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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베트남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간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을 중
심으로 한 한국 소설 읽기 교육 연구이다. 현재 베트남에서의 한국어 학습자의 수
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나 한국 문학교육이 학습자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또한 베트남 학습자를 위한 한국 소설 교육에 대하
여 기존 연구없이 진행해 온 베트남에서의 한국문학교육의 난점을 극복하기 위하
여 학습자들에게 간문화적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한 보다 효과적인 소설 읽기 교
육 방법을 설계하고자 한다.
외국어교육에서 언어적 풍부성과 문화적 풍부성 때문에 문학작품의 가치를 인
정하게 되었다. 문학 작품을 활용하여 언어학습에 작용하게 되면 학습자들이 고급
스러운 언어차원에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문화차원에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문학 작품을 활용함으로써 학습자의 목표 언어에 대한 언어적인 능력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인식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 논문의 출발점
이다.
이 논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연구자는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
고 주요 학교의 교육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베트남에서의 한국어교육의 실상
을 보였다. 또한 학습자의 요구에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 다음으로
는 한국어교육에서의 간문화적 의사소통에 관한 이론, 비교문학의 이론 및 간문화
적 의사소통에 관한 이론을 정리했다.
그 다음 실체적으로 베트남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소설 읽기 양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교 50명의 재학생들에게 6편의 단편소설을 읽히
고 감상문을 쓰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학습자의 감상문을 분석하여 베트남 학습자
들의 작품을 읽을 때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작품의 인물, 사건, 배경과 역
사․ 사회․ 문화 맥락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학습자들의 한
국어 소설을 읽는 양상은 다음과 같다. 작품을 읽을 때 학습자들은 모국의 문화가
가지고 없는 것이 생기거나 한국문화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으면 작품의 심미적
의미를 어렵게 파악했다. 또한 한국어 소설을 읽을 때 베트남 작품을 활용하여 인
식하는 양상도 있었다. 그러한 양상을 바탕으로 하여 교수-학습 방법을 설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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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였다.
감상문을 분석한 바를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교
수․ 학습 방법으로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학습자들이 텍스트의 의미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게 문화적 언어 및 관용어, 의성어, 의태어를 중심으로 교
육시켰다. 둘째, 한국어 의사소통활동을 통하여 학습자의 이해 및 언어 능력을 길
러주기 위한 한국어 의사소통활동을 설계하여 실시했다. 셋째, 작품의 인물․ 사건․
배경과 한국 역사․ 사회․ 문화의 연관을 시켜 학습자에게 한국의 역사, 사회, 문화
에 대하여 전반적인 지식을 제공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의 간문화적 이해 및 성찰
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의 공통점을 보유함을 활용하여 비
교문학 방법으로 즉 양국의 비슷한 작품을 선택하여 유사한 인물 및 주제를 비교
하여 한국과 베트남 문화의 공통점, 차이점을 발견하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학습
자에게 간 문화적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 논문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 과정을 통해서 본 논문은 베트남 학습자에게
보다 효과적인 교수․ 학습방법을 제공하였다. 이런 교수․ 학습 방법을 통해서 앞으
로 베트남인 한국어 하급자들은 베트남과 한국의 문학 또는 문화를 비교하여 간
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한국어교육, 문학교육, 소설교육, 간문화적 의사소통, 비교문학, 한국문
화, 문화교육.
학번 : 2010-2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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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베트남 학습자들의 한국어 소설 읽기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베트남의
한국어 문학교육에서 소설을 활용한 문학 읽기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는 학습자들의 간문화적 의사소통능력(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
e)1) 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어교육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중시되면서 실용성 중심의 언어교육 이론과
실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즉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을 중심으로 의사소
통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말하기/듣기, 읽기/쓰기 능력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
는 경향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의사소통 능력에서 문화 능력(cultural
competence), 문법 지식, 문학 능력(literary competence)등이 필요하다는 관점
도 역시 강조해 왔다.2) 이러한 시각에서는 언어적 풍성함과 언어 사용의 다양성
을 지니고 있는 문학작품이 외국어 교육에서 효과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
한다. 특히 고급단계에 올라간 학습자에게 문학작품은 언어적 풍성함과 언어사용
의 다양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교육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문학작품은 그 작품 자체를 구축하고 있는 역사․ 사회․ 문화적 가치를 가지
고 있다. 한 국가의 문학작품은 그 작품이 속하고 있는 문화를 활발하게 보여주며
그래서 최근에는 외국어교육 분야에서 언어와 문화의 통합교육을 하는 데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한국어교육에서도 문학 제재의 유용성을 인식하여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특
히 베트남의 한국어 교육에서는 위와 같은 새로운 경향에 따라 베트남인 학습자
에게 한국어에 대한 언어능력 향상하는 목적으로 문학 작품을 활용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이를 학습자들의 한국문화 지식을 확충수단으로 응용하기 위한 노력을
여러 대학 기관을 통해 보여줘 왔다.

1) M. Byram, Teach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Multilingual Matters, 1997, p.3.
2) 윤여탁, 『외국어로서의 한국문학교육』, 한국문화사, 2007, pp.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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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한국어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한국어에 대한 언어지식을 중
심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현재는 언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 사회, 문
화,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고 있다.3) 한국학과를 졸업한 학
습자들 중 한국으로 와 유학의 길을 택한 학습자도 있는가하면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자 하는 학습자들도 상당히 많다. 그러므로 한국문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적응할 수 있는 역사, 사회, 문화 교육의 중요성이 부
각되기 시작했다.
이후 한국역사, 한국 문화 한국 문학 등이 과목을 개설하여 학습자의 문화 능력
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한국학과에서는 그 중에서 한국 문학 수업의 실태,
학습자의 문학 작품 이해도 등에 초점을 맞춰 이 연구에서는 문학 작품을 활용하
여 베트남 학습자에게 한국의 역사·사회·문화 지식의 폭을 넓힘으로써 교육 방법
을 마련하고자 한다.
현재 베트남의 한국어 문학 수업에서는 한국 문학 작품을 학습하는 것을 통하
여 한국문학, 한국인의 역사․ 사회․ 문화를 습득하는 것이 해당 과목의 궁극적인
학습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즉 한국 문학 작품을 교육시킴으로써 베트남 학습자에
게 작품 속에 내재한 역사 지식, 사회 지식, 문화 지식을 교육하는 것이다. 이 수
업은 일반적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문학작품을 선정하고 작품의 주제 및 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일차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다음 파악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작
품이 내포하고 있는 한국인의 모습과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추출하여 모국의 문
화와 비교하는 것을 이차 목표로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베트남 학습자의 한국어 소설 읽기의 특성 및 문제점에 대한 연구
없이 교사가 임의대로 준비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학습자들이 문학작품을 활용하여 한국의 역사․ 사회․ 문화 지식을 습득
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기에는 부족적인 실정이다.
한국문학 과목을 수강한 75여명의 베트남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에 따르면 베트남 학습자 중 72.22%는 한국 문학 작품을 읽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 중 일부는 작품을 읽으면서 인물 이해(28.57%) 외 작품의 줄거리 파
악(22.85%) 등이 전반적인 작품 이하의 장애 요소도 작용한다고 답했다. 이처럼
3) 이러한 변화는 호치민 대학의 한국학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학과에서는 한
국어 이외에도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교육에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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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학습자들이 작품 감상에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문학
을 가르치는 교육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없는 것은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으로 하여 이 연구에서는 한국 문학 작품의 주
제, 내용을 파악한 후 베트남의 문학과 비교함으로써 베트남 학습자들이 소설에
형상화된 한국인의 모습, 한국의 사회문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읽
기 교육 방법을 마련하고자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문학 작품은 한 국가의 역사, 사회, 문화적 요소를 내재하
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학습 자료로 선정되었으며 외국어 교육에서는 이런 문
학교육의 중요성을 나날이 강조해 왔다. 한국어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 문학
작품을 활용하여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국 사회문화를 교육할 수 있다.4)
이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문학의 한 장르인 소설을 연
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문학 작품 중에서도 소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
는 소설이 다른 장르에 비하여 언어적 다양성을 지니고 있고 언어 사용이 다양하
고 언어가 운용되는 실제 맥락을 잘 구현하고 있으며 언어적 소통구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르이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소설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
이 사고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인간 행동을 이해하게 하고
사회의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 즉 풍속과 관습을 이해하게 한
다. 또한 작품 속에 나타나는 상징이나 원형을 문화차원에서 이해하는 문화적 원
형의 이해에도 도움을 준다.5) 이러한 점에서 한국어교육에서든 소설 작품을 활용
하여 언어와 문학, 문화를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작가는 시간적·공간적 배경 하에서 사건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서술하
고 인물의 삶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작품을 읽으면서 인물,
사건, 배경을 통해 그 사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리하여 인물의
성격, 행동, 생각으로부터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가치관이나 관습, 문화를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단편소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텍스트 내에 내포
한 문화 요소를 추출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구인하는 동시에 베트남 소설과 비교
하는 과정을 통하여 간문화적 소통 능력을 키우는 교수․ 학습 방안을 마련하였다.
4) 윤여탁, 『외국어로서의 한국문학교육』, 한국문화사, 2007, 제2장 참조.
5) 우한용,「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에서 문학의 효용」,『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연
구』제3집, 서울대학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도자 과정,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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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교수․ 학습 방안은 작품의 내용 및 주제를 파악하여 소설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즉, 학습자들이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뿐만 아
니라 작품에 내재한 역사․ 사회․ 문화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다는 것
이다. 또한 베트남 문학 작품과 비교함으로써 모국의 가치와 비교하여 나아가 학
습자들의 간문화적 소통 능력도 신장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사
문학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던 장은 “문학 교육을 통한 한국어
교육”이라는 주제로 열린 2003년 국제 한국어교육 학회 춘계 학술대회와 ‘한국어
교육과 문학’이라는 주제로 열린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의 제6회 한국어교육
국제학술회의이다. 이런 논의를 통해 한국어교육과 문학의 연관성이 탐색되었으며
언어 교실에서 문학 교육의 효용성이 재평가되었다. 또한 윤여탁(2003)에서는 한
국어 교육에서 문학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의사소통 교
육, 한국의 사회 문화 교육의 방향,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 교육의 지향점 등을 언
급하였다. 더불어 한국어 교육에서도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 문학으로부터 출발하
는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모색하여야 한다는 방향을 제안했다. 황인교
(2005)에서도 한국어 교육에서 이루어진 문학교육의 연구사와 변천사를 정리하면
서 언어 교실에서 차지하는 문학의 가치와 더불어 문학을 활용한 언어교육을 넘
어 문화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실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고찰하
고 그 방향을 제시하였다.
현재까지의 연구사를 검토해 보면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학 교육에 관한 연구
는 문학 작품을 통하여 언어 능력 향상 또는 문화 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들이 활
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베트남 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학교육에 관한 연
구는 아직 그 연구가 미흡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연구를 통해서 베트남 학습자에
국한하여 단편소설의 구성 즉 인물, 사건, 그리고 텍스트 안에 내포하고 있는 역
사·사회·문화 맥락을 중심으로 한국어 소설 읽기 방법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온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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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선행 연구는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외국어 교육에서 또는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학교육 연구들이다.
둘째, 외국어 교육에서 또는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학을 통한 역사·사회·문화 교
육 연구들이다.

(1) 외국어교육에서 및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학교육
외국어교육에서는 문학 작품을 활용한 교육의 위상 및 의의에 대한 연구가 오
랜 기간 진행되어 왔으나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문학에 관한 연구들은 1990년대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제2언어교육에서 외국 학자의 논저를
살펴보면 주로 외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문학은 믿을만한
자료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그 효용성을 살피는 것이며, 문학작품을 활용하는 것
이 외국어교육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문학작품이 외국어학습에서 문화적 풍
요를 보여주며 문학 작품 속에 담긴 문화 맥락은 문화 이해에 유익하다는 것에
대한 논의였다. 또 문학 작품의 선정 기준을 제시한 연구도 있다.6)
그리고 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학교육에 관련된 연구는 이전까지 거의 이루어지
지 않고 있었으며 1990년대 이후에야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연구초기에
는 문학 텍스트가 읽기 지도를 위한 자료로 주로 사용되거나 혹은 문화교육의 자
료로 활용되는 데 그쳤다.7) 또 다른 연구들은 주로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 문학의
6) R. Carter and M N. Long, Teaching Literature, Longman, 1991.
J. Collie and S. Slater, Literature in the Language Classroom: A Resource Book of
Ideas and Activit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William T. Littlewood, Foreign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Language-acquisition
research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classroo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C. Brumfit & R. Carter, Literature and Language teaching,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G. Lazar, Literature and Language Teaching: A Guide for Teachers and Train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7) 김정숙, 「담화 능력 배양을 위한 읽기 교육 방안」, 『한국말 교육』7, 국제한국어교육
학회, 1996.
권민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읽기 교육-독해 전략을 통한 효율적인 읽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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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을 밝히고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 문학 교육 방법을 제안한 연구였다.8) 그때
부터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학을 통한 한국어 교육 연구도 이루어졌다. 어
떻든지 그동안의 연구들은 주로 문학 텍스트를 활용하여 언어 능력을 신장시키고,
문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중시해 왔다.
먼저 한국문학교육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에 황인교(1998), 윤영(1999),
이성희(1999)9) 등으로 시작되었다. 황인교(1998)는 한국문학교육이 필요한 이유
와 구체적인 교육 방법을 실제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교육방법은 읽
기와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수업 중에 다양한 어휘를 해결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살펴보았고 시와 소설로 나누어 지도안을 제시하며 수업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윤영(1999)은 문학교육을 문화교육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보고 현대소설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문화와 문학교육의 관계를 설명하고 대학 부설 한국어교
육 기관의 문학교육에 속한 단편소설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았고 소설작품 선정기
준을 마련하고 한국소설 중에 <소나기>를 택하고 실제 소설 수업 모형을 보여주
었다.
이성희(1999)는 설화를 통해 외국인 학습자와 세계에 한국문화를 알릴 수 있다
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가치를 가진 설화들 중에서 공통적 보편적, 흥미 있는 이야
기를 교재로 선정할 것을 제언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여 문학교육을 활용한
문화교육의 적용 가능 장르를 넓힌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그 다음 2000년대부터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문학의 효용이나 문학교육 방법에

『한국어교육』제10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99.
조항록, 「한국어 고급과정 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화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9-2, 국
제한국어교육학회, 1998.
8) 김대행,「한국어교육과 한국문학」,『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연구』3, 서울대학교 외국
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도자 과정, 2000.
우한용,「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의 효용」,『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연
구』3, 서울대학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도자과정, 2000.
9) 황인교,「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교육(기초단계의 문학작품 읽기를 중심으로)」, 『이화
어문논집』제16집,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8.
윤영, 외국인을 위한 한국소설 교육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이성희, 「설화를 통한 한국어 문화교육 방안」, 『한국어교육』제10권2호, 국제한국어교
육학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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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들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먼저 한국어교육에서 문학의 위상과 그 교육적 가치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
였고 한국문학 교육 방법도 제안한 연구들이 있었다. 윤여탁은 외국어로서의 한국
어교육에서 문학의 위상과 그 교육적 가치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문학을
활용하는 한국어교육에서 검토되어야 할 교육과정이나 교재 구성의 문제, 특히 위
계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였다.10) 그 다음에 윤여탁 (2003, 2005)은 한
국어 교육에서의 문학의 위상을 살펴보고,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교육의 방향을 문
학을 활용한 한국어 의사소통교육, 문학을 통한 한국의 사회문화교육, 한국어교육
에서 한국문학에 대한 교육 등 세 가지로 정리하고 이들 각각에 대한 논리와 구
체적인 교수․ 학습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문학교육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바를 제시하였다.11)
김대행(2000)은 미국이 외국어교육의 국가적 기준으로 정한 5C(소통, 문화, 연
계, 비교, 공동체) 기준을 중심축으로 한국어교육에서 어떤 문학작품을 어떤 관점
에서 어떻게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인가를 검토했다. 5C 기준에 맞추
어 각각의 기준에 적합한 한국문학 작품을 선정하고 수업방식도 제시하였다.12)
우한용(2000)은 한국어교육에서 문학의 효용에 대해 소설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소설 문학이 한국어교육에 대해 기여하는 바를 풍습과 관습을 이해하는 자
료, 인간 행동의 이해, 문화적 원형의 이해 등 세 가지로 설명한다. 그리고 소설문
학의 언어 차원을 다음의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소설의 언어는 독특한 기호
학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야기 구조를 서술구조로 전달하는 것이 소설의 언
어적 소통 구조의 특징이라 하였다. 둘째, 소설 언어는 이중화된 기호학적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달 화법의 언어가 된다. 셋째, 소설의 언어는
대화성을 지향하는 언어이고 이를 통해 인간의 언어소통이 이념과 연계된다는 것
이다. 그리고 한국어교육에서 소설 언어의 구체적 활용 가능성을 첫째, 한국어 기
본 어휘 목록 자료, 둘째, 한국어 문형의 추출, 셋째, 한국어 화법의 전형, 넷째,

10) 윤여탁, 「문화교육과 한국어교육」,『한국어교육』14권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3.
11) 윤여탁, 「국내의 한국어 문학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편, 『한국어교육론』2, 한국
문화사, 2005.
12) 김대행,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학」,『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연구』3, 서울대학교 외
국인을 위한 한국어지도자과정,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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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 효과의 교육 등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교육 또는 소설교육 즉 그 문학 자체에 대한 교육
은 문학을 통한 교육에서처럼 한국어 의사소통의 유창성을 목적으로 하지만 문학
에 대한 교육과 소설의 교육이 모두 필요하다는 연구 경향이 있다. 먼저 문학에
대한 교육에서와 마찬가지로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이것은 학습
자가 모국어 교육에서 이미 습득했을 수 있지만 외국어 교육에서 다시 한 번 강
조하거나 좀 더 발전시켜 가르칠 수도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김예호(2003)는 통합교육을 위한 한국문학 교재의 선정과 문학교수 요목을 살
펴보았다. 연구방법으로 야우스의 독자 수용미학의 상호텍스트의 방법을 차용하였
다. 고급과정의 경우, 소설은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를 예로 들어 분석하
였다. 그리고 단계별 문학 교수요목과 문학반 수업 특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13)
신윤경(2007)은 5급 수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실시한 문학 수업
을 중심으로 작품 선정에서부터 실제 수업 과정과 그 결과 등을 보고하였다. 소설
의 경우,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실제 수업 계획안을 보여
주었다.14)
신윤경(2009)에서는 한국어 교육 교재에 수록된 문학 텍스트와 그것의 학습활
동을 분석하고 한국어교육에서 효과적인 문학 교수·학습을 위한 텍스트 선정 기준
과 학습활동의 구성에 있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였다.
황인교(2007)는 한국어 교육학에 있어서 그간의 문학 연구의 목적, 주체, 범주
및 내용을 정리하여 문학교육 연구의 현 주소를 살핀 후에 구체적인 연구방향을
모색하였다. 한국어교육 현장의 문학교육에서는 한국어 실러부스가 부재함을 인식
하고 그것의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연세대학교의 한국어 수업 내에서의
문학 수업을 통하여 찾아보고자 하였다.15)
그렇지만 위와 같은 연구들은 이론의 소개나 원론 수준의 범위에 그쳐 구체적
인 교육내용과 방법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상
13) 김예호, 「통합교육을 위한 한국 문학 교재의 선정과 문학교수 요목」, 『국제한국어교
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3.
14) 신윤경, 「한국문화 교육을 위한 문학수업」, 『국제 한국어교육 학회:학술대회 논문
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7.
15) 황인교, 「한국어 교육학의 문학 연구 방향」, 『한국어 교육』, 국제 한국어 교육 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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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는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방법을 제시하는 연구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외국어교육 및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작품을 활용하는 문화교육
이 부분에서는 한국 문학 작품을 활용하여 문화교육 연구에 대하여 살펴볼 것
인데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작품을 활용한 언어 교육 연구가 아니라면 주로 문화
교육연구들이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문학을 활용한 한국문화교육에 관한 논문이
활발하게 발표되었다.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문학을 활용하여 문화교육연구들은 주
로 외국어 교육에서의 문학 작품을 활용하여 문화교육의 이론을 기반으로 삼아
온다.
먼저 외국 학자들의 정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콜리와 슬레이트(Collie &
Salter)는 문학이 왜 언어 학습 과정에 유용한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문학은 실제적인 믿을 만한 자료로서 높은 수준의 언어 능력의 함양에 도움을 준
다. 초급단계의 학습이 끝나면 좀 더 높은 수준의 문장을 보아야 하는데 묘사하
기, 서사하기, 풍자하기, 비유하기 등의 언어 능력을 익히려면 신문, 광고문 등에
서 보충할 수 없는 고급스런 문장을 문학작품을 통해서 익히게 된다. 둘째, 문학
은 언어적 다양성과 풍성함을 제공한다. 문학 텍스트는 개개의 어휘나 통사적인
항목들을 잘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는 풍부한 문맥을 제공한다. 실체적이고, 문맥
화된 작품의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학생들은 문어적 자질에 친숙해진다. 학생들은
독서를 통해서 언어학적 단서들로부터 추론하는 능력과 문맥으로부터 추론하는
독해 능력을 발전시킨다. 셋째, 문학은 문화적 풍성함을 제공한다. 외국인 학습자
들은 문학 텍스트 속에서 등장인물들의 사상, 감정, 관습, 소유물 등을 발견할 수
있다. 현실감 있게 묘사된 상상적 세계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실제의 사회를 구성
하는 규범과 선입견에 대한 느낌을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 넷째, 문학은 독자의
인간적 참여를 촉진시킨다. 문학은 독자의 인간적 참여를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언어 학습과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16)
16) J. Collie and S. Slater, Literature in the Language Classroom: A Resource Book of
Ideas and Activit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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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자들의 선행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17)
윤여탁(2003)에서는 문학 작품은 언어활동의 구체적인 실현태이자 살아있는 언
어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학교육은 곧 언어 교육 자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언어 교육에 있어서 문학 교육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특히 문화교육의 측면에서 문학 텍스트 이용에 관한 연구들은 문학이 문화의
한 부분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문학이 문화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위
치와 가치를 가진다는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이선이(2003)는 박목월의 시 <나그네>를 통하여 문학을 통해 한국문화를 교육
하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문화교육의 방향을 자연환경의 이해, 역사의 이해, 생활
문화의 이해, 가치의식의 이해로 나누고 있다. 이수영(2003)은 고급 학습자를 대
상으로 하는 문화교육을 위한 시 텍스트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텍스트를 선정한 후, 문화 교육 모형에 맞춘 시 수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오세
인(2004)에서는 비슷한 방법으로 수업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1960-1980
년대의 정치와 사회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염(2003)는 번역과 비교문학의 방법을 한국 현대시교육 현장에 적용시키는
원리와 내용을 한국의 대표 시인 김소원과 중국의 대표 시인 서지마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이 논문은 기존의 강독 중심 수업을 벗어나 새로운 교육 방법인 번역과
비교문학의 방법을 제안하고 그 구체적 실현 방법을 설계했다.
노금숙(2011)은 문학교육 하는 데에 대화적 방법을 도입을 했는데 합리성과 당
위성이 부각되었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들의 문학 읽기 수준과 능력에 대한 심화
된 조사․ 분석을 통하여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문학 교육에서 대
화적 방법에 근거한 한국문학 읽기 교수․ 학습 방안을 제시했다.
주선자(2013)는 문학 읽기 과정에 대한 이해의 변화와 함께 등장한 대화이론을
고찰하고 대화로서의 문학 읽기의 과정을 논의했다. 그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중
국학습자들의 문학 읽기 양상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중국인 학습자로 하여금 한국
문학교육을 통해 문화지식을 함양하고 간문화적 능력을 제고하게 하는 한․ 중 소
설 비교를 통한 문화 교수․ 학습 방안을 제시했다.
17) 윤여탁, 「한국어 문화 교수 학습론」, 박영순 편, 『21세기 한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
제』, 한국문화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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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들은 일반적인 이론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수․ 학습 내용과 과
정, 방법 등을 통합적으로 제시하였지만 대부분이 문학 중심이 아닌 언어 중심,
문화 중심의 연구라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단편소설의 구성을 활용한 소설 읽기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
대상 텍스트는 단편소설의 구성 및 내용 측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6편의 소
설 작품을 선정하였다. 즉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1924), 주요섭의 <사랑손님
과 어머니>(1935),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1936), 김유정의 <동백꽃>
(1936), 채만식의 <치숙> (1938) 그리고 하근찬의 <수난이대> (1957) 이다. 이
작품들은 모두 국어 교과서에도 수록된 작품들이며 한국어 교육에서 가르칠 만한
작품으로 선정된 작품들이다.18)
18) 윤여탁,(1999)에서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가르칠 만한 한국 현대 소설을 다음과 같이 제
시하였다.
작품
사랑손님과 어머니
소나기
동백꽃
봄봄
눈길
운수 좋은 날
메밀꽃 필 무렵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학

작가
주요섭
황순원
김유정
김유정
이청준
현진건
이효석
조세희
황순원

김대행(2001)에서는 한국의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에 실린 주요 작품들을 대상으로 외국
인 학습자들에게 가르치기 적합한 문학작품의 목록을 작성했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작품
사랑손님과 어머니
운수 좋은 날
상록수
메밀꽃 필 무렵
동백꽃
태평천하

