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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의 고시사(古詩詞)로 축적된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을 활용한 한국 고전시가 교육의 방법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문학적 소양을 중시하는 풍토에서 교육을 받아온 중국 학의 한국어 학
습자들은 자국의 교육을 통하여 고전시가의 장르적 특성에 한 이해가 
비교적 깊으며 이미 상당한 문학능력을 갖추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
유로 중국인 학습자의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에 주목하 으며, 중국인 학
습자를 고전시가 향유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주체로 세울 수 있다고 가
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문헌 연구 방법을 통하여,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을 
재개념화하고, 중국인 학습자의 고시사 학습 경험을 정리하 다. 그 다음 
독자 반응의 개념과 독자 반응의 유형,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이 독자 반
응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을 활
용한 고전시가 교육적 의의를 ‘학습자의 능동적인 의미 구성 능력 신장’, 
‘이별시가에 나타난 정서에 한 공감 능력 신장’, ‘자연물 이미지를 통한 
문화적 소통 능력 신장’으로 구체화하 다.
 이러한 이론적 토 를 바탕으로 실제적 측면을 고찰하기 위해, 학습자들
로 하여금 이별시가를 읽고 자신의 생각, 느낌 등을 자유롭게 쓰게 하
다. 이별시가 텍스트에 한 학습자의 반응 양상을 퍼브스와 리페르의 반
응 유형 분류 기준에 따라, ‘연합적 반응’, ‘지각적 반응’, ‘해석적 반응’, 
‘평가적 반응’으로 분류하여 분석하 다. 텍스트에 한 연합적 반응을 ‘학
습자의 자아 경험과의 연합’과 ‘이미지의 상호텍스트적 연합’으로 나누고, 
텍스트에 한 지각적 반응을 ‘텍스트의 비유적 응집성 지각’과 ‘텍스트의 
의미화 규칙 지각’으로 나누며, 텍스트에 한 해석적 반응을 ‘텍스트의 
내적 정보에 의한 해석’과 ‘학습자의 외적 지식을 활용한 해석’으로 나누
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텍스트에 한 평가적 반응을 ‘텍스트의 미적 특
성에 한 평가’와 ‘학습자의 윤리적 태도에 의한 평가’로 나누어 반응 텍
스트에 나타난 학습자들의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을 분석하고 추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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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들의 반응 양상을 통해, 자국어로 익힌 문학능력이 이별시가를 수
용하는 데 바탕이 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자아내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텍스트 의미 오독’, ‘분석 능력 
부족으로 인한 텍스트 이해 미흡’, ‘참여 의식 부족으로 인한 텍스트 전유 
실패’, ‘자국 문학 우월주의로 인한 비판 의식 표출’등 일정한 한계점도 발
견할 수 있었다.
 학습자들의 읽기 양상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
을 활용한 고전시가 교육의 목표를 ‘고전시가에 한 이해와 감상 능력 신
장’, ‘고전시가와 자국 문학의 비교 능력 향상’,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 함
양’으로 설정하 으며, 교육의 내용으로는 ‘시적 의미를 구현하는 명시적 
정보 인식’, ‘모티프를 중심으로 한 상호텍스트 환기’, ‘자연물 이미지에 

한 정서적 공감’으로 제시하 다. 이러한 교육의 목표와 교육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의 방법을 ‘내용 요소 파악을 통한 반응의 구체화’, ‘문
학 장치 파악을 통한 반응의 정교화’, ‘개인∙문학 경험 소환을 통한 반응
의 활성화’, ‘집단 탐구를 통한 반응의 상 화’, ‘한∙중 작품 비교를 통한 
반응의 심화’로 마련하 다. 
 본 연구는 한국 고전시가 교육 중에서 중국인 학습자의 특징을 고려하여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교육 방법을 도출하 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를 지닌다. 또한 한국 문학 수업에서 학습자의 주체성
과 능동성,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활달하게 촉진시켰다는 데서도 일정
한 의의를 지닌다.

핵심어 : 한국 고전시가, 중국 고시사(古詩詞),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 
         이별시가, 독자 반응, 반응 유형 

학  번 : 2015-2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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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이별시가를 상으로 중국인 학습자의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
을 활용한 한국 고전시가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중국인 학습자를 상으로 고전시가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
국인 학습자들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학습자가 문학 텍스트를 효과적으
로 수용하도록 교수-학습 전략을 다양하게 모색해야 한다. 문학적 소양을 
중시하는 풍토에서 교육을 받아온 중국 학의 한국어 학습자들은 자국의 
문학 교육을 통하여 이미 상당한 문학 경험1)을 갖추고 있다. 중국인 학습
자들은 자국의 고시사(古詩詞)교육2)을 통하여 고전시가의 장르적 특성에 

한 이해가 깊다. 『어문(語文)』 교재에 수록된 고시사는 중국인 특유의 
암기식 교육과 유년기의 정서적, 인지적 특성과 맞물려 성인이 된 이후에
도 중국인의 정서와 교양에 오래도록 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들의 이러한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은 아직까지 전통적인 교사 중심적 전달식 수업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텍스트 중심적인 인
지관에 의한 것으로 텍스트의 의미는 곧 작가의 의도이고, 텍스트의 의미

1) 중국의 초·중·고등학교의 ‘어문(語文)’ 수업에서는 교육 내용으로 문학 텍스트가 주를 이
루고 있다. 중국의 외국어 학교에서도 ‘ 학어문(大學語文)’이라는 수업은 필수 과목
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수업의 내용과 형식 역시 문학 교육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2) 2程敎材硏究所∙小學語文2程敎材硏究開發中心 編著, 『語文』, 一年級~六年級, 上冊&
下冊, 人民敎育出版社, 2004, 12권의 교재에 고시사 64수 수록 (부록1 참고);

   2程敎材硏究所∙中學語文2程敎材硏究開發中心 編著, 『語文』, 七年級~九年級, 上冊&
下冊, 人民敎育出版社, 2001, 6권의 교재에 고시사 92수 수록 (부록2 참고);

   2程敎材硏究所∙中學語文2程敎材硏究開發中心∙北京大學中文系 語文敎育硏究所 編
著,『語文①-➄』, 2004; 『中國古代詩歌散文欣賞』, 人民敎育出版社, 2005, 6권의 교재에 
고시사 76수 수록 (부록3 참고);

   이를 통해 중국에서는 고시사(古詩詞)교육(총 232수)을 아주 중요시하고 있으며, 중국 
고전 문화 전승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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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문학교육의 주된 방향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전시가 교육의 경우 작자가 현존하지 않는 상태에서 작품에 
한 온전한 이해란 그 누구도 정확하게 규명할 수 없는 문제이며, 고전시가 
작품을 수용한다는 것은 독자의 문학 경험과 문학 지식에 따라 다양한 의
미를 형성하면서 텍스트의 빈틈을 메우는 활동이다. 따라서 그동안 배제되
고 간과되어온 학습자를 문학의 주체의 자리에 위치시켜야 할 것이다. 학
습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자극하려면 문학 수업에서 학습자들에게 더 많
은 자율권이 부여되어야 하며, 학습자들이 갖고 있는 지식들이 충분히 활
용되도록 학습자들의 개인적인 생각, 느낌 등을 충분히 인정해주어야 한
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상으로 고전시가 교육
을 한다는 것은 고전시가 교육에서 추구하는 이상적 주체와 그러한 주체
가 형성되는 토 를 함께 제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문학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학습자에게 일어나는 심미적 경험이다. 학습자
가 면하는 정전(正典)의 세계를 존중할 때, 학습자들은 문학과 소통하고 
문학을 향유하며 그 소통을 줄기차게 이어나갈 수 있게 된다.3) 문학의 소
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메시지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전달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기초로 하여 수신자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의미를 실현하
는 일이다.4) 학습자들이 고전시가 텍스트의 어휘와 백과사전적 지식을 자
세히 잘 모르더라도, 텍스트의 언어를 충분히 사유하고 음미할 시간을 주
는 것만으로도 학습자들은 텍스트의 의미를 충분히 전유하며 자신의 경험
에 조회한 후, 다시 풍부한 의미를 지닌 텍스트로 구성해 낸다는 사실5)은 
교육적 난관을 타개할 수 있는 지점이 학습자의 능동적 힘에 있음을 반증
한다.  
 반응(response)이란 용어는 교사 중심의 문학 수업에서 학습자 중심의 
수업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으로, 종래의 텍스트 자체를 
중시하고 거기에서 유일한 의미 찾기를 지향하는 신비평적 관점과는 다른 

3) 이나향, 「시조의 생산적 수용 교육 연구」, 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4쪽.

4) 정재찬 외, 「수용을 위한 문학교육」, 『문학교육개론』 I, 역락, 2014, 318쪽. 

5) 고정희, 『고전시가 교육의 탐구-시공간적 거리감, 전유, 정서를 중심으로』, 소명출판, 
2013, 227-2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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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반응 이론 (reader response theory)의 문학교육적 적용 방법론이
다.6) 이는 학습자들의 다양한 반응을 무시하는 잘못된 문학교육 방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를 고전시가 향유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주체
로 세우고, 중국인 학습자의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에 주목하고자 한다. 
중국 내 학의 한국어교육의 목표와 교육과정에 부합하고, 중국인 학습자
들의 특성을 충분히 반 하여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을 활용한 한국 고전
시가 교육 방안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국인 학습자의 자국
어 문학 학습 경험과 독자 반응 이론을 살펴본 다음, 자국어 문학 학습 경
험이 독자 반응에 미치는 향을 제시하고, 이별시가 텍스트에 한 학습
자의 반응 양상을 분석하여, 이에 근거한 교육의 목표, 교육의 내용, 교육
의 방법을 도출해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사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의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을 활용한 한국 고전
시가 교육의 내용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교육 방법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다음과 같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독자 반응에 관한 연구, 둘째, 외국
어로서의 한국 고전시가 교육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독자 반응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에서 이루어진 독자 반응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경규진(1993)7)은 로젠블렛의 거래적 관점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학습자
와 문학 텍스트를 이어주는 반응에 해 반응의 방식, 범주, 상황, 발달의 

6) 이상구, 『구성주의 문학교육론』, 박이정, 2002, 263쪽.

7) 경규진, 「반응 중심 문학교육의 방법 연구」, 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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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연구하 다. 그리고 반응 중심 문학교육의 방향을 문학교육과정, 
문학교육의 교재, 문학교육의 평가, 교수∙학습, 네 측면으로 제시하 다. 
그 구체적인 방법에는 문학 독서 교육의 문제와 심미적 독서 자세의 격려
라는 전략과 반응의 기록, 반응에 한 질문, 반응에 한 토의, 역할놀이, 
반성적 쓰기, 두 작품의 연결이라는 다양한 활동들이 포함된다. 그리고 소
설 「나비」를 활용하여 반응 중심의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 다. 이 연
구는 로젠블렛의 반응 개념을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진선희(2005)8)는 텍스트, 독자, 상황맥락을 학습 독자의 반응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밝히고 학습자들의 반응의 유형을 발생하는 시기에 따라 읽기 
전 / 읽기 후 반응으로, 표현 여부에 따라 내면적 / 표현적 반응으로, 주
체 의식 여부에 따라 의식적 / 무의식적 반응으로, 반응 형성 계기에 따
라 독자적 / 상관적 반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형적 / 비전형적 반응, 
인지적 / 정의적 반응이라는 구분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 연구는 학습 독
자 반응의 유형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지 (2011)9)은 독자를 이해하려면 실제 독자의 반응을 연구해야 한다
는 전제에서 출발한 연구로 아동 독자가 이야기책을 어떻게 선택하고 이
야기책을 읽고 난 후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기술하여 자유 독서를 기
반으로 한 독서 현상을 설명하고 ‘아동 독자’를 재재념화 하고자 하 다. 
이야기책 읽기 후 반응을 ‘이야기 구조 반응’, ‘생각과 느낌 반응’, ‘상호텍
스트 반응’, ‘독서 태도 반응’으로 범주화하 다. 이 연구는 ‘문학 반응 연
구’이자 ‘서사 경험 연구’이면서 동시에 ‘독자 연구’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정정순(2016)10)은 반응 중심 문학 읽기 교육에서 학생들 개개인이 텍스
트와 마주하여 개별적으로 형성해가는 의미를 중시하는 동시에, 이를 바탕

8) 진선희, 「학습독자 반응 연구의 문학교육적 함의 및 연구 방향」, 『문학교육학』 16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5.

9) 이지 , 「아동독자의 이야기책 읽기 반응 연구」, 고려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0) 정정순, 「문학 교육에서의 ‘반응 중심 학습’에 한 이론적 재고」, 『문학교육학』 53권, 
한국문학교육학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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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공유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화 중심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하
다. 독자 개인의 기 지평을 통해서 형성되는 의미를 독려하고, 어떻게 

다른 독자들이 텍스트에 해 읽고 논의하는가라는 기 지평으로 확장하
는 화로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 다. 이 연구는 해석의 무
정부주의로 불리는 반응의 다양성을 제어할 수 있는 실천적 방향을 새롭
게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강민규(2016)11)는 독자가 시에 한 자신의 반응을 조정하여 주체적인 
해석 담론을 구성하도록 하는 교육 방안을 제시하 다. 질서화된 해석이나 
비평도 독자가 처음에 떠올린 반응의 재구성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반응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했다. 학습 독자의 반응 조정 양상은 독자 
자신의 담론에 일어나는 변화를 중심으로 ‘수렴적 조정’, ‘확장적 조정’, 
‘전환적 조정’으로 변하 다. 이 연구에서 구안한 독자 반응 조정의 모
델은 학습 독자의 반응을 전경화하는 동시에 학습자 중심주의의 이상을 
실천적인 층위에서 구현했다는 점과 적절한 동기 부여를 통해 학습 독자
의 능동적인 시 읽기 태도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나향(2016)12)은 텍스트 중심의 문학교육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문학과 
만나는 생산적 수용의 장면을 포착하고 이에 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
다. 생산적 수용의 양상을 분석할 때에는 학습자 중심의 문학교육을 설계
한 발트만(G. Waldmann)의 논의에 따라 텍스트의 구체화, 텍스트 요소의 
교체, 텍스트의 확장을 분석 틀로 삼았다. 또한 생산적 수용이 독자의 심
리적 과정이라는 점에서 예술심리학의 심리적 과정을 참고하여 관계의 연
상, 관점의 정립, 태도의 형성을 각각의 수용 양상에서 의미를 생산하는 
요소로 가정하 다. 이는 문학 작품의 온전한 이해보다는 학습자 측면에서 
가능한 감상을 설계하는 것으로, 학습자 중심 패러다임 안에서 실천될 수 
있는 구체적 교육의 실현태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의 논의들은 각각 다른 각도에서 학습자의 반응에 해 분석하고 추
론하고 있다. 하지만 학습자의 반응을 중요시하는 측면은 본 연구와 같은 

11) 강민규, 「독자 반응 조정 중심의 시 교육 연구」, 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12) 이나향, 「시조의 생산적 수용 교육 연구」, 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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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의 선행 연구들을 통해 시사점을 
이어 받아 이를 참고하여 논의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한국어교육에서 이루어진 독자 반응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노금숙(2011)13)은 화를 문학 행위로서의 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의 화, 교육 행위로서의 화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보고, ‘독자와 
텍스트의 화’, ‘문화 간 화’, ‘학습자와 타자의 화’라는 세 측면에서 
중국인 학습자의 문학 읽기 양상을 조사하고 분석하 다. 이러한 양상 분
석에 근거하여 심층적, 창조적, 확장적, 순환적 네 가지의 화 전략을 제
시하 으며 개인적 의미 구성의 심화, 협상을 통한 타당한 의미 재구성, 
탐구적 화를 통한 이해의 심화와 확장이라는 세 가지 실제적인 교수-학
습 방안을 제시하 다. 이 연구는 교실 맥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화에 
의해 형성된 학습자들의 반응에 해 폭 넓게 연구하 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김염(2013)14)은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학교육을 ‘문화’, 그리고 ‘미디어’와 

접히 연관시켜 논의하면서 학습자들의 문학능력과 문화능력을 아우르는 
문학-문화적 문식성의 향상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문학사적으로 평가 
받은 소설을 상화한 작품인 상텍스트를 활용한 문학교육의 방법을 도
출하기 위해, 학습자들의 상텍스트에 한 반응 양상을 조사, 분석하여 
‘텍스트의 지식적 의미 이해’, ‘텍스트의 심미적 이해’, ‘텍스트를 통한 상
호문화적 이해’, ‘텍스트의 가치판단’이라는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기술
하 다. 이 연구는 상텍스트를 한국어교육에 도입하여 상텍스트에 
한 학습자들의 다양한 반응 양상을 관찰하고,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교육
의 방법을 설계하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홍매(2014)15)는 반응 텍스트를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를 읽고 자신의 

13) 노금숙,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상으로 한 한국문학 읽기 교육 연구」, 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4) 김염,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학 상텍스트 교육 연구」, 서울 학교 박사
학위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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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나 느낌에 해 표현하는 언어 구조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학
습자들의 반응 텍스트 쓰기의 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국인 학습자들로 
하여금 텍스트를 읽고 자신의 생각, 느낌 등을 자유롭게 쓰게 하 다. 학
습자들의 반응 텍스트를 ‘정보에 한 기술적 진술’, ‘의미에 한 해석적 
진술’, ‘가치에 한 평가적 진술’, ‘자신과 연관 짓기를 통한 성찰적 진술’
이라는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 다. 이 연구는 반응 텍스트 분석
을 통해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의미를 실현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
음을 확인하 다. 또한 학습자들의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이 신장될 수 있
는 구체적인 활성화 방법을 제안하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전홍(2015)16)은 상호연관성을 텍스트 간의 관계로서 내부 자질로 인해 
형성되는 상호텍스트성뿐만 아니라 수용 주체인 독자에 의해 확립되고 형
성되는 상호텍스트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상호연관성 기반의 현

시 이해의 구조를 ‘상호연관적 동위소 발견’, ‘텍스트 간의 긴장 관계 탐
구’, ‘상호텍스트의 발산적 환기’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도출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의 현 시 읽기 양상을 분석하 다. 이 연구는 가장 큰 문제가 되
고 있는 강독식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습자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확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명봉(2017)17)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학습자들의 주체적인 시 
의미 구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
국 현 시 교육의 방법을 제시하 다. 이 연구에서 비계로 사용한 비평 텍
스트는 신비평적 텍스트, 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 독자주관비평적 텍스트
이다. 이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외국인 학습자로서 지니는 한국어 능
력 부족과 문화 배경 지식 결여 등의 단점을 극복하고 성인 학습자로서 
지니는 높은 인지 능력, 풍부한 경험 등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교육 방법
을 고안하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5) 이홍매,  「반응 텍스트 쓰기 중심의 한국 현 시 교육 연구」, 서울 학교 박사학위논
문, 2014.

16) 전홍, 「상호연관성 기반의 한국 현 시 이해 교육 연구 – 한∙중 현 시를 중심으로」, 
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17) 이명봉,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 현 시 교육 연구」, 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8 -

 이상의 선행 연구들은 문학 텍스트에 한 중국인 학습자의 반응을 실제
적으로 확인하고 반응을 활발하게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론을 다양하게 
제시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학습자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위
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국인 학습자의 자국어 문학 학습 경
험에 한 관심은 지금까지 없었다. 이에 본고는 고시사(古詩詞)로 축적된 
중국인 학습자의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에 주목하여 한국 고전시가 교육
의 방법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외국어로서의 한국 고전시가 교육에 관한 연구
 
 이려추(2009)18)는 한국과 중국의 표적인 기녀시인인 김운초(金雲楚)와 
류여시(柳如是)를 상으로 그들의 생애와 문학 활동 및 작품의 특성을 비
교 검토하면서, 작품 속에 보이는 그들의 의식, 표현과 제재의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밝히고 그들이 살았던 시 의 사회적 배경과 문학 환경, 기녀
제도, 교류했던 남성 등 여러 가지 요소들과 결부시켜 여러 차이점이 생긴 
원인을 분석하 다. 의식, 표현과 제재로 나누어 두 시인의 작품세계를 비
교했는데, 의식의 측면에서는 자의식, 성별의식 및 인생관을 비교했고, 표
현의 측면에서는 양식과 시풍, 어휘와 색채어, 전고로 나누어 비교했으며, 
제재의 측면에서는 애정, 자연과 역사로 나누어 비교하 다. 이 연구는 
한·중 기녀문학 비교연구의 첫 걸음으로서 의미 있는 연구이며 나아가  
한·중 여성문학 연구에 토 를 마련하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왕엽(2015)19)은 한·중 고전시가에 나타난 서울과 북경의 장소 이미지에 
주목하여 문학적 관점에서 지리학을 연동시켜 비교문학의 방법으로 한·중 
고전시가 작품을 선정하여 교수-학습의 실제를 제시하 다. 한·중 고전시
가에서의 서울과 북경의 장소이미지 특징을 ‘태평성 에 한 분식’, ‘왕도
에 한 이중적인 정서’, ‘도시 공간의 역동적인 모습’으로 분류하여 설명

18) 이려추, 「한∙중 기녀시인 김운초와 류여시 비교 연구」, 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19) 왕엽, 「한∙중 고전시가 비교를 통한 한국 문화 교육 – 서울과 북경의 장소이미지를 
중심으로」, 서울 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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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이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가 자국문화와 목표언어 문화 사이에 있
는 사회문화적 공감과 갈등을 인식하고 문화 간의 원활한 소통을 촉진시
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경(2017)20)은 한국의 고려속요와 중국의 송사(宋詞)를 비교 상으로 
삼아, 두 장르의 소통구조적인 측면에서 여성상을 살펴보았다. 시가 속의 
여성상을 ‘화자와 실제 작가의 관계’, ‘화자와 청자의 관계’, ‘화자와 시적 

상의 관계’라는 세 가지 층위로 나누어 분석하 다. 이 연구는 두 장르 
간의 비교를 통해 작품 속의 정서나 사상뿐만 아니라 양국 문화의 공통점
과 차이점을 추출하고 중국인 학습자의 상호문화능력 신장에 도움이 된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 고전시가 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주
로 비교문학을 활용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한국 고전시가를 더 잘 이해하
게 하는 연구 동향들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 고전시가의 비교 상으
로 삼을 수 있는 작품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한국 고전시가 작품의 다
양한 양상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 고전시가 작품을 더 다양한 맥락에서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비교 

상이 될 수 있는 중국 문학 작품을 연구자가 선정하지 않고 학습자가 
스스로 상호텍스트적으로 고전시가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콜리와 슬레이터(J. Collie & S. Slater)21)는 문학 텍스트의 적합성 기준

20) 주경,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고려속요의 여성상(女性像) 교육 연구 – 송사(宋詞)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 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21) J. Collie & S. Slater, Literature in the Language Classroom: A Resource 
Book of Ideas and Activit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조일제 역, 『
어교사를 위한 문학 작품 지도법』, 한국문화사, 1997,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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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학습자의 요구, 흥미, 문화적 배경, 언어 수준을 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학작품이 학습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그들에게 강력하고 적극
적인 반응을 유발시킴으로써, 개인적인 참여를 자극할 수 있는 점이라고 
하 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 주제의 작
품, 학습자의 흥미와 능동적인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작품을 선택해야 한
다.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을 도입할 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문학 작품의 
선정 기준이다. 윤여탁(2009)22)은 다음과 같은 작품 선정 기준을 제시한 
적이 있다. 첫째, 한국어 문학교육에서 비교 상이 되는 문학 작품은 각
각의 문학사에서 표적인 정전(正典, canon)에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한국어 문학교육을 위해 선정되는 문학 작품은 난해하거나 비문법적
인 표현이 많은 것보다는 외국인 학습자가 이해하기 쉬운 평범한 수준이
어야 한다. 셋째, 한국어 학습자의 유형이나 한국어 학습의 목표도 한국어 
문학교육을 위한 작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 
 한국어 문학 정전(正典)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텍스트 변인’, ‘학습
자 변인’, ‘과정 변인’23)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작
품이거나 작가가 알려진 작품, 둘째, 한국 문화 요소가 잘 드러나거나 한
국인의 정서를 잘 표현한 작품, 셋째, 이 시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전승되어 계승성이 강한 작품이어야 한다. 
 본고에서 선택한 이별시가는 별리(別離)와 정한(情恨)을 주제로 한 한국 
문학사에서 가장 표적인 정전(正典) 작품들이다. ‘이별’이라는 주제는 중
국인 학습자들이 고시사(古詩詞) 교육을 통해 많이 접해왔다. 즉 이별시가
는 중국인 학습자가 고전시가를 수용할 때 비교나 비할 수 있는 자국의 
문학 작품을 찾아내기 쉽다는 수월성을 담보하는 장점이 있기도 하다. 자
국어로 익힌 이별시가에 한 문학능력이 한국 이별시가를 수용하는 데 
바탕이 되어 자연스럽게 전이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이별시가가 중국인 

22) 윤여탁, 「비교문학을 적용한 외국어로서의 한국 현 문학 교육 방법」, 『한국언어문화
학』 6집,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09, 62-64쪽.

23) 윤여탁 외, 『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학 정전』, 하우출판사, 2015, 18-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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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품 - 작가 갈래 출처
<공무도하가> 백수광부의 아내 고 가요 『해동역사』

<황조가> 유리왕 고 가요 『삼국사기』
<가시리> 작가미상 고려속요 『악장가사』

<서경별곡> 작가미상 고려속요 『악장가사』
<송인> 정지상 칠언절구 한시 『파한집』

<임진유감> 김부식 칠언절구 한시 『동문선』
<마음이 어린 후니> 서경덕 평시조 『청구 언』
<청산은 내 뜻이오> 황진이 평시조 『청구 언』

중국 작품 - 작가 갈래 출처 번역본
<孟姜女哭長城> 

孟姜女 傳說 『琴操』 『동아시아 여성의 기원』 
이화중국여성문학연구회, 2002 

<雨霖鈴> 柳永 宋詞 『樂章集』 『柳永詞選』 
박홍준 역, 2009

<送元二使安西> 王維 七言絶句 『王右丞集』 『왕유의 시세계』
박삼수, 2006

<夜雨寄北> 李商隱 七言絶句 『玉溪生詩』 『唐詩講解』
권호종, 2010

<江陵愁望寄子安> 
魚玄機 七言絶句 『全唐詩』 『魚玄機詩集』

류창교 역, 2013

학습자의 특징에 적합하다고 판단하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위의 
문학작품 선정기준과 중국인 학습자의 특징을 고려하여 고 가요 <공무도
하가>, <황조가>, 고려가요 <가시리>, <서경별곡>, 한시 정지상의 <송인>, 
김부식의 <임진유감>, 평시조 서경덕의 <마음이 어린 후니>, 황진이의 
<청산은 내 뜻이오>를 실험 텍스트로 선정하 다. 본고에서의 이별시가는 
이별에 따른 그리움과 기다림의 정서까지 포함하며 작품의 갈래와 출처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한국 이별시가 텍스트 목록

 본 실험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 이별시가 텍스트에 근거하여 환기
된 중국의 이별시가 작품들은 중국 문학사에서 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되
거나 또는 초∙중∙고등학교의 문학교육에서 교수-학습된 작품이다. 중국 
문학 작품의 정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중국 문학 작품 텍스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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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본고의 사례 연구는 예비실험, 본실험, 검증실험으로 나누어 진행하 다. 
예비 실험은 S 학교 학원에서 재학 중인 중국인 고급 학습자24) 12명을 

상으로 진행하 으며 그 중에 유효 설문지는 24부이다. 예비 실험의 목
적은 중국인 학습자의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을 활용한 한국 고전시가 교
육의 합리성을 발견하는 데 있다.
 예비 실험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 다. 먼저 연구자는 문헌연구
를 바탕으로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을 활용한 한국 고전시가 교육 과정을 
두 단계로 나뉘어 살펴보았다. 첫 단계는 설문지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학
습자들에게 제시된 예비 실험 설문지의 문항은 총 2문항이다. 1번 문항은 
‘이 시를 읽고 이에 해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쓰십시오.’ 
2번 문항은 ‘이 시의 어떤 부분에 의해 이러한 생각이나 느낌을 떠올렸는
지 쓰십시오.’이다. 첫 번째 단계의 설정은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텍스트
의 기본 의미를 구성하는 능력과 고시사(古詩詞) 선행 학습 경험이 한국 
고전시가를 수용하는 데 어떻게 전이(轉移)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단계는 학습자들의 반응 텍스트에 근거하여 결과 분석의 상세화
를 위해 일 일의 심층 면담을 진행하는 단계이다. 심층 면담의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이렇게 진술한 이유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둘째, 
고전시가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셋째, 고전시가
를 배우기 전에 학습자가 먼저 자신만의 해석물을 형성하는 데 해 어떻
게 생각하는가? 두 번째 단계의 심층 면담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 고
전시가를 이해하는 데 텍스트 읽기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고시사(古詩詞) 
문학 경험이 고전시가를 이해하는 데 어떤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지 파
악하기 위함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4) 예비 실험의 학습자와 본 실험의 학습자는 모두 중국의 초·중·고등학교, 학교에서 
‘어문(語文)’이라는 수업을 수강한 학습자로써 문화 배경, 모국어 문학 경험 면에서는 
비슷한 집단으로 판단된다. 다만 한국어 언어 숙달도의 면에서 수준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예상 하에 예비 실험과 본 실험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한국어로 작성하기 어려운 
내용은 중국어로 표기하라고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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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실험 조사 상 텍스트 활동 내용

2016년 
4월

S 학교 학원 
중국인 학습자 

12명

<공무도하가> 6부
<황조가> 6부
<가시리> 6부

<마음이 어린 후니> 6부

학습 활동지 작성
심층면담(120분)

 ［표 3］ 예비 실험 조사 대상 및 실험 방법

 예비 실험을 통해 학습자들이 고전시가 텍스트에 한 이해를 토 로 솔
직하고 다양하게 진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가 고전
시가에 해 부여하는 의미, 고전시가에 해 가지는 느낌이나 판단이 한 
데 얽혀서 반응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일 일 심층 면담을 진행할 때에는 
반응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석을 수행하 다. 
 이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의 문학적 반응을 중요시 할 필요가 있으며, 
고시사로 축적된 문학능력이 한국 고전시가를 수용할 때 전이된다는 사실
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의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을 활
용한 한국 고전시가 교육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인 학
습자들이 적극적으로 중국 문학 작품을 환기하거나 텍스트의 의미를 심도
(深度) 있게 다루지 못하는 문제점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실험
은 예비 실험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중국 문학 작품을 연상하게끔 유도하
는 문항과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텍스트의 의미를 보다 심도 있
게 다루도록 소집단 토론의 문항을 추가하게 되었다. 
 본 실험은 중국의 D 학교25) 한국어 학에서 진행하 다. 먼저 중국 
학의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작품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에 관한 수업 
관찰 및 교사 면담을 진행하 다. 교사와의 면담 내용은 주로 문학 관련 
수업에서 문학 작품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으며, 문학작품을 가르치면서 주
로 어떤 활동들을 진행하고, 학습자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등에 관한 내용
들로 구성되었다.  

25) 련외국어 학교(Dalian University of Foreign Languages) 1964년에 설립했으며 
한국어 학은 1990년에 설립했다. 한국어 학은 중국의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유구한 
역사를 지닌 만큼 주요 한국어 인재 양성소 중 하나이다. 한국학 연구소와 한국 문화원
이 설립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어 학은 학부생 555명, 학원생 70명, 한국어 교사 
3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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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학사’ 수업 관찰 및 교사 면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사가 한
국문학사의 흐름(고 문학→고려시기의 문학→조선시기의 문학→개화·계몽
시기의 문학→일본식민통치시기의 문학→해방이후의 문학→산업화시기의 
문학)을 제시한 후 ‘韓國文學簡史輿作品選讀’ 교재에 수록된 작품을 배우
게 된다. 수업에서는 거의 교사의 전달 위주의 방식으로 교수되고 있으며 
학습자들의 개인적인 반응에 한 유도는 매 문학 작품 마지막 부분에 ‘사
고와 연습’이라는 질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진행된다. 부가적인 활동으로는 
학습자들이 중국 문학 텍스트와 비교하여 발제를 진행하며 발제가 끝난 
뒤 교사는 학습자들의 발표 내용에 해 틀린 점을 경정(更正)하고 해석을 
병행하 다. 교사가 틀린 점에 해 해석할 때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 활
발해졌으며, 학습자들도 능동적으로 텍스트에 한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
는 일면을 보여주었다.
 ‘중한문학과 문화연구’ 수업 관찰 및 교사 면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사가 먼저 배우게 될 문학 작품의 시 적 배경을 제시한 다음 문학 작
품의 특징에 해 설명한다.26) 학습자들이 문학 작품을 읽으면 교사가 그 
단락에 해 질문을 하게 되는데 학습자들의 반응을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아 보 다.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자극하거나 학습자들 사이의 상호작
용을 촉진시키는 활동이 없는 전통적인 주입식 교육이었다.
 관찰한 결과 한국 문학 교실에서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실현하기 위
해서는 학습자의 역할, 학습자의 반응이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
꼈다. 특히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한국 고전시가를 교육할 경우, 학습자들
의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을 이끌어내야 하며, 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학습자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주체로 내세워야 한다. 
 실험을 위해 3학년 2학기(TOPIK 고급) 4개 학급에 학습 활동지를 배포
했으며 유효 설문지는 146부이다. 학습자들에게 제시된 본 실험의 설문지
의 문항은 총 3문항이다. 1번 문항은 ‘문학 작품을 읽고 이에 해 떠오르
는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쓰십시오. 고전시가의 어떤 부분에 의해 이
러한 생각이나 느낌을 떠올렸는지 쓰십시오.’ 2번 문항은 ‘중국의 문학 작

26) 예를 들면 폐허∙백조∙창조∙카프 등의 개념, 유래, 각 단체마다 어떤 색채를 띠며 
어떤 작가가 어떤 단체에 속하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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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

상 텍스트 자료수 
(총146부)

실험 상(73명)/
실험시간(360분) 실험방법

2016년 
6월

<공무도하가> 18부 3학년 1반 18명
정규 수업(90분)

어휘의 뜻풀이, 배경설화
가 부가된 한자어, 현 어
를 제시함.<황조가> 18부

<가시리> 19부 3학년 2반 19명
정규 수업(90분)

어휘의 뜻풀이가 부가된 
고어, 현 어를 제시함.<서경별곡> 19부

<송인> 15부 3학년 3반 15명
정규 수업(90분)

어휘의 뜻풀이가 부가된 
한자어, 현 어를 제시함.<임진유감> 15부

<마음이 어린 후니>
 21부 3학년 4반 21명

정규 수업(90분)
어휘의 뜻풀이가 부가된 
고어, 현 어를 제시함.<청산은 내 뜻이오> 

21부

품 중 주제, 시  등에서 유사한 작품이 있는가? 있다면 작품 제목, 유사
점과 차이점을 쓰십시오. 연상된 작품이 고전시가를 이해하는 데 어떤 측
면에 도움이 되었는지 쓰십시오.’ 3번 문항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작품에 해 달라진 생각이 있는가? 있다면 달라진 생각 또는 느낌을 쓰
십시오.’이다. 
 이 학습 활동지의 설정은 학습자들이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하고 텍스트
의 의미를 작성하는 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소집단 토론은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한 과정을 관찰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 연구자는 학습자들의 반응 텍스트 결과물에 근거하여 특별한 반
응 양상을 보인 15명을 일 일의 심층 면담시간을 갖고 중국어로 자유롭
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본 실험에서 연구자와 학습자의 면담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자신이 이해한 고전시가의 내용을 중국어 구어로 서술해 
보십시오. 둘째, 고전시가 텍스트 이해 및 표현에서 어려웠던 점을 서술해 
보십시오. 셋째, 고전시가를 교사가 가르치기 전, 학습자가 먼저 자신만의 
해석물을 형성하는 수업 방식에 한 의견을 서술해 보십시오. 넷째, 중국 
고시사의 환기는 한국 고전시가를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서
술해 보십시오. 면담 과정은 녹음하 으며 녹음 파일의 길이는 150분이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본 실험 조사 대상 및 실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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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실험 조사 상 텍스트 활동 내용

2017년 
6월

S 학교 학원 
중국인 학습자 8명

<공무도하가> 4부
<서경별곡> 4부

학습 활동지 작성
정규 수업(180분)
심층면담(120분)

 검증 실험은 본 실험을 통한 학습자들의 반응 양상에 근거하여 긍정적인 
효과는 확 하고 한계점을 검토하여, 수정∙보완된 교육의 방법으로 교육
의 효과를 입증하 다. 
 검증 실험은 고 가요 <공무도하가>와 고려가요 <서경별곡>을 작품으로 
선정하여 교육 방법의 효과를 입증하 다. 이 두 작품은 본 실험에서 학습
자들이 유난히 어려워하는 작품으로 진단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자
는 위의 두 작품이 교육 효과의 입증에 제일 유의미한 작품이라고 판단하
게 되었다. 
 검증 실험에서 중국인 학습자에게 제시된 학습 활동지27)는 <내용 요소 
파악 활동지>, <문학 장치 파악 활동지>, <개인∙문학 경험 소환 활동지>, 
<집단 탐구 활동지>, <한∙중 작품 비교 활동지>이다. 검증 실험의 심층 
면담 내용은 본 실험과 같은 질문으로 설정하 다. 연구자의 교육 방법으
로 한국 고전시가를 이해하는 데 겪는 어려움 즉 수업 방식에 한 피드
백을 확인하 다. 구체적인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검증 실험 조사 대상 및 실험 방법

 본 논문의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II 장에서는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과 한국 고전시가 교육의 관계에 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한다. 먼저 중국인 학습자의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 
독자 반응의 개념 및 유형, 자국어 문학 경험이 독자 반응에 미치는 향
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 다음,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을 활용한 한국 고전
시가 교육의 의의에 해 기술하고자 한다.
 III 장에서는 이별시가 텍스트에 한 학습자의 반응 텍스트를 퍼브스와 

27) 학습자들에게 제시된 검증 실험의 학습 활동지는 제IV의 ‘교육의 방법’에서 구체적으
로 제시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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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페르28)의 반응 유형 분류 기준에 따라, ‘연합적 반응’, ‘지각적 반응’, 
‘해석적 반응’, ‘평가적 반응’ 네 가지 반응으로 분류하고, 그 다음 유형화
된 반응 텍스트에 나타난 학습자들의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을 분석하고 
추론하고자 한다.
 IV 장에서는 학습자들의 반응 양상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중국인 학습자
의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을 활용한 한국 고전시가 교육의 목표, 교육의 
내용, 교육의 방법을 도출하고자 한다.  

28) 퍼브스와 리페르가 도출한 반응의 4범주는 ‘관여-몰입(Engagement-involvement)’, 
‘지각(Perception)’, ‘해석(Interpretation)’, ‘평가(Evaluation)’이다. 그의 4범주는 문학
교육의 연구도구로서 그리고 문학교실의 구체적 분석, 평가의 도구로서 가장 중적으
로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다. 쓰여진 반응 텍스트뿐만 아니라 구두반응(oral response)
과 상(film)에 한 반응에까지 확 되어 성공적으로 사용되어 온 반응의 유용한 분석 
도구이다. 따라서 본고는 퍼브스와 리페르의 4범주에 의해 중국인 학습자의 반응 텍스
트를 분석하고자 한다. 자세한 논의는 II 장의 ‘독자 반응의 유형’에서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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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과 한국 고전시가 교육의 관계

 이 장에서는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을 활용한 한국 고전시가 교육의 전
제로서 우선 중국인 학습자의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 독자 반응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본 다음,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이 독자 반응에 미치는 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을 활용한 고전시가 
교육의 의의에 해 기술하고자 한다. 
 

1. 중국인 학습자의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

1)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의 개념

 듀이(J. Dewey)는 경험을 환경 즉 경험의 상과 경험 주체의 상호작용
으로 보면서, 그 주체가 직접 경험활동(experiencing)을 한 결과로 경험의 
내용(the experienced)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29) 그에 따르면 
경험이란 유기체와 환경 간의 상호 작용이 완전하게 수행되었을 때 그것
의 결과이자 선물이다. 그리고 그 경험은 하나의 통일체로 인식되어야 하
는데, 이와 같이 하나의 경험이 의미를 갖고 조직화되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이 곧 성장이다.30) 이처럼, 경험이란 한 개인과 환경 사이에서 이루어
지는 교섭을 통하여 서로 무엇인가를 주고받음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다.31) 
따라서 본고에서 주목하는 중국인 학습자의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을 
『어문(語文)』 수업이라는 교실환경 속에서 교사와 학습자, 텍스트와 학습
자 사이의 상호 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진 교육적 경험으로 정의를 내리고
자 한다.

29) 송지언, 「시조 의미구조의 경험 교육 연구」, 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42쪽.

30) John Dewey, Arts as Experience, 1934, 이재언 역, 『경험으로서의 예술』, 책세상, 
2003, 48쪽. 

31) John Dewey, Experience and Education, 엄태동 편역, 『존 듀이의 경험과 교육』, 
원민사, 2001, 59-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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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적 경험이란 첫째, 교육적 기획과 처방 속에서 가치 있는 의미가 재
구성되어 학습자를 변화, 성장하게 하는 경험을 말한다. 둘째, 교육적 경
험은 의미 있는 경험의 문제로 국한된다. 이러한 경험은 주체의 사고 작용
에 의해 재구성된 경험을 뜻한다. 셋째, 교육적 경험은 주체의 성장을 도
와주는 경험이라는 조건을 갖는다.32) 듀이에 따르면, “교육은 경험의 재구
성 또는 재조직으로서, 경험의 의미를 더해주고 다음 경험의 방향을 결정
할 능력을 증 시키는 것”33)이라 제시하 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주로 초·
중·고등학교 단계를 거쳐 오면서 교육적 경험을 지속적으로 쌓아왔다. 따
라서 이해하기 쉬운 작품으로부터 어려운 작품을 접하기까지 그 학습 경
험도 변화와 성장을 거치면서 또 다른 차원의 경험으로 전이되어 왔다. 즉 
경험의 재구성을 통해 내면의 지식 구조체계를 조절하면서 발전해 나갔던 
것이다. 그러한 지속적인 개인 성장을 통해 수용의 범위가 확 되었을 뿐
만 아니라 보다 내실 있는 문학 학습 경험을 누적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한국 고전시가를 학습하는 데 중국인 학습자의 문학 학습 경험이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아래의 이론을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학습이란 연구, 경험, 혹은 지도를 통해 한 교과나 기술에 한 지식을 
습득하거나 소유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학습에 한 초기의 설명들 
중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우리가 비슷
할 때, 비될 때, ‘인접해’ 있을 때, 사물들을 함께 기억한다고 했다. 그 
중 마지막 원리가 가장 중요한데, 연합에 의한 학습(learning by 
association)에 관한 모든 설명에 그 원리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인접성
(contiguity)의 원리는 두 개나 그 이상의 사건들이 함께 자주 일어날 때
면 언제든지 그것들이 연합될 것이라고 말한다. 나중에, 이러한 연합된 사
건들 중 하나(자극: stimulus)가 일어나면, 다른 하나(반응: response)도 
역시 기억될 것34)이라고 하 다. 이처럼 본고에서는 이별시가를 중심으로 

32) 최홍원, 「문학교육에서 경험의 재개념화와 교육적 실천을 위한 연구」, 『국어교육학연
구』 29집, 국어교육학회, 2007, 318-319쪽.

33) John Dewey, Democracy and Education, 이홍우 역, 『민주주의와 교육』, 교육과학
사, 1987, 122-123쪽.

34) Anita Woolfolk, Educational Psychology, 10/E, Allen & Bacon, 김아 ∙백화정
∙정명숙 옮김, 『교육심리학(제10판)』, 박학사, 2007, 2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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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학습자의 문학 학습 ‘경험’을 활용해, 연합에 의한 학습으로 한국 
고전시가를 수용하도록 하는 데 있다. 
 슬라토프(W. Slatoff)에 의하면, 문학교육의 내용은 작품이 아니라 작품
에 한 ‘학습자의 경험’이어야 한다35)고 설명하 다. 그런데 그간의 문학
교육은 학습자가 텍스트에 비해 부차적이고, 텍스트에 종속되어 인간 교육
으로서의 실질적인 변화를 성취하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본고
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문학 학습 경험에 주목하여 한국 고전시가에 
한 교육을 도모하고자 한다.
 위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중국인 학습자의 문학 학습 경험은 다양한 문
학 작품 습득을 통해 직접, 간접적으로 획득한 경험으로서, 학습자가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 아울러 문학적 표현을 인식하게 하는 경험이라고 간
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인 학습자는 어떠한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래의 절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2) 중국인 학습자의 고시사(古詩詞) 학습 경험

 이 절에서는 중국의 초∙중∙고등학교의 고시사(古詩詞)의 교육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인 학습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을 받았
는지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초등학교

 중국 초등학교 『어문(語文)』 교재에 수록된 고시사 작품들을 소재나 주제 
및 시어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36)을 지니고 있다. 

