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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의 내용을 개발하는 것이
다. 다문화 소설은 주로 민족적·인종적 타자들 사이의 만남을 소재로 하며, 서
로 다른 문화성을 지닌 개인들이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모습을 문학적으로 재현
한다.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다문화 소설의 독서는 독자들이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하는 현대 사회에 대해 통찰하게 만든다. 독자가 자신의 문화적 관점을 반성
하고 상호문화적 협력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상호문화능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것
이다. 하지만 실제적인 맥락에서 다문화 소설의 독서가 위와 같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소설의 독서가 상호문화교육적 효용성을 갖기 위해서는 독자가 소설에
재현된 문화적 갈등을 상호문화적 관점에 따라 고찰하며 미적 성찰의 계기로 삼
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한국어 문화 교육은 이러한 행동 능력을
양성하는 데에 소홀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를
시행했다. 첫째,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통해
교육적 관점을 정리하고 교육 원리를 도출했다. 둘째, 다문화 소설 독서 과정에
서 산출된 대학(원)생 학습자의 실제 감상 자료를 현상학적 방법으로 검토하여
다문화 소설의 독서가 상호문화적 성찰로 이어지기 위해서 강조되어야 할 사고방
식과 극복되어야 할 사고의 편린들을 확인했다. 셋째, 다문화 소설의 독서가 학
습자들의 상호문화적 역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해 중심 교육과정
의 관점에 따라 학습 주제와 목표, 수행 과제를 설계했다.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의 관점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상호문화능력의
요소들을 밝히고, 다문화 소설과 상호문화능력의 관계를 검토한 후, 다문화 소설
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의 특성을 규명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상호문화주의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문화능력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지식, 문화성들의 위치에
대한 지식, 비판적 문화 해석 능력, 다양한 문화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 공감적
이고 협력적인 상호작용능력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또한 소설이란 문화적 재현
물로서 사회문화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세속적 비평의 관점에 따라
다문화 소설과 상호문화능력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이 연구에서는 다문
화 소설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호문화교육의 특성을 ‘다양한 문화성이 공존하는 사
회 내의 갈등 국면을 재현한 소설 텍스트를 읽으면서, 소설에 재현된 다양한 관
점을 고려하여 문화성의 사회적 위치에 대해 성찰하며, 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하
기 위한 소통능력을 구축하도록 이끄는 교육 행위’라고 개념화할 수 있었다.
다문화 소설의 독서가 상호문화능력의 고양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독자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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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소설을 읽으면서 체험하게 되는 요소들의 사회적 위치와 문화적 의미를 알
고, 소설을 중심으로 한 서사적 소통 구조를 고려하며 문화성에 가해지는 시선의
문제를 인식하며, 그 결과로서 확보한 관점을 다른 문제에도 적용해 볼 수 있어
야 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의
원리를 ‘다문화 소설의 상호문화적 읽기 구조’와 ‘상호문화적 통찰을 위한 다문화
소설의 해석소’로 구분했다. 전자로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의 섬세화’, ‘타
자 대응 방식에 대한 반성적 검토’, ‘서사적 소통을 고려한 문화적 입장 탐구’를
제시했다. 이는 순차적인 과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후자로는 ‘문화적 갈등의 중
층적인 토대 구조’, ‘문화적 헤게모니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 ‘인물 행위의 상호
문화적 가치’, ‘상호문화적 공존과 협력 방법에의 상상’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이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방법에 따라 다문화 소설을 읽은 한국인
독자와 외국인 독자의 감상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한 감상 자료는 학습자들의 개
별적인 독서 감상문, 집단 토론 녹취물, 토론 전과 후의 감상문, 인터뷰 녹취물
이다. 분석의 첫 번째 목적은 다문화 현상과 문화적 타자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
지적 표상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목적은 학습자들의 다문화 소설 감상에
영향을 준 문화적 감수성과 소설 문식성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검토 결과, 다문
화 소설의 독서가 독자들의 상호문화적 성찰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인식들이 관찰되었다. 첫째, 소설에 재현된 다문화 상황을 사회적 공공성이란 맥
락에 따라 검토하고 문화적 헤게모니가 지금의 시대적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독자들은 문화적 헤게모니의 폭력성을 고민하며 반-인종주의적 인식
을 공유할 수 있었다. 둘째, 소설의 서사적 소통 위계를 분석적으로 검토한 독자
들은 서술자와 인물의 문화적 위치와 태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추론할 수 있
었다. 이는 문화적 타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대해 반성하고 낯선 문화성에 대
한 합리적 태도에 대한 고찰로도 이어졌다. 셋째, 소설에 재현된 사태에 대한 자
신의 감상을 현대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상을 세심하게 연계할 수 있는 독자들
은, 소설이 사회적 타자에게 부여된 표상을 문제시하며 문화적 갈등을 관리할 효
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 소설 독서의 가능성과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문화 소설 독서의 상호문화교육적 가능성을 실현
시키기 위한 교육적 처치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상호문화교육의 차원에서 이
루어질 다문화 소설의 독서란 서술자와 인물의 문화적 신념과 감정을 입체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문화 소설에 재현된 사건의 구조와 관계자
들의 입장을 문화적 헤게모니와 견주어 보면서 상호문화적 인식을 확장하여 상호
문화적 실천 역량을 가꾸는 활동을 말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이해 중심 교육
과정의 방식에 따라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을 설계하여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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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긍정적인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습자들이
이해해야 하는 내용을 학습 과제로 재구성한 후, 주제별로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감상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 교육의 학습
주제를 ‘다문화 소설에 재현된 문화적 갈등의 체험’, ‘서사적 소통 위계에 따른 다
문화 소설의 해석’, ‘해석 소통을 통한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의 함양’으로 삼았다.
그리고 각 과제별 학습 목표를 이해의 여섯 측면에 따라 제시했다. 다문화 소설
에 재현된 문화적 갈등 체험 주제에서는 ‘설명’과 ‘공감’에 해당하는 학습목표를
제시했고, 서사적 소통 위계에 따른 다문화 소설의 해석 주체에서는 ‘해석’과 ‘자
기지식’에 대한 학습목표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해석 소통을 통한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의 함양 주제에서는 ‘관점’과 ‘적용’에 해당하는 학습목표를 제시했다.
학습자들이 학습목표를 달성하도록 안내할 수행 과제는 GRASPS 설계법에 따라 목
표, 역할, 청중/대상, 상황, 수행, 기준으로 제시했다. 또한 학습자들의 실제 감
상 자료들로부터 상호문화적 사유를 촉진하였던 사고방식과 방해하는 것으로 보
였던 사고방식을 정리하여 교수·학습의 지침으로 제시했다.
이 연구는, 세계화 시대에 돌입함에 따라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사회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는 현상이 발생한 지 오래되었지만,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속에 남
아 있는 단일문화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잔재가 사회 통합을 방해하고 있다는
탈중심주의적 의식에 기반하고 있다. 주체는 타자에게 끝내 닿을 수 없다고는 하
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소통하며 공감하고 협력함으로써 공동체를 일구어 왔다.
이 연구는 학습자들에게 다문화 소설을 감상하며 우리 사회와 자기 자신의 문화
적 인식을 성찰하고 문화적 타자와의 공존 상황에 대해 숙고하게 이끈다. 또한
소설의 형식에 따라 핍진하게 재현된 다문화 사태를 다층적으로 검토하면서 다양
한 문화가 공존하는 현대 사회의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태도에 대해 숙고하게 만
들 것이다. 이는 미래를 이끌어나갈 학습자들이 문학 문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공공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만든다는 점에서 문학교육으로
서나 상호문화교육으로서 가치가 있다.

핵심어 : 상호문화교육, 다문화 소설 교육, 문화적 헤게모니, 아비투스, 다문화
개방성, 상호문화적 소통, 상호문화적 성찰
학번: 2013-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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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이 연구는 다문화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의 성격과 원리를 밝히고,
다문화 소설의 감상이 상호문화교육으로 이어지도록 이끌 교육을 설계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호문화교육의 목표는 학습자들의 상호문화역량
(intercultural competence)을 길러주는 것이며, 상호문화역량이란 주체
가 자신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에게 공감할 줄 알고 그들과 협
력적인 태도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근대 소설은 독자에게 다른 사람의 삶의 국면을 제시함으로써 타자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통해 사회적인 성찰을 꾀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상호
문화적 역량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그중에서도 다문화 소설은 다른
민족 또는 다른 국적을 지닌 사람들 사이의 만남과 소통의 국면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장르적 특성이 있다. 이는 다문화 소설을 읽으면서 독자가 공
감해 보아야 할 사람들이 주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거나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다문화 소설은 독자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 사이의 만남과 소통에 대해 생각해 보게 이끄는 힘이 있다. 이는
소설에 재현되어 있는 문화적 갈등을 발생시켰거나 심화시킨 다문화 사회
의 구조를 성찰하게 하는 잠재력이 된다.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의 성격과 구도, 그리
고 감상의 구조를 밝히고 이에 따라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설계한다. 문
화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므로 “명사가 아니라 동
사”(C. A. van Peursen, 강영안 역, 1994:7)적인 성격을 지닌다. 현대의
문화는 과거의 실천양식이 만들어낸 결과로서의 속성을 지니며, 그에 대
한 구성원들의 반응 행동들은 다시금 미래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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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들과의 교호 작용을 통해 변화해 나가는 유기
체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다. 즉, 문화는 그것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책임
져야 할 대상이자 지속적으로 가꾸어 나가야 할 대상으로서, 그것을 향유
하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가치 탐구와 반성을 요한다.
다문화 소설이 문화적인 힘을 가진다는 논지는 문학이 문화의 한 양식
으로서 실천력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작품 속 인물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위치에 따라 맞이한 사건에 대한 응전력을 보인다. 그런데
작품은 작가가 세계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상상을 형상화해 낸 결과이므
로, 작품 속의 사건과 인물이 재현되는 방식에는 세계에 대한 작가의 이
념과 이해가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독자는 작품을 ‘재현된 그대로’ 받아
들이기보다는 의미화와 비평의 대상으로서 대한다. 또한 작품이 생산된
콘텍스트를 고려하며, 작품이 문제 삼는 내용과 문제 삼는 방식 등을 면
밀하게 살펴보게 된다. 그런데 작품의 독서 과정은 독자가 자신의 경험과
상상을 투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래서 작품에 대한 독자의 감각이나 이
해, 그리고 작품에 가진 의문들은 독자 자신의 문화적 감각과 이념, 그리
고 세계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다문화 소설의 독서란 작품 속에 재현된 다문화적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상호주관적인 소통 행위로서 문화적인 의미가 있다. 작품을
읽으면서 생성된 질문들은 사건을 그렇게 재현한 작가를 향해 있는 동시
에, 그러한 의문과 느낌을 가지게 된 독자 자신을 향해 있다. 자신의 느
낌과 질문을 돌아보며 독자는 작가와 자신의 문화적 위치를 살피고 그 위
치에서 관성적으로 받아들였던 문화적 헤게모니와 감각들을 살펴보게 된
다. 다문화 소설의 독서는 독자가 자신의 관점을 다른 관점과 견주어 보
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문화적 감각과 이념에 거리를 두도록 이끌고, 이는
독자가 자신의 문화적 위치를 관망(觀望)하며 반성해볼 기회가 된다는 점
에서 문화적 성찰과 발전의 계기라는 가치를 지닌다.
그동안 문학교육은 개인과 사회에 대한 학습자의 감각을 일깨움으로써
가치를 정련하고 내면화하도록 이끄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이를 위
한 활동들은 실천적인 맥락에서 문화적 가치를 지닌다고 일컬어져 왔다.
그리고 이에 따라 다문화 문학을 제재로 한 문학교육에서도 다문화 사회
- 2 -

를 맞이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갖춰야 할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내용
과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다양한 문화성이 혼재되어 있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갖춰야 할
민감성이나 판단력을 증진시키는 연구들 중 일부는, 학습자들이 민감하게
인식하고 반응해야 하는 상황은 한국적인 맥락에 따라 제시하고 있으면서
도, 학생들이 발현해야 할 민감성이나 판단의 방식은 일찍이 다문화 사회
로 진입한 영미와 유럽 지역이 자국 내의 다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도입했던 교육 내용과 방식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
나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외국의 사회문화적 맥락 사이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그 차이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가령 뱅크스(J.
A. Banks, 모경환 역, 2008:2-8)는 다문화교육의 목적에서 ‘다른 문화의
관점’에서 국가의 역사와 문화를 다시 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따라 문화적·민족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관점에서도 대안들
(alternatives)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
국 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지만,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
는 쉽게 반영되기가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한국의 다문화 문제가 발생하
는 정치, 사회, 경제적 배경이 미국과는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1)
따라서 한국사회의 다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론 및 방
법들을 한국의 실정과 현재적 인식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1) 가령, 한국에서 이주민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은 대부분
한국 사회에 유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역사적인 맥락
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라고 주장할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하기란 쉽지 않으며,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 또한 한정적이다. 또한 미주 지역과 달리 한국 사회 내에서
이주민이라는 정체성적 특징을 분명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1세대이거나 2세대
인 경우가 많고 가족 전체가 이주해 온 경우보다는 독자적으로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족이나 기업에 유입된 경우가 많아서 집단적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도 아
니다. 이런 시점에서 소수자의 문화적, 민족적, 언어적 특성이 대한민국의 문화적,
민족적, 언어적 대안이라고 주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덧붙여 한국에서는 이주
민이라는 특성에 가해지는 사회적 시선의 문제나 정치적 위치의 문제에 대한 논의
가 시작된 역사가 이주민 국가들보다 짧고, 이에 따라 국가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
들이 사회적으로 그들의 인권과 정치적 행위력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 합
의를 이룬 내용도 상대적으로 적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의 문화적 소수자들은 국가
공동체 내에서 집단적 정치력을 발현할 수 있는 이주민 국가의 문화적 소수자들과
는 정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입장이나 사회적인 위치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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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다문화 소설에 반영되어 있고, 재현되어 있는 문화적 갈등들은
주로 대한민국의 사회적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한국 소
설에 재현된 다문화 사건과 인물들, 그리고 그 문제의 양상은 한국의 정
치, 경제, 사회적 현실에 따라 구현되어 있는 문화적 자기장에 따라 검토
되고 숙고되어야 한다. 특히 2000년대 한국 다문화 소설에서 주로 화두로
삼고 있는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민들, 그리고 그들과 관련하여 구축되어
온 한국 사회의 다문화 담론은,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이주민들을 중심
으로 건국되었고 영토 내에 소수자 밀집 구역을 여럿 보유하고 있는 사회
내의 담론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 이를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
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한국에서 향유되고 있는 다문화 소설의 문화론적 성격이 무
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다문화 소설이
던지는 상호 문화 문제에 대한 화두를 적극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소
설에 재현된 문화적 갈등 국면을 단순하게 인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
다. 다문화 소설은 서로 다른 문화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만남
과 소통, 갈등 국면 등을 재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독자가 이 모든 것
을 인식하고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다문화 소설의 특성상, 주요
등장인물 중 한 명은 반드시 문화적인 거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홀(S. Hall, 전효관 외 역, 2001:10)은 문화는 그가 놓인 사회적 토대
와 경제적 토대가 역사적으로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하였
다. 민족성이 다르거나 국적이 다른 인물은 그로 인하여 사회적으로나 경
제적으로도 다른 위치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 가시적으로 가장 표면화된
특성은 ‘민족성’이나 ‘국적’으로 보일지라도, 그가 문제되는 위치에
자리하게 만든 문화적 토대는 복합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적 위치의
이러한 복합성은 독자가 다문화 소설의 타자를 이해하기 더욱 어렵게 만
든다. 독자는 자신과 비슷한 문화적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
감, 또는 자신과 공유하고 있는 토대를 기반으로 한 공감만으로는 상호문
화적 통찰을 이끌어낼 수 없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이해의 반복일 뿐 타
자와 그의 위치에 대한 이해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 소설의 독서가 상호문화적 통찰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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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독자가 소설에 형상화된 타자를 탐색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독자가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문화적 위치를 분석하고, 서술자의 문화적 위
치를 고려하여 사건이 재현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해석한다. 이는 독자
가 인륜적인 인식과 공공성에 대한 의식을 기반으로 문화적 갈등을 유기
적이고도 총체적으로 고찰하도록 안내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현재 국내에는 다문화 소설을 생산할 수 있는 이주민 출신 작가
가 없는 형편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대한민국에 향유되고 있는 다문화
소설은, 영미권이나 유럽 지역의 다문화 소설들과는 달리, 전적으로 한국
인 작가의 경험과 상상력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
야 할 요소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재 다문화 소설 교육에서는 이를 충분
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작품 생산의 구조에서 작품의 목소리는 작가
에 의해 형상화된 것이기 때문에 작품의 목소리는 작가의 인식과 이해의
틀 안에 놓여 있다. 작가가 자기도 모르게 표출한 아비투스적 감각과 인
식이 다문화 소설의 서술에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을 함께 따져 보아야 하
는 것이다.
소설 사회학의 관점에서는 작가는 개인 생활의 주체이면서도 사회적 존
재로서 집단적 주체로서의 위상을 지닌다고 본다(L. Goldmann, 조경숙
역, 1982:12-13).2) 그런 점에서 다문화 소설의 작가들이 특정한 국면에
서 문화적 위치를 공유하는 상황은, 이 장르가 아직 소수자의 문화적 입
장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계 의식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징후이기도 하다. 작가가 문제를 의식하는 방식이나 사태를 재
현하는 방식은 그의 아비투스적 감각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벗어나기 어렵
다. 다문화 소설의 집필 과정에서 작가는 자신이 소설 속 세계에 형상화
한 여러 인물들이 핍진하고 진실하게 현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
울일 것이다. 하지만 노력의 방식이나 방향 또한 그가 생득적으로 분할
받은 감각의 지형에 대한 추측 근거가 될 수 있다.
한편, 독자는 소설을 읽으면서 소설에 재현된 사태를 전달하는 서술자
2) 문제적 개인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해되는 작가라는 존재는, 완벽하게 개별적인 존
재도 아니지만 “신”도 아니기 때문에 생득적으로 분할 받은 감각의 지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 어려운 사람으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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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독자는 서술자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재현된 요소에 대해 어떤 논평을 제시하는가에 따라 작품의 정조를 다르
게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진 독자의 판단은 작중인물과
사건, 그리고 다문화 소설 장르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준다. 소설의 특정
국면으로부터 발생한 적대적 감각이나 불편한 감정이, 다문화 소설 담론
전체에 대한 거부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이 다문화 소설에 잠재되어 있
는 상호문화교육적 효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독자가 자신이 읽고
있는 작품 속 인물과 서술자, 그리고 다문화 소설 담론에 대한 비판적 인
식을 세분화하도록 이끌 필요가 있다. 소설을 읽으면서 발현된 자신의 감
정이 인물에 대한 것인지, 서술자로 인해서 발생한 것인지, 그것도 아니
면 이질적인 문화성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 세심하게 돌
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다문화 담론에 참여하는 독자의 논리적
사고력과 민감성을 세련시키는 것이므로,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
육에서는 독자들이 소설을 읽으면서 느낄 감정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점검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은 독자에게 작품을 읽으
면서 느낀 감각이나 하게 된 생각의 기원이 무엇인지를 물어봄으로써 독
자가 자신의 문화적 감각을 메타적인 관점에서 점검하도록 이끌어야 한
다. 상호주관적 특성을 지닌 문학의 감상은 독자와 작품을 기본 축으로
하여 생성된다. 따라서 그 감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독자는,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가운데 두고 이루어지는 이 소통 과정에서, 텍스트와 자신이 연
결되어 있는 축과 텍스트와 그 생산 맥락이 연결되어 있는 축을 동시에
검토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또한 소설의 장르적 특성과 사회적 층
위를 고려하며, 각각에 놓인 시공간적 맥락을 감안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는 독자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 혹시 고정관념이나 편견으로부터 발생
한 것은 아닌지를 생각하게 이끈다는 점에서 상호문화교육적인 효용성을
지닌다.
셋째, 다문화 소설의 독자는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 사회의 문화를 가
다듬어 가야 할 주체이며, 독자의 다문화 소설의 향유 경험과 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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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산된 감각들이 우리사회의 문화적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그간 다문화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그 계몽적인 성격을 너무 명확하게 드러낸 경향이
있었다. 다양한 문화성을 인정해야 한다거나 소수적인 것을 관용할 수 있
어야 한다는 교육적 지향을 직접적으로 당위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해 왔던
것이다. 이는 독자의 문화적 감각 지형을 섬세하게 고려하는 교육의 방식
이라고 하기 아쉬운 면이 있다. 독자의 문화적 실천력을 세련시키기 위해
서는, 독자가 제시된 문화 요소를 당위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방식보다는, 독자 스스로 무엇이 인류적으로 가치가 있
는 방향인지를 고민하고 탐구하도록 이끄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다문화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문제들은 의문의 대상으로 먼저 다
루어져야 한다. 심리적으로나 인지적으로 설득이 되지 않는 내용이 교육
적 구도에 따라 ‘당위’로서 공유되어야 하는 상황은, 독자의 저항감이나
반감을 자극할 수도 있다. 올바른 방향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교육현장
의 무게로 인하여 독자는 자신의 의문을 즉각적으로 표출하지 않을 수 있
다. 하지만 자신이 품은 의문이 표출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는 상황은, 일
종의 저항감이 되어 상호문화적 역량의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다문
화 소설의 독자는 다문화 상황이나 사건, 그리고 그 안에 연루되어 있는
인물들에 대해 다양한 의문을 품을 수 있다. 그런데 소설에는 구체적이고
핍진한 서술들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 안에는 독자가 소설을 읽으면서 품
게 된 의문을 발전시키거나 검토해 볼 단서들이 있다. 그래서 소설을 읽
으면서 생성된 독자의 의문은 상황적이고 맥락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작품
내적 요소와 더불어 탐색되고 숙고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은 독자가 다문화 소
설을 읽으면서 생성한 의문을 사회 내에서 공존하는 다양한 문화적 존재
들의 공존과 협력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는 다문화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문제의식이 다만 ‘인정’이나 ‘이
해’를 앞세운 ‘당위적인 명제’로서 재단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학습자
들이 진정한 의미의 공존과 소통을 모색하도록 이끄는 힘이 있다. 또한
작품을 통한 미적 성찰을 도모하며 사회적 발전을 꾀한다는 점에서 문학
교육적 가치의 실현을 이끌어낼 방법이기도 하다. 독자는 소설 속에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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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상황을 중심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고,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 인물들의 행동 양식의 가치와 한계가 무엇
이고, 조정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사고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다문
화 사회와 사건 그리고 개인들에 대한 첨예하고도 실천적인 사고 경험으
로서, 학습자들이 문화적 주체로서 갖추어야 할 행위력을 구축하도록 도
울 것이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목표를 도출하
였다. 첫째, 이 연구는 다문화 소설의 독서가 상호문화교육적 효용성을
발현하도록 이끌 이론적 기초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상호
문화교육의 관점을 명시화하고, 다문화 소설과 상호문화교육의 관계를 규
명하며,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의 특성을 제시할 것이다. 둘
째, 독자가 다문화 소설의 독서를 통해 자신의 상호문화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도를 확인한다. 독자가 다문화 소설로부터 상호문화적 역량을
자극받기 위해서는 다문화 소설 자체가 상호문화적인 관점에서 감상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소설을 읽는 전반적인 과정 안에서 문화적 갈등이 발
생한 구조를 분석하고, 다문화 소설의 생산과 향유 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 문화적 헤게모니를 고찰하며, 상호문화적인 관점에서 인물의 언행을
비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문화 소설의 감상 과정과 그 결
과를 메타적으로 검토할 기회도 제공되어야 한다. 그것은 소설 담론을 중
심으로 한 문화적 성찰과 반성을 도모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마지막
으로 이 논문에서는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을 설계할 것이다.
교육의 설계한다는 것은 다문화 소설의 독서가 학습자들의 상호문화역량
을 증진시키는 데에 효용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교사가 제시해야 할 구체
적인 교육 목표와, 다문화 소설의 독서가 상호문화적 사유를 자극하기 위
해 안내되어야 할 수행 과제들, 그리고 학습 경험을 구체화할 때 주의해
야 할 요소들을 제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독자가 자신
의 문화적 한계를 인정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다문화
소설을 읽어서, 상호문화적인 감각과 사고를 내면화하도록 인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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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사
한국어교육에서 다문화 또는 상호문화 논의는 한국 사회에 다문화 현상
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의식을 토대로 하며, 자신과 다른 문화성을 지
닌 사람들과 상호 소통하며 협력할 줄 아는 자세를 갖추도록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한국 사회에서 이 논의가 시작된 역사에 비해서 서
구사회에서는 이 논의가 지속된 역사가 더 길다. 그래서 한국의 다문화
또는 상호문화 담론은 이론적으로는 서구의 다문화주의와 다문화 교육,
상호문화주의와 상호문화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서구에 축적되어 있
는 다문화 상황에 대한 사회·문화적 연구들과 인문·교육적 연구들이 우
리 사회의 문제를 성찰하고 숙의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바가 클 것이기
때문이다.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교육은 주로 영미권에서 논의되며 상호문화주의나
상호문화교육은 주로 서부유럽의 논의된다. 이 두 관점이 궁극적으로 지
향하는 바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의 공존과 상생이라는 점
에서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전자는 주로 이주민 국가를 대상으로 검토되
었고 후자는 주로 기존 국가 공동체에 이주민이 유입된 상황을 대상으로
검토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선호되는 공존 형태나 정책적으로 고려하
고자 하는 세세한 지점들에서 약간씩 차이가 난다. 그러나 궁극적인 지향
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각 논의가 한국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맞게
조정·적용된 결과는 매우 유사하게 보이기도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이 논문이 도출되기까지의 학적 흐름을 검토하기 위해 ‘상호문화’라는 명
칭을 쓰지 않고 있더라도 상호문화적 관점으로 이어지고 있거나 상호문화
적 관점을 취하고 있는 연구들도 모두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3)
3) 그러나 개념의 혼재가 논의를 모호하게 하는 측면을 통제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이 연구의 논의를 개진하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문화성이 공존하는 사회’를 지칭하
는 개념어로는 ‘다문화’를 사용하고, 서로 다른 문화성을 지닌 개인들이 소통하며
관계를 맺는 국면에 대해서는 ‘상호문화’라는 개념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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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는 다문화 사회의 시민적 역량을 기르기 위해 시도되었던 ‘다문
화 교육’ 연구들과, 자신과 다른 문화성을 수용하는 능력을 검토하는 ‘다
문화 수용성’ 연구, 다문화 상황에 대한 감수성과 응전력을 보인 ‘다문화
소설’ 연구, 매체가 다문화를 다루는 방식이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초점을 맞춘 ‘다문화 재현’ 연구로 분류하여 검토하였다.

1) 다문화/상호문화교육 연구
다문화는 한국보다 먼저 문화적 다양성에 따른 문제를 경험한 나라에서
구안된 개념으로, 사회 내에 공존하고 있지만 자신과 다른 문화적 토대를
가진 사람이나 자신과 다른 문화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과의 공존 상태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 개념은 민족적·인종적 다양성과 젠더적·
퀴어적 다양성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한국에서는 세계화 논의가 시작된
이래로 급속도로 증가한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따라 이 개념에
주목하였으므로 주로 민족적·인종적 다양성의 의미로 사용한다.
‘다문화 교육’은 다양한 문화성이 공존하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추
어야 할 역량들에 대한 지향이 내포된 개념이다. 주로 국적이 다르거나
인종 또는 민족이 다른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호 공
존하려는 태도를 길러줘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권순희 외, 2008). 초
기 한국에서 논의되던 다문화 교육은 이주민들이 국내에 잘 적응할 수 있
도록 도와야 한다는 관점을 내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한국보다 일찍 이
논의를 시작한 해외의 사례들이 적극 소개되면서, ‘적응’에 초점을 둔 교
육들은 동화주의에 휩쓸리기 쉽고, 그래서 사회 통합이라는 목적에 도달
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다문화 교육이란 문화적 다수자들
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확산되면서는 현재 사회의 중심이자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집단의 사고방식과 태도를 돌아보며 대한민국의 민
족주의를 성찰하기도 했다. 민족주의가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민속적
(folk)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배타적, 국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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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그리고 비민주적인 집단의식을 강화’함으로써 다문화 상황에 대한
포용력을 떨어트리기도 했다는 것이다(한상길·임상록, 1998:50). 민족을
중심에 둔 사고방식으로 인하여 혼혈인과 같은 틈새적 존재들이 사회로부
터 외면 받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실재적으로 고찰되기도 했다(오성배,
2006:142-143). 그리하여 지금은 사회 내에 공존하는 다양성으로 창출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에 주목하며, 다문화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 전체
가 종교, 문화, 언어, 민족, 성별 등과 같은 다양성의 가치를 최대화하고
그에 대한 배타 감정으로 비롯되는 문제들은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라는 관
점에 따라 논의되고 있다(윤여탁, 2008).
언어교육의 차원에서 다문화 교육으로서 제시된 교육 연구들은, 한국
사회의 상황에 맞게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의 개념들을 이끌어 와
서, 각 사조들로부터 이끌어온 개념을 사회 통합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
해서 절충하는 양상을 보인다. 한국어교육 차원에서 주장되는 다문화 교
육이란 ‘다문화 사회에서 필요한 민주적 가치와 태도, 지식, 기능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능력’(박윤경, 2007; 김미혜, 2010; 김성진, 2015)
을 목표한다고 이야기하는 맥락에서도 그러하고, ‘두 문화 이상의 문화적
다양성을 전제로 하여 언어, 사회, 문화, 매체, 소통에 대한 이해와 수
용, 생산을 기본으로 하고, 지역 사회 문화에 참여하는 개인의 문화적 정
체성도 확립하고 자아 정체성도 확립하는 것’(서혁, 2011)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며, 언어와 문화를 실천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으로써 구체
적으로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항하는 비판적 실천까지를 포함한다는 점(윤
여탁, 2013; 윤여탁 외 2016)에서도 그러하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 담론에서 다문화 교육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과는 별도로, 다문화 교육의 근본이념을 제시하는 다문화주의의 관점
은 문화를 권역적으로 인식하고 개인을 그에 귀속시키는 관점을 취한다.
이 개념이 창안되고 발전되어 온 북미의 지역은 주로 이주민 국가이고,
문화 집단별로 자신들의 중심 주거지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집단적 정치 행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상황과는
사뭇 다르므로, 해외의 논의를 한국의 다문화 문제를 위해 이끌어 올 때
는 한국 상황에 맞게 다소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의 이주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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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들만의 문화적 집단을 형성해서 집단적 정치적 행위를 하기보다는 한
국 사람들과 혼재되어 살면서 국지적인 지점에서 상호 소통하고 영향을
받으며 사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화성이 공존하는 상황
을 지칭하는 의미로는 다문화라는 개념을 이어 받아 사용하되,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 사이의 관계 형성 국면이나 소통 국면에서 지
향되어야 하는 바는 상호문화라는 개념을 통해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를
정리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상호문화교육 연구가 초점을 맞
추어 온 주류문화와 소수 문화의 상호 관련성과 차이점을 드러내는 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황라영, 2014 ; 김혜민, 2015 ; 김예리나, 2018) 개
인과 개인 사이의 상호 소통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요소들을 밝히는 데에
초점을 맞추겠다. 상호문화주의는 개인을 출신 문화권에 속박시키지 않는
관점이 부각되어 있는 이념이기 때문이다.
상호문화주의 관점에서는 문화란 집단적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기보다
는 개인이 경험으로부터 내면화하게 되는 하나의 속성이자 징후라는 입장
을 취한다. 문화란 주체가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무엇을 남겼는가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
공존하는 각각의 문화들은 그 문화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으
로부터 추론되고 경험된다. 따라서 한국 사회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
며 협력하는 문화적 토양을 갖추도록 이끄는 상호문화교육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과 다른 문화성을 지닌 사람들과 상호 협력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한 교육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
에서 제시할 교육은, 학습자들이 다른 문화성에 대한 자신의 감각을 성찰
하고 문화적인 차이가 야기할 수 있는 갈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

2) 다문화 수용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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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수용성은 사회 내의 다양한 문화성의 공존 상태에 대한 학습자
들의 의식이나 태도를 말한다. 주로 시민들이 사회 내의 문화적 다양성을
직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낯선 문화성을 지닌 사람들과 공존할 준비
가 되었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황정미 외, 2007 ; 민
무숙 외, 2010 ; 윤인진·송영호, 2011 ; 안상수 외, 2012).
다문화 수용성 연구의 가치는, 개인의 다문화 수용성이 다른 인식능력
들과 결속되어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는 데에 있다. 서구에서 진행된 연구
들은 다문화적 행동은 전반적인 ‘공동체 의식이나 시민의식’과 관련이 있
으며, 이는 주관적인 계층의식이나 정치적 성향뿐만 아니라 자민족중심주
의나 세계화 의식(Globalization)을 포함한다는 점을 밝혔다(Ponterotte
et al, 1988). 또한 문화성에 대한 반응이 즉각적인 반응에 따라 ‘감정
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피험자가 많았던 것을 계기로(Jibaja et al, 1994;
Monroe & Pearson, 2006), 다문화 수용성은 이성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심
리적이고 감성적인 측면으로도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국내의 연구들은 한국인들의 어떤 의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지를 밝히고 있다(여성가족부, 연구보고 2012-02). 민족적이
고 국가적인 거리감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거리감이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
을 준다는 것을 밝히기도 했고, 다른 문화성을 지닌 사람에 대한 동화기
대나 그에게서 느껴지는 교류행동의지가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으며, 복지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이 다문화 수
용성을 저해하기도 한다는 것도 밝혔고, 이민족이나 외국인과 실제로 접
촉한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정서적 거리감이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
기도 했다(황정미 외, 2007 ; 최현, 2007 ; 양계민, 2009 ; 윤상우·김상
돈, 2010 ; 윤인진·송영호, 2011 ; 김희재·김현숙, 2012 ; 안상수,
2012 ; 박현주 외, 2015 ; 윤미소, 2015). 그런 점에서 한국의 다문화 수
용성 연구는, 상호문화능력을 구성하고 있을 실질적인 요소들을 구체적으
로 생각하게 이끄는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다문화 수용성 연구 결과
는 상호문화능력이라고 명명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존재한다. 민족
적인 구분 방식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사회적 다수자에 해당하는 한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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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온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상호문화능력
이란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다수자 또는 소수자로 분류된 사람 모두가 각
각 자신이 처한 입장에서는 낯설고 이질적일 수 있는 사람을 대하는 능력
이므로, 특정한 기준에 따라 다수에 속하는 사람들만을 그 교육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어떤 입장에서든 상대방에게서 느껴지는 이질적인 문화성이
감지되었을 때 사회 구조와 여러 맥락을 고려하여 그 문화성의 발현 방식
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민족적 구분 방식에 따라 다수의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는 한국인 학습자들과, 소수의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외국인 학
습자들을 모두 학습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문화적 다수자의 경우에는 다
수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문화적 소수자의 경우에는 소수자의 입장에서
개진해 나가야 할 사고방식과 극복하거나 경계해야 할 사고 지점들을 확
인하도록 도울 것이다. 그리고 상호문화적 소통이 활성화되기 위하여 각
각의 입장에서 갖추어 나가야 할 역량을 마련하도록 도울 것이다.

3) 다문화 소설에 대한 연구
인종적·민족적 다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한국의 ‘다문화’ 개념은
‘다문화 소설’ 개념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에 다문화 소설은 넓은 의미에
서는 다양한 소수자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소설 장르이지만 현재적 시
점에서는 주로 ‘국적이 다르거나 인종이 다른 비주류’ 인물이 등장하거나
(임경순, 2011:390), 문화적 ‘경계를 넘어선 접촉’에 따른 관계와 소통이
부각된(송희복, 2010:313) 작품을 총칭하는 말로 쓰인다.
다문화 서사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로, 이전까지 대
한민국 사회는 이질적인 문화가 급격히 유입되는 일이란 국경이 와해되거
나 변경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벤트적인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자본과 노동력을 두 축으로 삼는 시장이 국경을 넘어 세계를 상대로 구축
되어 감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출산으로 인한 인구 재생산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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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으로 인한 인구 재생산을 고려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는 한국 문단의 상상력과 감수성에도 영향을 주었
으며(우한용, 2009), 2000년대 이후부터는 문학 작품들이 국내의 타자 지
향성을 성찰하며 이민족이거나 이국적인 특성을 지닌 존재를 재현하기 시
작했다(이재복, 2005 ; 서영인, 2005). 주목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주변인
이나 타자의 위치에 존재하는 외국인 이주민과 그들의 2세들인데(송현호,
2010), 한민족과의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따라 교포(주로 조선족)와 탈북
자, 순수 외국인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이주의 성격에 따라 이주 노동자
와 결혼 이주민으로 분류되기도 한다(최병우, 2012). 주로 그들이 이 사
회 구조 위에서 어떤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이들과 연대하며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김형중, 2008 ; 고봉
준, 2009; 이경재, 2009 ; 장미영, 2010 ; 송명희, 2011).
흥미로운 점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주목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
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곤란을 겪는 개인들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이
다문화 소설에 대한 연구들은 데리다(J. Derrida)나 아감벤(G. Agamben),
레비나스(E. Levinas) 등과 같이 주체와 타자의 관계를 모색한 철학자들
의 관점을 취하거나(황호덕, 2006 ; 박진, 2010), 외국인의 이동 현상으
로서의 이산과 이주에 초점을 맞추어 디아스포라(Diaspora) 문학의 장르
적 특성에 따라 읽히기도 했다(손정수, 2006 ; 오윤호, 2009 ; 이미림,
2011 ; 김세령, 2012).
이주민의 소수 문화성과 정치적·경제적 하층민을 접합(articulation)
시킨 담론은, 한국 다문화 소설이 외국인의 삶을 ‘가난’과 결부시키고, 그
들을 무기력한 존재로 그림으로써 연민과 동정의 대상으로만 위치시키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받기도 했다(오윤호, 2009 ; 김세령, 2012). 이는 다
문화 소설에서 결혼이주여성을 타자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모습을 지적하
거나(강진구, 2011), “대개 주류로서의 한국인 대 비주류로서의 외국인이
라는 도식적인 틀 속에서 이루어진 동화와 배제의 관계에서 크게 벗어나
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임경순, 2011)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비판의식을 반영하여, 현재 다문화 소설에 대한 연구들은 “이분
법적 대립과 같은 편성에 대해 일정한 반성”을 하면서 인간학적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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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처한 사회적 위치와 사회의 과잉 구조에 따라 발생하는 “내밀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하거나(최병우, 2012), “그
들의 권리에 대한 주장을 대신 들려주는 것을 넘어서 타자에 대한 직접적
열림 속에 뿌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는 논의로(허병식,
2012) 이어졌다. 이런 점에서 이주민이 등장하는 소설을 다시, 그 소설이
특별히 주목한 지점에 맞추어 한국 문단의 관심사의 맥락에 맞춰 검토한
연구들(송현호, 2009; 2010ㄱ; 2010ㄴ; 2012ㄱ; 2012ㄴ)은 이분법적 대립
을 극복하려는 노력으로서 다문화 소설을 공동체 내적 서사로 읽는 방식
을 제안한다는 가치가 있다. 또한 그동안의 다문화 소설을 ‘관계 맺음’의
형식에 따라 새로이 유형화하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을 짚은 연
구들은(이경재, 2010; 2015)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다문화 소설을 생산하
고 향유하던 방식을 돌아봄으로써 그동안의 관점을 성찰하고 반성하도록
이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위와 같은 연구의 흐름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한국 사회의 이주민
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 안에서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재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거나 이주민들이 범죄 우범 지대에서 생활하며 겪게 되는 고
통에 초점을 맞춘 다문화 소설보다는4)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문화성을 가
진 상대방과 관계를 맺는 방식과 소통하는 모습에 초점을 맞춘 소설이 상
호문화교육적인 효용성이 크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리고 이에 따라 문화
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 사이의 관계 형성과 소통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소설들을 연구 대상 텍스트로 삼았다. 이 소설들은 문화적으로 다수에 속
한 것으로 인식되는 인물과 소수에 속한다고 인식되는 인물을 이분법적
대립 관계로 보는 것이 인간적 관계 형성을 어떻게 방해하는가를 고찰한
다. 그리고 각각의 인물이 놓인 문화적 위치에 가해지는 사회적 구속들을
분석적으로 검토할 요소들을 재현하고 있다. 이를 읽은 독자는 문화적 헤
게모니가 인간관계에 가하는 구속을 고찰하며 그것을 심화시키고 있는 행
동들을 반성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다. 이는 상호문화적 소통의 국면에
서 요구되는 지식과 사유, 그리고 행동 방식의 통찰의 일환으로써 독자들
4)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이혜경의 단편 소설인 <물 한 모금>을 들 수 있고 후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백가흠의 단편 소설인 <쁘이거나 쯔이거나>를 들 수 있다.

- 16 -

의 상호문화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연구
의 교육 제재로서 가치가 있다.

4) 매체를 통한 다문화 경험의 영향력을 밝힌 연구
이 연구에서는 한국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을 시도하는데,
이는 구성원들이 소설을 통해 사회의 변화를 지각하고 소설 속 인물들의
언행을 살펴보는 활동이 실제 사회를 보는 그의 시각은 물론 타자를 대하
는 태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정을 하게 된 데에는 현대 사회의 문화적 소비 양태가 현대인들의 세계
관과 사고방식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다.
매체물이 감상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주로 대중문화 콘
텐츠를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다(Cortes, 2003 ; 정연구 외, 2011). 그중
에서도 김금미(2010)와 이현정 외(2013), 안상수(2014)는 대중 매체를 통
해 접한 다문화 콘텐츠 감상 경험이 시청자들의 다문화 수용성에 어떤 방
식으로든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한 연구로, 다문화 소설의 독서가 독자
의 상호문화능력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이 논문의 가정을 뒷받침해 준다.
다문화를 소재로 삼은 콘텐츠가 시청자들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주
는 방식은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연구들로는 다수의 다문화
콘텐츠들이 이주민들을 타자화하고 있음을 비판한 연구(정연구 외, 2011
; 김경희 외, 2009 ; 양정혜, 2007 ; 오경석 외, 2007 ; 이경숙, 2006 ;
이동후, 2006)와, 다문화 콘텐츠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이 오히려 대중들
의 배타의식을 강화할 수 있음을 규명한 연구(정연구 외, 2011)가 있다.
첫 번째 연구들은 한국의 다문화 소설이 이주민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자
신의 귀속 집단에 대한 타자화 방식으로 읽힐 여지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
다. 또한 두 번째 연구들은 주로 문화적 헤게모니를 화두로 삼는 다문화
소설들은 독자가 다문화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볼 여지를 주기는 하지만,
다문화 소설에 대한 독서 그 자체가 독자의 상호문화능력으로 이어지지는

- 17 -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게 만든다.
수용자가 제시된 콘텐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현실 맥락
에서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면, 다문화 콘텐츠는
학습자들이 현대 사회를 이해하고 이에 맞춰 행동할 수 있는 방향에 따라
제시되어야 한다. 콘텐츠에는 비판적으로 보아야 하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으며, 콘텐츠에 대한 합리적 비판 방식을 갖추지 못한 학습자들의 경우
에는 자가당착의 방식으로 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검토를 통해서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 소설의 감상이 상호문
화교육적 가치를 발현하기 위해서는 독자들이 콘텐츠가 제시하는 내용을
섬세하게 인식하고 다문화 상황에 대한 관점을 예각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이 가능할 때 독자가 비로소 자신이 처한
상황 맥락에 따라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인 상호문화적 소통의 방법을 실
천적으로 모색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 소설의 감상자들이 소설을 체험하며 발산한 생각과 느낌을 검토한
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소설에 재현된 내용을 다양한 관점에서 고
찰하고 그 작품의 생산맥락이나 향유 맥락에 맞춰 합리적으로 판단함으로
써 콘텐츠에 대한 미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한 상호문화교육의
구도를 제시할 것이다.
한편, 한국 사회의 문화 콘텐츠들은 한국인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 노출된 외국인이나 이주민 시청자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
다. 이는 각각의 수용자가 자신의 입장과 위치에서 특정한 아집과 고정관
념을 고착시켜 나가게 만들 위험이 있고, 이는 상호문화적 소통의 활성화
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다문화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특정한 문화적
위치에 놓인 사람들만의 노력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
성원 모두의 협력과 노력에 따라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매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서 이 연구의
교육 대상자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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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다문화 소설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법한 사태를 개별
사건으로 재현함으로써 독자들이 다문화 문제에 대해 돌아보고 자신을 성
찰하도록 이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이론적으로는 다
문화 소설의 독서가 상호문화적 사유와 맞닿을 구도를 검토하고, 사회과
학적으로는 현상학적 방법론을 통해 학습자들의 다문화 소설 감상 실태를
분석하며, 교육적으로는 다문화 소설의 독서가 상호문화적 역량의 함양으
로 이어지도록 이끌 교육을 설계한다.
이론 검토는 이 연구의 Ⅱ장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논의의 초석을 다지
기 위해서 상호문화교육의 관점을 명확히 했고,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
문화교육의 특성과 구도를 규명했다. 다문화 소설의 감상 구도에 관해서
는 주로 사이드(E. W. Said)의 세속적 비평(Secular Criticism))5) 방법
과 홀(S. Hall)의 문화 비평론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위의 이론
들은 주체철학과 미학이론을 토대로 구조주의 서사학과 현상학적 철학을
이끌어 오기 때문에 다문화 소설에 대한 감상이 자신과 사회에 대한 상호
문화적 인식과 이해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
이다.
학습자들의 입장을 고려하며 상호문화적 성찰의 구도를 구축하기 위해
서는 문화적 소수자와 다수자 사이의 정치적 구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었
다. 이에 대해서는 스피박(G. Spivak)과 버틀러(J. Butler)의 소수자 담
론 접근법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이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타자 담론들
은 주로 주체 철학을 비계로 한 타자 담론을 전거로 한다. 이는 이 연구
에서 다문화 소설을 분석하거나 문학을 통한 미적 성찰의 과정을 체계화
5) 탈식민주의 문학자들의 ‘세속적 비평’은 세속주의(Secularism)를 철학적 전거로 한
다. 인본주의적 흐름 속에서 세속주의는 주로 신 본위 사회 구조에 대한 대항의식
을 의미한다. 그러나 근대를 휩쓸던 전체주의(fascism)적 선동들에 대한 성찰과 반
성이 이루어지면서 이 개념은 사회를 지배하는 이념과 감각에 대한 세속주의로 그
의미를 확장했다(A. Gramsci, 이상훈 편역, 2006:131-144). 이는 인간 사회를 지
배하는 믿음이 오직 종교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은 않으며, 실제로 근대의 많은 지
도자들이 전체주의적인 선동으로 자신의 권력을 강화했다는 통찰을 토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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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참조한 다른 문학 비평 이론들과 철학적 토대가 유사하다.
이에 이 연구가 주체를 보는 관점과 타자를 논하는 방식이 괴리되지 않을
수 있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독자가 다문화 소설에 재현된 상
호문화적 소통 국면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소설에 대한 독자의 감상은 곧 그가 문화적 특성이 다른 존
재를 대하는 태도와 문화적 갈등을 인식하는 방법을 추론할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Ⅲ장에서는 현상학적 방법론에 따라 다문화 소설에
대한 학습자들의 표상과, 다문화 소설의 감상에 개입하는 학습자들의 사
고방식을 검토하였다. 다문화 소설을 읽는 독자가 자신과 다른 문화적 위
치를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는지, 타자적인 문화적 위치에 놓인 인물에게
공감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검토한 것이다. 학습자들이 문화적 갈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로부터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갖게 되었는지도 검토되
었다.
다문화 소설에 대한 감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서 국내 대학에 재적 중인 한국인 대학(원)생들과 외국인 대학(원) 유학
생들로부터 소설 감상 자료를 수집하였다.6) 외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학
습자 모두를 교육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상호문화적 역량이란 자신이 갖
추고 있지 않은 문화성들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와 상호 협력적인 소통 자
세를 의미하며, 이는 문화적 다수자와 소수자 모두가 갖춰야 할 소양이기
때문이다.7) 학습자의 감상 자료는 2차례에 걸쳐 수집되었는데, 첫 번째
수집 자료는 개별 감상 상황에서 작성된 감상문이고 두 번째 감상 자료는
독서 토론 상황에서 수집된 감상 자료들이다.
개별 감상 관찰 실험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은 총 162명 (한국인 86명,
외국인 76명)으로, 모두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다.8) 상호문화역량은 젠
6) 외국인 대학(원) 유학생들은 모두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한 사람들이다. 90일은 단
기 체류와 장기 체류가 분기되는 법적 기준점에 해당한다.
7) 감상자들의 다문화 수용성이 다문화 소설의 감상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참여자 전원을 대상으로 다문화 수용성 검사가 포함된
동일한 설문지를 수합하였고, 이를 감상문 분석에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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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안상수, 2012) 소설마다 남학생의
감상문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9) 작품별 수집 자료는 ‘표 3’과 같다.10)

개별 감상

연령

성별

관찰 실험 20대 30대 남성

모어

종교

여성 한국어 기타 있음

혼인 경험

학적

없음

있음

한국인

74

12

43

43

86

0

39

47

6

없음 대학 대학원
80

48

38

외국인

67

9

10

66

0

76

27

49

7

67

12

64

표 1. 개별 감상 관찰 실험 참여자의 기본 정보
개별 감상
관찰 실험
여성
남성
합

베트남 우즈벡11)*
11
1
12

6
0
6

이란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터키

합

4
2
6

6
0
6

6
0
6

28
6
34

5
1
6

66
10
76

표 2. 개별 감상 관찰 실험 참여자 중 외국인들의 국적 정보
작품명
한국인
외국인

그곳
15
13

모두
14
12

이미
15
12

죽은
14
13

중국
14
13

타인
14
13

표 3 개별 감상 관찰 실험에서 수집한 감상 자료의 수

한편, 일반적으로 문학의 감상은 독자의 개별적인 작품 감상 활동으로
이루어지지만 이는 자칫하면 독자가 ‘고독한 내면 추구에 빠져’ ‘심성 왜
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우한용, 2009:52). 그래서 문학 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작품에 대한 자신의 감식안과 판단 과정 및 결과를 공유하는
협동학습이 고려되고는 한다.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과 공생을 고려하며
감상의 결과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8) 외국인은 법적 기준에 따라 장기 체류 상태인 사람만 참여했다. 소설별로 동일 국
적자가 한 명 이상씩 배치되도록 했다.
9) 참여자들의 성비를 맞추려고 노력하였으나, 소설을 읽고 감상문을 쓸 정도의 한국
어 실력을 지닌 유학생들의 남성 비율이 너무 낮아서 동등하게 맞출 수는 없었다.
10) 자료 수집 절차는 사전 설문지→감상문→사후 설문지이다. 개별 감상 자료는 [개
별-국적(한국인과 외국인으로만 구분함)-대상 텍스트–감상자번호]로 표기하였다.
11) * 표시는 동포가 포함된 집단을 의미한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가진 참여자는 전
원이 고려인이었다. 중국 국적을 가진 참여자 중에서는 6명이 조선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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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호문화교육에서는 접촉이론(Contact theory)을 고려하는 맥락
에서 학습자들 사이의 협동학습을 마련하기도 한다.12) 접촉이론에 따르면
서로 다른 집단이 접촉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세
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편견과 고정관념을 심화시키게 될 수 있고, 충분
한 준비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접촉은 접촉한 상대에
대한 불쾌감을 자극할 수 있다. 그래서 상호문화교육 연구에서는 상대방
을 이미지가 아닌 실체로 여기고 대하게 만드는 접촉의 효과를 증대시키
기 위해서는, 접촉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과 규범이 제시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해 왔다(D. W. Johnson and R. T. Johnson,
김영순 외 역, 2010:149-161).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적 독자가 다
문화 소설을 독서하는 과정에서 발현되는 사고들과 다문화 소설의 독서가
상호문화적 성찰로 나아가기 위해 극복해야 되는 장애물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다른 문화성을 지닌 사람과의 소통이
이를 조정하거나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조건과 규범들에 따
라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토론 감상의 자료도 검토 대상
으로 삼았다.
토론 감상 자료는 두 개의 변별되는 토론 집단으로부터 각각 수집되었
다. 이 두 집단을 확실하게 변별하는 요소는 참여자들의 국적이다. 토론
집단A는 참여자들의 국적이 모두 한국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한국인인 반
면, 토론집단B는 참여자들의 국적이나 민족성이 다양하였다. 이는 타자
집단과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다문화 소설이 감상될 때 이루
어지는 사유 방식도 확인하고, 타자 집단과 접촉이 이루어질 때에 이루어
지는 사유 방식도 확인하기 위한 설계에 해당한다.
상호문화교육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성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적인 목적

12) 접촉 가설이 제기된 초기에는 자연스러운 접촉 상황을 구현하는 것만으로도 문화
적 갈등과 충돌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다
양한 인종과 민족들이 공존하도록 인위적인 조정을 가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예상
과는 달리 처참했다. 상대방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는 면도 있었지만, 문화적 편견
과 고정관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대면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불편함으
로 인하여 오히려 공존 상황에 대한 기피감이 현저하게 두드러지게 되었기 때문이
다(C. I. Bennett, 김옥순 외 역, 2009: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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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접촉되는 상황을 조성할 때에는 반드시, 접촉하는 사람들이 서로
를 ‘개별적인 존재’로서 이해하며 ‘평등한 관계를 지향’ 하고, ‘동등한 지
위’를 가지고 상호 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적인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앞의책).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같은 학
교의 동학들로서 상호 간에 라포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을 독서 토론 실
험에 참여시켰다. 그리고 이 실험에는 참여자들이 소설에 대한 감상과 이
해를 풍성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서 토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
으로써 공동의 목표를 제공했다. 변별 기준이 되는 국적 이외의 요소에
대해서는 두 집단의 참여자들이 동일한 수준으로 다양할 수 있도록 했다.

식별 코드

집단A-가

집단A-나

집단A-다

집단A-라

집단A-마

집단A-바

성별

여

여

남

여

여

남

국적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모어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종교

없음

없음

있음

있음

없음

있음

혼인여부

미혼

기혼

미혼

미혼

미혼

미혼

학령

학부 3년

석사 2학기

학부 3년

석사 4학기

석사 2학기

석사 3학기

출생년도

1995

1987

1995

1991

1994

1992

식별 코드

집단B-가

집단B-나

집단B-다

집단B-라

집단B-마

집단B-바

성별

여

남

여

여

여

여

국적

중국

중국(교포)

대한민국

대한민국

베트남

중국(교포)

모어

중국어

중국어

한국어

한국어

베트남어

중국어

체류 비자

D-2

F-4

해당 없음

해당 없음

D-2

F-4

종교

없음

없음

없음

있음

있음

없음

혼인여부

미혼

미혼

미혼

기혼

미혼

미혼

학령

박사 5학기

박사 3학기

석사 1학기

박사 2학기

박사 2학기

석사 4학기

출생년도

1987

1989

1993

1988

1987

1993

표 4. 독서 토론 관찰 실험 참여자의 정보와 식별 코드

토론에서 수집되어 분석한 자료는 개별적인 감상 끝에 작성한 사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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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문과, 다른 사람과 함께 참여한 토론의 전사본13), 그리고 토론 후에 개
별적으로 작성한 사후 감상문과 모든 실험이 종료된 이후에 실시된 인터
뷰 전사본이었다.14) 독서 토론 관찰 실험의 수집 자료 수는 ‘표 5’와 같
고,15) 인터뷰는 일대일 면담의 형태로 1시간(±20분)동안 시행되었으며
분석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다.

작품

집단A

집단B

사전감상문

사후감상문

토론

사전감상문

사후감상문

토론

그곳

6

6

1h 47m

6

6

1h 44m

모두

6

6

1h 50m

6

6

1h 56m

이미

6

6

2h+

6

6

1h 46m

죽은

6

6

1h 50m

6

6

2h+

중국

6

6

1h 45m

6

6

1h 52m

타인

6

6

1h 54m

6

6

1h 53m

표 5. 독서 토론 관찰 실험에서 수집한 감상 자료의 종류와 수

한편, 이 연구에서 다문화 소설을 상호문화교육의 교육적 비계가 되는
텍스트로 삼은 이유는, 다문화 소설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졌다는
인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감각과 사고, 그로 인해 유발된 갈등을 재현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독자가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갖춰
야 할 태도와 사고방식을 고찰하게 하도록 이끌기 때문이다. 이에 그 효
용성을 증대할 수 있는 작품을 탐색하여 아래의 여섯 편을 연구 대상 텍
스트로 선정하였다. (작가 명: 가나다 순)16)
13) 학습자들의 토론을 녹음한 자료와 녹화한 자료를 교차 검토하며 전사하였다.
14) 수집 절차는 사전설문지→[사전감상문→독서 토론→사후감상문]*6회→사후설문지
→인터뷰였다. 집단 감상 자료에는 토론 자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토론집단구
분-대상텍스트-감상 자료의 종류]와 [감상자번호]를 분리하여 표기하였다.
15) 집단 토론에서 수집한 감상 자료들의 식별 기호는 사전 감상문은 [사전], 사후 감
상문은 [사후], 토론 전사 자료는 [토론]으로 표기한다.
16) 이 작품들은 모두 단편으로 출간되었으나 계간지나 수상 작품집에 실리기도 했다.
다수의 대학이 계간지를 구독하고 있기 때문이 이 연구의 참여자들 중에는 단편집
이 아닌 계간지에 실린 작품을 읽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이유로 판본별로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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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월, 「중국어 수업」, 『아무도 펼쳐보지 않는 책』, 창비, 85~112쪽.
[약칭: 중국]



김민정, 「죽은 개의 식사시간」, 『홍보용 소설』, 실천문학사, 95~118쪽.
[약칭: 죽은]



김애란, 「그곳에 밤 여기에 노래」, 『비행운』, 문학과지성사, 127~168쪽.
[약칭: 그곳]



김연수, 「모두에게 복된 새해 - 레이먼드 카버에게」, 『세계의 끝, 여자친
구』, 문학동네, 117~142쪽. [약칭: 모두]



전성태, 「이미테이션」, 『늑대』, 창비, 257~284쪽. [약칭: 이미]



정인,「타인과의 시간」, 『그 여자가 사는 곳』, 문학수첩, 75~104쪽. [약
칭: 타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다문화 소설을 위와 같이 선정한 까닭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위의 소설들은 서술자, 등장인물들이 놓여 있는 문화적 위치나
특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며, 이들이 다른 인물을 인식하고 생각하는 방식
을 통해 그 위치에 부여되어 있는 아비투스적 감각과 인지방식들이 핍진
하게 재현되어 있다. 이는 독자가 각각의 인물의 문화적 위치와 입장을
탐색하며 반성적으로 사유해 볼 기회를 제공하는 요소라는 점에서 상호문
화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다.
둘째, 위의 소설들에 재현된 문화적 사건들은 등장인물이나 서술자들의
문화적인 특성이나 그로 인해 당면해 있는 사회적 위치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고, 이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헤게모니와 감
각, 그리고 고정관념이나 편견과도 관련이 있다. 가령 <이미>의 경우에는
토종 한국인이지만 너무나도 이국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외국인으로
대해지는 ‘게리’라는 인물을 통해, ‘이국적인 외모’에 대한 사회적 해석에
는 차이점을 미리 밝히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에 수록된
<죽은>은 김민정이 아닌 ‘민정아’의 작품이라고 되어 있다.『본질과 현상』18호에
는 <그곳>이 「그곳에 밤 여기의 노래」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다. 『문학과 사
회』2008년 가을호에도 수록된 <이미>에는 단편집에 있는 “게리는 전방부대에서
병장 전역한 후, 예비군을 거쳐 지금은 대한민국 민방위 대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이미, 283)는 문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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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개인이 받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17) 또한 <죽은>에
는 생득적으로 사회화된 언어적 특성으로 인하여 경계의 대상이 되기 일
수인 ‘진봉’을 초점인물로 삼아서, 문화적 특성들에 가해지는 사회적 고정
관념의 문제를 돌아본다. 가다머(H. G. Gadamer, 임홍배 역, 2012:153)는
선입견에는 낯설고 새로운 대상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한 도움을
주는 가치도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친 경우에는 낯설고 새로
운 대상의 진면모를 보지 못하는 가림막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위의 소설에 재현된, 낯설고 이질적인 문화적 요소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
회문화적으로 갖는 영향력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문화성에 대해 가진 고
정관념의 양가적 가치와 문제를 숙고하게 도울 것이다.
셋째, 위의 소설들은 핍진한 구조 안에서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
이 어떻게 만나고 소통하며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문화적
헤게모니에 따른 인식과 감각이 그 관계를 어떻게 망칠 수 있는지를 재현
해 보인다. 가령 <그곳>과 <타인>에 등장하는 ‘명화’와 ‘쑤안’은 각기 ‘용
대’와 ‘나’의 소중한 ‘아내’들이지만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주변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그 시선은 ‘남편’들에게도 영향을 준다. <중국>에
등장하는 외국인 노동자 학생들은 초점 인물인 ‘수’의 제자이며, <모두>에
등장하는 인도인 ‘싱’은 초점 인물인 ‘나’의 아내의 제자이자 집에 있는
피아노를 조율해 주겠다는 선의를 가지고 먼 거리를 와준 고마운 사람이
지만, 소설 속 인물들은 이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못한다. 인륜적이어
야 할 관계들이 다만 문화적 출생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해서 제대로 구현
되지 못하는 문제를 재현해 보이는 것이다. 이는 독자들이 인간관계라는
측면에서 문화성에 대해서 사유하고 성찰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상호문화
적인 가치가 잠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대상 텍스트를 선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두
가지를 부차적으로 고려하였다. 첫 번째로 고려한 점은 소설의 초점 인물
들이 특정한 문화적 위치에 몰리지 않도록 한 것이다. 위의 소설에 등장
하는 이주민들은 경제적인 기준에서 보았을 때는 중산층도 있고 하층민도
17) ‘게리’의 이국적인 외모가 ‘혼혈’의 표상으로 대해졌을 때와 ‘뉴요커’의 표상으로
대해졌을 때, 그의 사회적 위치는 확연하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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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성별로는 남성 이주민도 있고 여성 이주민도 있으며, 민족적 위치
에서 보았을 때는 교포인 사람도 있고 이민족 외국인인 사람도 있다. 이
는 학습자들이 고려해야 할 소수적 문화성의 문제가 특정한 사회적 위치
에 국한된 것으로서 특성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설계에 해당했다. 두
번째로는 학습자들이 교과서 등을 통해 만나지 못했던 작품을 선정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는 교과서 등을 통해 접한 작품의 경우에는 학습자들이 그
감상의 방식이나 사유 지점을 이미 특정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학습자들
의 감상이 전형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다문화 소설의 독
서가 상호문화적 성찰로 이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 내용을 설계하는
데에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다문
화적 상황과 인물, 그리고 그들이 연루된 사건을 접했을 때 가지게 되는
사고와 감정을 있는 그대로 포착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런 점에서 교과서
에 수록된 적이 없는 위의 텍스트들은 학습자들의 감상 과정을 생생하게
검토하려는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 소설을 읽으면서 느낀 점이나 생각한 바를 기술한 학습자들의
감상 자료는 그들이 어떤 사고방식에 휩쓸려서 상호문화적 성찰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가를 드러내 주었다. 이 연구의 Ⅲ장에서는 학습자들의 감
상 양상을 Ⅱ장에서 살펴본 상호문화교육의 관점과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의 원리에 따라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어떤
사고과정이 다문화 소설의 감상을 상호문화적인 사유로 이끌어주는지를
확인하고, 사회문화적으로 내면화한 사고방식이나 감각 중의 무엇이 그들
의 상호문화적 성찰을 방해하는 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Ⅳ장에서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의 지향을 학습 주제와 학습 목표의 형
식으로 상세하게 제시하고, 학습목표마다 수행 과제를 설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활용되었다.18)

18) 인용한 자료와 저서의 모든 밑줄은 인용자의 것이다. 원문의 강조는 굵은 글씨를
사용하여 표시하였고 원문에 붙은 각주는 원문의 각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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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의 이론적
기반
이 장에서는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의 성격을 상호문화교육의
개념, 다문화 소설과 상호문화교육의 관계를 통해 확인한 후 그 특성을
규명하였다. 이는 Ⅲ장의 감상 자료 분석의 이론적 전제가 될 것이다. 또
한 이 장에서는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의 구도를 ‘다문화 소설
의 상호문화적 읽기 원리’와 ‘상호문화적 역량 형성을 위한 수행 과제’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는 Ⅲ장의 감상 자료를 분석할 틀로 활용되어, 학
습자들의 다문화 소설 감상이 상호문화교육적 가치를 지닐 수 있었던 원
인과 그렇지 못했던 원인을 각기 분석하는 규준이 될 것이다.

