었으며180) 각 학습 단계를 비교하면 다
음과 같다.181)  

180) 박보라, 「전문가 협력학습 모형을 활용한 고려속요 교수-학습 방법: '서경별곡'을 중심
으로」, 경북 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18면. 본고에서는 JigsawⅢ 모형을 전문가 협력학
습 모형으로 총칭한다.

181) 신헌재 외, 『국어과 협동 학습 방안』, 박이정, 2003, 81~83면.

직소Ⅲ
1단계   모집단 : 과제 분담활동
2단계   전문가 집단 : 전문가 활동
3단계   모집단 : 상호 교수 및 질문응답

직소Ⅱ 직소Ⅰ
1단계  모집단 : 과제 분담활동
2단계  전문가 집단 : 전문가 활동
3단계  모집단 : 상호 교수 및 질문응답
4단계  모집단 : 평가



- 111 -

  【표】 직소 모형 Ⅰ·Ⅱ·Ⅲ의 학습 단계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전문가 협력 학습 모형 3(Jigsaw Ⅲ)'은 Jigsaw I
모형과 Jigsaw II 모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제시되는 것이다. 직소 Ⅰ모형은 전
문가 집단을 통한 분업화된 협동 학습이 이루어지지만 학습 결과에 한 보상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직소
Ⅰ모형에 보상구조와 성공기회의 균등을 보완하여 상호의존성이 높은 직소Ⅱ를 
개발하 다. 하지만 직소Ⅱ가 수업을 마친 후 곧바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충분
히 평가에 비한 학습의 정리나 마음의 준비를 할 여유가 없음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난 후에 일정시간 평가를 비한 모집단의 학습기
회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이 과정을 추가한 것이 직소Ⅲ이다.182) 그리고 
흔히 전문가 협력학습이라고 부르는 것은 Jigsaw III 모형을 뜻하는 것이다. 
  이상 종합해 보면 '전문가 협력학습 모형'은 본고에 제시된 장소이미지를 중심
으로 한 고전시가 학습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낯설고 복잡한 학
습 내용에 한 혼란을 정리하여 더욱 효과적인 학습을 도모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앞에 언급한 것처럼 장소이미지는 매우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에 고전시가
를 통해 장소이미지의 특징을 파악하고, 나아가 한국문화, 한·중 양국 문화에 
한 인식을 심화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그러므로 '전문가 협력학습 모형'
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전문가 집단 활동과 모둠별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중요
한 문제에 많이 집중함으로써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장소이미지에 해 단계적이
고 중점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둘째, 교사 중심의 전통적인 교수법에서 벗어나 더욱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수업 방식을 실현하도록 돕는다. '전문가 협력학습 모형'에서 학습자들은 일방적
으로 교사가 가르치는 지식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학습활동의 주도자가 
되어 자신이 맡은 과제에 해 책임을 지고 실제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또, 다른 

182) 김아 , 「전문가 협력 학습 모형3(JigsawⅢ)을 활용한 <춘향전>의 교수.학습 방안」, 부
경 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16면. 

4단계   일정기간 경과
5단계   모집단 재소집 : 평가 비 공부
6단계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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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와 지식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독립적인 학습
능력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 특히 학습 동인이 부족한 학습자의 경우, 전문적인 
역할을 부여하게 되면 책임감도 같이 갖게 되어 자신이 스스로 하나의 문제에 

해 조사해 보고 동료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자신이 획득한 지식을 다른 학습자
에게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 학습 주체라는 자신감과 능동성을 갖게 될 것이므로 
일방적인 학습보다 지식에 한 수용도가 훨씬 높을 것으로 기 된다.
  셋째,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호문화적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돕는
다. 개인의 사고 과정과 모둠의 토의 과정이 적절히 배분되어 있어 학습자와 학
습한 내용을 직접 교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상호 작용 속에서 성장
할 수 있다. 즉 전문가 협력학습은 과제와 면한 개인의 사고 과정을 충실히 
하는 데도 큰 장점을 보이지만, 전문가 집단이나 모둠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도
모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특히 모둠별로 발표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다른 학습자
의 의견 차이를 발견하고 상호 작용을 일으키는 데 유용하다. 목표 문화에 한 
태도는 학습자 간에도 차이가 있고, 자문화에 한 이해 정도도 역시 마찬가지
다. 학습자들이 서로 다른 체험이나 사고방식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문화
권의 학습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목표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인식
할 수 있고, 이는 학습자들이 스스로의 상호문화능력을 메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협력학습'은 개인이 학습한 지식을 스스로 정리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전문가 협력학습에서는 학습자가 전문가 집단에서 얻은 지식을 가
지고 모집단에 들어가 다른 동료들에게 가르치는 활동이 있다. 전문가로서의 학
습자는 다른 사람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학습한 지식을 심화하
고 다시 확인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흔히 모둠 활동만으로 종결되는 경우, 학습
자들이 자기의 생각을 차분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어려울 때가 많다. 
활발한 상호 작용 이후 자신이 갖게 된 생각이나 사고 방식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은 학습의 내면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전문가 협력학습이라는 
기법은 이런 측면에서 잘 짜여진 공동체 학습 방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여러 '전문가 협력학습 모형' 활용에 관한 연구를 참조하
면서 이 모형 과정안은 학습 계획 및 준비 단계→전문가 학습 활동 단계→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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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학습 및 정리 단계 세 단계로 다시 설정하며 학습자 중심의 장소이미지 비교
를 통한 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실제적인 교수-학
습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전체적인 지도 계획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계 절차 내용

학습 
계획 
및 

준비 
단계

학습 단원 
및 목표 

설정

교사가 학습 단원 및 주제 설정하기
해당 작품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학습 목표 정하기

기본지식 
학습

학습자가 접하기 쉬운 수단( 상매체, 중가요 등)을 통해 학
습 동기 유발하기
해당 작품에 한 기초적인 지식 제시하기(작품 소개, 작품 
읽기, 배경 지식 제시하기 등)