작가
주요섭
현진건
심훈
이효석
김유정
채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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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베트남 대학의 한국어과에서는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 가장 많
이 가르쳐지고 있는 작품이고 나머지 작품들은 베트남 학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사한 역사 배경과 사회 배경을 지닌 작품들이거나 베트남 소설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학습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폭을 확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
하였다.
연구 대상 작품을 모든 단편 소설로 선정한 이유는 단편 소설은 학생들에게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읽힐 수 있으며 교사들에게는 비교적 짧은 문맥 속에서 문학
적 요소를 검토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즉 단편 소설
에는 문체, 배경, 인물, 플롯, 어조와 분위기, 시점, 주제 등 여러 가지 구성요소가
겹쳐 있으며, 교사들은 주어진 요소들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 또는 여러 작품을 선
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19)
현재 베트남의 각 대학기관에서 개설된 한국문학이라는 과목은 주로 3·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3·4학년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이 중, 고급 수
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문학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의 연구 대상 학습자는 현재 베트남 호치민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4학년 재학생들이다. 이 학습자들은 4-5급(중․ 고급)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
할 수 있는 학습자들이다. 따라서 이 학습자들이 한국어 소설을 읽을 수 있는 능
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연구자는 현재 베트남에서의 ‘한국문학’ 교육의 실태와 학습자들의 한국어 소설
읽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설문지 조사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다음 호
치민 인문 사회 과학대학교 4학년 재학생들에게 6편의 단편소설을 읽고 감상문을
쓰도록 하였다. 조사 일정 및 조사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소나기
등신불
오발탈
광장
토지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무진 기행
선학동 나그네

황순원
김동리
이범선
최인훈
박경리
조세희
김승옥
이청준

19) Rodrigues, R. J., & Badaczewski, D., 박인기․최병우․ 김창원 역, 『문학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박이정, 2001, pp.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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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조사에 참여한 학습자의 인적 사항
일시
2012년 6월

표본
호치민시 소재 호치민 대학
한국학과 대학생 5명

활동
인터뷰

하노이 소재 하노이 외국어 대학
한국어학과 대학생 37명
2012년 7월

설문지
호치민시 소재 호치민 대학
한국학과 대학생 38명

2012년 9월

2012년8월~11월

2013년 4월

하노이 외국어 대학, 호치민 대학, 다낭 대학
한국문학 과목 교사 3명
호치민 대학 및 다낭 대학
한국학과 및 한국어 학과 대학생 59명
호치민 대학 50명

설문지

소설 읽고 감상문 쓰기

소설 읽고 감상문 쓰기

실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하여 베트남 학습자들이 한국어 소설을 읽는 과정
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및 양상들이 무엇인지 파악했다. 학습자들의 답변에 따르
면 한국어 소설을 읽을 때 가장 힘든 부분은 인물의 심리, 성격을 파악하는 것임
이 드러났다. 그 다음으로 힘든 부분은 작품 내에 내포된 문화 요소들을 파악하는
것이라 하였다. 학습자들의 이해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6 편의
단편 소설을 읽은 다음 감상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학습자에게 작품을 읽으면서
인물, 사건 또는 작품에 나타난 역사·사회·문화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도
록 요구하였다. 학습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도록 모국어인
베트남어로 쓰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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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 대상 자료
작품

자료수

1.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

25 편

2.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21 편

3.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9 편

4. 김유정의 <동백꽃>

61 편

5. 채만식의 <치숙>

24 편

6. 하근찬의 <수난이대>

50 편
190 편

II장에서는 학습자의 소설 이해 양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상응한 방안
을 마련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구축했다. 우선 베트남에서의 문학 교육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현재 실행되고 있는 교육과정과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살펴보았
다. 그 다음 한국어교육과 간문화적 의사소통에 관한 이론과 한국어 교육에서의
비교문학이론을 살펴봄으로써 그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III장에서는 베트남
학습자들이 6편의 작품을 읽고 쓴 감상문을 분석하여 소설 이해 양상을 살펴보았
다. 이 과정에서는 학습자들이 느낀 점,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읽으면서 장애가 되
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IV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하였다. 그리고 그 교육적 의의는 주로 소설 텍스트 의미 이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사회 문화적 이해 능력의 증진에 두었고 이는 궁극적으로
학습자들의 간문화적 이해능력 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에 주안을 둔다.
학습자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설의 언어적 측면을 고
려하여 텍스트 심미적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국어 의사소통 활동을
제시하였다. 또한 작품의 인물, 사건, 배경 그리고 문화 요소를 중심으로 보고 학
습자들이 작품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는 활동을 마련하고자 하는 입
장에서 비교문학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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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베트남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소설 읽기의 교육적
기반
1. 베트남 학습자의 한국어 소설 읽기 교육 실태
(1) 베트남의 문학교육 현황

① 베트남 대학의 교육과정
베트남에는 2013년 말 기준으로 총 13개의 4년제 정규 국립 대학교와 사립 대
학교에서 한국학과, 한국어학과가 개설되어있다. 문학수업은 ‘한국문학’ 또는 ‘한
국현대문학’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노이 외국어 국립 대학교, 다낭 대학교,
호치민 인문사회과학 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문학은 다른 과목에 비해 수
업 진행 비중이 적고 그 중요성 또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우선, 하노이 외국어 국립대학교 한국어과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 1.2.3.4, 한국어 언어학, 실용 한국어,
한국어 형태론, 한국어 한자, 간문화 대화, 사
한국어학

회 언어학, 경제 한국어, 재정·금융 한국어, 사
업·경영 한국어, 관광·접대 한국어, 의학 한국
어, 법률 한국어, 사무용 한국어, 문화 예술 한
국어, 건축 건설 한국어, 통신전자 한국어.
외국어 통·번 역 이론, 한국어 번역, 한국어 통

한국어 통·번역

역, 전문 한국어 번역, 전문 한국어 통역, 통·번
역 업무 기능, 고급 통·번역, 번역본 평가론, 드
라마 번역, 신문기사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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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 동양 문화학, 한국역사, 한국 사회학,
한국 경제 정치학, 한국학, 한국 전통 문화학,
한국 현대 문화 및 한류, 한-베 대화문화, 한국
한국학과목

경영 문화, 한국법률입문, 한국과 북한, 전문한
국어 입문, 관광·접대 한국어, 관광지리학, 한국
문화지리학.

한국문학

한국문학

위에 있는 표를 보면 현재 하노이 외국어 국립대학교에서는 한국문학 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4학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총 수업시간이 45시간이
다. 그 중에서 40시간은 강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5시간은 자율학습시간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은 베트남에서 최초로 한국학과를 설치해 제일 긴 역사를 거친 호치민 인
문사회과학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 듣기, 한국어 말하기, 한국어 읽기, 한
한국어학

국어 쓰기 및 문법, 한어-한국어, 베트남어-한
국어 비교언어, 한국어 통·번역론.
한국학입문, 한국지리입문, 한국사, 한국문화사

한국학

회학, 한국경제, 한국정치, 한국의 국제관계 및
외교정책, 한국 경영문화, 한국 기업문화, 한국
대중문화, 한국 전통 예술, 한국사회.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수법.

한국문학

한국문학.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교에서도 한국문학 과목이 총 45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40시간은 강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5시간은 자율학습시
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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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낭 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 읽기, 한국어 듣기, 한국어 말하기, 한국어 쓰
한국어학

기, 대조 언어학, 한국어 언어학, 과학기술 한국어, 경제
한국어, 한국어 번역 실습, 한국어 통역 실습.

한국학
한국문학

한국문화문명
한국문학사, 한국문학.

다낭 대학교에서는 한국문학 과목은 주로 한국문학사와 한국문학 과목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각 과목을 다룬 시간은 총 60시간이다.
위 3개 학교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한국문학 과목은 전체 이수학점의 72점(호
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의 경우) 또는 131점(하노이 외국어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
에서 3학점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베트남의 한국어교육에서는 아직
문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② 베트남의 문학교육 교재
현재 베트남에서 한국문학 수업을 하는 데에 쓰이는 문학 교재를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 베트남에서의 한국문학 수업은 통일된 교재 없이 교사 개인의 임의적
선택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사 결과 한국문학의 기본 장르 및 대표적인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었는데 산문, 시, 구비 문학, 고전 문학, 현대 문학 작품 등
이 있었다.
한국문학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각 대학에서의 문학교육은 한
국어 대표적인 작품을 통하여 한국 문학에 대한 기본 지식 제공 또는 작품을 이
해한 것을 기반으로 한국인 또는 한국 사회·역사·문화에 대한 인식을 세련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베트남의 한국 문학 교사들은 대부분 한국 문학 전공자가 아니기
에 한국문학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없이 주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교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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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1. Nguyen Long Chau, 『한국문학 입문서』,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교 출판부,
1996.
2. Tran Thuc Viet, 『Korea 문학』, 베트남 국립대학교출판사, 2006.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교와 같은 경우 다른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교
재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영어로 번역된 교재를 참고해서 수업을 준비하
고 있다. 한국문학 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참고하고 있는 책은
다음과 같다.
1. Cho Dong Il 1997: Korean Literature in Cultural Context and Comparative

Perspective. Seoul: Jipmoondang.
2. Cho Oh Kon 1988: Traditional Korean Theatre. Berkeley: Asian Humanities
Press.
3. Kim Hung Gyu (Robert J. Fouser translate) 1997: Understanding Korean

Literature. Amonk, N.Y.:M.E.Sharpe.
4. Kim Ki Chung 1996, An Introduction to Classical Korean Literature: From

Hyangga to P’ansori. Amonk, N.Y.:M.E.Sharpe.
5. Kim Yoon Shik (Jang Gyung Ryul translate) 1998: Understanding Modern

Korean Literature. Seoul: Jipmoondang.
6.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SCO (edited) 2003: Korean literature:

Its Classical Heritage and Modern Breakthroughs. Hollym. Elizabeth. NJ.
Seoul.
7. McCam, David R. 1988: Form and Freedom in Korean Poetry. Leiden: E. J.
Brill.
8. Peter H. Lee (edited) 2003: A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9. Sym Myung Ho 1982: The Making of Modern Korean Poetry: Foreign

Influences and Native Creativity. Seoul: SNU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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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학작품을 선정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베트남의 한국문학 수업은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없
이 교사 임의로 선정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논문에서는 학습
자들의 읽기 특성과 소설교육의 의의, 작품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앞서 연구대상
작품을 선정한 6편 단편소설을 문학 수업에서 가르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6개의 문학 작품들은 베트남 문학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비교문학 방
법을 작용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베트남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소설 읽기 교육의 필요성
① 교재에 수록한 한국 현대소설의 목록
먼저 한국어 수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에 수록된 문학 작품을 살펴보면 현
재 하노이 외국어국립 대학교, 다낭 외국어대학교 또는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
교에서 뿐만 아니라 거의 베트남의 각 대학에서는 주로 경희대학교, 연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의 교재로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경희대학교의 교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의 읽
기 교재를 참고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각 교재에 수록한 한국 소설 작품은
많지 않다. 경희대학교 <한국어 고급 I>, <한국어 고급 II> 에는 현대소설 작품을
수록되지 않았으며, 연세대학교 <연세 한국어 읽기5> 및 서울 대학교 <한국어6>
에서는 2편의 현대 소설 작품, 조경란의 <풍선을 샀어>, 박완서의 <겨울 나들이>
이 수록되고 있다. 또한 현행 각 대학에서 한국문학 교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르
치고 있는 작품은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그리고
황순원의 <소나기>이다. 그 중에 황순원의 <소나기>와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이 제일 보편적이다.
위와 같은 작품 외에는 수업 중에 공식으로 소개하거나 공부하는 작품들은 없
는 형편이다. 대체적으로 보면 학습자들이 한국문학과 접하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접할 수 있는 작품들을 잘 활용한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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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습자의 선호도
연구자는 현재 한국문학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호치민 대학 35명 또는 하노이
외국어대학 35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의 내용
은 주로 학습자들은 한국문학 수업을 수강하는 데에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무엇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실태
를 설문조사 한 것이다. 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문학과목을 수강하고 있는데 수업을 하면서 한국문학의 장르 중에 어
떤 장르에 대하여 관심을 많은가 하는 질문에 91%의 학습자들이 한국 현대소설
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답했다.
<표3> 베트남 학습자의 한국소설에 대한 관심도
인원

비율

매우 많다

30

43.06%

많다

35

48.61%

보통

6

8.33%

많지 않다

0

0%

없다

0

0%

위의 표는 베트남 학습자들이 한국어 소설에 대한 관심도이다. 이에 따르면 대
부분 학습자들이 한국 현대소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이
‘매우 많다’와 ‘많다’로 대답한 학습자들이 92%을 차지했다. 외국어 교육에서 학
습자의 재미나 흥미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요소를 활용하여 수업을 하면 그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소설을 활용하는 것은 베트남 학습자들
이 동기 유발에도 효과적인 것을 보아낼 수 있다.
둘째, 설문조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소설에 대하여 학습자의 구제적인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학습자에게 인터뷰를 실시했다. 다음은 한국 문학 중에 왜 한국
현대 소설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학습자의 답변이다.

제가 원래 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편입니다. 수업 시간 외에 틈이 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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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가끔 소설이 아니라 한국어로 서술한 글을 읽곤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택할 수 있으면 저는 현대소설 같은 것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문학
수업 중에 <운수 좋은 날>이라는 작품을 배웠는데 좋았습니다. 이야기가 있으
니 흥미롭고 잘 읽었습니다.

<예비실험-인터뷰-학습자1>20)

다음은 한국문학 읽기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는 70% 이상의 학습자들
이 ‘작품의 내용 파악하기’ 와 ‘작품을 읽고 나서 한국문화에 대해 이해하기’로 답
하였다. 이는 베트남 학습자들이 한국문학을 읽는 것이 언어 능력 향상만을 목적으
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그들은 한국 문학을 읽음으로써 일차적으로
작품의 내용을 파악하고 나아가 작품 안에 내포하고 있는 문화 요소들을 찾고 이
를 이해함으로써 문화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대부분 베트남 학습자들
은 한국문학 독서 목적을 한국문학 또는 한국문화의 이해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한국문학 읽기 목적에 관한 학습자의 인터뷰내용을 전시한 것이다.

저는 한국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서양문학 작품도 찾아 읽었습니다. 사실은
외국문학 작품 읽는 것이 그 나라 사람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가 된 것 같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베트남 우리나라 사람이랑 그 나라 사람의
반응이 다릅니다. 즉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하여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비
실험- 인터뷰-학습자2>

넷째, 한국어 문학을 읽을 때 어떤 요소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이 제일 어려운
가 하는 문제는 언어 측면, 소설 구성, 전체적인 내용 파악, 문화요소 파악 등 4
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인물 이해와 사건 인식이 학습자
에게 제일 힘든 부분으로 나타났다.

20) 베트남어로 진행했고 이 자료는 번역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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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베트남 학습자들의 한국어 소설 읽기 중 관심영역(복습응답)
인원
언어 이해

16/75

역사·사회·문화요소 이해

36/75

전체적인 내용 파악

28/75

인물, 사건 인식

21/75

총

75명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베트남에서는 대부분 한국 문학 전공자가 아
닌 한국어 전공자들이 한국 문학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학습자도
수업 만족도가 높지 않으며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제공되길 원하고 있는 실정이
다. 현재 베트남에서 한국 문학 수업은 작품을 강독하고 분석하고, 문화요소를 중
심으로 한국 문화 및 베트남 문화를 비교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하여 학습자들에게 현재 쓰이고 있는 방법 외에 새로운 소설 읽기 방법이 필요하
다고 생각하는가하는 질문에 50%이상의 학습자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표5> 한국어 소설 읽기 교육 방법 요구도
인원

비율

너무 필요하다

27

37.50%

필요하다

40

55.56%

보통

4

5.56%

필요하지 않다

1

1.39%

전혀 필요하지 않다

0

0

위의 표를 보면 새로운 소설 읽기 방법이 필요한가 하는 질문에 필요하다로 답
하는 학습자가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현재의 교수·학습 방법이 학습자를 만
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따라서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이 필요한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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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5가지 질문에 대한 학습자의 설문조사와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 베트
남 학습자를 위한 문학교육 방법의 개발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
에서는 간 문화적 의사소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베트남 학습자를 위한 한국 소설 읽기 교육의 이론
(1) 소설 읽기와 한국어 의사소통 이론
➀ 소설 읽기와 한국어 의사소통
앞의 연구사에서 살펴보았듯이 콜리와 슬레이트(Collie, J. &

Slater, S.,

2002)에서는 문학 작품이 왜 외국어 학습 과정에 유용한가를 설명하였다. 이는
문학작품을 활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긍정
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초급 단계에서 문학 작품을 활용하여 가능한 학습 형태로 언어 기반적 접근
(Language-Based Approach)이다. 특정 어휘나 문법 지도에서부터 문체 연구를
통한 시대적 흐름을 알아내는 것에 이르기까지 문학을 통해 언어적 정보를 학습
하는 모형이다. 교사는 이와 같은 언어 기반적 접근을 통해 학습자들이 다양하고
구체적인 언어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문학 작품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소설은 학
습자의 어휘 능력을 함양하는 데에 효과적인 자료가 된다. 또한 중·고급 단계로
올라가 이야기가 있는 소설을 통하여 맥캐이(McKay)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학습
자들은 읽기 활동을 즐기게 됨으로써 문학 자료와 독자인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에
다양한 동기가 증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읽기 능력이 증진된다.21) 소설의 텍스트
는 문학의 다른 갈래에 비해 언어적 다양성을 지니고 있고, 언어가 운용되는 실제
맥락을 잘 구현하고 있으며, 언어적 소통구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텍스트로서 의
사소통 교육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학습자들은 소설 텍스
트를 학습하게 되면 다양한 언어 자원 및 실제적인 맥락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21) Sandra McKay, Literature in the ESL Classroom, in C.J Brumfit, R.A Carter(Ed),
Literature and Language Teaching,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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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하여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즉 읽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소설 텍스트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이 사고하고, 행동으
로 실천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인간 행동을 이해하게 하고, 또한
소설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즉 풍속과 관습을 이
해하는 자료가 되고 다음으로 소설은 작품 속에 나타나는 상징이나 원형을 문화
차원까지 문화적 원형의 이해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독자는 소설 텍스트를 통해
다양한 측면을 고찰할 수 있어 나아가 읽기 능력이 향상시킬 것의 결과로 목표
문화에 대한 이해도도 심화될 것이다.22) 이 주장에 대해서 콜리와 슬레이트
(Collie & Salter)도 언급했다. 콜리와 슬레이트에 따르면 문학작품에서 문화적
풍부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단편소설의 세계는 창조된 세계이지만 많
은 사회적 배경을 가진 인물들이 작품 속에서 생생하고 충실하게 묘사되는 문맥
을 제공한다. 독자들은 그런 작품들 속에서 등장인물들의 사상, 감정, 관습, 소유
물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작품 안에 형상화된 인물들의 속하고 있는 문
화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의 핵심은 학습자들의 언어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목표문화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두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소설 읽기와 의사소통
능력 향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문화 능력 향상시키는 것이다.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한 한국어교육에서 문학을 교육 제재로 가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학 작품을
활용하여 의사소통 능력 함양하는 그 효과도 인정을 받았다. 읽은 다음에 문학 작
품 읽기와 병행하여 토론이나 글쓰기와 같은 언어활동을 하거나 문학의 속성에
대한 학습 활동, 작품의 주제나 등장인물에 대한 비평 활동 및 학습자의 체험과
결부시키는 내면화 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의사소통 활동을 할 수 있다.23) 그러
한 바탕으로 학습자들은 문화 지식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➁ 소설 읽기와 간문화적 소통
이 부분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의 소설 교육과 간문화적 소통에 대한 논의를 할
22) 우한용,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에서 문학의 효용,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연구』
3, 서울대학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도자 과정, 2000.
23) I. C. , Fontas & G. S., Pinnell, Guiding Readers and Writers, Heineman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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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외국어교육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일반 문화 지식
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의 심층적인 요소들 즉 사고방식, 신념, 가치
관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논문의 연구하는 대상인 소설 교육의 측면에서 보면 소설 읽기 활등을 통하
여 학습자들은 간문화적 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현대소설은 등장
인물의 대화나 행동을 통해 인간의 다양한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한
다.24) 따라서 외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의 현대소설 내 등장한 인물과 작품에 나타
난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한국인의 삶과 정서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소설의 읽기는 이해와 표현, 사실 및 가치의 파악과 체험, 인지적인 것과 정서
적인 것 등이 통합된 활동이25)기 때문에 소설의 텍스트를 통해 역사의식과 사회
의식이 점철된 삶의 총체성을 이해하고 세계관의 동력적 투시가 가능하게 된
다.26) 그리블(Gribble)은 『문학교육론』에서 소설을 비롯한 문학작품이 치열한
삶의 현장을 이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독자나 교사가 자신의 삶과 연계 지을 때
곤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문학 작품이 독자와 문학 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매력적이면서도 거북스러운 것
은 문학과 삶의 연관성에 대한 문제인 것 같다. 「죄와 벌」,「네 개의 4중주」등
을 읽거나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관람할 때 나는 여러 가지로 감동을
받게 되고 통찰력을 경험하며 전보다 더 알게 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허구적 인물
들의 삶에 연루되곤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험․지식․느낌․연루감을 일상생활의
경험․지식․느낌․연루감에 연결시키려 할 때, 나는 곧 좌절되고 확신을 잃게 된다.27)

또한 소설은 인물, 사건, 공간, 이미지 등을 언어를 통해 형상화함으로써, 어떤
지적·정서적 경험, 사상 등을 추체험하게 하고, 인식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독자들은 소설을 읽고 나서 인물을 통하여 한국인의 삶과 정서를 간접적
으로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작품의 사건, 배경, 주제, 문화요소 등을 통하여 한국
역사·사회·문화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24) 임경순, 『문학의 해석과 문학교육』, 역락, 2003, p.161.
25) 최시한, 「소설 읽기지도 방법의 모색」, 『국어교육』 116권, 한국어교육학회, 2005, p.493.
26) 우한용 외, 『소설교육론』, 평민사, 1993, p.73.
27) James Gribble, Literary Education, 나병철 역, 『문학교육론』, 문예출판사, 1987,
p.8 우한용외, 앞의 책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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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을 읽을 때 독자가 어떤 정신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 해야 하는지를 사건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동을 간추리면서 그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
(정보)들을 알아내고 모은다. 이것들이 사건의 원인이나 배경을 이루기 때문이다.
둘째, 인물의 심리와 욕망에 관해 상상하고 추리한다. 사건은 대부분 그 주체인
인물의 심리적 동기 혹은 욕망에서 발생하며 그것과 무엇 간의 갈등에 의해 전개
되고 의미를 지니게 되는 까닭이다. 셋째, 행동들 혹은 사건들을 본래 일어난 시
간에 따라 정리하고 결합한다. 또한 인물 중심으로 모으고 해석한다. 그와 함께
여러 하위사건들을 결합하고 수렴시켜 점차 전체 이야기의 상부 혹은 심층에 핵
심 사건들을 수렴한다. 그 과정을 자세히 묘사해보면 먼저 첫째 텍스트의 이해는
사전 지식(preunderstanding)을 가지고 출발한다. 둘째, 전개되는 이야기에 몰두
한다. 셋째, 디테일이 아니라 전체의 얼개를 먼저 본다. 넷째, 이야기, 인물의 관
계, 무대 연출 등을 재구성하면서 본다. 다섯째, 문화적으로 본다. 그러한 과정들
의 수행 양태로 본다면 개인적인 행위이지만 이중적인 의미에서 텍스트 연관성을
지닌다. 하나는 개인 내적인 독서경험의 축적과 관련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개
인의 독서 체험이 소설 외적인 텍스트와 관계를 맺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텍스트
연관성이다. 소설을 통해 이전의 사고방식이나 감수성을 수정하고 재의미화하는
가운데 문화적인 역동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소설이 한 사회의 문화적인 장치로
자리를 굳하게 되고 그 사회의 상상력의 개방성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복잡한 과
정을 통하여 학습자는 본인의 소설에 대한 분석, 생각을 가질 것이다. 외국인 학
습자들은 외국어 문학 작품을 읽을 때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 그 과정에 결과로는
목표어 된 문학에 대한 분석, 생각과 함께 목표문화에 대한 생각 및 인식이 있다.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모국문화 또는 모국문학과 비교하여 간문화적 성장
이 일으킬 것이다.
특히 문화적으로 심하게 차이가 나는 외국어 텍스트의 경우에 특수한 목표 문
화의 여러 스키마가 모국어 문화 공동체의 그것과 다른 어려움을 유발시키는 요
인이 될 수 있다. 그 결과 학습자는 텍스트 의미를 문화적으로 부적절하게 재구성
할 가능성이 있다.28) 반면에 문화적으로 심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외국어 텍스트
의 경우에는 학습자에게 외국어 텍스트 이해하는 데에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
28) 송휘재, 「외국어 문학 텍스트의 이해를 위한 읽기 교수법 전략」, 『외국어로서의 독일
어』Vol. 11, 한국독일어교육학회, 2002, p.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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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어교육에서 비교문학의 이론
독일에서 기원한 비교문학은 18세기에 프랑스로 건너가 그 다음 비교문학에 대
한 이론적 정립은 주로 프랑스에서 이루어졌고, 이러한 경향은 1950년대까지 세
계의 비교문학을 주도하게 된다. 프랑스의 비교문학 학자들은 비교문학을 국적이
다른 작가나 작품 사이에 존재하는 사실의 상호관계를 밝히는 것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영향 연구가 비교문학의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 비교문학에 대한 정의가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하나 들면 “비교문학이란 문학을 인간 정신의 특
징 가능성으로서 보다 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 비평과 철학을 통해 언어 간
의 그리고 문화 간의 문학 현상의 분석적 기술, 조직적이며 분화적인 비교와 종합
적 해석을 의미한다.”29)라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비교문학은 부동(不同)한 민족의 문학을 비교․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발전을 하게 되어 19세기 후반에 와서는 하나의 학문ㅜㅜㅜ으로 정립되어,
세계적인 문학연구방법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형성된 것이 문학적 영향과 사
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극히 제한된 문학과 문학 간의 비교를 중요시하는 전통적
인 프랑스 비교문학이다. 1958년 미국의 웰렉은 프랑스의 전통적 비교문학에 대
해 위기의식을 나타내면서 유사성과 차이점을 대비 연구하는 일반 문학적 방법론
을 제창하면서 미국학파를 형성하였다.
비교문학에서 유사성의 대비 연구란 “작품과 작품 간의 비교에서 어떤 유기적
인 영향관계를 상정하지 않더라도 그 유사현상을 선택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인간
의 사상이나 감정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대비연구는 결국 세계 각국의 유사한 문
학적 소재, 모티브, 이데아 등과 같은 것이 그 연구 대상이 되기도 한다”.30) 문학
의 유사 현상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의 보편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대비 연구의 존재 이유가 된다.31) 반드시 영향관계를 상정하지 않고서라도 문학
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대비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사람의 호응을 불러
일으켰으며 비교문학의 영역을 크게 확대시켰다.
비교문학 연구는 작품의 교류, 다시 말하면 수수관계에서 시작된다. 이런 관계
29) 이혜순, 『비교문학』, 중앙출판, 1984, p.10.
30) 김학동,『비교문학론』, 새문사, 1983, p.56.
31) 김학동, 위의 책, p.5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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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립되면 거기에는 영향 관계가 발생한다. 바꾸어 말하면 비교 문학은 영향관
계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이론에 의하여 비로소 학문으로 확립되었지만 오
늘날 비교문학의 새 동향은 유사성을 대비하는 평행연구가 더 활발하다32).
동․서양을 막론하고 19세기 이전에도 서로 다른 나라의 문학을 비교하는 연구
경향이 이미 있었지만, 두 나라 이상의 문학을 비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교문학이라는 문학 연구 방법은 19세기 주로 프랑스에서부터 시작되어 20세기
에는 ‘영향(발신자)’, ‘수용(수신자)’, ‘중개자’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방띠겜(P. Van
Tieghem), 까레(J. M. Carré), 귀아르(M. F. Guyard) 등 문학 연구자를 거치면서
크게 발전하였다.
미국학자 쇼우(J. T. Shaw)는 의미 있는 영향은 반드시 내재된 형식으로 문학
작품에 표현된다고 하였다. 즉 그것은 문체, 정서, 인물형상, 주제 혹은 독특한 수
법 품격으로 나타날 수 있고 구체적 작품에 반영된 내용, 사상, 관념 혹은 총체적
세계관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민족주의에 바탕을 두고 이렇게 시작된 비교문학이라는 문학 연구 방
법론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➀ 동일한 주제의 각국 문학에서의 발현 방법을 비교․해설․평가한다.
➁ 문학의 양식이나 각 장르의 형식, 발전의 과정을 각국 문학 속에서 찾아 거
기서 작품의 가치 판단, 문학 사상의 위치 결정을 한다.
➂ 특정 작품의 기원이나 유래를 타국의 문학 중에서 찾아보고 또 그 작품이
다른 문학에 준 영향을 연구한다.
➃ 특정 작가나 작품을 포함한 운동이나 주의 주장의 횡적 단면을 세계 문학의
시야에서 부각시킨다.