1.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의 관점

1) 상호문화교육의 개념과 성격
상호문화교육(Intercultural Education)은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
-lism)에 토대를 둔 교육의 이론과 실천을 말한다.19) 주로 학습자들이 문
화성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갖추어서, 향후 다른 문화성을 대면하였을
때 그 문화성과 그 문화성을 바라보는 자기 자신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돌
아보면서 공감적이고 협력적으로 의사소통하도록 이끄는 것을 교육적 목

19)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에 의하면 상호문화주의란 어떤 사회나 국가의 이
질적 문화들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지배적 문화와 소수 문화와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는 이념 혹은 정책을 말한다. ‘사이’ 또는 ‘간’이라고도 번역되는 ‘상호
(inter-)’로 미루어 볼 때, 상호문화주의는 어원적으로 문화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연대감 형성을 지향한다(M. Rey, 199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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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삼는다.
상호문화교육과 상호문화주의는 현대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은 필연적이
라는 것을 인식하고,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각기 다른
문화적 조건에 영향을 받으며 사유하거나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야 한다는 점을 철학적 전제로 삼는다. 이런 정황은 상호문화교육과 상호
문화주의가 다문화교육이나 다문화주의와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 경향이 있다. ‘다문화’란 곧 다양한 문화성의 공존 상태를 지칭하므로,
지금까지 여러 문화성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을 표현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서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다.20)
하지만 다문화란 말 그대로 다양한 문화성의 공존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며, 이 공존 상황에 대한 ‘관점’과 ‘지향’은 권역마다 다르게 발전되어 왔
다. 가령 초기의 다문화 교육은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이해에 초점을 맞
추어서 소수 문화도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이끈
경향이 있다면, 상호문화교육은 문화성들 사이의 상호작용 국면과 상호작
용에 영향을 주는 문화적 인식에 대한 비판적 관점 형성에 보다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는 것이다(J. Keast, 2007:42-43). 이에 이 논문에서는 다
양한 문화성의 공존 상태를 지칭할 때는 ‘다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 사이의 상호 소통 방식과 갈등 등
을 논의할 때는 ‘상호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1) 상호문화주의의 특성
상호문화교육은 여러 문화가 혼재하고 교섭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기 때
문에, 그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역사적으
로 ‘문화’ 개념이 사용되어 온 방식부터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화’의 어원은 ‘culture’와 ‘civilization’으로, 이 두 개념어들은 종교
와 왕조를 두 축으로 하던 중세 유럽이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새로운 계급

20) 서로 다른 문화성을 지닌 개인들이 상호 소통하는 장면을 재현하는 소설이 상호문
화 소설이 아닌 다문화 소설로서 명명되는 상황도 이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 29 -

과 함께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진입하면서 등장한다. 종래에 미신과 편견
에 함몰되어 있던 인간의 의식을 합리의 세계로 이끌어오자는 의미로 사
용되었던 ‘문화’는21) 오랫동안 인간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대중을 교육하
고 그들의 습성을 개선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리하여 18세기 무렵
까지는 계몽성을 표현하는 맥락에서 ‘교양(refinement 또는 bildung)’과
혼용되는 모습도 보인다(Z. Bauman, 윤태준 역, 2013:16).
주로 ‘계몽’이라는 맥락에서 사용되던 ‘문화’ 개념에 ‘결속’과 ‘복종’이
라는 의미가 결부되기 시작한 것은 국민국가의 시민 양성 기획에 ‘문화’라
는 단어가 복합적인 의미로 사용되면서부터였다. 근대 초기에는 노동자와
군인이 증가하면 국력이 강해진다고 여겼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국가가
국력 강화의 일환으로서 ‘계몽적 기획(enlightenment project)’을 시행했
다. 그리고 제국-식민의 구도에 따라, 이는 ‘야만’적인 식민지민에게 유럽
의 선진 문화를 전파하여 ‘문화적 계몽’을 이루겠다는 생각으로 전개되었
다. ‘계몽’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하던 문화에 ‘집단적 속성’이라는 의미가
더해진 것이다.22) 문화의 경계가 확고하며, 그 형태에 따라 문명적인 것
과 야만적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생각은 현재 여러 관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단일문화주의’의 역사적 토대이다.
단일문화주의는 집단에 따라 문화를 구분하며 각 문화들 사이에 위계질
21) 아놀드(M. Arnold, 1869:84-86)에 따르면 문화(culture, 교양)’은 계급 차이가 사
라지게 하는 것으로, 최고 또는 최선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구현하고자 우아하고 지
성 있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행위이다.
22) 문화(kultur)를 문명(zivilization)과 구분한 후, 문화에 ‘민족의 정신성’이라는 속성
을 더한 독일의 문화학(kulturwissenschaft)이 있었다. 가령 독일 문화학에 큰 영향
을 준 것으로 알려진 학자인 헤르더(J. G. Herder)는 ‘문화란 한 민족이 인간성을
향해 발전해 가는 역사 속에서 유기적으로 성장해 가는 생활 형식’으로 민족마다
고유한 중심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 바 있는데, 이는 민족 고유의 문화라는 의식을
강화하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이유선, 2002). 헤르더의 자민족 중심주의는 사실 특
정한 방식에 따라 다른 지역의 문화를 가치 판단하거나 속단하지 않을 것을 강조한
말이었다. 하지만 그 토대에 문화를 권역적으로 구분하는 사고방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이는 지정학적 위치를 기준으로 개인들을 특정한 문화권에 귀속시키고
이를 근거로 개인을 속단하는 사고방식으로 발전되었다. 이 사고방식은 별다른 의
심이나 회의 없이 확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베버(M. Weber, 김덕영 역,
2011:11) 같은 학자조차 “어떠한 상황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작용한 결과
로 하필 서구의 터전에서. 그리고 유독 여기에서만 보편적 의의와 타당성을 지니는
방향으로 발전한 문화 현상들이 출현했는가?”라고 하기 때문이다.

- 30 -

서와 우열관계를 상정한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
다. 현대 사회는 교통수단과 정보 통신의 발달, 산업 구조의 세계화 등으
로 인하여 과거에는 분리되어 있었을 여러 문화들이 혼재되어 있으며, 개
인들은 사회 곳곳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과 직·간접적
으로 접촉하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 통신의 발달로 세계인들
이 유사한 문화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게 된 상황이나, 대중들이 다양한
문화를 동시에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cultural omnivorousness]은
문화에 부여되었던 권력이 약화되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지만
(R. A. Peterson, 1992:243-258),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J. H. Goldthorpe, 1992). 사람들은 여전히 품위 있는 문화와 그렇지 않
은 문화를 구별 짓고 있었으며, 개인을 그가 지닌 문화적 자질에 따라 분
별하여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르디외(P. Bourdieu, 1979)는 문화에 대한 감각과 인식, 욕구 등은
사회화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 점에서 개인을 문화적 배경에 따라 구
별 짓는 태도가 사회적 사실로서 존재하는 정황은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
과 편견을 심화시켜서 문화적 갈등이 조장되거나 심화되는 단초로서 문제
시되어 왔다. 검은 피부를 가진 신사를 본 하얀 피부를 가진 소녀의 반응
을 사례로 한 바바(H. Bhabha, 1994)의 지적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
다.23) 성장환경에 의해 내면화된 감각이나 욕구는 이성적인 판단이나 합
리적인 근거 없이 문화적 타자를 두려워하며 경계하게 만들 수 있고, 이
러한 태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모욕과 치욕을 느끼게 만들 수 있기 때문
에 상호 간의 관계 형성과 소통이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러한 단일문화주의의 관점에 대한 문제의식에 따라 대두된 것이 다문
화주의(multiculturalism)와24) 상호문화주의이다. 이 두 이념은 ‘궁극적
으로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기본적 정신을 표방’
23) 바바(H. K. Bhabha, 1994)는 제국-식민의 구도에 따라 형성된 위계질서가 타자
에 대한 감각에 적용되어 인종주의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24) 국내에서는 다문화주의가 주로 민족적이고 인종적인 다문화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
용되는 경향이 있지만. 해외에서는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부터 각 지역의 페미니즘 운
동까지 여러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논의의 초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
여 민족적이고 인종적인 개념에 방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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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혼용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 철학적 기반과 역사적 배
경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한국다문화교육연구학회, 2014:237).
먼저, 영미권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다문화주의는, 주로 다양한 문화
성들의 공존 상태에 주목하며, 여러 문화성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공동체
내적으로 가치를 발현하고 있는 상황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보
인다. 그동안 스스로를 공동체의 ‘중심’이라고 여겨온 다수의 문화가 소수
의 문화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문화로 동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자신의 위치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소수 문화에 대한 사회적 몰인정
으로서 소수 문화 향유자들에게 모욕감과 굴욕감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다문화주의자들은 이러한 정책이 소수자들의 자기 이해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몰인격적이라고 보며, 그에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동화 정책
이 소수자들을 원하지 않는 존재 양식 속에 가두어 놓는 ‘억압’으로서
정신적 문제의 단초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소수에 대한 몰인정과 동
화 정책은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에 해가 되는 것이었으므로, 이들을 인정
하고 가치화하기 위한 ‘차이의 정치’와 ‘인정의 정치’를 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25) 즉, 문화적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문화주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며 모든 문화적 권리가 상호 인
정되는 사회를 민주적 이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다문화주의는 집단 외부적으로는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
하고 이해할 것을 주장하면서도 집단 내부적인 다양성에 대해서는 애매모
호한 태도를 취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26) 현존하는 다양한 문화성을
25) ‘차이의 정치’란 소수들에게 정치적 ‘안전망’을 제공하자는 주장이다(C. Tyler,
1991:129). 이는 사회에는 아직 소수 문화를 불쾌하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정서가
남아 있고, 그것은 근대의 전통에 따라 구성된 보편성의 정치가 소수들이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의식을 전제로 제시되었다. 지금까지의 역사적
흐름에 따라 문화적 헤게모니가 사람들의 ‘도덕적 이상들을 일정한 정도로 왜곡’하
거나 ‘선택적으로 망각’시켰다는 것이다.
26) 소수 문화 공동체에서 탄생한 사람이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문화성을 여러 선택지
중의 하나로 대하지 못하고 당위적으로 받아들이게 한다는 점에서나, 전통을 지켜
야 할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서 소수 문화 공동체에 존재하는 관습적 권력 구도를
재고(再考)하거나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수 문화 내부적
으로는 억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후쿠야마(F.
Fukuyama, 2006:5-20)와 센(A. Sen, 이상환·김지현 역, 2009)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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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고 인정하며 이해할 것을 주장하는 데에 집중하기 때문에, 공존하
고 있는 문화성들 사이의 접변 현상과 과정에 대한 논의가 미약하다는 것
이다. 이에 대해 센(A. Sen) 등의 학자들은 지금까지 다문화주의가 동화
정책에 따른 문화적 차별에 대한 저항 운동을 겸하며 발전되었기 때문이
라는 분석을 제시하면서도, 소수 문화 집단이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공동체가 공유하는 문화를 소수 문
화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게 만들 여지가 있고, 그로 인하여 문화성을 뛰
어넘는 연대와 결속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27) 이러한 주장은 다양한
문화성의 진정한 공존 상태란, 공동체 구성원들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출
신 집단에 상관없이, 인간 대 인간으로서 소통하면서 연대감을 형성하거
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는 견해를 토대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E. W. Johnson and R. T. Johnson, 김영순 외 역, 2010).
문화적 집단주의에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현대의 개인들은 출신
문화뿐만 아니라 성장과정에서 형성한 정치적 관점과 경제관, 젠더의식,
인종의식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대 사회의 개인
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과 그 과정에서 적대시 하게 되는 ‘타자’를
선명하게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을 제시한다(A. Sen, 이상환·김지현 역,
2009:190~196).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들은 성장 과정에서 여러 문화
성들을 접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문화성을 자신의 정체성 내에 기
입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국면에서는 이질적인 개인들도 다른 국면에
서는 유사하거나 친밀한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다양한
문화성이 공존하고 교섭하는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정체성 문제에
대한 철학적 재고와 관련되어 있다.28)
27) ‘차이의 정치’를 주장하는 다문화 주의자들은 토크빌(A. C. Tocqueville)이 말한 시
민들의 자발적 정치 참여 의지가 약화될 가능성, 즉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의 권력이라
면 그것이 무엇이든 쉽게 수용해 버려서 다른 사람을 등한시할 가능성을 언급한다는
것이다. 다문화주의자들이 차이의 정치를 주장하며 토크빌의 발언을 복기하는 맥락에
는, 권력이 다수 문화 공동체의 의지에 휘둘릴 가능성과 그에 따라 소수로서 등한시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 하지만 센(A. Sen, ibid)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는 개인을
‘다수’ 또는 ‘소수’로 규정된 집단에 도착시키고, 다수와 소수를 이원적으로 분리해 버
린 사고방식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28) 다양한 문화권이 서로 교섭되어온 역사적 전거들은 완전하게 독립적인 문화 집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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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문화 철학자인 압달라-프렛세이(M. Abdallah-Pretceille)는 그동
안 문화라는 개념이 권역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온 방식이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를 논의하며, ‘문화성(culturalité)’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것을 제
안하기도 했다(장한업 역, 2010:15). 문화를 집단적인 개념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는 삶의 경험에 따라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그에 영향을 받으면
서 역동적으로 정체성을 일구어 나가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
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가 제안한 ‘문화성’이라는 개념은 문화를 개인이
삶의 과정에서 입은 ‘흔적’이나 특정한 경험으로부터 갖게 된 ‘속성’으로
봄으로써, 사회적 헤게모니보다는 그것에 반응하는 인간의 행위력을 더
강조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즉, 사회 내의 여러 문화성들의 공존상태에
대한 반응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주체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선언한 이후로 대한민국은 근대의 단일문화주
의적 사유로부터 영향을 받은 민족주의적 헤게모니를 반성하며, 다소 이
질적이고 낯선 문화들도 인정하고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교육적 관점
을 제시하고 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양한 문화성에 개방적인 인식을
가지고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다양한 문화성이 진정으
로 공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문화성을 지닌 사람이 자신의 문화
성에 대한 타자의 편견에 고통 받지 않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
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을 갖추
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
을 토로하고 그 문제에 대한 공감을 촉구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문화성을 지닌 사람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
해서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세계와의 소통을 통해 익히게 된 사고방식이
나 행동방식에 대해 고려할 줄 알아야 한다. 이는 결국 문화적 타자인 상
대방이 처한 사회적 입장과 그가 감내해 온 시선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

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통찰을 야기하였고, 집단의 중심 서사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온
개인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관심을 인문학적으로 발전시킨 대표적인 학
자로는 아렌트(H. Arendt, 1944)와 도이처(I. Deutscher, 1968), 사이드(E. W. Said,
2003)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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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호문화교육의 핵심 역량들과 관련이 깊다.

(2) 상호문화교육의 핵심 역량
베넷(C. I. Bennett, 김옥순 외 역, 2009)은 다문화 상황에서 요구되는
의사소통 역량이란, 자신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상대방과 대화할 때
상대방이 자신과 다른 문화적 조건에 따라 생각하거나 말할 수 있다는 지
식을 가지고, 효과적이고 협력적인 상호소통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줄 아는 능력들로 구성된다고 하였다.29) 이러한 설명을 보면 상호문화역
량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문화성에 대한 사유를 수반한 의사소통역량으로
서, 다양한 문화성의 존재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와 그와 소통하는 상황에
필요한 관용적인 태도를 갖추는 것을 기본 속성으로 한다.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E. T. Hall, 1959)은 문화적 특성이 다르다는
것은 언어 사용방식이나 비언어 사용방식, 그리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인식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 그러나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대화 상대방을 마주하였을 때 요
구되는 사유는 다만 그가 ‘나’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유하고 행동할 수 있
다는 것뿐만이 아니다. 그가 ‘나의 예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유하고 행
동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문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체계 내에서도 변화할 수 있고, 다른 문화와의 접촉으로 인하여 변동
될 수도 있다30). 특히 현대 사회는 하나의 국가나 도시 안에 여러 문화성
들이 혼재되어 있다. 국지적인 문화성이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들의 관계
맥락에 따라 미시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
이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최근의 상호문화교육은, 문화적으로 자신과 거
29) 이 능력을 설명하면서 베넷(C. I. Bennett)은 다문화 역량이라고 명명하였으나, 사
회학자인 베넷(M. J. Bennett, 2004)은 Interculturally Competent라고 명명하였
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이 두 개념 사이에는 의미론적인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기
보다는 명명법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주체에 맞춰 이 역량을
지칭하는 용어로 ‘상호문화역량’을 사용하겠다.
30) 문화 변동(Culture change)은 내재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다른 문화와의 접
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그 결과는 공존, 저항, 동화, 융합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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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대화 상대방이 ‘낯선 문화와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
는 것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가 내면화한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의 이
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
다(P. Knapp and M. Watkins, 주세형 외 역, 2007).
다양한 문화성들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구축되어야 할 인간관계에 대해
고찰한 캠벨(D. E. Campbell, 김영순 외 역, 2012)은, 자신과 다를 것으
로 예상되는 문화 정체성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구
축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상대
방이 지닌 문화성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돌파하게 하는 ‘친밀한 일대일
상호작용’이다. 둘은 ‘접촉’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로, 상대방과 인간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셋은 보편적인 의미에서 ‘평등’을 지향하는
태도이다. 이는 주체가 상대방을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대하며 협력
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의 전제로서 캠벨은
먼저, 주체가 ‘자기 자신에 대한 건전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고 이야기하였다. 자아 존중감과 효능감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어야 다
른 태도도 구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논의는 다문화 상황의 의사소통
은, 비록 문화성이 다른 타자로 인하여 발생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결국
은 자신과 다른 문화성을 지닌 타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문제
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타자 문제란 결국 타자를 대하는 주체
의 행동양식을 의미한다는 관계 철학의 사유와 맞닿아 있는 것이다.
상호문화적 역량이 의사소통의 맥락에서 논의된다는 것은 곧, 주체가
문화적 전거가 다른 사람들 사이의 소통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거나 능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
다.31) 상호문화적 소통 상황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갈등은 주로
낯설고 이질적인 문화성과 관련이 있다. 이에 라스지(S. Rathje, 2007)는
상호문화적 소통의 주체들은 항상 다른 문화권 출신인 사람과 대화하는
31) 갈등 이론에서는 인간 사회에서의 갈등은 필연적인 것이라는 전제 하에, 갈등 관
리란 그것이 당사자들의 수용 한계를 벗어날 정도로 악화되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 또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사회 내에 존재하는 갈등을 공유함으로써 그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며 사회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D.
Robey and D. Farrow,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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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자신에게 낯설고 불편한 감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되,
최대한 그러한 감정들을 상대화하며 의사소통 상황을 객관적으로 대하고
자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낯설고 불편한 감정이 소통 상황에서 갈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객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미스와 로빈슨(A. Smith and A. Robinson,
1996)는 문화적 타자 사이의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에는 주로 고
정관념이나 편견, 그리고 자민족 중심주의가 관여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면
서, 주체가 위와 같은 감정들에 연루되는 경우는 주로 그가 대화의 화젯
거리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잘 모르기 때문에 논
의에서 해당 내용을 회피해 버릴 때, 또는 잘 모르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느낄 때, 또는 논의가 본격화되기
도 전에 그것이 자신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짐작하고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때, 주체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집단적 헤게모니를 제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상호문화주의는 낯설고 이질적인 요소들을 대할 때
느껴지는 감정과 생각들을 상대화해 볼 것을 권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내용으로, 어느 누구도 모든 문화성을 경험하면서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인지적 한계와 감각의 문제
를 솔직히 인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개인
이 주로 자신의 감각이나 사고방식, 행동 방식 등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며, 문화적 소통에 잠재되어 있는 불확실성을 표면화고자
자 하기 때문이다.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쾌감만 증폭시킬 수 있는
문제는 어떻게 조정이 되어야 할지 난감하지만, 가시화된 문제는 면밀히
분석하여 조정을 가해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상호문화적 문제를 가시화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서 논의의 ‘출발점’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위와 같은 맥락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상호문화적 역량을 다음의 다섯
가지 능력요소로 정리한다. 첫째는 상호문화적 소통의 필요성을 충분히
알고 적극적이고 협력적으로 소통 상황에 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는
현대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식적으로 이해하여 개방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포함한다. 둘째는 자신과 타자의 문화적 위치를 사회 상황이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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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의 맥락과 관련하여 생각하고, 이를 고려하여 대화를 이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다. 이는 주체들이 상호간에 가질 수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해 의식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소통의 자원이 될 수도 있고 조정 대
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헤아리는 해석적 이해를 포함한다. 셋째는 자
신의 문화적 가치를 상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 비판적 문화 해석
능력이다. 이는 인간이란 자신과 세계 사이의 상호작용에 따라 문화적 가
치와 이념을 형성하며, 객관적으로는 다원적인 맥락 위에 있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을 포함한다. 넷째는 다른 사람의 감정과 세계관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는 낯설고 이질적인 문화성을 내면화하고 있는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이해하고 관용적인 태도를 갖추는 것을 포함한
다. 마지막으로는 메타적인 차원에서 자기 자신의 감각 방식과 사유 방식
을 돌아보며 내면화되어 있는 문화적 헤게모니를 반성하는 능력이다. 상
호문화적 소통의 문제란 문화성에 대한 앎의 부족에서 오는 것만이 아니
다. 주체는 자기 자신과 타자의 존재나 관계에 대한 이해가 구체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에 표류하는 말들에 휩쓸려서 문화적 갈등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이를 통찰하게 하는 메타적 자기 인식 행위는 주체가 자기
중심적이고 현재 중심적인 태도를 극복하게 돕는다. 즉, 이는 소통 상황
에서 자신의 응답과 반응을 조정하도록 이끈다는 점에서 상호문화능력을
완성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2) 다문화 소설과 상호문화교육의 관계
다문화 소설은 문학적 구성 요소들이 다양한 문화성들의 공존 상태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 문학 작품을 일컫는다. 국내에서는 주
로 국적 타자들이나 민족적 타자들 사이의 공존 현상과 그들 사이의 관계
형성 및 소통의 문제에 주목하는 소설들을 주로 다문화 소설이라고 부르
고 있다.32) 다문화 소설은 다양한 문화성의 공존 상태에 주목하고 그 상
32) 민족적 타자 또는 국적 타자들 사이의 관계 형성과 소통의 문제를 재현하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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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면과 사건 등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이렇게 재
현된 사건은 주로 문화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 구도
와 소통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런 점에서 다문화 소설은 독자가 텍스
트를 향유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의식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상호문화적 소통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찍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북미 지역에서는 다문화교육에 효용성을
발휘하는 다문화 문학이란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작가의 작품이나 다문화
적 배경을 가진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작품, 다른 문화권에서 온 등장인물
과의 상호작용 양상이 재현된 작품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V. Harris,
1993 ; J. H. Dressel, 2003). 그리고 다문화 문학이 가질 수 있는 교육
적 가치와 효용성이란, 다른 민족 집단 구성원들이 우리 공동체가 보유하
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나 사회적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공감해
볼 수 있다는 점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다문화 소설이 다른 민족의
입장을 재현하고 있다는 주장은 작품이 작가의 메시지라는 의식 아래 형
성된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작가라면 의당 다문화적 감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문학을
구성할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한 것이다.33)
아비투스 개념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다문화 배경을 가진 작가의
작품이 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을 재현한다는 전제는 일견 타당성
을 지닌다. 하지만 유사한 사회적 위치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성장하
더라도 그로부터 구축된 개인들의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은 제각기 다를
수 있고, 현대의 개인은 경험의 맥락이 집단적으로 구별되기 어렵다는 점

초점이 맞춰진 소설들이 ‘다문화’ 소설 장르로 분류되는 이유는, 그 작품이 무엇보
다도 ‘다문화’라는 현상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촉발되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도
서로 다른 국적이나 민족성을 지닌 사람들의 공존 상태를 보인 소설들을 ‘다문화
소설’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한다.
33) 특히, 드레셀(J. H. Dressel, 2003)은 다문화 교육적 가치를 지닌 다문화 문학은
지배적 문화권의 독자로 하여금 다른 문화권 사람들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다. 다양한 문화성들이 사회적 권력 구도에 따라 위치 지어져
있다는 인식을 전제한 이 발언은, 자칫하면 편향된 것이라는 문제제기를 받을 수
있다. 문화적 다원화를 포용하고 그 차이를 받아들이며 인정하는 행위는 다만 지배
적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만의 과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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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한계가 있다. 다문화 사회는 여러
문화성이 혼재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같은 민족이더라도 사회 경
제적으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서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비슷
한 환경에서 자랐더라도 주체의 성격에 따라 환경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주체의 정체성적 특성은 국경이나 민족성에 따라서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소득 수준이나 소비 방식, 성별의식, 정치적 관점,
거주지 등에 따라서도 구별될 수 있다. 주체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는가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곳을
살아가는 개인들은 사회 내에 공존하는 다른 문화성과 접촉 경험에서 자
유로울 수 없다. 즉, 다문화 사회에서는 개인의 생득적 문화 정체성이 그
사람의 전부를 설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정한 개인의 언행이
그 문화권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보는 방식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상호문화교육적 효용성을 지닌 다문화 소설 작품이
란, 다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
이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지점은 작품의 구성요소들이 독자들의 다문
화 민감성을 일깨울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콘래드(J. Conrad)와 오스틴
(J. Austin)은 다문화적 배경을 지닌 작가는 아니었지만, 사이드(E.
Said, 1983:90-110)는 콘래드의 소설부터 제국주의 시대의 인종 문제를
읽어 냈다. 콘래드라는 민감하고 세심한 작가의 글 속에서 시대를 관통하
고 있는 문화적 헤게모니를 발견해 낸 것이다. 또한 그는 오스틴의 소설
인『맨스필드 파크(Mansfield Park)』(J. Austin, 1813)로부터 대영 제국
의 귀족들의 풍족한 삶이 식민지 소재 농장에서 생산되는 부에 기반하고
있었던 것을 읽어내기도 했다(E. Said, 김성곤·정정호 역, 2015:125).
이는 작품에 재현된 그 시대의 다문화 상황에 대한 표현이 핍진하고 섬세
한 작품들이라면, 독자는 그 작품들로부터 그 시대에 형성되어 있던 문화
성들의 위계와 문화성에 대한 헤게모니적 인식들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작품 속 세계 안에 재현된 다문화 사회의 현실이 섬세한 작
품들은, 마치 사이드의 비평문들이 제국주의에 대한 서구의 반성을 이끌
어낸 것과 같이, 작품에 재현된 시대상에 대한 민감하고 세심한 세속적
비평을 이끌어 냄으로써 사회 내적으로 울림을 주고 문화적 헤게모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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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호문화교육적으로 효용성을
지닌 다문화 소설이란, 소수적인 문화성을 지닌 작가의 작품을 의미한다
기보다는 독자가 작품에 대한 비평적 감상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는 작품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해리스(V. Harris, 1993)는 다문화 문학의 교육적 가치를 제시하며 자
기 민족과 다른 민족의 역사와 문화적 개념에 관한 문학을 접함으로써 건
강한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들었다. 앞에서 이야기한 맥락을
고려해 볼 때, 이 주장은 다문화 문학이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한 명의
인간으로서의 작가의 목소리를 들어볼 기회라는 의식을 전제로 한 말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지점은
문학의 목소리란 문화적으로 중첩되어 있다는 것이다. 소설은 작품의 형
상화 단계에서 작가가 서술자를 포함한 다양한 인물들의 위치를 설정한
후에, 각각의 위치에 맞도록 그 목소리를 재현해 보인다. 다문화 소설의
인물들은 상호문화적 관계를 맺고 있거나 상호문화적 소통을 해야 하는
자리에 위치 지어져 있다. 그래서 독자는 각각의 인물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검토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인물을 바라보는 시선도 검토할 기
회를 얻는다.34) 다문화 갈등과 관계가 있는 인식들을 여러 층위에서 검토
함으로써, 상호문화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다문화 소설을 읽는 독자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성장하였거나
소속해 있는 사회의 문화적 자장(磁場)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자각하
고 있어야 한다. 비평적 통찰을 주는 작가란 “자신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녔을 법한 이데올로기적 편견들을 모두 포착한, 시대와 결코
무관할 수 없는 사람” 이다(L. Tyson, 2006, 윤동구 역, 2012:936). 그래

34) 작가의 경우에는 국적, 민족성, 성별, 경제 상황, 학력 등과 같이 작품 내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서술자의 위치나 각 인물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관련이 있는 그 요소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검토하여야지 작품의 형상화가 가능하
다. 독자의 경우에는 작가가 소설에 재현한 다양한 목소리들을 간접 경험하게 되는
데, 이 과정에서 다른 문화적 위치에 놓인 인물이 사건을 보는 방식과 그에 대해
취하는 행동을 알게 되거나 자신의 문화적 위치에 대한 시선을 경험하게 된다. 이
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Ⅲ장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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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의 작품은 특정한 국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대기”로서 읽힐 가
능성을 가지고 있다. 서구 사회의 문화적 관점에 대한 통찰력 있는 비평
을 제시한 사이드도 타이슨과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아무리 뛰어
난 작가라도 신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한 시대의 이데올로기에서 완벽
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고, 오히려 뛰어난 작가일수록 시대가 품은 문화적
이데올로기와 감각들을 문학적 기제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작품 내에
제시하여 보여준다는 것이다(E. W. Said, 김성곤·정정호 역, 2015:34).
작품의 구조와 장면을 개연성 있고 핍진하게 형상화하려고 노력하는 작가
들은 자신이 재현하려는 시대의 이념을 지속적으로 탐구하며, 자신의 작
품 속 세계가 그것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들은 다문화 소설의 독자가 작품 속 공간의 문화적 헤게모
니와 감각을 의심하고 회의할 수 있고, 그러한 생각은 작가가 가지고 있
는 문화관과 세계관, 또는 작가가 염두에 둔 시공간의 문화적 헤게모니에
대한 사유로 확장시켜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심하고 회의하는 자
신을 돌아보는 메타 비판도 가능하다. 작품에 대해 가지게 되는 자신의
의문을 돌아보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편견이나 고정관념, 또
는 감각들을 성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문학을 통해 다양한 시선을 경
험하는 행위가 갖는 중요한 가치란, 작품 속에 재현된 문화적 위치들을
관찰하고 그 위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고방식들에 공감하고, 그것을
재현한 작가의 문화적 위치와 그의 재현물을 읽는 자신의 문화적 인식을
메타적으로 검토하는 데에 있다. 이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다문화적 상황
을 돌아보고,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 갖춰야 할 시민적 태도에 대해 숙고
하게 이끌 것이다.
요컨대, 다문화 소설은 독자들이 서로 다른 문화성이 공존하고 접촉하
는 과정에서 발생할 사건을 입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독자가 그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고 이해하며, 비판하고 반성하도록 이끈다. 독자들
은 구체적인 상황 맥락에 따라 핍진하게 제시된 인물들과 그 인물들의 행
동을 관찰하는 서술자의 태도를 주도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다. 이는 막연
하고 피상적인 차원에서 이질적이고 낯선 문화성에 대해 구축해 온 고정
관념과 편견을 돌아보고,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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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하는 소통의 방식을 고민하게 도울 것이다. 또한 다문화 소설에 대한
핍진한 이해와 비판적 인식은, 독자가 서로 다른 문화성을 지닌 사람들이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존하고 있는 상황을 각성하게 만들고 사회
내에 존재하는 고정관념과 편견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위해가 될 수 있
다는 것을 깨닫게 할 것이다. 이는 경제적 세계화가 먼저 이루어짐에 따
라 이방인들과 인격적으로 대면하기에 앞서 경제적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했던 사람들이 지금의 문화적 구조와 현실에 대해 성찰하고, 상호문화적
인 공존을 모색하게 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3)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의 과제
상호문화교육의 목표는 학습자들이 공동체 내에 다양한 문화성이 존재
한다는 것을 알고 인정한 상태에서 문화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 등
을 고려하면서 상호협력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
이다.35) 상호문화적 역량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베넷(M. J. Benet, 2004)
은 이러한 역량들이 결과적으로는 상호문화적 지식과 상호문화적 인식,
그리고 상호문화적 기술을 필요로 한다고 정리하였다. 그리고 상호문화적
지식은 상호문화적 인식의 토대가 되며, 상호문화적 인식은 상호문화적
기술이 발현될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보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다문
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의 잠재적 가능성과 잠재적 상태로 있는 가
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교육적 과제를 베넷이 정리한 상호문화적 지식과
상호문화적 인식, 상호문화적 실천의 세 가지와 관련지어 제시한다.

(1) 상호문화적 지식의 입체화
35) 이 연구는 다문화 교육과 상호문화교육의 논의를 정리하며 상호문화역량을 상호문
화적 소통의 필요성을 아는 것과, 소통 참여자들의 문화적 위치를 확인하고 고려하
는 것, 자신의 문화적 가치를 상대화하며 소통하는 것, 다른 사람의 세계관과 감각
에 공감할 수 있는 것, 배타적인 차원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라는 다섯 가지의
능력으로 정리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Ⅱ장 1절 2항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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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문화적 지식이란 다른 문화성이 자신이 가진 문화성과 다르거나 차
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문화성들 사이의 차이
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다만 정치적으로 올바른 행동이기 때문에 받아
들여야 한다는 생각 또한 넘어선다. 베넷은 상호문화적 지식이 있다는 것
은 곧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존하게 되었는지, 왜 이 상황이 지속되고 있
는지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
다.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 사회 내에 여러 문화성이 공존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한 사람은 역사적인 과정의 끝에 도래한 지금의 상황을 수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정은 공동체 내에서 마주
하게 되는 다른 문화성들을 개방적인 태도로 대할 수 있게 만든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 이것이 상호문화적 지식이 공동체가 현재 상태에 이르기
까지의 역사적인 과정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고 있는 이유이다.
또한, 상호문화적 지식은 문화성들이 사회 내에서 갖는 의미를 아는 것
도 포함한다. 과거에는 상호문화적 지식이라고 하면 주로 다른 나라 사람
들이 명절을 지내는 방식이나 식생활과 같이,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질적이고 낯선 문화성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들을 먼저 떠올리는 경향이
있었다(J. J. Smolicz, 1985:451).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문화
권에서 그런 풍습을 가지게 된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단순히 어느 나라 사람들은 히잡을 쓰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보
다, 어떻게 해서 그런 풍습이 생겼으며 현대에는 그 풍습이 어떻게 논의
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주체가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그 문화성을 화두로 한 사회적 담론에 진정한 자세
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편, 다른 문화성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주체는 그것을 보는 자신의
문화적 위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타자는 항상 주체의 사고
를 매개해서 형상화되므로, 타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결국 그것을 보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상
호문화적 지식은 주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
하고 깊이 있게 아는 것도 포함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은 결국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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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른 문화성을 그렇게 느끼는 이유를 돌아볼 단서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상호문화적 지식은 자신이 가진 문화성들을 포함하여 사회 내에
공존하는 다양한 문화성들을 입체적으로 보기 위한 지식들로써, 고정관념
이나 편견에 대한 별다른 자각 없이 무심결에 하는 행동들을 반성하도록
만드는 자원이다.
상호문화적 지식은 자신이 다른 문화성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진실이
아닐 수도 있고 피상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돕는다. 주체가 사회
내에 공존하는 다양한 문화성들을 섬세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른 문화성을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살피는 과정은,
주체가 자신의 선입견을 돌아보는 과정으로서 성찰 행위에 해당한다. 이
와 관련하여 한건수(2008)가 제시한 세 가지 인식은 다른 문화성에 대한
인식 방법을 안내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문화 양식만으로 가치판단을 하지 않고 그 기저에 놓인 본질
적인 가치를 의식하는 것이다. 둘째는 그 문화가 어떻게 해서 지금과 같
은 문화 양식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아는 것이다. 셋째는 현재적인 관점에
서 그 문화성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다. 즉, 문화성
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란, 담론적인 측면에서 문화성의 역동적인 성격을
충분히 알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담론의 차원을 고려하며 문화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그것이 다면적이고
역사적이며 역동적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
집단의 안팎에서 문화성들이 어떻게 소통되고 있으며 상호 교섭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 문화성이란 여러 사람들이 함께
구축해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문
화성 구축에 개입되는 요소들 중, 현재적인 관점에서는 타자적인 성격을
지닌 것도 있다는 점이다. 가령 사이드(E. W. Said)는 아랍인인 모세와
유대교 사이의 관계에 대한 프로이드(S. Freud)의 에세이를 분석하며, 정
체성이란 본질적으로 타자성(otherness)과 이타성(alterity)의 혼합 형태
로 구성된다고 했다(E. W. Said, 주은우 역, 2005:83). 이는 특정한 문화
성을 떼어서 그것만 논의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하나의 문화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성이 놓여 있는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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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와 그 문화성을 주목하게 된 사회의 흐름, 그리고 그 문화성에 대해
형성되어 있는 사회 내의 분위기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이 다문화 소설이 상호문화교육적인 가능성을 갖는 부분이다.
바흐친(M.M. Bakhtin, 이득재 역, 1988:102)은 근대 소설의 특징 중
하나로, 다성적(polyphonic)이고 유기적(organic)인 구조를 제시하였다.
매우 섬세한 관찰자인 작가는 자신의 감각을 동원하여 그가 살고 있는 사
회에서만큼은 납득이 될 만한 장면을 핍진하게 재현한다. 이렇게 구성된
작품은 주로, 시대적·지역적 이데올로기와 감성들이 정치적인 계산과 이
념적인 명분 등과 함께 뒤섞여 있는 양상을 재현하게 되는데(E. W. Said,
김성곤·정정호 역, 2015: 24), 독자는 이를 보면서 자신은 생각하지 못
했던 지점에 대해서 관찰할 수 있다. 습관적으로 가졌던 생각이나 감각에
거리를 둠으로써 합리적인 의심을 가할 수도 있다. 상호문화적 관점에 따
라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작품의 문화적 아카이브(archive)를 감지하고 탐구할 수 있는 요소들
의 진의(眞意)를 검토하며 작품을 감상하고 비평하는 활동이다. 자신이
그것을 왜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 그것이 과연 사실인지를 탐색하여 자신
의 사고방식을 점검하는 작업인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
문화교육에서는 독자가 소설에 재현된 문화적 요소들과 관련하여 대위법
적으로 읽을 자료를 탐색하고 소설과 견주어 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사이드(E. W. Said)의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올바른 것인지
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국의 고문서고를 샅샅이 뒤졌다. 그런데 그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랍어권과 영미권에 대한 문식성을
모두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교실의 학습자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방법을 직접 도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지금
의 학습자들은 인터넷을 사용하여 과거보다 다양한 자료들에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다문화 소설과 관계가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검색하며 상호문화적인 지식을 입체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안
내할 수 있을 것이다.36)
36)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는 자료들 중에는 정치적 목적과 의도에 따라 간행되었거나
대중을 선동하기 위한 목적에 조작된 거짓 정보들이 섞여 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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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호문화적 인식과 민감성의 발달
작품에 재현된 사건이나 요소로부터 활성화된 독자의 상호문화적 인식
은 작품의 독서 차원에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작품의 감상 토론 상황
에서 독자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 ‘다른’
감상자란 본질적으로 다른 관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독자는 이 소통을 통
해서 작품의 내용 요소를 감각하고 이해하는 또 다른 관점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독자는 작품에 대한 메타적 인식을 가지고, 자
신의 생각이나 느낌, 그리고 판단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독자는 다문화 소설에 재현된 문화성에 대한 심리적인 감
각과 논리적인 감각 모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품에 재현된 문화성들
중에는 작품의 중심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
은 것도 있다. 그러나 상호문화적 관점을 형성하고 그에 대한 민감성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소설에 재현된 특정한 요소가 중심 사건과 어
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그것이 드러내는 문화적 관점에
대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이드는 소설에 재현된 요소들 모두
에 관심을 갖고, 특정한 지점이 갖는 문화적 의미를 비평의 대상으로 삼
았다. 문화성에 대한 특정한 인식들이 드러나는 서술들은 모두 상호문화
적 탐구의 대상으로서 충분히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는 작품의 중심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은 ‘친자관계(filiation)’에
있는 요소들이라고 하고, 작품의 중심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대의 문화적 인식이나 작가의 편견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양자관계(affiliation)’에 있는 요소들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독자 자신
인터넷으로 대위법적으로 활용할 만한 자료를 검색하도록 할 때에는 이를 주의하도
록 가르쳐야 한다.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매체 문식성을 중요한 학습 과제로 제시
한다. 매체 문식성에는 학습자들이 인터넷 자료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검토하며 선
별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은 이와 같
은 매체 문식성의 내용들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습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다른 문화권의 입장과 인식으로서 비교해 볼 만한 자료들을 검색한 후, 가치
있는 자료를 선별하여 검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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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휩싸여 있는 문화적 관점을 성찰하는 데 목적을 둔 세속적 비평에서는
양자관계에 대해서 탐색하는 작업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플롯에 직접
적인 인과성을 제공하지 않는 양자관계적인 요소 중에도 시대를 관통하던
문화적 헤게모니가 드러나는 것이 있으며, 그 요소들에 주목하여 시대적
관점을 비판하는 것은 세속적 비평의 차원에서 큰 의미를 지닌 행동이기
때문이다(E. W. Said, 1983:174).37) 이와 같은 견해는 ‘비판적 작업의 출
발점은 자신이 정말로 무엇인지를 자각하는 것’이며, ‘그 시작은 자료를
찾아내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그람시의 견해를 토대로 한다(E. W. Said,
1975:4).38)
다문화 소설에는 다른 소설보다 문화적으로 고찰해볼 내용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고, 문화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 어린 시선들이 소설의
중심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문
화 소설을 읽으면서도 소설의 중심 사건과는 무관해 보이는 표현들에 관
심을 기울이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오직 서사의 개연성을 형성하기 위
해서 제시된 장면이나 장면을 좀 더 핍진하게 구현하기 위해 제시한 요소
에는 우리가 특별히 의식하지 못했던 문화적 편견이나 고정관념, 즉 우리
사회의 문화적 헤게모니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호문화적
읽기에서는 플롯에 따라 해석소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의심이 되거나 의아한 부분은 모두 생각할 거리로 다루어야 한다.

(3) 반성적 성찰을 통한 상호문화적 실천
칸트(I. Kant, 백종현 역, 2009:V306)는 반성 행위란 미적 판단의 지점
에서 개진될 수 있다고 했다. 아도르노(T. W. Adorno, 홍승용 역,
1984:26)와 랑시에르(J. Rancière, 주형일 역, 2008:160-161)는 주체가
비판의 지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고착되어 있던 감각의 지점을
37) 『오리엔탈리즘』이나 『문화와 제국주의』에서 사이드가 주목하고 분석한 요소들
중에는 노새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이나 가장의 장기 출장의 사유를 간략히 제시하
는 부분과 같이, 중심 서사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다.
38) 옥중수고의 국내 번역본은 사이드(E. W. Said)가 언급했던 부분을 수록하고 있다.
수록 지면은 다음과 같다; A. Gramsci, 이상훈 편역, 200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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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미적 통찰의 가능성을 작품에서 찾는
데, 작품이란 주체가 속했던 세계를 대상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품을 통한 미적 통찰의 핵심은 작품에 재현된 미감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감각을 이끌어낸 주체가 스스로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대상화
하여 객관적으로 점검하도록 이끄는 데에 있다.
독자들의 상호문화적 실천력을 형성하기 위하여, 상호문화교육에서
는39) 학습자들이 이질적이고 낯선 문화성들에 대해 감정이입이나 공감을
해볼 것을 권한다.40) 타자에 대한 공감 행위는 독자가 다른 입장을 경험
하게 함으로써, 경험한 그 입장에서 자신을 돌아보도록 돕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상호문화교육을 염두에 둔 다문화 소설의 읽기에서는 소설에
재현된 문화적 요소를 비판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비판적 검토란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견주어 보는 행위를
의미하며, 다양한 관점을 견주어 보는 행위는 독자가 특정 문화성에 대한
세간의 관점을 비판할 위치를 ‘통합’해 보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E.
W. Said, 김성곤·정정호 역, 2015:42).
독자는 이를 통해, 지금까지 자신이 특정한 문화성에 가지고 있던 생각
이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지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다문화 소설에 재현된 문화적 헤게모니의 문제를 비
판적으로 고찰하는 행위는 만약에 이 인물이 소설에 제시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행동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가정을 할 수도 있다. 독자가 보다
나은 행동방식을 고민하게 이끄는 방식이, 소설을 통해 형성된 독자의 상
호문화적 인식을 상호문화적 기술의 실천이라는 영역으로 이전시키는 것
이다.
가령, 다양한 공감 활동을 통해 비판의 지점을 형성한 독자들은 문화적

39) 사이드 또한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자신의 통찰이 현재 상호문화주의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이드(E. W. Said, 최영석 역,
2012:174~175)를 참조함.
40) 교육적인 의미에서 ‘공감’은 자신이 다가갈 수 없었던 ‘타자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는 사태에 대한 자신의 감각과 반응을 최대한 통제하거나 회피하
고, 그것을 타인의 입장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행동을 의미한다(G. Wiggins & J.
Mctighe, 2005, 강현석 외 역, 2008: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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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상대화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다문화 소설에 재현되어 있는
장면으로부터 껄끄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감각이 미적 성
찰의 대상이 된다면, 독자는 작품의 감상 과정에서 형성된 이 껄끄러운
느낌과 그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실제로 우리 사회에 그와 같은 국면이
존재하는가를 고찰하는 행위와 연결하여 생각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
에 존재하는 문화적 헤게모니와 문화적 감각들을 반성할 수 있는 것이다.
소설은 문자화된 상태로 독자에게 전달된다. 이러한 소통 방식은 독자
가 읽는 문학 작품이란 본질적으로 과거의 산물이라는 특징을 가지게 만
든다. 일부 독자들은 이를 이유로 들면서 소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란
이미 다 지난 과거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현재
와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
다. 문화적 헤게모니란 빠른 시간 동안에 급격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기도
하거니와 그런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강렬하게
그 맥락을 인식하고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이란 소설 속 세계를 비계로 삼아서 지금의 사회를 돌
아보는 행위로서 교육적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또한 헤게모니를 성찰하
는 독자들의 목소리가 독서 토론에서 공명한다면, 일방적으로 다문화적
인식과 이해를 촉구하는 교육보다 효율적으로 학습자들의 인식을 고취시
킬 수 있을 것이다.

2.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의 원리
다문화 소설이 지닌 상호문화교육적 가치는 다양한 문화성들이 얽혀 있
는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독자가 다양한 각도에서 거리를 달리 하면서 그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때에 실현될 수 있다. 상호문화교육은 하
나의 공동체 안에 공존하고 있는 여러 문화성들 사이의 발생할 수 있을
갈등을 관리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성에 구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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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고 협력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러한 목표
의식을 갖추기 위해서 독자는 소설에 재현된 상황에 대한 상호문화적 지
식과 상호문화적 인식을 활성화시켜서 상호문화적 실천 역량을 강화할 필
요가 있다.
즉,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에서는 독자들이 작품 속에 재현
된 사회 상황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화적 과제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도
와줄 필요가 있다. 또한 독자들이 소설 속의 문화적 갈등이 발생한 구조
를 분석적으로 인식하도록 이끌어서, 우리 사회에 잠재하고 있는 문화적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이
무엇인지를 숙고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에 이 절에서는 다문화 소설을 통
한 상호문화교육의 원리를 ‘다문화 소설의 상호문화적 읽기 구조’와
‘상호문화적 읽기를 위한 다문화 소설의 해석소’로 나누어 살펴본다.

1) 다문화 소설의 상호문화적 읽기 구조
(1)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의 섬세화
다문화 소설의 서사들은 독자가 다양한 문화성이 공존하는 사회 현상을
각성하고, 다문화 문제가 자신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돕는다. 먼저 다문화 소설은 다양한 문화성이 공존하는 모습을 구체적인
인물들이 맺고 있는 관계 양상을 통해서 제시함으로써 더욱 현실적으로
느껴지도록 이끈다. 가령, <그곳>의 경우에는 지린성 출신의 중국 조선족
으로 기사식당에서 일하던 ‘명화’와 한국인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택시
운전사인 ‘용대’가 만나 부부가 된다. 조선족이나 외국인이 식당에서 일을
하는 상황이나, 생활 터전이 겹치는 사람들이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
결혼하는 일은 충분히 있을 법한 것이다. 이는 독자들에게 자신의 생활
터전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가까이에 많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이끌어, 우
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각성하게 이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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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다문화 소설은 다양한 관계 형상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다문화 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접촉들에 대해 다양하게 살펴보도록
돕는 방식으로 독자의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다. 가령 <모두>의 주인공은
아내의 부탁으로 피아노를 조율하러 온 ‘싱’을 집에 들이게 되었고, <타
인>의 주인공은 외국에서 일하는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우연히 아내에게
반하여 결혼을 했다. 이러한 상황은 소설의 핵심 갈등은 아니기 때문에
양자관계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핵심은 아내와 말이
안 통할 그가 어떻게 친구가 되었을 것인가에 대한 의심에 있고, 후자의
핵심은 문화적 편견이 심한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갈등에 있다. 이러한
설정들은 현재의 사회 상황에서 국제적인 만남이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
다. 지금 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경험은 더 이상 단일문화적이지 않
고,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인간관계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화’라고 하면 특정한 상황이나 사건들만을 떠올렸던
사람들의 시야를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41)
셋째, 현대 사회가 주목하거나 문제 삼는 다문화 상황이 다만 개인이
보유한 문화성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한국에서 자리한 사회적 위치로 인하
여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 주로 이주민을 등장인물로
삼고 있는 다문화 소설들은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이주민이 한국에 오게 된
이유나 한국에 오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가령 <그곳>의 ‘명
화’는 ‘나라는 부유해지고 개인들은 가난해지던 시절’(그곳, 137) 가족의
생계를 부양할 수 있는 수입을 찾아 밀항선을 탔다. <죽은>의 ‘진봉’ 또한
41) 지금까지 ‘세계화’라는 단어에 부여되었던 의미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대처리
즘과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춘 인식이다. 경제
선진국들과 저임금 미개발생태에 놓여 있는 개발도상국 사이의 경제적인 종속관계
는 이들 국가 사이의 관계가 근대의 제국-식민의 형식을 취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
기도 했다. 하지만 세계화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현
상으로도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초국적 기업의 존재와 국경을 넘는 노동자들
의 존재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국경 안쪽으로 국한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이다. 즉, 세계화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개인의 일상에 주는 영향
과 개인의 세계화 체험 양상의 수준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 세계화에
대한 기존의 인식과 그에 대한 상호문화교육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논문으
로는 정영근(2001:3-5)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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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텅 비어버려서 일거리를 찾기 어려워진 고향을 떠나 한국으로 왔다. 그
들이 고향을 떠나 ‘도시’인 서울로 오게 된 상황이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빈부격차의 문제와 농촌 공동화 현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제시한 것
이다.
또 다른 맥락에서 <중국>에서는 돈을 벌 목적으로 한국에 왔으면서도
어학원에 등록하여 학생 비자를 얻은 외국인들의 난처한 상황을 재현한
다. 그런데 바로 이 난처한 상황은 학생들이 일 년을 꼬박 일해야만 갚을
수 있다는 빚까지 얻으면서 공을 들인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아이러니
한 상황은 불안한 신분을 가지고 노동을 하면서 점점 더 초췌해지는 학생
들과, 그 구조가 생성되는 데에 일조하였으면서도 별다른 책임을 지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브로커, 어학원과 사업체, 그리고 그것을 서술하는
‘수’의 경제적 부자유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유(思惟)없는 행동들로
부터 심화된다. 이는 독자들이 다문화 문제를 그것과 결부되어 있는 경제
적 구조와 함께 생각하도록 함으로써, 도대체 세계화란 무엇이고 이주란
무엇을 의미하며 노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중층적으로 고찰할 수 있도
록 이끈다.
듀이(정희욱 역, 2011:16)는 “과거의 경험과 기존의 지식”은 사고의
자원이라고 한 바 있다. “비슷한 상황에 대한 지식”이나 “같은 종류의
자료”에 대한 경험이 사고를 확장하고 세련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진봉’이나 ‘명화’가 이주해야 했던 상황을 읽으면서, 국내
의 독자들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심화되던 시절에 있었던 사회적 사건들을
연상할 수 있다. <중국>에 제시된 대칭적인 모습들을 읽으면서는 도대체
이 외국인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브로커와 계약을 하기 전에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이들이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도 선택한 것인지, 만약
그랬다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심리
적으로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 대해서 알아보려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그에 대한 단서를 찾아보는 활동들은 소설 속에
재현된 다문화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피려는 행동이자, 그 상황에 처한 인
물의 처지를 헤아려 보려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독자는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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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해석의 단서를 찾을 때 자신의 감각이나 인지 능력을 활용하게 되
며, 그로 인해 독자의 해석은 그 자신의 삶의 감각에 크게 영향을 받는
다. 그런 점에서 다문화 소설에 대한 독자의 해석은, 독자 자신이 생각하
고 있는 ‘타자’의 모습이 동원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다문
화 소설에 대한 독자의 감상 결과는, 독자가 지금까지 타자를 인식하고
있는 방식을 드러낸 결과로서 자신의 문화적 편견이나 고정관념 등을 돌
아볼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상호문화교육적인 의미가 있다.

(2) 타자 대응 방식에 대한 반성적 검토
타자에 대한 자신의 대응방식을 반성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타자를
보았을 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단을 중지하고 타자의 입장과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 후설은 즉각적인 판단을
중지하는 것을 에포게(epoke)라고 하였는데, 이는 주체가 자신의 주관성
을 인식하기 위한 방편이자, 선입견에서 빠져 나오기 위한 자기검토의 방
식이라고 할 수 있다(박승억, 2009:2-3). 이 항에서는 어떻게 해서 다문
화 소설의 독자가 타자가 처한 입장을 이해하고 타자에게 가해지는 사회
적 시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핀다.

① 타자가 처한 입장에 대한 이해
독자는 다문화 소설의 인물과 사건을 읽으면서, 개인의 의지로는 어찌
할 수 없는 정체성적 특징이 그가 사는 사회의 문화 문제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소설의 등장인물은 구체적인 상
황 속에서 행동한다. 그래서 소설의 독자는 인물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
게 된 원인과 상황 맥락에 영향을 받아 굴절되는 행위들을 소설의 구조
속에서 발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독서 방식은 소설 속 인물의 행동 원
인을 추론하고 고찰하게 만든다. 소설 속에서는 인물이 놓여 있는 사회의
구도가 제시되어 있고 그 구도 속에서 인물이 어떤 자극을 받으며 살아왔

- 54 -

는지가 핍진하게 서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다문화 소설에 재현된 인
물을 이해하려는 독자의 노력은, 그 인물의 사회화 과정을 추론하고 그가
가진 세계관과 사회적 감각을 검토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소설 속
에 재현되어 있는 인물의 삶의 경험과 사회적 위치가, 독자가 그의 행동
방식과 사고방식을 이해해볼 이정표가 되어 주는 것이다. 상호문화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독자는 문화적 타자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이미>의 초입에는 원어민이 아니면서 원어민인 척하는 ‘게리’
와, ‘콩글리시’를 섞어 쓰면서 학부모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원장’이 어린
딸을 데리고 방문한 학부모의 수강등록을 꾀어내는 장면이 나온다. 한국
땅에서 한국인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한국인이면서도 교포 2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게리’는, 모든 것이 ‘연극’이고 ‘배역’이라는 사회관까지 갖고
있다(이미, 260). 그래서 자신을 ‘교포 2세’라는 거짓된 모습으로 포장하
여 내세우는 행동을 하면서도 일말의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다.
이러한 게리의 모습을 읽은 독자는, 거짓을 일삼으면서도 죄의식을 가
지지 않는 ‘게리’라는 인물에 대해서 윤리적인 불쾌감을 가지게 될 수 있
다. 하지만 이어진 서사를 통해 제시되어 있는 그의 삶의 모습을 보고 있
으면, 그가 왜 그런 사회관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
해 보게 된다.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게리’는, 독특한 외모로 인하여
오랫동안 혼혈인이거나 외국인인 것처럼 대해져 왔고, 지속되는 오해는
결국 그가 스스로 차라리 혼혈이라고 생각해 버리자는 결심을 하게 만들
었던 것이다(이미, 278).
그는 누구와 얘기를 나눌 때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그에게 가장 무서운 건 사
람들의 시선이었다. (중략) 어디를 가든 그의 별명은 양키 아니면 튀기였다. 아니
노꼬라고 소리죽여 말하는 어른들도 있었다. - <이미>, 272.
그는 차라리 자신을 혼혈이라고 생각해버리기로 마음먹었다. (중략) 그가 영어를
잘하는 것은 모두가 당연하게 여겼다. 그는 막연히 자신이 언제인가는 미국으로
건너가 살게 될 것 같았다. 뒤에는 각오쯤으로 굳어져서 지방대학 영문과에 진학
했다. - <이미>,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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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를 국민 정체성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게
리’는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점보다 ‘오리지널 한국인처럼 생기지는 않았
다’는 점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해 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막연히 미국으로 건너가 살’ 것이라는 생각을 거쳐 점점 ‘각오’가 되어
버리고, 급기야는 ‘부모 중 하나가 외국인이 아닌 게 원망’스럽다는 생각
으로까지 이어진다(이미, 276). 외모 때문에 자신의 국적을 오해하는 사
람을 원망하기보다는 사회적 인식에 맞지 않는 자신의 상황을 원망하게
된 것이다.
사회적 인식에 자신을 맞춰 내겠다는 ‘게리’의 사고방식은 물론 과도한
면이 있다. 분명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외국인인 것처럼 위장하
는 것은 자신과 타인을 모두 속이는 행동이기도 하다. 그러나 ‘게리’의 윤
리적 감각이 이와 같은 형태로 마비되어 버린 배경에는, 그를 지속적으로
외국인으로 대해 온 사람들의 시선이 있다. 개인에게 사회적으로 가해지
는 ‘시선’은 헤게모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간과하기 어렵
다.42) 다만 외모라는 속성으로 인하여 그의 국적이나 민족성을 단정 지어
버리는 행위는 단순하고 무모하다. 하지만 그것이 사회 공동체 내에 공유
되고 있다고 의식하고 인정해 버린 개인은, 그것을 하나의 ‘사회적 사실’
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집단적 공유’라고 인식되는 순간, 그것은 정
신적인 권위를 갖춘 압력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② 타자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시선에 대한 성찰
문학의 미적 가치와 의미를 이야기하며 스피박(G. Spivak, 태혜숙 역,
2017:534)은 언어의 시적인, 혹은 문학적인 기능은 그 메시지로서 말하려
42) 지배층의 정치적 책략에 따른 문화적 구성에 대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방식을 의미하던 헤게모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람시는, 구체적인 분석이나 사
회적 성찰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복종은 ‘관변적’ 유기체에서만 관찰되는 것이 아니
라 ‘자발적’ 유기체에서도 관찰된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든
지 간에 무비판적이고 집단적인 순응은 ‘물신숭배적’이라는 점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논했다(A. Gramsci, 이상훈 편역, 2006:2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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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용이 아니라 ‘메시지가 건네지고 향유되는 공간’에 있다고 하였다.
이 말은 김현(김현, 1998:232)이 작품이란 어디까지나 작가의 집필 결과
물에 해당하며, 그래서 작품에는 작가의 지향과 소망이 내재되어 있기 마
련이라고 말한 것과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작가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메시지가 향유되는 바로 그 ‘공간’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공
간은 그 ‘공간’에서 자신이 희망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
다. 작품에 담겨져 있는 소망은 성취된 것이 아니라, 희망되고 있는 것이
다(앞의책: 713). 따라서 문학작품이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소망의 모습
을 재현함으로써 소망하는 바와 현실 사이에 놓인 심연을 살펴보자는 일
종의 ‘화두’이다.
소설은 특정한 공간에 자리한 인물들과 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소설의 언어는 의도적으로 선택되고
배열되므로, 소설을 읽는 독자는 이러한 수사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소
설의 언어와 구조를 의미화 한다. 그런데 수사적인 것에 대한 추론과 해
석은 독자의 문화적 감각과 인식, 그리고 이해 방식을 토대로 한다. 또한
독자의 문화적 감각이나 인식 등은 현실 사회에서 구축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현동화 시키는 과정은 독자가 소설 작품을 하나의 시뮬라크럼
(simulacrum)43)으로 인지하게 만들 가능성을 지닌다.
한편, 소설의 물리적 형상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는, 사회문화적인 흐름
에 따라 의미가 변화하는 유기체적 성격을 지닌다. 문학의 언어 또한 그
것이 통용되는 사회의 문화적 흐름에 따라 입은 ‘흔적’이 있고, 그것은 독
자가 소설로부터 다른 의미를 추론하게 만들 여지가 있다. 언어라는 기호
체계는 인간의 사회적 구성물이다. 그래서 언어에는 향유되는 공간의 역
43) 플라톤에게 이 세계가 형상계의 그림자라고 보았으며, 그 그림자들 중에는 형상을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보았다. 시뮬라크럼은 그 중에서도
형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림자를 뜻하는 개념이다. 포스트모더니즘과 연관되어
있는 철학자들의 경우에는 형상이 ‘자연적 대상들’이라는 생각에 의문을 품고 있었
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하여 새로운 ‘생성’과 ‘전복’을 가능하게 하는 시뮬
라크럼을 중요하게 보았다. 시뮬라크럼은 우리 세계 내에 존재하면서도 규정되지는
않은 것들을 비추어서 세계에 대한 미적 성찰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들이 시뮬라크럼 개념을 사용하는 방식과 미학이론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들뢰즈(G. Deleuze, 이정우 역, 2015:405-422)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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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흐름에 따라 생성·발전·소거된 요소들이 ‘흔적’처럼 남아 있다.
언어에 더해진 이러한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특성을 스피박(위의책, 717)
은 ‘흔적성(traciness)’이라는 개념을 통해 표현하였다. 사회적 존재로
서 개인은 자신의 정치적 위치에 따라 감각이 분화되어 있으며, 자신이
놓여 있는 위치에서 강화된 감각을 자극하게 되기 때문이다.
가령 <그곳> 의 ‘용대’를 흔드는 편견어린 충고나, <죽음>의 ‘진봉’이
마주하는 사회적 시선, 그리고 <모두>의 ‘싱’을 본 ‘나’의 감각 등은 이민
족 이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불편한 감각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그
것을 자극한다. 내국인 독자들은 이 부분이 자신의 감각과 태도를 지적한
다고 느끼고 거북하게 여길 수 있다. 외국인 독자는 이를 한국의 사회적
사실로 인식하고는 한국 사회에 대한 적대감을 형성할 수도 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미래를 향한다는 문학이 과거의 감각을 자극하고 현동화 하는
이러한 상황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문학 소통에서 내재되어 있는 이 아이러니는 반드시 미래적인
작업을 감내해야 할 전략적인 실천 형식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44) 무의
식은 오랜 시간동안 마치, ‘차마 어떻게 할 수 없으므로 감내해야 할 미
지의 것’인 것처럼 다루어져 온 경향이 있다. 하지만 사실은 시간의 흐
름 속에서 경험들이 직조해 낸 ‘텍스트적 형상’을 지닌 것에 해당한다
(G. Spivak, 태혜숙 역, 2017:533). 언어의 의미 또한 텍스트적으로 구축
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문학의 언어가 열어주는 과거에 대한 사유는 우
리를 그 ‘무의식의 원천 ’으로 데려다 주는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다(위
의책).
다문화 문학에 재현된 언어에 부가되어 있는 ‘흔적성’들 또한 우리 사
회 내에 잠재되어 있는 문화적 이데올로기와 헤게모니의 문제를 표면으로
이끌어 줄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이다. 따라서 그것을 읽는 독자는 이 표
현들을 즉자적인 비판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다른 문화 집
단이나 문화성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무의식’을 반성할 비계로 다루어야
44) “융통성 있는 인식론적 수행을 위한 상상력의 훈련은, 역설적으로 언어의 특이한
수사학적 본성에 대한 주의 깊은 실천”이 되어 있는 것이다(G. Spivak, 태혜숙 역,
2017: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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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작품에 제시된 ‘흔적성’들을 우리가 맞이할 미래에 대한 징후로 해
석하여 현재를 성찰하는 작업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은 소설을 세속적 비판과 성찰의 대상으로 삼는 방식을
통해 독자가 우리 사회와 자기 자신의 문화적 감각들을 정비하도록 이끄
는 상호문화교육적인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

(3) 서사적 소통을 고려한 문화적 입장 탐구
다문화 소설의 서사적 소통 위계는 문화적 중층성을 갖는다. 이는 작품
속에는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재현되어 있다는 점
을 지칭할 수도 있고, 작품 속에 재현된 목소리란 작가와 다른 위치에 있
을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에 주로 거론되는 것은
‘서술자’이다. 바흐친(M. M. Bakhtin)은 소설이란 ‘타인의 언어에 의
한 타인의 말(전승희 외 역, 1988:127)’이라고 하였다. 그는 작품에 재
현된 목소리들이 다양한 목소리들에 의해 중첩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며,
서술자라는 매개를 통한 간접 화법은 작품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고 입체
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만들어준다고 하기도 했다. 소설의 목소리가 놓인
자리가 이와 같은 효과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화자의 민감성과 사고방
식, 언행 등은 그가 놓인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45)
소설은 서술자를 특정한 위치에 자리 지우면서, 소설 속의 사건이나 인
물에

대한

심리적인

반응과

생각들을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S.