35) W. J. Slatoff, With Respect to Readers: Dimensions of Literary Response, 
Cornell University Press, 1970, pp.163-168.

36) 아래의 특징은 연구자가 2程敎材硏究所∙小學語文2程敎材硏究開發中心 編著, 『語
文』, 一年級~六年級, 上冊&下冊, 人民敎育出版社, 2004, 12권의 교재와 류창교, 「중국
의 초등학교 《語文》 교과서에 수록된 고전시가 고찰」, 『동아문화』 50집, 서울 학교 동
아문화연구소, 2012, 258-261쪽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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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봄과 가을이라는 계절적 분위기에 어울리는 작품들이 다수 등장한
다. 중국에서는 3월과 9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초등학생의 정서와 특
징에 적합한 시어와 주제를 선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봄에 알맞
은 풀[草], 꽃[花], 버들[柳] 등 시어와 가을에 알맞은 계절성 단어인 가을
바람[秋風], 단풍[楓], 달[月] 등 시어를 접하게 된다. 
 둘째, 조국의 명산 천(名山大川)과 지역을 노래한 명작들이 수록되어 있
다. 예를 들면 2학년 2학기 교재에 수록된 여산폭포(廬山瀑布)를 노래한 
이백(李白)의 <망여산폭포(望廬山瀑布)>, 4학년 2학기에 수록된 중국 강남
지역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백거이(白居易)의 <억강남(憶江南)> 등이 있다. 
이러한 설정은 고시사를 통해 초등학생들로 하여금 중국의 지리와 자연 
산천에 한 지식을 함양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셋째, 전원(田園)생활과 자연풍경, 그리고 고향을 그린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예를 들면 1학년 2학기에 수록된 양만리(楊萬里)의 <소지(小池)>, 2
학년 1학기에 수록된 하지장(賀知章)의 <회향우서(回鄕偶書)> 등이 있다. 
이는 고시사를 통해 초등학생들에게 전원의 풍경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
상시키기 위해 설정한 것이다.
 넷째, 전통 풍속과 절기(節氣)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예
를 들면 6학년 2학기에 수록된 설날을 노래한 왕안석(王安石)의 <원일(元
日)>, 4학년 1학기에 수록된 중양절(重陽節:9월9일)을 노래한 맹호연(孟浩
然)의 <과고인장(過故人庄)> 등이 있다. 이는 초등학생들에게 고시사를 통
해 중국의 전통 명절과 절기에 한 인식을 각인시키기 위해 설정한 것이
다. 
 다섯째, 애국적 정서를 함양시키거나 정신교육에 적합한 작품들이 수록되
어 있다. 예를 들면 6학년 2학기에 수록된 애국적 정서를 노래한 공자진
(龔自珍)의 <기해잡시(己亥雜詩)>, 3학년 2학기에 수록된 효도교육에 알맞
은 맹교(孟郊)의 <유자음(遊子吟)> 등이 있다. 이는 초등학생들에게 고시
사를 통해 정신교육을 고취(鼓吹)시키기 위해 설정한 것이다. 
 이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중국의 초등학교에서는 고시사 교육을 통해 정
서함양과 정신교육, 민족성 교육 등의 교육 목표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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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시사(古詩詞) 교육 관련 내용
중
학
교

 주석과 참고서를 이용하여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고시사를 읽으면
서 글의 기본 내용을 이해한다. 우수한 시문(詩文) 80편을 외운다.

있다. 또한 초등학교에 수록된 고시사의 형식을 보면 민가(民歌), 고체시
(古體詩), 근체시(近體詩), 사(詞), 산곡(散曲) 등 다양한 장르가 골고루 수
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과과정상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고시사는 전통적인 암기식 교육으로 진
행되며 아주 기초적이고도 기본적인 것들만 습득한다. 수업시간에는 주로 
반복적인 읽기 연습을 하며, 쓰기와 암기 숙제를 통해 고시사를 한층 더 
숙지한다. 따라서 중국 초등학교에서의 고시사 학습 경험을 한마디로 정리
하자면 중국 고전문화와 문학에 한 기본적 소양을 쌓는 단계라 할 수 
있다. 

(2) 중학교
 
 중국 교육부에서는 2001년에 중학교 어문 교육과정인 『전일제 의무교육 
어문 과정표준(실험)(全日制義務敎育語文2程標準(實驗))』을 제정하여 발표
하 다. 이를 근거로 어문교육 표준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고시사(古詩詞) 
교육에 관한 내용을 통해, 중학교에서의 고시사 학습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고시사 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학교 어문 교과서에서는 고시사(古詩詞) 암송(暗&)이라는 주제 단원(單
元)이 설정되어 있다. 이 단원을 제외하고도 다양한 시제의 시가 형식이나 
내용에 따라 매 주마다 고시사를 암송하게 하는 형식으로 정해져 있다. 중
학교에서는 다양한 고시사 교육을 통해 전통 문화를 고양시키고 언어적 
상상력을 키워주는 데 주력한다. 동시에 심미적 정서를 함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족정서를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 특히 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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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서는 교재에 수록된 고시사 작품이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 비해 상당
히 많은 편이며, 이 단계에서의 고시사 교육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중학교에서의 고시사 교육은 ‘읽기 도입 → 본문 → 탐구와 연습 → 토막 
정보’의 순으로 구성된다. ‘읽기 도입’에서는 주로 해당 본문의 주제 특징
을 간단하게 소개하는데, 읽기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까지 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본문’에서는 한 편 내지 두 편 정도의 고시사 작품이 
수록되어 있고 작가를 소개하는 내용, 제재의 어휘를 해석하는 내용이 각
주의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탐구와 연습’은 읽기 후의 활동으로 3∼4
개의 항목으로 설계되어 있다. 주로 작품을 낭독(朗讀), 송독(&讀)하는 활
동, 작품의 내용과 예술적 특징에 한 창의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사고 
문제, 작품에 나타나는 중요한 어휘와 수사법에 한 이해를 확인하는 활
동 등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작품의 주제나 장르 특징을 중심으로 
다른 작품까지 활용하면서 진행되는 토의 활동, 작품의 주제 혹은 글쓰기 
특징을 참조하는 글쓰기 활동, 감상문 쓰기 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러한 학습 활동은 학생들이 작품의 내용이나 의미를 창의적으로 구축하고, 
내면화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창의적 내적 사고
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토막정보’는 본문과 관련이 있는 재미
있는 상식, 격언, 시구 등을 상자로 묶어 제시함으로써 학생의 시야를 넓
히고 언어 자료를 축적하며 문학 작품 학습에 흥미를 갖도록 해준다.37) 
 중학교 교재에 수록된 고시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발견
할 수 있다. 
 첫째, 중학교에서의 고시사 교육은 지식의 구조가 만들어 내는 나선형 교
육과정을 실행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지식과 능력을 반 하
고, 교육 과정과 방법에 초점을 두며, 학습자들의 감정적 태도와 가치관 
등 세 가지 차원의 능력의 신장을 도모하고 있다. 중학교 교재에 수록된 
고시사는 정전 작품으로서, 고시사의 어감(語感)을 익히고, 고시사에 한 

37) 남연, 「중국 문언문(文言文) 교육의 역사적 변천과 전망 – 중∙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한 분석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25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3, 126-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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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지식, 장르 지식, 작가에 한 지식 등을 통해 고시사에 한 감상 
능력을 신장시킨다. 수록된 시문에는 상당히 많은 주석이 부기(附記)되어 
있다. 이는 학습자가 주석을 참조하여 정확한 자음을 익히고 새로운 어휘
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가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둘째, 형상적 사고에서 추상적 사고로 발전하게끔 중학생 학습자의 사고
력 발전에 알맞은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있다. 이 단계의 학습자들은 상상
력, 관찰력, 변증 능력, 분석 능력 등 종합적인 능력이 점차적으로 발전하
는 단계이다. 따라서 교재의 설정은 우선 경물 묘사로 된 시가(詩歌)가 등
장한다. 이는 중학생의 직관적인 사유(思維) 특징에 맞도록, 시어를 통해 
시적 화면을 구상하여 학습자의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비교
적 간단한 고시사를 접한 다음, <목란시(木蘭詩)>와 같은 강렬한 서사시라
든가 두보(杜甫)의 <춘망(春望)>과 같은 비교적 어려운 주제의 시가들을 
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 다음 문학사의 순서에 따라 사(詞)나 곡(曲)들
이 등장한다. 
 이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교과과정상 중학교에서 배우는 고시사는 중학생
의 연령 , 심리 특징 및 어문학과의 문화 특성에 맞춰 학습자의 주체의식
을 충분히 발휘하는 한편, 동시에 학습자의 학습 잠재력도 이끌어낼 수 있
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는 중학교에서의 고시사 학습을 
통해 시의 절주와 운율을 습득하고, 작가의 사상과 감정을 이해하며, 시어
의 정련(精練)과 감정의 고양을 체득하게 된다. 
 
(3) 고등학교

 중국 교육부에서는 2003년에 고등학교 어문 교육과정인 『보통 고등학교 
어문 과정표준(실험)(普通高中語文2程標準(實驗))』을 제정하여 발표하
다. 이에 본고에서는 어문교육 표준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고시사(古詩詞) 
교육에 관한 내용을 통해 고등학교에서의 고시사 학습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과정에서 고시사 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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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시사(古詩詞) 교육 관련 내용
고
등
학
교

 주석과 참고서를 이용하여 간단하고 알기 쉬운 고시사의 글귀의 뜻
과 내용을 이해한다. 상용(常用) 문언실사(文言實詞), 문언허사(文言
虛詞), 문언 문형의 뜻과 용법을 이해한다. 고시사를 송독(&讀)하며 
일정한 양의 명작을 외운다.

  2003년에 중국의 고등학교 어문 교육과정인 『보통 고등학교 어문 과정
표준(普通高中語文2程標準)』의 교육 목표 중, 고시사 교육의 목표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시사 읽기에 한 학습자의 흥미를 배양한다. 
둘째, 고시사의 장르 특징과 표현 수법을 장악한다. 셋째, 고시사의 사상
(思想)과 내용에 한 통찰력 및 평가 능력을 함양한다. 넷째, 고시사에 

한 언어 감지력(感知力)을 신장시킨다. 다섯째, 학습자의 상상력을 발전
시킨다. 여섯째, 학습자의 심미 능력을 향상시킨다.38) 이러한 교육 목표를 
지닌 고시사 교육의 구성 체계는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에서의 고시사는 
‘단원 목표 → 본문 → 검토와 연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원 목표’, ‘본
문’, ‘검토와 연습’의 내용 설계 방향은 중학교와 체로 비슷하지만, 중학
교보다는 좀 더 체계적이고 심층적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중국 고등
학교 학수학능력시험39)에서 고시사에 관한 문항 수와 비중이 상당히 높
기 때문이다. 그리고 객관식 문항보다는 부분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전문학에 한 전면적인 문학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
다. 
 고등학교 어문 교과서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고시사 수록 방식이 초등
학교, 중학교와는 달리 장르별로, 문학사의 변천 과정을 시간의 순서에 따
라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열은 시가 발전 맥락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시가가 발전함에 따라 그 변천하는 규율을 파악하여 학습자들이 
되도록 쉽게 시가에 한 지식을 받아들이게끔 설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8) 吳麗麗, 「高考背景下的高中語文古詩詞監賞敎學探究」, 內蒙古師範大學 碩士學位論文, 
2011, 11쪽.

39) 중국어로는 普通高等學校招生全國統一考試(The National College Entrance 
Examination)이며, 흔히 ‘高考’로 약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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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두 사를 암송하면서 다음 문제를 풀어 보십시오.40)

(1) <취화음>은 어떤 계절에 지은 것이며, 시적 화자는 사 내용에서 절기(節
氣)의 특징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는가?

(2) <성성만>의 경치를 세 하게 음미하면서 첫 구절 ‘尋尋覓覓, 冷冷淸淸, 凄
凄慘慘戚戚’에서 시적 화자가 토로하는 감정의 세계를 서술하십시오.

(3) 첫 번째 사는 초년[早年]에 지은 것이고, 두 번째 사는 만년(晩年)에 지은 
것이다. 두 편의 사는 모두 함축적으로 수심(愁心)을 표현했는데 시적 화
자의 정감(情感)과 의경(意境)의 묘사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해 보십시오. 

2. <취화음> 사 전체를 결합하여 짧은 감상문을 쓰십시오. 

3. 중국의 고시사(古詩詞) 중에 흔히 나타나는 의상(意象)들이 있는데, 이러한 
의상들은 늘 특정한 함의가 부여되어 사용된다. ‘오둥우(梧桐雨)’, ‘황화(黃
花)’, ‘안(雁)’처럼 감정 색채가 선명한 의상들을 찾아보고 이러한 의상 사
용은 시적 화자의 어떤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고등학교 『어문④』 제7과 <이청조사양수(李淸照詞兩
首)>를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단원 목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단원에서는 송사(宋詞)를 학습한다. 송나라는 사(詞)의 전성기이다. 이 시
기는 수많은 유명한 시인들을 배출하 으며, 창작의 풍격(風格)도 제각기 
다르다. 본 단원에서는 호방(豪放)과 완곡[婉約]한 풍격의 표작들을 수록
하 다. 사의 문장 구조[句式]는 엇갈린 배열이 제법 정취가 있으며[錯落
有致], 또한 문장의 길이도 현저하게 다르다. 소령(小令)은 사의 양식 가운
데 50자 이내의 짧은 시형이기에 힘이 있고 생동감이 넘쳐흐른다. 장조(長
?)는 사의 긴 시형으로서, 서경(敍景), 서사(敍事), 서정(抒情)의 융합에 
흔히 사용된다. 사는 아주 강한 리듬감과 음악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감상할 때 반복적인 음 (吟詠)을 통해 음율(音律)의 미를 체득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는 동시에 연상과 상상을 통해 사
(詞)의 정(情)과 경(景)이 융합된 의경(意境)도 터득해야 한다.” ‘본문’에서
는 이청조의 <취화음(醉花陰)>과 <성성만(聲聲慢)> 작품이 제시되어 있다. 
‘검토와 연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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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과정상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고시사는 양적인 면에서는 중학교보다 
적은 편이지만, 그 시 의 표적인 정전(正典) 작품으로서, 그 시 의 시
가풍모(詩歌風貌) 특징을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의 고
시사 교육은 학습자들이 시적 화자의 정서와 사상 감정, 표현기법에 주목
함으로써 고시사에 한 이해, 감상, 수용, 재생산 등 문학능력의 양성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고시사(古詩詞) 학습 경험을 종합해 볼 때, 중국인 학습자는 이별
시가를 배움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는 
이별한 원인을 찾기에 노력한다. 둘째는 시가 속에서 이별할 때의 의상(意
象)과 의경(意境)이 어떻게 묘사되었는지를 파악해내려 한다. 셋째는 이별
할 때 시적 화자가 어떠한 시어를 사용했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시에 

한 전반적인 큰 틀을 머릿속에 그린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는 이별시
가를 접했을 때, 먼저 시적 화자가 어떤 심정으로 이별을 하는지부터 파악
하고, 다음으로 이별한 의상을 분석하며, 감정 색채가 담긴 시어를 발견함
으로써 시적 화자가 처한 시  배경 및 개인의 경우(境遇)와 연관시켜 시
가를 수용하게 된다. 즉 자연스럽게 중국 고시사의 서정 방식, 표현 수법, 
수사법 등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중국인 학습자는 고시
사에서의 시어와 의상의 관계, 의상과 정서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능숙하
다는 것이다.

40) (1) <취화음>은 초가을의 기온 변화와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국화꽃 향기 등 자연 
현상을 통해 절기[중양절(重陽節:9월9일)]의 특징을 표현했다. (2) ‘尋尋覓覓’는 시적 화
자가 타향살이로 인한 공허함을 표현했고, ‘冷冷淸淸’은 돌아간 남편에 한 그리움, 가
난하고 고달픈 삶과 외로운 감정을 토로했으며, ‘凄凄慘慘戚戚’는 만년이 된 자신의 허
약한 몸과 처량하고 슬픈 감정을 표현했다. 이 구절은 시적 화자의 정신상태, 생활처지, 
내면세계에 한 묘사를 통해 시적 화자가 겪은 불행한 삶과 그 때의 심정변화, 생활상
을 완곡하게 표현했다. (3) <취화음>은 초년의 작품으로서 남편과 잠시 이별하여 그리
워하는 수심만 표현했지만, <성성만>은 만년의 작품으로서 국가의 멸망, 파괴된 가정, 
남편의 죽음에 한 비통과 애수(哀愁)를 표현했다. <취화음>의 의경은 모락모락 피어
오르는 연기, 짙은 국화꽃 향기 등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성성만>의 의경은 춥고 세찬 
가을바람, 끊이지 않은 가을비, 말라서 떨어지는 국화잎, 기러기 등으로 묘사되어 처참
하고 슬픈 정서를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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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자 반응과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

1) 독자 반응의 개념

 미권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반응이란 용어는 문학 이론과 문학교수 
어휘로서 이미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 중국의 한국 문학 수업에서는 
학습자들의 문학 텍스트에 한 반응을 크게 주목하거나 문제시하지 않은 
것이 실정이다. 왜냐하면 학습자들은 문학작품에는 오직 하나의 의미가 존
재하고 교사의 질문에는 ‘정확한 답’만 있다고 생각하여 교사의 견해를 무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길러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전시가 텍스트
는 작가가 현존하지 않는 상태에서 작품에 한 온전한 이해란 그 누구도 
정확하게 규명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고전시가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학
습자에게 일어나는 심미적 경험과 교육적 변화이다. 
 반응 중심 접근법은 전통적인 텍스트 분석적 접근법의 주요 가정에 한 
직접적인 반  위에서 설정되었다. 첫째, 텍스트에의 개인적 몰입은 문학 
경험을 살아있게 한다고 본다. 둘째, 일단 학생들이 그들의 경험과 문화 
배경에 기초하여 텍스트와 개인적으로 연계되면 그는 문학을 즐길 수 있
을 것이라고 본다. 셋째, 문학 텍스트에 한 반응의 임의적 성격 때문에 
학생들 각자의 반응이나 생각을 중요하다고 인정해준다. 넷째, 문학적 분
석은 일단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몰입되면 문학경험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본다.41) 따라서 반응(response)이란 용어는 교사 중심의 문학 
수업에서 학습자 중심의 수업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으로, 
반응 중심 문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로젠블렛(Louise M. Rosenblatt)42)은 ‘반응’을 ‘환기(evocation)’의 개념
과 구별하 다. 그는 환기란 심미적 소통 동안 독자가 자신의 언어적, 문
화적, 삶의 과거 경험에서 끌어온 아이디어, 감각, 느낌, 이미지를 선택하

41) 경규진, 앞의 글, 1993, 60-62쪽.

42) Louise M. Rosenblatt, Viewpoints: Transaction versus interaction–A 
Terminological Rescue Operation, Research in the Teaching of English, 19-1, 
NCTE, 1985, pp.9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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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것을 새 경험인 환기된 시나 소설 또는 희곡으로 종합하는 과정인 
반면에, 반응은 환기된 의미에 반응하는 것이며, 심미적 소통 동안 그리고 
후에 생성되는 것이라고 하 다. 그는 독자는 텍스트와의 거래에서 불러일
으킨 것, 즉 환기에 반응한다는 점을 강조하 다. 
 쿠퍼(Charles R. Cooper)43)는 반응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첫째, 반
응은 해독에서부터 추론까지 가공문학이 요구하는 독특하게 심미적이고 
전체적인 상황적 독서의 특수한 요구뿐만 아니라, 독서과정에서의 복잡함
을 충분히 설명한다. 둘째, 독서과정에서 텍스트의 중심성을 박탈하지 않
고 독자의 역할∙문화∙독서 경험∙좋아함∙경향 그리고 현 상태의 중요
성을 설명한다. 셋째, 독서하는 동안 작품의 환기와 평가뿐만 아니라, 독
서 후 표현된 반응을 포함하도록 독서 과정을 넓힌다. 그는 로젠블렛이 정
의한 반응의 개념을 좀 더 보충하여 ‘문학에 한 반응’을 설명하 다. 
 퍼브스와 리페르(Alan C. Purves & Victoria Rippere)44)는 문학 반응은 
한 편의 시, 이야기, 소설을 읽는 중에 또는 읽고 나서 수행하는 인지적, 
정의적, 지각적, 정신적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 다.
 경규진45)은 반응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 다. 첫째, 반응은 환기에 

한 것으로 ‘텍스트에 의해 구조화된 경험’으로서 환기의 개념과 구별된
다. 둘째, 반응은 텍스트의 중요성을 배제하지 않고 독자의 위치를 부상시
킨다. 셋째, 반응은 독서 과정과 후의 전 과정을 포함시킬 정도로 확 된
다. 넷째, 반응은 개인적이면서 사회적∙문화적 행위이다. 다섯째, 반응은 
감정과 동일한 것이 아니며, 심리적 감정에 제한시키기보다 페이지에 있는 
단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의 복잡한 인식작용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
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에서 논의하려는 ‘반응’을 다음과 같이 재개념화하고
자 한다. 한국 고전시가 텍스트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반응하게 되는 하나

43) Charles R. Cooper, Researching response to literature and the teaching of 
literature: Points of departure, Norwood, NJ: Ablex, 1985, p.xi.

44) Alan C. Purves & Victoria Rippere, Elements of writing about literary work: 
A study of response to literature, Champaign, Ill: NCTE, 1968, p.xiii.

45) 경규진, 앞의 글, 1993,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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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극으로 작용하며, 학습자들이 텍스트를 읽어 나가는 동안 감정, 연
상, 기억 등으로 언어화한 반응 텍스트뿐만 아니라 문학 작품과 소통하면
서 이해하는 방식으로서의 느낌이나 판단의 일체를 ‘반응’으로 포함한다.

2) 독자 반응의 유형 : 연합, 지각, 해석, 평가

 학습자들의 임의적이고 개인적인 반응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
준이 필요하다. 그 중에 가장 표적인 반응 유형 분류에 관한 연구는 다
음과 같다.
 스퀴르(James R. Squire)46)는 ‘문학적 판단(Literary judgments)’, ‘해석적 반
응(Interpretational responses)’, ‘서술적 즉각 반응(Narrational reactions)’, 
‘연합적 반응(Associational responses)’, ‘자기-몰입(Self-involvement)’, ‘규범
적 판단(Prescriptive judgments)’, ‘기타(Miscellaneous)’ 등으로 반응의 7범주
(categories)를 제시하 다.
 퍼브스와 리페르(Alan C. Purves & Victoria Rippere)47)는 ‘관여-몰입
(Engagement-involvement)’, ‘지각(Perception)’, ‘해석(Interpretation)’, 
‘평가(Evaluation)’ 등과 같이 4범주를 제시하 다. 스퀴르의 향을 받아 
완성한 퍼브스와 리페르의 4범주는 표현된 반응의 내용 분석을 위해 널리 
쓰이는 분류체계가 되었다. 퍼브스와 리페르는 문학교실에서 관심의 초점
이 해석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학생들이 어떻게 해석을 만드는가에 의미
를 두어야 하며, 교사는 학생들이 그 자신의 자발적인 견해를 표현하도록 
용기를 주는 질문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학생들이 작품에 한 스스
로의 반응이 비록 표준 비평과 닮지 않았더라도 표현될 가치가 있다는 것
을 느끼고, 개인적으로 반응하도록 격려된다면 학생들은 스스로의 반응에 
책임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퍼브스와 리페르의 반응의 범주는 문학교
육의 연구도구로서 그리고 문학교실의 구체적 분석, 평가의 도구로서 가장 

중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다. 

46) James R. Squire, The Responses of Adolescents while Reading Four Short 
Stories, NCTE, 1964, pp.17-18.

47) Alan C. Purves & Victoria Rippere, op.cit, 1968, pp.6-8.



- 31 -

범주 범주의 설명이나 하위 범주

스
퀴
르

문학적 판단 예술 작품으로써 스토리에 한 직접 또는 함축된 판단 반응

해석적 반응 해석의 일반화를 위해 스토리부터 증거를 는 반응
스토리의 의미, 인물의 특성이나 동기를 발견하는 반응

서술적 즉각 
반응

해석의 의도가 없는 스토리의 세부나 사실을 보고하는 반응

연합적 반응 텍스트와 관련된 생각·사건·장소를 자신의 경험과 관련짓는 반응
자기-몰입 인물의 행위나 감정을 자신과 관련짓는 반응

규범적 판단 독자의 절 적 기준을 토 로 인물의 행동을 판단하는 반응
기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반응

퍼
브
스
& 
리
페
르

관여-몰입 형식 반응: 단어 연합, 효과의 재구성, 다시 말하기
내용 반응: 텍스트와 동일시, 텍스트 사건과 관련된 경험 진술

지각 부분적 지각: 문학 작품의 언어면, 문학적 장치면에 한 진술
통합적 지각: 텍스트 내용의 기교·구조·어조와 관련된 진술

해석 전체적인 해석: 텍스트 모방 해석, 유형 해석, 권장 해석
부분적인 해석: 인물 분석·배경 추론, 저자·과거·현재에 한 해석

평가
작가 방법 평가: 형식적·수사적·포괄적 평가
작가 관점 평가: 도덕적 의미·도덕적 용인성·주제에 한 평가

뉴
웰

기술적 진술
이야기의 다시 말하기: 일부분을 문자적으로 다시 말하는 진술
양상에 관한 기술: 이야기의 형태·언어·인물·환경에 한 진술

개인적 반응 
진술

형태에 한 반응: 작가의 방법에 한 만족이나 불만족 표현
내용에 한 반응: 도덕적 칭찬이나 특정 인물의 선호 표현

연합적 진술 텍스트의 경험: 텍스트 선행 지식, 사건 인물의 상관을 통한 진술
자서전적 서사: 개인적인 사실이나 경험에 한 진술

해석적 진술
형태의 해석: 상징, 문체, 문학적 장치의 의미 진술
독자의 내용 해석: 인물, 배경에 관한 진술
텍스트의 내용 해석: 독자의 내용 해석을 객관화한 경우

 뉴웰(G. E. Newell)48)은 반응의 진술 분류를 ‘기술적인 진술(Descriptive 
Statements)’, ‘개인적인 진술(Personal Reaction Statements)’, ‘연합적 
진술(Associative Statements)’, ‘해석적 진술(Interpretive Statements)’, 
‘평가적 진술(Evaluative Statements)’등 다섯 가지로 제시하 다. 이상의 
반응 범주에 한 논의를 표49)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8) G. E. Newell, Reader-Based and Teacher-Centered Instructional Tasks: 
Writing and Learning About a Short story in Middle-Track Classrooms, 
Journal of Literary Research 28-1, 1996, pp.159-160.

49) 반응 유형 분류 기준 및 하위 범주 도표는 아래와 같은 글을 참고하여 정리함.
    경규진, 앞의 글, 1993, 44-48쪽; 이지 , 앞의 글, 2011, 63-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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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해석: 독자의 작품의 세계관 진술

평가적 진술
미적 평가: 미적 호소나 감정적 범주
작가의 방법 평가: 작가의 이야기 구성 방법에 한 진술
작가의 관점 평가: 작품의 신뢰성, 주제·도덕적 중요성 진술

［표 6］ 반응 유형 분류 기준 및 하위 범주

 본고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이별시가 텍스트에 한 반응 양상을 퍼브스
와 리페르(Alan C. Purves & Victoria Rippere)50)의 4범주에 의해 ‘연합
(Association)’51), ‘지각(Perception)’, ‘해석(Interpretation)’,  ‘평가(Evaluation)’
로 유형화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텍스트에 한 연합적 반응을 ‘학습자의 
자아 경험과의 연합’과 ‘이미지의 상호텍스트적 연합’으로 나누고, 텍스트
에 한 지각적 반응을 ‘텍스트의 비유적 응집성 지각’과 ‘텍스트의 의미화 
규칙 지각’으로 나누며, 텍스트에 한 해석적 반응을 ‘텍스트의 내적 정보
에 의한 해석’과 ‘학습자의 외적 지식을 활용한 해석’으로 나눈다. 그리고 
텍스트에 한 평가적 반응을 ‘텍스트의 미적 특성에 한 평가’와 ‘학습자
의 윤리적 태도에 의한 평가’로 나누어 반응 텍스트에 나타난 학습자들의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을 분석하고 추론하고자 한다.

3)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이 독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
 
 중국인 학습자의 고시사(古詩詞)로 축적된 문학 학습 경험이 한국 고전시
가 텍스트를 이해하고 의미를 산출하는 데 어떤 향을 미치는지 학습자

50) 스퀴르의 범주는 너무 세분화되어 ‘해석적 반응’, ‘서술적 즉각 반응’과 같이 중첩되는 
범주가 있어 본고에서 반 하지 않았다. 뉴웰의 범주는 이홍매(2014)의 박사논문에서 
원용된 바 있는 이론이며 이 또한 범주 간 겹침이 예상된다. 뉴웰이 진술의 다양한 측
면만 범주화한 데 비해 퍼브스와 리페르는 학습자의 활동을 더 명확하게 구분한 면이 
있다.

51) 퍼브스와 리페르의 ‘관여-몰입(Engagement-Involvement)’은 학습자가 문학 작품에 이끌려 들
어감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식을 말한다. 중국인 학습자가 고전시가 작품에 이끌려 들어간 것은 
주로 텍스트와 관련된 학습자의 경험과 관련짓는 반응과 중국  고시사(古詩詞) 선행 학습 경험에 
의한 상호텍스트적인 연합적 반응이었다. 이는 스퀴르(Squire)의 연합적 반응(Associational 
Responses), 뉴웰(Newell)의 연합적 진술(Associational Statements)에 해당되어 ‘관여-몰입’을 
‘연합적 반응’으로 명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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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은 내 뜻이오>에서의 ‘청산(靑山)’, ‘녹수(錄水)’, ‘정(情)’ 등 시어를 
보면 고 인은 자연에 자신의 감정을 의탁하여 자문자답하는 형식으로 자
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한다. 중국 고시사에서도 이런 방식을 즐
겨 사용한다. 이 시의 작가 황진이는 기녀이다. 이 시를 보고 중국의 아주 
유명한 어현기(魚玄機)라는 기녀가 쓴 <강릉수망기자안(江陵愁望寄子安)>
을 연상하게 되는 데 황진이는 임을 물에 비유했지만 어현기는 자신을 물
에 비유했다. 같은 물이지만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 정서가 다르다. 황진
이의 시를 읽으면 덤덤함[淡然]을 느끼지만 어현기의 시를 읽으면 애처롭
고 비관적인 느낌을 받는다. (H-4-8)53)

의 반응 텍스트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의 반응 텍스트는 본 실험에
서 학습자가 2번 문항52)에 의해 작성한 내용을 선별한 것이다.

 
 H-4-8 학습자의 반응 텍스트를 분석하고 추론하기 위해 먼저 황진이의 
<청산은 내 뜻이오> 작품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산은 내 뜻이오>  -  황진이

     靑山은 내 뜻이오 錄水는 님의 情이
     錄水 흘러간들 靑山이야 變할손가
     錄水 靑山을 못니져 우러예어 가난고   
 

52) 본 실험에서 학습자들에게 제시된 설문지의 문항은 총 3문항이다. 
   1번 문항은 ‘문학 작품을 읽고 이에 해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쓰십시

오. 고전시가의 어떤 부분에 의해 이러한 생각이나 느낌을 떠올렸는지 쓰십시오.’ 
   2번 문항은 ‘중국의 문학 작품 중 주제, 시  등에서 유사한 작품이 있는가? 있다면 작

품 제목, 유사점과 차이점을 쓰십시오. 연상된 작품이 고전시가를 이해하는 데 어떤 측
면에 도움이 되었는지 쓰십시오.’ 

   3번 문항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작품에 해 달라진 생각이 있는가? 있다면 달
라진 생각 또는 느낌을 쓰십시오.’

실험학교 참가 학급 제시된 텍스트 텍스트 부호화

중국 
D 학교

3학년  
73명
146부

A : <공무도하가>       B : <황조가>
C : <가시리>           D : <서경별곡>
E : <송인>             F : <임진유감>
G : <마음이 어린 후니>  
H : <청산은 내 뜻이오>

(텍스트번호-
학급-학번)

53) 본 실험에서의 학습자들의 반응 텍스트를 다음과 같이 기호화하여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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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은 내 뜻이오>에서 황진이는 자신의 사랑은 ‘청산(靑山)’처럼 원
히 그 자리에 있지만 임의 마음은 쉬지 않고 흘러가는 ‘녹수(錄水)’와 같
다고 읊었다. 임은 녹수처럼 흘러가는 운명이기에 멈추려고 해도 그 운명
을 거스르지 못한다. 그리하여 황진이는 임을 더 가엾게 생각하여 울면서 
흘러간다고 읊었다. 다시 말하면 황진이는 이러한 동정심과 숙명론으로 임
에 한 원망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다. 
 다음으로 어현기(魚玄機)의 <강릉수망기자안(江陵愁望寄子安)> 작품을 살
펴보고자 한다. 
  
    <강릉수망기자안(江陵愁望寄子安)>54) - 어현기(魚玄機)

   楓葉千枝復萬枝        단풍은 천 가지에 다시 만 가지로 물들고,
   江橋掩映暮帆遲        강다리는 서로 돛달기를 미룬다.
   憶君心似西江水        임을 그리는 마음은 서쪽 물처럼, 
   日夜東流無歇時        밤낮으로 쉬지 않고 동으로 흐르네. 

 어현기는 당나라 장안(長安)의 기녀로 보궐(補闕) 이억(李億)의 첩이었는
데 그의 처가 용인하지 않아 함의관(咸宜觀)의 여도사가 되었다. 그녀는 
유명 시인 온정균(溫庭筠)과 친 하게 교류하며 시를 많이 주고받았다. 이 
작품은 칠언절구(七言絶句)로서 임에 한 풀릴 수 없는 근심이 엮여 있으
며 시적 화자의 깊고 진지한 그리움이 응축되어 있어서 널리 애송된 작품
의 하나이고, <당인선당시∙재조집(唐人選唐詩∙才?集)>, <당인절구정화
(唐人絶句精華)>, <당시감상사전(唐詩鑑賞辭典)> 등에 수록되어 있다.55) 
어현기는 이 작품에서 사랑에 한 추구를 담하게 토로하고 있다. 그녀
는 자신의 복잡한 심정을, 직접적인 서정을 읊기보다 사물에 감정을 주입
해서 전달했다. 이로써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리움을, 감정과 경치를 

54) 번역본은 아래와 같은 책을 인용하 다. 
    錄珠 外, 박정숙 역, 『中國名妓詩選』, 지식을만드는지식, 2015, 82쪽.

55) 위의 책, 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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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하어 시각적 효과와 청각적 효과를 더해 독자들로 하여금 공명을 일
으키게 한다. 
 어현기의 <강릉수망기자안>은 강릉의 가을 경치로부터 시작하여, 수없는 
단풍가지가 다리를 가려서, 보고 싶은 사람이 안 보인다고 우려한다. 임이 
안 보이니 근심이 움트기 시작한다. 해가 저물어 가면서 근심은 더해진다. 
이렇듯 강변에 서 있는 애간장을 태우는 여인상이 눈앞에 생생하게 나타
난다. 어현기는 임에 한 그리움을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에 비유해 끝
까지 기다리겠다고 표현한다. 어현기는 이억이 처(妻)가 있어 결국 자신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인식하고 있다. 그래
서인지 어현기의 그리움은 끝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으로 남아있다.
 두 작품은 모두 임에 한 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
나 <청산은 내 뜻이오>에서는 사랑 때문에 모든 고난을 달게 받아들이겠
다는 달관(達觀)의 경지에서 온 인내심과 더불어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떠난 임을 동정하고 있다. 한편 <강릉수망기자안(江陵愁望寄子安)>에서는 
끝없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임에 한 사랑이 원하다고 읊지만 결국은 
비련의 시 세계에 그치고 만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황진이의 사랑에 한 
달관적인 태도와 어현기의 순진하게 임을 연모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애정
관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이다. 
 H-4-8 학습자는 텍스트의 작가가 황진이라는 것을 접하자 중국의 기녀 
어현기를 연상하게 되었다. 다른 학습자는 텍스트의 략적인 내용은 이해
했지만 이 학습자처럼 두 시적 화자의 사랑에 한 태도까지는 파악하지 
못하 다. 이 학습자는 고시사(古詩詞) 문학 학습 경험의 누적으로 형성된 
문학능력이 내면화되어 자연스럽게 한국 고전시가로 전이되어 시적 화자
의 내면세계까지 파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독자의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으로 누적되어 온 문학능력이 
높을수록 독자의 반응을 다양하게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을 활용한 해석형태의 추구는 새로운 독서 과정
과 의미 창조의 높은 경지에 닿게 하는 것이다. 때문에,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은 깊이 있는 독자 반응의 필수적인 주춧돌로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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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을 활용한 고전시가 교육의 의의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을 활용한 고전시가 교육은 기존의 주입식 교육의 
단점을 극복하는 학습자들의 주체성과 상호주관성을 적극적으로 발휘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 방법이다.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을 활용한 한국 고전
시가 교육의 의의는 아래의 세 가지 측면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1) 학습자의 능동적인 의미 구성 능력 신장

 자국 문학 학습 경험을 활용한 한국 고전시가 교육은 이미 형성된 의미
를 교사가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고전시가 
텍스트와 소통하면서 의미를 실현하는 학습자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고전시가 텍스트는 객관적 실체로서 정보를 제공하는 고정된 자료가 아니
라, 수많은 해석 가능성을 내포한 텍스트이다. 그러므로 고전시가 텍스트
는 학습자들의 능동적인 읽기가 더 잘 구현될 수 있는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학습자가 텍스트에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의 주체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작품과 자신을 연결 짓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텍스트와 동등한 관
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가 다른 것
을 지배한다거나 하나가 다른 것에 종속되는 관계가 아닌, 서로를 지향하
는 관계를 중심으로 교육의 주체인 학습자의 체험을 열어두는 것에 있다. 
학습자가 문학 텍스트를 지향성의 상으로 파악할 때 문학 텍스트는 능
동적으로 읽고 해석하는 주체에 의해 의미화된다.56) 따라서 학습자 스스
로 자신의 문학 학습 경험을 통해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학 텍스트 읽기 능력은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고 하여 기존의 것이 사
라지고 새롭게 함양되는 것이 아니라, 상응하는 모국어의 능력에서 전이되

56) P.V. Zima, Textsoziologie, Erkenntnis der literatur, Metzler, 1980, 김태환 편역, 
『비판적 문학 이론과 미학』, 문학과 지성사, 2000,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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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올 수 있다. 즉 한 언어로 읽는 방법을 배웠다면 외국어로 읽는 방법을 
다시 배우지 않더라도 이미 배운 읽기 기술을 새로운 언어의 새로운 읽기 
맥락에 전이시키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읽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57) 따
라서 중국인 학습자는 모국어 문학 텍스트 읽기 능력에 기반하여 한국 고
전시가 텍스트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려고 노력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이해 가능한 의미를 수동적으로 각인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게 되며 기존의 문학교육
을 통해 얻은 경험들을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게 
된다. 그리고 텍스트의 의미에 근거해서 자신을 되돌아보며 정서적인 반응
도 보이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게 되며 학습자의 능동적인 의미 구성 능력
도 신장하게 된다.

2) 이별시가에 나타난 정서에 대한 공감 능력 신장 

 ‘정서’는 문학교육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개념이고, 이 개념은 감정을 나타내는 다른 여러 개념
들과 어떻게 구별되는지에 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그것은 ‘정
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작용이라
는 데 원인이 있다.58) 이를 통해 정서는 사람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 또는 감정을 일으키는 기분이나 분위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고문헌의 용례를 보면 ‘정서’는 문맥에 따라서 ‘경물에 의해 촉발되는 감
흥’, ‘상실의 상황에서 느끼는 복잡한 심정’, ‘노인/나그네로서 느끼는 감
회’ 등의 의미로 조금씩 다르게 쓰인다. 모든 경우의 ‘정서’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속성은 ‘수동적 감수성’, ‘애상적 분위기’, ‘인간애 혹은 우애’ 
등이다.59) ‘경물에 의한 감흥의 촉발’은 ‘정경교융(情景交融)’에 이르기 위

57) David Nunan, 유제명 외 역, 『 어교육 길라잡이』, 인터비젼, 2006, 68쪽.

58) 김 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 출판부, 1999, 200쪽.

59) 고정희, 「정서 교육을 위한 예비적 고찰 – 고문헌에 나타난 ‘정서(情緖)’ 개념을 중심
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20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0,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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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첫 단계로서 한시의 창작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내용이다. ‘상실
의 상황에서 느끼는 복잡한 심정’은 이별 혹은 사별의 상황이나 일이 뜻
로 안 되는 상황으로써 이러한 상황들은 시인이 원치 않는 상황들이고 감
정적으로 상처를 입는 상황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때의 시인은 다만 
슬퍼하는 것밖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처지가 되지만, 그렇다
고 해서 시인이 가지게 되는 정서가 ‘슬픔’ 하나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
다.60)

 이별시가에는 ‘경물에 의해 촉발된 감흥’과 ‘상실의 상황에서 느끼는 복
잡한 심정’이 겹쳐 있는 경우가 부분이다. 예를 들면 본고에서 선택한 
<황조가>에서는 숲속에서 펄펄 날아다니고 있는 꾀꼬리의 정다운 모습에
서 촉발되는 감흥의 정서[觸境生感], 치희를 잃은 유리왕의 외롭고 슬픈 
복잡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송인>에서는 비가 개인 뒤의 아름답고 생
명력 넘치는 자연의 모습을 통해 촉발되는 정서, 친구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이별에서 오는 복잡한 심정을 담고 있다. <임진유감>에서는 임과 강
가에서 다정히 거닐었던 한 때의 추억과 강가의 난초가 발하는 향기에서 
촉발되는 정서, 혼자만이 즐겨야 하는 현실이 더욱 애달프게 느껴지는 쓸
쓸하고 복잡한 심정을 표출하고 있다. <마음이 어린 후니>에서는 떨어지
는 잎과 부는 바람에 의해 환기되는 정서, 임을 그리워하고 애타게 기다리
는 복잡한 심정을 절실하게 드러냈다.  
 이별시가에 나타난 ‘경물에 의해 촉발된 감흥’이란 정서를 ‘촉경생감(觸境
生感), 촉경생정(觸憬生情)’ 등과 같은 언어로 중국인 학습자에게 설명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별시가에 나타난 ‘상실의 상황에서 느끼는 
복잡한 심정’, 바꾸어 말하면 ‘한(恨)’의 정서를 간략한 언어로 중국인 학
습자들을 심층적으로 이해시키기엔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
들이 고전시가에서 표현된 한국의 민족 정서인 ‘한’을 꼭 이해해야만 하는
가 하는 반문이 나올 수도 있다. 김종철(2000)61)은 민족 정서는 문학 작품 
속에 표현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민족 현실 속에서 작용하는 것으로써 

60) 위의 글, 50쪽.

