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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학문 목적의 한국어 고급학습자를 위한 한국 고전시가 교육

을 위하여 문학 현장 답사를 활용한 교육의 가능성을 밝히고 교육 방안

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현재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학교육은 중급 이상의 학습자들에게 교수되고 

있고 대체로 소설이나 현대시 위주의 읽기 영역으로 간단하게 교수되거

나 부수적인 교육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초급 한국

어 학습자에서 중‧고급 학습자로 나아갈수록 문화와 문학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에 본 연구는 문학 현장 답사를 비계로 삼아 고전

시가 학습의 거리감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국 고전시가 교육 방안을 제

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장소의 개념을 검토하고 세분화하였다. 장소

는 구체적인 체험 활동의 기반이자 맥락적이고 문화적인 의미와 관련되

는 추상적인 공간에 가치를 부여한 개념이다. 이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텍스트에 나타난 장소성 획득과 텍스트의 심도 있는 이해, 더 나아가 상

호문화 발견에 이르는 체화된 지식의 습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

의 교육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고는 학문 목적의 한국어 고급 학습자들이 문학 현장 답사를 통해 보

인 고전시가 반응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는 ‘장소 탐구를 통한 텍스트의 

장소성 발견’, ‘장소성 경험을 통한 텍스트 해석’, ‘모문화의 환기를 통한 

문화 간 비교’로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타났다. 장소 탐구를 통한 텍

스트의 장소성 발견에서는 ‘자연 공간을 통한 장소 정체성 체험’, ‘인문 

공간을 통한 장소감 형성’으로 나누었다. 학습자들은 자연 공간과 인문 

공간을 통해 텍스트에 나타난 장소성을 발견하고 텍스트의 의미를 활성

화하며 주체적으로 수용하였다. 장소성 경험을 통한 텍스트 해석에서는 

‘시공간성 경험을 통한 창작배경의 구체화’, ‘신체성의 추체험을 통한 시

적화자의 이해’로 나누었다. 학습자들은 장소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심층적으로 해석하여 감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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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보였다. 모문화의 환기를 통한 문화 간 비교에서는 ‘장소성과 학

습자의 문학 경험 연결’, ‘모문화와 목표문화의 장소성 대조’로 분류하였

다. 학습자들은 문학 현장 답사를 통해 장소에 나타난 문화적 의미를 포

착하고 문화 간의 대조 및 비교를 통하여 문화적 공감 및 감상을 심화시

키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본고는 학습자들의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장소의 표면적 이해’, ‘장소와 텍스트의 연결 실패’, ‘텍스트에 대한 상

호문화적 이해의 부족’이라는 한계점도 살펴보았다. 

 이에 한국어 고급학습자의 문학 현장 답사에 따른 고전시가에 반응 양

상 분석에서 확인된 가능성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문학 현장 답사를 활용

한 한국 고전시가 교육의 방법을 설계하였다. ‘텍스트에 대한 일차적 반

응 형성’, ‘텍스트 해석을 위한 배경지식의 습득’, ‘보조 학습 자료를 활

용한 장소성 경험’, ‘감상문 작성을 통한 장소성 경험의 재구성’을 교육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어 교육에서 고전시가 학습의 어려움과 거리감을 문학 

현장 답사를 활용하여 극복하고 학습자들의 능동적 참여와 주체적 문학 

향유를 촉진시켰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를 지닌다. 또한 장소성을 활용

하여 고전시가 텍스트에 대한 명시적‧정의적 감상과 상호문화능력 신장

을 위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이에 근거한 교육 방법을 도출하였

다는 점에서도 일정한 의의를 갖는다.

* 주요어 : 문학 현장 답사, 장소, 한국어 고급 학습자, 한국 고전시가,   

           <도산십이곡>, <어부단가>

* 학  번 : 2018-27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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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문학 현장 답사를 중심으로 한 한국 고전시가 교육의 

가능성을 밝히고, 그 교육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

어교육에서의 문학교육은 주로 중급 이상의 학습자들에게 교수되고 있고 

고급 학습자라 할지라도 대체로 소설이나 현대시 위주의 읽기 영역으로 

간단하게 교수되거나 부수적인 교육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대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고전시가를 교육하는 것은 언어적 한계와 

심리적인 거리감을 주기 때문에, 현재 교육기관에서는 고전문학을 거의 

다루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어교육에서 문화와 문학 교

육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고 현재의 초‧중급 학습자들이 앞으로 예비 한국

어 고급 학습자들로 전환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의 커리큘럼으로는 체계

적이고 심도 있는 문학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의사소통이 원활한 한국어 고급 학습자들은 기계적 언어 연습에서 벗어

나 깊이 있는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목표문화의 언어와 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문학 교육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수 방안이 

요구되는 바이나 현재 문학은 언어교육에서 보조적 역할에 머무르고 있

다. 고급 학습자들에게 표면적이고 단편적인 문학 교육을 제공하기보다는 

한국의 고전문학에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의 전통문화까

지 아우르는 총체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설화와 소설위주에

서 벗어나 다양한 장르의 문학 교육이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한국인의 정

서와 세계관이 집약되어있는 한국 고전시가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교육되

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어 초급 학습자로부터 중‧고급 학습자로 나아갈수록 

의사소통‧기능 중심의 언어교육보다 한국 문화‧문학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고전시가의 접근성을 높이고 학습자가 느끼는 부담감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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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대 한국인에게도 어렵고 부담스러운 고

전시가를 외국인에게 교수한다는 것은 교사나 학습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고전시가의 교육은 학습자의 특성

과 교육 내용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전문학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비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대다수의 문학교육은 교실에서 교사 중심으로 일방향적으로 내용이 

전달되는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텍스트의 명시적 이해를 목표

로 하는 것이지만, 학습자들은 수동적인 위치에서 텍스트를 수용하게 된

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은 학습자가 텍스트에 대해 공감을 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고전시가의 시공간적 거리감을 좁히고 학습자들의 능동적

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교육의 방안 연구가 시급한 실정

이다. 

 이에 본고는 문학 현장 답사를 활용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고전시

가를 교육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장소는 인간 생활의 실존의 공간

이자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의식 및 사고 작용의 한 부분으로서 

인간과 함께 공존하고 있다. 본고에서 정의하는 장소성은, 구체적인 체험

이자 활동의 기반이면서도 맥락적이고 문화적인 의미와 관련1)되는 추상

적인 공간에 가치를 부여한 개념이다. 

 장소는 문학 작품의 배경이면서 작품의 모티프와 작가의 정체성과도 연

결된 중요한 제재이다. 또한 장소는 대상과 세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퇴적물로서 존재하며 여러 환경에 의해 변용되면서 현대까지 이어져오는 

축적된 의미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장소를 통해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유추하고 구성할 수 있으며 나아가 공유되어온 문

화적 상징성도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이러한 장소의 특징을 활용하여 대부분의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문

화 교육의 일환으로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관련된 장소 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로 보아 교육기관에서도 문학 현장 답사의 효용성을 인정하고 활

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학습 목적이나 인식, 욕구 없이 참여하는 활

1)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로컬의 문학지형』, 혜안, 2010, 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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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 단순 야외 활동에 그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표면

적이고 일차적인 반응으로는 유의미한 결과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

다. 더욱이 고급 학습자들에게는 견학이나 관람의 수준에 그치는 현재의 

교육수준에서 보다 차원 높은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듯 한국어교육

에서 장소의 특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이전과는 

다른 교육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습자가 대상과 세계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능동

적으로 현장에 참여하고 반성적 사고를 통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주

목하고자 한다. 문학 현장 답사를 활용하여 단순히 장소를 방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전시가를 배경으로 한 장소를 체험하고 그 경험을 조회하

며 텍스트를 해석하는 시간차를 둔 반성적 사고에 초점을 두었다. 외국인

으로서 현장의 대상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인지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시간을 충분히 둠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고 텍

스트를 상기시켜 재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교실 안에서의 지시적․수동적 학습 형태보다 장소의 특징

을 직접 몸으로 경험함으로써 체득하는 지식에 주안점을 둔다. 또한 학습

자가 능동적으로 문학 현장에 참여함으로써 흥미를 느끼고 동기를 부여받

아 경험한 기억을 조회하며 텍스트의 공백을 스스로 채울 수 있는 학습자

의 주체적인 문학 향유 능력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고전시가에 대한 부담감과 학습의 난해함을 장소라는 비계를 

활용하여 해소하고, 문학 현장 답사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한국의 고전

시가를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고하며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방안

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장소와 문학의 관계를 

살펴본 후, 유형을 분류하여 학습자의 반응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궁극적

으로는 장소와 문학의 관계 및 문학 현장 답사의 의의를 바탕으로 학습자

의 실제 반응에 근거하여 한국 고전시가 교육의 목표와 방법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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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사 

 본 연구의 주제인 문학 현장 답사를 활용한 외국인을 위한 한국 고전시

가 교육의 내용과 관련하여 선행 연구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장소에 관한 연구, 둘째, 문학 현장 답사에 관한 

연구, 셋째, 외국어로서의 한국 고전시가 교육에 관한 연구를 고찰하고

자 한다. 

1) 장소에 관한 연구

 

 황혜진(2007)2)은 고전소설에서 형상화된 평양의 지역성의 특징을 인간

사를 펼치는 무대, 유정(有情)한 존재인 자연, 명승지 중심의 자연관으로 

분류하여 작품에서의 장소감과 인문 지리적 사고의 관계를 논의하였다. 

텍스트에 나타난 지역성에는 삶의 감각과 정서가 집약돼 있으며 형상화

하는 방식 또한 그 지역을 사유하여 창출된 형식이다. 이 연구는 작품에

서의 장소를 통해 인문 지리적 사고력 교육의 가능성을 제안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박형준(2012)3)의 연구에서는 문학 창작과 수용의 측면에서 장소의 비

결정성을 지역문학 장소성의 특질로 삼아 문학 교육의 가능성을 모색하

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주체의 구체적 장소 체험을 통해 장소

화가 이루어진다고 제시하며 감상과 가치판단의 열린 텍스트로서 장소의 

다층적인 특징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는 주체의 장소 ‘경험’이 장소의 정

체성을 형성하는 질료라고 보고, 주체와 장소가 상호 교섭함으로써 새로

운 장소성을 생성하는 지역문학 교육 방안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

2) 황혜진,「문학을 통한 인문 지리적 사고력 교육의 가능성 탐색 - 평양을 배경으로
한 고전소설을 대상으로」,『한국고전문학과 교육』13, 고전문학교육학회, 2007.

3) 박형준,「장소성의 재개념화와 문학 교육」,『국어교과교육연구』20, 국어교과교
육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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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맥락과 맞닿아 있다.  

 손정은(2013)4)은 장소감을 지닌 지명이미지를 실제적, 관습적, 역사적 

장소감으로 분류하여 장소가 가진 고유의 의미 특성을 분석하였다. 장소

는 그 특성에 따라 환기하는 장소감의 정체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시적 

자아의 정체성, 문화적 유대감 등 개인과 사회의 개별적이면서 공통적 

경험이 집약된 곳이다. 또한 장소를 시공간의 유물로서 읽어내야 할 또 

하나의 텍스트로서 재조명하며 장소 속에 내포된 다양한 정서나 문화적 

의미, 관념들의 중층적인 의미를 설명하였다. 이 연구는 장소를 단순한 

배경에서 주체적인 입장으로 위치시키고, 장소에 대한 이해가 시조의 이

해능력과 문화적, 정서적 공감에 중요한 질료인 것으로 보아 장소의 정

체성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장소성

을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송지언(2014)5)의 연구에서는 문학작품의 배경인 장소에 주목하고 장소

가 지역성으로 발전된 작품들을 연계하여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관점으로 

호남 원림문학과 장소의 유기적인 관계를 분석하였다. 지역에 따라 특정 

장르나 주제가 뚜렷이 드러나며 장르의 변형에도 지역성이 반영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장소 자체가 문학의 창작과 향유의 거점이 된다고 논의

하였다. 이 연구는 학습자가 단순히 문학 감상을 통해 작가의 장소 경험

의 관찰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장소 경험을 통해 그 계승자

가 된다고 하였다. 나아가 확장된 안목을 가진 장소 경험의 능동적인 주

체로서 지역 정체성을 갖추기 위한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상의 논의들은 장소가 가지고 있는 중층적인 의미와 기능에 대해 분

석하여 장소의 특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장

소를 배경이자 보조적인 요소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장소의 정체성이 

학습자의 이해와 감상능력을 신장하고 사고력을 배양하는데 기능한다는 

4) 손정은,「지명이미지를 통한 시조 이해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5) 송지언,「고전시가를 통한 장소 경험과 지역문학교육 - 호남지역 원림문학을 중
심으로」, 『문학교육학』45, 한국문학교육학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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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본 연구

는 위의 선행 연구에서 살펴 본 시사점을 바탕으로 논의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2) 문학 현장 답사에 관한 연구 

 

 고미숙(2006)6)은 경험과 체험, 학습과 교육에 대해 정의하며 체험교육

의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 체험은 실제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그 경험

에 대한 초점화 된 반성을 통한 학습이며 학습자가 타자와 관계를 맺는 

과정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는 교육

적 관점에서 필요한 학습으로서 경험과 체험을 재개념화 하며 체험을 통

한 교육적 의미를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종철(2007)7)은 기행체험을 통한 문학은 자신과 세계 및 삶에 대한 

성찰로서 자신의 체험과 기록을 통한 체험의 소통을 소중히 여기는 데서 

실현된다고 하였다. 또한 ‘체험 - 표현 - 소통’이라는 문학 활동의 실천

이 문학교육의 범례가 된다고 논의하며 타인의 체험을 추체험하는 가운

데 주체와 타자의 문화가 하나가 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기행문학의 

특징을 허구나 상상이 아닌 실제로 체험한 것, 현실의 시공간으로 정리

하였다. 문학의 목표와 범례로서 주체적인 체험과 표현을 통해 실천과 

생활로서의 문학의 가능성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신희경(2018)8)은 학습자의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는 방안

으로 고전소설 속에 나타난 장소를 체험하는 것을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아카이브의 개념을 사용하여 작품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형상화된 

의미를 파악하는 내러티브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운영전>과 인왕산과 

수성동 계곡, <안빙몽유록>과 낙산과 이화장, <심생전>과 종로에서 청

계천 그리고 소공동을 연계하여 장소와 문학작품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6) 고미숙,「체험교육의 의미」, 『아시아교육연구』7-1,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06.
7) 김종철, 「중세(中世) 여행 체험과 문학교육의 시각」, 『고전문학과교육』13, 한
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

8) 신희경, 「고전소설 공간 답사를 위한 제언」, 『돈암어문학』33, 돈암어문학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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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답사’라는 개념이 본고에서 활

용하고자 하는 실증적이고 체험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 시사

점을 던져준다.

 이다정․김윤희(2019)9)는 ‘문화어문학’의 관점에서 장소와 문학을 매개

로 하여 도산서원과 <도산십이곡>을 연계한 체험 활동을 제안하였다. 

장소의 설립 목적과 지향성이 <도산십이곡>의 주제와 유사성을 가진다

는 점을 토대로 실제 작품속의 장소를 추체험(追體驗)하며 현재의 교육

적 가치와 현대적 활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는 점에

서 본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은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고전적인 개념

의 관념적인 의미를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문학 현장 답사의 효용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교실에서의 관념적 개념 

전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제적이고 체현된 지식으로서 보다 역동

적으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문학 현장의 특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에 본 연구는 문학 현장 답사 활용 방안에 주목하여 한국 고전시가 교육 

방법을 도출하고자 한다. 

3) 외국어로서의 한국 고전시가 교육에 관한 연구 

 

 양민정(2008)10)은 한국어 교육에서 어학/문학/문화를 통합적으로 교육

할 수 있는 적합한 텍스트는 문학 장르임을 제시하며 고전시가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특히 ‘동동’ 작품속의 한국어의 옛 표현과 한국 

민족문화, 리듬감 있는 음악적 요소에 주목하여 세 분야의 통합적 교육

방법을 각각 고찰하고 교육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외국인 학습자의 수

9) 이다정 김윤희, 「문화 체험 공간으로서의 안동 도산서원(陶山書院)이 지닌 가능
성과 문화 콘텐츠 활성화 방안 - 시조 <陶山十二曲>의 활용을 중심으로」, 『온
지논총』59, 온지학회, 2019.

10) 양민정, 「외국인을 위한 고전시가 활용의 한국어/문학/문화의 통합적 교육 : 동
동(動動)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29,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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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고려하여 현대어 역을 제시하고 작품 설명과 함께 문법, 어휘, 세

시풍속 등 각 요소를 추출하여 분석하며 한국어 교육의 통합적 방법에 

있어서 고전시가를 활용한 최초의 연구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연구한 주뢰‧문복희(2013)11)도 가사(歌辭) <사친가>

를 주제로 언어/문학/문화의 통합적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윤섭(2014)12)은 결혼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교육을 위해 

고전시가 작품의 유용성을 밝히며 ‘시집살이’유형의 작품에 주목하였다. 

이는 다수의 기존 연구가 학문목적 학습자에 집중돼 있는 반면 다른 유

형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문화 교육과 고전시가의 접점을 활용하여 다

문화 교육을 넘어 상호문화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

구에 시사점을 가진다.

 왕엽(2015)13)은 서울과 북경이라는 장소이미지를 한․중 고전시가를 통

해 비교하면서 문학 지리학적 관점을 보였다. 장소는 단순한 지리적 공

간을 넘어 사람의 사상, 감정, 활동이 담겨 있고 다시 문학 작품으로 등

장하면서 입체성을 띄게 된다고 논의하며 장소가 문화적 상징성으로 존

재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고전시가를 문학 작품의 내용으로

서만이 아니라 한국 문화 교육의 제재로 활용하였다. 이는 이전의 내용

중심의 교육과는 다른 시각으로서 고전시가의 필요성과 활용도를 재조명

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맥락과 맞닿아 있다.  

 왕경기(2018)는14) 한국 시조의 계절이미지를 당시(唐詩)와의 비교 교

육을 통해 계절의 실제적, 정서적, 관념적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이는 문

화적 지식의 확장과 상호텍스트성의 환기, 고전시가에 대한 관심과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1) 주뢰·문복희,「가사(歌辭)를 활용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방안 연구」, 『아
시아문화연구』31, 가천대 아시아문화연구소, 2013.

12) 하윤섭,「한국문화교육을 위한 고전시가 작품의 유용성 - 결혼이주여성과
‘시집살이’ 유형의 작품들을 대상으로」, 『한국고전연구』29,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13) 왕엽,「한 중 고전시가 비교를 통한 한국 문화교육 - 서울과 북경의 장소이미지
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14) 왕경기,「한국 시조의 계절이미지 교육 연구 : 당시(唐詩)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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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미(2019)15)는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문학 작품을 활용하

여 한국의 가치문화를 통시적 관점에서 대조‧비교하는 교육 방안을 제시

하였다. 사회‧문화적 특성과 가치관의 변화요소를 정철의 <훈민가>, 박인

로의 <조홍시가>와 현대문학과 연계하여 문학과 문화, 장르간의 입체적

인 통합 교육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의 한국 고전시가 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

의 양이 한국어 기능 영역에 비해서 드물고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고

전시가에 대한 문학 경험이 많은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국적의 학습자가 문학 현장 답사를 활용하여 

한국 고전시가 텍스트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하고 주체적인 향유자가 

되는 데 초점을 맞춰 이해의 심화와 공감과 감상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고가 사례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장소는 경상북도 안동이다. 안동은 

도산서원, 국학진흥원, 오천유적지, 퇴계 종택, 도산온천, 이육사생가, 농

암 종택 등이 위치해 있으며 한국의 전통문화와 관련된 유적지와 고택이 

많다. 

 특히 안동 도산서원은 2019년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 유산으로 등재 여부가 최종 확정됐다.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

되는 한국의 서원은 조선의 첫 서원인 영주 소수서원을 비롯해 경주 옥

산서원, 안동 도산서원, 병산서원, 달성 도동서원, 함양 남계서원, 정읍 

무성서원, 장성 필암서원, 논산 돈암서원으로 총 9곳이다. 이는 안동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국의 전통문화와 문학의 창작 및 향

15) 김선미,「문학 작품을 활용한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가치문화교육 방안 연
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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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로서 탁월한 보편적인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보여주는 것이며, 

그리하여 외국인 학습자가 방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학 현장 답사의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하여 연구의 장소로 선정하였다.16)

 또한 안동은 한국 고전시가 작품들의 주배경이 되는 장소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어 그 가치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안동은 

영남지역 서원문학의 중심지이자 많은 성리학자들이 배출된 곳이다. 당

대의 학자들이 정치적, 환경적 이유로 유배나 은퇴 후에 은거지로 삼았

기에 다수의 한국 문학 작품이 창작된 문화적 상징성을 가진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안동은 작가 자신의 고유한 장소 체험이 작품에 녹

아들어 있기에 문학 창작과 향유의 산실(産室)의 장(場)이라고 할 수 있

다. 

 다음으로 문학 현장 답사를 중심으로 한 한국 고전시가 교육의 연구 텍

스트는 안동이라는 장소를 토대로 창작된 시조를 선정하기로 한다. 윤여

탁(2009)17)은 한국어 교육에서 작품을 선정할 때 외국인 학습자의 눈높

이에서 이해하기 평이한 표현의 수준과 학습의 목표 및 학습자 유형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고 하며 대표적인 정전을 선정하였다. 이에 본고는 

문학 정전(正典, canon) 선정 시 고려해야 하는 변인에 따라, 안동을 배

경으로 하는 작품 중에서 작품과 작가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한국적 

정서와 문화를 잘 표현하며 현재에도 계승되어 향유되고 있는 작품을 선

정하였다.18) 문학교육에 초점을 맞추며 한국의 전통문화와 세계관이 현

재에도 전승되어 계승되고 있는 작품 중에서 장소와 결합된 성격을 가진 

퇴계 이황의 <도산십이곡>과 농암 이현보의 <어부단가>를 학습자에게 

16) 세계적인 시각에서 안동을 바라본 또 다른 사례로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방문이 있다. 여왕은 1999년 한국 방문 시 ‘가장 한국적인 것이 담겨 있는 곳’으
로 안동을 선택했고 영국 여왕의 안동 방문 후에도 2005년 아버지 부시, 2009년
아들 부시 미국 대통령이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다. 또한 2019년 5월에
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차남 요크공작 앤드루 앨버트 크리스천 에드워
드왕자가 안동을 찾은 만큼 안동은 명실 공히 세계적인 한국 전통문화의 요지(要
地)이자 한국의 전통적 세계관과 정서가 집약된 장소라고 할 수 있다.

17) 윤여탁,「비교문학을 적용한 외국어로서의 한국 현대문학 교육 방법」, 『한국언
어문화학』6,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09, 62-64쪽.

18) 윤여탁 외,『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학 정전』, 하우출판사, 2015, 2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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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할 텍스트로 선정하였다.19) 

 두 작품은 한국 문학사에서 대표적인 시조 작품 중 하나로서 작품과 작

가 모두 안동이라는 동일한 장소를 배경으로 하였고 작품 주제 면에서도 

정치와 현실세계를 벗어난 자연에의 회귀라는 공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농암 이현보의 자연에 대한 남다른 태도에 영향을 받은 퇴계 

이황이 농암과 주고받은 시문(詩文)이 있을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가 각

별했기에, 서로 왕래하던 길과 장소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두 작품과 장

소를 고찰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본고는 위의 두 텍스트를 제재로 문학 현장 답사를 활용한 한국 고전시

가 교육 활동지를 제작하였고, 학문목적의 한국어 고급학습자들을 대상

으로 실험 결과를 도출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학 현장 답사를 비계로 삼은 한국 고전시가 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문학 능력과 문화 능력을 신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

의 관련 연구 자체도 드물고 실제적인 교재나 구체적인 교수법이 확증된 

사례가 거의 없기에, 본고의 문제의식과 더불어 적합한 교육 방법의 설

계가 지속적인 관심 안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한국 고전시가의 장소를 직접 경험하는 방안은 한국에 유학 온 학습자

에게만 적용될 소지가 있는 제한된 교육 방안이라는 점이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의 거주지에 따른 특화된 교육 방안의 개발과 

연구도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문학 답사를 참고하여 유용성과 한계를 

검토하고 학습자의 현 거주지에 따른 제한적 교육 방안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한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학습자만의 특성을 활용한 구

체적 교육 방안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먼저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 내용을 설정한 다음, 사

례 연구를 통해 문학 현장 답사에 따른 학습자의 반응 양상을 살펴볼 것

19) 학습자들에게는 텍스트의 원본과 현대어 주석본을 함께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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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사례 연구는 예비 실험, 본 실험으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학습자들

의 인터뷰 및 감상문과 추가 심층 질문을 통한 2차 감상문을 분석의 대

상으로 삼았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 내용과 방안의 효과와 한계를 검토

한 후 구체적인 교육 방법 설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문학 현장의 답사를 전, 중, 후 총 세 단계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

하였다. 첫 번째 문학 현장 답사의 전 단계는 텍스트의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을 학습자들에게 제공하여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고 이해하도

록 제시하였다. 이는 교사의 설명 없이 제공된 자료만을 바탕으로 학습

자 스스로 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을 확인하고, 문학 현장 답사 전과 후

에 어떻게 고전시가를 수용하고 전유하는가를 비교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답사 중 단계는 텍스트와 실제 현장을 비교 체험한 단계이다. 

학습자들은 문화 해설사와 연구자의 배경지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유

로운 감상과 질문을 통해 학습자가 텍스트와 장소에 대해 사유할 수 있

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활성화하여 고전시가의 

시공간적 거리감과 부담감을 줄이고, 텍스트에 보다 능동적이고 실제적

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 답사 후 단계는 학습자들의 설문지와 추가 감상문 작성 및 인

터뷰를 진행한 단계이다. 문학 현장 답사 전과 후의 텍스트의 이해 및 

정서 공감의 반응 유형과 변화 양상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한국 고전시가를 이해하는 데 문

학 현장 답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총 세 단계의 실험은 아래와 같은 기존 문학 답사가 관람이나 

견학하는 수준의 현장 경험의 한계를 극복하고 차별화하기 위한 목적으

로 구안되었다. 

 첫째, 현재 문학 현장 답사는 답사 전 단계, 즉 학습자들이 장소를 경

험하기 전에 그 장소와 연계된 문학 작품을 고찰하는 기회나 시간이 거

의 없다. 둘째,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이해단계인 답사 중 단계는 장소에

서 학습자가 문학 작품을 연계하여 텍스트의 이해나 풍부한 감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보다는 인식이나 욕구 없이 관람의 수준으로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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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문학의 현장성과 역동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

다. 마지막으로 답사 후 단계, 즉 문학 현장 답사 후에 학습자들의 추체

험을 통한 의미의 내면화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감상문이나 토론을 통

한 반응의 상대화 등의 후속 교육이 행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고는 위에서 언급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문학 현장 답사를 통

해 학습자들의 주체적이고 복합적인 해석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답사를 

세 단계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수자의 역할을 강화한 답사 전 답

계와 학습자들이 작품을 자유롭게 고찰해 볼 수 있는 답사 중 단계를 구

성하였고, 답사 후 단계에서는 이해 및 감상의 심화를 유도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실험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교실에서의 교사 전달식 수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학습자

를 중심으로 한 텍스트의 주체적인 이해를 촉발할 수 있다. 또한 현장에

서의 장소성을 비계로 삼아 텍스트의 공백을 메우며 의미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교수자의 부분적인 배경지식의 제공을 통

해 학습자가 텍스트와 장소를 경험하는 데 있어 가질 수 있는 한계점을 

보완하여 텍스트에 내포된 의미의 중층적 이해와 추체험을 통한 의미의 

심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먼저 예비실험은 2019년 5월에 학문목적의 중국인 고급학습자 6명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실험 정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예비

실험
조사 대상 국적 대상 텍스트 장소 활동 내용

2019년

5월

S대학교

대학원

학습자 6명
중국

<도산십이곡>

<어부단가>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을

제공함.

도산서원

퇴계묘소

퇴계태실

농암종택

4곳

학습

활동지

작성

(6부)

인터뷰

(150분)

[ 표 1 ] 예비 실험 조사 대상 및 실험 방법



- 14 -

 문학 현장 답사의 장소로 선정된 네 곳은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직․
간접적인 배경인 곳으로 선정하였다. 도산서원은 <도산십이곡>의 창작

지로서 의의가 있지만 나머지 세 장소는 텍스트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곳이다. 그러나 장소성을 활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텍스트의 이해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작자와 작품 배경의 총체적인 이해를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다층적인 감상을 위해 추가로 장소를 선정하였

다.20)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예비 실험을 한 결과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문학 

현장 답사를 한 후 한국 고전시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주

체적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정서를 전유하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앞서 예상한 바대로 장소가 의미를 생성하고 거리감을 줄이는 비계

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문학 현장 답사 교

육이 한국 고전시가의 대안적 교육 방안으로서 가능성을 지님을 의미한

다.   

 그러나 답사 과정 중에서 퇴계 태실은 예상과 달리 학습자들의 유의미

한 반응을 얻기 어려웠고 문학 현장의 특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기

에, 퇴계태실에 관한 것은 배경지식으로 설명하고 본 실험에서는 도산서

원, 퇴계묘소, 농암 종택 세 곳을 답사하기로 한다. 

 본 실험은 2019년 6월과 7월에 총 5개의 국적과 9개의 대학 및 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학문 목적 학습자 31명으로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실

험 정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 작품 속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장소인 천운대, 완락재 등은 도산서원 안에 포함
돼 있으므로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으며 작품과 관련된 공간에 대한 부분은 Ⅱ장
2절 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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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 조사 대상 국적 대상 텍스트 장소
활동

내용

2019년

6-7월

An대학교 2명

E대학교 1명

S대학교 대학원

15명

Se대학교 1명

H대학교 3명

M대학교 1명

Kf대학교 2명

Ky대학교

대학원 5명

Ky언어교육원

1명

학습자

총 31명

베트남 5명

미얀마 7명

인도 1명

중국 14명

카자흐스탄

4명

<도산십이곡>

<어부단가>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을

제공함.

도산서원

퇴계묘소

농암종택

총 3곳

학습

활동지

및 1차

감상문

(31부)

2차

감상문

(16부)

2019년

11월

E대학교 1명

S대학교 대학원

3명

미얀마 1명

중국 3명

3차

감상문

(4부)

학습자

번호:

예 1,

예 2,

본 12,

본 26.

[ 표 2 ] 본 실험 조사 대상 및 실험 방법21)

21) 예비, 본 실험에 참가한 한국어 고급학습자들의 학교는 총 9개로 다음과 같
고 학부와 대학원생 표기는 따로 하지 않았다. (알파벳 순서임.)
An : 안동대학교, E : 이화여자대학교, H : 한양대학교,
Kf : 한국외국어대학교, Ky : 경희대학교, KyA : 경안신학대학교,
M : 명지대학교, S : 서울대학교, Se : 세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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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의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장소와 문학의 관계에 대해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자 한

다. 먼저 본 연구의 주요 개념인 장소의 이론적 개념과 문학작품에서 장

소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문학 현장 답사를 활용한 한국 고

전시가 교육적 의의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Ⅲ장에서는 학습자들의 반응 양상을 세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장소에 

따른 학습자들의 반응을 분석하고 추론하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학습자들의 반응을 토대로 문학 현장 답사를 활용한 한국 

고전시가 교육의 실제로서 문학 현장 답사 특성에 따른 한국 고전시가 

교육의 목표와 방법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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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학 현장 답사를 활용한 한국 고전시가 

교육의 전제 

 이 장에서는 장소의 개념 및 장소성의 구성요소와 형성과정을 밝히고 

문학 작품에서 장소가 갖는 의미와 문학 현장 답사의 경험이 갖는 교육

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장소와 문학의 관계

1) 장소의 개념 및 구성요소

 

 (1) 장소의 의미

 모든 인간은 공간을 점유하고 살아가고 있으며 그 의미와 범위는 다양

하다. 자연에서의 공간과 도시 건물 내‧외부로서의 공간, 그리고 국가 간 

경계와 신성시된 공간까지 그 개념은 다양하며 모든 실존체는 이러한 공

간에서 존재하고 있다. ‘공간(space)’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데, ‘장소(place)’는 그와는 다른 속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간은 형체가 없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으며 실체를 묘사하거나 분

석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다.22) 이에 반해 장소는 공간적 형체와 인간의 

상호 작용이 만들어내는 물질과 비물질적, 즉 정신적 영역을 모두 포함

하는 개념이다.23) 본 연구가 공간이 아닌, 장소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이처럼 그 둘의 개념적 정의가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장소는 그 안에 있는 요소들 가운데 하나로 환원될 수 없으며 대신 공

22) Edward Relph, 김덕현 외 역,『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39쪽.
23) 백선혜,『장소성과 장소마케팅 - 한국과 미국 소도시 문화예술축제를 사례로』,
한국학술정보, 2005,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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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성과 시간성, 주관성과 객관성, 자아와 타자로 구성된 복잡성을 가지

고 있다.24) 서로 상관되고 상호의존적인 구성요소들이 복잡하고 분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장소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방법도 다양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기본적으로 장소는 특정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배경과 여기에 부

여된 상징적 의미 등과 관련되어 이해된다. 공간은 일정한 활동이나 사

물, 환경이 가지는 위치의 연장으로서 추상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에 반

해 장소는 보다 구체적인 체험과 활동의 기반이면서 동시에 맥락적·문화

적인 의미와 관련된다.25) 

 인본주의 지리학자인 이-푸 투안(Yi-Fu Tuan)은 공간과 장소에 대한 

인간의 경험과 의미에 대해 고찰하며 가치를 부여함에 따라 공간이 장소

가 된다고 하였다. 장소는 특별한 종류의 대상이고 가치의 응결물이지만 

손쉽게 조작하거나 가지고 다닐 수 없으며, 가치의 중심이 된다.26) 즉 

다른 곳과 구별되는 의미를 지닌 결과물로서 장소를 인식하고 있다. 

