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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의 경험에 주목하고, 학습자가 경험을 활용하여 시

를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연구 대상으로는 중국 한족 학습자와 조선족 학습자를 함께 선정함으로써, 경

험 주체의 개인적·문화적 차이와 정체성 인식의 차이가 문학작품 읽기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 텍스트에 대한 개념적 이

해를 넘어 자기를 새롭게 인식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한국 현대시 교수·학습 방법을 설계하고자 한다.

  문학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기계적인 언어학습의 한계에서 벗어나 다층적이

고 풍부한 언어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문학은 ‘사상 감정의 표현’이라고도 하

고, ‘가치 있는 체험의 표현’이라고도 한다. 이는 사상이나 감정이 구체적인 체

험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문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의

미 있는 것일 때만이 비로소 문학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임을 뜻한다. 문학 

중에서도 시는 주관적 장르에 속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 속에 

자신의 이미지들을 제시하며, 체험과 감정을 강조한다. 하지만 그동안 중국의 

한국어 문학교육은 작품에 형상화된 작가의 경험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만 

집중하고, 문학을 수용하는 학습자의 경험에 대해서는 관심을 충분히 갖지 않

았다. 학습자의 경험은 국적, 자라온 환경, 학습 경험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

는데, 경험의 다양성은 읽기의 다양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

자의 경험과 작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러한 경험이 어떻게 시 읽기에 작

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실제 학습자의 시 읽기 양상을 파악하고 그러한 사고, 표현의 과정에 적합

한 교육 방법을 구안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학습자가 작성한 활동지와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 관련 이론들을 통해 시 읽기에서 경험의 개념을 살펴

보고, 한국 현대시 읽기 원리를 ‘학습 경험의 활용’, ‘사회문화적 배경의 작용’, 

‘정체성 인식의 작용’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국 현대시 읽기에서 중국인 학습자의 경험의 작용 양상을 다

음과 같은 범주로 살펴보았다. 첫째, ‘학습자의 학습 경험의 작용’을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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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이해에서 학습 경험의 작용’과 ‘해석에서 학습 경험의 작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둘째, ‘학습자의 사회문화적 배경의 작용’을 ‘상호텍스트적 환기에

서 사회문화적 배경의 작용’과 ‘텍스트와의 관계 맺기에서 사회문화적 배경의 

작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셋째, ‘학습자의 정체성 인식의 작용’을 ‘자아 

탐색에서 정체성 인식의 작용’과 ‘이질적 세계의 발견에서 정체성 인식의 작

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양상과 함께 각 항마다 시 읽기에 영향을 

미친 변인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다. 

  학습자의 양상 분석에서 확인된 가능성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국 현대시 

교육 방안을 구안하였다. 교육 설계에서 한족 학습자와 조선족 학습자를 중국

인이라는 통합적 범주에 놓고 다루면서도, 두 집단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교육적 처치가 필요할 경우 따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교육 내용으로 

‘시 텍스트 형상화 방식 인식’, ‘학습자 사회문화적 맥락의 객관화’, ‘타자 이해 

및 정체성 형성’을 설정하였으며, 이것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스키마 활성화를 

통한 경험의 연결 짓기’, ‘역할 몰입을 통한 시적 정서 체험하기’, ‘대화적 읽

기를 통한 반응 조정하기’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학습자들의 실제적인 자료를 근거로 다양한 시 읽기 양상을 확인

하였으며, 학습자의 반응을 수렴하여 이에 적합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였다. 또한 한족 학습자와 조선족 학습자를 함께 다룸으로써 개인적 차이, 사

회문화적 차이, 정체성 인식의 차이에 따른 경험의 다양성이 한국 현대시 읽

기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핵심어: 한국어교육, 경험, 한족, 조선족, 학습 경험, 사회문화적 배경, 정체성 

인식

학번: 2016-24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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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 현대시 읽기 과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

서 출발하여, 시 읽기에서 학습자의 경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

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텍스트에 대한 지시적 이해를 넘어 그

것을 읽는 학습자의 경험의 확대와 심화로 이어질 수 있는 한국 현대시 교수·

학습 방법을 설계하고자 한다. 동시에 중국 한족 학습자와 조선족 학습자의 

시 읽기 양상을 함께 다룸으로써, 경험 주체의 개인적·문화적 차이가 문학작품 

감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교육을 외국어교육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교육의 일차적 목표는 언

어능력 신장에 있지만 사회문화의 반영으로서의 문학 작품의 가치, 문학 자체

의 가치 역시 중요하다.1) 문학은 단순·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언어학습의 한계

에서 벗어나 다층적이고 풍부한 언어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문학은 한 집단의 

사상이나 감정을 담고 있으므로 학습자는 한국의 문학 텍스트를 통해 한국인, 

한국 사회, 한국의 문화적 가치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목표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여 한국인이나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콜리와 슬레이터(J. Collie & S. Slater)는 외국어교육에서 문학 작품을 활용

하는 효용성을 가치 있고 실제적인 자료(valuable authentic material), 문화

적 풍요화(cultural enrichment), 언어적 풍요화(language enrichment), 개인

적 연관(personal involvement)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설명했다.2)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문학교육은 학습자들에게 풍부한 한국어 어휘와 문화를 경험하

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 연관을 통해 자기 성장에 이르도록 하는 

효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이후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당위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1) 윤여탁, 『외국어로서의 한국문학교육』, 한국문화사, 2007.

2) J. Collie & S. Slater, Literature in the Language Classroom : A Resource Book 
of Ideas and Activit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p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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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면서 문학교육은 이미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고 연구되어 왔다. 한

국 현대시 교육도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다양한 교육 방법이 연구되었다. 또

한 구성주의 교육의 패러다임에 따라 교육의 중심을 학습자에 두고, 학습자의 

반응 양상에 관심을 둔 연구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한국 현대시 

읽기 과정에서 학습자가 어떤 지점에서 흥미를 느끼고 어떤 동기로 인해 시를 

읽는지에 대한 관심, 즉 학습자가 실제로 시를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 대한 관

심은 부족하였다. 또 중국의 한국어교육 현장을 보면 문학 텍스트는 여전히 

언어 교육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문학 중에서도 특히 시는 학

습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인식으로 인해 활발히 교육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주로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 

중심의 주입식 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한국 현대시

를 읽는 과정에 학습자의 경험과 작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러한 경험이 

어떤 양상으로 시 읽기에 작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윤여탁의 논의

처럼, 시 교육은 시의 표현 단계에서 작용하는 시인의 체험을 이해해야 할 뿐

만 아니라 시의 이해 단계에서 작용하는 학습 독자의 체험에 대해서도 주목해

야 하기 때문이다.3)

  구성주의는 객관주의와 달리 지식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인식 주체에 의해 능동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 보며, 인간의 인지 기능은 현

실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닌 경험 세계를 조직화하고 그에 적응해 나가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구성주의는 정보의 양으로 지식을 평가하려는 관점을 

배제하고, 앎의 과정 자체를 중시한다.4)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문학 텍스트는 

학습자가 명시된 지식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해야 할 대상이다. 로젠블렛(L. M. Rosenblatt)은 텍스트란 어떤 독자가 

페이지 상의 기호들에 대하여 언어적 상징으로 반응을 보이기 전까지는 그저 

종이와 잉크로 이루어진 물체에 지나지 않는다5)고 하였다. 따라서 시 텍스트

3) 윤여탁, 「시 교육에서 학습 독자의 경험과 정의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39,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7, p.265.

4) 이상구, 「구성주의적 읽기 교육의 논의 양상과 과제」, 『배달말』 34, 배달말학회, 

2004, p.245.

5) L. M. Rosenblatt, 김혜리·엄해영 역, 『독자, 텍스트, 시: 문학 작품의 상호교통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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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거쳐 그 의미가 구성되어야 한다. 

  문학을 ‘사상·감정의 표현’이라고도 하고, ‘가치 있는 체험의 표현’이라고도 

한다. 이는 사상이나 감정이 구체적인 체험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문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의미 있는 것일 때만이 비로소 문학으

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임을 뜻한다. 문학은 구체적·부분적·개별적·사실적 사실

들을 통해 이 세상의 다양함을, 즉 인간의 삶의 다양함을 깨닫는 경험을 확충

하게 한다. 문학은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인생을 만나게 해줌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다양한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6) 따라서 개별 작품의 현상

적 실체를 가르치기 전에, 왜 텍스트를 읽는지, 그리고 텍스트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의 문제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문학 텍스트는 단순히 ‘무

엇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며, 따라서 

학습자들이 문학을 통해 부가적 정보를 얻는다기보다는 경험을 얻는다는 설명

이 더 타당하다.7)

  문학 중에서도 시는 주관적 장르에 속한다. 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직접적

인 관계 속에 자신의 이미지들을 제시하며, 체험과 감정을 강조한다.8) 시는 

‘빈자리’가 많으므로 여러 텍스트 중에서 독자의 의미 구성 행위를 좀 더 적극

적으로 요구하며, 보다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의 

역할을 한층 강조한다.9) 그러므로 시를 고정된 고고학적 유산으로 대하는 것

이 아니라, 현재적 삶의 세부적 국면과 연관될 수 있는 살아있는 실체로 가르

쳐야 한다. 

  또한 시 읽기는 심미적 속성을 지니며, 정보의 획득보다는 정서적 울림의 

인식을 추구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학습자가 시를 읽는 과정은 자신의 상상력

을 통해 시 텍스트 의미를 스스로 창출하는 주체적 시 읽기의 과정이다.10) 시 

텍스트의 의미는 이처럼 학습자와의 부단한 소통을 거쳐 구성되며, 학습자는 

자신의 다양한 경험을 환기하면서 텍스트를 수용하게 된다. 바로 이 점에서 

론』, 한국문화사, 2008, pp.39-40.

6)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pp.45-46.

7) L. M. Rosenblatt, 김혜리·엄해영 역, 『탐구로서의 문학』, 한국문화사, 2006, p.38

8) 김준오, 『시론』(제4판), 삼지원, 2002, pp.47-48. 

9) 김정우, 「시 해석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p.8.

10) 유종호, 『시란 무엇인가: 경험의 시학』, 민음사, 1995, pp.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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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은 국적이나 자라온 환경, 기존의 문학경험이 각기 다르므로, 동일한 

텍스트라 하더라도 다양한 읽기 양상이나 경험 양상을 보여주게 된다.

  그동안 한국어 문학교육에서 외국인 학습자는 문학을 향유하기에는 언어 실

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동적 존재로 간주되어 왔다. 그런 까닭에 자연히 

문학 감상에서 그들의 경험과 능동성이 배제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인 

중국 한족 학습자들은 인지적 능력이 발달한 성인 학습자로서 모국어 교육을 

통해 기본적인 문학 소양을 가지고 있으므로 충분히 능동적 문학 독자가 될 

수 있다. 또 다른 연구 대상인 조선족 학습자 역시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

면서 자체의 민족교육 체계 속에서 민족어 교육을 받았으므로 한국어 의사소

통 능력뿐만 아니라 일정한 문학 능력을 갖추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의 경험이 한국 현대시 읽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것이 작품 감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을 통해 

한국 현대시 읽기와 학습자 경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중국 한족 

학습자와 조선족 학습자의 시 읽기를 함께 다룸으로써 경험 주체의 차이에 따

라 시 읽기 양상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도 살펴보고, 그에 따라 적절한 

교육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사 검토

  본 연구의 주제를 고려하여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

펴볼 것이다. 첫째는 한국어교육에서 현대시 교육에 관한 연구이고, 둘째는 문

학교육에서 학습자의 반응과 경험에 관한 연구이다. 

1) 한국어교육에서 현대시 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어교육에서 현대시에 관한 연구는 현대시를 활용한 언어·문화교육을 지

향한 연구와 현대시 자체의 교육을 목표로 이루어진 연구로 나누어 살펴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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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먼저 학습자의 의사소통 교육과 문화교육을 위해 시 텍스트를 교육 제재로 

활용한 연구는11) 교육 자료로서 시의 효용성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지연은 발화의 내적 조건을 중심으로 학습자의 발화를 효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교수 설계를 구안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의 정서와 문화, 역사

적 배경 및 사회민속사가 투영된 시의 활용을 통해 학습자가 한국인의 정신세

계에 주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지혜는 학습자의 한국어 인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시 텍스트에 

대한 학습자의 자율적인 변형을 통한 한국어 어감 이해 교육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어에 대한 학습자의 감수성을 고양시킬 수 있고, 실제 한국어

를 구사하는 데 있어 언어 처리와 조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한국 언

어문화에 적절한 한국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어학과 문학의 통합적 

관점에서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윤여탁은 문학 작품을 제재로 활용하는 한국어 문화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모색하였는데, 문화교육의 내용 범주를 ‘성취 문화’, ‘행위 문화’, ‘관념 문화’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문화의 실체로서의 문학 작품의 효용성에 주목

하였으며, 문학 작품을 활용한 구체적 문화교육의 방법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한국어교육에서 시 자체의 교육에 관한 연구는 시를 활용한 언어·문화교육

을 지향한 연구보다 적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인지적 능력이 높고, 풍부한 문

학 경험을 가진 중국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에서 시 자체에 

11) 김지연,「시를 활용한 한국어교육의 실제」,『한국어교육』1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1.

    이영조, 「시를 통한 한국어교육의 실제: 읽기/쓰기 교육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28, 한국비평문학회, 2008.

    오지혜, 「시적 텍스트 변형을 통한 한국어 어감 이해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2012.

    김영미,「시의 극화를 통한 한국어 표현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김정우,「시를 통한 한국 문화교육의 가능성과 방법」,『선청어문』 29, 서울대학교 국

어교육과, 2001.

    윤여탁, 「문학 작품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10, 국제

한국언어문화학회,  2013.



- 6 -

대한 교육 역시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주목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염은 번역과 비교문학의 방법을 선택하여 한국의 대표 시인 김소월과 중

국의 대표 시인 서지마(徐誌摩)를 중심으로 한국 현대시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와 내용을 제시했다. 이 연구는 한국 현대시 교육에서 번역과 비

교 문학의 방법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강독 중심 수업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12)

  노금숙은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교육의 목표는 교양의 차원에서 한국 문학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한국의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하는 데 있

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문학을 통해 고급스러운 언어 사용을 

배우고,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 이해하고, 문학 작품에 나타난 

한국인의 사고방식, 가치관,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문화·문학을 통

합하여 교육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는 언어와 문화, 문학교육에 현대시

를 활용하여 언어와 문화, 문학의 통합 교육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13)

  전홍은 한국의 텍스트와 중국의 텍스트 사이의 상호연관성에 주목하고, 한·

중 현대시 텍스트의 비교를 통한 한국 현대시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자국어 문학학습 경험을 활성화하여 효과적으로 상호

텍스트를 환기할 수 있는 방법을 구안하였는데, 학습자가 상호텍스트를 환기

하는 과정은 자기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 함양에

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는 성인으로서 중국인 학습자의 주체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능동적인 시 읽기 방법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14)

  이명봉은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을 제안하였는데, 학

습자의 문학 경험과 한국어의 숙달도에 따라 문학 비평 텍스트를 다양하게 수

용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문학교육의 능

동적 주체로서 자신의 풍부한 문학 경험, 인지 능력을 활용하여 자신의 맥락

12) 김염, 「중국어권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 현대시교육 방법 연구 : 번역과 비교문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13) 노금숙,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 문학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4) 전홍, 「상호연관성 기반의 한국 현대시 이해 교육 연구 : 한·중 현대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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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텍스트를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증명하였다. 이는 중국인 학

습자의 특성을 발휘하여 현대시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을 인식하게 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15)

2) 문학교육에서 학습자 반응과 경험에 관한 연구

  

  문학교육에서 학습자 반응과 경험에 관한 연구는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 두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국어교육에서의 논의를 살펴보면, 경규

진(1993)을 시작으로 학습자 반응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경규진의 논의는 로젠블렛과 쿠퍼(Cooper)의 논의를 기반으로 문학교육에서 

학습자 반응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소설 「나

비」를 활용한 교수·학습 모형을 제안하는데 그쳤으며, 학습자의 구체적 반응

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16)

  최지현은 독자의 정서를 핵심으로 파악하고, 정서 체험이 보편적인 체험으

로 일반화될 수 있는 텍스트 조건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문학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텍스트 조건을 언어맥락, 비문자적 자질, 문화적 합의로 

항목화하여 문학적 정서 체험이 문화적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을 입증하

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논의의 연구대상 역시 근대시와 시인이며, 시를 읽는 

독자는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17)

  김남희의 논의는 독자의 체험에 주목한 연구인데, 시 텍스트를 읽는 독자의 

경험이 시 텍스트에 나타난 서정 주체의 정신적 상태를 공유하고자 하는 방향

으로 의미화되는 심리적 과정이 바로 서정적 체험이라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는 독자의 서정적 체험이 동기, 인지, 정서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보

고, 서정적 체험의 구체적 양상을 밝혔다. 이 연구는 독자의 서정적 체험의 교

육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18)

15) 이명봉,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 현대시 교육 연구」, 서울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16) 경규진, 「반응 중심 문학교육의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17) 최지현, 「한국 근대시 정서체험의 텍스트 조건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18) 김남희, 「현대시의 서정적 체험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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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연구들은 시 교육에서 실제 학습자들의 읽기 과정에 주목한 연구인

데 이론과 실제를 결부하여 논의하고 있어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이 컸다.

  진선희는 학습자의 시적 체험 특성을 교육 내용에 반영하는 원리를 수립하

였는데, 학습자와 텍스트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주체적 체험을 시적 체험이

라 정의하였다. 시적 체험을 인지적, 정의적, 심미적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모

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시적 체험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유형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학습자의 실제 시 읽기 과정에서의 시

적 체험 특성을 범주화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준다.19)

  홍윤비는 학습자의 정서 체험의 양상을 실제 수업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수업 자료, 면담, 감상문 자료 등을 통해 정서 체험 양상을 분석하였는데, 이

론과 실제를 결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20)

  민재원은 정서를 ‘평가적 반응’으로 재개념화하고 ‘문제 설정’의 개념을 적용

하여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학습자가 보이는 정서 체험의 구조를 밝히고자 하

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신체적 존재라는 데 주목하고, 주체가 세계와 

대상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은 주체가 지금까지 축적해 온 경험을 바탕으

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경험은 주체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세

계나 대상의 발견,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적 반응의 준거로 작용한다. 이 논의

에 따르면 독자는 자기 지평 안에서 텍스트라는 기호계를 만나며, 자기 문제 

설정에 가장 와 닿은 기호와의 회감을 통해 의미를 실현하고, 시를 체험한다. 

이 연구는 독자의 정서 체험의 구조와 작용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본고와 맥을 

같이한다.21)

  최수진은 현대시 감상 주체인 학습자가 문학의 심미성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하고, 시 감상은 즐겁고 감동적인 체험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중학생 학습자의 실제 시 감상문에 나타나는 심미적 체험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학습자가 시를 주체적으로 향유하는 것을 중요한 교육 목표로 하였

19) 진선희, 「학습 독자의 시적 체험 특성에 따른 시 읽기 교육 내용 설계 연구」, 한국교

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20) 홍윤비, 「시 감상에서 학습독자의 정서체험 양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08.

21) 민재원, 「시 읽기 교육에서 정서 체험의 구조와 작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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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2)

  강민규 역시 문학교육에서 학습자의 반응에 주목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자기 목소리 내기’를 강조하고 있으며, 주관적인 학습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수용할지에 주목하고 있다. 학습자의 주관적인 목소리를 수용하는 방

법으로 반응 조정 이론을 제시하고, 학습자가 자신의 반응을 조정하여 주체적

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학습자의 

반응을 인정하고, 교실이라는 실제 교육 환경 속에서 학습자와 동료 학습자, 

그리고 교사 사이의 반응 조정 활동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시사점을 

준다.23)

  김민재는 체험 표상이라는 개념을 통해 학습자의 시 읽기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문학을 독자의 ‘몸 속에서 체험되는 일’로 보고 학습자

가 체험 표상을 통해 자신의 신체에 근거한 지각 반응에서 출발하여 상상 작

업을 하여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시 작품을 의미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

다. 학습자의 실제 시 감상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학습

자의 감상과정을 탐구하였으며, 학습자의 체험 표상 양상을 지각, 상상, 의미

화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학습자의 문학 감상 활동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24)

  국어교육에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 데 비해 한국어 교육에서 학습자 반

응과 체험에 관한 연구의 수는 부족한 편이다. 그중 이홍매(2014)와 박정하

(2015)의 연구는 학습자의 능동적인 의미 실현에 주목하고 학습자의 반응과 

시적 체험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출발점이 같다. 

  이홍매는 반응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

서 반응 텍스트란 학습자들이 시를 읽고 자기 생각이나 느낌에 대해 표현한 

언어 구조물을 말한다. 학습자들이 자신의 반응을 쓰기를 통해 표현하는 활동

은 한국 현대시에 대한 읽기 능력 및 쓰기 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 학습자들

의 반응 양상을 ‘텍스트 정보에 대한 기술적 진술’, ‘의미에 대한 해석적 진

22) 최수진, 「시 감상에서의 심미적 체험 연구 : 중학생 학습독자의 체험 양상을 중심으

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23) 강민규, 「독자 반응 조정 중심의 시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24) 김민재, 「시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체험 표상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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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가치에 대한 평가적 진술’, ‘자신과 연계 짓기를 통한 성찰적 진술’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학습자들의 다양한 반응 양상을 범주화하여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학습자의 능동적 의미 실현에 주목하고, 실제 학습자들

의 읽기와 쓰기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구체적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25)

  박정하는 시적 화자를 활용한 현대시 교육을 제안하고 있는데, 학습자의 능

동성과 주체성을 확대하고 텍스트의 어휘 습득과 내용 파악을 넘어 학습자가 

실제로 텍스트의 내용을 내면화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는 문학 중심 수업에 주

목하였다. 또 학습자가 시 텍스트의 화자를 인지하고 그가 되어 보는 적극적 

상상을 통해 주체적으로 시를 이해하고 화자의 감정이나 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시적 화자와 자신을 비교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문

학 수업의 가능성을 모색하려고 하였다. 이 연구는 시적 화자에 주목하고 화

자의 상황과 느낌, 경험을 상상하게 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보다 풍부한 시적 

체험을 할 수 있는 화자를 활용한 학습자 중심 수업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시사점을 준다.26)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중국 한족 고급 학습자와 조선족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며, 학습

자들에게 익숙한 보편적 주제를 담고 있으면서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여 실제 학습자들의 한국 현대시 읽기 경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 한족 고급 학습자 집단과 조선족 학습자 집단을 동시에 연구 대상

으로 선정한 이유는 현대시 감상에서 학습자의 개인의 경험의 다양성뿐만 아

니라 집단의 차이에 따른 경험의 다양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도 함께 확인하

기 위함이다.

25) 이홍매, 「반응 텍스트 쓰기 중심의 한국 현대시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2014.

26) 박정하, 「시적 화자-되기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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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명 작가 발표 시기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 1934

길 윤동주 1941

꽃 김춘수 1952

엄마 걱정 기형도 1985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호승 1998

  문학교육에서 텍스트 선정은 중요한 문제이다. 한국어교육에서 문학작품의 

선정은 ‘언어 표현의 적절성’, ‘작품 내용의 적절성’, ‘심화된 문화 능력의 습득 

여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27)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두

고 학습자의 언어 수준과의 적합성, 한국어교재에서의 작품 수록 빈도, 작품 

주제의 보편성에 근거하여 작품을 선정하였다.

  학습자들이 문학 작품을 접했을 때 어렵고 난해한 어휘나 표현이 있으면 작

품을 읽기도 전에 거부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은 

시어의 난이도 문제이다. 작품이 한국어교육에서 가르칠만한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므로 한국어 교재에서의 작품 수록 빈도수

와 한국 문학사에서의 정전적 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 현시대를 살아가는 

학습자들의 체험이 충분히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주제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 학습자와 유리된 주

제가 아닌 현실에서 누구나 쉽게 겪을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다양하

고도 구체적인 체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국인 학습자가 이

해하기 힘들고, 너무나 특수한 정서가 담긴 텍스트는 학습자가 텍스트에 투사

되어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텍스트를 체험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러한 텍스트는 배제하였다. 이상의 기준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선정한 시 

작품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본 조사 대상 텍스트

  「모란이 피기까지는」은 섬세하고 미묘한 시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음악성

을 잘 표현했고 수미상관의 짜임을 보이고 있다. 경험이 구체화되어 있지는 

27) 윤여탁 외, 『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학 정전』, 하우, 2015, pp.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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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지만 정서가 잘 드러나 있으며, ‘모란’의 상징성이 학습자에게 다양하게 읽

힐 수 있다. 윤동주는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작가이며, 학습자들에게 익숙한 작

가이다. 윤동주의 「길」은 고백적이고도 성찰적 시어를 사용하고 있어 학습

자들이 자기와 쉽게 연관시킬 수 있고, 학습자들이 ‘자아’에 대한 고민을 드러

낼 수 있는 텍스트이다. 김춘수의 「꽃」은 학습자들이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

는 시로 읽고 ‘사랑’에 관한 경험과 연관 지을 수도 있지만, 관념적 문제로 확

장해서 진정한 관계의 의미에 대해 탐구할 수도 있는 텍스트이다. 기형도의 

「엄마 걱정」은 작가의 유년의 체험이 잘 형상화된 작품으로서 가난하고 우

울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이 담긴 시를 현시대의 중국 학습자가 어떤 관

점에서 바라보는지 살펴볼 수 있다. 정호승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표현 

방식이 다양하고, ‘그늘’과 ‘눈물’이라는 상징적 표현을 통해 연민과 애정을 형

상화하고 있다. 평이한 시어로 되어 있어 학습자들이 공감하기 쉬울 뿐만 아

니라 개인의 경험으로부터 사회적 관심의 문제로 확대하여 읽을 수 있는 텍스

트이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작품들은 언어 표현의 적절성 측면에서 고급 학습자가 

충분히 이해 가능한 텍스트에 해당한다. 정전으로서의 가치를 살펴볼 때,「모

란이 피기까지는」, 「꽃」,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윤여탁 외(2015)에서 

제시한 한국·미국·중국의 ‘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학 정전 목록’에 포함되는 작

품이다.28) 여기서 「꽃」은 한국 대학교의 한국어교육기관과 중국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에 모두 높은 빈도로 등장하고 있으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한국 대학교의 한국어 교육기관의 교재에, 「모란이 피기까지는」은 

중국 대학교의 한국어 교재에 높은 빈도로 수록되고 있다.29) 한국어 교재에는 

28) 윤여탁 외, 앞의 책, 2015.

29) 「꽃」은 『함께 배우는 건국한국어 6』(건국대학교), 『재미있는 한국어 5』(고려대학

교), 『이화 한국어 3-2』(이화여자대학교)등 주요 한국 대학교의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출판된 교재와 중국 대학교의 『종합한국어과정: 북한-한국문학사(하)』(김영금, 외국

어교육과 연구출판사, 2010), 『한국의문학』(김영금, 북경대학교출판사, 2009), 『한

국현대문학작품선독』(한매·한효, 북경대학교출판사, 2010) 등 교재에 수록되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한국의 『이화 한국어 3-1』(이화여자대학교), 『서울대한

국어 5B』(서울대학교), 『서강 한국어 4B』(서강대학교) 등 교재에 수록되었으며, 

「모란이 피기까지는」은 중국의 『한국현당대문학경전해독』(김학철, 북경대학교출판

사, 2011), 『종합한국어과정: 북한-한국문학사(하)』(김영금, 외국어교육과 연구출판사

(2010), 『한국문학사』(윤윤진 외, 상해교통대학교출판사, 2008) 등 교재에 수록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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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되지 않았지만, 「길」은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윤동주의 작품

이며, 학습자가 실제 경험과 쉽게 연관시킬 수 있는 주제를 담고 있다.「엄마 

걱정」은 한국의 중학교 교과서에 높은 빈도로 수록된 작품이고, 학습자들의 

기억을 끌어내기 좋은 소재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 현대시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의 시 읽기 경험이 어떻게 드

러나는지 파악하기 위해 총 3차의 실험조사를 거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예비 

조사에서는 한족 학습자 9명, 조선족 학습자 8명을 대상으로 윤동주의 「자화

상」을 읽은 후 감상문을 작성하게 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학습자 수는 총 199명인데 그중 한족 학습자가 98명, 조

선족 학습자가 102명이다. 1차 본 조사는 중국 길림성 Y대학교 한국어학과 

한족 학습자와, 조선(한국)언어문학학과 또는 신문(新聞)학학과에 재학 중인 

조선족 2학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한족 학습자는 모두 3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고급 학습자를 선정하였다. 한족 학습자의 문학 능력이 풍부하다고 

해도, 한국어 자체에 대한 해독·이해 능력이 부족하면 텍스트 의미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어적 수준이 비교적 높은 고급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선

정하였다. 조선족 학습자는 한국어와 중국어라는 이중 언어 교육을 받은 학습

자이다. 조선족 학습자의 언어 능력은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통해 이미 형성

되었기 때문에 학년별에 따른 언어 능력의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연

변대학교 조선(한국)언어문학학과의 교육과정을 보면 1학년 때에는 보통 <조

선어문법>, <대학작문>, <언어학개론> 등의 수업을 개설하고 학년이 높아질수

록 <조선-한국당대문학사>, <조선어사>, <중국고전문학사>, <서방문학사> 등

과 같은 수업을 개설한다. 따라서 3, 4학년 학습자는 한국 현대시를 읽을 때 

문학사 학습 경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연구 대상에서 배제하

였다. 그리고 조선(한국)언어문학학과의 학생은 전공으로서 한국어를 배우기 

때문에 일반 조선족 학습자에 비해 문학 능력이 높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

여 신문학학과의 일부 조선족 학습자도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2차 본 조사는 중국 소재 기타 대학교의 한족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1

차 실험에서 중국 길림성 연변 자치주 소재 대학교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했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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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수

조사 

기간

조사 

대상
인원 민족 시 텍스트 활동 내용

예

비

조

사

2017.

11

한국 

소재 

대학교 

5 한

「자화상」 감상문 작성4 조

중국  

Y대학교 

4 한

4 조

1차 

2018.

04

중국 

길림성 

Y대학교

59 한

「길」

「모란이 

피기까지는」

「꽃」

「엄마 걱정」

「내가 사랑하는 

사람」

시 텍스트를 

읽고 활동지30)  

작성 

101 조

2차 
2018.

05

중국 소재 

대학교
38 한

「길」

「모란이 

피기까지는」

「꽃」

「엄마 걱정」

「내가 사랑하는 

사람」

시 텍스트를 

읽고 활동지 

작성

3차 2018. 중국 7 한 실험에서 

때문에, 지역적 영향이 체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2차 본 조사에서는 다

른 지역 소재 대학교의 한족 학습자를 골고루 선정하였다. 연변 지역은 한족

과 조선족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서 두 집단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따라

서 연변 지역에 거주하는 한족이 다른 지역의 한족에 비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질감을 적게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이 현대시 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차 실험은 연변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한

족 학습자를 따로 선정하였다. 

  3차 본 조사에서는 유의미한 체험 양상을 보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반구조화

된 인터뷰를 실시하여 내용을 보충하였다. 예비 조사와 본 조사의 개요는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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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길림성

Y대학교 

「길」

「모란이 

피기까지는」

「꽃」

「엄마 걱정」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작성한 

활동지에 대해 

인터뷰 실시 

10 조

2018.

08

중국 소재 

대학교
5 한

<표 2> 조사 대상 및 조사 방법

  예비 조사는 학습자들의 감상문을 통하여 한국 현대시 읽기 과정에 학습자

들의 경험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확인하고, 본 실험 설계에 시사점을 얻기 위

해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에 참여한 학습자 대부분이 자기 경험에 비추어 감

상문을 작성하였지만, 텍스트 선정에서 주제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예비 조사에서 선정한 윤동주의 「자화상」에 대해 

학습자들은 ‘자아 반성’이라는 비교적 일관된 읽기 양상을 보여주었다. 또한 

자유로운 감상문 작성이 다양한 감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

었지만, 감상의 저변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텍스트를 벗어날 수 있다는 문제가 

존재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먼저 활동지의 각 문항에 대해 학습자가 답변한 후, 그것을 

토대로 감상문을 작성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활동지 작성에 앞서 학습자들에

게 인터넷 등 기타 경로를 통한 추가 검색을 허용하지 않음을 명시하였고, 자

유롭게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적어줄 것을 요구하였다. 한족 학습자의 경우 

어려운 어휘 때문에 텍스트 의미 이해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어려운 

어휘에 대해 중국어 뜻풀이를 제시하였다. 또 언어능력의 문제로 인해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한족 학습자들에게는 한국어 사

용을 장려하되 자기 생각을 한국어로 표현하기 어려울 경우 중국어 작성도 허

30) 활동지를 통해 요구한 내용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시에서 마음에 드는 어휘, 

구절을 표기하고 그것을 통해 떠오르는 것, (2)시를 통해 떠오르는 자기 경험, (3)시 속 

화자의 경험 파악하기, (4)화자의 경험에 대한 태도, (5)시를 통해 떠오르는 기타 작품

(소설, 수필, 시, 드라마, 음악 등), (6) 시에 대한 감상문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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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고 밝혔다. 중국어로 된 내용은 연구자가 학습자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

는 방식으로 번역하였다. 다양한 뜻으로 번역될 수 있는 문장의 경우 학습자

에게 다시 확인하는 방식으로 번역의 정확성을 확보하였다. 조선족 학습자의 

경우 전부 한국어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실제 학습자가 작성한 활동지 분석을 통해 현대시 읽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경험 작용 양상을 범주화하였다. 학습자들의 한국 현대시 

읽기 과정을 확인하고 한국 현대시 교육 설계를 위한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현상학적 방법을 선택하였다. 활동지는 반응중심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반응중심 교수·학습 방법은 독자의 위치와 역할을 부각시

킴으로써 학습자의 역할을 강조하여 문학 수업을 계획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다.31) 활동지에는 문항에 대한 대답을 기초로 감상문을 작성하는 과정

이 포함된다. 학습자들이 작성한 활동지는 밴 매넌(M. V. Manen)이 제시한 

추행법(追行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32) 밴 매넌은 텍스트에 있는 어떤 현상

의 주체적 측면을 드러내거나 고립시키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각각 ‘전체론

적 방법 혹은 경구적 방법’, ‘선택법 혹은 집중 조명법’, ‘세분법 혹은 추행법’

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세분법 혹은 추행법이란 문장 하나하나, 또는 문장의 

다발 하나하나를 살펴본 후 이 문장 혹은 문장 다발이 기술되고 있는 현상이

나 경험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활동지 분석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학습자와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31) 윤여탁 외, 『현대시교육론』, 사회평론, 2010, p.184.