Rimmon-Kenan, 1983, 최상규 역, 1999:138-146). 사회가 분화된 방식에
따라 상이한 미적 감각과 이념, 이해 등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설이 서술자에 의해 매개되고 있다고 이야기할 때에도, 서술자란 존재
는 사실 작가가 여러 관찰과 조사 활동을 통해 형상화한 것이다. 작가와
유사한 위치에 놓여 있든 아니든 간에, 그가 놓인 문화적 위치는 작가의
인식과 이해, 해석의 범주 안에서 재구성된 것에 해당한다. 그런 점에서
45)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감각들을 정치적 분열에 형성해 낸 미적 감각이라고 한 랑
시에르(J. Ranciere)는, 이것이 감각의 주체가 놓인 사회적 위치에서 공유되는 아비
투스와 관련되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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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의 다성적인 구조는 소설의 목소리가 재현되기까지 경유하고 있는 문
화적 위치들과 관련이 있다. 발언이 다성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그 발언에 제시된 문화적 감각이 중첩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소설 담론에서 독자에 주목하는 논의들은 대부분, 소설이란 독자가 의
식적으로 이를 읽어야지만 그 속성이 활성화되는 ‘타율적 대상’이라고 이
야기한 잉가르덴(R. Ingarden)의 문학현상학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박상
규, 1977:139). 이는 소설 현상에 있어서 독서라는 과정이 갖는 중요성에
주목한 것으로서, 그 과정의 주체적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독자의 경험
구조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다. 그런데 독자의 경험 구조
는 텍스트에 의해 인도되고 제한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 이야기
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에 내재되어 있는 소통 구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구조에 대한 인식과 이해에 따라 독자의 이해와 해석이 달라질 수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 소설의 독서 방식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 위해서는 다문화 소설의 형상화 방식과 그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견
주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2000년대 다문화 소설에서 쉽게 읽을 수 있는 내용으로는 문화성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실제적인 관계를 맺게 된 경위나 상호문화적인 요
소가 내포된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과정, 또는 재현된 사건 내의 문화
문제의 인륜적 심각성 등이 있다. 그래서인지 다문화 소설의 서술자는
‘설명적 기능(explicative function)’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서술자가 ‘설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독자는 그 서술자의 설명을 어
느 범주에서 어느 정도까지 신뢰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서
술자에게 부여된 정치적 위치는 그의 지식의 수준, 인간관계에 대한 의
식, 문화적 감각이나 이념 등에 특정한 한계선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서술자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 리몬 케넌(앞의책, 181-182)은 서술자
가 스토리 외적(extadiegetic)인 동시에 이종(heterodiegetic) 서술자인
상황이, 서술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거나 스토리 내적(intradiegetic)이거
나, 동종(homodiegetic)인 경우보다 신뢰성이 높다고 하였다.46) 스토리
외적인 동시에 이종인 서술자는 사실상 별다른 실체가 부여되어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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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태이므로 서술자와 내포 작가가 분리될 이유가 적은 반면, 허구 세
계 내에서 어떤 실체를 부여받은 서술자의 경우에는 그가 작가와 일치되
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와 내포 작가 사이의 거리가 벌어지기 쉽다는 것이
다. 그런 점에서 다문화 소설에서는 서술자가 스토리 내적으로 어떤 위치
를 부여받았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다문화 소설의 서술자는 그가 인물과 맺고 있는 관계, 생득적인 문화적
위치, 사회화 과정, 현재 상황 등에 따라서 다문화 사태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달리 한다. 그런데 소설의 서술자는 독자가 소설에 재현되어 있는
사건을 볼 수 있는 창이며, 독자가 사건을 경험하는 회로이다. 그래서 소
설의 독자는 서술자를 따라서 소설에 재현된 사태를 인식하고 이해하게
되는데, 그때 독자가 서술자를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매우 중요한
기점이 된다. 즉, 독자가 작품 내적 서술자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로 신뢰
하고 의존하는가는 작품에 재현되어 있는 구조와 인물에 대한 독자의 이
해를 다르게 만들 수 있다.
소설에 재현된 문화적 인식은 독자가 소설을 읽어내는 동안에 재구성된
다. 독자는 소설을 읽으면서 그것을 쓴 사람의 모습을 상상하는데, 서사
적 소통 구도에 빗대어 보면 이는 내포 작가에 해당한다(P. Ricœur,
1985, 김한식 역, 2000:332-333). 내포 작가에 대한 독자의 상상 과정에
는 독자가 작가에게 부여한 문화적 위치가 지속적으로 개입된다. 독자는
작가가 어떤 사람이라는 인식에 따라, 그에게 부여한 문화적 위치에 대한
자신의 선입견이나 편견을 개입시킬 수 있다.
덧붙여, 소설로부터 상상한 내용들을 나누면서 독자들은 자신의 문화적
감각을 소통하거나 공유할 수도 있다. 이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지점 중의 하나는 바로, 어느 누구도 특정한 문화성의 대표가 될 수 없다
는 점이다. 상호문화주의 주체들은 삶을 영위하며 여러 사회적 공간에 소
속되거나 출입하면서 제각기 다른 문화성들을 조합하여 정체성을 형성한
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주체마다 자신이 가진 문화성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거나 이해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47)
46) 리몬-캐넌은 쥬네트(G. Genette, 1972:255-256)의 서술자 유형 구분을 토대로
한다 이에 대해서는 권택영 역 (1999:234-235)을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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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소설에 대한 감상들은 감상자들의 문화적 감각과 관련이 있지
만, 이 감각은 집단적인 속성으로 부여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경
험에 따라 다른 형색을 지닐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체성적
특성이 주체의 경험과 어떻게 결합되고 의미화 되는가에 따라 제각기 다
른 입장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문화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감각이나 이해는 그 연원을 따져보아야 할 추론과 추적의 대상이다. 이는
자신이 특정한 문화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편견 등을 돌아
보는 반성을 포함한 것으로써, 다각적인 탐색과 고찰을 통해 성찰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2) 상호문화적 읽기를 위한 다문화 소설의 해석소
상호문화교육의 기본적 속성은 타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에 휩쓸리
지 않는 것이다. 이는 상호문화의 문제란 주체가 타자를 자신과 분리하는
방식이나 그를 인식하는 관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다문화 소
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에는 다문화 소설이 상호문화적 사유를 자극하는
요소들을 제시한다는 전제가 있다. 그러나 소설에 그러한 요소가 있다는
것이 그 자체로 독자의 상호문화적 역량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다문화
소설에 재현된 문화적 요소들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사유의 대상으로 삼는
독자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 소설에 대한 문화
적 감각이 학습자의 ‘상호문화적 역량’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
이 학습자들이 주목해야 할 해석소들을 안내해서 학습자가 그 요소들에
대한 민감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47) 들뢰즈(G. Deleuze)가 제시한 전조(前兆, précurseur)는 이와 관련된 개념으로.
“자신의 고유한 역량을 통해 차이들을 직접적이고 무매개적으로 서로 관계”짓는 것
을 뜻한다(김상환 역, 2004:216, 268~270). 그 중에서도 주의해야 할 것은 미약한
상태로 존재하지만 다른 경험들을 연결시키거나 계열화하는 힘이 있는 ‘어두운 전
조(précurseur obscur)’이다. 중요한 것은 전조란 항상 가능태로서 존재한다는 것
이다. 이는 주체가 어떤 경험으로부터 무슨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전조로 삼
는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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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항에서는 앞 절에서 제시한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
의 성격을 바탕으로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문화적 갈등의 발생 구조 분석, 문화적 헤게모니의 영향력 비판,
상호 공존과 협력 방법의 모색이라는 차원으로 제시한다. 이들 내용은 앞
항에서 제시한 상호문화적 읽기 과정의 각 단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1) 문화적 갈등의 중층적인 토대 구조
현실 사회의 문화 문제를 해석하기 위한 개념을 체계적으로 구축한 스
튜어트 홀(S. Hall)은, 문화 문제란 사회화, 정치화, 경제화 과정을 통해
사회의 토대가 된 구조들과 중첩되며 형성되거나 심화된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전효관 외 역, 2000:16). 또한 문화적 반응이나 비평은 현존
하는 문화적 헤게모니에 대한 반응으로서 진행된다는 분석을 예시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개념적

토대는

알튀세르의

과잉

결정(중층

결정,

surdétermination)과48) 라클라우의 접합(articulation)이다.49) 이 개념
들은 현실 사회의 문제는 우리가 “근본”적이라고 생각할 특정한 모순이
“순수하고 단순한” 형태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여러 정황과 흐름이
중첩되고 “융합”되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전제를 공유하고 있다(L.
Althusser, 서관모 역, 2017:180).

48) 홀(S, Hall, 임영호 편역, 1996: 166)이 문화성들이 중첩되고 상호 간섭 현상을
야기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과잉 결정(중층 결정, surdétermination)
은 알튀세르(L. Althusser)가 “융합을 달성하는 정황들과 흐름들”이 어떻게 해서
“근본 모순의 순수하고 단순한 현상 이상의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프로이드
(S. Freud)에게서 빌려온 개념이다(L. Althusser, 서관모 역, 2017:180).
49) 이 개념은 서로 다르게 보이는 사건들도 특정 부분에서는 같은 토대 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결혼이주민’의 문제는 사실 이주민에게만 해당하는 사
건이 아닐 수 있으며, 따라서 기혼 여성들이 맞닥트리는 다른 문제와 함께 고찰되
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로 인하여 라클라우(E. Laclau, 박대진·
김미선 역, 2009:410)는 개별적인 사건들은 서로 다르게 보였던 사건들과 함께 다
루어질 가능성을 지닌다고 이야기했다. 물론, 각 사건 내부에는 다른 사건과 ‘공통
된 토대’ 이외에 다양한 토대를 내재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의 사건은 그 안에 잠재
된 토대들에 따라 다양한 논제에 관여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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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식으로 미루어 볼 때,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문제가 ‘이주 노
동자’나 ‘결혼 이주민’ 등과 같이 인물 군상의 사회적 위치와 더불어 논의
되는 상황은 숙고할 만하다.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문화성에 대한 이질감이나 경계심이, ‘노동’이나 ‘결혼’이라는 현상이 놓
인 구조 위에서 특별히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 있게 보아야 하는 것
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 문제의 대표적 인물형으로 거론되는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민’을 중심으로, 이들이 ‘이주’했기 때문에 의
식되는 문화 문제가 기존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구조와 어떻게 연계되
어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연계에 대한 ‘전형’들과 ‘도식’들이
어떻게 상호문화적 사유를 방해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피겠다.

① 문화적 소수자들의 사회적 위치
2000년대 다문화 소설은 문화성이 경제 구조와 결부되어 있는 모습을
주로 ‘이주 노동자’를 통해 재현한다. ‘이주 노동자’라는 위치에서 ‘이주’
는 주로 체류 자격의 문제와 관련이 있고, 그의 생존이 정치적으로 얼마
나 안정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한국에서 노동권은 헌법이 보
장한 기본권 중 하나로서, 고용 증진·적정 임금 보장·해고 자유 제한
등의 제도적 장치를 아우르기 때문이다(헌법 제32조). ‘비국민’인 외국
인 노동자는 법의 대상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노동권을 보
장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필요하다.50) 그런데 그 체류 자
격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고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자신의 노동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대상에게 노동권을 보장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고용자가 이윤 추구에 급급하거나 노동자의 인권 보장에 대한 책
임의식이 적은 상황이라면, 그는 이주 노동자가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없
는 상태로 체류하게 하거나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하

50) 노동권은 주로 노동자가 국가나 고용인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인권적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민’을 대상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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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고용 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51) 그래서 국내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서사는 계약 관계에서 우위에 있지 못한 노동자의 인권
과 처우에 대한 문제를 화두로 삼는 경향이 있다. 소설이 재현하는 현실
문제는 특정한 부분에 초점화 되어 있을 수 있고 허구 서사라는 장르적
특성에 의해 소설에 재현된 요소가 다소 굴절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하
지만 이주 노동자에 대한 소설이 주로 일용직 노동자나 육체노동자들의
미등록 상태를 문제 삼는 것을 다만 형식적인 의미의 장르적 특성으로 보
는 방식은 상호문화교육적으로 적합한 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보다는
좀 더 인문적인 관점에서, 그들이 존재하는 위치에 발생할 수 있는 비인
격적인 행위에 대한 경계 의식으로 대하고 사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가령 <중국>에는 노동을 목적으로 한국에 왔지만 ‘학생 비자’로 장
기 체류의 자격을 취득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임금차를 목적으로 해외 이
주를 해온 학생들이 그 자리에 가게 된 배경에는, ‘기백만원의 어학원
등록금이며 기숙사비’를(중국, 96) 빌려준 브로커와, 학생들의 등록 목
적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재정 충당을 위해 이를 방관하는 어학원,
‘싼값에 부릴 수 있는 중국인들을 선호’하는 회사가 있다. 그런 점에서
학생들이 놓인 자리는 경제적인 목적을 우선시하는 브로커와 회사, 그리
고 어학원이 만들어낸 과잉 결정의 공간이다.
학교는 인원 확보와 재정 충당에만 급급해 아무 학생이나 마구 유치한 후 관리
를 하지 않는다. (중략) 중국 학생들은 대개 브로커에게 돈을 빌려 한국으로 들
어온다. 기백만원의 어학원 등록금이며 기숙사비를 다 갚는 데 꼬박 일년이 걸린
다. (중략) 남학생은 주로 택배회사에서 일한다. 아침부터 밤까지 오토바이 시동
을 끌 틈도 없이 물건을 배달한다. 취업 비자도 없는 판에 원동기 면허 따위가
있을 리 만무하지만 회사에서는 싼값에 부릴 수 있는 중국인들을 선호한다. -

51) 그 대표적인 사례였던 것이 과거에 국내에서 운영되었던 ‘외국인 연수생 제도’이
다. 외국인 연수생 제도는 국내에 외국인들을 ‘산업 연수생’ 자격으로 입국시켜서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배우게 하겠다는 국내 기업에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
러나 사실상 외국인 연수생은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연수생’이라는 신분 아래
에서 저임금으로 고된 노동에 시달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80년대 인권 운동의 결과
에 따라 국내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올라가자, 일부 산업체들이 외국인 연수생을 그
에 대안으로 활용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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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93~96.

브로커가 빚을 내주면서 학생들을 이끌어온 자리란 입국의 목적에 맞지
않는 신분으로 인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호받기 힘든 곳이다. 그러나 노동
권이 보장되지 않은 학생들의 위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보장할 것이 적
어서 ‘비용’이 덜 든다는 점에서 선호 조건이 된다.52) 어학원은 공식적으
로는 학생들의 보호기관이지만, 그보다는 어학원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적을 들먹이며 그들을 협박’한
다. 학생들은 ‘아침마다’ 어디에 갈 것인지를 갈등하지만, 브로커에게 진
빚으로 인해 ‘돈벌이를 택’한다(중국, 96). 어학원에 나가면 노동 시간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빚을 갚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어학원에서는 ‘제적’
으로, 브로커에게는 ‘빚’으로, 회사에서는 ‘저임금과 벌금’으로 억압받는
학생들은 점점 ‘생기가 없’이 ‘시들어’간다(중국, 97).
물론,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기까지에는 학생 자신의 욕망과 판단착
오가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소설에 등장하는 학생들처럼 한국어를 잘
모르는 어린 학생들이 브로커가 안내하는 자리의 적절성을 판단할 방법은
무엇인지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 초년생인 외국인들이 다른
나라의 장기 체류 자격이나 체류 비용, 노동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볼 길
은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학생들이 불안정하고 비합리적
인 위치에 처하게 되는 데에는, 나날이 발전하는 자본의 구조를 쫓지 못
하는 제도의 문제도 있다. 외국 태생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취약성이
인권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거나, 예상
하고 있으면서도 문제적인 위치에 빠지지 않도록 안내할 시스템을 체계적
으로 구축하지 못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주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 문제에 대해 논하며, 버틀러(J. Butler and
G. Spivak, 주해연 역, 2008:24~25)는 아렌트(H. Arendt, 1958)가 ‘공식
적인 정치체는 경제적 부정의와 정치적 박탈에 의존하고 있으며 민족이
52) 이러한 상황은 조선족 노동자인 ‘진봉’을 초점자로 내세우고 있는 <죽은>에도 재
현되어 있다. 숯불 갈빗집 사장은 ‘진봉’이 조선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특별한
통보도 없이 그의 임금을 삭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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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정의하려는 노력들이 이와 같은 박탈의 공간을 재생산하고 있다’
라고 했음을 강조한다.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 포박된 곳은 국민들의 ‘정
치적 공간이 구성되기 위해 필수적인 외부, 즉 내부에 존재하는 외부’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주 노동자의 문제는 인간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정치 구조와, 인간의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경제 구조의 외연이
불일치한 상태에서 형성된 ‘틈새’의 문제이다. 세계화된 경제구조에도 불
구하고, 정치적 권한은 국민의 안쪽으로 단일화되면서 형성된 타자성에
가해지는 억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H. Bhabha, 나병철 역,
2016:327).

② 문화적 소수자가 놓인 관계 구도
한편, 이주의 문제가 거론되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소재는 결혼 이주민
서사이다. 결혼 이주민을 소재로 한 2000년대 다문화 콘텐츠들은 대부분
신랑으로서의 매력이 별로 없는 한국인 남성이 감당하기 버거운 비용을
들여서 한국 사회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이 거의 없는 어린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것으로 형상화되어 왔다(최종렬·최인영, 2008:151).53) 다문화
소설에서도 남성은 주로 신랑으로서 매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그가 상당한 돈을 들여서 국제결혼을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연남
경, 2014:165). 아내들은 주로 말할 능력이 없거나 말이 없는 서발턴
(Subaltern)으로 형상화된다. 그들은 남편과 그의 가정, 그리고 결혼해서
맞이할 생활에 대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한다. 결혼한 이
후에도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는다. 부부 사
이에 소통이 없거나 회피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 구도는 아내가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가정 내 노동자로 남거나, 그곳을 떠나는 결말로
53) 많은 다문화 소설들이 ‘국제결혼 프로젝트’를 국제결혼의 배경으로 삼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를 제외하였다. 국제결혼 프로젝트로 맺어진 부부 사이의 관계는
주로 ‘고용-피고용’의 관계에 가깝게 형상화되기 때문이다. ‘국제결혼 프로젝트’로
성사된 부부들이 이러한 문제를 안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주로 남성 측에게 부과되
었던 결혼비용이다(김현미, 2006:11-25). 남성들은 주로 결혼비용을 가까스로 감당
해내었으며, 그래서 새 신부를 가정 내의 ‘노동자’로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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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하고 있다(앞의글, 173-174). 즉, 다문화 소설 속에 재현된 ‘국제결혼
부부’들은 마치 당사자들에게는 처음부터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형
상화되어온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서사 구도는 국제결혼의 문제를 특정한 시공간에서 생활
하는 특정한 인물들의 문제로 한정 지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다문화
소설에 재현된 토대들이 지나치게 반복됨에 따라, 다문화 소설이라는 장
르가 가진 본질적인 특성에 대한 사유가 방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가
난하다거나 농촌에 산다는 특성, 나이가 많다거나 생김새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특성, 세심하지 않다거나 배움이 짧다는 특성, 어리석은 선택을
한 순간이 있다는 특성 등이 이 인물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 원인
인 것처럼 다루어져서, 이 문제가 개인적인 것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주민이라는 입장에 공감하는 입장에서는 이주민들이 하나같이
비슷한 형상으로 그려지는 상황에 불쾌감을 느껴서 이 소설 장르 자체를
외면할 수도 있다. 이는 결코 다문화 서사에 대한 상호문화적인 이해가
아니며, 다문화 소설의 독서에서 기대되는 바도 아니다.54)
따라서 다문화 소설의 독자들은 소설 속 인물들이 갖는 개별적인 속성
이외에도, 그들이 다른 인물과 맺고 있는 본질적인 관계 구도와 사회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결혼 이주민의 경우에는 그들이 서
로 다른 민족이나 국가 출신이기에 앞서, ‘부부’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이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과 신뢰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55) 가령 <타인>의 ‘어머니’는 자
신의 며느리를 국제결혼을 하는 베트남 여성의 클리셰에 대입하여 보지
만, 사실 그녀는 중산층 가정의 출신으로 남편에 대한 사랑이 깊은 여성
이다. <그곳>의 ‘명화’는 가난한 이주민 노동자이지만 소설은 그녀가 처해
54) 이 연구에서는 도식화된 인물들이 다문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대한
생각을 섬세하게 전개되지 않게 한다고 보고 이러한 인물을 비판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중 한 가지로는 인물에게 부과되고는 했던 원인성들
을 다소 상쇄시킨 소설 작품을 대상 텍스트로 삼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가령 이
연구의 대상 텍스트인 <그곳>의 ‘용대’와 ‘명화’, 그리고 <타인>의 ‘나’와 ‘쑤안’은
모두 사랑을 토대로 결혼한 부부이다.
55) 헤겔(G. W. F. Hegel, 임석진 역, 2008:325-6)은 결혼이란 ‘본질적으로 인륜적인
관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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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회적 위치가 결코 ‘모든’ 중국인 조선족의 사회적 위치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밀항선에 실려 자신의 운명이 어딘가로 배달되는 기분이 들던, 세계의 기온보단
명화의 체온이 조금 더 높던 봄밤이었다. 명화는 곁에 누운 동생의 얼굴을 뚫어
져라 쳐다봤다. 순수를 모르는 순수, 청춘을 모르는 청춘. 저도 그리 속된 사람
이 아닌 줄 모르고 명화는 잠든 려화의 얼굴을 빤히 봤다. 그리고 자신이 그 아
이의 얼굴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조선족이라 해서 다 가난한 건 아니었
다. 그중에는 유학을 가고 사업을 하고 명품을 사는 이들이 있었다. 아울러 밀항
을 하고 장기를 팔고 결혼 시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건 한국도 마찬가
지였다. 명화는 그중 후자에 속했다. - <그곳>, 137-138.

다문화 소설이 상호문화교육적 차원에서 갖는 가치는, 구체적이고 핍진
한 사태가 타자에 대한 독자의 감각을 세분화하여 문화적 민감성을 발달
시킨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독자는 소설 속에 재현된 인물이 결코 특정
집단의 특성으로 일반화될 수는 없다는 소설의 서술을 의식하면서 작품을
읽음으로써, 소설 속 인물이 놓여 있는 특정한 상황이나 처지를 그의 출
신 집단의 일반적인 상황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문화적 헤게모니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
리쾨르(P. Ricœur, 김한식·이경래 역, 1999:133-136)는 소설 속 인
물은 자신이 처한 문화적 위치에 따라 주변으로부터 특정한 시선을 받거
나 특정한 대우를 받게 되는데, 이는 그 세계의 문화적 헤게모니를 제시
하는 ‘해석체’가 된다고 이야기했다. 소설에 대한 세속적 비평론은 작품과
세계의 상호 연관성을 제시한 리쾨르의 논의를 토대로, 소설 속 인물에는
문화성에 대한 인식과 감각이 반영되고 있으며 이는 작품의 형상화 과정
과

해석

과정

전체에서

작용된

결과라고

이야기한다(E.

W.

Said,

1983:34).
이는 작품을 중심에 둔 담론에는 작품의 형상화 방향에서 개입되는 문
화적 헤게모니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서술자가 인물을 묘사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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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서술자가 진술하는 인물의 경험은 인물이 놓인 위치에 가해지는 문
화적 헤게모니를 추론할 단서이자 그 문화적 헤게모니에 대한 소설의 문
제의식을 추론하고 해석해 볼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독
자가 작품에 반영된 문화적 헤게모니를 자세히 인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는 소설 속 인물과 사건, 그리고 그것을 서술하는 방식 등을 면밀히 살필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이 항에서는 먼저 독자에게 해석되어야 할 서술자
의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① 문화적 헤게모니에 대한 서술자의 문제제기 이해
다문화 소설은 민족적으로나 국적으로 귀속되어 있던 공간으로 인해 발
생하는 다른 사람들 사이의 만남과 소통의 문제를 핍진하게 재현한다. 이
러한 재현이 하나의 문제제기이자 화두로서 대해질 때, 독자들은 우리 사
회가 지닌 문화적 시선들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고 그에 대한 상호문화적
성찰과 반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음을 선언했을 정
도로 대한민국은 다양한 문화성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긴 하지만, 사람들
이 다양한 문화성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이해하며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순히 같은 사회적 공간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이질성
에 대해 알아보고 이해하려는 행동이 유발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이 피아노를 조율하리라고도, 라흐마니노프를 좋아하리라고도 생각하
지 못했어요.” / 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게 그것뿐이었겠는가. 그가 시크교를
믿는 펀잡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수염을 덥수룩하게 길러야만 한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또한 컨테이너에서 함께 생활하는 열두 명의 친구들 역시 그와 마찬가
지로 턱수염을 길렀으리라는 걸 내가 무슨 수로 짐작할 수 있었겠는가. - <모
두>, 138.

감각은 문화적 위치에 따라 분할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위치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만들어 낸다. <모두>의 ‘나’가 인도 출신의 외국인 노
동자인 ‘싱’에게 하는 고백과 같이, 이질적인 문화성을 가진 사람을 만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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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단순한 경험이 그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거나 수용하게 이끄는
것도 아니다. 만약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모두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회적 게임
의 논리가 명백하게 인식되지 않는 한” “물화된 역사와 체현된 역사 사이
의 만남”이란 다만, “경쟁”을 위한 현실적인 욕구와 “필요에 따른 행동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거나 다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P.
Bourdieu, 1983:2-3).
다문화 소설은 문화적 감각의 기저에 놓인 문화적 헤게모니의 문제들을
구체적인 장면을 통해 재현한다. 그것은 문화적 감각의 기저에 놓인 ‘논
리’로서, 주체가 자신의 내면에서 부지불식간에 발현된 감각들을 성찰하
게 돕는 의미가 있다.
그 여자,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지 않았냐. 비자도 없고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병 드니까 너한테 붙은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헤어져라. 용대는 그들에게 바보
취급당했다. - <그곳>, 163.
“저는 매일 터번 쓰지 못하겠어요. 한국 사람들 안 좋아합니다. (중략) 버스에서
술 취한 사람들, 알카에다 말합니다.” - <모두>, 120.

가령 김애란의 <그곳>에는 도시 하층민으로 살아가는 ‘용대’와 결혼을
한 ‘명화’의 사랑과 진심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고, 김연수의 <모두>에는
터번만 보고 알카에다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사회적 하층민으로
살아가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편견과 이질적인 문화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재현하고, 이는 우리가 다른 민족과 인종을 한 명의 개별적인 존
재로서 섬세하게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을 통찰할 계기로서 의미가 있다.
한편, 전성태의 <이미>에는 외모 때문에 민족 정체성을 의심받다가 차
라리 스스로를 혼혈인으로 여기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인물인 ‘게리’가 등
장한다. 김민정의 <죽은>에는 조선족 억양을 들은 여학생이 ‘진봉’에게서
두려움을 느끼는 장면이 재현되어 있다. 이는 ‘외모’나 ‘억양’과 같은 특
정한 문화적 요소에 따라서 인물을 특정 집단에 귀속시키고, 그 집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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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고정관념에 따라 그를 대하려는 태도를 보여준다. 단일문화주의적
사고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덧붙여 이 장면에서 독자
는 행위 주체가 타자를 대하는 방식에는 대상 집단에 대한 비하 또는 두
려움이 있다는 점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러한 느낌에 대한 고민은 특정한
문화에 부여되는 특정한 위치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문화적 감각이란 결국 그 문화에 부여하는 위치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H. Bhabha, 나병철 역, 2016:356 참조).
서둘러 주변을 살피던 그는 마주 걸어오고 있는 여학생에게 말을 붙였다. / 길
음 아파트가 어디…… / 그의 억양에 놀란 여학생은 주춤주춤 뒤로 물러섰다. 여
학생은 겁먹은 표정을 고개를 가로저었고 그는 묻던 말을 매듭 짓지 못했다. <죽은>, 99-100.

소설적으로 재현된 문화적 위치는 독자들이 그 위치에 부여된 감각이
단순하게 ‘이질성’을 원인으로만 삼지 않는다는 점도 깨닫게 돕는다. ‘다
름’에 대한 감각은 그것이 놓인 위치가 세계 구도 내에서 어떤 권력장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영향도 받고 있다는 것을 사유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독자는 다문화 소설에 재현된 ‘이질적인 것들과 그에 대한 반응들’
을 읽으면서, 그것이 우리 사회가 ‘다름’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성찰하도
록 이끄는 서사라고 인식할 줄 알아야 한다.56)
가령 <이미>의 경우에는 소설의 초점인물인 ‘게리’가 모방하기로 결심
한 미국계 혼혈아인 ‘게리 워커 존슨’의 이야기가 그러한 사유를 이끌어
낸다. 그는 ‘더는 한국어를 쓰지 않’고 ‘영어로만 응대’하였을 때 사회가
자신을 다르게 대하는 것처럼 느꼈다고 진술하였다(이미, 278). <타인>에
등장하는 시어머니는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방송되는 모습은 무비판
56) 다문화 소설에는 이러한 서사가 종종 등장하고는 한다. 가령 김재영의 <코끼리>
에는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피부가 흰 아르레족’인 인물이 ‘미국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는 장면이 나온다. 염색을 하는 그는 “한국 사람들은
단일민족이라 외국인한테 거부감을 갖는다고?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한테 불친절한
거라고? 웃기는 소리 마. 미국 사람 앞에서는 안 그래. 친절하다 못해 비굴할 정도
지”(김재영, 2014:31)라고 말한다. 이는 매우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방식으로 한국
사회가 ‘다름’을 차별하는 방식을 지적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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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받아들면서도, 눈앞에 현존하는 며느리의 개별적인 특성에는 무감
각하다(타인, 84). 며느리가 아들에게 자기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
것을 ‘우리’말과 차별하고 ‘영어’와 비교하면서 폄하하기도 한다.
“쟤는 도대체 무슨 말을 저렇게 지껄이는 거야? 혼자서 중얼중얼, 아무도 알아
듣지도 못하는 말을 저리도 많이 해? 애들은 에미 말을 배우는 법인데 미리 조
심시켜라. 저러다 정윤이가 우리말도 제대로 못 배우고 저 시답잖은 말부터 배울
라. 영어라면 모를까, 그따위 말은 배워 어디 써먹을 데가 있다고…….” - <타
인>, 94-95.

이러한 재현을 돌아보면서 독자는 문화적 권력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모
습에 대해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른’ 것을 구별 짓는 감각의 기저
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다. 만약 그 기저에서 서구에 대한
열망이나 선망이 감지될 때에는, ‘서구적’인 이질성은 왜 경계의 대상이
아닌가에 대해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57) 또한 앞에서 검토한 것과 같
이 만약 그것이 경제적인 가치에 대한 욕구와 연결되어 있다면, 경제적인
욕구가 존재에 대한 인정을 앞서는 것이 공동체 내적으로 무엇을 함의하
는지에 대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사회의 민주성과 관련하여,
상호문화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② 서술자가 강화하는 문화적 헤게모니 비판
현재 한국의 다문화 소설은 대부분 한국 작가가 쓰고 한국인 편집자가
검토하며, 한국인 심사자가 평가한다. 이들은 모두 ‘한국 사회’라는 아비
투스(habitus)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런 점에서 다문화 소설을 메타적으
로 보는 행위는 반드시 필요하다. 작품의 생산자들이 모두 한국 사회가
57) 역사학계에서는 국민 공통 교육과정의 세계사 교육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특정
시대와 지역에만 국한되어 왔던 상황이 이를 심화시켰을 것이라고 분석한 논문이
있다(강성호, 2017 ; 김덕수, 2017 ; 최재영, 2017). 또한 비교문학 연구자들은 비
서구의 다문화 문제가 서구와 유사한 형태를 이유로 들어 그들이 서구를 모방하며
사고방식까지 답습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J. Butler, 박대진·김미선
역, 200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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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적인 소재에 갖고 있는 관념들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적 헤게모니를 예술 작품의 구성에 도입하거나 활용하는 것은 예술
가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자유로운 행보이다(G.
Delueze and F. Guattari, 김재인 역, 2014:67-68). 문화적 헤게모니란
쉽게 깨지지 않으며, 그것이 작품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면 예술가
는 언제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 가령 <모두>에는 ‘아내’와 ‘외로움’을
공유하는 친구가 ‘인도인 남성’으로 재현되고 있으며, 외로움의 공유에
‘코끼리’가 활용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인도인’과 ‘코끼리’에 대해 부
여해 왔던 신비감이 작품 내적으로 활용된 것이다. 이는 독자가 ‘아내’가
말도 안 통하면서 마음을 나눈 ‘싱’이라는 존재를 무리 없이 받아들이고
그의 행동양식을 고찰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비슷한 맥락에서 <죽은>은
‘진봉’의 고향을 황량한 진공 도시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독자가 ‘진
봉’이 고향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게 돕는
다. 산업화와 함께 시골 마을이 ‘진공’ 상태가 되어 버렸던 경험이 동원되
기 때문이다. <중국>의 배경이 도시 변두리의 항구 도시인 인천이고 ‘수’
가 인천 바다가 특히 ‘메말라’ 있다고 한 부분과, <이미>에서 ‘게리’가 정
착한 ‘신도시’가 오리지널이 파헤쳐지고 인위적인 사물들이 들어선 곳으로
묘사되는 부분 또한 이와 관련이 있다. 즉, 도시 변두리 항구 지역에 관
성적으로 부여되었던 황량한 감각과 ‘인공’이라는 이미지에 부여된 기괴함
이 문학적으로 활용된 것이다.
그러나 문화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세속적 비평에서는 독자들이 ‘예술
가가 집단적 관념을 예술에 활용한 방식’과, 그렇게 활용된 ‘집단적 관념’
자체에 대한 감상과 비평을 허용한다. 가령 아래와 같은 장면은 한국 사
회가 베트남이라는 공간에 대해 가지고 있는 환상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동원된 이국적 감각들은 수사적으로 ‘나’가 아내를 만
나 사랑에 빠지는 순간을 더욱 몽환적이고 로맨틱하게 만들어준다.
야자수가 길게 늘어선 교정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막 빠
져나오고 있었다. 뉘엿해지는 해를 등지고 흰 아오자이 차림에 긴 머리를 날리며
달려오는 그녀를 본 순간, 조금 전에 맛본 망고스틴의 속살 같은 상큼함이 뭉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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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가슴에 와 닿았다. 느닷없는 감동에 사로잡힌 나는 그녀가 막 곁을 지나치
려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녀를 불러 세웠다. (중략) 내 곁에 다가선 그녀에게선
열대 과일의 풋향기가 났다. 나는 그 향기에 취해, 친구의 연구실은 잊어버리고
엉뚱하게도 몇 학년이냐고 물어보았다. 그녀가 어이없어 하는 낯빛으로 나를 빤
히 쳐다보았다. 그 눈에 어린 의혹과 호기심이 얼마나 순수해 보이던지 나는 그
만 마음을 온전히 빼앗기고 말았다. - <타인>, 89.

하지만 이 장면에 부여된 이국적 감각들에 대해서, 베트남 사람들은 크
게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 공간적으로 거리가 벌어져 있는 곳에 대한
이국적인 감각은 대상화된 문화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수반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이다(E. Said, 1963 참조). 고정관념과 편견이 반영된 서
술들은 그 관념들의 지속이나 발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 비평
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가령, ‘하노이’라는 공간에 ‘야자수’를 배
치한 것이나 평일에 대학생이 ‘아오자이’를 입고 등교하는 장면을 묘사
한 부분에 대해 오리엔탈리즘적 묘사라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
다.58) 또한 그녀를 본 순간 ‘망고스틴의 속살 같은 상큼함이 뭉클’했다
든지 가까이 다가온 그녀에게서 ‘열대 과일의 풋향기’를 맡았다는 부
분, 엉뚱한 질문에 어이없어 하는 표정을 ‘순수’와 연결 짓는 태도 등
은 페미니즘적 비평이나 탈식민적 비평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녀의
이국성에 ‘신비감’을 부여하고 여성성과 연결 지었다는 점에서 이 소설
이 ‘쑤안’을 그동안 제국이 식민지에 부여했던 이미지에 따라 재현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재현된 장면을 보는 관점이나 그 장면에 가하는
비평은, 그 비평이 상호문화적인 맥락에서나 문화 비평적인 맥락에서 이
루어지는 한에서만큼은 충분히 비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표현이 수
사학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거나 문학 담론 내에서 어떤 효과를 자
아내고 있다고 여겨지면 여겨질수록, 그렇게 재현된 이미지들이 독자의
문화적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다문화
소설은 특별히 문화적 편견이나 고정관념, 또는 상호문화적 소통에 담론
58) ‘하노이’는 야자수가 자생하는 지역이 아니고, 아오자이는 우리나라의 한복과 같은
것으로 평일에 대학생이 입고 등교하거나 입고 자전거를 탈 성질의 옷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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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초점을 맞추도록 허용하고 있는 장르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문화 소설
에 재현된 문화적 요소들이 토대로 삼고 있는 헤게모니와 감각을 되짚어
보는 것은, 독자가 소설 담론을 통해 자신과 사회의 문화적 입장과 태도
를 엿볼 기회로서 활용될 가치가 있다.

(3) 인물 행위의 상호문화적 가치 판단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의 구도에 도입된 헤게모니 개념은 사
회 내부에 세계관이나 계급관 등과 같이 추상화된 의식의 체계로 접근되
었을 때는 잡아내지 못하는 미미한 힘들을 포착하게 돕는다. 홀(S. Hall,
임영호 편역, 1996:301-304)은 문화적 소통과 반응에서 찾아낼 수 있는
반응을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하나는 기존의 헤게모니에 순응함
으로써 강화하는 것이고, 둘은 기존의 헤게모니를 변화시킬 대안을 모색
하는 것이며, 셋은 기존의 헤게모니를 무시하거나 저항하는 것이다. 각기
다른 방향성을 지닌 세 반응들은, 독자가 작품 속에 재현되어 있는 문제
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한다는 점에서만큼은 공통적이다. 소설에 대한 감
상 활동은 소설 속에 재현된 문제에 대한 사유를 이끌어 내며, 이는 재현
된 문제에 대한 담론적 참여의 토대가 된다.
소설에 재현된 헤게모니에 대한 인식이 상호문화적인 사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독자가, 재현된 인물의 모습을 헤게모니에 대한 특정한 움직임
으로 보고 그 행위가 갖는 상호문화적 가치를 판단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인물의 반응 방식이나 그 결과로 맞이한 결과에 대한 소설적 상상은 이
문제에 대한 핍진하고 구체적인 사유와 더불어 상호문화교육적인 가치를
갖는다. 이에 이 부분에서는 대상 텍스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행동방식
과 그 결과를 헤게모니에 대한 홀의 분류방식을 토대로 분류한다. 그리고
각각의 소설에서 도출될 수 있는 상호문화적 사고에 대해 검토하고 그 의
미를 논하겠다.

① 헤게모니 순응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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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게모니는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에 뿌리내리고 있는 것으로서
집단에 의해 부여된 권력을 갖고 있다. <이미>의 소설 속 세계는 외모를
통해 국민정체성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문화적 헤게모니가 재현되어 있다.
이러한 헤게모니는 집단적인 일반성에서 벗어난 정체성을 가진 ‘게리’같은
인물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지만, ‘게리’는 이에 저항하거나 반항하지 못한
다. 친구들의 놀림이나 교과서 등과 같이 집단적이고 권위적인 산물로부
터 가해진 헤게모니적 압력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를 억눌러왔기 때
문이다.
게리는 교과서를 읽을 수가 없었다. 다른 게 아니라 교과서의 내용 때문이었다.
‘우리 민족은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단일민족 국가로서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
다…’라는 문장이 버티고 있었다. 그는 초등학교 육학년 사회시간에도 아이들의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었다. - <이미>, 274-275.

헤게모니의 압력에 지속적으로 억눌려온 ‘게리’는, 마치 진짜 혼혈이라
도 된 듯이 행동한다. 그러한 삶이 공허하고 불우한 것 같다고 느끼지만,
그것을 극복하기보다는 ‘진짜 불우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이미,
276). 지나친 헤게모니 순응적 행보로 인하여 주체성과 문화적인 감수성
을 잃어버린 것이다. ‘게리’는 잡지 속에서 읽은 혼혈인인 ‘게리 워커 존
슨’의 삶을 모방하며 혼혈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인생이
란 어차피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연극’과도 같다는 생각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혼혈인이라는 정체성을 표명하며 원어민 강사라는
거짓된 삶을 사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윤리의식까지도 놓쳐 버린다(이미,
260).
주체성을 잃어버린 또 다른 인물로는 <죽은>의 ‘진봉’이 있다. 그는 한
국에서 조선어를 쓰면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례와 멸시’의 태도를 보인
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의미가 통할 수 있는 조선어를 사용하지 않고 중
국어를 사용하면서 중국인 관광객인 것처럼 행동한다. 하지만 이는 ‘진봉’
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는 행동이다. 그래서 자기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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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신을 부정한다는 느낌을 느끼면서 매우 ‘쓸쓸해’ 한다(죽은, 102).
이 소설들은 헤게모니에 일방향적인 순응은 헤게모니의 역동성과 유동
성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진봉’과 ‘게리’는
모두 자신을 억압하는 문화적 헤게모니가 집단에 의해 인정되고 공유되었
다는 생각으로 인하여, 주체적으로 행위할 수 있다거나 행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행위력을 발휘할 의지를 잃게 된다. 소설은 헤게모니
에 대한 굴종은 주체 내부에 정신적인 파편화 현상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는 것을 보여준다. 가령 <이미>의 ‘게리’는 자신과 비슷하게 일반적인 한
국인의 외모를 지니지 않은 한국인 아기를 보고 ‘뭔가 내기에 이긴 사람
처럼’ 가슴이 뛰는 경험을 하면서도 그 아이가 크면 자기처럼 우울해 하
는 상황을 상상한다. 그 아이가 자신과 비슷한 고통을 받지 않기를 희망
하기에 앞서, 자신과 비슷한 존재를 만났다는 것에 먼저 반응하는 것이
다.
훗날 저 아이는 길 잃은 아이처럼 다리 위에 우울하게 서 있을지 모른다. 그때는
저 다리도 웬만큼 낡아 있겠지. 그 때까지 이 도시에 머물 수 있다면 그는 아이
에게 다가가 게리 존슨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다. - <이미>, 284.

게리가 이렇게 생각한 원인으로는, 그가 자신이 경험한 상황들이 근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추론해볼 수 있다. 헤
게모니는 집단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개인은 그 집단의 일원으로서
헤게모니를 변화시킬 힘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게리’는 반복되는 좌절의
경험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력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을 괴롭혀온 헤게모니에 맞서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앞장서서 그것에
굴복해 버렸다. 행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구성원들의 사회에서는 미래적
움직임을 모색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게리’의 태도는 자신을 괴롭힌
헤게모니가 유지되는 원인이라고도 볼 여지가 있다. 순응과 방관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과거에 자신을 우울하게 만들었고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
게 만들었던 그 헤게모니가 존속되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죽은>의 ‘진봉’은 자신의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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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여 자신에 대한 비하하는 발언을 듣고서도 침묵으로 응수한다. 침
묵에는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진봉’의 ‘침묵’은 반응이기보다는
‘회피’에 해당한다(죽은, 112).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설명하려 하
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오해를 바로잡으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장이 월급을 주지 않거나 다른 직원들보다 야근을 많이 시킬 때,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자신의 등에 대고 조선족은 인육을 먹는 식인종이라고 수군거릴 때 그
는 열심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았다. 그들의 눈앞에서 조용히 사라져주는 것도
그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 중의 하나였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특수팀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했다. - <죽은>, 112-113.

하지만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고 해서 꼭 일상생활의 모든 오해와
편견을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행동은 오히려 문화적인 문
제를 지속시키는 데에 일조한다. 그런 점에서 ‘진봉’의 행동은 자신을 괴
롭히는 헤게모니를 외면하는 방식으로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유
지되도록 방조하는 태도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미>와 <죽음>의 상상력 속에서, ‘게리’와 ‘진봉’은 모두 ‘죽음’과 가
까운 삶을 살고 있다. ‘진봉’은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대화할 필요가 거의
없는 곳에서 시체를 치우는 ‘특수팀’ 작업을 하며 살아간다. 자신의 삶의
이유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잃고 쓰러져
버리기도 한다. <이미>의 경우에는 ‘게리’의 실제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지운 채, 혼혈인인 ‘게리’로서 살아가야 하
는 삶의 모습은 실제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헤게모니 순응적 태도를 ‘죽음’과 연결시킨 소설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상호문화적 행위란 의사소통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 숙고할 필
요가 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을 표현하고, 사회적 삶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사회적 삶을 보전하기 위해 해야 할 중요한 행위이다
(H. Arendt, 이진우·태정호 역, 2001:239). 아렌트(H. Arendt)는 말과
행위로 비롯되는 의사소통 속에서, 사람들은 사회적 공존 상태에 대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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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게 된다고 하였다.59) 그런데 문화적 맥락에서 이를 다시 생각해보면,
자신을 억압하는 헤게모니에 대해 ‘말’하거나 ‘침묵’하는 것은 모두 ‘행위’
의 해당한다. ‘게리’의 무비판적 순응과 ‘진봉’의 침묵은 자신의 삶이 비
윤리적인 형상으로 이어지거나, 죽음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몰아가게 된
원인이었다.
그런 점에서 다문화 소설은 인물들의 언행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관찰
할 수 있는 문화적 헤게모니에 대한 반응들을 제시하고 소설 내적인 흐름
에 따라 그 결과로서 맞이한 사태를 제시함으로써, 헤게모니에 대한 모든
반응들은 사회적 파장력을 지닌 하나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제시한
다. 사소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문화적 헤게모니에 대한 개인들의 반응은
그가 속한 사회가 특정한 문화적 헤게모니를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
를 도모할 것인가 하는 점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인 것이다. 그
중에서도 헤게모니 순응에 대한 서사들은 문화가 개인들의 반응에 따라
유기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낸다. 문화적
헤게모니에 대한 반응은, 그것이 비록 외면이나 순응과 같이 크게 부각되
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더라도, 헤게모니에 대한 참여라는 의미에서
모종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도록 이끄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에서는 헤게모니 순응적 인물에 대한 독
자들의 감상이, 독자가 문화적 헤게모니와 자신 사이의 관계를 깨닫는 계
기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② 대항 헤게모니적 행위
대항 헤게모니적이라고 하면 자신에게 가해진 말의 토대에 놓인 헤게모
니를 문제 삼거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59) “말과 행위로서 우리는 인간 세계에 참여한다. 이 참여는 제2의 탄생과 비슷하다.
이 탄생에서 우리는 신체적으로 현상하는 우리의 본래적 모습을 확인하고 받아들인
다. 이 참여는 노동처럼 필연성에 의해 강요된 것이 아니고 작업의 경우처럼 유용
성 때문에 추진된 것도 아니다. 이 참여는 우리가 결합하기를 원하는 타인의 현존
에 의해 자극 받는다. 그러나 이 참여가 타인에 의해 제약받는 것은 아니다.”(이진
우·태정호 역, 200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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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의 저항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헤게모니에 대한 순응
은 헤게모니에 대한 저항과 반항의 태도와 대칭 구도를 이루는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이는 헤게모니적 압력과 그것에 대항하는 세력 사이의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정이 있을 때 발생하는 저항의
형식으로서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 소수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대항 헤게모니적 태도는 잡다하면서도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S. Hall, 임영호 편역, 1996:306).
소수자들은 말을 비꼬아 버리거나 권위의 상징을 희화시키는 행위, 말
의 의미를 전복시키는 행위 등으로서 헤게모니에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대항’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가 된다.
소수자들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대항의 행위였을지라도, 그 상대편에 있
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의미가 퇴색하기 때문이다.60) 대
항의 원인이 다르게 분석되는 경우, 대항의 행위가 다만 장난으로 받아들
여지는 경우, 또는 행위가 특정한 헤게모니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으로 이
해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항 헤게모니적 반응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
따라서 상호문화적 관점에서는 대항 헤게모니적인 행위의 경우에는, 어
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대항이었든 간에, 그것이 문화적으로 의미를 갖기
위한 형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가령 한국에 시집온 베트남 여성
으로서 사회적으로 받는 시선과 시어머니로부터 오는 압력에 힘이 부쳤던
‘쑤안’은, 자신의 불편함 감정을 삭이면서 살기보다는 그것을 표출하는 것
을 선택한다. 이러한 ‘쑤안’의 행동은 하나의 적극적인 대응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실행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고
통스럽게 하는 문화적 헤게모니에 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했다.
그녀의 대항 행위는 남편이 ‘알아듣지 못’할 그녀의 ‘모국어’로, 자신의
애완견인 ‘하노’를 향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날부터 아내는 하노를 입에 달고 살았다. (중략) 나 외에는 아무도 알아듣지

60) ‘자살’이라는 소수자의 적극적인 대항 행위가 헤게모니를 지배하던 다수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를 문제 삼은 대표적인 연구로는 스피박(G. Spivak, 태
혜숙 역, 2013)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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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말을 하면서 때로는 자신이 바보 같다고 푸념하던 그녀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국어를 분풀이라도 하듯 지껄여 댔다. 날이 갈수록, 아내가 쏟아내는
말들 속에는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이 늘어 갔다. 그래선지 아내가 녀석을
데리고 앉아 있을 때면 우리 사이에 벽이 하나 솟아나는 것 같았다. 그 벽은 갈
수록 두꺼워져서 때로는 그 너머에 정말 아내가 있기나 한지 넘겨다보고 싶을
정도였다. - <타인>, 92-93.

아내는 자신이 하는 말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면서도 아무런 감정도 해소해내지 못한다. ‘알아
듣지 못하는’ 아내의 독백을 지켜보는 남편은 다만 그녀의 말이 ‘분풀이’
로 느껴질 뿐이다. 이러한 거리감은 결국 아내와 남편 사이에 ‘벽’을 형성
한다. 그녀에게도 위안이 되어주지 못한 말들은 남편에게 위화감을 형성
함으로써 부부사이에 거리감을 증폭시키고 상황을 악화시킨다.
소설 속에서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떠나고, 부부는 결국 결
별의 위기에 처한다(타인, 88). 이러한 결말을 읽으면서 독자는 ‘적절한
대상’에게 그가 들을 수 있는 ‘적절한 방식’으로 말하기를 수행하지 않은
‘쑤안’과, 그것을 들어 보기 위해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던 나에 대해
서 생각할 수 있다. 아내가 떠나고 없는 상황이 되고 나서야 ‘나’는 그동
안 그녀가 했던 행동들의 의미를 되짚어 본다. 이러한 복기(復棋)는 그동
안 아내가 겪었던 고충들을 돌아보고 그녀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헤
게모니에 대한 아내의 대항 행위가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읽은 독자는 대항 헤게모니 행위가 문화적으로 의미
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를 얻는다. 즉 이러한 소
통은 표현의 대상과, 표현되는 방식, 그리고 대항 행위에 대한 관심과 의
미화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고찰해 볼 수 있는 것이다.

③ 헤게모니 조율적 행위
헤게모니 조율적인 행위를 구축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것은, 우리가 묶
여 있는 감각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현상에 익숙하게 가하던 감각을 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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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 위하여, 또는 낯선 것에서 오는 이질적인 감각들을 순수하게 검토
하기 위하여 자신의 감각을 의심하고 탐구하는 행위이다. 사이드(E.
Said, 1978)는 그동안 쉽게 만나지 못했던 타자와의 만남에서 타자를 부
담스러운 존재로 인식하는 데에는 그 관계 속의 ‘나’와 ‘너’를 모두
하나의

대상이자

하나의

실존을

보지

(hallucination)’이 있다고 분석했다.61)

않으려

하는

‘환각

이는 <모두>에서 ‘나’는

‘싱’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막상’ 그를 대면하고는 ‘당
황’해 버리는 장면에 아주 잘 재현되어 있다(모두, 119), 상상과 실존
사이의 간극이 경험되는 순간이 구체적이고 핍진하게 재현된 것이다.
그렇게 턱수염이 덥수룩한 얼굴을 쳐다본 일도, 그렇게 땀으로 축축하게 젖은 손
을 잡아본 일도 내게는 그게 처음이었다. / 하지만 무엇보다 당황하고도 실망스
러웠던 일은 이 친구의 한국어가 형편없었다는 점이었다. (중략)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가만히 서서 이 펀잡 친구를, 이 야한 빛깔의 핑크빛 터번을, 이 까
맣게 젖은 두 개의 눈망울을, 얼굴의 절반을 뒤덮고 있는 턱수염을 바라보고 있
는데, 이 친구가 “저는 매일 터번 쓰지 못하겠어요. 한국 사람들 안 좋아합니다.
(중략) 오늘은 명절, 터번 쓰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이미>, 119-120.

이런 남편의 반응을 본 ‘싱’은, 그가 자신의 터번을 보고 당황했다고
오해하여 자신이 터번을 쓴 이유를 설명한다. 그간의 한국 생활을 바탕으
로 “한국 사람들”이 터번을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
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이유는 터번 때문일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소설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되지 않는 대화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
렇게 소통이 되지 않는 듯이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대화는 의미를 가지
고 가치를 발현한다. 반복되는 대화의 어느 지점에서, 불현듯이 어긋난
지각이 조정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 노래하면 안 삽니다.” / “그래서 공짜로 얻었습니다.” / “공짜는 없습니다.”
/ 내 말에 이 친구가 단호하게 얘기했다, / “벼룩시장 잘 보면 공짜 있습니다.”
61) ‘환각’은 피억압자의 존재를 억압자가 드러내길 꺼려하고 있는 노골적인 파괴성을
은닉하기 좋은 대상으로 변모시키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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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그만큼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자 이 친구는 어딘지 모르게 화가 잔뜩
난 사람처럼 나를 쏘아봤다. - <모두>, 128.
“안 노래하면 안 삽니다”라는, 이 친구의 말은 음정이 틀리면 누구도 피아노를
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연주하지 않는 피아노는 결국 죽게 된다는 뜻이라는
사실도 나중에야 알아차렸다. - <모두>, 135.

다양하고 복잡한 타자성이 혼재된 사회의 주체들은 하나의 의미만을 고
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다른 존재와의 대화는, 자신이 받
은 인상이나 자신의 의미화가 편견어린 것이거나 오해에 해당할 수 있다
는 점을 각성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
로 ‘틈새’를 가진 존재와의 대화는 상호문화적으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편향된 판단’을 내리도록 만들었던 ‘전조’를 감각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모두>에 재현되어 있는 ‘나’의 말들은 그가 지금 ‘아내’
와 많은 대화를 주고받지 않는 상황이며 이 부부 관계가 상당히 소원해졌
음을 알려준다. 그런 점에서 ‘나’가 ‘싱’의 한국어가 형편없음에 실망한
이유나, ‘싱’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서 아내를 연상하는 원인은 기실 나와
아내의 관계에 대한 불안감 위에서 도출된 것이다. 즉, 아내와 자신의 관
계에 대한 불안한 감정은 하나의 ‘전조’가 되어 ‘나’가 ‘싱’의 언행을 아내
와 연결지어 생각하게 이끌었던 것이다. 결국 상호문화의 문제는 다시 주
체의 문제로 이어진다. 주체의 타자로부터 받는 순각적인 감각과 그것을
근거로 내린 판단은 모두 그가 가지고 있던 태도나 신념, 감각, 그리고
경험들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이다.
라클라우(E. Laclau, 박대진·김미선 역, 2009:130)는 ‘언제나 열려 있
고 궁극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길은, 지속적으로 조율해
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지닐 때 비로
소 보장된다고 하였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상호문화적 소통을 위해 필요
한 관용(Ambiguitätstoleranz)이란 이질적인 속성에 편견어린 태도를 보
일 수밖에 없는 처지를 불쌍히 여기고 이해해 주는 것(G. Neuner,
1994:26, 김옥선, 2007:186에서 재인용)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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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양한 존재의 공존 상태가 필연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어찌 할 줄을 모르고 경계심을 보이는
미숙함에 아량을 베풀 수 있어야만 대화 상대자들 사이의 이해를 조율하
기 위한 소통이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사이드(E. W. Said, 2003)는 모든 정체성은 위협을 받았던 적이
있다는 것을 전거로, 그것을 타자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토대로
삼자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 발표의 토론자였던 재클린(R. Jacqueline,
in 주은우 역, 2005:108~109)은 이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는
데, 역사적 맥락에서나 생애적 경험에 따라 그 감정의 표현형들에 부여해
왔던 정서를 무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사이드(E. W. Said,
1975:170)가 예전에 발표했던 논의를 토대로, 지금까지 많은 민족 집단들
이 자신의 고난사를 결속력 강화에 활용해 왔고, 그로 인하여 집단의
‘정신적 외상(psychological trauma)’이 점점 더 “참을 수 없는” 것
으로 강화되어 왔음을 제시한다. 인간은 역사적 존재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타자와 연대한 토대를 찾고자 할 때에나 상호문화적 소통을 하
려고 할 때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역사적 경험들을 먼저 살피고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통찰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상호문화적 행위의 결과가 최
대한 협력과 화합의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관점으
로서 의의를 갖는다.
상호문화적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는 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어떤 상
황인지를 성찰한 상태여야, 사회화된 감각과 인식의 문제를 조정할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가령 <타인>의 ‘나’는 ‘하노’의 장례식장에서 아내의 외
로움을 깨닫고 이해한 상태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행동은 아
내에 대한 공감과 이해에서부터 유발된 것으로서 화해의 제스처이자 소통
을 위한 노력이라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러한 와중에도, 그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의 이국말에 ‘착잡’한 기분이 느낀다. 그 감정은 어
머니로부터 생성된 것으로서, 한국인인 어머니가 베트남어에 대해 가지고
있던 문화적 헤게모니가 발동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나’가
그와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된 것은, 그가 자기 자신의 문화적 감각과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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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성찰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내는 이해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는 비판적으
로 성찰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가 상호문화적 소통에 임하는 자세
가 불완전하게 된 것이다.
아내의 목소리는 오래 운 사람처럼 잠겨 있었다. 곁에서 아이가 떠들어 대는 소
리가 들려왔다. 목소리는 내 아이인데 지껄이는 말은 온통 이국의 언어였다. 기
분이 착잡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 <타인>, 103.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나’에게 아내는 ’아이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
는 외국인으로 살게 될까 봐’ 두려웠다고 고백한다. 이 두려움은 남편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사이드(E. W. Said)의 관점에서 ‘두려움’을 공유하
고 있다는 지금의 상황은, 이들이 연대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그
러나 그것은 이 두려움을 해소시켜줄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한 명의
안정감은 다른 한 명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이 재클린이 지적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남편과 아내는 자신의
두려움을 매개로 다른 사람의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은 되었다.
하지만 남편은 아이의 베트남어로부터, 아내는 아이의 한국어로부터 이
감정을 느끼고 있다. 각기 다른 위치에서 아이가 자신에게는 외국어인 말
을 모국어로 삼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만큼은 이
둘은 여전히 대치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소통과 조율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상호문화적 공감과 이해가 실천
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실천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새로운 사고행위
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4) 상호문화적 공존과 협력에의 상상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주체가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게 이끄는
공감적 관심은 이타적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C. D. Batson, 2011). 곤
경에 처한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을 자극하기 때문이다(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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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son et al., 1987). 문학은 타자가 처한 구체적이고 핍진한 상황을 제
시하여 주는 방식으로, 독자가 다른 사람을 삶에 관심을 가지고 인지적으
로나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독자가 소설 속의 인
물에게 공감하기 위해서는 인물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그의 호소에 의미
를

부여하고

진정성

있게

대답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정진석,

2013:162). 타자에 대한 호의를 가지고 그가 처한 상황을 인지적으로 심
리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상호문화주의는 연대를 모색하는 데에서 출발하였으며, 연대란 결속 지
점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이 항에서는 상호문화적 연대를 추동하는 사고방식
에 대한 각 견해들의 가치와 효용성을 검토한다.

① 합리성에 의한 통합 가능성과 한계의 인식
합리성에 의거한 통합의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삽화로는 <이미>의 지방
병무청 일화를 들 수 있다. 이국적인 외모를 지닌 ‘게리’가 등장하자 민원
실은 ‘소란스러워’지고(이미, 279), 사회복무관리 직원은 직관적인 판단
에 따라 ‘게리’에게 ‘제2국민역 대상자’ 안내장과 병역 면제 신청서를 내
민다(이미, 280). 하지만 서류를 처리하며 그는 혼란스러워 하는데 ‘게
리’를 보고 자신이 내린 판단과 서류가 말하는 바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
이다.
“부 김달호. 모 오판심. 친부모 아닌가?” / “맞는데요, 제 아버지, 어머니십니
다.” / “그럼 양친 중에 어느 한 분이 혼혈인가?” / “아닌데요.” / “그럼 뭐
야?” / “제가 아까부터 뭘 좀 상의를 드린다고……” / 뭐냐는 듯 창구 직원이
이마에 주름을 접어서 몸을 기울였다. / “왜 혼혈인은 군대에 못 갑니까?” / 그
제야 그는 모든 의문이 풀렸다는 듯 의자에 등을 기대었다. / “안타깝지만 법이
그래. 다 자네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거야. 미안하지만 왕따나 따돌림 안
당하겠어? 군대는 자네 같은 사람들이 버텨내기에 힘든 데라고. (중략)” / “그래
서 말인데요, 제가 면제를 받았으면 싶어서요.” / “아니 왜 자꾸 말을 되풀이하
게 해. 못 간다니까 그러네.” / 창구 직원은 ‘게리’ 앞에 놓인 서류를 끌어당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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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여기 씌어 있잖아.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 / “그렇기는 한데요”
/ 중략 / “사실 저는 명백히 한국인 부모님한테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저씨도 보셔서 알겠지만 생긴 건 명백히 혼혈인이라 이거죠.” / 창구 직원은
입을 벌린 채 의자 깊숙이 몸을 젖혔다. 그는 한참을 그러고 있었다. 이윽고 그
는 기가 차다는 듯 입을 비틀더니 너털웃음을 터트렸다. / “이 친구 보게. 어떻
게 자네가 혼혈인가? 멀쩡한 양친을 두고.” - <이미>, 281~282.