61) 김종철, 「민족 정서와 문학교육」, 『문학교육학』 6권, 한국문학교육학회, 2000, 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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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의 정서와 문학 작품이 환기하는 정서가 연속성을 갖는다고 제시
하 다. 
 한국인들은 일상 화 속에서도 ‘한’의 관용적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
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어교육에서는 ‘한’을 정서나 문화의 측
면에서 본격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일부 교재에서 어휘적 차원에서의 뜻풀
이나 한국 정신문화의 하나라며 피상적으로만 소개되고 있다. 
 ‘한’은 감정(感情), 정서(情緖), 정조(情操)의 역을 포괄하므로 의미가 
다양하고 모호하여 그 개념과 범주를 한마디로 규정짓기가 어렵다. ‘한’이
란 우선 서로 모순되는 두 충동의 갈등에서 빚어지는 감정이다. 이러한 의
미에서 아이러니한 또는 역설적인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시적 화자의 
심리를 구성한 좌절과 미련, 원망과 자책의 감정들이 서로 상반되는 관계
에 있다는 것이다. ‘한’은 결코 통일된 혹은 해결된 감정일 수는 없다. 
‘한’은 복합된 갈등의 감정이며, 동시에 미해결의 감정이다. 현실을 직시해
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는 뒤돌아 가려고 미련이 강렬하게 
남아 있는 감정, 그리하여 뒤로도 가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이
런 모순에 맺혀 있는 감정이다.62) 따라서 ‘한’은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
인 감정, 우호적인 감정과 배타적인 감정, 방어적인 감정과 공격적인 감정
들이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 속에 상호 갈등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즉 
‘한’에는 공격성[怨], 퇴 성[嘆], 우호성[情], 진취성[願]의 네 가지 의미 
유형이 있다.63) 이별시가 텍스트를 통해 한국인의 가치관 및 감정이 내포
되어 있는 한국적 정서 ‘한’의 유형을 하나하나 나열해서 설명한다면 한국
인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별시가에 나타난 정서
에 한 공감 능력 신장에도 효용성이 있다고 본다.

3) 자연물 이미지를 통한 문화적 소통 능력 신장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은 한 문화 사람이 다른 문화 사람이 소모할 메시

62) 오세 , 『한국 현 시 분석적 읽기』, 고려 학교 출판부, 1998, 26쪽. 

63) 김진, 『한(恨)의 학제적 연구』, 철학과 현실사, 2004,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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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창출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며 커뮤니케이션 상황이 달라질 정도로 
문화적 지각과 상징체계가 다른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수반한다.64) 문
화 능력은 목표 언어의 문화에 한 지식의 습득과 이해를 통해 목표 문
화를 개방적으로 수용하고, 실제의 의사소통 상황 맥락에서 적절하고 정확
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표 언어권 사람들의 가치와 
행위 양식을 자국의 문화와 비교해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
다.65) 한국 문학 작품은 한국인의 삶, 한국인의 사고방식, 한국인의 가치
관이며 그것을 추상적인 상태가 아닌, 가장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가장 익
숙한 표현 방식으로 구성해 놓았다.66) 따라서 문학 작품이 외국어 학습자
의 목표어 문화권에 한 통찰력을 증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문학에 형상화된 자연 상은 자연 자체이거나 단순한 서경(敍景)이 아니
다. 정과 경이 서로 조응하는 정경교융(情景交融), 물과 아가 하나가 되는 
물아일체(物我一體)의 시학을 지향하는 것이다.67) 고전시가에 나타난 자연
물의 양상은 당  사람들이 지닌 자연에 한 인식과 세계관을 그 로 드
러내고 있다. 자연 자체에 인간 세계의 모습을 투 하여 인식하거나, 인간 
세계를 세속적 공간으로 간주하고 자연을 그에 비되는 탈속의 공간으로 
인식하여 하나의 지향적 세계로 바라보기도 하 다. 따라서 고전시가에서 
자연물이 차지하는 예술적 위상은 절 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 문학 작품인 이별시가를 배우는 과정에서, 한국 
집단 문화의 뿌리로서의 고전시가에 나타난 자연물 이미지의 상징과 인식
에 해 배움으로써 한국인들의 의사소통 과정에 숨어 있는 상징 코드들
을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상징 코드들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은 문화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하면서 문화적 감수성을 획득하게 된다. 또한 문화 

64) L. Samovar, & R. Porter, Communication Between Culture, 정현숙 외 역, 『문
화 간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19쪽.

65) 김혜진·김종철, 「상호 문화적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의 ‘흥’ 이해 교육 연구 – 고전 문
학 제재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12권,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5, 79쪽.

66) 김정우, 「시를 통한 한국 문화 교육의 가능성과 방법」, 『선청어문』 29집, 서울 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1, 175쪽.

67) 윤여탁, 「문학 문식성의 본질, 그 가능성을 위하여 – 문화, 창의성, 정의(情意)를 중심
으로-」, 『문학교육학』 51권, 한국문학교육학회, 2016, 1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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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다양성을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기에 문화적 포용력도 함양하게 되어 
결국에는 문화적 소통 능력을 신장하는 데 효용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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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학교

참가 
학급 제시된 텍스트 텍스트 

부호화

중국 
D 학교

3학년  
73명
146부

A : <공무도하가>       B : <황조가>
C : <가시리>           D : <서경별곡>
E : <송인>             F : <임진유감>
G : <마음이 어린 후니>  
H : <청산은 내 뜻이오>

(텍스트번호
-학급-학번)

III. 이별시가 텍스트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 양상

 이 장에서는 학습자들이 이별시가 텍스트에 해 생산된 반응 텍스트를 
분석하고, 반응에 개재(介在)하는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을 다면적으로 살
피고 학습자들의 반응 양상을 유형화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퍼브스와 리페르는 학생들이 문학에 반응하는 방식을 연구하 고 표현된 
반응의 내용 분석을 위해 반응의 4범주(관여-몰입, 지각, 해석, 평가)를 도
출해냈는데, 그들의 4범주는 반응의 내용 분석을 위해 널리 쓰이는 분류 체
계가 되었다. 본고에서는 퍼브스와 리페르의 4범주에 의해 학습자의 반응 
양상을 ‘연합(Associational)’, ‘지각(Perception)’, ‘해석(Interpretation)’, 
‘평가(Evaluation)’로 유형화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실험68)에서 제시된 
설문지의 문항은 다음과 같다.

［표 7］ 본 실험 반응 텍스트 표기 예시

1. 텍스트에 대한 학습자의 연합적 반응

 퍼브스와 리페르의 ‘관여-몰입(Engagement-Involvement)’은 학습자가 
문학 작품에 이끌려 들어감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식을 말한다. 중국인 

68) 본 실험에서 학습자들에게 제시된 설문지의 문항은 총 3문항이다. 
   1번 문항은 ‘문학 작품을 읽고 이에 해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쓰십시

오. 고전시가의 어떤 부분에 의해 이러한 생각이나 느낌을 떠올렸는지 쓰십시오.’ 
   2번 문항은 ‘중국의 문학 작품 중 주제, 시  등에서 유사한 작품이 있는가? 있다면 작

품 제목, 유사점과 차이점을 쓰십시오. 연상된 작품이 고전시가를 이해하는 데 어떤 측
면에 도움이 되었는지 쓰십시오.’ 

   3번 문항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작품에 해 달라진 생각이 있는가? 있다면 달
라진 생각 또는 느낌을 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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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고전시가 작품에 이끌려 들어간 것은 주로 텍스트와 관련된 자
아 경험과 관련짓는 반응과 중국 고시사(古詩詞) 선행 학습 경험에 의한 
이미지의 상호텍스트적인 ‘연합적 반응’이었다. 이는 스퀴르(Squire)의 ‘연
합적 반응(Associational Responses)’, 뉴웰(Newell)의 ‘연합적 진술
(Associational Statements)’에 해당된다.
 본고에서 논의하려는 ‘연합’은 학습자가 자신의 과거 경험에 의해 창조된 
특별한 연상이나 감수성으로 텍스트에 이끌려 들어가는 방식을 의미한다. 
텍스트에 해서 독자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외적인 추론이든, 내적인 
반응이든, 언어적 상징들과 연결되어 있었던 그의 과거의 경험 속에 있는 
특정 요소를 활성화시킨다.69) 가다머(Gadamer)는 텍스트의 의미는 독백
적 설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의 개방을 통해 이해를 모색하는 

화적 과정으로 보았다.70) 이처럼 학습자가 고전시가 텍스트의 의미를 
생산하려면 텍스트를 자신과 연계를 지으면서 자신의 과거 경험을 활성화
해야 함을 의미한다.
 텍스트는 본성상 마치 스펙트럼처럼 다양한 해독이 가능한 법이다. ‘독
자’라는 용어는 ‘내포적 독자’와 ‘실제의 독자’로 다시 나누어진다. 전자는 
텍스트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독자로, 일정한 방식으로 읽도록 미리 정해주
는 ‘반응 유도 구조의 망’이 되지만, 그 심상들은 불가피하게 독자의 ‘기존
의 경험 총합’에 의해 채색되기 마련이다.71)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 고전
시가를 접했을 때 ‘실제 독자’로서 자국 문학 교육을 통해 쌓은 문학적 경
험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이해하게 된다. 즉, 익숙한 과거의 문학적 경험과 
한국 고전시가 텍스트를 ‘융합(fusion)’하는 것이다.
 ‘학습자의 자아 경험과의 연합 반응 텍스트’는 주로 1번 문항인 ‘문학 작
품을 읽고 이에 해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쓰십시오. 고전

69) Louise M. Rosenblatt, The Reader, the Text, The Poem The Transactional 
Theory of the Literary Work, Board of Trustees, 1994, 김혜리·엄해  옮김, 『독
자, 텍스트, 시 - 문학 작품의 상호교통 이론』, 한국문화사, 2008, 18쪽.

70) 여홍상 엮음, 『바흐친과 문학 이론』, 문학과지성사, 1997, 142쪽.

71) Raman Seldon∙Peter Widdowson∙Peter Brooker, A Reader's Guide to 
Contemporary Literary Theory, Taylor & Francis, 정경호∙윤지관∙정문 ∙여건
종 옮김, 『현  문학 이론』, 경문사, 2014,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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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의 어떤 부분에 의해 이러한 생각이나 느낌을 떠올렸는지 쓰십시오.’
에서 선별한 것이고, ‘이미지의 상호텍스트적 연합 반응 텍스트’는 2번 문
항인 ‘중국의 문학 작품 중 주제, 시  등에서 유사한 작품이 있는가? 있
다면 작품 제목, 유사점과 차이점을 쓰십시오. 연상된 작품이 고전시가를 
이해하는 데 어떤 측면에 도움이 되었는지 쓰십시오.’에서 선별한 것이다. 

1) 학습자의 자아 경험과의 연합

 학습자의 자아 경험과의 연합은 텍스트와 관련된 생각, 사건, 장소, 사람
을 독자의 경험과 관련짓는 반응 즉 개인적인 사실이나 경험에 한 진술
을 의미한다. 반응 중심 접근법에서는 텍스트에 한 개인적 몰입이 독자
의 문학 경험을 살아있게 한다고 본다. 독자가 작품을 읽고 정서적으로 몰
입하는 태도는 서정적인 텍스트에 해 독자가 지닐 수 있는 가장 본래적
인 태도이다. 독자의 문학에 한 몰입은 독서 중에 개입되는 독자의 경
험, 신념, 지각에 의해 향을 받으며 거꾸로 이들에게 향을 주기도 한
다.72) 학습자의 자아 경험과의 연합적 반응을 살펴보면 주로 공감의 정서
를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학 작품을 읽는 과정에서 독자는 지면 위의 기호들을 통해 과거의 인
생 경험을 끌어내면서, 특정 단어, 특정한 감각적 경험들, 특정 사물, 사
람, 행동, 장면의 이미지와 연결하게 된다. 개별 독자가 가지는 보이지 않
는 이러한 연상들이 작품과 독자의 의사소통을 결정할 것이다. 독자가 텍
스트와 유사한 상황을 자신의 삶에서 연상하여 재현함으로써 의미의 구체
화가 시작되며, 화자의 관점에서 의미를 보충하고, 정서적 몰입을 통해  
텍스트의 정서를 표면화하려는 과정은 독자가 텍스트와 만날 때 독자 자
신의 실존적 조건에 한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은 문학 읽기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가장 본질적인 교육력이다.73) 학습자가 텍스트에 정서적으로 몰

72) 텍스트에 한 개인의 몰입을 강조하는 것은 텍스트 분석에 앞서 우선되어야 하는 것
으로 문학적 분석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몰입과 자유로운 반응
은 오히려 문학의 분석적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문학 지식을 취급하려는 독자를 
격려할 수도 있다. 이나향, 앞의 글, 2016, 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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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어린 후니>를 읽고 나는 필자의 생각과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
다. 사람을 보내는 자신의 경험, 그리고 그 때 나의 심정 변화를 떠올리면
서 이 시를 잘 공감할 수가 있었다. 눈이 빠지도록 누군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또한 이 시는 나로 하여금 우리 엄
마를 생각나게 한다. 내가 집에서 학교로 떠날 때마다 엄마가 공항에서 
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던 모습이 생각난다. 사실 꼭 
애인이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친구나 부모님에게도 이런 마음을 충분히 느
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G-4-5)

▶ <가시리>라는 이 고려가요를 화 ‘귀향’에서 들어 본적이 있다. 사람들이 
아픔과 어찌할 수가 없는 느낌을 표현하려고 이 노래를 사용한 것 같다. 

화 스토리에서는 기다리는 사람이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이 시의 내용
은 기다리는 사람이 오지 않을 까봐 두려워하고 가시자마자 다시 상봉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나는 시인의 슬픔을 알 것 같다. ‘나더러는 어찌 살
라고’ 라는 부분은 예나 지금이나 이별을 선고 받는 연인들에게 공통적으
로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사랑을 하고 이별을 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슬픈 노랫말이 내게 해당되는 것처럼 이별을 해 본 사람은 이 시를 쉽게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C-2-2) 

입할 때 공감의 정서를 표면화하게 되며 독자의 감정은 자연스럽게 타자
에게 동화되는 방향으로 구체화하게 된다. 
 학습자가 <마음이 어린 후니>를 읽고 자신의 경험과 연합하여 작성한 반
응 텍스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4-5 학습자는 서경덕의 <마음이 어린 후니>를 읽고 자신의 이별 경
험, 그때의 감정 변화를 환기시켰다. 그리고 학습자는 집에서 학교로 떠날 
때 어머니와의 공항에서 가진 이별 경험을 떠올리면서 필자처럼 슬픔을 
느꼈으며 그 복잡한 기분을 알 수 있다고 표현하 다. 이 학습자는 텍스트
를 읽고 이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이나 체험을 떠올림으로써 시적 화자의 
감정을 쉽게 공감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학습자가 <가시리>를 읽고 자신의 경험과 연합하여 작성한 반응 
텍스트이다.

 
 C-2-2 학습자는 화 ‘귀향’을 통해 이미 <가시리>라는 고려가요를 접한 

73) Louise M. Rosenblatt,  LITERATURE as EXPLORATION, 김혜리·엄해  역, 『탐구
로서의 문학』, 한국문화사, 2006,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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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인> 이 시를 읽고 나는 단짝 친구와 헤어졌던 장면이 생각난다. 나도 
마찬가지로 비가 오는 날에 친구와 이별을 했다. 그때의 헤어지기 싫은 슬
픔을 되새겨 보면 이 시를 이해하기가 쉽다. 그리움은 끊임없이 흐르는 
동강의 강물처럼 지속적으로 시인의 마음속에서 생각했다는 것이 느껴진
다. (E-3-6)

적이 있다. 이 학습자는 화의 줄거리, 맥락을 통해 <가시리>의 내용을 
략적으로 이해한 상황이어서 이 시를 더 쉽게 공감할 수도 있었을 것이

다. 게다가 자신의 이별 경험을 활성화시켜 ‘나더러는 어찌 살라고’라는 
시구의 무력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사랑을 하고 이별하게 되면 모든 슬픈 
노랫말이 자신의 스토리를 그린 것처럼 쉽게 공감이 된다고 하 다. 즉 이 
학습자는 텍스트를 읽고 자신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투입시켜 작품 속의 
시적 화자를 좀 더 입체적으로 접근하게 된 것이다.
 다음은 학습자가 <송인>을 읽고 자신의 경험과 연합하여 작성한 반응 텍
스트이다.

 
 E-3-6 학습자는 정지상의 <송인> 작품을 읽고 단짝 친구와의 이별 경험
을 떠올렸다. <송인>의 첫 구절 ‘비 개인 긴 둑에 풀빛이 진한데’ 이 시구
를 보고 학습자는 단짝 친구와 헤어졌던 그날의 날씨까지 환기하게 되었
다. 그리고 ‘ 동강 물은 어느 때나 마를 건가? 해마다 이별의 눈물만 푸
른 물결 더하거니’ 즉 동강의 물은 이별의 눈물로 인해 마를 겨를이 없
다는 의미이다. 여기에서의 동강 물은 시적 화자의 원망과 이별의 눈물
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학습자는 끊임없이 흐르는 동강의 물처럼 
친구에 한 그리움이 시인의 마음속에 원하다고 이해했다. 이런 반응 
양상이 나타난 이유는 아마도 고시사(古詩詞) 작품을 보면 시적 화자의 그
리움을 흐르는 물에 많이 비유해 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앞에서 제시한 
어현기의 <강릉수망기자안> 작품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어현기는 
“임을 그리는 마음은 서쪽 물처럼, 밤낮으로 쉬지 않고 동으로 흐리네. 
(憶君心似西江水, 日夜東流無歇時)”라고 하면서 임에 한 그리움을 끊임
없이 흐르는 강물에 비유했다. 
 다음은 학습자가 <마음이 어린 후니>를 읽고 자신의 경험과 연합하여 작
성한 반응 텍스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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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은 내 뜻이오> 이 시를 읽고 필자가 임에 한 깊은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비록 임이 푸른 물처럼 흘러가버려도 자신은 푸른 산처럼 
변함없이 지키겠다고 한다. 이 시는 나로 하여금 내 친구의 이야기를 생각
나게 한다. 친구A는 친구B를 무척 좋아하는데 친구B는 친구A를 그저 보통 
친구로 생각한다. 몇 번이나 거절했는데도 친구A는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
을 표현해왔다. 그러나 제3자인 제가 보기엔 사랑은 쌍방의 일이라고 생각
한다. 상 방이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잘해줘도 사랑은 결코 생길 수 없다
고 생각한다. (H-4-5)

▶ <마음이 어린 후니>를 읽고 이전에 미처 몰랐던 나의 감정을 발견하게 되
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보고 싶은 사람을 기다릴 때, 마음이 예민해져 
자그마한 기척도 그 사람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겹겹이’와 같은 
시어를 보면 시인의 마음이 얼마나 섬세한지 알 수 있다. 나의 마음도 이
렇게 섬세한 적이 있지 않을 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옛날의 기억들을 되새
기게 된다. (G-4-9)

 
 G-4-9 학습자는 서경덕의 <마음이 어린 후니> 작품을 읽고 사람을 기다
릴 때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시인의 솜씨 좋은 글로 인해 자신이 미처 몰
랐던, 자그마한 기척도 그 처럼 느껴지는 섬세한 감정까지 발견했다고 한
다. 이 학습자는 연구자와의 심층면담에서 이 시조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잘 알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마음의 위로도 받았다고 하 다. 텍스트의 정
서를 표면화하려는 과정은 독자가 텍스트와 만날 때 독자 자신의 실존적 
경험을 마주하는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은 문학 읽기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가장 본질적인 교육력이기도 하다. G-4-9 학습자의 반응 양상은 이러한 
이론을 검증한 사례이기도 하다. 
 다음은 학습자가 <청산은 내 뜻이오>를 읽고 제3자로서 친구의 짝사랑 
과정을 지켜봐온 경험과 연합하여 작성한 반응 텍스트이다.

 H-4-5 학습자는 황진이의 <청산은 내 뜻이오>에서 ‘錄水 흘러간들 靑山
이야 變할손가’ 이 구절을 ‘비록 임이 푸른 물처럼 흘러가버려도 자신은 
푸른 산처럼 변함없이 지키겠다’고 해석했다. 이 학습자는 고전시가의 언
어적인 의미를 정확히 해독해냈다. 또한 제3자의 입장에서 친구의 짝사랑 
과정을 환기시키면서 친구A를 황진이라고 상상하고, 친구B를 임이라고 생
각하면서, 사랑은 서로에게 마음이 있어야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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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학습자들은 텍스트의 언어적 상징들과 
연결되어 있었던 과거의 경험 속에 있는 특정 요소를 활성화시켜 자신의 
생각, 느낌에 해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시적 화자의 감정에 쉽게 공감하

다. 즉 학습자들은 자기 나름의 기분에 따라 텍스트를 이해하고 재구성
하 다는 점에서 텍스트의 세계에 참여하 다고 볼 수 있다.
 문학은 정보뿐만 아니라 지적∙감정적 복잡한 요소들의 배열로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학은 무엇에 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겪
는 것’에 해당한다.74) 그러므로 이별시가는 학습자가 이별에 한 기억과 
느낌을 일깨울 뿐만 아니라 텍스트가 자신의 생활과 삶에 던지는 의미까
지 실현할 수 있게 된다. 학습자는 문학 작품 자체의 정보뿐만 아니라 자
신이 평소에 보고 듣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작품과 연관시켜 더 
심도 있는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 이때 학습자가 축적한 경험과 배경지식
은 모두 텍스트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게 된다.

2) 이미지의 상호텍스트적 연합

 상호텍스트성의 개념을 간단히 말하면 텍스트간의 상호연관성이라고 할 
수 있다.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은 텍스트 간의 관계로서 내부 자
질로 인해 형성되는 상호텍스트성뿐만 아니라 수용 주체인 독자에 의해 
확립되고 형성되는 상호텍스트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75) 따라서 상호텍스
트성의 개념은 다른 텍스트, 문화 형태, 외부의 사회문화적 상황 등 다양
한 요소들과의 관련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런 다양한 요소들과의 상호작용
을 내포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리파테르는 상호텍스트를 독자의 ‘마음속의 작용’으로 보았으며, 한 텍스
트를 읽을 때 떠오르는 다른 텍스트를 함께 읽는 행위를 통해 상호텍스트
성은 성립한다고 보았다.76) 학습자들은 한국 고전시가 텍스트를 자신과 

74) 경규진, 「문학교육을 위한 반응 중심 접근법의 가정 및 원리」, 『국어교육』 87, 한국국
어교육연구회, 1995, 15쪽.

75) 전홍, 앞의 글, 2015,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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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도하가> 작품을 보니 중국의 <맹강녀곡장성(孟姜女哭長城)>작품과 아
주 비슷한 것 같다. 이 두 편의 시는 다 사랑에 한 이야기이다. 둘 다 여
자가 사랑을 위해 물에 빠져 죽는 모습을 그렸다. 맹강녀는 정절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죽음을 선택했다. 어쩌면 백수광부의 아내도 맹강녀처럼 
그 시 의 희생양이라고 생각된다. (A-1-4)

분리된 자율적 실체로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고시사(古詩詞) 문학 
경험에서 축적된 정보들을 적용하여 경험한다. 이전에 읽은 중국 고시사 
작품들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경험일 뿐만 아니라 한국 고전시가 학습에
도 공헌하여 경험을 축적해가는 과정의 부분이 된다. 여기서 학습자들의 
역할은 과거와 현재의 문학경험을 마주하여 의미를 세우는 것이다. 
 학습자가 <공무도하가>를 읽고 작성한 반응 텍스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1-4 학습자의 반응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고 가요 <공무도하
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  - 백수 광부의 아내

       公無渡河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公竟渡河         임은 그예 물을 건너시네.             
       墮河而死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當奈公何         가신 임을 어찌할꼬. 

 <공무도하가>는 물에 빠져 죽은 남편을 애도하며 부른 것으로, 한국 문
헌에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서정시로 평가받고 있다. 제1연은 사랑하는 
남편이 물에 뛰어들려는 모습을 그의 아내인 시적 화자가 만류하고 있다. 
제2연은 시적 화자의 간절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임은 물을 건너간다. 이
제 사랑은 끝나버리고 임은 원히 시적 화자의 곁에서 떠난 것이다. 제3

76) M. Rifffaterre, Text Production,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3, 
pp.25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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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은 임이 물에 빠져 죽었으니 이제 ‘물’은 이승과 저승으로 가르는 의미
를 지닌다. 제4연은 남편의 죽음을 본 시적 화자는 비통한 탄식과 원망을 
가장 애절하고 비극적인 목소리로 울부짖고 있다. 이 구절은 결국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노래를 부른 뒤에 아내가 자결을 선택하는 배경 설화 속의 
장면과 연결되어 더욱 애절하게 느껴진다. 
 다음은 중국의 <맹강녀곡장성(孟姜女哭長城)> 작품을 살펴보도록 한다.
 

莊公襲莒 殖戰而死 妻嘆曰 上則無父 中則無夫 下則無子 外無所依 
內無所依 將何以立 吾節豈能更二哉 亦死而已矣 於是 乃援琴而鼓之
曰 樂莫樂兮新相知 悲莫悲兮生別離 哀感皇天城爲墜 曲終 遂自投淄
水而死『琴操』

     번역본77)

장공(莊公)이 거(莒)를 공격할 때 맹강녀의 남편 기량식(杞梁殖)이 전
사했다. 그의 처가 탄식하기를 ‘위로는 아버지가 없고 가운데로는 지
아비가 없으며 아래로는 자식이 없어 안팎으로 의지할 바 없으니 장
차 어찌 살 것인지 나의 절개로 어찌 두 남편을 섬길 수 있겠는가? 
역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에 금(琴)을 잡고 연주하기를, ‘기쁨은 
처음 서로 만나는 것보다 기쁜 게 없고, 슬픔은 생이별보다 더 슬픈 
게 없네, 슬픔이 황천(皇天)을 감동시켜 성을 무너뜨리네.’ 곡이 끝나
자 스스로 물에 빠져 죽었다.『금조』

 맹강녀전설(孟姜女傳說)은 중국의 ‘국가급비물질문화유산’이다. 맹강녀전
설은 백사전전설(白蛇傳傳說), 우랑직녀전설(牛郞織女傳說), 양축전설(梁祝
傳說)과 함께 중국 4  민간고사(民間故事) 전설의 하나이다. 

77) 번역본은 아래와 같은 글을 인용하 다. 
   조숙자, 「고  여인의 죽음과 그 그림자 –기량의 아내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화중국여

성문학연구회 편, 『동아시아 여성의 기원 – 열녀전에 한 여성학적 탐구』, 이화여자
학교 출판부, 2002, 2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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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량(杞梁)의 처(妻)’ ‘맹강녀’는 민간 문학과 민간 신앙 속에서 문학적, 
종교적인 상징으로 그 생명력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야기가 후 로 
전승되는 과정 중 두 가지 발전 경로를 가진다. 첫째는 그녀의 정절(貞節)
로 인한 죽음이 강조되어 열녀(烈女) 맹강녀의 모습으로 기록되는 과정이
고, 다른 하나는 신통한 능력의 소유자인 여신(女神) 맹강녀의 모습으로서
의 전승 과정이다.78) 현 에 와서 맹강녀는 정절을 지키기 위해 자살한 
여인이기보다는, 신기한 능력의 소유자로서 일반 백성들에게 알려져 그들
의 신앙 상이 되었다. 그녀가 신으로 추앙받게 된 것은, 그녀의 행동이 
당시 위정자들에게 항하여 민중의 아픔을 변하 기 때문이다. 현재 맹
강녀 이야기의 공연 양상은 안휘성(安徽省) 지주시(池洲市)에서 다양한 줄
거리, 음악, 연출 방식으로 공연되고 있는 일면을 엿볼 수 있다.79) 
 학습자가 고전시가를 접했을 때 자신이 이미 배운 중국 고시사(古詩詞)를 
연상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A-1-4 학습자는 <맹강녀곡장성>
에서 여자가 정절을 수호하기 위해 물에 빠져 죽었듯이 어쩌면 백수광부
의 아내도 그 시  남성 중심적 유교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거 한 담론과 

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 학습자는 백수 광부의 아내를 
한 개인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 시 의 복잡한 희생양이라고 생각했다. 그
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내에 뿌리 두고 있는 많은 요인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봄으로써 더 넓은 관점으로 접어들었다. 따라서 자살이 아닌 그 시

에 의한 타살일 것이라고 표명하고 있다. 학습자는 이러한 <맹강녀곡장
성>에 한 이해를 <공무도하가>에 투사하여 맥락화시켰다. 이 학습자는 
한∙중 문화의 동질성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자신이 기반을 
두고 있는 문화론적 맥락에서 시를 이해하고자 했다. 
 A-1-4 학습자의 이러한 반응 양상은 <맹강녀곡장성>과 <공무도하가>의 
상호텍스트적 연합으로 <공무도하가>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수행 

78) 텍스트의 서술이 여성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여성의 자발적인 자살 
행위를 묘사하며 칭송한 점은 바로 이 같은 희생양적인 매커니즘을 감추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맹강녀가 신의 열에 오른 것은 맹강녀 사당과 무덤이 건축되기 시작한 
송 로 추정되며, 명 에 오면 전국 곳곳에 맹강녀의 사당이 건립되는 상황이 벌어진
다. 위의 글, 293-295쪽.

79) 賀學君, 『中國四大傳說』, 浙江敎育出版社, 1996, 183-1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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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인> 작품을 보니 중국의 <송원이사안서(送元二使安西)> 작품을 연상하
게 된다. <송인>에서는 임이 떠나지 못하도록 계속 와야 할 비도 개고 말
았으니 곧 떠나게 될 이별의 아쉬움, ‘ 동강 물은 언제 마를 건가?’라는 
표현으로, 동강 물이 말라야 배를 물에 띄우지 못하게 되는 상상으로 이
별하기 싫은 간절함이 포함되어 있다. <송원이사안서(送元二使安西)>는 
‘勸君更進一杯酒’라는 식으로 그리움을 술 한 잔을 더 마시자는 식으로 완
곡하게 친구를 만류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또한 ‘西出陽關無故人’하면
서 이 마을을 나서면 우리 둘처럼 깊은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을 
것이라고 간절함을 표현했다. 이 두 작품은 모두 이별을 직면하기 싫어 몸
부림치는 현상이 나타난다. (E-3-13)

가능역으로서의 ‘잠재성’ 또는 이미 학습한 지식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시
키는 ‘창의성’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학습자가 정지상의 <송인>을 읽고 작성한 반응 텍스트이다.

 E-3-13 학습자의 반응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정지상의 <송인>을 
살펴보도록 한다.

<송인(送人)> - 정지상
          

 雨歇長堤草色多            비 개인 긴 둑에 풀빛이 진한데, 
 送君南浦動悲歌            남포에 임 보내니 노랫가락 구슬퍼라.   
 大同江水何時盡            동강 물은 어느 때나 마를 건가?  
 別淚年年添綠波            해마다 이별의 눈물만 푸른 물결 더하거니.

 <송인>의 제1연은 이별하는 장소의 경물 묘사로, 비 온 뒤에 한결 더 푸
른 풀빛이 이별의 서정(抒情)과 조화(?和)를 이루면서 시상(詩想)을 이끈
다.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과 화자의 정서가 조를 이룸으로써 화자의 슬
픈 심정이 더 부각되어 나타난다. 제2연은 남포에서 친구를 떠나보내니 
슬픈 노래가 저절로 솟아난다는 표현으로 이 시의 주제를 압축적으로 드
러낸다. 제3연은 쉬지 않고 흐르는 강물은 이별의 슬픈 심정을 한없이 짙
게 만든다. 비 온 뒤 동강 물은 더 유유히 흐르고, 해마다 이별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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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눈물이 쌓이고 쌓여서 강물이 마를 날이 없다고 한다. 화자는 자신의 
눈물이 그저 강물의 일부로 더해질 뿐, 눈물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고 하
며 임과 이별하면서 흘린 눈물을 강물의 이미지로 전환시켜 그 슬픔을 극

화하고 있다. 
 다음은 중국의 당나라 시인 왕유(王維)의 <송원이사안서(送元二使安西)> 
작품을 살펴보도록 한다.

   <송원이사안서(送元二使安西)>80) - 왕유(王維)

  渭城朝雨浥輕塵      위성의 아침 비 가벼운 먼지를 적시니
  客舍靑靑柳色新      객사의 푸른 버들 더욱 파릇하구나.
  勸君更盡一杯酒      그 에게 권하노니 한잔 더 들게나,
  西出陽關無故人      서쪽으로 양관을 나서면 옛 친구도 없을 것이오.

 왕유의 <송원이사안서> 작품은 중국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어문(語文)』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이다. 이 시는 왕유가 당시 장안 서북부 교외의 위성
에서 안서로 출사하는 원이(元二)를 송별하며 지은 것이다. 이 작품은 기
본적으로 주위 경물과 송별 장면의 묘사를 통해 친구간의 깊고 두터운 정
의(情<)와 이별의 아쉬움, 그리고 애틋한 그리움 등의 복잡한 감정을 표
현하 다. 
 작품의 전반부는 기존의 송별시에서 상투적으로 운용된 처량하고 애수에 
찬 분위기를 일소한 반면, ‘아침비[朝雨]’와 ‘버들색[柳色]’의 경물을 빌려 
생기발랄한 봄날 교외의 아름다운 아침 풍광을 그리고 있다. 이처럼 맑고 
아름다운 자연 경물의 묘사를 통해 애절한 정서를 표출하는 것은 그 석별
의 애틋한 정을 가일층 부각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버드나무는 이별 나무

80) 번역본은 아래와 같은 책을 인용하 다. 
    박삼수, 『왕유의 시세계』, 울산 학교 출판부, 2006, 267-268쪽;
    ‘元二’는 원씨 집안의 둘째를 의미하고 ‘使’는 출사(出使)를 의미하며 ‘安西’는 당나라 

시 의 안서도호부(安西都護府), 현재의 중국 신강 쿠처(新疆 库車)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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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중국에서는 길 떠나는 이에게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주며 다시 올 
것을 기약하는 풍습이 가요와 함께 로 행해 내려온다. 시에서 버드나
무의 등장은 특별히 이별의 분위기를 유발하고 고조시키는 상징성 나무이
다.81)

 작품 후반부의 송별에 한 묘사는 단2구의 ‘권주사(勸酒辭)’가 전부이다. 
시인은 황량하고 쓸쓸한 변경으로 떠나는 친구의 요원(遙遠)한 여정과 고
적한 처지, 그리고 이번 이별의 긺과 재회 기약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친
구에 한 관심과 우려, 위로와 격려, 아쉬움과 그리움의 우정 어린 정감
들을 모두 이 지극히 평범한 2구의 ‘권주사’에 함축시켜 표현하고 있다. 
이별에 앞서 보내는 이가 떠나는 이에게 술을 권하며 석별의 정을 표현하
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정경인데, 그것이 이 시에서 아주 적절히 운용되
면서 사람들의 깊은 공명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마디로 전편에 걸쳐 전
개된 절묘한 정경(情景)의 융합과 강력한 전형성(典型性) 그리고 진지한 
정감과 풍부한 함의(含意)는 이 작품을 천고(千古)의 절창으로 중국 고전 
송별시의 전범(典範)이 되게 하 다.82)

 E-3-13 학습자는 정지상의 <송인>을 읽고 중국의 당나라 시인 왕유가 
쓴 <송원이사안서>를 연상하게 되었으며 두 작품은 모두 이별을 직면하기 
싫어 몸부림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표현하 다. 그리고 <송인>의 ‘ 동강 
물은 언제 마를 건가?’라는 표현이 동강 물이 말라야 배를 물에 띄우지 
못하게 된다고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인의 이별하기 싫은 간절함
을 포착하 다고 한다. <송인>의 주제를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위에서 제시했듯이 이 구절은 이별의 눈물로 인해 동강의 물
이 마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는 아마도 학습자가 작품을 꼼꼼히 읽지 
않고 경시한 내용으로 간주된다. 
 다음은 학습자가 고려가요 <서경별곡>을 읽고 작성한 반응 텍스트이다.

81) 송 주, 『중국시와 시인』, 시간의 물레 출판사, 2009, 156쪽.

82) 박삼수, 앞의 책, 2006, 267-268쪽.



- 55 -

▶ <서경별곡>를 읽고 <우림령(雨霖鈴)> 작품이 생각난다. 이 두 작품은 이별
시인데다가 모두 배사공이 등장한다. 배사공은 아무 죄가 없지만 내가 없는 
곳으로 임을 태워 가기 때문에 원망의 상이 된 것이다. <서경별곡>에서
는 임이 시인을 사랑하지 않아 떠나는 것 같다. 하지만 시인은 임을 만류하
고 싶어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임에 한 원망을 배
사공에게 전이하면서, 배사공의 가정사까지 들춰서 배사공이 집에 돌아가기
를 원한다. 그리고 임이 강을 건너는 것에 한 불안감, 질투의 감정을 표
현했다. <우림령(雨霖鈴)>에서도 <서경별곡>처럼 ‘留戀處, 蘭舟催發(연연해
서 헤어지지 못하는 상황에, 배 사공은 배를 타라고 독촉한다)’라고 하면서 
배 사공을 원망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하지만 <우림령>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지만[兩情相愿] 할 수 없이 떠나야 하는 아쉬움의 감정을 표현
한다. 그래서 배사공에게 한 원망은 ‘조금만 더 임이랑 같이 있게 해달
라’는 시인의 간절함이다. (D-2-8)

 
 D-2-8 학습자의 반응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고려가요 <서경별
곡>을 살펴보도록 한다.

     <서경별곡(西京別曲)>

    서경(西京)이 아즐가 서경(西京)이 셔울히 마르는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닷곤 아즐가 닷곤 쇼셩경 고마른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여므론 아즐가 여므론 질삼뵈 리시고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괴시란 아즐가 괴시란 우러곰 좃니노이다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구스리 아즐가 구스리 바회예 디신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긴히 아즐가 긴힛 그츠리잇가 나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즈믄 를 아즐가 즈믄 를 외오곰 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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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신(信)잇 아즐가 신(信)잇 그츠리잇가 나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동강(大同江) 아즐가 동강(大同江) 너븐디 몰라셔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내여 아즐가  내여 노다 샤공아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네 가시 아즐가 네 가시 럼난디 몰라셔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녈 예 아즐가 녈 예 연즌다 샤공아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동강(大同江) 아즐가 동강(大同江) 건넌편 고즐여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타 들면 아즐가  타 들면 것고리이다 나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서경별곡>은 시적 화자와 사랑을 나누던 임이 동강을 건너가고, 화자
만이 홀로 이별을 감당해야 하는 이별의 노래이다. 
 첫 부분에서 시적 화자는 새로 닦은 고향인 서경을 사랑하고, 부모와 벗
들의 정이 있는 아름다운 고향을 떠날 생각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지만 
임이 떠난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사랑하는 고향뿐만 아니라 여자의 삶, 생
활의 방편인 길쌈까지 버리고 임을 따라가겠다고 굳건히 결심한다.
 둘째 부분은 이른바 ‘구슬가’로 잘 알려진 것으로 <서경별곡>에서는 두 
번째 단락에, <정석가>에서는 맨 아래 단락에 등장하고 있으며, 일반적으
로 비록 임과 함께 있을 수는 없다하더라도 임과의 믿음을 지속할 수 있
기를 바라는 마음이 나타난 것이라 풀이되고 있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
더라도 끈이 끊기지 않는 것처럼 천년을 헤어져 지낸다 하더라도 서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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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믿음이 변하지 않을 것을 사랑하는 이들끼리 서로 확인하는 것이라 보
는 것이다.83) 따라서 이 구절은 임을 향한 시적 화자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한다.
 마지막 부분은 임을 태우고 떠나는 뱃사공을 원망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
다. 시적 화자가 뱃사공에게 그의 아내가 정분이 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사공을 집으로 돌려보냄으로써 임이 동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려는 장면
은 원하지 않는 이별을 해야 하는 여인의 애조 띤 슬픔과 다르게 골계적
이고 희화적인 느낌을 준다. 임이 동강을 건너면 건너편의 새로운 여인
과 사랑을 맺을 것이라며 질투심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시적 화자는 사랑과 믿음을 중요시하는 자기중심적이고 직선적인 성격의 
여인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중국의 송나라 시인 유 (柳永)의 <우림령(雨霖鈴)> 작품을 살펴
보도록 한다.

     <우림령(雨霖鈴)>  - 유영(柳永)

    寒蟬凄切, 對長亭晩, 驟雨初歇。     
    都門帳飮無緖, 留戀處, 蘭舟催發。
    執手相看淚眼, 竟無語凝噎。
    念去去, 千里煙波, 暮靄沉沉楚天闊。

    多情自古傷離別, 更那堪, 冷落淸秋節!
    今宵酒醒何處? 楊柳岸, 曉風殘月。
    此去經年, 應是良臣好景虛設。
    便縱有千種風情, 更與何人說?

    번역본84) 

83) 조동일, 『한국문학통사2』, 지식산업사, 1994, 157쪽.

84) 번역본은 아래와 같은 책을 인용하 다. 
  유 (柳永) 지음, 박홍준 옮김, 『柳永詞選』, 지식을만드는지식 출판사, 2009, 60-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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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매미는 애절하게 울고, 장정(長亭)에 황혼이 찾아드니, 내리던 
소낙비도 막 그쳤다./ 성문 밖에서 송별연 하는 마음 심란하고, 떠나
기 아쉬워 머뭇거리는데, 배 사공은 출발을 재촉하는구나./ 두 손 부
여잡고 눈물 어린 눈을 바라보며, 끝내 말 한마디 못한 채 목이 멘
다./ 가야 할 천 리 길 안개 물길을 생각하니, 저녁노을 짙어지는 초
(楚) 땅의 하늘 아득하구나.

예부터 정 많은 사람 이별에 상처받으니, 어찌 더 감당하랴, 이 쓸쓸
하고 처량하며 맑은 가을철을./ 오늘 밤 먹은 술 어디서 깨려나? 버
드나무 늘어진 언덕, 새벽바람 불고 달빛은 쇠잔 한데./ 이 뒤로 해 
넘기면, 좋은 시절에 아름다운 경치도 헛것이 될 텐데./ 천 가지 풍
치 어린 정이 있다 한들, 다시 어느 누구와 더불어 이야기할까?

 
 <우림령> 이 작품은 중국의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어문(語文)』 교과서
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별의 아픔을 노래한 유 의 표작이다. 이 작품은 
송사, 그중에서도 북송 초 유명했던 만사(慢詞)의 풍격을 그 로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일반적인 시가에서는 이별의 어느 한 측면만을 부각시켜 
작품을 형상화하겠지만, 유 의 이 작품은 이별하는 전체 과정을 아주 상
세하면서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작품의 전반부는 이별하는 현장을 
직접 중계하듯이 묘사하고 있는데, 특히 헤어지는 사람의 눈에 맺힌 눈물
을 크게 확 했다가 다시 떠나갈 아득한 남쪽 하늘로 시야를 돌리는 것에
서 볼 수 있듯이 시인의 자유자재한 붓끝을 따라 이별의 아쉬움과 서글픔
이 그 로 전달되고 있다. 작품의 하반부는 이별 이후의 상황으로 헤어진 
이후 슬픔에 잠겨 떠돌아다닐 모습을 처량하게 묘사하여 현재의 아픔을 
극 화하고 있다. 특히 “오늘 밤은 어느 곳에서 술이 깰까? 새벽바람 불
고 희미한 달빛 아래 버들 언덕은 아닐는지”라는 구절은 이별의 슬픔과 
쓸쓸함을 잘 표현한 구절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별의 과정과 
슬픔을 수다스러울 만큼 늘어놓고 있는 이 작품은 솔직한 감정의 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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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진유감>은 이상은(李商隱)의 <야우기북(夜雨寄北)> 작품이랑 비슷한 면
이 있는 것 같다. 두 작품은 모두 임에 한 그리움과 아름다운 추억을 떠
올리면서 상봉의 날을 마음속으로 기다리고 있다. <임진유감>에서 시인은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보고, 강가의 난초는 예전 그 로이기에 부재한 임에 

한 그리움이 더 깊어져만 간다. 그리고 옛날의 아름다운 추억을 회억하면
서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을 마음속으로 기다리는 것 같다. 가을 이미지의 
고독하고 처량한 느낌을 빌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 같다. (F-3-10)

추구했던 송나라 사람들의 새로운 문학적 경향을 표한다고 하겠다.85)

 D-2-8 학습자는 고려가요 <서경별곡>을 읽고 중국의 송나라 시인 유
의 <우림령> 작품을 연상하게 되었다. 이 학습자는 <서경별곡>과 <우림
령>의 이별 상황이 다르다고 표현하 다. <서경별곡>의 임은 자신을 사랑
하지 않아 떠난 것이며, <우림령>에서는 서로 사랑하지만 할 수 없이 떠
나는 임이기에 아쉬움의 감정이 진하다고 하 다. 그리고 뱃사공에 한 
원망의 이유도 다르다는 것을 포착하 다. <서경별곡>에서는 뱃사공의 가
정사까지 들춰서 뱃사공이 집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림령>에
서는 임과 시간을 더 보내고 싶어 하는 간절함에서 우러나온 원망이며, 뱃
사공은 아무 죄가 없지만 자신의 임을 태우고 가기에 원망의 상이 된 
것이라고 기술하 다. 
 이 학습자는 중국 송사(宋詞) <우림령>의 환기를 통해 두 작품의 시적 상
황을 비시켜 <서경별곡> 시적 화자의 정서까지 정확하게 꿰뚫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텍스트의 표면적인 의미에서 심층적 의미까지 이해하
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학습자의 이러한 이미지의 상호텍스트적 연합 반응
은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이 한국 고전시가를 이해하는 데 안내자가 되어 
시적 의미를 심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다음은 학습자가 김부식의 <임진유감>을 읽고 작성한 반응 텍스트이다.