전문가 
협력학습모

형 안내

교사는 학습자에게 전문가 협력학습모형에 해 안내하기
교사 지도하에 모집단을 구성하기
모집단 내에 역할을 분담하기

전문
가 

학습 
및 

활동 
단계

개인별 
과제 부여

교사가 미리 준비해 온 소주제(전문가 학습지) 나누기
학습자 개인 상황에 따라 전문 과제 부여하기
교사가 각 주제를 맡은 학습자에게 학습 자료를 제공하기
주어진 과제에 해 학습자 스스로 여러 수단(교사가 제공한 
자료, 인터넷, 책 등)을 통해 해결하기

전문가 
집단 활동

같은 소주제를 맡은 학습자끼리 모여 전문가 집단으로 이동
하기
전문가 학습지를 바탕으로 전문가 집단 내에서 토의하기
전문가 집단 내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새로 학습된 부분
을 전문가 학습지에 기록하기

모집단에 
들어가서 

활동

전문가 학습자들이 다시 모집단으로 돌아가기
전문가 학습자가 모집단 동료들에게 자신이 맡은 부분에 
해 설명하며 서로 가르치기 

모둠
별 

학습 
및 

정리 
단계

모둠별 
발표

교사가 모둠별 학습지 제공하기
모집단 학습자들이 습득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둠별 학습지를 
작성 및 발표하기

휴식 학습자에게 충분히 휴식 시간을 주고 배운 지식을 잘 소화하기

학습 내용 
정리 및 

평가

교사가 학습자에게 평가지 제공하기
학습자가 평가지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다시 정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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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문가 협력학습을 활용한 한·중 고전시가 교수·학습 방안의 실제

  본 연구의 교육 방안을 설계할 때 위의 표에 나와 있는 수업절차를 전체적인 
틀로 간주하여 Ⅲ장에서 분석한 장소이미지 양상 및 문화교육의 내용을 바탕으
로 문화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실제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
서 전체적 지도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학습 계획 및 준비 단계

  학습 준비 단계에서는 먼저 교사가 학습할 단원 및 주제를 설정하여 학습 목
표를 학습자에게 설명한다. 또한 이 단계에서 전체적인 학습 활동을 유창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어서 학
습할 한·중 고전시가의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전문가 협력 학습 단계를 잘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문가 협력학습 모형
을 실시하기 전에 교수·학습 모형에 해 설명, 학습 목표에 해 제시, 각 학습
자의 수준에 맞게 조별, 과제를 분배하는 것도 사전 준비의 중요한 작업들이다. 
구체적인 지도안은 다음 표와 같다.

차
시

주요 내용 및 활동
학습 
자료

학습 
형태

1/
3

학습한 고전시가의 기본 내용 파악하기
전문가 협력 학습 모형 이해하기
모집단 구성하기

PPT, 
상매
체, 

학습지

전체
학습

2/
3

해당된 한·중 고전시가의 요소를 파악하기
장소이미지의 개관적 요소와 응하는 문화 내용 찾기
전문가집단 활동과 모집단 활동을 통해 작품 이해하기

전문가 
학습지

전문가 
집단/
모둠별 
확습

3/
3

서울과 북경의 장소이미지에 담긴 양국의 표적인 문화 
현상 비교 및 토론하기
고전시가에 투 된 서울과 북경의 장소이미지의 형성 및 
현 적인 계승양상 살펴보기
내용 정리 및 평가하기

모둠별 
학습지, 
평가지

모둠별 
학습/
전체학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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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교사는 한국 사극 드라마인 「정도전」에서 '한
양천도'에 관련된 부분을 선택하여 학습자에게 보여준다. 이처럼 한국 고전시가
를 비교-학습하기 전에 먼저 학습할 사회문화 요소가 담긴 상매체를 통해 학
습자에게 학습 내용을 암시하면, 뒤에 고전시가 비교-학습 시 쉽게 이해할 수 

단원 한·중 고전시가에 투 된 서울과 북경의 장소이미지 비교-연구 
   차시 1/3

학습목표

• 상매체, 중가요 등의 수단을 통해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
• 학습할 한·중 고전시가 텍스트의 기본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텍스트 내용, 작가, 갈래 특징, 창작 목적, 시적자아의 정서, 시 배경 
등)
• 학습할 텍스트에 담긴 장소이미지 요소를 찾을 수 있다.

과정
형
태

학 습 의 
흐름

교수-학습 활동
학 습
자료

도입

모
둠
학
습

학습 
목표 
제시

• 교사가 학습자에게 학습 목표 제시하기 PPT

학습 
동기 
유발

• 교사가 한국 드라마 「정도전」에 관한 상 자료를 
학습자에게 보여주고 학습자들이 드라마를 통해 당
시 서울의 시 적인 상황을 인식하며 조선시  서울
의 장소이미지를 학습할 수 있도록 흥미를 유발하기

상 
자료

전 개
(직접
교 수
법)

개
별/
모
둠

작품 
이해 및 

학습 
내용 
정리

• 교사가 사전 준비된 『준비단계▶1차 활동지』를 학
습자에게 제공하여 학습자들이 작성하도록 하기 
• 교사가 학습자들이 작성한 활동지를 바탕으로 텍스
트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학습
활동
지

정 리
(전문
가 협
력 학
습)

모
둠
학
습

•협동 
학습 

안내 및 
집단 
구성

• 교사가 학습자에게 전문가 협동학습 모형 안내하기
• 학습자의 수준을 충분히 고려해서 모집단 구성하기
• 모집단 내에 개인별 전문 과제 부여하기
• 학습자들이 모집단으로 이동하여 역할 및 과제 분
담하기

전문
가 

학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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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 다가가기 쉬운 상을 통해 학습자가 고전시가에 한 거부감과 두려
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전개

  이 부분에서는 교사는 학습할 고전시가 작품의 기본적인 지식을 위주로 만든 
활동지를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직접 텍스트와 교류하며 내용을 이해 및 감상하
도록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이 학습한 작품의 기본적인 내용에 

해서 얼마나 이해하는지를 파악하여 학습자가 작품을 이해할 때 부족했던 부
분을 보완한다.

【활동1】  한국 사극 드라마 <정도전> 45회에서는 도읍을 천도하려는 이성계(유동근 
분)의 모습이 그려졌는데 상 내용을 한번 보고 정도전이 쓴 「신도가」의 내용을 같
이 생각해보면서 당시 천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준비단계▶1차 활동지Ⅰ(자연적인 요소)』

【들어가기】 서울과 북경에 있는 산과 강의 이름을 적어주시오.

