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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조선족 학습자가 타자를 이해하고 자기의 내면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구함으로써 내적 변화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 교육을 구안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시를 읽는다는 것은 이질적인 타자와 마주하는 일이며 그와의 관계 속에서 자

신을 발견하는 일이다. 학습자는 타자와의 상호소통 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구체

화할 수 있고, 타자와 자신을 비교 및 평가하며 새로운 자기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이때 학습자가 대상을 어떻게 경험하고 인식하느냐에 따라 대상의 의미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삶의 가치와 방향 또한 달라진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시 이해 과정에서 대상을 파악하고, 그 속의 참된 의미를 깨달음으로써 자

신을 이해하고 내면의 성장을 도모하는 학습자의 ‘성찰적 이해’의 개념에 입

각하여,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 교육을 설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학습자와 더불어 소통할 구체적 매개체로서 ‘자아성찰 

시’를 선정하였다. ‘자아성찰 시’는 시인 내면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으

로 시인의 삶, 그리고 삶에 대한 성찰적 태도를 잘 형상화하고 있다. 특히 ‘자

아성찰 시’ 텍스트 속의 성찰과 시 텍스트를 통한 학습자의 성찰이 상동적이라

는 점은 학습자들의 성찰적 이해를 이끌어 내는데 효과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자아성찰 시에 대한 조선족 학습자들의 성찰적 이해 양상을 범주화하

여,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 원리를 ‘이해 대상으로서의 타자 인식’, ‘참

여(engagement)를 통한 다중적 경험의 재구성’, ‘소통을 통한 자기 조회’로 

제시하였다.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 양상은 조선족 학습자의 시 감상 자료에 대한 분

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범주화하였다. 우선 이해 대상으로서의 타자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시 텍스트의 내적 정보나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타

자를 인식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교섭을 통하여 자신의 다중적 경험을 

재의미화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자신의 경험역 안에서 타자와의 공통분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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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시 텍스트의 문제의식이

나 사회⋅문화적 요소에 의해 자신의 다중적 경험을 재의미화하는 모습을 보였

다. 마지막으로 소통을 통하여 메타적으로 자기를 성찰하는 과정에서는 타자와

의 비교를 통해 자기 객관화를 하거나, 텍스트 속 성찰이 전이되어 자기 조회를 

통해 정체성 재구성으로 나아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선족 학

습자들의 양상을 토대로,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 과정에서 나타난 저해 요

인 및 촉진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성찰적 이해의 저해 요인에는 사고의 고착

화, 경험에의 매몰, 관습화된 성찰이 있으며, 촉진 요인에는 동료 학습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자기 조회가 있다.

  이같이 조선족 학습자의 한국 현대시 이해 양상 분석에서 확인된 가능성과 시

사점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을 

구안하였다. 교육 내용으로는 주체의 지향에 의한 타자 인식, 다중적 경험의 조

회를 통한 공감적 이해, 자아성찰을 통한 정체성 형성을 제안하였다. 이를 달성

하기 위한 교육 방법으로는 다중적 경험 맥락의 활성화를 위한 발문 제공, 소통

의 구체화를 위한 자전적 글쓰기, 객관적 가치 판단을 위한 토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조선족 학습자의 흥미 유발 및 창의적 사고 증진 등의 정의적 측면

을 고려한 시 교육을 통해 조선족 학습자가 능동적인 감상 주체로서 성장하고 

다양한 관점을 경험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조선족 학습자의 자기 이해 능력을 신장시키는 시 교육을 구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핵심어: 성찰적 이해, 조선족 학습자, 시 이해 교육, 타자 이해, 자기 이해, 

경험, 공감, 메타적 성찰 

학번: 2017-29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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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조선족 학습자들이 시 읽기를 통해 자신과는 다른 타자의 삶과 

사고방식을 경험함으로써, 타자 이해에 기반한 자기 이해로 나아가 내적 변화와 

발전을 꾀하도록 하는 한국 문학교육 방안을 구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학은 인간의 가치 있는 경험을 언어로 형상화하는 예술로서 작가 자신의 

개인적⋅사회적 경험에 대한 성찰적 산물이다. 따라서 문학에 대한 이해는 자아 

성장이나 공동체 의식 함양과 같은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연결된다.1) 이런 

점에서 볼 때, 시를 이해하는 일은 단순히 명시된 문학 지식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소통을 통해 자기를 이해하고 성숙한 자아를 완성해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은 독자로 하여금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다양한 삶과 사회⋅문화에 대한 

경험은 물론 인간의 가치관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가다머(H. G. Gadamer)에 따르면, 본래 경험이란 낯선 타자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감각적 현존에 기초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의식에 

드러난 현상에 대한 반성이라고 할 수 있다.2) 또한 리쾨르(P. Ricoeur)에 

따르면, 자기 이해는 매개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인간 주체의 외화된 언어적 표현물인 상징적인 텍스트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만 

주체의 자기 이해와 자기 파악이 가능하다.3) 즉, 문학 경험은 문학 작품에 

형상화된 타자의 경험을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자신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 결국 자기 이해는 대상을 통한 자아성찰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1) 윤여탁, 『외국어로서의 한국문학교육』, 한국문화사, 2010, p.145. 

2) Hans Georg Gadamer, Wahrheit und Methode, 임홍배 역, 『진리와 방법: 철학적 해석학의 기본 

특징들 Ⅱ』, 문학동네, 2012, pp.250~273.

3) 윤성우, 『폴 리쾨르의 철학』, 철학과현실사, 2004,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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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논의를 전제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새롭고 낯선 경험을 

제공해주는 문화적⋅상징적 매개체로서 현대시를 상정하고자 한다. 시 

텍스트는 ‘자기 자신’과 관계된 자신의 이미지들을 제시하는 주관적인 

장르로4), 시인의 세계에 대한 체험을 구체화한 결과이다.5) 또한 시는 함축적인 

시어를 통해 시적 화자의 감정이나 사상을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빈자리’가 많은 텍스트이다. 시의 ‘빈자리’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독자의 의미구성을 요구한다는 점에 

학습자의 능동적인 태도를 신장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자아성찰 시’에 주목하고자 한다. 시인의 성찰과 내면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자아성찰 시’의 경우, 성찰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습자의 ‘자기 이해’를 이끌어 내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조선족 학습자는 한족 학습자와는 달리 민족 교육의 체계 

속에서 한어 교육과 조선어 교육을 동시에 받아온 이중 언어 학습자이다. 또한 

조선족 학습자는 어려서부터 교과과정을 통해 중국 문학, 조선족 문학, 한국 

문학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다른 한국어 학습자들에 비해 우수한 

한국어 능력과 한국 문학 지식, 문화 지식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인 조선족 학습자는 문학 텍스트에 대한 사실적인 이해를 넘어 주체적인 시 

읽기가 가능한 학습자로서 시 텍스트의 내용을 충분히 내면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학습자가 문학 작품 읽기를 통하여 정서적⋅심미적⋅윤리적 감동을 체험하는 

것은 문학교육의 핵심적인 교육 내용이다.6) 하지만 중국 조선족의 한국 현대시 

교육 현황7)을 살펴보면 시의 주제, 화자의 의도, 시인에 대한 정보, 시 작품 

4) 김준오, 『시론(제4판)』, 삼지원, 2010,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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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7, pp.263~264.

6) 윤여탁, 『리얼리즘의 시 정신과 시 교육』, 소명, 2003, p.228.

7) 조선족 고급 중학교 교과서 『조선어문 필수 1』에 수록된 김소월의 「진달래꽃」에 대한 학

습활동은 다음과 같다. ‘진달래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전편 시를 통해 보여지는 가장 

두드러진 감정 정서는 무엇입니까?’, ‘이 시에 다양한 수사학적 수법을 사용하여 님에 대한 

서정적 주인공의 태도를 선명히 표현하였습니다. 이런 수법이 사용된 시구를 찾아 서정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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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우기 등과 같은 사실적 지식의 확충에 중점을 두어 학습자의 정의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이 지식의 증가에 중심을 둔 시 교육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첫째, 조선족 학습자가 시를 감상의 

대상이 아닌, 단순히 문제 풀이를 위해 배워야 할 지식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둘째, 시 교육에서 주입된 권위적 해석은 시 해석의 공식이 되어, 조선족 

학습자들이 시 읽기에서 운율과 같은 형식적 측면에만 집중하는 태도를 

형성하게 만든다. 셋째, 이와 같은 시 교육 방식은 시에 대한 학습자들의 

흥미를 감소시키고 거부감을 조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 중심의 시 

교육은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시 텍스트 의미를 구성함으로써 

유의미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기 어렵다. 따라서 문학을 통해 타자를 이해하고 

자신을 발견하며 궁극적으로 인간 이해에 도달하고자 하는 문학교육의 목표를 

이루기에는 명백한 한계를 지닌다.

  이상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지식 축적에 중점을 둔 기존의 

결과주의적 시 교육에서 벗어나, 조선족 학습자들이 시의 의미 구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작품과 소통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인식할 수 있는 시 교육을 구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자기 

이해’를 도모하는 시 교육을 위해서는 먼저 ‘성찰적 이해’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성찰은 학습자로 하여금 타자와 만나는 경험을 통해 

새로운 세계와 마주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자신을 

관찰하게 하며, 나아가 새로운 자기 이해를 도모하는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는 조선족 학습자가 한국 현대시 읽기를 통해 타자를 

인식하고 자신의 세계와 연결 지어 타자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성찰함으로써 새로운 자기 이해로 나아가는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육 제재로서 ‘자아성찰 시’를 선정하고, 시를 읽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학습자들의 한국 현대시 이해 양상을 분석하여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인공이 어떤 여인의 형상인가를 분석해 봅시다.’, ‘이 시의 민요풍격을 알아봅시다.’, 

‘이 시를 감정을 살려 읊고 암송합시다.’ 등이다.

연변교육출판사 조선어문편집실 동북조선어문교재연구개발센터, 『조선족고급중학교교과서 

조선어문 필수1』, 연변교육출판사, 2018,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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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 교육의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사 검토

  이 연구는 조선족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 교육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다음과 

같은 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한국어교육에서 현대시 

교육을 다룬 연구이고, 둘째는 사고교육의 측면에서 성찰과 관련한 연구이다.

(1) 한국어교육에서 현대시 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어교육에서 현대시 교육에 관한 연구는 시를 활용한 한국어 의사소통 

교육, 시를 활용한 문화 교육, 한국 현대시 작품 자체에 대한 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주제를 고려하여, 한국 현대시 작품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김염은 강독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 중국의 문학교육 방법이 학습자의 

능동성을 살리지 못한다고 보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김소월과 서지마의 

시를 중심으로 번역과 비교문학의 측면에서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 현대시 교육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법론을 중심으로 

학습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문학 번역의 전문적 능력을 

신장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8) 

  이홍매(2008)는 시 교육에서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감성적인 

표현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모방시 쓰기’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연구는 학습자들의 능동적인 시 이해 능력과 읽기-쓰기 

통합적인 능력의 신장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학습 활동은 시에 대한 

8) 김염, 「중국어권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 현대시 교육 방법 연구: 번역과 비교문학을 중심  

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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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의 능동적인 이해와 감성적인 표현을 통합적으로 이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9) 또한 이홍매(2014)는 기존의 교사 주도의 강의식 수업의 한계를 

밝히면서 학습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풍부한 배경지식과 발달된 인지 능력을 갖고 있는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반응 텍스트 쓰기 중심의 한국 현대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학습자로 하여금 읽기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의미를 실현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구체화하고 명료화하는 ‘반응 텍스트 쓰기’라는 표현의 

과정을 제시하여 학습자의 읽기와 쓰기 능력의 신장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10)

  전홍(2010)은 학습자들의 읽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 방식과 문법-번역식 

수업으로는 학습자들이 읽기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학습자들의 읽기 전략 사용의 어려움에 주목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학습자들의 진정한 읽기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는 읽기 전략을 중심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읽기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고 그 실제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11) 또한 전홍(2015)에서도 역시 기존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의 교사 

중심의 지엽적인 어휘-문법 설명과 번역 위주의 강독 중심 수업 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호연관성을 지닌 중국 

현대시 텍스트를 선정하고 이해 과정에 도입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상호연관성 

기반의 한국 이해 교육을 구안하였다. 이러한 시 교육은 학습자의 주체성에 

중점을 둔 능동적인 교육 방안으로, 학습자의 자기 이해를 촉진하고 문화적 

정체성 함양에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12)

9) 이홍매, 「한국어교육에서 ‘모방시 쓰기’를 활용한 현대시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08.