33)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어교육에서 비교문학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문학 교육에서 비교 대상이 되는 문학 작품은 각각의 문학
사에서 대표적인 정전(正典, canon)34)에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학습자의 자국
32) 조동일,「비교문학의 방향전환과 서설」,『한국문학과 세계문학』, 지식과 산업사,
1992, p.9.
33) 윤여탁, 「비교문학을 적용한 외국어로서의 한국 현대 문학 교육 방법」, 『한국언어문
화학』6-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09, pp.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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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학 작품은 문학사에서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되어 초․중․고등학교의 문학교
육에서 교수학습되어야 하며, 한국문학 작품의 경우에도 한국문학사에서 대표작
으로 평가되는 작품이어야 한다. 그 이유는 한국어 학습자가 자국 문학교육을 통
하여 습득한 문학 지식이나 문학 해석 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목표 언어인 한국어
로 표현된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계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선정된 작품 중에 언어적 표현이나 문화적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있
어야 된다. 한국어교육의 일차적인 목표인 한국어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이 기 때문
에 언어 측면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문화에 대
한 인식 확장을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작품 내에 내포하는 문화 요소는 한국의
대표적이거나 한국인의 정서,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을 선택해야 한다.

(3) 한국어교육에서 간문화적 의사소통 이론
간문화적 의사소통이라는 개념은 1959년 홀(Hall)의 저서인 『침묵의 언어(The
Silent Language)』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는 간문화적 의사소통을 “다른 문
화의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35)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사모바와 포터(Larry
Somovar & Richard Porter)는 “문화 간 의사소통을 어떤 문화의 일원이 다른 문
화를 수용하기 위해 메시지를 생산할 때 일어난다.”라고 하였다. 즉 사모자와 포터
의 간문화적 의사소통 정의는 “문화 인식과 상징이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개조할 만
큼 상이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함축한다.”라고 보며 홀의 정의를 확장하였다.
그 외에 스피즈버그와 쿠파치(Spitzberg & Cupach)도 간문화적 의사소통에 대
한 정의를 내렸다. 그의 따르면 간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은 ‘주어진 맥락에서 원하
는 대응을 얻을 수 있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행동 능력’36)이라고 하였다.
또는 ‘문화간 의사사통의 도전적인 요소들(예를 들어, 문화적 차이와 문화의 생소
함, 집단 내 관계, 스트레스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개인의 내적인 역량
34) Thomas, Mclaughlin, Critical terms for literary study, 김종갑 역, “정전”, 문학연구를
위한 비평용어(프랭크 랜트리키아외 공편), 한신문화사, 1994, pp.303~325.
35) 에드워드 홀, 최효선 옮김, 『침묵의 언어』, 한길사, 2000
36) Chen G. & Starosta W. J., Foundations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llyn and
Bacon, 1998, p.24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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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bility)’37)이라고 보았다. 즉 간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사람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적합하고 효과적으로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 지식에 따른 행동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본다.
외국어교육에서 간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은 목표어 능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간문화적 의사소통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자 중에 대표적인 연구자는 바이럼
(Byram)이다. 바이럼은 간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을 ‘간문화 능력’이라고 말했다.38)
그는 당사자가 다른 문화권의 구성원들과 모국어로 상호작용할 때 간문화 능력만
이 요구되는 능력이라면, 간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은 그보다 상위 개념이며 당사자
가 다른 문화권의 구성원들과 외국어로 상호작용할 때 요구되는 능력이라고 보았
다. 바이럼은 간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을 언어적 능력, 사회언어적 능력, 담화능력
과 간문화 능력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표6> 바이럼의 문화 능력 요소39)
기술(savoir comprendre)
(해석하고 연관할 수 있
는 기술)
지식(savoirs)
(자아 및 타인에 대한 지
식, 개인적 및 사회적 상
호작용에 대한 지식)

교육(savoir s’engager)

태도(savoir

être)

(정치적인 교육, 비평적

(자아 및 타인 판단

문화의식)

적인 태도)

기술(avoir apprendre/faire)
(발견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술)

위 표에서 나열한 바와 같이 바이럼은 4가지의 간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
을 주는 요인으로 4가지가 있다고 한다. 전제 조건인 태도(savoir être, 자아 및
37) Kim Y.Y.,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A Systems-Theoretic View”,
in S. Ting-toomey and R. Korzenny, eds., Cross-Cultur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age, 1991, p.259, L. Samovar, R. Porter, McDaniel E.,
Communication Between Cultures, 6-th Ed., Thomson 2007, p.314 재인용.
38) M. Byram, Teach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London: Multilingual Matters, 1997.
39) 불어로 구분 된 이유는 영어 원서에도 불어 별기되어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도 불어를
유지하기로 했다.

- 30 -

타인 판단적인 태도), 지식(savoirs, 자아 및 타인에 대한 지식, 개인적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지식), 기술(savoir comprendre, 해석하고 연관할 수 있는 기술,
savoir apprendre/faire, 발견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술)과 교육(savoir
s’engager, 정치적인 교육, 비평적 문화의식)이 그것이다.
이 논문에서 간문화적 의사소통은 목표어로 이루어지는 국가 수준-즉 베트남과
한국-에서의 서로 다른 문화의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이라고 본다. 다른 말로 하
자면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보아 이 논문에서는 간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개
념을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소통과정에서 주어진 상황에 맞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수행하는 언어적·행동적 능력뿐만 아니라 목표어의
문화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하는 능력이라고 본다.
이 연구에서도 간문화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보되, 그의 일
부인 간문화 능력 신장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그리고 이 논문의 궁극적인 목표로인 베트남 학습자를 위한 간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을 중심으로 한 소설 교육이기 때문에 간문화적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한 교
수·학습 방법이 요구될 것이다. 위의 각 학자들의 간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에 대하
개념을 정리하고 간문화적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교육 방법에 대하여 생각하자면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언어․문화 통합 교육의 체계적인 기반
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지적인 측면과 더불어 과거에는
경시되었던 행위적인 측면과 정의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한국어 교육을 확보해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교육방법은 학습자가 가치관이나 신념의 차이로 인해 발생
한 문화적 충돌을 상대방 문화를 존중하면서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수행할 수 있
는 데 최대화하고 효과적이다.

3. 베트남 학습자를 위한 소설 읽기 교육의 의의
(1)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
외국어교육에서는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
다. 따라서 외국어를 교수-학습함에 있어 일상의 언어나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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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중심으로 언어교육을 하듯이 문학의 언어나 문학 작품에 형성된 상황을 활
용하여 언어교육을 할 수 있다. 이처럼 문학 작품이 외국어교육에 활용되는 의도
적으로 조작된 제재의 일상 언어나 일상 상황보다 더 현실적이고 실감 있는 언어
와 상황을 보여준다.
우선 학습자들은 문학 작품의 언어를 배움으로써 품위 있는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다. 즉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학습하는 생활 한국어의 수준을 넘어 보다 고
급스러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문학의 언어가 고급스러운 언
어, 한국어의 묘미(비유나 상징, 속담과 같은 관용적 표현 등)를 간직한 언어, 한
국문화(언어 예절이나 관습 등)를 반영한 어법을 보여주는 언어라는 가치와 밀접
한 관련이 있다.40) 이는 베트남 학습자들이 한국어 소설을 학습함으로써 고급스
러운 한국어 차원에 접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문학 작품에 나온 비유나 상징, 속담
들을 익숙함으로써 말의 의미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만약 쓰이게 되
면 목표문화인 한국문화를 수행하는 한국인의 말을 이해하게 되며 적절한 반응이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문학 작품 여기서는 소설작품에 나온 각 인물
들의 대화는 진정한 언어차원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인물들의 대화는 생생한 학
습자원이 될 수 있다.
아브솔드와 필드(Aebersold & Field)는 외국어 교실에서 문학 작품을 사용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문학작품을 통하여 목표어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둘째,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증진할 수 있다. 셋째, 학
습자들에게 다양한 텍스트를 접하도록 할 수 있다. 넷째, 생생하고 즐겁고 흥미로
운 읽기 경험을 제공한다. 다섯째, 문학작품 강독을 통하여 인간적인 경험과 욕구
에 초점을 두게 되어 외국어 학습을 개인화(personalize)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반성과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그 중에 언어 능력을 증진할
수 있다는 의견처럼 베트남 학습자들은 한국어 소설 작품을 학습할 때 언어 능력
즉 한국어 능력을 증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소설 작품 내에 한국의 수많은 문화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학습자들은 소설 읽기를 통하여 읽기 능력을 향상한 뒤
습득한 문화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여러 가지 의사소통 활동 글쓰기, 발표하기, 연극
등과 같은 활동을 함으로써 학습자의 쓰기 능력, 말하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40) 윤여탁, 앞의 글,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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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역사․사화․문화 인식 확장
소설 텍스트는 본질적으로 이념과 가치를 담고 있으며 표상성을 지니는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어 소설 텍스트를 읽는 행위는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
문화를 총체적인 차원에서 경험하게 하고 한국 문화가 지닌 보편성과 ‘타자
성’(otherness)을 생각하는 기회가 된다.41)
문화 능력 향상을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목표 언어의 문화에 대한 배경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뛰어 넘어 그 문화 사람들의 가치, 신념, 태도, 행위 등을
이해하는 것이다.42)
라자르(Lazar)는 문학 텍스트에서 가르쳐야 할 문화적인 측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사회에 존재하지만 다른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물건, 산물 ② 문
화적 가치가 새겨져 있는 속담, 숙어, 관용표현 ③ 사회적 구조, 역할, 관계 ④ 풍
습, 의식, 관계, 축제 ⑤ 신념, 가치관, 미신적 관습 ⑥ 정치적, 역사적, 경제적 배
경 ⑦ 제도 ⑧ 금기 ⑨ 은유적·함축적 의미 ⑩ 유머 ⑪ 전형성 ⑫ 장르 ⑬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읽기 전략의 다름43)등이 그것이다.
위와 같이 문학 작품 즉 소설 작품 안에 여러 가지 문화 요소를 담아 있기 때
문에 학습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들이 한국의 문화, 한국인의 문화 가치관, 세계관
을 알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사회적 구조, 성역할, 관계, 한민족의 풍습, 의식,
관계, 축제, 신념, 가치관, 관습들을 알도 있다. 또하 정치적, 역사적, 경제적 배경
및 제도, 금기 들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시간의 부단한 흐름 속에 존재하고 또 그 속에서 사회생활을 영위해 가
는 시간적 존재이다. 소설은 이 흐르는 시간 속에 펼쳐지는 인간의 행위를 의미
41) 김지혜,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위한 소설 텍스트의 정서 이해 교육 연구」, 서울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2011, p.33.
42) 레빈(Levine)은 문화 학습에 있어서 의식주와 같은 산물보다 신념, 태도, 가치, 개념 등
의 내면적 영역이 문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들에 대한 학습의 중요
성을 역설했다. 이 정신적인 영역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측면이 적어 간과되는 경우가
많지만 문화 학습의 기반은 여기로부터 기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Levine, Deena R.
and two others, The Culture Puzzel, New Jersey: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
1987. (김혜진,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 능력 향상을 위한 설화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p. 20 재인용.)
43) Gillian Lazar, Literature and Language teaching: A guide for teachers and
train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p. 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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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관련지어 예술화하는 장르다. 따라서 모든 행위나 사건은 지리적 배경과 더
불어 시간, 계절,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뚜렷한 역사적 시대
배경을 갖는 작품을 선택하여 학습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역사적 시대 배경 지식
을 제공할 수 있다. 소설 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한국의 역사적·사회적·문화적 인
식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문학은 실재 사회를 배경으로 하며 창작되는 장르이기 때문에 학습자
들이 한국의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문학 작품을 학습하게 되면 한국의 역사적 사
회적 문화적 가치를 습득할 수 있고 나아가 역사. 사회. 문화 인식 능력을 확장시
킬 수 있다. 그리고 문학의 담론, 그중에서 특히 소설의 담론은 다층적인 것이어
서 주체와 대상의 의미 작용을 역동적으로 만든다. 이러한 역동성을 통하여 독자
로 하여금 자아 속에 들어 있는 타자를 경험하게 하고 이 타자를 사회적 존재로
변환을 시키기도 하며 문화 체험을 통한 문화 실천의 주체가 되게도 한다.44)

(3) 간문화적 소통 능력 향상
학습자들은 문학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 우선 상술한 세 가지 차원 즉 성취문화,
행위문화, 관념문화의 차원에서 문화 간 대화를 진행한다고 본다. 학습자들은 한
국문학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 상술한 세 가지 차원에서 필연코 한국 문화 요소를
접하게 되며 이 과정에 목표어 문화의 의미 체계를 의식하게 되고 또한 이를 자
신이 처한 환경의 문화 즉 베트남 문화와의 비교의 과정에서 이해하고 해석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자국문화와 문화적 능력에 대해 다시 반성하게 되는 과정도 경
험한다.45) 이때 학습자들은 자국문화와 타문화의 모순과 딜레마를 발견하게 되며
자국문화와 목표문화의 상호 영향관계를 나타내는 제3의 공간을 형성하게 된다.
이 공간에서 자국문화와 타문화의 동질성과 이질성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경험한
다. 즉 비교 문화적 시각에서 자국어와 목표어에 표현된 의미, 사고방식, 세계관
등의 차이와 공통성을 이해하게 된다. 이런 비교 문화적 접근에는 정체성, 상호작
44) 구인환,『문학교육론』 삼지원, 2001, p.122.
45) Bryam, M., Cultural Studie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Multilingual Matters,
1989,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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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문화적 상대주의, 이문화 간의 관계, 이해, 동조, 통찰력, 비교, 참여관찰 등
다양한 개념이 포괄될 수 있다.46)
그리고 학습자들이 텍스트 내적 측면뿐만 아니라 텍스트의 외적 측면 예를 들
면 작가가 처한 시대 배경, 그 당시의 가치관, 인생관, 사회상 등 확장적 차원에서
의 목표어 문화에 대한 이해가 확정될 수 있다.
학습자들은 텍스트를 읽은 다음 혹은 읽는 과정에 늘 작품의 시대배경, 시대상,
작가의 생각, 그리고 작품이 터하고 있는 문화 일반적 특징을 파악하게 된다. 텍스
트의 의미를 초월하여 확장된 의미를 구성하는 이 과정은 결국 작가의 인지구조 내
에 투사된 문화 체계와 독자의 개인 인지구조 내에 투사된 문화 체계와 독자의 개
인 인지구조 내의 문화 체계의 대화라고 볼 수 있다. 즉 이 과정에 작가가 처한 시
대배경과 창작 배경, 시대상 등에 근거하여 독자의 의도 즉 본의를 파악하게 된다.
문학작품은 특정한 문화적 관점을 반영하기 때문에 교사나 학습자에게 문화적
차이에 대한 관용성을 갖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문학작품에 담긴 문화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가운데 학습자는 자신의 창조력과 상상력을 증대시틸 수 있
다.47)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모국의 문화요소와 목표 문화와 비교하여 공
통점 차이점을 깨달을 수 있다.
한국 소설을 활용하여 작품에 내포된 문화 요소를 습득하거나 작품 내용을 파
악한 다음에 한국인의 모습, 문화 습득하는 것도 한국문화 교육이라고 할 수 있
다.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문화 교육은 목표 문화의 수용 및 동화를 넘어서서 학습
자가 간문화적인 소통을 경험하며 다양한 문화로 짜여 진 세계내 존재인 스스로
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학작품을 매우 유용한 자료48)이므로 베트
남 학습자에게도 간문화 능력 기르는 데에 유용한 학습 자료가 될 수 있다.

46) 조항록·강승혜, 「초급 단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교수 요목의 개발」(1),『한국어
교육』1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491~510.
47) McKay, 앞의 책. (박청, 「외국인을 위한 한국 소설교육 방안 연구-메밀꽃 필 무렵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 석사학위논문, 2001, p.14 재인용.)
48) 황인교, <문학교육의 연구사와 변천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한국어교육론2, 한국문화사,
2005, p.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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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베트남 학습자의 한국 소설 읽기 교육의 양상
이 장에서는 베트남 학습자들이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1924), 주요섭의 <사
랑손님과 어머니>(1935), 이효석의<메밀꽃 필 무렵>(1936), 김유정의 <동백꽃>
(1936), 채만식의 <치숙>(1938)과 하근찬의 <수난이대>(1957) 을 읽고 쓴 감상
문 분석을 통하여 베트남 학습자들이 한국어 소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았다. 연구자는 감상문을 쓰는 데 있어 주로 학습자에게 다음과 같
은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쓰기 요구했다.
첫째, 학습자들이 한국어로 된 소설을 읽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
한 문제.
둘째, 작품을 읽는 데에 베트남의 문학 작품과 연관을 지어 감상했는지에 대한
여부와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한 생각.
셋째, 소설에 내포한 문화요소에 대한 생각, 그 문화요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생
각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요소는 작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
넷째, 작품

안에 내포하는 문화요소는 베트남과 같은지 다른지, 이해가 되었는

지에 대한 생각.49)
이는 베트남 학습자들이 한국어 소설을 읽을 때 소설 텍스트의 지시적, 심미적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감상문에 나타나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알아보았다. 그 다음 베트남 문학 작품과 연관을 지어 소설
의 사건, 인물, 배경과 역사․사회․문화 맥락에 대한 이해, 베트남의 역사․사회․문화
적 배경을 활용한 한국의 문화 이해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베트남 학습자들이 어
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49) 감상문 표시는 다음과 같다.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 A1-X-<사랑손님과 어머니>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B1-X-<운수 좋은 날>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C1-X-<메밀꽃 필 무렵>
김유정의 <동백꽃>: D1-X-<동백꽃>
채만식의 <치숙>: E1-X-< 치숙>
하근찬의 <수난이대>: F1-X-<수난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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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소설 읽기를 통한 한국어 의사소통 교육
이 부분에서는 베트남 학습자들의 한국어 소설을 읽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는 소설 텍스트를 읽는 데에 있어 학습자들이 텍스트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는 학습자들이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텍스트의 지시적 의미 이해 및 텍스트의 심미적 의미 이해로 나눠 살펴 볼 것이
다.

(1) 소설 텍스트의 지시적 의미 이해 양상
베트남 학습자들이 고급 학습자라고 해도 한국어 소설을 읽었을 때 작품을 완
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어휘, 관용어, 의성어, 의태어 때문에 작
품 감상하는 데에 장애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작품을 읽은 대
부분 학습자들이 어려워한 것은 방언과 비속어, 속어, 현대에 쓰지 않은 어휘, 옛
날 맞춤법 등이었다. 표준어를 중심으로 가르치는 한국어 교실에서 방언과 비속어
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작품 감상하는 데에 장애가 되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먼저 학습자들의 <메밀꽃 필 무렵>, <수난이대>에 대한 감상문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메밀꽃 필 무렵> 작품을 읽을 때 저에게 어려운 부분은 문법이 아니라 바
로 어휘입니다. 사전에서 찾아 봤는데 없는 단어가 꽤 있었습니다. (C1-1<메밀꽃 필 무렵>)
작품에서 작가가 쓰는 단어들이 사전에서 찾을 수 없는 단어들이 몇 개 있습
니다. 특히 ‘용머리재’라는 단어는 작품 끝까지 읽었을 때도 도대체 무슨 뜻인
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F1-14-<수난이대>)
동백꽃을 읽었는데 단어가 너무 어려웠다. 처음에 전혀 이해가 안 되었다. 2 3
번을 다시 읽어야 이해되었다. 작가가 방언 그리고 옛날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모르는 단어 중에 사전에서 찾을 수 없는 단어가 많았다. (D1-3-<동백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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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1, F1-14, D1-3 학습자들의 감상문을 분석해보면 학습자의 작품 감상하
는 데에 장애가 되는 것은 바로 고어들이다. 현대말만 주로 학습하는 한국어교실
때문에 옛말들이 학습자에게 작품 감상하는 데에 장애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음은 학습자들의 <동백꽃>과 <사랑손님과 어머니>에 대한 감상문을 살
펴보면 옛말뿐만 아니라 의성어, 의태어도 학습자에게 어려운 부분이었다.

<동백꽃> 소설을 읽었는데 의성어, 의태어 부분이 저에게 제일 힘들었습니
다. 사전에서 찾아봤는데 없는 단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넘어가고 추측
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완전히 이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해
하지 못한 의성어, 의태어는 ‘푸드득 푸드득 하다, 바짝바짝, 본척만척, 깔깔대
다, 쌔근쌔근하다, 킥킥 콕곡, 쪼르르, 살금살금, 엉금엉금’입니다. (C1-3-<동
백꽃>)

다음은 학습자의 <사람손님과 어머니>에 대한 감상문이다.

첫 부분에서는 ‘내 누이 딸...경선군의 유복녀 와 딸이세’.라는 문장을 이해
하기 어려웠다.
“... 나는 안방으로 들어오는 나름으로 어머니를 붙들고....”라는 문장에서 ‘붙
들 다’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다음 문장들을 이해가 어려웠다.
“...야, 또 어데 나가지 말구 사랑에 있다가 선생님 들어오시거든 상 내가야
지”
“...그러니 어짜갔니....”
“누님이 좀 상 들구 나가구려. 요새 세상에 내외합니까?”
“그렇단다”, “무얼”, “나더러”
“머리를 곱게 땋고 가야지. 그렇게 되는 대루 하구 가문 아저씨가 숭 보시
지 않니...”
“…곱게 채리구”, “내 원,참으로 무슨 일로 요세는 아저씨가 저렇게 성을 잘
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날 예배는 아주 젬병이었지요.”
“그러나 여러 밤을 자고 난 뒤에는 나 혼자서도 넉넉히 다니게 되었어요.”
“아이고, 애가 원 벌써 왔나?” (여기서 ‘원’이라는 단어는 웨라는 뜻인가요?)
“글쎄 하루 종일 집이라군 안 떠났다가 옥희 유치원 파하구 오문, 멕일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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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기에 어머님 댁에 잠깐 갔다왔는데,고 동안에 이런 변이 생긴걸…….”
“하여튼 내 나가서 돌아댕겨 볼웨다. 원 고것이 어델 갔담?”
“외할머니는 무어라고…”
“에, 재수 메유다.”
위와 같이 모르는 단어가 많이 있으니까 정말 어려웠다. 특히 사투리 때문에
작품 이해하기 더 어려웠다. (A1-4-<사랑손님과 어머니>)

C1-3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의성어, 의태어 때문에 작품 감상할 때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A1-4 학습자는 비속어, 방언 및 옛날 문법구조로 인하여 많
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학습자가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
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습자들에게 속어와 방언 또는 현대에 쓰이지 않은 어
휘를 설명함으로써 학습자를 어휘능력의 장으로 끌어들여 인지적 부담을 감소하
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작품을 감상하는 데에 있어 학습자들의 부담감을
줄여 텍스트의 의미도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의 단어를 이해하지
못한 이유 중에서는 그 단어 자체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단
어의 뜻을 파악하기가 힘든 것도 있다.
특히 타 문화권의 단어들이 학습자의 모국문화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 외부
를 이해하거나 추측하기 더 힘들다. 그래서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그 한국어 어휘,
관용어, 의태어, 의성어, 비속어, 방언을 설명할 때 한국문화와 연관을 지어 설명
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한용(1999)에 따르면 문학 자체가 문화행위
이며 문학을 가르치는 문학교육 또한 문화행위의 일종이다. 문화 내에서 한 구성
원이 되어 삶을 유지해가는 과정을 통해 개인은 사회적인 존재가 되는데 개인과
문화 사이의 주체적 상호작용을 통해 문화적 인격이 형성된다. 문학교육도 단순한
텍스트의 분석을 넘어서, 텍스트 안에 존재하는 의미가 개인적인 가치로 내면화되
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 문화 과정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문학
을 인간이 언어를 통해 인간 세계를 파악하고 규정하는 과정 속에서 가치를 부여
하고 다시 체험해 가는 문화의 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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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설 텍스트의 심미적 의미 이해 양상
한국어 학습자들 중에는 소설 텍스트를 읽었을 때 텍스트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해도 텍스트의 심미적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습자들이 있었다. 한국어 학
습자들이 텍스트의 심미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학습자가 텍스트 정보를 연결하는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학습자가 한국문화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학습자가 텍스트 정보를 연결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보다는 학습자가 한국문화
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텍스트의 심미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베트남 학습자들이 읽고 쓴 감상문 검토를 중심으로 할 것이다. 수집
한 학습자의 텍스트에서는 한국소설 이해에 방해가 되는 여러 요소가 드러났다.
다음 감상문은 학습자가 한국문화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해 텍스트의 심미적 의
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다.