32) M. V. Manen, 신경림·안규남 역, 『체험연구: 해석학적 현상학의 인간과학 연구방법

론』, 동녘, 1994,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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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 현대시 

읽기 교육의 이론

  이 장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 현대시 읽기 교육 연구를 위한 

전제 사항들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 

현대시 읽기가 경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따라서 이 장에

서는 먼저 시 읽기에서 경험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고, 시 읽기 주체로서의 중

국인 학습자의 특성에 대해 다룰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 현

대시 읽기 원리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학습자의 반응 양상을 분석하기 위한 기

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 현대시 교육의 의의

에 대해서 고찰할 것이다. 

1. 시 읽기에서 경험과 중국인 학습자의 특성

(1) 시 읽기에서 경험의 개념

  시적 창조의 심층에는 개인적인 체험, 낯선 정신 상태에 대한 이해, 관념을 

통한 확장과 심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시적 상상력의 출발점은 언제나 개인적 

체험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로서의 삶의 경험이라 할 수 있다.1) 즉, 시

에는 시인의 경험과 세계에 대한 인식이 순간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런 점

에서 볼 때, 시를 읽는다는 것은 누군가의 경험과 마주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그것을 수용하는 독자 역시 경험적 자아로 존재하므로, 독자는 텍스트 세계와 

자기 세계의 상호작용을 거쳐 텍스트를 수용하게 된다. 본 연구는 텍스트와 

학습자가 상호작용하는 과정, 즉 학습자의 경험 세계가 텍스트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주목한다. 이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기 위해서는 우선 문학교육을 비

1) W. Dilthey, 한일섭 역, 『체험과 문학』, 중앙일보, 1979,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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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경험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경험(Erfahrung)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이 실제로 해 보거나 겪어봄, 또는 

거기서 얻은 지식이나 기능’을 뜻한다. 철학에서 경험은 ‘객관적 대상에 대한 

감각이나 지각 작용에 의하여 깨닫게 되는 내용’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여기

에서 경험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감각적 사건들과 그것에 대한 주체의 포괄

적인 관찰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2) 이런 점에서 경험은 인식의 출발점으로서

의 의의”3)를 가진다. 

  경험은 ‘체험(Erlebnis)’과 구분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영어권에서는 경험

(experience)을 체험보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것으로 보며, 체험의 직접성과 

삶과의 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해 ‘lived experience’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

다.4) 경험이 주로 의식의 출발점으로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요구를 함축하는 

것과는 달리, 체험은 인격적이고 개성적인 주관성에 존립 근거를 갖는다고 설

명된다.5) 또한 경험이 ‘외부 세계의 이런저런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된다.’라

는 차원에서 지식 획득의 계기를 강조한다면, 체험은 ‘기쁨이나 슬픔, 환멸, 고

통 등의 감정을 겪거나 가슴으로 느낀다.’라는 차원에서 자아 내부의 흔들림을 

드러내는 용어로 감정적인 계기를 강조한다.6) 딜타이(W. Dilthey)는 일상적 

경험을 의미 있게 변형시켜서 체험화(體驗化)하는 것이 바로 시적 본질이라고 

하였다.7) 경험이 모든 지각 대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타자와의 관계에 의한 사

건이라면 체험은 그러한 경험 중 의식화되고 체계화된 개인적 사건이다.8) 체

험과 경험은 명확히 그 차이를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체험이 주체의 경험이 

인식을 거쳐 의미가 부여되고 구조화된 것을 말한다면, 경험은 그러한 인식과 

구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경험은 주체의 의식의 

2) 김효명, 『영국 경험론』, 아카넷, 2002, p.48

3) 노자연, 「경험의 시적 인식과 구조화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15.

4) M. V. Manen, 신경림·안규남 역, 『체험연구: 해석학적 현상학의 인간과학 연구방법

론』, 동녘, 1994, p.28.

5) 백기수, 『미의 사색』,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 p.28.

6) 김남희, 「현대시의 서정적 체험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p.4.

7) W. Dilthey, 앞의 책, 1979, p.139.

8) 윤의섭, 「한국 현대시의 체험 변용 연구」. 『한국시학연구』 18, 한국시학회, 2007, 

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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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점으로서 외부 세계에서의 획득의 계기 자체를 중요시한다. 본 연구에서

는 중국인 학습자로 하여금 시적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를 살펴보고자 하

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출발점으로서의 경험에 주목한다.

  학습자들이 한국 현대시를 읽고 작성한 활동지는 학습자의 경험이 인식을 

거쳐 의미가 부여되고, 체험으로 구조화된 ‘인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시적 

체험을 가능하게 한 계기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러한 ‘인식의 결과’를 

가져온 학습자 인식의 구조화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9) 시는 독자의 수용을 거

쳐 구체화되는 경험적 대상인데, 이때의 경험은 지각 대상을 접한 주체가 대

상에 대한 관계를 맺어 가는 일련의 사건이자 사건에 대한 주체의 이해와 의

식의 축까지를 아우르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험들은 주체에게 영향을 미

쳐 존재의 변화까지 동반한다.10) 시는 체험의 대상으로서 학습자의 수용을 거

쳐야만 그 의미를 드러내며, 학습자가 시를 접한다는 것은 새로운 경험 세계

를 마주하는 것이다. 학습자가 시를 습득해야 할 지식으로 본다면 시 교육은 

인지적 기능의 신장이라는 차원에 머물지만,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반응을 통

한 수용은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의 확대, 즉 지평의 확장으로 이어지

게 한다.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가 단순히 텍스트 의미 이해를 넘어 개인의 경험의 

확대와 심화로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한 것은 수용 이론과 독자 반응 이론이 

자리 잡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수용 이론과 독자 반응 이론의 영향으로 문학

교육은 ‘텍스트’에 주목하던 것으로부터 그것을 읽는 ‘독자’에게 주목하는 방향

으로 나아갔다. 따라서 문학 텍스트를 읽는다는 것은 학습자가 ‘빈자리’를 채

우는 과정이 된다. 독자가 ‘빈자리’를 채우는 것을 통하여 물질적 형태로 존재

했던 ‘텍스트(text)’가 비로소 ‘작품(work)’이 되므로, 현대시 교육에서 일차적

9) 노자연은 주체에게 인식되고 구조화된 내용을 지칭하기 위해서는 ‘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인식과 구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원천, 즉 세계에 대한 접면 자

체를 지칭하기 위해서는 ‘경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한국어에서 경험과 체험은 엄밀히 구분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용어 사용에

서 ‘경험’과 ‘체험’을 엄밀하게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해 보거

나 겪어봄, 또는 거기서 얻은 지식이나 기능’이라는 일반적 의미에 초점을 두고, ‘경험’

과 ‘체험’을 혼용한다. 노자연, 앞의 글, p.16.

10) 손예희, 「시 교육에서 상상적 경험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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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학습이나 해석이 되는 텍스트지이지만, 시 교육이 궁

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것은 학습자에 의해 의미가 부여된 작품이다.11) 문학 

텍스트의 불확정적 공간을 채우는 과정에는 학습자의 경험이 개입되는데, 학

습자마다 개인적 경험이 다르고, 또 공동체에 따라 공유하는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이 읽어내는 작품, 특정 집단이 읽어내는 작품은 다를 수밖에 없

다. 

  학습자는 시를 통해 마주하는 세계를 자신의 경험 속에서 이해한다. 학습자

는 진공 속의 자동기계가 아니므로 학습자의 과거 경험은 시에 대한 반응에 

작용하게 된다.12) 학습자가 텍스트의 특정 부분에 주목하고 반응하였다면 그

것은 외적 추론이든, 내적 반응이든, 언어적 상징들과 연결되어 있었던 학습자

의 과거 경험 속에 있는 특정 요소를 활성화시켰기 때문이다.13) 예를 들면, 

이별 경험이 있는 학습자가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읽었을 때, ‘이별의 정

한’을 더욱 잘 체험할 수 있고,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습자가 

백석의 「고향」에 더 쉽게 공감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축적된 경험체로

서의 독자’에 주목한 민재원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작품을 읽는 독자가 ‘백지의 상태에 놓여 있지 않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 되

어 버린 명제이다. 그렇다면 정서 체험에서 독자의 문제설정14)을 다루면서 

새삼스럽게 독자의 축적된 경험을 다시 조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신체성을 

중심으로 하여 독자의 위상을 점검하게 되면, 독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경

험들은 저장고에 쌓여 있는 물건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독자의 습관을 형성하

게 한 기초이며, 지금 이 순간 주체가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작용한

다. 즉 습관은 과거로부터의 축적된 경험이자 미래를 향한 전개 가능성의 현

11) 윤여탁 외, 『현대시 교육론』, 사회평론, 2017, p.25-26

12) 유종호, 『시란 무엇인가: 경험의 시학』, 민음사, 1995, p.21.

13) L. M. Rosenblatt, 김혜리·엄해영 역, 『독자, 텍스트, 시: 문학 작품과 상호교통 이

론』, 한국문화사, 2008, p.18.

14) 여기에서 말하는 ‘문제 설정’은 한 개인의 습관이 현재 그가 처해있는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형성하게 하고, 그에 대처하거나 반응하는 방향을 수립하는 기본적 지평 혹은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 ‘문제’는 세계가 주체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국

면에서 주체의 인식을, ‘설정’은 그 과정에서 주체가 관계를 맺는 양식을 주목하게 한다.  

민재원, 「시 읽기 교육에서 정서 체험의 구조와 작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

문, 2013,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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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인 모습인 것이다.”15)

  이러한 논의에 따라 보면 신체를 가진 주체로서의 학습자는 ‘문제설정’이 제

각기 다르기 때문에 텍스트와 관계를 맺고 텍스트의 의미를 실현해내는 방식

이 각각 달라진다. 텍스트 읽기는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경험이 텍스트와 상

호적 관계를 이루며 일어난다. 이저(W. Iser)는 독자의 ‘심미적 독서 행위’를 

텍스트와 독자의 소통 행위로 보면서 텍스트의 불확정성 때문에 이러한 소통

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문학작품의 내용은 텍스트 속에 감추어진 의미

가 아니라 그 구조가 발휘하는 힘이며 문학 텍스트의 구체화는 의미 구조뿐만 

아니라 그 구조적인 힘을 경험하는 것에 해당한다.16) 이것은 학습자가 시 텍

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시 텍스트에 

대한 학습자의 개인적이고 주체적인 반응이 문학교육에서 가지는 의의에 대해

서 설명해 준다. 따라서 학습자가 시를 어떻게 읽고 있는지, 즉 어떤 과정을 

거쳐 시를 체험하고, 어떤 지점이 학습자와 텍스트 사이의 소통을 불러오는지

에 대한 현상적 규명이 필요하다. 

  야우스(H. R. Jauss)는 독자가 텍스트를 만나 의미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기

대지평으로 설명한다. 야우스는 수용자가 지니고 있는 바람이나 선입견, 이해 

등 작품과 연관된 모든 전제를 총망라해서 ‘기대지평’이라고 하였다. 기대지평

에는 작품 수용자의 이해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선험·경

험·전통·습관·상식·교육 등으로 초래된 지식이 내재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수용자가 작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에는 수용자의 기대지평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학습자는 문학 텍스트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경험·선지식 

등 개인적 요소의 영향을 받는데, 그것이 독자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텍스

트 수용의 양상도 다양해진다.

  문학 텍스트에 드러난 경험은 작가가 직접 한 것일 수도 있고, 작가가 다른 

사람의 경험을 대신 그려낸 것일 수도 있으며, 상상적 체험일 수도 있다. 문학 

텍스트에 녹아든 타인의 경험과 타인의 삶을 이해하려면 문학을 읽는 학습자

는 문학 텍스트에 대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통해 그러한 생각을 명료

15) 민재원, 앞의 글, p.47.

16) 차봉희, 『수용미학』, 문학과지성사, 1985,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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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야 한다. 학습자가 표현한 것에는 학습자의 해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자는 자신이 표현한 것을 다시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더 넓은 이해로 도

달하게 된다. 따라서 문학을 체험한다는 차원에서 문학 텍스트를 읽는 것은, 

단순히 텍스트 이해를 넘어 그것을 읽는 자아 내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나아

가 세계에 대한 이해로 확장되는 행위가 된다.

  이 같은 세계에 대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체험의 통일성과 인간의 

기억 때문이다. 체험의 통일성과 인간의 기억은 우리로 하여금 체험과 삶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딜타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현재에서 통일성

을 형성하는 것을 체험이라 부를 수 있는 가장 작은 통일성이라고 보았는데, 

삶의 부분들은 생애에 대한 공동의 의의를 통해 서로 연결되고 있으므로, 삶

의 부분들의 모든 포괄적인 통일성을 또한 체험이라 부를 수 있다고 하였

다.17) 이에 대해 유영희는 인간의 경험은 기억 속에서 조각조각 존재한다고 

인식되기도 하지만, 그 조각들을 이어 맞추다 보면 일정한 연결고리를 형성하

게 되며, 그러한 경험들이 결합되어 한 개체의 가치관, 인간관, 정서, 선호 등

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18)고 하였다. 기억 속의 연관들은 서로를 연

결시켜 주고 조각조각 존재하던 경험들을 하나의 전체로 연결해 준다. 바로 

이런 연관에 의해 인간은 삶의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 

(2) 경험의 주체로서의 중국인 학습자 특성

  한국 현대시 교육에서 학습자를 어떤 위치에 두느냐에 따라 텍스트의 지위 

및,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를 현대

시를 향유할 수 있는 능동적 주체로 보고자 한다. 

  문학교육의 주체는 인간이며 문학은 인간의 삶과 맞닿아 있다. 시 텍스트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학습자와의 소통을 통해 실현된다. 그동안 외국인 학습자

들은 언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국어 문학교육에서는 문학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답’이 있는 것으로 보고 문학 작품 자체보다 어휘와 문법

17) W. Dilthey, 이한우 역, 『체험·표현·이해』, 책세상, 2002, p.23.

18) 유영희, 「현대시의 정서 표현과 정서 체험 교육 연구」, 『우리말 글』 39, 우리말글

학회, 2007, 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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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식에만 치중하였다. 이런 점 때문에 학습자들은 문학교육에서 수동적 위

치에 놓여 있었으며, 시를 시로서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 학

습자에게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그들

의 표현 욕구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김민재의 논의에서는 인간은 자연스러

운 표현 욕구를 지니기 때문에, 문학교육에서 표현은 단순히 내적인 것의 외

적으로의 전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내적인 감상을 풍부하게 만들

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19) 따라서 한국어 문학교육에서는 주체로서의 

학습자의 주체적 역할과 학습자에 의해 표현된 다양한 경험 양상에 주목하여

야 한다.

  학습자가 한국 현대시를 감상하는 과정에는 학습자의 개인적 요소가 개입되

어 작용한다. 따라서 학습자가 시 텍스트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학습

자 개개인의 차이로 다양한 수용이 가능해지는데, 개개인의 차이 못지않은 공

통점 또한 존재한다. 개인은 개별적 차원을 초월하는 공통성에 의해 서로 결

속되어 의사소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통성은 인간 전체에서 나타나는 것

이기도 하고, 특정한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나타나기도 한

다. 한족 학습자와 조선족 학습자는 중국이라는 큰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동시에 한족과 조선족이라는 특정 공동체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학

습자 개인에 따른 읽기 양상의 다양성과 함께, 집단에 따른 공통성과 차이를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이러한 공통성과 차이는 학습자의 특성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특성을 외국어 학습자로서의 특성과 이중 언어 

학습자로서의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가. 외국어 학습자로서의 경험 주체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한족 학습자는 대부분 성인 학습자로서 모국

어를 익숙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어를 학습한다. 성인 학습자들은 일반적

으로 상당히 풍부한 모국어 어휘력이나 통사 지식, 주제나 수사 구조 스키마, 

19) 김민재, 「시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체험 표상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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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모국어 읽기 전략을 갖고 있다.20) 한족 학습자는 모어 화자와 비교할 

때, 한국어 어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텍스트 정보처리가 빠르거나 정확하

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지만 한족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모국어 지

식과 세상 지식은 한국어 텍스트를 이해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이 된

다. 이미 선행연구(이홍매, 2014)에서도 중국인 학습자가 갖고 있는 지식과 능

력을 부정하고 언어 지식으로만 이를 평가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

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가 자국에서의 문학 경험을 활용하면, 한국 문학교육

에서 능동적 독자가 될 수 있다.21) 텍스트 의미 이해 단계에서는 주로 학습자

의 학습 경험이 작용한다면, 텍스트를 내면화하는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경험, 

학습자가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 작용하게 된다. 학습자의 경험이거나 세

계와 관계를 맺는 방식은 개인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환경의 영향도 받

는다. 어떤 사회문화적 환경에 노출되었느냐에 따라 문학 읽기는 달라질 수 

있다. 

  사회문화적 환경은 여러 가지 요인의 복합적 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한마디로 정의하기 매우 어렵다. 홉스테드(G. Hofstede)는 문화를 상징, 영웅, 

의식, 가치라는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상징은 문화의 가

장 피상적인 수준에 해당하고, 가치는 가장 깊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하였

다.22) 가치는 문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중국의 가치는 주로 유교적 가

치관과 사회주의 체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유교적 가치관은 

주로 인(仁), 의(義), 예(禮), 지(智), 삼강(三綱), 칠증(七証)과 팔목(八目), 오륜

(五倫), 중용(中庸)의 도를 포함한다. 유교적 가치관은 가족주의, 단결화목, 권

위 복종, 상호 의존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사회주의체계는 사회적 가치관

과 연관되는 것인데, 사회적 가치관은 가치관의 하위범주로서 개인적 가치관

이 보다 추상화될 수 있는 보다 범위가 넓고 안정적이며 공식성을 지닌 전체 

사회 문화의 공약(公約)을 의미한다. 중국의 사회가치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 심상민, 「한국어 학습자의 읽기 과정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20.

21) 이홍매,「반응 텍스트 쓰기 중심의 한국 현대시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2014, pp.2-3.

22) G. Hofstede et al, 차재호·나은영 역, 『세계의 문화와 조직: 정신의 소프트웨어』, 

학지사, 2014, pp.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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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식인데, 집단의식이란 한 개인이 자기가 생존하고 있는 집단에 대해 가

지는 태도와 관점이다. 사람의 가치관과 태도는 모두 후천적으로 획득되는 것

이며, 후천적인 것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홉스테드는 사람은 평생 동안 배워 온 일정한 형태의 생각이나 느낌, 잠재

적 행동을 자기 안에 내장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형태의 대부분은 어

릴 때 습득된 것이라고 하였다. 또 한 사람의 의식 속에 일정한 형태의 생각, 

느낌, 행동이 일단 정립되고 나면 이와 다른 형태를 배우기 위해서는 이미 배

운 것을 지워야 하는데, 있던 것을 지우는 일은 무엇을 새로 배우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어떤 형태의 생각·감정·행동을 정신 프로그램

(mental program) 혹은 소프트웨어(software of the mind)라고 정의하였으

며, 한 사람의 정신 프로그램은 그가 자라고 생활 경험을 축적한 사회 환경 

속에 뿌리를 둔다고 하였다.23) 이런 점에서 볼 때, 학습자가 한국 현대시 읽

기에 투영하는 가치관과 현대시를 대하는 태도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유교적 가치관이나 사회주의 체계는 학

습자의 한국 현대시 읽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나. 이중 언어 학습자로서의 경험 주체

  조선족 학습자는 한국어와 중국어를 모두 사용하는 이중 언어 학습자이다. 

여기에서는 이중 언어 학습자로서 조선족 학습자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위에서 주로 한족 학습자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한족 학습자와 

조선족 학습자의 특성은 완전히 분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조선

족은 중국이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한족 학습자와 마찬가지로 중국 

교육제도의 영향,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이들은 동시에 조선족이라

는 민족 공동체가 가지는 특성의 영향도 받는다. 즉, 조선족은 중국 국적을 가

진 한민족 성원으로서 중국적인 특성을 가지는 동시에 한민족의 특성도 가진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조선족 학습자는 우리말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학습자이기 때문에 한국어

23) G. Hofstede et al, 앞의 책,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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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한국어 문

학 능력 또한 갖추고 있다.24) 언와 문화는 ‘부분-전체’의 상징적 관계를 맺으

며, 그 언어를 사용하는 특정 민족, 문화, 또는 국가집단을 대표한다. 친족의 

분류에서부터 종교까지 인간 문화의 전달은 언어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람들

은 언어가 사라지면 그들의 전통적 문화나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을 잃었다고 

생각한다.25) 언어는 민족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라 할 수 있으며, 민족의 

주체성을 결정하고 측정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이주 국가에서 언어를 상실하

면 민족 정체성 확립이 어렵다. 조선족은 지금까지 언어를 지켜내고 있는데, 

이는 민족어 교육이 유지되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민족어 교육

의 영향으로 조선족 학습자는 한글을 해독하고 이해하는 데에 있어 모어 화자

와 비슷한 수준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언어 사용 방식은 언어 능

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세계와 관계 맺

는 방식의 영향도 받는다. 조선족 학습자의 세계에 대한 인식은 언어를 사용

하는 데 관여하게 되는데, 이 같은 인식은 국가적 측면과 민족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이중 정체성의 문제와 연관된다.

  정체성이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idem’(같은)에서 유래된 것으로, 일차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다름을 구성한다.26) 사회적 구성주의와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는 

개인의 정체성이 어떤 한 가지 방식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정체성을 사회적 구성체라고 정의하면 정체성은 사회관계 속에서 역동적으로 

재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27) 조선족의 정체성은 국가와 민족이라는 

이중적 영향을 받는다. 이중 정체성은 균형 있게 병존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에 따라 대립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한족 학습자와 마찬가지로 중국

의 문화와 교육제도의 영향을 받았기에 한족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면서도, 동

24) 중국 조선족은 우리말을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민족의 언어를 이어가

고 있다. ‘우리말’을 8000여만 명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위의 언어라고 볼 때, 중

국 조선어는 그 하위분류라고 볼 수 있다. 조선족 학습자들은 고급 한국어 학습자라 할 

수도 있고, 한국어교육 목표와 방법이 다르다는 측면에서는 외국어 학습자와는 구별된

다고도 할 수 있다. 

25) J. A. Banks, 방명애·김혜인 역, 『다문화교육의 세계동향』, 시그마프레스, 2014, 

pp.341-346.

26) 위의 책, p.341.

27) 류보라, 「청소년 독자의 문식 실행과 정체성 구성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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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조선족 공동체의 전통문화, 이주 경험, 한국 문화로부터 받은 영향으로 

말미암아 한족과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조선족은 민족과 국적 사이에서 ‘경계

인’의 위치에 있는데, 이는 갈등을 포함한다. 이 갈등은 이질 문화에 의한 충

격, 이중 언어 사용 문제, 세대 간의 갈등, 조선족 사회의 인구 격감, 민족공동

체의 해체 등과 같은 문제를 포함한다. 이 중 조선족 사회의 인구 격감 문제

와 민족 공동체의 해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조선족 사회의 이주에 대해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족은 19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인 이주를 하였는데, 20세기에 들어서서는 

그 규모가 매우 컸으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자 조선족은 소수민

족으로서 중국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조선족은 동북3성을 기반으로 한 집거

지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하다가 20세기 말부터 중국의 연해 도시로 이

주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서서 그 현상이 특히 심해졌다. 조선족이 

중국 국내의 연해 도시로 이주한 것은 한·중 수교 이후 한국 기업이 중국 연

해 도시를 중심으로 진출한 것과 연관된다. 중국 국내 이주를 넘어 2000년대 

이후 국외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특히 한국으로 이주하는 것은 보

편적 사회현상이 되었다. 한국 정부에서 조선족의 방문취업제도를 시행한 

2007년 이후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나 현재는 조선족 인구의 3분의 1을 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조선족 가족 해체라는 문제를 야기하였고, 조선족 청소년

의 정체성 형성 문제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조선족 청소년들은 부모의 부재 

속에서 청소년 시기를 보낸 경우가 많다.28) 따라서 조선족 청소년들은 부모와 

떨어져 살면서 스스로 행동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이들의 개인주

의적 성향이 강해지게 하였다. 물론 한국이나 중국은 모두 집단주의 문화에 

속하기 때문에 조선족의 사회문화의 많은 부분이 집단주의와 연결된다. 여기

에서 말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은 집단주의와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의미가 아니

28) 조선족 사회에는 양친 또는 부친이나 모친 중 한쪽이 없는 구조적 결손가정이 많다. 

2013년의 조사에 의하면 연변 자치주의 한 고등학교 1학년 302명 학생 중 144명의 양

쪽 부모 혹은 한쪽 부모가 해외 이주 노동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는 거의 절반에 해

당하는 수치로 조선족 사회의 사회적 문제점을 설명해준다. 리화, 「초국가적 자녀 양육

으로 보는 조선족 가족의 문화적 지속과 변용」, 『중앙사론』 39, 한국중앙사학회, 

2014,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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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대적으로 그러한 가치 성향을 띤다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2.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 현대시 읽기의 원리

  학습자가 시 텍스트를 만났을 때 불명료한 감각이 점차 명료해지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텍스트의 의미 구성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는 학습자의 경험

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경험이란 한 개인과 환경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교섭을 

통해 서로 무엇인가 주고받으면서 형성되는 것이다.29) 따라서 학습자의 국적, 

살아온 환경, 사회문화적 요소, 교육 환경이 다르므로 이들의 경험도 각기 다

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한 개인의 정체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학습자는 텍스트 언어 구조에 주목하면서 텍스트의 의미를 실현하기도 하

고, 그 텍스트의 이전 텍스트, 혹은 자신의 독서 경험에 따른 다른 텍스트들과

의 상호텍스트적 관련성에 의해 의미에 주목할 수도 있으며, 자신의 상황이나 

정체성에 등에 비추어 가면서 텍스트의 의미를 실현할 수도 있다.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 독자는 텍스트 자체의 구조를 꼼꼼히 살피고, 그 텍스트와 관

련성이 있는 이전 텍스트들과의 관계를 파악해야 하며, 자신이 살고 있는 세

계에 텍스트를 조회하는 가운데 그 의미를 생산하는 과정을 거친다.3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선 논의를 참고하여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 현대시 

읽기 원리를 ‘학습 경험의 활용’, ‘사회문화적 배경의 작용’, ‘정체성 인식의 작

용’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학습 경험의 활용

  시 텍스트의 의미 구성은 텍스트가 학습자에 의해 지각됨으로써 시작되는

데, 이때 학습자가 가장 먼저 지각하는 것은 물리적 대상인 언어이다. 언어 활

동은 기호를 해독하고 이해하는 과정이므로 학습자는 시의 낱말의 뜻을 알고, 

29) 엄태동, 『존 듀이의 경험과 교육』, 원미사, 2001, pp.59-60.

30) 김정우, 『시 해석 교육론』, 태학사, 2006, pp.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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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말 간의 관계를 파악하면서 시의 문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시에는 언

어로 형상화된 문학적 표현과 여러 가지 문학적 장치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

들이 학습자에 의해 인식되어야 시 텍스트에 대한 의미 구성이 가능해진다. 

시를 읽는 학습자가 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최소의 이해를 확보해

야만 자기 맥락에서 시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시 텍스

트에 대한 인지적 이해는 구체적인 의미 구성을 위한 전제가 된다. 

  학습자가 마주한 것은 현대시라는 새로운 경험이고, 학습자는 새로운 경험

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존의 자신의 스키마와 연관 짓게 된다. 따라서 학습자

의 불명료한 상태는 스키마의 활성화를 통해 점차 명료화되고 텍스트의 의미 

구성이 시작되며, 그 새로운 경험은 다시 기존 스키마의 일부가 된다. 읽기 과

정은 음소, 음절, 단어, 어절을 인식하는 하위 단계로부터 빠르고 자동적 인식

이 가능한 단계를 거치면서 상위 단계의 이해와 해석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학습자는 자신에게 상위 단계를 수행할 능력이 결핍되었다고 판단할 때, 이해

와 해석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자기 스키마에 의존하게 된다.31) 모어 학습자와 

비교했을 때 한국어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지식은 한정적이지만, 중국인 

학습자는 시를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배경지식 즉, 스키마를 적극적으로 활성

화시킨다. 학습자들은 시 텍스트에서 제시하는 아이디어를 자신의 스키마와 

연관시키면서 능동적으로 텍스트 의미를 구성한다. 

  스키마는 심리학자 바틀릿(F. C. Bartlett)에 의해 제안된 개념인데, 스키마

란 기억 속에 저장된 지식의 구조를 말한다. 바틀릿은 스키마라는 용어를 ‘과

거의 반응 혹은 과거 경험의 적극적인 구성’이라고 정의하였다.32) 스키마는 

텍스트를 읽는 독자의 사전 지식을 중시하며 사전지식에 따라 감상 결과가 달

라질 수 있다고 본다. 스키마는 주제에 대한 일련의 빈칸을 가지고 있어서 새

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틀을 제공하며, 중요한 정보를 판단하게 하여 

정보를 선택적으로 주목하게 만든다. 스키마는 추론의 정교화를 가능하게 함

으로써 글에서 생략된 정보를 추론할 수 있게 한다. 피아제(J. Piaget) 역시 

31) P. L. Carell, &  J. C. Eisterhold, “Schema theory and ESL reading pedagogy” 

TESOL Quarterly, 17, 1983.

32) F. C. Bartlett, Remembering: A Study in Experimental and Social Psych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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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획득하는 방식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스키마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

데, 스키마를 과거의 지식을 기술하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인도하며, 새로운 

경험을 반영시키도록 하는 역동적인 지식구조라고 하였다.33)

  캐럴(P. L. Carrell)은 스키마를 ‘언어적 스키마’, ‘형식 스키마’, ‘내용 스키

마’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여기서 언어적 스키마란 문법과 어휘에 관한 독자

의 배경지식을 말하며, 형식 스키마는 텍스트의 구조에 대한 배경지식, 내용 

스키마는 텍스트 내용에 대한 배경지식을 말한다.34) 한 사람의 지식을 구성하

고 있는 스키마는 역동적이어서 읽기 과정에서 그때그때 필요와 목적에 따라 

그 역할을 달리한다. 학습자는 읽기 과정에서 글을 자신의 인지구조에 맞게 

동화시키기도 하고 글에 맞게 자신의 인지구조를 조절하기도 한다. 이 같은 

과정에서 독자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작용하는 스키마의 종류가 달라진다. 내

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용 스키마가 작동해야 하며, 구조를 활용하기 위해

서는 형식 스키마의 작동이 필요하다.35) 학습자마다 지식 구조가 다르기 때문

에 텍스트에 대해 학습자가 주목한 자질은 서로 다를 수 있다. 동시에 학습자

들이 지각한 것은 동일하게 표상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비슷한 경험을 공유한 

학습자들이 지각한 것이 포괄된 의미망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스키마는 다양한 경험의 영향을 받는데 특히 교육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가 어떠한 학습 경험을 갖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풍부한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학습 경험은 시 한국 시 텍스트를 

이해하는 ‘장비’가 된다. 특정한 텍스트를 문학 작품으로 읽는다는 것은 백지

상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전이해가 없이는 접근할 수 없다. 모든 텍스

트 수용이 성공하기 위한 첫째 조건은 바로 코드 해독이다. 따라서 학습자에

게 코드 해독을 위한 기본적 장비가 비축되어 있지 않으면 텍스트 이해 과정

은 중단되고 만다.36) 중국인 학습자는 자국어 교육을 통해 문학 텍스트의 코

33) 박수자, 『읽기 지도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pp.111-112.

34) P. Carrell, Interactive Text Processing: Implications for ESL/Second Language 
Reading Classroo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35) 박수자, 앞의 책, p.123.

36) 권오현, 「문학소통이론 연구: 문학텍스트의 소통구조와 교수법의 기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p.86.



- 31 -

드를 해독할 수 있는 법을 다양하게 습득하는데, 학습자의 이러한 경험은 시 

텍스트의 표현이나 규칙을 지각할 수 있게 한다. 한족 학습자들은 초·중·고등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어문(語文)교육을, 조선족 학습자들은 조선어문교육과 

한어(漢語)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는다.

  한족 학습자의 어문 교육과정의 특징은 교육과정 전 단계에서 시문 암송에 

대한 요구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암송의 대상이 되는 시문에서는 고전시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고전시가 학습은 높은 수준의 인지적 능력을 한다. 