 장소를 경험하는 것을 현상학적으로 접근한 에드워드 렐프(Edward 

Relph)는 사람과 장소 간에는 심리학적 연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장소의 

정체성을 분석하였다. 물리적 환경, 인간 활동, 그리고 의미의 융합이 장

소 정체성의 원재료이자 구조화하는 기본적인 관계라고 정의하였다.27)   

 그는 인간답다는 것은 의미 있는 자신의 장소를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하이데거(Heidegger)에 따르면 “‘장소’는 인간 실존이 외부와 

맺는 유대를 드러내는 동시에 인간의 자유와 실재성의 깊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위치시킨다.”28) 또한 장소에는 우리의 의도, 태도, 목

적과 경험이 모두 집중되어 있기에 장소는 세계 경험에 질서를 부여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되며, 우리가 장소와 관련을 맺고 장소를 의식하는 것

이 개인이 정체성 및 문화적 정체성 확립의 근원이자 우리 자신을 외부

24) Jeff Malpas, 김지혜 역,『장소와 경험』, 에코, 2014, 210-211쪽.
25) 강학순,『존재와 공간』, 한길사, 2011, 203-204쪽.
26) Yi-Fu Tuan, 구동회·심승희 공역,『공간과 장소』, 대윤, 2007, 19-37쪽.
27) Edward Relph, 앞의 책, 112-114쪽.
28) 위의 책,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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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향시키는 출발점이 된다.29) 즉 장소와 인간을 연계시키며 존재의 

본질과 정체성에 있어서 장소는 중요한 질료이자 토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크리스티안 노르베르그-슐츠(Christian Norberg-Schulz)에 따르면, 장

소는 추상적인 위치 이상의 구체적인 사물들이 구성된 통합 부분이자, 

총체성(totality)을 의미한다.30) 장소는 삶이 일어나는 특별한 성격을 가

지고 있는 공간으로서 인간거주의 구체화된 현시이며, 삶의 구체적인 환

경이다. 인간의 정체성은 그러한 장소에 대한 소속감의 정도에 의존하고 

동시에 장소의 정체성을 전제하기에, 장소의 본질에 따라 인간과 문화의 

정체성이 결정지어진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하나의 실존체이자 주체와 상호작용하는 대상

이기도 한 장소는 모든 존재가 지구상에 존재하도록 하는 실존의 공간이

자 그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며 의미를 생성하게 만드는 바탕인 것이다. 

즉 장소는 자아 정체성의 근본이자 주체와 상호관계를 맺는 사회․문화적

인 형성요소이다.

 영국의 인문지리학자인 팀 크리스웰(Tim Cresswell)도 장소는 어딘가

에 위치해야 하고 물질적인 시각적 형태를 지녀야 할 뿐만 아니라 인간

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며 의미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인간적 능

력을 가져야 한다고 정의하였다.31) 즉 장소에 인격적 의미를 부여하며 

상호작용의 대상으로 인식한 것은 장소를 교감이 가능한 살아있는 대상

으로 여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장소의 개념을 논의해 보면 장소가 가진 속성을 미루어 볼 때 

그 장소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자아 인식이나 타자들과의 상호 주관적 

영역 파악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계 자체를 파악하는 데도 중요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32)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에서 주목하고 논의

하려는 장소는 세계 속의 수많은 장소들이 아니라 사고, 개념, 세계 내 

29) 위의 책, 104쪽.
30) Christian Norberg-Schulz, 민경호 외 역,『장소의 혼-건축의 현상학을 위하여』,
태림문화사, 1996, 5-31쪽.

31) Tim Cresswell, 심승희 역, 『장소』, 시그마프레스, 2012, 11쪽.
32) Jeff Malpas, 앞의 책, 2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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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방식으로서의 ‘장소’이다.33) 즉 추상적인 공간 위에 의미와 목적과 

문화요소가 복합적으로 연계된 총체적 맥락의 개념으로 장소를 정의하고

자 한다.  

 (2) 장소성 : 장소 정체성 ‧ 장소감

 

 인간은 다양한 장소에서 개별적인 경험과 의미를 통해 공간을 장소로 

만든다. 이러한 세계 내 존재하는 다른 장소와는 차별화된 특정 장소의 

총체적인 특징을 ‘장소성(Placeness)’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장소의 

정체성과 장소에 대한 애착 등을 토대로 형성된다.34) 따라서 장소성은 

구성원들에게 공통적이고 집합적인 정체성으로 형성되거나 사회․문화적

인 합의의 형태로 상징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소성을 형성하는 요소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내포될 수 있다. 

이 요소들은 장소의 구조이자 근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렐프는 장소의 

정체성 구조를 물리적 환경, 인간의 활동이나 경험 그리고 의미라는 요

소로 제안하였다. 이는 메를로-퐁티(Merleau-Ponty)가 인간행위를 물리

적 요소, 활동적 요소, 심리적 요소로 구분하여 분석한 전례를 그대로 

장소에 적용한 것이다.35) 이 세 가지 요소의 속성들의 상호 관련되는 방

식이 장소성 형성의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물리적 환경과 인간

의 유의미한 활동이 서로 관련되어 일어나는 그 융합이 장소의 정체성이

며 원재료이다.36)

 첫째로 물리적 환경은 장소의 외관으로서 실상으로 존재하는 시각적인 

형태의 모든 유형의 요소를 말한다. 물리적 환경과 경관은 장소의 가장 

뚜렷한 속성으로 실체적이고 묘사 가능하며 인간의 존재가 없어져도 유

지되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37)

33) Tim Cresswell, 앞의 책, 31쪽.
34) 최막중 김미옥,「장소성의 형성요인과 경제적 가치에 관한 실증분석」,『국토계
획』36-2,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1, 154쪽.

35) Edward Relph, 앞의 책, 30쪽.
36) 위의 책, 113-114쪽.
37) 백서영,「장소성 형성을 위한 시각적 방법론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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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로 인간의 활동이나 경험이 장소를 이루는 근간이라는 것은 공간과 

장소의 개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공간에서 장소로의 개

념이행은 인간 공간의 공간적 혁명 또는 창의적 공간 변환의 일종의 메

타모포시스(metamorphosis)로 볼 수 있다. 메타모포시스란 일상의 어느 

공간이 인간장소의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이며 공간을 장소로 이어주는 

다리이다. 또한 무의미한 허공 같은 개념에서 의미를 가진 공간, 즉 장

소의 실재(實在)로 변모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으며 이 때 변환의 운동

력은 인간 행동이다.38) 이 인간 행동의 결과로 역사, 문화, 생활방식 등 

다양한 무형의 요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빈 공터에 인간 활동이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써 의미를 가진 주체로서의 장소가 형성이 되고 정

체성을 가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공간에서 일어나는 의미의 생성이 장소 정체성의 질료가 되

고 이것은 인간의 의도와 경험에 해당한다. 그 의미는 장소감, 장소 애

착, 장소 이미지 등으로 나타나며 장소와 자신과의 느낌과 정체감을 부

여함으로써 형성되는 장소와 인간의 정서적 관계라고 볼 수 있다.39) 

 장소를 구성하는 요소를 통해 장소의 정체성이 형성된다는 것은 그 작

용의 주체가 장소라는 것을 의미한다.40) 장소의 정체성은 장소가 가진 

구조를 통해 형성 되는 것으로, 이 때 주체는 장소가 된다. 

 이에 반해 장소감은 장소보다는 인간의 감정이나 정서가 주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정치지리학자 존 애그뉴(John Agnew)는 ‘장소감’을 사람들

이 장소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애착으로 설명하였다.41) 이

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환경보다는 내부적이고 주관적인 개인적인 감정

과 연계된다고 볼 수 있다. 로널드 존스톤(R. J. Johnston)은 장소감을 

‘특정 위치와 기존 공동체에 대한 정서적 연계’42) 라고 논의하면서 장소

2014, 28쪽.
38) 민병호,『인간장소 - 휴먼 디자인의 일곱 가지 허미뉴틱스』, 문운당, 2017, 3-4
쪽.

39) 백선혜, 앞의 책, 55-57쪽.
40) 백서영, 앞의 글, 35쪽.
41) Tim Cresswell, 앞의 책, 11쪽.
42) R. J. Johnston, 손명철 편역,『지역지리와 현대사회이론』, 명보문화사, 1994, 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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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인간의 감정적인 유기적 관계에 주목하였다. 또한 장소애나 장소 애

착의 관점에서 ‘자신이 속한 장소의 역사, 공동체, 자연적 과정에 대한 

경험적인 친밀감과 애착’43)으로 장소감을 상정하며 인간의 장소에 대한 

감정을 주체로 보았다. 장소감은 일종의 감정의 국지적 구조물(local 

structure of feeling)이라고 할 수 있다.44) 

 렐프는 진정한 장소감이란 개인이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장소 내부에 

거주 하고 있다는 느낌이며 자신만의 장소에 소속감을 갖는 느낌이라고 

논의하였다. 이러한 장소감은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정체감의 근원이 된다.45) 

 따라서 장소감은 어떤 장소에 대한 의식적 애착이며 이 때 그 장소의 

정체성은 다른 장소와의 차별성으로 구성된다.46) 장소가 다른 곳과 다른 

특수하고 예외적인 속성을 가진다고 할 때 장소는 곧 장소성이라고도 볼 

수 있고 장소성의 실체는 장소로 환원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장소성의 개념을 살펴 본 바 기존의 연구에서는 장소 정체성

의 구성요소로서 인간 활동이나 정서적 관계를 포함하고 있으나, 본고에

서는 장소 정체성을 장소가 가진 물리적 환경이나 경관 즉 장소 자체를 

지시하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단순한 인간의 활동이 아니라 

그로 인해 의미 형성이 일어나 장소감, 장소애와 같은 정서적 관계가 발

생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인간의 활동 및 경험과 장소감을 한 개의 요

소로 분류하기로 한다. 이에 본고는 장소성의 구성요소로 장소의 물리적 

환경인 장소의 정체성과 장소에 대한 인간의 의도와 맥락을 가진 장소감

으로 상정하고자 한다. 

43) M. Sanger, “Sense of place and education”,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30(4), 1999, pp.4-8.(권영락,「장소기반 환경교육에서 장소감의 발달과
환경의식의 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20쪽에서 재인용.)

44) 백선혜, 앞의 책, 54쪽.
45) Edward Relph, 앞의 책, 150쪽.
46) 국토연구원 전자도서관 참고정보원, 국토용어해설 페이지;
http://library.krihs.re.kr/bbs/content/2_396?os=asc&countPerPage=10&dateTo=&s
earchKey=장소&searchKind=title&oi=&date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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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학 작품에서 장소의 의미

 문학을 최초로 지리학 연구에 도입한 영국의 아취볼드 게이키 

(Archbold Geiki)는 “자연의 모든 외적인 아름다움의 내부에는, 그 아름

다움이 더욱 완전한 의미를 지니게 하고, 그것을 더욱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어 주는 내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47)에 자연환경과 문학은 긴밀한 

연관성을 지님을 논의했다. 여기에서 내적인 역사는 장소의 명시적인 지

리적 역사뿐만 아니라 문학 속의 배경이자 텍스트의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장소와 문학은 서로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를 생성하는 조건이

자 동시적으로 함께 시공간을 공유하는 상호보완적인 주체인 것이다. 

 이로 인해 문학작품이 장소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장소가 문학작품의 창작과 향유에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따

라서 장소와 문학은 가시적, 비가시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

해 학습자들은 장소와 문학작품 간의 상호주관성을 발견할 수 있다. 

  문학작품의 배경이 된 장소가 우리가 작품을 감상할 때 함께 읽어야할 

또 하나의 텍스트48)라고 본다면 장소와 문학은 의미를 상호 보완해준다

는 관점에서 상호텍스트적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상호텍스트

성(intertextuality)은 “텍스트가 자족적이거나 자율적 실체가 아니라 다

른 텍스트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텍스트의 특징 중 하나이다.49) 장

소와 문학이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해있지만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두 개의 

텍스트를 읽어내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소와 문학의 상호텍스트성은 문학작품의 창작과 향유의 관점

에서 모티프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 모티프의 관점으로서 둘의 상호

텍스트성을 환기시키는 것은 학습자의 감상을 보다 풍부하고 다층적인 

47) Archbold Geikie, Types of Scenery and Their Influence on Literature, Port
Washington, N.Y. : Kennikat Press, 1970, pp.58-59. (이은숙,「문학지리학 서설
- 지리학과 문학의 만남」,『문화역사지리』4,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1992, 148
쪽에서 재인용.)

48) 송지언, 앞의 글, 154-155쪽.
49) 한국텍스트언어학회,「상호텍스트성 : 텍스트들 간의 커뮤니케이션」,『텍스트언
어학의 이해』, 박이정, 2009, 1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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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문학교육의 

측면에서 문학 작품의 질적인 감상에 일조할 수 있다.50) 

 세계의 모든 문학은 지방문학이자 지역 문학이며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

여 형성된다.51) 따라서 문학의 창작 요소로서의 지역성이나 구체적인 장

소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관념적이고 일차적인 이해의 한계에 이를 수 있

으며, 지역 문학적 관점을 통했을 때 보다 실제적이고 다층적인 이해에 

접근할 수 있다. 이때 문학은 단순한 도구의 차원이 아닌 그 장소의 핵

심적 주체의 위치에 있으며 이러한 문학은 인간의 삶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인간의 삶은 시공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독립적이고 다

양한 의미의 장소를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체이자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문학이다. 

 따라서 작품속의 장소는 작가의 체험의 공간이면서 또한 당대의 사회문

화를 반영한 문학 창작의 생성과 향유의 공간이다. 이러한 텍스트에 나

타난 장소성을 중심으로 한 작품의 이해는 텍스트가 가진 공백을 채우며 

보다 밀도 있는 이해와 입체적인 감상의 질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맥락으로 문학작품에서 장소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구성요소로서 

작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시어로서의 장소

 앞서 언급한 장소가 지닌 의미 외에도 장소는 지표면상의 고정된 객관

적이고 절대적 의미의 지도 좌표로서 고유명사와 같은 지시적 역할을 한

다. 하지만 고유명사가 단순히 외연적 의미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지명과 같은 고유명사의 기능을 가진 장소는 외연적 ‘지시’ 기능 

외에도 ‘의미’를 드러내는 특성도 함께 지니고 있다고 전제할 수 있

다.52) 프레게(Frege)는 ‘고유명사는 그 뜻을 지시하거나 나타내는 의미

50) 문찬란,「<사미인곡>의 상호텍스트적 읽기 교육 연구 - 모티프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39쪽.

51) 김창원,「<관동별곡(關東別曲)>의 관찰사 여정과 심상지리」,『한국시가연구』
27, 한국시가학회, 2009, 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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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표현’한다고 말하며 고유명사의 내연적 의미역에 대해서 논의하였

다.53) 즉 지시적 대상을 단순히 표면적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

미와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54) 고유명사와 같이 표면적이고 사전적 

의미를 지닌 명시적 시어는 특정 장소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장소가 내포하고 있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시어로서도 존재한다. 함축적 의미는 명시적 의미가 가진 의미역을 토대

로 맥락을 따라 형성되며 명시적 시어가 가진 의미의 총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55) 더 나아가 명시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 사이의 거리로 인

한 긴장감은 시의 의미를 풍부하게 해주고 그 시적 효용을 극대화 한

다.56)

 이러한 맥락으로 <도산십이곡>을 살펴보면 ‘천광운영대’는 주자의「관

서(觀書)」57)라는 시의 제2구 대목을 가져온 것이다. 텍스트에서 ‘도라

드러’라는 표현과 함께 쓰이면서 시적화자의 장소 이동을 짐작할 수 있

는 실제적인 명시적 시어이자 작품의 장소성을 상징하고 있다. 또한 이

황이 주자학을 계승하여 강학(講學)과 제향(祭享)을 위해 도산서원을 설

립했다는 근본적 이념 또한 함축하고 있다.  

 ‘완락재’는 퇴계의 침소이자 독서공간이며 텍스트에 표출된 지시적 의

미를 드러내는 시어이기도 하다. 이것은 장소성을 가진 시어로서 일차적

으로는 명시적 의미를 전달하고 작품 배경의 장소성을 드러내며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다. 

52) 손정은, 앞의 글, 23쪽.
53) 박우현,「프레게와 비트겐슈타인의 의미(sense)와 뜻(meaning)」, 『철학사상』
17, 동국대학교철학회, 1996, 46쪽.

54) 남순예,「‘고유명(proper names)’ 에 관한 러셀과 프레게 이론의 비교」, 『철학
논총』21, 새한철학회, 2000, 219쪽.

55) 손정은, 앞의 글, 96쪽.
56) 이승훈,『시론』, 고려원, 1979, 241-242쪽.
57) 半畝方塘一鑑開 반 이랑 네모진 연못이 거울처럼 열려 있어
天光雲影共徘徊 하늘 빛과 구름 그림자 어울려 오가네
問渠那得淸如許 묻노니, 그대 어찌 그리 맑을 수 있는가
爲有源頭活水來 아득한 샘에서 싱싱한 물이 솟아 오기 때문이지
(한형조 외,『도산서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8, 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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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당의 세 칸 중에서 가운데 칸인 ‘완락재’는 주자의 <명당실의 기문>

에 나오는  “그것으로 즐기며 완상하니(樂而玩之) 족히 종신토록 싫증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58)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의미의 

‘완락재’는 시적 화자가 빈 완락재에 앉아 있으면 그동안 마음 쓰이던 

온갖 근심이 깨끗하게 맑아짐을 깨닫게 된다59)고 표현함과 같이 시적 

화자의 정서와 의미가 함축된 장소성으로 표출되었다. 또한 3칸으로 된 

‘완락재’는 도산서당의 유일한 방으로서 가운데를 서재 겸 침소로 사용

하였는데 서가를 잠자리 아래로 두지 않는 것은 ‘성현의 경훈을 등 뒤에 

두는 것은 온당치 않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행동의 이면의 의미는 독서

의 행위가 학문의 행위가 아닌 성현의 가르침을 받는 배움의 행위라고 

여긴 것이다.60) 

 즉 ‘천운대’와 ‘완락재’라는 시어는 실제 장소의 이해와 텍스트의 장소

성, 그리고 작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이념과 상징성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것으로서 텍스트의 실제 시어로 표출된 것이다. 이렇듯 작품 속의 장소

는 명시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를 지닌 시어로서 존재하며 텍스트의 중층

적 이해에 비계가 될 수 있다.

 (2) 시적 화자의 정체성 구성 도구로서의 장소

 하이데거(Heidegger)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존재와 어디에서, 어떻게 

관련을 맺든지 간에, 정체성은 반드시 생겨나게 된다.”라고 했다.61) 인

간은 특정한 장소에 거주하고 그 안에서 상황을 통해 자기를 바라보게 

되고 발견한다. 즉 자신의 실재 존재감은 결국 공간적 존재감을 통해 인

식하고 해석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인간의 정체성은 장소의 정체성

58) 퇴계 이황, 이장우 장세후 옮김,『도산잡영 - 퇴계, 도산서당에서 시를 읊
다』, 을유문화사, 2005, 60-61쪽.

59) 위의 책, 236쪽.
60) 성기옥,「『도산십이곡』의 재해석」,『진단학보』33, 진단학회, 2001, 265-266
쪽.

61) M. Heidegger, Identity and D ifference, New York : Harper and Row, 1969,
p.26.(Edward Relph, 앞의 책, 108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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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제로 한다.62)  

 이를 풀레(Poulet)는 “존재는 스스로를 발견하는 장소로 자신들을 둘러

싼다. 장소가 없다면 존재들은 그저 추상일 것이다. 존재들의 이미지를 

정확히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주는 것은 바로 장소들이다.”라고 

설명하며 자아 정체성과 자아 인식의 모든 특성은 주체가 자신을 발견하

는 장소와 결부되어 있다고 하였다.63) 

 즉 자신을 안다는 것은 단순하게 존재의 바탕이 되는 자아를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 안에서 하나의 구체적 장소를 갖는 것이다.64) 

이러한 장소는 장소에 투영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고 주체만의 의도와 

가치가 반영된 주관적 해석의 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폴 셰퍼드(Paul 

Shepard)가 말한 각 개인의 “사고, 지각, 의미의 조직화가 특정 장소들

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65)는 것은 개인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장소와 

연계돼 있음을 의미한다. 인간의 정체성은 한 장소에 대한 소속감의 정도

에 의존하며66) 이때 장소는 사물들의 의미와 의도를 통해 자신을 투영하

여 자아 정체성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맥락으로 시적 화자의 정체성은 장소성과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장소성을 이해하는 것은 시적화자의 이해에 이를 수 있다. 문

학작품에 등장하는 장소의 의미는 작가 자신의 고유한 체험이기 때문

에67)장소성으로 실현되고, 그 장소는 객관적이고 물리적 실체 위에 의미

를 부여한 작가 개인의 장소애착의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작품속의 장소를 이해한다는 것은 장소에 초점화된 시적화자의 세계관 

및 정서 즉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시적화자는 작품 속의 장소에서 주체가 되어 장

소의 총체성을 직접 대면하고 경험하며 자신의 공간적 존재감을 인식하

62) C. Norberg-Schulz, 앞의 책, 1996, 30쪽.
63) Jeff Malpas, 앞의 책, 228쪽.
64) 위의 책, 197쪽.
65) Paul Shepard, Man in the Landscape, New York : Ballantine Books, 1967,
32p. (Edward Relph, 앞의 책, 2005, 42쪽에서 재인용.)

66) C. Norberg-Schulz, 앞의 책, 1996, 6쪽.
67) 전정은,「문학작품을 통한 1930년대 경성중심부의 장소성 해석 - 박태원 소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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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그리고 시적 화자가 경험하는 장소성을 통해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고 정체성을 구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퇴계 이황에게 조정에서 관직생활을 하던 곳이란 비상하고 

재주를 가진 무리의 틈에 끼어 변변치 못한 자신이 부끄럽고 어색한 곳

이었다면, 도산서당은 자연 속에서 이제는 관료들이 아닌 물고기와 새들

의 무리 가운데서 오히려 우두머리가 되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

성을 믿게 되는 부끄러움이 없는 장소이다.68) 또한 산골짜기에 자리 잡

은 몇 칸밖에 되지 않는 서당에서 은자들을 대표하는 흰 구름과 이웃하

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주역⟫에서 말한 “그윽이 숨어 사는 군자가 마

음을 곧고 바르게 가지면 좋은 일이 있다”라는 것에 합하지 않는 자신이 

진정한 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게 만드는 장소이기도 하다.69) 

 따라서 도산서당의 장소성 이해는 장소에 담긴 시적 화자의 가치관과 

함축된 정서 즉 시적 화자의 정체성 이해에 이를 수 있다. 

 농암 이현보는 은퇴 이후 타계할 때까지 분강을 중심으로 이황 등과 시

회를 벌이고 ‘자연친화’를 국문시가로 구현시켰다. 또한 자연을 예찬하고 

귀거래의 삶을 추구하는 정서는 농암의 여러 누정 건축 안에 녹아 있다

고 할 수 있다.70) 이러한 분당가단의 주요 무대인 애일당, 긍구당 등에

서 분강에 배를 띄워 달을 보며 풍류를 즐기고 단풍을 감상하는 것은, 

농암의 산수를 벗 삼아 자연에 귀의하고자 하는 표면적 정서이외에도 성

리학적 자연 친화의 성격과 자연 친화를 통한 천인합일이라는 사상의 근

원적인 축이 깔려있는 것이다.71) 

 즉 작품 속의 장소에 담겨있는 농암 이현보의 정서는 분강의 산수를 즐

기며 유유자적한 삶을 추구하는 것과 함께 귀거래, 수양, 문풍 진작이라

는 중층적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72) 따라서 이러한 작품의 배경인 장소

에 대한 이해는 기저에 내포된 시적화자의 다층적 정서의 이해와 공감을 

68) 퇴계 이황, 앞의 책, 2005, 258쪽.
69) 위의 책, 259쪽.
70) 윤일이,「농암 이현보와 16세기 누정건축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19-6, 대한건축학회, 2003, 86쪽.

71) 위의 글, 86-88쪽.
72) 위의 글, 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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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시적 화자의 정체성 이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다른 고전시가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예를 들어 고산 

윤선도는 자연을 면밀히 관찰하여 각기 다른 낱낱의 자연물로 이루어졌

던 보길도를 또 하나의 세계이자 장소의 개념으로 구성하였다. 윤선도가 

들어가기 전의 보길도가 무인도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보길도의 구성은 

윤선도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설계한 자연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재해석

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73) 윤선도는 보길도에 은거하여 정착하면서 

그 일대의 산세가 연꽃을 닮았다 하여 ‘부용동(芙蓉洞)’이라고 명명하고 

세연정, 석실 등을 지어놓고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겼다. 즉 윤선도의 

정체성이 그대로 장소로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때 보길도는 

윤선도의 정체성 구성의 질료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미루어 볼 때 주체가 공간에 의미와 맥락을 부여함에 

따라 장소로 변환된 보길도는 윤선도만의 정체성과 정서 및 작자 고유의 

세계관이 집약된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학작품속의 장소는 시

적 화자 그 자체를 드러내는 공간이자 물리적‧심리적 관계를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3) 창작배경으로서의 장소

 작품속의 공간은 문화에 의해 형성된 경험의 구조74)로서 사회‧문화적 

배경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작품의 장소를 이해하는 것은 작가의 체험의 

공간과 창작 의도뿐만 아니라 당대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는 바탕이자 

작품의 전면적인 이해의 비계가 될 수 있다. 

 <도산십이곡>의 창작배경인 도산서원에서 지은 ⟪도산잡영(陶山雜詠)⟫
은 퇴계 이황이 도산서당을 짓고 연구와 강학(講學)을 목표로 하였기에 

주자(朱子)를 흠모하는 내용이 많으나, ⟪퇴계잡영⟫은 퇴계[토계;兎溪]

란 마을에서 은퇴하여 사는 것을 목표로 하였기에 도연명 시의 각운자를 

73) 전정은, 앞의 글, 23쪽.
74) Edward Hall, 최효선 역,『숨겨진 차원 - 공간의 인류학』, 한길사, 2003,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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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사용하거나 전원생활을 흠모하는 내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75)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아 동일한 작자가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는 목적과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지에 따라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달라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작자가 창작한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작품

의 내용과 해석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며 이러한 창작 배경의 이해는 텍스

트 이면에 있는 의미를 읽어내어 다층적 감상에 이를 수 있다.

 <어부가>의 창작배경이자 농암 이현보의 고향마을인 분천(汾川)은 경관

이 아름다워 농암은 “정승도 이 강산과 바꿀 수 없다”고 했고, 모재 김

안국은 “부내 마을은 그윽하고 산수가 맑아 흡사 도원에 들어가 신선을 

만난 것 같다”고 했다.76) 이와 같은 자연공간은 시문학의 배경과 주요 

활동 무대가 되어 많은 그림과 시를 남기며 영남사림의 활동의 장이 되

었다. 또한 정치적 파란을 겪은 후 잦은 외직을 자청해 자연을 벗삼아 

귀거래의 삶을 추구했던 농암에게 분천(汾川)의 자연경관은 강호가도 창

도의 촉매의 장소이자 문학의 핵심 주제였다. 이러한 창작 장소와 배경

의 이해는 작자가 실제 체험하고 거주했던 당시의 현장을 실질적으로 이

해하게 됨으로써 입체적 감상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논의는 다른 고전시가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예를 들어 고산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를 비롯한 다른 작품들은 전남 완도 보길도에서 

창작되었다. <어부사시사>는 한국 고전시가의 대표적 정전(正典)으로 고

산 윤선도는 기존의 어부가의 전통 위에 보길도에서의 체험을 가미하여 

<어부사시사>를 지었다.77) 이 장소는 윤선도가 병자호란 이후 속세에 

염증을 느끼고 제주도로 가는 길에 풍랑을 피해 간 곳이다. 13여 년의 

유배생활을 한 보길도라는 장소는 시적화자가 은거지로 삼고 세상의 정

치를 피해 자연 속에서 시작(詩作)을 하며 학문 탐구를 한 장소이기도 

하다. 또한 윤선도는 일흔이 넘은 나이에 보길도를 원림문학의 근거지로 

삼아 삶을 다시 시작하고 마감한 제 2의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바로 

이곳에서 <어부사시사> 40수와 <오우가>, 32편의 한시(漢詩)를 남겼으

75) 퇴계 이황, 앞의 책, 2005, 12쪽.
76) 윤일이, 앞의 글, 83쪽.
77) 허문정,「보길도 고산 문학 정원 설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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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한국 가사문학의 대표작을 완성했다. 이러한 보길도는 윤선도의 생활

이자 체험의 장소이면서 문학작품의 배경이자 창작의 모티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작품이 창작된 장소의 배경과 유래의 이해는 학습자의 텍

스트의 표면적 이해를 돕고 더 나아가 심층적 의미 파악의 통로가 될 수 

있다. 

2. 문학 현장 답사의 교육적 의의

1) 현실 공간 답사를 통한 장소성 경험

 

 (1) 물리적 경관으로서의 자연 공간 경험

  자연 공간은 지도의 좌표처럼 객관적이고 절대적이며 중립적인 장소

로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체는 그 장소에서 수학적인 공간

으로서 일차적으로 정보를 인식하고 장소가 가진 표면적 의미를 수용할 

수 있다. 먼저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자연 공간은 <도산십이곡>과 

<어부가>의 작품과 작가의 배경인 안동이다. 

 안동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사이에 두고 낙동강과 반변천(半邊川)이 

합류하는 곳으로 강호의 경물과 절경으로 경관이 뛰어난 곳이지만 한편

으론 안동을 둘러싸고 있는 두 준령은 다른 지역과 서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문화적 교류의 제약 요인이기도 하였다.78) 따라서 이러한 

자연공간의 특성은 안동만의 독특한 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도 하였다. 