10) 이홍매, 「반응 텍스트 쓰기 중심의 한국 현대시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1) 전홍,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읽기 교육 연구: 읽기 전략 사용을 중심으로」, 서울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12) 전홍, 「상호연관성 기반의 한국 현대시 이해 교육 연구: 한⋅중 현대시를 중심으로」, 서울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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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하는 교사 위주의 일방적인 내용 전달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문학 

수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시 텍스트 내 시적 

화자를 활용한 수업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학습자가 수동적 위치에서 벗어나 

스스로 시 텍스트의 내용을 내면화하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시 텍스트의 

이해를 위한 핵심 요소로 시적 화자를 제시하여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시 교육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13)

  이명봉은 학습자의 능동성과 주체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기존의 주입식 

교수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습자들의 문학 작품 감상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이에 비평 텍스트를 비계로 설정하여, 읽기 과정에서 일어나는 

중⋅고급 학습자들의 읽기 양상을 밝히며,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시를 읽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의미 구성 작용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는 교육 방안으로, 그들의 능동성, 

주체성, 상호주관성 등을 함양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14)

  김소연은 한국 현대시 교육에서 지시적 이해를 넘어 학습자가 주체가 되는 

능동적인 시 읽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학습자의 ‘경험’에 주목하였다. 이에 

경험 주체의 개인적⋅문화적 차이가 문학 작품 감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현대시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는 중국 한족 학습자와 조선족 학습자의 시 읽기를 함께 다루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의 차별점을 지닌다.15)

  왕녕은 학습자들의 능동적인 시 읽기 능력을 신장시키고자 사회⋅문화적 

맥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국 현대시 교육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시 교육은 

학습자들에게 시 텍스트와의 대화, 문화 간의 대화,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맥락을 가지고 있는 타자들과의 대화 등을 중심으로 한 역동적 문학 경험을 

13) 박정하, 「시적 화자-되기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14) 이명봉, 「문학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 현대시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15) 김소연,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 현대시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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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16)

  이상의 한국 현대시 작품에 대한 교육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지식 축적에 

목적을 둔 기존의 교사 중심의 시 교육에서부터 벗어나, 학습자가 시를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시 교육을 하고자 

했다는 점에서는 본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능동적인 시 읽기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한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학습자의 ‘개인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여기서‘개인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문학교육이란, 학습자가 삶의 다양성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이끌어줌으로써 텍스트로부터 의미를 발견해 내는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일17)을 말한다.

(2) 사고교육의 측면에서 성찰과 관련한 연구

  성찰적 사고 교육의 경우,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국어교육을 포함한 교육 전반의 측면에서 ‘성찰’, ‘성찰적 

사고’, ‘성찰적 글쓰기’ 등과 관련된 연구를 살피고자 한다.

  듀이(J. Dewey)는 ‘반성적 사고(reflective though)’의 교육적 가치를 ‘어떤 

마음이나 소위 지식 형태에 대해 지지하는 근거와 가져올 결과에 비춰 

적극적이고 지속적이며 세심하게 숙고하는 것18)’이라고 정의하였다. 듀이의 

‘반성적 사고’는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 해결적 사고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반성’을 하나의 사고로 보고, 

반성적 사고를 경험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의미를 재구성하여 학습자의 질적인 

성장을 꾀하는 기제로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관련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어교육에서도 문학과 사고의 관련성에 대해 꾸준하게 논의되어 왔다. 

16) 왕녕, 「사회문화적 맥락에 기반한 한국 현대시 읽기 교육 연구: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중심

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17) Louise M. Rosenblatt, Literature as Exploration, 김혜리⋅엄해영 역, 『탐구로서의 문학』, 한

국문화사, 2006, p.26.

18) John, Dewey, How we think, 정회욱 역, 『하우 위 싱크: 과학적 사고의 방법과 교육』, 학이

시습, 2011, p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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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행은 문학과 사고력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면서 사고력을 향상하기 위한 

문학교육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인간은 문학과 함께 성장하고 문학과 함께 

인간다워진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문학은 개인의 사고력 성장과 밀접하게 

관계되며 문학교육이 곧 사고력 교육이라고 하였다.19) 윤여탁 역시 문학교육 

또는 시 교육의 틀 속에서 인간의 사고력을 신장하기 위한 시 교수-학습 활동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그는 문학교육의 영역에서 사고력은 인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정의적 정신 작용이나 심미적 정신 작용 등과 같은 정의적 

능력에도 관련된다고 보았다. 즉 시를 쓰거나 배우고 활용하는 모든 과정에는 

사고력이 작용하므로, 시를 교수-학습한다는 것은 학습자의 사고의 폭과 깊이를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문학과 사고력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으며 문학교육이 곧 사고력 신장 교육이라는 점을 

시사해준다. 또한 성찰적 사고를 위한 시 교육 역시 인지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주체의 감정, 정서, 가치 등 정의적 측면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인지적인 부분과 정의적인 부분을 통합하여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한편, 국어교육에서 ‘성찰적 사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최홍원의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는 성찰적 사고가 타자를 매개로 하여 자기와 

세계를 깨닫게 됨으로써 가능해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성찰적 사고를 ‘대상을 

통한 자기 이해’로 규정하고 ‘지향성’, ‘반성’, ‘자기 이해’로 

구조화하여 그 양상에 따라 ‘관물찰리(觀物察理)’, ‘감물연정(感物緣情)’, 

‘인물기흥(因物起興)’의 사고로 나누어 시조 감상을 통한 사고 실행의 교육 

내용을 마련하였다.20) 이 연구는 성찰적 사고가 자연 시조를 넘어서서 대상 

19) 김대행, 「사고력을 위한 문학교육의 설계」, 『국어교육연구』5,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

소, 1998.

20) 관물찰리(觀物察理)의 사고란 대상과의 만남을 통해 이치를 발견하고 이러한 이치에 정향(定

向)하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관물찰리 사고의 수행 절차는 ‘관념적 이념

성의 지향과 이치 발견’, ‘교화(敎化)를 통한 존재와 당위의 일체성 추구하기’, ‘세계

의 자아 견인에 대한 이해와 자기 수양의 태도 형성하기’로 구성된다. 감물연정(感物緣情)

의 사고란 경물과의 만남에서 정감을 표출하는 것으로, 인간 유한성⋅가류성(可謬性)에 대

한 인식에 의해 세계와 자아의 대립을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감물연정 사고의 수행 절

차는 ‘주정적 구상성의 지향과 정감 표출하기’, ‘공감을 통한 인간 유한성⋅가류성 깨닫

기’, ‘세계와 자아의 대립에 대한 이해와 순응적 삶의 태도 형성하기’로 구성된다.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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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과 세계 이해의 일반적 사유로 구조화 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성찰적 사고’의 개념, 구조 등 이론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학습자들의 양상을 다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장지혜는 성찰이 ‘대상을 통해 자기를 이해하는 사고’라는 논의에 

근거하여, 성찰적 사고를 대상과 자기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는 일종의 

도약적 의미 구성 과정으로 보았다. 그리고 성찰적 사고를 위한 비평적 에세이 

쓰기가 ‘지향적 인식에 따른 대상 이해’, ‘대화적 관계 중심의 대상 해석’, 

‘의미 구조 형성을 통한 대상 적용’의 기제로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1학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비평적 에세이를 수집하고 그 양상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하였다.21) 이 연구는 성찰적 사고를 위한 

쓰기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수민은 성찰의 개념을 타자와 세계를 아우르는 ‘성찰적 자아’개념으로 

확장시켜 설명하였다. 또 성찰적 자아의 시적 사고를 ‘거리두기를 통한 생활 

세계의 식민화 인식’, ‘낯설게 하기를 통한 습관화된 의식의 각성’, 

‘내면화를 통한 삶의 지향 설정’ 등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22)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1990년대 이후의 시를 분석하고 성찰적 자아 형성을 위한 시 

교육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자신의 삶이 지니는 고유한 가치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현대시 교육의 방양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연구의 대상을 1990년대 이후의 작품으로 한정하였다는 점과 실제 

기흥(因物起興)의 사고란 대상과의 만남에서 흥취를 발산하는 것으로, 물아일체(物我一體)

의 경험을 통해 세계와 합일하는 자기 이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인물기흥의 사고 수

행은 ‘감각적 심미성의 지향과 흥취 발산하기’, ‘공명(共鳴)을 통한 물아일체 경험하

기’, ‘세계와 자아의 합일에 대한 이해와 조화로운 삶의 태도 형성하기’로 구성된다.

최홍원, 「시조의 성찰적 사고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이외에도 최홍원, 「성찰적 사고의 문학교육적 구도: <도산십이곡>과 <어부사시사>를 대상

으로」, 『문학교육학』, 한국문학교육학회, 2006. 최홍원, 『성찰적 사고와 문학교육론: 

시조, 사고, 문학교육의 만남』, 지식산업사, 2012.

21) 장지혜, 「성찰적 사고를 위한 비평적 에세이 쓰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22) 정수민, 「성찰적 자아 형성을 위한 현대시 교육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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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장에서 학습자들의 반응을 살펴보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최연우는 입시 위주의 교육만을 강조해온 기존 교육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는데, 특히 ‘질풍노도’시기인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의 

함양, 자아의 발견 등과 같은 정의적인 방향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성찰을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을 동시에 지닌 사고 작용으로 

보고, 학습자의 ‘새로운 자기 이해’를 이끌기 위해 박완서의 자전적 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이 수록 양상을 

분석하여, 자전적 소설과 연예한 자서전 쓰기 교육을 설계하였다. 또한 

학습자들이 실제 쓴 자서전을 활용하여 자전적 소설을 활용해 자서전을 쓰는 

과정과 의의를 규명하였다.23)

  이상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문학교육은 곧 사고력 신장 교육이며 사고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인지적인 측면과 정의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조선족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 교육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아성찰적 시 텍스트를 선정하여 학습자들의 이해 양상을 살피고, 이를 

토대로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였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 현대시를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양상을 

살펴보고,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 교육의 내용과 그 방법을 구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습자들이 작성한 활동지와 감상문을 수집하였으며, 감상문과 

활동지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감상 과정에 대한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Y대학교 조문학부에 재학 중인 1, 2학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선족 학습자는 조선어 교과과정을 통해 한국 현대시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한국어 학습자들에 비해 수준 높은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 

23) 최연우, 「성찰적 사고를 위한 자서전 쓰기 연구: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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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한국 시의 운율, 작가의 문학 세계, 문예 사조 등에 대해 다수의 

문학적 경험과 해박한 문학 지식을 갖추고 있다. 이들은 대학교에서 

조선언어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성인 학습자로서, 발달된 인지능력과 풍부한 

배경지식, 문학 능력을 갖춘 학습자이다. 따라서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한국 현대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타자를 이해하고 자아를 성찰할 

수 있는 주체라고 판단하였다.

  예비 실험에서는 중국 Y대학교 조문학부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세 편의 시에 대한 활동지와 감상문 세 편24)을 수집하였다. 예비 

실험에서는 일제의 침략을 피해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털보네 

가족 이야기’를 통해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삶을 형상화하고 있는 이용악의 

「낡은 집」, 화자가 ‘우물’을 통해서 식민지 현실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내적 갈등과 번뇌를 독백적인 어조로 그려내고 있는 

윤동주의 「자화상」, 화자의 어린 시절의 경험이 잘 형상화된 작품으로, 

‘엄마’라는 보편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는 기형도의 「엄마걱정」 등 다양한 

시를 선정하였다. 실험 결과, 학습자 대부분은 기존의 지식 주입에 중점을 둔 

결과주의적 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축적되어 시 감상보다는 시 해석에 몰두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윤동주의 「자화상」을 제외한 시 텍스트들은 

학습자들의 경험을 이끌어 내기에는 충분하였지만 시를 통해 학습자들의 

성찰적 사고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였다. 이러한 예비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실험 대상 텍스트로는 서정주의 「자화상」, 윤동주의 「길」,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 윤동주의 「참회록」, 김수영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정호승의 「슬픔이 기쁨에게」로 선정하였다.