또한 어문 교육과정에서 학습자들에게는 정전적 해석을 기반으로 텍스트를 정

확히 이해할 것이 요구된다. 한족 학습자 대상의 고전시가 교육은 주로 암기

하고, 작가의 사상과 감정에 대해 이해하고, 표현기법에 대해 학습하는 방식으

로 이루어진다.37)

  고전시가와 함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저항 문학이라 할 수 있는데, 

저항 문학의 교육은 학습자가 집단주의 사상과 사회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고 

애국주의 정신을 함양할 것을 요구한다.38) 이는 중국의 사회체계가 추구하는 

교육목표와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조국과 인

민을 사랑하고 사회주의 사업과 중화민족을 위해 자신의 힘을 공헌하도록 요

구한다. 또한 학생들은 문학 감상 활동을 통해 올바른 세계관·인생관·가치관을 

형성하는 가운데 집단주의와 사회주의 공동체 의식, 즉 민족의식과 조국에 대

한 일체감을 배양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단결 정신을 강조하는 이념 교육도 

37) 한족 학습자들의 의무교육 단계(초·중학교)의 『어문』교육과정에서는 300여개의 상용

한자를 정확히 알고 쓸 수 있어야 하고, 240편의 우수한 시문을 암기하고, 수업 시간 

외 400만자 이상의 독서를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어문』에 수록된 고전시가에 대해 

살펴보면 선진(先秦)시기부터 청조(淸朝) 시기까지 작품들이 수록되었는데 특히 당송(唐

宋) 시기 작품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주요 작가들로는 이백(李白), 두보(杜甫), 이

상은(李商隱), 왕유(王維), 백거이(白居易), 소식(蘇軾), 왕안석(王安石), 육유(陸游) 등이 

있다. 고전시가는 중국의 대학교입시에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의 대학수학능력시

험에서 고전문학에 관한 문항을 살펴보면 시가 암송, 작품을 정확히 번역하고 해석하게 

하는 문항이 많다. 이는『어문』 교육과정에서 고전문학을 중시하는 교육 목표와 맞닿

아 있는 것이다. 

38) 한족 학습자들의 『어문』 교육과정에서 저항시 교육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

다. 『어문』 교과서에 수록된 저항시에는 민중의 투쟁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주로 ‘우

리’, ‘민족’, ‘함께’ 등 집단주의가 강한 단체적 단어들이 많이 담겨 있다. 항일전쟁 시기

에 창작된 중국의 저항시는 민중 동원의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민중들의 보편적 정서

를 집중적으로 드러내어, 대중 정신에 내재한 인민의 고난과 몸부림, 분노와 희망이 반

영될 수 있는 특징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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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시된다. 즉, 중국의 어문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들에게 사회적 가

치관을 심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족 학습자는 의무교육 단계에서 민족어로서의 조선어(한국어)교육과 중

국 공용어인 한어교육을 받고 있는 이중 언어 학습자이다. 초·중·고등학교 단

계에서 중국 문학에 대해서 배울 뿐만 아니라 조선족 문학에 대한 교육을 받

고 있다. 또한 한민족으로서 한국과 북한의 문학을 배우고 있으며, 외국 문학

도 배우고 있다. 조선족 학습자의 교육은 단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어와 조선어(한국어)를 중심으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조선

족 학습자에게 한국 현대시 텍스트는 생소한 외국 문학 텍스트가 아니다. 

  조선어문 교육과정의 목표를 살펴보면 사회주의 체계를 반영하고 있는 점에

서 한족의 어문 교육과정의 목표와 동일하지만, 민족문화 학습에 관한 요구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이러한 목표는 교육 내용에도 반영된다.39)

  조선족의 한어교육은 한족의 어문교육과 비교할 때 양적인 측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모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

족의 어문 교육과정에는 고전문학의 비중이 높은데 비해 조선족의 한어 교육

과정에는 고전문학의 비중이 작다.40) 고등학교 단계의 한어 역시 수필, 논설

문, 설명문에 비해 고전산문이나 고전시가의 편폭이 적은 편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한족 학습자의 문학 학습 경험은 중국 고전문

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조선족 학습자의 문학 학습 경험은 민족문학의 영

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학습 경험은 경험의 

질적 고양을 위해 개별 주체의 경험 형성 과정에 인위적·의도적으로 개입하고 

39) 중학교 단계에서 『조선어문』교육과정의 목표를 살펴보면『조선어문』 교육을 통해 

조선어문을 사랑하는 감정과 자기 민족문화를 사랑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이바지 

할 뜻을 품게 하며 건전하고 고상한 미학적 정취를 길러주며 사회주의 사상도덕품성과 

애국, 애족 정신을 길러주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조선어문』의 내용을 살펴

보면 총 55편의 문학 텍스트가 수록되어 있으며 시, 시조, 소설, 수필, 희곡, 전기, 기행

문 등 다양한 장르가 고르게 분포되었다. 교재에 수록된 작품은 중국 문학, 조선족 문

학, 남북한 문학을 포함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국 문학텍스트 14편, 외국문

학 텍스트 17편, 민족문학(조선족·남북한 문학) 텍스트가 28편이 수록되었는데, 민족문

학 작품에는 한국 문학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40) 중학교 단계에서 우수한 시문을 60편 암송해야 한다는 제시 내용이 있지만, 평균적으

로 보았을 때 실제 조선족 학습자들이 암송할 수 있는 시문은 대략 20여 편이라고 하

였다. 邢樹生, 「延邊朝鮮族初中漢語教學中的文言文教學現狀與思考」, 延邊大學 碩士學

位論文, 2008,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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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하는 교육적 통제를 조건으로 하며, 주체의 일회적인 행위나 활동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사고 작용에 의해 재구성된다. 이는 주체의 성장을 도

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41)

  학습자가 시 텍스트를 읽는다는 것은 학습자가 이미 갖고 있는 지식을 사용

하여 작가가 제시한 내용을 학습자의 지식으로 병합하면서 넓혀나가는 의미 

구성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는 자국어 교육을 통해 다양한 학

습 경험을 획득하였는데, 그러한 경험들은 스키마가 되어 학습자가 한국 현대

시를 읽는데 역동적으로 작용한다. 

(2) 사회문화적 배경의 작용

  

  텍스트를 읽는 행위는 시각적 상징으로만 존재하던 문자를 사회적·문화적 

관습에 따라 언어로 이해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문학은 일반적으로 한 지

역의 공동체 문화를 반영한다. 학습자의 입장에서 문화는 개인의 사회적 실체

를 구성해 주며 문화적 의미로 구성된 축적물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인데, 외

국문학 읽기는 학습자가 실체로 하고 있는 사회문화와 문학작품에 반영된 공

동체 간의 문화적 대화라고 볼 수도 있다.42) 따라서 학습자를 둘러싼 사회문

화적 배경은 한국 현대시 읽기에 필연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신비평은 서정시에서 역사적 시간이 무화되고 공간적 형식을 통해 여러 이

질적인 체험들이 상징적으로 동일시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43) 하지만 시간성

을 배제하고 상징화된 의미의 동일성에 주목하는 것은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시 텍스트는 새로운 맥락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할 수 있는 역사성을 지

닌다. 가다머는 텍스트의 역사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문학 텍스트든 철학 텍스트든 간에 역사적 전승문헌은 역사의 경과 속에서 

41) 최홍원, 「문학교육에서 경험의 재개념화와 교육적 실천을 위한 연구」, 『국어교육학

연구』 29, 국어교육학회, 2007, pp.318-319.

42) 노금숙,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 문학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p.51.

43) 고정희, 『고전시가 교육의 탐구-시공간적 거리감, 전유, 정서를 중심으로』, 소명출판, 

2013,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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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새로운 차원의 의미를 창출하는 것이다. 텍스트는 이해의 과정에서 늘 새

로운 측면이 강조됨으로써 새로운 맥락으로 편입된다. 이해과정에서 현재의 

관점으로 새로운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이해 대상이 되는 텍스트의 역사적 

가능성을 고려한 결과이다. 우리의 삶은 역사적 제약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의 해석자가 언제가 다른 관점에서 해석할 것임을 자각하고 있

다.44)

  이런 점에서 볼 때 학습자가 시를 통해 체험한 것은 항상 시인이 체험한 것

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작가가 특정한 사회조건과 역사 시기에 형성된 삶

의 경험자인 것처럼 독자도 특정한 사회조건과 역사적 시기에 형성된 경험적 

자아이다. 작품이 특정 경험을 질료로 하면서도 생산자의 사회역사적 경험의 

총화를 딛고 홀로 서있듯이 향수자도 삶과 문학경험의 총화로서 작품을 대하

게 된다.45) 따라서 작가가 포착한 세계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냐는 학습

자의 몫이 된다. 이러한 점은 다음의 [K-엄마-20] 학습자가 작성한 활동지의 

일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사실 시속 아이와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금 간 창틈’이라고 했

는데, 요즘도 이런 집에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 대부분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산다. [K-엄마-20]46)

  이처럼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정서를 섬세하게 묘사한 

기형도의 「엄마 걱정」속 상황은 현재를 살아가는 학습자에게 낯선 것이 될 

수 있다. 학습자와 작품이 만나는 시공간은 중력가속도를 측정하는 진공의 상

태처럼 순수한 실험적 공간이 될 수 없다. 학습자는 언제나 특정한 상황 속에

서 존재하기 때문이다.47) 이런 점에서 볼 때, 경험은 실제성을 가진다. 현재란 

44) H. G. Gadamer, 이길우 외 역, 『진리와 방법: 철학적 해석학의 기본 특징들』, 문학

동네, 2012, p.290.

45) 유종호, 앞의 책, p.84.

46) 학습자의 양상을 제시할 때 조사 대상인 학습자의 민족, 이름을 기호화하여 제시한다. 

한족 학습자의 경우 C, 조선족 학습자의 경우 K로 표시하며 이름은 순번으로 표시한다. 

47) 민재원, 앞의 글,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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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시간 계기를 실재성으로 충족시키는 것이며, 또 현재는 과거에 대한 

회상이나 소망, 기대, 희망, 두려움, 의욕 등에서 생겨나는 미래적인 것에 대한 

표상들과 대립되는 실재성이다. 이 같은 실재성에 의한 충족, 즉 현재는 늘 지

속적이지만 경험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항상 바뀐다. 우리에게 과거와 미래를 

갖도록 해주는 표상들은 오로지 현재 속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만 현존한다.48)

경험의 실재성 때문에 위의 학습자는 「엄마 걱정」 속의 체험을 이질적인 것

으로 느낀다. 따라서 시 텍스트는 고정된 역사적 유산이 아니라 현재적 삶과 

연관되는 살아있는 실체로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시 텍스트에 나타난 작가의 정서, 당시 사회적 배경에 자리 잡고 있던 문화

적 배경으로서의 정서도 중요하지만, 시 교육의 입장에서 볼 때, 텍스트를 읽

고 그에 대해 반응하는 학습자의 정서 체험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시인이라는 타자의 주관을 통해 포착된 세계 모습이 작품을 통해 형상화되더

라도, 그것을 통해 어떤 세계를 보고 어떤 정서를 체험하는가는 학습자의 몫

이다.49) 따라서 학습자가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 시 텍스트와 학습자가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이 다양해진다.

  피시(S. Fish)는 독자의 반응은 합리적인 토론을 방해할 만큼 서로 엉뚱하게 

차이가 날 가능성이 없다고 하였다. 글을 읽고 독자들이 구성하는 의미는 바

로 ‘해석의 공동체’(interpretative communities)라고 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으

로 설명된다. 해석의 공동체란 서술된 텍스트에 대해 해석적 전략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나름의 특성과 의도를 구축하려 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말한다. 사람들은 각 공동체가 해석적 전략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텍스트를 해

석하게 된다.50) 국적으로 보았을 때 본 연구의 대상인 한족 학습자와 조선족 

학습자는 동일한 해석 공동체로 묶을 수 있지만, 민족으로 보았을 때 한족과 

조선족이라는 각각의 해석 공동체로 나뉘게 된다. 시 텍스트를 수용하는 주체

인 학습자는 상황성을 가지고 있는데, 상황성은 제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석의 기본 조건이 된다. 텍스트를 해석하는 자에게 ‘이미 주어진’ 어떤 것이 

없다면 해석은 불가능해진다. 이해의 원천인 상황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해석

48) W. Dilthey, 앞의 책, 2002, p.20.

49) 민재원, 앞의 글, p.45

50) 이경화, 『읽기 교육의 원리와 방법』, 박이정, 2001,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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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현재와 그 현재를 구성하는 배경과 전통, 그리고 영향에 대한 성찰을 말

한다.51) 학습자들은 시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 알게 모르게 이러한 

‘상황’의 영향을 받는다. 즉, 한족 학습자와 조선족 학습자는 자신이 속한 사회

문화적 공동체의 영향 속에서 시 텍스트와 상호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다음의 [C-모란-13] 학습자와 [K-길-19] 학습자가 작성한 활동지 내

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모란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인데 이 시는 너무 비관적이다. 모란에 대한 서

정이 과잉된 것 같다. [C-모란-13]

이 시에서 길을 찾는다는 것은 자기 근원에 대한 고민으로 볼 수도 있다. 나

는 이 시를 읽으면서 문득 나의 근원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접목의 아픔을 

극복하고 현재는 잘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가는 길 위에서 나의 근원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온다. [K-길-19]

  「모란이 피기까지는」과 「길」에 대한 위 학습자들의 반응은 한국인 학습

자의 반응과는 분명 다른 것이다. [C-모란-13] 학습자는 화려한 꽃인 모란이  

너무 비관적으로 묘사되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학습자가 모란에 대한 중국의 

시각적 전통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K-길-19] 학습자는 조선족의 이주

를 ‘접목’에 비유하면서 조선족으로서 자기가 걸어야 할 길에 대한 고민을 드

러내고 있는데,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조선족이 이주 경험을 갖

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 시 텍스트를 둘러싼 학습자의 정서·문화 차이

로 인해 시는 다양하게 읽힌다.52) 학습자는 시를 읽는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배경을 벗어나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우며, 텍스트의 의미 구성에는 학

습자가 속한 사회문화적 공동체에서 형성한 학습자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반영

된다. 

51) D. C. Hoy, 이경순 역, 『해석학과 문학 비평』, 문학과지성사, 1988, p.73.

52) 이에 대해서 윤여탁의 다음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시적 상황은 비유적 형상이 보

여주는 상황일 따름이다. 그래서 시의 창작주체는 이런 시적 형상을 창조하기 위하여 

자신의 창작적 심혈을 쏟게 된다. 이런 시적 상황의 형상화가 잘못된 경우에는 독자들

에게 전혀 감흥을 주지 못한다. 실제로 적절한 형상으로 창조된 시의 경우에도 그 시가 

보여주는 서정이나 정서와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엉뚱한 시로 받

아들여지게 된다.” 윤여탁·이은봉, 『시와 리얼리즘 논쟁』, 소명출판, 2001,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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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는 모두 배경에 수많은 다른 텍스트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읽는 

독자는 선이해에 의존하게 된다. 이것은 상호텍스트성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상호텍스트성이란 인간 언어, 언어의 패턴, 이미지, 의미들의 상호 연관

을 말한다.53) 크리스테바(J. Kristeva)는 상호텍스트성을 한 문학 체계에서 다

른 문학 체계로뿐만 아니라 비학문적 체계에서 학문 체계로 전이되는 기호적 

과정의 일부로 보았으며,54) 컬러(J. Culler)는 상호텍스트성을 어느 한 작품이 

그 이전의 특정한 텍스트들과 맺고 있는 관련성을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작품이 한 문화의 담론 공간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한 텍스트가 한 문화의 다양한 언어나 의미 행위와 맺고 있는 관련성을 

가리키는 것이다.55)

  넓은 의미에서 상호텍스트성은 텍스트와 텍스트, 주체와 주체 사이, 텍스트

와 사회문화적인 영향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지식의 총체적인 연결에서 나

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어진 텍스트는 단순히 

문학 텍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시호체계 더 나아가서는 문화 일반까지 포함한

다.56) 학습자는 한국 현대시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 자신이 접했던 기존의 

텍스트 경험을 개입시키게 된다. 학습자가 이해 과정에서 발산적으로 환기한 

상호텍스트는 한국어 시 텍스트의 의미 구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어 

시 텍스트의 의미는 환기한 상호텍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다시 읽힐 수 있으며 

무한히 확대될 수 있다. 발산적으로 상호텍스트를 환기하는 과정은 학습자의 

의미 구성을 역동적이고 입체적이며 복합적으로 만들어준다. 또한 이 같은 과

정은 학습자의 사고와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의적인 독서를 이끌어낸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57)

  시 텍스트의 의미는 작가의 생산 맥락과 학습자의 수용 맥락, 텍스트의 내

적 맥락이 서로 연결되면서 겹치거나 변화하면서 구성된다. 학습자와 작가는 

서로 다른 시공간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놓여있으므로 정서문화 차이가 존재한

53) 이경화, 앞의 책, p.131.

54) 김도남, 『상호텍스트성과 텍스트 이해 교육』, 박이정, 2005, p.104.

55) 김욱동,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 민음사, 1993, p.199.

56) 김도남, 앞의 책, p.104.

57) 전홍, 「상호연관성 기반의 한국 현대시 이해 교육 연구 : 한·중 현대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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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동안의 한국어 문학교육은 텍스트의 생산 맥락 자체를 중시하였으며, 텍

스트 자체의 이해에만 매달렸는데 이는 적절하지 못하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

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회문화적 배경이 학습자를 통해 어떻게 드러나고, 

또 학습자의 읽기 과정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텍스트 의

미 구성에서 시공간의 거리로 인한 차이, 해석 공동체가 달라 생기는 차이는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 

(3) 정체성 인식의 작용

  리쾨르는 주체가 자기 자신만을 들여다보는 독단적이고 고립된 반성의 한계

를 지적하고, 인간 주체의 외화된 언어적 표현물들인 상징이나 텍스트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만 주체의 자기 이해와 자기 파악이 가능하다고 하였다.58) 즉, 

학습자가 시에 대한 자기 생각을 표현을 통해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학습자

의 삶의 실현 문제와 연관된다. 

  시는 타자의 언어로 된 것이고, 시 속에는 화자라는 타자가 존재한다. 시인

이 취급하는 제재는 시적 상황에 가장 알맞은 흥미 있고 적절한 인물의 눈을 

통해 제시되는 것이므로 화자는 관점의 적절함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한다. 뿐

만 아니라 화자는 갈등의 요소를 내포한 특수한 상황 속의 구체적 개인이라 

할 수 있으며, 세계의 어떤 양상에 반응하는 인물로서 실제의 독자로 하여금 

자기처럼 반응하게 하거나 또는 적어도 그러한 반응을 이해하도록 자극하는 

인물로 제시되기 때문에 극적 긴장과 특수성에 기여하게 된다.59) 시는 화자라

는 타자를 내세우고 있는데, 화자가 처한 상황은 학습자로 하여금 특정 태도

를 유발하게 한다는 점에서 학습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학습자는 화자라는 타

자를 만남으로써 삶의 실현 문제와 마주하게 되는데, 화자를 통해 자기를 이

해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이미 형성된 정체성을 재구성하기도 하고, 

정체성의 위기를 겪기도 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기도 한다. 

  학습자는 시속 타자를 추체험하고, 타자와의 다양한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 

58) 윤성우, 『폴 리쾨르의 철학』, 철학과현실사, 2004, p.54.

59) 김준오, 『시론』(제4판), 삼지원, 2002, p.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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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 세계를 새롭게 조망할 수 있다. 부버(M. Buber)는 인간이란 결코 혼자서 

그리고 독자적으로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격과의 공존적 관계 속에서 

실존한다고 하였다. 레비나스(E. Levinas)는 타자가 고통받는 얼굴의 모습으로 

자기 앞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나’로 하여금 타자에 대해 윤리적인 행동을 하

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사르트르(J. P. Sartre) 또한 타자가 시

선을 통해 ‘나’를 대상으로 조망함으로써 수치를 불러일으키는 존재임을 제시

하였다.60) 이러한 논의에 의하면, 자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타자는 필수 불

가결한 존재이다. 

  딜타이에 의하면, “이해는 ‘너’ 안에서 ‘나’를 재발견하는 것인데, 정신은 항

상 연관의 더 높은 단계에서 자신을 재발견한다.”61)라고 하였다. 우리가 살아

가는 삶은 자아와 타자에 대한 이해의 연속이다. 여기서 자아와 타자를 이해

한다는 것은 자기와 타자가 가진 삶의 구조와 방식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삶

은 복잡한 것이므로 쉽게 파악되지 않는데, 삶은 인간을 통해 만들어진 세계

이므로 삶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직 인간 자신이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을 경험한다는 것은 자신과 타인이 표현한 것을 접하여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겪는 것이고, 자신이 경험한 내용은 다시 표현을 통해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게 된다. 그리고 자기가 표현한 것을 다시 이해

하는 것을 통해 더 깊이 타자를 이해하고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학습

자는 생소하고 낯설게 느껴지던 타인의 체험을 추체험함으로써 ‘타자’를 통해 

‘나’를 발견하게 되며,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다시 평가해보

면서 자기 정체성의 문제를 환기하게 된다. 따라서 학습자는 시 텍스트를 통

해 무엇을 어떻게 반성할지, 그리고 텍스트에 대응하는 어떠한 정체성을 확립

할지의 문제를 직면하게 된다. 

  문식성 연구에서 정체성 개념을 탐구한 옥현진의 논의에서는 정체성의 특성

을 다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정체성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다. 둘째, 정체성은 사회 구조와 개인의 주도성 간의 끊임없는 긴장 관계 속에

서 형성된다. 셋째, 정체성은 타자와의 접촉과 선택의 상황을 통해 더 분명하

60) 서동욱, 『차이와 타자』, 문학과지성사, 2000, pp.184-187.

61) W. Dilthey, 김창래 역, 『정신과학에서 역사적 세계의 건립』, 아카넷, 2009, p.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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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인식된다. 넷째, 정체성은 모든 사회적 의미 구성 행위에 관여한다. 다섯째, 

정체성은 다중적이다.62)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학습자는 진공의 상태에 존재

하는 것이 아니므로 학습자와 시 텍스트는 역동적인 관계에 놓여있다.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볼 때, 학습자의 정체성은 학습자가 속한 공동체와 학습자가 마

주하는 타자와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학습자가 텍스트를 읽은 후 학습자의 자기 정체성은 더욱 완고해질 수도 있

고 흔들릴 수도 있으며 새로운 깨달음으로 재구성될 수도 있다.63) 모든 학습

자들이 한국 현대시 텍스트를 통해 곧바로 정체성 인식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

만, 시의 세계는 어떤 방식으로든 학습자의 삶에 침투된다. 학습자는 한국 시 

텍스트를 통해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 돌아보고 그 문제를 해석하고 문제의 답

을 모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 시 텍스트에 형상화된 정체성이 학습자

의 기존의 정체성과 부딪침으로써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체성은 

불변의 단일한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변화하고 영향받는 것이므

로, 성찰적 인식을 통해 부단히 재구성된다. 학습자는 자기 경험 세계를 반성

하는 것을 통해 현재의 자기를 되돌아보고, 그에 대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미

래에 대한 행동 방향을 얻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자신이 경험

했던 제한적인 세계 안의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자기 시야를 넓

힐 수 있다. 학습자는 현대시 텍스트를 통해 확장된 경험 세계에 대한 이해를 

자기의 삶에 대한 대응 태도로 전이시킴으로써 기존의 세계와 다른 새로운 세

계 방식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그로부터 자기를 새롭게 바라보고 자기의 정체

성을 재구성한다. 

  문학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감수성을 확장시키는 일, 그리고 자신의 가

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게 하는 에토스(ethos)의 형성 등에 크게 작

용한다. 아울러 한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삶의 방향

이 무엇인지 부단히 물을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물음과 사색을 자기 삶의 문

제로 전환하여 체험하는 가운데서 인격의 성숙이 이루어진다.64) 학습자가 시 

62) 옥현진, 「정체성과 문식성」, 『국어교육학연구』 35, 국어교육학회, 2009, 

pp.363-367.

63) 양정실, 「해석 텍스트 쓰기의 서사교육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p,168.

64) 우한용, 「문학교육과 문학에 대한 관점의 전환」, 『국어교육연구』 40, 국어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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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읽는다는 것은 학습자와 타자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한다. 학습자는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계를 시 속의 상상적 세계를 통해 접함으로써 다

양한 삶에 대해 경험한다. 학습자는 자기 경험과 타자의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경험의 총체성에 다갈 수 있게 된다. 한 사람이 자신과는 다른 여러 개의 삶

을 경험해보는 것은 삶의 경험을 풍부하게 해준다. 즉, 이것은 다른 삶에 참여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며, 나아가 이질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그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3.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 현대시 교육의 의의

(1) 경험의 구체화를 통한 문학 감상 능력 신장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목적은 학습자로 하여금 단순히 글의 내용을 분

석하고 암기하는 기능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 텍스트와의 교류

를 통해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문학은 학습자들의 강한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도구로서 학습자들에게 개인의 감정, 의견, 느낌을 

표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65) 학습자들은 텍스트에 드러난 것을 자신의 경험

과 관계 맺으면서 텍스트의 의미를 구체화함으로써 문학 감상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어 문학교육이 텍스트의 내용을 분석하고 암기하는 것에만 

국한되던 기능적 측면을 넘어 학습자가 텍스트와 관계 맺는 것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 자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를 통해 학습

자의 문학 감상 능력 신장을 도모하는 학습자 중심 문학교육을 구안하고자 한

다. 

  잉가르덴(R. Ingarden)은 문학작품을 다층적 구조물, 순수지향적 구조물, 도

회, 2007, p.157.

65) Gillian Lazar, Literature and Language Teaching: A Guide for Teachers and 
Train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이홍매, 앞의 글, p.2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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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화된 구조물이라고 하였으며, 작품 속에는 아직 확실하게 표현된 것은 아니

지만 앞으로 그 의미가 채워질 수 있는 미확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였다. 이

런 미확정적인 부분은 학습자가 상상을 통해 텍스트의 경험을 구체화함으로써 

채워지게 된다. 문학 텍스트의 미확정적인 부분, 즉 시 텍스트의 빈자리가 학

습자에 의해 채워질 때 다양한 문학 반응을 이끌어내 풍부한 감상이 가능해지

게 한다.66) 시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생략된 의미를 상상력을 통

해 그 빈자리를 채워가면서 텍스트 의미를 확장시킨다. 

  그동안 외국어문학교육에서는 학습자가 문학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해가는 

과정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다. 학습자가 자신에게 낯설고 이질적인 외국 문

학 텍스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무엇을 느끼고, 어떤 변화를 겪었는

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임에도 그간 간과되어왔다. 학습자가 상상을 통해 

자기투입을 하고 시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어떤 것을 새롭게 느낀다는 것은, 자기가 이

미 알고 있던 것에 단순히 새로운 것을 첨가하는 것을 넘어 그 이상의 어떤 

작용을 필요로 한다.67) 이러한 재구성의 과정은 문학 감상을 풍부할 뿐만 아

니라 자기 발견의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다. 시 텍스트가 교사의 일방적 중재

로 피상적 수준에서 이해된다면 학습자는 시 텍스트와 관계를 맺을 수 없다.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자기의 경험을 환기하고 텍스트와의 접점을 찾으면서 그

것을 구체화시키는 것은 학습자가 시 텍스트를 객관적 대상물이 아니라 자신

과 연관이 있는 하나의 대상으로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2) 타자와의 소통을 통한 상호문화 능력 신장

  학습자는 문학 텍스트라는 타자, 시 속 화자라는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자

66) 이홍매 역시 학습자가 시 텍스트의 빈자리를 채워가면서 다양한 문학적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한국 현대시 교육의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시 텍스트는 

빈자리가 많아 그러한 빈자리를 학습자들이 자신과 연계시키면서 채워나갈 때 다른 문

학 장르보다 학습자들의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내고, 보다 적극적인 학습자가 되도록 독

려할 수 있으므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도 문학 반응을 활용한 현대시 교육은 

가능성과 의의를 지닌다.” 이홍매, 앞의 글, p.25.

67) J. Dewey, 이재언 역, 『경험으로서의 예술』, 책세상, 2003,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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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겪어보지 못했던 낯선 대상을 마주하게 된다. 한국 현대시 텍스트는 학

습자가 낯선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삶을 체험해보고 타자와의 관계를 

배워감으로써 자기의 삶을 통찰하는 내적 성장이 가능하게 한다. 

  현대시 교육은 언어의 본질, 시의 특성과 인간에 대한 이해가 강조되는 교

육이다. 이것은 외국어교육에서도 다르지 않다. 외국어교육 역시 교육이므로 

학습자가 개인적 성장을 이루어야 하고, 특히 자신의 문화나 삶과는 다른 것

들을 경험함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신의 변화와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68) 현대

시 텍스트는 짧고 함축적인 언어 속에 한국인의 삶과 한국인의 정서를 반영하

고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가 한국 시 텍스트를 체험하는 것은 자신과는 다른 

문화 공동체의 타자를 체험하는 것이 된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문학은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보다 

효과적인 언어 자료로 활용되어야 하며, 나아가 한국 문화 학습의 역할도 담

당해야 한다. 크람쉬(C. Kramsch)는 언어 교수가 곧 문화 교수이기 때문에 

언어 교육에서 문화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보았다.69) 한 나라의 언어

를 배운다는 것은 그 언어의 어휘, 문법, 발음을 익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나라의 문화적 상황에 맞는 언어 사용을 배우는 것이기도 하다. 문학은 언어

예술로서 그 나라의 문화를 알 수 있게 하는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 문학 작

품에는 작가에 의해 구현된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 사람들이 공유하는 공

동체 의식이 담겨있다. 그러므로 학습자는 한국 현대시 텍스트를 통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는 다른 새로운 문화를 만나게 된다. 자신과는 다른 세계관, 가

치관을 만나 그것과 소통하고 차이를 알아가는 과정은 학습자가 상호문화 주

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본 연구는 이 같이 문학을 언어교육에서 

도구로써만 활용되는 것을 넘어 개인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정신적 성장을 이

루고 전인적 인간성을 함양할 수 있는 것에 목적을 둔다.

  문학을 흔히 언어로 된 예술이라고 한다. 예술은 미와 관련되는데, 미란 아

름답고 고귀하고 훌륭하고 좋은 것 등의 의미와 연관되는 개념이다. 학습자는 

68) 김정우, 「시를 통한 한국 문화 교육의 가능성과 방법」, 『선청어문』 29,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01, p.171.

69) C. Kramsch, Context and Culture in Language Teaching,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 44 -

시를 통해 이러한 문학의 미를 체험할 수 있다. 학습자가 시 텍스트를 읽는 

과정은 그 텍스트에 구현된 미적 가치를 향유하고 이를 자신의 체험으로 전환

하는 과정이다. 학습자는 자기를 투입하여 시 속 세계를 상상하고 화자의 상

황을 추체험하면서 텍스트에 공감하기도 하고 또 갈등하기도 한다. 공감하는 

과정이든 갈등하는 과정이든 모두 학습자 자아가 개입하게 되고, 학습자는 자

신이 공감한 것을 다시 이해하고 갈등을 조율해나감으로써 내적 성장을 이루

고 지평을 확장할 수 있다. 

  타문화를 해석하고 자신이 속한 문화와 비교해보는 것은 학습자를 자기 이

해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이해란 기존의 자기 인식을 

확인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이 무엇

인지를 알아가는 가는 과정을 통해 조정과 선택으로 나아가는 것이다.70)

  낯선 대상과의 만남은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새로

운 세계에 대한 상상이 가능하게 하고, 학습자는 이 세계를 체험함으로써 자

신의 세계 외의 다른 세계를 새롭게 발견한다. 나아가 학습자가 시 텍스트 속

의 타자를 발견하고 타자를 상대화하여 인식하는 것은 학습자 자신의 개인적 

성장으로 이어지게 한다. 또한 학습자는 화자라는 타자와 소통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고유성,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집단의 고유성에 벗어나 다양한 삶을 

추체험하고 상호문화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한다. 

(3) 능동적 한국 현대시 읽기 태도 형성 

  본 연구가 구안하고자 하는 한국 현대시 교육은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텍스

트를 읽고 텍스트와 소통하면서 텍스트 체험을 구체화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의 문학교육을 지향한다. 이 같은 교육을 통해 그동안의 한국어 문학 교실에

서 학습자가 배제되고, 학습자와 문학 텍스트의 관계 맺기가 이루어지지 못했

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 

  시는 빈 공간이 많은 장르이지만, 현재 한국어교육에서 시는 ‘정답’이 존재

70) 김예리나, 「학습자 경험을 활용한 한국어 상호문화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8,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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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중국의 교육 현장을 보면 학습자의 자율적 감상

을 이끄는 활동이라기보다는 정해진 답을 찾아가는 위주의 수업에 머물고 있

다. 이는 문학에 대한 학습자의 다양한 해석, 폭넓은 감상을 막는 수업이며 문

학 작품의 의미를 ‘전달’해야 하는 교사의 역할과 책임만 강조되는 수업으로 

학습자를 수동적인 위치에 놓이게 한다.71) 이런 방식의 문학 수업은 일방적인 

지식전수로서 학습자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다.