 안동시는 삼한 시대에 진한에 속하였던 곳으로 염상(念尙)도사가 약 

2000년 전에 창녕국(昌寧國)을 세웠다고 여겨지고 있으며, 고려 건국 후 

삼태사가 태조 왕건을 도와 후백제의 견훤을 물리친 공으로 안동부로 승

격되면서 안동이라는 지명이 930년인 이때 처음으로 사용되었다.79)

78) 오용원,「사림과 누정의 고향 - 안동」, 김태준 편저, 『문학지리․한국인의 심
상공간』, 논형, 2005, 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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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 건국 후 안동은 신라의 행정구역명인 고타야군(古陀耶郡)으로 불

리다가 경덕왕(景德王)이 고창군(古昌郡)으로 고치고, 고려 때 영가군(永

嘉郡)으로 바뀌었으며 고려 명종(明宗) 때 도호부(都護府), 신종(神宗) 때 

대도호부(大都護府), 충렬왕(忠烈王)이 복주목(福州牧)으로 변경했다가 

공민왕 때 다시 안동대도호부로 개칭되었다.80)

 안동의 대표적인 옛 지명인 ‘영가(永嘉)’는 두 물이 합한 것을 나타내는 

‘영(永)’과 경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가(歌)’, 즉 두 물줄기의 아우름

이 가장 아름답다는 ‘이수최가(二水最嘉)’를 의미한다.81) 이것은 안동의 

자연공간을 낙동강과 관련하여 명명한 것으로 영가 위쪽인 도산서원, 영

가 아래쪽인 하회 모두 산세와 강의 흐름의 조화로 형성된 대표적인 문

화적 지표들이며 영남의 인재의 반이 안동에서 난다는 ‘사부향(士父鄕)’ 

안동으로도 일컬어진다.82) 또한 이원(二元)의 인물천년성례속(人物千年

成禮俗)83)에 따르면 안동에서 많은 인재가 배출되었음을 예찬할 뿐만 

아니라 천년의 전통과 예속(禮俗)을 이루고 이러한 안동의 자연 공간에 

대해서는 신선이 사는 곳 같다고 극찬하였다.84)

 안동의 주요 자연 공간인 낙동강의 명칭은 삼국시대에는 황산강(黃山

江), 황산진(黃山津)이라 하였고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낙수(洛水), 가야진

(伽倻津), 낙동강이라 하였다. 가락의 동쪽이란 의미의 낙동은 삼국시대

에 가락국의 땅인 지금의 경상북도 상주의 동쪽으로 흐르는 강을 일컫는

다. 조선시대 이긍익(李肯翊, 1736~1806)이 지은 『연려실기술(燃藜室

記述)』지리전고(地理典故)편에도 “낙동(洛東)은 상주의 동쪽을 말함이

다.”라고 기록되어 있다.85)

 예전에는 예안현에 속하였으나 지금은 안동군에 속하는 ‘도산(陶山)’은 

79)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엮음,『한국 문학 지도 (하)』, 계몽사, 1996, 191쪽.
80) 김건곤 외,『동국여지승람 제영 사전 - 군현편』,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4, 368쪽.

81)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엮음, 앞의 책, 191쪽.
82) 위의 책, 191-192쪽.
83) 人物千年成禮俗, 湖山十里是仙家.
84) 김건곤 외, 앞의 책, 371쪽.
85) 디지털 안동문화대사전, 낙동강 해설 페이지;
http://andong.grandculture.net/Contents?local=andong&dataType=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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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지산(靈芝山)의 한 줄기가 동쪽으로 나온 곳인데 이 산이 두 번 이루

어졌기 때문에 도산이라 하기도 하고 혹은 옛날 이 산 중에 도기굴(陶

窟)이 있었다고 해서 도산이라 한다고 한다.86) 도산은 영지산으로 이어

진 서쪽만 빼면 동남북 3면이 모두 물길로 둘러싸인 특이한 지형의 산

으로서 동서로는 동병(東屛)과 서병(西屛)으로 둘러 싸여 있고 남쪽으로

는 낙천을 따라 널찍한 들판으로 시야가 트인 전반적인 형세는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87) 

 이러한 자연 지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안동은 지방 행정과 문화의 중심

지로 다양한 형태의 누정이 건립되어 목적과 취지에 따라 기능을 하고 

있다. 비록 안동댐과 임하댐의 건설로 본래의 모습이 많이 사라졌지만 

새롭게 이건(移建)한 곳에 조성된 각종 유지 역시 옛 흔적을 상기하기에 

충분한 장소이다.88) 

 이러한 맥락으로 작품 창작과 배경의 직‧간접적인 장소인 도산서원과 

농암 종택은 안동의 자연 환경 속에서 그 의미를 집약해 놓은 또 하나의 

자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 자연 공간은 거주하는 모든 

주체에게 객관적 지표로서 명시적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외연적 기능 

외에도 중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작품 이해에 있

어 자연 공간을 경험하는 것은 작품을 거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으

로서 작품의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의미화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한다고 본

다.  

 (2) 문화적 의미로서의 인문 공간 경험

 장소와 장소 내의 대상물들의 의미는 텍스트와 상호텍스트적 관계에 있

다고 볼 때 겉 표면의 가시적 정보만 파악하는 것은 온전한 텍스트의 이

해와 감상에 이르게 할 수 없다. 따라서 학습자가 장소가 가진 내포적 

86) 퇴계 이황, 민족문화추진회 역, 『고전국역총서 20 퇴계집Ⅰ』, (주)민족문화문고
간행회, 1968, 34쪽.

87) 성기옥, 앞의 글, 258쪽.
88) 오용원, 앞의 글, 2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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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파악하고 정서적 공감대의 형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장소 내 대

상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자연 공간과는 구별된 인간의 의도와 맥락이 부여된 인문 공간으

로서 도산서원의 ‘농운정사’, ‘열정’, ‘정우당’ 그리고 농암 종택의 ‘애일

당’, ‘강각’, ‘긍구당’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농운정사(隴雲精舍) 

 도산서원은 퇴계이황이 손수 지은 건물로서 건물의 배치며 현판으로 건 

이름까지 모두 성리학적 세계관을 담고 있다. 이 중에 농운정사는 제자

들의 기숙사로 工자 모양으로 건축되었는데, 이는 퇴계가 제자들이 공부

(工夫)를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工자 모양으로 건물을 지었다고 한다.  

 농운정사의 공부하던 동편 마루를 ‘시습재(時習齋)’라고 부르고, 휴식하

던 서쪽 마루를 ‘관란헌(觀爛軒)’이라고 했다. 시습재(時習齋)는 논어의 

학이시습(學而時習)에서 유래한 것으로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

지 아니한가’라는 의미로 학문에 매진하라는 의도다. 

 관란헌은 물결을 보는 집이라는 뜻으로 물결은 물의 깊이에 따라 다르

기 때문에 물결을 보면 물의 깊이를 알 수 있다. 물결을 보고 물의 깊이

를 알듯,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의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이 녹아 있다. 특히 관란헌은 이황이 지은 ⟪도산잡영(陶

山雜詠)⟫89)에 “달밤에 이문량이 도산으로 찾아오다, 정자 벼슬을 하는 

오건과 함께 관란헌에서 술을 조금 마시다가 탁영담에 배를 띄우다”90)

라는 직접적으로 장소성을 나타낸 시어로 표출되어 있다. 이곳은 비단 

기숙사일 뿐만 아니라 손님들이 오면 으레 함께하는 곳으로서 도산서당

의 달밤을 풍경삼아 술은 못하지만 마음 맞는 친구들과 즐거운 마음을 

89)⟪도산잡영(陶山雜詠)⟫은 이황이 도산서당에서 지은 시들만 엮은 것으로 “도산
(서당)에서 이것저것 생각나는 대로 시를 읊는다”는 뜻이다.

90) 月夜大成來訪陶山
與吳子强正字小酌觀瀾軒, 因泛舟濯纓潭
퇴계 이황, 앞의 책, 2005, 2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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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그윽한 흉회(胸懷)의 장소이기도 했다.91) 

 또한 제자들의 기숙사는 스승의 기숙사보다, 후배의 기숙사는 선배의 

기숙사보다 바닥이 낮게 지어져 있는데 이는 제자와 후배가 스승과 선배

에 대한 존현의 태도를 갖춰야 한다는 그의 생각이 건축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92)

 ② 열정(冽井) 

『역경』의 ‘정괘(井卦)’, ‘정열한천식(井洌寒泉食)’의 우물의 의미를 취하

여 ‘열정(冽井)’이라 한 네모난 석조 우물이다. 돌로 된 샘물의 물은 달

고 맑다는 의미로 석정감열(石井甘冽)로도 불리며 도산서당 시절부터 식

수로 사용하였다. ‘우물은 마을이 떠나가도 옮겨가지 못하고, 길어도 줄

지 않으며, 오가는 사람 모두가 즐겨 길어 마시는 것과 같이, 사람들은 

주인 없는 무궁한 지식의 샘물을 두레박으로 길어 마시듯 자신의 노력으

로 인격과 지식을 쌓아, 누구나 즐겨 마실 수 있는 샘물과 같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인물이 되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93)

 ③ 정우당(淨友塘)

 

 서당의 동쪽에 작게 네모난 연못을 파고 그 안에 연꽃을 심은 곳이다. 

정우(淨友)란 깨끗한 벗이란 뜻으로 깨끗한 벗을 연꽃에 비유한 것이며 

꽃 중에서도 연꽃은 군자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도산잡영(陶山雜

詠)⟫에서는 염계 주돈이의 <연꽃을 사랑함에 대하여>에 대해 언급하며 

세상 모든 사물은 하늘의 오묘한 이치를 가지고 성장하며 변화하는 데 

송나라 염계 주돈이는 왜 유독 연꽃만을 사랑하였는가에 대해 묻고 있으

91) 위의 책, 204쪽.
92) 이정연,「퇴계이황의 교육적 삶과 메타교육」,『교육원리연구』9-1, 한국교육원
리학회, 2004, 231쪽.

93) 도산서원 홈페이지, http://dosanseowon.com/coding/sub1/sub1.asp. (검색일 :
201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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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것은 깨끗한 점 한 가지에 너무 치우친 평가라고 설명하고 있다.94)

 이렇듯 연꽃은 청렴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진흙 속에서도 그 향기와 자

태를 잃지 않는 연꽃을 본받아 어지러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고고한 정

신과 도를 깨닫길 바라는 퇴계 자신과 제자들에게 거울과 경계로 삼을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④ 애일당(愛日堂) 

 

 애일당은『論語』里仁篇의 “부모의 나이를 알지 않으면 안 되니 한편으

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것이다”95)라는 구절에서 따온 것96)으

로, 연로한 부모님을 자녀로서 봉양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음을 안타깝

게 여겨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며 효를 다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본래 자

가(自家) 내에서는 풍류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나 여기에 인공적인 건

축물을 통해 효의 실행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더하였다. 또한 이 건축물

의 이름을 애일당(愛日堂)이라 명명한 것은 이현보가 부여한 새로운 의

미와 자신의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애일당은 처음에는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한 곳이었지만 <농암

가>와 <어부가>를 지은 곳으로 자연과 함께 수양하는 장소였으며 산수

를 유상하며 여러 사림들과 교유하는 처사적 풍류의 장(場)인 동시에 효

제‧양로 등 성리학적 실천윤리의 장이었다.97) 

 ⑤ 강각(江閣) 

 농암 이현보가 노년에 머물며 살던 애일당 아래 분강의 강가에 있는 집

으로 강각 아래에는 귀먹바위 농암도 있고 달과 강과 배와 술과 시가 있

94) 퇴계 이황, 앞의 책, 2005, 74-75쪽.
95)『論語』“父母之年, 不可不知也, 一則以喜, 一則以懼.”
96) 최은주,「『愛日堂具慶帖 』을 통해 본 聾巖 李賢輔의 문화 활동」,『대동한문
학』45, 대동한문학회, 2015, 54쪽.

97) 윤일이, 앞의 글,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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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풍경이 연출되는 곳이다. 이곳에서 퇴계는 물론이고 많은 명현들이 

함께 하며 ‘영남가단’의 모태가 된 건물이라 할 수 있다. 이곳은 애일당 

행사에 참가했던 귀빈들이 유숙하는 공간으로서 실제 퇴계가 애일당 옆 

강각에서 유숙하며 시를 지은 것98)이 있으며 여러 유희가 행해진 애일

당의 보조공간으로 여겨진다.99)

 ⑥ 긍구당(肯構堂) 

  경북 유형 문화재 32호로서 농암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자 은퇴 후에 

주로 생활한 곳이다. 당호는 서경(書經)에 나오는 구절로 조상의 업적을 

길이 이어받으라는 의미이다.100) 신재집(信齋集) 유청량산록(遊淸凉山錄)

에는 “공의 거처는 비록 협소했으나 좌우로 서책이 차 있으며, 마루 끝

에는 화분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담 아래는 화초가 심어져 있었

고, 마당의 모래는 눈처럼 깨끗하여 그 쇄락함이 마치 신선의 집 같았

다.”고 설명하였다. 101) 

 지금까지 텍스트에 직접적으로 표출되지는 않았으나 작품 이해와 배경 

지식으로서 중요한 장소의 대상물들을 살펴보았다. 위의 내용을 살펴본

바 자연 공간 안에 위치해 있으면서 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지닌 인문 공

간은 학습자의 구체적이고 내연적 의미 생성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소 내 대상물의 지시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 

사이의 긴장이 작품의 시적 의미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어준다는 점102)

에 주목하여 문화적 의미를 지닌 인문 공간에 대한 장소성 경험은 작품

의 입체적 해석과 시적화자에 대한 정서적 공감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된

다고 볼 수 있다.  

98) 그날 밤 퇴계가 애일당 옆 강각에 유숙하면서 지를 지었다. “....숲 속의 작은 누
각 밤새 꿈과 통하는데, 문득 깨어보니 정신이 뜻밖에 맑아지네...”
(위의 글, 같은 곳.)

99) 같은 곳.
100) 같은 곳.
101)『신재집』, ‘유청량산록’ (위의 글, 86쪽에서 재인용.)
102) 손정은, 앞의 글, 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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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소성을 통한 텍스트 이해

 (1) 텍스트의 시공간성 탐구

 

 장소는 추상적인 위치의 개념을 넘어서 물질, 형상, 색을 가진 구체적인 

사물들로 구성된 총체성(totality)을 의미하며 이 사물들이 모여 장소의 

본질을 결정짓는다.103) 이러한 장소는 본질적으로 정적이며 조직된 의미 

세계104)이고 객관적인 지표로서 명시적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면서 중층

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기에 주체는 안팎의 의미로 둘러싸인 공간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느 공간을 인지한다는 것은 그 

장소의 객관적 위치뿐만 아니라 의도, 맥락, 사물, 대상과 관계된 의미 

세계를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수용한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장소는 

시공간성과 함께 존재하며 의미를 생성해나간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이 경험하는 시간성은 시계가 나타내는 시간이나 객관적 시간과는 

정반대되는 주관적 시간이다.105) 세계에 대한 우리의 시간적 방식은 객

관적인 시간의 흐름과는 다르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지루하거나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는 시간이 늦게 가는 것

이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성의 의미인 것이다.  

 시간을 장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시간의 흐름이 정지된 장소, 장소를 

아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로서 시간이 누적됨에 따른 장소, 시간

이 가시화된 기념물로서의 장소로 접근해 볼 수도 있다.106) 주체는 추상

적이고 빈 공간에서 의미를 발견한 곳에 신체적으로 멈추어 정적인 상태

에서 그 장소를 경험할 수도 있다. 또한 장소애착을 순간적인 경험으로 

획득할 순 없지만 그에 반한 강렬함에 비례하여 장소애착을 가질 수 있

는 것이다. 따라서 장소에서 시간성을 체험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103) C. Norberg-Schulz, 앞의 책, 11쪽.
104) Yi-Fu Tuan, 앞의 책, 287쪽.
105) M. Van Manen, 신경림·안규남 역,『체험연구 - 해석학적 현상학의 인간과학
연구 방법론』, 동녘, 1994, 142쪽.

106) Yi-Fu Tuan, 앞의 책, 2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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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가 아닌 깊이에 따른다고 할 수 있겠다.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면 장소에서의 시간은 역사와 가치를 부여한다. 

거대한 건축물 자체는 공공의 시계라고 볼 수 있다.107) 모든 공동체 구

성원들이 장소에 있는 물리적 실체를 보고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게 된

다. 그 자체가 시간의 퇴적층이 그대로 나이테처럼 실현된 실상인 것이

다. 또한 인간은 장소에서의 각기 다른 시간성을 점유하면서 관점에 따

라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장소에서 경험하는 시간성은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를 아우르며 

자신의 관점과 가치에 따라 의미를 부여하고 시간의 깊이와 거리를 스스

로 조정하며 원하는 지점에 거주할 수 있다. 

 시간성과 함께 우리가 경험하는 공간성이라는 것은 지각적 주체가 공간

을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대한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거주하고 있

는 공간의 형체나 방식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감각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각하는 주체는 공간성 안에서 자신을 움직이고, 상관적으로 세계의 

광경을 자신 앞에 대면하게 된다. 이러한 신체의 활동성은 이미 ‘의미 

부여의 기초 능력’을 소유하며 구체적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의 공

간을 만든다.108) 사실상 이러한 공간성은 외부 대상의 공간성 또는 ‘공

간 감각’의 공간성처럼 위치의 공간성이 아니라 상황의 공간성인 것이

다.109) 즉 주체가 인식하는 구체적인 ‘여기’는 객관적 좌표에 정의된 위

치가 아니라 지각적 주체가 능동적으로 정착하여 의미 활동을 생성하는 

공간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간성 경험은 장소를 인식하고 

의미를 생성하며 지각하는 주체로서의 존재를 탐구하는 공간이며 이것은 

공간성을 획득하는 동시에 그 장소는 세계를 인식하는 질료가 된다.

 이러한 의미의 인식과 생성의 바탕이 되는 장소에서의 시공간성 역시 

의미의 지각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순간

107) 위의 책, 303쪽.
108) 정지은,「메를로-퐁티의 몸-주체에 대한 연구 - 실존적 몸에서 존재론적 몸으
로의 이행」,『해석학연구』22, 한국해석학회, 2008, 175쪽.

109) M. Merleau-Ponty, 류의근 역,『지각의 현상학』, 문학과 지성사, 2002, 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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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일과 의미 관계를 갖는 모든 것을 우리의 현재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

으며 시간과 의미가 하나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인식하고 있다.110) 시간

을 인식하는 것은 주체가 그 안에서 의미를 생성하고 활성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실제적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주체가 현재에 한 부분

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과거나 미래의 시간에 가치판단을 통한 의미 

부여가 일어난 것이다. 과거에 대한 지식은 현재를 이해하는 열쇠이기에 

현재는 과거로부터 분리될 수 없고 또한 과거의 사건은 현재와 분리되면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역사는 과거지만, 이 과거는 현재의 역사이기 때

문이다.111)

 따라서 시공간성의 분석은 의미의 이해라는 관점으로 바라 볼 수 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어느 지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말에 어떤 것을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것이다. 시간은 문자 그대로 인간 

생활의 의미이고 세계처럼 그 안에 위치 지어져 있기에 그 방향에 들어

맞는 사람에게는 당대 시간성에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112) 이러한 시간

성은 공간성이라는 바탕위에 펼쳐지며 함께 의미 구성의 틀로서 함께 공

존하게 된다. 

 본 장에서 시간성과 공간성을 하나의 범주로 간주한 것은 그 둘의 특성

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비롯된다. 

시간에 공간성이 없다면 시간이 유의미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정착할 

곳이 없게 된다. 또한 시간성이 없는 공간도 없기 때문에 허공에 흐르고 

있는 시간이 공간 안에 거주함으로써 의미화 되는 것이다. 

 장소에 관해서는 앞서 논의했듯이, 장소가 의미 생성에 바탕이 된다는 

것은 이미 전제하고 있는 바이다. 의미와 가치의 개입으로 공간에서 장

소로 변환될 때 시간도 그 장소와 함께 공존하며 이전과는 다른 시공간

성의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주체가 시공간성에 노출될 때 의미

의 인식이 일어나게 되며 상호작용으로 인해 대상을 지각하게 된다.

 인식이란 하나의 대상을 통일체로서 파악하고자 하는 의식 활동과 그것

110) 위의 책, 636-637쪽.
111) John Dewey, 이홍우 역, 『민주주의와 교육』, 교육과학사, 1987, 327쪽.
112) M. Merleau-Ponty, 앞의 책, 6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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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파악된 내용을 말한다.113) 즉 인식 활동을 통해 파악한 ‘지식’

과 그것을 ‘아는 작용’도 포함한 개념이다.114) 따라서 주체는 장소에서의 

시공간성을 통해 감각적으로 객관적 정보를 지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바탕으로 의미를 인식하고 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장소라는 단어가 의미가 없는 영역에서 공간과 구분되어지는 의미를 부

여받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장소를 바탕으로 창작된 텍스트는 차별화

된 장소성을 띄게 되며 그 시공간성이 그대로 텍스트에 함축되어 표출된

다고 할 수 있다. 의미가 축적된 장소를 기반으로 창작된 텍스트가 가진 

시공간성 역시 의미를 담고 있으며 텍스트 기저에 내포된 장소성이 시공

간성을 가진 구체적인 텍스트로 발현된 지점에서 학습자는 이를 탐구함

으로써 의미 이해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는 장소성을 통해 텍스

트의 시공간성을 발견하고 확인하며 의미를 구체화할 수 있다.  

 따라서 명시적 의미조차 수용이 어렵고 학습자의 자발적 의미 구성이 

제한적인 현재의 고전시가 교육에서 학습자들을 텍스트와 관련된 시공간

성 환경에 노출시키는 방안이 요구되는 바이다. 이러한 텍스트의 시공간

성에 노출되는 것은 장소가 가진 시공간성을 반영한 텍스트의 의미를 직

접 경험하는 것으로 학습자들이 텍스트와 연계된 장소에서 보다 능동적

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고 해석을 촉진하는 도구로서 효용성이 있

다고 할 수 있다. 

 (2) 시적 화자의 신체성 추체험

 모든 인간 존재는 어느 장소에 결부되어 있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으로

든 장소와 상호작용하고 있다. 그 장소는 자기의 일상적인 삶과 목적을 

바탕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재조정하며 자기 해석을 이루는 곳이기도 하

다. 또한 개인의 공간에 대한 지각은 사회적 관계와 정체성 형성과 연관

113) Johannes Hessen, 이강조 역, 『인식론』, 서광사, 1994, 14쪽.
114) 손정은, 앞의 글,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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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알려져 있다.115) 이렇듯 인간은 장소의 총체성과 정체성을 토대

로 상호작용하며 연결되어 있다.

 인간은 자아를 인식하고 투영하는 장소에 물리적으로 거주하며 신체로

서 거주하고 있다. 신체는 지각이 활동할 수 있는 살을 가진 자아 감각

의 공간이며 수동적인 수용기나 전언의 전송자가 아닌 것이다.116) 따라

서 신체가 공간의 조각에 불과하기는커녕 신체가 없다면 공간은 존재하

지 않게 되며 신체는 세계를 향해 자신의 과제를 수행하는 실존적 주체

라는 것이다.117) 메를로-퐁티의 주체는 지각하는 주체이며 여기에서의 

지각은 바로 신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메를로-퐁티가 언급하는 

‘살아있는 신체’는 사물과 사건들의 세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관계를 형

성하며 살아있는 존재를 말한다.118) 즉 세계로 가는 경로이자 세계에 대

한 자아의 접근 방식인 것이다. 

 마크 존슨(Mark Johnson)은 ‘우리가 신체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누

구이며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문제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며 합리적 추론

을 끌어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데도 필수적이다’119)라고 주장했다.   

 즉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성찰하는 요소로서 신체성의 

중요성을 논의한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은 메를로-퐁티가 말하는 지각

하는 주체는 바로 신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내 몸, 즉 신체가 없으면 지각이나 감각의 발생조차 일어날 수 

없고 무엇인가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몸이 살아 움직이기에 가능한 것이

다. 관념이라는 인지도 결국 신체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115) Nicolas Green, The spectacle of Nature-Landscape and Bourgeois Culture
in N ineteenth-century France-, Manchester and New York : Manchester
Univ. Press, 1990, 184p. (고정희, 「<영삼별곡>을 통해 본 기행가사 교육의 방
향」, 『선청어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3에서 재인용.)

116) 류의근,「메를로-퐁티의 감각적 경험의 개념」,『철학과 현상학 연구』20, 한국
현상학회, 2003, 100쪽.

117) 류의근,「메를로-퐁티에 있어서 신체와 인간」,『철학』50, 한국철학회, 1997,
264쪽.

118) 민재원,「시 읽기 교육에서 정서 체험의 구조와 작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12, 36쪽.

119) Mark Johnson, The Body In the M in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p. xxx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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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메를로-퐁티가 신체를 세계의 대상 중의 하나로 간주한 것120)

은 세계를 인식하듯 신체도 하나의 인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

로 신체성을 활용한다는 것은 주체의 지각과 감각을 동시에 활성화하며 

사물과 대상을 인식하는 자아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또한 그 신체가 자아의 지각 대상이자 통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

이다. 그러므로 인식이나 욕구 없이 장소에 거주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장소를 의식적으로 경험하게 됐을 때 장소는 이해와 성찰의 개체가 된

다.121) 

 장소에 주체가 존재하고 거주하는 실체로서 신체성은 이러한 의미를 증

폭시켜 준다. 이러한 신체성을 장소에 대입하면 신체는 공간과 세계를 

지각할 뿐만 아니라 그 지각 자체를 가능케 하는 자아의 존재도 함께 인

식하게 된다. 장소가 갖는 의미 공간으로서의 작용 때문에 자아 인식과 

자기 해석 즉 자아 성찰의 비계가 되는 것이다. 자아 성찰이란 ‘현실 세

계에서 벌어지는 일상 사건들이 자기 실재 즉 자신의 공간적 존재감에 

어떤 의미를 현상하고 있는지 스스로 묻고 이해하는 자기 최면적 노력’이

라고 할 수 있다.122) 이 때 자아 성찰이 세계 공간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자기실현의 목적과 행동이 그리고 자아 성찰

로부터의 의미가 세계 공간에 모두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123) 따라서 

신체성은 지각을 이용하여 객관적 공간을 의미를 부여한 구체적 장소로 

변환시키고, 실존적 주체로서의 자아를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장소에서의 신체성은 자아를 바라볼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나아가 장소성에 투영된 시적 화자의 자아 정체성 또한 인식

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시적 화자의 표면적 이해뿐만 아니라 심층적 

이해에 이르려면 시적 화자의 신체성도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 대상인 것

이다. 그 당시 시적 화자가 거주했던 곳에서 인식하고 지각한 시적 화자

만의 독특한 장소성을 토대로 시적 화자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내포된 장

120) M. Merleau-Ponty, 앞의 책, 128쪽.
121) Edward Relph, 앞의 책, 150쪽.
122) 민병호, 앞의 책, 231쪽.
123)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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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을 학습자의 신체성으로 재경험하는 것이다. 

 즉 동일한 장소, 다른 시점에서 시적 화자의 자아 정체성을 인식하고 

추체험하며 의미의 재구성과 재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때 장소는 

신체를 통한 일차적 경험을 통해 자아를 드러내며 지각하는 주체로서의 

존재를 탐구하는 공간이다. 나아가 시적화자가 경험한 신체성의 추체험

을 통해 세계를 인식하는 질료이자 시적 화자의 이해로 확장되는 장소성

으로 작용한다. 

 장소에서의 신체성 경험을 통해 주체는 자신의 존재를 지각하여 자기 

이해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학습자는 자신에 대한 객

관적‧주관적 시각을 경유하여 다각적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할 수 있고, 

작자의 정서에 자신의 정서를 전유하여 주체적으로 수용하거나 확장할 

수 있다. 

 자아의 지각이 없는 수용은 정보를 기계적으로 대입할 뿐 온전한 이해

에 이를 수 없고 주체적인 향유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작품의 이해에 

있어 자아 인식 능력이 필요하다. 장소에 내포된 시적 화자의 정체성을 

학습자의 신체성으로 추체험 하는 것은 ‘자기 이해’를 넘어 시적 화자인 

‘타자 이해’로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작품을 다층적으로 고찰하

고 메타적으로 인식하여 심도 있는 텍스트의 이해로 나아갈 수 있다.

3) 문학 현장 답사를 통한 문화적 이해

 (1) 장소성을 통한 모문화 환기

 프레드 루커만(Fred Lukeman)은 장소란, 재화와 사람들 간의 이동을 

통해 장소와 연결되어 있는 특정 위치에서 형성되는 자연과 문화의 통합

이라고 이해했다.124) 즉 장소는 의미를 내포하고 생성하는 장(場)일 뿐

만 아니라 문화의 요소들이 직‧간접적으로 상호작용하여 형성된 가시적‧
비가시적 결과의 총체인 곳이다. 따라서 구성원들이 문화적 의미와 가치

124) Tim Cresswell, 앞의 책,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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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경험할 수 있는 토대이자 문화적 소속감을 드러내 줄 수 있는 곳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은 상호 주관적이어서 그 공동체 모두에게 적용되며 한 문

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세계를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된다.125) 즉 공동체 구성원 개인이 지각하는 개별의 것이 아닌 공통적으

로 공유할 수 있고 그 의미가 상징화된 곳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장소는 개인의 공간의 의미들을 합친 것이라기

보다는 한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문화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공간은 수동적으로 경험되기를 기다리는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재창조되고 다시 만들어진다.126) 장소를 공유하고 있

는 문화 구성원들이 의도적으로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공간 요소

들이 지닌 의미들로 구성된 맥락 속에서 경험되고 창조된 곳이다.127) 

 한 예로 오스트레일리아의 북서부의 에이어즈록(Ayer's Rock)128)은 유

럽인들에게는 획일적이고 텅 빈 공간이다. 그러나 원주민들에게는 그 곳

에 있는 모든 나무, 얼룩, 구멍과 틈까지도 각기 의미를 지니며 신화적 

존재와 관련된다. 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는 의미로 가득 찬 풍요롭고 

복잡한 장소인 것이다.129) 여기에서의 ‘장소’의 의미는 인간의 활동에 있

어서 사회‧문화적 가치가 부여되어 형성된 의미 있는 공간이자 사회적 

담론의 구성물(social construct) 이라 할 수 있다.130)

 위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장소는 세계 속에 존재하는 사물일 뿐만 아

니라 세계를 보고, 알고, 이해하는 방식131)으로서 의미의 생성과 자아 

반영의 토대이다. 이러한 장소에 주체가 거주함으로써 다층적인 의미 인

식과 수용이 일어나게 된다. 장소가 가진 속성으로 볼 때 주체는 장소성

125) Bollnow O, 1967; Schutz, 1962, vol. Ⅱ, pp.122-127. (Edward Relph, 앞의 책,
47쪽에서 재인용.)

126) 위의 책, 48쪽.
127) 위의 책, 50쪽.
128)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노던 주의 거대한 바위로서 단일암석으로는 최대 크기로
원주민들에게 신성시 되고 있다.

129) Edward Relph, 앞의 책, 50쪽.
130) 전정은, 앞의 글, 19쪽.
131) Tim Cresswell, 앞의 책, 17-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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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내포한 문화적 요소를 인식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지각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자신의 문화를 투영하고 환기하게 된다. 

 이때 장소는 세계를 의미 있게 만드는 방식이자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

으로서132) 주체가 타문화를 경험하고 자문화의 문화적 요소들을 비교하

며 이해할 수 있는 질료가 된다. 

 (2) 모문화와 목표문화와의 관계 구성

 장소 안에 있는 무언가에 대한 의식은 자아와 세계 간의 관계를 구성하

는 것이며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장소 안에’ 있는 것이

다.133) 인간이 산다는 것은 지리 공간, 즉 장소와 관계를 맺는 것이며 

사람은 살아가면서 장소를 의미화하고 아울러 장소는 거기 사는 사람을 

의미화한다.134) 장소는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에 의해 생산되지만 동

시에 장소는 사람 간의 관계의 생산에도 핵심적이다.135) 이러한 장소에

서의 관계성은 대상과 세계와 상호작용 속에 재생산되며 새로운 대상과

의 관계 생성의 기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학습자는 

문학 현장의 실제 장소성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경험한 세계와의 관

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학습자는 문학 현장의 실

제 장소성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경험한 세계와의 관계를 구성한다

고 할 수 있다. 

 사람과 장소의 관계를 다른 관점으로 의미 있게 다루고 있는 마르셀 프

루스트(Marcel Proust)의 <지나간 것들의 기억(Remembrance of 

Things Past)>은 단순히 시간이나 과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다. 이 

작품에서는 장소가 인간들의 개성을 가지게 되고, 사람들도 장소에 대한 

그들의 관계를 통해 개성이나 특징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인간과 장소가 

서로 연관되게 한다.136) 따라서 장소에 연계되어 있는 다양한 대상들에 

132) 위의 책, 19쪽.
133) 위의 책, 36쪽.
134) 장석주,『장소의 탄생 - 우리시의 문학지리학』, 작가정신, 2006, 27-28쪽.
135) Tim Cresswell, 앞의 책, 1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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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가 관여함으로써 관계성을 인지하게 된다. 그리고 그 관계성을 경험

함으로써 나와 타자와의 관계를 인지하고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장소가 가진 이러한 속성을 통해 타자들을 경유하여 관계성을 

경험하고 사물이나 대상들과 관계를 맺으며 생활세계를 형성한다. 이때 

의미의 실마리가 되는 장소의 경험은 곧 사람과 환경의 상호작용, 즉 관

계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137) 이것은 주체가 신체 즉 살을 가진 몸으

로써 세계와 교통(交通)하면서 관계성을 인식하며 존재하는 방식인 것이

다. 