  서정주의 「자화상」은 고백적인 어조로 화자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으로, 지난날의 삶에 대한 강한 극복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24) 예비 실험에서 사용한 활동지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① 시를 처음 읽었을 때, 느낀 점을 서

술해 보세요. ② 시를 읽으면서 떠오르는 본인의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세요. ③ 시를 

읽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④ 위의 문항들을 참고하여 감상문 한 

편을 쓰시오. 이상의 질문지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약 2~3페이지 분량의 

감상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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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주의 「길」은 ‘길’이라는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 잃어버린 참된 자아를 

찾고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는 화자가 ‘흰 바람벽’을 바라보며 그리운 대상들을 

떠올리고 사색과 성찰을 통해 화자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외로운 현실 

속에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작품이다. 윤동주의 「참회록」은 치욕스러운 

망국의 현실에서 무기력하게 살아온 화자가 ‘거울’을 매개로 자신의 삶에 

대하여 성찰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김수영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는 부정한 권력과 사회적 부조리에 저항하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만 

화를 내는 화자가, 그런 자신의 소시민적 태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정호승의 「슬픔이 기쁨에게」는 ‘슬픔’과 

‘기쁨’에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소외된 이웃에 무관심한 이기적인 

세태를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상의 ‘자아성찰 시’ 텍스트들은 화자의 

삶과 그에 대한 성찰적인 태도를 잘 형상화하고 있어 학습자들의 성찰적 사고를 

이끌어내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시인의 내면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시 

작품을 제재로 삼았을 때 학습자의 개인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본 실험에서 선정한 시 텍스트를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본 실험 1, 2차에 참여한 학습자는 중국 Y대학교에서 조선언어문학을 

전공하는 1, 2학년 조선족 학습자이다. 본 실험의 조사 과정은 총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 1단계는 학습자가 시 텍스트를 읽고 자신의 감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단계로, 학습자들이 평소 시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하는가를 

작품명 작가 발표시기

「자화상」 서정주 1935

「길」 윤동주 1941

「흰 바람벽이 있어」 백 석 1941

「참회록」 윤동주 1948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김수영 1965

「슬픔이 기쁨에게」 정호승 1979

<표 1> 본 실험 대상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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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때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1차 감상문 

작성 시, 시 텍스트에 대한 해석이나 시대적 배경, 작가의 정보에 대하여 

인터넷 검색을 금지하였다. 2단계에서는 1차 감상문을 바탕으로 활동지를 

작성하게 하고, 활동지 작성이 모두 끝난 후 시 텍스트에 대한 개인 감상을 

발표하도록 하였다. 개인 감상 발표가 끝난 뒤에는 화자의 태도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은 의미 있는 의사소통 활동으로서 학습자들의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의 폭을 심화시키는 작용을 하리라고 보았다. 3단계에서는 

학습자들에게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의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 자신의 

경험을 연관지어 그에 관해 성찰하는 2차 감상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때 

토론을 진행하고 난 뒤, 생각의 변화가 있다면 적어줄 것을 요구하였다. 

연구자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으며, 토론을 진행하는 

‘사회자’의 역할만을 수행하였다.

  본 실험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실험 1차는 윤동주의 「길」, 서정주의 「자화상」, 정호승의 「슬픔이 

기쁨에게」 등 세 편에 대한 1차 감상문, 활동지25), 2차 감상문을 수집하였다. 

본 실험 2차에 참여한 학습자는 1차 실험에 참여하였던 학습자로 한정하였고, 

2차 실험의 과정 또한 1차 실험과 동일하게 세 단계로 구성하였다. 본 실험 

2차는 윤동주의 「참회록」,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 김수영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등 세 편에 대한 1차 감상문, 활동지26), 2차 감상문을 

25) 본 실험 1차에서는 윤동주의 「길」, 서정주의 「자화상」, 정호승의 「슬픔이 기쁨에게」 

등 세 편의 시 텍스트의 활동지 내용은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활동지 내용은 다음

과 같다. ① 화자의 태도는 어떠한지 생각해보고 화자의 관점에서 시가 의미하는 바를 생각

해 보시오. ② 화자와 자기 자신을 비교하여 생각해보고, 화자의 태도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밝히시오.

26) 본 실험 2차의 활동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정 활동 내용

1단계 시를 읽고 감상문1 작성

2단계 활동지를 작성 → 개인 감상 발표 → 토론하기

3단계 토론 후, 감상문2 작성 

<표 2> 본 실험 과정 



- 14 -

수집하였다. 다만 본 실험 1차에 참여한 학습자들 대부분 활동지를 작성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고, 학습자들의 시 이해 양상이 자세하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고자 본 실험 2차에서는 활동지의 질문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성찰적 이해의 실질적 양상에 방점을 두고 이에 관한 

이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 근거이론

(grounded theory)을 적용하였다. 근거이론 방법은 실제 자료를 수집하여 범주를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실질적인 이론을 제시하는 방법이며, 그 출발점이 연구 

대상의 심리적 경험이 전개되는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

의 연구 문제를 풀어나가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은 예비 실험과 본 실험으로 나뉜다. 구체적인 실험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윤동주의 「참회록」 활동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은 이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거울을 닦는 행위의 의미는 무엇인가? ② 이 시의 화자의 태도는 

어떠한가? ③ 화자와 자기 자신을 비교해서 생각해보고, 학습자는 화자의 태도에 대하여 찬

성/반대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밝히시오. 

2.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 활동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흰 바람벽’은 이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② 이 시에 나타난 화자의 어조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③ 화자의 삶

의 자세는 어떠한가? ④ 화자와 자기 자신을 비교해서 생각해보고, 학습자는 화자의 태도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밝히시오.

3. 김수영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활동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화자가 분개하고 

증오하는 대상들은 누구이며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② 화자는 자기 삶의 자세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③ 화자는 어떠한 삶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가? ④ 화자와 

자기 자신을 비교해서 생각해보고, 학습자는 화자의 태도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밝히시오.

실험차수
조사

기간
조사대상

조

사

인

원

대상 텍스트 활동내용
수집한 

자료

예비 실험
2019. 

4.

중국 Y대학교 

조문학부 

2학년 조선족 

9명

이용악, 

「낡은 집」

윤동주,

제시된 

질문을 

토대로 

활동지 

및 

감상문 

<표 3> 조사 대상 및 조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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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자화상」

기형도, 

「엄마걱정」

감상문 작성 총 9부

본

 

실

험

1차

2019. 

11.

중국 Y대학교 

조문학부 

1학년 조선족 

학습자

10명
윤동주, 

「길」

①시를 읽고 

1차 감상문 

작성

 

②활동지 

작성

③개별 

감상문 발표 

및 토론

④토론 후, 

2차 감상문 

작성

⑤감상 

과정에 대한 

개별 면담

감상문 

94부,

학습자 

활동지 

47부, 

학습자 

토론 약 

220분

중국 Y대학교

조문학부 

2학년 조선족 

학습자

6명
서정주, 

「자화상」

중국 Y대학교 

조문학부 

2학년 조선족 

학습자

8명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2차

중국 Y대학교 

조문학부 

1학년 조선족 

학습자

10명
윤동주, 

「참회록」

중국 Y대학교 

조문학부 

2학년 조선족 

학습자

5명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중국 Y대학교 

2학년 조선족 

학습자

8명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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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 교육의 이론

  이 장에서는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 교육 연구의 토대가 되는 이론적인 

사항들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성찰적 이해의 개념에 대하여 검토하고 

성찰적 이해 교육 제재로서 한국 현대시의 특징에 대해 다루도록 한다. 그 

다음, 조선족 학습자의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의 원리에 대해 탐구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 교육의 의의를 제시한다. 

1. 한국 현대시 교육에서 성찰적 이해의 개념

(1) 성찰적 이해의 개념

  다양한 타자성을 내포하고 있는 문학 작품 읽기는 타자와 자아의 적극적인 

만남을 도모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문학 작품 중에서 시는 시인의 

주관적 경험과 내적 세계가 표현된 것으로, 주체의 체험과 감정이 가장 

강조되는 장르이다.1) 따라서 이질적인 타자의 정서가 형상화된 시 텍스트를 

읽는다는 것은 이해의 주체인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면서 시적 

타자와 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학습자들은 낯선 타자와의 만남에서 

연관되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타자에 공감하거나, 이와 반대로 자신과는 

다른 타자에 대해 이질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는 질문과 

대답을 반복하며, 타자와 자신을 지속적으로 비교하며 소통하게 된다. 이러한 

타자와의 교섭을 통해 학습자는 차이를 발견하게 되고, 다름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며, 나아가 자기의 삶과 가치관을 되돌아봄으로써 자기를 새롭게 비춰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한국 현대시 이해 과정에서 

학습자의 성찰(reflection)은 타자를 이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타자와의 상호 교섭 

1) 김준오, 『시론』, 삼지원, 2011,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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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자기 이해로 나아가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성찰’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한 일을 깊이 되돌아보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교육적으로는 ‘성찰’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내려지지 않았다. 그로 인해 교육의 관점에서 성찰은 ‘자기 

자신의 행위’를 되돌아보는 것에 초점을 맞춰 논의되어 왔기에 

‘반성’이라는 용어와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찰’과 ‘반성’을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반성’에 대한 논의는 

데카르트의 코기토(Cogito)에서부터 시작되어 칸트(I. Kant)와 프랑스의 후기 

칸트철학을 거쳐 형성된 반성철학에서는 찾아볼 수 있다. 서양의 근대 

철학자들은 반성을 ‘자기로의 회귀활동2)’이라고 정의하였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는 오직 나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 나를 정립하는 것, 즉 자기 동일성이 

가장 중요한 화두였다. 이 같은 관점에 따르면 ‘반성’은 주체가 스스로를 

대상으로 삼아 자기와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를 대상화하는 것으로 보는 이 같은 관점은 흔히 종교적 수행이나 명상의 

차원에서 이해되어, 내면으로 침잠하는 것으로만 국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나르시시즘적인 자기 동일성에서 벗어나 의미 있는 자기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넘어서는 것, 즉 대상을 통해 자기 이해에 이르는 것이 

요구되어야 한다.3)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이 아닌 대상, 그리고 남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의미가 드러난다. 이때 대상은 주체로 하여금 진정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주는 ‘거울’의 작용을 한다. 따라서 주체의 ‘거울’ 

역할을 하는 대상을 ‘타자’로 규정하고, 성찰을 ‘반성’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보고 ‘대상을 통한 자기 이해’로 정의하는 것에서 논의의 출발점을 

마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성찰을 ‘대상을 통한 자기 이해’라고 규정한다면, 자기 이해는 

2) Paul Ricoeur, Du texte à  l'action, 박병수 외 역, 『텍스트에서 행동으로』, 아카넷, 2002, 

p.19.

3) 최홍원, 『성찰적 사고와 문학교육론: 시조, 사고, 문학교육의 만남』, 지식산업사, 2012, 

pp.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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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타자와 자신을 탐구하면서 의미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성찰은 자기 자신만을 대상으로 삼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변증법적 순환을 통해 형성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헤겔(G. W. Hegel)은 반성철학이 주관성의 자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진정한 

현실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자기 의식은 타자 속에서 인정을 

쟁취해낼 때만 진정으로 성취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자아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것이다. 부버(M. Buber) 역시 자아와 타자 사이의 상호적인 

관계를 강조하였다. 그는 인간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하면서 자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만남을 통해 파생되는 것으로 보았다. 부버의 관점에 

따르면 주체는 필연적으로 타자, 즉 대상화할 수 없는 ‘너’와의 상호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재구성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부버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4) 

  「나」 그 자체란 없으며 오직 근원어 「나-너」의 「나」와 근원어 

「나-그것」의 「나」가 있을 뿐이다.