 

85) 본래 ‘우림령(雨霖鈴)’이라는 사패(詞牌)는 당  교방(敎坊)에서 사용하던 악곡이었는데 
유 이 송사의 악곡으로 개작하여 사용한 것이다. 전해지는 말로는 당 현종이 안녹산의 
난을 피해 촉으로 도망갈 때 연일 내리는 빗속 잔도(棧道) 위에서 방울 소리를 듣게 되
었고, 이로 인해서 양귀비를 추억하여 이 악곡을 지었다고 한다. 당 현종과 양귀비라는 
높은 신분의 사람들의 사랑과 이별 이야기가 유 의 우림령에서는 평범한 남녀의 이별 
이야기로 바뀌어 송나라 사람들의 심금을 파고드는 애절한 노래로 재탄생한 것이라고 
하겠다. 위의 책, 60-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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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3-10 학습자의 반응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김부식의 <임진유
감>을 살펴보도록 한다.

     <임진유감(臨津有感)> - 김부식
            
   秋風溺溺水洋洋         가을 바람 산들산들 강물은 넘실넘실
   廻首長空思渺茫         고개 돌려 하늘 보니 생각 아득하여라.   
   恨恨美人隔千里         쓸쓸하다, 나의 임 멀리 떨어졌으니
   江邊蘭芷爲0香         강가의 난초는 누구 위한 향기뇨.

 <임진유감>은 가을날, 임진강가에서 임을 생각하며 외로움을 노래한 칠
언 절구의 한시이다. 가을날이라 더욱 깊이 느껴지는 애상적 정조를 바탕
으로, 임과 헤어진 쓸쓸한 심정을 읊고 있다. 제1구에서 화자는 고독의 감
정이 더욱 깊어가는 가을 강가에서 홀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제2구는 
가을이 되어 멀리 떨어져 있는 임을 더욱 그리워하고 있다. 제3구는 임과 
이별하여 쓸쓸함을 느끼는 화자의 심정을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제4
구는 임과 강가에서 다정히 거닐었던 한 때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예나 지
금이나 변함없이 강가의 난초는 피어 향기를 발하고 있는데 그 향기를 혼
자만이 즐겨야 하는 현실이 더욱 애달프게 느껴지고, 임의 부재가 더욱 쓸
쓸하게 느껴진다는 의미이다. 
 다음은 중국의 당나라 시인 이상은(李商隱)의 <야우기북(夜雨寄北)> 작품
을 살펴보도록 한다.

   <야우기북(夜雨寄北)>86)  - 이상은(李商隱)

  君問歸期未有期     그  내게 돌아올 날 묻건만 아직 기약이 없는데
  巴山夜雨漲秋池     파산의 밤비에 가을 연못 넘치는구나.

86) 번역본은 아래와 같은 책을 인용하 다. 
    권호종·황 희 지음, 『唐詩講解』, 경상 학교 출판부, 2010, 323쪽;
    여기서 ‘北’은 사천성(四川省) 지역의 북쪽에 위치한 장안(長安)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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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何當共剪西窓燭     언제나 서쪽 창가에서 등불 심지 함께 자르면서
  卻話巴山夜雨時     파산에서 밤비 내릴 때를 돌아보며 이야기하려나?

 <야우기북(夜雨寄北)>은 중국의 중학교 1학년 1학기 『어문(語文)』 교과서
에 수록된 작품이다. 1구에서는 막막한 마음을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표현
함으로써 사랑하는 이에 한 애틋한 그리움과 관심을 담아냈다. 2구는 
파산의 밤비에 가을 연못 넘친다고 하여 비 오는 날 촉산(蜀山)의 가을 풍
경을 빌어 쓸쓸한 마음을 전하 다. 3, 4구는 질문을 던지면서 후일 서로 
만나 가을비 속에 불어나는 연못물처럼 하염없이 넘쳐흘렀던 그리움을 전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았다. 눈앞에 보이는 풍
경으로부터 옛적에 함께 했던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면서 다시 만날 때에 
함께 하게 될 기쁨을 한 폭의 그림처럼 담아냈다. 1구에서의 “기(期)”의 
반복은 묻는 사람의 질문에 한 번 쓰인 뒤에 바로 뒤에서 답하는 사람
의 말에 다시 쓰이고 있어서, 그만큼 아내가 그리워 상봉의 날에 한 시
인의 급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이 구절 “君問歸期未有期”는 기다
리는 사람에 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명구로 널리 인용되고 있다. “巴山
夜雨” 역시 2구와 4구에서 반복된 말로 과거와 미래를 조시킴으로써 시
인의 고통과 갈망을 선명하게 드러냈다.87)

 F-3-10 학습자는 김부식의 <임진유감>을 읽고 이상은의 <야우기북>을 
연상하게 되었다. 가을이라는 계절은 흔히 조락의 계절이라 인생의 무상함
을 느끼기 쉽다. 이 학습자는 시적 화자가 가을의 이러한 이미지를 빌어 
고독하고 처량한 정서를 표출하 다고 한다. 강가의 난초는 지금도 그 로
인데 그 풍경을 혼자만이 봐야 하는 현실이 더욱 슬프다고 하 다. 이 학
습자는 <임진유감> 시적 화자가 눈앞에 보이는 풍경으로부터 옛적에 함께 
했던 아련한 추억을 떠올려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을 기다리고 임에 한 
그리움을 그렸다고 기술하 다. 즉 이 학습자는 중국 문학 작품을 환기시

87) 이상은이 선종(宣宗) 중(大中) 5년(851년)에 동천절도사(東川節度使) 유중 (柳中郢)
의 막부에 들어가 파촉(巴蜀) 지역에서 지낼 때 장안(長安)의 아내를 그리워해 지은 시
라고 알려져 있다. 위의 책, 323-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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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으로써 <임진유감> 시적 화자의 내면세계를 <야우기북>과 비슷한 맥락
으로 추측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국 문학 작품의 환기가 한국 
고전시가인 <임진유감>의 시적 의미 구성과 시적 이해를 심화시켰다는 일
면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학습자가 한국 고전시가의 시적 의미를 구성하는 데 중국 
고시사(古詩詞)를 연상함으로써 시적 이해를 심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즉 이전에 읽은 고시사 작품들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경험일 뿐 아니
라 고전시가 이해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학습자들의 반응 
양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으로 축적된 문
학능력이 고전시가를 수용하는 데 전이되어, 학습자 스스로 시적 의미를 
구성하려는 모습도 엿볼 수 있다. 학습자가 두 텍스트 간의 동위소를 발견
함으로써 의미 구성의 어려움을 줄이고, 의미 구성에 확신을 얻게 되어 한
국 고전시가 읽기에 한 흥미를 불러일으켰으며 학습자의 능동성도 최
한도로 발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호텍스트적인 연합은 한국 고전시가 텍
스트에 한 의미 탐구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에 환기된 상호텍스트의 가
치를 인정해줘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자신의 
반응을 좀 더 정교화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2. 텍스트에 대한 학습자의 지각적 반응

 퍼브스와 리페르의 반응 범주 체계에 의하면 지각(Perception)적 반응은 
부분적 지각과 통합적 지각으로 나뉜다. 부분적 지각은 작품의 언어면, 문
학적 장치면의 진술을 의미하고, 통합적 지각은 내용의 기교, 구조와 관련
된 진술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각적 반응을 텍스트의 비유적 
응집성(수사적 조직)에 한 지각, 텍스트의 의미화 규칙(형식적 구조)에 

한 지각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지각’은 학습자가 작품을 자신과 구분하여 상으로 보는 방식들을 말
하는데, 이 지각은 분석적이고, 종합적이고, 분류적이며 그 작품을 고립적
으로 취급하게 하기도 한다. 특정한 텍스트를 문학 작품으로 읽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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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백지상태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전이해가 없이는 접근할 수가 없다. 모
든 텍스트 수용이 성공하기 위한 첫째 조건은 바로 코드 해독을 통해 이
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독자에게 코드 해독을 위한 기본 장비가 비축
되어 있지 않으면 텍스트 이해 과정은 중단되고 말 것이다.88) 이는 학습
자가 내면화된 문학적 문법 즉 ‘문학적 암묵지’를 지니고 있지 않으면 코
드 해독이 불가하여 문학적 담화를 처리할 수 없게 되며, 구체적으로 언어
적 연쇄를 문학적 구조와 의미로 치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학능력은 문학텍스트의 생산과 수용에 내재하는 광범위한 관습과 규칙
의 습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자국의 문학 교육을 통해 이러한 문학의 ‘문법’을 다
양하게 습득해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인 학습자들은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을 통해 문학 텍스트의 관습과 규칙을 파악할 수 있는 문
학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문학 학습 경험에 의해 고전시가 텍스트
의 비유적 응집성이나 의미화 규칙을 지각하게 된다.
 ‘텍스트의 비유적 응집성 지각’과 ‘텍스트의 의미화 규칙 지각’ 반응 텍스
트는 주로 본 실험에서 제시한 설문지의 2번 문항인 ‘중국의 문학 작품 
중 주제, 시  등에서 유사한 작품이 있는가? 있다면 작품 제목, 유사점과 
차이점을 쓰십시오. 연상된 작품이 고전시가를 이해하는 데 어떤 측면에 
도움이 되었는지 쓰십시오.’에서 선별한 것이다. 

1) 텍스트의 비유적 응집성 지각

 텍스트의 비유적 응집성에 한 지각이란, 퍼브스와 리페르의 부분적 지
각의 하위 범주로서 문학적 장치면에 한 반응을 의미한다. 시인은 인간
의 사상과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형식적 장치를 사용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시적 언어의 심미적 일탈에 기여하는 것은 바로 표
현 기법이다. 표현 기법은 문학 교육 현장에서 수사법이라고도 한다.

88) 권오현, 「문학소통이론 연구: 문학텍스트의 소통구조와 교수법의 기능」, 서울 학교 박
사학위논문, 1992, 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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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은 내 뜻이오>에서 ‘청산’과 ‘녹수’는 각각 나와 임을 상징한다. ‘청
산’과 ‘녹수’의 본질에서 알 수 있듯이, 청산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녹
수는 흘러간다. 나의 마음이 청산이고 임의 마음이 녹수라고 생각하니 슬픈 
느낌을 받았다. 고시사(古詩詞)에서도 ‘청산’, ‘녹수’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
를 빌어 시인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형상화하여 나타내기에 이해하기가 쉬
웠다. (H-4-2)

 수사법이란 느낌이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한 장식적인 것이나 기교적인 
것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관한 우리의 사유방식을 
언어로 조직화하는 표현 방식의 일종이다. 수사법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
다. 김욱동(2003)은 수사법을 의미 전이에 따른 수사법, 소리에 따른 수사
법, 문장 구조에 따른 수사법, 감정에 호소하는 수사법, 상호텍스트적 수
사법으로 구분하 다. 또한 수사법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 다. 첫
째, 언어를 압축하여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기여한다. 둘째, 수사법은 추
상적 관념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구실을 맡는다. 셋째, 수사법은 이 세계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바라보도록 해준다.89)

 다음은 학습자가 <청산은 내 뜻이오>를 읽고 작성한 반응 텍스트이다.

 H-4-2 학습자의 반응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해 <靑山은 내 뜻이오> 작품
을 살펴보도록 한다. 
 <靑山은 내 뜻이오> 작품의 초장과 중장에서 거듭 나타나는 ‘靑山’과 ‘錄
水’는 구조상 서로 자연스러운 구를 형성한다. 그리고 靑山-내 뜻, 錄水
-임의 정은 수사법으로 보면 은유이다. 주체는 ‘뜻’과 ‘정’이 되는 데 ‘뜻’
을 의지로 바꾼다면 ‘정’은 물의 속성에서 그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여
기서 자아와 상과의 립은 ‘뜻’과 ‘정’의 립으로 치환되어 긴장의 효
과를 노렸다. ‘靑山’은 자아로, 변하지 않고 고요한 성격을 지닌 여성을 
나타내며, ‘錄水’는 임을 은유하고 변하면서도 움직이는 남성을 상징한
다.90) 황진이는 임의 情은 자아의 지배 역 밖에 있음을 냉철히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錄水 靑山을 못니져’는 시인에 의하여 부여된 의미이고 감
정이입의 상태이다. 그래서 시인은 ‘우러예어 가난고’라 했다. 자아 중심이

89) 김욱동, 『수사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2003, 42-45쪽.

90) 황재군 외, 『한국문학과 여성』, 박이정, 1997, 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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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 ‘못니져’와 ‘우러’에 의하여 텐션(tension)은 한 층 고조되어 나타
난다. 자아와 상 간의 관계가 이 종장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91) 
 H-4-2 학습자는 <청산은 내 뜻이오> 시 해석에서 가장 기본적인 비유적 
응집성을 포착하여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했다. 학습자는 ‘청산’과 ‘녹수’는 
각각 나와 임을 상징하고 청산과 유수의 특징을 통해 나와 임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학습자는 고시사에서도 ‘청산’, ‘녹수’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빌어 시인이 사상을 형상화하여 나타내기에 황진이의 시
를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한다. 
 문학 속의 상징적인 이미지는 작가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이나 
관념을 미학적으로 그리고 감동적으로 형상화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이러
한 상징적인 이미지는 문학 작품을 이해할 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위
의 반응 양상은 학습자가 고전시가를 접했을 때 자신에게 친숙한 상징적
인 이미지를 먼저 발견하고 이를 돌파구로 삼아 작품을 이해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한국 고전시가 중에 중국인 학습자에게 친근한 소재는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 학습자들은 고전시가에서 자신에게 익숙한 표현 기법, 상
징적 이미지 등에 주목함으로써, 텍스트 의미 구성의 방향을 얻고 텍스트 
이해에 많은 도움을 받는다.
 이처럼 중국인 학습자들이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을 통한 친숙한 문학적 
표현 기법이나 상징적 이미지는 한국 고전시가의 비유적 응집성을 인식하
고 이해하게끔 인도하 다. 즉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을 통한 문학적 장치
에 한 지식이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고전시가 개별 작
품에 해 능숙하게 반응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은 많은 작품과 
다양한 체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H-4-2 학습자의 반응 양상
은 수많은 자국어 문학 작품의 습득과 다양한 문학 체험을 통해 이루어진 
문학능력이 한국 고전시가를 접했을 때 자연스럽게 전이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다음은 학습자가 김부식의 <임진유감>을 읽고 작성한 반응 텍스트이다.

91) 박 완, 「황진이 문학 연구」, 충남 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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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인>에서는 해마다 이별의 눈물로 인해 동강이 마르지 않는다며 과장
법을 사용했다. 그리고 이 구절은 ‘해마다 이별의 눈물만 푸른 물결 더하
거니, 동강 물은 어느 때나 마를 건가?’ 이런 표현이 자연스러운데 도치
법[倒裝句]을 사용하여 슬픔을 더욱 부각시켰다. (E-3-9)

▶ <임진유감>은 가을의 경치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한테 한 깊은 그리움을 
표현했다. 시인은 ‘산들산들, 넘실넘실’ 등 첩어(疊語)을 사용해 자신의 마
음속의 감정을 전하고 있다. 고시사(古詩詞)에서도 이러한 첩어를 많이 사
용한다. 예를 들면 ‘尋尋覓覓, 冷冷淸淸, 凄凄慘慘戚戚’등이 있다. 첩어는 
시인의 감정을 강조하기 위해 쓴 것이라고 고시사에서 배웠다. 아마 <임진
유감>의 시인도 첩어의 강조 기능과 미학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것 같
다. (F-3-1)

 F-3-1 학습자는 <임진유감>의 ‘산들산들, 넘실넘실’ 등 첩어(疊語)를 통
해 시적 화자의 그리운 정서를 이해했다고 한다. 그리고 고시사(古詩詞)의 
첩어를 환기시키면서 첩어의 기능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학습자는 이청조
(李淸照)의 <성성만(聲聲慢)>92)에 있는 첫 구절 ‘찾고 찾고 또 찾아도, 차
디 찬 바람뿐, 이 가슴에 쌓인 슬픔 천 길 만 길 깊어지네. (尋尋覓覓, 冷
冷淸淸, 凄凄慘慘戚戚)’를 언급하 다. 이 구절의 뜻은 시적 화자가 옛날에 
임과 함께 했던 추억을 찾으려다가 결국은 차가운 분위기를 이겨내지 못
하고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심경으로 떨어졌다는 내용이다. 
즉 첩어를 사용해 이청조의 비추(悲秋)와 애상(哀傷)한 모습을 남김없이 
드러냈다. 또한 이 학습자는 고시사(古詩詞)의 학습을 통해 첩어의 미적인 
긴장감과 강조의 기능까지 파악하여 <임진유감>의 형식미에 주목하게 되
었으며 이로 인해 심미적인 반응을 자아내게 되었다. 
 다음은 학습자가 정지상의 <송인>을 읽고 작성한 반응 텍스트이다.

 E-3-9 학습자는 <송인> 제3행에서 이별의 눈물로 인해 강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과장법을 포착하 다. 이 구절은 시적 화자가 동강 물이 이별
의 눈물로 인해 강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과장을 넘어 슬픔의 깊이를 느끼
기 위해 표현한 것이다. 또한 이 학습자는 <송인>만의 미적 특색인 도치

92) 번역은 아래와 같은 책을 인용하 다. 
    李淸照 著, 이지운 옮김, 『李淸照詞選』, 지식을만드는지식 출판사, 2008, 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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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사용을 파악하 으며 학습자가 표현한 것처럼 이 작품이 도치되어 
있는 행을 바로잡으면 ‘1행-2행-4행-3행’이다. E-3-9 학습자가 이해한 것
처럼 이 작품의 별미는 이별의 눈물을 보태니 동강 물이 마를 수 있겠
느냐는 발상을 통해, 이별에서 오는 슬픔의 크기를 강물의 도도한 흐름으
로 나타낸 것이다. 이 학습자는 시에 나온 수사법 등에 주목하여 시를 더 
깊고 넓게 이해하게 되었으며 다른 학습자들보다 시의 의미를 더 전면적
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 절에서는 학습자가 텍스트의 비유적 응집성에 한 지각적 반응들은 
살펴보았다. 위의 반응 양상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자국어로 축적된 문학 
학습 경험은 한국 고전시가 텍스트를 수용하고 텍스트의 비유적 응집성을 
파악하는 데 주로 긍정적인 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을 통해 문학 읽기의 관
습에 한 상당한 경험과 숙련에서 오는 능력이 작용했음을 의미하기도 
하다.

2) 텍스트의 의미화 규칙 지각

 텍스트의 의미화 규칙에 한 지각이란, 퍼브스와 리페르의 통합적 지각
의 하위 범주로서 문학 작품의 구조에 한 반응을 의미한다. 시 형식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시적담화를 ‘구조화’하는 일이다. 시적 구성은 
문학 작품의 형식을 이루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작가가 작품의 내용
을 표현하고 등장인물의 성격을 드러내주며 주제사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작품 속의 복잡한 조직과 구조가 바로 구성이다. 구성은 문학 작
품의 복잡한 조직과 구조를 지칭한다.93) 
 이희중(2001)94)은 시적 구성 방법을 반복∙나열∙ 칭∙전개 등의 네 가
지로 유형화하 다. 반복 구성은 동일한 구절을 시형 구성단위의 일정한 
위치마다 거듭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열 구성은 시간의 진전과 시상

93) 김용운·김소현 역, 『문예학개론』, 중문출판사, 1994, 190-192쪽.

94) 이희중, 『현 시의 방법 연구』, 월인, 2001, 87-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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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리>에서는 ‘가시렵니까’라는 구절이 모두 네 번 반복되어 있는데 이는 
임을 향해 질문을 던지면서 만류(挽留)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제
2절에서는 또 다시 떠날 건지 확인한다. 제3절에서는 임을 잡고 싶지만 감
히 잡지 못하고 애끓는 마음을 표현했다. 제4절에서는 임의 떠남을 받아들
이고 곧 돌아오는 날을 기다린다. ‘이별 만류-이별 확인-이별 허락-기다림’
의 구조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고시사(古詩詞)를 학습할 때 구절마다 
분석한 다음 전체 시의 의미를 한마디로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배웠다. <가
시리>를 매 구절마다 꼼꼼히 살펴보니 이해하기가 쉬었다. (C-2-7)

의 변전 없이 유사한 분위기로 유사한 시적 상을 병치하여 제시하는 방
법이다. 칭 구성은 이른바 수미상관과 접한 관련을 가지며 전후의 균
형을 기한 완미한 아름다움을 지향한다. 전개 구성은 기∙승∙전∙결의 4
단구성과 같은 구성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선행 형태는 중국의 정형시인 
한시와 한국의 정형시인 시조에서 각각 찾아볼 수 있다. 학습자가 시의 구
성을 인식하 다는 것은 시를 비교적 잘 이해하 고, 거시구조 차원에서 
시의 연과 연의 관계와 그 내용을 잘 파악하면서 이해하 음을 말해준다. 
 학습자가 <가시리>를 읽고 작성한 반응 텍스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른 학습자들도 아마 언급만 하지 않았을 뿐 C-2-7 학습자처럼 눈에 
쉽게 띄는 반복 구성을 발견했을 것이다. 하지만 <가시리>의 전개 방식을 
파악하면서 텍스트의 내용, 시적 화자의 감정까지 이해한 학습자는 아주 
드물다. 즉 이 학습자가 <가시리>의 시적 전개 ‘기-승-전-결’을 구조화하
여 아주 잘 이해했음을 알 수 있다. 이 학습자는 고시사를 배울 때의 시를 
분석하는 절차가 환기되어 고전시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즉 
이 학습자는 매 구절마다 꼼꼼히 살펴보아 시적 화자의 미세한 감정까지 
포착하게 된 것이다. 이는 학습자가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을 통해 축적된 
시적 분석 능력이 한국 고전시가를 접했을 때 자연스럽게 전이되어 고전
시가의 시적 전개를 발견하 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다. 학습자가 파악한 
<가시리>의 시적 구성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가시리> 작품부터 살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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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리>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리고 가시리잇고 나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위 증즐가 평셩(大平盛代)

    날러는 엇디 살라 고              나더러는 어찌 살라고
    리고 가시리잇고 나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위 증즐가 평셩(大平盛代)

    잡와 두어리마 붙잡아 두고 싶지만
    선면 아니 올셰라                 서운하면 오지 않을까 두려워
    위 증즐가 평셩(大平盛代)

    셜온 님 보내노니 나 서러운 임 보내오니
    가시  도셔 오쇼셔 나 가시자마자 곧 다시 오소서
    위 증즐가 평셩(大平盛代)

 <가시리>의 제1연에서 화자는 임에 해 화합의 지속을 바라고, 임은 화
자와의 단절을 바란다. 여기서 화자와 임의 괴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괴
리의 정서적 표현이 제1연이다. 이 괴리는 어떤 외부적 상황에 의한 것이
라기보다는 임의 자의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다. 그럴수록 ‘가시리’의 세 
번 반복으로 임의 떠남을 확인하려는 조바심이 더욱 강렬해진다. 그리하여 
애소(哀訴)의 정서는 깊어진다. 
 제2연은 임의 존재 유무는 화자에게 생과 사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문제
다. 임의 ‘가심[去]’이 이젠 가시화(可視化)된다. 제1연의 ‘가심’이 그리도 
미심쩍은 감이 있었지만 제2연에 와서는 임의 ‘가심’이 기정사실화(旣定事
實化)된다. 그러므로 가는 임을 원망하게 되는데 그 원망 속에는 사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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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내재하고 있다. 
 제3연은 이미 임이 떠나가야만 하는 사건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 떠나지 
못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반전이 이루어진다. 제1, 2연의 만류
의 말이 이젠 소용없는 것이고 지나치면 그 자체가 임의 마음을 어지럽히
게 하는 것이기에 임의 떠남을 허락해야 한다. 다만 돌아오지 않을까 염려
될 뿐이다. 여기서 임에 한 만류의지는 약화되지만 이 약화는 임에 한 
헌신적 사랑인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아가페적인 내용을 띤 사랑으로까지 
승화된 듯하다. 
 제4연은 표면적으로 화자와 임과의 상황이 바뀌어졌다. 하지만 화자의 
자의적인 ‘보냄[送]’이 아니라 임의 임의적인 ‘감[去]’이다. 실질적인 서러
움이 임에게는 없다. 오히려 ‘서러운’ 것은 임이 아니라 화자이다. 화자가 
슬픈 만큼 동량의 슬픔을 임이 느끼는 것처럼, 임이 가는 것이 아니라 화
자가 보내는 상황인 것처럼 독자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든다. 그 착각이 계
속되면, 임은 외부적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떠난다고 보아 즉시 돌아올 
수가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이렇게 하여 떠나는 임에 한 정한이 더욱 
깊어지며, 임과의 괴리는 좁혀지게 된다.
 최용수(2013)95)는 <가시리>의 시적 구성에 주목하여 제1연은 애소지정
(哀訴之情)의 만류지설(挽留之說), 제2연은 원모지정(怨慕之情)의 만류지설
(挽留之說), 제3연은 염려지정(念慮之情)의 허유지설(許由之說), 제4연은 
재회지정(再會之情)의 애소지설(哀訴之說)이라고 제시하 다. 
 위의 관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C-2-7 학습자는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
을 통해, 고시사를 배울 때의 분석 절차를 환기시켜 <가시리>의 시적 전
개를 정확하게 파악하 다. 이는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의 축적으로 내면
화된 문학적 암묵지가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고전시가 개별 작품에 해 
능숙하게 반응하게 된 것이다.
 다음은 학습자가 <황조가>를 읽고 시적 구성인 황조와 유리왕의 립 관
계를 파악한 반응 텍스트이다.

95) 최용수, 『고전시가론』, 새문사출판사, 2013, 274-2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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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조가>를 접한 후 황조(꾀꼬리)의 특성을 생각하게 되는데 중국에서는 
‘꾀꼬리 한 쌍’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 나뭇가지에 꾀꼬리들도 한 쌍인데 
혼자인 자신과 립을 이룸으로써 더욱 치희에 한 그리움이 두드러지게 
묘사된 것 같다. (B-1-5)

 
 B-1-5 학습자는 <황조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시에서 자주 사용되는 

립구도를 포착하 다. 이 학습자는 황조의 특성과 중국의 낱말 ‘꾀꼬리 
한 쌍’을 생각하면서, 황조는 유리왕 현재의 처지와 립구도를 이루며 이
를 통해 치희에 한 그리움이 더욱 두드러지게 묘사된다고 하 다. 이 학
습자는 시를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이런 구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를 생각하고 이러한 립 구도를 파악하여 시적 의미를 아주 잘 이해하
음을 보여준다. 학습자가 파악한 칭 구성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먼
저 <황조가> 작품부터 살펴보도록 한다.

   <황조가(黃鳥歌)>  - 유리왕

   翩翩黃鳥           훨훨 나는 꾀꼬리는             
   雌雄相依           암수 다정히 노니는데,              
   念我之獨           외로울사 이 내 몸은              
   0其與歸           뉘와 함께 돌아가리. 

 <황조가>는 유리왕의 치희에 한 애절한 사랑, 그리고 이별에 한 상
실감, 의지할 데 없이 외롭고 쓸쓸한 심정을 매우 진솔하게 형상화하 다. 
꾀꼬리 암수가 짝을 지어 다정하게 나는 모습이 시적 모티브가 되어, 자연
물[黃鳥]과 유리왕의 립적 상황을 이루었다. 암수가 짝을 이루어 날아다
니는 것은 유리왕의 외롭고 고독한 신세에 한 자기연민으로 녹아있으며 
암수가 짝지어 사랑을 속삭인다는 뜻의 ‘자웅상의(雌雄相依)’는 유리왕의 
처량함과 막막한 심정을 담은 ‘수기여귀(0其與歸)’로 립을 이루었다.96) 

96) 황병익, 『고전시가 사랑을 노래하다』, 산지니, 2010, 129-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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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별곡>의 ‘ 동강 건너편 꽃을, 배를 타고 건너가면 꺾을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의 꽃의 상징적 의미가 궁금했다. 어쩌면 건너편 꽃이 동강 건너
편에 있는 다른 여자를 의미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꽃은 시인과 립되는 
상징체라고 생각한다. (D-2-2)

▶ <서경별곡>은 시인이 임에 한 사랑과 임이 화자를 배신하는 행동이 교차
되어 나타난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임을 쫓겠다는 임을 향한 절 적
인 사랑의 마음과 헌신의 자세가 나타난다. 그리고 사공에 한 간접적인 
토로를 통해 임이 자신을 버리고 다른 여자를 찾아가는 데에 한 극도의 
고통도 드러내고 있다. 그리하여 임과 건너편 꽃은 시인과는 립된 인물이
다. (D-2-8)

위의 관점을 통해 B-1-5 학습자는 자연물[黃鳥]과 유리왕의 립 상황을 
정확하게 포착해 시 이해의 심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학습자가 <서경별곡>을 읽고 시적 화자와 건너편 ‘꽃’의 립된 
시적 구성을 파악한 반응 텍스트이다.

    
 <서경별곡> 이 노래의 마지막 구절에 등장하는 화자의 독백적 발화인 
‘ 동강 건넌편 고즐여  타 들면 것고리이다’이 구절은 이전까지의 화자
의 목소리와 확연히 구분되며, 이 구절의 발화가 지니는 함축성 역시 여타
의 부분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다. 이런 이유로 이 구절의 의미가 곧 작품
의 주제를 형성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97) 이 구절은 상당히 애잔
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도, 동시에 임에 한 근원적인 불신마저 담고 있
다. 임이 배를 타고 동강을 건너 저곳으로 가면 곧 다른 꽃을 꺾을 것이
라는 예상은 앞에서 보 던 화자의 극렬한 반응과 비교할 때 의외로 차분
하며, 임을 떠나보내며 가슴 아파했던 자기 자신에 한 냉소적 태도마저
도 느낄 수 있을 정도이다.  
 ‘꽃’의 의미를 화자가 아닌 다른 여인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
기 남아 좌절을 견뎌야 하는 화자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임이 점점 다가가
고 있는 꽃에서 발산되는 발랄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는 화자의 처지를 더
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며, 그만큼 임의 무책임함을 돋보이게 한다.98) 따

97) 김명준, 「<西京別曲>의 구조적 긴 성과 그 의미」, 『한국시가연구』 8집, 한국시가학
회, 2000, 75쪽.

98) 조하연, 「<서경별곡> ‘타들면’ 구절의 사후과잉확신 편향(hindsight bias)에 한 고
찰」, 『문학치료연구』 17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0, 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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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인>에서는 비가 온 후에 경치가 아름답지만, 시인은 이별을 해야 하기
에 슬픔이 크다. 아름다운 배경은 시인의 슬픔과는 립을 이룬다. 이 시
를 읽으면 슬픈 느낌이 강하게 다가온다. 이별의 기한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상봉의 날은 예측할 수가 없다. (E-3-3)

라서 건너편 꽃은 시적화자와는 립된 상황 또는 립된 인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D-2-2 학습자는 <서경별곡>을 이해하는 데 제일 관건인 건너편 꽃과 시
적 화자의 립된 상황을 인식하 다. D-2-8 학습자는 <서경별곡>에서 
시적 화자가 임에 한 사랑과 임이 화자를 배신하는 행동이 교차되어 나
타난다고 한다.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임을 쫓겠다는 임을 향한 
절 적인 사랑의 마음과 헌신의 자세가 나타난다고 하 으며 나중에 사공
에 한 간접적인 토로를 통해 임이 자신을 버리고 다른 여자를 찾아가는 
것에 한 극도의 고통도 드러내고 있다고 하 다. 그리하여 임과 건너편 
꽃은 시인과는 립된 인물이라고 기술하 다. 이 학습자는 <서경별곡>의 

립 구도뿐만 아니라 시적 전개, 상징적인 시적 의미까지도 정확하게 읽
어 냈다는 것을 위의 논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학습자가 정지상의 <송인>을 읽고 작성한 반응 텍스트이다. 

 
 E-3-3 학습자는 비가 온 후에 경치가 아름답지만 시인은 이별로 인해 
슬프다고 하 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경치는 시적 화자의 슬픔과는 립을 
이룸으로써 더욱 애상적인 느낌을 준다고 하 다. 그리고 이별의 기한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상봉의 날은 예측할 수 없다고 기술하 다.  
 <송인> 이 시의 지배적인 색채는 푸른색이다. 봄날 싱그럽게 피어나는 
풀과 넘실 는 푸른 강물이 그러한 예이다. 푸른색은 흔히 희망∙생명력∙
소생 등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연관된 색채이다. 그러나 화자의 심정은 정
반 로 슬프기 한이 없다. 푸른 생명력으로 싱그럽게 변해 가는 온 세상은 
임을 떠나보내는 화자의 마음과 립되어 이별의 슬픔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E-3-3 학습자는 아름다운 자연과 시적 화자의 정서의 립을 포착
하여 <송인> 작품을 아주 잘 이해했음을 보여준다.
 김 행(1980)이 문학의 본질로 설명한 ‘ 립’을 조너선 컬러(J. Culler)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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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 립(binary oppositions)’이라고 일컫고, 이를 중요한 문학적 문법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실제로 이항 립이 시의 주제적 장치로서 빈번히 
활용되는 문학적 관습의 하나라는 점은, 시의 문체론적 분석에서 가장 많
이 분석되는 내용이 바로 이항 립이라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시를 읽는
다는 것은 규칙이 지배하는 의미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며, 독자는 시 속에
서 두 개의 조 쌍을 관련짓는 해석을 찾기를 희망하는 암묵적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99) 
 위의 반응 양상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학습자들은 고전시가의 시적 구
성인 시적 전개, 반복, 칭 등을 파악하 다. 이것은 학습자가 시의 내용
을 구조화하여 아주 잘 이해하 음을 말해준다. 시적 구성에 주목하는 것
은 작품마다 지니고 있는 독특한 구조가 어떻게 작가의 세계관을 보여주
고 주제의식을 표명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분석하면서 이해
를 심화할 수 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 절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의 축적으로 언어적 연쇄를 문학적 구조와 의미로 
치환하는 내면화된 문학적 문법인 문학능력의 일환을 표현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3. 텍스트에 대한 학습자의 해석적 반응

 퍼브스와 리페르의 반응 범주 체계에 의하면 해석(Interpretation)적 반
응은 작품에서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고 그것에 해 일반화하고 추론하고, 
자신과 저자가 거주하는 세계에서 유사함을 찾으려 하는 것이다. 해석적 
반응은 주로 텍스트의 내적 정보에 의한 해석과 학습자의 외적 지식을 활
용한 해석이 있다. 내적 정보에 의한 해석은 텍스트의 내용을 충실히 재현
하거나 의미를 최 한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고 외적 지식을 활용한 
해석은 학습자가 텍스트 외의 요소들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텍스트 자체의 
의미를 넘어서는 발산적인 서술을 의미한다.

99) 고정희, 「배경지식을 활용한 고전시가 교육 연구 - <도산십이곡>을 중심으로-」, 『국어
교육』 138권, 한국어교육학회, 2012, 1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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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가 작품을 해석하는 과정에 연관되는 사고 작용으로는 주로 논리
적 해석과 판단, 개념 파악과 분석, 내용과 구조의 파악 등을 포괄하는 인
지 중심적 사고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작가의 세계관에 한 것이나 상상
의 과정과 어떠한 표현의 의도 등을 아는 것은 이러한 인지적 차원의 사
고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반응과 연상, 윤리적 판단과 가치관, 세계
관 등을 포괄하는 정의적 사고의 역도 함께 기여한다.100) 그리고 학습 
과정에서 이러한 사고능력은 종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인 학습자는 자국 문학 학습 경험에 의한 인지 중심적 사고와 정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텍스트의 내적 정보와 자신의 외적 지식을 활용해 텍스
트에 충실하면서도 새롭게 텍스트의 의미를 발견하고 감상하며 창의적으
로 해석하게 된다. 
 ‘텍스트의 내적 정보에 의한 해석’과 ‘학습자의 외적 지식을 활용한 해석’ 
반응 텍스트는 주로 본 실험에서 제시한 설문지의 1번 문항인 ‘문학 작품
을 읽고 이에 해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쓰십시오. 고전시
가의 어떤 부분에 의해 이러한 생각이나 느낌을 떠올렸는지 쓰십시오.’에
서 선택한 것이다. 
 
1) 텍스트의 내적 정보에 의한 해석

 텍스트의 내적 정보에 의한 해석이란, 퍼브스와 리페르의 전체적인 해석
의 하위 범주로서 모방 해석, 유형 해석 등이 있는데 주로 텍스트에서 제
시된 정보에 근거하여 텍스트의 내용을 충실히 재현하는 진술을 의미한다. 
시를 읽는 과정에서 흔히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은 우선 시어 하나에서부
터 시가 전체에 이르기까지 그 의미가 쉽게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 
텍스트는 일상적 텍스트의 관습적인 언어 사용 자체를 전경화함으로써 
상과 세계, 그리고 그 속에서의 존재에 한 새로운 인식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은 시 읽기의 본질적인 성격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독자 스스로 시의 의미를 파악하

100) 이삼형 외, 『국어교육학』, 소명출판사, 2000, 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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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도하가>에서 백수광부는 아내가 강물을 건너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건너가다가 죽고 말았다. 이 시를 통해 역경(逆境)에 처했을 땐 자기 마음

로 하지 말고 남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그렇지 않
으면 이 시처럼 아주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 시는 성
격이 편집(偏執)한 사람에 한 어쩔 수 없는 아쉬움과 동정심을 표현한 것 
같다. (A-1-13)

▶ <공무도하가>를 읽고 나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너무나 자신의 의견을 고
집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의 잘못
을 발견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은 볼 수가 있다. ‘방관자청(傍觀者淸)’이란 
말처럼 같은 일이라도 밖의 사람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에 고
집만 부리지 말고 다른 사람의 충언(忠言)도 들어줘야 비참한 결과를 초래
하지 않는다.  (A-1-7)

기 위한 시 해석의 일차적인 과정은 시어 하나하나의 기본적인 의미를 밝
히는 일에서 시작된다.101) 학습자들이 <공무도하가>를 읽고 텍스트에 제
시된 정보에 근거하여 해석한 반응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1-13 학습자는 백수광부가 아내의 말림에도 불구하고 강을 건너다가 
강물에 빠져 죽은 스토리를 통해 역경에 처했을 땐 고집을 피우지 말고 
남의 의견을 받아드려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백수광부에 한 아쉬움과 
동정심을 표현한 시라고 기술하 다. A-1-7 학습자도 <공무도하가>를 읽
고 ‘방관자청(傍觀者淸)’이란 말처럼 같은 일이라도 밖의 사람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에 고집만 부리지 말고 다른 사람의 충언(忠言)도 
들어줘야 이처럼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서술하 다.
 이 두 학습자는 남편이 고집이 세서 아내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강을 건너
다가 빠져죽었다고 생각한다. 광부의 모습을 가리키는 “일광부피발제호(一
狂夫被髮提壺)”에 한 의미를 밝힌 논의102)가 있는데 그에 따르면 ‘광부’
는 ‘미친 사내’가 아니라, ‘고집이 센 사내’이고 ‘피발’은 하층민의 모습을 
묘사한 것, ‘제호’는 음주와 관련된 게 아니라 강을 건널 때 사용되는 ‘부
구(浮具)’라는 것이다. 각 문헌에 나타난 해당 글자의 사용 용례에 기댄 
이 논의는 배경설화에서 신비스런 부분을 걷어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나 

101) 김정우, 『시 해석 교육론』, 태학사, 2006, 72쪽.

102) 김 수, 「공무도하가 신해석 – 백수광부의 정체와 피발제호(被髮提壺)의 의미를 중심
으로」, 『한국시가연구』 3집, 한국시가학회, 1998, 45-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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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진유감>은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감정을 표현했다. 아주 불쌍해 
보인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없어 낭만한 곳에 가면 그 사람이 보고 싶
고 슬퍼한다. 또한 보고 싶지만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다. (F-3-2)

▶ <임진유감>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시이다. 시인이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하지 못하여 아주 슬픈 느낌
을 받았다. 시인의 애틋한 자태가 눈에 보이는 듯하다. 임이 찾아오기 어
려울 것을 알면서도 임을 기다리는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한 시이다. 
(F-3-9)

남편의 죽음에 처하는 부인의 낯선 행동, 예컨  공후를 연주하며 노래
를 부른 이후에 스스로 투하한 것은 여전히 신비스러운 진술이다. 
 이 두 학습자는 내적 정보에 근거하여 백수 광부의 행위를 이해하려고 
하 으나 텍스트의 표면적 차원으로 접어들어 고집이 센 사람으로 생각하
게 되었다. 이는 학습자들이 시구의 축어적인 의미를 산문체로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학 작품으로서의 시가는 축어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시
어, 시구, 시절, 시적 이미지, 시적 구성 등에 한 단서로부터 다각적으로 
읽어야 표면적인 이해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전면적이고 심도 있는 이해
까지 나아가게 된다. 
 다음은 학습자가 <임진유감>을 읽고 텍스트의 내적 정보에 근거하여 해
석한 반응 텍스트이다.

 F-3-2 학습자는 <임진유감>을 읽고 텍스트의 내적 정보에 근거하여 시
적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감정을 표현했다고 한다. 그리고 
시적 화자가 아주 불쌍해 보이며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없어 낭만적인 곳
에 가면 그 사람이 보고 싶고 슬퍼한다고 한다. 하지만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리고  F-3-9 학습자는 <임진유감> 이 
작품은 기다리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며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하지 못
하여 아주 슬픈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시적 화자의 애틋한 자태가 
눈에 보이는 듯, 임을 기다리는 마음을 그린 시라고 표현했다. 
 이 두 학습자는 각 연의 관계를 살펴서 시 전체의 내용을 내적 정보에 
근거하여 해석하고 있다. 두 학습자는 텍스트의 표면적인 글자 의미를 해
독하여 ‘미인(美人)’을 모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하고 시적 화자의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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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어린 후니> 이 시는 자신의 사랑을 꿋꿋이 지키겠다는 의지 표현
인 것 같다. 사랑하는 사람이 길이 험난하여 찾아오기 힘든 걸 알면서도 
그리워하며 기다리고 있다. 한국의 시조도 고시사처럼 시인의 감정을 표출
할 때는 비슷하다고 생각된다. 고시사를 보면 시인은 잎, 산, 물 등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은유하여 표현을 한다. 그리고 고  사람들은 현  사람보
다 사랑에 해 더 충성한 것 같다. (G-4-1)

틋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장면을 포착하 다. 이는 아마도 중국의 
이별시가나 애정시가에서 ‘미인’이라는 이미지가 사랑하는 사람을 해석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한나라[漢]의 사마상여(司馬相如)가 
쓴 <봉구황(鳳求凰)>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네,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여인이었네. 하루만 만나지 못해도, 미칠 만큼 아름다
운 여인이었네. (有一美人兮, 見之不忘 / 一日不見兮, 思之如狂)” 이라고 
하 다. 여기서의  ‘미인’은 사마상여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탁문군(卓文
君)을 의미한다.
 다음은 학습자가 <마음이 어린 후니>를 읽고 텍스트의 내적 정보에 근거
하여 해석한 반응 텍스트이다.