 메를로-퐁티는 ‘살아있는 신체’는 세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관계를 구성

하는 실존적 존재임을 언급했다. 즉 우리는 일반적인 생활세계에서 타자

를 만날 때 신체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관계를 맺으며 관계를 체험할 

수 있다. 신체는 세계를 세계로서 가능하게 하고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

는 의식적 존재이며 그것은 세계와 타자에 대한 관계의 가능 조건이

다.138) 또한 주체가 타자와 공유하는 대인적 공간에서 타자들과 유지하

는 체험적 관계이다.139) 이것은 단순한 타자와의 관계를 넘어 사회‧문화

적인 맥락으로서의 좀 더 확장된 타자 즉 다른 대상들과 관계하며 의미

를 부여할 수 있는 주체이다. 

  장소는 우리가 세계를 경험하는 의미가 초점화된 곳이자 생활 세계가 

직접 경험되는 현상의 장(場)이며 의미와 실재 대상이 지속적인 활동으

로 가득 차 있다.140) 앞서 논의한바 장소가 문화적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때, 주체는 목표문화의 문화적 상징성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주체

와 관련된 모문화를 환기하며 관계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주체는 장소가 가진 문화적 맥락과 그 장소와 연계된 모문화의 관

136) Jeff Malpas, 앞의 책, 17쪽.
137) 국토연구원 전자도서관 참고정보원, 국토용어해설 페이지 ;
http://library.krihs.re.kr/bbs/content/2_396?os=asc&countPerPage=10&dateTo=&s
earchKey=장소&searchKind=title&oi=&dateFrom=&

138) 류의근, 앞의 글, 1997, 262쪽.
139) Max van Manen, 앞의 책, 143쪽.
140) Edward Relph, 앞의 책, 2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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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능동적으로 구성하고 상호문화의 이해로 확장하며 지각할 수 있다.

 장소에서의 관계성 경험을 통한 문화적 이해는 단순히 장소와 연계된 

모문화와 목표문화의 관계를 비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문

화적 소통에까지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고전시가에 나타난 장소가 

내포하고 있는 문화적 의미의 대상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대면하면서 타문화가 주는 불안감이나 특수성을 보다 융통성 있게 수용

할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모문화와의 관계성을 현

장에서 경험하며 목표문화에 대한 지식을 획득할 뿐만 아니라 타문화를 

접하는 상대적 태도와 정서적 공감 능력의 확대는 상호 문화적 소통 능

력 신장의 토대가 된다. 이러한 원리는 고전시가 교육을 언어나 문학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화교육의 시각으로 확장하여 언어‧
문학‧문화의 통합적 교육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장소에서의 다양한 대상들과의 관계를 직접 대면하

고 경험하는 것은 타자를 인식하는 것을 넘어 타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
문화적 배경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전시가를 통한 간문화 이해

에 중요한 원리로서 작용한다고 본다. 또한 고전시가에 출현한 문학 현

장에서 학습자는 의미를 가진 대상물과의 관계성 경험을 통해 문화적 관

계를 주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주체는 상대적 감

각을 기르고 간문화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습득하게 됨으로써 상호문화

적 이해에 효용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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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문학 현장 답사에 따른 고전시가 반응 양상

 이 장에서는 학습자들이 문학 현장 답사 후에 생성한 반응을 유형화해

보고자 한다.

 본 실험에서 학습자들에게 제시된 설문지의 문항은 총 5문항이다.141) 

먼저 학습자들이 장소의 현장성을 배제하고 고전시가 작품을 어떻게 이

해하는지를 알아보고 문학 현장 답사 후의 텍스트에 대한 해석과 느낌의 

차이를 알아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문학 현장 답사 후에 장소나 

작품에 대한 자신의 느낌이나 해석을 객관적 시각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목표문화와의 비교를 통한 텍스트의 주체적 수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실험 내용을 토대로 학습자 반응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학습자들

이 고전시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소의 특질과 속성

을 바탕으로 텍스트 해석에 대해 유의미한 반응을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들은 문학 현장 답사 통해 텍스트의 공백을 채워나갔고, 문학 현

장 답사는 텍스트 해석과 문화적 의미 발견에 있어서 효과적인 비계의 

역할을 하였다. 이는 외국인 학습자들의 고전시가 교육에 있어서 문학 

현장 답사가 하나의 방법으로써 가능성과 효용성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본고의 실험 반응 텍스트는 ‘실험 종류-텍스트 종류-자료 수집 방법-

학습자 번호’로 표기하였다. 예를 들어 본 실험에 참가한 도산십이곡에 

대한 학습자 1번의 2차 감상문은 (본-A-W2-1)으로 표기한다.

141) 1번 문항은 ‘시조를 읽고 떠오르는 생각, 느낌 등을 자유롭게 쓰십시오. 그 리
고 어떤 부분에 의해 이러한 생각이나 느낌을 떠올렸는지 쓰십시오.’ 2번 문항은
‘문학 현장 답사를 한 후 달라진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쓰십시오.’ 3번 문항
은 ‘한국에서 문화체험을 간 적이 있었나요? 예전과 오늘 체험이 다른 점이 있었
다면 느낌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쓰십시오.’ 4번 문항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장소와 그렇지 않았던 장소가 있다면 이유와 함께 자유롭게 쓰십시오.’ 5번
문항은 ‘본인의 나라에도 비슷한 장소가 있습니까? 있다면 장소의 공통점과 차이
점 등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쓰십시오.’ 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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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 본 실험 제시된 텍스트 감상문 / 인터뷰 텍스트 부호화

예비실험 : 예비

본 실험 : 본

A: 도산십이곡

B: 어부단가

W1 : 1차 감상문

W2 : 2차 감상문

W3 : 3차 감상문

I : 인터뷰

(실험 종류-

텍스트 종류-

자료 수집 방법-

학습자 번호)
 

[ 표 3 ] 실험 반응 텍스트 표기 예시

1. 장소 탐구를 통한 텍스트의 장소성 발견

 장소는 표면적인 의미를 가진 공간일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내포하고 

있는 의도와 맥락을 통해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곳이다. 따라서 어느 공

간을 인지한다는 것은 그 장소의 객관적 위치뿐만 아니라 의도, 맥락, 

사물, 대상과 관계된 의미 세계를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수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장소성을 바탕으로 창작된 텍스트는 의미

와 상징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장소의 총체적인 의미를 집약적

으로 담고 있다. 학습자는 실제 공간을 경험하며 텍스트가 표현한 장소

성을 연결하고 확인할 수 있다. 

 자연 공간을 통한 장소 정체성 체험, 인문 공간을 통한 장소감 형성은 

설문 문항 2번 ‘장소 체험을 한 후 달라진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쓰

십시오.’에 대한 학습자의 답변 중 선별한 것이다. 모든 감상문은 모국어

가 아닌 한국어로 인터뷰 및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학습자의 반응은 맞춤

법이나 문법의 수정 및 번역 없이 그대로 발췌하여 분석하였다. 

 

1) 자연 공간을 통한 장소 정체성 체험

 학습자들은 실제 공간 답사를 통해 텍스트에 담긴 장소성을 포착하여 

명시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의미를 활성화하였다. 즉, 장소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이고 중립적인 정보를 수용하여 맥락을 구성할 수 있

었다. 학습자들은 문학 현장으로서 실존하는 장소가 가진 특징을 체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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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텍스트와 장소의 유사성을 이끌어내며 장소성의 이미지를 구체화하였

다. 이를 통해 텍스트를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학습 방법의 한계로 인해 

파악하지 못했던 텍스트의 실상을 장소를 통해 스스로 채우는 모습을 보

였다.

 다음은 학습자가 장소 체험 후 <도산십이곡>에 대해 보인 반응 텍스트

이다.

 ‣ 푸르고 높은 산, 흐르는 물소리,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흐르는 강물 사이로  

   보이는 등등.. 모두가 정말 아름다웠고 사진에 담아도 아까울 정도로 느껴졌  

   고, 깊은 인상을 주었다. 자연을 즐긴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직접 체험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본-A-W1-9)

 학습자 본-A-W1-9는 현실 공간에 재현된 텍스트의 의미를 인식하고 

자연 공간의 이미지가 형상화된 텍스트와 연결하여 그 실제를 확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텍스트가 그려낸 장소의 물리적 경관을 발견하고 

텍스트의 의미를 재인식하고 있다.

 ‣ 이황의 ‘도산십이곡’에서 제5수와 제6수 그리고 이현보의 ‘어부단가’에서 제  

   2,3,4수에 나왔던 내용은 글만 봐도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 자연을 좋  

   아하는 저에게는 가장 좋았던 부분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자연을 느낄 때마  

   다 그 동안 쌓여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미얀마의 어떤 학자가 말한 ‘답답  

   하면 나무를 보라! 아니면 초록색을 보라!’는 말이 있었는데 역시 자연은 사  

   람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두 가지 시조를 읽고 장소  

   체험을 할 때도 시인이 표현했던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 정말 기뻤고  

   순간 새로운 힘과 용기가 생길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본-A-W2-19, 본-B-W2-19)     

 학습자 본-A-W2-19, 본-B-W2-19는 답사 전에는 작품을 감상하며 

배경이미지를 느끼고 개인적 문학 경험을 환기하며 정서적으로 반응하였

다. 그리고 답사 중 활동을 통해 두 장소의 자연환경을 텍스트에 대입하

고 장소의 객관적 의미를 인식하고 있다. 나아가 답사 후 활동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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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습자는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문화의 관용 어구

를 상기하며 유사한 장소성을 환기하였다. 즉 이 학습자는 텍스트의 물

리적 환경을 경험하면서 감정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텍스트가 표현한 

실제 공간을 확인한 것을 볼 수 있다.

 ‣ 장소를 체험하지 전에는 그냥 자연에 대한 글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현장에   

   가서 해설을 듣고 나니까 시를 더 이해가 되고 시를 다시 읽으면서 시 속의  

   자연을 더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썼는지도 이  

   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본-A-W1-26)

 학습자 본-A-W1-26은 자연 공간을 경유하여 텍스트와 장소를 연계시

키며 상호 호혜적 반응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이 학습자는 답사 

전에는 텍스트의 추상적인 내용 파악에 그쳤지만 실제로 현장을 경험함

으로써 텍스트가 가진 장소성을 실제로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텍스

트가 가진 장소성을 다시 재확인하며 의미를 심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학습자가 문학 현장 답사 후 <어부단가>에 대해 보인 반응 텍

스트이다.

 ‣ 어부단가 2절의 내용은 시인이 사는 풍경과 관련 있는 내용인데 가기전에   

   공감이 안 되는 이유는 그냥 보통 산과 물인 줄 알기 때문이다. 근데 가서   

   보니까 응위한 산과 철령한 물의 풍경을 봐서 그의 아름다움을 알면서 이   

   시를 다시 보니까 더 공감이 되었다. 그리고 낚시를 하신 분도 만났고 자연  

   스럽게 읽었던 시를 생각이 떠오를 수 있는 것 같다. (본-B-W2-10) 

 ‣ 가기 전에 시조를 오로지 상상만으로 그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낼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가보니까 상상 이상의 아름다운 자연에 한탄한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다. 옛사람이 '讀萬卷書，行萬里路'라고 지식인이 책을 두루    

   읽어야 할뿐더러 나가서 직접 경험도 해야 진정한 훌륭한 작품을 탄생시킬  

   수 있다고 한다. 구경하고 나서야 '山前有臺，臺下流水' 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또 '天雲台 도라드러 玩樂齋 蕭灑듸'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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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다. 또 '一葉片舟를 萬頃波에 띄워 두'는 자유로움과 시원함, 그리고     

   '千尋綠水'에 '萬疊靑山'를 더하는 극한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고 간직할 수   

   있게 되었다. (본-B-W1-13)  

 ‣ 이현보 선생님이 왜 이렇게 어부의 삶을 부러워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직  

   접 그 곳에 가보니까 그 말이 과언이 아닌 것 같다. 2곡을 읽으면서 하늘은  

   맑고 산은 높고 물은 흐르는 아래 새소리, 물소리만으로도 마음의 평화가 찾  

   아오는 것만 같았다. 게다가 그날 어떤 가족이 여름휴가를 나왔는지 근처에  

   텐트를 치고 밥을 먹고 있었다. 어떤 식구들은 물속에 낚시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마도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걸로 한 끼를 채울 것   

   같다. 시조의 3곡이 “연잎에 밥을 싸고 버들가지에 물고기를 꿰어 갈대와   

   억새물이 가득한 곳 배를 대어 매어두고 자연의 참된 의미를 어느 분이 아  

   시겠는가”이다. 바로 우리와 그 가족한테 시조의 이 부분이 전달되지 않았나  

   싶다. (본-B-W2-18)

 

 위의 학습자들이 반응 텍스트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어부단

가> 제2수, 제3수는 아래와 같다. 

    

   구버는 千尋綠水 도라보니 萬疊靑山

十丈紅塵이 언매나 가롓는고

江湖에 月白거든 더옥 無心하얘라

靑荷에 바블 싸고 綠流에 고기 꿰여

蘆荻花叢애 배 매아두고,

一般淸意味를 어늬 부니 아라실고.

 어부단가 제2수, 제3수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묻혀 사는 삶의 한가로움

을 느끼고, 연잎에 밥을 싸고 버들가지에 물고기를 꿰는 생활을 통해 진

정한 자연의 의미를 찾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학습자 본-B-W2-10, 본-B-W1-13, 본-B-W2-18은 실제 장소를 

<어부단가>의 텍스트에 대입하며 텍스트의 실제성을 장소성을 경유하여 

체험하고 있다. 즉 각 학습자들은 감각의 바탕이 되는 장소에서 파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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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지식과 그것으로 활성화되는 지각의 작용을 통해 텍스트가 가지

고 있는 장소성에 대한 의미 인식을 강화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습

자들은 작품을 관념적이고 상상력으로 이해하는 한계를 넘어서, 직접 장

소에서 확인한 자연 경관이나 만난 사람들을 텍스트와 연계하고 일치하

는 부분을 스스로 탐색함으로써 장소의 정체성을 총체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즉 텍스트에 나타난 자연 공간의 탐구는 텍스트가 내포한 장소성

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 어부가 3)에서 형용했던 작자의 생활과 비슷하게 캠핑을 하러 온 사람, 낚시  

   하는 사람들을 보니 작자의 당시 생활의 한 장면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는  

   것 같았다. 낚시하는 사람들을 보며 세상의 많은 고뇌를 뒤로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이렇게 살아보는 것, 살 수 있는 것이 부럽고 한번 체험해보고 싶은  

   느낌이 들었다. (본-B-W2-25)

 학습자 본-B-W2-25는 <어부단가> 제3수인 ‘연잎에 밥을 싸고 버들가

지에 물고기를 꿰어 갈대와 억새물이 가득한 곳 배를 대어 매어두고’를 

언급하며, 장소의 자연 경관을 대상으로 한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텍

스트의 한 부분을 떠올려 당대의 장소성을 환기하고 있다. 이 학습자는 

문학 현장에서 실제 본 광경을 텍스트와 연결하고 작가의 삶 또한 텍스

트가 아닌 장소에서 체험하여 이해하고 있다. 즉 실제 경관을 통해 관념

적으로 이해했던 텍스트를 현장 답사를 통해 텍스트가 표현한 장소의 실

제적 의미를 확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체험 후에는 실경을 보고 두 분의 은거생활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예  

    를 들면 농암종택 앞에 바로 강물이 있어서 어부단가에 쓰인 모습을 너무   

    닮았다. 

이 듕에 시름 업스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이로다.

일엽편주(一葉片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구버는 천심녹수(千尋綠水) 도라보니 만첩청산(萬疊靑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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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는 어부단가 1과 2의 일부이고 깊고 푸른 물가에서 놀고 겹겹이 둘러싼 산  

    의 풍경을 보며 어부처럼 은거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              

    (본-B-W1-24)

학습자 본-B-W1-24는 문학 현장 답사 후에 텍스트를 경유해 장소를 

환기하고, 그 장소성과 결합하여 텍스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하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즉 이 학습자는 장소를 경험하며 구체적인 텍스트와 

실제 장소의 물리적 경관의 비교를 통해 텍스트의 장소성을 발견하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2) 인문 공간을 통한 장소감 형성

 장소는 행위의 배경이자 대상이 되는 속성이 있기에 인간이 어떤 장소

와 맺는 친밀감은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고 세계를 대하는 출발점이 된다

고 할 수 있다.142) 이러한 장소감 즉 장소에 대한 친밀감은 의미의 구성

뿐만 아니라 운동감각적 경험 및 인지적 경험이 필요하다. 또한 이푸-투

안이 장소감을 획득하는 과정을 지각의 측면뿐만 아니라 신체적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듯이143) 장소감을 형성하는 데에 신체를 통한 실질적 

장소에 대한 경험이 요구되는 바이다. 특히 인간의 의도와 맥락이 담긴 

장소와 내적 대상물들은 학습자가 장소에 대한 정서적 관계를 인식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문학 현장에

서 실존하는 인문 공간을 탐구하는 것은 장소감의 형성을 촉진하며 나아

가 텍스트의 정의적 이해로 나아가는 촉매라고 여길 수 있다. 

 다음 자료는 문학 현장 답사 후 <도산십이곡>에 대해 학습자가 생성한 

반응 텍스트이다. 

142) 백선혜, 앞의 책, 46쪽.
143) 위의 책,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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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황 선생님의 도산서원에 가 봤더니 시조에 읽었던 자연이 아름다움이 실  

   제 느껴진다. 시에서 볼 수 없는 서당의 모습, 시사단, 학생들이 공부하는   

   기숙사의 특징, 책을 보관하는 광명실, 서원의 중심이 되는 스승과 제자가   

   함께 모여 학문을 강론하는 건물 대강당, 서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살림집  

   으로 고직사 등 건물을 보고 옛 서당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자들과 학생들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처럼 느껴진다. 고요한 자연 속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  

   들의 모습을 생각만 해도 바로 그 자리에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본-A-W1-2)

 

학습자 본-A-W1-2는 장소 내 위치한 대상물들을 열거하며 그 의미를 

각각 인식하고 더 나아가 과거의 장소가 가진 정체성까지 상상력을 발휘

하여 체험하고 있다. 이 학습자는 텍스트에서 표출되지 않았지만 장소에 

있는 인문 공간들의 의미들을 조합하였고, 유의미한 하나의 실상으로 대

면하면서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장소에 대한 정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즉 장소에 존재하는 대상물들에 자신의 생각을 대입하고 장소에 대한 자

신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소애착을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 학교에서 거리가 좀 멀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만약 왕복 2시간 거리라면 매  

   일 매일 이 장소에서 학문을 닦고, 졸업 논문을 쓰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었다. (본-A-W1-9)

 도산서원이라는 장소는 작자의 의도와 가치와 맥락이 내포된 인문 공간

이라고 할 수 있다. 본-A-W1-9 학습자는 도산서원을 경험하며 그곳에

서 지각한 맥락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반응하고 있다. 이것은 학

습자가 장소를 경험하며 의미를 탐구하게 됨으로써 장소에 대한 자신만

의 정의적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장소애(愛)’로 발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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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서원 강물 쪽의 벤치에 앉으면서 7번째 단락의 ‘만권 생애로 낙사 무궁  

   하얘라’라는 심경을 느꼈다. 이런 환경을 보면서 나도 갑자기 책 들고 여기  

   에 와서 논문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본-A-W1-16)

 ‣ 도선서원 건물의 이름을 통해서도 이황이 도산서원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서원을 참가하면서 저도 이런 서원에서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고 저  

   도 또한 교사로 되어 한국어 인재를 키우고 싶어요. (본-A-W2-16)  

 학습자 본-A-W1-16, 본-A-W2-16은 장소의 내적 구성물을 통해 장

소와 텍스트를 연결하여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소가 내포하고 

있는 정서를 풍부하게 수용하여 장소 애착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장소의 이름에서도 작자의 의도와 내면의 정서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장소를 개인의 장소로 변환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내고 

있다. 즉 이 학습자는 장소의 공간을 개인적으로 수용하며 시적 화자와

의 직업적 일치의 소망을 표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도산서원에 

대한 인문적 의미를 주체적으로 지각하고 정서적으로 관계함으로써 학습

자만의 장소감을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 장소를 체험하고 나니까 도산서원에서 그 시절 학생들의 숙소를 보고 소박  

   함을 느끼고 자기 스스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공간이 좁고 시설이 좋지 않  

   은 숙소에서 많은 학생들이 생활하면서 공부에 대해 열정적이고 열심히 노  

   력하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시절보다는 저희의 지금 이 세상이 훨씬 편  

   해지고 시설도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서도 불만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 시절의 학생들이 공부밖에 모르  

   고 열심히 공부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지금 ‘공부’라는 목표에서 점점  

   어긋나고 사소한 일에서도 불만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신경 쓰이고 있어  

   서 만족할 줄 알아야 하고, 소박함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A-W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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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 본-A-W3-26은 도산서원의 기숙사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에 대한 가치판단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정서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즉 장소 내 대상물의 소박함을 보고 자신의 삶을 외부자적 시점으로 객

관화시켜 바라봄으로써, 현재의 풍요로운 현실 속에서도 만족감이 적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으며 자아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

다. 이것은 이 학습자가 장소의 대상물을 경유하여 과거 시공간을 떠올

려 현재의 자아의 모습을 평가하고, 가치 판단을 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고 있다. 즉 장소가 가진 내적 구성물을 경유한  

학습자만의 독특한 장소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어부단가>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 텍스트이다.

 ‣ 이현보 고택을 체험하면서 저는 이현보가 어쩔수 없이 산속에 은거하고 겉  

   으로는 자연을 즐기고 있지만 싫은 나라를 걱정하고 있지만 아무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특히 강각 옆에 있는 시냇물을 보고 소리를 들을   

   때, 작가의 무력감, 그리고 이를 통하여 걱정하는 마음을 마비하고 싶은 느  

   낌이 들었어요. (본-B-W2-16) 

 학습자 본-B-W2-16은 장소에서 인문 공간인 ‘강각’을 바탕으로 직접 

체험한 물소리에 초점을 맞추어 작자의 무력감이라는 정서에 공감하고 

있다. 이것은 장소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한 정서의 환기를 촉발하는 것

으로 관념적 이해의 한계를 해결할 방안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작자

가 당대 느낀 감정을 파악하고 ‘마음의 마비’라는 감정을 전유하며 작자

의 이면적 정서에 심도 있게 관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인

문 공간의 특성에 대해 자신만의 감정적 반응을 일으킨 것으로, 학습자

만의 장소감이 형성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인간이 그렇게 비극적인 존재물인가 보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자신  

   이 존재하는 의미를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모든 존재가 의미 있  

   어야 하는 것인가. 만약 그 의미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여곡절 끝  

   에 더욱 깊은 허무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인간이 역시 비극적인 존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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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 보다. 바위가 견고하며 세상일이 아무리 바뀌어도 바위는 여전하다. 설  

   령 바위가 어느 날에 먼지가 되더라도 그 모양만 갈릴 뿐이지 본질이 결코  

   바뀌지 않다. 차라리 바위가 되었으면. (본-B-W1-13)

 ‣ '귀가 먼 바위', 종택을 둘러싼 병풍 같은 청량산을 보고 또 시조를 관통하는  

   '시름(걱정)을 잊어라' 는 것과 연계하여 생각하면 일맥상통이라고 느껴졌다.  

   속세를 멀리하여 시름을 잊고 싶은데 자꾸 임금이나 나랏일을 염려하게     

   되기 때문에 귀가 먼 바위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인 것 같다. 나는 이런       

   마음을 잘 알고 있다. 모든 일이 의미가 없어 보일 때가 있는데 자신이      

   존재하는 가치를 찾기 위해 움직이는 것조차 허무한 일로 보인다. 존재      

   자체가 의미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움직임을 멈추지 못하고 매일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에서 돌고 도는 내 자신이 밉다. 그리고 살다가 자아를  

   잃을까 봐 무섭기도 한다. 그래서 차라리 사고가 없는 바위, 본질이 바뀌지  

   않은 바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이런 마음은 '어부단가'를    

   읽기 전에도 굳게 있었지만 종택 앞에서 '농암'을 봤을 때 '나랑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 여기 있네.' 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본-B-W2-13) 

 

 학습자 본-B-W1-13, 본-B-W2-13은 시적 화자와 관계가 있는 인문 

공간인 농암 종택에서 본 ‘농암 각자’인 ‘바위’에 초점을 두고 그 의미를 

통찰하고 있다. 이 학습자는 존재의 의미를 추구하며 살고 있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비극적 현실에서 ‘바위’를 통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성

찰하고, 자아의 이상향인 본질이 바뀌지 않는 바위의 속성과의 일치를 

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이 학습자는 대상물인 바위를 온전한 자신의 것으로 사유한 다음 시

적 화자에게도 정서적으로 몰입하고 공감하며 자신과 동일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바위와 자신만의 정서적 관계를 바탕으로 바위라

는 속성을 꿰뚫고 있으면서 그것이 자신의 존재의 본질과 일치하기를 소

망하고 있다. 즉 대상물인 바위의 속성을 통찰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바위라는 대상물에 몰입하고 특징을 주체적으로 수용하

며 정서적 애착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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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소성 경험을 통한 텍스트 해석

 

 장소는 모든 원초적 경험의 토대이자 자리이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

각과 인식의 기초적인 환경이다.144) 즉 인간이 땅에 더불어 살아가면서 

의미를 경험하게 되는 일종의 틀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작품 속의 장소는 장소성으로 실현되며 이것은 창작 배경이라는 장

소의 정체성과 시적 화자의 장소감으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추상

적 공간 위에 가치와 맥락을 담은 주관적 의미의 복합적 결합이 작품의 

장소성으로 발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복합적 의미의 집

적물인 장소를 통해 텍스트 의미의 구체화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장소를 몸으로 일차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의미를 구성하고 정서

의 전유가 이루어지도록 활성화 하는 도구적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 반응 텍스트는 ‘시공간성 경험을 통한 창작 배경의 구체화’, ‘신

체성의 추체험을 통한 시적 화자의 이해’로 양상이 나뉘었다. 이는 실험

에서 제시한 설문지의 2번 문항인 ‘장소 체험을 한 후 달라진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쓰십시오’에 대해 학습자들이 구성한 반응 텍스트에서 

주로 선별하였다. 

1) 시공간성 경험을 통한 창작 배경의 구체화

 문학 현장의 실제 장소에서 시공간성에 노출된다는 것은 학습자들이 장

소의 외연적, 내포적 의미를 구성하고 공감하며 재해석할 수 있도록 도

와 의미를 생성하고 그 의미를 확장하는 것에 효용이 있다. 또한 학습자

들의 중립적이고 일차원적인 의미 구성이 복합적 의미의 활성화로 이어

질 수 있는 장소에서의 활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도산십이곡>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 텍스트이다.

144) 장석주, 앞의 책, 69-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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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계선생님이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방을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이렇게   

   자기는 집중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방을 일부러 작게 만들은 이유가 있  

   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완전히 자연이 잘 어울리고 자연을 좀  

   이렇게 잘 자연과 같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마음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방  

   에도 크게 만들었는거 아니라 자연하고 잘 어울려서..자연이 경치가 자연의  

   미를 누리기 위해 이 자기 집을 만들은 이유가 완전히 다른 방법, 느낌이 들  

   어서...다시 이 시를 생각하면 아마 시인이 이렇게 시를 썼을 때는 완전히   

   다른 마음에서 출발해서 혹시 환경 때문에 자연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  

   서 시조도 느낌이 우리 독자에게 완전히 다르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비-A-I-5) 

 학습자 예비-A-I-5는 직접적인 장소성을 경험하고 공간의 표면적인 

특징과 텍스트의 의미를 연결하여 일차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작자의 창

작의도를 추론하는 데까지 이르면서 주체적으로 재해석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장소의 시공간성을 표면적으로 인식하는 것에 머무

르지 않고 작자의 내면적 정서와 창작의도를 추측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위와 같은 반응은 장소의 시공간성 경험이 창작 배경을 구체화하여 

텍스트의 심도 있는 이해로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학습자는 실제 장소를 체험함으로써 시공간의 표

면적 이해를 바탕으로 텍스트의 특징과 이면적 의미를 연계하고, 장소를 

텍스트의 창작 배경으로서의 의미로까지 확장하여 지각함으로써 입체적

인 해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 도산서원은 진짜 시가에서 '산 앞에 대가 있고 대 아래에 물이 흐르는구나'  

   말 그대로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도산서원에 가서 그때 사람들은 학문에 대  

   한 열정도 새롭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많은 책을 읽는 인생으로 즐거운 일  

   이 끝이 없구나' 진짜 이런 아름답고 조용한 곳에서 학문에 몰두하고 진리에  

   향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본-A-W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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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를 읽었을 때 자연 경치나, 건물들을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데 실제로 그   

   곳을 방문해서 경치도 보고, 도서관이나 학생들의 기숙사 같은 장소를 방문  

   해서 교육을 받은 환경을 체험할 수가 있어서 시의 다음과 같은 구절이 더  

   이해가 되고 의미가 더 와 닿다는 느낌이 들었다. ‘흰 구름이 산봉우리에    

   걸려 있으니 자연이 보기가 좋구나’, ‘ 산 앞에 대(臺)가 있고 대 아래에 물  

   이 흐르는구나’, ‘솔개는 날고 구름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햇빛이 온 세상에  

   비추는 자연의 아름다움이야 어찌 다함이 있겠는가?’ (본-A-W2-8)

먼저 위의 학습자가 언급한 <도산십이곡>의 전6곡 중에서 제 5수를 살

펴보도록 한다.

산전(山前)에 유대(有臺)고 대하(臺下)애 유수(流水)ㅣ로다.

 만흔 며기 오명가명 거든,

엇더타 교교 백구(皎皎白駒) 멀리 음 는고.                       

 

 ‘언지’ 제 5수는 도산의 외경이 구도화되어 표현되어 있으며, 실경을 접

하며 느낀 자아의 정취를 대(臺)와 물, 갈매기 등 자연 이미지에 투사하

면서 도산의 풍정을 집약적으로 재현함으로써 극도의 간결성을 지향한

다.145) 겸양을 실천한 퇴계가 자신을 현자라 지칭했다기 보다 왕의 곁을 

떠난 은자라고 한 것을 현자가 타는 하얀 망아지라는 ‘교교백구’를 통해

서 알 수 있다.146) 이것은 당대의 지식인들이 자연과 더불어 수양을 하

는 것보다 입신양명에 마음을 두는 것을 경계하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

다. 

 학습자 본-A-W1-6, 본-A-W2-8은 작품과 실제 장소에서의 실경을 

경험하면서 텍스트와 배경을 비교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확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장소가 가진 시공간성 위에서 텍스트를 생생하게 체험

하며 텍스트가 표현한 배경에 대해 폭 넓은 이해에 이르렀음을 볼 수 있

다. 특히 ‘산 앞에 대가 있고, 대 아래에 물이 흐르는구나’라는 구절을 

145) 성기옥, 앞의 글, 259쪽.
146) 위의 글, 2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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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의 시공간성과 대응하면서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텍스트의 의미를 

확증하고 구체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는 도산십이곡 시조의 7곡을 읽으면서 낮에는 푸른 숲, 맑은 물, 넓은 하  

   늘을 감상하면서 독서를 즐기는 전신이 얼마나 평화로울까라는 생각이 들   

   었다. 밤이 되면 달빛 아래 시조나 학문을 읊으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그야말로 학자들의 인생 최고의 행복이 아닐까 싶다. 수백   

   년 후 지금에도 이렇게 느껴졌다면 그때 당시 많은 학자들이 머무르는 서원  

   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상상하게 된다. (본-A-W2-18) 

 먼저 위의 학습자가 언급한 <도산십이곡> 제 7수를 살펴보기로 한다.

  천운대(天雲臺) 도라드러 완락재(玩樂齋) 소쇄(蕭灑)듸,                            

  만권 생애(萬券生涯)로 낙사(樂事)ㅣ 무궁(無窮)얘라.                    