  사람이 「나」라고 말할 때 그는 그 둘 중의 하나를 생각하고 있다. 그가 

「나」라고 말할 때 그가 생각하고 있는 「나」가 거기에 존재한다. 또한 그가 

「너」 또는 「그것」이라고 말할 때 위의 두 근원어 중 어느 하나의 「나」가 

거기에 존재한다.5)

  이와 같이 주체가 타자와의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인간은 

스스로만을 위한 독립적인 존재자가 아닌, 세계 안의 존재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세계는 각 주체의 태도에 따라 제각기 다른 의미로 

다가오며, 이에 따라 주체와 세계가 맺는 관계의 성격도 각기 다르게 

결정된다.6) 이는 주체가 대상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4) 정정호, 「사르트르, 부버, 레비나스의 타자론 – 주변부 타자 문학론을 위한 시론」, 『새한

영어영문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2001(2), 새한영어영문학회, 2001, p.8.

5) 여기서 「나」라고 말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쓰이는 표현으로, 「나」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 태도를 뜻한다.

Martin Buber, ICH UND DU, 표재명 역, 『나와 너』, 문예출판사, 1990,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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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의 의미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삶의 가치와 방향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삶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불확실성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이 곧 탐구, 성찰의 계기가 된다.7) 이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성찰이 ‘대상을 통한 자기 이해’라는 것은 자기-세계의 

관계 속에서 자아-타자의 만남과 소통 과정을 통해 성찰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대상’, 즉 타자는 주체의 

‘거울’의 역할을 함으로써 성찰을 촉발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점은 

윤동주의 시 작품 「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6) Martin Buber, (Das) Problem des menschen, 윤석빈 역, 『인간의 문제』, 길, 2007, p.30.

7) 심승환, 「사고의 교육적 의미에 의한 고찰」, 『교육문제연구』42,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

구소, 2012, p.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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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8)

  이 시는 윤동주의 현실 인식을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으로, 무엇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찾아 방황하는 시적 자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9) “돌담을 더듬어 눈물짓다/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라는 

부분을 보면, 화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막막함에 눈물짓다가도, 푸른 하늘을 

쳐다보면 부끄럽다고 하였다. 즉 화자는 방황하는 자신과는 달리 푸르기만 한 

하늘을 쳐다보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성찰을 하고 있다. 여기서 ‘하늘’은 

자신의 내면을 비추어보는 ‘거울’의 역할을 하는 타자이다. 즉  ‘푸른 

하늘’이 주체에게 의미 있는 대상이 되면서, 주체는 ‘푸른 하늘’과의 만남과 

감응을 통해 자기 성찰을 하게 된다. 이러한 성찰을 통해 화자는 ‘풀 한 포기 

없는’길을 꿋꿋하게 걸어감으로써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고 참된 자아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이 시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주체의 성찰은 타자와의 관계 

맺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로부터 자기는 타자와의 변증법적 순환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인격이라고 할 

수 있으며, 타자가 없는 나는 존재 근거를 상실한 무의미한 실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0) 이는 타자가 주체의 ‘자기 이해’에 있어 필수불가결

의 존재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 같은 자기 이해의 필수요소로서의 타자는 자기 

동일성을 탈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주체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질적인 존재로 

볼 수 있다. 한편 타자성이 이질적인 존재 그 자체로만 취급된다면, 타자로 인

해 촉발되는 충격은 주체의 새로운 자기 이해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 즉 타자

가 주체에 대해 이질적이면서도 주체의 삶을 둘러싼 맥락과 유의미하게 연결되

8) 윤동주, 『윤동주』, 문학사상사, 2006, p.147.

9) 윤여탁, 『시의 논리와 서정시의 역사』, 태학사, 1995, pp.265.

10) Paul Ricoeur, Soi-même comme un autre, 김웅권 역, 『타자로서 자기 자신』, 동문선, 2006, 

p.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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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존재로서 인식될 때, 타자를 통한 주체의 자아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성찰적 이해’는 학습자가 낯선 타자를 인식하고 

탐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타자와 구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성찰적 이해’는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 세계와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와 방향을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2) 성찰적 이해 제재로서의 한국 현대시의 특징

  문학이란 상상력을 통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이다. 즉 

문학은 예술적 가치를 지닌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는 

실제적 효용을 지니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학은 그것을 읽는 

주체의 내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콜리(J. Collie)와 슬레이터(S. Slater)는 외국어교육에서 문학 작품이 가치 

있고 실제적인 자료(valuable authentic material), 문화적 풍요화(cultural 

enrichment), 언어적 풍요화(language enrichment), 개인적 연관(personal 

involvement)이라는 장점을 가진다고 하였다.11) 이는 문학 작품이 언어활동의 

가치 있는 자료이자 문화 교육의 제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문학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장점은 학습자로 하여금 문학 작품을 배움으로써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문화 능력을 함양하게 하고, 더 나아가 학습자 개인의 

성장이나 개인적 연관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줌으로써 

학습자의 문학 능력을 신장시킨다.12) 한편, 김상욱은 문학작품을 통해 독자는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계와 주체로서의 자아를 한층 더 명료하고 수월하게 

인식할 수 있으며, 나아가 또 다른 주체로서의 타자에 대한 인식과 공감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13) 이런 점에서 볼 때, 문학을 교육한다는 것은 

11) J. Collie & S. Slater, Literature in the Language Classroom : A Resource Book of Ideas and 
Activit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pp.3~6.

12) 윤여탁, 『외국어로서의 한국문학교육』, 한국문화사, 2010,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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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상을 만나게 하는 일이며, 인간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학 장르 중 특히 현대시 텍스트를 성찰적 이해의 제재로 

선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찰적 이해는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반응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한국 현대시는 다른 문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자리’가 많아 학습자의 개인적이고 주체적인 반응을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성찰적 이해 교육의 제재로 적합한 텍스트이다. 이저(W. Iser)에 따르면 

텍스트 내부에는 확정적 의미와 불확정적 의미가 존재하는데, 이때 불확정적 

의미는 독자로 하여금 자기만의 해석을 창조하도록 허락하거나 유도하기까지 

하는 ‘틈새’를 가리킨다.14) 이러한 틈새를 채우는 건 독자의 몫이다. 문학 

텍스트의 이러한 ‘틈새’는 학습자의 구성적 활동을 유도하는데, 독자가 그 

‘빈틈’을 채울 때마다 독자와 텍스트 사이의 의사소통이 시작된다.15) 이렇게 

독자가 ‘빈틈’을 채우는 과정은 학습자가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텍스트의 확정적 의미와 불확정적 의미는 

텍스트와 독자의 상호작용을 유발하며, 이와 같은 상호작용은 본질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석적 행위로부터 발생한다.16) 따라서 시 텍스트는 

독자의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교육 제재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특히 시의 

함축적이고 다의적인 시어는 학습자로 하여금 각기 다른 의미를 지각하거나 

다른 이미지를 재생하게 한다.17) 이로써 발생되는 독자 반응의 차이와 해석의 

다양성은 풍부한 상호작용의 토대가 되며 학습자들의 능동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

13) 김상욱, 「문학교육, 도약을 위한 성찰 -‘삶/생활을 위한’문학교육을 중심으로」, 『문학  

 교육학』38,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p.92.

14) 확장적 의미란 활자화된 말들로 확실히 명시되어 있는 사실들, 플롯 속 사건들, 신체 묘사 

등을 가리 킨다.

Lois Tyson, Critical theory today, 윤동구 역, 『비평이론의 모든 것』, 앨피, 2012, 

pp.372~373. 

15) 차봉희, 『독자반응비평』, 고려원, 1993, pp.231~244. 

16) 위의 책, pp.234~235.

17) 윤여탁, 앞의 책, 2010, 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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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시는 사회와 문화를 반영하며, 작가의 사상⋅감정 등 주관적인 

정서를 다룬다는 점에서 시 텍스트에는 다양한 이질적인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독자의 시 읽기는 낯선 타자와의 만남을 의미한다. 

이때 독자는 텍스트의 맥락과 자신의 맥락을 지속적으로 교섭시키며, 타자를 

이해하려 한다. 이러한 타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고립되고 

배타적인 관점을 성찰하고 나아가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조회하며 새로운 자기 

이해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같이 시가 다양한 타자 경험을 

제공해주고, 학습의 자아 성장을 도모한다는 점은 성찰적 이해 제재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신의 삶에 대한 진솔한 고백을 노래하고 있는 ‘자아성찰 

시’의 경우, 학습자들의 성찰적 이해를 이끌어내는데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자아성찰 시’는 시인 또는 시적 주체가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 당시 

자신의 현재적 상황이나 감정을 토로하거나 과거의 자신을 성찰한다. 이때 시 

텍스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시적 주체의 삶의 모습은 개인만의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회 집단의 경험과 연관되어 있으며 실제 세계를 반영한 것이다. 

인간은 고립된 존재로 살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 창작 주체의 상상적 세계는 

사회⋅역사적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백석의 시 「흰 바람벽이 있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시는 일제강점기에 백석이 만주로 이주한 이후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일제는 관동군을 만주에 주둔시키고 국책으로 대대적인 

농업 이민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그 당시 조선인들에게 만주는 억압과 수탈이 

가속화되는 조선에서 벗어나는 도피처이면서 동시에 ‘갱생과 기회의 

땅’이었다.18) 이 시기에 백석 역시 새로운 희망을 갖고 만주로 이주하였지만, 

그가 직면하게 된 것은 허울뿐인 해방과 또 다른 구속이었다.19)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백석의 시 「흰 바람벽이 있어」는 시적 주체의 경험은 단지 개인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역사와의 밀접한 관계를 이룬다. 

따라서 이 시에서 시적 주체가 좁은 방에 홀로 앉아 흰 바람벽을 바라보면서 

18) 이세기, 『백석, 자기 구혼의 시학』, 소명출판, 2016, pp.182~187.

19) 신철규, 「윤동주와 백석-암흑기 시적 주체의 두 가지 지향」, 『한국시학연구』50, 한국시

학회, 2017,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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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늙은 어머니”와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하는 사색과 성찰은 수난과 유랑으로 가득했던 우리 민족의 암울한 역사에 대한 

성찰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자아성찰 시’에서 표현된 시적 주체의 경험, 

정서, 가치관 등은 사회⋅역사적 현실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자아성찰 

시’에서 일어나는 성찰은 시적 주체와 실제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작품들은 무의식적이긴 하지만 그것들을 읽는 사회에 의해 

‘다시 쓰인다.’라고 할 수 있다.20) 인간은 사회, 문화, 역사적 맥락 안에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동시에 그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적 의미 체계를 

지니기 때문에 읽는 주체의 경험이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 시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아성찰 시’ 읽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성찰은 형상화된 언어 구조물에 대한 의미부여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독자가 그 구조물을 매개로 하여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세계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21) 이와 

같은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는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인간의 보편적 삶을 이해하는 통찰력을 지니게 한다.22) 따라서 

학습자가 ‘자아성찰 시’를 읽는 것은 시적 주체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와의 

소통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자아성찰 시’에서 일어나는 성찰과 ‘자아성찰 시’를 

매개로 한 학습자의 성찰, 이 둘은 현실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서로 상동적(homology)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시적 주체의 성찰 과정이 드러나는 ‘자아성찰 시’는 성찰적 이해 제재로 

활용될 수 있는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그동안 시 교육에서는 일반적으로 타자를 시인이나 화자 등 인물들로 

한정하여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에 따라 구성 

20) Terry Eagleton, Literary theory, 김명환 외 역, 『문학이론입문』, 창비, 2017, p.22. 

21) 민재원⋅구영산, 「시 읽기 교육에서 성찰의 주체 설정 방향 연구-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자아성찰’관련 단원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58, 한국문학교육학회, 2018, p.81.