작품의 문장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데 각 인물들을 대화할 때 무슨 뜻인지 알
겠는데 의성어, 의태어, 고급 어휘뿐만 아니라 이해하기 힘든 관용어들도 있었
다. 예를 들면 저는 다음과 같은 문장 때문에 계속 고민하게 되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
사옵나이다.’
위 문장의 뜻이 무엇인지 추측하기 힘들었다. (A1-7-<사랑손님과 어머니>)

위 감상문에서 학습자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기독교 신자들이 기도할 때 하
는 관용적인 표현에 해당한다. 소설에서 ‘어머니’가 기도문을 읊은 것은 ‘사랑방
손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마치 악마에게 현혹당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일
것이다. 즉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구절은 기독교의 기도문인 동시에 어머
니의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는 표현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맥락을 통해 이해가
가능하다. 문제는 뒤의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부분이다. 이 부분은 기독교인들이 기도 끝에 붙이는 문장으로 의례적인 관용문이
다. 이 학습자는 한국의 종교, 특히 기독교 문화에 대한 배경지식이 전혀 없어 지
식적 의미가 있는 ‘악’은 물론 그 뒷부분도 해석하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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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부분도 학습자가 텍스트의 심미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부분인데 구체적
인 모습을 보면 위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진 오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은 그 전에 옥희 어머니는 옥희 아버지의 사진을 장롱 위에 올려 두었는
데 갑자기 할머니가 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옥희 어머니가 가끔씩 할머
니 몰래 건네 본다. 그 전처럼 볼 수 있는데 왜 지금은 다른 사람을 모르게 봐
야 하는지 모르겠다. (A5-1-<사랑손님과 어머니>)

이 학습자는 ‘할머니’가 보지 말라고 한 아버지의 사진을 몰래 보는 ‘어머니’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1930년대 한국의 사회 문화적 상황 속에서 나
아가 아버지의 사진을 보지 말라는 할머니의 애틋한 마음과 그것을 생각하는 어
머니의 심정,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난 남편의 사진을 보면서 그리
워하는 마음 사이에서 몰래 볼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처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행동이다. 즉, 인물의 행동에 내재한 한국인의 정서와 이들의 죽음 또는 남편의
죽음을 대하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관습을 모르기 때문인 것이다.
이 학습자의 감상문이 시사하는 것처럼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한 몰이해는 학
습자의 소설 이해를 방해한다. 이 학습자의 경우 1930년대 한국 사회는 물론 한
국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관념 또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나는 낯설 손님이 사랑방에 계시게 된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즐거워졌습니
다. ...나는 그 아저씨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몰랐으니 저희 끼리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그 아저씨는 돌아가신 아저씨가 꼭 마음에 들었어요.”

- 주요섭, <사랑손님과 어머니>(1935)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자들은 다음과 같이 감상했다.

처음에 만났을 때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아저씨는 사랑방에 계신다는 것만 듣고
왜 그렇게 좋았는지 이해가 좀 어려웠다. 원래 사랑방은 비워있었는데 지금 들어
가서 사는 사람 있으니까 좋은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 혹시 어머니에
게 돈을 주는 사람 있어서 좋은 건가? 아니면 아저씨를 처음에 만났는데 아저씨를
마음에 들었으니 기분이 그렇게 좋은 건가? (A1-3-<사랑손님과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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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습자는 옥희의 심정과 같은 소설 텍스트의 개별 인물의 내면조차 이해하
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역시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학습자의 지식 부족
이 소설 텍스트의 이해에 문제를 일으킨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옥희가 기뻐하는 이유는 사랑 아저씨가 본인의 아버지와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항상 그리워하다 보니 비슷한 연배의 성인
남성인 사랑 아저씨가 마치 아버지와 같은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
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사회 문화적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소설 텍스트의 심미
적 의미 이해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인물의 행동과 생각, 그리고 성격을 이해
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 텍스트의 심미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인물
또는 인물 간의 관계 설정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옥희 눈이 아버지를 닮았다. 고 고운 코는 아마 어머니를 닮았지, 고입하
고! 응, 그러냐? 어머니도 옥희처럼 곱지, 응?”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물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저씨, 새 우리 엄마 못 봤수?”
하고 물었더니, 아저씨는 잠잠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 보러 갈까?”
하면서 아저씨 소매를 잡아당겼더니, 아저씨는 펄쩍 뛰면서,
“아니, 아니, 안돼. 난 지금 분주해.”
하면서 나를 잡아끌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는 무어 그리 분주하지도 않은
모양이었어요. 그러기에 나더러 가란 말도 않고 그냥 나를 붙들고 앉아서, 머리
도 쓰다듬어 주고 뺨에 입도 맞추고 하면서,
“요, 저 고리 누가 해주지?....밤에 엄마하구 한 자리에서 자니?”
하는 등 쓸데없는 말을 자꾸만 물었지요.
그러나 원일인지 나를 그렇게도 귀여워해 주던 아저씨도 아랫방에 외삼촌이
들어오면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지요....

- 주요섭, <사랑손님과 어머니>(1935)의 부분

위의 텍스트에는 1930년대의 윤리의식에 의해 관심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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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아저씨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다. 정작 어머니를 보러 가자고 할 때는 바쁘
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보러 가지 않으면서, 아저씨는 줄곧 옥희에게 어머니와 관
계된 질문만을 던지고 옥희를 보면서 어머니를 상상한다. 그렇게 어머니에 대한
질문을 하다가도 외삼촌이 들어오면 다시 내외를 하는데, 이러한 아저씨의 모습은
애정표현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한국인들의 생활 습관과 정서, 그리고 남녀관계나
재혼에 대하여 보수적이었던 한국 사회를 의식한 행동이 배어들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이해하지 못한 한 학습자는 다음과 같이 감상했다.
사랑 아저씨의 방에 들어가서 잠깐 놀았을 때 아저씨가 항상 옥희를 귀엽게
대하는 데 왠지 삼촌이 들어오면 아저씨의 태도가 달라진다. 태도가 달리진 이
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내 생각에는 아저씨가 옥희와 친해지고 가끔 심부름
하라고 해서 삼촌과 사랑 아저씨 사이가 안 좋아질 가봐서 그런 것 같다.
(A1-13-<사랑손님과 어머니>)

이 학습자는 당시 한국에 대한 사회문화적 배경지식의 결여로 텍스트의 심미적 의
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외삼촌과 사랑 아저씨 사이의 관계도
오해하고 있다. 이는 읽기 활동을 통한 한국어 이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
로 소설을 중심으로 한 한국어 의사소통이 실패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의사소통의 실패가 발생한 것은 소설에서의 언어 운용이 사회문화적
인 의미까지를 모두 포함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소설을 중심으로 한 의사소통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람들과 더불어 수행하는 모든 의사소통이 그
러하다. 의사소통 그 자체가 한국의 사회문화적인 관습과 문화를 포함하여 이루어
진다. 이런 점을 볼 때 한국어 교실에서는 학습자에게 한국어의 심미적 의미와 그
것의 소통 국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우한용(2005)에서는 시를 짓고 소설을 읽거나 작품을 읽고 그것에 대해 논의를
하며 다른 이야기의 주제로 삼아 변형해 나가는 것을 문학문화의 예로 들었다. 즉
독자들이 책을 읽고 해석한 것에 다른 의미를 추가하여 의미의 층을 넓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문학문화의 향유를 생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잠깐의 흥미가 아닌, 지속적인 독서가 문화적 생산물에 기여할 수 있다
고 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문학 작품을 문학으로서 가르친다는 것 자체를
하나의 문화교육으로 보았다. 문학 작품을 수용하면서 인간의 다양한 삶을 총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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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해하는 능력과 심미적인 정서를 기르게 됨에 따라 한국의 언어문화는 물
론 더 나아가 한국의 전반적인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게 되
기 때문이다.

2. 한국·베트남 소설 비교를 통한 이해 교육 양상
한국어교육에서 한국 소설과 베트남 소설의 비교를 통한 교육을 한다고 할 때,
가장 특색이 있으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은 소설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
경제, 문화적인 구현 방식 및 장면, 즉 문화에 대한 이해이다. 이 부분에서는 한국
과 베트남의 소설이 한국어 문화 교육에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를 검토한다. 그리
고 각각의 소설이 그 배경이 되는 문화를 어떻게 다루며 그 구조 안에 목표 사회
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면모를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소설의 사건, 인물과 배경과 그 역사, 사화 문화적 맥락과의 연관을 지어 베
트남 학습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1) 한국·베트남의 소설을 활용한 한국 문화 이해
➀ 소설의 사건과 역사․사회적 맥락
다음으로는 한국 문화 이해교육에 한국소설이 미칠 수 있는 교육적 영향력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살펴볼 것은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을 읽고 학습자가 쓴
감상문이다.
작품의 사건을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이해가 안 된다. 김첨지는 친구와 함
께 술을 먹고 있는데 왜 갑자기 울고 있으면서 자기 아내가 죽었다고 한가? 근
데 그때 그의 아내가 아직 안 죽었다. 왜 거짓말을 했는가? 작가는 왜 여기서
그러한 사건을 넣었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김첨지의 울고 있으면서 자기 아
내가 죽었다고 하는 장면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B1-16-<운수 좋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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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감상문을 작성한 학습자는 각 사건의 개연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작품의 개연성이 이해되지 않은 이유는 이 학습자가 소설에 내재되
어 있는 문화적 의미소와 상징을 모르기 때문이다. 김첨지가 집을 나오기 전의 상
황과 김첨지가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 등을 헤아린 능력이 있는 학습자라면 김첨
지 아내가 진짜 사망했는지의 여부나 김첨지가 아내의 생사를 알고 저러는 것인
지 모르고 저러는지에 대한 것과 별개로 국밥집에서 김첨지가 오열하며 괴로워하
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술에 취하는 그가 아내에 대한 미안함, 아픈
아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슬픔에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 없는 아내’가 죽
었다며 슬퍼한다. 이런 점을 파악했다면 김첨지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역으로 적용하면 한국어 교육에서는 이와 같은 글의 개연성 이해하
기를 교육 제재로 하여 인물의 언행과 관계된 한국의 문화를 교수-학습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그 반면에 작품의 전반적 이해를 한 학생들도 있었다. 그 학습자들은 김
첨지의 행동과 생각에 따라 각 사건들을 제시하고 이를 김첨지의 아내에 대한 사
랑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식했다.
처음에 작품의 사건들을 배열하는 것은 나에게 복잡했다. 근데 2번째 다시
읽어보면 알 수 있었다. 작품의 사건은 김첨지의 일하는 하루인데 특히 비오는
밤의 일에 중시하게 묘사했다는 것인데 사건들이 김첨지의 생각하는 대로 서술
되었는데. (B1-5-<운수 좋은 날>)

B1-16과 B1-5 학습자에게 작가의 각 사건 배치 기법 및 사건의 개연은 작가
의 뜻으로 빈궁한 사회는 그 당시 가난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려줘
야 한다. 안정되지 않은 심리 상태에서도 병이 든 아내에게 약을 사주는 돈을 벌
어야 하며 오랫동안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또는 늘 생계를 걱정 때문에 김첨지
의 마음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B1-5과 B1-16
학습자의 경우에게 이러한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한 사회의 언어․문화는 언어 사용의 국면에서 그 진가가 발휘되기도 한다. 아이
러니가 바로 그 예이다. <운수 좋은 날>은 아이러니 기법으로 쓰인 작품이기 때
문에 작품을 통한 사회의 언어문화 학습에 적절하다. 이 작품은 행복한 결말이 기
대되는 작품의 제목과는 반대로 비극적인 결말로 끝난다. 이런 아이러니에 대해서
- 45 -

대부분 베트남 학습자들은 이 소설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작품의 제목에서 오는
이미지와 소설의 내용이 너무나도 다르다고 생각했다. 아래 감상문을 쓴 학습자가
역시 이 작품의 결말 부분에 대하여 공감하지 못한 면모를 드러낸다.
작품의 결말이 나에게 충격적이다. 왜냐하면 작품의 제목이 ‘운수 좋은 날’이
고 남편이 계속 많은 돈을 벌었는데 왜 결국 아내가 죽었는지 이해가 조금 안
된다. 왜 그 사람의 아내가 죽었는지... 그 사람이 벌었던 많은 돈이 지금 무슨
소용이 있겠는지... (B1-4-<운수 좋은 날>)

이 학습자가 위와 같은 감상을 제출한 것을 작품의 요소가 지닌 문화적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품이 ‘비’의 모티프로 시작되고 작품의 각 사건들이
계속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죽음을 이해하
지 못했다. 즉, 이 학습자는 한국 소설에 나타나는 비 모티프는 죽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작품의 결말 부분에 공감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점
은 소통과 이해에 있어 문화요소의 의미공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드러
낸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 있는 <사랑손님과 어머니>는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1930년대는 사회적으로 봉건적 윤리 의식과 자유 연애의식이 공존하던
과도기적인 시대이었다.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여섯 살짜리 딸과 살고 있
는 어머니는 옥희와 단 둘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봉건적인 윤리의식과
사랑손님과 재혼하여 다시 새로운 인생을 꾸리고 싶다는 소망 사이에서 갈등한다.
옥희 어머니는 마음은 있지만 딸에 대한 걱정과 주위의 눈이 무서워 개가를 하지
못하는 인물로서 기존의 윤리의식에 순응한다. 이 작품은 모든 가치가 변하고 서
구화와 자유화를 추구하던 시대에 전통적인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여인을 통해
한국 민족 고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베트남 학습자들 대부분은 옥희 어
머니의 그러한 갈등이 사랑손님 아저씨에게 가지 못한 이유라고 이해했는데 이를
인식하지 못한 학습자도 있었다. 옥희 어머니는 사랑손님 아저씨에게 애정을 가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는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없고 자기의 내면에서만 갈
등하고 아픔을 참다가 결국 “사람들을 욕하는 것”을 두려워, “그리되문 옥희는 언
제나 손가락질 받구. 옥희는 커두 시집도 훌륭한 데 못 가구. 옥희가 공부를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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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하게 돼두, 에 그까짓 화냥년의 딸, 이러구 남들이 욕을 한단다.”라는 것이 두
려워 사랑손님 아저씨와 사랑을 포기해 버렸다. 여기에 “사람들은 욕한다.”라는
것이 바로 당대 사회의 봉건적 관념에 따른 것이다. 그 당시에는 과부가 재혼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았던 것이다. 옥희 어머니는 이처럼 봉건적 관념과 인간적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한다. 소설에서 옥희 어머니는 봉건적 관념에 따라 행동하
는 것을 택하는데, 이는 그녀 스스로가 인간적 감정을 선택한 이후에 자신이 감당
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베트남 학습자들이 옥희 어머니의 내면 갈등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 심각한
갈등의 원인까지를 포착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옥희의 어머니는 아저씨한테 꽃을 받았는데 왜 옥희에게 성 내었을까? 풍금
타도 울었어요. 아마 옥희 아버지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
이 와서 고백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은지 새로운 사랑과 딸을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지 모르고 아마 나중에 아저씨가 옥희에게 잘 안 해줄까 봐요. 그때 옥희
는 언제나 손가락질 받고 화냥년의 딸이라고 욕한다고 하니... 이 작품의 주제
는 아마 자녀의 행복을 위해 자기의 행복을 포기하는 어머니의 이야기인 것 같
다. (B1-4-<사랑손님과 어머니>)

위의 감상문의 학습자는 옥희 어머니가 희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것이
당대 사회문화적인 요건에 따른 것이며, 거기 순응하기까지 어머니가 얼마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는지가 작품에 드러나 있다는 것까지는 이해하지 못했다. 즉 감정의
표피만 이해했지 그 맥락과 진의는 알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
해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 사회의 맥락 및 유교 문화 등의 사회적 영향력
등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문화적 인식과 이해는 학습자들이 작가의 서술하는
방식 또는 사회적 관념으로 인하여 작품이 그러한 결말이 되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는 죽은 남편의 친구인 아저씨와 젊은 과부인 어
머니 사이에 잠시 오고 갔던 은밀한 사랑의 감정을 섬세하게 그린 작품이다. 그러
나 두 사람의 감정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여섯 살인 옥희의 관찰을 통해서
만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사랑손님 아저씨와 옥희 어머니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말도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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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숨겨야 한다. 베트남 학습자들은 사랑손님 아저씨가 옥희 어머니에게 호감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 사랑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들키면 안 되니 이러
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배경사회에 대한 문화적 지식이 부
족해서 사랑을 왜 숨기는지, 왜 몰래 연통해야 하는지까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
다. 오히려 사랑을 숨기는 행동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학습자도
있다.
사랑손님 아저씨는 왜 옥희 삼촌에 들어가면(옥희 삼촌만 있으면) 옥희 어머
니에 대해 안 물어보는지 궁금하다. 설마 사랑아저씨는 옛날에 옥희 어머니에
대해 호감이 있었다가 옥희 어머니가 결혼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고백할 수 없
었고 옥희 아버지가 돌아간 후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옥희 어머니에게 다시 관심
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A1-23-<사랑손님과 어머니>)

위의 학습자는 사랑 아저씨의 행동 및 생각을 오해하고 있다. 옥희의 어머니도
사랑손님 아저씨에게 관심이 있지만 먼저 아저씨에게 그 관심을 많이 보여주지
않는다. 그렇지만 얼굴이 빨개지거나 옥희의 생각에 성을 낸다는 것에서 옥희 어
머니가 분명히 아저씨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 베트남 학습
자들은 사랑손님과 옥희 어머니의 사랑을 짐작할 수 있다.
사랑손님 아저씨와 옥희 어머니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순수한 사랑을 하
고 있는 것 같다. 둘의 사랑을 옥희의 시선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귀엽다고 본
다. 읽어보니까 나는 둘이 언제 직접 서로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을 기대했다.
둘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한 가정으로 결말을 내렸으면 좋겠다.
(A1-4-<사랑손님과 어머니>)
사랑손님 아저씨는 옥희가 엄마와 함께 예배당에 갈 것을 듣자 본인도 따라
가는 것이 옥희 어머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발했다. 예배당에서 사
랑손님 아저씨와 옥희 어머니의 얼굴이 빨개지는 것이 바로 둘이 서로 애정을
가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둘이 서로에게 편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없으니 너무
아쉽다. (A1-24-<사랑손님과 어머니>)

학습자 A1-4와 학습자 A1-24처럼 작품에서 남주인공과 여주인공에게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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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과 행동으로 대부분 베트남 학습자들은 옥희 어머니와 사랑손님의 사랑을 인식
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김유정의 <동백꽃>에서도 두 남녀의 사랑에 대한 서
술이 나타났는데 이는 닭싸움으로 간접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동백꽃>에서 ‘나’
와 점순이는 시골 농촌의 총각과 처녀이면서 그 성격은 전혀 대조적이다. 그 뿐만
아니라 ‘나’의 집은 점순네 땅을 얻어 농사를 짓는 형편이다. 점순이 ‘나’에게 이성
적인 관심을 표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순보다 소극적이고 융통성이 없는
‘나’는 점순의 사랑을 눈치 채지 못하고 뒷걸음질만 치면서 그 갈등관계가 지속된
다. 이 소설의 결말에서 이들은 자기 정반대의(나는 산 위, 점순은 산 아래) 방향
으로 내닫는다. 이는 마지막 상황을 통해 김유정 작가가 신분의 차이로 인해 이루
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
베트남 학습자들은 이 소설을 시골 농촌의 총각과 처녀의 사랑이야기로 인식했다.
남주인공과 여주인공의 닭싸움에 대한 이야기로 인식한 학습자도 있었다.
김유정의 <동백꽃>은 ‘나’와 ‘점순이’가 주인공이며 그외의 다른 인물은 없다.
‘나’의 우직함과 순박성은 소설의 이야기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나’의 상대적
등장하는 인물이 점순이다. 점순이는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이며 이웃에 살고 있는
총각 ‘나’에게 은근한 이성적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점순이는 ‘나’의 환심을 사기
위해 ‘나’에게 접근하지만 거절당한다.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한 점순이의 행동은
엉뚱하게도 닭싸움으로 번진다. 그러나 이런 점을 읽어내지 못한 베트남 학습자들
은 대부분 작품에서 닭싸움 장면을 가장 인상적이고 기억에 제일 많이 남은 장면
이라고 했다.

② 소설의 인물, 배경과 문화적 맥락
베트남 학습자들이 한국어 소설을 읽을 때 인물을 이해하는 양상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인물의 심리 및 성격을 적절하게 포착하는 것이며, 다른 하
나는 인물의 심리 및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인물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
를 가지는 것이다. 인물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먼저 학습자들의 <사랑손님과 어머니>에서의 등장인물에 대한 생각이 감상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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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겠다.

나는 금년 여섯 살 난 처녀애입니다. 내 이름은 박옥희고요. 우리 집 식구라
고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어머니와 나, 이렇게 단 두 식구분이랍니다. 아
참 큰 일 났군, 외삼촌을 빼놓을 뻔했으니.

-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1935)의 부분

이 작품은 위와 같이 시작되며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옥희, 옥희 어머
니, 그리고 사랑손님 아저씨이다. <사랑손님과 어머니>에서 옥희는 주요 인물이면
서 순진성을 드러냄으로써 순진한 화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보여주며 가식이 전혀 없다. 도덕이니 윤리의식이니 하는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막연하고도 모호하면서도 아련한 애정을 있는 그대로 느낀다.
아버지가 없는 결손에 대한 보상 심리로써 아저씨를 아버지로 대하고 싶은 순수
한 어린 마음이 어른들의 이성에 의하여 부정되는 데서 오는 아픔이 옥희의 갈등
이다.
나는 낯선 손님이 사랑방에 계시게 된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즐거워졌습니
다. 그래서 그 아저씨 앞에 가서 사붓이 절을 하고는 그만 안마당으로 뛰어 들
어왔지요.

-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1935)의 부분

옥희는 순수한 마음으로 새로운 아버지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소망한다. 대부분
베트남 학습자들은 옥희를 귀엽고 순수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옥희라는 인물이 너무 귀엽고 순진한 인물이다. 자기 어머니와 손님아저씨의
사랑이라는 걸 모르겠지만 옥희의 보는 그대로 서술되어 있으니 옥희어머니와
사랑 손님아저씨의 사랑도 순수하게 묘사되고 있다. (A1-22-<사랑손님과 어
머니>)
옥희는 귀여운 아이이라고 생각한다. 옥희는 6살인데 착하고 순진한 아이다.
작가는 아이의 말로 작품을 서술하는 것도 성공적이다. 다른 사람이 어떤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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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겠지만 나에게는 옥희라는 인물을 너무 좋은 것이다. 옥희의 말로 각 사건들
이 이어져 있으니 작품을 읽다보면 흥미진진해서 끝까지 읽게 되었다. 그리고
옥희 인물 덕분에 우리가 옥희 어머니와 사랑 아저씨의 비극적인 사랑에 덜 실
망한 것 같다. (A1-18-<사랑손님과 어머니>)

위와 같이 두 학습자들은 옥희를 순진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두 학습자
들은 <사랑손님과 어머니>가 옥희의 말로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는 것을 인식하
고 있었다. 옥희의 순진한 마음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옥희에 대한 긍정적인 태
도를 가지고 있으며 <사랑손님과 어머니>를 전반적으로는 옥희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A1-18 학습자의 경우에는 옥희의 시선으로 본 사
랑손님과 어머니의 비극적인 사랑이 마음이 덜 아프다고 했다. 즉 아이의 시선이
기 때문에 매사를 판단하는 것이 항상 순수하고 순진한 것이다. 그 반면에 옥희
라는 인물을 비판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학습자도 있다.