  이 듕에 왕래 풍류(往來風流)를 닐러 므슴고.                                   

 여기에서 ‘천운대’와 ‘완락재’는 시적 화자의 공간 이동을 드러내고 있

으며 텍스트에 나타난 실제 장소로서 작품에서 가장 장소성을 직접적으

로 드러낸 부분이기도 하다. 초장의 천운대는 완락재로 들어가는 길을 

나타내는 위치 표지의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종장의 왕래풍류는 완

락재에서 독서로 생활을 일삼는 계산풍류(溪山風流)의 즐거움을 나타내

고 있다.147)

 학습자 본-A-W2-18은 제 7수를 언급하며 과거의 학자들이 자연 속에

서 학문을 도야하면서 느낀 행복감을 상상하고 있다. 또한 학습자는 현

재의 시공간과 과거의 학자들의 겪은 시공간성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

며 비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자는 현재의 시공간에서 바라보는 

감상을 과거의 시공간성과 연계하여 텍스트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공감과 정서를 

토대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로 시공간성을 확장하여 텍스트가 생성된 배

147) 위의 글, 2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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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어부단가>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 텍스트이다.  

 ‣ 어부가는 시조를 잘 모르고 갔었고 모르고 갔었는데도 다시 이 시조를 읽으  

   니까 거기에 갔던 사람이라 내가 거기에 서가지고 내가 이시를 이해한다?   

   이런 느낌....옛날에는 그냥 앉아서 이해하고 상상력을 발휘했다면 이제는 내  

   가 그 시조를 그전에 몰랐어도 그 곳에 서가지고 이 시가 다 이해가 된다?  

   입각적으로 다가왔다? 입체적으로 다가왔다? (예비-B-I-1) 

 학습자 예비-B-I-1은 장소에서의 시공간성 경험을 경유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는 자아를 객관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이 학습자는 

장소에 직접 서서 그곳을 개인적인 인식의 공간으로 전환하고, 의미를 

생성하고 있는 자신을 외부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한 3차 추가 감상문에서도 학습자는 장소성의 특성을 긍정적으로 수용

하여 실경을 보며 텍스트를 이해하고, 상상 속에 관념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실제 현장에 직접 서서 텍스트의 배경과 의미를 해석하는 것

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 예전에 시조만 봤을 때는 시조 그대로 글자 그런 거 보면서 느꼈던 거랑 실  

   제로 가서 다시 시조를 봤던 느낌이 약간 달랐던 거 같아요 다시 이 시조를  

   보면서 ‘인생을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 몰랐다’ 그런 거 예전에는 이 시인  

   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 사실 와 닿았지 않았거든요. 느낌을 체감하지 못  

   하였기에 상상하기 힘든 점이 있다. 지금은 제가 거기 가 보니까 당시 거기  

   에서 살았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정말 실제성, 또는 진실성이  

   라든지...현장에 가서 울창하게 잘 자라는 나무부터 주변 환경에 감탄을 하  

   게 되면서 ‘인생을 다 잊을 정도로 조용하고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하였다.  

   (예비-B-I,-2, 예비-B-W3-2)

 학습자 예비-B-I-2, 예비-B-W3-2는 답사 전, 후의 비교를 통해 장소

성을 경유하여 텍스트의 배경과 그 의미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며 비교하

고 있다. 또한 시공간성 경험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자아 인식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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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고, 학습자가 장소를 직접 경험하며 확증한 텍스트의 표현을 구체

적으로 언급하며 공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특히 4번째 단락의 첫마디를 읽으면서 청산별곡의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장소체험을 하면서 이현보 선  

   생님이 은거하던 댁이 바로 청산 아래에 위치하더니 ‘청산에 살어리랏다’라  

   는 문구도 떠올랐다. (본-B-W1-16) 

 학습자 본-B-W1-16은 작품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경험한 장소의 공간성의 의미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있다. 이 학습자는 

문학 현장에서 경험한 장소성을 바탕으로 ‘산봉우리에 한가로운 구름 일

어나고 물 가운데 갈매기가 날아오르네’라는 텍스트와 청산별곡의 제 3

연148)과 상호텍스트적으로 연합하며 입체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또한 

‘새’라는 대상물 외에도 장소에서의 지리적 위치를 인식하면서 ‘청산에 

살어리랏다’라는 상호텍스트, 즉 텍스트간의 상호연관성을 떠올린 것을 

볼 수 있다.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은 텍스트 간의 관계로서 내부 자질로 인

해 형성되는 상호텍스트성뿐만 아니라 수용 주체인 독자에 의해 확립되

고 형성되는 상호텍스트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149) 따라서 다양한 요소

들에 의해서 상호텍스트성이 발휘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텍스트와 장

소의 유사한 특성에 기인한 상호작용을 통해 상호텍스트성으로 확장됐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텍스트성은 학습자의 텍스트에 대한 배

경과 의미의 해석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명시적 해석을 넘어 텍스트의 

확장적 해석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48)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믈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믈 아래 가던 새 본다

149) 전홍,「상호연관성 기반의 한국 현대시 이해 교육 연구 - 한 중 현대시를 중심
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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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성의 추체험을 통한 시적 화자의 이해

 

 장소는 신체의 운동과 감각, 활동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며, 태도‧경험‧
의도가 출현하는 기반이다.150)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장소를 장소답게 

해주는 것은 신체를 활용한 일차적인 경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러한 물리적 활동은 대상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데 촉매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몸이 공간에 속해 있고, 경험의 인지와 대상에 대한 지각은 공간의 지

각에 의해 명확해진다는 사실은 메를로-퐁티가 지적한 바 있다.151) 즉 

신체는 장소에 거주함으로써 장소 자체의 의미를 습득하고 구성할 뿐만 

아니라 대상과 세계에 대한 의미를 초점화하고 심화하는 매개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소의 의미를 관념적인 방법으로 학습하는 것보다 신

체성을 활용할 때 의미의 활성화가 더 일어난다고 본다. 이는 장소와 자

아의 능동적 융합의 바탕 위에서 사람의 지적․도덕적‧정신적 가능성이 길

러진다152)고 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학습자들은 장소의 현장성을 직접 체험하면서 보다 활발하게 느낌 

즉 심상을 떠올리게 되고 이것은 자신의 신체와 지각이 복합적으로 작용

하여 감상이 인식된다고 할 수 있다. 심상(心象)이란 신체적인 지각에 

의해서 생성된 하나의 느낌이 마음속에 재생된 것이다.153) 장소를 체험

한 정서를 느끼고 심상을 떠올린다는 것 자체가 신체를 가진 주체가 의

미를 인식하고 지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는 이를 바탕으로 텍

스트에 내포된 시적 화자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정의적 반응을 활성화할 

수 있다.

 다음은 <도산십이곡>에 대한 학습자 반응 텍스트이다.

150) 장석주, 앞의 책, 122쪽.
151) 위의 책, 69쪽.
152) 위의 책, 같은 곳.
153) 김은정, ⌜漁父歌 硏究⌟,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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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벽과 계곡물에 이르자 온몸이 홀가분해지며 착잡한 마음을 잊었습니다. 그  

   때 저는 새가 되어 옆구리에 날개가 돋친 듯 하늘에 날고 싶고 물고기가 되  

   어 편안하게 물속에 헤엄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황처럼 천석고황(泉石膏   

   肓)을 앓은 듯이 자연에 몸까지 바치고 싶었습니다. (예비-B-W1-4) 

 학습자 예비-B-W1-4는 새, 물고기 등 대상물이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하나 되는 것에 주목하고 있으며, 장소에서의 신체성을 활용하여 장소를 

온전히 자아의 사적인 공간처럼 감상하고 몰입하며 장소의 대상물과 일

치하고자 하는 반응을 볼 수 있다. 또한 이 학습자는 대상물과의 일치뿐

만 아니라 ‘천석고황’의 의미를 자신에게 이입하며 시적 화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정서에도 공감하고 있다. 즉 장소에서의 학습자의 신체성을 통

해 장소성이 가진 의미를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텍스트의 어휘를 해석

하고 있다. 따라서 시적 화자의 정서를 전유함으로써 작자에 대한 심층

적 이해에 이른 것을 볼 수 있다.

 ‣ 실제로 이곳의 아름다운 강, 산을 보면서 작가가 묘사한 자연에 대한 사랑을  

   이해하고 '왕래풍류'라는 단어도 체험 전에 그냥 읽고 잊어버렸는데, 실제로  

   산책하고 이 풍류를 즐기면서 이 단어를 사용해서 작가가 전달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에서 떨어져 있는  

   도산사원을 산책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자연에 순응해서 순리대  

   로 살아가려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 같다. (본-A-W1,W2-8)

 

 학습자 본-A-W1, 본-A-W2-8은 실제로 산책을 하는 신체성 체험을 

통해 <도산십이곡> 제 12수 중 제 7수의 ‘왕래풍류’라는 텍스트에 집중

하여 이해하고 있다. 실제 문학 현장 장소에서 신체적 체험을 통해 텍스

트의 표면적 의미를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작자의 창작 의도를 인식하

며 텍스트에서 표현하려고 했던 시적 화자의 심정을 공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학습자가 텍스트의 문자적이고 일시적인 인식의 한계에서 

벗어나 신체적 체험을 통해 의미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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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즐기면서 나도 옛날에 여기서 오래 살 수 있으  

   면 나도 시를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다. 시인들이 왜 이런 '  

   병'이 드는지 이해가 되었다. (본-A-W1-12)

 학습자 본-A-W1-12는 장소를 체험하며 시적 화자의 생활을 가정하면서 

작자의 모습 속에서 자신도 동일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천석고황’이라는 자연에 의한 병에 대하여 그 의미를 

자신에게 대입하여 어휘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조회하며 텍스트를 심도 있

게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시적 화자가 경

험한 신체성을 학습자가 추체험하여 동일한 감정을 느끼고 시적 화자의 

정서를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텍스트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다.  

 ‣ 가기 전에 관련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서 도산서원은 이름처럼 그냥 공부하  

   는 곳으로만 생각하였다. 그러나 체험을 가보니까 생각했던 것과 달리 여기  

   는 공부하는 곳만이 아니라 서원 못지않게 아름다운 풍경도 있다는 것이 놀  

   라웠다. 이 경치를 보면서 시인이 왜 '이러한 가운데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없고자 한다.’ 라는 문장을 쓸 수 있는지 공감이 들었다. 왜냐하면 시인이   

   살고 있는 환경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  

   이다.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충분히 행복한 일이고 더  

   이상 바라는 일이 없을 것이다...(중략) 자연의 이런 신비하고 아름다운 매력  

   에 대한 사랑으로 시인은 더 이상 다른 욕심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순수한 감정은 지금의 현대인들에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대부  

   분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나 돈, 지위 같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 매일같이 바  

   쁘고 힘든 생활 속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거의 자연을 보고 체험할 기분  

   이나 시간이 없는 것 같다. 저도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 학업이나 생활 때문  

   에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자연에 대해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막상 자연의 이런 아름다움을 실제 제 눈으로 봤으니까 시인과 비슷한 궁감  

   이 생긴 것이다..(중략)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행복이  

   라는 게 원래 바로 내 옆에 있구나! 이런 행복을 낭비하지 않도록 나도 매일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책에서 배울 수 있지만 자연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나 감정은  

   역시 직접 경험해 봐야 알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저도 시인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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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살 수 있으면 다른 생각이 없을 것이고 다만  

   이 경치가 항상 존재하는 것만 바랄 뿐일 것이다. 또한 앞으로 기회가 있으  

   면 더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본-A-W1-12, 본-A-W3-12) 

 

 학습자 본-A-W1-12, 본-A-W3-12는 작품 배경의 장소성을 직접적으

로 경험하면서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감상을 

심층적으로 해석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학습자는 신체성을 경험하

면서 작자의 정서에 공감하고 있으며 장소에 다시 가고 싶은 감정을 활

성화하고 있다. 또한 장소성의 직접적인 신체성 체험의 당위성을 언급하

며 ‘이러한 가운데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없고자 한다.’라는 텍스트의 구

절을 언급하는 가운데, 시적 화자의 창작의도를 파악하고 공감하며 내재

된 의미와 정서를 풍부하게 수용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시

적 화자의 정서를 추체험하고 전유함으로써 심층적인 이해에 도달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 이번의 체험 장소가 그렇게 사람이 쉽게 찾을 수 없는 먼 데 있어서 그런지  

   유유히 구경해 보고 심지어 구경 대상인 여러 가옥에 앉아서 해설을 들을   

   수 있었다. 앉을 때 나무로 된 마당과 기둥도 만지고 옛날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지냈는지를 쉽게 상상 할 수 있어서 마치 그들과 연결된 것 같다.    

   (본-A-W1-13)

 학습자 본-A-W1-13은 자신의 신체성을 이용하여 장소에 앉아 직접 

만지고 감각을 활용하면서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

는 과거의 대상들과 현재의 자신을 연결하여 시공간을 초월하고 있으며 

신체성을 활용하여 장소에 직접 현현된 장소성의 의미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장소에서 학습자의 신체성을 활용한 감상은 과거와 현재의 연결을 

촉발시켜 텍스트의 이면적 감상의 전유가 활발해짐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시적 화자의 생활을 보다 깊이 추체험하며 텍스트를 이해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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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십이곡’ 5번째 단락을 처음으로 읽을 때 사실 머릿속에 화면감이 그렇  

    게 강하지 않았다. 하지만, 역락서재에 앉아 담을 넘어서 보이는 풍경을 감  

    상할 때, 문뜩 ‘산 앞에 대가 있고, 대 아래에 물이 흐르며, 갈매기들이 떼  

    를 지어서 날아다니다’라는 묘사를 이해하게 되었고, 퇴계 선생님이 도산서  

    원을 설계할 때 그것에 담아 있는 성심을 느꼈다. (본-A-W1-16) 

 위의 본-A-W1-16 학습자는 답사 전과 후를 비교하며 답사 전에는 텍

스트를 추상적으로 의미화 했다면 실제 현장의 장소성을 체험한 후에는 

구체적인 장소 이미지를 확인하게 되었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 즉 

이 학습자는 신체성을 활용하여 텍스트에 나타난 장소성을 확인하고 있

으며 텍스트 해석의 구체적 활성화를 하고 있다. 또한 과거 시적 화자의 

의도와 맥락을 추체험하며 정의적 반응을 통해 시적 화자의 정서를 이해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시를 먼저 읽고 그것과 관련된 곳을 찾아 가니까 시를 더 이해하고 더 좋았  

   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황 선생님의 묘소하고 도산서원에 가보니까   

   선생님의 소박하고 욕심 없는 마음을 더 이해하고 되고, 시에서도 많은 메시  

   지를 주는 것처럼 학생들에게 정성껏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의 모  

   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마음, 혹은 어떤 감정으로 이 시를 썼는지 더 이해  

   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본-A-W2-26)

 

 학습자 본-A-W2-26은 답사 후에 이전보다 텍스트의 의미를 심층적으

로 이해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텍스트 이면에 내포되어 있는 시적 화자

의 정서적 측면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 학습자는 장소를 공시적으로 바

라보며 신체성을 활용하여 과거 작자의 모습을 상상하여 추체험하고, 동

시에 ‘소박하고 욕심 없는 마음’을 학습자의 현재적 관점에서 정서적 이

입을 하고 있다. 또한 시적 화자의 창작의도를 현재 학습자의 시각으로 

지각하고, 의미의 심화를 통해 정의적 측면에서 시적 화자의 이해를 활

성화하고 있다. 

 다음은 <어부단가>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 텍스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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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개의 시조는 다 자연에 대한 사랑과 나라의 대한 근심을 나타냈지만, 그  

   런 갈등의 심정을 더 뚜렷하게 느껴진다. 체험을 가보니까 시인들이 사는 환  

   경이 아주 아름답고 누구나 거기서 살면 다 시름을 잊을 것일 것 같다. 그러  

   나 시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로서, 환경이 아름다울수록 그런 갈등의  

   감정이 더 강할 것일 것 같다. 한편은 끔찍이 사랑하고 한가로운 자연의 삶  

   이고, 다른 한편은 한사라도 잊어 본 적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본-B-W1-12) 

 학습자 본-B-W1-12는 답사 전 활동을 통해 텍스트의 기본적인 맥락 

파악을 하였고 답사 중에는 신체성을 활용하며 텍스트와 장소에 대한 의

미를 현장에서 재확인하였다. 이 학습자는 아름다운 자연을 두고 나랏일

에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냥 자연만 즐길 수도 없는 작자의 양가적 

태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텍스트와 장소의 유사점을 인식

하여 자연에 대한 사랑과 나라에 대한 걱정을 대비하며 시적 화자의 갈

등의 정서를 포착하고 있다. 즉 ‘작자의 자연과 나라에 대한 사랑’이라는 

표면적 의미의 파악에만 머무르지 않고 장소에서 시적 화자가 겪은 장소

의 신체성을 추체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장소의 아름다움과 작자의 정

서적 갈등을 대조적 의미로 확장하여 재해석하고 시적 화자의 정서에 깊

이 있게 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아이러니는 무어를 잊어라 잊어라 하는 사람이 더욱 그것을 잊지 못한다는  

   것이다. 시인 이현보가 '인세를 다 니젯거니', '십장 홍진이 언매나           

   가롓는고', 일생에 시르믈 닛고', '두어라 내 시름 안니라'와 같이 속세를     

   잊었다고 말을 하나 결국 자신이 못 잊어서 계속 자기를 설득하고 근심을   

   달래려는 모습이다. (본-B-W1-13) 

 학습자 본-B-W1-13은 문학 현장 답사 중에 농암 종택에서 겪은 자신

의 신체성 경험을 바탕으로, 텍스트의 표면적인 이해에 그치는 것이 아

니라 텍스트에 나타난 어휘의 특성과 문맥에 주목하여 그 의미를 재해석

하고 있다. 또한 아이러니라는 확장된 의미를 지각하면서 시적 화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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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적 정서를 추출하였다. 즉 이 학습자는 시적 화자가 거주한 같은 장

소에서 신체성을 경험하면서 텍스트에서 언급된 표현방식과 그 특징을 

깊이 있게 포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시적 화자가 사용한 정서

에 대한 표현방식을 토대로 그 의도를 추론하여 아이러니라는 시적 화자

의 정서를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통해 텍스트의 심층적인 이해로 나

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이 듕에 시름 업스니 어부의 생애이로다’ 라는 구절에 대해 공감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어부의 생활이 근심 걱정이 없을까요? 바다에서 일   

    하는 사람으로서 날씨를 많이 걱정하지 않아요? 등 질문이 있었습니다. 농  

    암 종택을 방문하면서 두 번째 시조에서 시인이 왜 어부의 생활이 인간의  

    생활 가운데 근심 걱정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현보 선생의 생애 경험을 들은 후에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세속  

    적인 일을 잊어버린 채 삶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을 더욱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량산을 바라보고 물소리를 들으면서 “무심코 다정하니 이    

    두 거시로다. 일생에 시르믈 닛고 너를 조차 노로리라.”라는 구절이 마음   

    에 와 닿았습니다. (본-B-W1-17) 

 

 먼저 위의 학습자가 언급한 <어부단가> 제 4수를 살펴보도록 한다.

 山頭에 閒雲이 起하고 水中에 白鷗이 飛이라                                         

 無心코 多情하니 이 두 거시로다.                                                    

 一生에 시르믈 닛고 너를 조차 노로리라.                       

 <어부단가> 제 4수는 시적 화자가 한가로운 자연 속의 대상인 무심한 

구름과 백구(白鷗)와 평생을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학습자 본-B-W1-17은 작중 장소의 신체성 경험을 통해 <어부단가> 

제 4수를 떠올리며 자연의 정취와 물소리에 몰입하고 있으며 자연에서

의 욕심 없는 삶에 대해 공감하고 시적 화자의 정서를 깊이 있게 이해하

고 있다. 이 학습자는 작자의 삶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표면적인 질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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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작하였지만, 신체성 경험을 바탕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조회하며 시

적 화자의 정서에 공감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신체성 체험은 학습자의 

텍스트 이해뿐만 아니라 나아가 특정 텍스트의 정서적 공감을 활성화한

다. 또한 시적 화자의 정서를 추체험함으로써 심도 있는 텍스트의 이해

로 다시 나아갈 수 있다.

 ‣ 이현보님께서 마지막에 한양과 임금님을 걱정하다고 썼는데, 나는 ‘옛 경험  

   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들겠지.’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였다. (장소 체  

   험 후에) 그러나 사람이 다 똑같지 않을까? 아름다운 경치는 자신의 정서를  

   잠시 치료해 주겠지만 결국은 자꾸 자기 사랑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을 생  

   각하게 된다. 이현보님도 그렇지 않을까? 이런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자  

   기가 밖의 소리를 안 듣겠다고 결심하였지만 자기 마음속에 진짜 사랑하고  

   걱정하는 것이어서 천리 외에 있어도 만리 외에 있어도 생각나고 걱정하지.  

   이것은 비로소 진짜의 나라에 대한 사랑, 걱정이 아닐까? (본-B-W1-22)   

 

 학습자 본-B-W1-22는 자연은 일시적인 치료를 가능케 하지만 작자의 

마음속에 있는 나라에 대한 사랑으로 인한 근심은 자연 속에 묻혀 사는 

한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문학 현장의 자

연 경관을 실제 체험한 후에 시적 화자의 삶에 대해 답사 전과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학습자는 시적 화자가 자연 속에 묻혀

서 나랏일을 모른척 하지만 임금에 대한 걱정을 벗어날 수 없음을 지적

하였고, 이를 포착한 것은 학습자가 나라를 생각하는 시적 화자의 마음

과 가치관을 이해했다는 것을 전제한 결과이다.

 즉 학습자는 답사 전과 후를 비교하며 장소에서의 신체성 경험을 경유

하여 시적 화자의 정서를 추체험하고, 이를 토대로 ‘나라에 대한 사랑과 

염려’라는 시적 화자의 정서를 통찰하고 있다. 학습자가 시적 화자에게 

장소는 치료의 대상이자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게 하는 대상이라는 것

을 지각한 것은 시적 화자의 정서를 깊이 있게 전유한 것뿐만 아니라 텍

스트가 내포한 의미를 확장하여 해석한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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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소 체험한 후에 자연의 순수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장소 체험한 때 제  

   눈앞에 이현보와 이황의 모습이 모습 눈앞에 나왔습니다. 주로 강의 소리를  

   듣고 저는 다른 세상에 나온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으로 시인 강가에서 사용  

   하는 길을 설명할 때 저는 시인들은 강가 쪽에서 나오는 모습을 상상했습니  

   다. 주로 저는 시인과 시를 아주 좋아해서 이런 생각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사람을 보고 이현보 시인으로 쓴 시가 눈앞에 나왔습니다. 장  

   소 체험한 후에 저는 생각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좋은 사람 되고 싶으면  

   자연과 이야기 꼭 해야 된다. (본-B-W1-23)  

 학습자 본-B-W1-23은 문학 현장에서 자신만의 주관적인 신체성 경험

을 통해 시적 화자를 상상력으로 만나고 추체험하고 있는 반응을 전형적

으로 표출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장소성이 가진 의미와 특질을 

신체성을 활용하여 직접 강물 소리를 듣고 실경을 감상하며, 텍스트와 

장소를 연결하여 이미지를 그려내어 해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좋은 사람이란 자연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

습자의 개인적인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시적 화자의 가치관과 삶을 이해

하고 정서에 공감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학습자는 신체성 추체험을 통해 장소성을 형성하고, 시적 화자의 정

서와 세계관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텍스트에 내포돼 있는 의미를 심층적

으로 해석하고 있다. 

3. 모문화의 환기를 통한 문화 간 비교

 인간은 자신의 신체적 경험과 타인과의 소통 경험에 근거하여 자신의 

생물학적 욕구와 사회적 관계에 적합하고, 또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

록 공간을 조직하는데, 이것은 공간이 하나의 장소인 문화적 공간으로 

이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154) 이러한 장소는 인간의 터전이자 생활양

식의 배경이며 물질문화부터 정신문화까지 모든 문화 형성의 바탕이 된

154) Yi-Fu Tuan, 앞의 책, 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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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렇듯 인간의 모든 문화는 부지불식간에 장소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장소에서 발생된 언어, 생활문화, 문학 작품들도 직․간접적

으로 장소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장소는 지정학적 공간으로서

의 의미 뿐 아니라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의미 또한 지닌다.155) 

 즉, 장소는 인간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고 삶을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중

요한 요인이면서 동시에 공적 정체성과 유사하면서도 역사적 문화적 특

성이 더 두드러지며 정서적 지향으로까지 확대되는 문화적 정체성156)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바로 이 지점이 장소가 가지고 있는 문

화적 정체성이며 가시적, 비가시적 문화의 복합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는 장소가 지닌 문화적 정체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모문화를 경

유하여 능동적으로 간문화를 비교하며 간문화의 접점을 추출하고 유의미

한 비교 활동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문화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인식하

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의도와 문화적 맥락을 가진 장소성을 활용

한 한국 고전시가 교육은 목표문화의 전통문화 경험과 수용뿐 아니라 모

문화를 환기하여 두 문화 사이의 관계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며 상호문화

교육 능력 함양에 효용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장소성과 학습자의 문학 경험 연결

 다음은 <도산십이곡>에 대한 학습자 반응 텍스트이다.

 ‣ 천(물), 석(돌맹이), 고(심장젤 앞부분에 지방), 황(심장하고 막사이) 근데 심  

   장하고 막 사이 앞부분에는 약을 먹을 때는 거기에는 약이 효과가 미치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원천을 좋아하고 돌맹이를 좋아하고 말하  

   자면 자연을 좋아하는 거는 약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병이다 천석고황은 전  

   고가 내려와져 있는데 옛날 중국 어느 시대에 황제가 약간 이황이란 비슷한  

155) 허병식,「식민지의 장소, 경주의 표상」,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
소 편,『근대 한국의 문학지리학』,동국대학교 출판부, 2011, 18-19쪽.

156) 손정은, 앞의 글, 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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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대부인가 그런 사람인가 오랫동안 내려가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산천에   

   있으니까 정말 살기가 쉽겠네요 황제가 이렇게 반어법으로 얘기를 했더니   

   사대부가 정말 나는 여기 자연풍경을 너무나 좋아하고 이게 저의 병이 고질  

   병이 됐다 이런 게 있었대요. 이황이 이런걸 알고 천석고황이라는 단어를    

   썼을 수 있겠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비-A-I-1)

 학습자 예비-A-I-1은 텍스트의 ‘천석고황’에 주목하여 어휘의 의미뿐

만 아니라 그 유래를 모국의 전고를 통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다. 또

한 ‘천석고황’의 창작의 모티프가 모문화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이 학습자는 장소성을 경유하여 자연에 대한 시

적 화자의 정서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모국에서 학습한 문화적 지식

과 경험들을 연결하여 목표문화의 의미를 보다 풍부하게 발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시인 이황은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르는 순진한 아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말은 시인이 어디 유토피아에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온갖  

    일을 겪고 나서도 여전히 아이처럼 단순하다는 뜻이다...(중략) 나에게는    

    '순풍이 죽어가고 있고 인성은 옛날 사람보다 어질다 못하기만 하다.'       

    그래서 나와 반대인 입장을 서는 시인을 보면 마음속의 어딘가 물결이     

    일고 말았다. 사실 중국어로 '赤子之心 (적자지심)' 이란 사자성어가 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줄곧 시인을 비롯해 많은 예술가, 음악가들이 소중히    

    여기는 일종의 마음가짐이다. 이 시조를 통해 다시 환기되었다.            

    (본-A-W1-13)

 학습자 본-A-W1-13은 <도산십이곡>의 제3수에서 ‘순풍이 죽은 것은 

거짓말이고 사람의 성품이 어질다 하는 말이 진실로 옳은 말이다’라는 

텍스트에 주목하여 학습자의 의견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

적 화자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은 ‘순풍이 죽어가고 있고 인

성은 옛날 사람보다 어질지 못하다’라고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였다. 하

지만 이 학습자는 자신과 대립되는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에서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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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험한 모문화의 ‘적자지심’이라는 사자성어를 환기하여 목표문화에

서 공감하지 못한 정서의 공통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퇴계 이황 선생님이 매화를 좋아한다고 해서, 도산 서원 올라가는 계단에도  

   매화나무를 보았고, 유품 전시관에서는 매화로 조각되어 있는 걸상도 있었   

   다. 매화는 중국에서는 완강하고, 고결하며, 겸손 하는 품격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래서 퇴계선생님 정성스럽게 설계한 도산서원을 보면서  

   나라를 위해 훌륭한 영재들을 키우고 싶은 포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  

   (본-A-W1-16) 

 ‣ ‘이황 선생님이 이런 사람이 뿐만 아리라 학생을 정성을 담아 교육하는 교육  

   자이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고결한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  

   었다. (왜냐하면 매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고결한 사람임.)                   

   중국 시 중에서 “墙角数枝梅，凌寒独自开。”라는 말이 있고, “零落成泥碾作  

   尘，只有香如故。”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은 매화가 추운 겨울에 혼  

   자서 펴 있는 것을 칭찬함으로써 매화가 추위를 극복하면서도 자기의 아름  

   다움을 보여 주는 이미지로 고결함을 상징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장의 뜻은  

   '매화가 죽어서 바닥에 떨어져도 향기가 그대로였다(몸을 보류 못 해도 정신  

   을 보류하겠다' 라는 것을 통하여 매화가 나쁜 권리 때문에 죽어도 자신의   

   향기를 유지하는 것을 통하여 이런 완강한 이미지를 칭찬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옛 사람 중에서, 자기를 매화로 비유하는 사람이나, 매화를 좋아해서   

   시를 만들거나 그리는 사람이 자기가 고결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보여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A-W2-22) 

 학습자 본-A-W1-16, 본-A-W2-22는 문학 현장 답사 후에 텍스트에

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장소에서 본 ‘매화’에 주목하여 그 속성과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포착하여 해석하고 있다. 이 학습자는 ‘매화’의 속성을 자

국의 문학 경험을 바탕으로 이해하면서 그 특성을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에 이입하여 시적 화자의 세계관과 인격이 동질성을 가진 것으로 해

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더 나아가 모문화를 환기하여 양국의 

문화가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매화’의 속성에 대해 유사한 특질을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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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장소성으로 환기된 학습자의 자국

의 문학 경험을 바탕으로 양국의 문화가 가진 매화의 의미로 재조명함으

로써 목표문화 정서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 저는 첫 번째 시조를 읽고 나서, 시인이 "나는 귀먹은 자도 아니고..." 라고  

   하였는데, 그때 크게 못 느꼈습니다. 장소체험을 하고 나서 시인이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귀먹은 자도 아니고,   

   장님도 아니어서 얼마나 행복하고, 그 행복함을 가지고 나는 열심히 공부해  

   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W1) 시인이 유교사상을 깊이 연구하고 있어서,   

   유교사상이 시인에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유교사상 중 "修身，齐家，  

   治国, 平天下"라는 주장의 영향으로 시인이 자기의 대한 엄격한 요구를 가지  

   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본-A-W2-22)

 

 학습자 본-A-W2-22는 ‘우리는 눈도 밝고 귀도 밝은 남자로서 귀먹은 

자와 장님같이 되지는 않을 것이로다’라는 텍스트에 주목하여 시적화자

의 의도를 지각하고 자신에게 대입하면서 의미를 탐구하고 있다. 또한 

시적 화자의 학문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과 철학이 유교사상의 "修身，齐
家, 治国, 平天下(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추측

하고 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는 유교(儒敎) 경전에서 공자(孔子)의 가

르침을 정통으로 나타내는 사서삼경 중 하나인 ≪대학≫에서 출전한 것

으로 자신을 닦고 가정과 나라와 천하를 다스린다는 것으로 선비의 올바

른 자세와 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학습자는 답사 전 텍스트에 대한 이해는 미흡했지만 장소성

을 경험한 후에는 텍스트의 정의적 의미를 탐구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

고 있다. 또한 이황의 사상을 통해 학습자가 배운 모문화의 의미를 조회

하여 시적 화자가 가진 세계관의 배경으로 두 문화의 연관성을 추측하고 

있다. 즉 학습자는 장소성을 경유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활성화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가진 배경지식을 토대로 간문화 간의 관계성을 인식하

고 접점을 환기하여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반응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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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 교교백구(皎皎白鷗)에 있는 백구는 『열자ㆍ황제(列子ㆍ黃帝)』에서 나타난  

    말이 있다. 한시나 시조에서 주로 숨어 살면서 속세의 일을 잊음을 이르는  

    말로 쓰인다. 퇴계 선생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백구는 문인 사대부들의  

    같은 심정을 나타냈다. 