‘게리’의 ‘주민등록표’와 ‘관할 신검 대상자’ 서류, 그리고 자신이 ‘명백
히 한국인 부모님한테서 태어났’다는 증언은 모두 직원의 관념과 불일치
한 자료들이다. 관념과 실존이 불일치한 상황에서 직원은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도 지니지 않았던 감각의 자료들’을 의심하며 사유의 시간을 갖
는다(M. Horkheimer, T. W. Adorno, 김유동 역, 2001). 그리고 결과적으
로는 외모와 혈통, 그리고 국방 능력을 일치시켰던 관념에서 해방되어,
‘게리’의 입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방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전환한다.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얼굴로 어떻게 군대 생활을 하겠습니
까?” / “ 왜 못해? 눈이 없어 입이 없어. 깜둥이들도 먼 타국까지 와서 남의 나
라를 지켜주는데 자네 같은 사람이 왜 못해? 신검 날짜 되면 가서 받아.”/ [게리
는 전방 부대에서 병장 전역한 후, 예비군을 거쳐 지금은 대한민국 민방위 대원
으로 복무하고 있다.] - <이미>, 283, []친 문장은 단행본에만 있음.

직원은 서류의 객관성을 매우 신뢰하는 공간에 소속된 사람이었기 때문
에 제시된 서류들을 통해 자신의 관념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하지만 ‘게
리’가 입대할 군대의 모든 사람들이 직원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거나
직원과 유사한 사유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직원처
럼 서류를 신뢰할 것인지,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군대라는 공간에서
‘게리’의 존재를 증명할 서류를 접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게리’의 외모가 실제로 군생활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그가
군대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고 그가 있던 부대의 분위기가 어떠하였는지
에 달려 있다. 그런 점에서 <이미>의 서술자가 ‘게리’가 경험한 군대란 어
떠하였고, 그의 군생활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발언을 최소화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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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즉, 합리성에 의존한 통합은, 사유자가 무엇
을 두고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체라고 여기는지, 그리고 그 실체가
사유의 순간에 존재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② 공감을 통한 연대와 통합의 가능성 이해
현대 한국 다문화 소설들은 인간이라면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
적 상처들을 상호 소통과 이해의 토대로 삼으려는 시도와, ‘관계’라는 맥
락에서 공감과 소통의 계기를 찾으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개진하고 있
다. 가령 <그곳>에는 도시 하층민이라는 사회적 위치를 공유하는 ‘용대’와
‘명화’를 통해서 화려한 도시 어디에도 자신의 자리가 없이 고단한 삶을
견뎌내는 인물들 사이에서 구출될 수 있는 연민을 통해 연대 가능성이 모
색되었다. <타인>에는 유기견을 거두어 주는 ‘할머니’를 통해서 ‘외로움’
이라는 인간 본연의 감정을 상호 이해의 토대로 제시하였다.
“아니고, 아니야. 내가 좋은 일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순전히 나 외롭지 않으
려고 하는 짓이야. 사람은 외로우면 못 살아. 사람은 어디서든 말이 쑥쑥 통해야
살맛이 나거든. 말할 데가 없으면 지옥이야, 지옥. 그게 나이 들수록 더하더라구.
(중략)” / 할머니의 겸손한 말이 낙숫물처럼 내 가슴에 방울져 떨어졌다. 아내가
들었다면 할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 내어 울지 않았을까. 하노를 향해
수없이 쏟아 놓던 말들이 이국땅에서의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식이란 걸 몰
랐던가. 아니다. 나 역시 그것을 모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나는 그녀가 이 땅
에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때까지 기다릴 만큼 너그럽지 못했다. 나는 새삼 회한
에 차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 <타인>, 100~101.

인간이라면 누구든 가지고 있는 경험 또는 감정을 소통의 토대로 삼으
라는 제언(E. W. Said, 2003)은 ‘관용’을 호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징한
논거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의 소통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가치가 있다.
관용은 이질적인 것에 대한 섣부른 감정을 저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개
념이지만(권오현, 2010), 낯선 타자를 관용하라는 요구는 주체에게 윤리
적 우위(優位)를 부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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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접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관용 개념의 무모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로는 <중국>의 ‘노인’을 들 수 있다.
“먼 길 가야 할 테니 좀 전해 주시오. 우리 며느리 고향이 아주 추운 곳이라던
데.” / 노인이 수에게 내민 것은 커다란 종이 쇼핑백이다. 놀라서 아무 대꾸도
못하고 있는 그녀에게 그는 고개를 숙여 보이더니 곧바로 화교 가족이 있는 쪽
으로 걸음을 옮긴다. / “자, 오늘은 이 할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가르쳐줄 테냐?”
/ 아이들이 노인을 알아보고 반가운 듯 소리를 지른다. 아이들 엄마도 그를 향
해 활짝 웃는다. 수는 그들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쇼핑백 안을 들여다본다. 그 안
에 든 것은 두툼한 패딩 점퍼다. 쓰엉의 얇은 점퍼, 솔기가 터져 솜이 삐져나와
있던 주머니와 낡아서 실밥이 죄 풀려 있던 소매를 노인도 보았던 것일까. <중국>, 110-111.

지하철에서 만난 화교 아이들과 스스럼없이 지내는 노인은, 다르위시
(M. Darwish)가 ‘미래’에 희망되는 태도라고 말한 바를 보여주는 인물
에 해당한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인’이 ‘쓰엉’에게
‘두툼한 패딩 점퍼’를 선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는 임신한 며
느리인 ‘멍나’의 옛 애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자, 노인의 집에서 행패
를 부린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중국, 107). 보통의 시아버지라면 ‘쓰
엉’은 물론,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릴 만한 애인을 뒀던 며느리도 용인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노인’이 ‘쓰엉’의 얇고 낡은 점퍼
에서 연민을 느꼈을지 모른다는 설명은 ‘노인’의 행동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하지만 에코(U. Eco, 김운찬 역, 2009:285)도 지적한 바 있는 것과 같
이, 서사적 작품이 제시하는 명제들이란 ‘현실 상태들에 대해서만 말하
거나 또는 아무것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없고, ‘우리 경
험 세계 안에서 검증 가능한 정도로만 기표적’일 필요도 없다. 만약 그
것이 비현실적이라거나 의아하게 느껴진다면,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에 대
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렇게 재현된 부분이 이해되기 위해 필요한 과정
을 상상해 보는 것이 독자가 해야 하거나 할 수 있을 일에 해당하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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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인 맥락이나 세속적인 성찰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전자의 사
고방식과 관련해서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에 놓인 관념과 감각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댁 식구들이나 처가
식구들에게 결혼 전 연애사실에 대해서 떳떳하게 여기지 못하는 이유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후자의 사고방식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노인’이 타지인 도시 변두리에서 추위를 견디며 노동한 경험이 있
고 ‘쓰엉’의 몰골이 과거의 자신을 추억하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어떠했을
지에 대한 상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공통의 경험에서 오는 감정의
동요는 대상과 자신을 통합시킬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E. W. Said,
2003).
그런 점에서 다문화적 통합은 경험의 추상화로부터 확보될 수 있는 정
서가 어떻게 하여 공감의 토대가 될 수 있고 또는 공감의 토대가 될 수
없는지를 모색하는 활동을 함께 해야 공고해질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정
체성들 내부에서도 분절적으로 명료화”될 수 있는 세부적인 문화성들을
탐색하고, 그것을 새로운 연대의 기점을 삼기 위한(E. W. Said, 주은우
역, 2005:83)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③ 경계를 넘어서는 사유와 행동의 필요성 공유
나는 TV 소리를 줄이고 부엌의 냉장고에서 맥주 두 캔을 꺼내와 이 친구에게
하나를 권했다. 시크 교도들이 술을 마시는지 어떤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까지
의 내 상식으로 봐서는 안 마실 게 분명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몇
번이고 마다하는 이 친구에게 맥주를 권했다. 어쨌든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밤
인데다가 서로 좀 취하게 되면 이 서먹서먹한 분위기가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 친구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체념한 표정으로
캔을 땄다. 우리는 캔으로 서로 건배한 뒤, 한 모금 들이켰다. (중략) 캔을 내려
놓으며 나는 아내와 이 친구가 만나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 <모두>, 136.

헤게모니적 연결은 헤게모니적 주체들의 정체성을 변형한다(E. Laclau
and S. Mouffe, 이승원 역, 2012:16). 정체성이란 미리 주어진 상태로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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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관계 위에서 덧입혀지는 경험을 통해 구성되
고 조정되기 때문이다. ‘아내’의 당부로 인해 ‘싱’과 함께 앉아 그녀를 기
다리던 ‘나’는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참을 수 없어서 ‘냉장고에서 맥주 두
캔’을 꺼내온다. 분위기를 전환할 방도로써 술을 선택한 것이다. ‘체념한
표정’으로 미루어 볼 때, ‘싱’은 술을 먹지 않는 사람이다. 이 장면은 충
격적이면서도 의미가 깊은데, ‘나’에게 술은 이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싱’에게 술은 자신의 종교 정체성을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상황이라면 상당히 곤란한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지만, 소설적 상
상력 안에서 ‘싱’은 ‘나’와 건배한 뒤 술을 마신다. 이때 ‘싱’이 받아들였
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술이라기보다는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하는 ‘나’의
의도와 마음일 것이다. 오랜 한국 생활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서 술이 어
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아는 바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
론할 수도 있다. ‘술’을 마신 ‘나’는 비로소 자신이 지금까지 궁금해 했던
질문들을 꺼내놓는다. 그리고 ‘아내’는 영어로, ‘싱’은 한국어로 대화를
한다는 대답을 듣자, 그렇게 이루어지는 대화는 완전할 수는 없다고 단정
지으며 크게 만족한다. 아내와의 불통을 체감하고 있던 상황에서, 아내가
‘싱’이라는 낯선 외국인 남성과 ‘이야기를 통해’ 친구가 되었다고 이야기
한 지점을 상당히 꺼림칙하게 여기던 중이었기 때문이다(모두, 129).
“혜진은 영어를 잘 못하고, 당신은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고작 I like
Zorba the Greek이나 저는 라흐마니노프 좋아합니다 따위의 말밖에는 못합니
다. 그래가지고서는 서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합니다. 그치? 이 말
도 잘 알겠네요. 말하자면 혜진의 언어습관 같은 거니까. (중략) 나는 마음이 흡
족해 크게 웃음을 터트렸다. - <모두>, 138.

하지만 ‘싱’과 ‘아내’의 의사소통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
라는 판단 또한 소통에 대한 자신의 편견과 오해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싱’이 ‘아내’와 ‘코끼리
그림’으로 ‘외로움’이란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이야기를 듣게 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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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나’와 ‘아내’가 ‘외로움’이라는 단어로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다. ‘코
끼리 그림’은 ‘아내’와 ‘싱’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이해하게 이끌어준 매
개물이다. 이것이 ‘나’와 ‘아내’를 매개하는 ‘언어’보다 가치 있었던 이유
는 두 사람이 상대방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매개물을 다루었기 때문이다.
“혜진 영어 잘 못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한국말 잘 못합니다. 혜진 영어 말하
면 저는 한국말 합니다. 서로서로 틀린 부분을 고쳐줍니다. 항상 저는 아기 원하
겠습니다. 저는 이 코끼리 되기를 원하겠습니다. 저는 혼자입니다. 저는 ……” /
그리고 이 친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lonely’라는 게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만, 다만 한국어로 어떻게 말하는 것인지 알지 못해서. 하지만 그게 무슨 상
관이겠는가. 그게 무슨 상관이겠는가. 나는 가만히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숲과
잠에서 깬 아이와 사원의 기둥처럼 늠름한 다리를 가진 코끼리를 바라보고 있다
가 혼자 중얼거린다. 저는 외롭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는 고독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저는 쓸쓸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마치 눈 내리는 밤에 짖지 않는 개
와 마찬가지로 저는…… - <모두>, 140~141..

다른 문화성을 지닌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소통에 초점을 맞춘 다문화
소설은 상호문화적인 소통을 위해서 기존의 감각과 그에 따른 판단들을
전면적으로 다시 생각할 것을 촉구한다. 실제 앞에 있는 사람과 현재의
상황과 맥락에 맞춰 조율할 수 있어야만 과거의 잔재들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역사적으로 형성된 전조들은 모든 조율을 일과
적(一過的)인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다수의 역사적 사
건이 그러했듯이, 미약한 조율들은 생산적인 의사소통의 시작점으로서 가
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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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학(원)생들의 다문화 소설 감상 양상
이 장에서는 다문화 소설을 읽는 대학(원)생 독자의 다문화 소설 감상
자료를 상호문화교육의 관점으로 검토하기 위해 Ⅱ장에서 제시한 다문화
소설 감상 구조에 따라 다문화 소설의 해석소가 감상되는 양상을 분석하
였다. 이 장에서 검토한 감상 자료는 대학(원)생 독자들이 다문화 소설에
재현된 문화적 갈등과 문화적 타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다. 이에 연구자는 대학(원)생 독자들의 다문화 소설 감상이 상호문화적
통찰로 이어질 수 있었던 흐름을 확인하고, 다문화 소설의 감상이 상호문
화적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원인들을 추출할 수 있었다. 이는 Ⅳ장의
교육 설계에 활용될 것이다.

1. 다문화 소설의 문화적 갈등 체험
다문화 소설의 독서가 독자의 상호문화적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독자가 소설에 재현된 다문화 사건을 체험하기 때문이다. 소설은
소설 담론의 질서에 따라 구성된 것이므로, 이를 문화적 실천 양식으로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독자가 소설 담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는 개인의 문제를 좀 더 넓은 구조 안에서 살피기 위한 개념이
다(R. Bocock, in 전효관 외 역, 1999:337). 따라서 독자가 인물을 문화
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가 놓인 자리의 정치·경제·사회적 토대들
과 연관된 언어, 상징, 신념, 가치를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하지만
문화는 사회경제적인 구조와 그에 대한 인지심리적 반응이 상호작용하면
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토대구조를 분리하여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문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를, 문화적 갈등의
구조를 인식하는 국면과 문화적 갈등에 보이는 반응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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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문화 소설의 문화적 갈등 구조 인식
다문화 소설에서 체험되는 것은 문화적 위치가 다른 사람들의 공존 상
태와 그 가운데에 발생한 문화적 사건들이다. 다문화 소설은 인물들의 문
화성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부각되어 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은 표면적으
로 문화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인식된다. 다문화 소설의 갈등은 단순하게
다른 문화성을 지닌 인물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해소되기 어렵
다. 따라서 다문화 소설의 갈등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심층에
자리하고 있는 토대들의 모순된 구조를 함께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적 갈등이 발생하고 심화된 구조를 인식하지 못한 독자는 그 갈등
을 완전하게 체험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 갈등의 발생 구조를 명확하
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험된 소설의 비극은, 독자의 감상이 구체적
인 사유로 이어지지 못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개별-한-죽은
6]의 감상자는 소설에 재현된 사건에 의문을 제기하기만 하였을 뿐 그 토
대를 분석적으로 읽어 나가지 못했다. 그래서 ‘삶이 참 불합리하다’는 막
연하고 평범한 생각으로 자신의 감상을 종결하였다. 중첩된 토대에 대해
서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문화 소설에 재현된 갈등을 구체적으로
사유하지도 못하고 문화적 갈등에 대한 관점도 벼리지 못한 것이다.
[개별-한-죽은6] 그들은 고통 받고 있지만 살면서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또는 자
기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다. 남자는 딸의 사진을 들고 있다. ‘진
봉’의 노동은 아버지를 위한 것이다. 이 삶에 특별히 잘못된 부분은 보이지 않는
다. 그런데 왜. 어떤 이유에서 그들은 그렇게 힘들게 사는가. 그들은 사회에서
소외당한다. 심지어 자신의 가족한테 버림받고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다. 그들이
특별히 잘못한 것을 없는데도 맞이한 비극을 보면 삶이 참 불합리하다고 느끼게
된다.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각의 문화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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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도 문화적 갈등의 토대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문화적 갈등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인물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
다. 가령 [개별-한-타인10]의 감상문에서는 다문화 상황과 문화적 갈등이
현대 사회의 흐름에 따라 맞이한 사태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의
이주가 다만 개인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상태에 있는 독자는, 인물의 언행이란 그의 정체성 형성
에 영향을 주었던 경험이 잠재되어 있다가 특정한 심급(instance)과 만나
서 전조로 발현된다는 것도 생각해내기 어렵다. 사회적·심리적인 인식이
섬세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문화 소설에 재현된 문화적 갈등도 섬세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개별-한-타인10] 똑같이 존중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각자
집에서는 예쁨을 받는 소중한 자식이니까. 그런데 각자 집에서 대우도 잘 받으면
서 살 수 있을 텐데 힘들게 한국에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점에서 문화적 갈등의 토대 구조를 인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이 항에서는 학습자들의 감상 자료에서 문화적 갈등을 확인할 때 가
장 많이 활용되었던 ‘경험 동원’ 방식의 가능성과 한계를 확인하고, 실제
로는 많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문화적 갈등을 이해하는 데에 탁월한 효과
를 지닌 ‘선지식 접합’ 방식의 가능서과 주의사항을 논한다.

(1) 개별적 경험 동원 방식
문화적 정체성이란 삶의 경험들이 모여 구축되는 것이며, 삶의 경험은
주체의 문화적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화적 위치가 서로 다른 독
자들은 각기 다른 경험을 소설 감상에 동원했다. 그리고 이는 소설에 대
한 독자의 인식이 달라지는 데에 큰 영향을 주었다. 가령 한국인이 끈
[개별-한-중국6]의 감상문은 ‘불법 체류자’라는 명명으로부터 ‘범법 행위’
를 저지른 사람들이라는 전제를 형성했다.62) 하지만 한국에 체류하는 외
국인인 [개별-외-죽은2]에서는 ‘불법’적인 상황이 초래된 원인이 다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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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개인에게만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제시했다. 여러 정황이 겹
쳐지면서 뜻하지 않게

불법 체류자가 된 사례들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

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감상문은 외국인 노동자가 놓여 있던 자리의 토
대가 부정합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그가 비합법적인 체류 상태에 몰린 구
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개별-한-중국6] 우리나라의 아르바이트생들도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거나 임금을
체불당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은 의사소
통도 어려우니 이런 일이 더욱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대한민국 사람이나 합법적
인 외국인 노동자들은 노동법에 의해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보호받을 수
있지만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럴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범법 행위
를 저질렀기 때문에 보호해줄 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없다.
[개별-외-죽은2] 근로자로 온 사람들이 좋은 취급을 받는 경우도 많지만 공장이
나 회사에서 사장님과 잘못 만나는 경우가 있어 곤란하게 생활을 하게 된다. 그
런 이유로 계약서보다 더 짧은 시간만 일하는 곳에서 견디고, 다른 데에 가출한
사람이 많다. 근로자 비자가 지정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옮기고자 하면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을 잘 못 거치는 사람들이 자기도 원하지 않
게 불법 체류자가 되어 편하게 일을 하기가 어렵다고 들었다.

자신의 경험을 동원하는 학습자들은 자신이 소설 속 인물과 유사한 문
화적 위치에 있었던 경험이 있거나 비슷한 위치에 처했을 지인이 있는 경
우에 인물의 상황과 처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탐색하였다. 소설 속 사건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 사적인 경험이 독자가 소설 속 인물이 처한 위치를
체계적으로 인식하는 데에, 소설 속 인물과 비슷한 경험을 한 지인의 존
재가 소설 속 갈등에 공감하는 데에 도움을 준 것이다. 일례로 한국인인
[집단A-타인-사전-라]의 감상자는 이 소설을 감상하면서 주변의 이중 언
어 화자들을 연상하였다. 그리고 외국인인 [개별-외-중국10]의 감상자는
한국 이주 노동자인 아버지를 둔 동창을 생각하며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62) 설동훈(1992)은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상태가 합법적이게 않은 원인이 개인에게
만 있지 않다는 점에 의거하여, 개인의 과실이나 착오를 강조하는 듯이 보이는 ‘불
법 체류자’가 아닌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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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모두 개인의 경험
이 소설의 체험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집단A-타인-사전-라] 문득 주변의 bilingual 들이 생각나면서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나 궁금해졌다. A나라 사람과 B나라 사
람이 만나 결혼했다고 할 때, 서로가 서로의 모국어에 완벽해질 수가 없지 않나.
결국 어느 한 쪽은 자신의 아이가 자기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구사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결국 한 쪽과의 소통은 불완전해지는 것이 아닌가.
[개별-외-중국10] 소설을 읽으면서 중학교 때 동창이 생각났다. 그때 그 친구가
잘생긴데다가 신발과 옷이 다 명품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인기가 많았다.
(중략) 한국의 월급이 중국에 비해 높다는 것도 그때부터 알게 되었다. 그때 한
국과 가까운 내 고향 **의 길거리에는 ‘出国务工(출국무공)’이라 쓴 광고지가 자
주 보였다. 비행기표와 숙소비를 비롯한 일정한 비용만 낸다면 중국 원급의 5배
나 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눈길을 끄는 홍보이다. 소설을 읽기 전에는 한국
에서 아주 쉽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소설을 읽은 후 모국을 떠나
서 낯선 한국에서 힘들게 버티는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었다.

독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끌어 오는 모습은 독서 토론에서도 관찰할
수 있었다. 학습자들이 공유한 경험은 소설 속 인물을 이해하는 데에 도
움이 되기도 하고, 소설 속 사태에 대한 사유를 심화시키기도 했다. 가령
[집단A-그곳-토론]의 ‘바’ 참여자는 ‘용대’의 행동을 용인하기 어려워했
다. 그러자 ‘나’ 참여자가 경제적으로 곤궁하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서 ‘용대’의 입장에 대해 설명해 보였고, 그 덕분에 ‘바’는 용대의 언행에
대해서도 다소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토론을 통해 경험을 공유함으로
써, 소설 속 인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던 것이다.
[집단A-그곳-토론] 바: …형을 찾아달라는 말에 오토바이 기름값을 해 달라. 저
는 정말 어이가 없었거든요. … / 나: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일을 많이 쉬
다 보니까 (중략) ‘용대’가 일이 없고 지금 군대도 갔다 왔는지, 어쨌든 되게 힘
든 상황이잖아요 (중략) 그래서 이게 생활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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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적과 민족성이 혼재되어 있는 집단B의 토론에서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문화적 위치에서 갖는 편견이나 오해, 그리고 그 위치에 있기 때
문에 얻게 되는 정보들을 교류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가령 아래의 토
론에서 ‘라’ 참여자는 소설에 재현된 것과 같은 갈등 상황이 ‘시골에서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다고 고백하였다. 그러자 그것을 들은 ‘마’ 참여자
가 자신이 한국의 도시에서 외국인으로서 경험한 일들이나 도시에서 사는
다른 재한 외국인들이 경험한 일들을 공유하였다. 이는 ‘라’ 참여자의 현
실 감각을 일깨웠다. 즉 상호문화적인 토론 과정이 문화적 사태에 대한
참여자들의 시야를 넓혀준 것이다. 이는 다문화 소설을 읽으면서 이해하
기 어려웠던 인물들에 대한 공감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집단B-타인-토론] 라: 근데 저는 이게 시골에서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거든
요. 근데 ‘마’는 지금 서울에 살면서 사회적인 시선이나 차별 같은 걸 경험한 적
이 있으세요?/ 마: 제가 경험한 것은 한 몇 년 전에 있었어요. 제가 그때 택시를
탔는데 (중략) 그리고 제가 지금 봉사하고 있는 데는 다문화 가정 애들한테 특히
엄마가 베트남인인 애들한테 베트남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때 엄마들한테 들었
는데 차별을 당했다고 또는 한국 사람들이 나를 한국 사람처럼 대하지 않고 외
국인이라고 일을 같이 할 때도 월급 차이가 난다고 들었어요.

종합해 보건대, 위의 사례들은 주체의 입장에서 타자의 언행과 결정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은 주체와 타자 사이의 경험이 그만큼 괴리되어 있
기 때문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독자는 자신의 경험에 따라 소설을
읽는 관점과 소설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었다. 그런
점에서 다문화 소설의 감상은 독자들이 소설에 재현된 문화적 갈등을 체
험하며 문화적 요소에 대한 경험을 확장하도록 이끈다는 점에서 상호문화
적인 의미가 있다. 또한 다문화 소설에 대한 독서 토론은 독서 과정에 동
원된 자신의 경험을 다른 학습자들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독자의 인식을
넓히고 현실 감각을 일깨운다는 교육적 효용성을 기대해볼 수 있는 활동
이다. 실제 자신의 입장과 위치에서는 겪지 못할 상황을 간접적으로 인식
하고 이해함으로써, 문화적 위치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세계에 대한 관점을 다각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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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습자들의 경험 동원 방식이 항상 교육적으로 효용성을 발휘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인간으로서 하게 되는 경험의
폭과 깊이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이끌어
오는 내용들은 대부분 갈등의 토대 구조 중에서 특정한 부분에 치우친 것
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자가 전체 구조를 보려는 의지를 가지지 않고
안일한 마음으로 경험에 의존해 버리는 경우에는 다문화 소설의 감상 초
점이 다문화 소설의 내용을 이탈해 버리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가령 [개별-한-타인7]의 경우에는 <타인>을 읽고 베트남인인 외숙모를
떠올렸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을 문화적 갈등 구조 분석의 토대로 활용하
지 못하고, 외숙모의 사례를 중심으로 결혼 이주민들의 실태를 일반화하
였다. 이러한 태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국제결혼과 같은 상호문화적 소
통과 관계맺음의 형태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 참여자도 자신의 경험과는 다른 양태를 보이는 소설 속의
관계 구도를 특이한 것으로 치부했다. 이는 개인적 경험이 소설에 재현된
갈등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며, 참여자의 생각이 경직되어 다양한 경우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수용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갖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
서 교육적 처치를 요한다.
[개별-한-타인7] 시어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외삼촌의 경우에는 나이가 쉰이 넘도록 가
정을 꾸리지 못해 차선책으로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선택했다. (중략) 여기서 남
편은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보통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을 가정을 꾸리기
위한 차선책으로 국제결혼을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들과 편견들이 남아 있는 것 같다. (중략) 실제로 우리 할머니도
베트남 외숙모에 대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 명절 때면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베트남 며느리에 대해 항상 답답해하시곤 한다.

[개별-외-중국3]의 감상문에서도 독자가 소설에 대한 분석적 이해보다
는 자신의 인식과 이해를 앞세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의
전반부에는 ‘최신형 위성 DMB폰’이라든지 ‘옆구리에 돌돌 만 생활정보지’
와 같이 이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단서가 제시되어 있다.63)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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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 학습자는 이 소설에 재현된 학생 노동자들이 중국인이라는 것을 토
대로 중국에 대한 자신의 지식에 의존하면서 이 소설의 배경이 ‘아마 90
년대’일 것이라고 틀리게 추정하였다. 심지어 이후의 서술 대부분을 이
소설에 재현되어 있는 인물과 유사한 이유로 한국에 유학을 오는 중국인
은 ‘이제 별로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데에 치중하였다. 자신이 속한 집단
에 대한 해명에 힘을 쏟느라, 소설에 재현된 사태로부터 사적 성찰과 다
문화 사태에 대한 반성적 사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개별-외-중국3] 수는 남학생의 집이 한국에서 얼마나 먼지 물어봤는데 학생의
대답을 보면 이 이야기의 배경은 아마 90년대인 것 같습니다. (중략) 한국 어학
원을 통해서 여기 돈을 버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이제 별로 없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지금 다른 나라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가 늘어나서 가성비가
높지 않습니다. 사실 한국 회사도 한국인 알바보다 중국인 알바에게 주는 시급이
더 적습니다.

개인적인 경험과 지식에 의존한 분석의 문제점들은 토론에서도 발견되
었다. 가령 [집단A-죽은-토론]에서는 ‘다’ 참여자가 한국 사회가 불법 체
류자들의 존재를 묵인하는 이유를 두고, 그들이 한국 사회의 ‘가장 취약
한’ 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2장에서 살펴보았
다시피 사회적으로 불법 체류의 문제는 체류자 본인만의 과오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소설 내에도 불법 체류자인 ‘진봉’이 단속에 걸리지 않고 살
아가는 이유와 그의 직종을 연계하여 설명하는 부분은 없다. 그런 점에서
‘다’ 참여자의 발언은 소설 내적으로나 소설 외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의 고정관념을 드러낼 뿐이다.
[집단A-죽은-토론] 다: 이 사람들은 불법 노동자이기는 하지만 저희 구성원들이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대신 도맡아서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회
는 그것에 대해서 용인하고 있는 거고. (중략)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처
63) 한국은 위성 DMB에 대한 유료 사용을 허락한 지 2년이 되지 않아서 공중파
DMB를 무료로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한국에서 위성 DMB가 탑재된 핸
드폰이 최신형으로 판매되던 시기는 2005년 이후 2-3년에 해당하는 짧은 기간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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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를 해 주면 좋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이들을 위해서 국가가 뭐를 해 줘
야 하나 이 생각을 했는데, 또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중략) 이 사람들에게 잘해
줘서 이 비슷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저는 그거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집단B-죽은-토론]에서는 ‘가’가 자신의 선지식을 추
론의 근거로 삼아서 <모두>의 ‘진봉’이 이직한 이유를 ‘돈 때문에’라고 단
정지어 버렸다. 하지만 ‘B-가’가 지목한 바로 그 페이지들에는 ‘진봉’이
‘돈 때문에’ 이직했다는 서술이 없다. 그가 처음에 한국에 온 것은 브로커
가 “한국에 가면 적어도 백, 많게는 삼백만 원까지 매달 벌 수 있다고”
(죽은, 106) 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후로 그는 돈에 연연하기보다
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인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을 때마다
이직했다. 즉, ‘진봉’의 이직은 돈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재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었던 것이
다. 그런 점에서 이직을 지속하던 진봉이 종국에는 홀로 시체와 마주해야
하는 ‘특수팀’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설정은 우리 사회의 문화적 헤게모니
에 일침을 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집단B-죽은-토론] 가: pp.111-113을 보면 ‘진봉’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에 대
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중략) 특수팀 굳이 오려고 한 동기가 있
었을 것 아니에요. 돈 때문에 그렇게 됐을 테고 그렇다고 하면 돈이 이렇게 된다
는 게 조금 일리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 라: 작가가 조사를 해 보지 않고
그냥 쓴 게 아닐까 실제로 그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썼으면
사장이 월급을 주지 않거나 다른 직원들보다 야근을 많이 시킬 때,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자신의 등에 대고 조선족은 인육을 먹는 식인종이라고 수군거릴 때 그
는 열심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았다. 그들의 눈앞에서 조용히 사라져주는 것도
그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 중의 하나였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특수팀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했다. - <죽은>, 113.
진봉은 이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었다. 무엇보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마
음에 들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말을 건다면 또 모를까. 마스크를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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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묵히 맡은 일을 하면 되었다. 연변에서 왔어? 유하에서 왔슴다. 그가 대답하면
사람들은 모두 뜨악한 반응을 보였다. - <죽은>, 102.

정리해 보건데, 위의 사례들은 독자가 동원하는 직·간접적인 경험은
소설 속 인물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의 심정에 공감하도록 이끄는 효
용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개인의 경험이 독서를 압도하는 경
우에는 독자가 소설을 자신의 선입견에 맞춰 버릴 수 있으며, 선입견에
압도된 독서는 독자의 인식 확장으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경계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의 범주를 벗어난 인물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소설의 체험이
독자의 인식 확장을 통한 상호문화적 이해 능력의 확장으로 이어지기 위
해서는 독자가 자신의 인식을 지속적이며 세심하게 숙고해서 그 한계를
발견하고 극복하고자 노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소설에 대한 공감은 독
자가 자신을 비실재화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
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에서는 독자의 경험이 소설의 감상에 적절하
게 동원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2) 선지식의 환기와 접합
문화 이론에서는 문화적 갈등의 토대 구조를 인식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유사한 다른 갈등 상황이나 문제와 ‘접합’해 볼 것을 권한다. 이 연구에서
수집한 외국인들의 감상문에서는 이러한 활동이 많이 관찰되지는 않았지
만, 다문화 상황이나 갈등을 이해하는 데에 이끌어올 경험이 빈약했던 한
국인 참여자들의 감상 자료에서 몇 가지 유사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
다.
먼저, 개별 감상 사례의 경우에는 [개별-한-모두6]이 ‘나’의 ‘맥주’ 권
유에 머뭇거리는 행동에 공감하며, 의도는 선했을지라도 ‘강권’이라는 태
도를 보인 남편을 문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종교’라는 범주 속에서 ‘시
크교’를 검토함으로써 종교적 신념에 대한 위협이 독실한 신자에게 야기
할 고뇌와 갈등을 생각하며 ‘싱’의 난처한 입장에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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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독자가 문화성을 더 넓은 범주 속에서 헤아려 보는 행동이 다른
문화성을 가진 사람을 공감할 수 있게 만든다는 점을 예증하는 사례이다.
[개별-한-모두6] 주인공이 서먹한 분위기를 깨기 위한 목적으로 무언가를 권한
것까진 좋았으나 문제는 주인공이 인도인의 종교에 대해 대강 알고 있었음에도
술을 강권했다는 것이다. 작중에 등장한 인도인의 종교는 시크교로, 시크교는 힌
두교에서 파생된 종교이다. 그리고 이 종교의 금기 식품중 하나가 바로 술이다.
결국 그 인도인은 마지못해 술을 마시게 되었고 비록 그 술을 마시는 걸 본 사
람은 주인공 한 사람뿐이지만, 그 인도인에게는 시크교의 한 일원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지도 모를 일이다.

또한 이주 배경을 가진 참여자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집단A에서는,
소설에 재현된 문화적 갈등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참여자들이 기존에
갖추고 있는 사회, 경제, 문화적 토대에 대한 지식들을 소설의 갈등 구조
에 도입해 보는 모습이 종종 관찰되었다. 가령 <죽은>의 토론에서는 ‘라
참여자가 70년대 한국 사회에서 경험되었던 도시화, 산업화 문제를 이끌
어 와서 이주노동자의 발생과 촌락 공동화 현상을 이해하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독자가 자신의 경험 자장을 넘어서서 소설을 이해하
며 그로 인한 사건들에 통감할 수 있도록 도왔다.
[집단A-죽은-토론] 마: 이주노동자랑 노인 문제를 함께 이야 하고 싶다고 생각하
신 거죠? / 라: (전략) 진봉 같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나라 혹은 서울 대도시로 이동을 하면서 나타나는 일들. 이 사람들
역시 더 외로워지지만 이 사람들이 떠나고 남은 공동체 역시 붕괴된다는 그런
현상을 드러낸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사람이 살고 세대가 여러 세대 걸쳐서 있어
야지 공동체가 유지되는 건데 되게 많은 게 무너지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 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을까요? 그런 고립된 곳에서 살아간 사람들
이 단순히 교통이 불편해서 거기에 몰려 살았던 건가요? 외진 곳에? / 중략 /
라: 뭐 10년전 20년전? 사실 산업화가 되면서 이렇게 된 거죠. / 다: 사람이 많
은 곳에 몰려서 (중략) 세계화를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네요. / 라: 그래서 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중략) 약간 가족의 붕
괴라든지 노인의 그런 소외랄까 그런 점들이 보여서. 그리고 예전에 제가 아는
그 조선족 친구가 자기 할머니 때 살았던 조선족 마을이 지금 다 떠나서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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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폐화되고 자기도 대도시에서 학교를 다녔다는 것도 생각나면서, 이 유화라는
곳이 진짜 마을 자체가 없어지는 식으로 그런 게 그려진 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
었어요. / 마: 그러면 길음 아파트랑 여기도 / 라: 네, 길음 아파트도 같은. 그래
서 꼭 조선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어떤 / 다: 세계 재난적인. / 라: 세계 산
업화라고 말하면 너무 이상하고 / 마: 70년대 같아 / 라: 아 뭔가 우리가 살아
간 방식이 변화하면서 남겨지는 사람들?

이 사례들은 경험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문화적 갈등을 이해해야 하는
독자에게는 그 갈등의 기저에 있는 사회적 토대를 탐구해 보도록 함으로
써 문화적 갈등 상황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문화적 갈등은 사회를 구성하는 정치, 경제, 문화적 구조 위에
서 발생한다. 따라서 그것을 사회 기저에 존재하는 구조와 더불어 생각하
는 일은 문화적 갈등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문제에 직면한 인물들
에게 공감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한편, 기존의 사회 구조와 문화적 갈등의 문제를 접합하여 사유할 때에
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가령 [개별-한-그곳9]에서는 감상자가 이
소설의 문화적 갈등 양상을 인식하기 위한 접합을 했다기보다는 인물들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위치를 가늠하기 위한 접합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었
다. 그 결과, 이 감상자는 ‘용대’의 삶을 ‘돈 못 버는 멍청이일 뿐이라고
비난하며 외면했는데, 이는 독자가 ‘용대’의 경제적 위치에 대한 선입견에
휘둘려서 소설에 제시되어 있는 구체적이고 핍진한 내용들을 모두 소거시
켜버렸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는 부적절한 의도를 가지고 시행된 접합은
독자가 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요소에 대한 자신의 편견만을 드러내게 할
뿐, 인물에 대한 공감을 하게 돕지는 못한다는 것을 예증한다.
[개별-한-그곳9] 서민들의 이야기라고 하겠지만 이건 그냥 돈 못 버는 멍청이가
사는 방식이란 생각 밖에 안 들었다. 능력 없고 돈 못 버는 주인공, 그리고 철없
는 가족과 친척들, 거기에 조선족 아내. 그냥 이렇게만 말해도 자질구레하고 별
로다. 처음부터 힘 빠지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읽기가 싫었다.
[집단A-그곳-토론] 가: 저는 사실 ‘용대’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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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불쌍하기는 한데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게 부인을 때리려고 하잖아요. 거기
서 너무 모질이인가라는 생각. 그것만 없었으면 애한테 저는 계속 이러지 않았을
텐데. 때리려고 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맥락은 다르지만 [집단A-그곳-토론]에서 ‘가’ 참여자도 비슷한 반응을
보여주었다. 이 참여자의 경우에는 아내의 병수발에 지쳐가던 ‘용대’가 주
변의 말에 낮은 자존감을 자극받아 아내에게 욕을 하며 패악을 부리는 장
면을 보고서는 ‘너무 모질이인가라는 생각’으로 그를 ‘긍정적으로 볼 수
없’었다고 고백한다. 용대의 폭력적인 면모에 압도되어, 그 부부가 그렇
게 고통스럽게 된 서사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독자가 자신의 선지식을 소설의 구조 이해와 분석에
적용할 때에는, 선지식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
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독자가 자신의 선지식을 활용할 때는 소설
속에 재현된 문화적 갈등의 토대와 구조를 파악하고 이해하겠다는 목적의
식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 소설을 읽는 독자는, 문
화적 갈등을 이해하기 위한 단서를 통해 자신의 선지식을 개입시킬 수는
있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소설의 갈등 구조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방향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다문화 소설은 문화적 갈등을 재현함으로써 독자가 경험하지 못하였던
갈등 상황을 인지하고 사유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는 소설을
계기로 사회의 구조나 문화를 알아가는 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의미
도 아니고, 자신의 사회적 경험에 근거하여 소설의 사건과 인물을 단정지
을 수 있다는 뜻도 아니다.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은 독자가
다른 사태들과의 중첩 상태에서 자신의 사고를 희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
른 경험이나 지식을 동원하여 사건의 토대와 구조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자가 구체적이
고 핍진한 소설 속 문화적 갈등을 하나의 독자적인 사건으로 체험하면서,
다른 체험들과 종합하여 문화적 갈등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고 사유의 깊
이를 더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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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 소설의 문화적 갈등에 대한 반응
사이드(E. W. Said, 1983:48)는 리쾨르(P. Ricœur, 1983)에 비추어
보면, 소설을 감상하는 독자는 소설에 재현된 다문화적 사건의 전개 과정
과 인물 행동의 상호문화적 교섭 상태를 검토하면서 소설적 사태에 자신
의 욕망을 투여하거나 사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
다. 그가 주목한 점은 이 과정을 큰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소설의 감상
과정에는 독자가 스스로 자신의 세계관을 정비하고 인식을 재구성하는 활
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항에서는 다문화 소설에 대한 독
자의 반응을 헤게모니에 대한 반응행동의 일환으로서 살핀다.
이 연구의 Ⅱ장 2절에서는 홀(S. Hall)의 문화 해석 이론을 원용하여
소설 속 인물들의 행위를 헤게모니 순응적, 대항 헤게모니적, 헤게모니
조율적인 행위로 구분한 바 있다. 이 장에서는 소설 속 인물들의 행위에
대한 감상자들의 판단 결과를 분석하여 소설에 대한 독자의 반응이 해게
모니 순응적인 것이었는지, 대항 헤게모니적이었는지, 또는 헤게모니 조
율적인 반응이었는지를 검토한다. 이는 다문화 소설의 감상자들이 사회적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문화적 헤게모니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다문화 소설의 독서가 상호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극복하거나 강
화해야 할 사고방식을 드러내줄 것이다.

(1) 헤게모니 순응적 반응의 문제점
홀(S. Hall, 임영호 편역, 1996:301-303)에 따르면 헤게모니 순응적인
반응은 지배적인 의미규칙에 따라 개별적인 사태를 검토하고 지배적인 의
미규칙이 강조하는 정의에 합치되는지를 확인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문
화 소설에 대한 감상이 재생산하는 가장 강력한 헤게모니는 민족 중심주
의적 사고로 보인다. 가령 [집단A-타인-토론]에서는 서로 다른 민족과 결
혼한 ‘나’와 ‘쑤안’의 행동을 질타하는 듯한 표현들이 있었는데, 이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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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중심주의라는 헤게모니에 따른 견해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집단A-타인-토론] 바: 왜 베트남 여자와 이런 어려움을 충분히 숙고를 하고 결
혼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나 / 라: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게 제
가 이거랑 되게 똑같은 경우를 제 주변에 알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언니
는 한국 사람인데 일하던 중에 독일 사람이 (중략) 그러니깐 그때는 이런 거 생
각하지 못하지. 그때는 낭만적인 사랑인 거야. (중략) 그대가 떠난 자리에 빛이
사라졌다고, 약간 오그라들긴 하지만, 그래서 이 여자한테는 베트남에서 가족들
이랑 같이 사는 게 별로 사는 게 의미가 없는 거지. 빛이 없는 삶이잖아. / 바:
좀 뭔가 현실성 없는 결혼을 하는 거 자체가 좀 어리석고 생각이 짧고 어리석어
보이네요. / 마: 현실성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 바: 충분히 그런 위험을 어떻
게 대처 할 것인가 인지를 생각을 하고 했어야

헤게모니 순응적 발언을 한 사람이 자신의 한 발언에 잠재되어 있는 힘
을 인식하고 있든 아니든 간에 기존의 헤게모니를 강화하는 힘이 내재되
어 있다. 그런 점에서 아래 토론의 ‘바’의 발언은, 그의 의도와는 상관없
이 한국의 민족중심적인 집단주의를 강화하는 발화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홀(S. Hall, 위의책)에 따르면 헤게모니 순응적인 반응은 개별적
인 사건들을 그 사건이 놓인 토대에 맞춰서 인식하기보다는 우주적이고
총체적인 해석 체계에 연결 짓는 특성도 지니고 있다. 집단에 공유된다고
생각되는 관념에 기대어 자신의 견해나 사고방식을 보편적이고 일반적이
라고 이야기하며 옹호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지배적 헤게모
니를 내면화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가령 [개별-한-이미15]는 <이미>의 서사가 한국인들이 외국인에게 보이
는 태도를 문제삼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소설 속에서 다른 사람들
이 ‘게리’에게 보이는 시선을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맥락에서 사람들 사이
에 존재하는 ‘벽’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질적이고 이국적 특성에 대한 문
제를 소거한다. 관계에 대한 일반적이고 총체적인 사유 속에 이 문제를
밀어 넣은 것이다. 하지만 그가 자신은 ‘외국인에 대해 솔직히 많은 생각
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힌 문장과, ‘더욱 다가가기 어렵고 의사소통도
힘들’다고 말한 부분은 모순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이 감상자는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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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인을 꺼린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족중심주의적인 헤게
모니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한-이미15] 나는 현재 외국인에 대해 솔직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진 않다.
이것이 잘못된 것일지도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느끼고 있다. 사람들 사이에는 어
느 정도의 벽은 있다. 더욱 다가가기 어렵고 의사소통도 힘들어서 벽을 허물기는
쉽지 않다고 느낀다.

비슷한 맥락에서 헤게모니 순응적 반응은 자신의 견해와 의견을 보편
맥락에 밀어 넣기 위한 어휘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개별-한-이미15]
는 ‘같은 사람’이라는 맥락을 동원하였고, 이 목의 도입 부분에서 살펴본
[집단A-타인-토론]과 아래에 제시한 [개별-한-중국4]에서는 ‘현실성’, ‘현
실적’, ‘명확한 현실’이라는 단서가 동원되었다.64)
[개별-한-중국4] 주인공 수는 학원을 계속 빠지는 학생들이 제적될 것이란 것을
알면서도 전화를 해본다던지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게 오히려 나는 좋았
다. 돕지 않았다는 것이 좋다가 아니라 주인공이 이들을 도와주려고 애쓰고 한다
면 너무 현실적이지 않았을 것 같다. 작가는 알려주려고 한 것 같다. 그들의 현
실은 남이 도와준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수는 일정한 거리를 두
고 있다. 경찰서에 전화를 받고 가지만 그 뒤의 상황엔 개입하지 않는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거리는 슬플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명확한 현실이다.

그런데 현실성이라는 것은 개별적 사태가 기존의 헤게모니에 얼마나 부
합되는가에

따른

인식이다.

루카치(G.

Lukács,

조만영·박정호

역,

2016:331-349)는 이를 ‘사회적 사실’이라고 명명하며, 그 사태가 구성되
는 원동력을 지닌 시민이 자신의 사회적 행위력을 망각한 채 그것을 마치
순수하고 단순한 ‘객체’인 것처럼 인식하는 상황을 문제 삼았다. 행위력의
주체들이 자신의 행위력을 망각하게 됨에 따라 문제가 심화되는 것을 막
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65) 그런 점에서 이는 아렌트(H. Arendt, 김선욱
64) 홀(S. Hall, 위의책)은 헤게모니적 순응적 시각이 정당성 주장을 분석하며 그 발화
가 기존의 질서를 ‘자연적’이고 ‘불가피’하며 ‘당연’하다고 수사한다는 점을 밝혔다.
65) 호네트(A, Honneths, 강병호 역, 2015:28)는 이를 “행위자가 행위 결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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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2006)가 경계한 ‘무사유’와 매우 유사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독자가 믿고 의지하고 싶은 관념 속으로 개별적인
사태를 밀어 넣음으로써, 핍진하고 구체적인 서사에 대한 사유를 회피하
는 감상자도 관찰할 수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식에 맞춰 소설 속의
인물을 왜곡하려고 한 것이다. 동원한 도식과 이유는 조금씩 달랐지만,
이러한 모습은 집단A에서도 집단B에서도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집단A-이미-토론] 바: 얘기가 갑자기 확장되면서 굉장히 한민족주의, 단일민족
주의에 대한 어떤 우월감에 대한 모순 그거를 좀 더 보여줘야 되지 않았을까. /
라: 약간 저는 읽으면서 계속 사실은 혼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
마: 저는 이게 설정이 약간 믿기 힘들긴 해요. // 라: 아니 부모가 나은 자식이
아니지 않을까? / 바: 어머니가 또 아니라고 하니까…
[집단B-타인-토론] 마: 남편은 진정한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했는가,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후략) / 바: 저는 선생님의 그 진정한 사랑인지 이런 물음
에 진정한 사랑이라고 확실히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마: 어떻게요? / 바: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 그냥 첫눈에 반했다, 지극히 비현실적이지만 그 아내를 위
해서 베트남어도 열심히 배우고 양쪽 집안의 반대에 대해서도 이 남자가 자기
어머니한테 이 여자가 아니면 결혼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해서 되게 짧은 시간에
결혼한 건 아닌 거 같은데요? // 나: 근데 베트남 여성들이 쉽게 남자한테 고백
하나요? / 바: 하, 베트남 여성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 가:
그 어느 나라 여자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성격 차이지 국적하고 무슨 / 나:
만약 **이라면? / 마: 만약 저라면? 모르겠네요. 근데 왜 여자가 성급히 고백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나: (전략) 저도 단시간에 이루어졌다고 판정을 하고
싶어서 사실은

집단A의 경우에는 <이미>의 토론에서 이것이 확인되었다. 그 양상은 민
족 집단이 외모적으로 유사하거나 단일하다는 인식을 고수하려는 욕구의
발현으로 수행되었다. 집단B의 경우에는 <타인>의 토론에서 이것이 확인
되었다. 그것은 이 부부의 불행이 ‘진정하지 않은 사랑’이었다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욕구로 발현되었다. 이는 헤게모니 순응적인 반응이란 다만 특
감정적으로 감응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방관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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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사태를 사회적 현실로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
여준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도식에 개별적 사건을 맞춤으로써 문제를 일
반화하려는 욕망 또한 이러한 행위를 추동하고 있는 것이다.
다문화 소설을 상호문화적인 관점에서 고찰한다는 것은 다문화 소설의
작가와 독자가 모두 아비투스에 따라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소설을 형상화한 사람과
그것을 읽는 사람은 모두 사회화와 더불어 특정한 문화적 감각을 내면화
하였고, 그렇게 내면화된 감각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의 사례들은 감상자들이 단일문화적이고 집단주의적인
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롭게 마주한 서사를 각성의 계기로
여기지 못하고 이미 알고 있는 인식의 구조 속으로 밀어 넣으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문화소설을 읽으면서도, 독자는 소설에 제시된 문
화적 감각이나 생각의 목소리를 비판적 검토의 대상으로 대하지 못하고,
자신의 관점과 생각도 반성하지 못하는 것이다.
상호문화적인 공존이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독자는 그가 확
보한 정보들에 특정한 문화적 위치에서 형성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개입
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하며 자신의 생각에 영향을 준 문화적 감
각과 이념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이는 듀이(J. Dewey)의 반성적 사고와
관련이 깊은데66) 독자가 소설에서 느낀 점이나 생각한 점을 임시적이고
조건적인 것으로 유보하며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은 독자가 이러한 전제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듀이(앞의책, 17)는 결론을 지연하는 행위란 긴장
감을 지속시키기 때문에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사건을 일단
락지어 안정감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를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결론을 보

66) 듀이(J. Dewey, 정희옥 역, 2011:17)는 철저하게 추론하기 위하여 더 많은 탐구
를 하고, 탐구를 통해 얻은 정보를 임시적이고 조건적인 상태에서 수용함으로써 회
의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그리하여 결론을 지속적으로 보류하는 사고를 두고 ‘반성
적’이라고 하였다. 듀이에 따르면 반성적인 사고는 인지적으로는 사건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이 한정적일 수 있다는 전제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주체는 자신의 가정
을 수정하거나 발전시킬 여러 단서들을 찾아야 하며 자신이 찾은 그 단서 또한 한
정적이거나 조건적이라는 것을 잊어서도 안 된다(위의책,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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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문화적 헤게모니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계 구도를 인륜적으로 만들기 위한 사고틀을 구축하기 위해서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따라서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에서는 독자가 이
를 견디면서 탐구를 지속하도록 도울 사고 훈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2) 대항 헤게모니적 반응의 미숙함
홀(S. Hall, 임영호 편역, 1996:304)은 대항 헤게모니적 반응을 기존의
헤게모니를 와해시키고 재구성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기존 사회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구체적인 이해를 토대로 한다고 했다. 의미규칙을 중심으
로 헤게모니에 대한 반응을 분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담
론적인 응답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에 맞춰 대항 헤게모니에 대한 반응의
범주를 다소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배적인 의미
규칙을 다시 쓰는 행위뿐만 아니라, 헤게모니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피력
한 감상문도 대항 헤게모니적인 반응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그 범위를 확장하더라도 대항 헤게모니적인 행위가 효과를 발휘
하기 위해서는 지배적인 헤게모니에 대한 ‘정확’하거나 ‘구체’적인 인식과
이해가 전제되어야 있어야 한다. 다문화 소설에 대한 감상문들 중의 대다
수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인물이나 사회에 대한 비판의
견해를 보였다. 하지만 한국인의 감상문에서도 외국인의 감상문에서도 그
사건의 발생 원인과 사건의 기저에 놓인 토대를 분석적이고 구체적으로
고찰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분석적 검토가 전제되지 않은 감상문들은
대항의 방식이 구체적이지도 못하고 현실적이지도 못하다는 문제가 있었
다. 가령 외국인인 [개별-외-타인2]은 ‘정윤’이라는 자녀와 이후의 상황
에 대해서는 큰 고민 없이 ‘빨리 이혼’을 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기도 하였고, 한국인인 [개별-한-그곳3]은 헤게모니에 저항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 현재의 헤게모니 구도가 만들어낸 저임금 구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였다.
[개별-외-타인2] 이 소설 중 어머니는 한국 전통의 대표로 혈통을 잇는 것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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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한다는 문화 경향을 알아볼 수 있다. 한국보다 다른 나라의 문화가 저속하게
여기고 자기 후손들은 자기 나라의 언어만 쓰면 된다는 보수적인 이미지이다. 그
래서 아내에게 그렇게 지나친 말을 한다. (중략) 만약 내가 그 아내라면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를 참지 않고 빨리 이혼할 것이다.
[개별-한-그곳3] 이 책을 읽으면서 소외당하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장과 이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느꼈다. 낮은 임금 때문에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보다 싼 임금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세계화 시대에 앞으로 더 많은 이주 노동자가 들어올 테고
이들의 삶의 질을 위해 인권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그들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시선을 타파해야 한다.

드물기는 했지만 그 논의가 심도 깊고 구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서 대
항 헤게모니인 감상의 효과를 보인 감상문도 있었다. 가령 [개별-외-이미
4]에서는 <이미>의 서사를 통해 문화에 대한 계급적 인식을 도출하여 문
제 삼고, 그 기저에 있는 ‘열등감’과 ‘우월감’이라는 심리적 기제를 추론
하였다. 그리고 ‘영어’를 비롯하여 서구중심적인 사고에 따라 자기 내적으
로 ‘자부심’을 구축하려는 행위란 곧 ‘열등감’의 발로라는 인식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문화성에 대한 차등의식으로 확보하려는 자부심을 열등감
으로 치환하는 의미규칙을 이끌어낸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학습자
들의 수준에서도 지배적 헤게모니에 대한 대항적인 의미 규칙을 도출하는
방식의 대항 헤게모니적 반응이 실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개별-외-이미4] “우리는 가족에게도 이 사회에게도 결코 눈에 띄어서는 안 될
투명인간들이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정확히 누구를 말한 건가? ‘게리’처럼
다르게 생긴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만 사실은 문화로 사람을 우등과
열등을 가려 열등한 사람을 여긴 outsider들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들은
더 큰 범주에 있는 “우리”에게 배척되었기 때문에 투명인간들이 되는 것이다. 그
러나 다른 한편으로 차라리 “우리” 범주에 있지 않지만 영어를 쓰는 외국인에게
는 소설에서 묘사하는 한국인들이 그들을 오히려 무시하지 않고 심지어 숭배를
한다. (중략) 소설 제목을 이미테이션이라고 보른 이유도 이런 의식과 사회적인
분위기를 암시하고 비판하고 싶은 데에 있지 않을까 싶다. 전반적으로 사회에서
다문화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다문화를 좋게 보는 편견이든 안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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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보는 편견이든 다 편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배
척하거나 열광하거나 극단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중략) 좀 지나친 표현일 수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미테이션 덕분에 얻은 자부심은 결국 자부심이 아니라
누구한테서 인정받을 수 있으면 된다는 열등감이다.

한편, 집단 토론의 경우에서는 특정한 표현의 의미를 치환하는 방식보
다는 소설 속에 재현된 인물의 행동에 대해 비판하고 새로운 행동방식을
상상해 보는 형식으로 대항 헤게모니적인 반응이 이루어졌다. 가령 <타
인>에 대한 집단A의 토론에서는 소설에 재현된 ‘쑤안’의 육아 문제를 최근
한국 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페미니즘 담론과 접합하여 이해하는 모
습을 보였다. 기혼 여성이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는 문제, 기혼 여성의 가
정생활이 남성의 부모에 의해 간섭받는 문제 등과 접합된 상태에서 ‘쑤안’
과 그 남편인 ‘나’의 갈등을 검토한 것이다. 그 결과 이 집단에서는 결혼
이주여성인 ‘쑤안’과 그 남편인 ‘나’의 태도에 공감하기도 하고 비판하기
도 하였다. 또한 양육자로서 ‘나’가 더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면 더 나은 결
과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사회내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담론에 소설적 사태를 접합시켜서 논의를 활성화시킬 자
원들을 이끌어 올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소설의 문화적 갈등의 기제를
탄탄하게 분석하고 대항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집단A-타인-토론] 바: 육아는 엄마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남자의 생각도
문제. 대충 그러니까 이 남자도 똑같이 50 대 50의 비율로 육아를 하면 이런 문
제를 크게 걱정하지 않고 말 그대로 바이링구얼이 잘 됐을 텐데 엄마한테는 다
맡겨놓고 엄마보고 모국어는 하지 말라고 한국말만 하라고 하니까 / 라: 가부장
적, 겉으로는 다른 민족의 여자를 사랑하면서까지 개방성을 보이는 것 같으면서
도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성과 가부장적 어머니의 영향 아래에서 가부장적인 것
을 보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죠. // 가: 그런데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집안의 구성원이 개 빼고 세 명밖에 없는데 난 베트남어를 그렇게 잘, 알아듣긴
하는데 엄청 잘하진 않는데 애랑 엄마랑 베트남어를 말하게 되면 자기가 못 알
아듣는 언어도 더 많아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약간 두려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도 고립될까봐, 집안에서. / 바: 지가 가르치면 되지./ 다: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안 가르치고, 지가 가르치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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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B의 토론에는 소설 속의 인물과 문화성을 공유하는 참여자들이 더
욱 적극적으로 소설에 재현된 소수자들의 행동 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견
해를 피력하였다. 가령 조선족 노동자인 ‘진봉’이 초점 화자로 재현되
어 있는 <죽은>의 토론에서는, 조선족 유학생인 ‘나’ 참여자가 적극적
으로 ‘진봉’의 소극적이고 비참여적인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였다.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대화를 시도하지도 않고 마음을 닫으며
자신을 감추는 인물의 태도를 문제 삼은 것이다. 이는 소수자들이 ‘불법
체류자’이거나 정치적인 행위력이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서발턴으로 자
임하는 듯이 행동하는 문제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집단B-죽은-토론] 나: 이 소설에서 사실 가장 안타까운 것이 진봉이라는 존재가
조금 더 마음을 열고 타인하고 대화를 나눴으면 이러한 인생까지 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시체 옮기는 일을 하는 것도 타인과 말하지 않는 좋은
점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군다나 그 시절에는 좀 한국어 수준이
어느 정도, 음... 뒤처져 있겠지만, 그나마 한국인과 접촉함으로써 또 주류 사회
에 자신을 내비쳤으면 또 다른 직업을 찾으면서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았
을까, 여기서는 자의적으로 구속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를. / 가: 진봉의 신분은
불법 체류자잖아요. / 나: 그렇죠

불법 체류자여도 대화는 할 수 있잖아요. 자

기주장을 밝힐 수 있고.

사이드(E. W. Said, 1983:50)는 소설에 대한 세속적인 비평의 방식으로
소설과 관련이 있는 요소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두 부류로 왜 이러한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지와 그것이 현실
사회의 토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탐색과 고찰이 동원되어야 한
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런 점에서 집단A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사회 내적
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담론을 활용하거나, 집단B의 토론의 ‘나’ 참여자가
시도한 것 같이 학습자들이 소설적 사태가 전제하는 듯이 보이는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헤게모니 저항적인 태도를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서 의미가 크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학습자들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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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갈등의 토대가 된 구조를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그것을 지배하는 헤
게모니를 탐색하며 그 정당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사유하도록 이끌 것이
다. 따라서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문화적
갈등의 토대를 점검하면서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경험되었거나 논의 중인
사회적 문제와 관련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문화적 갈등이 전제하는 요소
의 실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대항을 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3) 헤게모니 조율적 반응의 가능성
헤게모니 조율적 반응은 부분적으로는 지배적인 헤게모니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도 또 다른 부분에서는 지배적인 헤게모니에 저항하는 반응
을 의미한다. 주로 전자는 거대한 사회적 구조나 체계에 대한 순응으로서
시행되고, 후자는 국지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이루어진다. 구체적
인 사건에 개입되어 있는 여러 요소들로부터 예외적인 규칙이 적용되어야
할 이유나 지배적인 규칙이 번안(飜案)되어야 할 필요성을 탐색하고 그
사태에 맞도록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헤게모니에 부여
되어 있는 권위와 그것이 집단을 장악하고 있는 힘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국지적인 상황에서는 좀 더 타협과 협상을 개진한다는 점에서
상호문화적인 의미가 가장 큰 반응에 해당한다.
헤게모니 조율적 반응은 현재의 헤게모니는 과거에 이루어진 타협의 결
과라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 헤게모니란 가변적으로 만들어진 균형상태에
있는 것으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보
는 것이다. 헤게모니의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성향에 대한 인식은 그것이
공공적인 인식과 이해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조율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하
도록 이끌며, 시민들이 사회적 행위력을 각성하도록 추동하는 힘이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감상문의 예로는 [개별-외-중국7]을 들 수
있다. 이 감상문은 사회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경
험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상황을 수용하고 있는지와, 자신이 당면한 상
황과 고통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지를 화두로 삼았다. 그리고 개인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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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한 현실을 각성할 필요가 있으며 그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개별-외-중국7] 소설에 있는 중국인들의 모습을 보면 소외라는 단어가 떠오른
다. 한국에 반년 넘어 생활해도 간단한 한국어 단어 몇 개밖에 모르는 것은 평소
에 한국인 하고 교류할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략) ‘쓰엉’한테 아
마 한 순간이라도 한국을 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에게는 집은 오직 하
나다. 여기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해 잠시 머무는 춥고 외로운 곳뿐이다. 따라서
이 소설의 불법 체류자들은 여기의 사람과 교류 안 해도 되고 여기의 말을 공부
해도 별로 소용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도대체 과연 이 사회는 그들
을 소외시킨 건가? 아니면 그들이 자기를 스스로 고립 시킨 건가? 그것도 생각
해 볼 문제다.

지배적 헤게모니란 객관적이고 고정적인 ‘사회적 사실’이라기보다는 과
거에 있었던 의미 투쟁의 결과로서 맞이한 상황이므로 현재에 맞춰 조정
되거나 변화시켜 나가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감상문으로는 [개별-한-모
두3]을 들 수 있다. 이 감상문은 ‘서먹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술을 동원
하였던 것은 과거의 습관일 뿐 당위적인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을 새로운 구성원
에게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술을 강요하는 행위는 ‘이기적이고 고
지식’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무엇을 하더라도 상대
방이 그 행동을 함께 할 것인지를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다. 이는 조율을 강조한 감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그리
고 [개별-한-타인2]의 경우에는 당면 과제가 올바른 방식으로 극복되기
위해서는 여러 입장을 함께 아울러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장
하였다. 이는 문화적 갈등과 관계가 있는 모두의 입장을 헤아리고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헤게모니 조율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개별-한-모두3] 서먹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사트비르 ‘싱’의 종
교나 상황을 물어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술을 마시자고 권하고 이기적이고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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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개별-한-타인2] 극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자녀교육의 문제로까지
이어 갈 수 있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한국말을 아이에게 가르치기를 원한다. 타
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살아가려면 한국말을 익혀야 하기 때문이
다. 하지만 이 소설에서 이주여성은 한국말로는 아이와 친해질 자신도 없고 아이
와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으로 살기 비참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자신의 모국어
를 가르치고 있다. 자신의 아이와 말일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하지만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말을 못해서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기도 힘들
도 집에서 엄마와만 놀다가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다.