 G-4-1 학습자는 서경덕의 <마음이 어린 후니> 작품을 읽고 이 시조는 
자신의 사랑을 꿋꿋이 지키겠다는 의지 표현이라고 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찾아오는 길이 험난하여, 찾아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과 그 사람에 한 그리움을 표현한 시라고 
했다. 그리고 한국의 시조 작품도 중국의 고시사 작품처럼 사람들의 감정
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수단이 비슷하다고 한다. 고시사에서는 시인이 잎, 
산, 물 등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은유하여 표현한다고 한다. 그리고 고  
사람들은 현  사람보다 사랑에 해 더 충성한 것 같다고 해석하 다. 이 
학습자가 텍스트의 내적 정보에 근거하여 해석한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
기 위해 <마음이 어린 후니> 작품부터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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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어린 후(後)니> - 서경덕(徐敬德)

       음이 어린 후(後)ㅣ니  일이 다 어리다.
       만중운산(萬重雲山)에 어늬 님 오리마,
       지 닢 부 람에 여 긘가 노라.

 서경덕의 <마음이 어린 후니> 이 평시조는 황진이를 상으로 지은 시라
고 하며 『해동가요』에 실려 있다. 서경덕은 황진이와 사제지간(師弟之間)
으로 지냈다고 한다. 이 시조는 임을 그리워하는 인간의 순수한 감정과 떠
난 임을 기다리는 마음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초장에서 마음이 어리석어 
하는 일이 어리석다고 자책하는 이유는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어
리석음 때문에 떠나는 임을 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본능인 
사랑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자신의 한계점도 자책하고 있다. 중장에
서의 ‘만중운산’은 구름이 겹겹이 쌓인 깊은 산속이기에 임이 올 수 없는 
상황을 제시하여 임이 찾아올 수 없을 것이라고 체념하고 있다. 그리고 종
장에서는 낙엽, 바람 소리를 임으로 착각하는 본능적인 행동을 하는데 이
와 같은 실상과 착각을 통해 임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심정과 임에 한 
지극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G-4-1 학습자는 텍스트의 내적 정보에 근거하여 <마음이 어린 후니>를 
아주 잘 이해했음을 보여준다. 학습자가 해석한 험난한 길은 ‘만중운산’에 
의해 근거한 것이며, 이는 시적 화자와 임 사이의 단절감을 형상화하는 소
재이기도 하다. 또한 ‘지ᆞ 닙 부 람’은 시적 화자가 임이 찾아오는 
줄 착각을 불러일으킨 소재이다. 이 학습자는 텍스트의 내적 정보에 충실
하여 시의 내용을 아주 잘 이해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학습자가 황진이의 <청산은 내 뜻이오>를 읽고 텍스트의 내적 정
보에 근거하여 작성한 반응 텍스트이다.   



- 80 -

▶ <청산은 내 뜻이오> 이 시를 읽고 푸른 물이 흘러가듯 임이 나를 떠나간
다고 하여, 푸른 산과 같은 내 마음이 변하겠는가? 물과 같이 흘러가는 임
도 나를 못 잊어 저 푸른 물처럼 울면서 갔으면 싶구나 하는 생각이 떠오
른다. (H-4-2)

▶ <청산은 내 뜻이오> 이 작품처럼 현실에서도 남녀 간의 애정(愛情)중에 여
자는 항상 청산처럼 변함없이 남자를 사랑하고 남자는 녹수처럼 흘러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애정중의 여자는 바보라는 말도 자주 한다. 임
이 떠나갔어도 시인은 청산처럼 계속 그 자리에서 임을 사랑하고 기다리겠
다는 의지가 돋보인다. (H-4-19) 

 H-4-2 학습자는 텍스트의 내적 정보에 근거하여 시의 축어적인 의미를 
산문체로 풀어냈다. 학습자는 푸른 물이 흘러가듯 임이 나를 떠나간다고 
하여, 푸른 산과 같은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기술하 다. 그리고 “물
과 같이 흘러가는 임이 나를 못 잊어 물처럼 울면서 갔으면 싶구나”라고 
말하는 시적 화자의 소망까지 파악하 다. 
 H-4-19 학습자는 텍스트의 내적 정보에 근거하여 시적 화자가 청산이고 
임이 녹수이듯이 현실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서술하 다. 그래
서 사랑하고 있는 여자는 바보라는 중국의 낱말을 인용하면서 황진이는 
여자이기에 임이 떠나갔어도 청산처럼 계속 그 자리에서 임을 사랑하고 
기다리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고 하 다. 
 이 두 학습자는 텍스트의 내적 정보에 근거하여 이 작품을 황진이가 자
신을 청산과 동일시하며 임에 한 변치 않는 사랑을 노래하 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 다. 
 이 절에서는 학습자가 텍스트의 내적 정보를 활용하여 텍스트를 구체화
하는 양상들을 살펴보았다. 텍스트의 내적 정보에 근거하여 텍스트의 의미
를 스스로 탐구하는 과정에서 텍스트의 의미를 제 로 파악한 반응 양상
들이 있는 반면, 텍스트 내적 맥락에 한 활성화가 부족하여 오독하는 문
제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가 텍스트의 의미를 제
로 파악하도록 텍스트의 내적 정보에 관련된 배경지식을 적절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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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자의 외적 지식을 활용한 해석

 앤더슨(Neil Anderson)은 텍스트 읽기 지도의 원리 중에 첫 번째로 독자
의 배경지식을 촉진시킬 것을 강조하면서 독자의 배경지식은 읽기 이해에 

향을 줄 수 있다고 제시하 다. 배경지식은 독자가 텍스트에 가져오는 
모든 경험, 즉 인생 경험, 교육 경험, 문화적 배경과 지식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텍스트 읽기를 위한 지도체계를 제시하 는데 그 중에서도 학습자
의 사전 지식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첫 단계로 설정하 다.103) 이러한 점에
서 본다면, 중국인 학습자의 배경지식으로서의 문학적 경험을 활성화시키
는 것은 한국 고전시가 텍스트 읽기의 첫 단계로 설정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다.
 학습자의 외적 지식을 활용한 해석이란, 퍼브스와 리페르의 부분적인 해
석의 하위 범주로서 인물 분석, 배경 추론, 과거 또는 현재에 한 추론 
등이 있다. 이에 해당되는 학습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학습자가 이미 갖
고 있는 외적 지식을 활용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즉 학습자의 배경지
식을 활용하여 해석한다는 의미이다. 배경지식은 특별한 정의 없이 사용되
는 경우가 부분이지만, 종종 ‘스키마’와 같은 말로 이해되기도 한다.104) 
‘스키마’는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경험의 총체로서, 우리가 알
고 있는 세상 모든 일에 한 기억 내용이며 우리의 지식을 가리킨다.105) 
이러한 지식에는 세상 일반적 지식, 사회 문화적 지식, 주제에 관한 지식, 
장르에 한 지식, 통사론 지식, 형태학적 지식 등이 포함될 수 있다.106) 
이러한 지식들은 문학에 한 관점이나 텍스트 분석 방법론의 측면에서 

103) David Nunan, 유제명 외 역, 앞의 책, 2006, 74-79쪽.

104) 고정희, 앞의 글, 2012, 177쪽.

105) 노명완·박 목·권경안, 『국어과교육론』, 갑을출판사, 1988, 215쪽.

106) It is likely that you used at least six types of knowledge (General world 
knowledge, Sociocultural knowledge, Topic knowledge, Genre knowledge, 
Syntactic knowledge, Morphological knowledge) to help you make sense of 
the text; 

   Trica Hedge,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Classroom,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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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인>에서의 ‘군(君)’, ‘남포(南浦)’ 등 단어를 보고 친구와 남포에서 이별
을 그린 시라는 것을 알았다. 중국에서는 남성 친구를 ‘군’이라 부르고 고
시사를 보면 ‘남포’에서도 이별을 많이 한다. 친구와 이별하기 싫은 슬픔과 
또한 친구와의 깊은 우정을 볼 수 있다. 이 시는 중국 문학작품에도 자주 
사용하는 ‘以景喻情’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그리고 시인이 친구
와 이별을 해서 슬픈 건 아는데 그래도 좀 비관적인 느낌을 받았다.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E-3-2)

▶ <송인>이라는 작품은 단순히 친구와의 이별의 아쉬움을 표현하기 위해 쓴 
시인지 의문이 든다. 어딘가 모르게 주인공이 미래 상황에 해 막막해하
는 느낌을 받았다. (E-3-14)

학습자들의 반응에 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은 학습자가 정지상의 <송인>을 읽고 자신의 외적 지식을 활용하여 
작성한 반응 텍스트이다.

 
  E-3-2 학습자는 고시사로 축적된 문학능력에 기반하여 ‘군(君)’, ‘남포
(南浦)’ 등 단어를 보고 친구와 남포에서 이별을 그린 시라는 것을 한순간
에 포착하 으며 <송인>의 주제까지 이끌어내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국 문학작품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이경유정(以景喻情)’의 일면을 
정지상의 <송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서 작품을 이해하기가 쉬었다고 한
다. 그리고 이별에서 오는 슬픔은 이해하지만 시적 화자에 해 무엇인가 
모를 비관적인 느낌도 받았다고 한다. E-3-14 학습자는 이 시는 단순히 
친구와의 이별의 아쉬움을 표현하기 위해 쓴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하
다. 그리고 시적 화자의 미래에 한 막막한 느낌도 받았다고 기술하 다. 
 <송인>에서 정지상이 보여주고자 했던 의미는 단지 이별만이 아니라 정
지상의 세계인식이다. 그는 자아와 세계 사이에는 무너뜨릴 수 없는 장벽
이 있으며, 현실은 기 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횡포를 부린다는 것을 
절감한 것이다. 그러므로 <송인>은 경험적인 이별의 슬픔을 표출한 단순
한 작품이 아니라, 정지상의 시세계가 정립되는 시기에 형성된 세계인식의 
실상을 해명하는 데 중요한 작품이다. 한편으로 <송인>이 지닌 이러한 시
적 의미는 <송인>만이 아니라 정지상의 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
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일정한 의의를 지닌다.
 이 두 학습자는 텍스트의 내적 정보에 충실하면서도 자신의 외적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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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도하가>에서의 백수광부는 어떤 이유로 스스로 물에 들어갔으며, 왜
서 아내는 필사적으로 그의 죽음을 막지 않았을까? 아내가 노래를 마친 후 
남편의 뒤를 따라 물에 몸을 던졌다는 데서 둘의 행동이 너무 이상하게 느
껴진다. 어떤 신앙에 홀렸거나 아님 과거(科擧)에 수시로 낙제한데다 삶의 
빈곤까지 더해져 둘 다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해 죽음을 선택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A-1-7)

활용해 텍스트의 내용과 시적 화자의 정서까지 아주 잘 이해했음을 보여
준다.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에 기반하여 시적 주제는 물론 시적 화자의 
내면세계까지 파악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학습자가 <공무도하가>를 읽고 자신의 외적 지식에 근거하여 백
수광부와 그의 아내의 행위를 해석하려는 반응 텍스트이다.

 A-1-7 학습자는 백수광부가 어떤 이유로 물에 들어갔는지 궁금하며, 정
상적인 아내라면 물에 뛰어 들어가 필사적으로 말렸을 것이라고 한다. 이 
학습자는 자신의 외적 지식을 활용하여 아내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
고 노래를 부른 다음 투하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시를 해석하 다. 그
리고 백수광부와 백수광부의 아내를 어떤 신앙에 홀린 사람, 과거(科擧)에 
수시로 낙제한데다가 빈곤이 더해져 삶의 의미를 잃은 사람이라고 기술하

다. 
 <공무도하가>에 한 연구 중에 조동일107)은 백수광부가 병을 끼고 물에 
들어갔다는 점으로 보아 무당이 되려다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
고, 무당의 권능이 떨어져서 죽음에 이른 사람으로 볼 수도 있으며, 술에 
취한 주신(酒神)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하 다. 또한 미치광이의 행색과 
그의 아내가 슬프게 울며 노래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 삶의 곤궁함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아 당시 민중의 고달팠던 생활상을 반 한 노
래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A-1-7 학습자는 <공무도하가>에서 두 인물의 행동을 자신의 배경지식에 
의해 추측하고 어떻게든 시를 해석하려고 노력하려는 모습이 엿보인다. 이
는 바로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을 통한 습관화된 문학적 사고력이 한국 

107) 조동일 외, 『한국문학강의』, 길벗출판사, 2015, 2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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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별곡> 이 시는 겉으로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슬픈 마음
을 표현하기 위해 쓴 시처럼 보이지만 사실 시인이 조국의 멸망에 해 쓴 
시이다. “서경(西京=現‘平壤’)이 서울이지만은, 중수(重修)한 곳인 소성경
(平壤)을 사랑합니다만” 이 문장을 본 후 억압받은 시 라고 추측했다. 이 
시는 후회스러움, 원망, 서러움 등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다는 것을 알
게 되었다. 국가의 멸망에 한 근심 걱정, 무력감이 가득 차 있어 보인다. 
나라를 너무 사랑하지만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 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D-2-16)

▶ <서경별곡>은 읽고 나는 남녀 이별을 그린 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친구
는 조국의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쓴 시라고 한다. 나는 그
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국의 역사를 보면 고려시기는 분열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D-2-13)

고전시가를 해석하는 데 무의식적인 안내자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학습자의 이러한 추측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음을 위의 논의에 근거하
여 확인할 수 있다. 즉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으로 축적된 문학능력이 한
국 고전시가를 해석하는 데 전이되어 스스로 발휘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은 학습자가 <서경별곡>을 읽고 자신의 외적 지식에 근거하여 해석
한 반응 텍스트이다.

 <서경별곡>을 읽고 작성한 D-2-16 학습자의 반응 텍스트에서는 자신의 
외적 지식에 근거하여 텍스트의 시어와 시행을 해석하고 있다. 학습자는 
“서경(西京=現‘平壤’)이 서울이지만은, 중수(重修)한 곳인 소성경(平壤)을 
사랑합니다만” 이 시구를 한민족과 침략자와 연계시켜 억압 받는 시 라
고 추측하고 있다. 이 학습자가 애국시라고 판단한 것은 아마도 서경(西
京: 현재의 평양)이라는 단어가 미치는 향이 컸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
은 학습자가 시구의 상징적 의미를 해석할 때 텍스트의 내적 정보보다는 
자신의 외적 지식을 활용해 자신이 원하는 해석 방향으로 풀어나갔기 때
문이다. 이러한 반응은 텍스트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양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해석 과정이 문학능력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외적 
지식을 텍스트와 관련시키는 것의 적절성에 한 고려도 뒷받침되어야 해
석의 타당성을 잃지 않게 된다. 
 D-2-13 학습자는 학습 활동지를 작성할 때 친구와의 토론에 해 언급
하고 있다. 친구는 조국의 통일을 바라는 시라고 해석하 지만 D-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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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조가>를 읽고 나니 구체적인 장면이 나온 것 같다. 아름다운 봄날에 한 
쌍의 황조가 나뭇가지에 모여 있으나 이 사람은 혼자서 이 화목한 풍경을 
바라보는 장면이 떠올린다. 중국 사극을 보면 왕궁에서 왕비들끼리 서로 
왕의 사랑을 받으려고 싸움을 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또한 작자의 외
로움을 느낄 수가 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없어서 너무 
슬픈 것 같다. 이별한 상 방을 너무 그리워하는 느낌을 받았다. 나뭇가지
에 꾀꼬리들도 한 쌍인데 혼자인 자신과 비교되는 느낌이 들어 더욱 치희
에 한 그리움이 두드러지게 묘사된 것 같다. 하지만 한 나라의 왕으로써 
왕비 하나 잃은 것에 해 이렇게까지 슬퍼하다니 좀 놀랍기도 하다. 이 
또한 아무리 단한 왕이라도 아주 평범한 사랑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된
다. 또 한편으로는 무슨 다른 이유로 슬퍼하는 건 아닐까 싶다. (B-1-5)

학습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역사적 지식에 근거하여, 한국의 고려시기는 
분열되지 않아 저항시로 보는 게 마땅하지 않다고 자신의 관점을 정립하

다. 이 학습자는 친구의 해석에 의해 관점을 조정하지 않았으며 텍스트
의 중요한 요소인 사건과 시간을 논리성의 전제로 내세웠다. 이야기는 그 
자체로 시간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리쾨르는 시간과 서사성을 긴 히 
연관지음으로써, 시간성이 이야기 안에서 언어화되는 실존의 구조이며 이
야기는 시간의 특질에 관계 맺는 언어의 구조임을 밝혔다.108) 따라서  
D-2-13 학습자처럼 텍스트를 접했을 때 우선 작품의 시 적 배경에 주목
해야 텍스트를 해석하는 데 타당성을 잃지 않게 된다. 
 다음은 학습자가 <황조가>를 읽고 자신의 외적 지식에 근거하여 작성한 
반응 텍스트이다.

 B-1-5 학습자는 <황조가>를 읽고 아름다운 봄날에 한 쌍의 황조가 나뭇
가지에 모여 있으며 시적 화자가 이 화목한 풍경을 바라보는 구체적인 장
면이 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중국 사극에서 자주 등장하는 왕비들의 싸우
는 장면이 환기되어 이 시를 이해하기가 쉽다고 하 다. 
 학습자들은 텍스트를 읽으면서 텍스트가 진술하고 있는 상황을 머릿속에
서 그리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 이것을 심적 표상이라고 한다. 
심적 표상에 의하면 독자의 이해 과정 중에 독자의 마음에 형성되는 것은 

108) 김애령, 「이야기로 구성된 인간의 시간 – 리쾨르의 서사이론」, 『철학과 현상학 연구』 
18집, 한국현상학회, 2001, 2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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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가 실제-세계 상황을 인식하면서 그 실제-세계 상황을 캡슐화하는 과
정을 통해, 명시적인 텍스트 진술의 문자적 의미를 넘어 나아간다는 것이
다.109) 즉 학습자들로 하여금 텍스트를 읽고 이해한 내용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라고 하면 학습자들은 자신이 그린 심적 표상을 구술하는 것이다. 
이러한 심적 표상은 이야기성을 띠게 되는데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줄거리
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이야기를 서술함으로써 텍스트의 정보
와 추론한 정보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구성하게 된다. 
 또한 B-1-5 학습자는 유리왕이 한 나라의 왕으로써 왕비 하나 잃은 것
에 해 이렇게도 슬퍼하는 것에 놀랐으며, 아무리 단한 왕이라도 아주 
평범한 사랑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 다. 그리고 이렇게 
슬퍼하는 이유가 치희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추측하
고 있다. 학습자의 이러한 추측 결과는 아래의 논의에 근거하여 정확하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치희와 이별한 것을 계기로 자신의 처지를 돌이켜 본 것은 사실이지만, 
유리왕의 이 모든 감정이 오로지 치희 때문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왜
냐하면 <황조가>를 부른 근본적인 계기는 유리왕 내면의 깊은 고독감에 
있기 때문이다. 유리왕의 고독은 그 가족사에서 비롯한다. 형제 하나 없이 
자랐고, 아버지 주몽과는 어릴 적에 헤어져 ‘애비 없는 자식이라서 이처럼 
버릇이 없다’는 괄시와 모욕을 감수하며 살았다. 우여곡절 끝에 고구려로 
들어와 주몽을 만나지만 곧 사별했고, 첫 번째 왕비인 송양의 딸과도 1년
여 만에 사별했다. 정치적 고독도 만만치 않았다. 여기에 결혼 생활의 고
독까지 더해진다. 국내외 관계, 외래 세력과 토착세력의 알력 속에서 미처 
왕권을 다지지 못한, 현실적∙정치적 좌절감이 깔려 있고, 내외적으로 
복잡다단한 정치 현실에서 고독을 달랠 상 도 없이 그저 ‘견제와 정략’속
에서 살아야 하는 막막한 심정을 담았다.110) 이러한 내면세계를 다정하게 

109) mental representations (proposition, mental model, image) is that what is 
formed in the reader's mind during comprehension goes well beyond the 
literal meaning of the explicit text statements, encapsulating real-world 
situations as the reader perceive them; 

   Keiko Koda, Insight into Second Language Reading - A Cross – Linguistic 
Approach,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124. 



- 87 -

사랑을 나누는 꾀꼬리와 조시켜 묘사함으로써 유리왕의 신세 한탄은 더
욱더 애조를 띤다. 즉 유리왕은 치희와의 이별을 계기로 새삼 절감한 자기
주변과 정치 상황에 한 성찰, ‘고독∙상실감∙자기 연민’ 등의 내면을 
매우 진솔하게 형상화하여 나타냈다.
 학습자의 외적 지식을 활용한 해석적 반응은 학습자들이 자국어 문학 학
습 경험으로 축적된 문학적 사고력에 의해 한국 고전시가를 해석하는 것
이다. 그러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이 활용한 지식의 정확성의 여
부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텍스트에 적합하지 않은 지식을 활용
하게 되면 위의 반응 양상을 통해 확인했듯이 텍스트 해석의 타당성을 잃
게 된다. 

4. 텍스트에 대한 학습자의 평가적 반응

 퍼브스와 리페르의 반응 범주 체계에 의하면 평가(Evaluation)적 반응은 
작가의 방법에 한 평가와 작가의 관점에 한 평가로 나뉜다. 작가의 방
법에 한 평가는 이야기 구성 방법에 한 평가로서, 이야기 형식에 한 
평가, 수사적 장치에 한 평가 등을 포함하고, 작가의 관점에 한 평가
는 도덕적 의미, 도덕적 용인성에 한 평가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본고
에서는 평가적 반응을 텍스트의 미적 특성에 한 평가(작가의 방법에 
한 평가), 학습자의 윤리적 태도에 의한 평가(작가의 관점에 한 평가)로 
분류하고자 한다.
 ‘평가’는 학습자가 그 작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한 진술을 포함하는 
것이다. 문학은 본질적으로 가치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가치 판단을 요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의 가치 판단 능력이 향
상 되며, 가치의 문제를 생각하는 태도 또한 지니게 된다.111) ‘태도’라는 
용어는 마음가짐 또는 사물을 보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마음가짐 혹은 사
물을 보는 방식에는 열 사람이면 열 가지 색채가 있는 것처럼 다양한 세

110) 황병익, 『고전시가 사랑을 노래하다』, 산지니 출판사, 2010, 129-165쪽. 

111) 김 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 학교출판부, 1999,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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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성립될 수 있고, 또한 다양한 세계관이 성립할 수 있다.112) 같은 문
학작품에 해 바라보는 각도가 다름에 따라 태도의 형성도 다르다는 것
이다. 야우스는 어떤 주어진 시기의 문학 텍스트를 평가하기 위해 독자들
이 사용하는 기준을 ‘기  지평’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그리고 통상의 읽
기와 쓰기는 이러한 지평 내에서 일어난다113)고 주장하 다. 중국인 학습
자가 한국 고전시가 텍스트를 평가할 때 사용한 ‘기  지평’은 자국 문학
의 교육을 통해 지닌 것이기에 상 적이지가 않다. 하지만 독자가 문학적 
태도를 기반으로 텍스트에 해 평가를 하는 것은 자아와 타자를 구분하
면서도 독자의 정체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문학교육에서 적극 고려
되어야 하는 수용의 모습이기도 하다.114) 중국인 학습자는 문학적 태도를 
기반으로 텍스트의 미적 특성이나 자신의 윤리적 태도에 의해 텍스트를 
평가하게 되며,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도 성찰할 수 있
게 된다. 
 ‘텍스트의 미적 특성에 한 평가적 반응’과 ‘학습자의 윤리적 태도에 의
한 평가적 반응’ 텍스트는 주로 본 실험에서 제시한 설문지의 1번 문항인 
‘문학 작품을 읽고 이에 해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쓰십시
오. 고전시가의 어떤 부분에 의해 이러한 생각이나 느낌을 떠올렸는지 쓰
십시오.’에서 선별한 것이다.  

1) 텍스트의 미적 특성에 대한 평가

 텍스트의 미적 특성에 한 평가란, 퍼브스와 리페르의 작가의 방법에 
한 평가의 하위 범주로서 문학적 장치 면에 한 평가를 의미한다. 문학은 
본질적으로 가치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가치 판단을 요
구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치 판단 능력이 향상 되며, 가치의 문제를 
생각하는 태도를 지니게 된다. 갈다와 비치(Galda ＆ Beach)는 독자는 인

112) 夏目漱石 지음, 황지헌 옮김, 『나츠메 소세키 문학예술론』, 소명출판, 2004, 174쪽.

113) Raman Seldon∙Peter Widdowson∙Peter Brooker, 정경호∙윤지관∙정문 ∙여
건종 옮김, 앞의 책, 2014, 77쪽.

114) 이나향, 앞의 글, 2016, 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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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도하가>에서 그 아내가 미치광이 광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시는 감화력(感化力)이 강하다. 글자 수가 적은 데 
비해 내용을 충실히 표현해 독자로 하여금 더 쉽게 그 아픔을 느낄 수 있
게 된다. (A-1-12)

▶ <공무도하가> 시의 내용이 매우 간단하고, 좀 어이가 없어 보인다. 중국의 
시가는 간결하지만[凝練] 의상(意象)이 명확하여 알기가 쉽다. (A-1-7)

▶ <임진유감> 이 시는 비록 짧지만 예상보다 많은 내용을 잘 표현했다. 작자
는 짧은 문장으로 오히려 더 많은 감정을 드러낸다. 사무치게 닥쳐오는 그
리움과 마음속의 슬픔이 강가의 난초를 보니 더욱 진지하게 느껴진다. 이
러한 표현은 기다림의 애절함을 강화시키고 더욱 진실되게 묘사하여 이해
하기가 쉬웠다. (F-4-9)

간의 삶을 창조적으로 형상화한 문학 작품을 심미 체험하고 자신의 경험
세계를 음미하며 가치를 판단하여 자기 나름의 가치 체계를 형성한다고 
하 다. 독자에게 형성된 가치 체계는 고정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문학 작
품을 읽고 얻게 되는 가치로 인하여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하다고 하
다.115) 학습자들은 주로 문학적 장치, 즉 문학 작품의 구성적 특징, 표현
기법 등에 해 평가하게 되는데 학습자들의 반응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F-4-9 학습자는 <임진유감> 시 텍스트의 간결성과 그 속에 포함된 풍부
한 감정에 한 해석을 통해 시 텍스트의 구성 및 표현 특징에 해 긍정
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 학습자는 시의 편폭은 비교적 짧지만 많은 내
용과 감정을 표현했다고 하 다. 또한 강가 난초의 묘사는 기다림의 애절
함을 강화시키고, 기다리는 마음을 더욱 진실하고 핍진(逼眞)하게 표현했
다면서 시인이 사용한 수법에 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음은 학습자가 <공무도하가>를 읽고 텍스트의 미적 특성에 해 평가
한 반응 텍스트이다.

 
 A-1-12 학습자는 <공무도하가> 작품이 감화력이 강하고 편폭이 비교적 
짧지만 시적 화자의 ‘사랑, 슬픔’ 등의 다양한 감정을 읽어냈다고 한다. 그

115) 서민정, 「가치 수용적 심미 체험을 위한 문학 교육 연구」, 한국교원 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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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리> 이 시는 자신의 감정을 너무 직설적이게 표현한 게 좀 아쉽다. 
중국 고시사를 보면 음미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는데 이 시는 시라기보
다 떠나는 사람에게 건네는 화인 것 같다. (C-2-6)

▶ <가시리> 이 시는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다. 언어의 전달이 상 방과 화
를 하듯이 진정성이 느껴진다. 오히려 시어가 간단하여 쉽게 깊은 정을 느
낄 수가 있게 된다[語淺情深]. (C-2-8) 

리고 독자들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 표현했다고 텍스트의 미적 특성에 
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A-1-7 학습자는 <공무도하가>를 읽고 시의 내용이 매우 간단하고 좀 어
이가 없어 보인다고 하면서 중국의 시가는 간결하지만[凝練] 의상(意象)이 
명확하여 알기가 쉽다고 하면서 <공무도하가> 텍스트에 해 부정적인 평
가를 하고 있다. 이 학습자는 <공무도하가> 노래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는 
‘물’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파악하지 못하 다. ‘물’의 이미지 변화를 따라 
가는 것은 이 시를 이해하는 데 단히 중요한 축이다. 이 학습자는 기존
에 형성된 문학적 경험을 과도하게 의존한 이유로 다른 학습자들처럼 다
양한 반응을 자아내지 못하게 되었다. 
 다음은 학습자가 <가시리>를 읽고 텍스트의 미적 특성에 해 평가한 반
응 텍스트이다.

  
 C-2-6 학습자는 <가시리>의 간결한 형식, 소박하고 진솔한 시어 즉 시
적 장치에 해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중국 고시사를 보면 음미할 수 있
는 아름다움이 있는데 <가시리>는 시라기보다 떠나는 사람에게 건네는 
화인 것 같다고 기술하 다. C-2-8 학습자는 오히려 <가시리>의 소박하
고 진솔한 시어에 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진솔한 
시어로 인해 독자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하 다. 이러한 
반응은 개인의 시적 취향에 의한 반응이라 볼 수 있다.
 C-2-6 학습자와 C-2-8 학습자가 <가시리> 작품의 질에 해 찬반이 엇
갈리고 있는 이유는 이 노래가 아무런 형상화의 장치도 지니고 있지 않다
는 점 때문이다. C-2-6 학습자처럼 오로지 이런 관점에서만 문학을 보고
자 한다면 이 작품은 별반 두드러진 가치를 인정받기가 어렵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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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어린 후니>에서 나타난 여성의 소극적인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 
삶은 개척하는 것이다. 깊은 산 속에 살고 있다면 인연을 만들기 위해 그 
곳을 벗어나야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여인이야말로 진정 어리석다고 생각한
다. (G-4-3)

C-2-8 학습자처럼 이 작품이야말로 진솔한 감정을 곡진하게 표현해 시가 
작품의 백미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텍스트와의 접점이 풍부해져 다양한 반
응을 자아내게 된다. 이렇듯 문학 장치에 한 상반된 평가는 문학을 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학습자의 윤리적 태도에 의한 평가

 윤리적 태도에 의한 평가란, 퍼브스와 리페르의 작가의 관점에 한 평가
의 하위 범주로서 시적 주제, 상, 시적 화자에 해 도덕적, 윤리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학은 불가피하게 윤리적 태도의 의식적, 무의
식적 강화를 포함한다. 어떠한 문학예술작품이라도 윤리적 문제와 정면
결하지 않고 또 어떤 사회적 철학의 문맥에서 거론하지 않고서는 어떤 결
정적인 방식으로 다룬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 가치관의 구조는 인간 
삶의 어떤 토론에도 근본적이다. 보통의 학생들은 텍스트에서 만난 인물들
의 행위에 해 자연스럽게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116)

 따라서 윤리적 태도에 의한 평가적 반응들은 학습자에 따라 아주 간단하
게 언급될 수도 있고 정교한 기준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분석될 수도 있
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은 피상적이거나 인상적일 수도 있고 비교적 구체
적이고 심층적일 수도 있다. 
 다음은 학습자가 서경덕의 <마음이 어린 후니>를 읽고 자신의 관점을 표
명한 반응 텍스트이다.

 G-4-3 학습자는 <마음이 어린 후니>에서 나타난 여성의 소극적인 태도
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한다. 삶은 개척하는 것이기에 깊은 산 속에 살고 있
다면 인연을 만들기 위해 그 곳을 벗어나야지 왜 임만을 하염없이 기다리

116) Louise M. Rosenblatt, 김혜리·엄해  역, 앞의 책, 2006,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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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조가>에서 꾀꼬리도 한 쌍 [雌雄相依]이듯이 서로에게 마음을 품어야 
행복한데, 유리왕은 화희와 치희 두 아내를 삼았으니 결국 비극의 결말을 
암시한다. 물론 전통사회에서는 일부다처(一夫多妻)가 가능하지만 현 사회
에서 검증됐듯이 세 사람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리고 유리왕은 남아 있는 화희와 잘 살았을 까 궁금하다. (B-1-7)

▶ <공무도하가>를 읽고 나는 부인의 행위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미치광이 
남편이 죽었으면 오히려 홀가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부인이 남편을 따
라 죽어 큰 반전이라고 생각한다. 술주정뱅이 미치광이 남편을 두어 마음
고생이 많았을 텐데 그런 남편을 따라서 죽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간
다.  (A-1-9)

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어리석다면서 시적 화자의 행위에 해 평가를 하
고 있다. 임만을 기다리는 여성상을 자신의 가치 체계에 근거하여 소극적
으로 명명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평시조는 앞에서 해석했듯이 시적 화자는 남자이다. 하지만 이 학습자
에 해서는 시적 화자의 성적 정체성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 듯싶다. 왜냐
하면 이 학습자는 기다리고 있는 시적 화자의 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학습자는 <마음이 어린 후니> 이 텍스트를 수용할 
때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윤리적 태도가 개입되면서 시적 화자에 해 자
신의 관점을 표명하게 되었다. 
 다음은 학습자가 <공무도하가>를 읽고 자신의 윤리적 태도에 근거하여 
작성한 반응 텍스트이다.

 A-1-9 학습자는 <공무도하가>를 읽고 부인의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그는 미치광이 남편이 죽었으면 오히려 홀가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
데 부인이 남편을 따라 죽어 큰 반전이라고 하 다. 이 학습자는 남편이 
술주정뱅이 미치광이라는 배경지식을 접하자 남편의 행동에 한 부정적
인 측면이 부각되어, 자신의 신념, 가치관에 의해 자신만의 기준으로 판단
하고 평가하고 있다. 
 다음은 학습자가 <황조가>를 읽고 자신의 윤리적 태도에 근거하여 작성
한 반응 텍스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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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별곡>의 제일 마지막 연을 보면 시인은 임이 배를 타고 건너편에 도
착하면 다른 여자와 사귈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시인이 의심병이 많거나 아니면 임이 자신과 같
이 있을 때도 믿음을 주지 못한 인품이 나쁜 사람일 것이다. 만약 임이 이
런 나쁜 인품을 가졌다면 임에 해 빨리 단념을 해야지 만류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C-2-4) 

  B-1-7 학습자는 <황조가>를 읽고 꾀꼬리도 한 쌍이듯이 사람도 서로에
게 마음을 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전통사회에서는 일부다처
(一夫多妻)가 가능하지만 현 사회에서는 세 사람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는 좀 어려운 것 같다며 기술하 다. 이 학습자는 다른 학습자들과 달리 
<황조가>의 혼인제도에 해 주목하 으며, 유리왕은 두 부인을 삼았으니 
이러한 결말은 예견된 것이라 기술하 다. 즉 이 학습자는 사랑에 한 충
성심을 중요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텍스트와 유리왕을 바라보면서 평가하
고 있다. 
 다음은 학습자가 <서경별곡>을 읽고 자신의 윤리적 태도에 근거하여 임
의 인품에 해 평가한 반응 텍스트이다.

 C-2-4 학습자는 <서경별곡>를 읽고 마지막 연에 주목을 하 다. 그 이
유는 임이 배를 타고 건너편에 도착하면 다른 여자와 사귄다고 걱정을 하
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적 화자의 불안한 감정에 해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 다. 하나는 시적 화자가 의심병
이 많은 사람이거나 다른 하나는 임의 인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학습자는 다른 학습자들과 달리 떠나는 임의 인품에 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C-2-4 학습자의 이러한 해석은 아래의 논의에 근거하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임이 배를 타고 동강을 건너 저곳으로 가면 곧 다른 꽃을 꺾을 것이라
는 예상은 앞 구절에서 보 던 화자의 극렬한 반응과 비교할 때 의외로 
차분하며, 보기에 따라서는 임에 한, 그리고 임을 떠나보내며 가슴 아파
했던 자기 자신에 한 냉소적 태도마저도 느낄 수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화자가 묘사하는 임의 이러한 모습은 화자가 사랑했던 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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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존재인지, 과연 화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에 해 의심하도록 만든다. 화자가 마치 이미 임이 얼마든
지 자신을 떠날 가능성이 있었음을 알고 있던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점이
다. 동강을 건너면 다른 꽃을 꺾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 위해서는 임이 
원래 그럴 만한 사람이거나, 혹은 상황이 얼마든지 이별로 이어질 수 있다
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구절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이별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태도를 보
이고 있는 것이다.117) 
 이 절에서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일정한 기준을 세우고, 자신의 가치관에 
의해 시적 상이나 시적 화자, 텍스트의 배경 지식 등에 해 윤리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반응 양상은 학습자들의 개인적인 의견
이 포함되기에 텍스트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실현하는 학습자의 또 다른 
표현 양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5. 학습자의 반응에 나타난 문제와 원인

 앞에서 이별시가 텍스트에 한 학습자의 연합적 반응, 지각적 반응, 해
석적 반응, 평가적 반응 양상을 면 히 살펴본 결과, 자국어 문학 학습 경
험은 이별시가를 수용하는 데 바탕이 되어 주로 긍정적인 향을 끼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텍스트 
의미 오독, 텍스트 분석 능력 부족으로 인한 텍스트 이해 미흡, 텍스트에 

한 참여 의식 부족으로 인한 텍스트 전유 실패, 자국 문학 우월주의로 
인한 비판 의식 표출 등 일정한 한계점도 살펴볼 수 있었다. 다음은 본 실
험에서 학습자들이 작성한 반응 텍스트를 선별하여, 이러한 한계점을 보여
주는 구체적인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117) 조하연, 앞의 글, 2010, 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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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별곡>는 한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러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背井離鄕] 내용을 담고 있다. 가는 길이 험난하고 고달프지만 임에 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雖路途艱辛但不能摧毁忠貞不渝的愛]. (D-2-5)

▶ <서경별곡>은 국가 멸망에 한 비분함과 무력감을 표현했다. 이 작품을 
읽고 중국 두보(杜甫)의 <춘망(春望)>이 생각나는 데 이 두 시는 다 나라를 
잃은 시인의 슬픈 정서를 표현했다. 또한 고국에 한 열렬한 사랑을 표현
했다. (D-2-7)

1)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텍스트 의미 오독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은 학습자가 고전시가 읽기를 수행하는 전반 과정
에 향을 미친다. 시 읽기는 축어적 읽기부터 시작한다. 시의 축어적인 
의미를 제 로 파악해야 텍스트를 더 깊이 감상하거나 창의적으로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축어적 읽기는 시 해석적 읽기와 구성적 
읽기의 바탕이 된다.118) 학습자가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해 고전시가 텍
스트의 축어적인 의미를 읽어 내지 못하면 텍스트의 의미를 오독하게 된
다. 텍스트의 의미를 오독하면 텍스트에 의해 환기된 개인적 경험이나 자
국의 문학 작품마저 고전시가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큰 의미를 발
휘하지 못하게 된다.
 다음은 학습자가 <서경별곡>을 읽고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반응 텍스트이다. 

 D-2-5 학습자는 <서경별곡>은 고향을 떠나 임을 찾는 여정에 들어섰으
며, 가는 길이 험난하고 고달프더라도 임에 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서
술하 다. 그리고 D-2-7 학습자는 <서경별곡>은 국가 멸망에 한 비분
함을 표현한 시라고 서술하 다. 이 작품을 읽고 중국 당나라 시인 두보
(杜甫)의 <춘망(春望)> 작품을 언급하면서 두 편의 시는 모두 나라를 잃은 
시인의 슬픈 감정을 표현했다고 한다. 두보의 <춘망>119)은 반군에게 함락

118) 이명봉, 앞의 글, 2017, 152쪽.

119) 번역본은 아래와 같은 책을 인용하 다. 
   杜甫 著, 楊倫 編注, 李官成 譯, 『杜詩鏡銓 1』, 問津, 2013, 344쪽.
   나라는 망했어도 산천은 변함없는데, 봄은 와도 장안에는 잡초만 무성하네. 시절이 처

량하니 꽃을 보아도 눈물 흐르고, 이별 한스러워 새소리에 마음 구슬프네. 봉화는 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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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어린 후니> 시 제목의 ‘후(後)니’의 뜻과 첫 연의 ‘마음이 어리석
으니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에서의 ‘어리석다’ 뜻을 모르겠다. 이 시의 내
용은 략 사랑에 한 견수(堅守), 자신의 감정을 자연에 의지하여 표현한 
시인 것 같다. (G-4-3)

▶ <마음이 어린 후니>의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하 다. 이 시는 나이와 상관
없이 마음이 젊으면 사람이 늙지 않는다는 내용인 것 같다. (G-4-14)

된 장안(長安)에 억류되어 참혹한 관경을 목도(目睹)하면서 어김없이 찾아
온 봄을 슬퍼하며 나라와 가족에 한 근심을 표현한 오언율시(五言律詩)
이다.
 이 두 학습자는 <서경별곡>의 첫 연부터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텍스트의 축어적인 의미를 제 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어 텍스트의 전체 
내용을 오독으로 이끌게 되었다. D-2-7 학습자는 <서경별곡> 작품의 주
제를 저항시로 오독하게 되어 환기된 중국 문학 작품마저 같은 맥락의 작
품으로 보았다. 따라서 환기된 자국 문학 작품이 한국 고전시가를 이해하
는 데 큰 의미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문학과 정치가 긴 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제국 침략, 억압 등 굴욕을 당한 역사가 있으며, 침략 당한 시기에 
문학은 억압에 저항하는 무기가 되었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는 시  배
경을 결합하여 읽는 방식에 익숙하다.120) 이러한 문학 경험으로 인해 중국
인 학습자들은 <서경별곡>을 단순한 이별시가로 인식하는 것보다 시인이 
할 수 없이 사랑하는 서경(현재: 평양)을 떠나야만 하는 리얼리즘 시로 인
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은 학습자가 <마음이 어린 후니>를 읽고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텍
스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반응 텍스트이다.

 G-4-3 학습자는 시 제목의 ‘후(後)니’, 첫 연의 ‘마음이 어리석으니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에서의 ‘어리석다’의 지시적인 의미 파악이 어려웠다고 

을 연 이으니, 집에서 온 편지 너무나 소중하구나. 흰머리 긁으니 더욱 짧아져, 아무리 
애써도 비녀 꽂을 수 없구나. (國破山河在, 城村草木深. 感時花濺淚, 恨別鳥驚心. 烽火
連三月, 家書抵萬金. 白頭搔更短, 渾欲不勝簪.) 

120) 이명봉, 앞의 글, 2017, 1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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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하 다. 그리고 <마음이 어린 후니> 이 시의 내용은 략적으로 사랑
에 한 견수(堅守), 자신의 감정을 자연에 의지하여 표현한 시인 것 같다
고 기술하 다. 이 학습자는 시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지 않고 시어 하나하
나를 번역하면서 시를 이해하는 관습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학습자는 두 
단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자 자신이 구성한 시적 의미에 해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다행히 이 시는 자연물을 다루는 구절과 마음이라
는 단어가 존재하기에 시의 략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G-4-14 학습자는 <마음이 어린 후니> 이 시의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하

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리고 이 시의 내용은 나이와 상관없이 마음
이 젊으면 사람은 늙지 않는다는 내용이라고 기술하 다. 아마 이 학습자
는 ‘어리석다’의 축어적인 의미를 ‘어리다[年輕], 젊다’의 의미로 오독하여 
위와 같은 시적 의미를 구성하 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절에서는 학습자가 시의 축어적인 의미를 제 로 파악하지 못하여 시
의 내용을 오독한 경우들을 살펴보았다. 고전시가에는 간혹 ‘어리석다’ 등
과 같은 상 적으로 어려운 어휘가 존재한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들이 
일차적으로 정확하게 시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텍스트 내에 어려운 
어휘가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시어들을 면 히 살펴본 후, 
어려운 어휘가 있으면 중국어로 설명해줌으로써 학습자들의 이해력을 증
가시켜야 한다. 즉 교사는 학습자로 하여금 텍스트에 해 보다 깊이 있는 
의미 구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

2) 분석 능력 부족으로 인한 텍스트 이해 미흡

 분석 능력은 작품 해석에 바탕이 되는 사실이나 정보, 장르적 특징과 관
련된 지식, 문학 이론과 표현 기법 등이 얽혀서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무
엇이며, 어떠한 매커니즘으로 이들을 연결 짓고 의미를 밝혀내는지 설명 
가능한 어떠한 틀이나 체계를 분석해낸다는 것이다. 또한 많은 정보 차원
의 지식들이 얽혀서 어떠한 과정과 원리를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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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도하가>에서의 미치광이 남편은 책임감이 없어 보인다. 그의 아내가 
그렇게 뒤에서 부르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종일관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無動于衷]. 그래서 나는 미치광이가 책임감이 없고 고집이 센 것 같
다. (A-1-12)

▶ <황조가>는 유리왕은 왕비가 여러 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쌍의 황조
처럼 아주 평범하고 진정한 사랑을 만나지 못해 슬퍼 보인다. (B-1-14)

▶ <가시리>에서는 한 여자의 남편이 떠나버렸다. 그 여자가 많은 상처를 받
았고 마음이 너무 슬픈 것 같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
는 모습을 그렸다. 이 세상에는 원한 것은 절  없는 것처럼 사랑도 일
시적인 것이니 그 사람이 떠나려고 하면 손을 놓아서 보내줘야 한다. 
(C-2-14)

해 아는 것도 필요하다. 
 자료로 제시된 중요한 정보에 한 읽기는 인지적 차원의 텍스트 해석에 
해당되는 것이다. 텍스트에서 어떠한 표현 기법이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등을 아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된다. 
핑어후트(K. Fingerhut)는 텍스트의 분석이 선행하고 이를 토 로 생산적 
과정이 전개된다고 보면서 창의적으로 텍스트를 읽는 데에는 생산적 동인
과 분석적 동인이 함께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핑어후트는 텍스트
의 창조적 작업은 언제나 분석적 작업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서, 이해의 본
질이 인지적 차원에 있다고 한다.121) 개념 파악, 분석, 기억 및 재생에 관
련된 사고를 사실적 사고122)라고 한다면 추론적 사고는 정보 차원의 지식
의 분석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고전시가에서 구성하는 내용 요소들
이 작품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아는 것은 학습자의 분석력
을 향상시키는 필수적 과정이 되는 것이다.
 다음은 학습자가 분석 능력 부족으로 인해 텍스트 이해에 미흡한 양상을 
보인 반응 텍스트이다.  