22) 최홍원,「시조의 성찰적 사고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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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타자가 다양한 것으로 보고, 타자를 시인이나 화자로 한정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박주형 역시 문학을 통해 경험하는 타자를 시인이나 화자로 한정하지 

않고 언어가 함축적으로 환기시키는 타자적인 요소들을 바탕으로, 독자의 상상 

속에서 구성되는 존재로 보았다.23) 즉 문학을 의미를 소통하는 담화로 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성찰이 시 텍스트와의 소통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타자를 시인이나 화자로 한정하여 보기보다는 이들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시 텍스트를 주체의 성찰을 촉발시키는 역할을 하는 타자로 

설정하고자 한다. 물론 학습자가 시 텍스트의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지에 

따라 인식하는 구체적인 타자의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 역시도 

시 텍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시 텍스트’를 타자로 

설정하고자 한다. 부버는 인간은 세계 내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간이 

세계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를 경험으로서의 세계인 근원어 「나-너」와 관계의 

세계를 세우는 근원어 「나-그것」으로 보았다.24) 이같이 부버는 자아와 

타자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와 비인격적인 관계로 구별했는데, 전자의 경우 

관계의 세계를 자연, 사람들, 정신적 존재들 등과 같은 관계의 영역 속에서 

더불어 사는 삶으로 보았다. 즉 「나-너」 대화는 타자와 관계를 맺고, 타자를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후자는 경험과 이용의 주체로서의 「나」로,  

주체인 「나」는 ‘그것’을 특정한 목적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서 

이용하는데, 이때 ‘그것’은 수동적인 대상이 된다.25) 본 연구에서는 부버의 

경험으로서의 세계인 근원어 「나-너」의 이론에 기초하여 주체의 성찰이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화자나 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타자적인 요소들을 내재하고 있는 시 텍스트를 타자로 설정하고자 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시 텍스트를 주체가 자신의 현재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새로운 자기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매개자26)로 

23) 박주형, 「타자 이해에 대한 시교육적 고찰 –한하운의 시를 대상으로」, 『국어교육학연구』  

54(2), 국어교육학회, 2019, p.47.

24) Martin Buber, ICH UND DU, 표재명 역, 앞의 책, 1990, pp.5~10, 

25) 최성식, 『소통과 공존의 철학』, 전남대학교출판부, 2009, pp.71~72.

26) 변광배, 『장 폴 사르트르 시선과 타자』, 살림, 2013, pp.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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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자 한다. 또한 성찰적 이해가 ‘대상을 통한 자기 이해’라는 점에 

주목하여, 자기 이해의 효과적인 매개가 될 수 있는‘자아성찰 시’를 대상으로 

선정해 학습자의 성찰적 이해 양상을 살핀 후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의 원리

  인간의 사고는 주체가 대상을 발견⋅인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지향성과 

그 대상에 의해 자기를 발견하고 이해하게 되는 반성으로 이루어진다.27) 

학습자는 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텍스트와의 능동적인 대화를 통해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게 되는데, 소통을 거쳐 텍스트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은 

궁극적으로 학습자가 ‘새로운 자기 이해’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조선족 학습자가 한국 현대시를 읽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해 양상을 범주화하여,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 과정을 도출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의 원리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과정적이고 순환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시를 이해하는 각 과정에서의 

세부적인 양상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로서 

여기에서는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의 원리를 ‘이해 대상으로서의 타자 

인식’, ‘참여를 통한 다중적 경험의 재구성’, ‘소통을 통한 자기 조회’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이해 대상으로서의 타자 인식

  타자를 인식한다는 것은 단지 ‘타자’의 존재 자체를 인식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체에 의해 대상의 의미가 구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여기서 말하는 

27) 최홍원, 『국어교육, 사고에 답하다』, 역락, 2017, p.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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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는 주체가 어떤 지점에 초점을 맞추어 의미화했는가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러한 대상에 따른 주체의 의식 작용을 ‘지향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지향성’이란 단순히 대상의 존재를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관

함(aboutness)”혹은 “(무엇에) 정향함(directedness)”이라는 특수한 심적 속성

이나 기능 또는 능력을 의미한다.28) 이는 대상의 의미가 그 자체의 속성에 기인

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상황과 목적에 의해 구성됨을 의미한다. 즉, 이해 

대상으로서의 타자 인식은 주체의 지향성에 의해 지각된 것으로 주체의 능동적

인 의미 구성을 요한다. 이뿐만 아니라 성찰이 대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

에서 볼 때, 주체의 지향적 인식이 대상을 어떻게 지각하였는지에 따라 자기에 

대한 이해 역시 달라진다. 이에 대해 최홍원(2008) 역시 대상을 통한 자기 이해

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상과의 특별한 만남과 그에 따른 교호작용이 요청되

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대상을 향한 주체의 지향성이라고 보았

다.29) 따라서 이같이 성찰이 이질적인 타자와의 상호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고 

할 때, 성찰은 주체의 지향성에 따른 타자 인식, 즉 이해 대상으로서 타자를 인

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조선족 학습자들은 대체적으로 어려서부터 조선어를 사용해 

왔고, 초⋅중⋅고 교과과정에서 ‘조선어문’이라는 교과목을 통해 민족어로서

의 조선어와 한국 현대시에 대해 배운 경험이 있다. 현재 그들은 대학교에서 조

선언어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성인 학습자로서 발달된 인지구조를 갖고 있으며, 

한국 문학에 대한 지식과 역사적 배경지식이 풍부한 학습자이다.

  이러한 조선족 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고려하였을 때, 문학 경험과 배경지식의 

활성화가 시 이해에 있어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하이데거(M. Heidegger)는 독자가 텍스트를 읽을 때, 독자는 이미 텍스트

의 전체 의미를 염두에 두고 일정한 맥락 안에 놓고, 일정한 관점에서 그것을 

보며 또한 일정한 방식으로 이해한다고 하였다.30) 가다머(H. G. Gadamer)는 세

28) 김영진, 「지향성에 대한 개념적 오해들」, 『인문학연구』11,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7, p.227.

29) 최홍원, 앞의 글, 2008,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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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선입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말하

는 선입견이란 개인적 차원에서 임의로 만들거나 배제해야 하거나 배제할 수 있

는 그런 편협한 사고가 아니라, 문화나 역사와 같이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온 전

통에 의해 형성된 사고를 말한다.31) 이러한 선입견은 이해의 기본 조건으로 우

리가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학습자가 시 텍스트

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배경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굿맨(K. S. 

Goodman)은 읽기는 심리언어학적인 추측의 게임(A psycholinguistic guessing 

game)이며 표집(sampling), 예측(predicting), 점검(testing), 예측한 내용에 대한 

확인(confirm) 또는 수정(revising)의 지속적인 단계를 통해 독자가 의미를 파악

해가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였다.32) 이때 독자는 단순히 텍스트에 내재되어 있

는 언어의 의미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독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이는 독자가 갖고 있는 배경지식이 시 이해에서 아주 중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조선족 학습자

들의 배경지식의 활용은 다양한 관점에서 타자적인 것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 유

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조선족 학습자의 배경지식 및 자원은 윤동주 

시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윤동주는 한국 문학뿐만 아니라 조선족 문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인이다. 현재 조선족 문학교육에서는 윤동주가 만주에서 태어나 그곳을 

고향이자 삶의 터전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의 작품을 조선족 문학의 범주에 

넣고 정전적인 제재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윤동주의 시 작품은 조선족 

학습자들에게 있어 친숙하며, 학습자들은 문학교육을 통해 윤동주 시를 학습한 

경험이 있으며 이에 따른 풍부한 배경지식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윤동주의 

시를 읽는 과정에서 조선족 학습자들은 다각적인 관점에서 타자적인 요소들을 

풍부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30) Hans Georg Gadamer, Wahrheit und Methode, 임홍배 역, 『진리와 방법: 철학적 해석학의 기

본 특징들 Ⅱ』, 문학동네, 2012, p.139.

31) Richard E. Palmer, Hermeneutics, 이한우 역,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2011, 

pp.298~299.

32) K. S. Goodman, Reading: A Psycholinguistic Guessing Game, Journal of Reading Specialist, 1967, 
p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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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동주는 만주 명동촌에서 태어났다. 윤동주의 집안은 1886년에 함경북도 

종성에서 간도의 자동으로 이주하였으며, 1900년에 명동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윤동주는 자신이 태어난 명동촌을 고향이자 삶의 터전으로 삼았다. 따라서 그의 

시 작품에서 북간도 고향을 떠나 이곳저곳을 떠돌아야 했던 식민지 지식인의 

특별한 고뇌를 형상화한 시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시들은 시인의 

내면적 성찰과 구도자적 삶의 잘 보여주고 있다.33)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王朝)의 유물(遺物)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34) 

  「참회록」은 치욕스럽고 망국의 현실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시인의 

내면적 성찰을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이 시를 보면, 두 종류의 

‘거울’이 등장한다. 1연에 등장하는 거울은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이다.  

‘나’의 얼굴이 ‘이다지도’ 욕된 것은 나를 비추어 주는 ‘구리 거울’에 

‘파란 녹’이 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란 녹이 낀 거울 속에” “남아 

있는” “내 얼굴”은 개인으로서나 어느 왕조의 후손으로서의 “이다지도 

욕될”수밖에 없다.35) 특히 이 시가 윤동주가 일본 유학을 결정하고, 유학을 

위해 창씨 개명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닷새 전에 쓴 작품이라는 점에서 보면, 

시인의 성찰은 유학을 위해 대대로 물려받은 성을 바꿔야 하는 부끄러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36) 따라서 “구리 거울”은 “어느 왕조의 

33) 윤여탁, 「조선족 문학의 위상과 한⋅중 문학교육 연구 –윤동주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  

구』25,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0, p.39.

34) 윤동주, 앞의 책, 2006, p.163.

35) 고정희, 「자화상을 통한 미술과 문학의 융합 교육」, 『문학치료연구』47, 한국문학치료학  

회, 2018, pp.12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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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처럼 시적 자아에게 주어진 것으로, 시적 자아의 과거와 현재를 담아내는 

역할을 한다.37) 이로부터 시인이 “구리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지켜내지 못한 망국의 욕된 자아를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4연에 등장하는 거울은 “밤이면 밤마다” “손바닥 발바닥”으로 닦아야 하는 

거울이다. 이렇게 거울을 닦는 것은 날로 두터워져 가는 “파란 녹”에 

저항하는 것으로, 오랜 세월 구리 거울에 녹이 낀 것을 방치한38) 지난날에 대해 

참회의 시간을 갖겠다는 화자의 자기 성찰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거울은 

주체로 하여금 대상화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데39), 시인이 성찰 과정에서 인식한 타자는 ‘거울’ 속에 비친 또 다른 

‘나’이다. 즉, 「참회록」에서 나타난 시적 주체의 타자 인식은 또 다른 

‘나’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시 텍스트 안에 있는 시적 화자의 타자 

인식과, 시 텍스트를 매개로 한 학습자의 타자 인식에서의 ‘타자’는 서로 

다른 타자를 의미한다. 시 텍스트 안에서 화자가 인식하는 타자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이지만, 학습자가 시 텍스트를 통해 인식하는 것은 ‘나’와는 

다른 이질적인 타자인 것이다. 그러나 시 텍스트 안에서 일어나는 타자 인식은 

주어진 세계에서 주체적으로 형성되고, 시 읽기를 통한 학습자의 타자 인식 

또한 시 텍스트와의 관계에서 주체의 지향성에 의해 지각되는 점은 시 텍스트 

속 타자 인식과 학습자의 타자 인식은 상동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시에는 시대적 상황과 연관을 맺는 내적⋅외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파악은 학습자로 하여금 사회, 문화, 

역사적인 관점에서 타자적인 것과 관계를 맺게 하며, 보다 다양한 타자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준다.

  이처럼 시를 통해 경험하는 타자는 주체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 

36) 이성우, 「견고한 거울과 또 다른 고향: 윤동주 시의 자아성찰과 새로운 세계의 모색」, 

『한국근대문학연구』4(2), 한국근대문학회, 2003, pp.306~308.

37) 위의 글, 같은 곳.

38) 고정희, 앞의 글, 2018, 같은 곳.

39) 송대섭⋅이은영, 「거울(mirror)의 이중적인 구조에 대한 연구 - ‘보는 자’와 ‘보이는   

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 연구』41,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5,   

 p.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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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다. 이렇게 인식된 타자와의 소통을 통해 학습자는 

새로운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 과정에서 

이해 대상으로서의 타자 인식은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 참여를 통한 다중적 경험의 재구성

  성찰적 이해는 자기 자신을 넘어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타자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주체의 성찰은 타자와의 소통을 통해 

가능해지므로, 타자와의 관계 맺기는 아주 중요하다. 이때 주체가 타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거리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성찰의 내용이 달라지는데, 

이 관계에서 학습자의 ‘참여(engagement)40)’가 중요하다. 참여는 타자에 

대한 관심이 내재적 동기에 의해 충족되는 것으로, 주체가 사회적⋅개인적 맥락 

안에서 주도적으로 타자와의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 읽기에서 

학습자는 ‘참여’를 통해 작품 속 주체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고, 그와 

연관되는 자신의 경험을 조회할 수 있다. 즉 학습자는 시 텍스트 세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타자를 자신의 맥락으로 끌어옴으로써 타자를 

이해하게 된다.