1. 아래 작품들을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가) 
녜 楊양州 올히여
디위예 新신都도形형勝승이샷다
開國국聖셩王왕이 聖셩代를 니르어샷다 
잣다온뎌 當당今금景 잣다온뎌 

서울:
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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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는 서울과 북경의 "자연적 공간"이라는 주제로 설계된 『준비단계▶1차 학습 

(1) 위의 작품(가)에서 서울의 지명을 지칭하는 명사를 표기해 보시오.

(2) 작품(가)를 읽으면서 시적자아의 신분과 이 작품을 지은 심정을 한번 추측해보시
오.

(3) (가)에서 서울의 지리적인 특징을 언급하는 시언을 찾아보시오.

(4) (나)를 읽고 북경에 있는 지명을 찾아보시오.

(5) (나)에서 전고(典故)가 하나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오.

(6)  정서적인 면에서 (가)와 (나)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말해보시오.

聖셩壽슈萬만年년샤 萬만民민의 咸함樂락이샷다 
아으 다롱디리
알漢한江강水슈여 뒤흔 三삼角각山산이여 
德덕重듕신 江강山산즈으메 萬만歲셰를 누리쇼셔             
                               - 鄭道傳, 「新都歌」

(나)
       燕京豪俠地，杯灑爲君陳。 (연경호협지，배쇄위군진)

雙闕西山下，諸陵北海濱。 (쌍궐서산하，제릉북해빈)
薊門行雨雪，黍穀變陽春。 (계문행우설，서곡변양춘)
騶衍忉臨碣，荊軻故入秦。 (추연도림갈，형가고입진)
黃金來駿馬，白璧售佳人。 (황금래준마，백벽수가인)
定鼎還先帝，千年正紫宸。 (정정환선제，천년정자신)
                             -李攀龍(리반룡)(明), 「帝京篇(제경편)」

옛날에는 양주 고을이었도다/ 이 자리에 새 도읍이 아름다운 경치를 갖추었구나/ 
나라를 여신 거룩한 임금께서 태평성 를 이루셨도다/ 도성답구나, 지금의 경치, 
(관연) 도성답구나/ 임금께서, 만수무강하시어, 온 백성도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구나/ 아으 다롬다리/ 앞에는 한강물이며 뒤에는 삼각산이여/ 덕을 쌓으신 강산 
사이에서 원한 생명을 누리소서 -현 어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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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Ⅰ』이다. '들어가기'라는 부분은 학습자로 하여금 원래 가지고 있는 서울
과 북경의 자연 장소에 한 지식을 먼저 떠올리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이 활동
지에서 문항(1)과 (4)는 학습자들이 '이름 찾기'과 같은 부담이 없는 질문들을 통
해 서울과 북경의 중요한 '산'과 '강'의 명칭, 위치 등 기본적인 지식을 환기하도
록 만들었다. 이는 학습자로 하여금 장소로서의 서울과 북경에 한 기초적인 
지식을 학습하는 활동에 해당한다. 그리고 문항(2), (3)은 학습자들이 시적자아의 
신분이나 내면적인 감정을 추측하여 작품에 표현하고 있는 장소이미지의 특징과 
작가의 신분이나 그가 처한 환경 등의 요소를 잘 연결시키는 활동이다. 다음의 
검증실험 후 학습자에게 심층 면담을 진행했고, 1차 학습활동을 통한 학습자의 
시가 작품에 한 장소 중심의 기초적인 지식 반응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준비단계▶1차 활동지Ⅱ(사회적인 요소)』

【들어가기】 당신은 경복궁에 한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나요? 중국의 자금성에 비
교해 보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1.다음 「한양가」에 나온 한 부분을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다:
若夫其宮室之制，則損益乎黃帝合宮之宜，式遵乎太祖貽謀之良，居高以臨下，背
陰而面陽。奉天淩霄以磊砢，謹身鎮極而崢嶸。華蓋穹崇以造天，儼特處乎中
央。…廟社並列，左右相當。東崇文華，重國家之大本；西翊武英，儼齋居而存
誠。
                                                  -李時勉, 「北京賦」

라:
여념은 억만가요 셩쳡은 십니라/  동편은 둉묘되고 셔편은 직일다
경복궁 창덕궁과 창경궁 큰뎐각이/  반공의 쇼스니 만호쳔문 깁플셔라
인뎡뎐 근뎡뎐은 치민 뎡뎐이오/  희뎡당 됴뎐은 지 쳐쇼 도여셔라

화당 셕거각은 츈당 임하엿고/  옥류천 깁픈 고즌 별유쳔지 되어셰라
쥬라 령 령쇼 못보아도 녀긔로다

해석:
여염(閭閻)은 억만가(億萬家)요 성첩(城堞)은 사십 리라/ 동편은 종묘(宗廟)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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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는 서울과 북경의 "사회적 공간"이라는 주제로 설계된 『준비단계▶1차 활동
지Ⅱ』이다. 위와 마찬가지로 학습자로 하여금 활동지의 내용을 다 작성한 후 서
로 자기가 쓰는 내용을 발표하도록 다른 사람은 알지만 자신은 모르는 것을 빨
간 색 펜으로 표기하게 한다. 검증실험에서 이 활동지의 '들어가기'라는 부분에 

한 답을 보면 학습자들은 거의 일관적으로 '경북궁은 자금성보다 작다, 그렇게 
화려하지 않다'라는 답이 나왔는데 이를 보면 서울에 있는 궁궐을 비롯한 역
사 건축에 한 학습자의 인식이 일반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에 한 문
화적인 이해가 이어서 진행한 활동을 통해 한 층 더 나가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 활동지에 나와 있는 문항은 경복궁과 자금성에 한 인식과 비교의 
질문이다. 이를 통해 경복궁과 자금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
으며, 학습자로 하여금 스스로 한·중 양국의 문화를 비교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질문을 생성하게끔 한다. 