 A-1-12 학습자는 <공무도하가>에서 아내의 말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121) 권오현, 「이해의 생산성과 문학교육」, 『국어교과교육연구』 2집, 국어교과교육학회, 
2001, 4-5쪽.

122) 서혁, 「국어적 사고력과 텍스트의 주제적 이해」, 『국어교육학연구』 7권, 국어교육학
회, 1997, 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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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반응도 취하지 않는 모습에 해 책임감이 없고 고집이 세다고 진
술하 다. B-1-14 학습자는 유리왕이 왕비가 여러 명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한 쌍의 황조처럼 아주 평범하고 진정한 사랑을 만나지 못해 슬퍼 보
인다고 기술하 다. C-2-14 학습자는 <가시리>에서 떠나버린 남편으로 
인해 여자가 많은 상처를 받았으며,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여성상
의 모습을 그렸다고 기술하 다. 그리고 이 시를 읽고 이 세상에는 원한 
것이 절  없는 것처럼 사랑도 일시적인 것이니 그 사람이 떠나려고 하면 
손을 놓아서 보내줘야 한다고 기술하 다. A-1-12, B-1-14, C-2-14 학
습자가 텍스트의 축어적인 의미를 제 로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의적
인 의미를 재구성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텍스트의 심층적인 의미 분석 
능력이 미흡하 기 때문이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 문화 공동체의 경험이 적어 고전시가를 읽을 때 
텍스트 이면에 숨어 있는 깊은 의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텍스트
의 의미 구조는 보통 두 가지 차원을 지니는데 하나는 표면에 나타난 축
어적인 의미 구조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문화 배경과 결합하여 숨어 있는 
심층적인 의미 구조이다. 즉 심층적인 의미로서의 ‘작자가 왜 그렇게 표현
했는가’, ‘어떠한 맥락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가’, ‘그러한 내용을 바탕
으로 나타내려는 바는 무엇인가’ 등과 같은 주제적 맥락에 한 분석 능력
을 말한다. 이러한 능력은 화자, 청자, 텍스트의 상황 맥락, 진술 태도 등
에 한 물음과 그에 한 답을 찾기 위한 과정에서 발달된다.123) 
 A-1-12 학습자는 ‘백수 광부가 왜 강물에 들어가려고 했는지’, ‘아내의 
말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즉 텍스트의 심층적인 의미
에 한 분석 능력이 부족하 기 때문에 <공무도하가> 텍스트에 한 이
해가 미흡하여 깊이 있는 의미 구성을 자아내지 못하게 되었다. B-1-14 
학습자는 ‘유리왕이 왜 치희의 마음을 되돌리지 못했는지’, ‘치희는 왜 그
러한 행동을 했는지’에 한 심층적인 의미에 한 분석 능력이 미흡하여 
더 깊이 있는 의미를 산출해 내지 못하 다. C-2-14 학습자는 텍스트 표
면에 보이는 동위소들을 연관지어 텍스트의 축어적인 의미를 이해했지만, 

123) 위의 글, 1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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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분석 능력의 미흡으로 인해 심층적인 의미의 탐구에까지 이르지 
못하 다.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텍스트에 한 분석 능력의 부족은 텍스트를 다각
적으로 이해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데 향을 끼치는 큰 변인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가 텍스트에 한 의문점을 해결하고, 생각할 수 있는 관련
성을 바탕으로 분석적으로 문제 해결을 진행하게끔 도와줘야 하고, 이러한 
능력이 발달될 수 있도록 학습자들을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

3) 참여 의식 부족으로 인한 텍스트 전유 실패

 중국인 학습자는 초·중·고 『어문(語文)』 수업에서 문학교육을 받은 경험
은 풍부하지만 독자 중심적인 방식보다 텍스트 중심, 교사 중심의 방식에 
더 익숙하다. 따라서 텍스트를 꼼꼼히 해석하거나, 텍스트와 사회문화의 
관계를 파악하거나, 텍스트의 사회적인 기능을 추적하는 데는 익숙하다. 
하지만 텍스트 의미 구성에 있어 독자 자신의 주체성을 인식하고, 시 텍스
트의 의미를 자신의 맥락에서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하다.
 텍스트에 참여한다는 것은 텍스트에 한 분석이나 해석과 다르며, 텍스
트를 기준으로 하는 상상적 경험이라는 점에서 텍스트의 의미가 일방적으
로 독자에게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 구조로서 ‘형성’의 과정에 있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글과 관련되는 범주라 하더라도 독자에 따라 텍스
트의 의미는 다르게 형성되는 것이며 이에 한 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텍스트 구체화의 성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적극적인 참여는 공감의 
교육적 기제가 되기도 하지만, 진정한 앎의 형성을 위해 필요한 요소이기
도 하다. 폴라니(Polany)는 ‘당사자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주체는 정신세
계를 자신의 앎으로 확보할 수 있다124)고 하면서 적극적 참여를 강조하
다. 텍스트에 참여한다는 것은 텍스트의 내용에 공감125)하면서 내용을 충

124) 엄태동, 『교육적 인식론 탐구: 인식론의 딜레마와 교육』, 교육과학사, 1998, 299쪽.

125) 공감은 미학, 심리학, 사회학, 상담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해 달리 정의되
어 왔다. 크게는 역할 수용 등과 같은 인지적 요소와 정서의 공유와 같은 정서적 요소 
등으로 구분되어 설명되다가 인지와 정서를 모두 아우르는 다차원을 가진 개념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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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하게 재현하거나 의미를 명확하게 만드는 역할을 의미한다. 텍스트 세
계126)로 들어가 타자의 모습과 상황을 느끼는 것이다. 진정한 타자 이해는 
객관적인 인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존재의 작용을 뒤따라가며 거기에 
참여하는 것에 의해 가능할 수 있다.127) 이처럼 텍스트 세계에 독자가 참
여함으로써 텍스트의 구체화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즉 학습자가 텍
스트 세계에 참여하여 타자의 관점을 취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타자의 상황
에 처하여 타자의 입장을 상상하는 행위이다.
 문학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작품을 나름 로 이해하
고 해석할 수 있게 하며, 개인의 경험과 결합하면서 개인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고전시가 텍스트에 한 참여 의식의 신장을 강조
하는 이유는 학습자는 각자 다른 경험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같은 
작품을 하더라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가 
텍스트를 바탕으로 구성할 수 있는 의미는 매우 다양하다. 같은 텍스트일
지라도 각 개인의 삶의 맥락이 다양하므로 그에 한 지각과 해석이 달라
지며, 시의 의미를 다양하고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학습자
가 고전시가 텍스트에 참여함으로써 시의 의미를 창의적으로 구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텍스트의 맥락을 새롭게 재구성하여 텍스트의 기본적인 의미와 독자의 
경험이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키면서 확산적 의미로 상승하게 하는 것은 
독자가 텍스트와 자신의 거리를 바탕으로 하여 텍스트를 자신의 현재 상
황으로 ‘전유’하는 것이다.128) 전유(專有)란 본래 독자가 해석을 통해서 담

인식이 확산되었다. 투사나 동일시, 감정이입과의 차이는, 공감은 일시적으로 상과 같
아지는 동일시와 감정이입의 상태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는 그 상과 거리를 두고 분리
되어 상 방의 감정 상태를 리적으로 느낀다는 것이다. 

   신경일, 「공감의 인지적, 정서적 요소 및 표현적 요소와의 관계」, 『연구보』 29집, 부산
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94, 5-14쪽.

126) 리쾨르(Ricoeur)에 따르면 ‘텍스트 세계’란 작품이 전개하고 드러내는 세계를 뜻하는 
것이다. 윤성우, 『풀 리쾨르의 철학』, 철학과 현실사, 2004, 114쪽.

127) Max Scheler, Wesen wnd Formen der Sympathie, 1973, 조정옥 역, 『동감의 본
질과 형태들』, 아카넷, 2006, 466쪽.

128) 리쾨르는 해석에서의 ‘전유(Aneignung; appropiation)’란 문화적·역사적 거리감과 
싸움을 하는 것, 나아가 현재를 위해 해석의 ‘관련성(relevance)’을 통해 이 거리감을 
극복하는 것으로 파악하 으며, 그의 이른바 ‘해석학적 아치’의 끝에 전유를 놓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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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도하가>에서 만약 배경지식을 몰랐다면 더 슬픈 시 을 것이라 생각
이 든다. 하지만 미치광이 남편을 잃은 부인의 노래라고 하니 슬픔이 덜하
다. 만약에 남편이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인데 사고로 물에 빠져 죽어 아내
가 이와 같은 시를 읊었더라면 더 슬프게 받아졌을 것 같다. (A-1-9)

화 당시의 사건을 학습자가 처해 있는 오늘날의 사건으로 만드는 활동을 
의미한다.129) 현 의 시공간에서 생산되는 문화적 산물들에 한 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은 고전시가를 풍부하게 전유하여 현 에도 
그 매력을 발하는 텍스트로 읽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
다.130) 하지만 학습자들은 종종 텍스트에 한 참여 의식 부족으로 인해 
텍스트 전유에 실패하는 경향이 있다. 텍스트에 참여한다는 것은 텍스트의 
내용에 공감하면서 텍스트의 내용을 충실하게 재현하거나 의미를 명확하
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텍스트 세계로 들어가 타자의 모습과 상황
을 느끼는 것이다.
 다음은 학습자가 <공무도하가>를 읽고 텍스트에 한 참여 의식 부족으
로 인해 텍스트 전유에 실패한 양상을 보인 반응 텍스트이다.   

 A-1-9 학습자는 <공무도하가>의 배경지식을 몰랐다면 더 슬픈 시 을 
것이라고 기술하 다. 만약에 남편이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인데다가 사고
로 물에 빠져 죽었다면 이 시를 더 슬프게 받아졌을 것이라고 진술하 다. 
 해석학에서 읽기는 독자의 지평과 작자의 지평이 만나 서로 융합하는 과
정으로 해석자는 항상 전통의 과정 속에서 자신의 상황과 지평에 바탕을 
두고 이해한다. 가다머는 지평 융합이 이루어진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역
사의식에 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나와 너의 관계에 해 세 가지 유
형으로 분류한다. 첫 번째 단계는 경험적 세계에서 하나의 사물이나 사건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Paul Ricoeur, Interpretation Theory: Discourse and the Surplus of Meaning, 

Texas Christian University Press, 1976; 김윤성·조현범 옮김, 『해석 이론』, 서광사, 
1994, 189-190쪽.

129) Paul Ricoeur, “Appropriation”, ed., trans. and introduced by John B. 
Thompson, Hermeneutics and the Human Science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4, p.185; (고정희, 『고전시가 교육의 탐구 - 시공간적 거리감, 전유, 
정서를 중심으로』, 소명출판, 2013, 357쪽에서 재인용.)

130) 위의 책,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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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는 자신의 선입견에 의해서만 다른 사람
을 이해하며 다른 사람의 선입견은 무시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너
를 하나의 인간으로 인정하지만 너에 한 이해는 여전히 자기지향적인 
성격을 가지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도 여전히 서로의 지평이 분리되고 
고립되어 있지만, 내가 너의 지평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단계, 즉 지
평의 만남은 이루어진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자신의 선입견은 물론, 
너의 선입견도 의식한다. 또한 나는 자신을 열어 너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
로써 자신의 선입견을 극복하고, 보다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
다. 가다머는 나와 너의 최종적인 단계가 실행된 상태를 지평이 융합된 상
태라고 보았다.131)

 A-1-9 학습자의 반응 텍스트를 가다머의 지평 융합의 세 단계에 적용해
보면 겉으로 보기엔 이 학습자가 텍스트에 참여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학
습자와 텍스트의 지평간의 만남은 두 번째 단계에 멈춘 것이다. 즉, 너를 
하나의 인간으로 인정하지만 너에 한 이해는 여전히 자기지향적인 성격
을 가지는 단계이다. 
 A-1-9 학습자는 백수광부 아내의 슬픔을 인식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백
수광부 아내의 입장에 처해서 그녀를 이해하려는 모습은 부족하다고 판단
할 수 있다. 이별로 인해 힘들어 하는 화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나 이유에 한 추론도 부족했다. 따라서 이 학습자
는 미치광이 부인의 노래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슬픔이 덜 하다고 기술하
게 된 것이다. 즉 담화 당시의 사건을 자기의 삶 속에서 다시금 생생한 사
건으로 만들어 백수광부 아내의 것이었던 슬픔을 자신의 고통인 양 느끼
고 표현하는 학습자는 텍스트 전유에 성공하 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은 학습자가 <서경별곡>을 읽고 텍스트에 한 참여 의식 부족으로 
인해 텍스트 전유에 실패한 양상을 보인 반응 텍스트이다.

131) 신응철, 「부버, 틸리히, 가다머 - 부버의 <나-너> 철학에 한 틸리히와 가다머의 해
석을 중심으로」, 『해석학연구』 27집, 한국해석학회, 2011, 245-2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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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별곡>에서 시인은 임의 떠남에 한 비통(悲痛), 분한(憤恨), 원망[埋
怨]하지만 그리워하는 정서가 포함되어 있다. 나는 시인의 행동과 그의 정
서에 공감되지 않는다. 나는 시인처럼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D-2-15)

 D-2-15 학습자는 <서경별곡> 작품은 시적 화자가 임의 떠남에 한 비
통, 분함과 함께 한이 담긴 원망의 정서가 포함되어 있다고 기술하 다. 
그리고 이 학습자는 시적 화자의 행동과 그의 정서에 공감이 되지 않는다
고 토로하 다. 그 이유는 시적 화자처럼 우유부단하게 행동하지 않기 때
문이라고 서술하 다. 이 학습자는 시적 화자의 임을 향한 행동이나 정서
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언급하면서 텍스트를 자신과 연계 짓는 것을 거부
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전통적인 ‘정서’ 개념의 공통적인 강조점은 텍스트의 정서는 단지 작가 
개인의 심리가 아니라 ‘작가의 감정과 시적 상의 분위기 사이에서 소통
되는 정서’라는 것이다. 독자는 이러한 문학 텍스트의 정서를 전유하는 동
안 일정한 기분에 젖은 자기에 한 새로운 이해를 경험하게 된다. 더 정
확히 말하자면 독자는 텍스트에 들어온 낯선 작가와 사물의 정서와 소통
하는 가운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132)  
D-2-15 학습자는 텍스트의 정서는 단지 시적 화자 개인의 정서라고 여겼
기에 문학 텍스트의 정서를 전유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 절에서는 학습자가 텍스트에 한 참여 의식 부족으로 인해 텍스트 
전유에 실패한 양상들을 살펴보았다. 전유(專有)라는 낱말처럼 문학 텍스
트를 전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텍스트 세계에 들어가 타자의 모습과 상
황을 느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가 텍스트 세계로 들어가 타자의 
모습과 상황을 느낄 수 있도록 개인적 경험이나 자국 문학 경험을 환기시
키는 맥락을 형성시켜줘야 하고, 문학 텍스트의 정서를 전유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을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

132) 고정희, 앞의 책, 2013, 2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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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리>의 시인은 고  여성 이미지이지만 한국 드라마를 보면 이와 비
슷한 인물도 많이 있다. 중국 여성은 한국 여성에 비해 상 적으로 강세
(强勢)에 속한다. 예를 들면 중국 남쪽 지방에는 남성이 거의 요리를 하고 
집안일을 한다. 집에서 중요한 결정권은 여성에게 있다. 하지만 한국 문화
는 유교 사상의 향으로 인해 한국 여성은 부분 약세(弱勢)에 처해 있
다. 이별했으면 쿨하게 받아드려야지 매달리는 <가시리>의 여성 이미지가 
이해가 안 된다. 한국 드라마에도 <가시리>의 여성처럼 항상 버림을 받으
며 그 후 여주인공은 온갖 시련을 겪다가 나중에 돈 많고 우수한 남주인공
을 만나게 된다. 여주인공이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남주인공
을 통해 신분을 상승한다. 이러한 설정조차 여자를 약세에 처하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된다. (C-2-11)

4) 자국 문학 우월주의로 인한 비판 의식 표출

 자국 문학 우월주의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고전시가의 읽기 과정에 향
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타문화와 소
통할 때 자문화가 각인된 상태에서 목표 문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문화 간 의사소통 상황에서 언제나 두 문화가 중첩되어 나타나게 되
는데, 자문화는 우월하고 타문화는 열등하다는 자문화 중심주의 또는 문화
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 문학 
작품을 객관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문학 작품을 잣 로 삼아 
한국 문학 작품을 판단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다음은 학습자가 <가시리>를 읽고 자국 문학 우월주의로 인해 비판 의식
이 표출된 반응 텍스트이다.

 C-2-11 학습자는 <가시리>의 시적 화자는 고  여성이지만 한국 드라마
를 보면 이와 비슷한 인물도 많다고 하 다. 중국 여성은 한국 여성에 비
해 상 적으로 강세(强勢)에 속하며 중요한 결정권이 여성에게 있다고 서
술하 다. 한국 문화는 유교 사상의 향으로 한국 여자가 부분 약세에 
처해 있으며 <가시리>에서의 시적 화자처럼 이별한 후 매달리는 여성 이
미지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기술하 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에서 
나타난 여성 이미지도 <가시리>와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으며, 드라마의 
내용 면에서도 여성을 약세에 처하게 만든다고 서술하 다. 학습자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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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은 내 뜻이오> 이 작품을 다 읽고 음미해보면, 딱히 되새겨볼 만한 
것이 없다[咀嚼下來沒什么可品味的]. 이 시는 자연물 이미지가 ‘청산’과 
‘유수’밖에 없다. 정경(景象)이 너무 무미건조[平淡]하다. 중국 고시사는 한 
구절로 열 개의 정경에 오르기에 주위의 그 환경을 상상하게 만든다. 예를 
들면 “客路靑山外, 行舟錄水前. 潮平兩岸闊, 風正一帆懸” 이 시가처럼 마
치 내가 그 장소에 있는 사람처럼 시적 화자의 정서를 그 로 느끼게 한
다. 이는 아마도 한∙중 사람들의 정서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싶
다. (H-4-13)

여인에 한 문화적 문식성 부족으로 이러한 해석을 산출하게 된 근원은 
되지만, 더 결정적인 것은 자국 문학 우월주의가 더 큰 향을 미친 것으
로 보인다. <가시리>의 시적 화자는 보는 시각에 따라 연약하게 보일 수 
있다. 또한 마음속은 연약하지만 감정을 절제하여 강인하게 보이려는 내유
외강의 여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다음은 학습자가 <청산은 내 뜻이오>를 읽고 자국 문학 우월주의로 인해 
비판 의식이 표출된 반응 텍스트이다.

 
 H-4-13 학습자는 <청산은 내 뜻이오> 작품을 음미해보면 되새겨볼 만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 다. 중국 고시사 작품과 비교해보면 자연물 이미지가 
너무 적고 무미건조하다고 하 다. 그리고 당나라 시인 왕만(王灣)의 오언
율시(五言律詩) <차북고산하(次北固山下)>133) 작품을 예로 들면서 한∙중 
시가의 정서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술하 다. 이 학습자는 자국 
문학 우월주의로 인해 두 나라 작품의 차이점에 해서만 운운할 뿐 한국 
고전시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생각이 없는 듯싶다. 따라서 이 학습자
는 텍스트를 제 로 수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133) 번역본은 아래와 같은 책을 인용하 다.
   전관수, 『漢詩作家∙作品 事典』, 국학자료원, 2007, 1446-1447쪽.
   客路靑山外, 行舟錄水前. 潮平兩岸闊, 風正一帆懸. 海日生殘夜, 江春入舊年. 鄕書何處

達, 歸雁洛陽邊. (나그네로 나선 길은 청산 바깥 들판으로, 푸른 강물에 배가 지나네. 
조수가 들어 양쪽 언덕 사이 넓어졌고, 바람 잘 불어 돛 를 달았구나. 바다의 해는 미
명에 뜨고, 강의 봄은 새해 이전에 드는구나. 고향에서 온 편지 어느 곳에 이르렀는가, 
북으로 가는 기러기 낙양 주변에 이르렀을 텐데.) 이 시는 왕만(王灣)이 남경(南京) 부
근의 북고산(北固山)을 유람하여 하룻밤 쉬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지은 시로 알려져 
있다. 1-2구에서는 산이 보이지 않는 넓은 들과 양자강의 넓음을 그렸고, 3-4구에서는 
양자강 강물의 질펀함과 돛단배가 떠있음을 구(對句)로 표현했으며, 5-6구는 바다에 
뜨는 해와 봄이 옴을 구로 읊었다. 마지막 7-8구는 북으로 가는 기러기를 보며 고향
에 한 그리움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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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별곡>은 양 가치가 없는 시라서 싫다. 너무나 소정소애(小情小愛)
느낌이 든다. 고시사를 보면 먼저 자신의 슬픈 정서를 서술하고 절망감을 
하소연[傾訴]한 후에 희망을 보이게끔 결말을 맺는다. 이 시는 시인의 하염
없이 훌쩍이며 우는 모습과 원부의 모습만 그려졌다. (D-2-5)

 다음은 학습자가 <서경별곡>을 읽고 자국 문학 우월주의로 인해 비판 의
식이 표출된 반응 텍스트이다.

 
 D-2-5 학습자는 <서경별곡>을 문학적 가치가 없는 시로 판단하면서 너
무나도 소정소애(小情小愛) 느낌이 든다고 기술하 다. 그리고 중국의 고
시사는 시인이 슬픈 정서와 절망감을 하소연한 후 희망을 보이게끔 결말
을 맺는데, <서경별곡>은 원부(怨婦)의 모습만 그렸다고 기술하 다. 이 
학습자는 자신의 기 치에 미치지 못한 시임을 스스로 단정 짓고는 큰 반
감을 표출해내고 있다. 중국 고시사의 서술 형식을 되새기면서 그러한 결
말을 맺지 못한 것에 해서도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즉 <서경별곡>의 
부정적인 이미지에 뒤이어 긍정적인 상황을 그려내지 못한 것에 해 어
느 정도의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절에서는 학습자가 자국 문학 우월주의로 인해 비판 의식만 표출할 
뿐 텍스트를 제 로 수용하지 못한 양상들을 살펴보았다. 자국 문학에 
한 자부심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 고전시가 읽기 과정에 향을 미치
는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 교사는 자국 문학 우월주의로 인해 텍스
트를 제 로 수용하지 못하는 학습자들을 폭넓게 이해하도록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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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을 활용한 고전시가 교육의 실제

 중국인 학습자의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을 활용한 고전시가 교육은 학습
자들이 고전시가를 읽고 주체적으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
을 맞추었다. 따라서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을 활용한 고전시가 교수-학
습은 학습자가 그 주체가 되어야 하며 교사는 다양한 반응을 자아내도록 
인도하고 이해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III장에서 이별시가 텍스트에 한 학습자의 반응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긍정적인 효과를 살펴볼 수가 있었으며, 동시에 다양한 변인들의 
향으로 인해 나타난 일정한 한계점도 살펴볼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이러
한 분석 결과를 토 로, 긍정적인 효과는 확 하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교육의 목표를 중심으로 교육의 내용, 교육의 방법을 추출하
여 제시하고자 한다.      
 

1.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을 활용한 고전시가 교육의 목표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을 활용한 고전시가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
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을 활용한 고전시가 교육의 목표를 학습자들의 반응 텍스
트 및 일 일 심층 면담의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고전시가에 한 이해와 
감상 능력 신장’, ‘고전시가와 자국 문학의 비교 능력 향상’,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 함양’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1) 고전시가에 대한 이해와 감상 능력 신장

 중국인 학습자를 상으로 교전시가를 교육할 때 고전시가에 한 이해
와 감상이 일차적인 교육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가 고
전시가 작품을 접한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텍스트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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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을 교육 목표 중 가장 먼저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해를 다면적인 것으로 볼 때 공감이나 자기화의 측면이 포함되는데, 지
적인 요소에 한 판단 및 분석뿐만 아니라 감상의 차원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해 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 된다. 문학교육과정에서
도 이해 교육이 문학작품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그 의미를 비판
적으로 수용하는 감상의 역까지 포괄하고 있다.134) 감상이란 상이 지
닌 고유한 질감을 직접 지각함으로써 그에 따른 심리적 경험을 획득하고, 
그것이 주는 즐거움의 정도에 따라 상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을 말한다. 
감상은 상으로부터 자신의 삶에 감동을 주는 요소를 지각하고, 평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135) 중국인 학습자는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이 풍부하
지만 객관적으로 고전시가 작품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자기화하
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뒤따른다. 이러한 학습자의 불균형적인 문학 학습 
경험을 염두에 둘 때, 그 이해의 틀을 넓히기 위해서는 교사의 올바른 지
도와 학습자의 적극적인 학습 태도가 요구된다. 그 과정 속에서 학습 경험
의 빈 공간들을 일일이 채워나가야 하며, 효과적인 이해와 감상의 단계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를 상으로 고전시가를 가르칠 때, 교사의 일방적
인 분석이나 설명만이 아니라 학습자가 텍스트를 통해 논리적으로 판단 
가능한 자신의 관점을 형성하고, 타인의 감정에 한 공감이 이루어지며, 
습득한 지식을 자기지식으로 전이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즉 단순한 작품 읽기 단계를 벗어나 고전시가에 담긴 한국 문화나 
한국적 정서의 이해를 넘어 자기지식으로 전이되어, 다른 한국문학 작품을 
접했을 때도 보다 깊이 있는 이해와 더불어 감상 능력을 도모할 수 있도
록 지도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고전시가 텍스트에 한 이해와 감상 

134) 이지호, 「문학교육에서의 ‘이해’와 ‘감상’의 문제」, 『한국국어교육연구회 논문집』, 57
집, 한국어교육학회, 1996, 23-27쪽.

135) 조하연, 「문학 감상 교육 연구 – 고려속요를 중심으로」, 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27쪽.



- 110 -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제시할 때, 체계적인 지식 외에도 
맥락에 따른 활용, 공감 및 자기지식으로서의 전이 등의 측면을 아우르고
자 한다. 
 
2) 고전시가와 자국 문학의 비교 능력 향상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을 활용한 한국 고전시가 교육에서는 중국인 학습
자들의 선행 학습 경험에 의한 문학 상식, 문학 작품을 분석하는 절차적 
지식에 관한 스키마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한국 고전시가를 이해하는 데 적
용하도록 해야 한다. 즉 교사가 고전시가 작품의 의미를 학습자에게 직접
적으로 가르쳐주는 것보다 학습자가 스스로 그 의미를 발견해 낼 줄 아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유사성에 기반
하여 연상을 일으켜 스키마를 활성화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스스로 한국 
문학 작품과 중국 문학 작품을 표현 방식, 인물, 주제, 문화 요소 등 측면
에서 비교하도록 해야 한다.
 텍스트의 형식이나 주제가 비슷하거나, 배경이 되는 사회 현실이 비슷한 
텍스트를 이미 읽은 독자는 새로운 텍스트를 읽고 이해할 때 더 쉽게 이
해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또한 예전에 읽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새로운 텍
스트를 평가하기도 한다.136) 즉 중국인 학습자들이 고전시가를 접할 때 자
기에게 익숙한 모국어 작품을 발판으로 삼아 이미 알고 있는 문학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전시가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
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전에 습득했던 자국 문학 지식을 활용함으로
써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 고전시가에 해서도 창의적으로 해석하는 단계
까지 나아갈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자국 문학교육을 통하여 일반적인 문학 상식을 갖추
고 있다. 예를 들면 텍스트의 역설, 비유, 상징 등의 표현기법과 시적 화
자, 분위기 등의 시 이해에 필요한 시적 요소들에 한 개념적 지식 즉 시

136) 축취 ,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학 교육 연구: 연암소설과 <유림외사>
의 비교·탐구를 중심으로」, 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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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하는 방법에 해 익숙하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의 주체성을 최
한 활성화시켜 생소함으로 인해 거부했던 고전시가에 한 자신감을 길

러주어야 한다. 
 상의 특질은 다른 것과 비교 또는 조될 때 구체화되기 때문에 비교
하는 활동은 왕성한 사고 활동을 촉발할 수 있다. 또한 비교의 방법은 
상의 특질을 인식하는 문제 해결의 사고로도 발전할 수 있다.137) 비교는 
인식의 기본적인 행위이자 더 나아가 문학 연구와 해석의 기본적인 행위
이다. 유사한 자국 작품과의 비교는 고전시가 작품 이해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나라 문화의 동질성과 이질성에 한 탐구138)도 아울러 
이루어질 수 있다. 
 실제로 비교 구조는 이해와 기억에서의 우월성을 보인다는 점은 여러 실
험의 결과로 입증되고 있다.139) 중국인 학습자들은 고전시가를 접했을 때 
자국의 문학 작품과 스스로 비교하면서 읽게 된다. 슈타이너는 유비(類比)
와 비(對比)를 행하는 모든 반성적 행동은 인간 정신의 근간인 동시에 
무언가를 이해하는 기반이 된다고 강조하면서 비교란 인식의 기본적인 행
위이자 더 나아가 문학 연구와 해석의 기본적인 행위임을 지적하고 있
다.140) 따라서 비교의 행위는 문학 텍스트 읽기를 포함한 모든 읽기 과정
에 관여하는 핵심적인 행위로 작용한다. 즉 학습자가 스스로 텍스트를 의
미화하는 과정은 분별화의 과정이기도 하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비교 과정 중에서 유사성에 의하여 친숙한 사물에 관
한 기억을 환기시키기도 하고 차이성을 지니는 두 사물의 비를 통해 그 
사물들의 특성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와 같이 고전시가
와 자국 문학의 비교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설정하고자 
한다.

137) 김 행 외, 앞의 책, 1999, 434-439쪽.

138) 탐구란 지식의 구조를 이루는 기본 개념과 그 관계를 이해하고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
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적인 활동으로서 타당한 지식을 찾아내기 위하여 과학적으
로 수행하는 논리적인 사고 과정 또는 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박성익, 『교수학습 방법의 이론과 실제(1)』, 교육과학사, 1997, 97쪽.

139) 김판수 외, 『구성주의와 교과교육』, 학지사, 2000, 17-19쪽.

140) 박성창, 『비교문학의 도전』, 민음사, 2009,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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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 함양

 스킨초크(Schinschke, 1995)는 상호문화 능력을 고유문화에 한 생각
을 상 화하는 능력, 고유문화와 낯선 문화 사이를 중재하는 능력, 다양한 
행동방식을 접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관점들을 수용하고 감정이입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 는데141) 이는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은 타
문화에 한 지식의 단계를 넘어 기술과 태도의 능력이 큰 작용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의사소통 능력이 외국어 학습자의 문법적, 심리언어학적, 사회문화적 지
식 및 그에 상응하는 언어사용 능력인데 반해, 상호문화 능력은 한 사회에
서 문화적으로 갈등을 겪지 않고 원만하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보다 포
괄적인 능력이다. 이러한 능력을 위해서는 하나의 새로운 언어를 학습할 
때 필연적으로 새로운 세계상, 새로운 사고, 새로운 정체성까지도 함께 습
득하게 된다. 이는 언어가 본질적으로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기
도 하다.142)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인 학습자는 생활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
국 문화에 한 더 높은 수준의 문화 문식성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개인이 자기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화에 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일컬어 ‘문화 문식성(culture literacy)’이라고 하는데, 이 문화 문식성의 
내용은 부분 전통과 문화유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문화 문식성은 
그 문화 속에서 오랜 세월 공유되고 축적되어 온 상징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그러한 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
면 한국 문화에 한 높은 수준의 문화 문식성을 갖출 수 있다.143) 문화 
문식성(culture literacy)에서 문화는 크게 ‘전통’이라는 수직적 범주와 
‘현재적 소통’이라는 수평적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수직-수평적 범
주는 별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수직적 범주로서 전통의 가치는 현재적 

141) 민춘기, 「상호문화 학습의 이론적 토 」, 『독일언어문학』 21권, 한국독일언어문학회, 
2003, 132쪽.

142) 위의 글, 131쪽.

143) 고정희, 「한국 전통 문화」, 서울 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편,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 아카넷, 2012, 5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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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이라는 수평적 범주를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된다.144) 고전시가는 공동
체의 정신적 유산으로 항구성과 보편성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고전으로서
의 가치를 지닌다. 고전시가는 한국인 공동체의 삶을 구체화한 자료로서, 
그 속에 담아 있는 문화적 내용과 문학사적 의미는 오늘날의 한국어 학습
자들에게도 여전히 유의미한 것이며 한국인의 전통적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이러한 문화 문식성의 습득
을 통해 한국 문화에 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며, 또
한 문화적 이질성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상호 간의 행동 방식의 차이도 이
해하게 될 것이다.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을 활용한 고전시가 교육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 문화 문식성을 배양하는 한편, 문화 간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는 
상 적 감각도 습득하게 된다. 이러한 상 적 감각은 타문화 세계가 주는 
불안감을 용인하게 하고, 자문화에 각인된 고정관념의 함정 속에 빠지지 
않으면서 자문화와 타문화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따라서 
본고는 이와 같이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의 함양을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
을 활용한 한국 고전시가 교육의 목표로 설정하고자 한다. 

2.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을 활용한 고전시가 교육의 내용
 
 이 절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을 활용한 고전시가 
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시적 의미를 구현하는 명시적 정보 인식’, 
‘모티프를 중심으로 한 상호텍스트 환기’, ‘자연물 이미지에 한 정서적 
공감’을 교육의 내용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시적 의미를 구현하는 명시적 정보 인식

 III장의 반응 양상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인 학습자들은 텍스트에서 명시

144) 서보 , 「고전소설 변용을 통한 문화적 문식성 교육 연구: 학습자의 <춘향전> 변용 
양상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33권, 서울 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4, 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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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인물, 사물, 사건, 맥락, 주제 등을 간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결과 학습자들의 해석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나가 해석의 
타당성을 잃게 되었다. 따라서 텍스트의 명시적 정보에 해 인식을 시키
는 것은 학습자가 시적 의미를 구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시 교육의 장에서 시를 읽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은 시어의 의미 파악이
다. 이때의 의미 파악은 완결적이거나 독자의 주관적 구성에 따른 의미가 
아니라, 낱말이나 시행의 사전적 의미 혹은 일차적 의미를 확정하는 단계
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시의 경우 중요한 것은 이런 일차적 의미를 토 로 
문맥에 의해 연상되는, 텍스트 자체가 환기하는 비유적 의미나 상징적 의
미, 말하자면 이차적 의미이다. 그러나 이런 시적 의미는 어디까지나 시어
의 기본적 의미를 토 로 확립되는 것이므로 일차적 의미에 토 를 두지 
않는 이차적 의미는 자칫 공허한 논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145) 이러한 맥
락에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텍스트의 시적 의미 구성은 텍스트의 명시적 
정보로부터 파생되기에 명시적 정보의 파악은 텍스트를 이해하는 관건이
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텍스트는 ‘본의(original meaning: 작품의 언어체계가 함유하고 있는 의
미, 작가가 작품에 관철(貫徹)하려는 의미)’와 ‘연의(significance: 독자가 
읽어 내는 의미)’로 텍스트의 의미가 해석된다. 텍스트는 언어성, 시공간
성, 독특성이 존재한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불확정성이 존재하기도 하지
만 동시에 확정성의 일면 즉 본의도 존재한다. 첫째, 언어적인 측면으로 
보면, 언어는 작가가 표현하려는 특정된 의도의 매개물 역할을 하게 된다. 
둘째, 시공간적인 측면으로 보면, 작가는 특정된 문화 시공간 조건하에서 
언어기호를 이용하여 특정된 인생과 현실 화면을 규정한다. 셋째, 독특성 
측면으로 보면, 언어의 독특성과 창작 경향의 독창성이며 작가 특유의 언
어체계로 볼 수 있다.146) 즉 텍스트의 이러한 성격은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텍스트의 명시적 정보를 식별하는 표지로 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성격
으로 인해 텍스트는 고정적 의미가 함유하게 되어 학습자들이 기본적으로 

145) 김정우, 『시 해석 교육론』, 태학사, 2006, 74쪽.

146) 노금숙,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상으로 한 한국문학 읽기 교육 연구」, 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43-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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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한 반응 양상을 산출해 낸다는 것이다. 만약 텍스트의 명시적 정보를 
완전히 부정하게 되면 텍스트 의미의 공유를 담론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
서 모든 해석은 텍스트의 명시적 정보와 상관이 있어야 하고 그로부터 파
생되어야 한다. 
 연의(독자가 읽어 내는 의미)는 결국 본의(작품의 언어체계가 함유하고 
있는 의미)에 의하여 파생되는 의미 구성이라는 점에서, 중국인 학습자들
의 해석의 타당성을 위해 본고에서는 텍스트의 명시적 정보 인식을 교육
의 내용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2) 모티프를 중심으로 한 상호텍스트 환기

 윌리엄 프리드먼(William Freedman)은 모티프(motif)란 작품의 구조에
서 ‘특징적인 어떤 사건, 등장인물, 정서적 효과나 도덕적 또는 인식적 내
용’을 언어적 차원으로 표현해 낸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문학적 모티프의 
세 가지 기능으로 ‘이해의 증진, 공감의 강화, 판단의 변경’이라고 제시하

다.147) 모티프는 문학 교육의 측면에서 문학 작품의 질적인 감상에 일조
할 수 있는 구조적 단위로서, 이를 중심으로 적절한 교육적 처치를 수반한
다면 학습자의 감상을 보다 풍부하고 다층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
는 가능성을 가진 문학적 요소로 위치지어질 수 있다.148)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인 학습자의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모티프란 문학 작품 속에서 자주 반복되어 나타나는 
동일한 요소로서의 사건이나 공식을 지칭한다고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III장의 학습자의 반응 양상을 살펴보면 중국인 학습자는 자국
어 문학 학습 경험은 풍부하지만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 자국 문학 작품
을 환기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모티프는 공통 요소가 되어 문학 텍스트들을 상호텍스트로서 성립하게 

147) W. Freedman, “The literary motif: A definition and evaluation”, Novel: A 
Forum on Fiction. Vol. 4. No. 2, Duke University Press, 1971, p.128.

148) 문찬란, 「<사미인곡>의 상호텍스트적 읽기 교육 연구 – 모티프를 중심으로-」, 서울
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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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이러한 상호텍스트 안에서 발견되는 동일한 모티프들이 고전시가
에 한 이해를 심화시키게 된다. 학습자는 모티프 중심의 상호텍스트에서 
시적 화자의 상황이나 태도, 또는 작품의 내용이나 표현 방법을 탐색하게 
된다. 이러한 공통 모티프가 작품 내에서 기능하고 있는 양상을 조와 분
석을 통해 고전시가에 한 이해를 촉진시키게 되는 것이다. 
 모티프들끼리의 비교나 조가 중요한 이유는 정해진 내용이나 형식에 

한 고정된 접근이 갖는 분절적 인식의 한계와 그에 따른 총체적 경험의 
필요성 때문이다. 독자는 공통 모티프를 통해 형성되는 작품 세계들을 종
합, 비교하여 심화함으로써 역동적인 사고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기에게 익숙한 모국어 작품과의 공통 모티프
에 주목하여 이미 알고 있는 문학적인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전
시가를 이해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주체가 된다. 즉 독자로서의 학습자 중
심, 태도 중심, 경험 중심의 교육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모티프를 중심으로 한 상호텍스트 환기는 고전시가에 한 학습자의 흥
미를 이끌어 낼 뿐만 아니라 고시사 작품을 통해 고전시가를 더 입체적으
로 접근할 수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모티프를 중심으로 한 상호텍스
트 환기를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을 활용한 고전시가 교육의 내용으로 설
정하고자 한다.

3) 자연물 이미지에 대한 정서적 공감
 
 자연이란 산이나 강이나 바다처럼 인위에 의하지 않고 존재하는 사물이
나 현상을 뜻하기도 하고 그 상태를 뜻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생성이
나 변화를 야기하는 근원적인 조화의 힘을 뜻하기도 한다. 또한 정신계와 
인간계에 해 이에 비되는 물체계의 총체를 가리키는 말도 된다.149) 자
연은 개개의 물체이자 그것들이 융합된 포괄적 실체이며 사물의 존재방식
이기도 하다. 인간 역시 자연 속의 한 구성요소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 
만큼 인간이 산출하는 모든 예술에는 자연이 그 기조를 이루고 있기 마련

149) 김 행, 『시조유형론』, 이화여자 학교 출판부, 1994, 2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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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150) 고전시가에 나타난 자연물의 양상은 당  사람들이 지닌 자연에 
한 인식과 세계관을 그 로 드러내고 있다. 자연 자체에 인간 세계의 모

습을 투 하여 인식하거나, 인간 세계를 세속적 공간으로 간주하고 자연을 
그에 비되는 탈속의 공간으로 인식하여 하나의 지향적 세계로 바라보기
도 하 다. 따라서 고전시가에서 자연물이 차지하는 예술적 위상은 절 적
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을 느끼는 방법은 시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자연 그 자체는 이
전 시 부터 미래까지 이어지는 삶의 토 라는 점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
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고전시가에 나오는 자연에 한 정서는 세  간의 
소통을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민족정서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
다.151) 중국인 학습자들이 고전시가에 드러난 자연물 이미지에 공감하고, 
그것을 자신에게로 끌어들여 자국의 문화와도 연결 짓는 이러한 정서 공
감은 학습자들의 능동적인 감상으로 이어져 적극적인 문학 향유로 이어지
게 된다.  
 이미지즘(imagism) 시인이자 이론가인 루이스(C. D. Lewis)는 『시의 의
미지(The Poetic Image)』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에서의 이
미지는 순수한 상징이 드물다. 이는 그것들이 앞뒤 말의 정감의 요동을 받
기 때문에 각각의 독자들로 하여금 항상 개인의 경험에 의해 수식되게 한
다.” 독자가 의상(意象)152) 조합을 통해 시인의 ‘자아’를 파악할 때, 그 자
신의 ‘자아’ 역시 시가 속에 들어가게 된다. 시인이 자신의 작품에서 전
에서 후 로의 계승성을 지닌 이미지를 사용할 때, 때론 어떤 관습과 연상
을 빌려 독자의 형상사유를 불러일으켜서 독자들로 하여금 함께 시가 이
미지의 재창조에 참가하게 한다.153) 
 이별시가에서 시적 화자와 자연물의 관계는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150) 조규익, 『고전시가의 변이와 지속』, 학고방, 2006, 85쪽.

151) 고정희, 「고전시가와 민족정서 교육」, 『고전문학과 교육』 22권, 한국고전문학교육학
회, 2011, 27쪽.

152) ‘意象’은 서구의 ‘image’에 비견할 만한 동아시아 고유의 문예비평 용어이다.