  문학은 인간의 삶의 다양한 면모를 깨닫게 해준다. 문학을 흔히 

‘사상⋅감정의 표현’이라고도 하고 ‘가치 있는 체험의 표현’이라고도 

한다.41) 이는 사상이나 감정이 구체적인 체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모든 

사상이나 감정이 다 문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의미 있는 것일 때 

비로소 문학적 가치를 갖는 것임을 뜻한다. 윤여탁은 시적 표현 활동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유 활동 전반은 일차적으로 자신의 삶이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 교육은 시의 표현 단계에서 작용하는 시인의 체험을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의 이해 단계에서 작용하는 학습 독자의 체험에 

40) 참여(engagement)는 어떠한 대상과 관계 맺음을 의미한다. 참여적 읽기에 대한 논의는 인지

적 접근, 사회문화적 접근, 사회적 접근, 독자 반응 이론, 동기 이론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

의되고 있다. 

41)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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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다.42) 이는 학습자의 경험이 시를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문화 속에서 형성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들의 문화 속에서 형성된 경험에 비추어 타자의 경험이 지니는 의미를 

이해하고 재창조하는 과정을 거친다. 학습자는 타자와의 관계 맺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타자의 경험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거나 타자의 체험을 추체험함으로써 타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딜타이(W. Dilthey)에 의하면 체험은 ‘개인의 의식에 직접 주어진 바’를 

뜻하며, 인식 기능을 갖는다.43) 따라서 지식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마다 가지고 있는 개인적 경험이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인식 주체인 학습자들은 고립적이고 제한된 시공간 속이 

아닌 확대된 시공간의 맥락에서 지식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이때 타자와의 

친밀도가 높은 학습자일수록 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즉 

타자의 경험이나 상황이 자신의 경험이나 상황과 맞아떨어질 때 학습자는 

타자의 행위에 대해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고, 이로부터 타자와의 

친밀도를 향상시키게 되며 무엇보다 밀도 높은 타자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학습자의 참여를 통한 경험의 조회는 타자의 시선과 나란히 

서서 사안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며, 타자와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연결고리가 된다.

  특히 삶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시 텍스트의 경우, 학습자들이 몰입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개인적 경험을 사회적 관심의 문제로 확대하여 볼 수 있다. 

1979년에 발표된 정호승의 「슬픔이 기쁨에게」는 정치, 경제, 사회의 불안정한 

시대에 고통스럽고, 소외되고, 아픔을 지닌 민중적 삶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시이다. 이 시는 산업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그들에게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사람들, 즉 그 시대의 사회 공동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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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7, pp.264~265.

43) Wilhelm Dilthey, Erleben, ausdruck und verstehen, 이한우 역, 『체험⋅표현⋅이해』, 책세상, 

2015, 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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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시이다. 이 시에서 시인은 ‘너’에게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이기적인 사랑보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보듬는 것이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 

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는 너”,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너”,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 너”44)를 형상화함으로써 소외된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이기적인 사회 공동체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이를 

비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기적이고 무관심한 ‘너’를 위해 “기다림을 

주겠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소외된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는 의미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는 시인의 태도를 보여준다. 

여기서 비판하고 있는 이기적인 세태는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다르지 

않다. 이와 같이 익숙한 소재를 다루고 있는 시 텍스트의 경우, 학습자들이 

보다 쉽게 시 텍스트에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조선족 학습자는 특수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문화의 맥락에서 형성된 다중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 우선, 

조선족은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중국 공민으로서 중국 교육 제도의 영향을 

받으며 자라왔기 때문에 중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학습자이다. 

다음으로, 조선족은 중국 내에서 민족의 동질성과 문화를 성공적으로 보존하고 

있는, 고유의 전통과 역사 문화를 가진 주체적인 민족 공동체이다. 또한, 잦은 

한국 방문과 매체 경험을 통해 한국의 사회⋅문화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중국과 한국에 대한 사회, 역사, 

문화적 경험을 갖고 있는 조선족의 정체성(identity)은 다양하고 중층적일 

것이다. 정체성은 사회, 역사, 문화적 맥락을 떠나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문화적, 사회적 정의를 반영하고,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되기 때문이다.45) 이와 같이 중국, 한국, 조선족 문화를 

44)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창작과비평사, 1979.

45) 이가영, 「조선족의 한국 경험과 다중적 정체성 -30-40대 여성 조선족에 대한 설문 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기반하여-」, 『중국인문과학』74, 중국인문학회, 2020, p.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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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경험한 조선족 학습자들의 경우, 한국 현대시에 대한 이해가 다른 한국어 

학습자들의 이해와 구별되는 특징을 지닐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 

현대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조선족 학습자들이 ‘참여’를 통해 조회하는 

경험은 개인적인 경험인 동시에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형성된 다중적인 

경험일 것이다.46)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면, ‘참여’를 통한 다중적 경험의 조회는 학습자가 

자신의 감정을 작품 속의 주체에 이입하게 하며, 작품 속의 주체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하게 하며 보다 다양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이때의 공감은 

주체가 타자에 대해 갖게 되는 정서적 심리 상태47)로, 이러한 공감은 학습자로 

하여금 타자의 입장에 서서 타자를 이해하고 아울러 자기 성찰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따라서 시에 대한 성찰적 이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상과 주체 

간의 관계 맺음과 상호 소통이 중요하다.

(3) 소통을 통한 자기 조회

  문학은 특정 경험 및 그에 대한 평가적 반응을 포함하고 있는 표현 행위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언어활동의 양식으로, 읽기 주체가 자신을 포함한 

세계에 대한 풍성한 담론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잠재력을 지닌다.48) 학습자가 

문학 텍스트를 읽는 과정은 작품이 제시하는 상황 및 대상에 대해 탐색하는 

과정이며, 이는 학습자 자신의 경험 속에 축적되어 있는 세계와 대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학습자는 소통 대상으로서 텍스트를 직면하게 

되는데, 이 텍스트는 타자를 항상 담지하고 있으며 잠재적 생산 주체로서 

내면의 타자성을 보유하고 있다.49) 따라서 문학은 ‘타자’에 대한 상상을 

46)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참여’를 통해 자신의 개인 경험, 조선족 공동체의 경험, 사회

⋅문화적 공동체의 경험 등을 조회함으로써 타자를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서는 

Ⅲ장 양상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47) 최지현, 『문학교육심리학 – 이해와 체험에 관한 문학교육적 설명』, 역락, 2014, p.157.

48) 민재원, 「시 읽기 교육에서 정서 체험의 구조와 작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p.146.

49) 손예희, 「시교육에서 타자의 문제에 대한 고찰」, 『교육연구』73,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

제연구소, 2018,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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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새로운 세계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리쾨르는 궁극적인 자기 이해란 기호, 상징, 텍스트와 같은 매개체들을 

해석하며 일어나는 것이라 말한다.50) 이는 자기 이해가 주체와 대상의 관계 

맺음을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 교육은 학습자가 시 텍스트의 이질적인 부분들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텍스트와의 교섭을 통해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학습자가 시 텍스트에 형상화된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자기 성찰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시 텍스트의 논리에 동일화되는 

것이 아니라51), 타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타자의 시선으로 자신을 객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학 장르 중에서도 시 텍스트는 상대적으로 ‘빈자리’가 많은 텍스트이다. 

학습자가 시 텍스트라는 타자를 통해 새로운 자기 이해로 나아가는 성찰 활동은 

학습자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관여를 전제로 한다. 딜타이(W. Dilthey)에 

의하면, “이해는 ‘너’ 안에서 ‘나’를 재발견하는 일”이라고 하였다.52) 

이는 자기 이해가 타자와의 상관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 

텍스트라는 타자와의 관계 맺음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는 다른 세계를 만나는 

것이다. 즉 학습자는 시 읽기를 통해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시 속 세계를 

접하게 되고, 이로써 제한적인 세계 안의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리고 학습자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며, 자아 정체성의 문제를 환기하게 된다. 

  정체성은 다중적인 성격을 띠며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사회 구조와 개인의 

주도성 간의 끊임없는 긴장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이때 정체성은 타자와의 

접촉과 선택의 상황을 통해 더 분명하게 인식되며, 모든 사회적 의미 구성 

행위에 관여한다.53) 이러한 정체성의 특징으로부터 볼 때, 학습자의 정체성은 

50) Paul Ricoeur, Du texte à  l'action, 박병수 외 역, 앞의 책, 2002, p.24.

51) 유종호, 『시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5, p.50.

52) Wilhelm Dilthey, Der aufbau der geschichtlichen Welt in den Geisteswissenschaften, 김창래 역, 

『정신과학에서 역사적 세계의 건립』, 아카넷, 2009, p.452. 

53) 옥현진, 「정체성과 문식성」, 『국어교육학연구』35, 국어교육학회, 2009, pp.36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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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텍스트라는 타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학습자는 타자와의 소통 과정에서 그동안 문제되지 않았던 자아 

인식과 관련된 다양한 의문들을 갖게 된다.54) 학습자는 타자와의 소통을 통해 

보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메타적인 시각을 얻게 되며, 

나아가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타자와의 소통을 통한 자기 조회는 학습자로 하여금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의 

자신을 바라보고55) 성찰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탐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 

3.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 교육의 의의

  본 연구에서 구안하고자 하는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 교육은 지식 축적에 

중점을 두는 기존의 문학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학습자의 능동적인 의미 

구성을 통해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는 교육을 구안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 

절에서는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 교육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능동적 감상 주체로서의 성장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 교육은 학습자가 타자와의 소통을 통해 자기를 

확인하고, 자신의 변화와 발전을 꾀하는 문학교육을 지향한다. 그동안 조선족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문학교육은 교사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해, 텍스트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암기하는 데에 치중되어 

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환기하고 텍스트와 관계 맺음을 함으로써 문학 텍스트의 의미를 

54) 문선영, 「타자 지향의 시 교육 방향 연구」, 『한국언어문화』55, 한국언어문화학회, 2014, 

p.41.

55) 임경순, 『서사표현교육론 연구』, 역락, 2003, 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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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요구된다.  

  시는 빈자리가 많은 텍스트로 해석의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다. 시 텍스트의 

의미는 텍스트에 객관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와 독자의 

능동적인 상호 소통을 통해 구성된다. 학습자들은 자신의 다양한 경험과 

상상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시를 바라보게 되며, 보다 능동적으로 시의 

의미를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는 텍스트 속의 타자를 인식하게 

되고,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즉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 교육은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학습자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촉발하는 등 정의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며,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능동적인 감상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문화적 소통을 통한 자기 이해 능력 신장

  학습자는 시 읽기를 통해 새로운 대상을 만나게 되며 자신과 다른 사고방식, 

가치관을 만나 소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소통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화와 유사한 문화와 상이한 문화를 모두 만나게 된다. 