(1) (다)와 (라)는 중·한 양국의 궁궐을 묘사한 글이다. 각각을 읽고 시가에 나온 궁궐
의 이름을 찾아보시오.
(다) 

(라)
(2) 한중 양국의 궁전 이름을 비교해 보고,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보시오. 
차이점:

공통점:

서편은 사직(社稷)일다/ 경복궁(景福宮) 창덕궁(昌德宮)과 창경궁(昌慶宮) 큰 전
각(殿閣)이/ 반공(半空)에 솟았으니 만호천문(萬戶千門) 깊을 세라/ 인정전(仁政
殿) 근정전(勤政殿)은 치민(治民)하는 정전(正殿)이요/ 희정당(熙政堂) 조전(大
造殿)은 지 처소(至密處所) 되었어라/ 화당(映花堂) 석거각(石渠閣)은 춘당
(春塘臺) 임하 고/ 옥류천(玉流泉) 깊은 곳은 별유천지(別有天地) 되었어라/ 주
(周)나라 (靈臺) 소(靈沼) 못 보와도 여기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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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이 부분은 도입단계의 마지막 절차이다. 이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앞의 도입 및 
전개 활동을 마치고 처음에 제시한 학습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만
약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채우는 데 목적을 둔다. 전개 부분에서 사
용한 『준비단계▶1차 학습 활동지』를 바탕으로 학습한 작품의 기본적인 정보를 
정리한 후 전문가 협력학습의 모형의 원리와 방법을 제시하고, 교사가 학습자의 
수준을 충분히 고려해서 모집단(4인1조)을 편성한 뒤, 소주제를 나눈다. 그리고 각 
모집단에 있는 학습자들은 각자의 역할과 임무를 분담하며 각자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이 맡은 과제에 해 스스로 조사하여 해결한다. 이러한 과정은 다음 단계의 
전문가 협력 학습을 잘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소주제
 과제 1. 한·중 고전시가를 통해 본 당시 양국 사람이 서울과 북경을 바라보는 태도  
          (풍수지리설을 위주로) 
 과제 2. 한·중 고전시가를 통해 본 서울과 북경의 자연 환경에 담긴 양국 사람들의 심상
 과제 3. 한·중 고전시가를 통해 본 경복궁과 자금성의 문화적인 특징
 과제 4. 한·중 고전시가를 통해 본 서울과 북경의 건도(建都)문화

  (2) 전문가 학습 활동 단계 

  이 부분은 전문가 협력학습 모형을 정식으로 도입하여 학습활동을 실시한다. 
이 단계에서는 앞에서 개별 학습자에게 분배한 과제 학습지를 활용하되, 같은 
과제를 지닌 전문가 집단 내에서 토론하면서 학습자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문
제를 다시 검토한다. 각 학생들은 전문가 학습지를 가지고 있으며, 토의를 한 후 
각 개인은 자신의 소주제에 한 학습 내용을 해당 토의 학습지에 기록 및 정리
한다. 같은 과제를 해결해 온 학생들끼리 모여 토의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한 것
은 모집단으로 돌아가 설명할 때 근거가 된다. 전문가 집단에서 토의한 내용을 
자신이 작성한 학습 내용과 비교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면, 자신이 혼자 
습득했던 지식에 한 이해를 한층 더 나아가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 단
계의 구체적인 학습 방안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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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도입하는 부분은 이 단계의 학습 목표를 제시하면서 학습자로 하여금 전문가
집단으로 이동하게 하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교사가 제공한 자료와 인터넷 등 
수단을 통해 사전에 받았던 소주제 학습지를 완성한 뒤, 이를 가지고 전문가 집
단으로 이동한다. 

▶전개

  각 학생들은 전문가 학습지를 가지고 있으며, 토의를 한 후 각 개인은 자신의 
소주제에 한 학습 내용을 해당 토의 학습지에 기록, 정리하도록 한다. 이 단계
는 학습자로 하여금 시가를 감상하면서 한국문화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자기
의 문화와 연관시켜 토론-비교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때 충분한 감상이 이루

단원 한·중 고전시가에 투 된 서울과 북경의 장소이미지 비교-연구
차시 2/3

학습목표

• 서울과 북경의 장소이미지 특징 파악하기
• 고전시가를 통해 포착한 장소이미지 요소(물질적, 정신적)를 서로 
비교하기
• 전문가집단 활동을 통해 작품에 해 더 깊게 이해하기

과
정

형태
학습의 
흐름

교수-학습 활동
학습
자료

도
입

모둠
학습

학습 목표 
제시

교사가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학습자들이 전
문가집단으로 이동한다.

PPT

전
개

모둠
학습

전문가집단 
활동

교사는 전문가집단 활동을 지시하고, 학습자들
은 준비한 과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 집단
에 속한 동료들과 서로 토의한다,

전문
가 

학습
지

정
리

개인
학습

내용보완
전문가 집단에서 진행한 학습을 통해 다른 사
람들의 의견을 비교하면서 학습자로 하여금 자
신이 작성한 내용을 보완하게 한다.

전문
가 

학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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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도록 하기 위해 같은 과제를 가지고 있는 학습자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한
다. 다음은 전문가집단 활동 시 사용하는 전문가 학습지이다.

소주제: 
 과제 1. 한·중 고전시가를 통해 본 당시 양국 사람이 서울과 북경을 바라보  
    는 태도(풍수지리설을 위주로) 
 과제 2. 한·중 고전시가를 통해 본 서울과 북경의 자연 환경에 담긴 양국 사람  
        들의 심상
 과제 3. 한·중 고전시가를 통해 본 경복궁과 자금성의 문화적인 특징
 과제 4. 한·중 고전시가를 통해 본 서울과 북경의 건도(建都)문화

전문가 학습지

1. 다음 「한양가」의 내용을 참조하여 ｢신도가」에서 묘사한 '新신都도形형勝승'인 서
울의 지리적인 특징이 어떤지를 서술하시오.

2. 풍수지리설이란 무엇인가? 위의 시가를 다시 읽고 풍수지리설의 내용을 참조하면
서 서울의 지리적인 특징을 다시 평가하시오.

3. 다음 「북경부」를 읽고 앞에 李攀龙이 「帝京篇」에서 묘사하고 있는 '燕京豪侠地'
의 지리적인 특징을 서술하시오. 