옥희라는 인물이 6살인데 어떻게 어머니와 사랑아저씨의 행동들은 다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사실 옥희의 말과 생각은 6살 아이와 같지 않다.
뭔가 6살 아이의 생각과 넘어 어른스러운 느낌이 든다. (A1-25-<사랑손님과
어머니>)
옥희라는 인물이 6살인가요? 믿을 수 없다. 옥희의 말들은 6살 아이와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 (A1-17-<사랑손님과 어머니>)

위의 학습자들은 옥희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A1-25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옥희가 6살 아이인데 어떻게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
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또한 A1-25 학습자는 옥희의 말이 6살 아이의
말과 맞지 않는다고 평했다. 이처럼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옥희라는 인물에 대
한 베트남 학습자들의 인식과 평가는 이렇게 양분된다. 그렇지만 대부분 베트남
학습자들이 옥희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태도는 역시 옥희라는
서술자 설정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면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감상문 분석 결과에 따르면 베트남 학습자들은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력이 부
족하여 인물을 잘못 이해한 경우를 종종 보였다. 먼저 학습자들이 인식한 옥희 어
머니는 젊은 과부로서 화자인 옥희를 무척 사랑하고 있으며 또한 사랑손님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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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틋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인물이다. 옥희 어머니는 죽은 남편에 대한 의
리와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언제나 의식하고 있으며, 윤리적인 태도와 종교인으로
서의 양심 문제 등에 가로막혀 자신의 사랑을 애써 숨기며 외면하는 한국 전통
여인의 모습을 지닌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을 감상하는 데에 학습자들은 한
국인이 전통적인 여인 또는 어머니의 윤리에 대해 가진 관습을 바탕으로 옥희 어
머니라는 인물의 언행이 지닌 문화적 함의를 이해할 수 있어야 했으나, 거기까지
생각한 학습자들은 많지 않았다. 대부분 옥희 어머니는 죽은 남편을 아직도 사랑
해서 사랑손님과 사랑할 수 없는 인물, 또는 딸을 너무 사랑해서 주변 사람들의
욕을 두려워하여 사랑을 표현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까지만 인식했다.

옥희의 어머니는 옥희 아버지의 사진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장롱 속에 두
고 가끔 꺼내 보는 것은 바로 옥희 아버지를 잊지 못하는 것이다. 매일 옥
희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다. 옥희의 나이만큼 옥희의 어
머니는 그 괴롭힘을 참아 온 것 같다. (A1-29-<사랑손님과 어머니>)

옥희의 어머니는 존경할 만한 여성인물이다. 지금 옥희가 6살이면 옥희
어머니는 6년 동안 혼자 살며 자녀를 키우는 것이다. 그리고 옥희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어머니에게 옥희를 키우고 사는 동력인 것이다. (A1-12-<사랑
손님과 어머니>)

위에 있는 A1-29 및 A1-12 학습자는 옥희 어머니가 옥희 아버지에 대한 사랑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옷을 장롱에 두고
가끔 꺼내서 보”거나 “남편이 죽은 지 6년이 지났는데 재혼하지 않고 계속 혼자
가 살아가면서 옥희를 키우는” 행동이다. 대부분 이러한 성격 때문에 베트남 학습
자들이 옥희 어머니는 착하고 충실한 아내라고 인식했다. 그렇지만 작품을 올바르
게 이해했다면 옥희 어머니는 나이가 아직 젊은데 남편이 죽은 다음에 재혼하지
않고 혼자서 옥희를 키운 한국의 전통적인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인식해야 한다.
옥희 어머니는 아직도 죽은 남편을 많이 사랑하고 있으며 남편의 사진과 옷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 가끔 꺼내 보곤 한다. 옥희의 외할머니가 계속 치우라고 하
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의 사진을 간직하면서 가끔 꺼내서 보는 것은 아직도

- 52 -

남편을 잊지 못했기 때문으로, 남편에 대한 사랑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한국 전통여성의 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베트남 학
습자들이 작품을 감상할 때 알아야 할 부분이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사랑손님인 아저씨의 인물에 대한 파악이다. 사랑손님
인 아저씨는 옥희 아버지와 옥희 큰외삼촌의 친구인데 옥희네 동네 학교 선생님
으로 오게 되어 옥희네 집에서 하숙을 하게 된다. 사랑손님은 어머니에 대해 관심
이 많고 좋아하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옥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신의 사
랑을 전달하는 소극적 인물이다. 친구의 미망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성격적
인 한계와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으로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떠나게 된 인물이다.
소설에 사랑손님에 대한 서술이 두드러지지 않아 그런지 베트남 학습자들은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주요 인물을 옥희와 옥희 어머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 작품에서 주인공이 옥희와 옥희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미, 사랑손님
은 보조적이라고만 여겼다.

이 작품의 주요 인물은 옥희와 옥희 어머니이다. 사랑손님 아저씨와 옥희의
삼촌은 보조인물이다. 작가는 사랑손님에 대한 서술이 많지 않아 사랑손님이 어
떤 성격인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A1-17-<사랑손님과 어머니>)

사랑손님 아저씨는 옥희 어머니 사랑했는데 말을 안 하고 계속 옥희를 통
해 옥희어머니에 대하여 물어보고 관찰하기만 한다. 소심한 사람인 것 같다.
그리고 왠지 옥희의 삼촌이 나타나면 태도가 달라진 건데 옛날부터 옥희 어
머니를 사랑했을 지도 모른다. (A1-14-<사랑손님과 어머니>)

위와 같은 A1-17와 A1-14학습자들은 주요인물을 확실하게 찾지 못했다. 사랑
손님과 옥희 어머니의 사랑에 초점을 두고 이것이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으로 이
루지 못한 것이며 이로써 사랑손님이 떠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설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가와 독자 간의 소
통이 일어나는 교육 제재이다. 이는 곧 소설 이해의 과정에 한국 문화에 대한 이
해가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베트남 학습자의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의 주인공인 김첨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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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살펴 볼 것이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에서는 남주인공인 김첨지는 가
난하지만 가족을 먼저 위하고 자신에게 닥칠 불길한 예감을 피하고자 하는 소시
민적 근성도 보이는 인물이다. 또 한편으로는 가난으로 인한 열등감도 보이고, 가
난으로 인해 의학을 신뢰하기보다 미신적 풍습을 믿는 고집도 보인 인물이다.
그런데 감상문을 분석해 보면 베트남 학습자들은 김첨지를 단지 이기적인 인물
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물의 행동 및 말투 때문에 대부분 베트남 학습자
들이 김 첨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학습자가 김첨지
라는 인물로 구현된 하층민의 삶을 구성하는 문화적 요소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
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운수 좋은 날>에서 김첨지의 성격은 주로 서술자
의 말이나 대화 속에서 알 수 있다. 먼저 김첨지는 가난한 하층민으로 그려졌다.
첫번에 삼십전, 둘째 번에 오십전-아침 댓바람에 그리 흉치 않은 일이었
다. 그야말로 재수가 옴 붙어서 근 열흘 동안 돈 구경도 못한 김 첨지는 십
전짜리 백동화 사 푼, 또는 다섯 푼이 찰깍하고 손바닥에 떨어질 제 거의 눈
물을 흘릴 만큼 기뻤었다.
...중략...
그의 아내가 기침으로 쿨룩거리기는 벌써 달포가 넘었다. 조밥도 굶기를
먹다시피 하는 형편이니 물론 약 한 첩 써본 일이 없다.

-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1924)의 부분

가난한 김첨지는 형편상 기침으로 쿨룩거린지 벌써 달포가 넘은 아내에게 약을
사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다.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탓으로 그는 아내를 대하
는 태도도 거칠고 말도 험하다.

“에이 오라질 년, 조랑복은 할 수가 없어, 못 먹어 병, 먹어서 병! 어쩌란
말이야. 왜 눈을 바루 뜨지 못해!”
하고 김첨지는 앓는 이의 뺨을 한 번 후려갈겼다. 홉뜬 눈은 조금 바루어
졌건만 이슬이 맺히었다. 김첨지의 눈시울도 뜨끈뜨끈한 듯하였다.
이 환자가 그러고도 먹는 데는 물리지 않았다. 사흘 전부터 설렁탕 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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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시고 싶다고 남편을 졸랐다.
“이런 오라질 년! 조밥도 못 먹는 년이 설렁탕은, 또 처먹고 지랄병을 하게.”
라고 야단을 쳐보았건만 못 사주는 마음이 시원치는 않았다.

-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1924)의 부분

본문에 드러나는 것과 같이 김첨지의 욕설과 폭행은 그가 악한 인물이어서 자
행되는 것이 아니다. ‘김첨지의 눈시울도 뜨끈뜨끈한 듯하였다’ 라든지 ‘못 사주는
마음이 시원치는 않았다’에서 볼 수 있듯이 그에게 아내를 위하는 마음이 없는 것
이 아니다. 그가 화를 내고 손찌검을 하는 것을 가난과 교육의 부재로 아내에 대
한 안쓰러운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하층민의 언어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는 베트남 학습자들은 김첨지의 말과 행동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김첨지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에게 혼내거
나 때리는 것이 절대 안 되는 것인데 어떻게 아내에게 야단을 치고 아내를 때
렸을까?. 김첨지는 이기적인 인물이다. 돈이 없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약을 사줘야지 아기에게 모유를 먹여주고 있는 아내를 구하지 않는 것이 너무
한 것 같다. (B1-13-<운수 좋은 날>)
김첨지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아내가 그렇게 앓았는데 약도 안
사주고 야단도 치고 아내가 죽을 때도 집에 빨리 안 가고 계속 술집에서 친구
와 함께 술을 먹었다. 이기적인 사람이다. (B1-10-<운수 좋은 날>)

위의 학습자들은 김첨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학습자들은 대
부분 김첨지를 그 당시의 전형적인 인물로 여기기보다는 김 첨지에 대해서는 부
정적으로 생각한다. B1-13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김첨지를 이기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했고, B1-10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김첨지를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인물이라
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운수 좋은 날>의 주인공인 김첨지는 한국의 식민지 시대
의 하층민으로 삶의 빈궁으로 인하여 성격이 급해지고 쉽게 화를 내며 의학에 대
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뿐, 그 자체의 성격이나 인성이 포악한 인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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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인물의 행동 및 말투만 보고 인물을 비판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한 베트남학습자들이 인물을 오해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
기 위해서는 교사가 학습자에게 한국의 당대 사회 상황과, 후반부로 갈수록 흥미
진진해지는 반어적 기법에 대해서 설명해줘야 한다.
이 김첨지라는 인물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인물로 등장했다고 느꼈다. 그
는 안내를 야단 치칠 때 쓰는 말투와 아내한테 하는 행동에 공감하지 못 했
다. 또는 작품의 뒷부분에서는 김첨지 역시 이기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아내가 죽은 장면을 상상하고 친구와 함께 신나게 술을 먹고 그 다음으로는
아내에게 갔다. (B1-24-<운수 좋은 날>)

학습자 B1-24와 같이 많은 학습자들이 김첨지를 부정적으로 보면서 그 이유를
그의 언행과 태도로 삼았다. 특히 김첨지가 그 많은 돈은 받고 결국 자기를 먼저
만족시킨 다음 아내에게 설렁탕을 사주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
은 관계와 희생에 대해 이상적인 면을 지닌 베트남 학생들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김첨지라는 인물의 행동 및 말투에 대해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인식을 한
베트남 학습자들도 있었다. 학습자 B1-15는 김첨지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의 언행을 사회적인 문제와 연관지으면서 서술하였다. 이러한 학생들은 가난한
삶 때문에 김첨지의 행동 및 말투가 그렇게 나쁘게 됐다고 한 학생도 있었다. 그
러니 이 역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는 위의 감상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김첨지라는 인물이 불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 너무 가난해서 그는 어
쩔 수없이 말투도 무뚝뚝하게 화 쉽게 나고 아내에게 쉽게 때리다. 그렇게
하면 좋은 남편이라고 할 수 없지요. (B1-15-<운수 좋은 날>)

인력거꾼인 김첨지는 당대 하층민의 전형인물이다. 가난하여 교육받지 못한 하
층민에게 욕설이나 속어는 생활어와 크게 변별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말투나
행동이 그의 인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베트남 학습자들이 감상
문에서 김첨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김첨지라는 인물에 표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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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인 면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첨지의 사회적 계층이나 그
계층의 언행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다면 학습자들은 김첨지가 내심 아내를 생각하
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돈을 받으면 먼저 사흘 전에 설렁탕
을 먹고 싶어 했던 아내에게 설렁탕을 사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나 아내에게 호통을 치지만 속이 시원하지 않아 하는 모습이 그러한 김첨지의 따
뜻한 내면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한편, 김유정의 <동백꽃>은 ‘나’와 점순이의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연출되는 소
설이다.50) 작가는 ‘나’와 점순이의 성격을 과장하고 그 차이에서 오는 행위의 대
조적인 특징을 강조한다. ‘나’는 점순이 포악을 부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점순의
행동들은 ‘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관심과 애정의 표
현에 서툰 사람들이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은 남녀 간의
소통이 활발하지 않았던 한국에서는 꽤 많이 하는 행동이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베트남 학습자들은 두 남녀 주인공에 대해서 모두 부정적으로 생각하였다
‘나’와 ‘나’의 가족은 점순네 땅에 살고 땅을 소작 내어 일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점순과 같이 있으면 ‘나’는 얌전한 편이다. ‘나’에 비해서 유복하게 자란 점
순은 행동에 자신감이 있고 활발하다. 게다가 ‘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말을 시키고 장난을 건다. 남성이 얌전하고 여성이 활달한 모습은 베트남에서는 일
반적인 모습이 아니며, 그곳의 남녀에게 요구되는 태도도 아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베트남 학습자들은 ‘나’와 ‘점순’의 성격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점순이는 여자 주인공인데 얌전하지도 않고 자기 집이 돈이 있는 걸 자랑
하면서 ‘나’에게 많이 괴롭히었어요. 그녀의 행동도 여자답지 않고 ‘나’도 남
자답지 않아요. 점순에 비하면 ‘나’는 너무 약해요. (D1-9-<동백꽃>)

‘나’는 남자답지 모하면서 학습자 D1-9는 점순이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생
각하면서 점순이

‘여자답지 않다’고 점순과 ‘나’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점순이가 ‘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둘의 사회적인 계급 차이에서 벌어지는 입장 차이도 알지 못한다. 그렇
기 때문에 감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배경지식이 부족한 학생에게
50) 조동일. 이재선 편, 『한국현대소설작품론』, 서울문장출판사, 1996, p.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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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순’은 단지 자기 자랑만하기 바쁜 인물이 된다.
자국의 문화적 인식에 바탕을 둔 인물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 대부분의 베트
남 학습자들은 <동백꽃>의 각 인물들의 심리 및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학습자들은 각 사건의 표현이 웃긴다는 것만 알았을 뿐 이러한 장면이 웃음을 통
하여 사회의 대립적 관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이 작품에서 주요인물이 점순이와 ‘나’가 있는데 여자 주인공인 점순의 성격
이 너무 강하고 반대로 ‘나’라는 인물이 그만큼 강하지 않다. 이야기는 주로 남
주인공과 여주인공의 닭싸움에 대한 이야기다. (D1-3-<동백꽃>)

이 작품에 등장하고 있는 점순이와 ‘나’는 사회 계층적인 면에서 우선 대립된다.
마름의 딸과 소작인의 아들이라는 신분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가는
이들의 관계를 계급적인 대립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랑의 감정에 눈뜨기
시작한 점순이의 적극적인 성격과 아직 이성 관계에 눈을 뜨지 못하고 좀 어리숙
한 ‘나’의 성격을 대비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에 묘미가 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서 김유정 특유의 해학이 살아난다.
문학작품은 특정한 맥락에서 의도적으로 현실의 삶을 반영한다. 그것은 한 개인
이 살아가는 전체적 과정과 그가 처해 있는 현실은 다원적 국면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속에는 인간 삶의 토대인 역사·사회적 조건이 총제적인 구조
로 그려져 있다. 한국현대소설은 1920년대를 통해 시대, 삶, 현실 등의 개념과 본
질적인 만남을 꾀할 수가 있었다. 소설의 역사적 배경을 사건이 발생하는 역사적
시대와 같은 시간으로 두면서 말이다. 한국현대소설에서는 일제 강점기, 6·25사변
등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시대 배경이 된다. 이 논문에서 설정한 작품들은
대부분 1930년대의 소설 작품들이며 그 중에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과 채만식
의 <치숙>이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드러나게 한 작품들이다.
먼저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 1924년에 발표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식민지
시대에 궁핍한 생활을 이끌어 가고 있는 도시 하층 노동자들의 삶을 객관적으로
그려놓고 있다. 1920년대 일제 강점하인 식민지 시대를 배경으로 그림으로써 3.1
운동 이후 문학의 관심이 그만큼 민족의 고통스런 현실에 밀착되어 있음을 말해주
고 있으며, 그 당대의 조선인들의 빈궁한 삶을 생생하게 그려주는 것이다. 이 작품
을 읽으면서 학습자는 김첨지의 하루 일과를 통해서 1920년대 한국 민족의 비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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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이 작품의 배경이 당대를 살아간 한국 민족 전체의
삶의 모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또한 사회·경제적 빈궁이 한 개
인의 심리 표출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작품의 시대 배
경을 포착하지 못한 학습자의 경우에는 작품의 사회적 맥락 및 작품의 전체적 내
용을 파악하기 힘들어 한다. 특히 작가는 소설 작품을 쓸 때 작품의 시대 배경과
같은 요소들을 정확히 드러나게 하지 않는다. 대부분 인물 및 사건 또는 인물의 행
동 심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서술한다. 그래서 외국인 학습자들은 이를 쉽게 파악
하지 못한다. 따라서 교사는 그러한 시대 배경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은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며 각 인물들
은 유랑하는 사람들이다. 작품 속에서 허생원의 유랑은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어떤 운명적인 것이고 조선달의 유랑은 인간적 기질에서, 동이의 유랑은 가정적
환경에서 성 서방네의 유랑은 사회구조적 모순에서 각각 그 직접적인 원인을 찾
아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유랑의 근원에는 당시 조선 민족이 처한 현실
이 정을 붙이고 살기에는 너무 가혹했다는 사회적 상황이 놓여 있다. 작품 내용
속에서 “성 서방네는 한창 어려워서 들고 날 판인 때였지”라는 대화내용이 있는
데 이는 당시가 일제의 가혹한 수탈의 시기로써 고향을 등지고 유랑의 길을 떠났
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당시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유랑은 장돌뱅이는 대표적이다. 장돌뱅이는 고정된 장바닥에 앉아 장사
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에서 다른 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장사를 한다. 장돌
뱅이는 장사꾼이나 상인 등과 공통성을 지니기도 하지만 이들은 떠돌이라는 점에
서 정착하여 장사하는 그들과 구분된다. 즉 이들은 길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
가는 사람들이다. 길 위에서 이루어지는 삶은 주기적인 반복을 하게 된다. 그들
삶의 생활 리듬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드팀전 장돌림을 시작한 지 이십 년이나 되어도 허생원은 봉평장을 빼논
적은 드물었다. 충주 제천 등의 이웃 군에도 가고, 멀리 영남 지방도 헤매기
는 하였으나, 강릉쯤에 물건 하러 가는 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군내를 돌아
다녔다. 닷새만큼씩의 장날에는 달보다도 확실하게 면에서 면으로 건너간다.

-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1936)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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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는 채만식의 <치숙>의 시대 배경을 살펴보면, <치숙>은 일제강점기
를 시대적 배경으로 자조와 비판을 바탕으로 사회에 대한 풍자를 그리고 있는 소
설로 평가받는 작품이다. 이 당시의 소설 경향은 3.1 운동의 실패로 인한 지식인
들의 고뇌를 중심으로 표현하거나, 하층민들의 삶을 표현하였다. 이 소설은 사회
주의 운동에 투신하여 궁핍한 삶을 사는 지식인과 일제 강점기의 현실에 야합하
여 살아가는 한 청년을 내세워 당대의 절망적인 삶의 환경을 제시하고 있는 단편
소설이다.
이 작품을 읽고 나서 베트남 봉건사회의 모습과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사회도 혼란 상황에 저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떤 쪽에 가야 할 건지. 특
히 사회에서 지식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 건지 몰라서 매일매일 사회의 무용인
같이 보내고 있는 것은 우리 베트남 나라 문학 작품에서도 찾을 수 있다.
(E1-5-<치숙>)

이 학습자 E1-5는 <치숙>의 시대배경을 봉건사회에 두고 있으며, 이 시대 지
식인의 혼란성까지 읽어냈다. 이 학습자와 같은 경우에는 작품의 배경을 잘 파악
항 경우라 할 수 있다. 베트남의 고등학교 또는 중학교 문학 교과서에 실린 작품
들은 대부분 프랑스의 침략으로부터 시민들이 고통을 받은 물질 생활 및 정신 생
활에 대한 주제로 하는 작품들은 대부분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사회 배경을 하고
있으나 같은 맥락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문학 작품이어도 베트남 학습
자들이 잘 파악할 수 있다.

(2) 한국·베트남의 역사·문화적 배경을 활용한 한국 문화 이해
① 유사성에 주목하는 문화적 동질성 이해
학습자들의 감상문을 분석해 보면 베트남 학습자들은 한국의 문화 요소에 대해
서는 몇 측면에서 다르게 인식하였다.
베트남과 한국은 같은 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나라이며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시골의 배경으로 한 소설에서 착한 사람들의 모습을 학습자들은 잘 인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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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또한 베트남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쟁을 거친 나라이며 격변한 시기도 있
었다. 둘 다 식민지시기를 경험함으로써 그 시기에 창작된 소설들이 비슷한 주제
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수난이대> 같은 작품을 읽을 때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었다.
우선 학습자들이 <동백꽃> 작품을 읽고 난 다음 쓴 감상문을 살펴보도록 하겠
다. 대부분 베트남 학습자들은 작품의 배경을 한국의 시골 지역으로 인식하고 ‘나’
와 점순이는 시골 남자, 시골 여자로 생각하며 성격이 착하고 말하거나 행동할 때
도 촌스럽다고 인식한다. 베트남 문학 작품 중에도 시골의 배경으로 하여 남녀 사
이의 사랑을 주제로 하는 작품이 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점순과 나 사이의 사랑
을 인식했다. 학습자마다 조금은 인식적인 차이를 보였지 대부분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사랑을 순수한 사랑이라고 인식하고 비슷한 주제로 되어있는 베트
남 문학 작품을 생각하면서 감상했다. 학습자의 <동백꽃> 감상문은 다음과 같다.
점순이는 ‘나’에게 감자를 주고 먹으라고 하는 행동으로 자기의 관심을 ‘나’
에게 보여주었다. 그 행동을 보고 우리 베트남 작품 중에 “찌 페우(ChíPhè
o)”
라는 작품의 주인공을 생각난다. “찌 폐우(ChíPhè
o)”라는 작품에서도 여자주
인공인 “티 너(Thi No)”가 남주인공에게 “짜우 하잉(파죽)” 음식을 주는 것으
로 자기의 관심을 보여줬다. 성격이 착하고 소박한 시골사람들은 순진한 마음
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베트남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이
런 성격이 있나 본다. (D1-4-<동백꽃>)

D1-4학습자의 경우에는 <동백꽃>의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을 착하고 순진
한 시골 남녀로 인식한다. 그 순진함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가져도 말을 직접적으
로 하지 못하고 음식으로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는 D1-4학습
자가 베트남 시골 사람들의 순진한 마음을 활용하여 한국 남녀 시골 사람들도 똑
같은 식의사랑을 화려한 말이나 큰 선물로 표현하지 않아 간접적으로 말하고 일
상 먹는 음식을 주는 걸로 고백한다고 인식한다.
베트남 문화를 배경지식으로 활용하여 <사랑손님과 어머니>를 읽고 한국인의
감정 즉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 간접적으로 인식한 학습자가 있다. 그것은 베트
남과 한국의 비슷한 유교문화가 있기 때문에 여자와 남자 간의 사랑 표현도 얌전
하고 처음에는 표현을 간접적으로 하거나 조심스럽게 상대방에게 본인의 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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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베트남 학습자들의 <사랑손님과
어머니>에서 사랑손님과 옥희 어머니의 사랑 또는 둘의 사랑 표현하는 방식에 대
한 생각들이다.
작가는 사랑손님과 옥희 어머니의 사랑을 처음에 예쁜 사랑을 만들었다. 사
랑손님은 옥희 어머니에게 고백했을 때 조용히 밥값을 담은 봉투 안에 사랑
편지를 넣었다. 고백했을 때도 그렇고 옥희 어머니도 받아들였다. 그것은 한국
인들의 사랑을 고백하는 문화라고 보면 우리나라 베트남사람도 비슷한 고백
방법이 있다. 읽어봤더니 우리나라의 민요를 생각난다.
Hôm qua tát nước đầu đình (어제 사찰에 갔는데)
Bỏ quên chiếc áo trên cành hoa sen (연꽃잎 위에 옷을 두고 왔다)
Em được thì cho anh xin (나의 옷을 가지고 보관해주고 있는 당신)
Để rồi anh để làm tin trong nhà. (나에게 돌려주라. 우리의 사랑을 보물로
간직할게). (A1-24-<사랑손님과 어머니>)

학습자 A1-24는 한국과 베트남의 사랑 고백 방식의 비슷함에 주안하여 베트남
의 민요를 떠올리며 한국의 사랑 고백문화에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베트남인과 한국인의 사랑할 때 이성에 대해서는 얌전하고
조용하다는 문화라고 생각한다. 비슷한 문화 맥락을 가지고 있음은 베트남 학생들
은 한국 작품을 감상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얌전한 방식으로 사랑을 표
현하는 것은 똑같은 아시아 지역과 농업 문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어 이는 베트남 학습자들은 작품 감상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시골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동백꽃>을 읽고 학습자들은 베트남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시골 사람들은 특히 시골 소년 소녀들이 닭싸움 놀이를 즐긴다고
서술하였다.
이 작품을 읽은 다음 한국 시골 소년, 소녀들도 닭싸움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놀이도 있다. (D1-38-<동백꽃>)
<동백꽃>에서 재미있는 닭싸움 장면을 봤다. 한국 시골에서도 우리처럼 닭
싸움 놀이도 있군요. (D1-46-<동백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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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4과 A1-24학습자는 베트남의 유사한 문학 작품을 활용하여 작품을 감상
했다고 하면, D1-38과 D1-46학습자들은 한국과 베트남의 유사한 문화요소를 활
용하여 감상했다. 두 가지의 방법 모두 학습자에게 작품을 감상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베트남과 한국은 비슷한 역사를 거친 나라이므로 작품을 읽을 때 베트남
학습자들은 자기의 기존 역사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작품을 해석한 경우도 있었
다. 사실 소설을 읽을 때 독자가 자신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동원하여, 사회문화적
인 맥락의 관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베트남 학습자들
이 <운수 좋은 날> 작품을 읽을 때 모국의 유사한 역사 지식을 활용하여 모국 문
학과의 비슷한 작품을 생각하면서 공감한 학습자가 있었다.