한편, 문화적 소수에 해당하는 감상자의 경우에는 문화적 다수자와 교
섭했던 경험을 상호 조율적인 태도를 촉구하는 원동력으로 감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가령 결혼 이주여성인 [개별-외-타인2]는 자신의 경험을 빌
어서 ‘쑤안’에게도 한국 사회와 한국 사람들을 이해하고 관용을 가지고 바
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또한 결혼을 했으면서도
남편을 다만 한국 남자로만 대할 뿐 자신의 동반자로 대하며 소통하려 하
지 않는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그 위치에서 자신이 한 행동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 직설적이고 분명하게 ‘쑤안’의 태도를 문제 삼고, 갈등
을 극복하기 위해 가져야 할 사고방식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개별-외-타인2] 문화가 다르면 존중하면서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하기도 하고 적
응해 보기도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산다고 해서 무조건 한국인이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을 이해하라는 법도 없다. 외국인도 한국에서 살면 한국 문화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소설 속에 베트남 여성은 한국어를 못해서 배우기까지 힘들어서
남편이랑 상의 없이 자기 모국어를 아이에게 무작정 먼저 가르치는 것이다. 만약
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안 배우더라도 남편을 믿고 자기 자신
의 감정과 생각을 좀 더 솔직하게 얘기했더라면 그렇게까지 상처를 받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아이는 그 여자의 아이인 동시에 그 남자의 아이이기도 하다.

한쪽의 입장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입장도 함께 헤아리고 살펴
야 한다는 견해는 집단 토론에서도 관찰되었는데, 주로 한국인과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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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집단B에서 자주 거론되었다. 집단B의 경우와 달리
집단A의 참여자들이 다문화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소통과 조율의 가
능성을 상상적으로 추정해야 했고, 그래서 그 논의가 피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집단A는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들
과의 소통 가능성과 상호 조율의 가치보다는 그들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기울였다.
[집단B-타인-토론] 다: 언어를 잘 구사하면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니까 외국인의
이미지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지만, 그런데 한 편으로 언어를 말하기 전부터 이
미 딱 외모라든가 국적만 보고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중략) 그런 사
람들의 고정관념을 바꿔야 하는 그런 것도 같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 가:
다문화 교육에서는 외국에서 온 사람한테 교육 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수
자에 대해 그런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서 수안을 보면 (중
략) 둘 다 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돼요. (중략) (개 이름을
_인용자) 하노라고 지어준 것도 사실은 약간… 와이프 입장에서 볼 때 남편을
타인으로 보는 것 같아요. 하노이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정
말로 한국에서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노라고 부르지 말고 한우라
고 하든지(웃음), 어쨌든 어떻게 한국하고 베트남하고 결합시켜서 그런 이름을
지어줘야 하지 않겠나.
[집단A-중국-토론] 가: 인격적인 대우는 보장을 해 주되, 돈이 드는 복지는 별개
의 일이라 생각해요. / 바: 그렇다면 장애우들은 살 수가, 장애우들 위한 그런
설비나 시설 / 가: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사람이잖아요. 들어와서 제대로 세금
을 내고 뭐하고 국민의 의무를 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국민으로 의무를
안 하니까 // 바: 그렇게 따진다면 그 사람들은 아주 간단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생산을 하는 노동력을 제공하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렇게까지 마이너스 아니
지(후략) / 가: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져간다는 걸로 볼 수
있잖아요. / 마: 그런 일자리들은 한국인들이 별로 싫어하는 그런 것들이어서
(중략)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 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서 / 마: 일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 가: 여기 와서
무슨 복지를 바랄 수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외국 나
가서 ‘나의 복지를 보장해 줘.’ 이럴 수 없는 것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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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들은 상호조율적인 태도와 소통의 문제는 참여자들이 현대 사
회의 다문화 현상의 원인을 인식하고 그 필연성을 각성하여야만 그 실천
력이 증대되는 것을 보여준다. 경제적인 구도가 전 세계의 사회 공간을
연접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구도 안에서는 거스르기 어려운 현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민족적 공동체 이외에도 다양한 공동체의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조율의 의지가 생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적 사태와 사건에 대한 헤게모니 조율적 인식은 상호문화적인 소통
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공동체 내에
공유되고 소통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구축하도록 이끄는 힘이 있는 가
치 있는 활동이다. 따라서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에서는 학습
자들이 소설에 재현된 문화적 갈등의 시대적 필연성을 받아들이고, 그 갈
등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문제에 공감하며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헤게모
니를 조율해 나갈 필요성에 통감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2. 서사적 소통을 고려한 다문화 소설의 해석
다문화 소설을 읽는 독자가 직접 읽어 내려가는 것은 서술자와 인물의
목소리이지만, 이는 사실 작가가 자신의 인식과 이해를 기반으로 허구적
으로 구성한 산물이다. 인물과 서술자의 문화적 정체성이 얼마나 섬세하
고 핍진하게 형상화되어 있는가 하는 점은, 작가의 상호문화적 지식과 역
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 소설의 독자는 소설 속
에 재현된 문화적 사건을 입체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서사적 소통 위계
에 따라 인물과 서술자의 문화적 위치를 분석하고 그것을 형상화하고 있
는 내포 작가의 문화적 의식을 추론할 필요가 있다. 인물과 서술자의 언
행에 작가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내포 작가의 문화적 위치에 대한 독자의 판단은 독자 자신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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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역량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독자는 소설의 목소리를 형상화
하고 있을 내포 작가를 상상하고, 그의 소설 속에 재현되어 있는 문화적
감각이나 헤게모니를 고찰한다. 그리고 작품과 더불어 이야기할 수 있거
나 이야기해야 할 화젯거리를 정리하는데, 이는 독자의 문화적 민감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즉, 다문화 소설의 감상문은 소설 속 인물
이나 서술자, 또는 자신이 추론한 내포 작가에 대한 독자의 편견이나 고
정관념 등을 드러낸 글로서 대해질 필요도 있다.
이에 이 절에서는 독자가 다문화 소설의 문화적 헤게모니를 탐구하는
데에 독자 자신의 문화적 관점이 얼마나 크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
고, 서사적 소통 위계에 대한 지식이 독자가 다문화 소설의 문화적 중층
성을 인식하고 분석하는 데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한다.

1) 아비투스적 문화 감각에 대한 각성
문화적 헤게모니 개념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세계관이나 계
급관 등이 만들어내는 추상적이지만 집단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힘을 의
미한다. 특정 지역에서 탄생하여 성장한 개인들은 사회화와 더불어서 이
힘을 내면화하게 되며, 이는 곧 그 개인의 아비투스적인 문화 감각이 된
다. 집단적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에 암묵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사상과 이념들을 내면화하거나 그 사회에서 향유하고는 하는 문화에 대한
미감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이 연구에 참여한 독자들도 특정한 사회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그 사회에 공유되는 문화적 헤게모니를 자신의 아비
투스적 감각으로 내면화한 사람들이다.
문화적 헤게모니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개인
들의 아비투스적 감각 또한 그가 사회화한 곳의 정치, 사회, 문화적 지형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인지 이 실험에 참여한 독자들도, 비록
같은 소설을 읽었을 지라도, 자신이 문화적 위치에 따라 다른 생각을 하
고 다른 감각을 자극받는 모습을 보였다. 다문화 소설 담론이 겨냥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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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헤게모니가 자신을 비추는 모습을 의식하고, 그에 맞서는 모습을 보
습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항에서는 다문화 소설에 대한 한국인 독자와
외국인 독자의 인식이 소설의 감상에 반영된 양상을 검토하고, 소설이 자
신을 겨냥했다는 의식이 다문화 소설 감상에 끼친 영향력을 살핀다.

(1) 독자의 자아 인식 투영
‘세속적 비평’에서는 소설의 해석이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의 문화적
헤게모니와 문화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한다. 자신의 문화적 위
치에 대한 독자의 자의식이 소설을 다르게 읽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다. 이 연구에서 수집한 감상문들의 경우에도 감상자가 자신의 문화적 위
치를 확연하게 드러낸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그 방식은 감상자가 자각하
고 있는 문화적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를 보였다. 민족적 구분에 따
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은 점이 관찰되었다. 먼저, 한국인 감상자의 경
우에는 소설이 문제 삼는 문화적 헤게모니가 자기의 생활 권역에서는 당
위적으로 여겨지는 것일 때, 소설이 자신의 아비투스적 감각을 공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반발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반면, 외국인 감상자의 경
우에는 소설 속 인물과 자신이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하며, 소설이 특정한
아비투스적 감각에 따라 자신과 같은 정체성을 지닌 사람을 함부로 단정
짓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에 대한 저항감을 드러내었다.
한국인 감상자가 자신을 현격하게 반영하고 있는 감상문의 구체적인 사
례로는 [개별-한-타인3]을 들 수 있으며, 이는 다른 감상문과 비교해 보
았을 때 더욱 뚜렷하게 관찰된다. 가령 자신에 대한 반영이 두드러지지
않은 [개별-한-타인12]은 <타인>의 서사가 ‘쉽지 않은 현실을 비추는 소
설’이었다며 문화적 갈등의 구조를 담백하게 분석했다. 그러나 [개별-한타인3]은 이 소설이 ‘지루하고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했다. 결혼이민을 온
친척을 두고 있는 자신의 입장에 대한 인식이 과도하여, 이 소설이 자신
을 비난하고 있는 것처럼 느낀 것이다(㉠). 그 결과 이 독자는 소설 감상
의 일환으로서, 자신에 대한 옹호 발언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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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한-타인12] 아내의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아내가 노력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는 없다. 만일 아내가 정말로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기
위해 대화 상대를 찾고 싶었다면 (중략) 하지만 아내는 그런 노력을 가하지 않았
고, 오직 자신이 평소에 대화하던 개와의 행동만을 통해 남편과의 갈등을 더 심
화시킨 감도 있다. 하지만 주인공인 남편도 이런 해결방법을 제시해 주지 않았
다. (중략) 한국인 남자, 가족, 그리고 사회에 이르기까지 베트남 여자가 적응하
기는 쉽지 않은 현실을 비추는 소설이었다.
[개별-한-타인3] ㉠이런 글들은 항상 내가 문제가 있고 그들은 피해자라는 결론
을 가진다. 나 또한 친척 중에 ‘쑤안’ 같은 결혼이민자가 있다. 하지만 평소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떠한 편견이나 차별은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이런 나에게 이러
한 글들은 공감되지 않고 그저 지루하고 기분 나쁘게 다가올 뿐이다.

외국인 감상자의 자기의식이 강렬하게 반영된 감상문의 사례로는 [집단
B-그곳-사전-바]를 들 수 있다. 외국인 감상자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경험
을 투영하여 소설의 서사를 이해하는 경우가 한국인 감상자보다 많아서
이 감상문의 경우에도 경험이 반영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개별
-외-그곳9]와 비교해 보면 그 반영 양상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개별-외-그곳9]의 감상문은 자신의 경험을 비계로 삼아서 인물이
‘자리’를 찾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 소설을 감상한다. 하지만 [집단B-그
곳-사전-바]는 자신이 소설 속의 ‘조선족 여성’과 ‘대등하게 쓰인 것’이라
고 보며, 소설인 조선족 여성을 그렇게 재현한 것을 문제로 삼는다. 전자
의 감상문은 자신의 경험을 반영하되 다시 소설로 돌아와서 자신의 감상
을 전개하고 있는 반면, 후자의 감상문은 ‘명화’를 ‘나’로 치환하며 이야
기를 이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집단B-그곳-사전-바]는 소설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방어기제가 작동’하게 되었다(㉢).
[개별-외-그곳9] 소설에 나오는 “제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 말이 나한테 조금
은 이해가 가는 것 같았다. 나도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특히 초반에 한국
에서 ‘그 자리’를 찾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소설에서 말하는 “그
자리”라는 것이 인간관계에서의 ‘한국인 대 외국인’이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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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는 것이었고, 외국인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으로 느껴진다.
[집단B-그곳-사전-바] 소설 읽는 내내 마음속에 방어기재가 작동을 한다. 왜냐하
면 나는 조선족이기 때문이다. ‘명화’와 같은 조선족 여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극의 대상이 되는 것도 싫고, 한국어도 아닌 그렇다고 북한말도 아닌 조선어라
는 것을 사용하는 말투가 타지 사람이 쓰는 ‘노동자의 언어’라는 것도, 힐끔거리
는 시선들이 싫다. ㉢ 한 번도 내가 생활한 곳에 가본 적이 없는데 마치 나의 모
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나를 평가하는 것, 나를 쓰고 있는 것이 그다지 반가
운 일은 아니었다. (여기에서 나는 조선족 여자로 대등하게 쓰인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집단B-그곳-사전-바]가 같은 ‘조선족 여성’이라는 이유로
소설 속에 인물에 자신을 과도하게 도입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곳>
의 서사에 서술되어 있는 것과 같이(㉣), ‘명화’와 한국 유학생인 감상자
와 동일한 문화적 위치에 놓여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자신이 조
선족여성이라는 점을 가장 강렬하게 인식한 ‘바’는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
지 못한 상태에서 소설을 읽었다. 그런 점에서 이 감상문은 민족 정체성
에 대한 독자의 과잉의식이 민족성과 국적에 대한 문화적 헤게모니에 대
한 그의 불편한 감정을 이끌어 오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그가 다문화 소
설의 서사를 편향되게 받아들이게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곳은 한국어와 북한의 조선어 그리고 조선족의 조선어가 뒤섞인 도시였다. ‘명
화’는 중국어와 조선어, 한국어를 다 할 줄 알았다. (중략) 훗날 한국에 왔을 때,
명화는 자신이 발음하는 게 조상들의 말이 아닌, 단순히 타지 사람들이 쓰는 노
동자의 언어일 뿐이라는 걸 점점 깨우쳐갔다. (중략) ㉣ 조선족이라 해서 다 가
난한 건 아니었다. 그중에도 유학을 가고 사업을 하고 명품을 사는 이들이 있었
다. 아울러 밀항을 하고 장기를 팔고 결혼시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명화는 후자에 속했다. - <그곳>, 137-138.

위와 같은 감상은 올바른 독서 결과물로 볼 수 있냐는 문제제기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상호문화교육의 목적 하에 시도된 다문화 소설의 감상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감상문은 독자가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아비투스
적 감각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자신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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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위치를 드러내고 작성한 다문화 소설의 감상문은 소설 감상을 비계로
자신의 경험을 회고한 글이자 자신의 문화적 위치를 자각하는 방식에 대
한 기술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의 학
습자가 위와 같은 감상문을 작성한다면, 교육자는 그가 독자 자신이 서사
의 특정 부분을 간과하게 된 이유나 자신이 특정한 문화적 위치를 다른
정체성적 특성보다 앞세우게 된 이유를 돌아볼 계기로서 다루도록 이끌어
야 한다. 그것은 독자가 스스로 자신의 문화적 위치와 그에 따른 아비투
스적 감각을 상호문화적인 관점에서 성찰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의 의미를 높일 것이다.

(2) 자기 합리화가 반영된 탐구
자기 인식이 반영된 다문화 소설의 감상 결과를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다루지 않는 감상자는 다문화 소설를 통해서 자신의 아비투스적 감각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자문화중심주의적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이를 드러내
는 감상문들은 자신의 문화적 인식과 이해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
의 문화적 각성과 통찰을 촉구하면서, 자신은 상호문화적 비판의 대상에
서 제외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자신의 문화적 위치에서 다른 입장을 헤아
리거나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것이다.
가령 무슬림인 [개별-외-모두6]은 자신이 ‘다른 나라 문화와 종교를 존
중’해야 하고 ‘요즘 자주 일어나는 테러’가 무슬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한국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터
번 쓰기를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싱’을 ‘한심’해 한다. ‘다른 나라의 문화
와 종교를 존중’해야 한다는 견해가, 최근의 사태로 인하여 무슬림에 대
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 다른 나라 사람들의 감상과 인식을 이해하는 방식
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와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해야 한다
는 논리에 먼저 적용되어 버린 것이다. 그 결과 이 감상문은 ‘개인적으로
매일 터번을 써도 괜찮다’는 자문화중심주의적인 결론으로 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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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외-모두6]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터번은 쓰지 못한
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한심한 느낌이 들었다. 왜냐하면 나는 다른 나라 문화
와 종교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요즘 자주 일어나는 테러 때문에 해외에 거주하는
무슬림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나쁜 시선을 받는 것 같다. 내 주변에 있는 무슬림
여자들이 히잡을 벗고 다닐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무슬림이라고 다들 테
러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래서 개인
적으로 매일 터번을 써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타자 철학은 다양성에 대한 인정은 미지의 것에 대한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이해하고 보듬을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적 사유를 토대로 한다.67)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은 주
장은 다문화나 상호문화 담론의 철학적 토대에서 벗어난 발언이라는 문제
가 있다. 민족을 경계 한 문화적 헤게모니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지만,
[집단A-그곳-사전-라]도 위와 유사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개별-외-모두
6]이 다양한 감각과 이념이 존재한다는 전제로 자문화를 고수하려는 마음
을 강화한 것과 유사하게, [집단A-그곳-사전-라]는 ‘없는 셈 치고 살아버
리고 싶은 가족이 한 명쯤 있’다는 것을 사회적 사실로 전제함으로써 가
족을 부끄러워하는 ‘지훈’의 마음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집단A-그곳-사전-라] 조카 지훈의 에피소드는 왜 등장했을까? 가족 안에 ‘용대’
의 자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카가 나를 부끄럽게 혹은 멀게 느낀
다는 것을 깨달은 ‘용대’가 헛헛한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 글쎄. 나는 지훈이 이
해가 간다. 없는 셈 치고 살아버리고 싶은 가족이 한 명쯤은 있는 법이다. 혈족
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아낌없이 사랑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부끄러워하는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라는 것 같아서 솔직히 조금 불편했던 부분.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에서는 이와 같은 감상 내용이 재고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이는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가 공통적으로
이질적인 문화성들도 총체적인 맥락에서는 상호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을
67) 레비나스(E. Levinas, 1974)는 주체는 자신과 종합을 이루지 못할 타자를 두려워
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 두려움을 안고 있는 그의 ‘눈빛’과 ‘얼굴’
을 보며 자신과 타자가 서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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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는 절대적인 타자성에 대한 반
응까지도 주체의 윤리적 책임 아래에 두는 입장을 취한다.68) 현대 사회의
구성 방식이 익명적이고 제도적이기 때문에 개인의 시선에서 특정 요소들
이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거대한 구조 속에서 상호 관
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 담론과 상호문화 담론이 토대로
삼고 있는 현대성 담론들은, 현대의 개인은 자신에게 열려있는 선택의 조
건을 맞이하기에 앞서 그 조건과 마주하고 있는 다른 사람과 연루되어 있
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것이 바로, 주체가 윤리 철학적
으로 낯선 것에 대한 자신의 반응에 책임져야 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사실 용대와 지훈의 집안은 사이가 좋지 않다.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자손들
도 그랬다. 지훈 쪽 가계는 조부 때부터 잘 살았다. 까막눈에 농투성이인 용대의
아버지가 지훈의 할아버지를 뒷바라지해온 덕이다.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며 산
용대의 아버지와 달리 지훈의 할아버지에겐 야망이 있었다. 용대의 아버지는 소
먹이고 쌀 판 돈으로 자기 형을 가르쳤다. 지훈의 할아버지는 대학 졸업 후 건설
회사에 다니며 승승장구했다. 한창 국토개발 붐이 불어 일이 끊이지 않던 시기였
다. 그는 늘 바빴고 자리를 잡으면 동생을 돕겠다고 한 약속을 차츰 잊어갔다.
(중략) 계급은 자식과 손자들에게도 세습됐다. 용대의 아버지는 교육에 관심이
없었다. 반면 용대의 두 형은 교육열이 높았지만 정작 자식들에게 ‘이런저런 쪽
으로 가라’고 말해줄 만한 환경과 정보를 갖고 있지 못했다. (중략) 지훈네 집안
에선 일종의 부드러운 오만함이, 용대네 쪽에선 열등감이 비치었다. 그리고 그
열등감에 정점을 찍는 것이 용대란 존재였다. - <그곳>, 156-157.
68) 현대 사회의 개인들은 다만 사회 구성 방식에 대한 결정권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내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있어서도 자유롭
지 못한 상태에서 유기체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그래서 레비나스(E. Levinas)는 아
리스토텔레스가 선도하는 고전 윤리학의 사유는 현대 사회의 윤리의식으로는 적절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는데, 고전 윤리학적 사고는 자칫 고통의 원
인이 ‘나’라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을 때에 세계의 문제에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렌트(H. Arendt)와 버틀러(J. Butler), 그리고 반
덴펠스(B. Waldenfels) 등은 이것이 익명성과 관료적 구조로 인하여 직접적인 상호
연관성을 인식하기 어려워진 개인들의 책임의식을 강조하기 위한 현대 윤리 철학의
기반이라고 보고 있다. 명징성을 우선하는 법적인 관계에서 묻는 책임이야 분명한
선택과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 삶에 대해
제기되는 윤리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은 그 구조가 존재하는 데에 영향을 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져야 하기 때문이다(B. Waldenfel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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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그곳>에는 ‘용대’와 ‘지훈’의 현재는 ‘용대’의 아버지와 ‘지훈’
의 할아버지 사이의 역사 위에 있다는 서술이 있다. 비록 ‘용대’와 ‘지훈’
이 직접 어떤 관계를 맺지는 않았지만, ‘용대’와 ‘지훈’이 현재에 위치하
게 된 것은 과거사적으로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제시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감상은, 위에 제시한 다문화 또는 상호문화 철학적인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것이거나, 자기중심적 감각으로 인하여 아래에 제시한 소
설 부분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만약에
학습자가 자신이 다원주의적 사고의 일환으로서 위와 같이 감상한 것이라
고 한다면 그것은 다문화 논의의 철학적 토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
에서 단순하고 기계적으로 인식한 결과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의 감상 양상들은 다문화에 대해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독자는,
다문화 사회에서 지향하는 가치들을 자기중심적인 방식으로 왜곡하여 받
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문제가 극복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
이 현대 사회의 구성 상태와, 문화적 개방성의 의미, 그리고 상호문화적
소통의 가치를 인문적이고 철학적인 토대에서부터 이해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문화적 중층성의 이해
소설 담론의 서사적 소통은 목소리들이 중층 구조를 이루며 그 안에서
수사적 효과를 만들어 낸다. 소설에는 스토리 외적 서술자가 있을 수도
있고, 스토리 내적 서술자가 있을 수 있으며, 이 둘이 함께 서사를 얽어
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다문화 소설의 독자는 그 서사를 이끌어가는 목
소리의 문화적 위치를 분명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누구이고 그에게 부
여된 문화적 위치가 무엇인지를 분석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소설의 서술자와 인물을 어느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고찰해 보
아야 한다. 독자가 만약 신뢰하지 못할 인물이나 서술자에 의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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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는 소설의 문제의식을 잘못 추론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항에서는 독자가 다문화 소설의 문화적 중층성을 고려하며 해
석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점을 ‘내포 작가 추론’과 ‘서술자의 신뢰도
인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1) 내포 작가의 추론
개별 감상 상황에서나 독서 토론 상황에서나, 일부 감상자들은 소설의
서사적 소통 구조에 따라 소설에 재현되어 있는 문화적 감각이나 헤게모
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 관찰되었
다. 가령 [개별-한-타인3]는 <타인>에서 문화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온몸
으로 보여준 ‘시어머니’의 발언을 마치 소설의 목소리인 것처럼 인식하고
그에 대해 항거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소설의 서술자와 인물
의 목소리를 구별하지 않고 읽은 결과이다. 서술자가 이들의 사이가 항상
‘버성’겼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머니’의 발언도 문제가 있고 ‘쑤안’의 반응
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비친 부분을 포착하지 못한 것이다.
[개별-한-타인3] 그들의 문제를 바라볼 때 후진국에서 와서 그렇다는 말이나 다
른 나라 사람이라 그렇다는 표현은 쓰지 않았으면 한다. 그런 표현을 쓰면 사람
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그 나라이기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이 받아
들여지기 때문이다.
어머니로선 그녀의 모든 것이 못마땅했다. 어쩌다 텔레비전에서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프로가 나오면, 어머니는 그들이 모두 빈한한 집안에서 태어나 팔려 오는
거라는 터무니없는 말을 아내 앞에서 공공연하게 했다. 내가 아무리 그런 게 아
니라고, 아내가 그 나라에선 꽤 교양을 갖춘 중산층 집안의 딸이라고 해도 소용
없었다. 그때마다 아내는 몇 마디 알아들은 말과 어머니의 가증스런 표정에 기분
이 상하여 얼굴이 빨개지곤 했다. - <타인>, 84.

또한 [집단A-모두-토론]에서 ‘다’는, 내포 작가와 서술자, 그리고 등
장인물을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를 개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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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이 참여자가 소설의 다성적인 구조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면
그는 다문화 소설들의 문화적 감각이나 이념을 ‘난 불쌍해’라는 표현으
로 단순화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현대 한국에서 생산되고 향유되는 다문
화 소설들은 모두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며, ‘다’또한 각각의 작품이 누
구의 것인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읽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다’의
발언은 다문화 소설에 이주민이 재현되고 있는 모습은 작가의 문화적 감
각이나 이념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음을 간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A-모두-토론] 라: 뭐랄까 약간 나쁘게 말하면 피해의식이 있는 이주민? 막
한국 사람들은 날 맨날 무시하고 내가 이렇게 다니면 막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많은 등장인물들을 사실 그동안 만나봤잖아요. 사실 내가 조선족이라서 막 어쩌
고저쩌고 / 다: 맞아, 난 불쌍해~~

위와 같은 감상은 작품이 비판적으로 조명한 인물의 목소리 또한 작품의
목소리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소
설이 특정한 사건을 재현하면서, 독자에게 이 사건이 발생한 원인과 그
귀결에 대해서 숙고해 보자는 제의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게
된다. 따라서 독자가 다문화 소설이 재현하는 문화적 갈등과 소통의 장면
을 상호문화적으로 성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독자가 소설에 재현되는
사건과 그것을 재현하는 목소리를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안내해야 한다.
한편, 문화적 갈등을 재현하는 목소리 또한 문화적 헤게모니로부터 자
유로운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재현된 문화적 갈등과 별도로, 그것을 재현
하는 목소리도 상호문화적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이 이루
어질 때에는 독자가 작품을 구성하는 인물, 즉 작품의 내포 작가를 상상
하고 그에게 문화적 위치를 부여하게 된다. 이를 잘 보여준 사례가 바로
<죽은>에 대한 [개별-외-죽은10]의 감상문이다. 한국인 작가가 중국인 조
선족 노동자를 초점 인물로 삼아 쓴 <죽은>에는 아래와 같은 진술이 있
다. 아래 장면은 서술자가 초점인물인 ‘진봉’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서술자와 초점인물의 위치는 동일한 상태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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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남자는 비만한 체구였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체질은 세 번 했는데도
여전히 물은 걸쭉했다. 공산당의 간부처럼 배는 불룩 나오고 겹턱을 가진 남자가
물에 몸을 담그고 있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당뇨에 고혈압으로 한번 쓰러
진 적이 있는 남자는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반신욕을 하려고 했던 것인
지 몰랐다. - <죽은>, 103-104.

‘진봉’이 아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상상은 작품을 구상한 감각
에 따른 것이다. 작가는 조사와 관찰을 토대로 상상력을 발휘하여 인물을
형상화하고 있지만, 그러한 형상 또한 작가의 문화적 위치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즉, 작가가 ‘비만한 체구’였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죽
은 남자’를 ‘공산당 간부’로 비유한 것은 공산권 간부에 대한 작가의 인식
을 짐작하게 만드는 단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개별-외-죽은10] 소설에서 문화적 고정관념과 풍자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산당
간부처럼 배는 불룩 나오고 겹턱을 가진 남자가 물에 몸을 담그고 있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다’라는 비유가 있는데 스테레오 타입이어서 그런지 좀 객관적이
지 않은 묘사이고 사실 모든 공산당 성원이 똥배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여긴다.

이에 [개별-외-죽은10]은 작품을 서술하는 목소리가 특정한 문화적 헤
게모니에 편향되어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세속적 비평에서는 그 장면이
플롯에 어떤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지와는 상관없이, 문화적 입장에 대한
성찰과 비판의 요소로서 활용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감상은 <죽
은>을 재현하는 목소리에 반영되어 있는 문화적 헤게모니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한편, 다문화 소설에 대한 집단 토론에서는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내포
작가의 문제의식을 추론하면서 작품의 구성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
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령 [집단A-죽은-토론]에서는 작가의 의치
를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다’의 발언을 정정하면서 그 발화를 작품 안
에서 의미화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담론의 층위에서 내포 작가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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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의 문화적 중층성을 고려하면서 발화의 의미를 판단하는 것이다.
[집단A-죽은-토론] 다: 자기가 죽어가는 이후에도 세상은 돌아간다, 이런. 저는
그것보다도 더, 사람들이 부탄 파키스탄이라고 부르는 게 더 섬뜩했는데, (중략)
인격인 주체가 아니라 그냥 왜 외국인 노동자1, 외국인 노동자2 뭐 이렇게 ‘진
봉’조차도 / 라: 근데 나는 그게 이거는 사실 작가가 이 소설을 쓸 때 그런 문제
의식을 드러내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부탄 파키스탄이 조선족 이런
사람들밖에 없다 약간 그런 메시지? 그래서 동료들이라고 지칭하면서…….

소설 속의 목소리는 근본적으로 작가가 형상화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
서 그것을 만들어낸 내포 작가를 추론하면서 목소리의 문화적 감각이나
이념이 누구의 것인지를 가정하며 논의를 다각화 하는 것은 서사적 소통
이라는 국면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독자가 다문화 소설의 문화적 요소들
을 입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다문화 소설의 독서에 잠재되
어 있는 상호문화교육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그러나 독자가 내포 작가의 문화적 위치에 지나치게 의존해 버리면, 다
문화 소설을 제대로 감상하기 어렵다는 것도 발견되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문화적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휘둘려버리는 바람에, 소설에 재현된
구체적이고 핍진한 사건을 축소 인식하거나 간과해 버리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가령 집단B의 ‘나’ 감상자는 자신이 읽은 소설이 한국인의 작
품이라는 것을 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는 작가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민족이나 외국인의 상황을 잘 모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졌
다. 그리고 소설에 재현된 문화적 갈등이나 인물의 고뇌를 이해하고 공감
하려고 하기보다는, 작품이 소수자들의 현실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
지를 평가하는 데에 치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집단B-그곳-토론] 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재를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것
이 2009년에 발표했지만 아마 2007년에 발표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작가분이
조선족의 사실에 대해서 되게 응집성 있게 표현한 것 같아요. 사실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이해 안 되는 것은 어… ‘명화’가 여러 가지
중국어 조선어 연변 사투리 중에서도 가장 중국어를 잘 한다고 했는데 저는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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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화’가 중국 어렸을 때부터 한족학교를 다니지 않았을까 추측해요. 보통 일반적
인 사실은 조선족여성들이면 우리말 더 잘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중에서도 중
국어를 ‘용대’한테 가르쳤다는 것은 음… 뭔가 이 또 여기서는 현실과 부적절하
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위의 감상자는 한국 사회에 사는 조선족의 삶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것은 조선족이라는 방식으로, 개인을 집단적 정체성에 의해 단정지어 버
렸다. 이는 정체성이란 개인의 경험과 관련이 있으며, 개인의 경험이란
다만 민족적 위치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기 때문에 상호문화교육적 처치를 요한다. 또한, 소설은 현실
에서 실제 발생한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회적 구도에서
라면 충분히 발생 가능한 사건을 재현해 보이는 장르이다. 따라서 독자는
작품이 핍진하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아 보인다는 이야기를 할 때, 현실
에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경험적 근거를 제시할 것이 아니라 소설에 재현된
사건이 왜 가능할 수 없는지에 대한 견해를 논리적으로 펼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의 감상자는 인물이 자신이 알고 있는 중국인 조선족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현실과 부적절’한 ‘느낌’이 든다
고 말하고 있다. 이는 문학교육적으로 교정될 필요가 있다.
소설은 개별적인 인물들과 그들 사이에서 발생한 특정한 사태에 대한
이야기이다. ‘명화’는 ‘용대’가 ‘명화’에게 언젠가는 중국에 가서 살자고
이야기한 이후에 그에게 중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그곳, 164). 중국에
서 함께 살기 위한 준비였으므로, ‘명화’가 가르친 것이 조선어가 아닌 중
국어였다는 점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위의 발언
은 독자가 이 맥락을 간과했기 때문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소설에
서 근거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명화’가 중국인 조선족 여성의 모습을 얼
마나 정확하게 재현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더 컸다는 해석
도 가능할 것이다. 문화 정체성에 대한 과잉 의식이 소설의 감상을 방해
한 것이다. 따라서 독자가 다문화 소설의 문화적 중층성을 분석적으로 검
토할 때에도, 작가나 서술자, 또는 인물에게서 추론된 문화적 위치에 대
한 자신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경계하고, 과잉 적용하지 않도록 도울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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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2) 서술자의 신뢰도 인식
서술자는 자신이 처한 문화적 위치에서 문화적 갈등을 바라보며, 문화
적 타자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독자는 이러한 서술자의 목소
리에 영향을 받는다. 독자는 서술자에게 동화되기도 하고 그에게 맞서기
도 하는데, 이는 독자가 서술자의 신뢰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하는
점과 관계가 있다. 서술자가 신뢰할만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독자가 서술
자가 제시하는 문화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서술자가 초점 화자의 목소리를 자주 빌려오는 경우에는
사건에 대한 초점 화자의 관점과 인물에 대한 판단이 함께 제시되고는 한
다. 이는 초점 화자의 문화적 위치나 상황, 성격 등이 서사의 분위기에
큰 영향을 주는 상황을 초래하여, 독자가 초점 화자의 입장에서 소설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감상하게 되는 일도 유발한다.
가령 [집단A-그곳-사후-라]의 감상문에서는 초점 인물인 ‘용대’의 상황
이 독자의 소설 감상에 영향을 주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용대’가 명
화를 의심하고 사랑하였던 관점을 그대로 반영하여 명화를 형상화하며,
용대가 명화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 그대로 이 둘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69) 그런 점에서 이 감상문은 서술자에 대한 신뢰도와 의존도
가 높은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집단B-그곳-사후-다]는 ‘용
대’가 ‘명화’를 바라보던 관점을 다만 작중인물의 관점으로서 대하는 태도
를 취하는 등, 서술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감상문은 서술자나 초점 인물의 관점과 판단에 휩쓸리지
않고 독자적인 위치에서 서사를 점검하고자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69) ‘용대’라는 인물은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중 기사식당에서 만난 ‘명화’와 결혼했던
환부(鰥夫)이다. 그는 집안의 천덕꾸러기로 자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여
러 면에서 상실한 인물로, 명화 같은 여자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쉽게 믿지 못
했다. 하지만 ‘명화’에 대한 자신의 사랑에는 확신이 있으며 지금도 그리워하고 있
다.

- 134 -

[집단A-그곳-사후-라] 소설의 어떤 부분들은 ‘명화’가 돈을 노리고 ‘용대’와 결혼
했을 수 있다는 인상을 남기고, ‘용대’ 역시 ‘명화’를 성적 대상으로 여겼다거나
혹은 자기를 받아주는 여자라서(?) 만난 것 같은 인상을 남기지만, 나는 이 둘
사이의 교류가 사랑이었다고 생각한다.
[집단B-그곳-사후-다] ‘용대’는 생활력이 강한 인물이지만 삶에 대한 의욕이 드
러나지는 않는다. (중략) ‘명화’ 역시 외로운 인물인데, 함께 한국에 왔던 동생
려화가 부상으로 고향에 돌아가고 한국 사회에서는 이방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
이다. ‘용대’와 ‘명화’가 가까워진 것은 타자의 관점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수집한 다문화 소설의 감상문 중에는, 소설 외적 서술과 소설
내적 서술의 중층 관계를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여서 소설에 재현된 문
화적 갈등을 오해하거나 소설의 문제의식을 곡해한 글들도 있었다. 그 대
표적인 예로 보일 수 있는 글은 [개별-한-이미10]이다. <이미>의 초점 화
자인 게리는 자신의 영혼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을 모방하면서 점점 윤리
의식을 잃게 되는 인물로서, 신뢰할 수 없는 화자라고 할 수 있다.70) 그
러나 이 감상자는 이 소설로부터 소설 외적 서술과 소설 내적 서술을 분
리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서술자와 인물 사이의 ‘신뢰 관계’를 제
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작품에 제시된 사건이 작품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라고 오해를 하게 되었다.
[개별-한-이미10] 이 소설을 읽으면서 든 생각은 본인의 노력이 왜 그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해가면서 상황만을 모면하려는 방향으로 가야만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소설 내적 서술자나 소설 외적 서술자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70) <이미>의 도입부에는 ‘게리’가 자신을 외국인이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제시되어 있
다. 이 장면에서 서술자는 게리 스스로는 인생이란 ‘연극’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각심이 없지만, 그의 행동은 사실 ‘학부모’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행위라는 것을 보여준다(이미, 259), 또한 <이미>의 중반에는 ‘징집’되는 장
면이 있는데, 이 역시 그가 아무리 스스로를 혼혈인으로 재구성하더라도, 그것은 진
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이미,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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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리몬 케넌(S. Rimmon-Kenan, 최상규 역, 2003:187)은 ‘서술자의
제한된 지식’이나 ‘개인적 연루관계’, 또는 ‘문제성이 있는 가치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감상자의 사례는 그중에서도 ‘문제성 있는 가치 기준’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작가가 설정한 서술자의 문화
적 위치와 그 위치에서 인물이 한 경험과 관련이 있다. 경험에 대한 반응
이 곧 인물의 문화관이자 세계관이 되기 때문이다.
위의 사례는 독자가 다문화 소설의 서술자를 올바르게 분석하기 위해서
는, 서술자가 인물의 문화관 또는 세계관을 제시하는 구도를 파악하고,
그 구도를 의미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서술자
의 가치기준이 문제적인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내포 작가의 가치 기
준과 서술자의 그것이 일치’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앞의책), 그것
을 드러내는 것은 서술자의 가치가 재현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따
라서 다문화 소설의 독자는 인물이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 맞이한 사태는
무엇인지, 작중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서술 내에
언표내적 모순이 있지는 않은지, 양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립하고
있는 서술문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서술자를 신뢰하도록 형상하였는가 아닌가의 문제는 작가와 서술
자 사이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앞의책, 178), 독자는 소설의
문체로부터 추론되는 가치기준이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한다고 해서 옳다
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국적이나 감상 상황을 불문하고 많은
학습자들이 서술자나 인물의 가치기준이 자신의 가치기준과 일치하는 경
우에는 별다른 의심 없이 옳다고 믿어 버리는 모습을 보였다. 소설이 인
물의 행동 결과를 어떻게 나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보다는, 자신의 세
계관에 따라 그의 행동 결과를 판단해 버린 것이다.
[집단B-타인-토론] 가: 결국은 성공적인 케이스를 접하면서 나도 그 사람처럼 살
아야겠다 하고서 다시 본인의 길을, 이제 모방의 그런 길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
인데요, (후략). / 바: 근데 미국에서 누가 성공을 했다는 말씀인지 / 가: 성공했
다는 이야기는, 뭐랄까, ‘게리’가 모방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부분이잖아
요. / 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짝퉁 장사를 하다가 추방되어서 한국에 와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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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행세를 했는데 그게 성공한 거라는 말씀인 거죠?(반문_인용자) / 가: 그렇죠.
그게 근데 한국에서 살아가는 주인공 ‘게리’도 미국, 아니 미국인이 아니라, 혼혈
인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니까 그게 실패한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성공했다는
게 아닐까요? 차별을 받지 않았고 ‘게리’ 스스로 되게 만족을 했으니까.
[개별-한-이미14] 이때까지만 해도 그의 외모가 안 좋은 의미로 작용하였다. 하
지만 그는 그것이 나중에 얼마나 큰 장점으로 다가올 줄은 몰랐을 것이다. ‘게
리’는 어느 날 혼혈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간 것을 책에서 읽었다. (중략) ‘게리’
는 그의 삶에 대한 글을 읽고 아마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품었을 것이다. ‘게
리’의 인생에서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략) 읽으면서 많은 생각
을 해보았다. 과연 이미테이션 인생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주로 들었다.
하긴 지금도 짝퉁 시장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닐 것 같긴 하다. 남에게 보여 지는 게 어떠한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감상은 독자가 자신의 관점에 따라 소설을 마음대로
해석해 버린 것이므로, 그 감상의 결과가 타자의 삶을 통해 독자의 인식
을 확장하거나 소설에 대한 미적 성찰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행위로 이
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다문화 소설의 감상이 독자의 상호문화적 성찰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독자가 자신의 관점을 무비판적으로 도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
요컨대,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에서는 독자가 추론한 내포
작가와 서술자, 또는 인물의 문화적 위치를 분석적으로 검토하면서, 각각
의 위치에 적용되고는 하는 고정관념과 편견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반
성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독자가 자신이 추론한 내
포 작가와 서술자, 또는 내포 작가와 인물의 사이의 거리와 관계를 점검
함으로써 서술자와 인물의 발언을 어느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를
탐색하고, 혹시 그것이 비판적으로 점검해야 할 대상은 아닌지를 탐구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독자가 다문화 소설 담론의 중층적인 서술들을
통해서 담론에 재현되어 있거나 반영되고 있는 문화적 헤게모니를 섬세하
게 검토하게 도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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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적 역량 함양
다문화 소설의 전개 방식과 그 결말로서 제시된 사태는 작품 형상화 과
정에서 개입된 문화적 헤게모니와 그것을 읽어 나가는 독자의 사고방식
사이의 만남과 조율을 이끌어 낸다. 그리고 이는 독자가 자신을 둘러싼
문화적 환경에 대해 미적으로 성찰해 보도록 이끄는 힘이 있다.71) 독자는
소설에 재현된 사건과 인물들의 행동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사회 현상의
심층에 자리하고 있는 문화적 상징 체계와 계층 구도를 담론화 시킬 수
있으며, 이는 다문화 소설과 세속 사이의 연관 구도 속에서 이는 독자가
함몰되어 있을 수 있는 문화적 헤게모니를 각성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에 이 절에서는 다문화 소설의 감상 결과로 남는 생각들과 다문화 사
회에 대한 독자의 통찰력 사이의 상호작용 양상을 확인한다. 이 연구의
Ⅱ장 1절 1항 2목에서 상호문화적 역량을 다섯 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그런데 다문화 소설의 감상은 그 자체로 비판적 문화 해석의 과정이기 때
문에 다섯 가지 중의 하나였던 ‘비판적 문화 해석 능력’이 별도로 분리되
기 어렵다. 이에 이 부분에서는 다문화 소설의 체험과 해석이 전체적으로
‘비판적 문화 해석’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나머지 네 가지 요소
들이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1) 상호문화적 감식안의 전유

71) 프라이(N. Frye)는 독서 행위가 활성화되는 사유란 최소한 두 방향의 움직임이
동시 진행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때 거론된 두 방향은 소설의 내용 요소와 구성
을 고찰하는 ‘내부적’인 방향과 소설과 관련을 지을 수 있는 ‘실제’와 ‘전통적 관련’
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는 ‘외부적’인 방향이다(임철규 역, 2000:73). 두 방향의 사
유는 모두 독자의 문화적 감각이나 이념들과 관련이 있으며, 사회 외적인 담론장
내에서 사회적 공공성과 ‘전통’에 대한 담론을 만들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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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은 다양한 수사적 구성을 통해서 독자가 주목해야 하는 관점과 이
해, 그리고 담론에 가져야 할 태도들을 통제하려고 하며, 이것이 잘 전달
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한다. 하지만 소설과 독자의 관계는 대상과
주체의 관계이므로, 서사적으로 제시된 것들 중 무엇에 어떻게 주목하는
가의 문제는 독자의 몫으로 남아 있다. 이에 이 항에서는 독자가 소설에
제시된 여러 문화적 요소들 중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설 형성
에 동원하는지 살펴본다. 이는 다문화 소설의 감상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독자의 인식과 소설의 서사가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으
로써, 다문화 소설의 감상이 상호문화적 통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 내용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게 도울 것이다.

(1) 문화적 위치에 대한 다각적 검토
소설은 특정한 구조 속에 사태에 대한 감각과 이미지를 제시하는데, 이
는 작가가 작품을 집필할 때 내포 독자를 설정하고는 그가 살펴보길 희망
하는 지점들을 수사적이고 전략적으로 제시한 결과이다(U. Eco, 김운찬
역, 2009:131). 그래서 그 구조를 잘 포착한 독자들은, 인물과 인물의 현
재적 관계 구도와 그 관계 구도를 망치는 사고방식들을 사유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문화적 갈등의 근본적인 토대를 탐색할 수 있었다. [집단A타인-토론]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민족성을 지나치게 의식하느라
인륜적이어야 할 ‘부부 관계’에 대한 인식과 이해,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심이 훼손되었던 점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집단A-타인-토론] 가: 저는 그거 되게 궁금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약간의 완전
사는 경계가 다른 두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두 사람이 시
간을 오래 보내게 되면 서로 이해하는 결과가 될까요. 아니면 벽을 체감하는 결
과가 될까요? 여기서는 벽을 체감하는 결과가 되는 것 같아서,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이해하겠지 생각하잖아요. // 나: 철저히 개인적으로 바라 봐 주고
공감 해 주고 실제로 마주친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이 남편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계속 쌓아왔겠죠. / 가: 그것을 못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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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아내를 아내로 보는 걸

또한 [집단A-이미-토론]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소설의 문화적 갈
등 구조와 그 원인들을 섬세하게 분석한 독자들은 소설을 읽으며 확보한
비판적 문화해석 능력을 생활 세계에서 관찰할 수 있는 다른 문화적 사건
에도 적절하게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갈등의 구조를 정확하게 인식
하고 그로 인하여 고통 받는 인물에게 공감하며 사회 내의 문화적 헤게모
니에 대한 민감성을 발달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 소설을 통해 구
축된 문화적 인식이 독자의 상호문화적 역량으로 발전되도록 하기 위해서
는, 독자들이 소설로부터 문화적 갈등의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갈등
이 발생한 인간관계의 구도 안에서 인물이 점한 위치를 고찰하도록 이끌
필요가 있다.
[집단A-이미-토론] 바: 가끔 보면 한국인의 뿌리를 찾아야 한다, 뿌리를 찾는 한
국, 교포들 굉장히 우상시하고 저 사람 참 대단하다, 당연한 거다 생각하는데 그
것도 나름 우리 민족주의의 폭력이라는 생각이…(후략). // 다: 저는 되게 진짜
로 저의 그런 속물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중략) 외형이 분명히 한국인이고
교포인데 자기를 그 나라 사람으로 규정하려는 사람들을 보면 왜 그런가 싶어요.
저 사람 어차피 저렇게 해봤자 그쪽에서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텐데 (중략) 참 애
쓴다는 생각. / 바: 그 생각 자체도 계속 우리가 이제 똑같이 생긴 사람들끼리
한국인들끼리 있는 삶 자체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 라: 맞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학습이 안 된 거죠. 이 사람이 외향이 한국인이더라도 이 사람의
정체성이나 사고방식이 프랑스인일 수 있다. / 다: 그걸 우리가 안 하죠. / 라:
그거를 우리가 배우지 못한 거죠.

한편, 독자는 소설의 의미화를 탐구하기 위해 가설을 세운다. 독자의
가설은 독자의 경험이나 인식의 영향을 받으며, 이는 실제 독자가 소설
속의 구조틀을 작가의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인식하게 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먼저, 이 연구에서 수집한 감상 자료에서는 작성자의 문화적 인식
이나 이해가 소설의 구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가령 [개별-한-모두5]는 소설이 어떤 담론에 주목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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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인지함과 동시에 그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인식들을 활성화 시켰
으며, 그것을 소설 이해의 기반으로서 동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개별-한-모두5] 나는 초등학교 역사시간에 우리나라가 한민족으로 이루어졌다고
배웠다. 하지만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다문화 아이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교육
을 받았다. 따라서 내가 만약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을 대할 때는 차별하
는 마음 없이 대할 것이라고 마음먹었지만, 실제로 옆집에 중국인 가족이 이사
왔을 때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던 적이 있었다. 살짝 무서운 마음에 고개만 떨구
고 가만히 있었지만 그 중국인 아주머니께서 웃는 얼굴에 어눌한 말투로 “안녕
하세요”라고 했을 때 마음이 점차 열리기 시작했다. 이 소설에서도 이 남편이 문
앞에 사트비르 ‘싱’을 마주했을 때 비슷한 느낌을 받은 것 같다. 남편도 아내에
게 분명 사트비르 ‘싱’이 온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랐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한 가지는, 민족 정체성이 같은 사람들이라도
문화적 갈등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아래 감상
문의 작성자들은 모두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조선족이지만, 한국에 거
주하는 중국인 조선족 표상에 대한 그들의 감상은 제각기 달랐다. 첫 번
째 감상문을 쓴 참여자가 이 작품의 중국인 인물을 보면서 부적절하게 형
상화되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감상문을 쓴 참여자는 적절
했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이는 민족 정체성만이 문화성 구분의 지표가 되
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집단B-중국–사후-나] 작가는 “그를 한국에서 조선족이 아닌 중국인으로 살게
하고 있었다”라고 서술했지만 어딘가 부적절하다고 느껴진다. 즉, 한국인의 시각
에서는 중국인과 조선족을 달리 보는 현상이 늘 존재하지만, 객관적으로 말하면
우선 조선족은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중국인이다. 그 다음으로 중국 55개 소수
민족 중의 한 민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민족적 뿌리는 한반도에 두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개별-외-중국8] 소설 중에 “중국에서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조선족이라는
생각을 정작 한국 땅에서는 부인하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한
다.”라는 이 구절에 너무 공감됩니다. (중략) 선생님은 항상 우리는 한국, 조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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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피가 흐르고 있는 백의민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는 어디서나 당당하게
저는 조선족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다 저는 2년 전에 처음 한국으로 왔습니
다. 저의 함경북도 사투리에 의아스럽게 여기고 눈살 찌푸리는 것을 피부로 느껴
졌습니다. “조선족임다.”라고 말하는 순간 “아~~~”라는 대답을 듣습니다. 이 감
탄사 하나에 너무나 많은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들어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래 토론에서 ‘바’(㉠)의 발언은 개인을 집단적으로 인식
하고 싶어 하는 욕구에 따라 조선족 개인들을 조선족 집단에 귀속시키고
자 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족들이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생각
을 간과한 것이다. 이 토론의 다른 참여자인 ‘마’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
다’고 이야기하였지만, 이 발언은 토론에서 별다른 영향력을 발현하지 못
했다. 토론의 참여자들이 이미 개인을 개인으로서 대해야 한다는 생각보
다는 그를 한 명의 ‘조선족’이자 한 명의 ‘중국인’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
에 휩쓸려 있었기 때문이다.
[집단A-죽은–토론] 라: 중국 조선족은 좀 끼인 사람들 같은 느낌이에요. 정체성
이 모호한. 모호하다고 해야 되나 중간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 바: 저는 오
히려 반대로 생각한 게 그 뭐지 드는 말이 ㉠ 조선족은 더 이상 한국인이 아니
다 한국의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편견이고, 정말 그 사
람은 중국인 정체성을 갖고 있고, 한국인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런 말도 많이 들어서. / 마: 사람마다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조선족까지 사는
모인 마을에 보면 전통 이런 식으로 내려온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 바: 그래서
오히려 축구를 응원하든 그래도 그 사람은 중국을 응원하고, 중국과 한국의 어떤
분쟁이 있으면 당연히 중국을 응원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 나:
자기는 중국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바: 중국 사람이긴 한데 당연
히 한국의 문화를 갖고 있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조정래 소설 최근에 쓴
게 뭐지 (다: 아~ 정글만리) 정글만리에서도 나왔고 지나가면서 스쳐가면서 듣기
도 했고 / 마: 그런데 조선족이 우리나라에서 연변으로 이주한 사람들인 거죠?
간도 이때 간도 땅 살던 사람들 아니에요? / 바: 그때는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때 / 가: 그거를 아직까지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게 약간 호주사람 들이 옛날 영
국사람을 부르는 느낌 그런 그럼 느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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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에서 위의 토론 참여자들이 민족성과 국민성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다. 개인을 집단에 귀속시켜 판단하려는 욕구
가 민족성과 국민성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고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예
증하기 때문이다. ‘라’는 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였기 때문에 중국 조선족을 ‘끼인 사람들’이라고 하며
‘중간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가 말하고 있는 ‘한국의 정체성’이란 민족 정체성인 동시
에 국민 정체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는 ‘정글만리’를 읽었음에도 부룩하
고 그는 한민족 정체성을 자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동시에 중국
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자기화하고 있는 조선족 집단을 진심으로 이해하지
는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족 집단과 국민 집단이 불일치한 경우에 대
해 진심으로 각성하고 있지는 못한 것이다.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의 개인들을 특정 집단과 일치시키려
는 것은 매우 폭력적인 행동이다. 어느 개인도 특정한 집단 정체성에 완
전하게 귀속될 수 없고 특정한 집단 정체성을 대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경험한 몇 명의 사람들의 발언만을 가지고
그 집단 전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단정 짓고 판단하려는 태도는 경계되
어야 한다. 개인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한정된 경험을 하기 마
련이고, 따라서 그가 만난 사람도 역시 그의 사회적 위치와 가까이 있는
특별한 사람들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
호문화교육에서는 현대성 개념에 따라 개인과 집단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
도록 도와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특정 발언을 그의 사회적 위치에 따
라 고찰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한편, 소설의 감상에 독자의 경험이나 인식이 과도하게 반영된 경우에
는 다문화 소설의 감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 그것을 가
장 뚜렷하게 드러내는 예는 [집단B-중국-토론]의 ‘가’ 참여자이다. 그는
‘화교’를 ‘조선족’이라고 오인하고는 소설의 관계 구도를 부적절하게 재구
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가’의 의견은 그가 속해 있던 집단B의 참
여자들로부터 그 적절성과 합리성을 검토 받았으며, 조선족이었던 ‘나’와
‘바’는 적극적으로 ‘가’가 오해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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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는 이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소설이 조선족과 다른 민
족의 위계 구도를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집단B-중국-토론] 가: 이 할아버지가 중국어를 배우려고 하는데 (중략) 가르치려
고 하는 사람은 화교 초등학교 다니는 화교 학생인데, 화교 학생이라는 설정이
괜히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수라는 선생님이 인천에서 한국
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중략) 이름을 보시면 대부분 이제 한족 사람의 이름입니
다. 하지만 여기서 중국어를 가르치는 학생은 조선족이지요. 화교. 교포. 라고 하
는 / 나: 아니에요. / 바: 아니에요. 중국 혈통인데 외국에서 거주하는 / 나: 응
/ 가: 그러니까. 그 초등학생이잖아요. 엄마가 데리고 두 명, 그 남매가 화교죠.
엄마는 조선족이고 아이는 조선족 엄마 밑에서 태어난 화교란 말이죠. / 나: 아
니… / 바: 그런 말씀 없었는데요? 기억이 없는데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한족인 것 같은데요?
나와 있지 않으니까.

/ 나: 그쵸, 아예 다 엄마도

/ 바: 그러게. 조선족이라고 여기

/ 가: 근데 그 엄마가 한 이야기를 보면 한국어를 상당히

잘하고 아이들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 나:
아~ 그거는 ㅎ / 가: 그래서, 제가 추측한 것으로는 화교라고 하니까 저는 조선
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한테 중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그냥
한족이 아니라 한국에서 결혼해서 사는 조선족여자하고 아이인 거 같아요. 제가
그렇게 추측을 했어요. / 나: 조선족을 칭할 때는 화교라는 이름을 안 쓰고 오히
려 교포라고 해요. / 바: 네 / 나: 교포 아니면 동포, 화교는 그냥 / 가: 그러면
화교라는 자체가 / 바: ‘한’족 개념인데 한이 그 한(허공에 한자 漢을 그리며) 한
족이라는 / 가: 글쎄요, (중략) 저는 조선족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
서 한족 아이하고 조선족 아이하고 그 어떤 묘한 그런 배경의 차이도 보여주지
않겠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따라서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에서는 독자가 자신의 생각을
꼼꼼하게 돌아보지 않고 소설에 재현된 사태를 성급한 방식으로 일반화하
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독자가 재현된 사태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생각이 합리적인 것인지를 검토하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다. 독자는 항상 자신의 인식이 편향되어 있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위법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자료를 탐색하여 소설 속 사태에 대
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실세계의 문제를 이끌어 오는 경우에는, 자신이 동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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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경험이나 사고방식이 이 소설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검토
할 수 있어야 한다. 부차적인 자료들이 소설의 감상에 동원될 때에는 반
드시 소설을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식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독자는 대위법적 독서 방식을 활
용하여 자신이 선입견이나 편견에 휘둘려서 소설을 곡해하거나 잘못 읽고
있지 않은지를 지속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집단B-중국-사후-가] 지금까지 읽은 작품을 살펴보면 외국인에게 따뜻하게 다
가가고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소통하는 인물이 ‘지하철 할아버지’밖에 없었다.
[집단A-모두-토론] 라: 지금까지는 뭐랄까 약간 나쁘게 말하면 피해의식이 있는
이주민? 막 한국 사람들은 날 맨날 무시하고 내가 이렇게 다니면 막 그런 대한
거에 대한 불만이 많은 등장인물들을 사실 그동안 만나봤잖아요.

덧붙여,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연구에서 수집한 감
상 자료들에서는 독자들의 다문화 소설 체험이 독자 자신의 경험으로 내
면화되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아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일부 독자들의 경우에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공을 들여 소설
을 읽음으로써 어렵게 획득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감각과 핍진한 사유들
을 뭉뚱그리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소설의 구체적인
내용이 점점 추상적인 이미지로 변한 것이다. 따라서 독자가 자신의 생각
을 전개하며 과거에 읽었던 소설을 이끌어 올 때에는 구체적인 소설의 내
용을 함께 제시할 것을 안내함해야 한다. 이는 독자가 그가 핍진성이 소
거된 인상과 이미지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울 것이다.

(2) 문화적 헤게모니에 대한 탐구
이저(W. Iser, 차봉희 편저, 1993:206)는 틈새란 메타 성찰의 창구로서
가치를 지닌다고 하였다. 그래서 독자가 그 틈새를 메우는 것이 자기 자
신이라는 것을 눈치 채지 못하고 위의 사례들과 같은 방식으로 무분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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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활용하도록 두는 것은, 학습자들의 문학 향유 능력의 교육이라는 측면
과 다문화 소설의 감상으로 얻을 수 있는 상호문화교육적 효용성이라는
측면에서 모두 아쉬운 일이다. 그런 점에서 독자가 소설의 문화적 요소를
체험하면서 드러낸 틈새는 작품의 감상 과정에서 독자가 경험으로 인식하
고 있는 세계의 형상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독자가 자신의
관점을 성찰하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입장을 검토해 볼 계기로 활용될 필
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이해가 이루어질 때 다문화 소설의 감
상은 독자의 상호문화적 역량 증진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문화적 헤게모니에 대한 탐구는 개별 감상 자료보다 토론에서 보다 활
발하게 이루어졌다. 개별 감상 자료의 경우에는 그 결과물이 글로 제시됨
에 따라, 평범하고 일상적인 문장과 표현으로 정리되어 그 구체적인 사유
과정이 섬세하게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 부분
에서는 주로 토론 자료를 통해 문화적 헤게모니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드
러난 부분을 검토한다.
토론에 참여한 사람들은 사태에 대한 각자의 인식과 이해 방식을 교류
하면서 소설에 재현되어 있는 문화적 사건이나 인물들의 언행의 토대를
검토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소설에 재현된 사건의 표피만을 인식하지
않고 그 기저에 있는 사회, 경제, 심리적 구조들을 검토하는 활동이었다.
두 토론 집단은 모두 이방인이 한국에 정착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언어
학습과 같이 사회에 소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공유하였
고, 개인이 사회에 통합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하
지만 언어 능력 형성과 같은 노력의 결과가 어떤 효용성이 있는지를 논구
한 끝에는, 언어 이외에 또 다른 무엇이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아
무리 노력하더라도 그들을 끝까지 이방인으로 인식하거나 대하게 만드는
무엇, 그리하여 그들과 융화되지 못하게 하는 문화적 헤게모니가 존재한
다는 것을 각성하게 된 것이다.
[집단A-타인-토론] 다: 그런데 아내나 아이가 잘했더라도 무시당하지 않았을까…
아까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언어가 그 사회의 정체성 그 사회 속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는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결정적인 거는 또 아닌 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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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는 그 나라 사람과 같은 외형을 가져야 하는 게 가장 큰 거고 그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만약에 아내가 언어를 잘했더라도 어차피 시어머니
가 무시 안 했을 건 아니니까 결국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 가:
저 이것 비슷한 거에, 나라는 다른 데 그 일본에도 재일 한국인들 많잖아요. (중
략) 진짜 절대 인싸는 못되고 약간 그런 게 있대요, 배척하는 게. 그런 거를 보
면 언어는 약간 생활의 편의성에는 잠깐 기능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회의 편입
되는 데는 언어가 그렇게, …, ㉠ 언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집단B-타인-토론] 가: 이 쑤안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본인이 베트남인으로써
어떤 노력을 필요로 할까요? / 라: 한국어 공부. / 가: 피를 토할 정도로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해야죠. 그죠? / 라: ㉡ 외모 생김새로 인한 차별보다는 언어를 못
했을 때 차별이 더 큰 거 같아요. / 중략 / 가: 아무리 꺼내 봤자 집에 가면 아
이가 자고 있을 거고 주말이면은 그게 평소에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에 비하면
세발의 피가 되겠죠 (중략) ㉢ 한국인하고 한국인 사이에도 당연히 존재하는 사
회문제인데 외국인은 또 오죽하겠어요.