153) 陣植鍔 著, 『詩歌意象V』, 1990, 임준철 옮김, 『중국시가의 이미지』, 한길사, 2013, 
539-5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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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첫째는 감정이입의 상이고, 둘째는 분신의 상이며, 셋째는 정서 
환기의 매개이다. 그리고 넷째는 비의 상이다.154) 즉, 중국인 학습자
가 이별시가에 나타난 자연물 이미지의 상징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 내
면 시적 화자의 정서를 쉽게 공감하고 전유해 낸다는 것이다.
 한국의 이별시가에는 ‘비(雨)’, ‘하(河)’, ‘강(江)’ 등 자연물이 이별의 상징
적인 이미지로 종종 사용된다. 본고에서 선택한 여덟 편의 이별시가 중에
서도 다섯 편155)이 이러한 이별의 상징적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설사 한
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고전시가 텍스트의 의미 구성에 어려움을 느
낀다 하더라도 중국인 학습자들은 고시사의 문학 학습 경험을 통해 이미 
자연물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학능력을 지니고 있다. 
 III장의 반응 양상을 살펴보면 중국인 학습자들은 유독 <서경별곡> 작품
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서경별곡>의 ‘ 동강’은 시적 화자와 임을 
갈라놓는 ‘이별의 강’이다. 학습자들에게 텍스트의 축어적인 의미를 설명
하는 것보다 고시사에서의 ‘물’의 이미지를 환기시켜 시적 화자의 정서를 
이해시키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고시사에서 물의 이미지는 모두 다섯 가
지가 있다. 첫째는 사랑의 장애물이다. 둘째는 만물이 의지하는 모태이다. 
셋째는 끊이지 않는 근심 걱정[愁]이다. 넷째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
이다. 다섯째는 고동(鼓動)이 멈추지 않는 음부(音符) 즉 생명력을 상징한
다. 그 중에 이별시가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미지는 ‘수(愁)의 이미지’와 
‘장애물 이미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경별곡>의 시적 의미를 이해시
키기 위해서는, 중국인 학습자에게 중학교 3학년 2학기 『어문(語文)』교재
에 수록된 <진풍(秦風)·겸가(蒹葭)>156)의 강물 이미지를 환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재에서는 이 시경에서의 강물 이미지는 시적 화자와 임 사이의 

154) 양진수, 「이별 시조에 나타난 시적 화자와 자연물의 관계 양상 연구」, 한양 학교 석
사학위논문, 2013, 22-35쪽.

155) 다섯 편의 작품으로는 <공무도하가>, <서경별곡>, <송인>, <임진유감>, <청산은 내 
뜻이오>이다. 

156) 번역본은 아래와 같은 책을 인용하 다. 陣植鍔 著, 임준철 옮김, 앞의 책, 2013.
   蒹葭蒼蒼, 白露爲霜。所謂伊人, 在水一方。遡洄從之, 道阻且長。遡遊從之, 宛在水中

央。(갈 는 푸르르고, 흰 이슬은 서리가 되었네. 내 마음에 그리는 임, 물 저편에 있다
하여. 물 거슬러 올라가니, 길은 험하고도 머네. 물 따라 흘러가니, 그  얼굴 물속에서 
아른거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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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을 상징하고 나와 임을 갈라놓는 ‘사랑의 장애물’이라고 제시하고 있
다. 이처럼 강물이라는 자연물 이미지를 통해 정서적 공감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 이별시가를 이해하는 데 자연물인 ‘물’의 이미지 
파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본고에서 선정한 이별시가 작품들을 하나하
나 살펴보고자 한다. <공무도하가>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는 소재는 ‘물’이
다. ‘물’의 이미지 변화를 따라 가는 것은 이 시를 이해하는 데 단히 중
요한 축이다. ‘물’을 매개로 하여 사랑과 죽음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에 주목해야 한다. 1행에서의 ‘물’은 남편에 한 사랑을 의미하며, 2
행의 ‘물’은 사랑의 끝과 함께 임의 부재(不在), 이별을 의미한다. 3행의 
‘물’은 사랑하는 임의 죽음을 함께 내포하면서 임의 부재가 죽음의 의미로 
확 되고 있으며, 여기서 ‘물’은 사랑과 죽음을 동시에 담고 있어 사랑이 
곧 죽음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로 변화하고 있다. <서경별곡>에서의 ‘ 동
강’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공간이다. ‘ 동강’을 경계로 하여 시적 화자
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 시적 화자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다른 애정
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점에서 ‘ 동강’은 ‘이별의 강’이 된다. <송인>에서
의 ‘물’은 이별의 아픔으로 인해 흘리는 눈물을 의미하며, 강물은 ‘눈물’의 
이미지와 결합되어 ‘한’으로 충만한 이별의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별
의 눈물 때문에 동강 물이 마르지 않으리라는 것은 그만큼 이별의 슬픔
이 깊은 것임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임진유감>에서의 ‘임진강’은 화자
가 임을 생각하는 장소로 그려져 있다. 또한 이별의 공간으로서의 ‘강’이
며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처럼 인생은 만남과 이별이 순리에 따라 이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암시적 인식이다. <청산은 내 뜻이오>에서 ‘녹수’는 임의 
변화무쌍한 마음으로 그려져 있다. 청산이 녹수를 잊지 못하듯 녹수도 청
산을 잊지 말았으면 하는 심정을, 임에 한 원한 사랑을 은연중에 내비
치고 있다. 이처럼 한국 이별시가를 이해하는 데 자연물인 ‘물’의 위상은 
아주 중요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그러면 중국인 학습자는 자국의 문학 학
습을 통해 이별시가에 나타난 어떤 자연물을 경험했는지에 해 살펴보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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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이별시가에서 이별을 상징으로 나타내는 자연물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양류(楊柳)’157)이다. ‘류(柳)’와 ‘류(留)’의 해음(g音)158)현상으로 
인해 ‘버드나무[柳樹]’를 꺾어서 선물하기도 한다. 둘째는 ‘방초(芳草)’159)

이다. 이별의 한[離恨]을 상징한다. 셋째는 ‘장정(長亭)’160)이다. 정자(亭子)
는 옛날에 먼 길을 떠날 때 쉬기 위하여 지은 곳으로 송별을 할 때 종종 
사용된다. 따라서 아쉽게 이별하는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넷째는 ‘남포(南
浦)161)’이다. 옛날에 중국의 남방에서는 주로 수로(水路)로 송별하 다. 다
섯째는 ‘주(酒)’162)이다. 그 이유는 술은 근심 걱정을 해소하는 한 편 상
편을 향한 깊은 축복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이별시가에서도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이별의 상징을 나타내는 
자연물이 겹치는 부분이 종종 있다. 예를 들면, 본고에서 선정한 정지상의 
<송인>에서는 “送君南浦動悲歌(남포에 임 보내니 노랫가락 구슬퍼라)” 이 
구절을 통해 ‘남포’를 포착할 수 있다. 임제(林悌)의 <패강가(浿江歌)>에서
는 “離人日日折楊柳(이별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꺾는 버들)”로 표현하면서  
이별하는 사람들이 그칠 날이 없음을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남유용(南有
容)의 <절양류(折楊柳)>에서도 버들가지를 꺾는 이미지를 빌어 이별을 뜻
하고 있다. 이처럼 양국은 이별을 상징하는 자연물 이미지가 비슷하게 사
용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전시가에 나타난 자연물 이미지에 주목하여 

157) 유 (柳永)의 <우림령(雨霖鈴)>: “今宵酒醒何处？杨柳岸江晓风残月”(오늘 밤 먹은 술 
어디서 깨려나, 버드나무 늘어진 언덕, 새벽바람 불고 달빛은 쇠잔 한데); 이 장에서 인
용한 한시들의 번역은 필자가 한 것이다.

158) 해음(g音)은 발음이 유사한 것을 통해서 상징을 부여하는 것이다. 버드나무는 柳(liǔ)
인데 음이 留(liú)와 통한다. 그래서 머무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인들이 
사(四)를 싫어한다던지, 시계(鍾) 선물을 피하는 것이 모두 해음 현상과 관련이 있다. 

159) 이욱(李煜)의 <청평락(淸平樂)>: “離恨恰如春草, 更行更遠還生” 여기서는 하늘 끝까
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자라는 봄 계절의 풀 이미지를 이별 후의 ‘수(愁)’로 신하여 
표현했다. 

160) 유 (柳永)의 <우림령(雨霖鈴)>: “寒蟬凄切, 對長亭晩” (차가운 쓰르라미 소리 처량하
고, 장정(長亭)에 황혼이 찾아드네) 

161) 백거이(白居易)의 <남포별(南浦別)>: “南浦凄凄別, 西風裊裊秋” (쓸쓸한 남포의 이별, 
하늘하늘 서풍 부는 가을 날씨)

162) 왕유(王維)의 <송원이사안서(送元二使安西)>: “勸君更盡一杯酒, 西出陽關無故人” (그
에게 권하노니 한잔 더 들게나, 서쪽으로 양관을 나서면 옛 친구도 없을 것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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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인 공감을 획득하는 것을 교육의 내용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3.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을 활용한 고전시가 교육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을 활용한 고전시가 교수-학습 과
정에서 중국인 학습자의 문학능력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주체성과 능동성,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활달하게 촉진시키고자 한다. 
교사는 주로 학습자들의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
록 반응을 인도하고 이해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본고는 중국인 학습자의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을 활용한 고전시가 교육
의 방법을 고 가요 <공무도하가> 작품을 예시로 설명하고자 한다. 본고
에서 제시한 교육의 방법은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이다.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을 활용한 고전시가 교육의 방법은 1차적으로 ‘내
용 요소 파악을 통한 반응의 구체화’로 학습자만의 반응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2차적으로는 ‘문학 장치 파악을 통한 반응의 정교화’로 텍스트
에 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며, 3차적으로는 ‘개인∙문학 경험 소환을 
통한 반응의 활성화’로 학습자만의 개인적 경험과 자국 문학 경험의 환기
가 중요하다. 4차적으로는 ‘집단 탐구를 통한 반응의 상 화’로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며, 5차적으로는 ‘한∙중 작품 비교를 통한 반응의 
심화’로 학습자들의 깊이 있는 이해가 중요하다. 
 이에 본고는 검증 실험을 통해 연구자가 설계한 교육 방법의 효과를 입
증하고자 한다. 검증 실험은 고 가요 <공무도하가>와 고려가요 <서경별
곡>을 작품으로 선정하 다. 이 두 작품은 본 실험에서 학습자들이 유난
히 어려워하는 작품으로 진단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자는 위의 두 
작품이 교육 효과의 입증에 제일 유의미한 작품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검증 실험에서 중국인 학습자에게 제시된 학습 활동지는 <내용 요소 파악 
활동지>, <문학 장치 파악 활동지>, <개인∙문학 경험 소환 활동지>, <집
단 탐구 활동지>, <한∙중 작품 비교 활동지>이다. 검증 실험의 반응 텍스
트 표기 예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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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실험 조사 상 텍스트 부호화

2017년 
6월

S 학교 학원 
중국인 학습자 8명

검증실험-공무도하가-학습자1 ~ 학습자4
검증실험-서경별곡-학습자5 ~ 학습자8

［표 8］ 검증 실험 반응 텍스트 표기 예시

1) 내용 요소 파악을 통한 반응의 구체화

 텍스트는 작가에 의해 생성된 물질적 구조물이다. 텍스트의 모든 요소는 
독자를 자극하고 확 하는 역할을 하며 독자의 의미 역을 구축하는 기
반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학습자마다 텍스트에 의해 연계를 짓고 몰입하는 
것이 다르며, 어느 부분을 파악하느냐에 따라 학습자의 의미 구성은 상이
해질 수 있다. 이 단계는 작품에 한 학습자들의 첫 반응이 형성되는 단
계로 무엇보다 학습자들이 문학 텍스트를 읽고 자신의 순수한 반응을 충
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자신이 
독자로서의 주체성을 인식하게 된다.  
 문학 작품은 양극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예술적인 것으로 작가에 의해 
만들어진 텍스트이며, 다른 하나는 심미적인 것으로 독자에 의해 이루어지
는 텍스트의 구체화이다. 어떠한 작품이라도 그 중요성은 작품 나름 로의 
가치체계를 가진 특정한 개인에 의하여 재창조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개인
적인 것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주어진 작품의 의미에 한 ‘정확
한’ 해석이 반드시 하나여야 할 필요는 없다.163) 이때 교사의 과제는 개별 
독자와 개별 문학 작품 간의 견실한 상호작용, 더 정확히 말하자면 상호교
통을 길러주는 것이다. 그리고 교사는 학습자가 일차적으로 시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텍스트 내에 어려운 어휘가 있는지 확인하고 
학습자들이 텍스트의 의미를 오독하지 않게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중국인 학습자의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을 활용한 한국 고전시가 교육의 
방법은 학습자가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습자 자신이 개별적으로 

163) Louise M. Rosenblatt, 김혜리·엄해  역, 앞의 책, 2006, 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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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 - 백수 광부(白首狂夫)의 아내

公無渡河   (공무도하)         임이여, 강을 건너지 마오            
公竟渡河   (공경도하)         임은 그예 강을 건너시네             
墮河而死   (타하이사)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當奈公何   (당내공하)         가신 임을 어찌할까                  

배경 설화: 조선의 뱃사공[船夫] 곽리자고[船夫的名字]가 아침 일찍 일어
나 배를 손질하고 있었는데, 그 때 머리가 허옇게 센 미치광이 한 사람
[白首狂夫]이 머리를 풀어헤친 채 술병을 쥐고는 흐르는 강물을 건너가려
고 했다. 그 뒤를 그의 아내가 따르며 말렸으나 그 미치광이는 끝내 물

                  <내용 요소 파악 활동지>       소요시간: 15분

 학습 목표: 문학 작품을 읽고 텍스트의 내용 요소를 파악하여 독자로서의 
주체성을 인식하고 자신만의 반응을 언어로 구체화할 수 있다.

▷ 고 가요 <공무도하가>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십시오.

텍스트에 접근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은 학습자가 텍스트와 소
통하는 과정이자, 텍스트의 기 지평과 자신의 기 지평을 융합하는 과정
이기도 하다.
 시에 해 학습자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하는 경험 자체가 동기 부여
의 요인이 될 수 있다. 학습자는 시의 분위기나 정서에 주목하여 자신이 
기 하는 정서적 만족을 도모할 수도 있고, 시의 메시지에 주목하여 새로
운 인식을 획득하고 그것을 공유하고자 할 수 있으며, 시의 리듬이나 이미
지가 주는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도 있다.164) <내용 요소 파악 활동지>는 
학습자의 최초의 반응 즉 반응 언어의 구체화를 확인하기 위해 설정한 것
이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지 살펴볼 수 있다.

164) 강민규, 앞의 글, 2016, 1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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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빠져 죽고 말았다. 그러자 그의 아내는 공후[箜篌-类似竖琴]를 뜯으면
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목소리가 아주 슬펐다. 노래를 마친 그의 아내는 
스스로 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 이러한 광경을 처음부터 목격한 곽리자
고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 여옥[船夫的妻子]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노래를 
들려주었다. 여옥도 슬퍼 공후를 뜯으면서 그 노래를 불렀는데, 듣는 사
람들 중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여옥은 이 노래를 이웃에 
사는 여용에게 전하 는데, 이를 이름하여 ‘공후인(箜篌引)’이라 하 다.

   

1. 이 시를 읽고 떠오르는 생각, 느낌 등을 자유롭게 쓰십시오. 

2. 이 시의 어떤 부분에 의해 이러한 생각이나 느낌을 떠올렸는지 쓰십시오.

3. 어려운 시어나 시구가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 보십시오.

 
 위의 활동지는 학습자가 텍스트의 내용 요소를 어떻게 파악하고 텍스트
의 의미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다. 1번 문항
은 고전시가에 한 학습자의 자유로운 반응을 가급적 다양한 층위에서 
수집하면서 학습자 각자의 텍스트 의미 구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2번 
문항은 1번 문항에서 작성한 반응의 심층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학습자의 
반응을 한 층 풍부하게 기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3번 문항은 학습자가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해 텍스트의 의미를 오독할 염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설정한 것이다. 즉 이 단계에서는 교사가 텍스트의 의미를 오독
한 학습자를 즉각 발견하여 텍스트의 축어적인 의미를 제 로 파악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을 활용한 고전시가 교육의 방법은 1차적으로 ‘내
용 요소 파악을 통한 반응의 구체화’로 학습자의 취초의 반응이 언어로 구
체화하는 단계로서 자신 만의 해석물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자들
이 독자로서의 주체성을 인식하고 문학 작품 읽기가 텍스트와 자신의 선
경험의 지평 융합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아, 자신의 해석에 자신감을 가



- 125 -

<내용 요소 파악>

1. 시인이 임에 한 사랑과 그리움이 강렬하다. 시인의 이별로 인한 아픔을 
절실히 느낄 수 있다. 한 여자의 처량한 모습이 눈앞에 보인다. 임을 사랑
하는 마음은 천년이 지나고 변하지 않는다는 시인의 삶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2. ‘이별하기보다는 차라리 길쌈하던 베를 버리고서라도~~~따라가겠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임에 한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다. ‘천 년을 홀로 살아
간들~~~끊어지겠습니까?’ 이 구절은 임에 한 사랑의 정도를 강조하 다.

<내용 요소 파악>

1. 백수 광부가 술에 취해 물에 빠져 죽어 아내가 슬퍼하여 이 시를 지은 것 
같다. 아주 짧은 네 마디이지만 그의 슬픔을 느낄 수 있다. 백수 광부가 왜
서 강물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내는 남편을 타이르지 못한 것에 해 
자책하고 있는 것 같다.

2. 나의 이러한 반응은 “公竟渡河”에서의 ‘竟’에 의한 것이다. ‘竟’은 슬퍼하
면서도 임에 한 원망도 포함되어 있다. “當奈公何”에서는 직설적이게 아
내의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심정을 표현했다.

3. 이 시에서 어려운 시어와 시구는 없다.
                                          
                                       (검증실험-공무도하가-학습자5)

지는 게 중요하다. 
 다음은 검증실험에서 학습자들이 <내용 요소 파악 활동지>를 작성한 반
응 텍스트이다.

 학습자5는 <공무도하가>를 읽고 백수 광부가 술에 취해 물어 빠져 죽게 
되자 아내가 슬픔에 찬 나머지 애도하기 위해 지은 시라고 기술하 다. 또
한 시의 편폭은 짧지만 시적 화자의 슬픔을 느낄 수 있었으며 남편을 타
이르지 못한 것에 한 자책감도 포함되었다고 했다. 학습자는 “公竟渡
河”와 “當奈公何” 구절에 의해 이러한 반응을 떠올렸다고 기술하 다. 반
응 텍스트를 통해 이 학습자는 텍스트의 주제와 시적 화자의 정서를 정확
히 파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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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슬이 바위 떨어진들’, ‘홀로 살아간들’에서 ‘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검증실험-서경별곡-학습자1)

<내용 요소 파악>

1. 시인은 국가 조정(朝廷) 안에서 한 여자가 베를 짜듯이[織布] 많은 심혈을 
기울 다. 그래서 시인은 서경을 떠날 때 아주 슬퍼한다. 구슬이 바위에 떨
어지면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멀리 가고 오래 가 있어서
도 군주(君主)에 한 그리움은 사라지지[淡忘] 않는다. 동강은 한국에서 
이미지가 긍정적[正面]이다. 사공은 시인 자신을 의미한다. 시인이 사공한
테 말하는 것은 바로 시인 자신에게 말하는 것과 같다. 조정에 그렇게도 
많은 간신(奸臣: 음탕한 아내는 간신을 비유함)이 현명[聖明]한 군주(君主)
를 유혹했다. 마지막에 시인은 사공인 자신과 임인 군주가 동강 건너편
에 가면 꽃을 꺾듯이 현덕(賢德)한 정치나 사상(思想)을 다시 찾았으면 하
는 바람이다.

 
 학습자1는 <서경별곡>를 읽고 나서 임에 한 시적 화자의 사랑, 그리움
을 읽어냈으며, 이별로 인한 아픔도 느꼈다고 한다. 게다가 한 여자의 처
량한 모습이 눈앞에 보여 너무 불쌍하다고 기술하 다. 이 학습자는 이러
한 느낌을 떠올린 부분으로 ‘이별하기보다는 차라리 길쌈하던 베를 버리고
서라도 사랑해 주신다면 울면서 따라가겠습니다’와 ‘천 년을 홀로 살아간
들 사랑하는 마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를 꼽고 있다. 이는 학습자가 텍스
트 안에 있는 특정한 구절에 주목한 것으로, 시적 화자의 심리를 추리할 
수 있는 단서들을 발견하고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정서를 가늠하게 되
었다. 그리고 어려운 시구는 ‘구슬이 바위 떨어진들’, ‘홀로 살아간들’에서
의 ‘들’의 의미라고 기술하 다.165) 반응 텍스트를 통해 이 학습자는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과 그의 정서를 구체적으로 공감해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65) 학습자들이 <내용 요소 파악 활동지>를 작성한 후, 연구자는 피험자들에게 어미 ‘–ㄴ
들’은 ‘–ㄴ다고 할지라도’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써, 어떤 조건을 양보하여 인정
한다고 하여도 그 결과로서 기 되는 내용이 부정됨을 나타낸다고 설명하 다. 즉 이 
구절은 ‘홀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임을 사랑하는 마음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며, 
‘–ㄴ들’은 중국어 ‘卽使......也’에 해당된다고 설명하 다.



- 127 -

2. 이 시의 ‘서경’, ‘중수’, ‘소성경’ 등 단어에 의해 시인이 임인 군주와 사랑
하는 조정 생활을 할 수 없이 떠나게 되었다고 생각하 다.

3. ‘길쌈하던 베를 버리다’, ‘건너편 꽃’을 해석하는 게 어려웠다.
                                           
                                          (검증실험-서경별곡-학습자4)

 학습자4는 <서경별곡> 작품을 단순한 이별시가로 보지 않고 정치와 긴
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임’은 ‘군주’를 상징하고 ‘베를 짜
는 여인’과 ‘사공’은 ‘시적 화자’를 상징하며 ‘건너편 꽃’은 ‘현덕(賢德)한 
정치나 사상(思想)’을 상징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 학습자는 ‘서경’, ‘중
수’, ‘소성경’ 등 텍스트의 단어 표지에 주목함으로써 위와 같은 이해를 산
출하 다고 기술하 다.
 중국에서의 문학교육에서 문학 작품을 이해할 때에는 생산 맥락을 중요
시한다. 즉 창작 배경과 시인의 배경을 고려하는 리얼리즘적인 경향이 강
하다. 중국 전통 문학 이론에는 ‘문이재도(文以載道)’라는 말이 있다. 이는 
‘문장으로 도리를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는 의미로, 문학의 사회적 역할을 
말하는 것이다. 중국의 미학 사상은 문학교육에 향을 끼쳤다. 따라서 문
학 작품을 학습할 때 문학의 사상성을 중요시하고 작품을 해석할 때 창작 
배경 등 요소를 면 히 살피고 사회에 끼친 향을 검토한다.166)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학습자는 자국어 문학 읽기의 간섭을 제 로 받은 예로 
상정할 수 있다. 
 <서경별곡>에 한 해석은 체로 문면의 남녀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하
는 경우, 당 의 역사적 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경우, 그리고 ‘강’, 
‘배’ 등의 어휘가 지닌 상징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경우 등으로 

별된다. <서경별곡>과 관련된 자료 중 작품의 창작 상황을 정확하게 설
명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체로 이 노래를 남녀 간의 사랑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종을 이룬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당 의 역사적 사실을 
고려하거나 어휘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 작품이 형상화하고 있는 상황을 
재구하는 견해들 역시 점차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 추세라 하지 않을 수 

166) 이명봉, 앞의 글, 2017, 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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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이
러한 입장을 그 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 실제로 <정과
정>과 같이 고려시 의 노래로 함께 전해지는 것 중에는 역사적인 사실과 
연계되는 것이 없지 않으나, <서경별곡>의 경우 아직 충분한 자료가 제시
되지 않았기에 일단 표면적으로는 남녀 간의 이별노래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167) 여러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학습자5의 반응 양상을 사회 문
화적 배경을 결합한 심층적인 해석으로 상정하기보다는 텍스트 의미의 오
독으로 판단하 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 학습자에게 서울인 서경을 이해함
에 있어서 정치적 색채에만 치우치지 말고 남녀가 이별하는 장소 이미지
로만 여기라고 설명해주었다. 

2) 문학 장치 파악을 통한 반응의 정교화

 시는 추상적인 언어를 통해 정서나 감정을 사물이나 상황으로 드러내어 
형상화한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는 시어와 시어 간의 관계, 시행의 배열, 
문장 부호 등에 한 의미를 파악하고 이로부터 형성되는 정서 및 감각의 
양상을 이해함으로써 형상화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168) 학
습자들이 고전시가에 나타난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그 지시적인 의미가 쉽게 떠오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단서 질문은 학생이 질문에 답하도록 도와주거나, 최초 반응을 바로 잡
도록 도와주기 위한 힌트나 단서를 활용하는 질문이다.169) 단서 질문을 통
해 학습자는 텍스트로부터 정보를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에 관여하
여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키는 것을 배우게 된다. 다음 활동지는 단서 질문 
형식으로 문학 장치에 해 파악함으로써, 반응을 정교화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탐구적인 사고방식을 배워 나가고, 또
한 텍스트에 한 학습자의 분석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설정한 것이다. 

167) 조하연, 앞의 글, 2010, 167-168쪽.

168) 김정우, 「시 해석 교육 내용 연구」, 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69쪽.

169) 이종일 외, 『교육적 질문하기』, 교육과학사, 2006,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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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 장치 파악 활동지>          소요시간: 20분

 학습 목표: 텍스트의 문학 장치를 파악함으로써 자신의 반응을 정교화할 
뿐만 아니라 탐구적인 사고방식을 배워 나가 텍스트의 분석 능력 또한 신
장시킬 수 있다.

 
▷ 고 가요 <공무도하가>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십시오.

1. 이 시의 주제는 무엇인가? 

2. 작가는 어떤 의도로 이 시를 창작했는가?

3. 이 시는 어떤 시 적 배경 하에 창작 되었는가?

4. 이 시는 어떤 자연물을 사용했는가?

5. 이 시는 어떤 표현 기법을 사용했는가?

6. 이 시의 전개 과정은 무엇인가?

<문학 장치 파악>

1. 이 시의 주제는 이별시가이다. 아내가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강물을 
건넜다. 강물을 건너다가 죽게 된 남편에 한 비통함을 느꼈다.

 이 활동지는 학습자로 하여금 문학적 장치에 한 주목을 인도함으로써 
표현 기법, 시적 구성을 파악하여 텍스트의 이해를 촉진시키고 학습자의 
반응을 정교화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다. 중국인 학습자는 고시사 교육을 
통해 시라는 장르적 특징에 익숙하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들의 이와 같
은 문학능력이 한국 고전시가 이해에 전이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내야 한다.
 다음은 검증실험에서 학습자들이 <문학 장치 파악 활동지>를 작성한 반
응 텍스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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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장치 파악>

1. 이 시는 임에 한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한을 그린 이별시가이다.

2. 시인은 임의 떠남을 만류하고자 이 시를 창작했다.

3. 이 시의 시 적 배경을 생각해보면 고려시기의 평민 백성들의 사랑 이야기
를 통해 여자의 계급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이 시에서 사용한 자연물은 바위, 동강, 꽃이다. 동강은 나와 임을 갈
라놓은 장애물, 꽃은 다른 여인을 상징? 바위는 잘 모르겠다.

5. 이 시에서는 비유법, 구법, 반문법(설의법), 반복법, 도치법을 사용했다.

6. 이 시의 전개 과정은 1연은 임에 한 사랑의 절박함, 2연은 구슬 비유를 
통해 끊이지 않는 마음 강조, 3연은 나를 떠나 다른 꽃을 꺾게 되는 임에 

한 실망과 원망을 표현했다.
                                            
                                          (검증실험-서경별곡-학습자3)

2. 작가가 이 시를 쓴 의도는 죽은 남편에 한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다.

3. 이 시의 시 적 배경은 조선시  하층민이다.

4. 이 시에서 사용한 자연물은 ‘강’이다. 나와 임을 갈라놓은 장애물이다.

5. 이 시에서는 반복법을 사용했다. ‘河’와 ‘公’의 세 번 반복

6. 이 시의 전개 과정은 아내의 말림 → 남편은 어쨌든 강을 건너감 → 남편
의 죽음 → 아내의 슬픔, 탄식, 원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증실험-공무도하가-학습자6)

 학습자6은 <공무도하가> 주제는 이별시가로서 시의 창작 의도는 남편을 
애도하기 위한 것이고 시 적 배경은 조선시  하층민이며, 자연물인 ‘강’
은 나와 임을 갈라놓는 장애물이라고 서술하 다. 이 학습자는 표현 기법
인 반복법과 시의 전개 과정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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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3은 <서경별곡> 주제는 임에 한 사랑, 그리움과 함께 ‘한’의 정
서가 포함된 작품이라고 기술하 다. 시인의 창작 의도는 임의 떠남을 만
류하기 위함이고, 시 적 배경은 고려시  평민 백성들의 사랑이야기라고 
서술하 다. 또한 자연물인 ‘바위’, ‘ 동강’, ‘꽃’을 포착하 으며, ‘ 동
강’은 나와 임을 갈라놓는 장애물이고 ‘꽃’은 다른 여인을 상징한다고 기
술하 다. 하지만 ‘바위’170)의 상징적 의미는 모른다고 솔직히 토로하 다. 
이 학습자는 이 시에서의 표현 기법인 비유법, 구법, 설의법, 반복법, 도
치법의 포착은 물론 시적 전개 과정도 제 로 파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 학습자는 문학 장치의 정확한 파악을 통해 <서경별곡>에 
해 비교적 심층적인 이해에 다다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개인∙문학 경험 소환을 통한 반응의 활성화

 반응의 활성화를 위한 경험의 소환은 두 가지 양상을 나타낸다. 하나는 
학습자의 개인적 경험을 소환하여 조응하면서 텍스트에 한 이해뿐만 아
니라 자기 이해까지 확장하게 하는 것이다. 즉 고전시가 텍스트를 나의 상
황이나 삶의 경험을 환기시키면서 작품의 의미가 더 풍부해지게 하는 것
이다. 
 경험 소환의 또 다른 양상은 풍부한 모국어 문학 경험을 가진 중국인 학
습자의 특징을 고려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상호텍스트를 발산적으로 환
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독자에 따라, 또는 어떤 측면에 주목하
여 텍스트를 해석하느냐에 따라 환기하는 텍스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
식할 수 있다. 학습자의 기억의 능동적 투사를 통해 발산적인 상호연관성
을 형성함으로써 한국 고전시가 텍스트에 한 이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교를 통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구성하게 된다. 다음 활동지는 

170) ‘바위’는 임과 나의 관계를 깨뜨릴 수도 있는 ‘ 원한 이별의 상황’으로 의미화된다. 
즉, ‘바위’와 ‘이별’이 ‘깨뜨리는 힘’으로 작용한다면, ‘구슬’과 ‘나’는 그것에 의해 ‘깨지
는’ 피동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신은경, 「서경별곡과 정석가의 공통 삽입가요에 

한 일고찰」, 『국어국문학』 96집, 국어국문학회, 1986, 211쪽. 연구자는 이 논의에 의
해 학습자에게 ‘바위’는 나와 임을 갈라놓는 장애물, 즉 나의 사랑을 깨드리는 힘이라고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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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경험 소환 활동지>     소요시간: 15분

 학습목표: <공무도하가>를 나의 삶과 관련지어 시적 화자의 모습을 통해 
나의 새로운 모습을 깨닫고 시적 화자의 정서를 이해하고 전유할 수 있다.

▷ 고 가요 <공무도하가>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십시오.

1. <공무도하가>를 나의 삶과 연결한다면, 나도 이러한 상황이나 태도, 내용, 
표현 방법 면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에 해 쓰십시오. 

   (내가 직접 겪은 경험이나 간접적으로 보고 듣고 느낀 것도 가능함)

2. <공무도하가> 시적 화자의 행동을 통해 나에 해 어떤 새로운 모습을 발
견했는지 자유롭게 쓰십시오. 

   (예: 시적 화자를 통해 공감이 든 부분이나 시적 화자와 다른 부분)

3. 나의 개인적 경험의 환기를 통해 <공무도하가> 작품을 이해하는 데 어떤 
측면에 도움이 되었는지 자유롭게 쓰십시오.

               <자국 문학 경험 소환 활동지>      소요시간: 15분

 학습목표: <공무도하가>와 같은 시적 상황이나 태도 또는 내용이나 표현 
방법 면에서 이와 비슷한 자국 문학 작품을 발산적으로 환기하여 <공무도
하가>에 한 이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교를 통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① <공무도하가>를 읽고 중국의 문학 작품 중 주제, 시  등에서 유사한 작품
이 있는가? 있다면 작품 제목,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십시오. 

   작품 제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공통점: 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개인적 경험과 자국 문학 경험의 소환을 위해 설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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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차이점: 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자국 문학 작품과의 비교를 통하여 <공무도하가>만이 가진 특징이나 정서
에 해 쓰십시오.

③ 연상된 자국 문학 작품이 <공무도하가> 작품을 이해하는 데 어떤 측면에 
도움이 되었는지 쓰십시오.

 <개인 경험 소환 활동지>는 학습자의 개인적 경험의 소환을 통하여 한국 
고전시가에 친근하게 다가감으로써 반응의 활성화를 위해 설정한 것이다. 
 다음은 본 실험에서 학습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나타난 반응 양상들이다. 
예를 들면, 서경덕의 <마음이 어린 후니>를 읽고 어떤 학습자는 ‘만중운
산’이라는 시어를 통해 자신의 과거 ‘장거리’ 연애 경험을 떠올렸다. ‘만중
운산’은 화자와 임 사이의 ‘공간적인 장애물’로써 결국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상징한다는 자신의 관점을 표명했다. 그리고 어떤 학습자는 
<마음이 어린 후니>의 시적 화자가 ‘지는 잎’ 부는 바람 소리에 임이 자신
을 찾아오는 것으로 착각하는 모습이, 마치 자신도 그 사람과 비슷한 뒷모
습을 보면 착각하는 것처럼 시적 화자의 심정에 공감이 된다고 하 다. 이 
두 학습자는 자신의 개인적 경험의 소환을 통해 텍스트의 정서를 이해하
고 전유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텍스트에 공감되는 부분들은 각자 다르지
만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개인적 경험의 소환과 조응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자국 문학 경험 소환 활동지는 학습자가 자국 문학 경험을 소환하여 상
호텍스트적으로 연결시키고 한국 고전시가에 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
며 새로운 문학 경험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학습자들이 같은 문학 작품을 
보아도 창작 배경, 시적 화자의 정서, 표현 수법 등 각자 다른 각도로 텍
스트에 접근하기에 환기된 상호텍스트는 상이하기 일쑤다. 환기된 자국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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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경험 소환>

1. 과거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경험을 떠올려 보면, 시적 화자의 이러한 감
정과 아픔은 비슷한 것 같다.

2. <서경별곡> 시적 화자의 행동을 통해 나도 사랑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
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적 화자처럼 자신의 모든 것 즉 사랑하는 
고향, 직장을 그만 둘 정도의 희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로의 희생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

3. 처음에 이 작품을 바라볼 때 시적 화자가 왜 이리 바보스러운지, 왜 이성
까지 잃은 모습을 보이는지, 왜 그런 ‘임’한테 매달리는지 이해가 안됐다. 
하지만 자신의 경험을 환기해보니 사람마다 가치관은 다르겠지만, ‘사람이
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다만 우리는 시적 화자처럼 용
감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지 못했을 뿐이다.

                                            
<자국 문학 경험 소환>

① 작품 제목: 안수(晏殊)의 <옥루춘∙춘한(玉樓春∙春恨)>171)

   공통점:① 남자는 여자를 버리고 떠났다.
          ② 임에 한 사랑이 끝없다고 표현했다.
   차이점:① 이별하는 장소가 다르다. ( 동강과 정자)
          ② <서경별곡> 화자는 사랑의 변함을 두려워하고 <옥루춘>은  
          임에 한 그리운 정서만 표현했다. 
   
② <서경별곡>만이 가진 특징은 순종하는 여인이 아니라 사랑을 적극적으로 

쟁취하는 여인이다.

③ <옥루춘> 시의 내용은 <서경별곡>의 제1연과 제2연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
다. 그래서 <서경별곡>의 앞부분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
었다. 연상된 <옥루춘> 작품을 통해 <서경별곡>에서의 떠나게 된 임의 무
정함을 읽어냈으며, 버림을 받은 여인이 떠난 임에 한 그리운 정서를 이
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학 작품은 한국 고전시가에 한 이해를 심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러한 
환기는 학습자들이 이전에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에 한 암시를 얻게 되
고, 또한 더욱 풍부한 시각으로 한국 고전시가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된다. 
 다음은 검증실험에서 학습자들이 <개인∙문학 경험 소환 활동지>를 작성
한 반응 텍스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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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실험-서경별곡-학습자3)
 
 학습자3은 자신의 경험에서 연상된 유사한 상황을 바탕으로 시적 화자의 
감정과 아픔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서경별곡> 시적 화자의 행동
을 통해 자신도 사랑을 하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발견했다고 한
다. 이 학습자는 개인적 경험의 소환을 통해 자신이 몰랐던 낯선 자아를 
깨닫고 자신의 내면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 예로 볼 수 있다. 
처음 텍스트를 접했을 때, 이 학습자는 시적 화자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

다. 하지만 자신의 개인적 경험의 소환을 통해 시적 화자의 정서를 전유
해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학습자는 자국 문학 작품을 환기할 때 떠난 임의 무정함과 이런 임을 
그리워하는 시적 화자의 정서에 초점을 맞추어 송나라 시인 안수(晏殊)의 
<옥루춘∙춘한(玉樓春∙春恨)> 작품을 연상하 다. 이 학습자는 두 작품의 
공통점에 기반하여 <서경별곡> 작품의 이해를 심화했으며, 차이점에 의해 
<서경별곡>만이 가진 특징과 정서를 포착하 다. <옥루춘∙춘한> 작품에
서 시적 화자가 보여주는 침착하고 여성스러운 처신에 비해, <서경별곡>
의 시적 화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양한 응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171) 번역본은 아래 글을 인용하 다. 
   이석형, 「晏殊詞 硏究」, 서울 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53쪽.
   綠楊芳草長亭路, 年少抛人容易去. 樓頭殘夢五更鐘, 花體離愁三月雨. 無情不似多情苦, 

一寸還成千萬縷. 天涯地角有窮時, 只有相思無盡處. (수양버들 살랑 는 정자에서, 젊은 
그 사람은 나를 버리고 훌쩍 가버렸네. 누각머리에 들리는 오경의 종소리에 꿈을 망치
고, 꽃 아래 내리는 3월의 비에 이별의 슬픔 일어나네. 무정한 사람은 다정으로 괴로워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한 가닥 그리움이 천만갈래로 되네. 하늘 끝 땅 모퉁이도 다하
는 때가 있건만, 오직 임에 한 그리움은 다할 곳이 없어라.) 

   안수(晏殊)의 <옥루춘∙춘한(玉樓春∙春恨)> 이 사(詞)는 먼저 이별할 때의 정경(情景)을 
묘사하 는데 ‘녹양방초(綠楊芳草)’는 이별한 시간을, ‘장정(長亭)’은 이별한 장소를 나
타내고 있다. 젊은 사람은 희망과 포부에 넘쳐 있어서 앞길을 향해 나아가려고만 하고 
이별을 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여인을 버리고 훌쩍 떠나버렸다. 떠나간 사람은 
이별을 가볍게 생각했지만 여인은 한없는 원망과 이별의 슬픔에 사로잡힌다. “樓頭殘夢
五更鐘, 花體離愁三月雨”는 이별 뒤의 여인의 고독함과 슬픈 심정을 묘사한 것으로 의
치(意致)가 처연(凄然)하고 후단(後段)의 “多情苦”와도 연결되고 있다. 떠나간 이의 무정
함과 자신의 다정의 괴로움과의 비(對比)는 한 가닥의 그리움이 천만갈래로 갈라지는 
슬픔을, 천지(天地)의 유궁(有窮)과 상사(相思)의 무궁(無窮)의 비는 끝없이 이어지는 
그리움의 정서를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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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경험 소환>

1. 이 시에서 강물은 백수 광부를 빠져 죽게 하는 강물이면서 인생의 장애물
이라 생각한다. 나 역시 이러한 장애물에 부딪쳤을 때 백수 광부의 아내처
럼 한 번쯤 시도해보고 실패하게 되면 더 이상 도전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
를 했던 것 같다. 

2. <공무도하가> 백수 광부 아내의 행동을 통해 내 자신이 끝까지 견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에 백수 광부의 아내가 끝까지 죽
는 힘을 다해 말렸다면 아마 백수 광부는 최소한 아내의 눈앞에서 죽지 않
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3. 나의 개인적 경험의 환기를 통해 백수 광부 아내의 심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처음에는 백수 광부의 아내가 노래를 부른 후 왜 따라서 
죽었을 까 의문이 들었지만 남편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은 것이 다른 일면
으로 해석하면 죽음을 도운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자신의 행
동에 해 후회하기 때문에 노래를 끝난 후 스스로 물에 빠져 죽은 것 같
다.

<자국 문학 경험 소환>

 <서경별곡>의 시적 화자는 처음에는 임이 떠나간다는 소식을 듣자 모든 
것을 버리고 울면서 임을 따라 가겠다고 적극적으로 임에 한 사랑을 표
현했다. 또한 임과 떨어져 있더라도 임과의 신의는 쉽게 변치 않겠다고 고
백한다. 하지만 막상 임이 배를 타고 떠날 때 시적 화자는 임에 한 원망
을 뱃사공에게 전이시켜 분풀이를 한다. 이 노래는 임과의 이별 앞에서 속
수무책이었던 한국 여인의 전통적 순종성을 깨뜨림으로써 새로운 적극적
인 여성상을 보여주고 있다.172) 즉 <서경별곡>의 시적 화자는 임을 만류
만 할 수 있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여성의 이미지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3이 포착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쟁취하는 여성상을 <서경별곡>만이 가진 특징이라고 상정할 수 있다. 이 
학습자는 자국 문학 작품의 환기를 통해 <서경별곡>만이 가진 특징과 시
적 화자의 정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72) 주경, 앞의 글, 2017,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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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작품 제목: <하일절구(夏日絶句)>173) - 이청조(李淸照)
   공통점:① 남자 주인공인 항우(項羽)가 죽었다.
          ② 여자 주인공인 우희(虞姬)도 죽었다.
   차이점:① 항우는 강물을 건너지 않았다.
          ② 작가는 항우의 불굴(不屈)한 정신을 찬양했다.
   