4. 한·중 양국 시가와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같이 참고하면서 서울과 북경의 지리적
인 특징을 비교해 보시오.

북악(北嶽)이 입수(入首) 되고 종남산(終南山) 안산일다/ 청룡(靑龍)은 타락(駝駱)뫼요 
백호(白虎)는 길마재라/ 강원도 금강산은 외청룡(外靑龍) 되어 있고/ 황해도 구월산
은 외백호(外白虎) 되어 있고/ 제주의 한라산은 외안(外案)이 되어 있고/ 적성(積城)
의 감악산(紺嶽山)은 후장(後墻)이 되어 있고/ 두미(鬥尾) 월계(月溪) 내린 물은 용산
(龍山) 삼개 한강 되고/ 그 물줄기 내려흘러 오두(烏頭)재 합금(合襟)하여/ 강화(江
華)의 마리산이 도수구(都水口) 되었어라

西以華山爲虎，東以泰岱爲龍。南嶽南鎮，益遠益隆。五嶺作案於嶺表，江河襟帶而朝
宗。展明堂於奧海，拱朝拜於群峰。以此而較往昔，疇堪與之比崇？自洪蒙之初辟，奠
河山以爲界。天勢崇於北極，地維虛於南蓋。引日星以上騰，導江河而下派。法天明以
居高，控地維而作帶。故南北之相望，誠控馭之雄概。
                                                     -盛時泰, 「北京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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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는 장소이미지를 형성시키는 중요한 부분인 자연환경에 한 전문가 학습지
이다. 이 학습지는 한·중 고전시가에서 묘사한 서울과 북경에 있는 표적인 자
연 장소에 투 된 양국의 풍수지리적인 사상을 비롯한 전통문화 요소를 중심으
로 설계되었다. 학습자들은 고전시가 텍스트를 체험하면서 자신이 조사하는 정
보를 참고하여 풍수지리설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이 양국 문화에 미
친 향은 무엇인지를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또한 풍수지리설은 
그 자체가 어렵고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에 학습자 개인이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는, 전문가 학습지를 이용하여 전문가 학습자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소주제: 
 과제 1. 한·중 고전시가를 통해 본 당시 양국 사람이 서울과 북경을 바라보  
        는 태도(풍수지리설을 위주로) 
 과제 2. 한·중 고전시가를 통해 본 서울과 북경의 자연 환경에 담긴 양국 사  
     람들의 심상
 과제 3. 한·중 고전시가를 통해 본 경복궁과 자금성의 문화적인 특징
 과제 4. 한·중 고전시가를 통해 본 서울과 북경의 건도(建都)문화

전문가 학습지

1. 「신도가」와 楊士奇의 「隨駕幸南海子」를 다시 읽어보고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통
해 다음 문제를 해결하시오.

작가 정도전의 생평

작가 楊榮의 생평

악장이라는 장르적 
특징

각체(臺閣體)의 
장르적 특징

정도전이 「신도가」를 
창작하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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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전문가 학습지는 한·중 고전시가에 나온 서울과 북경의 중요한 자연장소
이자 문학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지명시언을 중심으로 설계된 것이다. 먼저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이 스스로 조사하는 내용을 통해 정도전이나 楊士奇와 같
은 상층 사 부들에 한 기본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작품의 장르나 창작 의도

2. 다음 楊榮의 「皇都大一統賦」를 읽고 조사하는 내용을 참조해서 작가가 북경의 지
리적 특징을 묘사할 때 楊士奇와 비슷한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와 같은 묘사
를 통해 시적자아의 어떤 정서를 느낄 수 있는지 한번 서술하시오.

3. 「시도가」에서 장소 명사인 '한강수', '삼각산'을 나왔는데 이러한 지명을 통해 작
가가 표현하려는 심정을 추측해보시오. 서울에서 이와 같은 자연 명소가 많은데 작가
가 '한강'과 '삼각산'만 언급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시오.

4. 다음 시가를 읽고 정도전의 「신도가」와 같이 '삼각산'을 서술하는데 같은 장소명
사를 통해 전달하고 있는 시적자아의 심정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느껴보시오.

5. 현 시나 중가요 등에서 '한강'이나 '삼각산'을 언급한 작품을 찾아보시오. 이러
한 작품에서 작가가 이 두 장소를 통해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번에 학습한 텍스
트와 비교해보시오.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故國 山川을 나고쟈 랴마
時節이 하 殊常니 올 동 말 동 여라.
               -시조문학사전#3 김상헌(金尙憲) 또는 소현세자(昭顯世子)

楊士奇가 
「隨駕幸南海子」를 

창작하는 의도

維皇明之有天下也，於赫太祖，受命而興。龍飛淮甸，風雲依乘。恢拓四方，弗遑
經營。…… 其爲形勢也，西接太行，東臨碣石。巨野亙其南，居庸控其北。勢拔
地以崢嶸，氣摩空而崱屴。                        
                                           -楊榮, 「皇都大一統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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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교사가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수
단이지만, 학습자의 능동성을 충분히 자극하는 차원에서 보면 학습자가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자신이 스스로 조사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초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두 곳의 자연환경에 투 된 당
시 지식인들의 심상을 파악한다. 특히 '한강'이나 '삼각산'과 같은 서울의 중요한 
장소를 이해할 때 더 많은 텍스트를 이용하여 같은 장소이지만 시 나 작가의 
경우에 따라 그들을 바라보는 심상도 다르다는 것을 학습자에게 보여주면 장소
에 한 이해가 더욱 다양해질 수 있다. 

소주제: 
 과제 1. 한·중 고전시가를 통해 본 당시 양국 사람이 서울과 북경을 바라보  
        는 태도(풍수지리설을 위주로) 
 과제 2. 한·중 고전시가를 통해 본 서울과 북경의 자연 환경에 담긴 양국 사  
        람들의 심상
 과제 3. 한·중 고전시가를 통해 본 경복궁과 자금성의 문화적인 특징
 과제 4. 한·중 고전시가를 통해 본 서울과 북경의 건도(建都)문화

전문가 학습지

1. 제공된 「한양가」와 「북경부」의 텍스트를 다시 읽고 자신이 스스로 조사한 내용을 
통해 다음 문제를 해결하시오.
 경복궁의 뜻
 자금성의 뜻
 경복궁 주요한 건물의 이름
 자금성 주요한 건물의 이름 
2. 자금성과 경북궁의 설계 원리에 해 조사해서 적어주시오.