  이번은 두 번째 도산서원을 유람한 것이다. 다시 왔던 도산서원을 보고 새  

    로운 느낌이 아래 같은 자작시(自作詩)로 표현할 수 있다.

再遊陶山書院 다시 도산서원을 유람하여

槐序屏山萬壑森 여름에 병산 수많은 산골짜기에 나무가 우거지고

興来鷗鷺結盟心 흥에 겨워 구로(鷗鷺)와 거짓 없는 마음을 맺어라.

退陶手澤開千古 퇴도 선생이 쓰셨던 책이나 오래 세월을 거지며

月映清潭啟素襟 달빛이 맑은 연못에 비추고 평소의 포부를 열어 줬네

 위의 시에서 구로(鷗鷺)라는 고서를 활용해서 평소의 포부를 암시하는 것이  

   다. 즉 바닷가에서 갈매기와 해오라기 노는 것을 보며 세상일을 잊는다는 뜻  

   이다.  (본-B-W1-24) 

 

 학습자 본-B-W1-24는 텍스트의 ‘교교백구(皎皎白鷗)’의 어휘의 의미

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것이 모문화의『열자ㆍ황제(列子ㆍ黃帝)』에서 나

타난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도산십이곡>에서의 백구(白駒)는 새하얀 

망아지인데, 바로 전 문장의 떼 많은 갈매기들이 나오고 <어부단가>에

서 백구(白鷗)가 나오기 때문에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학습

자가 의미하는 것에서 백구(白鷗)로서 의도와 맥락을 파악하는 것에 무

리가 없고, 모문화와 목표문화의 자연물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대상 중에

서 유사한 속성을 발견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간문화에서 표현

되고 있는 백구(白鷗)의 의미를 포착하여 두 문화의 관계성을 체험하며 

상호문화를 발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학습자는 도산서원을 간 후에 자신의 감상을 한시로 표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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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것은 장소성을 경험하고 텍스트에 대한 자신에 대한 성찰이 내포

된 것이다. 즉 학습자의 문학 경험을 바탕으로 자작시(自作詩)를 창작한 

것은 텍스트에 대한 능동적인 의미 구성, 정서의 전유, 입체적인 의미 

확장의 총체적인 연합 반응으로 학습자의 주체적인 향유의 가능성을 확

인한 유의미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어부단가>에 대한 학습자 반응 텍스트이다.

 ‣ 이현보는 중국 동진(東晉) 시인 도연명(陶淵明)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으  

   니 도연명의 갈등적인 처신(處身) 관념도 계승했습니다. 이런 정신은 중국   

   송나라 시인 범중엄(範仲淹)이 악양루기(嶽陽樓記)에서 말한 「居廟堂之高則  

   憂其民；處江湖之遠則憂其君(朝廷에서 관리가 되어 있으면 백성 때문에 걱  

   정이 되고 ; 朝廷에서 관리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江湖에 있으면 国君 때문  

   에 걱정을 한다.)와 비슷해 보입니다. (예비-B-W-4)

 

 학습자 예비-B-W-4는 장소성을 경험하고 중국의 도연명과 범중엄을 

통해 이현보의 사상과 현재의 갈등을 비교하며 시적 화자의 세계관과 가

치관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이 학습자는 본인이 경험한 자국의 문학 

학습의 내용을 환기하여 목표문화 텍스트와 시적 화자의 내면적 의미를 

비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어부가>를 읽으면서 중국의 시인 도연명의 <도화원기>를 떠올렸습니다.    

   인간 세상의 일 다 잊었으니 세월 가는 줄 모르겠구나' 와 같은 말은 세속   

   에서 벗어나고 한적한 자연 속에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스로 즐기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B-W1-6)

 학습자 본-B-W1-6은 ‘한적한 자연’ 이라는 표현에서 어부가의 배경인 

물리적 경관으로서의 장소성을 경험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어부단가>의 텍스트의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학

습자가 가진 자문화 문학 경험을 바탕으로 도연명의 <도화원기>를 연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학습자는 ‘인간 세상의 일 다 잊었으니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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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가는 줄 모르겠구나’라는 구절에 주목하여 해석하면서 <도화원기>와

의 유사점을 환기하고 두 작품의 공통점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 체험 후에는 실경을 보고 두 분의 은거생활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예  

    를 들면 농암종택 앞에 바로 강물이 있어서 어부단가에 쓰인 모습을 너무   

    닮았다. 

이 듕에 시름 업스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이로다.

일엽편주(一葉片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구버는 천심녹수(千尋綠水) 도라보니 만첩청산(萬疊靑山)

                                                                       

    우리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독만권서 행만리로(讀萬卷書 行萬里路)’를 통  

    해서 배운 지식과 실경을 서로 보완하고 자신의 안목(眼目)을 넓히는 법  

    이다. (본-B-W1-24)

학습자 본-B-W1-24는 답사 후에 텍스트와 장소를 결합하여 텍스트

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구체적인 텍스

트를 언급하며 유사한 실제 장소와의 비교를 통해 시적 화자의 인생을 

상상하며 정서를 전유하고 있다. 또한 이 학습자는 장소와 텍스트의 결

합이라는 원리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문학적 배경지식인 ‘독만권서 행만

리로(讀萬卷書 行萬里路)’를 떠올리며 의미를 확장하여 복합적으로 해석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중국 송나라 때 ‘소철’이 훌륭한 문장가

가 되고 싶은 선비에게 대답한 것으로 ‘만 권의 책을 읽고 만 리를 걷는

다'는 뜻이다. 이 학습자는 책 속에만 갇혀 있는 정보와 지식이 아닌 실

제 생활에서 얻는 지혜와의 온전한 결합이 가능할 때 진정한 앎이 된다

고 생각하며 모문화의 문학 경험의 환기를 통해 인식을 강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장소와 텍스트의 결합을 통해 능동적인 의미구성과 

정서의 전유를 함으로써 의미를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목표문화의 장소

성을 경유하여 장소가 지닌 관계성을 체험하며 모문화의 문학 경험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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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통한 복합적인 반응이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미얀마에서도 이현보 선생님처럼 임금님께서 화나서 ‘메자’라는 산에서 보내  

   게 된 궁궐에서 일하는 ‘레외똔다라’ 라는 선생님이 쓰신 유명한 시가 있습  

   니다. 시의 제목은 ‘메자 떤체’입니다. 시의 내용은 ‘메자’산의 자연의 아름다  

   움 을 쓰면서 궁궐의 대한 그리움이 담긴 시입니다. ‘어부단가’와 공통점은  

   임금님께서 화나서 산에서 보내게 되었다가 시를 썼다는 점, 그리고 자연에  

   대해 시를 썼다는 점이 공통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이  

   시를 보고 화 풀어서 ‘레외똔다라’ 선생님은 다시 궁궐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이현보’ 선생님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메자’산은 멀  

   고 길이 험하고 사람이 쉽게 못 다니는 데라 아쉽게도 저도 가본 적이 없습  

   니다. 그러나 시에 나오는 가사대로라면 농암 종택 못지않게 풍경이 좋고    

   자연이 아름답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본-B-W2-26)

 학습자 본-B-W2-26은 목표문화에서의 ‘이현보’와 모문화의 ‘레외똔다

라’ 두 작자를 연상하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출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이것은 학습자의 자국어 문학 경험으로 인한 반응으로 이 학습자는 

<어부단가>와 <메자 떤체>의 텍스트가 임금의 유배로 인한 환경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임금을 그리워하는 시적 화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비교하면서 문화적 상호주관성을 포착하였다. 또한 텍스트

를 통해 목표문화에서 수용한 장소의 환경과 이미지를 자국의 문학 작품

의 배경과 비교하며 공감대 형성의 가능성에 대해 열린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은 시적 화자와 학습자 간의 공통된 소

통의 장을 구성함으로써 공감을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적 의의도 갖는다.157)  

 즉 이 학습자는 장소성 경험을 통해 모문화의 문학 경험을 환기하여 두 

문화 사이의 유사성을 포착하고 상호주관성을 발견하고 있다. 또한 간문

화의 차이점을 통해 비판적이고 주체적인 시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157) 손정은, 앞의 글, 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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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학습자들은 개인의 경험과 정서에 부

합하는 장소를 직접 대면했을 때 표면적, 이면적 의미뿐만 아니라 과거

의 경험 즉 자국어 문학 경험의 기억까지 활발하게 복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모문화와 연결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문화 

사이의 간극을 유연하고 열린 태도로 수용하여 상호문화능력 함양에 이

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2) 모문화와 목표문화의 장소성 대조

 학습자가 장소에서 자연환경이나, 텍스트를 경험하는 것은 일종의 문화

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를 경험한다는 것은 단순히 목표

문화와의 이질성을 인지하는 수동적인 행위라기보다는 그 이질성을 설

명, 분석, 해석하고, 이를 통해 자기의 문화적 배경과 가치를 돌아보는 

주체의 능동적 인지 과정을 포함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158) 

 따라서 학습자는 장소에서 직접적으로 목표문화를 경험하면서 모문화를 

상기하고 의미를 구체화하며 재해석할 수 있게 된다. 즉 장소는 공간과 

사람과 대상물과의 가시적, 비가시적인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

와 문화적 상징성이 집약된 곳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문화적 의미 인식

의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문학 현장에 

나타난 장소성은 내재한 문화적 의미를 바탕으로 간문화적인 일차적 의

미 인식을 넘어 비교를 통한 상호문화능력 함양에 효용성이 있다고 본

다.

 다음은 <도산십이곡>에 대한 학습자 반응 텍스트이다.

 ‣ 북송시대, 숭산서원은 제일 큰 영향 이 있는 서원으로 꼽혔다. 그리고 숭산  

   서원은 도산서원과 마찬가지로 영재를 키우는 서원이며, 사마광의 자치통감  

   의 제9권 – 21권은 모두 숭산서원에서 창작하였다. 하여, 도산서원은 주로  

158) 김예리나, 「학습자 경험을 활용한 한국어 상호문화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2018,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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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리학과 관련된 학문을 다루고 있지만 숭산서원은 주로 이학과 관련된 학  

   문을 다루고 있다.(W1) 숭산서원 면적이 조금 큰 편이고 주변에 산과 벼랑  

   이 많아서 장엄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시야가 산 때문에 가려지고  

   산 속에 있어서 약간 답답함과 거리감을 느낄 수 있어요. 도산 서원은 비록  

   면적은 조금 작지만  산 , 강, 들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어서 개운하고 친   

   근감이 생겨요. 개설하는 장소는 모두 산속에 있다 보니 뭔가 공부할 때는   

   바깥세상의 일에 대한 관심을 잠시 버리고 일편단심하게 공부만 하라는 느  

   낌이 같은 거 같아요.  (본-A-W1-16, 본-A-W2-16) 

 학습자 본-A-W1-16, 본-A-W2-16은 도산서원과 숭산서원의 장소성

을 비교하며 텍스트 창작의 모티프이자 배경으로서의 간문화 간의 공통

점을 추출해 내고 있다. 또한 서원이 지닌 장소성의 특징에 대해서 열거

하면서도 각 장소에 대한 차이점을 대조하며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 학습자는 두 장소가 학문을 다루고 영재를 키우는 곳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산속이라는 지리적 위치에 주목하여 서로 다른 두 문화의 

공통적인 장소성을 파악하여 동일한 목적과 의도가 있음을 추측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문학 현장 답사가 문화적 관계성 인식을 

촉진하고 간문화 간 대조를 통한 전반적인 이해와 차이점에 대한 상대적 

태도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 두 번째로 마음에 드는 장소는 도산서당이었다. 이 데가 이황 선생님이 4   

   년 동안 직접 만드셨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랐다. 나는 이걸 보고 중국  

   에서 비슷한 건물을 생각났다. 바로 경극장이었다. 경극을 하는 사람이 바로  

   높은 데에서 관람객들에게 경극을 보여 주었다. 이렇게 높은 데에서 활동하  

   거나 강의할 때, 얼마나 큰 소리로 강의해야 관람객들이나 학생들이 잘 들릴  

   수 있을까? 이 높은 데에서 경극을 하거나 강의를 하는 분들이 얼마나 위엄  

   이 있어야 아래 듣는 사람이 겸손하게 받아드릴 수 있을까? ‘그때 이황 선생  

   님이 바로 이 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본-A-W1-22) 

 학습자 본-A-W1-22는 ‘도산서당’의 지리적 위치에 주목하여 ‘경극장’ 

떠올리며 양 문화 사이의 장소성을 대조하고 있다. 이 학습자는 장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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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와 시적 화자가 강의하는 모습을 연계하여 그 효용성에 대한 요소들

을 분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단순히 도산서당을 통해 경극장을 

환기한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그러한 장소에 알맞은 조건으로 단

순히 큰 목소리가 아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인품과 자세가 공통적으로 

중요함을 지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간문화의 장

소성을 대조한 것에 그치지 않고 내포된 의미를 포착하여 심층적 이해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중국의 사천 아미산과 공통점은 다 산과 물이 어울린 모습이다. 차이점은 아  

   미산 해발이 3000미터라서 고산지대의 특징을 가지며 갈매기 대신해 원숭  

   이가 많다. 원숭이도 갈매기처럼 사람을 좋아해서 쫓아서 다닌다. 중국 도교  

   와 불교가 같이 다 숭상하는 아름다운 산입니다. 도교나 불교는 교지(敎旨)  

   는 다르지만 비슷한 부분도 있답니다. 예를 들면 자연에 대한 좋아함. 우주  

   순환에 대한 경외심 등등. 역시 앞에서 언급한 농암 선생 등 은둔한 선비 정  

   신과 어울린답니다. 그것 때문에 도산서원 일대의 산과 물을 보고 옛날 선비  

   정신을 머리에 떠오르며 저절로 자연과 순환을 상징하는 아미산을 연결시켰  

   습니다. (본-A-W1-24, 본-A-W2-24)

 학습자 본-A-W1-24, 본-A-W2-24는 중국의 사천 아미산과 도산서원

과 농암의 물리적 경관을 연결하여 대상물인 원숭이와 갈매기, 그리고 

종교적인 바탕에도 연계를 두어 장소성을 비교하고 있다. 또한 각 문화

의 장소성에서 추출된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선비 정신을 대표하는 수양

의 장소로서 유사점을 발견하였다. 즉 간문화 간의 장소성 비교를 토대

로 학습자가 대면하고 있는 문화는 다르지만 그 본질이 같은 속성에서 

기인한다고 인식하여 상호문화이해에 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어부단가>에 대한 학습자 반응 텍스트이다.

 ‣ 저는 텔레비전에서 중국 산수화 북파(北派) 명가 범관(范寬)의 ‘계산행려도   

   (溪山行旅圖)’를 봤을 때 그림 속의 산의 웅장함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녔던 산은 대부분 동북지방의 낮은 언덕들로 그림 속의 산의 실체가  

   어떤 모습일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심지어 저는 정말 태행산에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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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그림 속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 세상에 정말 절벽과 냇물이 이렇게 잘  

   어우러진 곳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은 내  

   가 청량산을 첫 눈에 봤을 때 사라졌습니다. 왜 범관은 평생을 태행산에 앉  

   아 멀리 바라보았는가, 왜 이현보는 이곳에 은거하며 한양으로 돌아가고 싶  

   지 않은가를 이해했습니다. (예비-B-W1-4)

 학습자 예비-B-W1-4는 중국의 ‘태행산’과 ‘청량산’을 떠올리며 자연 

공간에서의 절벽과 냇물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다. 또한 관념적으로 이해

하고 있던 모습을 목표문화의 장소에서 경험함으로써 모문화와 목표문화

의 지리적 위치로서 장소의 유사성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문학 현장 답

사를 통해 텍스트를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뿐만 아니라 각 문

화 작자의 정서를 전유하고 있다. 즉 이 학습자는 장소성을 경험한 후에 

두 문화의 시적 화자는 다르지만 의도와 맥락에서의 공통점을 토대로 두 

시적 화자의 심상에 공감을 표출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간

문화의 장소성 비교를 통해 시적 화자의 정서에 대한 상호주관성을 획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두 시조에 나오는 장소들이 떨어진 곳에 있는 것, 고요하고 아름다운 자연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미얀마의 대부분 시인은 왕이 좋아하지 않  

   는 이유로 인해 죄인으로 먼 곳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 제 생각에는 어부도  

   그런 이유가 있어서 먼 곳에 가게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본-B-W1-2)

 

 학습자 본-B-W1-2는 자국의 문학 배경의 장소와 목표문화의 장소성

을 비교하여 공통점을 추출하였다. 또한 이러한 곳에는 보통 임금에게 

미움을 받거나 유배로 온다는 독특한 장소성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적 화자가 이 장소로 오게 된 모티프를 모문화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비슷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즉 양문화의 공통적인 장소성을 경유하

여 시적 화자의 삶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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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각’의 창가로부터 사계절의 '綠水青山'을 빠짐없이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물이 바로 근처에 있으니까 ‘강각’에서 독서하거나 취침할 때      

   물소리를 들을 수 있다. 거기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밑에서 봤을 때 내가     

   은거생활에 모든 환상에 만족할 것 같기 때문이다. 그동안 내가 중국의      

   고전시가를 읽을 때 가장 경험하고 싶은 '聽雨(빗소리 듣기)'도 강각에서라면  

   별다른 감상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중국의 고전시가나 현대 산문에     

   빗소리나 물 흐르는 소리를 듣는 것과 관련된 작품을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영향을 받았겠다. 빗소리나 물소리를 듣는 것은 나한테 문인의     

   낭만적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즐거운 일이다. 또한 쑤저우에 위치한    

   중국의 옛날 정원(拙政園, 유네스코 등재)에 '聽雨軒'라는 작은 건물이       

   있는데 빗소리를 듣는 건물이라는 뜻이다. 옛날부터 빗소리를 즐겨 듣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는 그런 곳에서 은거하고 싶었다.          

   (본-B-W2-13) 

 

 학습자 본-B-W2-13은 ‘강각’을 직접 가본 후에 그곳의 물소리를 듣

고, 중국 쑤저우에 위치한 ‘拙政園’(졸정원)의 ‘聽雨軒’(청우헌)을 상기하

며 각 장소에서의 빗소리와 물소리를 듣는 것을 비교하고 있다. 이 학습

자는 ‘대나무 잎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듣는 곳’이라는 뜻의 ‘청우헌’과 

‘강각’에서의 실제적 청각적 경험을 결합하고 문학작품을 접했던 경험을 

통해 두 장소의 독특한 장소성을 비교하며 공통점을 추출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취향과 정서에 맞는 장소에 집중하여 

각 나라의 빗소리를 듣는 장소성의 특징에 주목하여 향유하고 싶은 자신

의 생각도 표출하고 있다. 즉 이 학습자는 모문화와 목표문화가 가진 장

소성을 비교하며 양 문화를 균형 있게 바라보고 있으며 각 장소성에 자

신의 정서를 깊게 관여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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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습자 반응의 한계

1) 장소의 표면적 이해

 이 연구는 장소와 작품을 연계하여 의미의 활성화와 입체적인 감상을 

목표로 하였으나 학습자는 장소의 지리적 특징이나 위치, 또한 물리적 

경관에만 초점을 맞추어 실질적인 의미의 습득이 일어나지 않은 반응을 

볼 수 있었다. 

 다음은 ‘도산서원’에 대한 장소의 표면적 이해의 한계를 표출한 학습자 

반응 텍스트이다.

 ‣ 두 번째 장소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힘들게 산에 올라가서 이황과 그  

   의 며느리의 무덤을 보고 한 10분 있다 바로 내려가서 별로 느낀 게 없었어  

   요. (본-A-W1-7) 

 학습자 본-A-W1-7은 퇴계 묘소의 지형적인 특징에 대해 표면적인 인

식만 하고 있으며 관련된 배경지식은 인식하지 못하고 그 의미 또한 공

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이 학습자는 산에서 힘들었던 개

인적 경험에만 지나치게 함몰되어 장소 및 작품과 관련된 배경지식에는 

집중하지 못했고, 그 결과 단순한 견학에 그쳐 문학 현장 답사를 통한 

유의미한 반응을 얻기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 제일 마음에 들지 않은 데는 이황 선생님의 학생들이 자는 데였다. 왜냐하면  

   ‘그렇게 좁고 작은 데에 학생 여러 명들이 같이 자야 되니까 잠을 잘 못 잘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잠을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본-A-W1-22) 

 학습자 본-A-W1-22는 도산서원의 인문 공간인 ‘농운정사’를 보고 장

소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고 있다. 이 학습자는 장소의 협소함을 보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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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중요한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서 거부감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당대 문화와 전통적인 장소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현재 생활과의 거리감으로 인해 장소 대상물에 대한 표면적 이해에 그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농암 종택 유적지’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 텍스트이다.

 ‣ 미얀마에서도 농암 종택 유적지와 비슷한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도 역시 산  

   과 강 그리고 모래사장까지 있다. 이곳은 미얀마의 National Park으로 보존  

   해온 너무 귀중한 보물 중 하나이다. 이곳은 MayKha 강과 Malikha 강이   

   만나는 곳이고 이 두강이 합류하여 북남으로 흘러 미얀마의 가장 큰 강인   

   Ayeyarwady 강이 시작되는 상류 부분이다. 그런데 이 두 군데의 차이점은  

   미얀마의 National Park은 그냥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일 뿐, 농암 종택 유  

   적지는 주변에 한옥들도 있어 역시 한국적인 미를 한 곳에 다 느낄 수 있다  

   는 점이다. (본-B-W1-4) 

 

 학습자 본-B-W1-4는 목표문화를 경유하여 모문화의 유사한 장소를 

상기하며 두 곳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설명하고 있다. 이 학습자는 

물리적 경관 외에 한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언급은 했으나 지리

학적인 명시적 정보에 집중하고 내포된 의미나 정서는 포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장소의 절대적 정보만 인식하고 이면적 의미는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목표문화와 모문화의 지리적 좌표 정도의 단편적인 

자연 공간적 정보만 인식하여 비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장소는 농암종택이다. 아쉽게도 내부 구경은 못했지만  

   밖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고급스러우면서도 멋있었다. 뿐만 아니라 산길을 따  

   라가는 순간 새소리, 물소리밖에 안 들리고, 푸른 산과 하늘의 아름다운 조  

   합은 마치 다른 세상이였다. 반대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장   

  소는 도산서원 시설이다. 물론 도산서원은 훌륭한 학자들을 배출하는 깊은    

  역사를 가진 세계유산 등재 시설이고 경치도 아름답지만 농암 종택에 비해   

  시설이 작고 공간이 좁아서 그런지 답답했다. 많은 관광객들이 다니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일 수도 있다. (본-B-W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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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본-B-W1-18은 경험한 장소의 두 곳을 비교하면서 장소성의 

특성에 따른 개인적인 감상을 표현하고 있다. 이 학습자는 물리적 경관

의 아름다움에는 깊은 공감을 표출하고 있으면서 도산서원에 장소에 대

해서는 주관적인 판단과 감정을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단순

히 장소를 경유한 텍스트나 시적 화자의 정서와 의미 맥락의 파악이나 

감상보다는 지형적 조건과 외부적인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즉 장소가 가진 의미보다는 표면적 모습에 초점을 맞추면서 심도 있는 

이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학습자의 장소에 대한 표면적 이해로 인한 텍스트 감상의 

한계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장소를 비계로 삼는 과정에서 텍스트

의 의미보다 장소의 경관이나 명시적 정보에 주목하여 텍스트의 일차적

인 이해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였다. 학습자가 장소와 대상물의 지리적 

위치와 일차적인 의미에만 주목하는 것은 장소가 가진 이면의 의도와 맥

락을 파악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변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교수자는 학

습자가 장소의 다층적이고 입체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장소나 대

상물의 표층적 지식뿐만 아니라 내포된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심층적인 의미 탐구에 이를 수 있도록 학습자들을 이끌어 갈 필요가 있

다. 

2) 장소와 텍스트의 연결 실패

 앞서 논의한 대로 본 연구에서 문학 현장 답사를 비계로 한 한국 고전시

가의 이해 및 감상의 다양한 학습자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문

학 현장의 장소성의 특질을 잘 활용한다면 고전시가 교육의 부담감과 거

리감을 해소하고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 부여를 통한 대안적 교육 방안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장소와 텍스트가 일대일 대응을 이루지 않

고 있다는 점과 텍스트의 근본적 창작 의도는 장소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

라는 점에서 장소와 텍스트의 불일치가 학습자에게는 또 다른 난점이 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장소를 비계로 활용하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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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텍스트를 장소에 의존하거나 장소와 관계없는 텍스트에서는 배경지식

의 부재로 텍스트 해석의 한계를 표출하였다. 

 다음은 <도산십이곡>에 대한 텍스트 해석을 실패한 학습자 반응 텍스트

이다. 

 ‣ 도산십이곡의 ‘예부터 내려오는 순풍이 죽었다 하는 말이 진실로 거짓말이로  

   구나. 사람의 성품이 어질다 하는 말이 진실로 옳은 말이로구나. 천하에 허  

   다한 영재를 속여서 말씀할까.’ 이 부분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다.  

   그냥 읽어보면 모르는 말이 없는데 이상하게도 무슨 뜻인지 혹은 무슨 의미  

   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간다. 어부단가의 ‘열 길이나 되는 속세의 티끌로 얼  

   마나 가려졌는가’ 부분도 마찬가지로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한다. 그  

   리고 또 하나의 궁금한 점은 ‘이러한 가운데에서 저 한 아름다운 분을 더욱  

   잊지 못하는구나.’ 이 말에서 보이듯이 자연 얘기를 하고 있다가 왜 갑자기  

   임금님이 나타나는지 이해가 안 간다. (본-A-W1-4)

 학습자 본-A-W1-4는 한국어 이해의 한계라기보다는 시적 화자의 사

상과 맥락, 그리고 텍스트의 기저에 내포된 배경지식을 알지 못해서 생

긴 해석의 한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문학 현장 답사에서도 알 수 

없는 텍스트 고유의 특수적 의미가 있는 부분에서는 이해 및 공감을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시조의 특성상 의미의 함축, 상징적인 표현과 수

사법이 복합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또한 ‘임금’에 대한 특수적인 사회‧문
화적 배경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온전한 텍스트 감상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장소성을 활용한 학습 방법의 한계

점이 드러났고, 장소가 비계로서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장

소와 텍스트 사이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배경지식을 선택적으로 제공해

야 함을 시사한다.   

 다음은 <어부단가>에 대한 텍스트의 제한적 해석을 보인 학습자의 반

응 텍스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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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 길이나 되는 속세의 티끌로 얼마나 가려졌는가, 자연 속에 달이 밝게 비  

   치니 더욱 무심하구나’ 이 시구는 이러한 자연물을 빌어서 어떤 사회현상이  

   나 시인의 정서를 표출하려고 하는지 체험했던 장소를 아무리 떠올려도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 장소를 체험한 후에는 그 장소에 대한 시각적인 기  

   억과 그 당시 자신의 기분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서 시를 다시 읊어 보면   

   자연 외의 다른 일부 함축되어 표현한 내용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  

   각한다. (본-B-W2-9) 

 학습자 본-B-W2-9는 ‘열 길이나 되는 속세의 티끌로 얼마나 가려졌는

가, 자연 속에 달이 밝게 비치니 더욱 무심하구나’라는 텍스트에 주목하

여 일반적인 수사기법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학습자는 자연물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자국어 문학 

경험을 바탕으로 지각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작자의 의도와 맥락을 연계

하려고 하지만 배경지식의 부재와 텍스트의 의미적 특수성으로 인해 해

석과 공감에 실패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가 장소와 텍스트

가 연계되어 있지 않은 부분까지 장소성에 의존하거나, 모든 텍스트를 

장소를 바탕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한계가 드러났다. 즉 장소와 텍스트가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의 구체화와 활성화를 통해 학습자의 텍

스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돕지만, 장소와 텍스트가 대응하지 않는 부

분에서는 배경지식의 부재와 장소의 의존성으로 인한 텍스트 해석의 한

계를 노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장소와 텍스트 연결 실패로 인한 학습자의 제한적 해석 양

상을 살펴보았다. 학습자들은 장소라는 비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지만 

의미의 장소와 텍스트가 일대일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면서 텍

스트를 능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를 한계점으로 치부하여 온

전한 감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장소성을 비계로 활용하되 텍스

트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적 화자와 작품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배경지식의 제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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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텍스트에 대한 상호문화적 이해의 부족

 실험을 통해 학습자들이 장소성을 비계로 텍스트에 대한 해석이나 문

화적 의미 지각을 활성화하여 작품에 대한 입체적이고 다층적인 감상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장소가 가진 표면적인 의미 수용에 

집중하거나 각 문화가 가진 특성만 파악하고 상호문화적 이해로 나아가

지 못한 한계를 볼 수 있었다. 다음은 상호문화적 이해의 미흡한 반응을 

보인 학습자의 반응 텍스트이다.  

 ‣ 미얀마에도 ‘농암’과 비슷한 장소를 꼽자면 ‘알라웅도 깟사파’라는 장소가 있  

   습니다. 산 속에 있고 작은 강가 옆에 있는 굴에서 혼자서 평생 수행하면서  

   살아가셨던 스님이 계셨고 아직도 그 분의 시신이 굴에서 그대로 있다고 믿  

   으며 불교신자들이 자주 찾아가는 명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19  

   년 전에 한 번 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찾아 가는 사람도 별로 없  

   었고 교통수단도 오늘처럼 편하지 않아 많이 힘들었는데 막상 땅굴이 있는  

   산 밑에까지 내려가 보니까 그 스님께서 왜 혼자서 그 자리에 평생 살았는  

   지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곳 또는 아무나 쉽게 찾아갈 수 없  

   는 이곳에서 그리고 새 소리와 물소리 밖에 들릴 수 없는 이곳에서 스님 혼  

   자서 수행하는 것은 한 편으로는 외로울 수 있겠지만 한 편으로는 아무 방  

   해 없이 수행을 잘 할 수 있을뿐더러 소유한 것 없으니까 더 이상 욕심도   

   생기지 않은 생활을 하였다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언제야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나만의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걱정  

   하게 되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본-B-W2-19) 

 ‣ Con son-Kiep Bac은 베트남 장소이에요. 그 장소는 역사 많이 있고 여러  

   유학자와 장군을 태어나거나 살았어요. 지금은 그 분 은공을 기리고 숭배하  

   려 하는 곳이에요.그 장소 (con son kiep bac)에 베트남 유명한 유학자의   

   상황, 생활 뿐만 아니라 그 유학자의 시에서도 웅장한 산, 나무(소나무,대나  

   무). 개울 물소리를 묘사하면서 여기에 악기연주와 시를 쓰기가 비슷한 역사  

   있었다. 이현보 유학자 농암을 구경하며 이현보 역사 더 들고 나서 바로 이  

   분과 장소 생각난다. (본-B-W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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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 본-B-W2-19, 본-B-W2-20은 문학 현장 답사 후에 모문화와

목표문화의 유사점을 추출하여 자국의 유사한 장소에 연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학습자는 목표문화 장소의 물리적 경관과 텍스트의 창작 

배경을 경유하여 모문화의 유사한 곳을 환기하고 있다. 그러나 장소성 

경험 후 깊이 있는 텍스트의 해석이나 상호문화적인 관점으로 고찰하기

보다는 단순히 두 문화가 가진 장소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데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문학 현장 답사의 궁극적 목표인 간문화

적 상호주관성이 발휘되지 않고, 장소성의 대조와 표면적 이해에 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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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문학 현장 답사를 활용한 한국 고전시가 교육  

    의 설계 

1. 문학 현장 답사를 활용한 한국 고전시가 교육의 목표

1) 능동적 참여를 통한 고전시가 향유 능력 신장

 고전시가의 이해와 감상에 앞서 학습자들의 막연한 두려움과 학습의 부

담감을 없애고 학습자들의 동기와 흥미를 촉진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

요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문학 현장 답사를 활용한 실제적 참여를 통

해 학습자들의 동기와 흥미를 촉진하는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고

전문학의 특성상 현대 학습자와의 시공간적 거리감의 간극을 채워주는 

중간 과정이자 조건으로서의 ‘흥미’가 필요하다. ‘흥미’라는 어원 자체가 

‘사이에 있는 것’, 즉 거리가 있는 두 사물을 관련짓는 것을 뜻한다.159) 

빠르고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현대 문화에 익숙한 학습자들이 굳이 몇백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 문화를 감상하기는 쉽지 않을 뿐만 아니

라 그럴 필요성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시공간적 거리감을 순식간에 

현재로 이끌어 올 수 있는 동력으로 ‘흥미’라는 요소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유목적적 경험 안에서 사물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인 흥

미160)를 매개로 삼아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흥미의 동력으로 학습자들의 일차적인 신체적 경험을 활용하

고자 한다.    