  산문이나 설명문 등과 같은 다른 장르의 텍스트에 비하여 특히 시 텍스트는 

시를 읽는 독자와의 소통을 통해서 비로소 진정한 시의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할 수 있다. 학습자는 시 텍스트 속의 세계를 상상하면서 소통하는 가운데서 

문학의 감동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학습자 중심의 한국 현대시 교육은 한

국 문학을 어렵고 낯설게만 느끼는 학습자에게 문학 감상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므로 진정한 문학의 향유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서 외국인 학

습자가 굳이 한국 문학을 향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외

국어 문학교육과 자국어문학교육은 모두 문학교육의 범주에 속한다. 또 중국

인 학습자는 교육을 중시하는 환경에서 교육을 받은 학습자로서 한국 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일정한 문학 소양을 갖추고 있어 시 텍스트를 충분히 스스로 

의미화할 수 있는 학습자이다. 그러므로 외국어 문학교육에서도 학습자가 주

체적 감상의 행위자가 되어 주체적인 문학 읽기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는 문학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내용

을 재배열하고 다시 정돈하면서 자기 절로 재구성하여 받아들인다. 이러한 재

구성 과정은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잘 유도할 수 있다. 즉, 본 연구가 지향

하는 한국 현대시 교육은 학습자가 텍스트의 의미를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체험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활발한 감상 활동이 가능한 능동적 읽기 태도를 형

성할 수 있게 한다.

71) 윤영, 「한국어교육에서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위한 문학교육 방법 연구 : 반응 중심 

문학교육의 비판적 수용을 바탕으로」, 『언어와 문화』 9,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3, 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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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 현대시 읽기에서 중국인 학습자 

경험의 작용 양상

  이 장에서는 학습자들이 작성한 활동지와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 현대시 읽기 양상을 살펴보고, 시 읽기에서 학습자의 경험이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족과 조선

족이라는 집단에 따라 학습자의 시 읽기에 영향을 미친 변인이 무엇인지를 살

펴봄으로써 교육 방안 설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학습자의 시 읽기는 단일한 양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읽기 과정 전

체에 걸쳐 나타나며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

적인 성격을 띤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주목한 것은 학습자의 시 읽기 과정이 

아니라, 그러한 시 읽기를 가능하게 한 학습자의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

이다. 따라서 양상 분류는 위계적이기보다는 병렬적인 범주로 구분된다.1)

1. 학습자의 학습 경험의 작용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 현대시 읽기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원인은 우선 

학습자들이 갖고 있는 한국어의 언어지식과 텍스트와 관련된 배경지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시는 시인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문자로 상징화한 것인데, 

읽는 독자에 의해 해독(解讀)되어야 그 메시지가 전해진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시를 읽는 과정에 일차적으로 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텍스

트 의미를 구성하려고 한다. 언어는 특정 공동체 내에서 어휘와 활용 규칙의 

의미, 그리고 구문론적 분절의 의미와 관련해서 성립된 공통성에 의해 이해된

1) 이 장에서는 학습자가 작성한 텍스트를 인용할 때 선명한 문법적 오류는 수정하였으며, 

조선어문법은 한국어문법으로 바꾸어서 제시하였다. 그러나 특정한 표현이나 어감을 살

리기 위해 수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필요한 경우 의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 속

에 따로 표기하였다. 학습자 텍스트를 인용할 때 중간 부분이 생략될 경우 ‘(…)’의 기호

를 사용하여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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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한국 시를 읽는 학습자는 한국어로 쓰인 텍스트를 마주하기 때문에 필연

적으로 한국어 자체에 대한 지식을 동원하게 된다. 그리고 한국어 자체에 대

한 지식과 함께 자신이 갖고 있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시 텍스트를 이해하려

고 한다.

(1) 텍스트 의미 이해에서 학습 경험의 작용 

  학습자들은 텍스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텍스트 맥락

과 구조를 구체화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선족 학습자

와 한족 학습자의 양상이 달라진다. 조선족 학습자의 경우 시의 전반적 의미

에 초점을 맞추고 의미를 구성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한족 학습자는 시어, 시

구에 주목하면서 그 의미를 하나하나씩 확인하면서 이해하려고 한다. 한족 학

습자의 시 읽기는 부분적 이해에서 전체적 이해로 나아간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 학습자들은 자신에게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시어, 행, 연, 운율 등 부분

적 요소들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였다. 조선족 학습자는 모어 학습자 수준의 이

해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 텍스트의 정보 처리 과정이 빠르고 정확한 방

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따라서 한족 학습자에 비해 한국어 학습 경험이 훨

씬 풍부한 조선족 학습자는 시 텍스트를 읽고 순간적으로 느낀 정서를 자유롭

게 표현할 수 있었다. 

가. 텍스트 형식에 주목

  

  시는 시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수사법이 활용되는 

언어예술이다. 학습자들은 시의 다양한 수사법을 적극적으로 포착하고 그에 

반응하였는데, 이는 자국어 문학 학습을 통해 쌓은 문학 장치가 중심이 된 학

습자의 지식이 암묵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3) 중국인 학습자들은 자

2) 이경민, 「딜타이의 역사 이해: 역사와 이성의 통합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pp.76-77.

3) 김영은 중국인 학습자가 고전시가 학습으로 축적한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이 한국 고전 

가 학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학습자들의 경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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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문학 학습 경험을 통해 다양한 문학적 표현 기법에 대해 학습하였기 때

문에 한국 시 테스트의 문학 장치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대구법. [C-길4)

-07]5)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꽃에 눕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의

인화 수법을 사용하여 꽃이 시드는 장면이 생동하고 형상적으로 느껴진다. 

[C-모란6)-10]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아름다운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작가의 

의도를 더욱 강조하여 보여주어서 의미전달이 잘 되는 것 같다. [K-내가7)

작용하는지 학습자의 반응 텍스트 쓰기를 통해 파악하였다. 학습자의 반응 양상을 ‘연합

적 반응’, ‘지각적 반응’, ‘해석적 반응’, ‘평가적 반응’으로 분류하였는데 이 중 ‘지각적 

반응’ 부분을 보면 중국인 학습자들이 자국어 문학교육을 통해 문학 ‘문법’을 다양하게 

학습해왔기 때문에 한국 시조 텍스트의 관습과 규칙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김영,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고전시가 교육 연구: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 활용을 중심

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4) 윤동주 「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잃어 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

니다.//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

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 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윤동주, 『윤동주 시집』, 범우사, 2015.

5) 학습자의 양상을 제시할 때 조사 대상인 학습자의 민족, 이름을 기호화하여 제시한다. 

한족 학습자의 경우 C, 조선족 학습자의 경우 K로 표시하며 이름은 순번으로 표시한다. 

6)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읜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 예순 날 하

냥 섭섭해 우옵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미래사, 2002.

7) 정호승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

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

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랑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

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

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정호승,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열림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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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학습자들은 대구법, 의인법, 비유법, 반복법 등 수사법에 반응하였는데, [C-

길-07] 학습자처럼 자신이 지각한 수사법 개념에 대해 단순하고 기계적인 반

응을 보인 학습자도 있었고, [C-모란-10] 학습자와 [K-내가-15] 학습자처럼 

자신이 인식한 수사법으로부터 느낀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학습자도 있

었다. 학습자들이 시의 수사적 특징에 주목하여 반응을 형성하는 것은 자신에

게 익숙한 것을 우선적으로 포착한 후 그로부터 텍스트 의미 구성의 방향을 

얻으려는 것이다. 학습자가 이러한 요소를 인식한 것은 학습자와 텍스트의 상

호작용이며, 텍스트 문맥을 수동적으로 따르는 데 그치지 않고 학습자가 축적

한 한국어 경험, 자국어 학습 경험을 복합적으로 적용한 결과이다. 즉 학습자

의 이해는 주관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인상의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문학 텍스트의 지시 혹은 암시에 따라 감지되면서 심리적 작용이나 의식이 객

관적으로 조정된다.8)

  수사법을 지각하는 것은 한족 학습자와 조선족 학습자 집단에서 공동으로 

나타난 양상이지만, 한족 학습자는 조선족 학습자에 비해 시의 운율에 민감하

게 반응하였다. 운율은 운과 율을 지칭하는 개념인데, 운이란 같거나 비슷한 

소리의 규칙적인 반복을, 율은 소리의 고저, 장단, 강약 등 주기를 가리킨다.9)

시를 읽을 때 느끼는 리듬감은 운율이 중심이 된 시의 음악성에서 비롯된다. 

  이 연구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97명의 학습자 가운데서 9명(9.3%)의 한족 

학습자가 자신이 인식한 운율에 대해 언급하였다. 수치상으로 볼 때, 이를 전

반적인 한족 학습자의 특징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운율에 대한 언

급이 없는 조선족 학습자와 비교한다면 한족 학습자가 조선족 학습자에 비해 

운율에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유의미한 수치이다. 

9명의 학습자 외의 다른 학습자도 운율을 지각했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는 그러한 지각을 표현을 통해 드러냈는지의 여부에 주목하였다. 표현을 통해 

드러냈다는 것은 그 요소에 대한 관심을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8) 차봉희, 『수용미학』, 문학과지성사, 1985, pp.33-34.

9) 김준오, 『시론』(제4판), 삼지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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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엄마 안 오시네’-압운 [C-엄마10)-05]

‘나는’, ‘않는다’, ‘아름다운가’ 이런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배치되었다. 리듬이 

느껴진다.[C-내가-08]

  [C-엄마-05] 학습자는 텍스트 원문에 운율이 느껴진 부분을 표기한 후 ‘압

운’이라고 간단히 적었다. 운율에 대해 간단히 언급했을 뿐 그러한 운율을 느

낌으로써 어떤 정서나 어떤 효과를 느끼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

았다. 학습자는 ‘안 오시네’라는 동일한 단어의 반복으로부터 압운을 인식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학습자가 자신의 지평 속의 ‘압운’이라는 개념을 활

성화한 결과이다. 하지만 그 개념에 대한 인식은 단순하면서도 기계적인 반응

으로 나타난다. [C-내가-08] 학습자 역시 운율에 주목하였지만 그에 대한 인

식을 구체화시키지는 못했다. 반면 다음 학습자는 위의 학습자들에 비해 좀 

더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봄을 기다리고 있을테요’ 이 부분이 반복되어

서 시의 시작과 끝이 잘 호응하고 있다. 앞뒤가 의기상통 하여 운율감이 느껴

진다. [C-모란-08]

  [C-모란-08] 학습자는 자신이 인식한 운율과 그것이 어떠한 미적 효과를 

주는지 함께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운율이 시 텍스트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 뿐 학습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느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보인다. 리듬은 심장의 고동, 호흡, 신체적 운동 등 모든 생

명의 기능인 것처럼 운율은 시인과 독자의 내적 움직임, 곧 감정과 사상의 흐

름을 본뜬 것이 된다.11) 따라서 학습자가 시의 운율에 반응하는 것은 시의 정

10) 기형도 「엄마 걱정」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

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

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 간 창 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 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기형도, 『기형도 전집』, 문학과지성사, 1999.

11) C. Brooks & R. R. Warren, Understanding Poetry, Holt, Rineheart and Winston, 

1960, p.124.(김준오, 앞의 책, p.15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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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대다수 학습자들이 운율에 기계적

으로 반응하면서 그것을 고정된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는 학습자

가 운율이라는 시의 외적 형태는 파악하였지만 그것이 내적 감정으로 이어지

는 이해의 확장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설명해준다. 

  한족 학습자들이 운율과 같은 시의 형식적 특징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은 한국어 언어 능력이 부족하여 시의 외적인 부분에서부터 내적인 내용으로 

파고드는 외국 문학 감상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자국어 어문(語文) 교육과정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어

문 교육과정에는 당송시(唐宋詩) 암송에 대한 요구를 명시하고 있다. 어릴 때

부터 리듬감이 강한 당송시를 학습한 경험은 한국 현대시를 읽는 데에도 영향

을 미친다.12) 한족 학습자들은 고전시가의 운율 형식과 중국어 자체의 발음 

특성의 영향으로 시의 리듬에 대한 본질적인 태도와 작가적인 판단을 오랜 학

습 경험을 통해 형성해 오면서, 시를 읽는 어감과 리듬감을 자연스럽게 익히

게 된다. 즉 모국어 학습 경험에서 유래된 습관적인 지각을 바탕으로 대상을 

인식함으로써 한국 현대시에 자신이 알고 있는 모국어적인 리듬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13)

  위의 반응 양상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학습자의 학습경험은 한국 현대시 

읽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학습자들의 기계

적인 반응, 서로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지식 중심 문학교육의 영향으로, 

학습자가 시를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습득해야 할 지식’으로 보고 있음을 말

해준다. 이 경우 학습자는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시를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없으며 피상적인 상태에만 머물러있게 된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축적한 

풍부한 문학 경험이 단순하고 기계적인 반응을 통해 드러나는 수준을 넘어 학

12) 중국의 9년 어문(語文) 교육과정을 보면 전체적 목표와 내용에서 총 10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문언문(文言文) 읽기에 대한 요구와 시문 240편에 대한 암송 

요구가 명시되었다.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은 중국 어문 교과서에 반영된다.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읽어야 하는 시문은 총 50편이며, 이 50편에는 동요, 동시와 함께 

쉬운 고시도 포함한다. 

教育部,「義務教育語文課程標準(2011)年版」,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制定, 

http://www.moe.gov.cn/srcsite/A26/s8001/201112/t20111228_167340.html.
13) 왕임창,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 현대시 리듬 이해 교육 연구: 김소월의 <진달

래꽃>, <초혼>, <산유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pp.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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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게 능동적으로 활성

화 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나. 텍스트 내용과 정서에 주목

  시는 정서적 감동을 호소하는 장르이므로 언어 표현이 정서적인 특징을 가

진다. 학습자는 시를 읽을 때, 시 텍스트가 어떤 정서를 표상하고 있는지에 관

심을 가지는데, 이때 학습자의 정서는 텍스트 문면에 의존해서 드러나기도 하

고, 개인적 맥락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드러나기도 한다. 형식에 주목한 학습

자가 시 텍스트의 부분적 요소에 주목하여 하나씩 확인하면서 읽는 방식을 취

했다면 내용과 정서에 주목한 학습자는 자신의 순간적 정서를 적극적으로 드

러냈다. 적극적인 정서적 개입 양상은 조선족 학습자의 반응에서 두드러지는 

양상인데, 이는 조선족 학습자의 경우 언어 숙달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족 학습자의 시 읽기에 정서적 개입이 전혀 이루

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한족 학습자 역시 시에 대한 자신의 정서를 형성하

고 있는데 대부분 텍스트 문면에 드러난 직설적으로 표현된 정서 어휘에 주목

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정서로 수용하고 있다. 

나는 이 시에서 그리움과 외로움, 두려움을 느낀다. 방안에 혼자 앉아서 엄마

를 혼자 기다리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무서운 일이다. [C-엄마-12]

  

  [C-엄마-12] 학습자는 「엄마 걱정」이 환기하는 정서로 ‘그리움’, ‘외로

움’, ‘두려움’에 주목하고 있다. 직설적으로 표현된 정서 어휘는 학습자가 시의 

정서를 체험하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한다. 이러한 정서는 문면에 드러나 있는 

시 텍스트의 지시적 의미에 의존한 정서라고 할 수 있다. 즉 학습자가 텍스트

의 정서를 수용하면서 텍스트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원심적 

읽기에 해당한다. 학습자는 ‘느낀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것은 자기가 직

접 ‘느끼는’ 정서가 아니라 시 텍스트의 표면적 의미에서 비롯된 ‘타당한’ 정서

에 가깝다. 이는 학습자가 시 텍스트 어휘가 일차적으로 환기하는 의미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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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하면서 시인이 만들어낸 시적 상황을 머릿속에서 재현하여 재구성한 내용을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텍스트 문면에 노출된 정서 어휘를 통해 자신이 인식

한 정서를 의미화하는 정도로는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정서를 형성하였다고 보

기 어렵다. 많은 한족 학습자가 [C-엄마-12] 학습자처럼 텍스트에 의존하는 

수용자의 입장에서 시의 정서를 의미화하고 있었다. 조선족 학습자도 이처럼 

정서를 단순히 재현하는 데 그친 경우가 있었지만, 한족 학습자에 비해 정서

적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고 시를 읽고 느낀 순간적 정서에 다양하게 반

응하였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

나 아름다운가-힐링 힐링 힐링! [K-내가-14]

  [K-내가-14] 학습자는 ‘힐링’이라는 말을 3번 연속 썼을 뿐만 아니라 느낌

표를 활용해서 자신이 체험한 ‘힐링’이라는 정서를 특별히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힐링’은 몸이나 마음의 치유를 뜻하는데, 위의 학습자는 텍스트 의미 자

질에 의해 시적 상황을 구성한 후 그에 대해 강한 정서적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짧은 표현이지만 텍스트에 대한 학습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준다. 이러한 반응은 학습자가 텍스트의 정서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보다 텍

스트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이 ‘느낀’ 정서를 반추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나는 찬밥처럼 담겨-㉠아니 찬밥이라니……㉡너무 처량하다. [K-엄마-13]

  [K-엄마-13] 학습자는 찬밥이라는 어휘가 환기하는 정서에 반응하고 있는

데, ㉡의 ‘처량하다’만을 통해서는 이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정서적 개입을 한

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을 보면 학습자의 순간적인 정서가 독백으로 표현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에서 줄임표를 쓴 것은 학습자가 찬밥처럼 방에 혼

자 남겨진 화자에 대하여 동정과 연민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찬밥이라

는 표현이 이 학습자에게 말을 잇지 못할 만큼 처량한 인상으로 다가온 것이

다. 학습자의 반응은 매우 짧은 한 마디로 되었지만 「엄마 걱정」을 통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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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생생한 정서를 체험하였다고 할 수 있다.14) 다음의 조선족 학습자 역시 적

극적인 정서적 개입을 보여주고 있다. [K-엄마-12] 학습자는 시의 표현 방식

에 주목하고 있는데,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정서를 반

영하면서 반응하고 있다.

  

발소리를 배추잎 같은 소리라고 비유하고 있다. 참 새롭고 신선한 비유인 것 

같다.[K-엄마 -12]

  

  [K-엄마-12] 학습자는 시에 등장하는 “배추잎 같은 소리”라는 표현에 대해 

“참 새롭고 신선한 비유”라는 자신의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학습자는 시에 

사용된 비유법을 지각하였는데, 비유는 일상적인 언어 사용을 넘어 창의적으

로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며 의미를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언

어 표현보다 새롭고 창의적인 표현이 독자의 읽는 욕구를 자극하기 마련이다. 

시 텍스트의 다양한 수사법은 학습자에게 참신한 언어 표현으로 주목받을 뿐

만 아니라, 시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K-엄마

-12] 학습자가 지각한 바가 바로 참신한 언어표현으로서의 비유이다. 이 학습

자는 ‘참’이라는 부사를 통해 자신이 느낀 비유가 새롭고 신선한 것임을 강조

하여 보여주고 있다. 학습자는 지식을 활용하여 시의 수사법에 기계적으로 반

응하지 않고 자신의 주관적인 정서를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

와 텍스트의 내면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학습자가 텍스트에 몰입하여 텍

스트를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15)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

름다움인가-너무 아름다운 광경이다. [K-내가-15]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엄마에 

대한 걱정은 영원히 줄지 않는다. [K-엄마-09]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까마득한 기분. [K-길-07]

14) 다음의 양상에서도 학습자가 순간적 정서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해를 ‘시들다’는 표현으로 묘사할 수도 있구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방에 남겨진 것이 아니라 ‘담겨’라는 표현이 신기. [K-엄마

15) 다음의 양상에서도 조선족 학습자들이 표현 방식에 대한 반응에서 정서적 개입이 적극

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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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학습자의 정서가 적극적으로 개입되는 양상은 조선족 학습자에게

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텍스트 의미 이해에서 조선족 학습자는 모어 

학습자 수준의 이해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미를 더 빠르고 정확한 방향

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다. 

반면 한족 학습자는 시 텍스트의 어휘를 반복적으로 읽고 시어 간의 의미 구

조를 파악해야만 텍스트 전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16) 텍스트 의미 이

해에 집중하다 보니 조선족 학습자에 비해 텍스트를 읽고 순간적으로 느낀 정

서를 드러내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2) 시 텍스트 해석에서 학습 경험의 작용 

  

  학습자는 새로운 문학 텍스트를 접할 때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

을 활용하여 그 의미를 인식하고자 하는데, 학습자마다 지식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시 텍스트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한 텍스트 이면의 의

미를 파악하기 위해 어휘, 시구, 시적 상황, 시적 화자 등 텍스트 요소 혹은 

작품의 외적 정보에 주목하면서, 이미 축적한 경험적 지식을 활용하여 텍스트

를 해석하고자 한다.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시 해석은 간접적이거나 모호

하고 복잡하게 묘사된 의미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시의 의미를 새

로이 인식하고 다각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 

가. 텍스트 외적 정보의 활용

  학습자들은 텍스트의 외적 정보, 즉 작품이 창작된 시대 배경, 작가 정보 등

-07]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의인화 수법을 사용함으로써 쓸쓸함을 표현하

여 감정이 뚜렷하게 느껴진다. 만약 글을 쓴다면 쓰고 싶은 구절이다. [K-모란-06]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표현이 새롭다. 감정색채가 서로 달라서 더 신선하게 느

껴지고 다시 한번 곱씹어보게 한다. [K-길-19]

16) 추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결과 대부분 한족 학습자들이 3번 이상의 읽기를 통해 의

미를 이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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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텍스트 외적 정보를 활용하여 

해석에 접근하는 양상은 한족과 조선족 학습자 집단에서 모두 두드러지게 나

타나는 양상이다. 한족 학습자와 조선족 학습자는 사용하는 언어는 다를지라

도 중국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며 교육받아 왔다. 중국인 학습자는 초·

중·고등학교를 거쳐 입시를 위한 문학교육을 받으면서 작품에 대한 자기 감상

보다는 작품 분석에 집중하는 관습적 문학 읽기 태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본 연구의 실험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작성할 것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많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지식을 활용하여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나 작가의 정보로부터 텍스트에 대한 해석을 모색하고 있다. 

  

㉠윤동주는 애국 시인이라고 알고 있다. 시인은 아마 ㉡구국(救國)의 길을 찾

고 싶어 아무도 없는 길을 외롭게 걸어가고 있다. 일본 식민지 통치에 저항하

고 싶지만 현실은 그럴 수 없고, 그래서 그는 ㉢방황하면서도 미망한 길을 찾

아 나서고 있다. [C-길-08]

  

  [C-길-08] 학습자는 먼저 시인에 대해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지식을 

활용하여 ㉠에서 윤동주는 애국시인이라고 밝혔고, 화자가 길을 찾아 나선 것

은 ㉡에서처럼 나라를 구하기 위한 길을 찾고 싶어서라고 하였다. 하지만 현

실은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에서는 방황하면서도 잘 보이지 않는 미망

한 길을 찾아 나선 것이라고 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 중「길」을 자신

의 성장, 인생의 문제, 목표에 대한 추구와 관련지어 반응한 학습자도 많았지

만, 상당수의 학습자가 윤동주와 그가 살아온 시대적 배경과 연관 지어서 해

석하였다. 이것은 한족 학습자, 조선족 학습자 두 집단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양상이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화자가 잃어버린 조국에 대해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조국을 잃었고 그 속에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찾기 힘들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마지막 구절에서 희망을 읽을 수 있

다. 언젠가 일본군이 물러갈 날이 도래할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에 현실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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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극복하고 자기를 끊임없이 되돌아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겠다는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K-길-02]

  [K-길-02] 학습자 역시 자신이 알고 있는 윤동주에 대한 정보와 역사적 지

식을 활용하여 「길」을 해석하고 있다. ㉠과 ㉡을 보면 학습자는 “이 부분을 

보면”, “마지막 구절에서” 등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학습자는 시 텍스트를 한 

부분씩 분석하면서 의미를 확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텍스트 외적 정보는 [C-길-08], [K-길-02] 학습자의 시 읽기에 결정적 영

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윤동주와 그가 살아온 시대적 배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기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학습자

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러한 지식은 학습자가 상상력을 발현하는 데 방해 요

소가 될 수 있다. 「길」이라는 시 자체만을 놓고 보면 이 작품은 일본에 대

한 저항보다는 내적 자아에 대한 탐색이 담긴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학습자가 이 텍스트를 읽을 때 윤동주에 대한 배경지식이 적극적으로 

개입되어 이 시를 저항시라는 제한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텍스트 외적 정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해석은 시 읽기가 ‘교훈적 활동’은 

될 수 있지만 개인의 지평에 영향을 주는 ‘감명 깊은 활동’은 될 수 없다. 문

학 작품 읽기에서 작가 정보와 시대적 배경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사실

이다. 그러나 서정시와 같은 경우 이러한 배경지식이 지나치게 개입되면 학습

자가 시를 체험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배경지식을 인지하고 재확인하는 

차원에 머무를 수 있다. 이는 시를 통해 자기를 둘러보고, 타인을 둘러보면서 

자기 지평의 확장으로 이어지게 하는 지향점과는 궤를 달리 한다. 따라서 중

국인 학습자의 선이해, 즉 그들의 학습 경험이 시 읽기에 보다 긍정적으로 작

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나. 텍스트 상징적 의미의 활용

  학습자들은 텍스트 의미를 해석할 때 시에 드러나 있는 구체적 대상의 상징

적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1차적 의미를 넘어 2차적 의미에 접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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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의 사전적 의미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사물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냄, 또

는 그렇게 나타낸 표지·기호·물건 따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문학으로 제

한하면 추상적인 사물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일이라고 정의된다. 예를 

들면 ‘비둘기’라는 구체적 사물이 ‘평화’라는 추상적 관념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다. 문학적 표현 방법으로서의 상징은 일반적 의미의 상징과 구분할 필요

가 있다. 문학적 상징은 한 나라의 국기가 국가를, 거수경례가 충성을, 각종 

신호체계가 사회 규칙을 의미하는 방식의 제도적 상징과는 다르다. 문학적 상

징은 외부적 규율과는 구분되는 개인의 내적 체계와 관련되며, 지시 대상이 

그 자체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문학에서 상징은 하나의 단순한 의미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여

러 가지 의미를 환기하는 작용을 한다.17) 그렇기 때문에 작가가 만들어 놓은 

시 텍스트의 상징적 표현은 학습자들의 서로 다른 경험 지식에 따라 동일한 

표현도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내가 보기에 작가는 ㉠모란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 비유하고 있다. 그 애

인은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모란이 활짝 피었을　때 그 애인과 

열렬히 사랑했을 것이다. 그래서 모란이 특별히 더 작가의 기억 속에 남았고, 

㉡모란이 지는 것을 보고 슬퍼하는 것은 죽은 애인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

리고 ㉢봄을 기다리는 것은 죽은 애인을 그리는 작가의 처절한 마음이다. [C-

모란-03]

  [C-모란-03] 학습자는 ㉠에서 보듯, 모란의 상징적 의미를 사랑하는 사람

이라고 보고, 화자가 모란이 지는 것을 보고 슬퍼한 이유를 ㉡에서처럼 죽은 

애인을 떠올렸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에서 봄을 기다리는 화자의 마

음은 세상을 떠난 애인을 기다리는 처절한 그리움이라고 하고 있다. 학습자는 

‘모란이 지다’의 상징적 의미를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입하고 있

다. 학습자가 모란이 지는 것을 죽음에 대입하는 것은 학습자의 문학 읽기 경

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중국의 많은 문학 작품에서 꽃이 지는 것과 죽

17)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 용어 사전』, 국학자료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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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연관시키고 있는데, 이에 따라 학습자는 ‘모란이 지다’를 중국 문학 작품

에서 ‘꽃이 지다’의 보편적 의미로 생각하고 위와 같은 해석을 한 것이다. ‘꽃

이 지다’에 대해 학습자가 갖고 있는 지평은 「모란이 피기까지는」을 읽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꽃이 지는 것을 죽음에 연관시키는 

것은 중국 문화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이처럼 학습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여 한국 시를 해석하는 것은 시를 다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시 속 주인공은 눈앞에서 떨어지는 모란을 보면서 ㉠세월의 흐름을 함께 느

끼고 있다. ㉡쭈글쭈글한 모란 꽃잎이 늙어가는 자신처럼 보였을 것이다. 모

란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1년이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에 대한 체념과 쓸

쓸함이 시에 드러나 있다. 그래서 ㉢주인공은 따뜻하고 희망찬 봄, 청춘을 갈

망한다. [K-모란-06]

  

  [K-모란-06] 학습자는 ㉠에서 떨어지는 모란은 세월의 흐름과 같은 것이라

고 보고, 그래서 ㉡부분을 보면 쭈글쭈글한 모란 꽃잎이 늙어가는 화자 자신

과 닮았다고 해석하고 있다. 학습자가 봄을 희망의 계절로 보고 있으며, 청춘

을 상징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을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학습자는 

‘꽃이 지다’의 의미를 세월의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C-모란-03], [K-모란-06] 학습자는 ‘모란이 지다’라는 동일한 소재에 대

해 각각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두 학습자의 해석이 차이를 보이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꽃이 지다’에 대해 갖고 있는 의미망, 즉 스키마가 서로 달랐

기 때문이다. 

  상징의 의미는 대상의 고유한 특성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러한 대상을 

수용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 혹은 개인이 축적한 경험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대상 자체가 고유한 특정을 가지거나, 특정 공동체에서 그것의 상징적 

의미가 통용될 때, 학습자는 모두 객관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이므로 객관적인 

차원에서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동시에 학습자는 각각의 스키마

를 가진 개별적 주체이므로 동일한 대상에 대한 의미 구성이 서로 달라진다.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동안의 시 교육은 동일하게 표상되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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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만 주목하였는데,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능동적인 한국 현대시 읽기가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다양한 해석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3) 학습자의 지식의 활용에 영향을 미친 변인

  학습자의 적극적인 학습 경험 활용이 한국 현대시 이해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학습 경험을 활용하는 데서 학습자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도 했다. 따라서 이 항에서는 학습 경험의 활용에서 학습자의 

이해 과정에 영향을 미친 변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변인은 크게 언어 숙

달도의 문제와 학습 경험의 과잉 개입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

다.

  학습자들은 텍스트의 지시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시어, 시구의 사전

적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였다. 이때 주로 작용하는 경험은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경험으로서 한국어 숙달도가 높을수록 시어나 시구의 사전적 의미를 정

확히 이해할 수 있다. 조선족 학습자에 비해 언어 숙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한족 학습자의 경우 시어나, 시구의 지시적 의미 이해가 실패함으로써 읽기 

전반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학습자는 모두 고급 학

습자이므로 고급 학습자 수준에서 언어의 난이도가 적합하면서 보편적 주제를 

지닌 텍스트를 선정하였지만, 일부 학습자는 여전히 지시적 의미 이해에서 어

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문제는 아무리 문학 경험이 풍부한 학습자더라도 한국

어라는 외국어로 이루어진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언어 능력이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활동지 문항 중에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면 원문에 표기하라는 문항이 있었는데 한족 학습자들은 개념적 의미가 이해

되지 않는 시어나 시구를 찾아서 표기하였다. 

무덥던-모르는 단어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모란의 자취? 무슨 뜻? [C-모란-17]

  [C-모란-17] 학습자는 시 텍스트의 원문 옆에 위와 같이 적어 놓았고,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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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를 거의 작성하지 못했다. [C-모란-17] 학습자가 텍스트 의미 구성에 실

패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한국어 능력의 부재인데, 모르는 어휘에 여러 번 부

딪치다 보니 읽기 동기를 상실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본 연구의 실험

에서 학습자에게 시 텍스트를 제공할 때 고급 학습자 수준에서 어려워할 만한 

어휘에 대해서 중국어 어휘 풀이를 제공했지만 위의 예시와 같이 텍스트를 이

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들이 있었다. 다음 학습자 역시 한국어 능력

의 부재로 텍스트 해독에 실패하였다. 

T: ‘푸릅니다’ 옆에 ‘부릅니다’를 적었는데 왜 이렇게 적었어요?

S: 저 그거 오타인 줄 알았어요. ‘하늘을 부릅니다’ 아니에요? 저는 시인이 

스스로가 부끄럽고 심적으로 답답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소리 높여 부른다

고 이해했는데…

T: 이건 색상을 말할 때 그 ‘푸르다’예요. 

S: 푸른색이요? ‘푸르다’는 아는데, ‘푸릅니다’는 처음 봐서 잘 몰랐어요. ‘푸

릅니다’가 동사인 줄 알았어요. [C-길-12]

  [C-길-12] 학습자는 시의 1차적인 의미를 해석할 때 ‘푸릅니다’를 ‘부릅니

다’로 잘 못 이해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의 실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 이처럼 ‘푸르다’와 ‘푸릅니다’의 미세한 변화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C-모란-17] 학습자와 [C-길-12] 학습자는 한국어 용언의 활용을 

인지하지 못해 어휘의 형태 변화에 정확히 반응하지 못했다. 고급 학습자일지

라도 한국어 용언의 활용을 여전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텍스트의 

지시적 의미 이해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학습자의 시 읽기가 의미 있는 

체험이 되기 위해서는 텍스트의 의미에 대한 사전적 이해와, 문맥 사이의 관

계의 정확한 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 

  시어는 일상 언어와 구별되지만 일상어의 경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

다. 시어는 일상어의 경험과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예술성과 고유성, 중

층적인 소통 맥락을 지니고 있어서, 일상어의 경험으로부터 이차적 의미까지 

발생시켜야 한다.18) 외국인 학습자가 이러한 시의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

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언어 숙달도가 낮은 한족 학습자들에게는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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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시적 의미 이해에 관한 교육 내용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지

시적 의미 이해에 실패한 학습자에게는 텍스트에 관한 객관적 지식을 우선적

으로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학습자들이 해석에서 겪는 문제를 좀 더 주의 깊

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습자의 학습 경험은 위의 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긍정적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과잉 개입되면 텍스트 이해에 부정적 영향을 주

기도 한다. 