한국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A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직설적으로 이
루어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논의는 언어보다는 외모가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거쳐서, 재일 한국인의 사례를 통해 외모가 비슷하더라
도 끝내 남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그
러한 헤게모니로 인하여 직접 고통 받는 참여자가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
황이었기 때문인지, 소설에서 관찰할 수 있던 문화적 헤게모니는 극복되
어야 할 대상이기보다는 사회에 존재하는 어떤 ‘사실’로서 탐구되었다.
반면, 바로 그 이방인에 해당할 수 있는 유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는 집
단B에서는 언어 능력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열심히 나
누었으나(㉡), 언어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무엇이 있다는 이야기가 직
접 거론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외국인
을 이방인으로 대하도록 만드는 문화적 헤게모니는 그들의 논의에 전제되
어 있었다. 문장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을 뿐 이 토론의 참여자들도 개인적
노력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무엇이 사회 내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것이다.
집단B의 토론은 이방인을 경계하는 헤게모니가 자신의 존재를 침해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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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협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한다. 그래서인지 이들은 다
른 문화적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문화적 헤게모니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
는지를 궁금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다수가 이를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여긴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다른 문화적 위치에 놓인 사람들
은 자신과 비슷한 어떤 경험이 있는지를 듣고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어
했다. [집단B-타인-사후-바]로 미루어 보건데, 이러한 행동은 사람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토대가 마련되어서 그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토대로
한 것이다. 이는 문화적 헤게모니가 각각의 위치에 가하는 입력을 공유함
으로써,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접합’ 방안을 모색하는 행위라는 점에
서 의미가 크다.
[집단B-타인-사후-바] 토론의 끝으로 한국 사회에서 받았던 외국인들의 차별 경
험이 이어졌다. 모두들 차별을 말했지만 한국인이 받은 차별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된 것 같았다. 한국사회에서 한국인이라고 과연 차별을 받지 않는가? 물론
아닐 것이다. 외국인인 우리들이 차별을 받는다고 해서 현재 생활하고 있는 사회
구성원 주류의 변화와 관대를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차별
의 근원을 알아내고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현재의 의식에 개선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토론에 참여한 사람들
이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발언에 전제된 생각에 문제를 제기하도록 이
끌었다. 일상적이고 평범하게 도입되던 사고방식에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본질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삶의 양상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러한 질문들은 문화적 헤게모니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활동으로 이어
질 가능성이 크다. 그중에는 아래에 제시한 [집단B-그곳-토론]과 같이,
문화 문제를 심화시키는 민족국가 중심의 집단의식을 돌아보게 하는 순간
을 만들어내는 질문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질문은 민족에 따라 인간의
삶의 양식을 분류하고 특정하게 고착시키려는 사고방식을 문제 삼고, 그
것을 넘어서서 보편적이고 총체적인 양상으로서 인간의 삶과 관계 구도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을 촉구한다는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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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B-그곳-토론] 라: 아까 타이밍을 놓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한국에서 분위
기 있다고 하셨잖아요, (중략)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솔직히 뭐 자식이나 친척이
나 주변 중에 지금처럼 누가 검사가 되었다거나 ‘용대’ 입장에선 자랑스러워하
고, 반대로 검사 입장에서는 이 삼촌이 도움이 되지도 않고 뭐 나한테 뭔가 뭘
줄 수 있는 떡고물이 하나도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 창피
하고 이런 건 어디나 있을 수 있는 거 같아요. / 마: 뭐, 우리나라(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문에서, 가족에서 성공한 사람 있으면은, 자랑스러워하
고, / 라: 네, 뭐, 가문에서 대통령 나온다 하면 대대로 우리 가문에 대통령이…
이렇게, 중국에서도 그런 게 있죠? / 가: 네, 중국에서도.

한편, 일부 감상자들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몇 가지 고정관념이나 편
견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고 논의에 참여하
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특정한 민족 집단의 출신자
가 그 민족 집단의 전문가인 것처럼 생각하는 민족주의적인 문화적 헤게
모니가 다문화 소설의 감상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였다. 이러한 헤게모니는
감상자가 한국의 다문화 소설이 한국인의 작품이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
는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서사에 집중하지 못하게 했다. 이
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집단B-타인-토론]이다. 이 작품에 재현된 문화
성이 자신의 출신국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마’ 참여자는, 작가가 자신
의 출신국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평가하며 이를 문제 삼았다.
[집단B-타인-토론] 마: 베트남 아내가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 너
무, 아 작가님이 과연 베트남에 갔나 하는 생각까지 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이
상하게 묘사를 했어요.

[사후 인터뷰] 연구자: ‘자전거에 브레이크가 없다’는 말의 근거가 필요할 것 같
은데 찾을 수 있을까요? 토론에서 ‘아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게 이상하다고
하셨거든요. / B-마: 네, 찾아볼게요. [2일 후] B-마: 제가 자전거를 잘 몰랐나
봐요. 브레이크가 있네요. 찾아봤는데 브레이크가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나 [사후 인터뷰]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이는 때로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지식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이는 문화적 헤게모니의 문제는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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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오만에서도 비
롯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독자들은
다문화 소설을 해석하고 판단할 때에 항상 대위법적으로 사실 정보를 확
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문화 소설의 감상이 상호문화적 역량의 증진
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독자들이 소설에서 의심되는 내용을, 그
것이 자신의 문화에 대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항시 대위법적으로 검토하
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의 경우에는 민족주의를 근간으로 한 문화적 헤게모니가 독자가
다문화 소설에 대한 가설을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주고, 소설에 제시된
내용들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드
러낸 감상문은 [집단A-이미-사전-다]이다. 이 감상자는 작가가 ‘우리의
구분을 해체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미>의 주인공을 ‘혼혈인으로 오
해받는 한국인’으로 설정하였다는 가설을 세웠다. 그리고 이 소설이 ‘혼혈
인인 척하는 한국인과 혼혈인의 삶을 동등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보았다.
[집단A-이미-사전-다] 왜 굳이 혼혈인의 비애가 아니라 혼혈인으로 오해 받는
‘한국인’의 모습을 그리고자 했을까요? 혼혈인인 척하는 한국인과 혼혈인의 삶을
동등하게 제시함으로써 저는 작가가 한국이 아닌 특정 국가에 대해서 배척하고
선을 긋는 우리의 구분을 해체시키려고 노력한 것은 아니었나…

하지만 <이미>에는 ‘게리’가 진짜 혼혈인이 아니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
고 혼란스러워하는 장면들이 곳곳에 구성되어 있다.
한동안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문득 그는 텔레비전을 보다
가 깨달았다. 불우함이었다. 자신이 객관적으로 불행한 사람이었으면 싶었다. 불
행한 척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신이 진정으로 불행한 것은 아니었다. 부모
중 하나가 외국인이 아닌 게 원망스러웠다. - <이미>, 276.
“이 친구 보게. 어떻게 자네가 혼혈인가? 멀쩡한 양친을 두고” / (중략) /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얼굴로 어떻게 군대생활을 하겠습니까?” / “왜
못해? 눈이 없어 입이 없어. 깜둥이들도 먼 타국까지 와서 남의 나라를 지켜주
는데 자네 같은 사람이 왜 못해? 신검 날짜 되면 가서 받아.” -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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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283.

그런 점에서 [집단A-이미-사전-다]의 감상문은 개인을 민족 집단에 귀
속시켜 이해해온 독자의 습관이 소설 속 인물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비투스적 감각으로 인하여 인물에
대한 독자의 지각이 자유롭고 유연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다문화 소설은
민족이나 국민이라는 집단에 쉽게 귀속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을 재현한
다. 그런 점에서 독자가 이 인물들의 삶의 문제를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식적 습관을 극복하고 다문화 소설의 인물과 사
건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한편, 집단적 의식에 따라 형성된 문화적 헤게모니에 대한 개인적 경험
이 그의 내면에 의식의 파편화 현상을 야기하였을 때, 그렇게 파편화된
의식은 문화적 헤게모니 못지않게 그의 사고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도 관
찰되었다. 가령 [집단B-죽은-사전-가]의 감상문에는 작성자가 <죽은>의
초점 인물인 ‘진봉’이 힘들게 사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 ‘조선족이라는 신분’을 가진 ‘진봉’이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
금 노동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재현되어 있는 <죽은>의 작
품 세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집단B-죽은-사전-가] 아무리 불법 체류자라고 해도 조선족이라는 신분 때문에
일반 외국인보다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터인데 여기서 나오는 ‘진봉’
의 운명이 너무 슬프게 그려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집단B의 토론에서는 ‘가’ 참여자가 조선족이 어렵게 산다는 것을 받아
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드러났다. ‘다른 외국인들은 아무리 해도 조선족
학생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인하여 조선족에 대한 고정관념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아래 토론의 ‘라’ 참여자는 조선족 학생을 다른 외
국인 학생과 차별하여 보는 시선을 당위적인 어투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
런 점에서 이 견해는 어학원 교사들이 공유하고 있는 통념, 다시 말하면
어학원에 형성되어 있는 조선족에 대한 헤게모니일 가능성이 있다.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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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B-죽은-토론] 나: 항상 한국 분들이 조선족을 완전한 중국인과 달리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중략)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라: 조선족에 대해서? 저
는 솔직히 말해서 한국어 교육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한국어 잘하는 애? 이렇게
정도… 중국인이 아무리 많이 해도 조선족 친구를 못 따라가요. 일등은 조선족이
거의 하고 고급으로 갈수록 한족도 잘하는 친구들이 많지만 대부분 조선족 애들
이 기본 베이스 약간 교포 같은 느낌으로 엄마 아빠한테 많이 들어서 한국인 학
교를 안 다녔더라도 한국어를 잘하는 친구들. 기본 출발이 다르니까. 그런 느낌
인데요. 한국어 수업 시간에는. // 바: 저는 방금 ‘가’ 생각났어요. 지난번인가
언제 토론인가 ‘가’가 분명히 이렇게 말했거든요. 한국인, 그 다음 조선족, 그 다
음 한국어 잘 하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좀 분류해서 나눈다고, / 중략 /
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족은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예
전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아마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이러한 배경을 고려한다면 한국 사회에서 조선족이 다른 외국인보다 나
은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는 ‘가’의 생각은 단순하게 중국인 조선족이 한
국인과 같은 민족 집단이라는 이유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바’ 참여자는 ‘가’ 참여자가, 한국 사회에 있는 모종의 계급의식이
있다면서 그것을 ‘한국인, 그 다음 조선족, 그 다음 한국어 잘 하는’이라
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그런 점에서 조선족이 다른 외국인보
다 조금 더 나은 형편에 있다는 ‘가’의 생각은, 한 명의 외국인 학습자였
던 ‘가’ 참여자가, ‘중국인이 아무리 많이 해도 조선족 친구를 못 따라’간
다는 어학원의 헤게모니로부터 고통 받은 끝에 구축하게 된 파편화된 의
식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사례들은 다문화 소설을 통한 문화적 헤게모니의 성찰을 방
해하는 아비투스적 감각들 중에는 개인이 사회의 문화적 헤게모니를 답습
한 결과로서 형성된 것도 있지만,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문화적 헤
72) 어학원은 언어 능력에 따라 학생들에게 ‘등급’을 부여하는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조선족 학생들은 조선어를 사용하는 부모님 아래에서 성장하였거나 조선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에서 사회화되었기 때문에 다른 외국인 학생들보다
한국어를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어학원 관계자들은 조선족 학생들을
‘한국어 잘 하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조선족은
자신과 같은 외국인이지만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어쩌면 영원히 따라잡지 못할
수도 있는 ‘우둥생’의 위치에 놓인 사람들이라고 인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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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모니에 대한 반응으로서 형성된 것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
하여 생각해 볼 때, 컬러(J. D. Culler)가 독자의 의미화 과정을 ‘자연화
(naturalization)’라고 명명한 것은73) 상당히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이 ‘이미 존재(déjà-vu)’하며 ‘자연스럽고 명백(natural and
legible)’한가를 결정하는 주체는 독자이기 때문이다.
다문화 소설의 의미화는 독자가 무엇을 ‘사실’로서 인식하고 받아들이
는가의 영향을 받으며, 이는 독자가 생활하는 세계의 문화적 헤게모니로
부터 영향을 받는다. 그런 점에서 독자는 다문화 소설을 감상한 결과를
메타적으로 검토하며, 자신이 다문화 소설의 어떤 지점에 관심을 기울였
는지를 검토하고, 무엇을 ‘사회적 사실’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성찰하면서,
여러 탐색 활동을 통해서 문화적 헤게모니의 전제가 정당한 것인지를 확
인할 수 있어야 한다. 독자가 스스로 자신의 사고를 지배하는 헤게모니와
그 결과로서 가지게 된 파편화된 인식들을 아울러보고 탐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것이다.

2) 비판적 문화 해석 담론의 활성화
즉, 서술의 실제 저자는 그것을 말하는 사람일 뿐 아니라 때로는 그보다 더욱 그
것을 듣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이야기를 건넨 이가 아닐 수도
있다. 언제나 ‘조금 떨어진 그 옆에’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니까. (ibid, 252, 따옴
표 강조는 원문.)

쥬네뜨(J. Genette)는 소설의 독자가 소설을 재형상화할 때에는 그의
생각이 개입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위와 같이 말했다. 상호문화교육이란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위의 문장은 다문화 소설의 독서란 독자가 자신의
문화적 위치에서 내면화한 문화적 감각과 이념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

73) 이 명명법은 독자가 소설을 의미화하는 과정이란 소설 텍스트를 “어떤 담화의 유
형 또는 어떤 의미에 있어 이미 존재하는 자연스럽고 명백한 모형과 결부시키는
일”에 해당한다고 통찰에 따른 것이다(J. D. Culler, 197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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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런데 다문
화 상황을 상정하고 위의 문장을 적용하면서 주체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들’이란 다만 ‘다양한 문화성’을 지닌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소 안일하다. 자신과 같은 문화성을 지닌 사람이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
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자신과 다른 문화성을 대할 때 보여주는 태도’
또한 주체에게 큰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 항에서는 다문화 소설 감상자의 사유에 영향을 주는 ‘주변’에
대해서 검토한다. 먼저, 감상자들이 개별적 존재로서 문화적 다양성을 인
식하는 방식과 다문화 소설에 대한 비판적 문화 해석 결과 사이의 관계를
검토한다. 그리고 학습자들 사이의 해석 토론과 상호문화적 소통의 모습
이 드러난 감상문을 분석할 것이다. 이는 다문화 소설의 비판적 해석에서
상호문화적 협력이 갖는 위상을 검토하고 해석 토론이 참여자들의 상호문
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적 가치를 발현시킬 가능성을 점검하는 활동으
로서 의미가 있다.

(1) 상호문화적 소통을 방해하는 사고방식
이저(W. Iser, 차봉희 편저, 1993:201)는 소설의 빈틈이 독자에게 익숙
하고 습관화된 것으로 채워진다면 독자는 작품을 “평범하고 진부”하다고
느낄 것이고, 독자의 관습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난다면 “환상적”이라고 느
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다문화 소설의 감상에도 적용될 수 있
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한 감상자들 중에는 소설
속의 이국적 인물을 ‘환상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다문
화 소설에서 문화적 갈등의 측면을 축소시킨 후 그것을 단순하고 보편적
인 사회적 갈등으로 읽은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가령 [개별-한-모두2]는 소설 속에 자리한 이국적인 인물을 소거하고
그것을 ‘외로움’을 사유하게 하는 서사라고 이해하고 싶어 했다. 또한 [집
단A-죽은-사후-라]는 작품 속 인물이 ‘조선족’이라는 특성을 소거한 채,
‘경제적 최약자’라는 것에 주목하여 그가 소설 속에 재현된 것처럼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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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몰지각 또는 부정이 다문화 소설의 서사를 ‘평범’하게 만든 것이다.
[개별-한-모두2]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를 꺼내기도 애매한 무난하고 좋은 내용에
굳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내용을 쓸 수 없었다. 내가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이
소설 자체가 굉장히 가볍고 질질 끌리고 다문화 사회에 관련 있는 거라고는 외
국인 노동자가 나온다는 것뿐인데 이마저 그냥 외로움이라는 결말을 도출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중략) 이 소설이 좋은 소설인 건 맞다. 다만 다문화 사회와
연관하지 않고 그냥 읽고 자기 생각을 간단히 정리하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 소
설이 확실하다.
[집단A-죽은-사후-라] ‘진봉’과 같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경제적 최약자로서,
평균적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하지 않으려 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안타깝긴 해도 문제적으로 보이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일로 보인다는 것이다. 고
독사한 사람의 시체를 처리하는 것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며, 그런
일을 하더라도 돈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것은 ‘진봉’ 자신이기 때문이다. 사람답
게 사는 것,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을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했더라면 고향 유하에
남아있어야 했다. 이 사회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기에, 사실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도,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도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집단A-모두-토론]에서는, ‘다’의 발언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
이, 외국인 인물이 ‘주인공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환상’일 수 있다는
해석이 제시되기도 했다. ‘소통의 사자(使者)’를 상징하는 설정일 수 있다
는 것이다. ‘다’ 참여자는 이 집단 참여자들 중에서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가장 낮았던 사람으로, <그곳>의 서사가 ‘다문화 내용이 아니라서’ 좋았다
고 이야기한 바 있다.74) 그런 점에서 ‘다’가 제시한 해석은 현재 우리 사
회에 다양한 방면에 외국인들이 산재하고 있으며 그들이 한국 사회의 경
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언제든지 내국인들과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
74) [집단A-그곳-토론] 다: 저도 처음에 시작하면서 중국이야기가 나오길래, 아 맞다, 이거
외국인이 있으니까, 이게 맞는 건가? 외국의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 건가? 이런 우리의 인
식이 바뀌라는 건가? (다같이: 하하하하) 설문하면서 안 좋게, 저는 이렇게 편협해서, 사고
가 그래서, 그런 인식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인지 그런데 읽어보니까 약간 그런 다문화 내
용이 아니라서, 앞으로 어떤 소설이 주어질 지가 궁금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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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외면한 사고방식이 만들어낸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집단A-모두-토론] 라: 이 인도인 친구는 그냥 진짜 외국인 친구 같은 느낌을 받
아서 되게 외국인 노동자 막 이렇게 불쌍한 사람 소외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냥 말 잘 안 통하는 친구? 같은 느낌? / 다: 친근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약간 환상? 저는 ‘나’처럼 환상적인 느낌이었는데. 인물 자체가 되게 독특하니까
약간 인물 소설 같은데 평범한 인물이란 환상적인 인물이 같이 나올 때가 있잖
아요. 오히려 저는 인도 사람이 되게 잘 그 주인공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사람
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 가: 소통의 사자 같은 느낌 / 다: 자꾸 뭔가를 주인공
이 깨닫게 해 준 다는 점에서 소통의 사자 하하 / 마: 장르가 바뀐 것 같아요

위의 감상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소설에 재현하고 있는 문화적 문제
를 적극적인 해석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려고 하거나 실체로 인식하지 않
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소설은 작가가 왜 이들의 삶을 이렇게 재현하고
있는지는 직접 제시하지 않지만, 사건적 요소와 사물적인 요소를 통해 독
자가 생각해볼 만한 문제를 제시한다. <모두>의 ‘싱’의 삶도 충분히 고찰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싱’을 실제가 아닌 환상으로 보는 행동
은, 독자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문화적 헤게모니에 대
한 민감성도 부족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적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상호문화적인 민감성이
발달되어 있는 독자들은, 소설에 재현된 문화적 요소들을 쉽게 제거하지
않는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는 [집단A-타인-토론]이다. 이 토론에서도
‘다’는 외국인 인물을 하나의 설정으로 보려고 시도하였지만 이는 곧 무산
되었다. 소설의 구성 형태나 그것이 향유될 한국 사회의 사회적 현상들을
생각해 볼 때, ‘수안’의 고통을 고부갈등의 결과로서 단순화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소설이 재현한 사태가 결혼이주민
의 고난과 고충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쑤안’이 외국인이라는
점을 단순히 ‘소통의 부재’를 말하기 위한 설정으로서만 인식해서는 안 된
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집단A-타인-토론] 다: 원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실 것 같기는 한데, 그 뭐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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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도 그 약간, 왜 다문화가정을 소설 설정으로 해야 되나, 그 생각이 또 들었
었어요. 여기서 악의 원흉은 시어머니잖아요. (모두: 폭소) 시어머니가 달달 볶고
하다 보니까 서로 간의 더 약간 안 좋은 감정을 키우게 된 건데 사실 그런 거는
굳이 베트남 여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사회에서 소통의 부재라는 흔히 일어
나는 어머니 때문에 헤어지는 시나리오는 너무 많잖아요. 저번 소설도 그렇고 이
번 소설도 그렇고 작가가 그 이런 베트남 여자라고 설정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
을 것 결국 언어라는 게 소통에 있어서의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가 그
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정을 한 것인지 …(후략) // 마: 저는 여
기서 국제문제의 결혼의 문제를 지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소통의
부재면은 그냥 한국인들끼리 소통의 부재, 현대사회가 이렇게 참담하다, 이런 식
으로 칠 수 있었을 텐데 분명히 베트남 여성을 설정을 했고 베트남 여성으로서
‘바’ 이 쓰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 되는 지점들을 많이 넣어놨었는데 그 점을
고려한다면 국제결혼문제를, 저는 국제결혼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 안에 소
통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바: 저도 의사소통의 주가 아니라 국제결혼을 통
해서 (생기는) 정체성 문제, 시어머니가 말하는 것이, ‘니 어미의 아이다’라고

그 결과 집단A에서는 <타인>이라는 소설에 재현되어 있는 문화적 요소
들과 갈등의 구조 사이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상호문화적인 관점에서 다문화 소설에 대한 해석 가설의 합리성을 점검하
는 토론은, 독자들이 소설에 재현된 문화적 요소를 적극적인 탐구의 대상
으로 삼고, 그것과 소설의 다른 구성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화도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한편, 민족성과 국적이 혼재되어 있는 집단B에서는 다문화 소설에 재현
되어 있는 문화성을 소거하거나 축소하는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이
토론 집단에서는 주로 각각의 인물이 소설 속 사건에서 어떤 문화적 위치
를 점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소설에 재현된 문화적 갈등이 해소되려면
문화적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각각의 인물들이 자신의 문화적 위치에서 가
할 수 있는 노력과 그것을 돕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장치들에 대한 의견
들을 교류했다. 이는 다양한 문화성에 대한 인정과 이해가 상호문화적 소
통 능력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고무할 만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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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B-타인-토론] 가: 다문화 교육에서는 외국에서 온 사람한테 교육 시키는 것
이 아니라 대부분 다수자에 대해 그런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서 수안을 보면 (중략) 둘 다 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돼요. (중략) (개 이름을) ‘하노’라고 지어준 것도 사실은 약간 음 뭐 와이프 입장
에서 볼 때 남편을 타인으로 보는 것 같아요. ‘하노’이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정말로 한국에서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노’라고
부르지 말고 한우라고 하든지, 어쨌든 어떻게 한국하고 베트남하고 결합시켜서
그런 이름을 지어줘야 하지 않겠나.

그러나 머리로는 문화적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
으면서도 내심 문화적 타자의 실론을 용일하기 어려워하는 참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의 형성으로 이어지
는 것이 쉽지 않아 보였다. 다문화 소설의 감상 토론은 참여자들의 가설
과 사고과정을 조정할 힘이 있었지만, 문화적으로 폐쇄적인 생각을 가진
참여자가 자신의 의견을 고수하려고자 마음을 먹고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힘이 발현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 원인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모든
참여자가 동등한 권위를 지니고 있는 토론 상황에서는 문제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에게 일침을 가하거나 그것을 교정하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
다. 또한 토론에서는 여러 사람들의 말이 섞이기 때문에 논의의 초점이
흐려지기도 하고 결론 없이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기는 일이 쉽게 일어났
다.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대립할 것 같은 상황에서는 참여자들이
그것을 완화하기 위한 방침으로 화제를 돌리는 일도 발생했으며, 화제가
미묘하게 틀어지면서 점검되어야 할 전제들이 점검되지 않은 채 인정되는
일도 발생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집단A-죽은-토
론]이다.
[집단A-타인-토론] 다: 저는 궁금했던 게 아내가 왜 ‘하노’를 버리고 갔을 때요,
(중략) ㉠ 과연 그런 그녀가 누구한테 소통 부재한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
격이 있는가. / 바: 남편이 불쌍하니까 놔두고 가준 거 아닐까? / 다: 그런데 남
편이랑 원래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사이가 좋아진 거는 아내가 떠나고 나서로
알고 있는데? / 가: 약간, 약간 그런, 그냥 소설적 장치 (하하하 맞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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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 바: 그리고 갈 때 자체가 잠깐 갔다 오겠다고 한 거니까 / 다: 마음이 변
한 걸까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 다: 그래도 강아지를 소중하
게 생각하지 않았나? / 라: 그냥 강아지를 비행기 태우기 어려우니까 / 마: 그런
데 지적 하신 것 중에 강아지에서 아이로 옮겨갔던 거는 되게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 다: 좀더 말이 잘 통하는 존재로 / 가: 아직 말 못 하잖아요 / ㉡ 바:
그런데 그거는 당연한 거야 개보다 자식이 우선이니까 (중략) 동생이 태어나면
동생한테 관심을 간다고 / 다: 그렇죠 자연스러운 변화로 볼 수 있는 / ㉢ 라:
그런데 어쨌든 ‘하노’가 죽는 거는 ‘쑤안’의 떠남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강아지가 슬프게 죽잖아요. 진짜로 외로움으로 죽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어쨌
든 이 ‘하노’를 외롭게 방치한 거는 ‘쑤안’이니까.

이 토론의 참여자는 ’쑤안‘ 또한 ‘다른 누군가를 소외하는 이기적인 존
재’라는 ‘다’의 가설이 논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인지를 검
토했다.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하노’가 소외되었다면서 수안의 인간성에
문제를 제기한 견해는 심리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
다(㉡). 하지만 그녀가 ‘하노’를 집에 두고 ‘베트남으로 떠나’간 점을 토
대로 그녀의 인간성을 문제 삼은 견해는 수용되었다. 서술자인 ‘나’가 ‘하
노’의 죽음은 ‘외로움’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검토 과정은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 ‘다’ 참여자가 ‘하
노’에 대한 ‘쑤안’의 태도를 문제시한 이유가 ‘과연 그런 그녀가 누구한테
소통이 부재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를 따지기 위해서라는 것을 간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엄밀히 보면 ‘다’의 문제제기는, 인간과 그의 반려견
사이의 관계와 혼인을 통해 형성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동위에 놓
일 수 있다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 그녀가 외면하여 고통스럽게 만든
존재는 강아지인 ‘하노’이고 그녀를 외면하여 고통스럽게 만든 존재는 남
편인 ‘나’와 그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전제는 문화적 다양
성이 인정되고 이방인의 인권과 인격이 소중하게 다루어지는 상황에서라
면 필시 문제시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토론은 이러한 전제보다는 ‘쑤
안’이 강아지를 진짜 버렸느냐를 화제로 삼았다.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논쟁의 성격으로 인하여, 중핵적으로 점검되어야 할 부분이 다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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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다문화 소설에 대한 비판적 문화 해석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독자가 모든 인종은 평등한 인권을 지니며 그들의 생명의 무게
는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
라서 다문화 소설의 감상 과정에서 위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가설이 인종차별적이지는 않은지, 인간의 존엄성
을 인정하고 있는지, 문화적 요소들을 축소 인식하고 있지 않은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다만 다양한 문화성들
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성을 지닌 사람들의
인격과 생명을 자기 자신과 동등하게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
다.

(2) 상호문화적 해석 소통의 가능성
상호문화적 협력의 가치는 다문화 소설에 재현된 타자성이 자기모순을
일으키는 등의 신뢰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 서술자의 관점과 중첩되어
있을 때 더욱 큰 힘을 발휘하였다. 가령 <중국>의 초점 인물이자 작품 내
적 서술자이기도 한 ‘수’는, 자신이 속해 있는 전체 구조를 인식하는 모습
을 보이는 인물인 동시에 주체적인 행동력을 결여한 상태에서 이리저리
휩쓸리며 살아온 인물이다. 또한 ‘수’는 어학원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한
정된 시간 동안 학생들을 마주하는 계약직 강사로서, 3개월마다 돌아오는
‘계약 연장’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생들에게 온전하게 관심
을 주거나 어떤 열정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중
국>에서 ‘수’가 학생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선생으로 재현
된 것이나 학생들을 피상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여준 장면은 개연성이
있는 구성이자 소설을 더욱 핍진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집단A의 토론에서는 그 장면을 핍진하다고 느끼기보다는 이 소
설의 서술자를 의심하고 못 믿는 모습을 보였다. ‘수’에 대한 불신을 소설
의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장시켜 버린 것이다. 결국 집단A는 소설에 빈
틈이 너무 많고 애매하여 읽기 곤란하다는 중론을 형성했고, 이는 개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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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성된 사후 감상문에도 반영되었다.
[집단A-중국-토론] 라: ‘용대’는 말하자면 ‘용대’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서
사가 나오잖아요. 그게 저는 다른 것 같아요. (중략) 수나 ‘쓰엉’에 대해서 앞에
서사가 전혀 없어서 저는 그게 좀 / 가: 좀 이상했죠. / 바: 이해와 공감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판단을 하려고 하니까.
[집단A-중국-사후-바] 이전까지 읽었던 소설들에 그다지 반감과 의문을 가지지
않았던 이유는, 비록 윤리적인 기준에 엄격히 들어맞지는 않는 등장인물들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각자 그럴만한 서사를 작품에서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처지에 대해 알고 이해할 수 있었기에 소설에 공감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 소설은 정보량이 극히 제한된 채 뚝뚝 떨어진 서사를 독자에게 제공
하여 읽는 내내 물음표를 갖게끔 하고 설득력 없는 상상력을 억지로 펼쳐내게끔
만든다. 소설은 마지막에서도 ‘짜이찌엔’이라는 말에 무언가 큰 의미가 담겨 있
는 듯한 그림을 그리는데, 그것 또한 무맥락적이라 왜 등장하였는지 상상력을 발
휘해야 한다. 미안하지만, 이런 소설과는 ‘짜이찌엔’이다.
[집단A-중국-사전-바] 한 때 한국과 중국을 사이를 오갔던 수의 꿈은 서울과 인
천을 오가는 현실로 바뀌었고, 기회의 땅에서 무언가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 막
연히 기대했던 미래는 허울뿐인 어학원에서 재계약 성공을 전전긍긍하는 비정규
직 강사로 대체되었다.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현실에서
당장 눈앞에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네의 모습이 수의 처지로 소급된다.

그중에서도 ‘바’ 참여자의 사후 감상문은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이었는
데, 사전 감상문에서는 발견할 수 있는 공감의 의지가 사후 감상문에서는
완전히 소거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집
단A에서 <중국>에 대해 수행한 토론은 서사 속 인물에 대한 참여자들의
공감의지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집단A-중국-토론]이 상호문화적 역량의 증진을 이루어내지 못했던 가
장 큰 원인으로는, 이 토론의 참여자들이 다문화 소설이란 타자를 이해시
키려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 글이라는 전제를 공유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는 토론의 참여자들이 다문화 소설이란 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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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재현하고 있는 타자의 삶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제로 작품을 평가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소설이 타자에 대해 설명해 줘야 한다는 생각은 문학 현상과 작
품 그리고 서술자와 작가를 한정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문학
현상 내에서의 작가란 자신의 체험 내용을 메시지로 조직하여 단순히 보
고하는 정보제공의 주체만은 아니(우한용, 2007:214)”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에서는 독자가 다문화 소설을 이
민족이나 외국인의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글로 다루는 실수를 하지 않
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독자들이 다문화 소설에 대해 위와 같은 오해를 하고 있다면, 다문화
소설에 재현된 타자의 삶에 대한 인식 기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소설을
읽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안에 재현되어 있는 삶이 독자가 현실에
서 경험하거나 마주하지 못한 ‘낯설거나 생소한 삶’의 모습이어서, 작품과
자신의 세계 인식 방식을 견주어 보고 결합시키기보다는 작품에 재현되어
있는 삶의 모습을 통해 그 삶의 맥락에 대한 정보를 얻는 태도를 취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다문화 소설에 재현된 문화적 사건은 장르적인 맥락에
따라 검토할 뿐 아니라, 문화적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해석들과 더불어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할 ‘해석소’에 해당한다. 그래서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소설에 재현된 내용에 도입할 자원을 풍
부하게 만들도록 안내하여, 소설을 정보소가 아닌 해석소로 다루도록 이
끌 필요가 있다.
집단B의 참여자들은 각기 다른 문화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재현된 사태에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다양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위
치에서 관심이 가는 부분과 판단한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사건을 입체적으
로 검토할 수 있었다.
[집단B-중국-토론] 바: 불법 취업보다 힘든 게 없잖아요. 불법이기 때문에 임금
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고. // 라: 원래 학생 비자로는 알바 할 수 없죠? /
가: 예전에 한 12시간인가, 10시간인가, 한 1주일에. / 라: 지금은 전혀 / 바:
지금도, 지금도 허가를 받아야 할 걸요? / 라: 언어교육원 애들 다 하던데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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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하고. / 바: 아마 받았겠죠, 재학증명서 같은 거 제출하
고, 시간제한이 있지만. / 라: 아, 그렇구나. 주말에만 일주일에 몇 시간. / 바:
일주일에 몇 시간 이하 이렇게 / 라: 근데 얘네들은 너무 쉽게 이렇게 시간을
길게 일을 하는 거죠? / 바: 그때는 아마 법적으로 그게 불법이 아니었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 나: 어떤 차원에서 놓고 보면 지금 애들이 알바하는 거하고 이
상황하고 거의 맞먹을 수도 있어요. (중략) 뭔가 알게 모르게, 어…, 제한과 그걸
탈출하려는, 그런 유연성이 있어요 그 속에. ㅎㅎ // 라: 불법 취업한 게 걸리면
그 학생도 자기 나라로 추방될 뿐만 아니라 학교도 벌점을 받던데요? / 가: 그
쵸. / 라: 그래서 이 수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 수네 학교, 인천에 있는 대학
여기도 아마 벌점 받았을 거 같아요. // 바: 근데 그 시대였으면 ‘쓰엉’은 분명
집에서 외동아들이었을 텐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또한 참여자의 관점이 충돌하면서 문화적 갈등에 대한 시선이 첨예해지
기도 했다. 이는 상대방의 문화적 위치와 자신의 문화적 위치 모두를 검
토의 대상으로 삼고, 각자의 위치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문제점을 성찰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성과이다.
[집단B-타인-토론] 다: 한국에 올 때 한국에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준비보다
는 그냥 남편만 보고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대적으로 그런 준비가
전혀 없다가 한국에 와서 그런 문제점을 맞닥트리고 좀 저항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 마: 준비 안 했다는 것은 남편한테 도움 많이 못 받아
서 준비를 안 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기가 준비를 안 하려고 준비를 안 했다
는 것인가요? / 다: 아, 일부로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일단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이 남자하고 결혼을 했으면…, 환경적으로 그런 자
극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건 준비를 자기 혼자 충분히 하기는 어려웠을 거 같
아요.

그런 점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입장을 지닌 사람이 작품에 대한 안목과
이해를 공유하는 행위는, 상호문화적인 협력을 통하여 작품에 대한 비판
의 폭과 깊이를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이는 독자가 작품을
통해 정보를 얻게 되는 바람에 그것을 미적 성찰의 대상으로 대하지 못하
는 문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성이 공존하는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넓힐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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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연구에서 수집된 감상문들 중에는 작품에 대한 비판적 문화
해석을 자신의 목소리 제시의 기회로 삼은 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는 감상자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작품에 대한 토론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
도, 그들이 상호문화적인 소통과 협력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
다. 가령 ‘진봉’처럼 한국에 사는 조선족 이주민으로서 경제적인 궁핍을
경험한 적이 있는 [개별-외-죽은8]은 이 소설이 자신을 대변해 주고 있다
고 느끼면서 이 소설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삶의 고충을 토로하
였다. 반면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자주 접한
[개별-한-죽은14]의 경우에는 소설에 재현된 ‘진봉’의 수동성을 문제 삼
았으며 그 작품에 재현된 인물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요즘 외국인 노동자
들은 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때 고용주가 그의 체류 자격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래서 고용자들에게 그것을 당당히 요구한다
는 것이다.
[개별-외-죽은8] ‘진봉’이가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했
었습니다. (중략) 자식들만큼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교육을 받아서 부모님들처
럼 살지 않기만을 바랬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강행한 한국행이지만 우리 부모
에게 기다리는 것은 고달픈 일상이었습니다. ‘진봉’이처럼 일하고 제대로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연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개별-한-죽은14] 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어려서부터 봤고 지금도 보고 있다.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공장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아, 물론

불법

체류자는 아니다. 내가 봐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실천하고 있었다. (중략) 자신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행동했으
며, 너무 무기력한 모습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의 희망이라도 있었으면 하
는 아쉬움이 남는다.

만약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의 현장이 인터넷 게시판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개별-외-죽은8]의 작성자와 [개별-한-죽은14]의 작성자
가 서로의 감상문을 읽고 댓글 등의 형식으로 논의를 하도록 한다면 이들
의 인식과 이해의 폭은 더욱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언어적인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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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여 내국인과의 즉석에서 의견을 공유하는 토론에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문화 소설
의 해석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또한, 집단B에서 수집된 감상 자료에서는 시간 차이를 두고 이루어지는
토론이 가질 수 있는 효용성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직접 대면하여 말하기
힘든 내용이 제시되기도 하고, 자신의 주장이나 판단을 뒷받침할 자료를
찾아 제시하며 논증을 펼쳐 보이기도 했던 것이다.
[집단B-죽은-사전-가] 초지일관하게 모든 이야기가 외국인으로서의 비극 인생상
이었다. (중략) 이쯤에 와서 다시 되묻고 싶은 것은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정말 다 작품에 나온 주인공들처럼 슬프고 애처로워해야 될까? 만약에 여러 고
생 끝에 무지개색 밝은 외국인 인생상을 보여줬다면 오히려 마음에 더 와 닿았
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집단B-그곳-사후-바] ‘용대’와 ‘명화’도 그러하다. 한국 사회에서는 ‘타자’로서의
존재다. ㉠ 택시 기사로서 하루에 15시간 이상의 운전 시간, 외모 묘사를 통해서
도 ‘용대’에 대한 독자들의 인상이 언짢을 수가 있다. ‘명화’는 돈을 위해, 생계
를 위해 밀항선을 타고 한국에 온

불법 체류자이다. ㉡ 우리는 뭐 이런 ‘용대’

와 ‘명화’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고, 돈도 벌고, ‘명화’의
불법신분도 탈출하고, 아프지 않으며 2세를 낳고 온전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해피
앤딩을 기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타자들을 주류사회에 편입시키려
는 우리의 폭력이 그들에게 가해진 희망적인 결과다. 이런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회피하려고 한다. 무언의 폭력은 더 무서운 것이다. 우리는 그대로 드러난 그들
을 용납하기가 힘들다.

가령 [집단B-죽은-사전-가]는 ‘진봉’이 재한 외국인들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심화시키고 삶의 희망을 앗아간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리고
이를 의아하게 느낀 ‘바’ 참여자는 사후 감상문을 통해 그에 대한 근거를
찾아 함께 제시하면서 반론을 펼쳤다.75) 희망적인 모습만 보고 싶어 하는
75) [집단B-그곳-사후-바]에는 토론 시간에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
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감상문에 제시된 ㉠과 ㉡은 모두 그 말을 한 누군가
를 상정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장들은 토론 시간에 이와 비슷한 말을 했던
사람에 대한 응답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는 서사의 주인공이 비극적인 인생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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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또한 ‘주류’에 편입하고자 하는 욕망의 발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것
은 ‘비주류’에 속한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또 다른 형태의 무언의 폭력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간차를 둔 논박은 즉각적인 토론에서는 제시
하기 어려운 논거를 제시해 보임으로써 다문화 소설의 비판적 해석을 심
화시키고 그와 관련된 상호문화적 사유의 자장을 넓힐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의 사례들은 전반적으로 다문화 소설에 대한 비판적 문화 해석
의 결과들은 독자의 경험이 텍스트의 구체화 과정이나 현실화 과정에 독
자의 경험이 강력하게 작동한다는 점뿐만이 아니라, 소설의 독서 과정이
독자의 경험과 결부된 어떤 결과들을 생성해 내고 있기도 하다는 점을 보
여준다. 텍스트의 감상 경험이 자기 자신의 고유한 경험 요소로 전환되는
것이다(W. Iser, 앞의책:202). 그런 점에서 독자들이 일회적으로 다문화
소설을 읽고 자신의 감상을 정리하는 데에 그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상문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것을 토대로 소통의 장에 참여하도록 이
끄는 것은 교육적으로 의미가 크다.
다른 사람의 해석에는 그가 처한 문화적 위치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바
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독자는 이를 읽으면서 실존하는 다른 문화성의 모
습을 느끼고 생각하며 상호문화적인 인식과 이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
다. 또한, 이러한 작업은 독자가 독서 이후에 남는 잔상들과 생각들을 지
속적으로 입체화하고 예각화하도록 이끈다. 따라서 다문화 소설의 감상자
들이 자신의 감상문을 공유하고 서로의 감상문에 대해 논의하도록 이끄는
것은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의 효과성을 증대시켜 나갈 수 있
는 효과적인 교육 활동으로서 가치가 있다.
덧붙여, 다문화 소설에 대한 감상 토론에서는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 자신들이 진짜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견해를 제시한 것은 [집단A-이미-사후-나]이다.
이 사후 감상문은, 토론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자신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종합될 수 있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
는 점을 문제시하였다.
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밝고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에 안타까움을 느낀
‘가’에 대한 화답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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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A-이미-사후-나] ‘우리는 토론을 통해 서로 간의 공감을 이루고 작품 인물
에 대한 공감을 심화・확장할 수 있는가.’ 나는 우리가 서로 다르게 읽었다는 것
을 확인하는 재미는 있었지만 결국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서로 닫힌 존재들
이라는 것을 재인식하는데 그쳤다고 말했고, ‘마’는 그래도 우리의 세계가 좀 넓
어지고 인식이 달라지지 않느냐는 말을 했다. 물론 인지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몰
랐던 부분을 알게 되지만, 소설 속에는 빈틈이 많은 만큼 그 빈틈이 인지적인 오
류로 채워져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 아니면 내가 구성했었던 그대로의 실체를
바꾸기란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소설의 모든 요소들을 내 뇌 속에서
구성하는 인지는 정서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정서체험은 개별적으로 모두 특별
하고, ㉠ 유일하며 닫혀있기 때문이다. ㉡ 독서 토론 중에 누군가 한 말에 대해
다른 사람이 보완했을 때, 나는 그 둘의 이야기가 조금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처음 말을 꺼낸 사람은 결국 자신의 식대로 정리하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고 토론을 하면서 진정 알 수 있는 것은, ㉢ 상대가 그러
한 인지구조와 정서를 지금 현재 갖고 있다는 사실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렇게 거론된 앞의 세 개념들은 모두 그것이 주체의 정신 구조
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특성으로 한다. [집단A-이미-사후-나]가 전제하
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생각이 ‘㉠ 유일하며 닫혀있’는 것은 아니지만,
독자들이 소설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이해, 그리고 판단을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것일 가능성이 높다. 감상 국면의 기저에 놓여 있는 이데올로기나
헤게모니, 또는 감각이란 그가 그만큼 의존하고 있거나 장악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위에서 상호문화교육적 의미와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이 활동이 ‘㉢ 상대가 그러한 인지구조와 정서를 지금 현재
갖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러한 느낌은 사태에 대한 자신의 사유 구도를 조절하게 되거나 민감성
을 발달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때의 ‘그러한’은 꼭 ‘유일
하며 닫혀있’는 것이라는 자각일 필요가 없다. 상호문화주의에서 제시하
고 실제 토론 검토에서 추출한 것과 같이, 나와 다른 것은 특정 국면에서
내가 조율해야 할 것으로서 인식되는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집단A-이미-사후-나]의 회의적인 인식은 ‘나’ 참여자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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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조와 정서’가 폐쇄적이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 문장에서 방점이 찍혀야 하는 부분은 ‘어긋나
는 측면이 있다’는 부분이기보다는 ‘누군가 한 말에 대해 다른 사람이 보
완’하려고 했다는 부분이다. 또한 ‘처음 말을 꺼낸 사람이 결국 그것을 자
기 식대로 정리’했다는 것보다는, 덧붙여진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 자기식대로 정리해 버렸다는 것을 다른 사람—최소한 ‘나’참여자—가
감지하고 문제로 인식했다는 데에 있다.
결론적으로 위의 감상문은, 독자들이 다문화 소설의 감상 결과가 쉽게
종합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소통을 통해서 서로의 입장과 관점을 공
유함으로써 인식의 폭이 넓어지고 관점이 예각화되고 있다는 것에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체와 타자의 문화적 입장차가 만
들어내는 여러 불협화음들이 몇 번의 토론으로 쉽게 종합될 수 있으리라
는 기대하는 것은 안이한 행동이다. 그렇게 쉽게 종합될 것이었으면 이렇
게 크게 문제될 필요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상호문화교육에서는 서
로 다른 문화적 위치에서 갖게 되는 관점을 종합하고 조율하여 생상의 길
을 찾기를 희망한다. 그런 점에서 참여자들의 관점을 종합하고 절충하는
작업은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의 숙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는 단시간의 교육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내면화할 수 있는 행동역량이
아니다. 그러므로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에서는 우선, 학습자
들이 다양한 견해를 듣고 이해함으로써 타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에 초점을 맞추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인내하는 마음으로 여러 관점
을 검토하고 성찰하다보면 종합의 가능성이 발견되는 지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조율의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희망과 발
견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호문화교육에서 다루어
야 할 중요한 교육 과제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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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의 설계
이 연구는 지금까지 다문화 소설의 감상 결과가 다문화 상황에서 발생
하는 갈등을 관리하고 상호문화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행동 능력으로 전
이될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이 장에서는 앞에
서 살펴본 다문화 소설의 가능성을 상호문화교육적 형식에 따라 체계화할
것이다. 교육적 체계화는 ‘이해 중심 교육과정’의 관점에 따라 ‘다문화 소
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의 목표’와 ‘수행 과제’로 설계하였다. 이해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이해’를 수행의 관점에서 개념화한다. 그래서 학습자가
무엇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단지 특정한 개념이나 상황에 대해 알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에 대한 지식을 자신이 마주한
상황에 맞춰서 ‘융통성 있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강
현석·이지은, 2017:335-336).
이 연구에서는 이해 중심 교육과정의 주요 모형들 중에서도 ‘이해를 위
한 교수(Teaching for Understanding: TfU)’ 모형을 기틀로 삼았다. 이
교육 모형은 교육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생성적 주제를 추출하고, 주제
별로 학습자들의 행동을 안내하는 학습 목표를 제시하며, 학습 목표별로
학습자들의 수행을 촉진시키기 위한 수행 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이 장에서는 학습자들의 감상 결과를 토대로 선정한 학습 주
제와, 이해의 여섯 측면을 고려하여 제시한 학습 목표들, 그리고 ‘설계를
통한 이해(Understanding by Design)’모형에서 활용하는 GRASPS 도식에
따라 제시한 수행 과제를 설계하여 보인다.

1.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의 전제

1) 학습자 감상 자료에서 도출한 교육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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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문화교육의 목적은 학습자가 자신과 다른 문화적 특성을 지닌 사람
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이는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
교육 또한 다문화 소설을 읽은 독자가 상호문화적인 공존과 협력의 방식
을 모색하도록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
나 Ⅲ장에서 검토한 학습자들의 자료를 돌이켜 보면, 이를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문제가 극복되어야 한다. 첫째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개방적
인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고, 둘째는 상호문화적인 교류 행동 능력
및 의지와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이며, 셋째는 이질적인 문화성을 지닌
사람과의 협력 및 연대 가능성에 대한 문제이다.
먼저, 개별 감상 사례로서 수집한 감상문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때,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와 관련하여 자신과 다른 문화적
위치에 있는 사람의 슬픔이나 괴로움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모습
을 보여준 감상문의 수는 매우 적었다. 한국인 참여자들에서는 주로 이주
나 이민까지도 자기 의지와 무관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
이 관찰되었다. 이는 직접적으로 이주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
고 있는 인식의 한계를 보여준다. 다문화 상황에서 고통을 받는 인물들의
문제란 그들 자신의 의지와 관련이 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
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엿보이는 감상문의 경우에도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감상자 자신이 무엇인가 행동할 수 있다거나 행동
해야 한다는 생각을 비친 감상문은 거의 없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문화교육적으로 조정되어
야 한다. 문화적 헤게모니란 개인들의 대응 방식에 따라 지속되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외국인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한국인 인물들이 이주민에게 편견과
오해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용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외국인 참여자들의 감상
문들에서는 자신들을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자
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사회를 비판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더 많았다. 하지만 한국인들과 접촉이 잦거나 결혼 등을 통해 이미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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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형성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다문화 사회를 맞이한 한국인들
이 경험하고 있는 인식적 혼란 상태에 대해서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이들은 다문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호문화적 소통의 문제
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주체가 자신과는 다른 문화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그것을 토대로 조심스럽게 소통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주체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자신의 생각을 개진해 나가는
모습은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을 받은 학습자들이 도달해야 할
목표 지점이다. Ⅱ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과 다양한 문화성들에게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결국 각각의
존재를 소통 가능하고 협상 가능한 인격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
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 학습
자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행위의 인문적이고 철학적인 관점을 이
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다. 이는 학습자들이 다문화 소설을 읽으면서
자극받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상호문화적 실천 역량으로 이어지
도록 도울 것이다.
둘째, 다문화 소설은 구체적인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상호문화적 소통
의 문제들을 재현해 보인다. 그래서 다문화 소설의 감상자들은 인물들을
비판하거나 인물들에게 조언하는 형식 등을 통해서 상호문화적 소통의 방
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
도 개별 감상 사례에서 수집한 감상문에서는 인물을 대상으로 상호문화적
교류 행동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일 것을 촉구하거나 상호문화적 소통 방
법을 구체적으로 조언한 감상문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감상문들의 대다수는 문화적 갈등을 만들어내는 ‘사회’를 문제 삼으면
서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감상
문들은 자신이 문제 삼는 ‘사회’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시켜 놓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문화적 헤게모니는 개인들의 힘이 모여서 형성된 집단적 권
력을 가지고 있는 바, 개인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문화적 헤게모니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
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소설에 재현된 문화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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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색할 때, 개인적으로 가해야 할 노력들과 사회적 차원에서 가해야
할 노력들에 대해서 고르게 고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는 학습자
들이 사회의 문화와 자신 사이의 관계를 각성하고, 사회적 현상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 사회를 발전시킬 수도 있고 퇴행 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의식하게 만들 것이다.
셋째, 개별 감상 사례에서는 이질적 문화성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협력
하거나 연대하기 위해 필요한 실제적인 요소에 대해서 고찰한 감상문이
매우 적었다. 심지어 다문화 소설에서 제시된 내용이 다문화 사태에 대한
하나의 발언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고 이에 대한 자신의 비평을 전개한
감상문도 발견하기 어려웠다. 참여자들이 사전 설문지에서 제출한 내용으
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원인 중에는 이 실험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이 현실 세계에서 다문화적 소통과 협력 문제에 대해 핍진하
고 실천적으로 생각해 보거나 논의해 볼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문지의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이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 중에는 다
문화 소설과 같이 다문화 사회가 재현된 문화 콘텐츠를 비판적인 관점에
따라 검토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가 거의 없었다.76) 또한 다
문화 사회가 도래하게 된 연원에 대해서 고찰하고 상호문화적인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
도 찾아보기 힘들었다.77)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다문화 소설을 통
한 상호문화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다문화 콘텐츠를 문화 비평의 대상으
로 삼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다문화 사회를 깊이
76) 외국인 참여자 중에는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가 없었다.
한국인 참여자 중에서는 약 28%(소수점 버림)가 텔레비전에서 방송하는 다문화 콘
텐츠를 비판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77) 이 연구의 1차 관찰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들 중에서 다문화 교육 (또는 상호문화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한국인 참여자들 중의 약 67%, 외국인
참여자 중의 약 41%이다(소수점 버림). 한국인 참여자들은 주로 고등학교에서 다문
화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외국인 참여자들은 주로 대학에서 다문화 관련
수업을 수강하면서 다문화 교육을 받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다문화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들은 자신이 받은 교육 내용이 다문화를 인정하고 이해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다문화 사회가 도래하게 된 연원을
탐구하고 상호문화적 소통 방법을 학습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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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이해하고 상호문화적 소통 방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탐구하게 이끌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재현한 문학작품들을
통해 우리 사회와 문화에 대한 세속적 비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세속적 비평 방법을 통해 자신이 속한 사회와 그 구성원인 자
기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돕는다면 다문화 교
육 또는 상호문화교육의 범주를 넓혀서 교육적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
다.
한편, 독서 토론에서 수집된 감상 자료들은 다문화 소설에 대한 독서
토론이 학습자들의 관점을 교섭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러한 소통
과정이 다문화 사회나 문화적 타자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가령 개별 감상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서
토론의 감상자들은 다문화 소설을 이해할 때 자신의 경험을 이끌어 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독서 토론은 사람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인식의 폭을 확장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토론의 참
여자들은 개별적인 독서를 통해 자신이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웠던 소설의 요소들을 나누었고,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사고방식을 공유함으로써 다
른 참여자가 그 사건을 이해하거나 인물에게 공감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다문화 소설에 대한 독서 토론에서 관찰된 내용들 중에서 교육적 시사점
을 주는 것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문화적 요소에 대한 이해와 문화적 타자에 대한 공감의 폭은, 서
로 다른 문화적 위치에 놓인 사람들이 함께 토론에 참여할 때 더욱 효과
적이었다. 문화적 위치에 따라 볼 수 있는 것과 이해할 수 있는 범주가
서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령 단일 국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A의 경
우에는 이주와 이민의 경험이 없거나 한정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
래서 이 집단에서는 이주 또는 이민이라는 행위를 ‘막연’한 기대에 따라
자행한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단정 짓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자신의 모국이 아닌 한국에서 장기체류 중인 외국
국적 참여자들이 혼재되어 있는 집단B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사후
인터뷰로 알아보았을 때, 집단B의 참여자들 중 외국 국적 참여자들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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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경험을 빌려서 타국에 장기 체류하게 되는 상황이 다양한 원인에 의
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처음에는 타국에 장기 체류
하는 것에 회의적이었더라도 처음에는 다른 참여자들 앞에서 차마 말할
수 없었다고 하였고, 나중에는 토론에 참여하다보니 그건 그리 중요한 문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다양한 입장의 참여자들이 혼
재되어 있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스스로 발언을 조절하게 만
든 것이다. 따라서 문화적 위치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동등한 참여자로서
독서 토론에 임할 수 있다면, 문화적 타자들로 구성된 독서 토론은 다문
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의 효용성을 높이는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둘째, 집단을 막론하고 참여자들의 경험이 닿지 않은 문화성에 대해서
는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문화성에 대한 관념적 사유만을 이끌어
오는 모습을 보였다. 아쉬운 점은 약간의 조사와 생각만으로도 알 수 있
는 내용이 꽤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집단A의 ‘바’ 참여자는 <모두>의
‘싱’이 두르고 있던 터번 색깔이 ‘핑크’색이라는 이유로, 그가 동성애자일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하지만 ‘터번’ 색깔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내용은 인터넷을 찾아보는 행위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78) 그런
점에서 이 토론의 참여자들이 ‘핑크’빛 터번으로부터 ‘동성애자’를 연상시
킨 부분은 참여자들의 문화적 편견을 드러낸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집단
B의 토론에서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토론의 ‘마’ 참여자는 ‘인도’라면
‘플루트(피리)’가 생각난다고 하면서 이 작품에 ‘피아노’라는 소재가 등장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을 보였고, ‘라’ 참여자는 그의 의문에
동요되었따. 하지만 이는 문화성에 대한 편협한 사고방식을 보여준다. 문
화적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전지구의 어디에서나 다양한 악기 전공자가 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78) 집단A의 토론 참여자들은 ‘터번 색깔’로 인터넷 검색을 했을 때 가장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웹페이지는 ‘나무 위키’이다. 실험 시점에 ‘나무위키’에서는 ‘터번도 종
족이나 국가, 신분, 종교마다 다양하게 묶는 방식, 색깔 등이 다르다.’라는 설명이
나와 있었다. 즉, ‘싱’의 터번이 분홍색이라는 것이 ‘종족, 국가, 신분, 종파’의 표식
일 수 있다고 생각할 정보가 이미 인터넷에 있었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https://namu.wiki/w/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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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들은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에서는 무엇보다 중요
하게 생각해야 할 요소란, 참여자들의 문화성을 고려하여 토론 집단을 꾸
리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자신의 문화적 인식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어떤 방식으로 토론 집단
을 꾸리더라도 참여자들의 경험이 우리 사회의 모든 문화성을 포괄할 수
는 없다. 그런 점에서 토론 집단을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참여자들이 스스로 다문화 소설에 재현된 문화적 요소와 문
화적 갈등을 다각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문화적 요소
와 문화적 갈등을 다각적으로 본다는 것은 특정 행위에 대한 자신의 판단
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 점에서 다문화 소
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은 학습자들이 다문화 소설을 통해 형성한 비판적
시선을 자신에게도 드리울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셋째, 이 연구에서 시행한 독서 토론 관찰 실험은 다문화 소설의 어떤
요소 또는 지점에 중론이 모이는가에 따라 논의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는 것을 보였다. 토론의 중론은 참여자들이 작품 속에 재현된 문화 문제
를 어떤 문화적 위치에서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었으며, 문화 문제를 바로
보는 관점이 어떠하냐에 따라 소설로부터 도출된 문화적 헤게모니는 극복
대상이 되기도 하고 간과되기도 하였다. 집단A의 경우에는 이 연구에서
제시한 다문화 소설을 읽었으면서도 한국인의 해외 이주와 이민의 문제를
더 자주 거론하였고, 외국의 이민 정책을 주로 예를 들어 제시했다. 문제
는 이러한 상황이 유럽 사회의 아랍인 수용 정책으로 연결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주민의 입장보다는 이주민을 맞이한 선주민들의 입장만을 강화
하게 되었다는 데에 있다. 타자의 위치에 대한 상상과 공감 활동이 모두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선주민과 이주민이 혼합되어 있는 집단B의 경우에는 다문화 소설을 읽
은 후에 그것과 관련이 있는 자신의 경험을 주로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이주민으로서의 자신의 입장과 감정을 토로하는 데에 집중한 몇몇 참여자
들은 소설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소설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참여자들이 자신을 이해해
줄 것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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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진 경험은 전체 구조를 조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를
조망하기 위해서는 다른 입장에서 그 경험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경험이 다른 입장에서는 다르게 이
해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공감을 받기보다는 공감을 하기 위한 목
적으로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독서 토론 관찰 실
험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의식을 경험 공유의 목적으로 삼는 사
람이 별로 많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를 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특정 개인의 경험은 그가 불쾌한 감정
을 느낀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방향이 아니라, 그를 비난
하는 방식으로 더 쉽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토론
의 참여자들이 비난의 대상이 된 사람이 포함된 집단에 대한 오해를 심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되어야 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이 주목해야 할
지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다문화 소설의 구성을 통해
학습자들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고 공동체 내
에 존재하는 문화적 타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둘째, 학습자들은 다문화 소설의 재현 방식을 통해서 어떤 문화성이
회자되는 방식은 그것을 회자하는 사람의 시선이 반영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상호문화적 지식과 인식
을 바탕으로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실천 역
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더불어,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의 학습자들은 자신과는 다른
문화적 위치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거나 그 사람이 작성한 글을 읽으면서
문화적 갈등이나 문화적 요소를 바라본 비판의 위치를 탐색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개인도 모든 문화적 위치를 직접 경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
문화교육은 학습자들이 다른 문화적 관점을 탐색하는 것 못지않게, 지금
자신이 취하고 있는 관점을 회의하고 비판해 볼 것을 권해야 한다. 자신
이 속한 사회의 문화적 헤게모니를 의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비투
스적 감각을 반성하는 활동은 학습자들의 상호문화적 역량을 활성화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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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실천 역량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어 줄 것이다.

2) 상호문화적 역량 함양을 위해 선정한 학습 주제
유럽평의회와 미주지역의 상호문화교육 연구자들은 상호문화교육을 통
해 학습자들이 성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 상호문화능력을 지식, 인식,
실천으로 분류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자신을 ‘성찰(reflexivity)’할 수
있는 능력, 학습자가 자신의 ‘감각을 전환(challenging common sense)’할
수 있는 능력, ‘전통의 재생(refreshing of traditions)’할 수 있는 능
력,

문화적

요소와

관점에

대해서

‘변형

비평(transformatory

critique)’을 가할 수 있는 능력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기도 하다.
학습자의 문화적 성찰은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한 각성과 다른 문화성
에 대한 인정과 관련되어 있다. 바이럼(M. Byrum, 1997:53)은 상호문화교
육에서는 학습자들이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요소들에 가지고 있
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각성하고 다양한 문화성들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
와야 한다고 이야기하였고, 알레드 등(G. Alred et al, 2006:234)은 일회
적 각성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학습자들이 문
화성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지속적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
야기하였다. 이러한 관점들은 학습자들이 문화적 관점과 감각에 대한 자
기반성(self-reflection)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
을 느끼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강화하였다.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
의 인격을 성장시켜 나간다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면, 그의 학습 열망은
더욱 강렬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적 감각을 전환하는 활동은 자신의 문화적 지식이 한미했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며 문화적 타자를 조심스럽게
대하는 능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J. A. Banks, 2003),
이는 랑거(E. J. Langer, 1997:49)가 일전에 상호문화교육의 목적은 학습
자들이 여러 문화적 지식들을 융합하여 문화성에 대한 입체적인 관점을

- 177 -

형성하는 것과, 상호문화적 행동 의지를 가지고 상호문화적인 소통 기능
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상호문화교육의 목적이 변형 비평과 맞닿아 있다는 것은 김(Y. Y. Kim,
2001:190)의 논의를 통해서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논
문에 따르면 문화적 정체성은 자신이 탄생한 지역의 문화적 관점 위에서
양성되지만, 인간은 자신의 삶의 과정 속에서 문화성들의 진면모를 새로
이 발견해 나가면서 자문화와 타문화 모두에 대한 통찰을 획득할 수 있
다. 문화성의 실체를 경험한 학습자는 실체와 인식 사이의 괴리감으로 인
하여 그것을 바라보던 자신의 관점에 실망하고는 내면에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하지만 차이에 대한 이해는 그것을 수행하는 개인의 상호문화
적 지식과 인식, 소통능력을 확장시키는 데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상호문
화적 역량을 확충하는 데에 기여한다. 차이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개인의
문화적 정체성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이는 종국에 그것을 수행한 개인이
특정한 문화권에 소속된 한 사람으로서 행동하기보다는 세계시민으로 생
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것이다.
상호문화적 역량의 하위 요소로 나열된 것들은 매우 본질적인 요소들이
지만 추상적인 것들이기도 하다. 그래서 막상 학습자들이 위와 같은 능력
들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려면 어떤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는 논의는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들을 수행 가능하고 확인 가능한 목표로 전환하기 위하여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다루어져야 할 학습 주제를 설정해야 한다는 이해 중심
교육과정의 관점을 이에 접목하였다. 목적의식에 따라 학습 주제를 선정
하고 그에 따라 목표를 제시하는 이해 중심 교육과정의 방식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제시되어 있는 상호문화교육의 능력 요소들을 실현 가능한 형태
로 전환시켜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앞에서 검토한 학습자들의 감상 자료들과 위에서 살펴본 상호문
화교육의 내용 요소들을 종합하여 볼 때, 다문화 소설을 상호문화교육의
목표는 아래의 세 가지의 학습 주제로 분할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다문
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은 문화적 다양성과 그에 대한 개방적 태도
를 학습 주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발생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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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 맥락과 흐름을 알고 그 흐름에 따라 유동하는 인간들에게 측은한 마
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다문화 소설은 문화적 갈등을 하나의 사건으
로 다루면서 그것이 발생한 배경 사회의 면면을 핍진하게 재현하고 그 사
건이 개인에게 주는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그런 점에서 이 주제
는 소설에 재현된 문화적 갈등의 사회·경제·문화적 토대를 분석하고 문
화적 갈등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리는 ‘다문화 소설
의 문화적 갈등 체험’ 활동으로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다문화 소설의 독서가 상호문화적 역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문화적 갈등의 문제를 심화시키는 사회와 자기 자신을 분리하
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문제가 되는 문화적 헤게모니를 자신과 이원화
하고 상대화하여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혹시 자신이 그러한
헤게모니를 담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하고 반성할 수 있어야 하
는 것이다. 소설의 서사적 소통 구조는 작품의 생산과 향유 맥락을 구조
화함으로써 이 사회의 어떤 개인도 헤게모니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계기를 제공한다. 소설의 서사적 소통 구조는 독
자가 다문화 소설이 문화적 요소를 재현하는 국면을 분석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돕고, 다문화 소설에 대한 학습자의 감상문은 독자가 가진 문
화적 편견이나 고정관념 등에 대한 메타 비판의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소설의 소통 구조를 분석하고 소설에 대한 자신의 감상문을
메타 비평하는 활동’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사회적 행위력을 각성하고 사
회 구성원들을 억압하는 문화적 헤게모니를 개선하거나 극복할 행동을 촉
구한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
셋째, 다문화 소설의 독서가 상호문화적인 실천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문화적 요소를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 서로 다른 견해를
절충하면서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사건과 인물을 바라보려고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독자가 자신을 사회 구성의 주체로 여기고 문화적 헤
게모니가 만들어내는 문제를 최소화하거나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
도록 이끌어야 한다.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다문화 소설을 읽고 감상문을 쓰게 한다. 그래서 학습자들은 서로의 감상
방식과 내용을 견주어 보면서 소설에 재현된 문화적 사건과 문화적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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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한 서로의 관점을 공유할 수 있다. 독자들은 자신의 관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이 알고 있는 사회적
사실을 자신의 관점을 해명할 다른 증거로서 이끌어 올 수도 있다. 이렇
게 이끌어 오는 내용들은 독자 자신의 인식을 돌아볼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다문화 소설의 감상 결과와 독자의 사회적 경험을 연계해 주는
매체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해석을 다른 학습자들과 나누어 보고, 다문화 소설에
재현된 문화적 갈등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며 이를 실세계에 대한 감식안으
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해석
소통을 통해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을 발달’시킬 것을 세 번째 학습 주제
로 삼는다.
한편, 이해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들이 자신이 수행할 학습 주제
와 관련되어 있는 개념들을 명시적으로 인식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자신이 수행할 과제와 관련이 있는 개념을 알 수 있다면, 자
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
문이다. 학습자들의 문화적 민감성을 발달시키고 상호문화적 역량을 증진
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문화의 중층적이고 입체적인 성격을 충분히 헤
아리도록 해야 한다(R. Gagné, 1985). 그래서 상호문화교육에서는 학습자
들이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할 법한 문제들을 통시적이고 공시적인 관점에
서 생각해 보도록 안내하고 있다(J. U. Ogbu, 1992, 2008; M. K. Thomas
and M. A. Columbus, 2010 등).
통시적인 측면에서 거론되는 개념들은 주로 사회 내에 존재하는 ‘주의
(-ism)’들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서구 중심주의’적 사고방식에 따른 ‘오
리엔탈리즘’과 ‘옥시덴탈리즘’, 그리고 구성원들의 자유를 속박하는 ‘민족
주의’가 성찰과 반성을 요하는 개념으로 거론되어 왔다. 공시적인 측면에
서 거론되는 용어들로는 사회 내에 공존하는 문화성들 사이의 ‘접변’ 현상
과 다양한 문화성에 대한 개인들의 경험 맥락이 거론되었다. 문화성을 경
험한 개인이 그 결과로서 얻게 되는 상태와 관련해서는 개인이 자신의 정
체성적 특성으로 인하여 경험하게 되는 사건들이 그의 내면에 모종의 트
라우마(trauma)나 콤플렉스(complex)를 형성하지는 않았는지를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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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견해가

있었고,

특정한

경험이

개인을

자기기만적인

심연

(treacherous waters)에 빠뜨리지는 않았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견해도 있
었다.
문화적 헤게모니에 대한 경험이 개인의 내면에 입히는 흔적들은 평상시
에는 괄목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과 관련이 있는
사회적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개인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행
동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
과정 연구자인 토마스 등(Thomas et al, 2002:42-43)은 교육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모두 문화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
기도 했다. 오그부(J. U. Ogbu, 1992 ; 2008) 또한 교육 관계자들에게 학
교가 하나의 소사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학습자들이 학교에서 하는 모
든 경험이 그들이 실사회를 인식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주었다.
위의 개념들은 학습자들이 무형으로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문화적 헤게모니에 대한 민감성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울 것
이다. 하지만 ‘다문화’라는 개념에 대한 거부감이 사유를 앞섰던 ‘집단A다’ 참여자의 살펴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문화적 다양성과 혼종성에 폐
쇄적인 사람들은 위의 개념을 쉽게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
을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위의 개념들을 교육 설계 전반에서 주의
해야 할 개념적 기초로 삼되,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은 피하
고 문학을 통한 세속적 성찰이라는 다소 우회적인 방식을 취할 것이다.