 장소(Place)라는 단어는 어떤 행동과 사건들이 발생하는 곳(take 

place)을 말할 때 흔히 쓰는 일반적인 말이다.161) 즉 장소에서 무엇인가 

발생함으로써 기인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것은 각각의 의미를 생성

159) John Dewey, 앞의 책, 209쪽.
160) 위의 책, 213쪽.
161) C. Norberg-Schulz, 앞의 책,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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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그 의미는 학습자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기도 하고 장소가 가

진 의미를 전유할 수도 있다. 폴 셰퍼드는 사람의 사고, 지각, 의미의 조

직화가 특정 장소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162) 또한 민병

호(2017)는 의미를 품게 된 공간163)으로써 장소는 무의미한 공간이 의

미의 공간 현실, 즉 장소의 실재(實在)로 변모하는 절차의 결과이며 그 

변환의 운동력을 인간 행동에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행동은 목적성

을 가지고 있고 나의 자의식은 행동이 가져다주는 의미를 스스로 해석한

다고 논의하였다.164) 즉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공간을 장소로 변환

하는 운동력으로 보고 문학 현장 답사를 통해 흥미를 유발하며 학습 동

기 부여를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을 인식하고 체험의 목표를 따라 

자기 해석을 하며 의미를 주체적으로 생성해 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작품 속의 문학 현장을 답사하고 그 안에 내재된 의미를 

포착하는 활동은 문학의 명시적, 내포적 의미의 역동성을 가장 실질적으

로 파악하고 학습할 수 있는 방안이며, 살아있는 문학의 지층을 두드리

는 작업이자 문학의 현장성과 역동성을 되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165) 이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기억을 복구하면서 작자와 작품의 정

서에 몰입하고 공감할 수 있다. 또한 작품의 의미를 장소에 조회하면서 

텍스트 속의 시적 화자와 창작 배경을 이해하고 정서를 전유함으로써 한

층 학습자의 주체적인 의미 생성을 활발하게 촉진할 수 있다. 즉 학습자

가 직접 장소와 작품을 대면하여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함으로써 스스

로 텍스트의 공백을 채우며 자발적인 수용을 촉진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교실 내의 지시적이고 관념적인 수업의 한계를 벗어나 

현장에서의 학습자의 직접적이고 능동적인 경험을 통한 학습자의 주체적

인 문학 향유능력의 신장을 교육의 목표로 설정하고자 한다.

162) Paul Shepard, op.cit. 1967.(손정은, 앞의 글, 32쪽에서 재인용.)
163) 민병호, 앞의 책, 6쪽.
164) 위의 책, 4쪽.
165) 김수복,「문학공간답사와 문학교육」, 김수복 편저 ,『한국문학공간과 문화콘텐
츠』, 청동거울, 2005, 63-64쪽.



- 97 -

2) 시공간적 거리감을 활용한 한국 전통문화 문식력 신장

 장소가 그 자체로 사물의 특성을 지닌다고 볼 때, 장소는 근본적으로 

의도의 초점이며 일반적으로 고정된 위치와 동일한 형태로 지속되는 특

징을 가진다.166)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문화 속에서 고정된 위치를 가지

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지속되는 특징으로서의 장소는 전통문화의 정체

성을 이루는 요소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소는 과거의 집적물이 현

대에까지 이어져 온 물질문화와 정신문화가 복합적으로 누적된 문화적 

정체성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은 지난 시대에 이루어진 ‘고유한’

것만으로는 전통이 되기 어려우며, 현대에도 유사한 계통이 확인될 때 

비로소 ‘전통’이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167) 

 또한 이 장소에서 학습자들은 시공간성 경험을 통해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며 스스로 거리감을 조정하며 자신의 적합한 시공간에 거

주할 수 있다. 고전시가의 장소를 직접 경험하는 것은 시공간성을 뛰어

넘어 같은 공간에 있다는 장소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장소에 퇴적된 일상과 당대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이해하는 경험을 통해 

향유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본다.168) 즉 지나간 역사로서 박제화 되고 

생기가 없는 문화가 아닌 현실의 자아와 직접 대면하여 상호작용함으로

써 단순한 옛날문화가 아닌 현재도 존재하여 학습자와 소통할 수 있는 

전통문화로써 주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전시가는 한국의 전통문화 중의 실질적이며 가시적인 결과물 중

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 산물이고 역사적 축적인 고전문학은169) 

물질문화와 정신문화를 집약해놓은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精髓)라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문학 작품은 언어 관습과 문화 관습이 그대로 

166) Edward Relph, 앞의 책, 103쪽.
167) 고정희,「한국 전통문화」, 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연구소·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공편,『한국어교육의 이론과 실제』, 아카넷, 2014,
539쪽.

168) 신희경, 앞의 글, 243-244쪽.
169) 김종철,「한국 고전문학의 이해」, 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서울대학교 국
어교육연구소·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공편, 앞의 책, 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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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언어자료170)이기 때문에 단순 기능 중심의 의사소통에서 보다 

자연스럽고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까지 습득할 수 있으므로 고급스

러운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연구하고 있는 

장소와 고전시가가 연계된 문학 현장 답사는 한국 고전문학의 이해를 촉

진하고 그 안에 담긴 한국인의 정서와 전통적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도

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목표문화의 표면적 이해

를 넘어 이면적으로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함으로써 문식력을 신장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화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일컬어 ‘문화 문식력(cultural literacy)’이라고 하는데, 이 문화 문식력의 

내용은 대부분 전통과 문화유산으로 이루어져 있다.171) 그리고 그 문화 

문식력은 오랜 세월 공유되고 축적되어 온 상징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

는가에 달려 있다. 외국인 학습자들도 한국의 전통문화의 한 부분인 고

전시가와 장소를 이해한다면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문화 문식력을 갖출 

수 있다.172) 따라서 학습자들은 전통과 문화유산의 실상인 장소를 비계

로 활용하여 학습에서의 거리감을 현재화하고 조정하며 한국의 전통문화

를 보다 심도 있게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학습자가 한국의 장소 속에 누적된 과거의 전통과 문화유산을 직

접 경험하는 것은 몇백 년 전 과거의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현재 살아있

는 문화로서 학습자들에게 보다 유의미하게 다가갈 수 있다. 즉 오늘날

에도 과거가 정의한 특정한 위치에서 그들과 동일한 대상을 관찰할 수 

있다. 오늘날 동일한 지점에서 과거의 같은 대상을 체험하며 사고나 미

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사유하는 순간 대상물이나 경관은 지나간 과거

의 유물이 아닌 현재로 이동하여 나에게 유의미한 것이 되며, 바로 이 

170) 윤여탁,「한국 현대문학의 이해」, 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서울대학교 국
어교육연구소·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공편, 위의 책, 503쪽.

171) John F. Ennis, "cultural literacy", Alan C. Purves & Linda Papa(ed.),
Encyclopedia of English Studies and Language Arts Vol. 1, The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1994, 339p. (고정희, 앞의 책, 2014, 537쪽에서
재인용.)

172) 위의 책, 5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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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이 전통과 현대가 교차하는 곳이다.173) 따라서 장소에서의 시공간적 

거리감 조정은 전통문화를 유의미한 현재의 문화로 변환하여 학습자의 

흥미 유발 및 확장적 감상을 촉진하고, 그 나라의 전통문화 문식력을 함

양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에 본고는 장소에서의 시공간적 거

리감을 활용한 한국 전통문화 문식력 신장을 교육의 목표로 설정하고자 

한다.  

3) 간문화 비교를 통한 상호문화능력 신장

 장소는 문화적인 의미와 관련이 있으며 루커만(F.Lukermann) 또한 장

소는 자연적, 문화적 요소들의 통합이며 장소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174) 따라서 장소는 의미 생성의 현장이면서 문화적 정체성을 담은 

실재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 학습자의 특징상 대부분이 성인 학습자들

이고 이들은 이미 모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문식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

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된다. 이때 학습자들은 실제 

모문화와 목표문화의 접점에서 문화충격, 우월의식 등 다양한 문화적 커

뮤니케이션 충돌을 경험할 수 있다. 지시적이고 수동적인 문화 지식의 

주입을 넘어 실제 학습자들이 역동적으로 그 문화를 체득하는 것은 간문

화 비교 및 비판적 문식력 함양의 기회가 된다. 따라서 문학 현장 답사

를 비계로 삼는 것은 상호문화 교육의 대안적 방안이 될 수 있다. 

 상호문화능력은 문화의 차이를 인지하는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서 문화 

충돌 및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학습자가 문화의 내용이 아니

라 타문화를 보는 시각, 문화에 대한 태도가 문제임을 자각하고 열린 태

도로 낯선 문화를 존중하며 각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는 능력이다.175) 즉  

각 문화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적 감각을 갖춘 유연성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173) 박연호,「시가연구의 새로운 전망과 방법- 원림문학의 공간의 위상과 문화 교
육적 의미」,『한국시가연구』17, 한국시가학회, 2005, 97쪽.

174) 왕엽, 앞의 글, 18쪽.
175) 강승혜 외,『한국문화교육론』, 형설출판사, 2010,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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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 작품의 배경이 되는 문학 현장을 답사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문화적 

정체성을 입증하는 곳으로 학습자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여실히 현현

해 놓은 현장을 대면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장소에 나타난 문

화적 정체성을 체험하고 목표문화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확장하며 나아

가 모문화와의 비교를 통해 문화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세계문화의 일원으로서 각 문화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목표문화에 대한 열린 태도로써 모문화와 목표문화 사이에서 스스로 가

치를 조정하고 판단하며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

다.  

 실제로 황라영(2014)의 연구에서 학습자들은 문학작품을 통해 자문화

를 통한 타문화 발견, 타문화를 통한 자문화 성찰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

을 인정하고 간문화 간 접점과 차이점을 넘어 범문화적 보편성을 탐구하

였다.176) 더욱이 문학작품의 표면적, 이면적 의미의 확장적 이해를 돕는 

장소성을 이용할 경우 목표문화의 깊이 있는 의미 생성과 정서 공감을 

통해 모문화와의 거리를 조정하고 비판하며 보다 효율적인 상호문화교육

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학습자들은 세계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모문화와 목표문화를 인식

하며, 간문화 사이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상대적 감

각을 함양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간문화 비교를 통한 상호문화능력 

신장을 문학 현장 답사를 활용한 한국 고전시가 교육의 목표로 설정하고

자 한다. 

 

2. 문학 현장 답사를 활용한 한국 고전시가 교육의 방법

한 장소에서 다층적인 반응 양상이 가능하고, 또한 입체적인 의미의 

연합적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은 문학 현장 답사가 한국 고전시가 교육에 

있어서 의미와 맥락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비계로서의 역할과 효용성이 

176) 황라영,「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상호문화교육 연구 - 한국문학 작품 활용을 중
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4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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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시사점을 안겨준다. 따라서 교사는 고전시가 학습의 부담감과 거

리감을 문학 현장 답사를 활용하여 상쇄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적극적

으로 도입하여 학습자들의 고전시가 학습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이에 문학 현장 답사를 중심으로 고전시가 교수-학습 과정

에서 학습자들의 입체적이고 다층적인 감상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학습자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이해와 감상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 Ⅲ장의 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학습자의 한계점을 토대

로 학습자에게 필요한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습자의 반응 양

상을 살펴본 결과, 장소의 지리적 특성이나 자연경관에 주목하여 표면적 

정보만 인식함으로써 장소나 텍스트의 내포된 의미 이해에 이르지 못하

는 한계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텍스트와 장소가 상응하지 않는 부

분에도 장소를 대입하여 텍스트를 해석하는 한계점 또한 표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장소와 텍스트 기저에 내재된 내․외적 정보가 선택적으

로 필요하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었고 이에 학습자가 장소나 텍스트의 

명시적 정보로는 포착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해서 배경지식을 선택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장소와 텍스트의 복합적 해석이 학습자의 

질적인 작품 감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관련된 문

학지리학적 정보를 제공하여 텍스트의 중충적 이해를 돕고, 보조 학습자

료를 활용하여 제한된 현장 체류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소성을 최대

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습자 경험의 환기를 촉진

하여 반응을 활성화 하는 방법으로 감상문 쓰기를 활용할 수 있다. 감상

문의 작성을 통해 학습자의 경험을 복기시키고 경험의 재구성을 활용해 

반응의 심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교육의 방법으로 첫째, 학습자들의 텍스트에 

대한 일차적 반응 형성 양상을 살펴보고 둘째, 텍스트 해석을 위한 배경

지식의 습득을 통해 학습자들이 다층적 의미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장소성 경험을 통한 확장적 의미 생성의 극대화를 위한 보조 학습 

자료의 활용을 통해 제한된 시공간성 안에서 보다 풍부한 감상에 이르도

록 한다. 마지막으로 장소성 경험의 재구성을 위해 감상문 작성을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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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여 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의미의 내면화를 촉진하는 방법을 제

안하고자 한다.  

1) 텍스트에 대한 일차적 반응 형성

 

 본 연구는 실험 방법 중 답사 전 활동으로 학습자들에게 텍스트와 주석

을 제시하여 스스로 감상하게 하였다. 이에 학습자들은 주체적으로 의미

를 구성하고 추측하면서 텍스트의 일차적인 이해를 하였다. 이것은 지식

의 구성이 객관적이고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지각하는 주체의 주관

에 달렸다는 구성주의적 관점에 따른 것이며 이 연구는 텍스트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지식 구성의 출발점으로 여긴다.177) 

 그 결과 학습자들은 문학 현장과 텍스트를 비교하고 의미를 분석함으로

써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Ⅲ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학습자들은 텍스트

에 나타난 장소성을 발견하여 확인하며 그 의미를 구체화하고 심화한 반

면 시어나 배경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의미를 포착하지 못하거나 추상적

이고 표면적인 이해에 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학습자가 생성한 반응은 지식 구성의 토대 이자 텍스트 이해의 거점이 

되기 때문에 작품 이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반응 생성의 역할이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교수자는 명시적 정보 전달자의 역할만이 아

닌 학습자의 감상 과정에서 적절한 ‘질문’을 함으로써 학습자의 반응을 

유도하고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의견을 토대로 주체적으로 대답을 구성하게 되고 이것은 또 하나의 감상 

과정이 되는 것이다.178) 이때 질문의 성격은 단순한 정보 확인 수준의 

질문이 아닌 학습자의 의미구성을 돕는 ‘탐구 질문’179)이거나 학습자 스

스로 질문을 함으로써 감상에 영향을 미치고 질을 높일 수 있는 ‘감상 

177) 오영창,「강호시조의 장르지식 구성 교육 연구 -언어사용역(Register)을 중심으
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108쪽.

178) 위의 글, 110쪽.
179) 이향근,「시텍스트 이해 학습에서 저자에게 질문하기 방법의 적용」,『새국어교
육』95, 한국국어교육학회, 2013, 2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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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80)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해야 한다. 

 위의 논의를 정리하면 학습자의 텍스트에 대한 일차적 반응 형성과 함

께 교수자가 구성적 성격의 질문을 제공하여 학습자의 주체적인 해석을 

촉진하고 능동적인 텍스트의 이해를 끌어내는 것이다. 또한 학습자 스스

로도 질문을 함으로써 텍스트에 대한 반응을 촉진해야 한다. 이러한 텍

스트에 대한 반응 형성의 촉진은 텍스트의 심도 있는 이해의 출발이자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2) 텍스트 해석을 위한 배경지식의 습득

 인간의 사회적 삶의 한 형태를 표현하고 있는 문학은 그 본질과 성격, 

그리고 생성되고 수용되는 과정 또한 고도의 사회적 특성을 지니고 있

다.181) 따라서 텍스트가 형성된 사회‧문화적 배경과 텍스트 밖의 특수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보다 풍부한 감상과 공감 형성의 기초가 된다. 특

히 고전시가와 같이 전통적인 문화와 세계관이 강하게 드러난 텍스트일

수록 학습자에게 목표어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학습이 요구된

다.182) 특히 본고의 Ⅲ장의 반응 양상에서 본 바 장소와 텍스트가 일대

일 대응을 이루지 않는 점으로 인해 장소에 의존한 학습자가 텍스트의 

제한적 해석에 머무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에 장소에서 쉽게 파악할 

수 없는 텍스트가 가진 특수한 의미나 외적 맥락과 관련된 지식이 요구

되는 바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장소성을 활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텍스트와 시적 화자에 대한 외적 지식을 제공하여 풍부한 감상

을 촉진하고 문학지리학적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자의 중층적 이해를 교

육의 방법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180) 조희정,「고전문학 교육에서 학습자의 감상 질문 생성 경험 연구」,『고전문학
과 교육』36,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7, 67쪽.

181) 이은숙,「지리학 탐구대상으로서 문학작품과 지리학 연구수단으로서의 문학작
품」,『문화역사지리』22-3,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0, 151쪽.

182) 이수미,「텍스트 읽기를 통한 한국 문화 이해의 제양상 연구」,『한국언어문화
학』5-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08, 2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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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텍스트의 사회‧문화적 정보 제공

 Ⅲ장의 학습자 반응 양상을 살펴본 결과 학습자들은 장소와 작품을 연

계하여 텍스트 이해 범위를 확증하고 확장하며 다양한 반응을 나타낸 것

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텍스트는 객관적 정보 외에 목표문화의 문화적 

요소들이 내재하므로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문화적 특수성에 해당하는 텍

스트의 외적 지식은 작품 이해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아래의 텍스트는 본고 Ⅲ장의 학습자 반응 양상에서 학습자들이 텍스

트 이해에 있어서 언어적 문제는 없지만 사회․문화적 배경지식의 부재로 

해석에 어려움을 겪은 텍스트의 부분을 추출한 예이다. 

 다음은 <도산십이곡>의 텍스트에서 추출한 부분이다.

순풍(淳風)이 죽다하니 진실(眞實)로 거즛말이

인성(人性)이 어지다 하니 진실(眞實)로 올흔 말이

천하(天下)에 허다 영재(許多英才)를 소겨 말슴할가  

 

 <도산십이곡> 제3수에서 학습자들은 순풍, 즉 순수한 풍속이 없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부분에서 한국어는 이해가 가지만 그 텍스트 해

석의 어려움을 표출하였다. 이것은 풍속이라는 생소한 어휘에서 오는 거

리감과 그것이 무슨 순수한, 좋은 풍속인지 배경지식이 없이는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은 본디 선하다고 주장하는 맹

자의 성선설을 지지하는 성리학적 태도로서 순자의 성악설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다음 제3수 두 번째 문장에서 세상의 많은 영

재들에게 인간의 본성의 어짊을 주장하면서 선하다는 성선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착한 인성으로 순박하고 후덕한 풍속을 이

룰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시조의 특징상 의미와 표현이 축약돼 있고 텍스트가 내포하고 

있는 철학적 사상 때문에 학습자들이 해석의 한계와 어려움을 느끼는 부

분이다. 따라서 표면적인 텍스트 이면의 철학적 사상과 세계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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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는 학습자들의 심도 있는 이해력 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유란(幽蘭)이 재곡(在谷)하니 자연(自然)이 듯디 죠희

백운(白雲)이 재산(在山)하니 자연(自然)이 보디 죠해.

이 즁에 피미일인(彼美一人)을 더옥 닛디 못하얘

 <도산십이곡> 제4수는 벼슬자리를 떠나 자연에 있으면서도 임금을 그

리워하는 감정이 드러난 부분이다. 이는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 들었음에

도 불구하고 완전히 자연에 귀의(歸意)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사대부의 전형적인 연군지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유학자적인 충

의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학습자들에게는 자연에 대한 

묘사에서 임금에 대한 장면 전환이 급작스럽고 생소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의 학습자 반응 양상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언급

하다가 갑자기 임금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고 

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을 볼 수 있었다. 다른 의미로 이황이 

벼슬길에 뜻이 없었기에 임금이 아닌 이황이 자신의 스승으로 삼은 ‘주 

자’라는 해석과 나아가 학문의 길을 먼저 걸은 선배 성현들을 총칭한다

고183)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텍스트에 내포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알지 못하면 명시

적 표현만 인식하거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텍스트 자체를 이해하

지 못하고 온전한 텍스트의 이해와 감상에 이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보다 풍부하고 입체적인 감상을 위해서 텍스트의 명시적 정

보 외에도 텍스트가 창작된 당대의 창작 배경이나 문화적 배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구체적인 정보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텍스트를 경유하여 목표문화의 전통문화의 한 부

분인 고전문학을 접하면서 가시적 정보뿐만 아니라 그 문화의 근간을 이

루고 있는 전통적인 세계관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된다. 따라서 학습자

들은 오랜 시간 축적해온 전통문화의 실체로서의 고전문학 작품과 배경

183) 한형조,「이황(李滉)의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김종철 외,『한국의 고전
을 읽는다 2』, 휴머니스트, 2006, 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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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으로서의 정신․관념 문화를 동시에 학습함으로써 목표문화에 대한 

전통문화 문식력을 함양할 수 있다.

 다음은 <어부단가>의 텍스트에서 추출한 부분이다.

구버는 천심녹수(千尋綠水) 도라보니 만첩청산(萬疊靑山)

십장(十丈)홍진(紅塵)이 언매나 가련는고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옥 무심(無心)하얘라                                 

 

 <어부단가> 제2수의 천심과 만첩은 관념적 숫자개념으로서 시적 화자

가 있는 곳은 세속적인 곳과는 먼 곳임을 상징한 표현이다. 또한 그 다

음 행의 ‘홍진’은 수레가 무리를 짓거나 속도를 낼 때 먼지가 자욱하게 

나고, 또 그 먼지를 일으키는 수레를 탄 인물의 신분의 고하(高下)를 알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먼지의 양도 결정된다는 의미이다.184) 이러한 상황

은 자연과는 먼 번화가인 속세에서 일어나는 모습이고 이것이 작자가 열 

길이나 치솟는 세상 먼지를 피해 멀고 깊은 자연 속으로 찾아와 은거하

는 이유이다. 

 인세와 물리적 심리적으로도 안전하게 멀어지고 인욕이 제거되고 평정

심을 찾은 화자가 마주한 자연은 고요한 수면 위의 달밤이다. 달빛은 어

둠과 구름, 곧 인욕과 마성을 구축하는 권능을 소유하였기에 정화력이 

있다고 믿었다.185) 특히 밤에 물과 달의 정화력이 극에 달하면 물아합일

이 일어나고 나아가 선악, 미추, 부귀 등 모든 가치판단을 할 의식조차 

필요하지 않은 무념무상의 상태가 된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제2수는 각 행 사이의 함축된 의미와 생소한 한국

어 문장의 수사법으로 의미 인식은 되지만 해석은 할 수 없어서 학습자

들이 어려움에 봉착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시끄럽고 어지러운 먼지가 

날리는 것 같은 속세에 가려지고 싶어 깊고 먼 자연 속으로 돌아와 물아

일체의 경지를 경험하며 세상사, 인간사를 떠나 부질없는 생각을 하지 

184) 정무룡, 「농암 이현보의 장, 단 <어부가> 연구(2) - 해석과 구조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43, 한민족어문학회, 2003, 249쪽.

185) 위의 글, 250쪽.



- 107 -

않아도 되는 전형적인 은자의 삶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교수자는 텍스트 어휘의 비유적 표현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즉 상징적 숫자개념을 통한 인세와 자연과의 거리감을 상

징적으로 표현한 것과 먼지로 비유한 인세의 어지러움을 설명해 줄 필요

가 있다. 또한 자연의 대상물인 ‘달밤, 달빛’ 등 상징적의 의미와 그것을 

경유한 인간에 대한 고찰은 한국인의 전통적인 문화적 배경과 세계관이 

담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텍스트의 특수적 표현을 교육 내용으로 삼

는 것은 학습자들이 텍스트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활성화하도록 돕는 효

용성이 있다.

 또한 <도산십이곡> 제6수의 ‘솔개는 하늘로 날아오르고 물고기는 연못

에서 뛰어 오른다’라는 ‘어약연비’에 대한 의미는 학습자 대부분이 자연 

환경과 생물들의 조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이해하는 단편적인 이해

로 그칠 위험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시경(詩經)>에 나오는 표현으로 

성군의 다스림으로 자연 만물이 정도(正道)에 맞게 운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작자의 세계관이 표출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텍스트 자체의 일차적인 의미 이해에 그치

기보다는 텍스트가 내포하고 있는 이면의 도가(道家)사상을 언급함으로

써 보다 확장되고 풍부한 텍스트 해석에 이를 수 있다. 

 <도산십이곡>의 전 육곡 언지에서는 만물의 근원인 자연의 오묘한 원

리를 연구한 도가적 철학 사상이 전반적으로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

다. 즉 자연에 대해 읊은 듯 하지만 이면에는 철학적 메시지가 담겨 있

는 것이다. 또한 후 육곡 언학에서 쓰인 제12수에서 ‘어리석고 평범한 

사람으로도 알고 행할 수 있으면서도 성인조차 알고 행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쓰여 있다. 이를 통해 언지의 인식론 기저에 자연의 

도가 자리하고 언학의 인식론 기저에 인간의 도가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186) 

 따라서 텍스트에 대한 명시적 정보를 이해하는 일차적인 의미생성으로

는 텍스트 기저에 있는 이면적 의미를 놓치거나 표면적 이해의 한계에 

186) 전은경,「<도산십이곡>의 학습내용 재구성 연구」,『국어교과교육연구』19, 국
어교과교육학회, 2011, 149-1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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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텍스트의 외적 지식을 활용하는 것은 보

다 입체적이며 다층적인 시각으로 텍스트를 인식함으로써 공감의 활성화

를 촉진하는데 효용성이 있다고 본다. 

 (2) 작가의 삶에 대한 정보 제공

 퇴계 이황은 권력이나 명예욕과는 거리가 먼 자연 속에서 학문과 교육

에 매진하고자 했던 원리원칙주의자였기에 벼슬길이 순탄치 않았다. 더

욱이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정계를 떠나고 싶었던 이황은 50세 되던 해

에 경상도 감사에게 병을 이유로 사직서를 내고 고향으로 돌아왔고 70

세에 최후 사직서를 올리기까지 21년 동안에 걸쳐 무려 53번의 사직서

를 올렸다.187) 이황이 거듭 상소를 올렸으나 임금은 허락하지 않고 오히

려 벼슬을 높여 주어서 주변 신하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다. “경호(景

浩)-이황의 자(字)다-의 이번 행차도 소득이 적지 않았다. 물러남을 구해 

나아감을 얻고, 작은 벼슬을 사양하여 큰 벼슬을 받는다”188)라고 하면서 

관료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렇듯 이황은 타인의 기대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연 속에서 향학

열로 일생을 보내고 싶었던 대학자였다. 또한 권력과 명예를 탐내지 아

니한 청렴한 성품을 바탕으로 학문 정진에 힘썼다. 이러한 작가에 관한 

외적 지식은 보다 깊은 텍스트의 이해와 공감의 형성으로 나아가는 통로

가 될 수 있다.   

 또한 퇴계 이황의 강직하고 비범한 태도는 퇴계 어머니의 가정교육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두 형이 배움의 길을 따라 떠난 것을 보고 괴로

워하고 있는 퇴계에게 어머니는 형제간의 헤어짐보다는 사람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배움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189) 이로써 퇴계는 인

187) 고정희,「배경지식을 활용한 고전시가 교육 연구 - <도산십이곡>을 중심으로-
」,『국어교육』138, 한국어교육학회, 2012, 185쪽.
188) 한형조, 앞의 글, 김종철 외, 앞의 책, 2006, 209쪽.
189) 하창환ㆍ김종석, 『배우지 않으면 알지 못하고 힘쓰지 않으면 하지 못한다』,
일송미디어, 2001, 18-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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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적인 관계나 감정보다는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대의(大義)로 삼아 학문

의 도야(陶冶)에 정진하였다. 이러한 가정교육을 바탕으로 퇴계가 뛰어

난 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천재성이나 비범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 인격의 완성을 위해 끊임없이 상고(詳考)하고자 

하는 태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190) 

 퇴계 이황은 학자로서의 본분뿐만 아니라 후학양성에도 많은 기여를 하

여 유수한 명현들을 배출하였다. 그중에 율곡 이이는 퇴계를 방문하고 

돌아간 그해, 별시에 응시하여 합격했고 그 후 율곡의 학문은 발하여 퇴

계의 남학에 맞서는 학인 기호학파를 형성했다. 이 외에도 유수한 학자

들이 배출이 됐지만 퇴계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가 하나의 학파를 이룰 

정도로 교육에 성공했다는 것은 퇴계 스스로를 위한 학문적 배움에 정진

하면서도 인재양성을 위해 도선서당을 건립했던 퇴계의 가르침이 모두 

성공했음을 의미한다.191)  

 따라서 퇴계 이황의 학문에 대한 집념과 노력이 학문의 큰 학파를 이루

었다는 것은 학습자들에게 한국의 문학사적 안목과 지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작가가 텍스트에서 표현하는 학문을 향한 의지와 정진

의 개념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농암 이현보에 대한 배경지식을 살펴보고자 한다.「애일당구

경첩(愛日堂具慶帖)」192) 하책에 따르면 이현보는 고향집 옆 분천 기슭 

농암 바위 위에 애일당을 짓고 부모에 대한 효도를 위해 명절이 되면 이

곳에서 67세의 나이에도 색동옷을 입고 부모를 즐겁게 해드렸다고 한다. 

“술잔 앞에 색동옷 입은 것 이상할 것 없으니 태수의 어버이도 잔치에 

앉아 계신다네.”193)라는 구절을 미루어 볼 때 이현보는 이때 고을 태수

의 신분인데도 색동옷을 입고 즐겁게 해드렸음을 알 수 있으며 부모 앞

에서 효를 행하는데 있어 자신의 위치와 체면을 생각하지 않는 효심을 

알 수 있다. 색동옷은 중국의 노래자(老萊子)의 효에서 유래한 것으로 

190) 이정연, 앞의 글, 223-224쪽.
191) 위의 글, 230쪽.
192) 보물 1202호 애일당구경첩(愛日堂具慶帖)은 농암 이현보의 종손가에 소장된 시
화첩으로 상, 하 2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과 시들이 쓰여 있다.

193) 李賢輔 <花山養老宴詩>, 『愛日堂具慶帖』. “樽前綵人休怪, 太守雙親亦在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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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70세가 되도록 부모 앞에서 아이처럼 색동옷을 입고 춤을 추거나 

물그릇을 들고 가다가 넘어져 엉엉 울기도 하며 여러 가지 재롱을 부렸

다고 전해지고 있으며194) 이를 통해 부모를 향한 이현보의 순수한 효심

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현보는 경관직보다 외관직의 보임이 길었던 이유도 출세보다 부

모에 대한 효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으며 그의 시호인 효절(孝節)은 조

선을 통틀어 농암 이현보가 유일하다195)고 할 정도이니 그의 효에 대한 

마음은 모두가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이현보는 부모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잔치를 열었는

데 본인의 67세의 나이에 94세의 아버지를 포함하여 아홉 노인들을 모

시어서 잔치를 열고 모임의 이름을 ‘애일당구로회(愛日堂九老會)’라 했

다. 또한 이 날을 좀 더 의미 있게 기리기 위해 이현보는 이날을 그림을 

그려 기념하고 잔치의 참여한 사람들뿐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시를 부탁

하여 받아서 시화첩을 만드는 데까지 이르렀고196) 이는 문화적 행사로

까지 이어졌다. 