즉 학습자는 낯선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삶을 마주하게 되고, 문화적 

소통을 통해 자신과 끊임없이 비교하여 차이를 알아가며 타자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능동적으로 성찰하고 내면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자기 이해란 기존의 자기 인식을 확인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조정과 선택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56) 학습자는 시 작품을 통해 타자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상상적 대화를 통해 타자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게 된다. 본 연구의 

대상인 조선족 학습자는 한국 문화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하지만 

56) 김예리나, 「학습자 경험을 활용한 한국어 상호문화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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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각 주체가 한국 문화를 마주함에 

있어 각기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학습자는 시 텍스트와 

적극적인 관계 맺기를 통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화와는 다른 공동체 속의 

타자를 인식하고 이질적인 문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때 학습자는 자신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다양한 경험을 활용하여 자신과는 다른 

타자의 내면을 탐구하게 되고, 자신을 발견하게 되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게 된다. 이처럼 문화적 소통은 학습자로 하여금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게 

하고,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을 넓히며 더 나아가 자기 이해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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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의 양상

  이 장에서는 Ⅱ장에서 살펴본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의 원리에 따라 

학습자가 한국 현대시 텍스트를 읽으며, 타자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성찰적 이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았다. Ⅰ장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에서 밝혔듯이, Ⅱ장의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의 원리는 

학습자가 ‘자아성찰 시’를 읽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학습자들의 한국 

현대시의 이해 양상을 근거이론 방법론에 따라 살펴보고 범주화하여 

도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1, 2차 감상문, 활동지, 토론 내용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습자가 1차 감상문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활동지를 작성한 다음 토론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2차 감상문을 

작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사의 객관성을 위해 시 텍스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인터넷 검색 또한 제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의 원리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과정적이고 순환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가 성찰적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 텍스트를 읽고 타자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학습자는 텍스트 내적 요소, 배경지식, 

상상력 등을 활용하여 타자를 인식하게 된다. 즉 이때의 타자는 학습자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는지에 따라 다양해진다. 둘째, 학습자는 시 텍스트를 

반복적으로 읽는 과정에서 타자와의 관계 맺기를 통해 연관된 자신의 경험들을 

조회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의 조회를 통해 타자를 보다 공감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셋째, 타자와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고립되고 배타적인 관점을 성찰하게 

되고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며 새로운 자기 이해로 나아가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시 텍스트에 대한 이해 과정을 

살펴보면 경험, 사회적 상황 등과 같은 개인적 맥락에 따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학습자들마다 각자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서로 다른 경험을 떠올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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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 장에서는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 양상을 ‘이해 대상으로서의 

타자 인식’과 ‘교섭을 통한 다중적 경험의 재의미화’, ‘소통을 통한 메타적 

자기 성찰’,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 저해 및 촉진 요인’으로 나누어 살

펴보고자 한다.  

1. 이해 대상으로서의 타자 인식

  시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단지 텍스트가 지니고 있는 

객관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텍스트를 이해한다는 것은 

주어진 텍스트를 단서로 활용하여 적합한 지식 구조를 탐색하고 활성화시켜 

기존의 지식 구조를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지식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텍스트 이해가 지식 구조 형성으로 이어질 때, 학습자는 텍스트에 내재되어 

있는 정보를 활용하거나 자신의 배경지식을 취합하기도 한다. 이는 시인이 시 

텍스트에 삽입해놓은 지식과 학습자의 지식이 만나면서 이해의 지평에서 양자 

간의 지식 구조가 조율되는 과정이다.1)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시의 의미를 

구성하게 되며, 시 텍스트에 내재되어 있는 타자를 인식하게 된다. 이때의 

타자는 단지 ‘나’와는 다른, 어떤 이질적인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지향성에 따라 이해 대상으로서 인식될 때 그 의미가 있다. 

  학습자는 시를 읽는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추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텍스트의 내적 정보, 배경 지식 등을 활용하여 시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타자적인 것과 관계를 맺고자 하였다. 한편 주체의 

성찰이 “대상을 통한 자기 이해”라는 점에서 볼 때, 학습자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에 따라 인식되는 타자의 층위가 다양해진다는 점은 자기 이해의 내용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에 있어 이해 대상으로서의 타자 인식은 아주 중요한 과정 중의 

1) 박수자, 『읽기 지도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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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이해 대상으로서의 타자 인식’을 ‘텍스트 내적 정보

를 통한 타자 인식’, ‘배경지식의 활성화를 통한 타자 인식’으로 나누어 살

펴보고자 한다.

(1) 텍스트 내적 정보를 통한 타자 인식

  텍스트 내적 정보를 통한 타자 인식은 학습자가 시 텍스트 문면에 드러나는 

정보를 중심으로 텍스트의 전체나 일부분의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타자를 

인식하는 양상이다. 학습자는 주로 시 텍스트의 제목이나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바탕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타자를 인식하고자 하였다. 시 

텍스트에서의 상징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명사로 나타나며, 그것이 소통되는 

문화 속에서 갖는 고유한 지시적 의미를 보존한다.2) 학습자들은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시의 함축적이고 모호한 문맥을 토대로 하여 대상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1차적 의미와 일정한 상관성을 갖는 다양한 2차적 

의미에 논리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징적 의미에 대한 해석을 통해 

학습자들은 이해 대상으로서의 타자를 인식하였다.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이 부분에서 

‘밤’은 자기성찰의 시간이자 암울한 상황을 암시한다. 거울을 닦는 행위는 

화자가 끊임없이 자아를 성찰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화자가 밤에 거울을 

닦는 행위는 화자가 자아를 성찰하면서 현재의 암담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다고 이해하였다. [참회록3)-01]

2) 박주형, 「시 텍스트의 상징 해석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p.20.

3) 윤동주의 시 「참회록」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어느 왕조(王朝)의 유물(遺物)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나는 나의 참회(懺悔)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만(滿) 이십사 년(二十

四年) 일 개월(一個月)을/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

에/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懺悔錄)을 써야 한다./-그때 그 젊은 나이에/왜 그런 부끄런 고백

(告白)을 했던가.//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그러면 어

느 운석(隕石)밑으로 홀로 걸어가는/슬픈 사람의 뒷모양이/거울 속에 나타나온다.//윤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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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 색이 저에게 주는 느낌은 ‘순수함’, ‘깨끗함’과 같은 좋은 뜻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오색찬란한 물감들로 가득 채워져야 할 백지장이 자신의 역할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흰색 본연의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쓸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ⵈⵈ 시를 읽다보면 화자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흰 바람벽을 

마주보며 초라한 자신, 자신의 어머니,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혼자 쓸쓸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자신만 쓸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라면서 

자기를 위로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흰 바람벽이 있어4)-04]

  [참회록-01] 학습자의 경우, 시 텍스트의 특정한 구절이 시적 상황에 대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 학습자는 ‘밤’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데, ‘밤’의 의미를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밤의 어두움을 부정적 상황을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학습자는 ‘밤’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을 암울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거울’을 성찰의 매개체로 해석하면서, 그 속에서 거울을 

닦는 행위가 의미하는 바를 자아성찰을 통해 암울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로 이해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텍스트 문면에 드러난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윤동주』, 문학사상사, 2006, p.163.

4) 백석의 시 「흰 바람벽이 있어」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이 흰 바람벽에/희미

한 십오촉(十五燭)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때글은 다 낡은 무명샤쓰가 어두운 그림

자를 쉬이고/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이 흰 바람벽에/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

다/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고 무

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어늬 먼 앞대 조

용한 개포가의 나지막한 집에서/그의 지아비와 마주앉어 대구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벌

써 어린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그런데 또 이즈막하야 어느 사이엔가/이 흰 바

람벽엔/내 쓸쓸한 얼골을 쳐다보며/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

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어가도록 태어났다/그리고 이 세상을 살어가는데/내 가슴은 너무도 많

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찬다/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하늘이 이 세

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

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

나귀가 그러하듯이/그리고 또 ‘프랑시쓰 쨈’과 도연명(陶淵明)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

가 그러하듯이//백석, 『백석』, 문학사상사, 2005,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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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는 것을 바탕으로 시 텍스트와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면서 시적 상황을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자아성찰을 하면서 현재의 

암담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타자를 인식하였다. 이처럼 학습자가 거울을 

닦는 화자를 자아성찰을 통해 암울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타자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밤’과 ‘거울’이 지니는 상징적인 의미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 시 텍스트의 맥락을 파악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한편, 

[흰 바람벽이 있어-04] 학습자 역시 시적 언어를 통해 구체화되는 시적 상황을 

상상함으로써 타자를 인식하였다. 이 학습자는 텍스트 문면의 정보를 활용하여, 

화자가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흰 바람벽을 마주보며 자신, 자신의 어머니,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장면을 구성하였다. 

학습자의 감상문 중 “흰 색이 저에게 주는 느낌은 ‘순수함’, ‘깨끗함’과 

같은 좋은 뜻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오색찬란한 물감들로 가득 채워져야 할 

백지장이 자신의 역할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흰색 본연의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쓸쓸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자는 

‘흰 색’이 의미하는 바는 ‘쓸쓸함’이며, 이것이 화자의 쓸쓸하고 외로운 

정서를 보여준다고 이해하였다. 또한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그리고 또 ‘프랑시쓰 쨈’과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라는 부분에서 화자 자신만 쓸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위로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였다. 이 두 학습자의 경우, 시의 문맥 속에서 시어의 의미를 관계 지어 

보면서, 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구성하면서 타자를 인식하였다. 시적 상황에 

대한 이 같은 구성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장면을 상상하게 하면서 

타자를 인식하게 하고, 나아가 시적 정서를 인지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이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들 중 텍스트 문면에 드러난 시적 언어의 상징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통해 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상함으로써 타자를 

인식하는 양상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학습자가 시 텍스트 속 타자를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은 시 텍스트에 주어진 특정 시어나 상황만으로 시의 

의미를 단편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시 텍스트의 구조를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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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구조 내 각 요소들의 관계를 고려하여 시적 상황을 구성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통해 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이러한 학습자들은 타자를 단독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타자가 

놓여있는 맥락에 대한 탐색을 통해 보다 풍부하게 타자를 이해하는 데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   

  다음은 학습자가 시 텍스트의 제목을 바탕으로 시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타자를 인식한 양상이다.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들 중, 제목이 가지는 

의미를 통하여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타자를 인식하는 양상이 다수 

나타났다. 특히 서정주의 「자화상」, 윤동주의 「참회록」을 읽은 학습자들이 

제목이 가지는 의미를 토대로 시를 이해하고자 하였다.5) 서정주의 

「자화상」은 시의 제목처럼 화자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으로, 지난날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치열한 삶에 대한 강한 극복 의지를 노래하고 있으며, 

윤동주의 「참회록」 역시 제목처럼 화자의 삶에 대한 성찰과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시의 제목이 

내포하는 의미와 시의 전반적인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시 텍스트의 

제목으로부터 시의 의미를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텍스트의 제목으로부터 시의 의미를 이해하고 타자를 인식하는 

양상에서 학습자들의 오독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동료 학습자들과의 

토론에서 자신이 시를 이해하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학습자 양상의 

일부분이다. 

  S: 저는 솔직히 이 시를 처음 보았을 때 사랑 시인 줄 알았습니다. 슬픔은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졌을 때를 의미하고 기쁨은 연인과 사랑하고 있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즉 이 시는 화자가 자신이 사랑하는 

5) 다음은 제목을 바탕으로 타자를 인식한 양상이다. 

참회록이란 사전적 의미로 지나간 잘못을 참회하는 내용을 적은 기록을 뜻하는 말이다. 시 

「참회록」은 화자의 자아성찰적 삶의 태도에 대하여 쓴 것 같다. [참회록-07]

이 학습자의 경우, 제목으로부터 시의 내용을 추론하면서 타자를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학습자의 경우, 참회록의 뜻을 파악하는 데로부터 자아성찰적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화

자, 즉 타자를 인식하였다. 



- 45 -

애인을 기다리는 시인 줄 알았는데, 시를 반복적으로 읽어보고 생각해보니, 

시에서의 ‘슬픔’은 소외된 사람들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따뜻한 사람, 

‘기쁨’은 이기적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슬픔이 

기쁨에게6)-03]

  [슬픔이 기쁨에게-03] 학습자의 경우, 시적 언어, 텍스트 구성 등에 대한 

충분한 언어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이를 활용하기 보다는 시의 제목으로부터 

시의 내용을 추론하려고 하였다. 이 학습자의 경우 시를 반복적으로 읽는 

과정에서 시 텍스트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잘못 되었음을 인지하고 

수정하였지만, 학습자의 진술에서 보면 해석 과정의 초반에는 ‘슬픔’은 

연인과 헤어진 상황, ‘기쁨’은 연인과 사랑을 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고 추론하면서 시의 내용을 화자가 자신이 사랑하는 애인을 기다리는 사랑 

시로 잘못 이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학습자는 사랑하는 애인을 

기다리는 타자를 인식하게 되었다. 이는 학습자가 시 텍스트의 내용보다 시 

텍스트의 제목에만 의존하여 시를 해석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즉 이 시의 

경우 제목만으로 텍스트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칫 시에 대한 

오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특정 시의 경우 시 

텍스트의 제목으로부터 시의 의미를 추론하는 것이 시 이해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시 작품은 제목만으로는 유의미한 의미를 

도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타자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시의 제목 외에 다른 

내적 정보나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시의 의미를 구성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추가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6) 정호승의 시 「슬픔이 기쁨에게」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귤 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단 한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죽을 때/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무관심

한 너의 사랑을 위해/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

다./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추워 떠는 사람

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정호승,「슬픔이 기쁨에게」, 창작과비평사, 1979, p.12. 