3. 그림을 보고 경복궁과 자금성을 한번 비교해보시오.

경북궁

자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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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궁)                                (자금성)
                        (경복궁과 자금성의 전체적인 모습)

        

               (경복궁)                                  (자금성)
                               (정문의 모습 비교)

             

(경복궁)                                (자금성)
(궁전의 모습)

경복궁의 특징

자금성의 특징

경복궁과 

자금성의 비교

경복궁의 특징

자금성의 특징

경복궁과 

자금성의 비교

경복궁의 특징

자금성의 특징

경복궁과 

자금성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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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전문가 학습지는 한·중 양국의 제일 표적인 건축물인 경복궁과 자금성
의 비교-학습 위주로 설계된 것이다. 특히 경복궁과 자금성은 이름에서부터 한
국의 유교적인 사상이나 중국문화에서 받은 향, 당시 중국 택중론 및 제국중
심론 등 전통적인 사상과 문화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그림 등 보기 좋
은 학습 자료를 이용하면서 궁궐의 정문, 주요 전(大殿), 건축 양식에 해 세
부적인 부분부터 차근차근 접근하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다가가기도 어려운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소주제: 
 과제 1. 한·중 고전시가를 통해 본 당시 양국 사람이 서울과 북경을 바라보  
        는 태도(풍수지리설을 위주로) 
 과제 2. 한·중 고전시가를 통해 본 서울과 북경의 자연 환경에 담긴 양국 사  
        람들의 심상
 과제 3. 한·중 고전시가를 통해 본 경복궁과 자금성의 문화적인 특징
 과제 4. 한·중 고전시가를 통해 본 서울과 북경의 건도(建都)문화

전문가 학습지

1. 「한양가」와 「북경부」의 텍스트를 읽고 자신이 스스로 조사한 내용을 통해 다음 
문제를 해결하시오.
 서울과 북경의 도시설계 기준

 서울과 북경 도시구조의 공통점과 차이점

 조선시  서울의 도시구조와 지금 서울의 차이점

2. 조선시  서울의 상업거리 및 현 적 변모양상에 해 한번 조사해보시오.

조선시 주요 
상업거리

현  서울의 
주요 상업거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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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전문가 학습지는 학습자로 하여금 서울과 북경의 도시구조의 특징을 인
식하게 하여 그 중에 담긴 『주례고공기』를 비롯한 중국 전통적인 도시 설계 문
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와 같은 문항을 통해 학습자가 
양국 도시를 설계하는 데에 담긴 유교적인 신분질서 사상 등 전통 문화를 알게 
된다. 특히 여러 학습 자료를 통해 학습자는 조선시  서울의 모습을 알아내는 
동시에 지금 서울과 연관시켜 시 적인 변화도 같이 인식할 수 있다.

▶정리

  이 단계의 정리 부분에서 전문가 학습자들은 자신이 속한 전문가 집단에서 진
행한 학습 활동을 통해 혼자 공부할 때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모집단으로 
돌아가서 다른 동료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기회를 얻
는다.

  (3) 모둠별 학습 및 정리 단계

  이 단계에서는 각 과제를 맡은 전문가 학습자들이 다시 모집단에 돌아와서 자
신이 습득한 것을 모집단의 동료들에게 알려주고 각 과제의 내용을 서로 공유하
게 하여 문화에 한 이해와 인식의 폭을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구체적
인 학습 방안은 다음과 같다.

단원 한·중 고전시가에 투 된 서울과 북경의 장소이미지 비교-연구
차시 3/3

학습목표
• 서울과 북경의 장소이미지를 통해 포착할 수 있는 양국의 표적인 
문화요소 비교하기 
• 모둠별 토의를 통한 작품 더 깊게 이해하기

과
정

형태 학습의 흐름 교수-학습 활동
학 습 자
료

도
입

모둠
학습

학습 목표 
제시

교사가 학습자에게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학습자들이 모집단으로 이동한다.

PPT

전
개

모둠
학습

모둠별 토론
각 모둠에 속한 학습자들이 전문가 학습지
의 내용을 바탕으로 모둠별 학습지에 나온 

모둠별 
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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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이 단계에서 먼저 교사는 전체 학습자들에게 이 단계의 학습 목표를 설명한 
후 학습자들이 본래의 모집단으로 돌아갈 수 있게 지도한다. 

▶전개 

  교사는 모든 학습자에게 학습 목표를 설명한 후 다음과 같은 '모둠별 학습지'
를 제공한다. 전문가 학습자의 설명을 듣고 개별학습자가 알게 된 내용을 학습
지에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전면적인 학습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를 같이 학습하고, 토론하기

정
리

모둠
학습

휴식 및 평가
교사가 학습자에게 충분히 휴식 시간을 준
후, 학습자가 스스로 감상문을 작성하고, 
수업에 해 평가하기

모둠별 
감상지

모둠별 학습지
                                           팀명:     성명:

전문
조

주제
학습 내용

자신이 공부한 것
전문가를 통해 알게 

된 것

1조

양국 사람이 서울과 
북경을 바라보는 태
도(풍수지리설을 위
주로)

「신도가」를 통해 알 수 있
는 서울을 바라보는 태도
「隨駕幸南海子」를 통해 알 
수 있는 북경을 바라보는 태
도

2조
서울과 북경의 자연 
환경에 담긴 양국 사
람들의 심상

신도가와 「隨駕幸南海子」 
및 楊榮의 「皇都大一統賦」
에서 묘사한 환경에 담긴 시
적자아의 심정

3조
경복궁과 자금성의 
문화적인 특징에 
한 비교

李時勉의 「北京賦」에서 자
금성에 관한 묘사와 「한양
가」에서 경복궁에 관한 묘사
를 읽고 한중 양국의 건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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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모둠별 학습지를 통해 학습자들은 동료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자
신이 맡은 과제를 다시 정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활동에서 깊이 있게 
공부하지 못하는 주제들에 해 더 상세하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이 
부분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학습자가 자신이 맡지 않은 전문가 주제에 해 기
본적인 인식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위의 학습지와 같이 학습 내용
부분을 ‘자신이 학습한 것’과 ‘전문가 학습자를 통해 학습된 것’으로 나누어 설
계하 다. 자신이 학습한 것에서 교사가 소주제에 관한 간단한 문제를 내고 미
리 모둠별에 속한 학습자가 작성하도록 해서, 나중에 전문가 학습자가 주제를 
설명할 때 해당 주제에 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이 습득한 내용을 
빈 칸에 정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정리

  모둠별 토론 및 학습한 후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고 학습
자로 하여금 자신이 학습한 내용을 제 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다음, 수
업에 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정리 및 평가 단계는 전문가 협력학습 모형의 
마지막 단계이지만 이 학습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 부분은 『학습 
평가지』, 『학습 토론지』로 나누어 설계하 다. 