2.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의 목표
이해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학습 목표를 수행 가능하고 확인 가능한 형
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해’를 여섯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보고 있다. ‘이
해’라는 단어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 사용 방식도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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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이다. 이해 중심 교육과정을 디자인하는 방법을 체계화한 위긴
스와 맥타이(Wiggins and MacTighe, 강현석 외 역, 2008)에 따르면 ‘이
해’는 ‘설명’, ‘해석’, ‘적용’, ‘관점’, ‘공감’, ‘자기지식’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79) 이를 문학교육의 용어와 견주어 본다면 설명이란 소설 속 세계에
대한 입체적이고 분석적인 이해를 의미하고, 해석은 구조주의적 방법을
활용한 소설의 해석을 의미하며, 적용이란 세속적 비평과 같이 소설의 감
상을 사회적 역량으로 발현시키는 행동 능력을 의미할 것이다. 또한 관점
이란 서로 다른 관점을 견주어 보고 종합하여 바라본다는 점에서 ‘비판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공감이란 소설 속의 인물이나 서술자와
같은 타자에 대한 공감 능력을, 그리고 자기지식이란 메타 비평을 통한
자아의 성찰 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이해 중심 교육과정의 목표 생성 지침에 따라 이해
의 여섯 측면에 맞춰 여섯 가지의 학습 목표를 제시할 것이다. 앞에서 도
출한 세 가지 학습 주제에 맞춰 이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구체적인 학
습 목표와 그에 대한 설명은 각 항에서 학습 주제별로 설명한다.

학습 주제

이해의 여섯 가지 측면

다문화 소설에 재현된 문화적 갈등의 체험

설명

공감

서사적 소통을 고려한 다문화 소설의 해석

해석

자기지식

해석 소통을 통한 상호문화적 관점의 전유

관점

적용

표 7. 학습 주제별로 분배한 이해의 측면들

79) 강현석·이지은(2017:128)은 이해의 여섯 측면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측면
설명
해석
적용
관점
공감
자기지식

정의
사실이나 사건, 행위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제공하는 능력
숨겨진 의미를 도출하는 능력
지식을 다양한 상황이나 실제적인 맥락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능력
타인의 입장에서 가질 수 있는 감정과 세계관을 수용하는 능력
자신의 무지를 알고 자신의 사고와 행위를 반성할 수 있는 메타 인지 능력

표 6. 여섯 가지 이해의 종류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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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적 갈등 체험을 통한 상호문화적 지식의 확장
다문화 소설은 재현된 문화적 갈등의 구조와 실체를 탐구하고 고통 받
는 인물에 공감하는 행위를 통해 체험된다. 다문화 소설에서 학습자가 공
감해 보아야 할 대상은 주로 소설에 형상화된 문화적 소수자와 그를 바라
보는 서술자이다. 이들은 인물에게 부여된 관념적인 소속지(所屬地)와 그
들이 실제 생활하는 공간이 불일치한 상태로 인하여 서로 관계를 맺고 소
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서로가 서로의 가족이거나 친구, 또는 동
료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인하여 ‘우리’
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문화 소설을 통한 문화적 갈등의 체험이 상호문화적 지식의 확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계 구도 위에 있는 인물들의 입장을 이해하
고 공감적인 관심(empathic concern)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소설에 재
현된 사건을 통해 문화적 갈등과 관련이 있는 경제 구조나 사회 상황, 또
는 문화적 인식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고려하
여 소설 속 문화적 갈등을 완화하거나 해소할 방안을 상상해 볼 수 있어
야 한다. 그런 점에서 문화적 갈등의 구조는 국내의 문화적 다양성 심화
에 일임하고 있는 세계화와도 관련이 있다.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이유에
서 지속되는 세계화의 움직임이, 개인들을 이주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
다.
하지만 Ⅲ장의 분석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다문화 소설의 독자들
은 문화적 갈등의 구조와 중첩되어 있는 경제 구조나 사회적 상황을 제대
로 분석하지 못한 채, 재현된 갈등의 피상적인 국면만을 문제 삼았다. 그
리고 갈등에 연루된 인물들의 입장을 고르게 살펴보지 못한 상태에서, 자
신의 사적 경험의 범주 안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인물에게 동조하는 방
식으로 다문화 소설을 감상했다. 문화적 갈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촉구하
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구조틀이, 독자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서구
중심주의나 자민족 중심주의, 또는 집단주의를 자극하기도 하였다.80)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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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이는 다문화 소설을 읽으면서도 문화적 타자를 이해하거나 공감해
보지 못하고 결과로 이어졌는데, 이는 민족이나 국가를 경계로 사람들을
구별 짓는 사고방식이 다문화 소설을 통한 통찰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소설이 개별적인 사
태를 통해 집단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재현해 보인 이유에 대해서 다시 생
각해 보도록 이끌어야 한다. 사회 내에 공유되어 있는 이데올로기와 문화
적 헤게모니가 신자유주의의 구도 속에서 문화적 다양성과 혼종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현재의 현실 상태와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가를 문제 삼기
위한 전략적인 설계 방식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주 노동자의 서사를 읽으면서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구조와 정치적
구조 사이의 모순이 만들어내는 고통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현대 사회의
민주주의가 발전해 온 방식에 대해서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결혼 이
주민의 서사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맺어진 가족 구성원이 ‘우리’의 ‘타자’
로 인식되는 이유와 그 결과에 대해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가령, 가
족들이 아이 어머니의 모국어를 “이민족의 언어”로 대하는 <타인>의 경우
에는, ‘나’와 ‘어머니’가 자신의 아내이자 며느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오
랑캐 말”인 것처럼 대하는 이유와 그 결과로 맞이한 사태에 대해서 고찰
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민족적 구분이 가족 갈등의 원인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도 진지하게 고민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고통 받는 인
물들이 모두 누군가의 지인이자 동료, 가족이라는 점을 생각하고, 직접적
으로 맺고 있는 관계보다는 “이민족”이라는 관념을 앞세우는 태도가 현대

80) [집단A-타인-토론] 가: 이 사람이 베트남어를 가르치기 싫어했던 이유는 그것 같
아요. 언어에 대한 멸시. 베트남에 대한 멸시. ‘그걸 배워서 뭐해’ 이런 느낌. 영어
였으면 달랐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 라: 사실이 소설 좀 더 다시 있다가 중
간 중간에 이민족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중략) 그런 면에서 ‘가’가 말한 것도
타당한 것 같아요. 베트남어를 제1의 언어나 세컨 랭귀지로 생각하는 것에 아니라
그냥 이민족의 언어 / 바: 그냥 오랑캐 말이야. / 모두: 폭소
[집단B-모두-토론] 가: 그 사람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모든 인도를 한 사람
의 어떤 형상을 가지고 전체를 이야기한다는 게 좀 묘한, 그러기는 한 데? / 마: 그
런데 다문화 소설도 그렇잖아요. 한 명의 외국인 인물을 가지고 그 사람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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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시민적 태도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현대사
회의 구성 형태와 ‘민족’이라는 관념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이끌 것이다.
알튀세르(L. Althusser, 1971:171)는 이데올로기와 개인은 서로가 서
로를 구성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나’와 ‘너’의 구별 또한 이데
올로기에 의해 형성된 하나의 효과에 불구하다고 이야기했다. 타자란 범
주는

“언제나

이미

구성된”

이데올로기에

의해

“호명된

(interpellated)”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런 점에서 재구성되지 않은 인
간관계란 일반적으로 “상상적”이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다문화 소설
에 대한 상호문화적 통찰은 독자가 이데올로기와 주체는 서로가 서로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는, 나의 가족이거나 동료인 그 인물을 고
통스럽게 하거나 외면하지 않을 수 있는 방식을 찾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야 한다. 문제가 되는 관념을 각성하고는, 그것을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에 적절하게 조정하려는 사고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관념이
란 과거의 사건들로부터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사회 구성 형태가
모순될 수 있고, 그래서 시대적 현실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
한편, 이데올로기나 문화적 헤게모니가 구성적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
하고 ‘사회적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인 독자는 소설의 문제제기를 희화화
해 버리거나 회피해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81) 고통을 받는 인물을 규
범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비윤리적이라고 지탄하거나, 타자가 소수자라
는 문화적 위치에 있게 된 이유는 그 자신의 미숙함 때문이라고 이야기한
것이다.82) 이 독자들이 문화적 소수자나 그들의 지인이 겪는 고통에 측은
지심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
다. 상호문화교육의 용어로 말하자면, 이는 다문화 상황에 대한 감수성과

81) 사회심리학에서는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주체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출구를 찾는다는 보고가 있다(C. D. Batson et al., 1987). 이에 비추어 볼 때 아
래의 감상 방식이 보여주는 반응도 그러한 회피 방식일 가능성이 있다.
82) 뱃손 등(C. D. Batson et al., 1987)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상황을 다만 개인적인
고통으로 받아들이게 된 사람들은 자기중심적 사유를 통해 그것을 회피하려는 반응
을 보인다. 인물의 고통을 보는 행위 자체를 고통스럽고 불편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이는 타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는 거리가 멀다.

- 185 -

민감성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깨닫게 할 필요도 있다.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T. W. Adorno and M. Horkheimer, 김유동
역, 2001:283)는 “주체의 내면적 깊이란 자아에 의해 지각된 외부 세계가
유연하고 풍성하다는 것 이외의 다른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
였다. 그런 점에서 독자가 다문화 소설의 문화적 갈등을 입체적으로 인식
하는 행위는 각각의 감정과 느낌이 어디에서 연유하고 있는지를 분석적으
로 고찰하는 것과 상호 연관되어 있다. 문화적 갈등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나 사회적인 이유에서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화와도 관련이 있다. 세
계화는 이촌향도 현상의 경계를 허물어트림으로써 세계 곳곳의 문화적 다
양성과 혼종성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 소설에 재현된 갈등 체험 수준의 목표를 독
자가 문제 상황의 토대와 인물 행동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그것
을 명시적으로 따져보는 태도 함양을 강조하는 수준에서 설계한다. 현재
사회의 문화적 갈등이 어떠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발생한 것인지를 세심
하게 들여다보고, 기존의 사회적 관념과 현실 상황 사이에 얼마나 큰 틈
새가 있는지를 자각하여, 새로운 사유 방식의 필요성에 통감할 필요가 있
는 것이다.83) 또한 학생들의 역량이 허락한다면, 문화적 다양성이 발생한
과정과 이유를 신자유주의에 따른 세계화와 더불어 살펴보도록 하여 문화
적 갈등에 대한 체험의 수준을 높이고 그에 대한 학습자들의 사유를 확장
하도록 이끄는 것도 좋을 것이다. 사회적 구조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문
화적 갈등에 도입한다면,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함께 고찰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다문화 소설에 재현된 갈등 체험 수준의 목
표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83) 이는 몰렌하우어(K. Mollenhauer, 정창호 역, 2005:181)가 인간 교육의 본질적이
라고 말한 “적응(Akkomodation)”의 교육적 실천 형태로서도 의미와 가치를 지닌
다. 몰렌하우어의 ‘적응’은 ‘동화(Akkonodation)’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그는 동화란
‘이미 획득한 인식 구조를 가지고 새로운 경험을 그 틀 속에 맞추어 넣는, 또는 맞
추어 넣게 만드는 과정’을 의미하지만 적응은, “그 과정이 난관에 부딪히거나 하는
계기로 인하여 기존의 인식 구조를 새로운 경험에 맞추어 재구성하거나 변화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런 점에서 몰렌하우어의 적응이란 미래를 도모
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마주한 현실에 대한 세심한 인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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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측면의 목표: 소설에 재현된 문화적 갈등을 사회·문화·경제적
인 맥락에서 진행되는 세계화와 관련지어서 설명할 수 있다.
- ‘공감’ 측면의 목표: 소설에 재현된 문화적 갈등과 인물의 고통이 민족
중심주의적 사고나 서구중심주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문화적 타
자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다.

2) 문화적 중층성 분석을 통한 상호문화적 인식의 활성화
다문화 소설의 독자는 다문화 소설의 서사적 소통 위계를 고찰하며 자
신의 상호문화적 인식을 활성화할 수 있다. 독자는 다문화 소설을 작가가
감식한 아비투스의 반영물이자 문화적 헤게모니에 대한 반응이라고 인식
할 필요도 있었다. 소설은 서술자와 인물의 구도를 통해 기존의 헤게모니
를 재생산할 수도 있고, 대항 헤게모니적인 의미규칙을 생산해 낼 수도
있으며, 새로운 조합 또는 타협의 산물을 제시할 수도 있다. 다문화 소설
을 읽은 독자는 다문화의 구성요소를 화두로 문화적 헤게모니에 대한 담
론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문화적 관점이 드러나는 감상 내용
을 메타적 비평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자기 자신의 문화적 감각을 정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독자가 다문화 소설의 독서 과정에서 발생한 감정과 사고들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자신이 느낀 감정이 정확히 어떤 목소리와 태도에 대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문화 소설은 문화적 요
소가 중층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문학 작품이다. 따라서 독자는 하나의
장면 속에도 서로 다른 시선들이 중첩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하며
작품을 읽어 나가야 한다. 그것은 인물의 것인 동시에 인물을 제시하는
서술자의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분은 독자가 다문화 소설 속
의 서술자나 인물에 대한 신뢰도를 결정짓는 데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
서, 다문화 소설의 독자는 작품에 대한 자신의 이해와 감각을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문제 삼은 그 지점이 누구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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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에 대한 것인지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말하는
목소리를 신뢰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집단A-중국-토론] 라: 어쨌든 학생 비자로 와서 취업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
인 일이고 그게 불법인 것이 사실을 말하자면 학생 비자로 들어와서 세금을 안
내는 거잖아요. 자기가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고 그거를 본국으로
가지고가는 것도 이거는 분명히 있는 일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거에 대
해서 우리가 안됐다, 이런 생각들을 이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이 가질 필요가 없
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이 그냥 이 소설이 너무 싫었어요.

가령, 위에 제시한 ‘라’의 발언은 다소 복합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그
의 비판은 ‘학생 비자로 와서 취업을’ 한 소설 속의 인물을 향하고 있는
동시에, ‘이 소설’ 자체를 향하고 있다. 인물에 대한 비판의식이 소설에
대한 호감도와 결속되어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이거에 대해 우리가 안 됐다, 이런 생각을 이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이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을 분석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설의 어느 지점으로부터 소설이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느끼라고 이야기
한다고 느꼈는지를 밝히고, 소설이 독자에게 그러한 감정을 가지라고 이
야기하고 있다고 판단한 이유를 설명하여, 자신이 소설로부터 느낀 ‘싫’은
감정이 실제로 항하고 있는 방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위의 자료에서 독자가 밝힌 싫은 감정이란, 인물의 비윤리적인 행동으
로 인하여 발생할 것일 수도 있고, 내포 작가가 인물의 윤리성에 상관없
이 가해지는 연민의 시선을 가졌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만약에 인물이 비윤리적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서술자나 내포 작
가가 그것을 어떻게 구조화하고 있는지를 정리해서 해당 인물에 대한 신
뢰도를 함께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작품 또한 그것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감정이 독자가 추론한 내포 작가의
시선에 대한 반응이라면, 독자는 자신이 내포 작가를 왜 그렇게 추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내포 작가는 실제 작가이기
보다는 독자가 구성해 낸 추상적인 대상이므로, 독자 자신의 관점과 상념

- 188 -

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문화 소설에 대한 감정은
다문화적 상황과 인물에 대한 감정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독
자가 받은 느낌이 어떤 위치의 어떤 태도로 인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
는 활동은 상호문화적 인식을 확장시켜줄 것이다.
한편, 이 연구의 Ⅱ장에서는 상호문화적 역량은 타자를 바라보는 주체
의 관념과 감각, 그리고 인지 방식에 대한 성찰적 자세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별-외-모두-12]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소설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해 각성하고 모순
된 태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활동이 관찰될 것이다.
[개별-외-모두-12] 소설을 읽으면서 흥미로웠던 점은 주인공이 편견을 가지고 있
었다는 점이다. 주인공은 인도 친구에게 (중략) 생각해 보니 나도 주인공과 같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서로 말이 잘 통하지 않으면서도 사귀는 커플들을
옛날에 간혹 봤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중략) 지금도 그런 커플을 보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그 때와 비슷
하게 의문을 품게 될 것 같다. 그런데 나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주인공은 외국인
에게 편견을 가진 사람이라고 안 좋게 평가를 내렸다. 나도 주인공과 비슷한 편
견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식하면서도 그 편견을 버리지 못한 나, 앞으로 어떤 시
선으로 내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을 바라보아야 할까?

이는 문학 작품이 상호문화 활동에 갖는 가치와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
이기도 하였는데, 교육의 장에서 문학이 다루어지는 방식은 사실, 작품에
대한 핍진한 이해를 통한 ‘자기’의 인식이기 때문이다(W. J. Slatoff,
1970:163-168). 그러므로 다문화 소설에 대한 상호문화교육은 소설을 읽
는 독자의 경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소설의 서술이나 인물에게
공감을 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소설에 대한 주체의 경험으로
서 주목되어야 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다문화 소설의 감상 경험은, 다문화적 상황과 그 안에서
불거질 수 있는 인간 문제에 대한 학습자 자신의 감각과 인식 방법, 그리
고 그에 자극받는 관념들을 돌아보는 계기로 활용되어야 한다. 학습자들
이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구축된 문화적 헤게모니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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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타자에 대한 관념적 경계를 허물거나 재정비하여 상호 협력적인 의
사소통에 가해지는 인식적이고 심리적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소설에 대한 반응이 독자 자신이 속박되어 있는 헤게모니에
대한 성찰과 반성으로 이어진다면, 다문화 소설의 감상 경험은 상호문화
적 역량을 강화하는 힘을 갖추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검토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독자가 자신의 해석이 가해지
고 있는 위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적으로 검토하고, 그 구도
에 따라 자신의 해석을 메타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자신이 속박되어 있는
헤게모니를 성찰해 보도록 이끌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다문화 소
설의 문화성 중첩 구조 이해 수준의 목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 ‘해석’ 측면의 목표: 다문화 소설은 서사적 소통 구조에 따라 인물과 서
술자 그리고 내포 작가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문화적 중층성을 분석하
고, 이에 따라 서술자가 문제시하는 문화적 헤게모니와 서술자가 강화
하고 있는 문화적 헤게모니를 도출할 수 있다.
- ‘자기지식’ 측면의 목표: 다문화 소설의 생산과 향유 과정에는 문화적
헤게모니가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다문화 소설에 대한 자신의 감
상을 메타 비평함으로써 자신의 문화적 위치와 관점에 대해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다.

3) 해석 소통을 통한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의 발달
상호문화교육에서는 주체가 자신의 문화적 위치를 돌아보고, 그 위치를
장악하고 있는 문화적 헤게모니와 아비투스적 감각들을 점검하는 것을 중
요하게 생각한다. 근대사적으로 구성된 문화적 헤게모니와 그 헤게모니에
따라 구축되었던 감각들이 타자 혐오의 심리적 토대가 되어 왔기 때문이
다. 이 관점에 따르면 자기중심적 헤게모니에 대한 비판과 성찰이 타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으로 연결되어, 타자에 대한 협력적이며 공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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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태도의 기반이 될 수 있다(J. Keast, 2007).
그런데 이 연구에서 수집한 개별 감상 자료 중에는 앞에서 살펴본 [개
별-외-모두-12]처럼 자신의 비판의식이 인지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진정성
을 지닌 것인지에 대해서 메타적으로 점검하는 감상문이 매우 드물었다.
비판의 대상에서 자기 자신은 제외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감상
문에서 관찰되는 감상 방식은 주로, 갈등의 원인이 된 요소들을 추출하여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학습자들이 자신의 감상을 나누며 관점을 견주어 보게 되는 토
론에서는 토론에 참여한 학습자들끼리 서로의 감상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자신의 감상 결과를 돌아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집단B-그곳-사후-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다
문화 소설에 대한 토론에서 얻은 관점을 자신이 속한 사회와 관련시켜 보
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었다.
[집단B-그곳-사후-라] 타자성과 타자성의 만남은 ‘이런 만남도 있구나’, ‘이런 생
활 모습도 있겠지’로 읽혔는데 토론 이후에는 ‘왜 하필 이런 만남을 설정했을까’.
‘조선족이 아닌 러시아인, 필리핀인은 어울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다. 필리핀
사람과의 만남이라면 따갈로그어나 영어 테이프로 시작하고 끝을 맺었을 것이다.
‘명화’가 미국 사람이었다면? 일본 사람이었다면? 소위 선진국에서 온 ‘명화’는
왠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제기가 항상 자기 검토의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다른 사람의 질문을 일종의 ‘공격’으로 인식하고는 자신의 견해
를 옹호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말하기를 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이
러한 문제는 대상 문화성에 대한 인식이 섬세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
우에는 더욱 심각하게 발생하였다. 가령 [집단A-죽은-토론]에서는 ‘이슬
람’에 다양한 교파가 있고, 각각의 교파마다 다른 입장을 지니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문화적 습관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참여자가 그것들
을 안일하게 연결 지으며 일반화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참여
자가 ‘이슬람’을 이렇게 일반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멀리서 보았을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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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보이더라도 그 안에는 섬세한 분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
고, 문화성이란 담론적적이며 역동적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
다. 이처럼 문화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는 문화성의 한 부분을 전체로 확
산시켜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집단A-죽은-토론] 다: 유럽에서도 서유럽 동유럽 그쪽에 이제는 동부 유럽까지
이슬람 국가 사람들이 이주 정책을 들여서 이렇게 해서 계속 들어오고 그 사람
들이 들어와서 계속 말썽을 피우니까 그 열려있는 메르켈 총리마저도 어느 정도
압박과 제재를 (중략) IS 문제도 있고 그 사람들 자꾸 히잡을 쓰고 부르카를 쓰
고 이러는 것도 한국에서 저는 그것도 솔직히 좀 불쾌했어요. 뭔가 왜 우리나라
에 와서 자기들이 문화를 하지 그럼 우리나라 안 오면 되잖아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 마: 그건 실제 사례에 대해서 기사를 보신 거 에요? 방금 히잡. /
다: 아니 그냥 많이 쓰이잖아요. **대(소속학교_인용자)에서도 많잖아요. / 마:
저는 그냥, 히잡 정도는 저희한테 별 위협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IS는 다른
문제지만. / 다: 아니 저는 근데 불쾌했어요. / 마: 그게 왜요? 미국에서 한인들
도 모여 살면서 지들까지 뭐 하잖아요. / 다: 그것도 불쾌해요. 그럴 거면 왜 왔
어 / 라: ‘다’ 말은 그거 같아요. 히잡이 상징하는 게 나는 너네 구역에 있어도
내 거를 지킬 거고 너희들에게 쉽게 동화되지 않을 거야. / 다: 그런 의미로 제
가 받아들인 것 같아요. / 마: 뭐 한국에도 여러 가지 종교가 있고 다들 그러잖
아요. (중략) // 다: 어쨌든 그런 저희 한국에서도 배경이 있잖아요. 종교가 발생
된 배경이 있고 그런 종교들이 계속 와가지고 지금에 이르게 된 건데 저희랑 전
혀 관련 없는 종교가 갑자기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슬람교는.

반면, 국적이나 민족적 출신이 다양했던 집단B에서는 위와 같은 집단화
가 상대적으로 덜 발생하였다. 하지만 [집단B-모두-토론]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토론 집단 참여자들이 갖추지 못한 문화성에 대해서는 [집단
A-모두-토론]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참
여자들에게 타자적인 문화성에 대해서는 섬세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그것
을 단순화하거나 외면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집단B의 참
여자들이 다른 토론에서 소수적인 문화성을 지닌 인물에 대해 편견 어린
발언을 삼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문화성을 지닌 사람이 토론 집단 내
에 있다는 점을 의식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의 동료로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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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문화적 타자를 의식하고 그에 따라 그에 대한 자신의 편견이나 고
정관념을 돌아보면서 발언을 통제했다는 추론이 가능한 것이다.
[집단A-모두-토론] 라: 우리는 약간 그렇기는 하지만 인도인은 막 우리를 무시한
대요. / 마: 왜요? / 라: …(전략)… 자기네들 자부심도 되게 강하고 나라도 좋다
고 생각하니까 / 가: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인도 사람들이 기본적인 카스트제도
가 아직 있잖아요. 계급에 대한 의식이 있어서 (중략) 실제로 제가 만난 인도 사
람들 중에 굉장히 무례한 사람들 몇몇 봤거든요.
[집단B-모두-토론] 마: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느낀 게 인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
면은 여기가 어떤 거로 생각이 나죠? 플루트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피아노잖아요. 서로 맞지 않는 이런 것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 라: 인도인 하면
그거죠. 피리, 코브라 그런 거 코끼리 위에.

하지만 이는 한시적인 상황에서만 유효한 상호문화적인 태도라는 점에
서 참여자들의 내면에 작용되고 정신 능력을 고양시킨 본질적인 교육 효
과로서 이해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아래의 토론들로부터 미루어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어느 집단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인도’라는 문화성에
대해서는 참여자들이 다시 자신의 고정관념과 편견의 시선을 다시 무비판
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토론 집단도 모든 문화성을 아우
르는 형태로 구성될 수는 없다. 따라서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
에서는 학습자들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성’도 섬세하고 인식하고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함양하도록 해야 한다.
이해 중심 교육과정에 따르면 객관적인 시선은 자신의 감각에 대한 회
의와 거리두기를 전제로 하며, 다른 시선들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과 이해
를 통해 형성된다. 따라서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에서는 첫째,
학습자들이 다른 문화적 위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둘째, 다른 문화적
위치에서 형성되는 관점의 논리 구조를 이해하려고 하며, 셋째, 각각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상호 절충함으로써 문화적 문제에 대한 통찰
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Ⅱ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속적 비
평에서는 상이한 문화적 위치를 염두에 두고 작품을 읽으며 그 결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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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 비평의 대상들을 아울러 볼 독서 방식으로 ‘대위법적 읽기’를 제안한
다(E. W. Said, 최영석 역, 2012:295). 대위법적 읽기는 문화적 헤게모니
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 존재의 작품인 소설에는 그것을 재해석할
공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진정한 지식인이란 자신의 집
단을 대변할 수 있으면서도 자신의 집단이 다른 집단과 전체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신념을 토대로 한 독서 방식이다. 이는
다른 문화권의 작품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화권에서 생성된 작품 또한 대
위법적 읽기를 통한 상호문화적 비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렇게 발
견된 내용들은 타자에 대한 시선을 벼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비하
는 데에도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의 세 번째 학습 목표로 상호문화적인 관점을
형성하고 그것을 실세계로 전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를
이해의 측면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관점’ 측면의 목표: 다문화 소설에 재현된 문화적 갈등이나 그와 관련
된 문화적 요소에 대한 다양한 시선들을 탐색한 후, 이를 종합하여 문
화적 요소와 갈등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형성할 수 있다.
- ‘적용’ 측면의 목표: 다문화 소설로부터 확보한 비평적 관점으로 자신의
삶의 맥락을 돌아보거나, 소설을 감상하면서 학습할 수 있었던 비평적
관점 형성 방법에 따라 실세계의 문화적 갈등이나 문화적 요소를 검토
할 수 있다.

3.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의 수행 과제
이해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들이 교육적으로 설계된 목표를 도달
하도록 이끌기 위해서 학습자들의 목표 달성을 도와줄 수행 과제를 제시
한다. 일반적으로 수행 과제는 ‘학습자들이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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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인 대상 또는 청중을 고려하며 특정
역할을 맡아서 기준에 따라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형식’(강현석·이지은,
2017:250)으로 개발된다.84) 그런데 다문화 소설을 통해 교육을 하기로 결
정한 순간, 이 연구는 수행 과제에서 다룰 ‘구체적인 대상’은 대상이 되는
소설 작품으로 확정하고 학습자가 맡을 ‘역할’은 소설의 독자로서 할 역할
들 중 하나로 특정 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각각의 목
표별로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의 수행 과제를 설계할 때, 대상
과 역할보다는 학습자의 학습 상황을 명시하고 학습자의 활동 과정과 결
과가 학습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기준들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1) 다문화 소설에 재현된 문화적 갈등의 체험
다문화 소설은 소설 담론의 질서에 따라 문화적 사건과 인물을 재현해
보이며, 독자는 소설의 서사가 실제는 아니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
야기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체험한다. 그런데 앞에서 검토한 것과 같
이, 독자의 체험은 독자 자신의 인식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인식의 한계는 독자가 자신이 잘 모르는 문화적 위치의 요소들을
잘못 이해하거나 소설의 서사적 장치를 간과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는 다
문화 소설의 감상이 상호문화적 통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적으로
학습자들이 자신의 인식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것
을 시사한다.

(1) 문화적 갈등의 중층 구조 설명하기
84) 수행 과제를 설계할 때 많이 사용되는 도구틀인 GRASPS는 목표, 역할, 청중, 상
황, 수행, 기준의 앞자를 모아놓은 것으로 수행 과제가 요구하는 요소들을 목록화한
것에 해당한다. 수행 과제가 반드시 이 요소들을 안내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도구틀은 수행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생각해보아야 할 요소들을 명시적으로 드
러낸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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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행 과제
이 연구에서는 이론적 검토를 통해서나 학습자의 감상 자료의 분석 결
과를 통해서, 학습자들의 인식의 한계란 다음의 활동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나는 학습자가 소설 속 갈등과 유사한 자신의
경험을 동원하여 소설의 갈등 구조를 분석할 수 있었을 때이고, 다른 하
나는 문화적 갈등을 사회적 구조에 따른 다른 갈등에 ‘접합’시켰을 때였으
며, 마지막 하나는 문화적 갈등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자료들을 탐색하여
갈등에 대한 이해를 풍성하게 하였을 때였다. 문화적 갈등의 토대가 되는
구조들은 인물들 사이의 관계망을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해 보도록 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에 문화적 갈등의 중층적 구조 설명하기를 목표로
한 수행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목표 (Goal)
당신의 과제는 소설의 문화적 갈등의 토대를 분석하고, 인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관계 구조를 도출하는 것이다.
역할 (Role)
소설에 재현된 사건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인 것처럼 읽고,
그 토대가 되는 사회, 경제, 문화적 구조를 분석하여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탐색한 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물이 해야 할 행동을 모색한다.
청중/대상 (Audience)
당신은 작중인물에게 조언을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과제를 수행한다.
실제로 이 수행의 결과물은 이 소설을 읽은 다른 독자와 나누어 볼 수 있다.
상황 (Situation)
이 과제는 다문화 현상이 발생하게 된 사회적, 경제적 흐름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한다. 문화적 갈등이 발생하고 심화시키는 토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갈등의 당사자들이 당위적이라고 생각하는 생각들과 현재의 한국 사회의 구조
사이의 모순을 발견하고, 이 모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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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Performance)
당신은 이 소설의 문화적 갈등이 발생한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다문화 현상이 발생하게 된 사회적, 경제적 토대를 세계화와 더불어 볼 것이다.
또한 문화적 갈등을 가진 사람들이 인간 대 인간으로 맺고 있는 관계의 형식도
함께 아울러 생각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당신은 우리 사회 내에 있는 다양한
문화성들에 대한 자료를 탐색하거나, 우리 사회의 구조에 대한 지식을 소설에
접목시켜 보거나, 문화적 갈등과 관련이 있는 자신의 경험을 동원할 수 있다.
기준 (Standards)
당신의 수행은 소설에 제시된 문장을 가장 핵심적인 근거로 삼아야 한다.
당신의 분석 결과는 동원한 자료가 소설의 갈등 상황에 합당한 것인지,
분석의 초점이 동원한 자료가 아닌 소설에 맞춰져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표 8. 문화적 갈등의 중층 구조 파악을 위한 수행 과제

② 교수·학습 지침
이 연구에서 분석한 학습자의 감상 자료에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과도하게 동원하였거나, 문화적 갈등에 접합시킨 다른 갈등에 대한 감정
에 휩쓸려 버리는 경우, 또는 거짓 정보를 양자 관계적 자료로서 동원한
경우에는 독자가 소설에 재현된 사건을 벗어나서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ㄱ. 양자관계를 탐색하는 경우

소설의 인물 관계와 인물이 처한 구조를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도록 이끄
는 것은 독자가 그 문제에 대해서 세속적으로 생각해보게 이끈다는 점에
서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
설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소설의 서사를 뒷받침하고 있는 요소들, 사이드
(E. W. Said, 1983)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양자관계’적 요소들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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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한다. 양자관계적 요소에 대한 오해나 양자관
계적 요소에 대한 무지는 독자가 소설을 읽으면서 그 안에 재현된 사태를
구체적으로 상상해내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은 독자가 소설 속 사태를 오
인하거나 인물을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수집한 감상 자료에서는 양자관계에 대한 무지가 소설의
감상을 제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
는 [집단A-중국-토론]이다. 이 토론의 참여자들은 초점인물인 ‘쓰엉’이
‘불법 체류자’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소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
였다. 그런데 이 토론의 참여자들은 ‘불법 체류’ 개념에 내재된 문제와 그
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였다. 그래서 이들은 ‘불법 체류
자’라는 용어의 문면적인 의미를 통해 인물을 판단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불법’이라는 단어가 풍기는 범법자라는 이미지에 휘둘려 버렸다.85) ‘브로
커’에게 인도 비용을 지불하고 한국에 왔으면서도, 합법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학생들의 고통을 분석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는 양자관계적 요소
에 대한 무지가 소설의 감상을 방해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집단A-중국-토론] 라: 외국인 노동자랑 불법 체류자는 다른 거죠. 진짜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가 지금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는 것에
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그런데 불법 체류자는 좀 다르지 않나 / 나: 외국
인 노동자 체류도 있어요? / 라: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거 / 마: 그런
데 그 부분이 왜 어려운 거예요. / 라: 그걸 잘 모르겠는데 / 라: 우리가 외국을
갈 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신분 보장 이런 거를 해야 하잖아. (중략) / 마: 증
명을 못 하는 그 사람들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던 거잖아요. 할 수 있었으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적법한 노동자로 했을 텐데 그게 그 부분을 약간 건드려
85)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불법 체류자”라는 용어의 사용을 자제하자는 담론이 형성
되어 있다. “불법 체류자”라는 행정적 상태는 다만 개인의 위법한 행동의 결과로
인해서만 놓일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외국인의 체류 상태가 법의 허용 범위를 넘
어서게 되는 상황이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위의 토론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불법 체류자”라는 명명법은 마치 그 상태에 놓인 사람이 어떤 범법 행위를 저질렀
기 때문에 그 상황에 놓인 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 따라서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그동안 “불법 체류자”라고 불려온 이 상태를 통칭하는 개념어로는 “서류 미비자
(undocumented persons)”를 사용하고, 그 중에서도 “취업하고 있는 사람과 구직
활동 중에 있는 사람은 ”미등록 노동자(undocumented worker)“로 부르는 방식을
대안으로 사용하고 있다(설동훈, 2001: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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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 같아요. 개개인을 욕하기 보다는 그 사람들이 왜 비자 못 받고 이런 불
법적인 루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 라: 비자를 못 받는 것은 ㅎㅎㅎ / 바:
너무 어려운데? / 라: 비자를 못 받는 거는 비자를 못 받을 만하니까, 그 사람들
사정이 있으니까, 못 받을 사람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한편, 이 연구의 감상 자료에서는 양자관계적 요소에 대한 잘못된 정보
가 소설의 감상을 방해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보여주는 사
례는 [집단B-그곳-토론]이다. 이 토론의 ‘라’ 참여자는 잘못된 자료를 검
색한 탓에 이 소설의 배경 시대가 1970년대라고 오해하였다. 그러나 집단
B의 참여자들은 민족적 배경이 다양했기 때문에, 중국 국적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선지식들을 이끌어 와서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에 대
한 인식을 교정해 줄 수 있었다.
[집단B-그곳-토론] 라: 만약에 ‘명화’가 조선족이 아니었다면, 한국인이었다
면……. 1970년대였으면 배경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중략) 굳이 조선족
이란 것을 부각하지 않아도 보상 못 받지 않았을까 // 바: 근데 이게 어떻게 70
년대라고 상상해 볼 수 있는지……? / 라: 찾았어요, 제가 아까. 몰라가지고. /
바: (소설을 들척이며) 어? / 라: 아니, 인터넷에서요. / 가: 아…, 다른 자료
를…. 제가 표지에서 봤는데 쓰인 건 2009년이죠. 근데 아까 택시 빌리는 돈이
이십 만원이라고 했는데 70년대라면 금액이 안 맞을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70
년대에 조선족이 그렇게 쉽게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은… / 나: 저도 인
터넷 자료가 문제인 것 같아요. 70년대가 아니라 2000년대 소설이죠. / 라: 배
경을 알고 싶어서 찾았는데 70년대라고 나온 것밖에는 못 찾아서 / 나: 그건 불
가능할 수밖에 // 나와 바: (거의 동시에) 한중수교가 92년쯤이죠.

이 경험은 B-라 참여자의 상호문화적 행동력을 고무시키는 데 일조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이후부터 이 참여자는 소설의 내적 구성요소 중에
서 자신이 잘 모르는 것이 있거나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이 드
는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집단B-그곳-토론] 라: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는 내가 70년대라고 조사를 했는데
잘못 조사한 것이었다.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수교인 한중수교가 1992년
8월 24일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이후에 조선족이 들어왔을 것이다. 시대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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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2000년대 초로 생각해보면, 지금 2017년인데도 조선족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슬프다.

소설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회의하며 실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자료
를 검색하고, 자신이 검색한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인하는 태도를
갖추게 된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듀이가 언급하였던 반성적 사고와 태도
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요약하자면 이 연구는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의 내용으로,
학습자들이 소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소설 속 문화적 요소나
상호문화적 갈등과 관련된 공신력 있는 자료들을 탐색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한다. 이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문화적 관점과 사고방식을 점검하도록
도울 것이다. 또한, 상호문화적 갈등 국면이 인식적 오류로 인해 발생하
였거나 심화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내면화하여, 갈등을 심화시키는 생
각들을 점검하고 비판적으로 사유하려는 태도를 내면화시킬 것이다.
ㄴ. 선지식을 동원하는 경우

이 연구에서 수집한 감상 자료들은, 문화적 갈등 체험의 진정성과 문화
적 다양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
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문화적 갈등이나 상호문화적 관계를 외면하게 만
드는 사유 중 하나로서, 문화적 갈등 국면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현상이 있었다는 것도 확인했다. 이는 학습자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
하고 그 갈등을 진지하게 사유해 보기 위해서는, 현대 사회의 구조적 토
대들이 각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해시킬 필
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에
서는 학습자들이 다문화 소설의 갈등 구조를 현대 사회의 구성적 토대와
더불어 생각해 봄으로써, 거시적인 맥락에서 그 양상을 생각해보게 이끄
는 교육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의 양상들은 사회적인 정황들과 흐름들이 융합하
면서 만들어내는 많은 접합들 사이에서 제각기 다른 ‘심급’들로부터 촉발

- 200 -

된다. ‘과잉 결정(surdétermination)’의 구도는 개인들의 선택과 결정이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문화적 갈등을 사회적 태도들의 중첩 구조나 과잉 결정과 관련을 짓는 일
은, 독자가 현대 사회가 문화적으로 다양해지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돕는다. 그리고 이는, 문화적 갈등이란 우리 시대의 당면 과제로
서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의 전제가 될
수 있다.
가령 우리 사회의 경제적 구조에 대한 이해는 한국인 택시운전사인 ‘용
대’와 기사식당의 중국 조선족 직원인 ‘명화’가 만나서 연애하는 상황을
충분히 있을 법한 일로서 인식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돕는다. 신자유주
의에 따른 경제적 세계화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국적과 상관없이 새로
운 지역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의 많은 대학이 원어민 교
수를 채용하는 현상에 대한 인식은, ‘나’가 베트남 대학에서 강의하는 친
구를 만나러 갈 수도 있고 그곳에서 만난 여성과 연애하고 결혼할 수 있
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쉽게 한다. 국제적 교류가 빈번한 현대 사회에서
는, 국제결혼이 유난히 특별할 사건이기 어렵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
문이다.
한편, 소설에 재현된 문화적 갈등들은 인물들 사이의 갈등이 다만 문화
성 차이로부터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독자가 사
회의 구조적 토대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이끈다. 가령 ‘쑤안’이
‘나’의 ‘어머니’로부터 받는 시선과 간섭의 문제는 한국인 가정에서 며느
리가 갖는 사회적 위치와 고부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든다.
또한 어학원의 유학생으로 입국해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사는 ‘쓰엉’의
모습은 국내법상으로 ‘쓰엉’이 처한 위치가 충분히 발생 가능한가를 고찰
하고, 노동자들이 사회적 안전망을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
치가 필요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도록 한다.
따라서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문화적 갈
등을 여러 각도에서 조망하여, 문화적 헤게모니와 문화적 갈등 사이의 관
계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토대와 문화적 갈등 사이의 관계도 함께 생
각해 보도록 만들 교육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문화적 갈등이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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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구축되어 있는 구조적 모순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인식하게 해
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내용은 학습자들이 문화적 갈등이란 다만
이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전체 사회의 구조틀과 더
불어 성찰하고 고민하도록 도울 것이다.
덧붙여, 이 연구에서 수집된 감상 자료들로부터는 사회적 토대에 대한
학습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나 편견이 소설의 핍진한 사건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경제력 우위의 사고를 가진 학습자가 문화적 소
수자의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소설을 외면해 버린다든지, 가정폭력에 대
한 문제의식이 강한 학습자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한 인물의 사정
은 이해할 필요도 없다는 식의 생각을 하는 모습이 관찰된 것이다. 이는
소설의 문화적 갈등이 접합되어야 할 사회의 구조에 대한 섬세하지 못한
사고가 다문화 소설의 감상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를 통
제하기 위한 교육적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문화적
갈등을 사회의 구조적 토대와 접합하여 사고하도록 이끌 때에, 교육자가
학습자들의 활동 목적을 분명히 안내하여야 한다는 것을 교육적 지침으로
제시한다. 소설의 사건과 인물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다문화 소설의 감상에서 독자가 사회적 구조에 대한 자신의 선
지식을 이끌어오는 것은 분명 교육적인 효용성이 있다. 사회 내의 모순된
구조에 대한 인식을 이끌어 와서 소설의 문화적 갈등을 공동체의 문제로
서 조망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활동은 사회 내의
모순을 이끌어 오는 과정에서 그 모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감정
이나 상념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이는 독자가 소설의
핍진하고 구체적인 맥락을 벗어나지 않도록 도움으로써, 선지식을 동원하
더라도 문화적 갈등에 대한 사유가 지속적으로 구체적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ㄷ. 개인적인 경험을 동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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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갈등의 경험이 있는 독자들은 다문화 소설의 감상 과정에서 자
신의 경험을 개입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개인의 경험은 항상 성공
적인 소설 감상 결과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었다. 일부 독자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경험을 비계로 삼아서 다문화 소설의 문화적 갈등이나 인물의 처
지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지만, 일부 독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하여 소설을 외면하거나 소설의 의미를 축소시켜 버렸기 때문이
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
다. 하나는 감상에 도입된 소설의 사건은 독자가 경험한 사건과 완전히
일치되기 어려운데, 때로는 독자들은 이를 동일한 사건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독자가 이끌어온 문화적 갈등의 경험이 경제 문
제와 관련되어 있을 때에, 소설에 경제 문제가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갈등의 원인으로 경제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이는 표면적으
로는 유사해 보이는 문화적 갈등이라도, 구체적인 맥락에서 검토해보면
그 발생 맥락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 행동이므로 교육적으
로 교정되어야 한다.
문화적 갈등을 그 자체의 구조 안에서 섬세하고 분석하지 못하고 자신
이 이미 가지고 있는 사고틀 안에 밀어 넣는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독자가 사건이 발생하고 심화되게 된 구체적인 원인들을 세세히 살펴보면
서 그 사건만의 독자적인 결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 거시적인 맥락
에서 문화적 갈등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사회적 토대를 검토하는 것과는
별도로, 이 사건에서는 각각의 요소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으며 어느 정
도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따져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개인의 경험은 그의 사회관과 문화관에 따라 다르
게 기억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가 이끌어온 경험은 이
미 그의 관점에 따라 해석되어 저장된 것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
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에서는 독자가 자신의 경험을 이끌어 올 때,
그것이 이미 문화적 헤게모니를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도
록 교육해야 한다. 이는 자신의 경험을 중립적이라고 생각하거나 일반적
인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도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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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연구의 분석 자료들에서는, 참여자들이 개별적으로 이끌어온
경험의 적합성과 동원 가치가 감상 토론이라는 형식 안에서 검토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는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문화적 위치가 다양한 정체성적 요소에 대해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령 집단A의 경우에는 주로 성별에 따른 관점의
차이나 혼인 경험에 따른 관점의 차이는 발견되었지만 민족성에 따른 관
점에 차이는 논의되지 않았다. 이는 민족적 입장이나 위치에 따른 관점의
차이가 활발하게 토론된 집단B와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두 집단의 토론 양상은, 문화적 위치에 따라서 학습자들이 동원하는 정
보가 상이할 때의 가치를 드러낸다. 문화적 위치가 확실하게 다른 사람들
은 그 지점과 관련해서는 상이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알
수 있는 정보가 다른 경우도 많았던 것이다. 이는 토론 구성에 있어서 학
습자들이 검토해 볼 수 있는 문화적 입장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학습자
들이 정보를 풍성하게 살펴볼 수 있고, 이는 서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입
체화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자신과는 다른 입장에 처한 사람의 의견
을 탐색하거나 경청함으로써, 문화적 사태에 대한 지식을 다양화하여 인
지적 이해 능력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결과가 집단적 소속이 같은 사람은 사건에 동원하는 문화
적 감각과 정보가 같다는 방식으로 비약되어서는 안 된다. 집단 내에서
개인들은 다시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문화적 위치가 같다고 해서 문화적
갈등을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문화적 위치란 특
정한 하나의 요소만으로 구별되는 것도 아니기도 하다. 따라서 다문화 소
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에서는, 집단과 개인이 상호 유기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안내하여 독자들이 개인을 집단적 소속지에 따라
단정짓지 않아야 한다는 교육 내용을 함께 제시할 필요도 있다.

(2) 문화적 헤게모니에 억압된 인물에게 공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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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행 과제
독자들은 다문화 소설을 체험하며 문화적 갈등을 발생시키고 심화시키
는 문화적 헤게모니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생각한다. 그
런데 앞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일부 독자들의 경우에는 문화적 헤게모니
를 사회적 사실로 대하면서 문화적 헤게모니 때문에 고통을 감수해야 하
는 인물들을 외면하기도 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공감 측면의 수행 과
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목표 (Goal)
당신의 과제는 문화적 헤게모니에 억압을 받고 있는 인물들에게 공감하는
것이다. 이 활동의 초점은 자신과는 다른 문화적 위치에 있는 사람, 즉 문화적
타자에 대한 공감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역할 (Role)
당신은 마치 작중 인물의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가처럼, 소설 속 인물들의
입장과 처지, 감정의 구조와 흐름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청중/대상 (Audience)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당신은 인물이 어렵게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과
심정을 털어놓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을 접어두고 인물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에 집중하도록 도와 줄 것이다. 실제로 당신의 수행 결과는 이
소설을 읽은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있으며, 결과를 공유할 독자의 문화적
정체성은 당신과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상황 (Situation)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게 되는 맥락은 소설 속 인물들이 각자 자신이
내면화한 아비투스적 감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이다.
아비투스적 감각은 자신이 사회화한 곳의 문화적 헤게모니로부터 생성되며,
문화적 타자에 대한 경계심이 생성되거나, 주체가 문화적 타자와 자유롭게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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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Performance)
당신은 자신과 다른 입장에 공감하기 위해서 그 인물의 언행이 기반하고 있는
사고방식을 검토하고, 소설 속에서 그 사고에 따른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또한 그 인물이 어떻게 해서 그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혔는지에 대해서 숙고하고, 문화적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모색하게 될 것이다.
기준 (Standards)
이 행동을 하면서 당신은 자연스럽게 실제 자신이 처하고 있는 문화적 위치에
놓인 사람에게 끌릴 수 있다. 그러나 그 유혹을 떨치고 다른 문화적 위치에
놓인 사람의 사고방식과 언행에 몰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제는 당신이
자신을 다른 문화적 입장에 놓을 때에 제대로 수행될 수 있다.
표 9. 문화적 헤게모니에 억압된 인물에 공감하기 위한 수행 과제

② 교수·학습 지침
다문화 소설의 감상이 상호문화교육적 효용성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독
자가 문화적 헤게모니와 개인의 관계를 알고 문화적 갈등에 대한 비판의
식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학습자들이 문화적 헤게모니의 폭력성
과 유동성을 알고 문화적 갈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인물에게 공감하기 위
한 수행 과제의 교수·학습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ㄱ. 문화적 헤게모니의 폭력성 검토
문화적 혼종성이 나날이 심화되는 현대의 사회 구조와 더불어 생각해
볼 때, 개인을 그의 출신 민족에 비추어 이해하려는 태도나, 민족의 경계
를 넘어서서 인간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판단하는 태도는 재고
되어야 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현대 사회의 공동체는 민족-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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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소설은 신자유주의에 따른 경제 구조에 따라, 이촌향도의 현상
이 국경을 넘어서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월경하는 개인들
이 증가함에 따라, 이민족끼리 결혼을 하거나 사제 관계를 형성하는 모습
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대 사회의 문화적
혼종 상태가 필연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다문화 소
설은 사람들이 아직 이러한 현상을 심리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를
지목하기도 한다. 민족에 상관없이 관계를 맺고 소통하며 화합해야 하는
현대 사회를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민족을 기준으로 공동체 의식을 발휘
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을 재현에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에서는 소설의 사건과 인물 구
성을 검토하면서, 학습자들이 현대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식하고 민족중심
주의에 따른 언행이 우리 사회의 문화적 갈등을 얼마나 심화시킬 수 있는
지 고찰해보도록 안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을 출신 집단에 따라
인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의 폭력성을 확인하거나, 개인의 출신 집
단에 대한 과잉의식으로 인하여 그 인물과의 비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
는 인물을 비판적 검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연구에서 수집한 학습자들의 자료에서는 이민족과 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문화적 갈등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개인의 인간성
과 사랑의 힘을 의심하고 비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갈등의 책
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행위는 소설에 재현된 갈등에 대한 독자의 부담을
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단의 문화적 인식이 만들어내는 갈등을 개인
의 차원으로 치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개인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집단적 인식이 야기하는 문제를 극복하는 데에
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문화 문제의 책임을 갈등 상황에
당면하고 있는 개인에게 지우는 것은 또 다른 방식의 폭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에
서는 인물의 개별적 행동에서 검토할 수 있는 문제들과 별도로, 소설에
재현되어 있는 집단적 인식의 문제점을 검토하라는 지침을 제시할 수 있
다. 이는 학습자들이 인물에게만 문화적 갈등의 책임을 부여하지 않고,
인물 개인과 그들 둘러싼 사회의 문화적 헤게모니를 함께 아울러 보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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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극복의 방안을 탐색하도록 이끌 것이다.
ㄴ. 문화적 헤게모니의 유동성 인식과 실현
다문화 소설의 갈등 구조를 분석하는 과정은 독자가 인물의 상황과 입
장에 대해서 심도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끈다. 사회적 존재로 존립
하지만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자신이 지닌 문화성을 드러내기
어려운 개인의 상황에 몰입하고, 그의 입장과 감정에 자신을 이입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현 사회에서 소수자가 지닐 수 있는 문제의식과 그가 안
고 있을 정신적 문제에 대한 첨예한 사고는, 문화성 선택을 제한받게 되
는 상황에 수반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사유하게 할 수 있
다는 가치를 지닌다.
다문화 소설의 독자는 다문화 상황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단일문화주의적인 사고가 그 실체를 인식하거나 이해하지 못하
게 만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소설 속 인물이 처한 상황은 그의 어
리석은 선택과 결정의 결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상과 괴리된
사람들의 인식으로 인해 가해지는 구속이라는 것을 생각하도록 이끈다.
가령, <그곳>은 ‘명화’가 쉬지 못하고 험한 일을 계속 하는 이유로, 실명
한 여동생을 집으로 돌려보내느라 빚을 졌다는 서사를 제시한다. 그리고
<죽은>은 ‘진봉’이 아버지가 홀로 계신 고향을 떠나 한국에서 노동해야 하
는 이유로, 촌락 공동화 현상을 제시했다. 이는 같은 조선족 노동자라도
이주의 사연은 제각기 다를 수 있으며, 노동에 임하는 태도 또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중국>의 ‘쓰엉’은 비자를 위해서 인천의 어학당에 등록했을 뿐,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거나 한국 사람들과 소통하려는 생각은 별로 없는
이주민을 재현한다. 하지만 <이미>의 ‘싱’은 한국에서 노동하는 동안만큼
이라도 공동체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조율하고 살아가려는 태도를 가진 이
주민의 모습을 재현한다. 똑같이 외국인 노동자로서 한국에 입국하였어
도, 한국어에 대한 태도나 한국인들과의 소통 자세는 제각기 다를 수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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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문화 소설은 이주를 통해 틈새적 존재가 된 인물을 제시함으로
써 단일문화주의적 사고의 폐해를 보여준다. 그들의 고통이 심화되는 원
인과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그 자리에 위치한 인물의 고통과 슬픔을 외면
하게 되는 원인이 모두 민족 중심의 공동체 주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유는 독자가 문화적 소수자의 삶에 몰입함
으로써 그들에게 감정이입해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외
면 받는 사람의 문제를 두고 그것이 소수적 상황에 있기 때문에, 또는 소
수적 문화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덮
어두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가령, 점점 유령 도시가 되어 버리고 있는 시골 소도시인 유하에서 태
어난 ‘진봉’, 가난한 가족의 장녀라는 운명으로 인하여 식솔들을 챙겨야
하는 ‘명화’, 그의 존재가 곧 ‘빛’이었던 연인과 결혼하기 위하여 타국 생
활을 결심한 ‘쑤안’의 이주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삶을 존속하기 위한 결
단에 해당한다. 이들의 결단에 대한 인간적인 이해는, 탄생한 곳에서 벗
어나기 때문에 맞이할 수 있는 곤경에 맞섰다는 이유로 ‘어리석은 행위’로
인식되는 것은 어떻게 사유되어야 할 것인가, 이주 행위가 곧 인간다운
삶에 대한 포기로 인식되는 사회적 상황은 지금의 시대에 적합한 것인가
를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
한편, 한국 사회에 생소한 문화성을 정체성적으로 지니고 있는 인물의
삶의 모습과, 고민, 선택은 공동체와 문화성의 관계를 숙고하게 이끈다.
자신의 문화성이 역사적 전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가 자신의 문화성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지를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가령, 한국에 살더라도 자신의 모국어로
자녀와 대화하고 싶어 하는 ‘쓰엉’과 명절이기 때문에 터번을 썼지만 버스
에서 욕을 들었다는 ‘싱’의 이야기는 이주의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문화성
선택과 유지의 자유는 누릴 수 없는 것인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이주한
사회에 있지 않던 문화성들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인지, 이질적인 문화
성이 유입된다는 것이 진짜로 공동체의 존속이나 발전을 위협하는지를 생
각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민은 인본주의적인 지향과 사회적 현실 사이에서 진통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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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보이며, 그렇기 때문에 상호문화적 사고는 사회의 변화와 그에 대한
개인의 적응의 문제라는 교육적 통찰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다
문화 소설의 갈등 구조에 대한 분석은 문화적 소수자의 입장에 대한 숙의
도 이끌어 올 수 있다. 소설의 갈등 상황에서 위축되는 사람이나 다른 사
람들에게 경계 대상이 되는 인물의 행동양식을 관찰하면서, 독자들은 다
른 사람이 자신의 문화성을 위협한다고 생각할 때 보여야 하는 태도는 무
엇일지 생각해 보게 된다.
‘쓰엉’은 자신의 남편이 ‘정윤’이가 자신의 모국어를 쓰는 것을 반기지
않고 거부감을 보이자 아이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떠나 버리는 매우 강력
한 저항행위를 했다. ‘진봉’은 자신에게 가해지는 편견어린 시선이 싫어서
자신을 감출 수 있는 위치로 계속 이동하는 소극적인 행동을 했다. 소설
속에서 이러한 행동들은 각기 다른 결과를 맞이하는데, 이 결과는 독자가
인물들의 행위의 상호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판단해볼 단서로서 활용될 수
있다. 그들의 행동이 현명한 것이었는지, 달리 행동할 방도는 없었던 것
인지, 더 나은 반응이 있다면 무엇일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인
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대안적 상상 과정에서, 독자들은 사회 내의 문
화적 헤게모니를 돌아볼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이는 문화적 갈등에 대한
사유가 사회적 성찰로 이어지게 도울 것이므로 교수자는 학생들이 이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집단A-타인-토론] 라: 미국 사회에서는 이 사람이 한국인의 외형을 가졌더라도
미국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공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게 공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태어난 아들이 사는 것이 좀 녹록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 시어머니가 반대한 이 결혼을 반대한 이유 중
에 하나일 것 같고 / 다: 결국 그 두 사람의 문제이긴 하지만 해결은 우리나라
사회가 짊어져야 할 과제인 거죠. / 목소리 불명: …거창하~네? / 다같이: (폭
소)

따라서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문화적 갈
등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통시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인물의 행위라는
맥락에서 무엇이 그 갈등상황을 심화시키는지를 분석하며, 대안적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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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상상을 해보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는 다문화 소설의 독서가 세속적
인 성찰과 비평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독자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행위를 고민하게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사회 상황에
견주어 보며 가장 효용성이 뛰어난 행위 방식을 고민하는 동안에 사회의
문화적 헤게모니를 견인하는 시민의 행위력에 눈을 뜨게 함으로써 상호문
화교육의 가치가 실현될 기반을 형성할 것이다.

2) 서사적 소통을 고려한 다문화 소설의 해석
(1) 서사적 소통 위계를 고려하며 다문화 소설을 해석하기
① 수행 과제
다문화 소설을 상호문화적인 관점에서 독서하기 위해서는 소설 담론의
소통 구조에 따라 목소리가 놓인 문화적 위치와 그 위치를 형상화하고 있
는 사람의 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사적 소통 구조는 독
자가 인물의 언행에서 추론해 볼 수 있는 문화적 헤게모니와 감각이 어떤
문화적 위치에서 가해진 것인지 분석하고 그 문화적 위치의 감각에 대해
서 고찰해 보도록 돕기 때문이다. 가령 <그곳>의 경우에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지닌 서술자가 부분적으로 ‘용대’라는 내포 작가의 위치에서 다른
인물을 설명하거나 그가 경험한 사건을 제시한다. 따라서 이 소설에서
‘명화’가 서술되는 방식이나 ‘명화’와 관련된 사건이 기술되는 부분을 읽
을 때는, 그것이 서술자의 관점인지 ‘용대’의 관점인지를 구분하고 ‘용대’
가 주는 영향력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소설의 서술자
는 자존감이 부족하지만 남자답기를 희망하고, ‘명화’의 사랑은 의심하지
만 그녀를 그리워하고 있는 ‘용대’이다. 따라서 독자는 서술자의 현재 상
황과 자신의 초점자와 맺고 있는 관계 양상을 고려하며 그의 문장들을 해
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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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논평이나 인물에 대해 안내하는 소설의 구
성 방식은 서술자와 인물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는 또 다른 방식이다. 따
라서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에서는 독자가 서술자의 가치판단
이나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진술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
부분은 서술자의 인지가 부조화한 부분이나 관념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
는 부분을 추적할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인물의 진술이 배열되고 구성되는 방식은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를 추론할 단서가 된다. 가령 1인칭 서술자의 진술로 전개되는 <타
인>의 경우에는 베트남에 갔다가 첫눈에 반한 아내와 결혼하겠다고 선언
했던 장면과 결혼한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 대한 가치 판단적 서술 사이에
서 부정합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결혼을 하고자 하던 시점에서 ‘나’는
아내가 베트남인이라는 이유로 제기되는 부모님의 반대를 ‘납득할 수 없’
었다. 하지만 결혼을 한 후에는 아내가 겪는 고충을 두고 ‘새삼 들먹일
게 없’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인물의 인지 부조화가 드러난 부분으로써,
이 인물이 비판의 대상이기도 해야 한다는 점을 드러낸다.
내가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집에서는 반대가 심했다. 결혼이 늦기는 했
지만 그렇다고 타민족, 특히 피부가 가무잡잡한 동남아인의 피가 섞이는 것은 있
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따위 결혼은 신부를 구하기 어려운 시골에서나 하
는 것이지, 대학에 강의까지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베트남 여자를 결혼 상대자로
맞느냐는 것이었다. 나로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한사코 반대하는 부모
님을 설득하다 못한 나는, 다시는 결혼 같은 건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 <타
인>, 83.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고도 했지만 딱 꼬집을 만한 이유는 또 무엇인
가 싶기도 했다. 이민족으로 만났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갈등이야 새삼 들먹일
게 없지 않은가. 도대체 나는 알지 못하는 이유를, 내가 알고 있다고 믿는 아내
가, 그동안 날 얼마나 야속하게 생각했을까 싶으니 더는 못 견딜 노릇이었다. <타인>, 84.