화자는 계속 모란에 주목하고 있다. 여기서 ㉠모란이 졌다는 것은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있다는 뜻일 것이다. 아마 ㉡사업의 실패 같은 것일 수 있다. 그래

서 화자는 슬퍼한다. [C-모란-09]

추가 인터뷰 질문:

T: 「모란이 피기까지는」에서 모란이 지는 것을 사업의 실패라고 보았는데 왜

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S: 아, 그거요…그때 왜 그렇게 썼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꽃이 떨어진

다는 것은 시든다는 뜻이고 그래서 쇠퇴해졌다고 이해했어요. ㉢모란이 지는 

것을 중국어로 ‘凋零’19)으로 이해했거든요. 예전의 시(중국 고시)들을 보면 ㉣

‘凋零’이란 말이 식물이 지는 것에도 쓰지만 쇠퇴해졌다는 의미로도 썼어요.

[C-모란-09]

  위의 [C-모란-09] 학습자는 ㉠에서 모란이 진 것은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이라고 하였고, 그 원인을 ㉡에서 ‘사업의 실패’라고 설명하고 있다. 추가 인터

뷰의 ㉢과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습자는 모란이 지는 것의 의미를 중국

어로 먼저 생각하고, 중국어에서의 의미를 통해 다시 시를 이해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해석이 나올 수 있었다. 학습자의 자국어 문학 읽기 경험이 모란이 

지는 것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처럼 학습 경험

의 과잉 개입하는 양상은 조선족 학습자의 반응에서도 나타난다. 

18) 김정우, ｢문학 교육과 어휘 교육｣, 『국어교육학연구』 40, 국어교육학회, 2011, pp. 

186-191.

19) ‘凋零’의 사전적 의미는 ‘1, (초목이) 말라 (시들어) 떨어지다.’와 ‘2. 쇠락하다, 쇠미해

지다, 몰락하다, 영락하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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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란이 떨어진 것은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것을 말한다. ㉡나라나 자유를 

잃은 것일 수 있다. 그것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지만 고통을 겪어내야 새로

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한다. ㉢항

일 전쟁 시기 동북 인민들은 일본의 침략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항쟁하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K-모란-15]

추가 인터뷰:

T: 왜 이 시를 보면서 나라나 자유를 잃었을 것 같다고 했어요?

S: ㉣습관 같은 거죠. 작가들은 항상 큰일이 있어야 글을 쓸 것 같거든요.

T: 습관이라고 하였는데, 어떤 습관 말이에요?

S: 과문(텍스트 본문)을 배울 때 항상 ㉤작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글을 

쓴 배경이 언제인지, 이런 것을 많이 따지는 거요. 그래서 이 시도 그런 방식

으로 읽다 보니…[K-모란-15]

  [K-모란-15] 학습자는 ㉠에서 모란이 떨어지는 것은 소중한 것을 잃은 것

인데, 그것은 나라나 자유 같은 것이라고 ㉡에서 밝히고 있으며, 텍스트의 상

황을 일본의 침략과 연관시키고 있다. ㉢부분을 보면 이 시를 통해서 중국의 

상황을 떠올리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과 중국이 모두 일제 침략의 영향을 받

았다는 배경지식이 활성화된 결과이다. 학습자는 ㉣에서 이것이 습관적 반응

이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에서 밝힌 것처럼 기존의 문학 수업의 영향으

로 작가의 삶과 창작 배경을 연결시켜야 할 것 같아서라고 하였다.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은 서정성이 강한 순수시라고 할 수 있는데, 위 학습자

의 경우 학습 경험을 과잉 개입한 결과 저항시로 읽게 되었다. 

  위와 같은 양상이 함의하는 바는 자국어 문학 경험이 학습자에게 긍정적으

로 작용할 경우 시 읽기 내용을 풍부하게 하지만 지나치게 개입되면 한국 현

대시 텍스트 맥락에 적절한 감상을 제한다는 점이다. 학습자의 지식 구조가 

다르고 텍스트에 지니고 있는 기대지평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

해지는 것인데, 교육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는 이와 같은 다양한 해석을 어디

까지 허용해야 하는가이다. 학습자의 다양한 해석은 존중받을 필요가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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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텍스트
중국 고전문학 환기 한국 관련 텍스트 환기 기타 텍스트 환기

한족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조선족

그것이 텍스트를 완전히 벗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2. 학습자의 사회문화적 배경의 작용

  시인이 포착한 세계는 시라는 작품을 통해 드러나므로 시에는 작품이 창작

될 당시 시인의 정서, 사회적·문화적 배경이 담겨있다. 하지만 시 읽기 교육에

서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시에 담긴 세계와 관계를 맺으면서 시에 반응하는 

학습자의 경험이다. 학습자는 진공 속의 자동 기계가 아니므로 학습자가 과거

에 축적한 경험은 필연적으로 시 읽기에 영향을 미친다. 학습자가 공유하는 

경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국 현대시라는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

게 형성될 수 있다. 학습자의 경험은 사회문화적 배경의 영향을 받는데, 학습

자가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가에 따라 학습자의 경험역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험역의 차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적 차원에서도 나타난다.  

(1) 상호텍스트적 환기에서 사회문화적 배경의 작용 

  학습자는 텍스트와 관계를 맺기 위해 여러 차원에서의 다양한 간접적 경험

을 떠올리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상호텍스트적 연관이다. 학습자는 소설, 

시, 드라마, 예능, 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떠올리면서 유사한 체험을 대체하여 

상상한다. 학습자가 상호텍스트를 환기하는 과정에는 학습자의 일상적·문화적·

문학적 경험과 체험이 작용하는데, 이는 학습자는 기억을 매개로 자신의 경험

과 지식을 환기하기 때문이다.20) 중국인 학습자는 다양한 상호텍스트를 발산

적으로 환기하면서 능동적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였다. 

20) 전홍, 「상호연관성 기반의 한국 현대시 이해 교육 연구: 한·중 현대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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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란이 

피기까지는
8(18.6%) 2(3.4%) 0(0%) 7(11.9%) 3(7%) 3(5.1%)

길 4(9.3%) 1(1.7%) 0(0%) 9(15.3%) 5(11.6%) 3(5.1%)

꽃 4(9.3%) 3(5.1%) 1(2.3%) 6(10.2%) 4(9.3%) 1(1.7%)

엄마 걱정 2(4.7%) 0(0%) 1(2.3%) 8(13.6%) 7(16.3%) 6(10.2%)

내가 

사랑하는 

사람

0(0%) 0(0%) 1(2.3%) 6(10.2%) 3(7%) 4(6.8%)

<표 3> 학습자 집단에 따른 상호텍스트적 환기    

  

  상호텍스트적 환기에서 학습자의 반응 양상을 크게 중국 관련 텍스트를 환

기하는 것과 한국 관련 텍스트를 환기하는 것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대

체적으로 한족 학습자는 중국 관련 텍스트를 환기하고, 조선족 학습자는 한국 

관련 텍스트를 환기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한족 학습자들은 중국 

고전문학 작품을 위주로 상호텍스트를 환기하였다는 것이다. 수치상으로 볼 

때 한족 학습자 총 97명 중 상호텍스트를 환기한 학습자가 43명이고, 이중 중

국 고전문학 작품을 환기한 학습자가 18명, 한국 관련 상호텍스트를 환기한 

학습자는 3명에 불과했다. 반면 조선족 학습자의 경우 총 101명 중 59명의 

학습자가 상호텍스트를 환기했는데, 이중 36명의 학습자가 한국 관련 상호텍

스트를 환기하였다. 조선족 학습자들은 한국의 시, 소설, 수필 등 문학뿐만 아

니라 영화, 드라마, 예능, 노래 등 대중문화 텍스트도 적극적으로 환기하였다. 

아래에서는 중국 고전문학 텍스트를 환기한 양상과 한국 대중문화 텍스트를 

환기한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 중국 고전문학 텍스트의 환기

  시 텍스트와 연관되는 상호텍스트를 적는 것은 필수적으로 대답해야 하는 

문항이 아니었음에도 많은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떠오르는 상호텍스트를 언

급하였다. 한족 학습자들은 중국 문학, 외국 문학, 한국의 대중문화에 관한 텍

스트를 환기하고 있는데, 가장 뚜렷한 현상은 중국 고전문학을 적극적으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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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다는 것이다. 이는 텍스트 선정의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지만,「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텍스트에서 모두 고전문학을 환기하고 있으

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봤을 때 유의미한 양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윤동주의 이 시를 읽고 나는 왕국유가 『인간사화』에서 말한 인생 3경계가 생

각난다.21) 우리는 사실 홀로 이 세상에 떨어져 끝이 보이지 않고, 스스로 인

생의 길을 찾아간다. 자신의 길을 찾는 과정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 목표를 향

해 끝까지 가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이룰 수 있다. [C-길

-16]

  [C-길-16 ]학습자는 왕국유의 『인간사화』와 윤동주의「길」을 연결시키

고 있다. 상호텍스트를 간단히 언급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인간사화』에서 

말한 인생 3경계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를 바탕으로,「길」과 구체적으로 연결

시키고 있다. 이는 한국 현대시 텍스트와 자신이 알고 있던 기존 텍스트 간의 

동위소를 발견함으로써 의미 구성의 어려움을 줄이고, 의미 구성에 확신을 얻

게 된다. 이러한 접근은 한국 현대시가 어렵다는 인식으로 인해 읽기를 시작

하기도 전에 포기하던 학습자들의 소극적 태도를 시 읽기에 대한 흥미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정의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22) 이

처럼 학습자의 풍부한 자국 고전문학 읽기 경험은 한국 현대시를 읽는 데 긍

정적으로 전이되어 학습자의 읽기를 풍부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한족 학습자들이 고전문학 텍스트를 적극적으로 환기하는 것은 고전문학을 

학습했던 경험이 작용했다는 점에서 학습 경험의 영향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학습자들이 이처럼 다양한 고전문학 학습 경험을 갖게 된 

중국의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에 좀 더 주목하였다. 중국의 한족의 경우 고

전문학을 중국문화의 정수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조상들의 지혜와 가치관, 정

21) 왕국유가 『인간사화』에서 말한 인생 3경계는 다음과 같다. 昨夜西风凋碧树，独上高

楼，望尽天涯路/ 衣带渐宽终不悔，为伊消得人憔悴/ 众里寻他千百度，蓦然回首，那人却

在，灯火阑珊处 (어젯밤 가을 바람에 푸른 나무가 시들고 말았네. 홀로 누각에 올라 끝

도 보이지 않는 길을 바라보네/ 몸이 말라, 의대가 느슨해지더라도, 결코 후회하지 않으

리. 너를 위한 근심에 초췌해지더라도 그럴만한 가치가 있으니/ 수많은 군중 속에서 그

대를 찾아 천백번 헤매었지. 그러다 문들 고개를 돌려보니, 스러져 가는 희미한 등불 다

음 그대가 있었다.) 

22) 전홍, 앞의 글,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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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담고 있어서 고전문학을 통하여 그러한 사상과 감정을 이해하는 것을 중

요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고전문학을 교육시킴으로써 여러 시대를 

이어져 온 우수한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고전문학의 유구한 역사를 학습함으로

써 정신세계를 풍부하게 하는 것을 중시한다. 이와 같은 사회문화적 영향으로 

한족 학습자들은 어릴 때부터 다양한 고전문학 학습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이다. 

  앞의 <표 3>을 보면「모란이 피기까지는」에 대한 반응에서 학습자들이 중

국의 고전문학을 적극적으로 환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습자들이 

「모란이 피기까지는」에 나오는 ‘봄’이라는 경치와 ‘모란’이라는 사물의 상징

성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안수의 「목란화」가 떠오른다.23) 이 시에서도 봄을 그리고 있으며 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C-모란-18]

「섭강채부용」.24) 모란을 빌어 자기 정서를 드러내는 것과 연꽃을 빌어 자기 

정서를 드러내는 점이 비슷하다. [C-모란-11]

추가 인터뷰

S: 「모란이 피기까지는」처럼 자연 경물이 등장하는 시를 보면 제일 먼저 상

징의미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하려 해요. 중국의 고전시가가 대부분 “借景抒情

(경치 혹은 사물을 빌어 감정을 토로하다.)”의 형식을 취하잖아요. [C-모란

-18]

  [C-모란-18], [C-모란-11] 학습자는 각각 다른 중국의 고전시가를 떠올리

23) 綠楊芳草長亭/ 年少拋人容易去/ 樓頭殘夢五更鐘/ 花底離愁三月雨/ 無情不似多情苦/ 壹

寸還成千萬縷/ 天涯地角有窮時/ 只有相思無盡處 (푸른 버들, 꽃다운 풀 우거진 기다린 

정자길/ 젊을 적에는 사람을 버리고 쉽게도 떠나갔지요/ 누막 머리 취한 한 밤중 종소

리/ 꽃그늘 아래 이별의 근심이 춘삼월의 비 같아라/ 무정한 마음은 다정한 괴로움만 

못하더니/ 한 조각 마음 천만갈래 실타래를 이루는구나/ 하늘 끝과 땅 끝은 막다른 때

가 있으나/ 다만 서로를 그리워함에는 다하는 곳이 없어라.)

24) 涉江采芙蓉/ 蘭澤多芳草/ 采之欲遺誰/ 所思在遠道/ 還顧望舊鄉/ 長路漫浩浩/ 同心而離

居/憂傷以終老 (강건너 연꽃을 딴다/ 난초 자란 연못가에 방초도 많다/ 꽃을 따다가 누

구를 줄까/ 생각해보니 그대는 멀리 있네/ 돌아서 옛 고향을 바라다보니/ 아득한 길은 

끝이 없구나/ 마음은 함께해도 몸은 떨어져 있느니/ 시름에 겨워 늙어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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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모두 시의 상징물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학습자들은「모란이 피

기까지는」을 비슷한 상징물이 드러난 중국의 고전시가와 구체적으로 연결시

키지는 못하고 있다. [C-모란-18] 학습자를 추가 인터뷰하여 한족 학습자들

이 왜 상징물을 중심으로 상호텍스트를 환기하는지 알 수 있었다. [C-모란

-18] 학습자는 이것이 경치나 사물을 빌려 감정을 토로하는 형식을 취한 중

국 고전시가를 분석하던 학습 경험에서 온 습관화된 반응이라고 하였다. 학습

자의 관점에서는「모란이 피기까지는」의 형식이 중국 고전시가의 형식과 닮

아 있어, 이 시의 반응에서 특히 더 활발히 환기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인

간사화』를 떠올리면서「길」과 구체적인 관계를 맺는 [C-길-16 ] 학습자의 

반응은 한국 시 읽기를 더욱 풍부히 해줄 수 있지만, 단순히 상징물에만 주목

하고 구체적 연관에 대해서 밝히지 않은 [C-모란-18], [C-모란-11] 학습자

의 반응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나. 한국 대중문화 텍스트의 환기

  한국 관련 상호텍스트적 환기에서 주목할 점은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와 대

중문화를 적극적으로 연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학습자가 드라마, 영화, 음악, 

예능 등을 적극적으로 환기한다는 것은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방증

한다. 

<오르막 길>이란 노래가 떠오른다. 지금 힘들고 걸어갈 길도 힘들지만 언젠

가 행복이 올 거라는 내용의 가사이다. 이 노래에서는 힘든 길이지만 함께 걸

어갈 사람이 있는데 시속의 화자는 오로지 혼자 가는 길이어서 더 쓸쓸해 보

인다. [K-길-01]

포지션-<봄에게 바라는 것>. 꽃이 지고 봄이 지나가면 명년의 봄이 다시 오

는 것처럼 떠나간 누군가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시와 비슷하

다. [K-모란-04]

<괜찮아 사랑이야> 라는 드라마가 떠오른다. 드라마 속의 남녀 주인공이 서

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 서로의 삶을 치유하는 게 떠올랐기 때문이다. 

[K-꽃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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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본 <마녀의 법정>이 생각난다. 주인공 어린 시절 그의 엄마는 이

상한 무리에 납치되고 생사가 불명했다. 주인공은 두려움에 떨면서 엄마를 기

다렸지만 엄마는 오지 않았다. 하지만 주인공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검사로 

성장하여 자신의 어머니를 찾아 나선다. [C-엄마-16]

  [K-길-01] 학습자와 [K-모란-04] 학습자는 <오르막 길>과 <봄에게 바라

는 것>이란 한국의 대중가요를 떠올리고 있다. 또한 [K-꽃-02] 와 [C-엄마

-16] 학습자는 각각 <괜찮아 사랑이야>와 <마녀의 법정>이라는 한국의 드라

마를 떠올리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상호텍스트는 학습자의 시 읽기를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다. 상호텍스트적 읽기는 시 텍스트를 다각적으로 바

라보게 하며, 한 텍스트 독서공간에 갇혀 있지 않고 더 넓은 독서공간으로 나

아가게 한다. 

  한국의 대중문화 텍스트를 적극적으로 환기하는 것은 조선족 학습자의 양상

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조선족 학습자의 경우 한국 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으며 한국 매체를 수용하는 데 있어 한국과 시간적인 격차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 1차 조사를 한 시기가 4월이었는데, 상당수의 학습자가 한국

에서 4월에 방영중인 프로그램, 4월 인기차트에 있는 음악 등을 환기하였다. 

학습자들이 한국과 중국이라는 공간적 간격을 뛰어넘어 시간상에서 거의 한국

과 같은 속도로 한국 문화를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선족은 민족어 방송사를 갖고 있으며, 민족의 공동한 언어와 문자, 전통 

풍속 심리 의식 등 민족성을 간직하고 있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한국 매체를 

수용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90년대에는 주로 비디오를 통해 한국 방송을 

수용하였지만 2000년대 이후 한국 위성 방송을 통한 수용과 인터넷을 통한 

수용으로 널리 확장되었다. 이는 조선족이 한국의 대중문화에 친근감을 느끼

고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조선족 학습자들은 

25) 김춘수 「꽃」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

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

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김춘수, 『김춘수 시 전집』, 민음

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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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부터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 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라 한국의 대

중문화에 매우 익숙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요즘 <고등래퍼>26)라는 예능을 즐겨본다. 이 시를 보는 순간 김하온과 이

병재의 우정이 떠오른다. 몹시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세상을 비뚤어지게 바라

보는 가사를 쓰는 이병재,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세상에 대해 희망적인 

가사를 쓰는 김하온. ㉡그늘이 있고 눈물도 많은 이병재이지만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햇살 같은 존재인 김하온이라는 친구가 옆에 있다. ㉢

누구에게든 부정적인 면이 있겠지만 그 속 진실 된 ‘나’의 모습을 싫어하기보

다 보듬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인 것 같다. <탓>이라는 노래를 보면 자기 

그늘에 대한 우울한 독백 속에서 결국은 그럼에도 사랑받고 싶어 하는 간절

함이 느껴진다. 한국 고등학생이 쓴 가사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K-내가-09]

[K-내가-09] 학습자의 반응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학습자는 조사를 진행하

던 당시에 방영 중인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을 환기하고 있다. 이 학습자는 시 

텍스트와 상호텍스트 사이의 연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부분을 

보면 상호텍스트 속의 장면과 학습자의 시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구체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구체적인 상호텍스트 환기는 학습자의 내적 세계에 대한 탐색

으로 이어져 ㉢과 같은 자기화를 이루게 하였다. 학습자가 이처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상호텍스트를 환기하는 것은 단지 유사한 내용의 텍스

트를 환기하는 차원을 넘어 시에 담긴 삶을 자신의 문제로 재해석하게 한다. 

이는 학습자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내면세계를 다시 돌아보게 하고 시적 화자

라는 타자의 삶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2) 텍스트와의 관계 맺기에서 사회문화적 배경의 작용 

  시인들은 자신의 목소리만을 이용해서 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라

26) <고등래퍼2>는 한국 Mnet 방송사에서 2018.02.23. ~ 2018.04.13. 사이에 방영한 10

대 청소년들의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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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물을 내세워 그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정서와 사상을 대변한다. 시는 누

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담화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 이야기는 화자에 의해 전달되므로 학습자는 화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몰입하게 된다. 학습자는 시 속 세계를 자신의 경험 

세계와 맞물려 바라본다는 점에서 현대시를 읽는다는 것은 학습자가 속한 내

적 세계의 질서와 연관된다. 학습자가 속한 내적 질서는 개인적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회문화적 배경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학습자가 텍스

트와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은 학습자 개인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학습자가 한국 현대시 텍스트를 마주했을 때 대상으로

서 포착한 화자와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시 읽기가 달라진다. 시 읽

기는 학습자와 시 텍스트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화자와의 

거리 설정 문제는 텍스트 발화 양식과 학습자의 영향을 모두 받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주목한 것은 읽기 주체로서의 학습자의 경험이 어떻게 시 읽기에 

작용하는가의 문제이므로 학습자에 한정해서 논의를 진행한다. 

가. 학습자 경험의 환기

  학습자들은 화자의 경험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거나 직접 체험하지

는 못했지만 화자의 체험을 추체험함으로써 화자와 관계를 맺는데, 이때 화자

와 학습자의 친밀감이 높을수록 자기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학습자

들은 자신의 경험역 안에서 화자와 공통분모가 될 수 있는 요소를 탐색하고, 

그로부터 텍스트의 상황을 재구성하는데, 공통분모는 학습자가 텍스트에 유대

감을 느끼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다. 

㉠주인공의 어린 시절의 고독이 느껴진다. ㉡엄마와 함께 있고 싶었지만 아마 

가난해서 함께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도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느껴

진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모두 맞벌이를 하셨고 나는 하교하면 혼자 집에 있

는 일이 많았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사실 너무 무서웠지만 내가 무섭다고 

하면 부모님이 나를 걱정하게 되고, 그러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내색하지 못했다. [C-엄마-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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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엄마-01] 학습자는 홀로 방에 남겨진 화자를 보면서 이와 유사했던 자

신의 경험을 떠올린다. 학습자는 자신이 느낀 정서와 그런 정서를 느낀 이유

를 ㉠, ㉡에서 밝히고 있으며, ㉢에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린다. 화자와 비슷한 

경험은 화자에 대한 공감으로 이어져 ㉡에서 엄마와 함께하고 싶었지만, 가난 

때문에 그럴 수 없는 화자의 모습을 상상해낸다. 학습자 역시 화자처럼 무서

움을 느꼈지만,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칠 수 없어서 내색하지 못했다고 ㉣에서 

밝히고 있다. 이 학습자가 화자에 공감하게 된 것은 자신과 화자의 가정 형편

이 비슷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하는 부모와 함께 지낼 

수 없었던 유사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부모가 옆에 없이 혼자 지냈던 그때

의 경험에 대한 학습자의 정서는 ‘두려움’이었다. 하지만 학습자는 부모에 대

해 걱정하는 마음이 컸기에 ‘두려움’과 ‘걱정’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비슷한 

기억은 화자에게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시 읽기에서 긍정적인 동기

부여로 작용하여 구체적인 의미 구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시 속 화자는 어머니를 많이 생각해주는 아주 착하고 철이 들었을 유년 시

기를 보냈을 것 같고, 이 시를 보니 나의 어머니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

다. ㉡특히 초등학교 때는 어머니를 더 많이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는 영

상통화가 안 되는 년도였고, 또 어머니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국제전화를 하면 

전화 요금이 많이 나와서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머니를 보러 한

국에 자주 다니지만 어릴 때 나에게 어머니는 항상 보고 싶은 존재였습니다.

어머니란 존재는 그 어느 사람에게나 다 위대하고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K-

엄마-09]

  [K-엄마-09] 학습자의 반응을 보면 ㉠에서 시속 화자를 “아주 착하고 철이 

들었다”고 묘사하면서 자기 어머니를 떠올리고 있다. 학습자는 어머니의 부재 

속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다고 ㉡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는 시장에 장사하

러 가는 어머니 때문에 혼자 어머니를 기다리면서 걱정하고 그리워했던 화자

와 닮아 있다. 학습자와 화자는 모두 어린 시절 엄마의 부재를 경험하였다. ㉢

을 보면 학습자 역시 어린 시절을 회상한다는 점에서도 「엄마 걱정」의 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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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슷하다. 학습자는 부모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

신의 상황에 비추어보면서 어머니를 기다려야 하는 화자에게 착하고 철이 들

었다는 판단을 내린다. 학습자는「엄마 걱정」이라는 시를 통해서 ‘엄마’에 대

한 기억을 소급적으로 돌아보면서, 어린 시절 각인되었던 엄마에 대한 정서를 

환기하였다. 

  학습자의 경험은 개성적인 것인 동시에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으로 보편성

을 가진다. 조선족 학습자 중에는 [K-엄마-09] 학습자처럼 이주로 인해 장기

간 부모와 떨어져 산 경험이 있는 학습들이 많았는데, 다음 학습자의 양상에

서도 그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중요한 명절이면 엄마가 좀 더 보고 싶고 걱정되었던 것 같다. 15살 이후

로는 엄마랑 같이 설명절을 손꼽아 셀 수 있도록 적게 보냈던 것 같다. 엄마

는 명절에도 생일에도 한국에서 일을 하시니까 그게 좀 마음이 아팠다. ㉡사

실 내 주위 친구들도 대부분 설을 할머니 할아버지나 친척들과 많이 보내고 

그래서 크게 이상하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대학교에 와서 같이 기숙사를 

쓰게 된 한족 친구들은 이것을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였다. 한족 친구들

과 비교해보니 내 처지도 불쌍했고 엄마도 불쌍했다. [K-엄마-07]

추가 인터뷰 

T: **씨가 쓴 것처럼 조선족들은 명절에 다 같이 모이는 것이 참 힘든 것 같

아요. 다들 외국에 가시고 그러니까…

S: 네. 그렇죠. 고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다들 이렇게 비슷하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대학교에서 만난 외지 친구들은 정말 이해 못하더라고요. 

T: 한족 룸메이트 친구들이요?

S: ㉤그 친구들은 가족을 포함해서 진짜 몇십 명이 넘는 친척이 다 모여서 

설을 쇤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모와 설을 함께 보내지 않는 것을 정말 이상하

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적응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들을 보면

서 좀 씁쓸하긴 했어요. [K-엄마-07]

  [K-엄마-07] 학습자 역시 화자가 처한 상황을 자신의 문제와 연결시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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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텍스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학습자는 명절이라는 상황을 떠올리

면서, ㉠에서처럼 명절과 같은 중요한 날에 어머니와 함께 보낼 수 없었던 부

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학습자만 겪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도 겪는 보편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 ㉢부분을 보면, 조선족 공동체를 

벗어나 한족과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음력설처럼 큰 명절을 부모님

과 함께 보낼 수 없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게 된다. 추가 인터뷰를 통

해서 학습자가 말한 한족 친구들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한 이유와 그에 대한 

학습자의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 부분을 보면, 조선족

의 미지근한 설문화가 한족 학습자들에게는 낯설고 이질적인 것이라고 하였으

며, 대가족이 함께 하는 한족의 설문화를 보면서 조선족 학습자는 씁쓸함을 

느꼈다고 하였다. 이 학습자의 양상과 인터뷰를 통해 가족에 대해 조선족 학

습자와 한족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역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한족과 조선족의 가족에 대한 인식 차이이다. 

조선족의 가족 구성에 대한 인식은 한국과 닮아 있다. 조선족은 직계가족에 

대한 인식이 강한 반면, 한족은 개인과 직계가족의 확대인 방계가족27)에 대한 

인식이 강해 가족에 대해 조선족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학습자

는 자신의 경험적 세계 속에서 화자의 체험을 탐색하는데, 한족과 조선족의 

경험이 다른 영역에서는 이처럼 두 집단 간의 선명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족 학습자라고 해서 엄마의 부재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조선족 

학습자라고 해서 꼭 엄마의 부재를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엄마 걱정」에 대한 반응에서 두 집단의 학습자는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환경의 영향으로 ‘2차 이산’의 시대를 겪은 조선족 학습자가 

환기하는 ‘엄마’에 대한 기억은 한족 학습자와 차이를 가진다. 한족 학습자들

이 일시적으로 느꼈던 ‘두려움’을 회상한 것과 조선족 학습자들이 느낀 ‘장기

적 그리움’과 ‘걱정’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유종호는 시를 읽는 독자를 

“특정한 사회조건과 역사적 시기에 형성된 경험적 자아”라고 보는데,28) 각각 

27) 방계가족이란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 이외의 친족을 포함한 가족”을 의미한다. 

28) 유종호, 『시란 무엇인가: 경험의 시학』, 민음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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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경험을 가진 개인들, 다른 경험을 향유하는 집단은 텍스트 읽기가 다를 

수밖에 없다. 조선족 학습자들은 ‘엄마를 기다려보고 걱정해본 경험’을 축적한 

상태에서 이 시를 읽었고, 그것은 시 읽기에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텍스트를 

읽는 학습자는 백지 상태에 놓여있지 않으며, 학습자가 축적한 기존의 경험은 

학습자의 습관을 형성하게 하는 기초가 되어 주체가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식

으로 작용한다. 한 사람의 습관은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는 관

심을 형성하게 하며, 그에 대처하거나 반응할 수 있는 방향을 수립하게 하는 

기본적인 지평 혹은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한다.29) 조선족 학습자들이 「엄

마 걱정」과 구체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학습자의 경험이 이 시의 의미

를 구성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습자의 경험이 시 읽

기에 항상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 시는 감사하고 감동적인 기분이 든다. 시를 보면서 버스에 올랐는데 돈이 

없을 때 옆의 할머니가 1원(1위안)을 주신 기억이 생각났다. [K-꽃-03]

추가 인터뷰

T: 「꽃」이란 시를 읽고 왜 이런 기억이 떠올랐어요? 활동지에는 짧게 적었는

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줄 수 있어요?

S: 이 시가 뭔가 소중함에 대한 시 같았는데, 나한테 돈을 준 할머니의 도움

이 소중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시를 대방(서로)한테 꽃을 주면서 서로를 잊지 

않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는데 (…) 사실 잘 모르겠어요. [K-꽃-03]

  [K-꽃-03] 학습자는 시를 읽고 ‘감사하고 감동적인 기분’을 느꼈다고 하면

서, 버스에 올랐을 때 모르는 할머니의 도움을 받은 경험을 회상하고 있다. 추

가 인터뷰를 보면 자신의 경험과 시의 의미를 연관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텍스트 의미 구성이 모호하며 학습자가 환기한 기억과 텍스트는 구체적 관계

를 맺지 못하고 있다. 시가 시인의 순간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것처럼 학습자 

역시 순간적인 정서를 가진 존재이다. [K-꽃-03] 학습자의 경우 텍스트의 의

미를 구성할 때 자기 경험 속의 특정 장면이 떠올랐고, 그 장면에 대해 갖고 

29) 민재원, 앞의 글,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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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지배적 정서를 중심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 학습

자의 반응은 텍스트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적 경험

이 과도하게 개입된 경우인 것이다. 이처럼 학습자의 개인적 경험이 지나치게 

개입될 경우 읽기 방향이 텍스트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학습자가 텍스트

와 관계를 맺을 때 중요한 것은 단순하고 피상적인 차원을 넘어 구체적이고 

유의미한 관계를 맺는 것인데, 위와 같은 양상은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과 텍

스트의 접점을 찾아 합리적 범주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나. 화자 상황에 대한 상상적 유추

  학습자들은 시 속 세계를 상상하는 것을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거

나 화자의 정서를 유추해본다. 이때 자기를 화자에게 투입하여 감정이입 하면

서 화자에게 강한 친밀감을 느끼는 학습자도 있고 화자에게 자신을 완전히 투

사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성적으로 관찰하는 

학습자가 있다. 화자를 관찰하는 입장의 학습자들은 흔히 “작가는 …것 같다”, 

“화자는…것이다”, “아마…것이다” 등 불확실한 단정을 나타내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 

모란이 풍성하게 핀 어느 봄날 주인공은 아마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매번 모란이 피는 것을 보면 그때의 기억이 떠오를 것이다.

[C-모란-01]

나의 이해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화자는 아마 무언인가를 잃었을 것이다. 

사람일 수도 꿈일 수도 있을 것 같다. 다시 찾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지만 또 

그것을 찾아 앞으로 갈수록 더 무력해지는 것 같다. [C-길-17]

  [C-모란-01], [C-길-17] 학습자는 화자의 상황을 상상하고 있지만 ‘아

마…것이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확실성에 대해서 회피하고 있다. 특히 

[C-길-17] 학습자는 “나의 이해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이라는 표현을 덧붙

임으로써 강한 회피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회피성은 그동안의 문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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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답’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온 것과 연관된다. 학습자들은 자신

의 반응이 ‘정답’이 아닐 경우를 대비해서 추측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자기 생

각을 드러내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 학습자는 화자에 자신을 투사해서 그 상

황을 자기의 것처럼 체험해보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의 입장에서 화자의 상황

을 예측해보고 있다. 