<운수 좋은 날>을 읽은 다음 우리나라 지 자우<Chi Dau> 라는 작품에 대
해서 생각이 났다. 지 자우<Chi Dau> 라는 작품이 일본 식민지 시기에 창작
된 소설인데 사람들이 다 식민지 시대에 너무 빈궁하게 살았어요. <운수 좋
은 날>이라는 작품을 읽어 보니까 이러한 느낌도 들었어요. 김첨지는 지 자
우 <Chi Dau> 와 마찬가지로 자기 인생을 주인공이 계속 비극적인 삶을 살
아가야 할 것 같다. (B1-8-<운수 좋은 날>)

특히 베트남 역사는 한국과 유사한 시기가 있다. 베트남도 일본 식민지를 시대
를 겪었다. 그 당시의 베트남 문학에서도 수많은 문학 작품이 창작되었는데 식민
지 치하에 일반 시민의 빈궁한 삶을 주제로 창작한 작품들이 많았다. 베트남 중․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서도 한국과 비슷하게 빈궁한 배경으로 한 작품이 있으며
이런 시대배경의 유사성을 문화배경으로 활용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학습자 B1-8
은 <운수 좋은 날>과 지 자우<Chi Dau>의 시대배경을 모두 식민지 시대로 보고
김첨지와 지 자우(Chi Dau)의 비극적인 삶이 시대의 비극성과 연관됨을 인식했
다. 한국과 베트남은 이런 식민지 경험 배경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바로
전쟁이다. 베트남과 한국은 모두 전쟁 때문에 아픔을 받은 사람들을 소재로 한 문
학 작품들이 많다. 또한 한국도 베트남도 전쟁을 소재한 작품 중 일부 교육적 가
치를 인정하여 교과서에 수록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베트남과 한국의 경우 전쟁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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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소재로 한 문학 작품은 베트남 학생들에게 전쟁이라는 친숙한 주제로 다가온
다.

특히 <수난이대>같은 작품을 감상했을 때 낮선 느낌이 없어 감상하기가 용

이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수난이대>는 전쟁 때문에 한국 가족의 아픔에 대한 소설이다. 아버지인 만
도와 아들인 진수가 다 전쟁 때문에 징용하게 되다가 전장에서 자기의 신체를
잃어 버렸다. 그 아픔은 아버지도 당하고 아들도 당한 아픔이며 2 세대가 같이
당한 아픔이다. 한국인이도 우리 민족 같이 전쟁을 당했는데 전쟁은 항상 아픔
만 갖다 준 것이다. (F1-11-<수난이대>)
이 작품을 읽은 다음 전쟁은 항상 우리에게 아픔만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
다. 우리나라 문학 작품 중에서도 비슷한 주제로 쓰는 작품이 있는데 전쟁 때
문에 얼굴이 다친 아버지를 못 알아 본 딸에 대한 이야기인 팜꽝쌍(Pham
Quang Sang)의 <상아빗>을 생각난다. 그 작품에서도 아버지가 전쟁 때문에
얼굴이 변양해서 딸이 아버지를 못 알아본다. 그 작품도 가족에서 일어난 아픔
에 대한 내용이다. <수난이대>를 읽고 <상아빗>을 읽을 때처럼 감동을 받았
다. (F1-14-<수난이대>)

앞서 제시한 두 감상문은 모두 한국의 전쟁 소설 중 하나인 <수난이대>의 내용
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쟁의 슬픔과 아픔을 공감하고 있는 면모가 드러나는 글이
다. 이들은 모두 <수난이대>의 주인공의 비극적 삶을 전쟁과 연관시켜 전쟁으로
인한 시대의 비극성을 정확히 읽어냈다. 특히 F1-14는 <수난이대>와 유사한 자
국의 소설을 들며, ‘<수난이대>를 읽고 <상아빗>을 읽을 때처럼 감동받았다.’라는
감상을 했다. 이러한 감상은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 소설의 이해에 자신의 사전 지
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물론, 비교문화 및 비교문학적 관점을 적극 도입하여 이
루어낸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② 차이점에 주목하는 간문화적 이해
베트남 학습자들은 작품을 읽는 동안 여러 가지의 문화 요소를 파악했다. 위에
언급한 유사한 문화요소를 발견한 바와 달리 베트남 문화와 다른 문화 요소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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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했다. 먼저, 김유정의 <동백꽃> 작품의 감상문을 살펴보면 대부분 학습자들이
닭싸움이라는 행동을 받아들였는데 ‘나’의 닭에게 고추장을 먹여주는 장면에서 의
문을 가졌다. 다음은 ‘나’의 닭에게 고추장을 먹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되면 나도 다른 대책을 차리지 않을 수 없다. 하루는 우리 수탉을
붙들어가지고 넌지시 장동께로 갔다. 쌈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병든 황소가
살모사를 먹고 용을 쓰는 것처럼 기운이 뻗친다 한다. 장독에서 고추장 한 접
시를 떠서 닭의 주둥아리께로 들이밀고 먹여보았다. 닭도 고추장에 막을

들

였는지 거스르지 않고 가의 반 접시 턱이나 곧잘 먹는다.
그리고 먹고 금세는 용을 못 쓸 터이므로 얼마쯤 기운이 들도록 홰 속에다
가두어 두었다. (...) 옳다 알았다. 고추장만 먹이면 되는구나, 하고 나는 속으
로 쟁그라워 죽겠다. (...)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넋이 풀리어 기둥같
이 묵묵히 서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큰 닭이 한 번 쪼인 앙갚음으로 호들갑
스레 연거푸 쪼는 서슬에 우리 수탉은 찔끔 못 하고 막 곯는다. (...) 고추장을
좀 더 먹였더라면 좋았을 걸 너무 급하게 쌈을 붙인 것이 퍽 후회가 난다. 장
독께로 돌아와서 다시 턱밑에 고추장을 들여댔다. (...) 그러나 한 두어 종지
가량 고추장 물을 먹이고 나서는 나는 고만 물이 죽었다. 싱싱하던 닭이 왜
그런지 고개를 살며시 뒤틀고는 손아귀에서 뻐드러지는 것이 아닌가.

- 김유정의 <동백꽃>(1936)의 부분

베트남 학습자들은 ‘나’의 닭에게 고추장을 먹여주는 장면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한국인들은 매운 음식을 먹고 고추장이 보편적인 걸 알고 있는데 닭에게 먹
여주면 힘도 생길 줄 몰랐다. (D1-16-<동백꽃>)

‘나’는 순진하고 이상하게 행동한다. 특히 닭싸움을 할 때 닭에게 고추장을 먹
이는 것이다. 웃긴 것이지만 남자 주인공의 절박함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학생이
‘어떻게 닭이 그 매운 걸 먹고 힘이 생겼을까’와 같은 의문을 품는 것은 한국인의
사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장면에서는 한국인의 민속에 대한 믿
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인의 보편적 정서에서는 ‘매운 것을 먹으면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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솟는다.’라는 암묵적인 동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만약 이 학생이 이것을 알았
더라면 위와 같은 의문을 품지 않았을 것이다.
또는 베트남 학습자들은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과 주요섭의 <메밀꽃 필 무
렵>에서 나타난 술 마시는 장면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에서 술에 대한 장면은 다음과 같다.
선술집은 훈훈하고 뜨뜻하였다. 추어탕을 끓이는 솥뚜껑을 열적마다 뭉게뭉
게 떠오르는 흰 김, 석쇠에서 빠지짓 빠지짓 구워지는 너비아니 구이며, 제육
이며, 간이며, 콩팥이며, 북어며, 빈대떡…….이 너저분하게 늘어놓은 안주 탁
자에 김첨지는 갑자기 속이 쓰려서 견딜 수 없었다. 마음대로 할양이면 거기
있는 모든 먹음 먹이를 모조리 깡그리 집어삼켜도 시원치 않았다. 하되, 배고
픈 이는 우선 분량 많은 빈대떡 두 개를 쪼이기로 하고 추어탕을 한 그릇 청
하였다. 주린 창자는 음식 맛을 보더니 더욱더욱 비어지며 자꾸자꾸 들이라들
이라 하였다. 순식간에 두부와 미꾸리 든 국 한 그릇을 그냥 물같이 들이키고
말았다. 첫째 그릇을 받아들었을 제 데우던 막걸리 곱빼기 두 잔이 더 왔다.
치삼이와 같이 마시자 원원이 비었던 속이라 찌르르 하고 창자에 퍼지며 얼굴
이 화끈하였다. 눌러 곱빼기 한 잔을 또 마셨다.
김첨지의 눈은 벌써 개개 풀리기 시작하였다. 석쇠에 얹힌 떡 두개를 숭덩
숭덩 썰어서 볼을 볼록거리며 또 곱빼기 두 잔을 부어라 하였다.

-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1924)의 부분
다른 축들도 벌써 거진 전들을 걷고 있었다. 약빠르게 떠나는 패도 있었다.
어물장수도 땜장이도 엿장수도 생강장수도 꼴들이 보이지 않았다. 내일은 진부
와 대화에 장이 선다. 축들은 그 어느 쪽으로든지 밤을 새며 육칠십 리 밤길을
타박거리지 않으면 안 된다. 장판은 잔치 뒷마당같이 어수선하게 벌어지고 술
집에서는 싸움이 터져 있었다.

-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1936)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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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학습자들은 작품에 표현되어 있는 술을 먹는 장면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서술하고 있다.

한국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는 것 같다. <운수 좋은 날> 작품에서 김첨지
라는 인물이 술도 먹었고 이 작품에서도 술을 먹는 장면도 나타났다. 술을 좋
아하는 것이 옛날부터 있었다.

그것이 한국 사람의 주취향인가 보다.

(C1-7-<메밀꽃 필 무렵>)
이 작품에서는 술을 먹고 취하는 장면이 나타났다. 술 먹는 장면이 소설에
서도 나타난데 영화 속에서도 많이 봤다. 한국은 술을 좋아하는 사회인 것 같
다. (B1-24-<운수 좋은 날>)

C1-7와 B1-24 학습자는 한국 사회는 술을 권하는 사회라고 인식했다. B1-24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소설 속에서 나타난 장면뿐만 아니라 텍스트 외적 영화이
나 드라마에서도 그와 비슷한 술을 먹는 장면을 본 것과 함께 한국 사회는 술을
좋아하는 사회로 인식했다. 위와 같은 학습자에게 각 장면에서 술이 나타난 의미
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 즉 문학 교사가 학생에게 한국 사회에서 술의 위치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자들은 <수난이대>를 읽고 아버지인 도만과 진수의 아픔을 이해했는
데 몇 명의 학습자들은 다음과 같이 인식했다.

<수난이대>를 읽었는데 징용한 사람들의 아픔, 전쟁 때문에 자기의 신체를
잃어버린 군인들의 이야기이다. 그 사람들은 나라의 이익 때문에 자기의 피를
흘렸고 신체 부분을 잃어버렸는데 그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서 슬픈 느낌이
들었다. 우리나라 문학 작품에서 전쟁 때문에 아픔을 겪은 군인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왠지 다른 느낌이 들었다. 전쟁 때문에 장애인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한
국 작품에서 약간 실패자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우리 베트남 작품 속에
서 그 사람들은 신체의 부분을 잃어버려도 승자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느낌이
들었다.

베트남 문학 작품에서 군인들은 항상 칭찬하게 되는 것이다.

(F1-10-<수난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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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문학에는 아직도 공산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내용이 많이 있다. 즉 전쟁
에 나간 군인들이 적과 싸우는 과정에서 신체의 일부분을 잃게 되어 장애인으로
되었다면 이는 나라를 위한 희생이며 그들은 작품에서 영웅으로 등장한다. 이는
베트남과 한국 사람들의 전쟁의 아픔에 대한 인식에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문학 작품들의 결말부분에서는 공산당의 정책에 부응하여 항상 해피엔
딩으로 끝난다. 베트남 중·고 등 학교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은 대부분 해
피엔딩으로 끝난다. 학습자들은 이에 익숙하고 비극적인 결말로 맺은 <운수 좋은
날>이나 깔끔한 결말로 끝나지 못한 결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문화를 이해시키고 교육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가르치고 이해시킨다
는 것인지 ‘내용’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한다. 문화 내용 즉, 문화에 대한 개념
정리는 일반적인 문화 개념으로부터 교육을 위한 문화 개념 부분까지 많은 학자
들에 의해 정의되어 왔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화 교육의 내용은
한국에 대한 이해, 언어 생활규범, 한국인의 의식주, 현대 한국인의 생활 속에 남
아 있는 전통 문화적 요소, 한국의 공공시설과 제도, 한국의 날씨와 계절, 한국인
의 사고방식, 한국인의 취미 생활과 여가 생활, 한국인의 경제활동, 한국인의 학교
생활, 직장생활, 한국 사회의 예절, 한국의 교통, 숙박 시설물 소개와 이용방법,
한국의 자연, 지리, 관광지 등등의 구체적인 항목화를 통해 그 내용이

제시되어

왔다. 교과서 문학 작품에서 한국의 문화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문화 내용으로 가
르쳐 학습자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의 장을 넓혀줘야 한다.

③ 베트남 문화의 가치관을 활용한 문화 이해
베트남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식민지를 경험했던 나라이므로 베트남인의
식민지시대 때 민중들이 힘든 삶을 소재로 하는 문학 작품이 있다. 베트남 문학사
에서 일제 식민지를 배경으로 하는 시기는 1930년대이다. 식민지하에 사람들의
빈궁한 삶, 가난해서 굶어 죽어 가는 사람들, 사회에서부터 소외된 사람들도 베트
남 1930년대 문학의 소재가 된다. 베트남에는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는 작품들이
드물다. 따라서 이러한 결말은 사실 베트남 학습자들에게 전혀 익숙하지 않다.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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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남 문학이 대부분 공산당의 승리를 응원하기 위하여 창작된 문학작품들이기 때
문에 대부분이 해피엔딩으로 결말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고등 교과서에
서 가르치는 문학 작품들은 대부분이 해피엔딩이거나 희망적인 장면으로 마무리
된다. 이처럼 행복한 결말을 가진 문학만 접해온 독서 경험은 베트남 학습자들이
작품의 결말 부분에서는 꼭 주인공이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
향을 만들었으며, 이는 한국의 비극적인 소설을 읽는데 일부 장애로 작용한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은 1920년대에 발표된 작품이며 1920년대 중반 식민
지 치하에서 한국 사회의 도시 노동자들의 생활에 대하여 생생하게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제목이 ‘운수좋은 날’이라는 것을 포함한 작품의 반어적인 특성과 인물
의 설정 및 사건의 전개는 모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는 사회·경제적 빈궁
이 한 개인의 생활을 공핍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심리 표출까지 깊은 영
향을 미쳤고 또 그의 인생을 비극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한다.

나는 이 작품의 결말 부분과 지난번에 읽었던 작품의 결말 부분이 마음에 안
들다. 우리 베트남 문학은 인물의 생활이나 어려움이 그렇게 더 심한데 작품의
결말 부분에서 항상 주인공에게 새롭고 더 좋은 인생으로 향해야 한다. 그렇지
만 한국의 문학 작품들이 거의 비극적인 결말이 있는 것 같다. 그 것도 한국의
영화에 연관시킬 수 있는 것 같다. 한국 영화도 그렇게 비극적인 결말만 나온
다. (B1-6-<운수 좋은 날>)
이 소설을 읽은 후 <사랑손님과 어머니> 및 <소나기> 내가 한국문학작품
들이 다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는 거라 좀 아쉬운 느낌을 든다. 그러한 결말은
사실 독자의 머릿속에 오래 남아 있을 건데 내 생각에는 인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면 더 좋지 않은가 싶다. 어제든 인물들이 한 동안(소설에서) 힘들
었으니 그들에게 마지막에서 희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행복한 결
말로 끝나는 것도 독자에게 삶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다고 한다. (B1-19<운수 좋은 날>)

위 감상문들은 앞서 설명한 문화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방식을 수
용하지 못한 전형적인 예이다. 학습자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익숙하게 접한 방식
또는 학습해온 것의 전형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전형성을 벗어난다는 것은 쉽
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보다 크고 넓은 시야를 확보하고 자국의 문화 내부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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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되어 있던 자신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를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간문
화적 관점과 역량 역시 이러한 극복의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볼 때 한국어 교육
의 장에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한 분야란 점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유정의 <동백꽃>도 마찬가지로 두 명의 주인공의 갈등이 당시 조선 사회로서
는 해결할 수 없는 계급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점순이 ‘나’에게 성적 관심
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거절함으로써 두 주인공의 애정에 갈등이 생겼다. 베트남
학습자들은 그러한 갈등을 인식하고 있었다. 학습자 D1-11은 점순이와 ‘나’의 계
급 갈등을 인식하고 둘의 성격이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였다.
점순이는 나에게 관심이 있는데 나는 점순이에게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나
는 너무 착해서 점순에게 갈 수 없는 것 같기 때문이다. 점순도 부자집의 딸이
라 자랑하면서 사랑하면서 나한테는 뭔가 무시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리하
여 성격이 맞지 않은 것이다. (D1-11-<동백꽃>)

<동백꽃>에서는 애정의 갈등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마름의 딸
과 소작인의 아들의 신분의 격차로 인하여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고민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 요인이 괴롭히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작가는 애정에 눈뜨기 시작하는 시골 처녀를 등장시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긴
하지만 애정의 문제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나’와 점순의 성격
을 과장하고 그 차이에서 오는 행위의 재조적인 특징을 강조한다. 따라서 교사는
점순이와 ‘나’의 모순을 단순한 애정관계로부터 시작한 갈등으로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시대배경적인 측면 즉 신분의 격차로부터 발생한 성격 차이와 갈등을 학
습자들에게 인식시켜 줘야 한다.
또한,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라는 작품을 읽은 후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작
품의 결말 부분이 교훈적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작품의 비극적인 결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 것 같다. 그것이 바
로 자기의 욕심을 자체해야 하는 것이다 자기의 욕심을 너무 뿌리면 도리어 안
좋은 결과 아니면 불행이 찾아올 지도 모른다. (B1-11-<운수 좋은 날>)

<운수 좋은 날>을 읽은 다수의 베트남 학습자들은 학습자 B1-11와 비슷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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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이 모두 김첨지의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부
각시켜 작가가 독자에게 교훈을 주고자 한다고 파악했다. 즉 자기의 욕심을 과도
하게 부리지 말고 자제해야 한다는 것 또는 욕심을 과도하게 부리면 오히려 안
좋은 것이 찾아온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베트남 학습자들이 한 작품에서 교훈을 찾는 데에 적극적인 이유는 이
들이 평소에 각 작품이 본인에게 주는 교훈과 깨달음을 찾는 데 익숙하기 때문이
다. 한편, <사랑손님과 어머니>를 읽은 경우 딸을 위해 자기의 행복을 포기하고
딸의 미래를 생각하는 옥희 어머니는 한국인의 어머니의 표상이라고 생각한 학습
자도 있었다.
이 작품은 작가가 옥희 어머니는 한국인의 전통 어머니를 그리고 있는 것 같
다. 본인의 사랑을 버리고 딸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 위대한 행동이라고 생각한
다. 그것이 바로 자녀 때문에 자기의 행복을 희생하는 것이며 동양이나 서양
문학작품에서 다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읽어 보니까 베트남인 어머니도 그렇고
한국인 어머니도 그렇다. (A1-25-<사랑손님과 어머니>)

학습자 A1-25는 옥희 어머니가 사랑손님과 이루지 못한 사랑을 자신의 행복을
희생할 것으로 보고 이 모든 것을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으로 출발한 것으로 보았
다. 그리고 베트남의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자녀를 위해서는 자신의 행복을 희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비슷한 유교사상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
라서 유사한 유교 사상을 받아온 베트남 문화와 한국문화를 고려하여 전통적 도
덕적 관념에 대한 작품을 선정하고 가르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은 혼전 남녀관계가 중요한 모티프가 된다. 이
는 금기 체계의 파괴와 금기체계 파괴로 인한 응징을 수용하는 과정으로 요약된
다. 그 응징은 허 생원과 성 서방네 처녀 양편에 함께 나타난다. 허생원은 떠돌이
의 삶을 청산하지 못하고 지속하는 것으로 금기체계 파괴의 응보를 입는다. 이에
비하면 성 서방네 처녀가 금기를 어긴데 대한 응보는 한결 혹심하다. 그 일로 안
하여 처녀의 집안이 봉평에서 제천으로 축출당하고 거기서 달이 차지 않은 아이
를 낳고는 친정집을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 그 녀는 다른 남편을 얻어 술장사를
시작한다. 남편의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갈라서서 다시 제천에 가서 자기가 낳은
지식을 데리고 생활하는 그 삶의 역정이 금기체계 파괴의 응징을 상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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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러낸다. 베트남 학습자들의 혼전의 남녀관계에 대한 이해 양상은 다음과 같다.

이 작품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허생원과 성서방네 처녀의 혼전관계에 대
한 장면이 있다. 옛날의 풍습이 아직도 혼전의 남녀관계를 허락하지 않아서
그런지 허생원과 성 서방 네 처녀가 둘 다 행복하게 못 살았다. 그것이 바
로 당시 사람들에게 교훈이다. 결혼하기 전에 남녀들이 성관계를 하지 말라
는 뜻이다. (C1-6-<메밀꽃 필 무렵>)

위에 학습자들은 각 인물들이 금기를 범하면 인물들이 어떤 형벌을 받는
것이 작품이 독자에게 교훈성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인식했다. 이처럼
베트남 학습자들은 한국 소설을 읽을 때 모국의 문화 및 가치관을 활용하여
모국 문화의 가치관을 활용하여 이해하는 바탕으로 교수-학습 방법 마련할
때 베트남 학습자에게 관념문화를 내용으로 교육할 수 있다. 관념문화 요소
는 민족성, 가치관, 세계관, 정서, 신앙, 사상 등 무의식 혹은 의식이 전승
체계를 대중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데 문학작품을 통하여 서로
다른 관념 문화에 대해 가르칠 수 있으며 아는 학습자들의 타문화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학습자들 간문화적
소통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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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베트남 학습자를 위한 한국 소설 읽기 교수‧학습 설계
1. 베트남 학습자를 위한 한국 소설 읽기 교육의 목표
학습자는 목표 언어의 문화를 학습해야 한다. 외국어 교육에서 실시되는 문화교
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학습자의 문화와 목표 언어의 문화 사이의 상호
관계, 즉 간(間)문화적 소통 작용에 주목하여 언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51)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화교육은 목표 언어 능력 신장
을 위한 문화교육, 목표 문화 능력을 위한 문화교육, 간문화적 능력을 위한 문화
교육으로 나누어진다. 그 중에서 간문화적 교육은 학습자가 성장하며 습득한 일종
의 ‘모문화’와 대상이 되는 목표문화에 대해 비교·대조하며 목표 문화에 대해 깊
이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목표로 둔다. 그래서 한국어교육에서의 간문
화 교육은 목표문화인 한국문화의 향유 및 탐구를 한국적 특수성 이해 및 수용에
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의 추구로 연결해 줄 수 있다는 교육적 가치를 지니다.
크람쉬(Claire Kramsch)는 “언어는 인간의 사회생활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기본
수단이며, 의사소통 상황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와 결합된다.”라고 하였
다. 리버스(Rivers)도 “언어는 그 언어가 깊게 배어 있는 문화와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라고 했다52). 그러한 입장에서 보면 베트남 학습자를 위한 한국소설 교육의 목
표도 마찬가지로 한국어로 서술된 소설 작품을 읽음으로써 작품 안에 내포된 문화를
습득해서 학습자들의 간문화적 문화도 습득을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의 목표로는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네드 씰리
(Ned Seelye, 1988)는 다음과 같이 문화교육의 기본적인 목표들을 정리했다. 그

51) M. Byram, Cultural Studie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Multilingual Matters,
1989.
D. Buttjes and M. Byram(ed.), Mediating Languages and Cultures: Towards an
Intercultural Theory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Multilingual Matters, 1991.
M. Byram and M. Fleming(ed.), Language Learning in Intercultural Perspectiv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윤여탁, 『외국어로서의 한국문학교육』, 한국문화사, 2007, p.86.
52) W. M, Rivers,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p.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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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에서는 근본적으로 언어, 문화 간 의사소통 교육이 핵심이 되어 왔다. 이러한
목표들은 학습자들이 아래와 같은 새로운 지평과 능력을 발달시키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➀ 모든 사회에서 인간들은 문화적으로 조건화된 행동을 보임을 이해한다.
➁ 모든 언어에서 나이, 성, 사회적 역할, 사회적 지위 등 사회적인 변인이 인간
들이 말하고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결정함을 인식한다.
➂ 모든 사회에서 인간들은 공통적인(또는 전형적인) 상황에서 관습화된 언어를
사용함을 인식한다.
➃ 제2언어/외국어의 단어와 구가 내포하는 문화적인 함의를 인식한다.
➄ 실제 생활에서의 증거와 경험을 바탕으로 제2언어/외국어 문화에 대한 일반
화를(그리고 선입견을) 평가하고 수정하는 능력을 키운다.
➅ 다른 문화를 탐사하는 능력, 즉 다른 문화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찾고 주직
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키운다.
➆ 제2언어/외국어 문화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 그리고 다른 문화의 구성원들에
대한 이해, 존경심과 다른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53)