다문화 소설을 통한 소통 국면에 대한 분석적 접근 방식은, 작가와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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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문화에 대해 갖는 통념과 문화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를 내밀하게 점
검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호문화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 다문화
소설을 중심으로 소통의 구조는 특정한 문화적 위치에서 다른 문화적 위
치를 생각하고 이해하며 판단하는 방식들에 대한 위계를 제시해 주기 때
문이다. 작품이 형상화되는 방향을 중심으로 볼 때, 그것은 작가가 다른
문화적 위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며 상상하는지를 추론해 볼 수 있
게 한다. 작품이 재형상화되는 방향에서는 독자가 작가가 놓인 문화적 위
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독자의 수행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목표 (Goal)
인물은 서술자에 의해 서술되고 있으며, 인물과 서술자는 모두 내포 작가에
의해 형상화되고 있다. 당신은 이와 같은 소설의 서사적 소통 위계를 생각하며,
다문화 소설의 인물은 특정한 문화성을 바라보는 다른 인물의 시선이 반영된
형태로 형상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적용하여 서술자의 말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역할 (Role)
이 수행 과제에서 당신이 맡은 역할은 비평가이다. 당신은 서사적 소통 위계에
따라 소설의 진술들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소설의 문장이 누구의
문화적 시선을 반영한 결과인지를 따져 보는 활동이다. 또한 당신은 인물의
행동에 대한 논평을 분석함으로써 내포 작가의 지향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청중/대상 (Audience)
당신의 글은 이 소설을 읽은 다른 독자가 읽을 수 있다. 그 독자의 문화적
정체성은 당신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상황 (Situation)
이 과제는 인물과 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시선을 분석하고 내포작가의 관점을
추론함으로써 문화적 위치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도출하는 과제를 포함한다.
이 과제는 궁극적으로 문화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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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Performance)
당신은 작중 인물의 언행이 누구의 시선에 따라 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서술자의 시선을 분석하고 내포 작가의 문화관을 추론할 것이다. 이를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소설의 인물이나 서술자, 그리고 그것을 형상화한
인물로서 추론한 내포 작가를,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화적 위치에 따라 쉽게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기준 (Standards)
문화적 요소나 인물을 다양하게 조망하기 위하여 당신은 그에 대한 다른 자료를
탐색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해석의 초점은 반드시 대상 소설의 문장을
근거로 해야 한다. 또한 인물과 서술자에게 부여된 문화적 위치란, 그 위치를
바라보는 내포 작가의 관점에 따라 형상화된, 일종의 ‘표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표 10. 서사적 소통 위계를 고려하여 다문화 소설을 해석하기 위한 수행 과제

② 교수·학습 지침
앞에서 이 연구는 소설의 서술자가 동종(homodiegetic)이면서 스토리
내적인 경우에는 그가 속해 있는 맥락에 따라 생각이나 판단이 달라진다
는 것을 확인하고, 학습자 자료를 분석하여 그것을 충분히 인식한 사람들
이 다문화 소설에 대해 오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검증했다. 따라서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서술자와 내포 작가와 사이
의 거리를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주의
깊게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은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묘사와 진술, 그리고
소설의 구성 방식이다. 서술자의 논평과 소설의 구조는 독자가 서술자와
인물을 어느 정도로 신뢰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대상 텍스트 중에서는 <중국>과 <이미> 그리고 <죽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소설들에서는 이종적이고 스토리 외적인 서술
자가 부분적으로 자신의 초점 인물로 입장을 전환하여 작품을 서사한다.
따라서 독자는 작품 속에 제시된 인물들의 비윤리적이거나 비민주적인 행
동양식들이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독자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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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인물들을 거슬러 읽어야 할지 따라가며 읽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때
문이다.
그런데 독자는 서술자와 초점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
어려워할 수 있다. 서술자가 초점 화자의 시선을 빌려 사건을 전달하는
동시에 그 인물의 문제점도 드러내는 구성 방식은 독자가 소설에 재현된
사건을 입체적으로 살필 수 있게 하는 수사적 효과를 지닌다. 가령 <중
국>의 경우에는 ㉠ 문단과 같이 서술자가 직접 자신의 초점인물인 ‘수’
의 시선을 통해서 ‘쓰엉’과 같은 인물들이 한국에 온 구도와, 그 구도
의 몰인정함을 제시한다. 이러한 부분에서 독자는 초점자의 인식과 이해
에 의존하여 세계의 구도를 파악하게 된다. 반면, 이 소설의 서술자는 초
점자의 상황을 진술하면서 ㉡문단과 같은 논평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러
한 부분은 초점 화자와 서술자의 사이를 벌리는 것으로써, 독자가 초점
화자의 언행을 비판적으로 점검하게 만든다.
㉠ 수는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학생들은 한국어를
배우러 이 곳에 온 것이 아니다. 그들은 비자를 받으러 왔다. (중략) 학교 당국도
자신들이 그 불법 체류자들을 양산해내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모르지 않는다. 학
교가 모르지 않음을 학생들도 모르지 않는다. (중략) 학교는 인원 확보와 재정
충당에만 급급해 아무 학생이나 마구 유지한 후 관리를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장은 애먼 강사들만 탓한다. - <중국>, 93-94.
㉡ 수는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삶이 자신이 원
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는 것은 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모르지만, 뭘 어떻게 해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으리라는 것은 안다. 그
래도 바라는 게 있다면 일단 서울로 가는 것이다. 한때 한국과 중국 사이를 떠돌
던 그녀의 꿈은 이제 인천과 서울 사이를 떠도는 셈이다. 하지만 말이다. 어찌어
찌하여 ‘나중’에 요행 서울로 돌아간다고 치자. 그 다음에는? - <중국>,
105-106.

이러한 구성 속에서 독자는 인물의 심리적이고 인지적인 음영(陰影)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성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의 경
우에는 이를 읽으면서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신뢰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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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지 못하거나, 누구를 어떤 측면에서 어느 정도로 신뢰해야 할지 몰
라서 혼란스러워 할 수 있다. 그리고 독자가 소설의 분석적 이해를 포기
하고 소설이 너무 난해하고 복잡하여 이야기하기 힘들다고 비난할 수도
있다.86)
만약 독자들이 서술자에 대한 신뢰도를 결정하지 못하여 난항을 겪는다
면 그것 또한 교육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다문화 소설을 통
한 상호문화교육에서는 독자의 문화적 타자 인식 방법을 정교화 하는 것
을 우선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고, 교육 대상인 소설 속에는 독자가 잘 알
지 못하는 존재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고려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동종이자 스토리 내적인 서술자를 제시하여 낯선 타자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조망한 작품은, 학습자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 형성된
이후 수준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을 취할 것이다. 다문화 소설의 감
상 능력도 떨어지고 상호문화적 역량도 갖추지 못한 상태의 독자의 피로
도를 높이게 되면, 그들이 그 피로도로 인하여 소설 속에 재현된 문화적
타자까지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메타 비평을 통해 자신의 문화관 점검하기
① 수행 과제
독자가 자신의 감상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든지 간에, 소설의 감상은 독
자가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을 이끌어 낸다(W. Iser,
ibid:220). 그런 점에서 소설에 대한 비판적 문화 해석은 자기 자신과 자
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적 헤게모니를 반성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다문화 소설에 대한 독자의 감상은 자신의 문화관을 돌아볼 계기로서 다
루어질 필요가 있다.
[집단A-타인-사전-라] ‘쑤안’을 외롭게 만든 것들 중에는 나의 모습도 보였다.

86) 그 예시 자료는 Ⅲ장에서 이미 분석적으로 검토하였으므로 따로 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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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영어, 서구 유럽의 언어를 모국어로 삼는 것은 그냥 그렇지만, 제3세계의
언어를 모국어로 삼는 것에는 거부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역시 난 사대주의
자인가. 아니지. ‘모국어’(Mother tongue)는 어원에서부터 원래 엄마의 언어이
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의 말을 배우는 것은 너
무 당연하지 않은가.

사이드(E. W. Said, 1963)가 세속적 비평의 방식을 통해서 서구 담론의
서구 중심주의적 시선을 분석한 이래로, 특정 텍스트로부터 특정한 문화
적 감각과 이데올로기적인 구조를 추론해 내는 방식의 비평은 납득할 만
한 것이 되었다. 그의 비평 방식을 교육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아비
투스적 한계를 지닌 인간의 창작물인 소설은 이데올로기적 구조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독
자가 작품에 특정한 이데올로기적 구조나 문화적 감각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각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텍스트는 독자에 의해 재구성된 상태에서만 어떤 행위소적 구조를 가
질 수 있다(U. Eco, 김운찬 역, 2009:272).” 이는 상호문화교실에서는 독
자들이 다문화 소설에 형상화된 문화적 감각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학
습자들이 소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비록 그것이 나중에 조정될 지
라도 독자가 자기 나름대로 소설을 비판적으로 종합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87) 이에 이 연구에서
는 다문화 소설의 감상자들이 메타 비평을 통해서 자기 문화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수행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87) 오리엔탈리즘을 집필한 사이드는 영미 문학 전공자이다. 그는 자신의 세속적 비평
대상이었던 콘래드(J. Conrad) 작품 비평에 있어서는 손꼽힐만한 권위자이기도 했
다. 이러한 정황은 특정 작품의 문화적 감각과 이데올로기적 구조를 분석하려는 사
람은 최소한 그 작품의 내적 요소들을 비평적인 관점에서 종합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자가 텍스트의 의미구조를 분석하고 이해하며 재구성하지 않고서
는, 그 텍스트가 어떤 화두를 던졌다거나 그의 이야기로부터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생각했는지를 이야기하더라도, 그 주장의 타당성을 보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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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Goal)
자신의 감상이 소설의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소설에 재현된
문화적 요소들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점검하는 것이다.
역할 (Role)
당신은 소설에 대한 자신의 감상문을 읽고 메타 비평할 것을 요구 받았다.
청중/대상 (Audience)
당신은 자신과 같은 과제를 수행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신을 메타 비평한
결과를 나누어 읽어 볼 수 있다.
상황 (Situation)
당신은 소설을 감상하면서 당신이 초점을 맞춘 지점으로부터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점검할 수 있다. 또한 소설에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계속 신경 쓰고 있는 문화적 요소들을 직시함으로써, 자신의 문화적
관점을 성찰하고 점검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수행 (Performance)
당신은 감상문을 메타비평하기 위하여 소설의 여러 요소들 중에서 당신이
중핵적인 감상 대상으로 여겼던 부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것이다. 당신이 유독
집중하고 있는 요소는 당신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드러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당신은 그 대상을 비평할 때 전제로 삼았던 내용을 분석하며
감상의 타당성을 점검할 것이다. 무의식적으로 전제되었던 내용들을
분석하다보녀 자신의 아비투스적 감각을 성찰할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기준 (Standards)
당신은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최대한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자신의 감상문을 비평해야 한다. 성공적인 결과는 자신이 정확히 소설에 대한
감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문화적 요소에 대한 상념에 지배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일 때 도출될 것이다.
표 11. 메타비평을 통해 자신의 문화관을 점검하기 위한 수행 과제

② 교수·학습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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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에 대한 상호문화적 감상은 그것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이데올로
기적 구조와 문화적 감각들에 대한 해석으로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과
정은, 앞에서도 살펴본 것과 같이, 텍스트 내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독서와 텍스트 외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독서 사이가 동시적으로 이루
어질 때 가능하다. 텍스트 내적인 방향으로의 독서라는 것은 독자의 주장
이 반드시 작품 내적 요소를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
에 작품의 요소들에 대한 본인의 종합을 거스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다문
화 소설에 형상화된 문화적 감각을 비평할 때에 반드시 작품 내적 요소를
토대로 삼거나 근거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
킬 필요가 있다. 소설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은 발언은 소설에 대한 감상
이기보다는 평상시에 특정한 문화적 요소들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문화관
을 드러낸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독자가 제시한 재구성의 형태가 기존의 해석 담론에서는
거론되지 않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것일지라도 그가 작품 내적인 요소를
근거로 하고 새로운 사회 상황을 반영하여 도출해 낸 것이라면 합리적 타
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텍스트가 허용하는 독자란
다만 작가가 작품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상상했던 독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텍스트가 공준하는 독자’이다(ibid, 279). 그리고 공준이
란 독자가 독서 과정에서 개진되는 양방향의 사유를 접합하는 방식과 관
련이 있다.
한편, 작품 내적 요소들과 작품 외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이데올로기 사
이의 접합은 독자 개인의 문화적 인식과 감각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독서의 감상 결과로 추동되는 행위들은 독자의 아비투스적 감각과
그와 관련이 있다. 같은 작품을 읽고 비슷한 해석을 도출했어도, 텍스트
외적인 관점에서 도입하는 문화적인 관점은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수집한 감상 사례 중에는 이를 드러내 보이는 것들이 있다.
가령

<타인>을 읽은 [집단A-타인-사후-가]는 다시 만난다고 해도 별로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할 것이라는 추론 끝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개인
들의 무기력함을 느꼈다는 데에 자신의 감상의 초점을 맞추었다. 반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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슷한 추론을 내린 [집단B-타인-사후-마]는 다른 국가의 다문화 정책을 언
급하며 사회 정치적인 움직임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집단A-타인-사후-가] 주인공 ‘나’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처음 소설을 읽고 한
생각이었다. (중략) ‘쑤안’과 지내는 시간이 쌓일수록 ‘나’의 편견 어린 시선은 강
화되기만 한다. 소설의 마지막에 ‘나’가 ‘쑤안’이 있는 베트남으로 떠날 결심을
하지만, 자신의 생각에 녹아 있는 시선을 깨닫지는 못한다. 근본적인 문제를 성
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 ‘쑤안’이 돌아온다고 해도 주인공의 태도도 한국의
분위기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는 주인공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인
들이 은연중에 공유하는 의식, 즉 사회적 시선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인공과 ‘쑤
안’이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집단B-타인-사후-마]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다문화 가정이 생겼는데 한국정부는
이로부터 생긴 문제에 대한 대응정책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걸로 지적받고 있다.
이 소설에서 여전히 문제로 남긴 다문화 가정에서의 육아는 사회적 문제로 삼고
있다. 이는 한국정부가 미국이나 다민족 국가들의 다문화 정책을 참고하여 자기
나라의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작품 내적인 방향의 감상이 유사할지라도, 작품 외적인 측면에 대
한 인식과 이해 그리고 이념이 다른 경우에는 감상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과제가 수행되는 동안에 교수자는 학습
자들이 자신의 감상 결과에서 작품 내적인 방향과 작품 외적인 방향을 분
리해 보고, 전자에 대해서는 실제 텍스트와의 논리적 정합성을 검토하고,
후자로부터는 독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헤게모니와 감각에 대해서
성찰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자면,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은 독자들이 소설의 문화
적 감각에 대한 해석과 평가의 맥락을 메타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문화성에
대한 관점이 섬세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집단적
인식의 문제를 드러내고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도입했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을 교육적으로 안내할 뿐만 아니라, 타자에 대한 감각은 주체 자신이
타자를 인식한 결과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이는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은 종국적으로 주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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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적인 성장과 도야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는 활동으로써, 학습
주체들의 자기 발전 의지를 자극할 것이다.

3) 해석 소통을 통한 상호문화적 관점의 전유
(1) 문화적 갈등과 요소에 대한 관점 형성하기

① 수행 과제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에서는 독자가 메타적인 관점에서 다
문화 소설 담론의 미학적 성과를 검토하고, 작품의 수사적 전략을 분석하
며 새로운 전략의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 내용은 다른
사람의 감상을 나누는 활동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 다문화 소설의 소
통이 인식의 확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관점과 비평 전략
등을 분석적으로 검토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이 연구에서 검토한 토론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사례 중에는 다문
화 소설에 대한 감상이 다문화 콘텐츠가 향유되는 방식에 대한 비평으로
확산된 장면이 있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글은 [집단B-타인-사후-라]
로, 이 감상문에서는 <타인>의 초점인물인 ‘쑤안’이 결혼이주민이라는 데
에 착안하여 그동안 한국의 대중매체에서 결혼 이주민들이 어떻게 비춰졌
는지를 검토한 후, 그 구성이 수용자들의 인종 차별 의식을 심화시킬 가
능성이 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집단B-타인-사후-라] 한국 예능에서 보이는 것은 선진국, 얼굴 하얀 외국인이
주이고(예를 들면 샘 해밍턴-호주, 타일러-미국), 한국 다큐에서 보이는 것은 한
국보다 여건상 어려운 나라이다. *, **, ***를 보면 대부분 한국보다 잘 살지
못하는 나라이다. 이런 매체 때문에 나라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매
체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때문에 베트남 사람을 본 택시기사가 ‘결혼하러 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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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다짜고짜 묻는 것이다. 같이 토론한 조선족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고...이런
면에서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만들어 가는 그 나라에 대한 선입견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공감하였다.

또한 이 연구의 감상 자료 중에는 참여자들이 다문화 콘텐츠의 구성 형
태가 독자에게 남길 이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장면도 있다. 그것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집단A-모두-토론]이다. 이 토론에서는 <모두>가
서사를 구성하는 방식 중의 한 요소를 고찰하면서 그것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집단A-모두-토론] 라: 그게 좀 이 소설에서 제가 이전 것과 다르다고 느꼈다는
점이 아내와 이 ‘싱’ 사이의 관계가 외국인 노동자 한국어 강사의 그런 관계 하
나도 안 드러나고 요만큼 드러나고 대부분이 정말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
같은 관계로 그려져 졌기 때문에 그게 좀 특이, 특별하다 뭔가 계속 읽으면서 뭔
가 다르다는 느낌이 받았던 것 같아요. / 바: ‘수’와 정말 반대 되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인식은 소설 텍스트가 일구어내는 담론에 대해 사유하게 만든다
는 효과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
이,

학습자들의 다문화 소설 감상 능력이 문화적 갈등과 요소에 대한 관

점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행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수행 과제는 아래와 같다.

목표 (Goal)
당신의 과제는 다문화 소설에 대한 감상을 토대로, 우리 사회의 문화적 요소와
갈등을 바라보는 비판적인 관점을 형성하는 것이다.
역할 (Role)
당신은 우리 사회의 문화적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당신은 다문화 소설로 경험한 문화적 갈등을 화두로, 이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시선들을 탐색하여 고찰하고 조율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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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대상 (Audience)
당신은 당신의 집단 안에서 자유로운 발언권을 가지고 있으며 집단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당신이 소통하는 사람은 모두 이 소설을 읽었다.
상황 (Situation)
이 도전은 다문화 소설로부터 형성한 비판의 관점을 다른 문화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포함한다. 문화적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은 문화적
요소를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활동은 당신이 특정한 위치에
고착되지 않고 여러 위치에서 사건을 조망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수행 (Performance)
당신은 다문화 소설의 문화적 갈등에 대한 다른 독자의 이해 방식을 탐색하기
위해 문화적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독서 토론을 하게 될 것이다. 독서
토론에서 당신은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을 접할 수 있다. 독서 토론이
끝난 후에 당신은 토론 중에 들었던 의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상호
조율하여 종합해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에 공감해 보는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적 요소에 대한 대위법적 자료들을 탐색해 볼 수 있다.
기준 (Standards)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학습자는 소설의 문화적 요소나 갈등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 대해 탐색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과제는 당신의 자신과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관점도
조사하였는지에 따라 평가될 것이다.
또한 문화적 요소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학습자는 자신이 탐색한 다른
관점의 합리성을 따져 보기도 하고 서로 다른 관점들을 종합하여 비평의 자리를
탐색하기도 해야 한다. 이에 당신이 당신 자신의 관점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의
관점들의 논리 구조를 파악하고 그 가치와 의미를 논구하는 활동을 하였는지,
같은 문화적 갈등이나 요소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조율해보고자
노력했는지도 과제의 성취도를 판단할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표 12. 문화적 갈등과 요소에 대한 관점 형성을 위한 수행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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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수·학습 지침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에서는 다문화 소설에 대한 감상이 감
상자의 자기편의적인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먼저, 교
수자는 학습자들이 타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막연한 감정을 구체화시키거
나 그 감정의 토대를 검토해 보게 이끌 필요가 있다. 그 중요성을 보여주
는 사례가 바로 [집단A-중국-토론]이다. 이 토론에서 ‘바’ 참여자는 <중
국>에 등장하는 ‘지하철 노인’의 비현실성을 거론하며 그 인물의 핍진성과
현실성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태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작품의 감상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서사적 작품이 제시하는 명제
들이란 ‘현실 상태들에 대해서만 말하거나 또는 아무것에 대해서도 말하
지 않는’ 것일 필요도 없고, ‘우리 경험 세계 안에서 검증 가능한 정도로
만 기표적’일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집단A-중국-토론] 바: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 / 라: 비현실적
이기보다는 아무튼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 가: 조금 맥락이 없죠
맥락이 없는 것 같아요. / 다: 저는 비교가 됐는데 중국어 수업을 며느리를 위해
서 중국어를 배우려는 행위가 되게 수랑 ‘쓰엉’이랑 비교가 됐어요. ‘쓰엉’은 한
국 수업을 등록해 놓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리고 수는 정작 한국
어를 중국인한테 가르치면서 중국어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고 않는 사람이잖아요.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며느리를 위해서 중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약간
할아버지랑 약간 ‘수’와 ‘쓰엉’을 다르게 보게 해 줬던 것 같아요. / 바: 아니 근
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둘은 굉장히 생업이 힘들고 저 사람은
등산이나 하겠다 하고

위의 토론에서 주목해야 할 사람은 ‘바’ 참여자이다. 이 참여자는 자신
의 판단을 다른 참여자들과 이야기하던 도중에, 소설 속에서 그 인물이
자리하고 있는 수사적 위치와 기능에 대해서 각성하게 되었다. 이는 이
수행 과제가 앞서 수행했던 다른 과제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
기도 한다. 한편, 위 자료는 다른 사람과 관점을 나누던 참여자가 자신도
모르게 ‘노인’이 ‘수’와는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사회 구조적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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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체적인 원인으로 제시하였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학습
자가 소설을 통해 자신의 판단 기준과 원인을 구체화하였기 때문에 가능
했던 결과이다. 따라서 교수자는 다문화 소설에 대한 독서 토론이 이루어
질 때에, 학습자들이 자신의 비현실적이라고 외면할 뻔했던 부분을 돌아
보며 자신의 판단 기준 및 원인을 구체화해보라고 안내할 필요가 있다.
다른 맥락이었지만 [집단A-타인-토론]에서도 주인공에 대한 독자들의
서로 다른 이해와 판단이 교섭되는 과정을 통해서 소설에 제시된 행동 양
식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는 소설에 재현된 사태에 대한
전망을 다각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서로 다른 문화적 입장에서
소설을 읽은 사람들이 소설 속 사건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공유하게 되면
서, 인물이 한 행동의 의미가 풍부하게 논의될 수 있었던 것이다.
[집단A-타인-토론] 바: 마지막에 주인공의 태도가 변한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 // 라: ‘나’가 아내의 외로움을 알게 되었다는 것 내가 모르다가 알게 되었다
는 것이 중요한 변화가 아닌가? // 마: 회상을 하면서 그 반성을 했다고는 볼
수도 있겠지만 그전에도 아내가 힘들어 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 (중략)
그다지 변화하는 모습도 잘 안보였다고 믿는데요 // 가: 지껄이는 말이라고 하
는 사람이 (중략) 아내를 이해할 준비가 된 사람인가라고 생각해서 나아질 가망
도 없고 그리고 약간 나아지려는 생각도 없다고 봤어요, 저는. // 바: ‘지껄’인다
는 걸 보고 충격 (중략) 외로워서 계속 보고 싶어 하고 오라 하는 거지 근본적인
문제 자체를 직시하고 해결하려는 거는 보이지 않았다. // 다: 애가 소통이 되지
않는 대상으로 되어버린 두려움 무서움으로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중략) 그
사람이 거기로 간다는 게 또 다른 자신이 직접 아내의 상황이 되어 보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인 거 같기도 하고 (중략) 아무래도 그 할머니의 말이 좀 반성의 계
기가 된 거 같아요.

이 사례는 다문화적 사건과 인물들에 대한 독서 토론이 독자가 사건의
맥락을 꼼꼼하게 살펴보게 만들거나 사건을 보는 다양한 시선들을 공유하
수 있게 한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러한 활동은 독자에게 타자에 대한 선
입견과 고정관념의 문제를 각성시킬 것이고, 타자성을 대할 때는 항상 새
롭게 탐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각인시킬 것이다. 따라서 교수자
는 학습자들이 자신이 살펴본 맥락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소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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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점을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만드는 데에 기여하라고 독려할 필요
가 있다.
둘째, 학습자들은 독서 토론에서 정확히 이해되지 않은 표현이나 개념
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설의 사건적 요소들에 대한 자
신의 생각을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다. 토론이 끝난 이후에도 토론으로부
터 생성된 의문에 대해서 고찰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자료를 검색하여 사
실을 확인하거나 의문의 답을 찾아보려고 노력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는 [집단B-타인-토론]이다.
이 토론에서 ‘나’ 참여자는 소설 속에 재현된 한 장면을 두고 가부장적
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이 토론 시간에 ‘나’의 말에 이의를 품은 ‘라’는 토
론 시간에는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토론이 끝난 후에 이를
숙고하여 자신의 감상문에 기술하였다. ‘나’에 대한 ‘라’의 반응이 시간차
를 두고 이루어진 이유는, ‘라’가 자신의 반문의 합리성을 의심하고 그것
을 뒷받침할 만한 요소를 탐색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학습자들이 문화적 갈등이나 요소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형성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동시에, 토론이 끝난 이후에도 학
습자의 고민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집단B-타인-토론] 나: ‘라’ 글 4번에 보시면 남편이 가부장적으로 사고를 하며
아내를 함부로 대한 것도 아니다(라고 썼는데_인용자) (중략)그 애가 짜 하고 베
트남어로 말할 때 갑자기 자기 아이를 뿌리쳤는데 그래도 뭔가 이 한국의 가부
장제가 무의식 속에 계속 담겨져 있었던 거 같아요.
[집단B-타인-사후-라] 남자가 가부장적이라고 ‘나’ 참여자가 주장하였는데, 가부
장적이라는 단어 사용이 나와 다른 것 같다. 가부장적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중
략)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남자였고 양육하는 사람이 여자라는 점에서 가장권의
주체일 수는 있겠지만,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 아내가 싫다는 것은
하지 않고 가능하면 타지에서 사는 아내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이었다. 털인
긴 동물을 싫어하는데도 강아지 ‘하노’를 아내가 원해서 데려 오기도 하고, 시어
머니가 언어로 구박할 때 ‘두 언어를 배우면 좋다’라고 두둔하는 등 아내에게 노
력은 보였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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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비슷한 사례는 [집단B-그곳-토론]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 토론
이 끝난 이후에 작성된 [집단B-그곳-사후-바]에는 토론 중에 ‘가’가 했던
말에 반대하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집단B-그곳-사후-바] “우리말을 잘 못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습관이나 발상법이
다른 것도 그대로 드러낸 뒤, 그 차이를 불러온 역사적 원인이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다고.”88) ‘용대’와 ‘명화’도 그러하다. 한국 사회에서는 ‘타
자’로서의 존재다. ㉠ 택시 기사로서 하루에 15시간 이상의 운전 시간, 외모 묘
사를 통해서도 ‘용대’에 대한 독자들의 인상이 언짢을 수가 있다. ‘명화’는 돈을
위해, 생계를 위해 밀항선을 타고 한국에 온

불법 체류자이다. ㉡ 우리는 뭐 이

런 ‘용대’와 ‘명화’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고, 돈도 벌고,
‘명화’의 불법신분도 탈출하고, 아프지 않으며 2세를 낳고 온전한 가정을 꾸려나
가는 해피 앤딩을 기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타자들을 주류사회에
편입시키려는 우리의 폭력이 그들에게 가해진 희망적인 결과다. 이런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회피하려고 한다. 무언의 폭력은 더 무서운 것이다. 우리는 그대로
드러난 그들을 용납하기가 힘들다.

시간차를 두고 작성된 응답 텍스트는 토론을 하는 도중에 즉각적으로
제출된 의견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첫 번째 의미는 소설에 대한 반응
속에 자리하고 있는 가장 현재적이고 생생할 이데올로기적 문제에 주목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독자는 토론이 끝난 이후에
도 스스로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할 다른 논의나 개념 또는 사례들을 검토
하여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독자가 자신의 문
화적 관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생각할 시간이 상당히 필요할 수도 있
고, 자신의 관점을 정립하기 위해 특별히 다른 자료를 탐색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문화적 요소나 갈등에 대한 관점을 정립해야 할 때,
교사는 그들이 다른 자료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검토하도록 안내할 필요
도 있다. 학습자들이 토론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주고받는 반응들에 주의
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토론이 끝난 이후에 제기되는 문제들과 반응들까
88) 감상문의 각주: 서경식(2009), 『고통과 기억의 연대는 가능한가?』, 철수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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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나눌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는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다른 자료들은 독자의 사유를 더욱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만듦
으로써 문화적 헤게모니와 감각들에 대한 민감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한편, 이념과 감각이 조정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것이 자신과 다
른 문화적 위치에서 형성된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Ⅱ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러한 문제는 상호문화교육이 소설이라는 미적 매개를 필요로 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공동체의 구성이 개인의 뜻대로 되지 않는 한, 지금 주
체가 마주친 그 차이점은 결국 전체 구조 내에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상
호 교섭하며 조율해 나가야 할 바로 그 부분이 될 것이다.
[집단B-모두-토론] 가: 자꾸 저를 외국인으로 너무 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기분이 나쁠 때가 있었거든요. 일부로 말을 천천히 하고 이런 거 알아? 중국에
이런 거 있어? (중략) 이러면 갑자기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확 없어졌어요. /
바: 그런데 그게 한 분이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 거는 세 번 정도체험을 해 봐야
이제 단정을 지을 수 있죠 다른 분은 안 그럴 수 있으니까 // 가: 아우, 별로 하
고 싶지 않아요. 진짜 트라우마가 생겨서 또 옥수수 중국에도 있냐 이런 말할 것
같아서

과거적 경험에 사로잡힌 인식과 이해, 그리고 판단은 자기 자신의 내면
에 대상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키우는 일이다. 따라서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의 참여자들은 모두 이 행위가 일회적인 시행을 통해서
쉽게 어떤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회의하지 않고, 지
속적으로 수행하고 훈련하며 익혀야 하는 소통의 과제로서 인식하도록 인
도되어야 한다. 상호문화적 사고는 생각을 쉽게 종결하지 않는 것에서부
터 시작한다. 그리고 새로운 단서를 발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탐색하
는 행위와, 새롭게 발견한 단서와 더불어 숙고하는 태도로부터 구체화된
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이 수행 과제를 하는 동안 교사는 다양한 사람들
과 소통하며 새로운 감상의 관점을 확보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고찰해
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들이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행위로부터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흥미를 가질 수 있도
록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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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호문화적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기
① 수행 과제
다문화 소설을 이해하려는 독자의 노력이 상호문화적 역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독자가 작품에 재현된 문화적 요소가 어떻게 구
성되고 있는지를 충분하고 검토하게 해야 한다. 이는 작품의 맥락을 검토
하여 인물들의 위치와 갈등의 원인을 입체적으로 인식하도록 돕기 때문이
다. 이를 위해서는 독자가 소설텍스트의 구조와 문체를 다만 소설 속 세
계 안에서만 고찰할 것이 아니라 가능세계의 맥락에서도 검토해 보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작품의 기술적 조건을 검토하다 보면, 그 작품의 호
소 구조를 분석하게 되기 때문이다(W. Iser, 차봉희 편저, 1993:215).
독자는 가능 세계 내에서 검토된 소설의 언어적인 기술들이 심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소설의 구성이 논리인지를 검토하며, 소
설의 구성과 표현을 검토하기 위해 활성화했던 사고방식을 내면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사회의 문화적 헤게모니에 대한 성찰 능력으로 전이되
기도 한다. 텍스트가 재현하는 문화적 헤게모니와 아비투스적 감각을 검
토하던 끝에, 독자 자신의 아비투스적 감각과 그가 사는 사회의 문화적
헤게모니까지도 성찰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예시하는 사례는 [집단B-모
두-토론]이다.
[집단B-모두-토론] 마: 굳이 피아노로 해야 했으면 왜 인도 사람으로 설정을 했
을까요? 서양 사람으로 설정했으면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영어도 더 잘하고 아
내와 같이 영어로 이야기하면 아내한테도 도움이 되었을 것 같은데 굳이 왜 인
도 사람으로 설정을 했을까요? / 가: 공감이 안 될 것 같아요. / 마: 공감이요?
/ 가: 인도 사람이 아내와 친하게 지내는 계기 하나가 인도 사람은 아내가 무슨
말 해도 끝까지 들어주고 마음속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와서 아니, 들이가 아니라 서양 사람이라면, 과연 인도인하고 똑
같은 자세를 취했을까요? / 나: 조금 다른 느낌인데ㅎㅎ 생각이 나도 그것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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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불문하고 한 개인이 서양이든 뭐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궁금증이 오히려 남
편의 궁금증이기도 해요. 저도 오히려 남편이 와이프가 서양인하고 속속 말 터놓
고 피아노 조율했더라면 / 라: 더 기분 나쁠 거 같은데 인도인이라 덜 기분 나
쁘다고, 몸 좋은 서양인 막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피아노를 조율했다고 하면…ㅎ
ㅎㅎ / 바: 약간 우리 동양 쪽에 그런 오리엔탈리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서
양 쪽이면 좀 좋아 보이고, 인도, 동북아 이렇게 하면 못 살고 그런 게 있잖아
요. 그런 지배적인 의식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에서는 위의 토론에서 관찰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독자들이 소설에 재현된 구체
적인 맥락의 결을 점검하고 이에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 독자가 현실 사회
에서 느낀 문화적 헤게모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할 수도 있도록 도와야 한
다. 소설 속의 맥락을 점검하는 활동이 독자의 아비투스적 감각과 그가
속한 사회의 문화적 헤게모니를 검토하는 활동으로 이어질 때, 다문화 소
설에 대한 세속적 비평이 상호문화적 역량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다. 이
를 수행 과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목표 (Goal)
다문화 소설을 비판하던 관점으로 우리 사회가 다른 문화성을 대하는 방식을
숙고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갖춰야 할 태도를 모색한다.
역할 (Role)
이 과업을 하는 동안 당신은 다문화 소설을 읽으면서 형성한 상호문화적 관점을
가지고 자신의 생활세계와 그 구성원인 자기 자신을 성찰할 것이다.
청중/대상 (Audience)
당신은 다문화 소설을 보던 관점으로 자신의 생활세계를 본 결과를 같은 다문화
소설을 읽은 다른 독자들과 나눌 수 있다.
상황 (Situation)
당신은 당신이 읽은 다문화 소설에 재현되어 있는 문화적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관찰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한 후, 관찰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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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각각 이야기해 볼 것이다. 또한 만약에
당신이 또는 당신의 가까운 사람이 소설에서 읽은 것과 같은 문화적 사건을
경험하고 있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자신이 취할 행동의
상호문화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고찰해 볼 것이다. 이 상황은 소설에 재현된
문화적 헤게모니나 인물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아비투스적 감각이 독자의 삶과
괴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각성하게 도울 것이다.
수행 (Performance)
당신은 다문화 소설에서 형성한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 다음의
과정을 거칠 것이다. 먼저, 당신은 다문화 소설에서 볼 수 있었던 문화적 갈등의
연원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도 그 갈등의 토대가 존재하는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갈등을 심화시키는 사고방식이 무엇인지, 그 사고방식은
우리 사회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탐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문화적 다양성과 혼종성이 증대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잠재되어 있는 갈등을 관리하며 상호 공존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서 모색할 것이다.
기준 (Standards)
당신의 수행 결과는 다문화 소설에 재현된 문화적 갈등과, 당신이 그것과
관련이 있다고 이끌어온 현실 사회의 문화적 갈등 사이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소설에 재현된 문화적 갈등 중에서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하는 점보다는, 그 문제에 대해 섣부르게 판단하여 결론을 내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느냐에 해당한다. 또한 다만 피상적이고
원론적인 해결 방안을 제출하지 않고, 갈등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그
내용을 토대로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가 또한 이 과제의
성과를 가를 중요한 기준이다.
표 13. 상호문화적 관점을 자기 삶에 적용하기 위한 수행 과제

② 교수·학습 지침
먼저, 다문화 소설에서 시작된 독자의 비평이 그것을 떠나 버리는 경우
에는 관념 속에서 사유가 뭉뚱그려져 버릴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
다. 이는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의 상호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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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을 확장시키는 순간에도, 그들이 자신의 비평이 소설의 인물들에게
유효한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
다. 다문화 소설의 맥락에 대한 검토가 상호문화적 성찰로 이어지는 순간
에도, 소설에 재현된 핍진한 맥락을 지속적으로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
다.
따라서 이 수행 과제를 하는 동안 교수자는 독자가 다문화 소설의 사건
과 인물에게 부여된 맥락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감상을 개진하도록 안내
해야 한다. 독자들은 소설의 감상으로부터 자신을 성찰하고 인식을 확장
하려는 매 순간마다, 그가 소설에서 읽은 핍진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회상
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생각이 그 구체적인 모습과 관련이 있는지를 검
토하며 자신의 해석과 견해 사이의 논리적 정합성을 정리해 나가야 한다.
이는 다문화 소설에 내재된 미적 성찰의 효과가 상호문화교육적인 관점에
서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교육내용으로서 의미가 크다.
[집단A-중국-토론] 다: 불법 체류자에 크게 반감을 가지진 않는데 (중략) 그냥
일반적인 외국인에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차이가 뭔지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불법 체류자들은 (중략) 저희가 가
지고 있는 것에 뭔가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인으로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화라든지 경제라든지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미친 영향이지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분들한테 별로 반감을
가지진 않는 데 반면에 좀 돈이 많고 화교라든지 아니면 그냥 좀 이슬람권 문화
의 사람이라든지 돈 많은 사람의 유럽 이런 사람들은 또 뭔가 자기들의 문화를
우리나라에 와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게 좀 싫었던 거 같아
요. 그 사람들의 문화를 우리는 받아들여주고 싶지 않은데 아직까지는 그 문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은데? 계속해서 들어와서 저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게 그리고 저희 좀 뭐 물론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안 좋게
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지만 독자들 중에는 사건을 떠나 자신의 생각과 감각만을 들여다보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집단A-중
국-토론]의 ‘다’ 이다. <중국>이라는 소설에는 ‘이슬람’이라든지 ‘화교’,
‘유럽’에 대한 화두가 조금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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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이 소설이 중국인 이주노동
자라는 ‘쑤엉’이라는 인물을 하나의 초점 화자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
다. 그런 점에서 위의 내용은 ‘다’ 참여자가 이방인에 대해 섬세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덧붙여 위의 사례는 작가의 상상 세계가 독자의 상상 세계와 교섭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도 한다. 독자는 작품을 감상하며 작품 속의 상상세
계와 세상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이념을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이
과정을 통해서 작품과 자신을 연결시킬 이데올로기적 사고방식이나 감각
을 동원하기도 한다. 즉, 독자가 다문화 소설을 감상하기 위해 상상한 것
과 그 결과로서 제시하는 반응들 안에는 이데올로기적 구조와 관념들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독자들의 감상이 토론되는 과정은 독
자가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경합시키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작품에 개입되는 독자의 이데올로기는 그 깊이와 폭이 다양하기 때문에
행동양식의 형태로 제시될 수도 있고, 세계관이나 인생관과 같은 형식으
로 제시될 수도 있다. 가령 [집단A-중국-토론]에서 ‘마’가 행정 과정상 발
생할 수 있는 법리의 불일치 상태를 이야기하였을 때, ‘라’는 그에 대해
반문을 제기했다. ‘라’의 반문에서는 욕망과 사회적 환경 사이의 조율에
대한 그의 관점이 엿보인다. 또한 [집단B-타인-토론]에서는 ‘다’가 ‘쑤안’
의 행동양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다. 이 비판의 기저에는
유비무환(有備無患)과 같은 관념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단A-중국-토론] 마: 친구가 어렸을 때 하와이에서 적법한 절차로 거기서 좀
지냈다가 그 기간이 지나서 일정기간 불법체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약간
그런 부분들이 / 라: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게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은
다르잖아요. (중략) 제 능력도 없고 아무 이게 안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그 교환
학생 가고 싶은데 꼭 여기서만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건
그러면 못 하는 거잖아요. 포기해야 하는 거죠. 사실. / 마: 그렇긴 하네요.

한편,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관점이 경합하거나 교섭되는 순간에는 집단
이 암묵적으로 공유하고 있거나 인정하는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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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이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관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기도 한다.
이를 드러내주는 사례는 [집단A-중국-토론]이다. 이 사례에서 ‘라’ 참여
자의 소통 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 ‘마’ 참여자는 그의 의견을 별 무리 없
이 수용해 주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 그들이 ‘돈이 없으면 (꿈을_인용자)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집단B타인-토론]에서는 상당 기간 동안 꾸준하게 결혼이주민 대상 봉사 활동을
해온 ‘마’ 참여자와 ‘다’ 참여자 사이에 인식적 대립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들은 사고의 대상을 세분화하고, 문화적 갈등의 배경 사회에 대한 견해
를 더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지점과 합의할 수 없는 지점을 구분하
였다.
그런 점에서 다문화 소설에 대한 감상 토론은 독자들이 자신의 감상의
근저에 놓여 있는 사유를 드러내도록 만든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문화적
갈등에 대한 사고를 섬세화 하는 힘도 있다. 참여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지점에 대해서, 참여자들은 각기 자신의 관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의
견을 제출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문화적 갈등과 관련된 요소들을 하나씩
점검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에서는
독자들의 감상 소통이 전제하는 사고방식을 메타적으로 검토하거나, 독자
들의 감상이 대립하는 이유를 따져 보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
법으로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위와 같은 토론을 하고 난 이후에, 토론의
전제가 되었던 생각들을 정리하거나, 의견 충돌이 이루어질 때 합의되었
던 부분과 합의되지 않았던 부분을 정리해 보임으로써 학습자들이 자신의
발언을 메타적으로 점검하게 도울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학습자들은 소설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나누면서 특정한 이데올
로기에 부착된 사회관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런데 이는 학습자의 감상이
소설을 이탈하게 된 원인이기도 하였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가령 [집단A중국-토론]에서는 이 소설이 ‘수’라는 비정규직 시간강사와 ‘쓰엉’이라는
‘불법 체류자’를 동위에 놓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토론의 참여자들은 ‘수’와 ‘쓰엉’을 두고, 이들이 ‘같다면
무엇이 같고 다르다면 무엇이 다른지’를 검토하던 끝에 갑자기 ‘수’가 서
울에서 인천으로 출근을 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는 ‘서울에 집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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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인식과 마주하고는, 소설을 이탈한 대화를
하게 되었다.
[집단A-중국-토론] 가: 사실 저는 이 비정규직하고 그 불법 체류자를 같은 선상
에 두는 것 자체가 약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 마: 저는 다르게 봤다고 생
각을 했어요. 어쨌든 둘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선상 // 라: 다르다면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같다면 어떤 점에서 같을까요. 안정적이지 않다. 집에서 멀다. // 바:
이 사람은 집은 서울인가 본데 / 라: 한 시간 반 걸려서 퇴근한다고 / 바: 서울
에 집 있으면 뭐 / 다같이: 폭소 // 바: 인천사람 (발음 불명확) 직업 좀 불안정
할 뿐 이지 가난한 사람이 아니야. / 라: 서울이 집이 비싸잖아요. 직장이 인천
이면 인천에 / 마: 왜냐하면 인천에 있기가 싫죠. 이 사람은 / 라: 있으면 되지
/ 마: 있기가 싫은 거지, 나는 인천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 / 바: 못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위와 같은 해석은 사실 소설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 이 소설에
서 서울은 ‘수’가 성장한 곳이자 돌아가고자 하는 곳으로서 등장하고 있
다. 하지만 그것과 수의 집이 서울이라는 점은 연결되어 있지 않다. 심지
어 서울의 집값이 비싸다는 내용은 소설 전체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
다. 따라서 위의 사례는 학습자들의 사회관이 소설의 감상에 개입하여 논
점을 흐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소설의 토론이 한정된 지점과 관련하여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관
점에 사로잡혀 버리는 경우에는 그 논의가 작품의 화두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작품을 떠난 논의는 세속적 비평이
라는 형식을 벗어난다는 점에서 논리적 당위를 잃은 것에 해당한다. 따라
서 이 수행과제를 하는 동안에 교수자는 독자들이 작품 내적 요소들을 연
결, 종합하여 재구성한 감상의 구조와 내용을 지속적으로 호출하여야 한
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한다. 독자의 작품 감상이 소설을 이탈하지 않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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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이 연구는 학습자들의 상호문화능력을 향상시켜줄 다문화 소설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제시하고자 했다. 다문화 소설에 잠재되어 있는 상호문화
적 가치가 현실 국면에서 큰 효용성을 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문이 들
었기 때문이다. 소설의 가치는 독자의 읽기 행위를 통해서 실천된다. 따
라서 다문화 소설의 상호문화적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독자가 소설
을 읽고 생각할 지점들을 도출하여 의미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이 연
구에서는 다문화 소설의 감상이 상호문화교육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독자의 소설 읽기 능력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였다. 그리고 학
습자들의 다문화 소설 감상과 상호문화교육의 관계를 검토하여, 학생들이
소설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할 요소들과 생각해 볼 내용들을 제시했다. 서
론에서 제시했던 연구 과제들을 중심으로 이 연구의 논의 결과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론적 검토를 통해 상호문화교육의 개념과 성격을 밝히고 다문화
소설의 감상이 상호문화교육적 효용성을 발현시킬 교육적 구도를 도출하
였다. 다문화 소설의 감상 원리는 독자는 다문화 소설의 문화적 다양성을
섬세하게 인식하고, 다문화 소설에 재현된 타자 대응 방식을 반성적으로
검토하며, 서사적 소통의 위계를 고려하며 문화적 입장을 탐구하는 것으
로 정리하였다. 한편, 다문화 소설의 감상이 상호문화적 역량으로 이어지
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소설에 재현된 문화적 갈등을 현실의 다문화 현
상과 견주어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다문화 소설을 읽을 때 특별히 주
목해야 할 요소들을 수행 과제로 정리하여 제시했다. 첫 번째 과제는 소
설에 재현된 문화적 갈등이 발생하고 심화되게 된 사회 구조적 토대를 고
찰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과제는 다문화 소설의 문화적 갈등 발생에 영향
을 준 문화적 헤게모니를 반성하는 것이었으며, 세 번째 과제는 상호문화
적 관점에서 인물이 한 행동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고, 네 번째 과제는
다양한 문화성이 공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협력의 자세에 대해서 숙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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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의 구도의 교육적 효용성
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학습자들이 다문화 소설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를
검토했다. 검토한 자료는 대학(원)생들이 다문화 소설을 읽고 쓴 독서 감
상문과 다문화 소설을 읽고 나눈 토론의 녹취물이다. 이 자료들로부터 연
구자는 학습자들의 다문화 소설 감상이 상호문화적 통찰로 이어지도록 하
기 위해 강조해야 할 사유 방식과 통제하거나 조절해야 할 생각의 편린들
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이를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를 설계할
때 적극 반영하였다. 반영 방식은 아래와 같다.
먼저, 다문화 소설의 감상이 상호문화적 통찰로 이어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학습자가 다문화 상황을 인문적이고 철학적
인 관점에서 숙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학습자가 다문화 소설을
읽을 때, 소설의 체험 층위와 해석의 층위를 혼동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다문화 소설을 사회와 접목시킬 때 사회적 상념에 휩쓸려 소설의 내용 요
소를 실각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는 문화적 헤게모니에 대한
문제의식이 교육 설계의 전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육적 전
제로 삼고, 다문화 소설의 교육 목표를 다음의 세 가지 층위로 분류하여
제시했다.
첫째 다문화 소설의 갈등 체험 층위에서는 학습자들이 갈등의 구조와
인물이 고통받는 원인을 분석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았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이론 검토를 통해 문화적 갈등의 구조는 갈
등이 발생한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구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
을 확인하였고, 학습자 자료 분석을 통해 사회의 구조와 문화적 갈등을
관련시켜 본 학습자들이 문화적 갈등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
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소설에 재현된 문화적 갈등을
사회·문화·경제적인 맥락에서 살펴보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세계화와 관련지어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또한 이 교육의 중요한
학습 목표로 삼았다.
둘째, 다문화 소설의 해석 층위에서는 학습자들의 다문화 소설 담론의
문화적 중첩성을 알고 그것을 반영하여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목
표로 삼았다. 소설이 문화적 헤게모니를 재현하는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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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야, 소설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설의
구성 방식을 분석하여 문제의식을 추론해 내기 위해서는 서사적 소통의
위계 구조에 따라 서술자의 신뢰성을 따져볼 필요도 있다. 이에 이 층위
에서는 독자가 서사적 소통 구조에 따라 다문화 소설의 문화적 입장을 탐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학습 목표로 제시했다. 한편, 다문화 소설을 해석하
고 의미화를 하는 사람은 바로 독자 자신이기도 하다. 독자의 문화적 관
점에 따라 소설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학습
자들이 자신의 해석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소설에서 내포 작가의 목소리나 문화적 헤게모니를 추론한 결과 안
에는 학습자 자신의 문화적 관점이 투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감상문을 메타비평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학습 목표로 제시했다.
셋째,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적 통찰 층위에서는 다문화 소설의
감상이 학습자들의 상호문화적 역량으로 이어지도록 인도할 학습 주제를
선정하고, 이해의 여섯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각 주제별로 두 가지의 학
습 목표를 제시했다. 한편, 이 연구의 Ⅱ장에서는 상호문화 역량을 다섯
가지 능력으로 정리한 바 있으나 다문화 소설의 감상은 그 자체로 비판적
문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에 다문화 소설의 감상은 독자의 비판
적 문화 해석을 길러준다는 것을 대전제로 삼은 후, 각각의 학습 목표들
이 상호문화적 지식과 인식, 그리고 소통 능력과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그 결과 이 연구에서는 중요한 학습 목표로 학습자들이 다문화 소설에
서 읽은 문화적 갈등과 관련이 있는 다른 자료들을 참조하여 문화적 갈등
과 문화적 요소에 대한 관점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었다.
한편,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독
자들이 서로 다른 자료로부터 얻은 관점을 소설의 감상에 반추해 볼 뿐만
아니라 다시 자신의 삶의 맥락에 반영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이 연
구에서는 독자가 다문화 소설로부터 형성한 자신의 문화적 관점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자신과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할 수 있
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학습 목표로 삼았다.
다음으로,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을 위해서 이 연구는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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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교육과정에 따라 수행 과제를 제시했다. 수행 과제는 앞에서 제시한
학습 목표별로, GRASP 설계법에 따라 목표, 역할, 대상, 상황, 수행, 기
준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다문화 소설에 재현된 문화적 갈등
을 체험하는 학습 주제에서는 다문화 갈등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토
대를 설명하는 활동과 문화적 헤게모니로 인해 고통받는 인물들에게 공감
하는 활동을 수행 과제로 제시했다. 서사적 소통을 고려해서 다문화 소설
을 해석하는 학습 주제에서는 소설의 서사적 소통 위계를 고려하며 문화
적 시선을 해석하는 활동과 메타비평을 통해 독자 자신의 문화관을 점검
하는 활동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해석 소통을 통해 상호문화적 관점을
전유하는 학습 주제에서는 문화적 갈등과 문화적 요소에 대한 관점을 형
성하는 활동과 상호문화적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활동을 제시했
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 소설에 대한 감상을 상호문화적 성찰로 이
끌어간 학습자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다문화 소설 감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교수·학습 지침을 제시하기도 했다. 교수·학습 지침에서는 각 과
정마다 학습자들이 마주할 수 있는 문제적 사고방식을 안내하고, 인식적
장애를 완화하거나 극복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희
망하는 감상 결과의 사례를 보임으로써 교수자가 구현해야 할 교육 상황
에 대해 안내하였다.
연구자는 학습자들의 다문화 소설 감상 결과 분석을 토대로 다문화 소
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설계한 이 연구가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닐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첫째, 이 연구는 다문화 소설의
독서가 상호문화적 성찰로 이어지도록 안내할 교육적인 설계 방안이 구체
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문화 소설의 상호문화적 읽기 과
정과 상호문화적 역량 형성에 관여하는 사회문화적 인식과 감각들을 토대
로 논리적인 교육의 구도를 구안하였다. 이는 다문화 소설에는 다양한 문
화성이 공존하는 현대 사회에 대해 성찰과 반성을 촉구하는 기제들이 있
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자, 상호문화적 관점에 따라 다문화 소
설을 읽는 행위는 독자가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다문화 상황을 성찰하
고 상호문화역량을 섬세하고 민감하게 발달시켜서 다른 문화성을 지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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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과 협력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이끈다는 점을 논증했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다문화 소설의 감상 경험을 독자와 텍스트 사이의 소통 과정에서
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독자와 독자 사이의 소통 과정에서도 살펴보았
다. 그래서 소설의 감상이 교섭됨에 따라 학습자들의 상호문화적 사유가
변화해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문화 소설의 감상이 학
습자의 경험 맥락에서 남기는 징후들을 확인하고, 소설 감상의 결과로 남
는 인상의 영향력도 검토할 수 있었다. 이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감상을
소통할 때, 감상의 근거를 소설 속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소설의 감
상이 논리적이고 구체적이어야 그것을 기점으로 이루어지는 인식의 확장
도 섬세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
셋째, 이 연구는 학습자들의 실제 감상 자료를 통해 다문화 소설의 감
상에 개입되는 문화적 관념과 사고방식들을 실제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를 발전시키거나 상쇄시키기 위해 주목해야 할 소설 내적 요소의 종류
를 제시하고, 동원해야 할 문학 감상 능력을 안내할 수 있었다. 이 연구
에서 설계한 교육의 내용이 학습자 중심적이고 실천적인 차원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첫째,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에 관여하는 학습자들의 인식과
감각을 입체화하기 위해서는 소설 감상에 관여하는 독자의 정체성적 요소
들을 보다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다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족정
체성에 따른 문화적 위치뿐만 아니라, 성별, 종교, 경제력, 학력 등과 같
은 요소들에 따라 다각적으로 자료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는 후속 연구를 통해 연구의 범위를 확장해 가면서 보완하도록 하겠다.
둘째, 이 연구는 다문화 소설의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수행 과제와 교
수·학습 지침을 제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확인할 구체적인 평가
항목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평가는 학습자들의 현재 수준을 진단할 방법
일 뿐만 아니라 교사가 자신의 구체적인 교육 실천을 성찰하고 정비할 수
단으로서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
육이 실천될 때, 각 교실의 정황에 맞게 조정되기 위해서는 조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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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구체적인 요소들과 예시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를 후속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해결해야 할 과제로 삼겠다.
셋째, 이 연구는 Ⅳ장에서 설계한 교육 방안을 실제 교육 현장에서 시
행하여 검증하지 못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교육 방안이 실제 교육 현
장에서 수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정리하여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연구자는 Ⅲ장의 분석 결과로
부터 확인할 수 있었던 문제적인 사고방식이나 독보적인 사고방식을 정리
하여 교수·학습 지침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Ⅲ장의 자료들은 교실의
권력구도를 벗어난 시공간에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
다. 이에 연구자는 Ⅳ장에서 설계한 교육 방안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시
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시행 결과를 분석하여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
문화교육이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 현실 적합한 형태로 가다듬는 작업 또
한 앞으로 지속해야 할 과제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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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intercultural education
focused on multicultural short stories
Kim, Jeehye.
The aim
intercultural

of this
education

study is to
through

develop the

multicultural

contents of

short

stories.

Multicultural short stories mainly deal with encounters between
ethnic and racial others. They represent, in a literary manner, the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s among individuals with diverse
cultures. Therefore, theoretically speaking, multicultural short
stories provide readers an insight into modern society in which
diverse cultures co-exist. It is a means for readers to reflect on
their cultural perspectives and seek mutual cultural co-operation,
which helps them to improve their intercultural competence.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nfirm whether reading multicultural short
stories has the abovementioned effects in a practical context.
In order for multicultural short stories to have intercultural
educational efficacy, readers need to examine the cultural conflicts
depicted in short stories from intercultural perspectives and they
should serve as an opportunity for aesthetic reflection. However,
until now, Korean cultural education has not paid attention to
nurturing this behavioural capacity. To resolve these problems,
first,

this

study

determines

the

nature

and

structure

of

multicultural short stories by means of theoretical explorations
into intercultural education through multicultural short stories.
Second,

by

university

phenomenologically
students

derived

examining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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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the

actual

data

multicultural

of

short

stories, this study verifies fragments of ideas that need to be
overcome so that multicultural reading may lead to intercultural
reflection. Third, this study designs an educational method such
that

reading

multicultural

short

stories

could

serve

as

an

opportunity for learners to develop their intercultural skills.
In order to establish the perspectives of intercultural education
through multicultural short stories, (1) elements of intercultural
skills

need

to

be

identified;

(2)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short stories and intercultural skills should be
reviewed; and (3) the characteristics of intercultural education
through multicultural short stories need to be established. In view
of the characteristics of interculturalism, this study considered
the components of intercultural skills as follows: knowledge of
multicultural
critical
cultures,

societies,

culture
and

co-operative.

knowledge

interpretation

interactive
In

addition,

of

the

skills,

skills

that

based

on

place

of

cultures,

openness

to

different

are
the

sympathetic
secular

and

critical

perspectives according to which a novel is a cultural representation
that can serve as an opportunity for reflection on social culture,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short
stories and intercultural skills. Therefore, this study was able to
conceptualise the characteristics of intercultural education, which
are based on multicultural short stories in the following manner:
‘It is an educational act which, when reading a novel recreates the
conflicts

in

considers

the

a

society
different

in

which

different

perspectives

cultures

recreated

in

co-exist,

the

novel,

examines the social place of culture, and develops communication
skills to minimise cultural conflict.
For multicultural short stories to lead to the enhancement of
intercultural skills, readers need to decipher the cultural m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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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ings that they experience while reading multicultural short
stories, be aware of the narrative communication structure based on
the

short

stories,

and

reflect

on,

from

an

intercultural

perspective, the cultural nature of each object and the looks that
are imposed on them. Hence, this study categorised the principles of
intercultural education through multicultural short stories into
‘intercultural reading structures of multicultural short stories’
and

‘the

interpretant

of

multicultural

short

stories

for

intercultural insight’. The following were suggested as examples of
the former principle: ‘making the perception of cultural diversity
more subtle’, ‘reflective examination of how others respond’, and
‘exploration

of

cultural

perspectives

based

on

narrative

communication’. However, this does not imply a sequential process.
The following were presented as examples of the latter principle: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cultural conflict’, ‘examination of
cultural hegemony in multicultural short stories’, ‘intercultural
value judgement of characters' acts’, and‘reflection on cultural
co-existence and co-operation.
In addition, this study analysed the review data from Korean and
international readers who read multicultural short stories following
the phenomenological method. The analysis was based on learners'
reviews, group discussion recordings, post-discussion reviews, and
interview recordings. The objective of the analysis was, first, to
identify

learners'

cognitive

representations

regarding

multiculturalism and the cultural other; and second, to verify the
cultural

sensitivity

and

literary

sensibility

that

influenced

learners' multicultural short stories. The review showed that the
following perceptions were observed in the process of reading
multicultural short stories leading to intercultural reflection.
First, readers who reviewed the multicultural situation rep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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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novel from the context of social publicity were able to share
anti-racist

perceptions,

grappling

with

the

thought

that

the

existing cultural hegemony could infringe upon human rights. Second,
readers

who

analytically

examined

the

narrative

communication

hierarchy of the novel were able to reasonably analyse and infer the
cultural status and attitude of the narrator and the characters.
This led to the consideration of a rational attitude towards what
they considered strange cultures. Third, readers who could relate
the events reproduced in the novel to multicultural phenomena in
modern Korean society in concrete and realistic manners considered
issues with images given to social others and sought effective ways
to manage cultural conflict.
Through such analyses, the possibility of reading multicultural
short stories and the difficulties faced by readers were considered.
It was also confirmed that an educational method needs to be
designed to realise the intercultural educational potential of
reading multicultural short stories. However, reading multicultural
short stories in terms of intercultural education involves an
analytical review of the structure of events reproduced in the text
and characters' standpoints from a cultural hegemonic perspective,
as

well

as

activities

that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the

structure of intercultural relationships by considering the cultural
beliefs

and

feelings

of

the

narrator

and

characters

in

a

three-dimensional way. Hence, this study designed and presented
intercultural education through multicultural short stories based on
a comprehension-oriented curriculum.
First, the desired outcome of this education is ‘to allow learners
to work together and co-exist with people who have diverse cultural
characteristics. Considering hegemony and ethnocentrism as concepts
that need to be addressed with care in this education, the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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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behavioural objectives that should be achieved through education
were

presented

conflict

in

in

the

following

multicultural

short

three

levels:

stories’,

‘experiencing

‘understanding

the

overlapping structure of culture in multicultural short stories’,
and

‘building

intercultural

awareness

through

interpretative

communication.
Furthermore, this study presents tasks to be performed if each
level of the objectives is to be achieved. It guides learners about
the factors to be noted when providing feedback so that their
performance results could have intercultural educational potential.
At

the

level

of

experiencing

conflict

in

multicultural

short

stories, ‘analysis of the social basis for cultural conflicts’ and
‘forming critical awareness about cultural conflict’ were suggested
as tasks. At the level of understanding the overlapping structure of
multicultural short stories, learners should have paid attention to
the narrative communication hierarchy of the short stories. Hence,
the following activities were suggested at this level: "analysis of
the multilayers multicultural short stories’, which analyses the
cultural status of the characters, narrator, and implied author, and
infers the reliability of the narrator; and ‘determining cultural
awareness through a meta-level review’ in which the learner reflects
on himself as an interpreter of the novel. At the level of improving
intercultural awareness through interpretative communication, one
should consider different perspectives on cultural conflict and
explore ways to manage and mitigate conflicts with an intercultural
attitude. Hence, the following activities were suggested as tasks to
be performed: ‘dimensionalisation of cultural knowledge through
context review’, ‘reflecting on hegemony through critical cultural
interpretation’, and expanding empathy skills through intercultur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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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based on the decentralising awareness that although
it has been long since various ethnicities and peoples have formed a
socio-economic

community

with

the

advent

of

the

age

of

globalisation, lingering ideas of a single culture and nation in the
minds of society members is hampering social integration. Although
the subject cannot eventually reach the other person, human beings
have developed communities through constant communication, sympathy,
and co-operation. This study provides learners the opportunity to
communicate through multicultural short stories, leading them to
reflect on the circumstances of co-existence with cultural others
and on existing ideas and sensibilities. Moreover, by allowing
learners, through the reality represented in the short stories, to
verify their sensibilities and ideas and perceive their truth and
falsities, this study will make learners reflect on the attitudes
that they need as citizens of today's multicultural society. This is
valuable both in terms of literary and intercultural education
because

it

induces

participation

in

efforts

promoting

social

publicity as a member of literary and cultural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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