㉠이 시의 주인공은 자신과 애인을 꽃이라는 소재를 빌어 서로 만나고 서로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다. 주인공이 사랑한 사

람은 처음에는 그저 멀리에 있는 아름다운 존재에 불과했다. 하지만 주인공의 

구애에 의해 사랑에 빠지게 된다. 어느새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이

다. 꽃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하게 된 주인공은 사랑의 힘으로 점점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주인공의 생활이 더 아름답고 희망차고 두 사람은 더 열렬히 사

랑하게 된다.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은 황홀한 불꽃마냥 눈부시고, 

두 사람은 서로를 소중히 여기기는 만큼 생활을 더욱 열정적이고 주위의 모

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 주인공은 신중한 것 

같으나 또 사랑 앞에서는 용기 있고 당찬 사람 같다. [C-꽃-17]

  [C-꽃-17] 학습자는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시 속 상황을 상상하고 있

으며, 1연에서 4연으로 이어지는 시의 내용을 생동한 내러티브로 구성하고 있

다. 시는 장르적으로는 서사적 특성을 결여하고 있지만 시를 읽는 학습자에 

의해 시의 이미지는 이처럼 생생하게 질서화되고 연결되어 하나의 이야기로 

쓰일 수 있다.30) ㉠과 ㉡을 보면 [C-꽃-17] 학습자는 “것 같다”는 표현을 반

복하여 쓰고 있다. 이것은 학습자가 자신의 상상력을 단정적으로 보여주기보

다는 ‘것 같다’는 표현을 빌려서 여지를 두고 있음을 설명한다. 학습자는 관찰

자의 입장에서 시의 내러티브를 구성하고 있으며, 학습자 자신은 배제한 채 

‘주인공’과 ‘주인공이 사랑한 사람’이라는 대상을 등장시키고 있다. 학습자는 

자기의 경험을 적극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입장에서 그 상황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력을 통해 유추하고 있다. 이처럼 화자의 입장에서 시적 대상을 

30) 조은혜,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한 시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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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하여 이해하는 양상은 화자가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한족 학습자들의 양상을 보면 자기 경험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양상보다 

화자의 상황을 상상해보고, 자신이 생각하는 화자의 모습을 그려내는 경우가 

많다. 다음 학습자 역시 화자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다. 

㉠주인공은 지금 친구와 함께 인생에 대해 얘기하는 것 같다. 우리 인생은 곤

란에 직면하는 순간이 많은데 그것을 극복하면 큰 희열을 느낄 수 있다. ㉡친

구와 역경과 그것을 극복한 후의 희열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 같다. [C-내가

-05]

  ㉠과 ㉡을 보면 [C-내가-05] 학습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속의 화자

의 발화를 친구와의 대화로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학습자의 

반응에서 역시 ‘것 같다’는 추측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시 텍스트에는 나타

나지 않은 ‘친구’가 등장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족 학습자의 반응 

양상을 보면 이처럼 화자와 관계 맺는 다른 사람을 등장시키는 경우가 있다. 

작가에게 아마 슬픈 일이 있어서 괴로워하는데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위로해

준다. 그래서 다시 힘이 난다. [C-내가-11]

  [C-내가-11] 학습자 역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상

상하고 있는데, 화자는 그 사람의 도움을 통해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고 하

였다. [C-내가-05], [C-내가-11] 학습자는 모두 관찰자의 입장에서 시 속 

세계를 상상하고 있는데, 화자를 둘러싼 관계에 주목하면서 자신의 반응을 형

성하고 있다. 이것은 학습자 개인의 상상력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예로부터 

관계를 중요시하던 중국의 문화와 연관되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인은 제도보다 ‘꽌시(關係)’가 일을 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시한다. 물론 ‘꽌시(관계)’라는 말은 비즈니스적 관계에서 비

롯된 것이지만 그것의 기초는 중국의 깊은 역사와 연관된다. 중국은 강가의 

주위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큰 취락에서 집단을 이루는 생활을 했다. 그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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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의 규모는 한국과 같은 소규모의 촌락이 아니라 다양한 성씨를 가진 사람들

이 함께 생활하는 대규모의 공동체이다. 수천 년 동안의 이러한 생활을 통하

여 중국인들은 단순한 혈연관계를 넘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신의

와 의리를 중시하는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다. 학습자들이 텍스트 속에 등장하

지 않은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텍스트 속의 화자와 관계를 맺는 모습을 상상

하는 것은 개인의 상상력의 차이인 동시에 이러한 중국의 문화와도 연관된다

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인들이 중시하는 이런 관계는 친분이 있는 관계를 

한정해서 말한다. 중국인은 특히 친구와 혈연을 뛰어넘는 깊은 관계를 맺는다. 

반면 자신에게 낯선 것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시간

이 필요하다. 한족 학습자들이 비록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이지만 한국 시 

텍스트는 외국어로 된 낯선 대상으로 다가가게 된다. 따라서 텍스트에 자기를 

완전히 투사하여 자기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개입시키기보다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가운데서 관찰자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 

(3) 학습자의 사고방식의 고착화로 인한 변인

  학습자들의 고착화된 사고방식은 시 읽기에 영향을 미쳐 학습자의 상상력이 

고정된 방식으로 발현되게 한다. 학습자의 고착화된 사고방식은 크게 기존의 

방식을 고수(固守)함으로써 새로운 것에 적응하지 못하는 양상과 상상력의 방

향 설정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양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의 지시적 의미를 이해했다고 하여서 화자와의 관계 

맺기에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학습자들이 새로운 것을 만났을 때 기존

의 방식에 갇혀있다면 새로운 것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여, 텍스트와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시의 창작 시대 배경과 시인의 경력에 대해서 먼저 알 수 있었으면 더 이

해하기 쉬웠을 것인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다. [C-모란-16]

시를 읽고 깊이 있게 감상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시를 읽을 때 언어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보다 작가의 경력이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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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더 적응되지 않는다. [C-길-15]

추가 인터뷰: 

T: **씨는 시를 이해하는 것이 힘들었나요?

S: 네, ㉠이 시가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뜻을 몰라서 이해하기 힘들었

어요. 그래서 다른 정보가 더 있다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T: 활동지에서 언어적인 어려움도 있다고 했다는데, 모르는 단어나 구절 때문

에 시를 읽는데 영향을 받았나요?

S: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렵긴 했지만 아래 중국어 어휘 풀이가 

있고 해서 여러 번 읽으니 시가 무얼 말하는지는 이해했어요. 그런데 시가 말

하고 싶은 ㉢내포된 뜻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잘 알 수 없어서 아쉬웠어요.

[C-길-15]

   

  위의 두 학습자는 모두 텍스트의 부가적 정보의 부재를 언급하고 있다. [C-

모란-16] 학습자는 시의 창작 배경과 작가 정보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C-길-15] 학습자 역시 텍스트 외적 정보

의 부재로 인한 이해의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C-길-15] 학습자와의 

추가 인터뷰 내용 중 ㉠과 ㉢을 보면 시가 내포하는 이면의 뜻을 몰라서 전반

적인 이해가 힘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언어적 문제

는 결정적 장애로 작용하지 않았다. 이 두 학습자가 문학 읽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작가와 작품의 배경에 관한 정보이며, 그것은 문학을 해석하는 

결정적 근거가 된다. 따라서 텍스트 외적 정보를 소거하고 학습자 경험을 중

심으로 수행하는 시 읽기 활동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두 학습자는 모두 작

가의 경력, 작품의 창작배경이 제공되었던 과거의 문학교육이 그대로 유지되

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은 첫째로 한족 학습자들이 자국어 문학교육 읽기 방

식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고, 기존의 

것을 벗어나기보다는 안정 속에서 그것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중국의 관념 문

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족 학습자는 한국 현대시 텍스트

라는 낯선 대상에 마음을 여는 데 시간이 걸리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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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의 ‘텍스트와의 관계 맺기에서 사회문화적 배경의 작용’ 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조선족 학습자는 한족 학습자에 비해 텍스트에 쉽게 마음을 열고 적극

적으로 관계를 맺는다. 조선족 학습자들이 텍스트와 더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조선족이 받은 이중 언어 교육과도 연관된다. 중국문학과 함께 

한반도 문학을 복합적으로 수용한 경험은 한국 문학을 완전히 낯선 것이 아닌 

익숙한 것으로 바라보게 한다. 그래서 한족 학습자보다 시 텍스트와 더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고 자신의 감수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된다. 이에 비해 한족 학습자의 사고방식은 주로 자국어 교육을 통해서 형성

된 것이다. 그러므로 습관화된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을 수용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학습자 중심의 한국 현대시 교육을 실제에 적용

함에 있어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적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분석 위주의 읽

기에 습관화된 일부 학습자에게는 문학 읽기에서 자기의 생각과 정서를 자유

롭게 개입하면서 읽는 것이 더 고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학습자들을 긍정적으로 이끌 수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학습자들의 고착화된 사고방식은 상호텍스트적 환기에서도 드러났다. 학습

자들은 동일한 상호텍스트를 환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같은 집단의 학습자

들끼리 동일한 텍스트를 환기했을 뿐만 아니라, 한족과 조선족 학습자가 모두 

동일한 텍스트를 환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시를 보면서 나는 「대옥장화(黛玉葬花)」31) 떠올랐습니다. [C-모란-15]

『홍루몽』에서 대옥이의 꽃 무덤을 만들어주는 장면. [C-모란-05]

  위의 [C-모란-15] 학습자와 [C-모란-05] 학습자는 모두 한족 학습자인데, 

「모란이 피기까지는」을 읽고 동시에 『홍루몽』의 한 장면인 「대옥장화」

를 떠올리고 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과 『홍루몽』의 「대옥장화」사이

에는 ‘꽃’이라는 동위소가 있다. 학습자들은 모국어 문학교육을 통해 시적 요

31) 「대옥장화(黛玉葬花)」는 중국의 대표 고전소설 『홍루몽』에 나오는 것이다. 여기서 

주인공 임대옥이 「장화사(葬花詞)」를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자신을 꽃의 처지에 비유

하면서 청춘, 사랑의 소멸에 대한 슬픔을 노래하였다. 이 장면은 『홍루몽』의 대표적인 

장면으로 꼽히며, 「대옥장화(黛玉葬花)」는 여러 가지 문학형식으로 널리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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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꽃’이라는 동위소만 포착

했을 뿐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꽃’이라는 소재의 동일

성에 의한 단순한 연상은 발산적 상호텍스트적 환기라고 할 수 없다. 위의 두 

학습자의 양상에서 또 주목해야 할 점은 동일한 텍스트를 환기했다는 것이다. 

이는 두 학습자가 공유한 비슷한 경험이 시 읽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다음

의 한족 학습자와 조선족 학습자의 양상에서도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주자청 「배영」32)에서는 작가가 아버지가 힘내서 귤을 사주는 모양을 묘사했

어요. 이 시는 작가가 어머니에게 사랑을 느꼈는데, 「배영」은 아버지를 걱정

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C-엄마 걱정-10]

주자청의 산문 「배영」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 「엄마 걱

정」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더 걱정하고, <배영>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

는 마음이 더 크지만 그래도 서로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 [K-엄마 걱정-06]

  [C-엄마 걱정-10] 학습자는 한족 학습자이고, [K-엄마 걱정-06] 학습자는 

조선족 학습자이지만 두 학습자는 모두「엄마 걱정」이 환기하는 텍스트로 주

자청의 「배영」을 떠올리고 있다. 상호텍스트의 환기에서 학습자들이 같은 

작품을 떠올리는 것은, 해당 시 텍스트에 대해 학습자들이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주자청의 「배영」은 중국에서 미문의 전형으로 평가되

는 수필이고, 한족 학습자와 조선족 학습자의 문학교육과정에 모두 포함된 작

품이다. 「엄마 걱정」은 엄마에 대한 것이지만, 넓게는 부모라는 주제로 보고 

주자청의 「배영」을 떠올린 것이다. 이는 학습자들이 공유하는 문화에 의한 

반사적 연상 작용이라 볼 수 있다. 바슐라르(G. Bachelard)는 이런 현상을 ‘문

화적 콤플렉스’로 설명하고 있다. 상상력의 주체인 개인이 자신이 속한 문화에 

의해 상상력의 방향 설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33) 이처럼 학습자는 자신

32) 주자청(朱自淸)의 수필 「배영(背影)」은 길을 떠나는 자식에게 귤을 사주기 위해 플랫

폼을 오르고 내리는 아버지의 뒷모습에 대한 묘사를 통해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을 

그려내고 있다.

33) 문화 콤플렉스는 학교, 즉 전통적 교양에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백조

가 있다. 백조의 상징이 가지고 있는 통일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판단하기 위해서, 많은 

문학 속의 신화와 옛 이야기를 수집하였다. G. Bachelard, 이가림 역, 『물과 꿈: 물질

적 상상력에 관한 시론』, 문예출판사, 2004,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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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속해 있는 문화 공동체에 의해 상상력이 고정된 상태로 발현되기도 한다.

  학습자의 경험은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이기도 하다. 경험은 자신과 

삶의 고유한 연관에서 나오며 전승을 통해 역사적으로 형성되기도 하기 때문

이다. 한족 학습자와 조선족 학습자는 중국이라는 큰 교육제도 하에 동일한 

교육제도의 영향을 받았다. 같은 교육 제도권에 있는 두 집단의 학습자가 비

슷한 교육 경험을 공유한 결과가 위 학습자들의 양상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3. 학습자 정체성 인식의 작용 

  자신에 대해 안다는 것은 해석하는 일이며, 자신에 대해 해석한다는 것은 

이야기 속, 그리고 다른 기호와 상징들 속에서 특별한 매개를 발견하는 일이

다.34) 이런 점에서 볼 때 학습자가 문학 텍스트를 읽는 것은 학습자의 삶과도 

연결되는 문제이다. 학습자는 한국 현대시 텍스트를 통해 타자의 체험을 마주

하는데 그것은 누군가의 사고방식이기도 하다. 그러한 사고방식을 접하면서 

학습자는 끊임없이 ‘나는 누군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또 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을 통해 작품 속 타자의 체험을 내면화하고 이해하게 된다. 타자와의 

마주침을 통해 자기를 돌아본다는 점에서 시 읽기는 정체성 인식의 문제와 연

관된다. 학습자는 자신의 내면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을 통해 새로운 

의미 구성을 만들어내고, 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가지게 된다. 

(1) 자아 탐색에서 정체성 인식의 작용 

  

  타자는 학습자가 자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매개자로 작용하는데, 

학습자의 특정한 태도를 유발하게 한다는 점에서 학습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학습자가 시 속의 타자를 발견하고 타자를 추체험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은 

타자를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고, 타자와의 관계를 조망하는 가운데서 새로운 

자아를 탐색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때 학습자 인식의 문제는 자기 자신을 

둘러싼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문제 즉 집단의 문제일 수도 있다. 개인의 문

34) G. Genette, et al, 석경징 외 편역, 『현대서술이론의 흐름』, 솔, 1997,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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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든 집단의 문제든 학습자가 시를 통해서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은 결국 학습

자 자신의 지평의 확장과 내적 성장으로 이어진다. 

가. 개인적 자아에 대한 탐색

  한국 현대시 텍스트에는 시인의 개성, 즉 시인의 가치관, 취향, 인간과 세계

에 대한 인식 등이 포함된다. 시를 읽는 학습자 역시 개성적 경험을 가진 주

체이므로 시 텍스트를 읽을 때 자기의 경험 세계를 투영하게 된다. 학습자는 

타자의 경험, 타자의 생각을 마주할 때 자신의 고유한 가치관을 개입하여 그

것을 판단하고, 또 비교를 통해 자기 생각을 살펴보고 성찰적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때 학습자는 텍스트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반성할지의 문제, 즉 여기

에 대응하는 어떤 정체성을 확립할 것인지의 문제를 직면하게 된다. 

사람을 대할 때 조심성이 많은 편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덜 싫어

할지, 어떻게 하면 더 친해질 수 있을지…늘상 힘들어하고 고민이 많아요. 밖

으로는 쿨한척 하지만 잠자기 전에 꼭 다시 되생각하며 자기의 행동을 반성

합니다. 또 남에게 피해주거나 언짢은 일을 할까 봐 항상 겁이 나고, 하게 되

면 저는 며칠 동안 남의 눈치를 보며 힘들어합니다. 저는 저의 그늘을 남에게 

보여주지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제 그늘까지 단점까지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고, 저 또한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늘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K-내가-07]

  

  [K-내가-07]학습자는 ‘그늘’이라는 제재와 자신의 경험을 연관시키면서, 타

인에게 자신의 그늘이 보여지는 것을 걱정하는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

다. 이 학습자는 말로 털어놓기 망설여질 수도 있는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

에서 드러내고 있으며, 자기에 대한 독백 속에서 자신의 바람을 ㉡에서와 같

이 밝히고 있다. 학습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텍스트 의미를 내재화하고 있는데, 이처럼 시 텍스트는 학습자에게 삶의 문제

를 성찰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텍스트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밝히고 그것을 다시 되돌아보고 이해하는 것은 자기 성장으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앞으로의 삶의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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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이 될 수 있다. 다음의 학습자들 역시 시 텍스트를 통해 자기의 삶을 되돌

아보고 있다.

㉠가끔 내가 나 자신 같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다. 갑자기 낙심하고 우울하여 

힘 빠질 때, 그래서 계속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을 때, 이런 생각으로 나 자신

을 다독이곤 한다. “일어나야지, 옛날의 밝고 씩씩한 모습으로 돌아가야지, 정

신 차리고 다시 내가 갈 길을 찾아야지.” [K-길-07]

㉡내 인생의 길에 집채 같은 파도가 휘몰아치고, 등대의 빛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파도는 지나가고 등대는 같은 자리를 지킨다. 나는 나의 길을 

쉽게 가려 하지 않고 꾸준히 갈 것이다. [K-길-20]

꽃은 피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감상 받을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다른 사람

이 봐주지 않는 꽃은 자체 의미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누군가의 의미 있

는 꽃이 되어 누군가에 빛을 펼쳐 주기 위해 꽃을 만개하여 아름다운 빛을 

내는 데까지 많은 과정을 걸쳐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내가 꽃을 피우기 위

해 노력한 그 과정에도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K-꽃-17]

  우리는 흔히 일상에 집중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무

뎌진다. 자기의 고유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타인의 주입한 가치만을 추구하

면서 살아가다가 자기의 고유성을 깨우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을 마주할 수 있

는데, 문학이 바로 이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인간은 말을 함으로써 지신의 

세계를 드러내고, 자기가 남들과 얼마만큼 같고 어느 정도로 다른 존재인지를 

드러낸다.35) 시 텍스트는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담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

고 학습자가 시를 읽고 작성한 텍스트에는 학습자의 발화가 담겨 있다. 위의 

세 학습자는 텍스트의 가치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현실에 기반을 두고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학습자들은 ㉠, ㉡, ㉢처럼 

자기의 이야기를 스스로 꺼냄으로써 잊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

기 정체성의 문제를 환기하게 된다. ㉠과 ㉡에서 보이는 다짐도, ㉢에서 보이

는 바람도 학습자의 세계에 대한 고민과 그 세계를 살아가는 자기 자신에 대

한 고민을 담고 있다. 학습자는 작품이 전개시키고, 발견해 내고, 또 드러내 

35)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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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세계의 제안을 자기화함으로써 더욱 폭넓은 자기를 수용하게 된다.36) 이

처럼 학습자가 텍스트를 자기 삶의 문제로 가져와서 내면화하는 것은 삶을 깊

이 있게 들여다보고, 삶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하도록 한다.

  여기에서 앞의 [K-내가-07] 학습자와 위의 세 학습자는 모두 조선족 학습

자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가 자아 탐색을 개인적 문제로 인식

할지, 집단적 문제로 인식할지는 학습자 개인에 따른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

지만, 한족 학습자와 조선족 학습자의 양상을 분석한 결과 개인의 문제를 인

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성찰하는 것은 조선족 학습자 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조선족은 다양한 방식의 이주를 경험한 민족으로서 새

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기를 잘 보호해야겠다는 의식이 강한 민족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조선족 학습자들은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에 부모의 

부재를 경험하였고, 이는 물질적 만족은 쉽게 채워지지만 정신적 공허함은 채

우기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게 하였다. 또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부터 조선족 

사회는 ‘2차 이주’를 경험하면서 조선족 구성원들 가운데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가치와 행복을 찾는 사람이 많은 반면 공동체로서의 조선족 사회는 크게 흔들

리는 위기를 맞았다.37) 조선족 학습자들이 타자 체험에서 자신을 둘러싼 개인

적 관계 맺기를 통해 ‘나’의 문제를 다시 돌아보는 것은 조선족 사회의 이러한 

영향을 일정하게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집단적 자아에 대한 탐색

  자아 탐색에서의 정체성 문제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도 

포함한다. 학습자들은 개성적 자아를 추구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

라 자기가 속한 집단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자아 탐색에서 

‘우리’의 문제에 주목하게 된다. 

㉠그늘이 있어 햇볕이 더 밝아 보이고 눈부시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 역

시 좌절 속에서 더 아름다워진다. 인생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기 마련이

36) 윤성우, 『풀 리쾨르의 철학』, 철학과현실사, 2004, pp.120-121.

37) 김관웅·김정은 「개혁개방 이후 다문화시대 중국조선족문학에서의 정체성에 대한 모

색」, 『국어교육연구』 26，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2010, p.55.



- 87 -

다. ㉡순풍에 돛단 듯이 잘 흘러가는 인생은 정말 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 

사람들은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눈물도 흘린다. 하지만 ㉢좌절을 겪

었고 눈물도 흘렸기에 어느 날 찾아온 성공이 더 소중하다. [C-내가-04]

  

  [C-내가-04] 학습자는 ㉠에서 그늘과 햇빛의 상징적 의미를 좌절과 성공에 

연관시키고 있다. ㉡, ㉢에서는 우리의 인생은 순풍에 돛단 듯이 순조로울 수

만 없다고 하면서, 좌절을 겪었기에 성공이 더 값지다는 인생에 대한 태도를 

드러낸다. 학습자는 ‘그늘’, ‘햇빛’, ‘눈물’이라는 핵심적 키워드와 그것이 「내

가 사랑하는 사람」에서 관통하는 의미를 이해하는 동시에 이를 삶의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다. 이때 학습자는 자신의 개인적 삶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와 연관시키고 있다. 다음의 학습자들 역시 ‘우리’를 

내세우고 있다. 

㉠우리는 길을 찾는 여정 속에서 인생을 발견한다.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통했다는 말처럼 우리의 길은 끊어지지 않는다. 길을 잃었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출구는 분명 우리를 맞이하고 환영한다. [C-길-09]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속에서 간절히 갈망하고 되고 싶은 ‘그’가 있으며, 호명 

㉡당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누군가의 호명을 받고 관심을 받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호명 당하

고 싶어서 몸부림치다 보면 그것이 우리를 가두고 속박할 수도 있다는 것을.

[C-꽃-14]

  위의 [C-길-09], [C-꽃-14] 학습자는 시 텍스트를 통해 경험 세계를 반성

적으로 돌아보고 있다. 시 텍스트는 이렇듯 학습자에게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삶은 체험을 통해 전달되고 심층적인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

의 자아와 세계에 대한 자아의 관계가 이해되며,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의 성

찰은 준거점이자 토대로 남게 된다.38) ㉠을 통해 [C-길-09] 학습자의 인생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나’가 아닌 ‘우리’라는 전반적인 문제

로 인식하고 있다. ㉡을 보면 [C-꽃-14] 학습자는「꽃」을 호명당하고 싶어

38) W. Dilthey, 이한우 역, 『체험·표현·이해』, 책세상, 2002,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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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즉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망이 담긴 시로 해석하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로부터 학습자가 얻은 깨달음은 “다른 사람에게 호명 

당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다 보면 그것이 우리를 가두고 속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많은 학습자들이 「꽃」을 사랑에 관한 시로 이해한 반면, 위 학습자

는 비판적 태도로 시에 접근하고 있다. 문학 텍스트에 대한 판단에는 학습자 

자신의 인간관과 문학 텍스트에 대한 일정한 기대, 그리고 암묵적인 판단 기

준이 작용하고 있다.39) 학습자는 텍스트가 제시하는 삶의 존재 방식과 그 가

능성, 또 현재의 인간의 행위가 미래에 선택하게 될 수도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는 텍스트 세계에 비추어보면서 자기를 이해한다.40) 시 텍스트는 타자의 

발화가 형상화된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는 시 텍스트의 의미 구성에서 텍스트 

속의 타자를 자신과 무관한 대상으로 분리할 수 없다. 학습자가 텍스트 속의 

타자와 관계를 맺는 것은 주체의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며, 자

신에 대한 반성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여기서 한족 학습자들이 ‘나’의 경험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 세계에 주

목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족 학습자들이 ‘나’ 대신 ‘우리’를 내세우

는 것은 사회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교육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중국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사회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을 중시하는데, 

집단에 대한 의식은 사회적 가치관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가치관은 중국

의 교육과정에 반영되고, 한족 학습자들은 그 영향을 받게 된다.41) 이러한 영

향으로 한족 학습자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

며, 또 그 집단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39) 양정실, 「해석 텍스트 쓰기의 서사교육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pp.167-168.

40) 윤성우, 앞의 책, p.122.

41) DING BOYA는 한국의 국어 교육과정과 중국의 어문 교육과정의 자아 정체성 형성에 

관련된 전기문 수록 양상을 비교하고 있는데, 한국의 전기문이 주로 청소년들이 공감하

기 쉬운 인간상을 담고 있는데 비해 중국의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의 인물은 주로 훌

륭한 정치인, 문학가, 과학자들이며, 또 민족을 위해 분투하거나 공헌하는 인물의 형상

을 다룸으로써 학생들의 집단의식을 심화시킬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중

국 어문 교육과정은 인문정신의 함양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에게 건전한 인생

관과 가치관의 형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사회주의 이념 교육을 간과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은 사회체계적 성격에 부합한다. DING BOYA, 「청소년 자아 정체성 형성을 위한 한·

중 전기문 교육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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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질적 세계의 발견에서 정체성 인식의 작용 

  

  학습자는 시 텍스트를 통해 자신이 속한 세계와는 다른 이질적 세계를 만나

고 화자라는 낯선 타자와 만난다. 시 텍스트에는 무수히 많은 타자가 존재한

다.42) 따라서 문학 텍스트를 체험하는 것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 사회, 세계에 

대한 이해로 확장되기도 한다. 학습자는 확장된 경험 세계에 대한 이해를 자

신의 삶의 태도의 문제로 전이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재구

성함으로써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가. 이질적 세계와의 소통

  학습자가 자신과 다른 타자를 인식하고 타자를 체험하면서 이해하고 공감하

는 것은 자신의 경험 세계를 고찰하는 것을 넘어서 세계라는 큰 공동체와의 

연대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 학습자는 외국인이라는 한계, 민족이 다르다는 

한계를 넘어 타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는데, 이는 자기의 지평을 넘어 

새로운 세계를 체험할 수 있게 한다. 

㉠모란을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꽃으로만 알고 있었다. 백거이 시에서도 모란

을 “一叢深色十戶中人賦(한 떨기 진한 색깔의 꽃이 중산층 집의 세금에 해당

하는 가격”으로 묘사했다. ㉡그런데 이 시의 모란은 낙담, 그리움, 슬픔이 느

껴진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모두 자기 민족에 속하는 정서 표현 방식이 

있다.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꽃이라 알고 있던 모란을 슬픔의 시각에서 바라

볼 수 있어서 새로웠다. [C-모란-07]

  ㉠에서 알 수 있듯이 [C-모란-07] 학습자의 기존의 지평에서 모란은 부귀

영화를 상징하는 꽃이었다. 학습자는 백거이의 시를 예로 들면서 자신이 그렇

게 생각했던 이유를 함께 밝히고 있다. 이것이 학습자의 기존의 지평이라면, 

㉡에서는 이 시에서의 모란의 의미는 자신의 기존 지평에서 알고 있던 것과 

42) 바흐친은 이에 대해 발화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독백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타자의 

목소리가 참여하는 대화 같은 속성을 띤다고 하였다. 김욱동, 『대화적 상상력: 바흐친

의 문학 이론』, 문학과지성사, 1988,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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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 학습자는 모란을 화려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모란이 피기까지는」에서는 ‘낙담’, ‘그리움’, ‘슬픔’이 느껴진다고 밝히고 있

다. 이는 학습자가 자기가 속했던 세계와는 다른 이질적인 것과의 만남이라 

할 수 있다. 이때 학습자는 이질적인 세계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처

럼 자기와 다른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여준다. 학습자는 이질적

인 것과 소통하면서 그것을 이해하려 하였고, ㉥과 같이 새로운 인식을 가지

게 되었다. 이처럼 학습자는 자신과는 다른 낯선 타자를 발견하고, 타자와의 

거리를 조율하는 노력을 통해 자신의 경험적 세계를 반성적으로 고찰하게 되

고, 새로운 인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볼 때 학습자가 타자를 추체험하고 타자를 이해하는 과정은 초문화

적인 과정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자는 고정된 규정성을 넘어 새

로운 것을 발견하고 세계에 대한 인식을 넓혀간다. 자신의 지식 구조 속의 어

떤 것과 다르다고 배척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낯선 대

상의 타자성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아에 대한 인식을 넘어 세계에 대한 인식의 

확장으로 나아간다. 

  이질적인 것과의 만남은 그것을 배척하게 하지만, 반대로 나와는 다른 것이

기에 더 노력해서 이해하고 타자에 대해 더 깊이 사고하게 된다. 학습자의 이

런 노력은 경험의 폭을 넓혀주고 타인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신장

시켜 준다. 학습자는 낯선 세계와의 만남을 통해 경험의 영역을 넓히고, 이를 

자신의 세계와 삶에서의 가능성의 문제로 치환해서 생각한다.43) 바로 여기서 

학습자가 가능성의 세계에 대한 추체험과 그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중요해지

는 것이다. 차이는 낯섦의 문제로 인식되는데, 이는 소통을 통해서 학습자로 

하여금 자기중심성에서 탈피하게 하고 반성과 성찰의 문제로 확장되게 한다. 

  시에는 시인의 개인적 목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 살아가고 있는 사

회의 목소리 역시 담겨 있다. 시인은 특정한 사회를 살아가는 주체이고 사회

적·역사적·문화적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습자는 시를 통해 시인의 

살아가던 사회의 소통 방식을 알아갈 수 있으며 그 시대와의 연대 또한 형성

할 수 있다. 연대란 서로 이질적인 구성원 개개인이 하나의 통합된 사회적 집

43) 우한용 외, 『실용과 실천의 문학교육』, 새문사, 2009, 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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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데, 학습자가 자신과 다른 타자를 인식하고 타자를 

체험하면서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는 것은 결국 세계라는 큰 공동체와의 연대

로 이어질 수 있다. 연대의 형성이 가능한 것은 공통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통

성에 의해서 우리는 서로의 ‘낯설기도 하지만 이해할 수도 있는 삶’을 추체험

할 수 있다. 그리고 추체험은 다시 서로의 삶에 대한 이해의 기반인 공통성을 

더욱 확장시켜 준다. 이러한 선순환을 통해 넓어지는 인식의 지평은 개인적인 

차원과 공동체 차원, 둘 다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44)

  학습자가 화자를 추체험하는 것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체험에서 보편적이

고 객관적인 이해로 나아가게 한다. 즉 자신에게만 국한되던 것으로부터 인간

의 보편적 본질의 이해에로 나아가 세계에 대한 자신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

다. 시 읽기를 통해 학습자들이 공감하게 되는 대상은 일차적으로는 시적 화

자나 시적 대상이지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자신이 처한 현실

의 맥락으로 가져와서 의미화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학습자들은 시 텍

스트 자체에 대한 이해에서 더 나아가 시적 대상을 자기의 실제 주변의 가족

이나 친구, 또는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대상으로 해석하여 연대의 범위를 확

대해 나간다.45)

㉠요즘 아이들은 아마 모를 것이다. 요즘 시대는 휴대폰 하나만 있어도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대니까. 요즘 아이라면 아마 게임을 하거나 티비를 보면서 

시간을 때울 것이다. ㉡하지만 저 시 속의 아이는 가난하다. 잘 산다면 엄마

가 아이를 혼자 두고 장사하러 가지 않았을 것이다. 아이는 그저 하염없이 기

다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디지털 시대는 인간을 어느 부분에는 행복하게 

하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행복을 앗아간 것 같다. ㉣엄마가 시장에서 돌아왔

을 때,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엄마를 보고 아이는 더 행복해졌을 테니까. 

[K-엄마-03]

  [K-엄마-03] 학습자는 화자의 체험을 현재의 문제와 연관시키면서 적극적

44) 김란주, 「딜타이 체험 개념에 근거한 ‘체험 중심 학교 인성교육’ 사례 분석」, 이화여

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p.56.

45) 이하진, 「윤리적 시 읽기 교육 연구: ‘슬픔’의 정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18,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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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소통하고 있다. 학습자는 화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는데, ㉡에서 보면 

아마 가난하기 때문에 화자의 엄마가 화자를 혼자 두고 장사하러 갔다고 하였

다. 시 속 화자가 가난하고, 또 과거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과 

같이 당시 화자의 심정을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동시에 학습자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현재의 문제점을 ㉢에서처럼 밝히

고 있다. ㉣부분을 보면 학습자는 과거에 텔레비전도 없고, 휴대폰도 없던 시

절 기다림의 끝이 주는 ‘소중함’, ‘행복’에 대한 문제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것

을 현실의 맥락에서 의미화하고 있다.  