 구로회(九老會)는 백거이(白居易)가 만년에 형부상서(刑部尙書)로 치사

하고 나서는 향산거사(香山居士)197)라 부르며 여덟 원로들과 함께 구로

회를 조직하여 서로 왕래하면서 풍류를 즐긴 것에서 유래한 말로, 이후 

송나라의 이방(李昉)이 재상 자리에서 물러나 장안에서 백거이를 본받아 

결성한 것을 계기로 원로들이 만드는 모임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구로회

는 이후로도 지속되어 가문의 하나의 전통적 문화행사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198)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선은 유교를 숭상하는 국가로 봄‧가을에는 양로잔치를 여는 등 

노인을 공경하는 제도를 많이 시행하였다.199) 이것이 현재 한국의 양로

194) 최은주, 앞의 글, 58쪽.
195) 강순애,「농암(聾巖)이현보(李賢輔)의『애일당구경첩(愛日堂具慶帖)』권하에 관
한 연구」,『서지학연구』53, 한국서지학회, 2012, 80쪽.

196) 최은주, 앞의 글, 58쪽.
197) 중국 唐(당)나라 백거이의 別號(별호)
198) 최은주, 앞의 글, 59쪽.
199) 강순애, 앞의 글, 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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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의 효시라고 할 수 있으며 당대 종교적 배경과 그로 인한 효의 풍속 

또한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텍스트가 

창작된 작가와 배경장소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문화 활동들을 

통해 보다 다각적인 의미의 활성화를 꾀하고 내포된 의미의 확장을 통해 

작품 감상을 보다 풍부하게 향유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외적 지식은 학습자들에게 한국의 전

통적인 정서인 ‘효(孝)’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어 한국의 전통적인 세계관

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된다. 또한 그 행사가 하나의 현재까지 행해지

는 문화행사라는 것은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현대적 수용과 계승을 의미

한다. 이러한 전통적 세계관의 이해를 통해 학습자는 전통문화의 실상인 

고전시가에 대한 정서적 이해와 공감을 형성하고 단편적인 텍스트 해석

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즉 학습자들은 총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작품

과 장소, 그리고 작가의 세계관과 배경을 인식함으로써 텍스트 기저의 

이면적 의미를 인식할 수 있어 작품의 질적 감상에 효용성이 있다고 본

다. 

 (3) 문학지리학적 정보 제공

 

 지리학이 ‘땅에 대한 기술’이자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

는 학문200)이라면 문학 지리학은 ‘문학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문학의 배경요소 중에서 장소는 시적 화자의 탄생지이자 텍스

트의 모티프, 또한 창작과 향유지로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장소를 작품 속의 지리적 배경이자 의미의 주요 주체로 위치시킬 때 이 

지점이 지리학이 문학과 공통점을 가진 연계 가능한 연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지리학자 크랭(Crang)은 “지리학과 문학은 둘 다 장소와 

공간에 대한 글쓰기”라고 지리학과 문학의 공통점을 정의했다.201) 이러

200) 심승희,「문학교육의 학제적 접근 - 지리학과 지리교육이 문학에 접근하는 방
식」,『문학교육학』37,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87쪽.

201) M. Crang, “Literary landscapes : writing and geography", Cultural
Geography, London : Routledge, 1998, p.44.(심승희, 위의 글, 88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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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점에서 ‘문학지리’는 우리 삶의 터전에 대한 장소의 성찰이자 그 

자리에서 생성된 문학에 대한 성찰이며 이를 통해 두 가지 측면의 중층

적 이해가 가능하다. 

 지리학의 관점에서 인문지리학자 투안은 문학지리학에서 문학작품의 객

관적, 주관적 용도에 대해 특정한 공간에 대한 사실적 자료의 수집으로

서의 객관적 용도와 문학작품으로부터 환경과 경관에 대한 감정, 관점, 

태도, 가치에 관한 지식의 획득으로서의 주관적 이용으로 분류하였

다.202) 이러한 점은 지리적인 객관적 정보의 전달과 이면적 의미의 습득

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학의 관점에서 문학작품은 지리적 사실을 담고 있는 창고이기도 하지

만, 문학이 대중성을 획득하게 되면 ‘장소에 대한 시선’을 형성하고 ‘장

소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203) 또한 

문학교육의 관점에서 장소의 이미지와 장소성의 내포된 의미의 고찰은 

학습자들에게 장소와 텍스트의 다각적인 의미의 경험을 가능하게 하며 

장소와 작품을 복합적으로 연계함으로써 학습자의 흥미와 입체적 의미 

탐구의 동기 부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일차적이고 단면적인 정

보 인식의 수준을 넘어 입체적이고 중층적인 의미 이해가 가능하게 된

다. 

 즉 장소와 문학은 상보적인 관계에 놓인 두 겹의 텍스트를 포개어 놓은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때 학습자가 어떻게 두 존재를 개별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의미를 수용하고 공감하는 것에 따라 작품에 대한 이해

와 감상의 밀도가 달라질 것이다. 

 문학작품은 다양한 사회, 문화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인간적 체험이 지

리적 환경이라는 배경 속에서 생성된 복합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

다. 특히, 다른 매체와 달리 문학이 가지는 상상력, 창의성, 상징성, 표현

202) Yi-Fu Tuan, “Literature and Geography : Implications for Geographical
Research", David Ley & Marwyn S. Samuels(ed.) Humanistic Geography :
Prospects and Problems, Chicago : Maarouta Press, 1978, pp.194-206.(이은숙,
「문학지리학 서설 - 지리학과 문학의 만남」,『문화역사지리』4, 한국문화역사
지리학회, 1992, 160쪽에서 재인용.)

203) 심승희, 앞의 글, 99-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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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등은 지역, 공간, 장소 등에 대한 지리적 지식과 사고를 깊이 있고 

폭넓게 해준다.204) 따라서 학습자들이 문학과 지리학의 연합적 양식을 

수용하게 되면서 다층적인 관점을 통해 총체적인 정보를 인식하고 명시

적 내용뿐만 아니라 내포적인 의미의 복합적 문학 향유로 이어지도록 하

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논의를 배경으로 장소와 문학이 연계된 교수

자의 적절한 문학지리학적 정보 제공은 학습자의 텍스트 이해의 활성화

에 효용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장소에 대한 지

리적 배경과 문학작품에 대한 명시적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내포된 

의미의 입체적 접근을 유도하여 중층적 의미의 이해와 복합적 감상을 촉

진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두 작품의 이해 요소로 공통적으로 일

치하고 있는 장소는 ‘안동’이다. 이곳은 작품 이해를 위한 중요 요소이자 

학습자가 이해해야 할 또 하나의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 

 안동의 역사와 문화는 유교 문화에서 연유한 것이고, 이것의 기저에는 

퇴계 학맥이 있었다. 안동은 영남학파와 퇴계학의 중심지이자 당대 많은 

문인과 소인묵객(騷人墨客)들이 출입하여 안동의 다양한 공간에서 작품

을 창작하였다.205) 이러한 관점으로 비추어 보면 안동이 가지고 있는 문

화적 의미의 구체적인 실현태가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바

탕 위에 창작된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에 내재된 세계관과 근

본 사상의 토대인 안동의 지역적·문화적 특색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다. 

강호의 아름다움과 귀거래한 삶의 정서를 특히 누정 같은 장소를 활용하

여 창작된 문학의 산물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지리적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텍스트가 된다.206) 안동은 강호의 경물이라는 자연적 환경

과 세속을 벗어난 유자들이 후학을 양성하고 인격을 도야하는 인문적 환

경의 복합적 장소로서 텍스트 창작의 기원이자 촉매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연유로 안동이라는 장소를 초점화하여 텍스트 이해와 

204) 김진영 신정엽,「문학지리학 연구의 정체성과 공간 논의에 대한 재고찰」,『지
리교육논집』54,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2010, 1쪽.

205) 오용원, 앞의 글, 242-243쪽.
206) 위의 글,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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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공감의 핵심 요소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

로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도산십이곡>과 <어부단가>는 안동이라는 장

소와 상호작용 및 호혜관계에 놓여 있으며 작품 속의 장소의 의미를 활

성화하는 문학지리학적 정보 제공은 학습자의 심도 있는 이해와 정서에 

대한 공감 능력 신장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3) 보조 학습 자료를 활용한 장소성 경험

 대부분의 문학교육은 문헌자료에 의지하여 교사의 지식 전달식 방법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문학작품의 이해를 단순한 자료 분

석에 머물게 하며 문학의 역동성과 작품에 내포된 현장성을 간과하게 된

다는 한계를 가진다.207) 특히 고전시가 교육은 학습의 부담감과 거리감

으로 인해 학습자들의 이해력 신장과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작품이 문헌자료의 역할에 그치고 학습자들이 문학이 

가진 현장성과 역동성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작품의 종합적 이해는 물론 

나아가 궁극적으로 문학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교실에서의 주입식 작품 분석 중심보다 문학작품의 배경과 발원

지로서의 장소를 경험하고 고찰하는 것이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

고, 문학의 정태성을 극복하며, 학습자의 의미구성을 유도할 수 있는 대

안적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삶은 시공간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문학은 이러한 인

간의 삶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208) 문학의 이해에 있어서 시공

간이 누적돼 있는 장소를 배제하고는 심도 있는 이해에 이를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으로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두 작품은 특

히 장소를 기반으로 창작되었고 작품의 배경과도 직‧간접적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학 현장 답사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작품 이해에 영향

을 미친다고 본다.

207) 김수복, 앞의 책, 62쪽.
208) 위의 책, 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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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십이곡>은 도산서원에서 창작된 것으로 천운대, 완락재와 같은 

실제 장소가 텍스트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 외에도 텍스트에서 

언급은 없지만 농운정사, 열정, 광명실 등 장소의 구체적 건물에서 뿐만 

아니라 그 명칭에서도 작품의 창작 의도와 작자의 세계관이 내재돼 있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산서원이라는 장소를 이해하는 것은 작품이 담

고 있는 표면적‧이면적 의미의 복합적 해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어부단가>의 이해를 위한 농암 종택은 도산서원처럼 시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장소나 건물은 없으나 현재 안동에 조성된 장소는 시의 이미지와 

의미를 드러내주기에 적합한 절경과 구성으로 되어 있다. 현존하는 건물

들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기보다는 의미가 부여된 공간으로 작자의 의도

와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농암 종택에는 퇴계가 직접 한

글로 쓴 농암의 <어부가>와 <도산십이곡>의 원문이 목판으로 남아 보관

되어 있으며 이는 현재 남아 있는 퇴계의 유일한 국문 글씨체로써209) 

문화적으로도 독립적 의미를 지닌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농암 종택

의 ‘애일당’이라는 건물은 이현보의 효 사상이 현현된 장소이자 그로 인

해 추후 파생된 문화행사를 통하여 문화적 의의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강각’에서의 문인들의 왕래는 추후 영남학파의 기틀이 되는 건물로서 

모두 농암 종택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농암 종택 장소와 관련하여 텍스트와 직접적으로 연계되거나 언

급한 텍스트는 없지만 작가의 창작 배경과 정서, 그리고 가치관과 전통

문화가 반영된 농암 종택의 장소성을 체험하는 것은 시의 다각적이며 총

체적 이해에 효용성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두 장소를 효과적으로 경험하기 위해 기존의 문학 현장 답사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이에 본고는 학습자의 의미 생

성과 현장에서의 장소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활동으로 첫째, 

워크북을 통한 인지적 측면의 강화, 둘째, 매체를 활용한 감각적 반응의 

확장적 의미로의 전환 등 보조 학습자료를 사용하여 다각적인 교육 효과

를 도모하고자 한다.  

209) 오용원, 앞의 글, 2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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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워크북을 통한 인지적 측면의 강화

 하나의 공간에 문화 활동의 주체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물이 추가되고 

그 공간 안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들이 생성될 때 그 의미는 재생되고 증

폭되기에210)장소 안의 구성물의 표면적이고 문화적인 특징을 파악하는 

활동은 의미의 구체화를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면 원림문화는 누정이라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물과 경관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것들을 누정기

나 누정제영, 국문시가 등의 원림문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211)에

서 원림문화의 장소를 원림문학으로 접근하여 이해할 때 장소와 문학은 

상호작용을 하며 의미를 활성화 해주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문학 현장 답사를 활용한 문학교육 방법은 장소성을 직접 경험하

는 이점을 활용함으로써 문화와 문학의 통합적 교육을 용이하게 하고 학

습자의 텍스트의 인지적 능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 Ⅲ장의 반응 양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부 학습자들은 장소

의 표면적 이해로 인해 장소와 장소 내 대상물 특유의 속성은 파악하지 

못하고 명시적 정보만 인식하는 한계를 표출하였다. 장소와 장소 내 대

상물들의 의미는 텍스트와 상호 호혜적이면서 상호 텍스트적 관계에 있

다고 볼 때 표면의 가시적 정보만 파악하는 것은 온전한 텍스트의 이해

와 감상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실제 장소 내 대상물들을 관

람 형식으로 견학하는 것에 그친다면 문학 현장의 역동성과 실제성을 경

험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학습자가 현장에서 장소성이 가진 특질

의 수용을 촉진하도록 워크북을 활용한 도구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학습자들이 <도산십이곡>에 나타난 장소성을 현장에서 발견

하고 그 의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워크북에 텍스트와 장소가 일치하는 

부분은 자연경관과 텍스트를 연결하는 미션을 통해 텍스트에 시어로서 

쓰인 장소를 학습자들이 직접 확인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텍

210) 최은주, 앞의 글, 52-53쪽.
211) 박연호, 앞의 글, 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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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에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작품과 시적 화자의 심층적 이해를 위한 비

계로서의 인문 공간을 워크북에 제시할 수 있다. 이는 학습자들이 현장

에서의 즉각적 의미 파악을 위한 보조자료이자 의미를 다시 재확인하는 

학습자료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보조 학습 자료는 답사 전 활동으로 제

시하여 작품에 대한 스키마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나 답사 중 현장에서 장

소성과 텍스트 의미의 인식을 촉진하는 방안, 또는 답사 후 활동으로서 

의미의 재확인 및 재구성을 통한 인지적 측면의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워크북을 활용한 보조 학습 자료는 학습자가 현장과 교실에서 

텍스트와 장소성의 상호 호혜적 작용을 재확인하고 작품과 장소에 대한 

지식을 반복 학습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현장에서 간과하

거나 깊이 있게 인식할 수 없는 공백을 채워주어 장소와 장소에 내재된 

대상물의 내포된 의미를 파악하고 정서적 공감대의 형성을 촉진한다. 따

라서 장소와 텍스트 의미의 심화를 위한 워크북 자료는 문학 작품과 그 

장소성이 가진 의미의 인지적 측면을 강화함으로써 텍스트의 심도 있는 

이해를 도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매체를 활용한 감각적 반응의 확장적 의미로의 전환

  

 장소는 물리적 지형지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과 의미들에 의

해서 다른 장소와 차별화되는 개별성을 획득하며 그 개별성의 특화로 장

소의 정체성이 부여된다212)는 관점에서 볼 때 관념적 경험보다 물리적

인 활동이 개입됐을 때 장소가 가진 인지적‧정의적 의미의 수용이 활성

화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장소는 실존과 정체성을 중심으로 경험되고 사

람과의 상호작용과 유대를 만들면서 의미화되는 것213)이기에 장소의 물

리적인 활동 없이는 의미 수용에 있어 총체적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 

장소는 공간적 실체로 존재하는 물리적 실재이자 인간 활동의 결과물이 

212) 장석주, 앞의 책, 68쪽.
213) 위의 책, 33-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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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되어 의미가 부여된 공간적 실체이기 때문이다.214) 

 따라서 장소의 본질을 발현시켜 장소성 습득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은 

물리적 활동인 일차적인 신체 경험 활동이며, 이를 통해 장소가 가진 다

각적 성격을 활용한 인지적‧정의적 의미 생산을 촉진 시킬 수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효과적인 장소성 경험을 위해 워크북 자료를 통

한 인지적 측면을 강화했다면 여기에서는 신체를 활용한 장소성 체득이

란 점에 초점화하고자 한다. 장소성의 본질을 학습자가 체득하고 장소와 

텍스트의 감각적이고 정의적인 의미를 증폭시키기 위해서는 매체를 활용

하는 방법이 효용성이 있다고 본다.  

 학습자가 고전시가를 이해하고 향유하는 방법으로 여러 대안적 방안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먼저 영상 매체를 활용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외국인 학습자들은 장소에서의 제한된 시간 안에 충분하게 텍스트를 전

유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떤 시점에서 순간적

으로 느낀 이념적‧심미적 경험을 통해 텍스트의 인식과 가치관을 일회성 

경험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점215)에서 영상 매체의 활용이 유용

하다. 장소의 경관과 텍스트의 배경지식이 담긴 영상물은 장소를 거시적 

관점에서 조망할 수도 있고 답사 전에 제공하여 필요한 스키마를 학습하

고 심도 있는 텍스트 이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또한 답사 후

에 제공하게 되면 학습자의 장소 경험의 기억을 복기하여 의미의 재확인 

및 장기 기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영상 매체의 특질을 통해 학

습자는 시각적‧청각적 반응의 감각을 활용하여 텍스트에 복합적으로 반

응하며 다각적인 의미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현대 학습자들에게 친숙하고 접근하기 쉬운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

는 방안이다. 디지털 매체는 인쇄 매체와 달리 학습자가 단순 수용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고 이용자들 간의 상호 작용이 

가능한 네트워크의 구성 및 동시적‧비동시적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216) 

 휴대 전화의 어플리케이션은 디지털 매체의 네트워크 미디어로서의 컴

214) 백선혜, 앞의 책, 40쪽.
215) 박연호, 앞의 글, 103쪽.
216) 윤여탁 외,『매체언어와 국어교육』,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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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터와 인터넷이 가진 속성을 집약해 놓은 것으로 현대 학습자에게 친숙

하고 접근성이 좋은 효과적인 도구적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매

체가 가진 속성 중 하나인 하이퍼텍스트성은 지식과 정보의 상호연관성

을 바탕으로 비선형적이고 복합적인 다양한 조합의 텍스트를 구성할 수 

있으며217)이를 통해 지식의 총체적 수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문학 현장에 연계된 경관 사진과 텍스트에 대한 현대어 풀이 

및 주석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원하

는 시점에서 비순차적이며 비선형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또한 관련 링크를 통해 시적 화자의 삶이나 문학지리학적 정보 등 배경

지식을 제공하거나 텍스트와 관련된 노래218)를 연계하여 학습자의 감성

적 지각을 자극하고 정의적 반응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매체

가 가진 링크 기능은 단순히 문서와 문서 즉 지식과 정보의 연결로만 그

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새로운 관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기폭제로 

작용한다.219)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여 현장에서의 장소성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 로

드맵 프로그램 바탕으로 어플리케이션의 컨텐츠를 구성하는 방안이 요구

된다. 학습자는 현장에서 자신의 위치와 장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그

와 연계된 문학 현장과 텍스트를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

은 이용자들을 연결하여 정보의 습득 및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디지털 매체가 가진 특성을 매개로 하여 이용자들은 서로 연결되어 상호 

작용하게 되고 이러한 네트워크성을 통해 텍스트의 의미망과 개념도 확

장하게 된다.220)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것은 학습자가 필

요한 정보를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즉각적이고 실시간적 반응

217) 호창수,「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17, 21쪽.

218)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51544&thread=22r02,「의대교수
작곡 ‘도산십이곡’ 합창대회 개최」,『데일리메디』, (검색일 : 2020.01.06),
http://andongmbc.co.kr/adboard/NewsView42814,「450여년 만에 노래로 부활한
도산십이곡」, 『안동 MBC』, (검색일 : 2020.01.21).

219) 호창수, 앞의 글, 24쪽.
220) 위의 글,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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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디지털 매체의 역동성은 학습자가 수용자에서 

생산자로 역할하도록 만들고, 학습자와 텍스트가 개방적으로 소통하게 

하여 의미의 지각과 반응의 범위를 확장시켜 줄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특질을 지닌 매체는 현대의 학습자에게 익숙한 도구로서 접근성이 높으

며 학습자의 흥미를 일으키고 동기 유발에 효과적이다. 또한 각 매체가 

가진 특성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장소성 경험의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다

고 본다.

4) 감상문 작성을 통한 장소성 경험의 재구성

 문학은 특정한 환경에서의 인간적 체험을 묘사한다.221) 따라서 문학작

품을 읽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체험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독자는 문학작품에서 표현된 장소의 의미를 경유하여 어떤 장소에 대한 

작가의 마음속에 내포된 특정한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222) 즉 독자는 작

품을 경유하여 작자의 체험과 내재된 의미를 재구성하고 추체험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념적으로만 추체험하는 것이 아닌 본고에

서 논의하는 신체의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경험은 외적 환경을 지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 정보의 지각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지식보다도 확실

하고 생생하게 인식되고 장기 기억화 될 수 있다. 학습자에게 장기기억

이 된다는 것은 장소와 텍스트에 대한 일차적 이해와 고차원적 이해를 

전제로 의미의 내면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딜타이는 이해는 체험을 전제하며 체험을 단순히 뒤따라가는 

것이 아닌 뒤좇아서 체험하는 것, 즉 추체험을 통해 이해가 된다고 논의

하였다.223) 또한 추체험을 이해의 조건으로 본 관점 외에도 지식 획득의 

방법으로 볼 수도 있다. 과거의 인간 행위에 관한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

221) 이은숙, 앞의 글, 1992, 154쪽.
222) 위의 글, 148쪽.
223) 정상원,「정신과학적 이해로서의 추체험에 관한 해석학적 고찰 - 문학교육의
전회(Kehre)를 기원하며」,『한국어문교육』26, 고려대학교 한국어문연구소, 2018,
2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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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원리로서 추체험을 제기한 영국의 역사 철학자 R.G. 콜링우드는 추체

험은 자동적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닌 성립조건과 필요조건으로 ‘사고의 

재사고’를 규정하였다.224) 즉 추체험은 지식과 이해를 위한 조건으로서 

사고를 재체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는 이러한 추체험의 과정과 결과를 가시화하는 것으

로 감상문 쓰기를 교육의 방법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학습자들이 경험한 

활동의 시간차를 활용한 감상문 작성을 통해 텍스트 해석과 장소의 신체

적 경험을 활용하여 체득한 것을 바탕으로 회고적 반성을 경유한 추체험

이 가능하다. 밴 매넌은 어떤 경험이나 현상의 본질을 탐구하는 최고의 

지름길은 경험을 글로 쓰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프로토콜 글쓰기”

라고 명명했다. 글을 쓴다는 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반성적 태도를 기반

으로 하여 자신의 체험에 대한 설명과 해석이 가능할 때 실현됨을 의미

한다.225) 

 따라서 체득한 지식을 토대로 학습자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장소성을 생

생하게 복원하여 재구성하는 것은 그 상황을 현재의 자신으로 이동하여 

위치시키고 사고의 재체험을 통해서 의미의 이해가 다층적이고 복합적으

로 활성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외부 지식의 

습득에서 개인의 의식세계로 전이되어 의미의 재구성을 통해 진정한 의

미의 이해 즉 내면화가 일어난다. 

 학습자의 감상문 작성을 통한 장소성 경험의 재구성은 의미의 강화와 

활성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의미의 내면화를 촉진하여 입체적 이해

에 효용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감상문 작성을 통한 장소

성 경험의 재구성을 문학 현장 답사를 활용한 한국 고전시가 교육의 방

법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224) 이명희,「역사학습의 한 방법으로서 추체험의 가능성」,『사회과교육』31, 한국
사회과교육연구학회, 1998, 142쪽.

225) M. Van Manen, 앞의 책, 90-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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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한국어 고급학습자를 위한 한국 고전시가 교육을 위하여 문

학 현장 답사를 활용한 교육의 가능성을 밝히고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현재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학교육은 간단하게 교수되거나 부수적인 교육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대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고전시가를 

교육하는 것은 언어적 한계와 심리적인 거리감으로 인해 거의 이루어지

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중‧고급 학습자로 나아갈수록 문학과 문

화 교육이 중요하고 필요하므로 이와 관련된 교육 방안 연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문학 현장 답사에 주목하였으며, 문

학 현장의 장소성을 비계로 삼을 때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와 텍스트의 

깊이 있는 이해를 이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고전시가에 대한 학

습자의 주체적인 향유가 가능하다고 가정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문헌 연구 방법을 통하여, 장소의 개념과 문

학작품에서의 장소의 의미를 고찰하고 그 교육적 의의를 밝혔다. 장소는 

맥락적이고 문화적인 의미와 관련되는 추상적인 공간에 가치를 부여한 

개념이다. 장소가 가진 물리적 특성 및 구성 요인을 바탕으로 한 장소의 

정체성과 정서적 관계를 중심으로 한 장소감을 토대로 다른 장소와는 구

별되는 독특한 장소성이 생겨난다. 이는 장소성이 텍스트의 의미 구성과 

정의적 반응으로의 연결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장소는 문학 작품 

속의 배경이자 텍스트의 내용으로서 텍스트의 다층적 의미 이해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본고는 문학 작품 안에서 나

타난 장소의 의미를 시어로서의 장소, 시적 화자의 정체성 구성 도구로

서의 장소, 창작배경으로서의 장소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론적 전제를 바탕으로 문학 현장 답사를 활용한 고전시가의 

교육적 의의를 ‘현실 공간 답사를 통한 장소성 경험’, ‘장소성을 통한 텍

스트 이해’, ‘문학 현장 답사를 통한 문화적 이해’로 분류하였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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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공간 답사를 통한 장소성 경험’은 ‘물리적 경관으로서의 자연 공간 

경험’과 ‘문화적 의미로서의 인문 공간 경험’으로 나누었다. 문학 현장을 

답사하며 실제 장소의 자연 공간과 텍스트에 표출되지는 않지만 장소 내 

대상물인 인문 공간을 통해 학습자는 작품을 거시적‧미시적으로 조망할 

수 있으며 작품의 입체적 이해에도 효용성을 갖는다. 둘째, ‘장소성을 통

한 텍스트 이해’는 ‘텍스트의 시공간성 탐구’와 ‘시적 화자의 신체성 추

체험’으로 분류하였다. 문학 현장의 실제 공간에서 텍스트에 나타난 시

공간성을 지각함으로써 의미를 구체화하고 신체성을 활용하여 자기 이해 

및 타자인 시적 화자에 대한 이해로까지 확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 마지

막으로 ‘문학 현장 답사를 통한 문화적 이해’는 ‘장소성을 통한 모문화 

환기’, ‘모문화와 목표문화와의 관계 구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장소

는 문화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장(場)으로써 주체의 문화를 

투영하고 목표문화와의 관계를 재조명하며 상호문화적 이해에 효용성을 

갖는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실제적인 반응을 고찰하기 위해 학문

목적의 한국어 고급학습자에게 텍스트의 원본과 현대어 풀이, 주석을 제

공하고 감상하도록 하였다. 문학 현장에서는 학습자들이 문화해설사와 

연구자의 배경지식을 듣고 자유롭게 장소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문학 현장을 답사한 후에는 자신의 생각, 느낌 등을 자유롭게 작성하였

다. 문학 현장 답사에 따른 학습자의 고전시가 반응 양상은 ‘장소 탐구

를 통한 텍스트의 장소성 발견’, ‘장소성 경험을 통한 텍스트 해석’, ‘모

문화의 환기를 통한 문화 간 비교’로 나타났고, 학습자 반응의 한계도 

볼 수 있었다. 장소 탐구를 통한 텍스트의 장소성 발견에서는 ‘자연 공

간을 통한 장소 정체성 체험’, ‘인문 공간을 통한 장소감 형성’으로 나누

었고 학습자들이 실제 공간 답사를 통해 장소성을 획득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 장소성 경험을 통한 텍스트 해석에서는 ‘시공간성 경험을 통한 창

작배경의 구체화’, ‘신체성의 추체험을 통한 시적 화자의 이해’로 나누어 

학습자들이 장소성을 경유하여 능동적 의미 구성과 정서의 전유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문화의 환기를 통한 문화 간 비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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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소성과 학습자의 문학 경험 연결’, ‘모문화와 목표문화의 장소성 

대조’로 나누었고 장소를 경유한 학습자들의 문학 및 문화적 배경의 환

기를 통한 텍스트 의미의 확장과 심화된 반응 양상을 분석하였다. 학습

자들의 반응 양상을 토대로, 문학 현장 답사가 텍스트의 명시적 의미 인

식과 정의적 반응의 활성화는 물론 상호문화능력 신장에 긍정적인 효과

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장소의 표면적 이해’, 

‘장소와 텍스트의 연결 실패’, ‘텍스트에 대한 상호문화적 이해의 부족’ 

등 학습자 반응의 한계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학습자들의 반응 양상에 근거하여 문학 현장 답사를 활용한 고

전시가 교육의 목표를 ‘능동적 참여를 통한 고전시가 향유 능력 신장’, 

‘시공간적 거리감을 활용한 한국 전통문화 문식력 신장’, ‘간문화 비교를 

통한 상호문화능력 신장’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교육의 목표를 실현하

기 위해 ‘텍스트에 대한 일차적 반응 형성’, ‘텍스트 해석을 위한 배경지

식의 습득’, ‘보조 학습 자료를 활용한 장소성 경험’, ‘감상문 작성을 통

한 장소성 경험의 재구성’을 교육 방법으로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문학 현장 답사를 활용하여 한국어 교육에서 고전시가 학습

의 어려움과 거리감을 해소하고 학습자들의 능동적 참여와 주체적 문학 

향유를 촉진시켰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를 지닌다. 또한 고전시가 텍스

트에 대한 명시적‧정의적 감상과 상호문화능력 신장을 위한 가능성을 구

체적으로 밝히며 이에 근거한 교육 방법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도 일정

한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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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Study on the Education of

Classical Korean Poetry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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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possibility of Korean classical 

poetry using field trips to learn Korean language and to design 

the contents of education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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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rently, literary educat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is 

taught to middle-class learners and is generally regarded as a 

simple or incidental education subject in novel or modern 

poetry-oriented reading areas. However, as we move from 

beginner to middle and high-level learners, the importance of 

literature and culture is emphasized. In response, this research 

suggests that Korean classical poetry solves the distance and 

difficulty of learning by making a field trip to literature.

 To this end, this study first reviewed and subdivided the concept 

of place. Places are the foundation of specific experience 

activities and concept that values abstract space related to 

contextual and cultural meaning.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of 

this study can be found by experiencing it firsthand, in that it is 

possible to acquire embodied knowledge, ranging from the location 

of the text to the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text and, 

furthermore, the discovery of mutual culture.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e main textbook analyzed and 

classified the response patterns of classical poetry based on the 

field survey of Korean language learners for academic purposes. 

These three aspects were found to be ‘discovering the place of 

text’, ‘interpretation of text through the experience of location’, 

and ‘comparation between cultures through the ventilation of 

mother culture’. The discovery of the Placeness of text through 

location exploration was divided into ‘experience of place identity 

through natural space’ and ‘create sense of place through human 

space’. The learners discovered the Placeness shown in the text 

through natural and human space, activated the meaning, and 

embraced the meaning of the text. 

 Text interpretation through Placeness experience was di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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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o ‘concrete background through time-space experience’ and 

‘understanding of poetic narrator through physical experience’. 

Through various experiences in the place, learners have shown a 

deep interpretation of the various elements that the work 

contains.

 In the comparison between cultures through the ventilation of 

mother culture, it was classified as ‘Linking the literature learning  

experience with the Placeness’ and ‘Contrasting the Placeness of 

mother culture with the target culture’. After the primary 

appreciation of the work, learners were shown to deepen cultural 

empathy and appreciation through the linkage of cultural meaning 

in the place and the contrast and comparison between 

intercultural cultures. Based on the learners’ specific data, the 

main body also looked at the limitations of ‘understanding the 

surface of the place’, ‘failing to connect the  place with the text,’ 

and ‘lack of mutual cultural understanding of the text’.

 Based on the possibility and implications found in the analysis of 

response patterns at the classical poetry education following the 

above high-level Korean learners' field trips, the Korean classical 

poetry education using field trips in literature is designed the 

method of education. ‘Formation of primary response to text’, 

‘acquisition of background knowledge for interpretation of text’, 

‘experience of Placeness using secondary learning data’ and 

‘reconfiguration of Placeness experience through writing 

appreciation sentences’ were presented as education methods.

 This research has educational significance in that it overcame 

the difficulties and distinctions of classical poetry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by utilizing field trips to literature, and 

promoted active participation of learners and the enjoymen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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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literature. There is also a certain significance in that the 

classical poem, using Placeness, specifically stated the possibility 

for explicit and just appreciation of text and enhancement of 

mutual cultural capabilities, and derived a method of education 

based on it.

Key Words : field trip to literature, place, Korean advanced

learners, Korean classical poetry, “Dosansibigok”,

“Fishery Danka”

Student Number : 2018-27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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