⑤ 자국의 문학 작품과 비교를 통해 <공무도하가>만이 가진 특징이나 정서는 

시의 전편(全篇)이 소극적인 정서만 포함되어 있고 전환(轉折)하거나 승화
(昇華)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⑥ 두 시가 모두 ‘물’의 이미지[意象]에 의해 전개된다는 점에서 작품을 이해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검증실험-공무도하가-학습자7)

 학습자7은 <공무도하가>의 ‘강물’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환기하 다. ‘강물’은 백수 광부를 죽게 하는 강물인 동시에 인생의 장애
물 이미지도 갖고 있다고 기술하 다. 이 학습자는 백수 광부의 아내처럼 
한 번쯤 시도해보고 실패하면 더 이상 견지하지 않는 면이 비슷하며 이 
작품을 통해 자신의 내면세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하 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 경험의 환기가 백수 광부의 아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기술하 다. 
 이 학습자는 자국 문학 작품을 환기할 때도 ‘강물’의 이미지에 초점을 맞
추어 이청조(李淸照)의 <하일절구(夏日絶句)> 작품을 연상하게 되었다. 두 
작품의 공통점으로는 남녀 주인공이 다 죽은 점이고 차이점은 백수 광부
는 강물을 건넜지만 항우는 강물을 건너지 않았을 뿐 더러 작가는 항우의 
이런 불굴한 정신을 찬양했다고 기술하 다. 그리고 두 편의 시가 모두 
‘물’의 이미지[意象]에 의해 전개된다는 점에서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기술하 다.
 <공무도하가>만이 가진 특징이나 정서는 시의 전편(全篇)이 소극적인 정
서만 포함되어 있고 시적 전개가 전환(轉折)되거나 승화(昇華)되는 부분이 

173) 송나라 시인 이청조의 <하일절구>는 다음과 같다. 生當作人傑, 死亦爲鬼雄. 至今思項
羽, 不肯過江東. (살아서는 마땅히 인걸이었고, 죽은 뒤 귀신조차 웅 되었네. 항우의 
기개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강동으로 도망갈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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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기술하 다. 이 학습자가 품은 의문점은 아래의 논의를 통해 답을 
찾을 수 있다.
 서정시에서 시적 자아는 세상과 부딪혀서 갈등하고 좌절할 수는 있지만 
결국 자신의 주관성 안에서 세계를 해석하고 나름 로의 의미를 부여한다. 
이처럼 단정하게 정리된 감정을 전달하기 때문에 시에서의 종결은 독자로 
하여금 시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아도 만족하도록 만들며, 독자의 마음속
에 다른 아무런 기 도 남기지 않는다.174) 반면에 <공무도하가> 작품은 
“어쩌란 말인가!”라는 심정으로 절망의 끝에서 그 로 멈추어 버렸기 때문
에 독자의 마음속에 미해결된 감정의 찜찜함을 남긴다. 이처럼 멈출 수도 
나아갈 수도 없는 교착 상태에 빠진 채, 오히려 독자를 향하여 ‘어떻게 할
까?’라고 묻고 있는 시적 자아는 한국 서정시에서 하나의 전통으로 이어
져 내려오고 있다.175) 이런 점에서 본다면 <공무도하가>의 종결은 한국 
서정시의 전통 중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결은 중국
의 시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초(楚)나라 항우(項羽)가 해하
(垓下)에 포위(包圍)되었을 때 애첩 우미인(虞美人)과의 이별을 슬퍼하며 
읊은 즉흥시가 있다. “力拔山氣蓋世, 時不利兮騅不逝. 騅不逝兮可奈何, 
虞兮虞兮奈若何(힘은 산으로 뽑을 만하고, 기운 또한 세상을 덮을 만하나. 
때와 운이 불리하니 추 또한 달리지 못하는구나. 추가 달리지 못하니 어찌 
해야 한단 말인가? 우여, 우여, 그 를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이 
시는 우희(虞姬)를 향한 노래로써 즉, ‘죽어달라’는 뜻이다. 이 노래를 듣
고 우희는 마음속으로 항우의 뜻을 받아들여 칼을 들고 춤을 추면서 항우
의 즉흥시를 거듭 되뇌었다. 그녀가 춤사위를 끝내자 항우는 검을 빼어 그
녀의 목숨을 끊었다. 얼마 안 되어 적의 포위망을 돌파하지 못하고 항우는 
스스로 칼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다. 유방(劉邦)의 승리로 항우(項羽)는 패
배했다.176) 학습자들이 <공무도하가>의 종결에 아쉬움을 표할 때 교사는 

174) Barbara H. Smith, Poetic Closure: A Study of How Poems En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8, p.34; (고정희, 「한국 문학 속의 비극」, 『고
전문학과 교육』 34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7, 238쪽에서 재인용.)

175) 위의 글, 238쪽.

176) 司馬遼太郞 지음, 양억관 옮김, 『항우와 유방3』, 달궁, 2002, 284-2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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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의 즉흥시를 환기시켜줌으로써 학습자들의 이해를 촉진시켜야 한다.

4) 집단 탐구를 통한 반응의 상대화

 가다머에 따르면, 진정한 화란 자신을 타자에 여는 것이며, 그의 관점
을 가치 있는 것으로 진심으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화에서 이해
에 이르는 과정은 화 쌍방이 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양방에 이질적
이며 반 되는 것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음을 전제
로 한다. 만일 양방에서 이렇게 준비되고 화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견
지하면서 반  의견을 높이 산다면, 화는 타자의 입장에 한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 공통적인 어법으로 공통적인 의견을 이루게 된다.177) 
 학습자들이 자신의 개별 반응을 구체화한 후에는 그것을 소집단을 통해 
나누도록 한다. 이 단계는 학습자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서 새롭고 다
양한 관점에서 텍스트를 다시 바라보게 할 것이다. 학습자 간의 화는 상

방과 기본적으로 수평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즉 학습자는 자신과 유사
한 기 지평을 가진 다른 학습자들과 화하면서 텍스트의 의미를 탐색하
고, 담론하는 과정에 자신의 해석이 적합하다고 생각되면 그 반응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소집단 탐구에서 학습자들은 서로 횡적 화를 한다. 독자 간 화, 즉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화는 현실적 독자들 사이에서 이루
어지는 횡적 화의 형태를 띤다. 이것은 내적 화를 통한 독자 개인의 
시 텍스트 읽기가 얼마나 타당한 것인지에 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시적 사유를 공개하고 타인의 사유와 동
등하면서도 횡적인 화를 통해 시적 사유의 폭을 넓히고 조정하는 과정
이다.178) 이러한 활동은 다른 학습자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반응을 강화
하기도 하고, 타자의 반응들을 자기 반응과 병치시키기도 한다.  

177) 진권장, 『교수·학습 과정의 재개념화』, 한국방송통신 학교출판부, 2005, 459쪽.

178) 최미숙, 「 화 중심의 현 시 교수·학습 방법」, 『국어교육학연구』 26집, 국어교육학
회, 2006, 2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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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탐구 활동지>        소요시간: 25분

 학습 목표: 학습자들은 집단 탐구 활동을 통해 자신이 구성한 텍스트의 의
미에 해 메타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상 주의적 관점을 획득할 수 있다.

▷ 집단은 4명 단위로 조성하고 각자 쓴 활동지를 한 사람씩 순서 로 발표한
다. 모둠 구성원의 발표가 끝나면 의문점에 해 질문을 하고 토론한다. 

1. 구성원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작품에 해 달라진 생각이 있는가? 있다면 
달라진 생각에 해 쓰십시오.

2. 구성원의 내용 중 제일 인상적이거나 공감이 가는 부분에 해 쓰십시오.

 학습자들은 서로의 반응을 비교함으로써 다른 학습자의 반응이 자신의 
것과 어떤 점에서 같고 다른지를 인식하고, 화를 통해 차이가 발생한 이
유를 확인해야 한다. 소집단 토의가 끝나면 자신의 처음 반응과 달라진 점
을 수정하고 정리하도록 한다. 특히 다른 학습자 반응과의 공통점과 차이
점을 인식하는 작업은 해석 담론 구성에서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 이를 통
해 학습자들은 자아에의 고립에서 의미의 공동체로 옮겨갈 수 있다. 이러
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 각자의 문학적 반응은 고양되고 반응에 한 표현
력 신장도 가능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궁극적으로 텍스트 세계를 
보다 폭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며 개성 있게 의미 구성을 하는 안목
을 기를 수 있게 된다. <집단 탐구 활동지>는 다음과 같다.

 
 위의 활동지는 학습자들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입장에 비추어 재해석하고, 또한 상 방의 입장에 단
순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비추어 재구성하는 주체성과 학
습자 간의 상호작용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설정한 것이다. 
 아래의 집단 탐구 활동에서 학습자가 텍스트에 해 토론할 때 서로의 
의견을 보완하면서 논의를 심화시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집단 
탐구는 텍스트를 보다 입체적이고 전면적으로 바라보도록 학습자들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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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탐구>

학습자4: 제 생각에는 <서경별곡>에 정치적 경향이 없다면 서울인 서경을 언
급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서울은 정치와 문화 중심지에요. 만약에 
단순히 시적 화자가 이별을 다루기 위해 이 시를 창작했더라면 굳이 
중수(重修)한 소성경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학습자2: 저는 이 시에 정치적 색채가 없다고 생각해요, 서경은 순전(純粹)히 
사실이 발생한 배경(背景)과 바탕[鋪墊]일 뿐이에요.

학습자1: 저도 학습자2와 같은 생각입니다. 이 시는 그냥 간단한 이별시가라
고 생각합니다. 한국인과 중국인이 아무리 정서면에서 차이가 있다하
더라도 이렇게 완곡하고 복잡하게 표현해서 독자들을 이해하지 못하
도록 곤란에 빠지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학습자4: 이 시의 배경은 고려시기에요, 그 시  사람들이 군주(君主)에 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상징과 배경을 더해서 표현을 
할 거에요, 왜냐하면 직접적이게 쓸 수는 없으니까요.

학습자3: 저도 이 시는 단순히 남녀 간의 이별 과정을 그린 시라고 생각해요, 
학습자4는 이 시를 너무 복잡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습자4는 제1연과 제2연은 내가 떠나면서 군주에 한 사랑과 충성
심을 표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3연에 와서 사공인 나와 
임인 군주가 같이 동강을 건너가면, 나와 임이 결국에는 이별하지 
않으니 별곡(別曲)이라는 제목을 달 수 없게 되요. 학습자4의 해석 
논리는 빈틈이 있는 것 같아요.

학습자2: “ 동강 건너편 꽃을 배를 타고 건너가면 꺾을 것입니다”에서 저는 
‘꽃’을 임이라고 생각해요. 임이 동강을 건너가면 저도 동강을 
건너가 임을 찾겠다는 의지인 것 같아요. 이 구절은 1연에서의 “사
랑해 주신다면 울면서 따라가겠습니다”와 호응(呼應)되는 구절로써 
수미상관(首尾相關), 수미호응(首尾呼應)인 것 같아요.

학습자1: 저는 건너편 ‘꽃’을 건너편 여인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는 내가 건
너편을 건너는 게 아니라 임이잖아요. 즉 임이 동강을 건너편 나
를 배신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학습자2: 아, 그렇군요. 제가 (나의 임은) 이 구절을 주의 깊게 못 봐서 이해
상의 편차가 온 것 같아요. 학습자1의 해석을 들으니까 건너편 여인
인 것 같네요.

도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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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4: 한국 고전시가를 아무리 현 어로 번역해도 이해하는 시각이 다름에 
따라 한 가지 이미지[意象]도 여러 가지 의미의 해석 가능성이 존재
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중국의 고시사는 이백
(李白)의 시 이던가 두보(杜甫)의 시는 시 적 배경을 결합해보면 이
해하기가 쉬워요. 다만 이해를 심도 있게 다루냐 못 다루냐의 문제
이겠죠. 하지만 한국 고전시가의 ‘사공’, ‘임’의 상징적 의미는 독자
에 의해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학습자2: 맞아요, 한국 고전시가를 그 당시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결합하여 
사고(思考)하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저희들은 한국 전통 문화에 약하니까요.

                                    
                           (검증실험-서경별곡-집단탐구-학습자1,2,3,4)

<집단 탐구>

학습자7: 저는 <공무도하가>를 복잡하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우선 작가가 ‘河’
와 ‘公’을 세 번씩이나 반복한 이유는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해
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강물은 인생의 장애물 이미지로 생각했어
요. 즉 주인공이 인생에서 생명 중의 난관(難關)을 통과하려고 하는
데 실패한 거예요.  

학습자6: 학습자7은 <공무도하가> 작품에서 자연물 이미지인 ‘물’에 편중[側
重]하여, 자연물의 특징을 통해 이 시를 이해했네요[小處着手]. 하지
만 저는 이 시의 큰 틀과 시적 화자의 정서에 주목했어요. 즉 시적 
화자의 정서에 주목하여 중국 이별시가를 환기했으며, 환기를 한 후 
중∙한 양국이 이별시가에서 사용하는 자연물 이미지가 어떤 면에서
는 같고 어떤 면에서는 다른지에 해 생각했어요.

학습자5: 저는 이 시가 한국의 고시 에 남녀가 이별하게 된 내용을 그린 시
라고 생각해요, 이 시를 읽고 심종문(沈從文)이 쓴 <변성(邊城)>이라
는 소설이 생각나요, 이 소설에서는 여주인공인 취취(翠翠)를 연모하
던 사람이 죽었어요. 이 두 작품은 어떤 맥락에서 보면 강물 이미지
나 남주인공의 죽음이나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학습자8: 저는 이 시가 너무 간단하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이
해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중국의 시경(詩經)도 간단하지만, 상하(上
下) 구법[排比]을 사용해서 내용 면에서는 풍부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공무도하가>는 읽으면 별다른 느낌을 못 느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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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6: 저도 학습자8의 의견에 동의해요, 만약에 연구자가 수업시간에 질문
을 하면서 <공무도하가>의 문학 장치든지 자국의 문학 경험을 환기
해 주지 않았더라면 <공무도하가> 시적 화자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
했을 것 같아요. 

학습자7: 저도 처음에는 학습자8과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연구자가 <공
무도하가>는 한국 문헌에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서정시가로 평가받
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나니 <공무도하가> 작품에 한 소극적인 생
각이 사라졌어요. 중국 고시사와 한국 고전시가를 문학적 가치 면에
서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중국 문학이 우월해서 비교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한국 문학 작품은 한국 문학 작품 나름 로 중
국 학습자들이 단시간 내에 읽어내지 못한 그런 ‘미(美)’가 있을 것 
같아요.

학습자8: 학습자7의 의견을 들으니 설득이 되는 것 같네요. 맞아요, 문학 작품
은 그 나라 문화와 시  배경을 결합해서 읽어야 심층적인 의미를 
읽어 낼 수 있어요. 한국 고전 문화에 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
황 하에 문학적 가치를 단정 짓는 건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 같아
요.

                         (검증실험-공무도하가-집단탐구-학습자5,6,7,8)
 
 본 실험에서는 학습자들이 자국 문학 우월주의로 인해 비판 의식만 표출
할 뿐 고전시가 텍스트를 제 로 수용하지 못한 양상들을 발견할 수 있었
다. 하지만 검증 실험에서는 집단 탐구 활동을 통해 근거 없는 비판보다는 
다른 학습자들의 의견도 수용하면서 한국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결합하여 
작품에 해 새로운 지점을 추출해내는 반응의 상 화 양상을 보여주었다. 
 학습자들은 집단 탐구를 통해 자신이 오독한 이유를 면 히 살피면서 자
신의 한계를 메타적으로 인식, 성찰하고 있다. 또한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
적인 시 읽기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자신의 반응에 해 책임을 더하는 
과정으로써 작품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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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중 작품 비교를 통한 반응의 심화

 마지막 단계에서는 한국 고전시가에 한 이해를 더욱 깊이 있게 형성할 
수 있도록 중국 문학 작품과의 비교 및 조 활동을 실시하 다. 
 앞의 반응 양상에서 확인했듯이 중국 문학 작품의 상호텍스트 환기는 한
국 고전시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1
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활동을 마친 후 한∙중 문학 작품의 비교 단계의 
설정을 통해 한국 고전시가에 한 심도 있는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제3단계에서 학습자들은 개인적인 독서 체험에 의해 자국 문학 작품과 
상호 비교하여 읽게 되었는데 학습자마다 의식하는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환기되는 문학 작품도 상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5단계인 한∙중 문학 
작품 비교 활동은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활동이기에 다양한 반응을 엿
볼 수 있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한국의 고 가요 <공무도하가> 작품의 심도 있는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중국의 민간고사(民間故事)인 <맹강녀곡장성(孟姜女哭長
城)>179)과 비교하는 구체적인 학습 활동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공무도
하가>와 비교할 만한 다른 중국 작품도 존재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작품과 비교하든 간에 피상적인 비교에만 머물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심
도 있는 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비교 및 조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
는 것이다.
 <맹강녀곡장성>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이는 중국의 4  민간고사 
전설의 하나로써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익숙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주제나 
내용, 사건 전개 양상 등 여러 측면에서 <공무도하가>와 일정한 동질성을 
지닌다. 
 이를 바탕으로 <공무도하가>와 <맹강녀곡장성>를 중심으로 한 비교  및 

조 학습 활동을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179) 당나라 시인 관휴(貫休)가 쓴 고전시가인 <기량처(杞梁妻)> 작품도 존재하지만, <맹강
녀곡장성> 작품이 여러 면에서 <공무도하가>와 비슷한 양상을 지니므로 민간고사임에
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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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강녀곡장성>

莊公襲莒 殖戰而死 妻嘆曰 上則無父 中則無夫 下則無子 外無所依 內無所依 
將何以立 吾節豈能更二哉 亦死而已矣 於是 乃援琴而鼓之曰 樂莫樂兮新相知 
悲莫悲兮生別離 哀感皇天城爲墜 曲終 遂自投淄水而死

<공무도하가> <맹강녀곡장성>

 
공
통
점

창작 의도
사건 전개 과정
사회∙문화 배경
인물 성격 특징

모티프
표현 기법

자연물
시적 화자 정서

차
이
점

<한∙중 작품 비교 활동지>

 학습 목표: 상호텍스트와의 비교 및 조적 접근을 수행하면서 한국 문학 
작품에 한 심화된 이해와 공감을 기 할 수 있다.

▷ <맹강녀곡장성>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십시오.

1. 다음 표를 완성하면서 <공무도하가>와 <맹강녀곡장성> 이 두 작품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니는지 자유롭게 적어 보십시오.

2. <맹강녀곡장성>에서 기량의 처를 통해 백수 광부 아내의 행동과 정서를 이
해하는 데 어떤 측면에 도움이 되었는지 자유롭게 적어 보십시오.

3. 두 작품에서 자연물인 ‘물’의 설정은 시적 화자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자유
롭게 적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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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시 한∙중의 사회 역사적 문화 배경을 바탕으로 여주인공이 스스로 투하
하는 행위에 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등을 자유롭게 쓰십시오.

5. <공무도하가>만 읽을 때와, <맹강녀곡장성>을 비교하면서 읽을 때 나의 감
상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해 자유롭게 쓰십시오.

<한∙중 문학 작품 비교>

1. 공통점
   창작 의도: 두 편의 시는 모두 죽은 남편을 애도하기 위해 지은 것이다.
   사건 전개 양상: 남편이 죽자 아내도 쫓아 죽었다.
   사회∙문화 배경: 여성의 지위가 낮다.
   인물 성격 특징: 아내의 용감함과 나약함이 동시에 존재한다.
   모티프: 남편의 죽음/아내가 금을 연주하며 노래함/아내도 따라 투하함
   표현 기법: 서정서사시
   자연물: 강
   시적 화자 정서: 슬픔

   차이점
<맹강녀곡장성>에서의 남편은 황제(皇帝)의 강제 하에 이끌려 전사한 것이
다. 그래서 그 시 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파악하기 쉬어 작품을 다각적으
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공무도하가>에서는 뱃사공만 나올 뿐 
사회 문화적 배경에 해서는 소개된 바가 없기에 잘 모르겠다. 

 
 위의 학습 활동지는 중국 문학 작품을 비계로 삼아 한국 고전시가에 
한 이해가 더 심화될 수 있도록 문항을 설정하 다. 표현 기법이나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공통점을 지닌 두 작품을 묶어서 읽는 과정은 <공무도
하가> 작품에 해 더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다음은 검증실험에서 학습자들이 <한∙중 문학 작품 비교 활동지>를 작
성한 반응 텍스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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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량의 처를 통해 백수 광부 아내가 남편을 따라 스스로 투하한 행동을 조
금이나마 이해가 된 것 같다. 어쩌면 백수 광부의 아내도 그 시 의 사회적 
배경 하에 할 수 없이 선택한 행동일 수도 있다.

3. 자연물인 ‘강물’은 아내가 남편에 한 사랑, 아내와 남편의 이별, 남편과 
아내의 죽음을 부르는 시적 소재, 남편과 아내의 다시 만남[再次相遇] 등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4. 그 당시 사회 역사적 문화 배경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과부(寡婦)에 한 편
견이 존재한다. 한국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잘 모르겠지만 과부에 한 시
선이 중국과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5. <공무도하가> 작품만 봤을 때는 남편이 술에 취해 부주의로 강물에 빠진 
것이라 생각했다. <맹강녀곡장성>과 비교하기 전에는 백수 광부 아내의 자
살 행위를 남편을 쫓아 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맹강녀곡장
성> 작품과 비교하면서 읽으니, 남편은 왜 강물에 들어갔는지, 아내는 왜 
따라 투하하게 되었는지에 해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검증실험-공무도하가-학습자8)

 학습자8은 한∙중 작품을 비교하기 전에는 <공무도하가>에서 시적 인물
들의 죽음에 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기술하 다. 우선 그는 
백수 광부의 죽음을 술에 취해 부주의로 강물에 빠진 것으로 여겼으며, 백
수 광부 아내의 죽음에 해서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서술하
다. 하지만 <맹강녀곡장성>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 <공무도하가> 그 당시
의 사회 역사적 문화 배경을 바탕으로 죽음에 한 의문과 당  여성의 
지위에 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조숙자(2002)180)는 <맹강녀
곡장성> 이 작품을 남성 중심적인 지배 체제가 자신의 체제를 유지시키고 

180) 맹강녀는 본래 정절과는 무관한 여인이었지만,『열녀전』에서는 정절로 인하여 죽은 여
인으로 재탄생하 다. 그녀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충효와 절의를 강조할 시기가 되면 
여인의 전범으로 새롭게 탄생을 거듭하 다. 그러나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구두 전승되
어 온 맹강녀에 관한 이야기는, 특정 시기의 필요에 의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 또
한 확인할 수 있다. 조숙자, 앞의 글, 2002, 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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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견고히 하기 위하여 자신의 최 의 적이자 약자인 여성을 희생물로 
바치는 희생약적 구조로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하 다. 이 학습자는 과부(寡
婦)로서의 여성이 죽음을 선택한 것에 한 자살과 타살의 경계를 포착함
으로써 <공무도하가>에 해 비교적 심층적인 이해에 도달하 음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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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의 고시사(古詩詞)로 축적된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을 활용한 한국 고전시가 교육의 방법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한국어교육에서 고전시가 교육이 아직 충분히 주목 받지 못하고 이유는 
바로 가르치기 어려운 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인 학습
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해보면 이는 그리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문학적 소양을 중시하는 풍토에서 교육을 받아온 중국 학의 한국어 학
습자들은 자국의 고시사 교육을 통하여 고전시가의 장르적 특성에 한 
이해가 비교적 깊으며 이미 상당한 문학능력을 갖추고 있다. 본 연구는 이
러한 이유로 중국인 학습자의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에 주목하 으며, 중
국인 학습자를 고전시가 향유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주체로 세울 수 있
다고 가정하 다.
 이를 위해 본고는 우선 문헌 연구 방법을 통하여,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
을 재개념화하고, 중국인 학습자의 고시사 학습 경험을 정리하 다. 그 다
음 독자 반응의 개념과 독자 반응의 유형,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이 독자 
반응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을 
활용한 고전시가 교육적 의의를 ‘학습자의 능동적인 의미 구성 능력 신
장’, ‘이별시가에 나타난 정서에 한 공감 능력 신장’, ‘자연물 이미지를 
통한 문화적 소통 능력 신장’으로 구체화하 다.
 이러한 이론적 토 를 바탕으로 실제적 측면을 고찰하기 위해, 학습자들
로 하여금 이별시가를 읽고 자신의 생각, 느낌 등을 자유롭게 쓰게 하
다. 이별시가 텍스트에 한 학습자의 반응 양상을 퍼브스와 리페르의 반
응 유형 분류 기준에 따라, ‘연합적 반응’, ‘지각적 반응’, ‘해석적 반응’, 
‘평가적 반응’으로 분류하여 분석하 다. 텍스트에 한 연합적 반응을 ‘학
습자의 자아 경험과의 연합’과 ‘이미지의 상호텍스트적 연합’으로 나누고, 
텍스트에 한 지각적 반응을 ‘텍스트의 비유적 응집성 지각’과 ‘텍스트의 
의미화 규칙 지각’으로 나누며, 텍스트에 한 해석적 반응을 ‘텍스트의 
내적 정보에 의한 해석’과 ‘학습자의 외적 지식을 활용한 해석’으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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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텍스트에 한 평가적 반응을 ‘텍스트의 미적 특
성에 한 평가’와 ‘학습자의 윤리적 태도에 의한 평가’로 나누어 반응 텍
스트에 나타난 학습자들의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을 분석하고 추론하 다.
 학습자들의 반응 양상을 통해, 자국어로 익힌 문학능력이 이별시가를 수
용하는 데 바탕이 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자아내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텍스트 의미 오독’, ‘분석 능력 
부족으로 인한 텍스트 이해 미흡’, ‘참여 의식 부족으로 인한 텍스트 전유 
실패’, ‘자국 문학 우월주의로 인한 비판 의식 표출’ 등 일정한 한계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학습자들의 읽기 양상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
을 활용한 고전시가 교육의 목표를 ‘고전시가에 한 이해와 감상 능력 신
장’, ‘고전시가와 자국 문학의 비교 능력 향상’,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 함
양’으로 설정하 으며, 교육의 내용으로는 ‘시적 의미를 구현하는 명시적 
정보 인식’, ‘모티프를 중심으로 한 상호텍스트 환기’, ‘자연물 이미지에 

한 정서적 공감’으로 제시하 다. 이러한 교육의 목표와 교육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의 방법을 ‘내용 요소 파악을 통한 반응의 구체화’, ‘문
학 장치 파악을 통한 반응의 정교화’, ‘개인∙문학 경험 소환을 통한 반응
의 활성화’, ‘집단 탐구를 통한 반응의 상 화’, ‘한∙중 작품 비교를 통한 
반응의 심화’로 마련하 다. 
 본 연구는 한국 고전시가 교육 중에서 중국인 학습자의 특징을 고려하여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교육 방법을 도출하 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를 지닌다. 또한 한국 문학 수업에서 학습자의 주체성
과 능동성,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활달하게 촉진시켰다는 데서도 일정
한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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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교과서 시 시인 제목
1 1-1 明代 唐寅 畵鷄
2 1-1 初唐 駱賓王 咏鵝
3 1-1 中唐 李紳 憫農
4 1-1 盛唐 李白 靜夜思
5 1-2 盛唐 孟浩然 春曉
6 1-2 淸代 高鼎 村居
7 1-2 淸代 袁枚 所見
8 1-2 南宋 楊萬里 小池
9 2-1 北宋 蘇軾 贈劉景文
10 2-1 晩唐 杜牧 山行
11 2-1 盛唐 賀知章 回鄉偶書
12 2-1 盛唐 李白 贈汪倫
13 2-2 中堂 白居易 草
14 2-2 南宋 楊萬里 宿新市徐公店
15 2-2 盛唐 李白 望廬山瀑布
16 2-2 唐代 杜甫 絕句(其三)
17 2-2 南北朝 民歌 敕勒歌
18 3-1 南宋 葉紹翁 夜書所見
19 3-1 盛唐 王維 九月九日憶山東兄弟
20 3-1 盛唐 李白 望天門山
21 3-1 北宋 蘇軾 飲湖上初晴後雨
22 3-1 中唐 胡令能 小兒垂釣
23 3-2 唐代 賀知章 詠柳
24 3-2 宋代 朱熹 春日
25 3-2 唐代 林杰 乞巧
26 3-2 晩唐 李商隱 姮娥 
27 3-2 中唐 孟郊 遊子吟
28 4-1 北宋 蘇軾 題西林壁
29 4-1 南宋 陸遊 遊山西村
30 4-1 盛唐 李白 黃鶴樓送孟浩然之廣陵
31 4-1 盛唐 王維 送元二使安西
32 4-1 盛唐 孟浩然 過故人莊
33 4-1 東晉 陶淵明 雜詩(其一)
34 4-2 盛唐 李白 獨坐敬亭山
35 4-2 唐代 劉禹錫 望洞庭
36 4-2 唐代 白居易 憶江南(其一)

[부록] 
* 본고에서 인용한 작품은 음영 처리함
[부록1]: 중국 초등학교『語文』교과서에 수록된 고시사(古詩詞)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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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교과서 시 시인 제목
1 7-1 東漢 曹操 觀滄海
2 7-1 盛唐 王灣 次北固山下
3 7-1 中唐 白居易 錢塘湖春行
4 7-1 元代 馬致遠 天淨沙∙秋思
5 7-1 東漢 曹操 龜雖壽
6 7-1 盛唐 孟浩然 過故人庄
7 7-1 唐代 常建 題破山寺后禪院
8 7-1 盛唐 李白 聞王昌齡左遷龍標遙有此寄
9 7-1 晩唐 李商隱 夜雨寄北
10 7-1 晩唐 杜牧 泊秦淮

37 4-2 南宋 翁卷 鄉村四月
38 4-2 南宋 范成大 四時田園雜興∙晝出耘田夜績麻
39 4-2 唐代 張志和 漁歌子
40 5-1 北宋 王安石 泊船瓜洲
41 5-1 唐代 張籍 秋思
42 5-1 清代 納蘭性德 長相思
43 5-2 唐代 呂巖 牧童
44 5-2 南宋 楊萬里 舟過安仁
45 5-2 南宋 辛棄疾 清平樂·村居
46 5-2 中唐 劉禹錫 浪淘沙∙九曲黃河萬里沙
47 6-1 先秦 작가 미상 詩經∙采薇∙昔我往矣
48 6-1 盛唐 杜甫 春夜喜雨
49 6-1 南宋 辛棄疾 西江月∙夜行黃沙道中
50 6-1 元代 白樸 天淨沙∙秋
51 6-1 中唐 李賀 馬詩
52 6-2 三國·魏 曹植 七步詩
53 6-2 盛唐 王維 鳥鳴澗
54 6-2 盛唐 王昌齡 芙蓉樓送辛漸
55 6-2 盛唐 杜甫 江畔獨步尋花
56 6-2 明代 于謙 石灰吟
57 6-2 清代 鄭燮 竹石
58 6-2 盛唐 杜甫 聞官軍收河南河北
59 6-2 清代 龔自珍 己亥雜詩(其二百二十首)
60 6-2 北宋 蘇軾 浣溪沙∙遊蘄水淸泉寺
61 6-2 北宋 王觀 卜算子∙送鮑浩然之浙東
62 6-2 北宋 王安石 元日
63 6-2 晩唐 皮日休 天竺寺八月十五日夜桂子
64 6-2 漢代 작가 미상 漢樂府∙長歌行

［부록2]: 중국 중학교『語文』교과서에 수록된 고시사(古詩詞)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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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7-1 南宋 楊萬里 過松源晨炊漆公店
12 7-1 南宋 朱熹 觀書有感(其一)
13 7-1 北宋 晏殊 浣溪沙∙一曲新詞酒一杯
14 7-1 宋代 李淸照 如夢令
15 7-2 北魏 작가 미상 木蘭詩
16 7-2 南北朝 吳均 山中雜詩
17 7-2 盛唐 王維 竹里館
18 7-2 盛唐 李白 峨眉山月歌
19 7-2 盛唐 李白 春夜洛陽聞笛
20 7-2 盛唐 岑參 逢入京使
21 7-2 中唐 韋應物 滁州西澗
22 7-2 盛唐 杜甫 江南逢李龜年
23 7-2 中唐 劉長卿 送靈澈上人
24 7-2 南宋 趙師秀 約客
25 7-2 淸代 趙翼 論詩
26 8-1 唐代 杜甫 望岳
27 8-1 唐代 杜甫 春望
28 8-1 唐代 杜甫 石壕吏
29 8-1 盛唐 李白 早發白帝城
30 8-1 宋代 潘閬 酒泉子
31 8-1 唐代 柳宗元 江雪
32 8-1 東晉 陶淵明 歸園田居(其三)
33 8-1 盛唐 王維 使至塞上
34 8-1 盛唐 李白 渡荊門送別
35 8-1 宋代 陳輿義 登岳陽樓(其一)
36 8-1 漢代 작가 미상 漢樂府∙長歌行
37 8-1 初唐 王績 野望
38 8-1 盛唐 孟浩然 早寒江上有懷
39 8-1 盛唐 孟浩然 望洞庭湖贈張丞相
40 8-1 唐代 崔顥 黃鶴樓
41 8-1 唐代 李白 送友人
42 8-1 中唐 劉禹錫 秋詞
43 8-1 北宋 梅堯臣 魯山山行
44 8-1 北宋 蘇軾 浣溪沙∙遊蘄水淸泉寺
45 8-1 南宋 陸遊 十一月沙日風雨大作
46 8-2 中唐 劉禹錫 酬樂天楊州初逢席上見贈
47 8-2 唐代 杜牧 赤璧
48 8-2 南宋 文天祥 過零丁洋
49 8-2 北宋 蘇軾 水?歌頭
50 8-2 元朝 張養浩 山坡羊∙潼關懷古
51 8-2 東晉 陶淵明 飮酒(其五)
52 8-2 盛唐 李白 行路難(其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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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8-2 盛唐 杜甫 茅屋爲秋風所破歌
54 8-2 盛唐 岑參 白雪歌送武判官歸京
55 8-2 淸代 龔自珍 己亥雜詩
56 8-2 魏晉 劉楨 贈從弟(其二)
57 8-2 初唐 王勃 送杜少府之任蜀州
58 8-2 初唐 陳子昻 登幽州臺歌
59 8-2 盛唐 王維 終南別業
60 8-2 盛唐 李白 宣州謝脁樓餞別校書叔云
61 8-2 唐代 韓愈 早春呈水部張十八員外(其一)
62 8-2 唐代 李商隱 無題
63 8-2 五代 李煜 相見歡
64 8-2 北宋 王安石 登飛來峰
65 8-2 北宋 范仲淹 蘇幕遮
66 9-1 晩唐 溫庭筠 望江南
67 9-1 北宋 范仲淹 漁家傲∙秋思
68 9-1 北宋 蘇軾 江城子∙密州出獵
69 9-1 南宋 李淸照 武陵春
70 9-1 南宋 辛棄疾 破陣子∙爲陳同甫賦壯詞以寄之
71 9-1 中唐 白居易 觀刈麥
72 9-1 唐代 劉方平 月夜
73 9-1 晩唐 溫庭筠 商山早行
74 9-1 南宋 陸遊 卜算子•詠梅
75 9-1 北宋 晏殊 破陣子
76 9-1 北宋 蘇軾 浣溪沙∙簌簌衣巾落棗花
77 9-1 南宋 李淸照 醉花陰
78 9-1 南宋 辛棄疾 南鄕子∙登京口北固亭有懷
79 9-1 元朝 張養浩 山坡羊∙驪山懷古
80 9-1 明代 王磐 朝天子∙詠喇叭
81 9-2 先秦 작가 미상 詩經∙關雎
82 9-2 先秦 작가 미상 詩經∙蒹葭
83 9-2 唐代 楊烔 從軍行
84 9-2 唐代 李白 月下獨酌(其一)
85 9-2 唐代 杜甫 羌村三首(其三)
86 9-2 盛唐 杜甫 登樓
87 9-2 盛唐 岑參 走馬川行奉送封大夫出師西征
88 9-2 中唐 韓愈 左遷至藍關示侄孫湘
89 9-2 中唐 白居易 望月有感
90 9-2 中唐 李賀 雁門太守行
91 9-2 北宋 王觀 卜算子∙送鮑浩然之浙東
92 9-2 明代 夏完淳 別云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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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교과서 시 시인 제목
1 語文 ① 唐代 李商隱 代贈
2 語文 ① 南唐 李璟 浣溪沙
3 語文 ① 宋代 王十朋 点絳唇∙素香丁香
4 語文 ① 魏晉 陶淵明 詠荊軻
5 語文 ② 盛唐 杜甫 絶句漫興九首(其一)
6 語文 ② 中唐 劉禹錫 楊柳枝詞二首(其一)
7 語文 ② 先秦 작가 미상 詩經∙氓
8 語文 ② 先秦 작가 미상 詩經∙采薇
9 語文 ② 先秦 屈原 離騷
10 語文 ② 東漢 작가 미상 孔雀東南飛
11 語文 ② 漢代 작가 미상 涉江采芙蓉
12 語文 ② 魏晉 曹操 短歌行
13 語文 ② 魏晉 陶淵明 歸園田居(其一)
14 語文 ③ 盛唐 李白 蜀道難
15 語文 ③ 盛唐 杜甫 秋興八首(其一)
16 語文 ③ 盛唐 杜甫 詠懷古迹(其三)
17 語文 ③ 唐代 杜甫 登高
18 語文 ③ 唐代 白居易 琵琶行
19 語文 ③ 晩唐 李商隱 錦瑟
20 語文 ③ 唐代 李商隱 馬嵬(其二)
21 語文 ④ 北宋 柳永 望海潮
22 語文 ④ 宋代 柳永 雨霖鈴
23 語文 ④ 宋代 蘇軾 念奴嬌
24 語文 ④ 北宋 蘇軾 定風波
25 語文 ④ 南宋 辛棄疾 水龍吟
26 語文 ④ 南宋 辛棄疾 永遇樂
27 語文 ④ 北宋 李淸照 醉花陰
28 語文 ④ 南宋 李淸照 聲聲慢
29 語文 ⑤ 東漢 曹操 觀滄海
30 『語文-古代詩歌』 唐代 白居易 長恨歌
31 『語文-古代詩歌』 先秦 屈原 湘夫人
32 『語文-古代詩歌』 南北朝 鮑照 擬行路難(其四)
33 『語文-古代詩歌』 盛唐 李白 行路難(其一)
34 『語文-古代詩歌』 盛唐 杜甫 蜀相
35 『語文-古代詩歌』 明代 작가 미상 武候廟
36 『語文-古代詩歌』 南宋 柳游 書憤
37 『語文-古代詩歌』 南宋 柳游 臨安春雨初霽

[부록3]: 중국 고등학교『語文』교과서에 수록된 고시사(古詩詞) 목록
* 『語文-古代詩歌』는『語文-中國古代詩歌散文欣賞』교과서의 약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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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語文-古代詩歌』 魏晉 阮籍 詠懷八十二首(其一)
39 『語文-古代詩歌』 東晉 陶淵明 雜詩十二首(其二)
40 『語文-古代詩歌』 盛唐 李白 越中覽古
41 『語文-古代詩歌』 北宋 李淸照 一剪梅
42 『語文-古代詩歌』 晩淸 黃遵憲 今別離(其一)
43 『語文-古代詩歌』 唐代 張若虛 春江花月夜
44 『語文-古代詩歌』 唐代 孟浩然 夜歸鹿門歌
45 『語文-古代詩歌』 盛唐 王維 歸嵩山作
46 『語文-古代詩歌』 盛唐 李白 贈孟浩然
47 『語文-古代詩歌』 唐代 杜甫 解悶十二首(其六)
48 『語文-古代詩歌』 盛唐 李白 夢遊天姥吟留別
49 『語文-古代詩歌』 中唐 李賀 夢天
50 『語文-古代詩歌』 唐代 杜甫 登岳陽樓
51 『語文-古代詩歌』 盛唐 李白 與夏十二登岳陽樓
52 『語文-古代詩歌』 唐代 杜甫 泊岳陽樓下
53 『語文-古代詩歌』 唐代 杜甫 陪裴使君登岳陽樓
54 『語文-古代詩歌』 五代 韋庄 菩薩蠻(其二)
55 『語文-古代詩歌』 唐代 白居易 憶江南(其一)
56 『語文-古代詩歌』 唐代 白居易 憶江南(其二)
57 『語文-古代詩歌』 唐代 白居易 憶江南(其三)
58 『語文-古代詩歌』 盛唐 王維 積雨輞川庄作
59 『語文-古代詩歌』 盛唐 杜甫 旅夜書懷
60 『語文-古代詩歌』 北宋 蘇軾 新城道中(其一)
61 『語文-古代詩歌』 宋代 姜夔 楊洲慢
62 『語文-古代詩歌』 淸代 納蘭性德 長相思
63 『語文-古代詩歌』 盛唐 李白 將進酒
64 『語文-古代詩歌』 盛唐 杜甫 閣夜
65 『語文-古代詩歌』 中唐 李賀 李凭箜篌引
66 『語文-古代詩歌』 中唐 韓愈 聽穎師彈琴
67 『語文-古代詩歌』 南唐 李煜 虞美人
68 『語文-古代詩歌』 南唐 李煜 浪淘沙
69 『語文-古代詩歌』 北宋 周邦彦 蘇幕遮
70 『語文-古代詩歌』 北宋 柳永 甘草子
71 『語文-古代詩歌』 北宋 張先 系裙腰
72 『語文-古代詩歌』 戰國 屈原 國殤
73 『語文-古代詩歌』 盛唐 高適 燕歌行
74 『語文-古代詩歌』 中唐 柳宗元 登柳州城樓寄漳汀封連四州
75 『語文-古代詩歌』 晩唐 溫庭筠 菩薩蠻
76 『語文-古代詩歌』 元代 睢景臣 般涉?∙哨遍∙高祖還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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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orean Classical poetry education research 
For Chinese Learners

-Focusing on the experience of learning 
a native language literature-

                                                       JIN Y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Foreign Languag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method of Korean 
classical poetry education utilizing Chinese learner's experience 
of learning a native language literature.
  Korean language learners of Chinese universities, which have 
been educated in an emphasis on literary literacy, have a deep 
understanding of the genre characteristics of classical poetry 
through their classical poetry education and already possess 
considerable literary ability. For this reason, this study focuses 
on Chinese learners' experience of learning their native language, 
and assumes that Chinese learners can be set as active and 
active subject of classical poetry.
  In this study, we first re-conceptualized the learning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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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native language through the literature study method, and 
summarized the learning experiences of the Chinese learners. 
Next, I looked at the concept of reader response, the type of 
reader response, and the effects of native language literacy 
learning experiences on reader responses. Finally, it is shown 
that classical poetry utilizing the experience of native language 
literary learning has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of ‘learner's 
active ability to construct semantically’, ‘empathy for emotions 
expressed in farewell poetry’, ‘cultural communication ability 
through natural image’.
  Based on this theoretical foundation, In order to examine the 
practical aspects, the learners read the farewell poetry and freely 
used their thoughts and feelings. The learner's responses to the 
texts were classified into four responses according to the 
response type classification criteria of Alan C. Purves & & 
Rippere, Victoria: ‘Associative Response’, ‘Perceptual Response’, 
‘Interpretive Response’, and ‘Evaluation Response’. The 
Associational Response of texts is divided into ‘association with 
the learner's self - experience’ and ‘interactive textual 
combination of images’. The Perceptual Response to text is 
divided into ‘perceptual coherence perception of text’ and 
‘perception of semantic rule of text’ and the Interpretive 
Response to text is divided into ‘Interpretation based on textual 
information’ and ‘interpretation using external knowledge of 
learners’. Finally, the Evaluative Responses to the text were 
divided into ‘evaluation of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he 
text’ and ‘assessment by the learner's ethical attitude’ to 
analyzed and inferred the learners' native language learning 
experience in response text.



- 169 -

  Through the learners' response patterns, the literary ability 
learned in their native language was based on acceptance of the 
farewell poetry, and it was able to see the positive effect mainly. 
However, at the same time, we were able to examine certain 
limitations such as ‘text misunderstanding due to lack of Korean 
language ability’, ‘insufficient text understanding due to lack of 
text analysis ability’, ‘failed text appropriation due to lack of 
consciousness of participation in text’, ‘Expression of criticism 
due to the supremacy of national literature’. 
  Based on the reading patterns of learners, In this study, the 
goal of classical poetry education using experience of learning a 
native language literature was set as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of classical poetry’, ‘enhancement of comparative 
ability between Korean classical poetry and Chinese literature’ 
and ‘Cultivating mutual cultural communication ability’, The 
contents of education were presented as ‘recognition of explicit 
information that implements poetic meaning’, ‘mutual text 
ventilation centered on motifs’, and ‘emotional empathy with 
images of natural objects’. The purpose of this education and the 
contents of education to realize the method of education should 
be defined as ‘Identification of reaction through grasp of 
contents element’, ‘Refinement of reaction through identification 
of literary devices’, ‘Activation of reaction by summoning 
personal and literary experience’, ‘Relativization of reaction 
through group inquiry’, ‘In-depth response through comparison 
of Korean and Chinese works’.
  This study has educational significance in that it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features of Chinese learners in the classical 
Chinese education and draws out the educational method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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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take advantage of literary experience. It has certain 
significance in encouraging the learner's subjectivity, activeness, 
and interaction between learners in Korean literature class 
actively. 

Key words : Korean Classical Poetry, Chinese Classical Poetry,
             Experience of Learning a native Language Literature,
             Farewell Poetry, Reader Response, Response Type

Student Number : 2015-2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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