  [C-모란-07] 학습자와 [K-엄마-03] 학습자는 모두 시 텍스트를 통해 자

신에게 이질적이라 할 수 있는 타자와 만났다. 이질적인 타자와의 만남은 자

신이 알고 있던 것에 대해 재평가하고, 또 자기 스스로를 재평가하는 것을 통

해 자기 정체성에 대한 메타적 성찰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즉, 경험세계에 대

해 이성적으로 정리해보고 새로운 입장을 취함으로써 형성된 새로운 구조가 

새로운 경험에의 동화의 틀이나 반성의 대상이 될 때, 이 구조에 대한 메타적

인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다.46)

나. 이질적 세계에 대한 비판 의식

  

  시 텍스트는 타자의 언어로 된 것이므로 이질적이다. 시의 언어는 학습자가 

일상에서 사용해온 언어와는 다른 낯선 언어이다.47) 낯설게 하기를 통해 표현

된 것은 학습자에게 여태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을 보게 함으로써, 대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 예술성을 풍요롭게 체험하게 한다. 낯설게 하기는 

‘돌을 돌답게 하는’ 심미적 감수성의 확대와 비판적 거리두기를 가능하게 한

다.48) 학습자에게 낯선 타자의 언어로 된 시 텍스트는 이질적인 것으로 받아

46) 최경미, 「정체성 형성을 위한 소설 읽기 교육 연구: 전후소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2010, p.89.

47) 바흐친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말은 오히려 타인들의 입, 그들의 문맥 

속에 존재하면서 그들의 의도에 봉사하고 있다. 우리가 말을 취하고 우리 것으로 만드

는 것은 바로 그곳에서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용, 즉 탈취에 의한 사유재산으로의 변용

에 모든 언어가 다 응하는 것도 아니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쉽게 응해주는 것도 아니다. 

많은 말들이 완강하게 저항하며, 어떤 것은 그 같은 차용에 일단 응한 후에도 끝내 타

인의 것으로 남아서 화자의 입 속에서 이질적으로 겉돈다. M. Bakhtin, 전승희·서경희·

박유미 역,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비, 2009, pp.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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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져 학습자들은 시 속 상황이나 화자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 

  

만약 나라면 방에 혼자 무기력하게 앉아 있지 않고 스스로를 달래고 용감하

게 엄마를 기다릴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려움에만 떠는 화자의 모습

이 답답해 보인다. [K-엄마 걱정-02]

내가 만약 시 속의 인물이라면 감정을 추스를 방법을 빨리 찾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 시는 지나치게 비관적이다. [C-길-03]

  위의 두 학습자는 시 속 화자를 냉담한 태도로 바라보고 있으며, 시에서 표

현한 정서와 거리를 두고 있다. 여기서 학습자에게 이질적인 세계라 할 수 있

는 시 텍스트와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자는 

이질적이라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지만, 자신의 지평에 갇혀서 텍스트와의 소

통을 거부하고 있다. 다음의 학습자의 양상을 통해서도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윤동주는 젊은 사람인데 너무 절망적이고, 우울해하고 방황하는 것 같다.

젊은 나이에 이렇게 심각하게 인생을 살 필요가 있을까? ㉡왜 친구를 찾아가

서 자기 고민을 털어놓지 않고 혼자 이렇게 고뇌했을까? ㉢나라면 친구를 찾

아갔을 것이다. [C-길-13]

추가 인터뷰:

T: **씨는 이 시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나 봐요?

S: 시가 우울하고 답답해 보여서요. 제가 느끼는 걸 솔직히 말하는 거잖아요. 

㉣저는 답답했던 것 같아요.

T: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친구를 찾는다고 했는데 이 

시를 읽고 왜 친구가 떠올랐는지요. 

S: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혼자서 뭐든지 다하려면 스트레

스 때문에 살 수 없어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으니까…저는 부모보다는 친

48) 신민섭, 「‘낯설게 하기’의 시적 표현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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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고민을 얘기하는 편이에요. 비슷한 나이라서 비슷한 고민도 많고요. 혼

자만 계속 고민하면 신경쇠약이 올 수 있어요. [C-길-13]

  

  [C-길-13] 학습자는 ㉠에서처럼 화자의 상황을 절망적이고 우울하고 방황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화자와의 공감적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 ㉢

에서 자신이 만약 화자라면 혼자 고민하지 않고 친구를 찾았을 것이라고 밝히

고 있다. 화자에 몰입하여 화자의 경험을 파악하고 정서를 파악했더라도 화자

의 체험과 어떤 거리를 유지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추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 ㉤을 보면 이 학습자는 화자와 심리적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절망적이고 우울하고 방황하는 화자의 정서를 친구를 통해 해

결할 수 있는데 화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화자의 상황이 답답하게 느껴진다

고 하였다. 문학 작품에 나타난 특정한 정서는 이미 당대의 문화적 기반을 바

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시대적·문화적 거리를 가진 학습자가 읽는 정서는 

작품이 표현하고 있는 정서와 반드시 일치할 수 없다.49) 하지만 학습자의 정

서와 화자의 정서가 불일치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이해 불가능한 것이 되어서

는 안 된다. 고정희는 문학교육에서 요구해야 할 정서의 개념에 ‘작가의 감정

과 시적 대상의 분위기 사이에서 형성되는 일차적 정서와 독자가 이러한 문학 

텍스트의 정서와 만나 전유하는 이차적 정서’를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

다.50) 시대적·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학습자와 작품의 정서가 무조건 일치할 

수는 없지만 자기 세계에만 갇혀 판단하는 태도는 교육적 처치가 필요한 부분

이다. 학습자가 수용하고 상호작용하는 문학 작품의 세계는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세계와 관련지어질 때에만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하였다.51) 학습자들

이 시 읽기를 진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촉발된 자신의 경험 세계의 발견에만 

집중한 나머지 기존의 문제 설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학습자는 새로운 문

제 설정을 탐색하기 위한 계기를 얻지 못하게 된다.52) 따라서 학습자들은 화

49) 서유경, 「사씨남정기의 정서 읽기 교육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20, 한국고전문

학교육학회, 2010, p.75.

50) 고정희, 『고전시가 교육의 탐구-시공간적 거리감, 전유, 정서를 중심으로』, 소명출판, 

2013, p.274.

51) 서유경, 「공감적 자기화를 통한 문학교육 연구: <심청전>의 이본 생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p.109.



- 95 -

자의 시선으로 시 속 세계를 폭넓게 바라보면서 단선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화

자와 소통할 필요가 있다. 

  타자는 ‘나’와는 다른 낯설고 이질적인 존재이므로 타자와의 관계 맺기는 이

처럼 갈등도 포함한다.53) 중요한 것은 이런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다. 학습자가 자기 세계에만 갇혀 있으면 이질적인 것과의 갈등은 봉합될 

수 없다. 이질적인 대상과의 만남에서 비롯된 갈등은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노

력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 

  모란은 중국의 전통문화에서 부귀와 명예를 상징하는 꽃이다. 앞의 ‘이질적 

세계와의 소통’에서 [C-모란-07] 학습자의 양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많

은 한족 학습자의 반응에서 모란의 고유한 상징을 이와 같이 이해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들이 모란에 대해 중국의 시각적 전통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

이다. [C-모란-07] 학습자는 자문화와 다른 타문화를 만났을 때 두 문화를 

비교하면서 차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경험적 세계를 고찰하

는 태도를 취했지만 모든 학습자들이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C-모

란-07] 학습자와는 반대로 모란이 화려한 꽃인데 「모란이 피기까지는」에서 

너무 비관적으로 묘사되었고 모란에 대한 서정이 과잉되었다고 본 학습자도 

있다. 

  

모란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인데 이 시는 너무 비관적이다. 모란에 대한 서

정이 과잉된 것 같다. [C-모란-13]

  [C-모란-13] 학습자처럼 자신과 다르고 낯선 것이어서 이와 같이 거부하는 

태도는 외국어 문학교육의 학습자에게서 흔히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부정

52) 민재원, 앞의 글, p.151.

53) 이에 대해 김준오의 다음 글을 참고할 수 있다. “우리의 인생관은 인생의 모든 것을 

이해할 만큼 그리고 전연 새로운 것을 무리 없이 수용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다. 우리들

은 그 모든 인간들이나 인간의 경험들을 다 받아들일 수 없다. 사회학적 모든 개념들은 

우리들이 만나는 인간이나 경험을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 대략적인 공식을 제공해 준

다. 그리고 인생관과 세계관에는 기대조직이 내포되어 있다. 기대조직이란 우리에게 낯

익고 관습적인 것은 수용하지만 놀라움을 주는 새로운 것을 좀처럼 수용하지 않는 것이

다. 새로운 유형의 인물이나 사상을 수용할 때는 우리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수정해야 

하는 것이다. 화자의 선택은 이러한 일반적 관습뿐만 아니라 당대 관습들의 지배를 받

게 된다. 시의 화자가 당대의 관습적인 역할을 크게 벗어나는 역할을 하게 되면 당대 

독자들은 화자의 수용을 거부한다. 김준오, 앞의 책, p.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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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거부감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전환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학습

자는 문학 텍스트 속의 대상을 늘 그 자리에 고착화된 것으로 이해할 것이 아

니라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유연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나’의 개념에는 타자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 현대시 읽기에서 자

신과 타자를 연결해보고, 타자에 대해 공감하려는 학습자의 태도가 중요하다.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타자의 삶

을 통해 보편적 삶의 모습을 떠올리고, 보편적 삶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정체

성을 재인식함과 동시에 자기 삶에 대한 성찰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3) 학습자의 정체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 변인

  한족 학습자가 한국 현대시를 통해 마주하는 것은 자문화와 타문화의 이질

성이며, 따라서 한족 학습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낯선 문화와 어떻게 소통하면

서 그것을 받아들이는가의 문제이다. 하지만 조선족 학습자에게 한국 시는 완

전히 낯선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익숙한 것도 아닌 그사이의 어느 지점에 놓이

게 된다. 다시 말해 조선족 학습자는 ‘경계인’의 위치에서 한국 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조선족 학습자들은 중국, 조선족이라는 소수민족 집단, 그리고 

한국에 이르기까지 복수적인 문화적 가치들이 교섭하고 혼성되어 있는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환경의 영향으로 조선족 학습자들은 국가적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이라는 이중 정체성의 문제를 겪게 된다. 

화자는 잃어버린 조국과 그 속에서 잃어버린 자신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자

신을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있다. 이 시에서 윤동주가 참담하고 비통

해하는 기분이 느껴진다. ㉠그런 당시 시대를 살았던 선조들이 대단하고 존경

스럽다. 왜냐면 ‘나’를 잃었을지라도 끝까지 나라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기 

때문이다. 문득 세상이 따뜻해질 수 있다면 목숨을 바쳐서 뼈만 남을지언정 

순결한 꽃을 피우겠다는 ㉡박노해의 시의 구절이 떠오른다. 선조들의 투혼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 어두컴컴한 길이 아닌 밝고 환한 길을 걸을 수 있다. [K-

길-06]

추가 인터뷰

T: 여기에서 말하는 ‘선조’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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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윤동주가 일본에 저항하는 항일 저항시를 쓴 것처럼 그때 일본에 저항한 

사람들? 그때는 다 같은 나라 사람이었잖아요. 한국이랑 조선(북한)이랑…윤동

주의 시를 보면 좀 더 민족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 ㉢우

리말로 된 좋은 시를 읽다 보면 민족에 대한 감정이 많이 느껴져요. [K-길

-06]

  [K-길-06] 학습자는 윤동주의 「길」에 대한 반응에서 자기 민족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민족 정체성은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을 보여주는 

부분으로써 어떤 민족에 속해있다는 소속의식을 느끼게 한다. 이 학습자는 ㉠

에서 ‘선조들이 대단하고 자랑스럽다’고 하였으며, ㉡에서는 박노해의 시의 구

절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윤동주의 「길」은 학습자의 민족 정체성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

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말로 된 좋은 시를 읽다 보면 민족에 대한 감정이 많

이 느껴진다.”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복수적인 문화적 가치들이 뒤섞

여 혼재하는 가운데서 민족의 언어로 된 작품을 읽는 경험은 민족 정체성에 

대해 상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K-길-06] 학습자가 시 텍스트와 

형성하고 있는 이러한 연대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민족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

하게 한다. 다음 학습자의 양상에서도 조선족 학습자가 경험하는 이중정체성

을 확인할 수 있다. 

윤동주의 시에는 자아에 대한 성찰이 많이 담겨 있다. ㉠이 시에서 길을 찾는

다는 것은 자기 근원에 대한 고민으로 볼 수도 있다. 나는 이 시를 읽으면서 

문득 나의 근원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접목의 아픔을 극복하고 현재는 

잘살고 있지만 그런데도 내가 가는 길 위에서 나의 근원에 대한 질문을 던지

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온다. 친구들과 떠난 무한(우한, 武漢) 여행에서 호텔에 

들려고 우리의 신분증(주민등록증)을 직원에게 보여줬더니 조선어(한국어)와 

한어(漢語)로 병렬 표기된 신분증을 보고, 확실히 중국 사람이 맞는지 캐물었

다. 그때 우리는 직원에게 적극적으로 우리의 국적을 어필해야 하는 아이러니

한 상황을 겪었다. 그리고 한국에 갔을 땐 쇼핑을 하는데 내 말투가 이상하다

고 직원으로부터 아니꼬운 시선을 받은 적도 있다. 분명 내 돈을 주고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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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해주는 건데 그런 시선을 받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런 일들이 있

을 마다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나는 

우리가 특수한 신분이라는 것을 잘 안다. 그렇지만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면서 

맞닥뜨리는 순간순간들은 여전히 접목의 아픔을 되새기게 한다. [K-길-19]

  [K-길-19] 학습자는 자기가 직접 겪은 문제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돌아보

고 있다. ㉠을 보면 학습자는 길을 찾는 것을 근원을 찾는 것에 연결시키고 

있으며, 그로부터 다시 자기 근원의 문제에 질문을 던진다. ㉡과 ㉢을 보면 학

습자는 조선족을 ‘접목의 아픔을 겪은 민족’으로 묘사하고 있다. 접목은 ‘나무

를 접붙임’ 또는 ‘둘 이상의 다른 현상 따위를 알맞게 조화하게 함을 비유적으

로 이르는 말’을 뜻한다. 이것은 학습자가 조선족의 이주의 아픔을 표현한 것

이다. [K-길-19] 학습자는 자신이 조선족으로서 겪었던 문제를 중국 여행과 

한국 여행에서 있었던 구체적 사실을 통해 설명하고 있으며, 확인받지 못하는 

자신의 존재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경험을 서술한다.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이

런 문제는 학습자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스스

로 질문하게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조선족들이 이와 같은 정체성 

혼란의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인간은 ‘나’를 알아가고 싶은 보편적인 욕망을 

가진 존재이다. ‘나’가 잘 드러나 있는 윤동주의 시는 학습자로 하여금 자기 

응시에 주목하게 하고 자기에 대한 물음을 던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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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현대시 교육의 설계

  이 장에서는 Ⅲ장에서 살펴본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 현대시 읽기 양상을 바

탕으로 하여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현대시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경험에 따른 읽기 양상의 다양성을 살펴보기 

위해 한족 학습자와 조선족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Ⅲ장의 양상

을 통해서 학습자 개인의 경험이 다양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단에 따

른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족과 조선족 학습자 

간의 차이는 주로 학습 경험의 차이,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 정체성 인식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두 집단 학습자의 시 읽기 양상

을 함께 다룬 것은 어느 집단의 학습자가 더 우수한 시 읽기를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한국어교육에서 학습자가 달라짐에 따라 문학 읽기

의 양상이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따라서 교육 설계에

서 한족과 조선족을 중국인 학습자라는 통합적 범주에 놓고 다루면서도, 두 

집단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교육적 처치가 필요할 경우 따로 설명하는 방

식을 취한다. 

1.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현대시 교육 목표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 현대시 텍스트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넘어 

시 텍스트와 구체적 관계를 맺는 체험을 통해, 시를 내면화하여 새로운 가치

를 발견하고 학습자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한국 현대시 읽기 교육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실제 학습자의 읽기 양상을 살펴보면 텍스트의 지시적 의미 이해에 

실패하여 시 읽기를 포기하거나, 시의 의미는 이해했더라도 자신과의 관계 맺

기에서 실패한 학습자들도 있었다. 시 읽기를 포기하는 문제는 한족 학습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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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언어 숙달도가 낮은 학습자에게는 외국어 

텍스트인 한국 시를 읽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는 문제에서 비롯된다. 모르는 

어휘에 여러 번 부딪히거나 시의 의미가 파악되지 않으면 시 읽기에 대한 흥

미는 자연히 사라지게 된다. 한편, 시의 의미는 이해했지만 자기와의 구체적 

관계 맺기로 이어지지 못하는 양상은 한족 학습자와 조선족 학습자에게서 모

두 나타나고 있었다. 한족 학습자의 경우 외국어 문학인 한국 시 텍스트에 거

리감을 느껴 자신의 지평에서 시 텍스트를 거부하는 문제가 있고, 조선족 학

습자는 텍스트와의 관계 맺기에서 개인적 주관화에 빠져 텍스트의 위치가 불

분명해지는 문제가 있다. 

  이외에 시 텍스트에 대한 반응은 형성하였지만 피상적인 차원에 머물러 구

체적인 의미 구성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 작품의 배경이나 작가에 대한 

정보에 지나치게 의존하려 드는 경우도 있었다. 학습자들은 정전적 해석에 의

해 형성된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어

려워했다. 시 텍스트는 타자의 언어로 되어 있고 시에는 화자라는 타자가 존

재한다는 점에서 시 읽기는 시의 타자성과 학습자의 주체성 간의 상호교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학습자들이 자신의 세계에만 갇혀 타자성

을 인지하지 못하는 양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조선족 학습자의 경우 

한국 시 읽기의 과정에서 정체성 혼란의 문제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반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한 학습자는 텍스트의 지시적 의미를 이해할 뿐

만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시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구성하면서 시 텍스

트와 충분히 상호작용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가 주체가 되

어 능동적으로 시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은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시 

읽기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시에 자기를 투입하는 읽기 활동은 시 속의 상

황이나 화자에 적극적으로 감정이입하여 시의 세계를 스스로 관찰하고 반응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 능력을 심화시킬 수 

있다. 학습자는 텍스트와 관계를 맺을 때 과거 기억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경

험을 조회하기도 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상상을 통해 미리 경험해보는 

과정을 거친다. 즉, 텍스트와 관계를 맺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학습자 자신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상상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를 통해 텍스트에 대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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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이 다양해져 학습자는 풍부한 문학 감상을 할 수 있게 된다. 

  학습자는 한국 현대시 텍스트를 통해 자신과는 다른 낯선 타자의 체험을 만

나게 되는데, 타자와의 만남은 자기를 새롭게 인식하게 하며 변화를 촉발할 

수 있게 한다.1) 시 텍스트 속의 어떠한 자질이 학습자에게 와 닿을 때 학습자

는 그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고, 동시에 자기를 인식하게 된다. 이때 학습자는 

자신의 지평에 닿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와의 상

호작용 속에서 내면화한다. 낯설고 이질적인 것과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소통

을 통해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자기성장을 도모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학습자가 경험하는 시 텍스트와의 갈등은 한족 학습자와 조선족 학

습자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공통적으로 두 집단의 학습자는 

시 텍스트가 자신과 다른 시대적 배경을 가진 시인이 쓴 과거에 쓴 작품이라

는 점, 자신과는 다른 타자의 삶이 담겨 있다는 점 때문에 갈등을 경험한다. 

이러한 갈등은 외국어 문학교육과 자국어 문학교육에서 모두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 양상이다. 문학 작품을 읽는 독자는 작품을 통해 자신과는 다른 세계, 

행동 방식, 세계관을 마주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보편적인 갈등도 있지만 

한족 학습자와 조선족 학습자의 집단에 따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갈등도 존

재한다. 문학 작품을 읽는 독자가 보편적으로 겪을 수 있는 갈등 외에 한족 

학습자는 자국문학과 외국문학 사이의 이질성으로 인한 갈등을 경험하고, 조

선족 학습자는 이중 정체성으로 인한 갈등을 경험한다. 학습자들이 경험하는 

이러한 갈등은 텍스트와의 소통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시 

텍스트와 소통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상호문화 소통의 능력의 신장으로 이어지

며 상호문화적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어떠한 작품이라도 그 중요성은 고유한 가치 체계를 가진 특정한 개인에 의

하여 재창조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주어진 작품의 의미에 대

한 ‘타당한’ 해석이 반드시 하나여야 할 필요는 없다.2) 따라서 학습자 고유의 

경험역이 다름으로 인해 시를 다양하게 읽는 것이 사적 읽기가 아닌 교육의 

1) E. Hall, 최효선 역, 『침묵의 언어』, 한길사, 2000, p.53.

2) L. M. Rosenblatt, 김혜리·엄해영 역, 『탐구로서의 문학』, 한국문화사, 2006,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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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모어 학습자나 조선족 학습자는 한국 현

대시를 개인적으로 찾아서 읽기도 하지만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한족 

학습자가 개인적으로 시를 찾아서 읽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때문에 특히 

더 교육의 장에서 학습자의 다양한 읽기가 인정받을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

이 구안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한국 현대시 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자 한다. 

  

  첫째, 학습자가 시 텍스트와의 구체적 관계를 맺는 주체가 되어 능동적 시 

감상을 할 수 있다.

  둘째, 학습자는 한국 문학 텍스트에 대한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 균형적인 

시각을 확보할 수 있고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셋째, 학습자는 화자를 통한 체험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적 태도를 형성

할 수 있다.

2.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현대시 교육 내용

  이 절에서는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와 구체적 관계를 맺으면서 소통하고, 그

로부터 텍스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제시하

고자 한다. 학습자가 시를 읽는 과정은 복합적인 요소들의 작용 속에서 이루

어지기 때문에 그 단계를 명확히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 

읽기 주체인 학습자가 교실이라는 상황맥락 속에 놓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한 단계를 설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 단계는 단선적인 것이 아니며, 

시 읽기의 시작부터 끝까지 반복되기도 하고, 끝난 후에 다시 되돌아보는 재

점검의 과정을 거치는 회귀적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 현

대시 교육의 내용을 ‘시 텍스트 형상화 방식 인식’, ‘학습자 사회문화적 맥락의 

객관화’, ‘타자 이해 및 정체성 형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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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텍스트 형상화 방식 인식

  학습자가 시 텍스트와 구체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텍스트의 형상화 

방식을 인식하고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Ⅲ

장의 양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부 학습자들은 텍스트의 의미 파악에서 어

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시 텍스트에 대한 구체적 체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텍스트의 지시적 의미와 텍스트 문맥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

요하다. 

  시의 언어는 언어의 조직에 있어서 일상의 언어와 구별되며, 시어에 의한 

리듬, 이미지, 어조는 의미를 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시는 언어의 다양

한 국면에 의존하고 또 그것들의 유기적 관련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에서 고도

로 조직화된 언어로 구성된 텍스트이다.3) 학습자들이 이러한 시의 언어를 이

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한족 

학습자는 더욱 그러하다. 조선족 학습자는 이중 언어 학습자로서 한국어 자체

에 대한 지식이나 한국어의 문학적 표현에 대한 지식을 일정 수준으로 갖추고 

있기에 텍스트 이해에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자신의 언어 감각이나 텍스트 

문맥에 의한 유추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이 부족한 한족 학습자는 

텍스트 의미 이해 단계에서 실패할 수 있다. 따라서 한족 학습자에게는 시어

나 시구의 사전적 의미 이해에 관한 교육 내용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물론 

시에서 중요한 것은 일차적 의미를 토대로 문맥에 의해 연상되는, 텍스트 자

체가 환기하는 비유적·상징적 의미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미는 어디

까지나 시의 기본적 의미에 의존해 확립되는 것이므로 일차적 의미에 토대를 

두지 않는 이차적 의미는 공허한 논의가 될 수 있다.4) 그러므로 텍스트와 학

습자의 구체적 관계 맺기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우선 시의 지시적 의미를 파

악하여야 한다. 이것은 시의 축어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한국 현대시를 읽는 학습자는 진공 상태에 존재하지 않으며 세계와의 역동

적 관계 속에 존재하므로 학습자의 언어 사용은 학습자가 세계와 관계를 맺는 

3) 유종호·최동호, 『시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 작가, 2005.

4) 김정우, 『시 해석 교육론』, 태학사, 2006,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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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의 영향을 받는다. 즉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 시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한국’을 알아야 한다. ‘한국’에 대한 지식은 

한족 학습자와 조선족 학습자에게 모두 필요한 것이다. ‘한국어’ 지식만으로 

읽을 수 있는 시들이 많지만 ‘한국’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 더욱 풍부한 감상

이 가능해진다. 윤여탁은 송경동의「석유」를 예로 들어, ‘모기를 죽이는 것도

/ 뱃속 회충을 죽이는 것도 그였다’라는 부분을 이해하려면 과거에 모기나 해

충을 잡기 위해 석유를 섞어 만든 살충제를 뿌리거나 모기의 유충인 장구벌레

가 많이 사는 물웅덩이에 석유를 뿌렸던 기억, 기생충약이 널리 보급되기 전

에 회충약 대신 석유를 마셨던 기억이 공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5) 시가 특정 

상황에서 탄생한 산물인 것처럼 학습자 역시 특정 상황 속에 존재한다. 중국

인 학습자와 한국 시 텍스트 사이에는 시공간적 거리가 존재한다. 학습자는 

한국과 중국이라는 공간적 차이,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적 차이로 인해 텍스트

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텍스트의 생산 맥락과 학습

자의 현재의 맥락 사이의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생산 맥락에 관한 

지식이 정보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학습자들은 한국 현대시의 언어 맥락, 문화적 합의, 텍스트의 비문자적 자질

에 대한 배경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텍스트 이해가 가능해진다. 학습자는 시적 

어휘나 표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시 텍스트 속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지식도 갖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텍스트와 학습자의 

구체적 관계 맺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시 텍스트의 형상화 방식에 대해 

인식하는 것을 첫 번째 교육 내용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2) 학습자 사회문화적 맥락의 객관화

  텍스트의 생산·해석 과정에는 다양한 사회문화 맥락이 자동적으로, 무의식적

으로 작용하며, 작가나 독자에 의해 관련성이 높은 사회문화 맥락이 의식적으

로 도입되기도 한다.6) 따라서 학습자가 시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은 

5) 윤여탁, 「시 교육에서 학습 독자의 경험과 정의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39,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7, p.279.

6) 이재기, 「맥락 중심 문식성 교육 방법론 고찰」, 『청람어문교육』 34, 청람어문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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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속한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학습자는 

그러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시 읽기에 적용하게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시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 얼마나 적절한 맥락을 동원하는가의 문제

인데, Ⅲ장의 학습자의 읽기 양상을 살펴보면 맥락이 적절하게 동원되지 못하

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은 한족 학습자와 조선족 학습자를 나누어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한족 학습자는 텍스트와 연관되는 자신의 맥락을 활성화하는 데 어려

움을 겪고 있다. 학습자들은 작가의 정보와 작품의 창작 배경을 바탕으로 작

품 분석을 진행하던 기존의 문학교육의 영향을 받아 문학 작품을 문제 풀이 

대상으로 간주하고 하나의 정확한 답만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텍

스트와 자기의 접점을 찾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텍스트와의 역동적인 관계 속

에서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한족 학습자들은 시 텍스트에 

대한 반응에서 “작가는…것이다.”, “아마…것이다”등 불확실한 단정을 나타내

는 표현을 많이 씀으로써 자기의 반응에 여지를 두었으며, 텍스트에 자기를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입장에서 텍스트를 관찰하려고 한다. 한족 학

습자들은 학습자가 주체가 되는 능동적 시 읽기 방식 자체에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한족 학습자에게는 자신의 정서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기존의 문학교육의 습관화된 틀에서 벗어나 자기의 맥락에 의해 텍

스트 의미를 구성할 수 있게 학습자의 상상력을 자극할 필요가 있다. 

  조선족 학습자는 한족 학습자에 비해 텍스트 의미를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

하였으며 자기의 감정을 잘 투사하였다. 시 텍스트에 대한 반응을 보면 한족 

학습자에 비해 자기의 정서를 드러내는 표현을 많이 쓰고 개인적 경험을 적극

적으로 투영하기도 한다. 하지만 시의 전반적 이해에 근거해 자기 맥락을 활

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특정 요소에 지나치게 집중하거나, 또 개인적 맥

락에 지나치게 치우쳐 텍스트에 근거한 읽기에서 벗어나는 문제점을 보였다. 

학습자가 텍스트와 관계를 맺을 때 중요한 것은 경험들 사이의 접점을 찾고 

그것을 합리적인 범주에서 구체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족 학습자의 문제

점은 학습자가 합리적인 범주에서 텍스트와 자신의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단

회, 2006,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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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인 안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현대시에 대한 학습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시 읽기 활

동 자체가 동기 부여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많은 학습자들이 자

율적인 표현에 어려움을 느끼고 텍스트의 외적 정보에 의존하려 하였다. 한족 

학습자와 조선족 학습자는 공통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편향적으로 한국 현대시 읽기에서 적용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조사 과정에 작가 정보나 창작 연대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지만 학습자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배경지식을 활용하거나 혹은 추측하는 것을 통해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활용하였다. 작품의 의미와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자기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녹여낸 학습자도 있었지만 많은 학습자들이 시대적 

배경에만 의존해서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였다. 시인의 창작 배경이나 창작 

경향에 대한 정보는 텍스트의 의미 구성에 활용될 수 있지만 이러한 정보에 

의존할수록 학습자자의 자율적인 표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7) 물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문학교육이라는 점에서 볼 때 시 

텍스트와 연관된 문학사 교육도 일부분 필요하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문학의 역사를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학습자의 

관점을 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8)

  학습자들의 텍스트 의미 구성 과정에는 여러 가지 맥락이 동원되는데, 맥락

이 어떻게 활성화되느냐에 따라 시 읽기 결과가 달라진다. 학습자가 자신의 

맥락을 합리적 범주에서 객관적으로 시 읽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읽

기에 어떤 맥락이 관여하였는지, 자신이 왜 그렇게 읽었는지에 대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자기의 읽기 결과를 성찰하는 것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의 사

회문화적 상징의 의미를 통찰하고 비판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7) 민재원은 학습자가 작가의 삶과 작품의 성향을 먼저 학습한 후 작품을 읽게 될 경우 학

습자의 직접적인 상황 구성에 크게 기여하는 바가 없을 수 있으며, 작가의 아우라가 작

품에 전이되어 그 작가의 작품군에 대해 무조건적인 긍정을 할 수 있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백석을 먼저 알고 나서 백석의 작품이 궁금해진다기보다는 

“백석의 작품을 읽다보니” “도대체 그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진다고 하는 것이 더 자

연스러운 것이라고 하였다. 민재원, 「시 읽기 교육에서 정서 체험의 구조와 작용 연

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p.158.

8) 윤대석, 「문학교육에서 바라본 문학사」, 『민족문학사연구』 56, 민족문학사학회·민족

문학사연구소, 2014,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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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한다. 

(3) 타자 이해 및 정체성 형성

  학습자는 시 텍스트에서 다양한 타자와 만나게 되는데, 그러한 타자는 학습

자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한다. 학습자들은 타자와의 비교를 통해 

자기의식 속에서 문제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고 자기에 대

한 이해, 세계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면서 지평을 넓히며 긍정적인 변화를 가

져올 수 있다. 

  학습자는 시 텍스트를 통해 때로는 자신과 비슷한 모습의 타자를 발견하고 

때로는 모순적인 타자를 발견한다. 타자와의 만남은 자기 자신에 대해 해석하

는 과정이자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Ⅲ장의 양상을 살펴보

면 타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학습자들이 있는 반면,  

타자를 비판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소통을 거부하거나 타자와의 소통 과정에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는 학습자들도 있었다. 학습자들이 타자와의 만남에서 

경험하는 갈등을 한족과 조선족으로 나누어볼 때, 한족 학습자는 주로 이질성

으로 인한 갈등을 경험한다. 한족 학습자들은 주로 자문화와 타문화의 차이, 

그리고 텍스트 속 타자와 자기 자신의 차이로 인한 정의적 거리 때문에 갈등

을 경험한다. 반면 조선족 학습자는 이러한 문제 외에 정체성 혼란의 문제를 

경험하기도 한다. 

  학습자들은 타문화와 소통할 때 자문화가 각인된 상태에서 목표 문화의 사

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문화 간의 의사소통 상황은 언제나 두 문화가 

중첩되어 나타나게 되는데, 자문화는 우월하고 타문화는 열등하다는 자문화 

중심주의를 경험하거나 문화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 문학 작품을 객관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문학 작

품을 잣대로 삼아 한국 문학 작품을 판단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된다.9)

9) 김영,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고전시가 교육 연구: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 활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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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는 중국 시에 비해 깊은 뜻을 포함하는 것 같지 않다. [C-꽃-08]

  [C-꽃-08] 학습자는 한국 시와 자국 시를 비교하면서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자국 문학 우월주의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양상이 한족 학습자

에게서 두드러지는 이유는 한족 학습자가 『어문(語文)』이라는 단선적 교육

의 영향을 받았다면, 조선족 학습자는 중국어로 된 『한어(漢語)』와 조선어

(한국어)로 된 『조선어문』의 이중 교육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조선족 

학습자는 중국 문학, 한반도 문학, 조선족 문학을 복합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한족 학습자에 비해 한국 현대시에 대해 방어적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낮다. 