위와 같은 맥락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일차적인 목표로는 베트남 학습자들이
한국어 소설을 읽고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해서 작품에 내포하는 문화 요소를 이
해하며 이해하는 것을 삼고 최종 베트남과 한국문화를 대상으로 한 간문화적 능
력을 향상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즉,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은 학습자의 언어
능력과 문화능력을 고르게 향상시켜서 국제적 차원의 인간으로 성장·발달시킨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베트남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소설 읽기 교수 학습의 1차적 목
표로 학습자들이 문학 작품의 내용을 제대로 읽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모습, 한국의 역사·사회·문화적 요소들을 베트남의 역사·사회·문화와 견주어 파악
하게 하는 것을 설정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어 현대소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
고 간 문화적 의사소통 능력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53) H. N. Seelye, Teaching Culture: Stategies for Intercultural Communication, National
textbook Company,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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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 학습자를 위한 한국 소설 읽기 교육의 내용
(1) 의미 이해를 통한 의사소통 구조
고급수준에 올라가게 되면 외국어 소설이나 모국어 소설이나 그 읽기의 과정에
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전 단계라면 외국어로 된 소설을
읽을 때가 모국어로 된 소설을 읽을 때보다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는 언어적으로
는 텍스트의 여러 층위, 즉 철자, 단어, 문장, 담화 등에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인지적으로는 독자가 외국어로 읽을 때에는 모국어로 읽을 때와 같이
스키마를

적절하게 끌어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베트남 학습자들에게 적용시켜

보자면, 그들은 한국어로 된 소설을 읽을 때 먼저 그 언어의 의미나 문법을 완전
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베트남어에는 없는 자음과 모음, 표현들 때문에 철자
에 종속된 읽기를 행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갖게 된다. 그리고 문화적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소설에 구현된 장면을 섬세히 인지하기 어려우며 연관된 배경지식
을 불러와서 의미화시키지도 못한다. 베트남 학습자들의 감상문을 분석했을 때 그
들이 한국소설의 단어, 문장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현상과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면이 드러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물론 일상적인 언어적 소통에서도 단어의 확장된 의미가 사용되거나 비유적인
말하기가 시행되는 일은 아주 많다. 특히 한국어는 고맥락적 언어이기 때문에 맥락
적 의미 추론 등 문화적 언어소통 능력이 일상 생활의 대화에서도 요구되는 일이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텍스트 의미이해 능력은 작품 감상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한국어 소통능력의 실제화에 지대한 역할을 하므로 한국어교
육에서도 학습자가 이와 같은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반드시 교육해야 한다.
문학 텍스트는 정서적인 성향과 다의적인 성향이 있으며 상상을 바탕으로 한다.
이는 알고자 하는 중요한 정보가 주요 단어를 중심으로 텍스트 표면에 직접적으
로 나타나는 일반 텍스트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읽는 독자는 문장들 사이의 내용
관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감성적, 다의적, 상상적 또는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소통에 있어서 정서는 그 언어적 표현과 매우 긴밀하게 관여하는 요
소이기 때문에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정서적인 특징을 잘 고려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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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읽기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문학 텍스트에서 어휘 의미의 외연 확장이나 소
통은 문화적이며 그래서 이에 대한 능력은 간문화적 의사소통의 일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서적인 면은 의성어, 의태어, 방언, 관용어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
래서 작품의 원활한 감상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한다. 따라서 학습자
들이 문학 텍스트의 정서적인 면과 다의적인 면을 고려하여 수용할 수 있으려면
우선 학습자들의 어휘능력을 확장시켜야 한다. 다양한 표현과 소통의 이해는 소설
의 어휘 이해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은 궁극적으로 학습자가 소설의
내용으로부터 한국문화와 언어에 대한 능력을 기르고 간 문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목표가 있다. 그렇다면 어휘를 통해 문화적 의미를 습득하고 텍
스트의 의미 구조를 이해하는 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국어교육은 대부분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며 성인학습자는 자신의 학습
의지에 따라 교육의 결과를 다양히 보여주기 때문에 교사는 먼저 소설 어휘 학습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
읽기는 어휘의 의미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어휘 지식은 읽기에서 매우 중요
한 것 그리고 개개 단어 의미에 대한 지식은 한국의 생활이나 문화와 관련이 되
어 있기 때문에 소설로 단어의 의미를 확장시키는 것은 그 단어와 관련된 사회와
문화적 지식을 배우는 것 등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어휘가
지닌 상호 문화적 차이와 의미가 언어 사전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읽기
학습 전 단계에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학습자의 읽기
능력 향상과 간문화적 능력 형성을 준비할 수 있다(Carrell 1988:242).
또한 이 과정의 학습은 한국어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속담, 관용어, 의성어, 의
태어 등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드러내는 언어 표현에 대한 교육과 더불
어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어휘 학습에서 사전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전은 어휘력이 부족한 학습자
를 도울 수 있는 훌륭한 교구이지만 스턴(1991)이 주장하듯이 학생들이 전적으로
사전에 의존하면 어휘와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휘를 장기
간 기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어 학습을 하는 입장에
서도 사전이 아닌 문맥에서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다만 소설
같은 긴 작품에서는 어휘학습 내용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교사
가 문학 텍스트의 이해에 가장 중요한 어휘를 미리 선별하여 학습자와 더불어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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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학습하고, 나머지 어휘들은 학습자가 독서를 하며 문맥으로부터 그 의미들을 추
측하고 추론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더 유용할 것이다.
학습자의 감상문에서 나타난 학습자들이 이해를 잘 못한 의성어 및 의태어를
대상으로 방법을 마련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가능하다.

➀ <사랑손님과 어머니>에서 나오는 의태어, 의성어를 정리하여 목록을 만들기.
- 비틀거리다, - 사붓이, - 살그머니, - 짤깍짤깍 치다, - 툴툴거리다, 찡그리다, - 흥흥, - 쭉쭉 뽑다, - 훌쩍훌쩍, - 두리번두리번, - 방그레, 흠칫하다, - 꽉꽉 잡아당기다, - 중얼중얼 이야기하다, - 벌컥 열리다, - 화
닥닥하다, - 고개를 까닥까닥하다, - 바르르 떨다, - 사르르 없어지다, - 꼭
꼭 껴안다, - 파들파들, - 와들와들, - 차근차근, - 부석부석, - 불룩불룩,
- 소곤소곤 외다, - 드문드문 말씀하다, - 짝짝 벌리다, - 질근질근 깨물다,
- 쫑긋하다, - 깡충깡충, - 자장자장, - 산들산들, - 뒤적뒤적하다, - 삐걱.
➁ <보기>의 단어들을 동작으로 표현하거나 상황을 제시하는 것으로 설명하기.
이와 같은 활동이 있은 후 학습자가 어휘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문제)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골라 빈칸에 써 넣으시오.
보기: 사붓이, 툴툴거리다, 살그머니, 꽉꽉 잡아당기다, 깡충깡충, 사붓이, 찡
그리다, 발각발각, 비틀거리다.

아래 문장들을 의성어, 의태어로 완성하십시오.

➀ 강아지가 어디가 아픈지 ...........(비틀거리다).
➁ 논개는 댓돌에 놓인 분홍 운혜 신을 끌고 ....... 대문간으로 나섰다.(사붓이 )
➂ 아이가 자고 있어서......... 방에서 나오다.(살그머니)
➃ 콩을..........는 소리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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➄ 그는 자기만 떼 놓고 논다고 .....더니 잠이나 자야겠다며 벌렁 드러누워
버렸다.(툴툴거리다)
➅ 실낱같은 눈썹을 살짝 ....(찡그리다)
➆ 문고리를 .......(꽉꽉 잡아당기다)
➇ 그는 얼른 일어나 책장을 ....... 뒤지여 필요한 페지를 찾고 요긴한 자료
를 적어 넣었다.(발각발각)
➈ 조그만 소녀가 ........토끼처럼 뛰어 달려왔다. (깡충깡충)

위와 같은 활동은 교사가 직접 만들어 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학생
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친구들과 자신이 만든 문제를 바꾸어 풀어보는 것도 의미
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전에 읽었던 소설로 만든 어휘 문제를 복습에 활용하면
새로운 어휘학습이 가능하고 어휘 간 연계를 통해 어휘 사용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 교육에서는 소설 텍스트를 활용하여 의사소통 활동도 할 수 있다. 즉 소
설을 언어 자료로 사용하며 학습자에게 듣기/말하기, 읽기/쓰기 활동을 시키는 것
이다. 소설에는 구어 장면이 있어 말하기·듣기 교수·학습도 가능하다. 다만 소설의
구어는 문장으로 구현되어 있다. 그래서 그 구어성의 층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도 있다. 소설을 앞에 둔 독자가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며 집중하는 기능은 읽는
것이다. 이후 말하기·듣기·쓰기 모두 읽기와 연관된다. 이에 우선 읽기 기능에 집
중하여 학습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읽기 활동은 주로 텍스트를 읽는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문학 텍스트의 읽기
지도를 위한 방법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순차적인 4단계 활동이 언급되어 왔다.

➀ 읽기 전 활동: 꼭 필요한 배경지식과 어휘 학습
➁ 실제 수업 활동: 누가, 언제, 어디서, 그리고 무엇이 일어났는지 등의 파악
➂ 분석: 구조, 주제, 그리고 문체 분석
➃ 확장활동:

텍스트에서 접한 생각들이나 상황들을 확장시키는 수업활동,

읽는 문학 작품에 대한 반응을 써보는 쓰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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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은 이 소설을 읽기 전에 어휘에 대한 선행학습을 했다. 지금의 어휘학
습을 단어의 의미 자체보다는 소설 독서를 위한 것이다. 소설을 읽고 인지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바탕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형식을 활용한 소설의 어휘교육
을 상세화하면 다음과 같은 교수·학습 방법이 가능하다.

➀ 읽기 전 활동: 꼭 필요한 배경지식과 어휘 학습을 제시한다. 이 단계에서는
소설의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배경지식을 활성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사는 학습자들이 알아야 할 어휘를 목록화하여 퀴즈나 설명하는
방식으로 어휘의 뜻을 설명해준다. 그 후, 작품의 제목을 제시한 후 지금 배운 단
어와 작품의 제목을 연관을 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학습자의 배경지식을 활성
화하고 흥미를 고취시킨다. 또, 교사는 작품의 주제에 관하여 미리 질문해보기
(pre-questions

about

the

topic),

작품의

주제에

관한

아이디어

내기

(brainstorming about the topic)등과 같은 활동을 활용할 수도 있다.
➁ 읽기 중 활동: 누가, 언제, 어디서, 그리고 무엇이 일어났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을 중심으로 인물,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사건들을 확인한다. 이 활동에서
교사는 읽기 전 활동에서 제시했던 질문들과 불러일으킨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하
여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읽도록 유도한다.
➂ 읽기 중 활동: 구조, 주제, 그리고 문체를 분석하며 읽는 학습자는 읽기 전
단계에서 교사가 제시한 바를 충분히 활용하여 텍스트를 분석한다. 교사는 학습자
에게 질문을 던져 학습자들이 인물들, 가치들에 대한 자기의 생각과 태도를 발전
시켜 나가게 한다. 문체와 구조로부터 내용을 이해하고 주제의식을 갖는 것은 소
통의 중요한 문제이므로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➃ 읽기 후 활동:

텍스트에서 접한 생각들이나 상황들을 확장시킨다. 소설을

읽고 난 감상을 쓰거나 그에 대해 토론하게 하여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인한다. 말
하기(telling about the topic), 발표(presentation), 토론(discussion) 과제를 활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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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교문학을 통한 사회․문화 능력
한국과 베트남은 서로 사용하는 언어는 다르지만 문화적 측면에서는 비슷한 점
을 많이 있다. 특히 국민의 정서나 관습 등은 비슷한 지점을 많이 공유하고 있는
데, 이는 몇백년 동안 같은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문학 또는 소설
은 양국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가장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
적 공통점은 소설에 잘 드러난다. 그래서 소설 읽기 교육은 학습자들이 양국의 문
화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한국과 베트남은 전쟁을 경험한 나라이다. 그래서 문학 작품 중에서도 전쟁 또
는 전쟁 피해에 대한 작품들이 많다. 교과서에 실린 소설에는 전쟁 소설들이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양국의 전쟁 소설을 분석하고 살펴보면 꼭 같지도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쟁을 많이 치르고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베트남은 상당수가 국
가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흔적을 보인다. 그러나 자유주의를 택한 한국은 비록
독재정권 시기가 있었지만 베트남과는 달리 상황이 배경이 되는 작품도 있고, 전
쟁으로 인한 국민의 정서에 갈등을 일으키는 작품도 있다. 물론 자본주의의 영향
을 크게 받아서 물질성이 작품에서 강조되기도 한다. 한국의 전쟁 소설과 베트남
전쟁소설의 비교를 위해 하근찬의 <수난이대>와 팜꽝쌍의 <상아 빗>을 대비 작
품연구로 살펴보았다. 이 두 소설은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은 부자에 대한 이
야기이다. 내용이 비슷한 작품을 비교하여 소설을 읽으면 양국의 정서가 유사함을
학습할 수 있다.
작품을 통하여 학습자에게 역사적 사회적·문화적 요소를 올바르게 교육하려면
학습자가 목표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고 평가하며, 주어진 상황 속에서 생활하는 사
람들과 감정과 사고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문학이 문화의 정수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육에서 비교문학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은 단지 두 문학 간의 유사성과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유사성과 차이점을 탐구하는 것은 더 효율
적으로 문학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자 간문화 능력을 형성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베트남 소설과의 비교법을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이 비교법은 우선 공통성을 발
견하고 그 기초에서 차이점을 가치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는 작품이 창작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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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민족 습관, 민족 문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형성된 문학 사상에 대한 스키마
의 활성화를 필요로 한다. 이 과정에서 서로 상이한 문화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
는데 학습자는 다양한 시각으로 문화적 충격을 극복하고 이질성의 원인을 잘 풀
어내어 한국 문화와의 평등한 대화를 유지해야 한다. 자신의 선지식을 바탕으로
유추한 이질성의 원인이 선입견의 일반론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자국 문학 체
계에 대한 정리, 서로 다른 사회 문화적 배경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이 방법으로 학습자들은 인물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상이한 사회․ 문화적 배경
을 유출할 수 있으며 인물의 비교로부터 양국 간의 사회 역사적인 문화차이를 인
지하고 상이한 문화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제에 대한 비
교를 통하여 상이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을 유추할 수 있으며 사회 역사적인 공통
점과 차이점을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다.

(3) 맥락 연계를 통한 간문화적 능력
문학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문어 의사소통은 언어 능력에 기초한 의사소통
능력은 물론 작품의 역사·사회·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한 정서적이고 문화적인
능력을 요구한다. 이 부분에서는 베트남 학습자의 정서적이고 문화적인 문화 능력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소설의 인물, 사건과 역사·사회·문화적 맥락 연관을 지어
교육하기 위한 내용을 제시하겠다.

① 인물과 역사‧사회‧문화적 맥락 연관 짓기
소설은 인간의 이야기이므로 소설 읽기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도와준다. 한국 소설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한국인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으
며 소설의 이야기는 인물과 인물의 행동으로 만들어진 사건들에 의해 형성된 것
이다. 소설의 인물들은 문화적 심리와 욕망의 소유자이면서 사회와 시대가 공유하
는 이념과 가치의 전달자이다. 따라서 인물의 생각, 심리, 성격은 역사·사회·문화
맥락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III장에서 본 것과 같이 학습자의 감상문을 분석하는

- 81 -

바와 같이 베트남 학습자들은 한국의 역사, 사회, 문화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다.
그래서 인물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거나 오해하기도 한다. 한국소설의 인
물을 이해하는 것을 가치, 이념의 차이와 배경지식의 결핍 때문이다. 이러한 결핍
은 배운 한국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생각, 심리, 성격들과 한국의 역사·사
회·문화 맥락을 지어 이해하는 방법으로 학습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베트남 학습
자들이 한국의 역사·사회·문화에 대한 지식을 부차적으로 확층시킬 수 있도록 수
있고 간 문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물이 속하고 있는 사회 환경, 즉 한국의 관념문화와 연
관을 지어 설명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작품에서 등장하는 인물의 심리, 욕망,
이념 등은 개인차원에서 나아가 사회적 이념과 작품의 구조적 맥락 속에서 구체
적이고 보편적인 의미를 형성한다는 점에 착안한 교육방법이다. 자세한 방법은 다
음과 같다.
먼저, 교사와 한국어 학습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ㄱ. 작품의 인물의 성격과 태도.
ㄴ. 작품의 인물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부분.
ㄷ. 당대 한국 사회의 분위기와 문화 살펴보기.
ㄹ. 당대 현실 속에서 인물의 행동이 뜻하는 의미.

가령, <수난이대>의 주인공 부자의 정서와 태도를 이해하지 못한 학습자에게는
이 과정이 매우 의미가 있다.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함에 있어 당시 지배적
문화였던 한국의 가부장제도 설명해줌으로써 학습자가 진수의 상황이나 감정을
이해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진수가 한 집의 아들로서 가계를 이어 나가
야 하는데 지금 한 쪽의 다리를 잃어버렸으니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당황하고
불안하고 화가 나는 것은 가계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한국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된다. <운수 좋은 날>의 김첨지도 이와 같은 방식으
로 이해할 수 있다. 많은 베트남 학습자들이 김첨지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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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를 전혀 아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한국의 가장의 책임감과 감정이라는 위치가 한국남성에게
주는 중압감, 그리고 인력거꾼이 지닌 사회 문화적 위치와 교육 받지 못한

좌절

과 실패의 스트레스를 통제하지 못했을 때 표출되는 ‘화’의 보편성 등을 설명하여
학습자들이 소설을 이해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 소설의 남성 인
물의 ‘화’는 가부장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자가 실패와 좌절로부터 온다
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에게 한국의 사회, 문화가 개인에게 침투되어 있
는 모습은 탐구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인물과 사회를 연관지어 <수난이대>에서 등장한 진수에 대하여 이해하고 한국
사회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도 절
차는 다음과 같다.

ㄱ. 작품의 인물의 말이나 태도에 토론하기.
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사회 상황 및 한국의 가장 문화 제시하기.
ㄷ. 사회의 상황을 제시한 다음 학습자의 태도 전환하기.
ㄹ. 자문화와 이야기하고 인물의 언행은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② 역사·사회·문화적 요소를 활용한 문화 이해
새로운 것의 이해와 수용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베트남 문화와 상이한 한국 문화 요소를 베트남 학습자에게 가르치는
방법으로 주목하는 방법으로 비교문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비교
방법은 학습자들에게 문화 간에 존재하는 차이점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하
는 기술이다. 응용하자면 교사는 소설 텍스트에 구현된 문화 내용 중에서 학습자
의 문화와 현저히 다른 목표 문화 중 하나 이상의 항목을 교실에서 제시하고 교
실에서 문화 학습을 위한 비교방법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토론하기, 발표하기,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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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 등을 활용하여 이를 자문화와 견주어 살펴본 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자세히 말하자면 교사는 작품 안에 나타난 역사·사회·문화 요소들을 목록화하여
학습자에게 제시한다. 학습자는 목록화한 것이 친숙한지 아닌지를 표시한다. 친숙
한 것은 왜 친숙한지 생소한 것은 왜 생소한지 간략히 쓰고 그 내용에 대하여 같
은 반 학습자들과 토론한다. 구체적인 예를 다음과 같다.

예시활동: 도시 노동자의 음주문화 비교하기.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에는 도시노동자인 인력거꾼이 일을 마치고 술을
마시러 간다. 이 부분을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해봅시다.
물음 1. 이 사람은 술집에 처음 온 것 같나요? 전에도 왔던 것 같나요?
물음 2: 술집에서 만난 친구의 사회적 계층을 추리해 보십시오.
물음 3: 베트남의 하층민 선술집 문화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해 봅시다.
물음 4: 베트남의 선술집문화와 한국의 선술집 문화를 비교하여 발표하기.

③ 작품의 결말 재인식
베트남 문학과 한국 문학을 비교하며 반드시 주목해야 할 사항을 작품의 결말
이다. 작품의 결말은 작품의 주제와 친밀한 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특정한 방향으
로 일관될 때는 작품의 소통되는 사회의 문화에 지배한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한
다. 가령 베트남 문학 작품들은 대부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
소설의 결말은 꼭 주인공이 행복하게 산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식민
아픔이나 전쟁의 상흔이 교육된다. 하지만 베트남과 한국의 이런 차이는 문화 이
해 및 수용을 원활하지 못하게 만들다. 하지만 독자들은 제목이나 작품의 모티프
로 작품을 이해하고 간문화적 태도로 그 결말까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독자인 베트남 학습자를 도울 하나의 요소는 바로 “비”의 모티프다. 한국소설의
“비” 모티프는 비극적이고 안 좋은 일의 암시로 많이 쓰이다. 학습자에게 “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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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프의 의미를 알려주면 학습자들이 비극적인 결말을 추측할 수 있으며 비극적인
결말에 충격 받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운수 좋은 날>의 결말에 대하여 학습자의 인식을 전환하고자 한다
면 다음과 같은 지도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ㄱ. 작품의 결말 부분은 다시 정독하기.
ㄴ. 비 모티프와 아내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작품에서 몇 번 나타났는지
확인하기.
ㄷ. 한국문학에서 비 모티프의 의미를 설명해주기.
ㄷ. 학습자의 <운수 좋은 날>의 결말에 대한 태도 전환하기.

위의 방법으로 설명하면 베트남 학습자들은 한국문화지식도 획득한 뿐만 아니
라 그를 바탕으로 작품의 결말을 잘 이해하여 결말에 대해 공감할 수 있게 될 것
이다. 이는 한국이라는 목표문화에 동참한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간문화 능력 형성
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④ 간문화적 이해와 성찰하기
베트남 학습자의 간 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다 직접적인
교육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문화요소 소개 => 2. 독해/청취이해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배경 정보 제공
=> 3. 토론 => 4. 글쓰기 활동으로 모국문화와 비교

위의 방법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다 이해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교사는 학
습자의 이해도를 평가할 겸 모국의 문화요소와 비교하는 식으로 지도 할 수 있다.
이는 직접적으로 학습자의 간문화적 이해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이 단계에서
는 학습자들이 설명을 듣고 한국문화를 받아들이고 모국의 문화를 비교하여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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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자세한 지도 방안은 다음과 같다.

ㄱ. 하근찬의 <수난이대>의 진수와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의 김첨지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한국의 가부장제도에 대하여 조사하기.
ㄴ.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고 한국가정의 가부장 제도에 대한 특징
을 확인하고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에게서 찾아 말하기.
ㄷ. 같은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은 베트남 문화도 이러한 관념이 있는지 조
사하기. 있으면 한국의 가부장제도와 베트남의 가부장제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공통점이 무엇인지 서술해보자.

3. 베트남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소설 읽기 교육의 실제
연구자는 베트남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소설 읽기 교육의 실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상 학습자들에게 하근찬의 <수난이대>를 교육 텍스트로 삼아 학습자들
의 교육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제시한 교육 내용은 소설 텍스트의 의미를 문화적
으로 이해하고, 그 사회문화적 배경을 논리적으로 인식하며, 간문화적인 차원에서
공감하고 의미를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1)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며 읽기
텍스트의 의미 이해는 베트남 학습자들의 독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 방법이다. 텍스트의 지시적 의미 및 심의적 의미를 형성하는 주
재료가 되는 단어와 방언, 그리고 배경지식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
기 위한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① 읽기 전 활동: 교사 주도적으로 학습자에게 필요한 배경지식과 어휘 학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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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는 활동이다. 교사는 학습자에게 작품의 제목인 <수난이대>를 문자로 풀이
하며 제시하였고, 그것을 본 학습자들에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
한다.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말한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고, 그 안에서 작품의 주제
에 대한 집단 추측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마무리된 후에, 교사는 이
작품의 형성 배경을 제시한다. 형성 배경이 하나씩 공개되는 순간에도 학습자들의
추측은 단계적으로 계속될 수 있다. 정보가 늘어날수록 학습자들의 추론은 정확성
을 더해갈 것이고, 배경지식이 완벽히 제시된 이후에는 소설의 제목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정리도 완전히 끝날 것이다.

② 읽기 중 활동: 텍스트를 읽으면서 모르는 어휘 때문에 발생하는 독서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사는 사전에 어휘 목록을 독자들에게 제시한다. 어휘 목록의
뜻 부분은 모국어 번역과 그림, 그리고 한국어 뜻풀이가 산발적으로 제시되어 있
다. 개념어는 모국어 번역과 한국어 뜻풀이로 제시하는 것으로 고유명사나 지명
같은 것은 그림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목록은 국제 표준에 따라서 정
해진 목록에 들어가 있는 어휘와 그 이외의 어휘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교사는 학
습자들에게 이 목록에 대해서 미리 설명해 주며, 학습자들이 선택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표준 어휘에 해당하는 단어들은 외워 익히도록 유도하고, 이 소
설에서는 나와 있으나 실제적인 사용 빈도가 낮은 어휘들은 독서할 때 참고 정도
만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학습자들은 제공된 어휘 목록을 바탕으로 작품 독서 활동을 실시하였다. 독서를
하는 동안에는 어휘나 문법, 문장보다는 작품의 인물, 사건, 그리고 시간적인 흐름
에 주목하도록 안내하였다. 그리고 학습자들의 집중을 위해서 작품의 인물의 외양
을 그리는 활동, 인물의 동선을 그리는 활동 등이 제시되어 있는 활동지를 제시하
였다. 학습자들은 개별적으로 독서를 하면서 학습지를 완성하였고, 그 결과를 교
사에게 제출하였다.