화 서로 비교해보기 

4조
서울과 북경의 건도
(建都)문화

李時勉의 「北京賦」와 한
양가」에서 서울과 북경의 도
시설계에 관한 내용을 찾고 
간단하게 비교해보기 

학습 평가지
                                           팀명:     성명:

㉠ 아래 지도는 조선 세종 왕릉의 위성지도이며 풍수설의 이론을 이용해서 왕릉의 
위치가 좋은지를 판단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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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가」의 내용을 보면 작가가 한양의 지리적인 특징을 '산의 이름+풍수지리적 용
어'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은 이에 해 정리한 것이
다. 빈 칸에 들어갈 말을 적어보시오.

㉢ 풍수지리설에서 안산은 집터나 묏자리의 맞은편에 있는 산, 즉 서울의 궁궐(경복
궁)이 있는 곳의 맞은편의 산을 뜻한다. 그렇다면 종남산이 서울에 있는 무슨 산을 가
리킬지를 아래 지도를 참조하면서 추측해 보시오. 

지명
풍수지리적 

용어
지명 풍수지리적 용어

북악산 입수 종남산 안산(案山)
(   )산 청룡 길마재 (        )
(     ) 외청룡 구월산 (        )

제주 한라산 (      ) (     )산 후장(後墻)

학습 평가지
                                           팀명:     성명:

㉠ 아래 한국의 여러 문화 현상들 중에 유교문화의 향을 받은 것들을 선택하시오. 
이러한 현상은 중국에서도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시오. 한국과의 차이가 무엇인가
요?

㉡ 다음 경복궁 궁전의 이름과 그 역할을 잘 연결하시오. 이와 비슷한 역할을 했던 

'우리'의식, 집단주의, 빨리빨리, 효, 가부장제, 풍수지리설, 서열문화, 권위주
의, 의리정신, 교육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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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활동을 마친 후에 다음과 같은 '모둠별 토론지'를 통해 한·중 양국
에서 표적이고 서로 토론할 만한 주제를 다시 선정한다. 전체 학습자들은 이
에 해 토의를 진행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모둠별 토론지를 통해 학습자들은 전체적인 학습 효과에 해 검토
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평가표를 작성한 후 학습자들
의 학습 결과를 확인한다.

    모둠별 토론지
                                           팀명:     성명:

양국 수도에 한 장소이미지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같고 다를지 생각해보시오.
과거 서울과 북경의 장소이미지를 학습한 것이 현재 양국의 수도와 그에 한 국민
들의 심상 및 정서를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지 이야기해보시오.
학습 전후 자신의 인식 변화에 해서 말해보시오.

자금성의 궁전을 생각해보시오.

   근정전         경복궁 내 연못 안에 조성된 누각으로 외국사신의 접   
                          나 연회장소이다.
 
   강녕전       왕비의 침전이다. 뒤쪽으로는 인공으로 조성된 언덕이  
                          있는데, “아미산”이라고 한다.
 
   경희루          왕의 침전으로 내외 종친을 불러 연회를 하거나 왕이 신  
                         하들을 불러 은 히 정사를 논의하는 곳이다.
 
   교태전        경복궁의 정전으로 조하를 거행하고 외국사신을 맞이하는  
                         국가의 중요한 의식이 거행되었던 곳이다.

집단 평가표
                                        평가팀명:
                                        소속팀명:         이름:

상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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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집단 평가표'는 학습자들은 전체 학습을 마친 후 자신에 한 평가뿐만 
아니라 동료들끼리 서로 평가하도록 만든 것이다. 평가 기준은 '상-중-하'로 나
누어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실제적인 상황에 맞게 평가하게 한다. 또한 특별
히 도움이 되는 발표 내용에 한 설명을 쓰도록 해서 개별 학습자가 학습과정
에서 동료들의 해설을 잘 경청하는지를 확인하고, 발표를 잘하는 학습자에게 작
은 상을 주어 학습자들의 학습 열정을 충분히 환기하도록 한다.  

1. 소주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분명하다.
2. 과제를 잘 준비했으며, 조직화되어 있다
3. 정보가 풍부하다.
4. 핵심적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해 준다.
5. 구성원들이 함께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6. 학습 전체에 유익한 기여를 하 다.
7. 소주제를 이해하는데 안내자 역할을 잘하 다.
8. 특히 도움이 된 발표 내용은 무엇이었으며, 그 이유를 적으시오.