이처럼 자국 문학을 기반으로 형성된 학습자의 지평이 새로운 문화를 마주하

여 갈등을 겪을 대 타문화를 거부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학습자는 자

문화를 성찰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타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자기의 인식을 돌아보고 세계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추구해야 하

는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외국 문학교육에서는 학습자의 이러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학습자가 타문화에 대한 방어적 태

도에서 벗어나 상호문화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들은 자문화와 타문화의 이질성으로 인한 갈등 외에 학습자와 텍스트 

사이의 정의적 거리 때문에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Ⅲ장의 양상을 살펴보면, 

현재의 시각으로 화자가 처한 상황을 판단하거나, 자신과 다른 행동을 취하는 

화자에 불만을 표시하는 학습자들이 있었다. 모든 학습자가 화자에 공감하고 

화자의 상황을 납득하는 것은 아니며, 학습자와 시 텍스트의 만남에는 어쩔 

수 없이 갈등이 존재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극복하

는가의 문제이다. 시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작가가 독자와 소통하고자 하는 의

미를 담은 발화이다.10) 타문화의 만남에서 이해불가능성에 부딪쳤을 때 좌절

하거나 사고를 중단하는 것이 아닌 공동의 의미를 모색하는 것은 새로운 물음

을 유발하며, 이는 학습자가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11) 학습자는 자기의 반응에 스스로 ‘왜 이런 반응을 했는지’ 질문을 던지

10) R. A. York, The Poem as Utterance, Methuen: London and New York, 1986, 

pp.9-10.

11) 김예리나, 「학습자 경험을 활용한 한국어 상호문화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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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자신에게 갇힌 주관적 이해를 극복하고, 텍스트에서 느낀 이질감, 낯섦에 

대한 정의적 거리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조선족 학습자는 한국 현대시를 읽는 과정에 이중 정체성의 문제를 경험하

기도 한다. 조선족 학습자들은 시 텍스트 속의 타자와의 만남에서 ‘우리는 누

구인가’의 물음을 제기하게 되는데, Ⅲ장의 양상을 살펴보면 윤동주의 시에 대

한 반응에서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현대사회는 전통사회와 달

리 개인들의 동질성이나 유사성보다, 강화된 정체성과 고양된 능력을 지닌 다

양한 개인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을 이상적인 통합의 요건으로 본다.12) 현대 

사회는 다양한 문화가 혼재하며 ‘나’와 ‘타자’의 영역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는 

시대이다. ‘경계인’의 위치에 있는 조선족 학습자에게 필요한 것은 정체성을 

명확히 구분 짓는 것보다는 다원적 정체성을 탐색하여 확장된 세계관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족 학습자들이 근대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삶

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

  뱅크스(J. A. Banks)는 문화정체성의 발달을 6가지 단계로 제시하는데, 이 

중 가장 높은 단계는 ‘세계화와 세계화 능력(Globalism and Global 

Competency)' 이다. 이 단계에서 개인은 명확하고 성찰적이며 긍정적인 민족

적·국가적·세계적 정체성을 가지며, 타문화뿐만 아니라 자문화 안에서 효과적

으로 기능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능력 또한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 단계에 도달한 사람은 민족적·국가적·세계적 정체성, 헌신, 문식성, 행

동에 있어서 이상적이고 섬세한 균형을 유지하며 보편적인 민족적 가치와 인

류 보편의 원칙을 내면화하고, 이러한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데 필요한 기술, 

능력, 헌신의 태도를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13)

  중국인 학습자는 다양한 문화가 혼재한 환경에 처해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은 여러 민족 사이의 갈등과 전쟁, 교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융합되

면서 이루어진 다문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오랜 세월의 발전과 변천을 거쳐

서 지금의 서로 다른 민족이 형성된 것이다. 특히 대학생이 된 한국어 학습자

논문, 2018, p.100.

12) 차윤경, ｢세계화 시대의 대안적 교육모델로서의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연구』 

1-1, 한국다문화교육학회, 2008, p.16.

13) J. A. Banks, Teaching Strategies for Ethnic Studies(8th ed.), Pearson education, 

Inc., 2009,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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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학교에서 56개의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생활할 뿐만 아니

라 한국어라는 제2언어 환경에 부단히 노출된다. 또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문화의 유동성과 가변성을 경험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학습자들은 자문화에 갇힌 폐쇄된 정체성이 아니라 개방적으로 소통하려는 

정체성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3.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현대시 교육 방법

이 절에서는 앞서 제시한 한국 현대시 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따른 교육 방법

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학습자가 교실이라

는 교육의 장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실이라는 환경

에서 학습자의 능동성과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교육 방법을 설계

하였다. 그동안의 한국어 문학교육은 학습자 간의 횡적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해석 정전과 교사의 권위에 지나치게 의존하였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한국 문학 텍스트를 지식의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장기적인 차

원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실제 한국어 문학교육의 이러한 문제점은 

학습자가 자기 생각을 능동적으로 표현하고 상상력을 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

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기존의 수업에서는 선생님께서 다 알려주고 말씀해주셔서 기계적인 열독 같

았다. 그런데 이번 활동에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하면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다 담을 수 있어 좋았다. [K-길-13]

문제 풀이가 아니라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서 진짜 좋았다. [C-꽃-10]

  

  위 학습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한 표

현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래전 인상 깊게 읽었던 작품은 시간이 

지나도 기억되기 마련인데 학습자의 개인적 감정이 배제된 기존의 문학교육은 

‘좋은 인상’을 남기면서 오랫동안 기억될 수 없다. 학습자가 한국 문학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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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관심은 곧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차이

를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상호문화 주체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열어준다. 

본 연구는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는 현대시 교육 방법으로 

‘스키마의 활성화를 통한 경험의 연결 짓기’, ‘역할 몰입을 통한 시적 정서 체

험하기’, ‘대화적 읽기를 통한 반응 조정하기’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스키마의 활성화를 통한 경험의 연결 짓기

  한국 현대시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시에 대해 학습자가 적극적인 반응을 형

성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학습자의 스키마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활동이 필

요하다. 학습자의 반응이 형성되는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극적인 반응이 형성되는 전제 조건은 텍스트의 1차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

하는 것인데, 일부 학습자들이 텍스트의 의미 파악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일부 한족 학습자에게 한국 시 텍스트의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은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의미 파악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

습자에게는 시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시에 대한 문학 지식을 교사가 학습자에게 직접 전달하여 텍스트 의미 

이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구성주의 시각에 따르면 학습자에게 정보를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자의 능동적 태도를 위해 교사는 지식의 일방

적 전달자가 아닌 학습자의 조력자가 되어 학습자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서 텍스트의 의미 구성을 도와주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의 기

대지평을 형성시켜줄 수 있는 발문 전략을 통해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스키마

를 활성화하고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질문과 대화로 이루어진다. 가다머(H. G. Gadamer)는 

질문은 텍스트 앞에 자신을 여는 행위이며, 대화는 질문을 바탕으로 한 끊임

없는 해석의 연속이라 보았다. 적절한 발문은 학습자가 학습 내용과 실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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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의 명시적 정보 인식과 관련된 질문

◎ 이 시를 3번 꼼꼼히 읽어보고, 자신이 모르는 어휘, 구절이 있으면 표기하세

요. 친구와 서로 모르는 부분을 이야기해보고, 그래도 모르는 부분은 카드에 적

어주세요.

◎ 시의 내용을 요약해서 적어주세요. 

▸학습자의 스키마 활성화를 위한 질문

◎ 부모님을 혼자 기다려본 경험이 있나요? -「엄마 걱정」

◎ ‘꽃’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꽃」

◎ ‘길’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길」

◎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리거나 소망한 적이 있나요?-「모란이 피기까지는」

◎ ‘그늘’, ‘햇빛’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해주고, 주의 집중을 촉진하며, 학습자의 수업 참여도를 

높인다. 또한 교사는 학습자와의 적절한 대화 전략을 통해 학생의 성취 수준

을 높일 수 있다.14) 교사는 교실과 학습자, 그리고 텍스트에 따라 유동적으로 

발문을 조정해야 하는데, 학습자를 지목하여 발언 기회를 주면서 사진이나 영

상 자료 등 보조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발화를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사진이나 영상의 내용은 텍스트 이해에 필요한 객관적 지식에 대한 

것이 될 수도 있고 학습자의 경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발문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이상의 질문은 예시이며, 교사는 교실과 학습자, 그리고 텍스트에 따라 유동

적으로 발문을 조정해야 한다. 학습자가 발화를 어려워할 때는 정답을 바로 

알려줄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야 하며, 

앞의 발문에서 파생되는 다른 발문으로 이어서 할 수 있어야 한다.15) 교사의 

발문은 학습자들의 현대시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고 학습자의 지평과 텍스

14) P. D. Eggen, & D. P. Kauchak, 임청환·강영하·권성기 역, 『교사를 위한 수업 전

략』, 시그마프레스, 2014, pp.83-92.

15) 김상수는 한국어 교사의 발문 전략을 크게 ‘단계성 전략’과 ‘명료성 전략’으로 나누고 

세부적 전략으로는 ‘지목하기’, ‘도움주기’, ‘응답내기’,‘ 연속 발문’, ‘발문 재조정’, ‘명료

화 요구’, ‘발문 반복’, ‘재진술’이 있다. 김상수, 「한국어 교사 발화에 나타난 발문 전략 

연구」, 『한국어학』 60, 한국어학회, 2013, pp.17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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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지평이 일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학습자가 텍스트의 지시적 의미를 파악하였다면, 자기 맥락에서 텍스트를 

관찰하고 시적 대상을 포착하여 텍스트와 구체적 관계를 맺기 위해 자기의 사

유를 구조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시적 대상을 포착하게 되면 학습자는 그와 

관련된 경험을 환기하게 된다.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과 체험으로부터 대상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환기인데, 그동안의 한국 현대시 교육에서는 학습자가 시

와 맺는 고유하고 개별적인 관계 속에서 환기되는 대상이 무엇인지는 큰 관심

을 두지 않았다. 텍스트 분석에 익숙해진 학습자는 자기가 개입하여 텍스트와 

관계 맺는 것을 어려워했고 반응을 정교하게 형성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학습자들에게 시어를 통해 연상되는 이미지, 또는 상징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나열해보게 할 수 있는데, 글자로 적는 활동보다는 마

인드맵(mind map) 그리기 활동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마인드맵은 1971년 영국의 토니 부잔(T. Buzan)이 개발한 방법으로, ‘생각

의 지도’로 번역할 수 있다. 이는 읽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기억하는 모든 정

보를 자기만의 독특한 이미지나 핵심 단어, 색상 및 상징적 기호 등을 통해 

자유롭게 펼쳐 보이면서 독창적이고 종합적인 구조로 조직화하는 것을 말한

다.16) 마인드맵은 무질서하게 나열된 학습자의 반응을 범주화하고 조직할 수 

있어 자신이 포착한 것이 다른 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학습자들은 마인드맵 그리기를 통해 생성한 개별 이미지들 중 중심 이

미지를 전경화하고 이미지들 가운데 자신이 구축할 의미 맥락에서 무가치한 

것을 후경화하는 구조화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17) Ⅲ장의 양상을 보면 

학습자들의 반응이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면서 구체화되지 못하거나 개인적 주

관화에 빠져 텍스트의 읽기 방향을 벗어나는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인드맵은 학습자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구조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학습자

의 상상 공간을 구체화활 수 있기 때문에 시 텍스트와 자신의 접점을 찾고 텍

스트와 구체적 관계를 맺는데 효과적이다.

16) 김윤정, 「마인드맵을 활용한 초등학생의 미술 감상능력 신장 방안」 , 『미술교육연구

논총』 16, 한국교육대학교 미술교육학회, 2004, p.34.

17) 조은혜,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한 시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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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할 몰입을 통한 시적 정서 체험하기

  학습자가 시 텍스트에 대한 1차적 반응을 형성했다면, 역할 몰입을 통해 시

적 정서를 체험하는 단계가 뒤따라야 한다. 학습자는 시적 화자가 되어봄으로

써 시인의 상상 과정을 따라가면서 화자의 정서를 파악하고 체험할 수 있다. 

역할 몰입을 통해 화자를 추체험하는 것은 자신에게 낯선 타자의 삶의 맥락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새로운 경험으로 학습자의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러

한 경험은 학습자가 타자로 대상화된 다양한 것들의 고유성을 인식하고 인간

의 삶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 

  텍스트와 자신의 접점을 찾고 자기의 경험을 조회하여 텍스트 의미를 재구

성하기 위해서는 화자가 처한 상황이 무엇이고,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는 무엇

인지 파악하여야 한다. 화자의 관점을 알고 텍스트 전체를 알아야 텍스트를 

벗어나지 않는 합리적 범주에서 자기 경험을 조회하고 텍스트와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Ⅲ장의 양상을 보면 한족 학습자들은 시적 세계에 자기를 

투사하는 것을 어려워했고, 조선족 학습자들은 개인적 경험을 지나치게 개입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학습자들로 하여금 화

자의 역할에 몰입하여 화자의 입장에서 시적 세계를 파악해보고 화자의 시각

으로 발화에 나타난 체험을 상상하여 구성해보는 단계가 필요하다. 시적 화자

를 구체적인 삶을 가진 하나의 존재로 상정하여 그의 감각과 정신에 의해 시

적 상황을 체험하고 시적 대상을 마주해야 한다. 이러한 상상을 통해 시적 화

자의 정서에 몰입하는 것이 감정이입이고, 그것이 가능해야 시적 화자의 발화

를 온전히 이해하며 더 나아가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다.18)

  

우리의 삶에서는 좋은 일과 기쁜 일만 있을 수 없다. 스스로 실패와 어려움도 

겪어봐야 다른 사람의 아픔과 불행을 제대로 느껴질 수 있고 진정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고통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다. 시에서 

주인공은 누군가의 슬픔과 고통을 보듬어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 내가 만

약에 화자라면 주변의 사람이 힘들 때 당연히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나의 부

18) 박정하, 「시적 화자-되기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15,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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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한 점을 다른 사람을 통해 채워가면서 그렇게 서로서로 도우면서 좋은 인

연들을 만들어가고 싶다. [C-내가-09]

  [C-내가-09] 학습자는 화자가 어떤 사람인지 상상하면서 화자에 대해 평가

하고 있으며, 화자에 몰입하여 자신의 정서를 형성하고 있다. ‘나 역시 화자라

면’은 학습자는 이러한 경험이 없지만 화자를 통해 의사 체험을 하고 그에 대

한 자신의 반응을 보인 것이다. 화자는 발화의 주체로서 모든 시에 존재하며 

시를 특징 지을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한다. 화자는 텍스트 구조, 표현, 방법, 시

어, 이미, 율격 등을 선택하는 기준이며, 시의 핵심적 구성원리가 된다.19) 따

라서 학습자가 시를 이해할 때 화자는 중요한 매개이며, 텍스트 내에 빈자리

로 남아 있는, 화자의 감정이나 겪은 경험 등을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시를 깊

이 읽는 체험으로 이끌 수 있다.20) 따라서 역할 몰입을 통하여 학습자가 화자

가 되어 화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체험하는 것은 시인이 전하는 바를 효과적으

로 이해할 수 있게 하며, 시적 화자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적극적으로 

형성할 수 있게 한다. 

나는 사실 시속 아이와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금 간 창틈’이라고 했

는데, 요즘도 이런 집에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 대부분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산다. 하지만 내가 이 아이의 상황이라면, 이 아이처럼 가난하고 춥고 좁고 

축축한 방에서 혼자서 엄마를 기다려야 한다면 많이 무섭고 외로울 것 같다. 

생계를 위해 아이만 남겨두고 장사하러 가는 엄마의 마음도 무척이나 아팠을 

것이다. 마지막 연을 보면 이 시가 과거를 회상하는 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인은 가난을 겪어보았고 수없이 엄마를 기다려보았기에 그 소중함을 잘 알

고 있다. [K-엄마- 20]

T: 활동지에서 가난을 겪어보고 엄마를 기다려보았기에 소중함을 잘 안다고 

했는데, 좀 더 설명해줄 수 있어요?

S: 선생님이 그때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았잖아요. 근데 엄마나 아빠를 

19) 윤지영, 『한국 현대시의 주체와 담론』, 태학사, 2006, p.30.

20) 박정하, 앞의 글, p.21.



- 116 -

기다린 경험은 당연히 있는데 이 시에서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 같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는데, 똑같이 기다린 경험이더

라도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시 분위기가 무거워 보이거

든요. 가난이 주는 쓸쓸함 고독 같은 것이 느껴져요. 가난했기에 소중함을 더 

많이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를 항상 기다리고 항상 바라고 있으

니까. 엄마에 대해 더 애틋했다고 해야 하나…

T: 그럼 요즘 사람들은 부모의 소중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S: 요즘은 점점 무뎌지는 것 같아요. 부모 사이뿐만 아니라 다른 인간관계들

도. 익숙해지면 소중함에 무뎌진다고 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미스 함무라비」

라는 드라마를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거기 보면 ‘완결된 것은 망각하고 미완

의 것은 오래 기억한다.’는 대사가 나오는데 마음에 확 꽂혀서 아직도 너무 

생생해요. 가족은 서로에게 가장 익숙한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 익숙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소중함을 잃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K-엄마- 20]

  [K-엄마-20] 학습자는 우선 자기의 맥락에서는 화자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Ⅲ장을 보면 자신과 화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자기 지평에서만 이해하려는 학습자들이 많았다. 하지만 [K-엄마-20] 

학습자는 자신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화자를 이해 불가능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화자의 역할에 몰입하여 그 장면을 떠올림으로써 화자를 

이해하려고 한다. ‘춥고, 좁고, 축축한 방’이라는 표현에서 학습자가 화자가 처

한 상황을 생생하게 그려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자에 대한 이런 구

체적 상상을 통해 학습자는 화자의 정서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 그리고 추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학습자는 화자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을 대비

하여 현실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본다. [K-엄마-20] 학습자는 자신과 화자가 

각각 다른 상황에 처해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화자는 엄마에 대해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인상 깊게 본 드라마 속 대사를 

환기하는 것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있다. 이때 시 읽

기는 학습자의 일상에 침투하여 단순한 읽기 활동을 넘어선 유의미한 체험 활

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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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연구는 학습자가 역할 몰입을 통해 시적 세계를 파악하는 활동을 

중요한 교육 방법으로 보았다. 학습자가 시적 화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기

회를 주는 것은 시적 세계에 자기 자신을 투사하여 화자의 정서를 심층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화자의 상황을 학습자가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

은 화자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동안 자신에게서 문제시되지 않았던 부분을 

발견하고 자신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성찰적 과정이 될 수 있다. 

(3) 대화적 읽기를 통한 반응 조정하기

  Ⅲ장의 양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학습자들은 자문화에 대한 우월주의

로 타문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었다. 한국과 중국은 비슷하면서

도 다른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데, 두 문화 사이의 차이로 인한 모호성은 학습

자들이 갈등을 겪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때 학습자들은 타문화의 보편적 가

치를 존중하며 자문화가 타문화보다 우수하거나 혹은 열등하다는 사고방식을 

극복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소통적 태도는 

정체성 혼란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도 필요한 것이다. 텍스트와의 소통은 학습

자 자신의 내적 대화, 동료 학습자들 간의 횡적 대화, 학습자와 교사 사이의 

종적 대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대화란 두 주체가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의미에서의 대화가 아니라 다른 관점이나 타인과의 만남을 통

해 자기 자신의 시적 사유 방식을 성찰하고, 새로운 시적 사유를 추동시키는 

상호소통 형태의 대화를 말한다.21) 진정한 대화는 배려를 전제한다. ‘진정한 

대화’는 단순한 이야기나 담화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열려 있으며 이해와 공감

을 갖고 공동의 탐색 활동을 벌여나가는 것이다. 대화는 타협을 전제로 의견

의 일치를 지향하며 공동의 관심사를 발견하고 협동하려 노력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입장은 소통을 비대칭적이고 맥락 의존적인 것으로 보며, 둘

을 이어 줄 수 있는 공약수를 찾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태도, 관계 방식을 중

시하는 방향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22)

21) 최미숙, 「대화 중심의 현대시 교수·학습 방법」, 『국어교육학연구』 26, 국어교육학

회, 2006, p.231.

22) 이준영, 「상호문화성에 기반한 문학 독서교육」, 『한국언어문화학』 12, 국제한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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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학습자는 자기의 반응에 대해 스스로 왜 그러한 반응을 했는지 질문을 

함으로써 내적 대화를 수행해야 한다. 학습자가 특정 경험을 환기하거나, 특정 

장면을 상상했다면 그것에 대한 물음을 다시 던져보게 하여야 한다. “왜 이것

을 떠올렸는가?”, “이 시와 무엇이 연관된다고 생각하는가?” 등의 질문은 학

습자가 자신의 생각을 다시 되짚어보고 추론하면서 감상의 근거를 찾을 수 있

게 하고 텍스트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구성하게 한다. 

  내적 소통이 이루어졌다면 학습자들이 자신의 시적 사유를 공개하고 타인의 

사유와 동등하면서도 횡적인 대화를 통해 시적 사유의 폭을 넓히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23) 따라서 소집단으로 구성된 동료 학습자들 간의 토의를 통

해 앞선 단계에서 재구성한 문학적∙문화적인 인식을 메타적으로 점검하고, 다

른 학습자와의 생각과 비교해봄으로써 체험의 깊이를 심화시키는 단계가 설정

되어야 한다. 소집단 구성원 간의 학습과 소통은 지식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상호문화적 태도의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24) 소집단 토의를 통한 

접근은 자기 반응에 대한 점검의 과정으로서 동료 학습자의 견해를 평가하고, 

그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식을 확인토록 하며, 그 결과 소

통 가능한 이해 결과로 자신의 이해를 조정하는 과정으로서의 성격을 띤다. 

  동료 학습자들 간의 조정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학습자는 조정의 

계기를 제공하는 상대방과 기본적으로 수평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물론 학습

자들 간의 관계가 온전히 대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학습자보다 확실한 권

위를 지니는 교사와의 관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평적이고 민주적이라 할 

수 있다. 동료 학습자간의 조정에서는 학습자는 다른 학습자와의 소통을 통해

서 해석 공동체의 주요 담론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자신의 반응이 담

론의 장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25)

  학습자는 감상문 공유와 소집단 토론을 통해 횡적 대화를 수행할 수 있다. 

한족 학습자는 동료 학습자 사이의 횡적 대화를 통해 서로 의견을 공유하면서 

자민족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타문화에 대해 상호문화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

어문화학회, 2015, pp.201-202.

23) 위의 글, p.241.

24) 김혜민,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교수 전략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p.102.

25) 민재원, 앞의 글, p.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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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선족 학습자는 자신의 시 읽기를 서로 공유하면서 보편적 민족적 가치

를 확인하는 동시에 복합적인 세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복합적인 정체

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학습자가 포착한 경험의 세계는 한계가 따르기 마

련인데, 이러한 한계는 동료 학습자가 포착한 세계와 비교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일부 대학교의 한국어학과는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민족

어로서의 교육과 한족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로서의 교육이 각각 진행되고 있

다.26)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집단과 집단 사이의 감상문 공유가 이루어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민족이 다른 학습자들끼리 갖고 있는 다양한 

시각을 서로 확인하는 것은 문학 감상의 폭을 넓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자

를 존중할 수 있는 상호문화적 소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동료 학습자 사이의 횡적 대화가 진행되었다면 학습자와 교사 사이의 종적 

대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종적 대화는 전문적 안내자로서의 교사와 학습자 사

이에 이루어지는 대화로서 이상적 독자인 교사와 현실적 독자로서의 학생이라

는 차이에 근간을 둔 대화이다. 하지만 이는 학습자에게 특정 의미를 제시하

거나 강요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종적 대화는 앞선 단계의 내적 대화와 

횡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교사의 지도 아래 나누는 것이다. 이

때 교사는 의도적 질문을 던짐으로써 학습자들의 대답을 유도해야 한다. 종적 

대화는 학습자의 해석을 타당한 해석으로 전환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상적 독자와 현실적 독자 사이의 거리를 좁힐 

수 있다.27)

  이와 동시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 교사 사이의 대화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중국 대학교의 한국어 교사는 한족 한국어 교사, 조선족 한국어 교사, 원

어민 한국어 교사로 형성되어 있다. 한국어 교사의 현황은 지역에 따라, 학교

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

는 조선족 교사들이 주축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 유학을 통해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한족 출신 한국어 교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

이다. 원어민 교사는 조선족 교사나 한족 교사에 비해 한국 문학·문화에 대해 

26) 중국의 연변대학교와 중앙민족대학교의 경우 한족을 대상으로 한 조선어학과(한국어학

과)와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조선언어문학학과가 각각 설립되어 있다. 

27) 최미숙, 앞의 글, p.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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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깊이 알고 있어 생동감 있게 가르쳐 줄 수 있다. 문학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교사 개인에 따라서 교육 내용과 방법이 다를 뿐만 아니라 교사의 출신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학습 내용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상호문화적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교사들끼리 활

발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 

  자기 이해와 연관하여 회의하고 심문하고 비판하는 것은 문학을 어렵게 만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겁게 만든다.28) 듀이(J. Dewey) 에 의하면 교육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과정으로 경험은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한다고 하였다.29)

대화적 읽기는 학습자가 자신이 재구성한 의미를 메타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한다. 동료 학습자가 수행한 시 감상은 다른 학습자의 비계로 기능하여 학습

자의 경험을 확대할 수 있으며, 교사와의 상호작용은 시에 대한 이해의 깊이

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소통은 궁극적으로 한국 현대시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게 한다. 

28) 정재찬, 『문학교육의 현상과 인식』, 역락, 2004, p.122.

29) 엄태동, 『존 듀이의 경험과 교육』, 원미사, 2001,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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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문학은 감상과 향유 대상이기에 수용자인 독자의 다양한 읽기가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동안 중국의 한국어 문학 교실을 보면 시는 체험되는 

것이 아니라 명제적 지식으로 교육되어 왔다. 이는 학습자가 시 읽기에서 배

제되어 능동적 시 읽기를 실현할 수 없게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에서 출발하여 한국 현대시 교육에서 학습자가 주체가 되는 능동적 시 읽기를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능동적 시 읽기를 가능하게 하려

면 먼저 시 읽기 과정에서 학습자가 어떤 지점에서 흥미를 느끼고, 어떤 동기

로 인해 시를 읽는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를 읽는 

과정에서 학습자와 작품이 어떻게 연결되고, 학습자의 시 읽기에 영향을 미치

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주목하였다. 학습자의 시 읽기는 문화적 맥락과 학습자

가 축적한 경험 속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학습자 개인에 따라 시 읽기가 달

라질 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러한 점을 살펴보기 위

해 한족과 조선족이라는 두 집단 학습자의 양상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경험의 

개인적 차이와 집단적 차이에 대해 접근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시 읽기 자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학습자의 ‘경험’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학습자의 시 읽기 과정 중 어

떤 지점에서 교육적 처치가 필요한지 살펴보고, 상세한 교육 처치를 마련하기 

위해 실제 학습자의 현대시에 대한 반응 양상을 살펴보았다. 양상을 통해 잘 

드러나지 않았거나 추가적으로 확인할 부분은 학습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보완

하였다. 본 연구는 학습자가 작성한 텍스트 구절 하나하나를 살펴본 다음 각 

문장이 기술하는 현상이나 경험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지를 파악하는 해석학

적 현상학의 연구방법을 택하였다.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 현대시 읽기 교육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먼저 경험

에 관한 논의와 문학 이론을 토대로 시 읽기에서 경험의 개념을 밝히고, 한국

어 학습자의 현대시 읽기 원리를 설정하였다. 한국 현대시 읽기 원리로는 크

게 ‘학습 경험의 활용’, ‘사회문화적 배경의 작용’, ‘정체성 인식의 작용’을 설

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국 현대시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의 읽기 양상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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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다. 

  한국 현대시 읽기에서 중국인 학습자의 경험의 작용 양상을 ‘학습자의 학습 

경험의 작용’, ‘학습자의 사회문화적 배경의 작용’, ‘학습자의 정체성 인식의 

작용’의 세 가지로 살펴보았다. 우선, 학습자는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 자신

의 학습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는데, 인지적 차원에서 텍스트를 기초적

으로 이해하기 위해 텍스트 규칙과 구조를 찾으면서 텍스트 지시적 의미를 파

악하려고 하였다.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상징에 대한 지식과 텍스트 외적 지식

을 활용하여 텍스트 해석에 접근하였다. 다음으로, 학습자가 텍스트와 구체적 

관계를 맺는 데서는 학습자가 자기 경험을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텍스트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양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텍스트를 세밀히 관찰하는 양

상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상호텍스트적 환기에서는 중국 고전문학을 

적극적으로 환기하는 양상과 한국 대중문화 텍스트를 적극적으로 환기하는 양

상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학습자 개인적 상상력의 차이뿐

만 아니라 집단에 따른 사회문화적 배경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의 시 읽기는 학습자 정체성 문제와도 연관되었는데, 

크게 자아 탐색에서 작용하는 정체성 인식과 이질적 세계와 소통하는 가운데

서 작용하는 정체성 인식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학습자 집

단에 따른 정체성 인식이 선명한 차이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현대시 교수·학습 방법 설계는 교육 내용으로 

‘시 텍스트 형상화 방식 인식’, ‘학습자 사회문화적 맥락의 객관화’, ‘타자 이해 

및 정체성 형성’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교육 방법으로 ‘스키마의 활성화

를 통한 경험의 연결 짓기’, ‘역할 몰입을 통한 시적 정서 체험하기’, ‘대화적 

읽기를 통한 반응 조정하기’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실제 학습자들의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중국인 학습자의 다양

한 시 읽기 양상을 확인하였으며, 학습자의 반응을 수렴하여 이에 적합한 교

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 한족 학습자와 조선족 학습자를 함께 다룸

으로써 개인의 차이, 사회문화적 차이, 정체성 인식의 차이에 따른 한국 현대

시 읽기의 다양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

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학습자의 읽기 과정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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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어 학습자의 현대시 읽기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둘째, 한국어 학습자

의 현대시 읽기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정한 시기에 형성된 경험적 

자아로서 학습자들은 한국 현대시를 수용하는 방식에서 개인적 차이뿐만 아니

라 집단적 차이도 갖고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많은 학습

자 자료를 통해 양상이 보다 정교화 되게 파악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점을 안

고 있다. 한족과 조선족 비교에서 다양한 환경으로 인한 차이가 세밀하게 고

려되지 않은 점 역시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한족과 조선족 학습자 간의 세밀

하고도 보다 본질적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실험과 조사

가 요구된다. 후속 연구들을 통해 본 연구의 가능성이 구현되고 한계점이 보

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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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Reading Education of Chinese 

Learners in Modern Korean Poetry

Jin Xiaoyan

College of Educatio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began with the recognition that focus on the experiences 

of the Chinese leaners and study the process of reading and 

understanding poetry using their experiences is necessary. By selecting 

Chinese leaners and ethnic-Korean learners in China as research 

subjects, we will also examine the personal and cultural differences of 

the subjects of experience and the effect of differences in identity 

recognition on reading. Through these efforts, we intends to design a 

method of teaching and learning modern Korean poetry that can arise 

self-awareness, understand others, and develop communication skills, 

which beyond a conceptual understanding of poetry text.

  Literature allows for multilayered and abundant language learning, 

beyond the limits of simple and repetitive mechanical language learning. 

Literature is sometimes referred to as ‘expression of thought’ or 

‘expression of valuable experience’. This means that ideas and 

emotions are derived from concrete experiences, and that everything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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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literature, but only when it is meaningful to human being. Among 

literature, poetry is a subjective genre, which presents images of 

oneself in a direct relationship to ‘self’ and emphasizes experience and 

emotion. However, Korean literature education in China has focused 

only on understanding and analyzing the experiences of writers which 

depicted in their works, and has not paid much attention to the 

experiences of learners who accepting the literature. The learner's 

experience can be influenced by nationality, the environment he or she 

has grown, the educational experience, etc., and the diversity of his or 

her experiences means the diversity of reading.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understand how the learner's experience is related to literature 

work and how that experience has an effect on reading poetry.

  In order to identify the reading patterns in the actual learner, and to 

come up with an educational method suitable for the process of such 

thinking and expression, this study analyzed the questionnaires and 

interview materials produced by the actual learner. In addition, through 

related theories, we explored the concepts of experience in poetry 

reading, and set the principles of modern Korean poetry reading in 

three categories: reading through learning experience, reading through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s, and reading through learner identity 

recognition.

  Based on this, we looked at the aspects of Chinese learners' 

experiences in modern Korean poetry reading as follows: First, the 

‘effect of learning experience of learner’ was divided into ‘effect of 

learning experience in understanding text’ and ‘effect of learning 

experience in interpretation’. Second, the ‘effect of learner's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was divided into ‘effect of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in intertextual evocation’ and ‘effect of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in making relationships with text.' Third, we divided the 



- 135 -

‘effect of learner identity recognition' into ‘effect of identity in 

self-discovery’ and ‘effect of identity in the discovery of a 

heterogeneous world.’ Along with these aspects, we looked at the 

factors that influenced reading poetry in each aspect.

  Based on the possibilities and implications of the learner analysis 

study, a modern Korean poetry education plan was devised. Although 

the designed plan dealt with Chinese learner and ethnic-Korean learner 

in China in the same category of Chinese, the method was used to 

treat different educational needs separately depending o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We have set up ‘understanding of 

the ways of poetic text imagery’, ‘objecting the social and cultural 

context of the learner’, ‘understanding of others and Identity Formation’ 

as educational contents. To achieve these contents, we set up several 

methods: ‘connection of experiences through schema activation’, 

‘experience of poetic emotions through immersion’ and ‘adjustment of 

responses through dialogue'.

  Based on the actual data of the learners, this study confirmed 

various aspects of poetry reading and tried to present appropriate 

education methods by collecting the learners' responses. In addition, 

our work has significance in working with Chinese learners and 

ethnic-Korean learners in China, we looked at how the diversity of 

experiences derived from personal differences, social and cultural 

differences, and identity differences can be revealed in modern Korean 

poetry reading.

Key words: Korean education, experience, Chinese, ethnic-Koreans, 

learning experience,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identity awareness

Student Number: 2016-24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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