③ 읽기 후 활동: 교사는 학습자의 독서가 유의미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학습
자들이 독후감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작품 감상의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습
자들에게는 ‘인물의 성격에 대한 분석 및 평가하기’ 와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
을 쓰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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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의 감상문은 다음과 같았다.
<수난이대>는 전쟁에 대한 내용이다. 작품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이 진수와
만도이다. 진수와 만도는 다 전장에 노와 싸우다가 신체의 일부를 일어버렸다.
진수는 자기의 몸의 일부를 일어버린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긍정적으로) 생
각하지 않았는데 만도는 아들보다 더 밝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F2-2-CC<수난이대>)
<수난이대>는 전쟁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전쟁 중의 이야기 아니라 전쟁이
끝나고 한국 사람들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이라는 생각이 든다. 모두 다 전장에
나가 손해를 입는 사람들이다.(F2-3-CC-<수난이대>)

위의 감상문을 보면, 감상문을 쓴 베트남 학습자들이 인물의 성격과 소설의 내
용을 감상함에 있어서 한국 전쟁에 대한 인식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배경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학습자들의 소설 의미에 대한 오해가 역시 배경지식에 대한
지식의 부재 및 적용 능력의 미비로 인한 것이었음을 확인하게 해 주며, 배경지식
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감상으로의 접합이 교육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주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2) 소설의 사회문화적 배경 비교하기
소설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심도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교문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하근찬의 <수난이대>와 팜꽝쌍(Pham
Quang Sang)의 <상아빗>를 대상으로 비교문학적 접근을 통한 사회문화적 배경
이해를 꾀하였다. 비교는 소설 작품의 인물과 주제를 주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었
으며, 학습자들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였다. 다만 그 비교의 크기와 순서는 교사의
안내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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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두 작품의 인물이 처한 상황을 각각 정리해 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열해 보자.
ㄴ. 두 작품의 성격을 각각 정리해 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열해 보자.
ㄷ. 두 작품의 중심 갈등에 대한 서술자의 인식 및 평가를 각각 정리해 보고 공
통점과 차이점을 나열해 보자.
ㄹ. 소설에 드러난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적 차이를 ‘전쟁’을 중심으로 하여 정리
해 보자.

이러한 활동은 거시적으로 볼 때 인물 비교하기와 주제 비교하기로 묶어 생각
할 수 있다. 인물 비교하기와 주제 비교하기로부터 간문화적 능력이 어떻게 교육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인물 비교하기
<수난이대>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만도와 진수다. 두 주인공은 전장에 나와 싸
우다 장애인이 되는 인물이다. 전쟁이 끝나고 고향에 돌아오는 진수는 처음에 본
인의 친아버지에게도 반대감이 느꼈다. 만도는 아들의 다리가 하나 없어진 바람에
아들을 못 알아보고 본인의 친아들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다. 물론 아들인지 아
닌지 이후에는 살뜰하게 챙겼다. 이런 부자의 모습은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
고 있는 한국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전쟁을 겪기 전과는 많이
달라진, 상처를 입은 모습은 베트남에서도 소설로 형성화된 바 있다.
팜꽝쌍(Pham Quang Sang)의 <상아빗>도 전쟁 때문에 얼굴에 큰 흉터가 남아
있는 아버지와 그의 딸인 투가 주인공이다. 아버지는 전쟁 때문에 얼굴이 변했고
딸은 그런 아버지를 못 알아보고 자신의 아버지로 인정하지 못한다. 하근찬의
<수난이대>과

팜꽝쌍(Pham Quang Sang)의 <상아빗(Chiec luoc nga) 비교를

활용한 교수-학습을 위한 교사의 안내 문제들은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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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하근찬의 <수난이대>와 비교하여 읽어볼 베트남 문학 작품은 팜꽝쌍(Pham
Quang Sang)의 <상아빗(Chiec luoc nga)>입니다. 작품의 인물 중심으로
두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자.
ㄴ. 아버지인 도만과 진수와 아버지인 싸우(Sau)과 비교해 보자.
ㄷ. 같은 전쟁의 피해자인 군인으로 어떤 인물이 제시되었는지 각각 찾아보고,
전쟁이 끝나고 귀가한 군인이 본인의 가족과 겪었던 문제에 대해서 분석적
으로 써 보자.
ㄹ.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전쟁 슬픔에 대한 언어적 표현을 나열해 보고, 전쟁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 서술해 보자.

<수난이대> 및 <상아빗>에서 등장하는 인물을 비교함으로써 베트남 학습자들
이 한국인과 베트남사람들의 전쟁에 대한 시각이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다. 또한
베트남 학습자들이 두 민족의 전쟁에 대한 생각의 공통점, 차이점을 인식할 수도
있다. 학습자의 감상문을 분석하니 이를 수용한 학습자들이 있었다. 다음은 그 중
한 학생의 감상문이다.
<수난이대>는 작품의 제목처럼 아버지인 만도와 진수 2대 간에 이루어지는
수난에 대한 작품이다. 만도와 진수는 둘 다 군인이며 전쟁 때문에 본인의 몸
의 일부를 잃어버렸다. 베트남 문학 작품<상아빗>에서도 군인인 싸우(Sau)라
는 인물도 전쟁 때문에 본인의 얼굴이 변양되었다. 한국에서도 베트남에서도
전쟁의 피해는 심한 것 같다. 사람의 몸에 피해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만도도 그렇고 싸우(Sau)의 딸인 투(Thu)도 그렇다. 전
쟁은 아픔만 가져온다. (F2-6-CC-<수난이대>)

F2-6 학습자는 양국의 군인의 모습을 비교하여 베트남사람과 한국 사람들의
전쟁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을 인식했다. 즉 전쟁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상처만 갖다 주는 것이라는 것을 한국민족 및 베트남
민족모두 공유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양국의 공통점을 인식함으로써 간문화적
소통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으로서 교육적 가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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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설의 주제 비교하기
인물의 서술을 통하여 작품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작품의 주제는 작가의
창작의도 및 사회 배경의 영향을 받아 드러난다. 이 부분에서는 <수난이대>와
<상아빗>의 주제를 비교함으로써 작품을 비교를 통하여 공통점, 차이점을 추출하
여 간문화적 소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작품의 주제 비교의 구제적인 지도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ㄱ. 전쟁 끝난 상황에서 한국 가족과 베트남 가족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각각을
나열해 보자.
ㄴ. 소설의 인물들의 행동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지 친구들과 토론해 보자.
ㄷ. 한국민족과 베트남 민족의 전쟁 경험과 개인적 차원에서의 상흔에 대한 나의
생각에 대해서 정리해 보자.

감상문 분석 결과로는 베트남 학습자들이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수난이대>와 <상아빗>은 둘 다 전쟁에 처한 사람들의 전쟁 후의 모습에
대한 내용이다. 전쟁의 아픔을 잊지 못해 그 사람들의 남아 있는 인생에 계속 미
칠 것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나는 그 전정과 전쟁의 아픔을 넘어 가족 사랑
이 옹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즉 아버지의 자녀에게 하는 사랑, 가족이 신체
가 변해도 그 부자 정이 영원히 있다는 생각이 든다. (F2-5-CC-<수난이대>)

F2-5 학습자는 베트남 소설의 주제를 통하여 <수난이대>의 내용을 인식했다.
양국의 비슷한 부자 사랑에 대하여 수용하여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비슷한 감정을
받아드렸다. 그것은 간문화적 의사소통의 기초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텍스트를 간문화적으로 인식하기
이번에는 <수난이대>를 중심으로 하여 베트남 학습자로 하여금 텍스트 읽기 교육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역사, 사회, 문화 맥락을 인식한 다음 베트남의 역사, 사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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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맥락과 비교하여 궁극적으로 간문화적 소통 능력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물을 통한 사회, 문화 이해
<수난이대>에 등장인물은 주로 박만도와 진수다. 박만도는 아버지이며 왼쪽 팔
이 없는 불구자이다. 일제 강점기에 징용에 끌려가 남양의 섬에서 비행장 공사를
하다가 왼팔을 잃어버린, 지극히 평범한 촌부이다. 수난의 가족사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품은 긍정적인 인물이다. 또한 아들인 진수는 6.25에 참전하여 한쪽 다리
를 잃고 상이군인이 되어 귀향한다. 만도와 진수를 통하여 한국인의 전쟁에 대한
아픔, 또는 그 아픔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인식하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한국
의 사회, 문화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예시를 제공할 수 있다.

ㄱ. 만도와 진수를 전장에 나온 인물로서 귀향할 때 그들의 모습, 생각이 어떤지
생각해보자.
ㄴ. 인물을 통하여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전쟁 극복하는 마음이 비슷한지 다른지 생
각해보자.

만도와 진수는 애국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다.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신체를
잃어버려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희망을 가져 계속 살아가는 마음이 참 예쁘다.
이 소설을 통하여 한국민족과 베트남 민족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을 알게 되
었다. 그것이 바로 위험에 처한 나라를 위하여 본인을 희생하고 있는 의식이다.
그리고 전장에 나간 다음 본인의 신체를 잃어버려도 한국인과 베트남 사람들은
모두 다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즉 장애인으로 변해도 늘 희망을 가지면서
열심히 살겠다는 마음이 있어 멋지다고 생각한다. (F2-8-CC-<수난이대>)

F2-8 학습자는 베트남 민족과 한국민족의 공통점 즉 애국심 및 낙관적으로 생
각한다는 것을 추출했다. 이를 통하여 작품을 통하여 학습자의 간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이 신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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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건을 통한 사회·문화 이해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트남 학습자들은 마지막 장면에서 만도가 진수를
업어주기 전에 진수의 “이래 가지고 나 우째 살까 싶더니더”라는 말에 대해서 진
수에 대하여 부적적인 태도를 가진 학습자가 있었다. 즉 그 학습자들은 그 말이
전장에 나와 싸운 군인인 진수와 답지 않다고 하였다. 베트남 학생들의 생각하기
에 군인이었으면 아무거도 무서워하지 않고 모든 힘든 일에 다 순응하다고 생각
한다. 그렇지만 이는 진수가 약한 인물이 아닌 한국의 가부장제도 즉 가정에 대한
아들의 책임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한 마음이다. 그 반면 진수의
아버지인 만도는 적극적인 인물로 등장하여 아들을 위로 해주고 삶에 대한 믿음
을 되돌아가게 했다. 마지막 장면에서 인물들의 짧은 대화이지만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의 목을 넓혀줄 수 있는 장면이다. 이 장면을 활용하여 자세한 교수-학습 방
법은 다음과 같다.

ㄱ. 진수의 마지막 장면에서의 말과 행동은 요약해서 말 해보자.
ㄴ. 또한 유교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 진수의 가정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ㄷ. 베트남도 유교의 영향을 받는 나라인데 베트남의 가정가장제도가 있는지 그 사
상이 베트남 남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위의 활동을 통하여 하습자의 감상문을 살펴본 바는 다음과 같다.

제가 한국 드라마를 자주 봤는데 성격이 약한 남자 주인공을 몇 번 봤다. 그래
서 한국 남자에 대하여 성격이 약간 약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 마지막 장면을
처음에 읽었을 때 그 느낌이 들었는데 그렇지만 설명을 들은 다음 생각이 달라
졌다. 작품에 등장하는 진수는 성격이 약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 대한 책임 때문
에 그랬다. 이를 통하여 한국과 베트남 남자들이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즉 가
정을 이끌어야 하는 역할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F2-5-CC-<수난이대>)

학습자 F2-5는 인물의 반응과 한국문화와 연관 지어 설명을 들은 다음에 한국
남자들이 성격이 약하다라는 생각이 바뀌었다. 즉 가정에 대한 책임 때문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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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지 몰라서 걱정하는 마음뿐이지 성격이 약하다는 것이 아니다. 이 방법을
통하여 학습자의 인물에 대한 인지 또는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지질
뿐만 아니라 F2-5학습자처럼 한국문화와 베트남문화의 공통점까지도 깨달았다.

③ 작품의 결말 재인식
이 부분에서는 앞장에서 수많은 베트남 학습자들은 인식하지 못한 <운수 좋은
날>의 결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도할 수 있다.

ㄱ. 시대 배경을 중심으로 당대 사회가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다시
확인하게 한다.
ㄴ. “비” 모티프와 함께 작품의 결말이 재인식하게 한다.

이와 같은 지도방안을 통하여 베트남 학습자들이 쓰는 감상문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시대 배경은 일제 침략시기이었다. 그 시기는 빈궁 시민들이 힘들게 생활한
시기이었다. 가난한 환경 때문에 사람의 성격 및 본질도 나쁘게 만들 수 도 있
다. 김첨지는 나쁜 사람이 아닌 그 상황 시대가 이기적인 김첨지를 만들고 말
았다. 처음에 작품의 “비”모티프에 대하여 잘 몰랐으니 아내의 죽음이 본인에게
너무 깜짝 놀랐던 일이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 사람들의 “비”모티프를 알게
되었으니 어느 정도 받아들었다. 그래서 작품의 결말도 본인에게 충격이지 않
았다. (B2-2-CC-<운수 좋은 날>)

이와 같이 학습자들은 예전의 생각과 설명을 받은 후의 생각이 달라져 보인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제시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통하여 학습자들은 어느 정도 수용
했다. 학습자 B2-2는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학습자는 한국문화,
한국문학에 대한 인식이 향상시킨 것으로 보였다. 또한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한 교수-학습 방법을 실제수업에서는 더욱 활발하게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학습자들의 간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은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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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이 연구는 베트남 고급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간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을 중심
으로 한 한국 소설 교육 연구했다. 현재 베트남에서의 한국어 학습자의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문학교육이 학습자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베트
남 학습자를 위한 한국 소설 교육에 대하여 기존 연구 없이 진행해온 베트남에서
의 한국문학교육의 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학습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소설 교
육 방법을 설계하고자 하는 점에서 이 연구를 시작했다.
외국어교육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중시되면서 실용성 중심의 언어교육 이론과
실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을 중심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말하기/듣기, 일기/쓰기 능력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향이 대세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의사소통 능력에서 문화 능
력(cultural competence), 문법 지식, 문학 능력(literary competence)등이 필요
하다는 관점을 역시 강조되어 왔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문학작품들은 사회 및 국
가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어휘와 언어적 표현을 담고 있기에 실제의 언어교육에서
필요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언어 사용의 준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상
언어생활에도 널리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 작품이
유용한 교육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베트남의 한국어 교육에서는 위와 같은 새로운 경향을 수용하고 있다.
베트남인 학습자에게 한국어에 대한 언어능력 향상하는 목적으로 수업이 이루어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에게 한국문화 지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 대학 기
관에서 많은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기존 베트남 학습자를 위하여
기존 연구 없이 학습자에게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이 없다고 판단된다. 교육효과
도 학습자를 만족시키지 못한 현재의 상황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현재 베트남에서의 ‘한국문
학’ 교육의 실태와 학습자들의 한국어 소설 읽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지 조
사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다음 호치민 인문 사회 과학대학교 4학년 재학생
들에게 5편의 단편소설 즉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1935), 이효석의 <메밀
꽃 필 무렵> (1936),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1924), 김유정의 <동백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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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 채만식의 <치숙> (1938) 그리고 하근찬의 수난이대(1957)를 읽고 감상
문을 쓰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학습자의 감상문을 분석하여 베트남 학습자들의 작
품을 읽을 때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작품의 인물, 사건, 배경과 역사, 사
회, 문화 맥락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정리했다.
그리고 이런 양상을 양상으로 바탕으로 하여 교수-학습 방법을 설계했다. 교수·
학습 방법으로는 먼저 학습자들이 텍스트의 의미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게 문
화적 언어 및 관용어, 의성어, 의태어를 먼저 교육시켰다. 통합적 언어활동 즉 말
하기, 발표하는 식으로 학습자의 이해 및 언어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 그 다음으
로 작품의 인물, 사건, 배경과 한국 역사·사회·문화의 연관을 시켜 학습자에게 한
국의 역사·사회·문화에 대하여 전반적인 지식을 제공하였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
의 공통점을 보유함을 활용하여 비교문학 방법으로 즉 양국의 비슷한 작품을 골
라 비슷한 인물, 비슷한 주제를 비교하여 한국과 베트남 문화의 공통점, 차이점을
교육하도록 했다.
이 논문의 의의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베트남에서의 한국문학교육은 주로 강독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어 있
는데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을 제공한다.
둘째, 수업 진행하는 데에 언어 통합 활동으로 교수·학습 방법을 제공한다. 구
체적으로는 학습자에게 작품 감상할 때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한국어로 발표하
도록 한다. 이 방법은 작품 감상하면서 한국어로 말하거나 발표하는 점에서 학습
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주는 데에 의미가 있다.
셋째, 문학 문학교육에서, 비교문학 접근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즉
베트남 학습자들은 한국 문학 작품의 인물, 주제를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베트남의 비슷한 문학 작품을 비교하여 문화적 공통점, 차이점을 추출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간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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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베트남 학습자들의 한국어 소설 읽기 실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문은 “ 베트남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소설 읽기 교육 연구”를 위한 기
초자료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 문항에 대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
하게 답변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 조사의 결과는 오직 학술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여러분의 답변 내용은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2012.07.25
감사합니다.
연구자: 황티장
1. 여러분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➀남자

➁여자

2. 여러분의 연령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➀ 20대 미만
➁ 20세~25세 미만
➂ 25세~30세 미만
➃ 30대 초과
3. 한국어를 배운 지 얼마되었습니까?

➀ 1년이하

➁ 1년~3 년

➂ 3년~5년

➃ 5년 이상

4. 한국어를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➀ 대학교에서
➁ 베트남에서의 한국어학당에서
➂ 한국에서의 한국어학당에서
➃ 혼자서
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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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러분의 한국어 수준은 어느 정도됩니까?

➀ 초급
➁ 중급 (TOPIK 3급)
➂ 중 – 고급 (TOPIK 4급)
➃ 고급 (TOPIK 5, 6급)
6. 한국문학작품을 읽어 본 적이 있습니까?

➀ 있다
➁ 없다
7. 무엇을 통하여 한국문학 작품을 알고 읽었습니까?

➀ 학교에서 “한국문학” 과목을 통하여 읽었다
➁ 한국어 수업에 선생님이 한국문학 작품을 활용해서 수업을 했다
➂ 친구의 소개를 받고 읽었다
➃ 본인 스스로 찾아서 읽었다
➄ 기타…………………………………………….
8. 읽은 작품 중에, 한국 현대소설이 있었습니까?

➀ 있다
➁ 없다
9. 그 한국 현대소설들을 무슨 언어로 읽었습니까? (해당한 답을 모두
표시해주십시오)

➀ 베트남어 번역본으로
➁ 한국어 원문으로
➂ 기타 …………………………….
10. 현대 소설들을 무슨 방식으로 읽었습니까? (해당한 답을 모두
표시해주십시오)

➀ 작품을 읽고 내용 이해
➁ 작품을 읽고 내용 이해, 내용 분석
➂ 작품을 읽고 내용 이해, 내용 분석, 인물 분석
➃ 작품을 읽고 내용 이해, 작품 안에 내포하는 문화 요소 이해
➄ 작품을 읽고 내용 이해, 작품 안에 내포하는 문화 요소 이해, 베트남 문화
와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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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무슨 목적으로 한국 현대 소설을 읽었습니까? (해당한 답을 모두
표시해주십시오)

➀ 어휘 및 문법 구조에 대한 언어 능력 향상하기 위해서
➁ 한국문학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
➂ 작품 안에 내포하고 있는 문화 요소를 알기 위해서
➃ 재미
➄기타…………………………………………
12. 한국 현대소설을 읽었을 때,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➀ 매우 그렇다

➁ 그렇다

➂ 보통

➃ 그렇지 않았다

➄ 전혀 그렇지 않았다
13. 어려움을 겪었다면, 무슨 과정에서 겪었습니까? (해당한 답변을 모두
표시하십시오)

➀ 작품을 읽은 과정에서
➁ 인물의 심리, 작품의 배경, 사건들 이해한 과정에서
➂ 작품의 전체 내용을 파악한 과정에서
➃ 작품안에 내포하는 한국문화 요소들을 이해한 과정에서
14. 현대소설을 읽은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➀ 어휘력을 부족으로 인하여 고급스러운 어휘들을 이해하지 못 했다
➁ 긴 문장을 이해하지 못 했다
➂ 관용어, 속담들을 이해하지 못 했다
➃ 은유, 비교하는 표현들을 이해하지 못 했다
➄ 기타…………………………………………
15. 현대소설의 전체 내용을 파악한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➀ 작품의 사건들을 이해하지 못 했다
➁ 사건들을 이해했지만 사건들을 연결하지 못 했다
➂ 작가의 사건들을 견결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 했다
➃ 작품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 했다.
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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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현대소설을 이해한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➀ 인물들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 했다
➁ 인물들의 반응을 이해하지 못 했다
➂ 한국문화와 베트남문화 간의 문화 차이로 인해 작품 안에 내포하는 문화
요소들을 이해하지 못 했다.
➃ 기타………………………………………………………
17. 현대소설을 읽는 과정에서, 소설에서 사용된 언어(어휘, 문법구조)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입니까?

➀ 관심이 매우 많았다
➁ 관심이 조금 있었다
➂ 보통
➃ 별로 관심이 많지 않았다
➄ 관심이 전혀 없었다
18. 현대소설을 읽는 과정에서, 작품 안에 내포하는 한국 문화요소에 대한 관심
이 어느 정도입니까?
➀ 관심이 매우 많았다
➁ 관심이 조금 있었다
➂ 보통
➃ 별로 관심이 많지 않았다
➄ 관심이 전혀 없었다
19. 소설의 구조는 인물, 사건, 플롯, 배경, 시점 등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소설을 읽는 과정에서, 작품의 구조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입니까?

➀ 관심이 매우 많았다
➁ 관심이 있었다
➂ 보통
➃ 별로 관심이 많지 않았다
➄ 관심이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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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소설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입니다. 한국 현대소설을 읽는 과정에서
관심이 있는 항목이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항목들을 모두 표시해주십시오)

➀ 플롯

➁ 인물

➂ 배경

➃ 시점

➄ 기타………………………………………………………………………
21. 베트남 소설을 공부했던 경험이 한국 현대소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➀ 매우 도움이 되었다
➁ 조금 도움이 되었다
➂ 보통
➃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22. 여러분의 생각에는 한국문학 학습하는 과정에서 현재보다 더 효과적인 소설
읽기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➀ 매우 필요하다

➁ 조금 필요하다

➂ 보통

➃ 별로 필요하지 않다

➄ 전혀 필요하지 않다
23. 여러분의 생각에는 한국문학 학습하는 과정에서 현재보다 더 효과적인 소설
읽기 교육 방법이 제공하게 된다면 어려분에게 소설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해당한 답변을 모두
표시해주십시오)

➀ 한국어 능력 즉 어휘력 및 문법구조에 관한 이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➁ 한국 현대 소설에 대한 이해 향상할 수 있다
➂ 작품의 배경, 플롯, 사건들을 이해 향상할 수 있다
➃ 인물의 성격, 심리를 빨리 이해할 수 있다
➄ 작품안에 내포하는 문화 요소들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
➅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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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Korean Novel Education for Vietnamese Students
focus o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Hoang, Thi Trang

This research aims to focus on teaching methodology of Korean
novels perusal for advanced learners of Korean language in order to
enhance better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At present, despite the
increasing number of learners of Korean language in Vietnam, there is lack
of programs on Korean literature education that satisfies learners' need.
Due to the absence of related research, this study is conducted to offer
efficient educational methods of novel perusal for Vietnamese learners in
the scope of literature education in Vietnam.
In the field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the value of
literature was recognized. Literature when applied to language learning by
utilizing high-quality language learners to be able to touch-dimensional
cultural dimensions as well as the rich will be able to touch. By utilizing
literature in language classroom Vietnamese learners are not only provided
with Korean language courses to improve their proficiency but also given
opportunities to get acquainted with Korean culture. This is the starting
point of this study.
Striving to deal with this issue above, the researcher conducted
interviews and surveys of Korean literature education in Vietnam and
Vietnamese learners' perusal of Korean novels. The interviews and surveys
utilized in this research were carried out within students in three
university in Viet Nam. Then, the researcher worked on fourth year
student at University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o Chi Minh City’ understandings of six given short novels.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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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ng these data, the researcher attempted to understand what kinds of
difficulty Vietnamese learners of Korean language encounter when reading
Korean novels, how the learners

apprehend the characters, events,

background as well as historical, social, and cultural context implied in the
given novels; thus, strived to suggest proper teaching-learning method.
This given teaching-learning method includes: Firstly, in order to help
learners understand novel context, teachers have to explain cultural
terminologies, idiomatic expressions, onomatopoeic and mimetic words to
learners. Secondly, teachers have to engage learners in activities of
Korean language usage which serves to enhance learners' proficiency.
Thirdly, teachers have to draw the linkage between novel's characters,
events, backgrounds and Korean history, society, culture in order to
provide learners with wide knowledge of Korean history, society and
culture. This method is

to assist cross-cultural understandings and

self-examination. Also, teachers can make good use of similarity between
Korean and Vietnamese culture by picking two similar novels that share
same topic and describe similar characters in order to helps learners
recognize the discrepancy and similarity between Vietnamese and Korean
culture. On that ground, this thesis aimed to improve learners's ability of
intercultural understanding deliberately.
Bearing these meanings, in short this thesis offers teaching-leaning
method

for Vietnamese learners of Korean language; especially, improves

learner's cross-understanding of Vietnamese and Korean culture and
literature.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teaching novel,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aring literature, Korean culture, Korean
cultur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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