9. 이 학습과정에 한 아쉬운 점을 적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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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중국인 고급학습자를 상으로 하여 한·중 고전시가에 나타난 서울
과 북경의 장소이미지 양상을 비교하면서 학습자의 자문화와 목표언어 문화 사
이에 있는 사회문화적인 공감과 갈등을 인식하고 문화간(間)의 원활한 소통을 도
모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문학을 활용한 문화교육에 한 관심과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문화 수업의 교수 방법과 교육 내용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체계화되어 있
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중국 내 한국 문화교육의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 세 가지 문제가 발견된다. 첫째, 학습 환경이 교실 내에 한정되어 있어 경
험 교육 및 현장 교육이 부족하다. 둘째, 문법 중심 교수법이 주로 사용된다. 셋
째, 한국 전통문화를 학습할 때 과거와 현재 문화 사이의 연결이 부족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안고 중국인 학습자의 특징을 고려하면서 장소
이미지와 비교 문학의 두 가지 개념을 도입하여 한·중 고전시가에 나타난 서울
과 북경의 장소이미지 양상을 분석-비교하 다. 장소란 자연적, 문화적 요소들의 
통합이며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공간으로, 장소로부터 유추되는 '이미지'는 그 
장소 안에 발생된 현상들이나 공동체의 잠재된 기억들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누적된 장소 경험을 통해 지각자의 측면에서는 장소감이, 장소의 측면에서는 장
소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할 때, 장소 경험을 통해 그리게 되는 장소의 인상, 즉 
이미지를 장소이미지로 볼 수 있다. 또한 비교문학은 글로벌 시 의 다문화적 
특징을 고려해 문화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더욱 주목하도록 돕는 것이다. 비
교문학을 통해 문화교육에 접근함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한국문학을 체험하는 
동시에 문학을 통해 한국인의 정신세계, 그리고 이런 정신을 형성하는 뿌리까지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 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토 를 바탕으로 서울과 북경의 장소이미지 양상을 
Ⅱ장에서 제시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장소이미지', '내-외부자의 시각으로 본 
장소이미지', 그리고 '자발적으로 형성된 장소이미지'라는 장소이미지 표상 방식
과 연결시켜 '태평성 에 한 분식(粉飾)', '왕도에 한 이중적인 정서', '도시 
공간의 역동적인 모습'으로 나누어 설명하 다. 그리고 서울과 북경의 장소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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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다시 '소중화(小中華) 이미지와 동방제도(東方帝都) 이미지', '중심지 이미
지와 수선지지(首善之地) 이미지', 그리고 '현 화된 이미지와 고도(古都)로서의 
이미지'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서울과 북경의 장소이미지를 통해 도출할 수 있
는 양국의 문화적 요소를 서로 비교하며 더욱 가치 있는 문화교육의 내용을 도
출하 다.  
  또한 연구자는 논문에서 제시한 고전시가를 활용한 문화 교육 내용을 실제 수
업 현장에서 운용하고, 이때 나타난 학습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한·중 고전시가에 
나타난 장소이미지 비교를 통한 한국 문화교육 내용이 학습자의 문화요소에 
한 발견, 고유 지식 심화, 자문화 재발견 등의 방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
았다. 뿐만 아니라 실험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가 상호문화 능력이 여전히 부족
하다는 한계도 같이 밝히며 '문학 이해와 감상능력 배양', '문화적 문식성 신장', 
'상호문화적 능력 향상'의 세 가지 문화 교육의 목표를 제기하 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학습활동을 참여할 수 있게끔 
국어교육에서 많이 사용한 전문가 협력학습 모형을 도입하 다. 전문가 협력학
습 모형이 장소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고전시가 학습에서 특히 유의미하게 적용
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낯설고 복잡한 학습 내용에 한 혼란을 
정리하여 더욱 효과적인 학습을 도모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둘째, 교사 중심의 
전통적인 교수법에서 벗어나 더욱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수업 방식을 실현하
도록 돕는다. 셋째,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호문화적 태도를 기를 수 있
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협력학습'은 개인이 학습한 지식을 스스로 정
리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이 학습 모형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교육 방
안을 '학습 계획 및 준비 단계', '전문가 학습 활동 단계', '모둠별 학습 및 정리 
단계'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계하 다. 
  본 연구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장소이미지라는 독특한 시각을 통해 
한·중 고전시가를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고전시가가 한국어 문화교육, 
특히 전통문화 교육에 유용한 제재라는 관점을 세우고 입증하며, 나아가 구체적
인 학습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미약하나마 다소의 의의가 있다고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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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study on Korean Cultural education by Comparing 
Chinese and Korean Classic Poetry 

      -Focusing on the Place Image of Seoul and Beijing- 

                                                                  WANG YE

  This study is aimed to solve the problem occurred in Korean 
cultural courses by analyzing the place image of Seoul and Beijing in 
classic poetry. In this paper, the author will try to prove that classic 
poetry is also an essential teaching material for Korean cultural 
education. 
  We have seen a lot of improvements in current Korean cultural 
classes in China. But some issues are still pending there to be solved. 
For example, teachers tend to teach Korean culture by oral 
explanation and depend too much on written materials. As is known to 
us, both teachers and education researchers value Korean cultural 
education as a very necessary tool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However, a thorny problem that bothers us most is how to teach and 
use what materials to teach. 
  Literature, the richness of information, has been well researched in 
the field of Literary and Geography. In Literary theory, researchers 
have investigated places in literature on the basis of semantics and a 
form of narration. In Geography, on the other hand, researchers have 
conducted studies on literature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geographical information. In regard of this, when we learn about 
culture through the acquisition of literary, it is not only about truth, 
but also the national spirit, view of literary and geography is a good 
choice.
  For this regard, this study suggests that we should use clas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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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etry texts as a method to teach the Chinese students in the Korean 
cultural classes. In other words, by comparing the "place image" of 
Seoul and Beijing in classic poetry, Chinese students could compare 
Chinese culture and Korean culture through process of learning. This 
teaching method, in fact, is not only helping students to understand 
traditional culture of Korean, but also help students to reflect their 
own culture. Aim of intercultural education will be achieved naturally 
in cultural education classes.
  In previous studies, there are no clear rules for teaching materials 
in Korean classic poetry. In this study, firstly, the author will choose 
appropriate Korean poetry for Chinese students’ language acquisition. 
Secondly, after analyzing "place image" of Seoul and Beijing in classic 
poetry, the author will divide them into three categories, namely, 'the 
Capital which is sugarcoated', 'the twofold sentiment for the Capital' 
and 'varied and graceful metropolis' to explain. In this progress, 
students will not only learn about Seoul's place image in the past, but 
also know about how this place image has been changed over time, 
and what attributes to these changes in history. Thirdly, the author 
will set situations in cultural classrooms, analyze students' reaction in 
experiments and summarize problems. At last, the author will provide 
an effective curriculum design that enables students to learn Korean 
poetry and Korean culture in an effective and efficient way.

Keyword: Korean education, Cultural education, Intercultural education, 
Place image, Literaral geography, Seoul, Bei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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