- 46 -

  이외에도 시 텍스트의 내용을 기술하는 것을 통해 시를 이해하고, 타자를 

인식하는 양상들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김수영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와 정호승의 「슬픔이 기쁨에게」를 읽는 학습자들은 주로 텍스트의 

내용을 그대로 나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시 텍스트를 이해하면서 타자를 

인식하는 양상이 다수 나타났다. 이는 시 텍스트의 특징과 연관된다. 김수영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는 서사적 특징을 띠고 있는 작품으로 ‘50원짜리 

갈비’, ‘스폰지’, ‘구청 직원’ 등과 같은 일상적인 시어를 활용하여 현실 

생활을 형상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정호승의 시는 ‘슬픔’, ‘기쁨’등과 

같은 인간 존재의 보편적인 감정이나 정서를 다루고 있다. 「슬픔이 

기쁨에게」는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 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사람’과 같이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상황을 다룬 시 텍스트들은 학습자가 심층적인 사고 과정 없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시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서술할 때에도 시 

텍스트의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여 서술하는 특성을 보인다.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귤 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질 않은/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죽을 때/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부분에서 시의 의미를 조금은 알 수 있었다. 이 시는 다른 사람의 

힘든 상황이나 처지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본인의 행복밖에 볼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을 묘사하면서 점점 무관심으로 가득 차는 세상에 대해 한탄하고 

있다. 또한 타인의 고통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차가운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슬픔이 기쁨에게-02]   

  이 시에서는 왕궁의 음탕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라고 설렁탕집 

주인에게 욕을 하고 정정당당하게 잡혀간 소설가를 위해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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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월남 파병을 반대하지 못하였으며, 20원을 받으러 세,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 자신을 폭로하고 있다.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7)-07]

  위 양상은 학습자가 시 텍스트의 내용을 토대로 시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음을 보여준다. [슬픔이 기쁨에게-02] 학습자는 시 텍스트에서 서술하고 

있는 대상인 “추위에 떨고 있는 할머니”, “귤 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 

“동사자가 얼어 죽을 때 무관심한 너”등을 통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 학습자는 시 텍스트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 텍스트에서 서술하고 있는 대상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즉 학습자는 이기적인 

세태에 대해 한탄하고 이를 타자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텍스트에 내재되어 있는 

대상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학습자는 이 시가 무관심으로 가득 찬 차가운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해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시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텍스트의 상황을 구성하는 것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의미를 추론함으로써 타자를 인식하고 시 텍스트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양상이다.   

  반면,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07] 학습자의 경우, 시 텍스트 내용의 

7) 김수영의 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저 王宮 대신에 王宮의 음탕 대신에/五十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

고/옹졸하게 욕을 하고//한번 정정당당하게/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언론의 자유를 요구하

고 越南파병에 반대하는/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二十원을 받으러 세 번씩 네 번씩/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情緖로/가로놓여 있

다/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부산에 포로수용소의 第十四野戰病院에 있을 때/정보원이 너

어스들과 스폰지를 만들고 거즈를/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경찰이 되지 않는다고/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너어스들 옆에서//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폰지 만들기와/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

명에 지고/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떨어지는 은행나무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絶頂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

서 있다/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그러니까 이

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이발쟁이에게/땅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구청직원에게는 못

하고 동회직원에게도 못하고/야경꾼에게 二十원 때문에 十원 때문에 一원 때문에/우습지 않

느냐 一원 때문에//모래야 나는 얼마큼 적으냐/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적으냐/정말 

얼마큼 적으냐ⵈⵈ//김수영, 『김수영』, 지식산업사, 1983, pp.19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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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분을 그대로 나열함으로써 화자가 사회의 부조리에 대하여 저항은 하지 

못하지만 사소한 일에만 분노를 표출하는 자신을 폭로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부분에서 학습자가 텍스트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의 부조리에 

저항하지 못하고 힘없는 자들에게만 옹졸하게 반항하는 자신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는 타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학습자의 경우, 시 텍스트의 

내용에 기초하여 타자를 인식하고 시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보였으나 시 

텍스트에 대한 지시적 이해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유의미한 이해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시를 읽는 과정은 학습자가 텍스트의 빈자리를 채우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 학습자의 경우 텍스트의 내용을 나열하는 것에만 그치고 있다. 

이는 시 텍스트만을 표상하는 것 일뿐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시의 의미를 

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시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인용하는 

학습자들의 양상은 시 텍스트의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함축적인 시어가 많은 시 텍스트의 경우 문면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시적 상황에 대한 구성이 어려워지므로 학습자들이 타자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위의 양상들을 정리해보면, [슬픔이 기쁨에게-02] 학습자의 경우, 시 

텍스트에 대한 지시적 이해를 바탕으로 타자를 인식하고 시적 상황을 

구성함으로써 시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에 비해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07] 학습자의 경우, 시 텍스트에 대한 지시적 이해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타자를 인식하는 데에 성공하였으나 대상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시 텍스트의 내용에만 

기반을 두고 타자를 인식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자 할 경우, 시 텍스트에 대한 

지시적 이해가 바탕으로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2) 배경지식의 활성화를 통한 타자 인식

  이해와 해석의 주체인 독자의 사고는 자기 자신의 맥락과 텍스트의 맥락을 

지속적으로 교섭시키며 인식의 틀을 만들어 간다.8) 시를 읽는다는 것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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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는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작가가 제시한 내용을 자신의 지식으로 

병합하면서 시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즉 

학습자들은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시의 의미를 구성하면서 타자를 

인식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조선족 학습자들은 중국의 소수민족 언어교육 정책 하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육과정에서 조선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교육을 받은 이중 언어 학습자이다. 이들은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중국 문학, 조선족 문학, 한국의 문학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문학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윤동주, 김소월, 김춘수 등 시인들의 시를 

학습한 경험이 있는 학습자일 뿐만 아니라 의무교육 단계에서 중국 역사를 

포함한 세계 역사를 학습한 경험이 있는 학습자로, 한국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또한 갖추고 있다.

  배경지식의 활성화를 통한 타자 인식의 양상에서는 학습자가 자국 문학교육과 

역사 교육을 통해 학습한 문학 지식과 역사 지식을 활용하여 시를 이해하면서 

타자를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먼저 학습자가 작가의 정보, 작품이 창작된 

시대적 배경 등의 문학 지식을 활용하여 시를 이해하면서 타자를 인식한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윤동주는 중국 조선족 저명한 민족 시인이자 향토 시인이다. ‘윤동주 시인의 

시’라고 하면 ‘자기 반성적, 고백적, 성찰적’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이 시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수록된 시로 함축적인 자아성찰적인 마음으로 쓴 

시이다. 일제에 탄압되고 억압당한 여느 문인들과 다르게 진정으로 자신의 

부끄러움과 참회를 알았던 시인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시인이 왜 그토록 자아를 

찾고 싶어 하였는지 왜 길이라는 시를 썼는지를 새삼 실감할 수 있었다. [길9)-01]

8) 이상아, 「아이러니를 통한 반성적 시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p.26.

9) 윤동주의 시 「길」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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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담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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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01] 학습자는 작품을 감상함에 앞서 기존에 알고 있었던 시인에 대한 

문학 지식을 활용하여 시를 이해하였다. 학습자는 시인 윤동주를 ‘민족 

시인이자 향토 시인’이라고 평가하면서 그의 시가 ‘자기 반성적, 고백적, 

성찰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였다. 학습자의 이러한 배경지식은 조선어문 

교육에서 배웠던 한국 현대시에 대한 학습 경험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학습자는 윤동주 시인에 대한 일정한 배경지식을 갖고 있으며, 이를 시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학 지식을 바탕으로 「길」 역시 화자의 자아성찰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시라고 이해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인지하여, 

시인의 생애를 ‘부끄러움과 참회’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을 통해 학습자가 

시의 창작 배경에 대해 깊이 있게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학습자는 

시인의 생애에 대한 배경지식을 갖고 있었기에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자아를 잃어버렸을 시인의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는 이 시의 제목이 왜 

‘길’이어야 하는지, 시인이 왜 그토록 자아를 찾으려고 했는지에 대하여 

실감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시인의 생애, 시대적 배경, 시의 특징 

등 문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타자에 대한 이해를 풍부히 하고자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들 중 「길」을 읽는 과정에서 사전에 시인에 

대한 정보, 시대적 배경 등 시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시를 이해하고 타자를 인식하는 

학습자가 상당수를 차지하였다.10) 이 학습자들이 시를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시인의 생애, 시대적 배경, 시의 성격과 같은 문학적 지식을 적극 활용할 수 

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내가 사는 것은, 다만,/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윤동주, 

앞의 책, 2006, p.147. 

10) 문학 지식을 활용하여 시를 이해하고자 한 학습자들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윤동주의 작품을 좋아하여 그의 시들을 참 많이 찾아 읽었다. 「길」은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윤동주 선생의 암흑한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낼 자신의 자아와 떳떳한 절개를 울림 있게 

전하며 독자의 삶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하였다. [길-02]

윤동주 시인의 시에서 ‘부끄러움’은 하나의 시적 정서로 많이 쓰인다. 이 시 역시 화자의 

부끄러움을 잘 보여주는 시이다. [길-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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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것은 조선어문 교과과정에서 윤동주 시인의 「새로운 길」을 학습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문학교육을 통해 배우게 된 특정한 시어나 

시인의 경향에 대한 이러한 배경지식은 시의 전반적인 해석 방향을 가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학습자들은 윤동주 시인의 시 

자체가 ‘자기 반성적, 고백적, 성찰적’ 성격만을 띠고 있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시의 의미를 이해하였다. 학습자들의 이와 같은 기계적인 반응은 결과 

중심의 문학교육의 영향으로 인해 형성된 것으로 학습자들의 시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을 제한한다. 이 경우 학습자는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시 텍스트 속 

타자를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없으며, 표면적인 이해에만 머물러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문학 지식을 활용할 경우 타자를 보다 쉽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특정 시인에 대한 학습자들의 고정관념이 오히려 

오독으로 이끌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배경지식을 

활성화하는 것을 통해 시를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다른 학습자와의 

상호소통 속에서 이해를 확장시켜 가는 활동 등 학습자들이 특정한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는 교육적 처치가 필요하다. 

  한편, 학습자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자를 

인식하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 시기, 일본의 폭주 속에서 변절한 문학인이 하나, 둘 넘쳐나던 

어두웠던 시대에 시인 윤동주가 선택한 길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을 것이다. ⵈⵈ 
한낱 일개 식민지 지식인이라는 틀 안에 그가 할 수 있는 저항도 한정적이었을 

것이다. 일본의 고문정치 속에서 조선이 억압 받는 현실에 역사는 끊임없이 

윤동주 시인의 삶을 틈입했고, 그 속에서 시인은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자신을 

원망하지만 그 속에서도 담 저 쪽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라고 밝힌 부분은 

그것마저 끌어안은 시인의 강인한 모습이 사뭇 체현된다. [길-04]

  [길-04] 학습자는 일본의 폭주 속에서 변절한 문학인이 하나, 둘 생겨나는 

상황 가운데, 이들과는 다르지만 식민지 지식인이라는 틀 속에서 한정적인 

저항을 하는 윤동주 시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가 시를 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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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윤동주 시인에 대한 일정한 배경지식을 환기하고 있고, 이를 활용하여 

시의 시대적 배경이 ‘일제강점기 시대’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학습자는 ‘일제강점기 시대’라는 역사적 배경에 주목하여 

일제강점기 시대의 역사적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면서 타자를 

인식하고자 하였다. 학습자는 당대의 변절한 문학인, 한정적인 저항, 억압받는 

현실과 같은 역사적 정보를 활용하여 이 시의 시대적 상황과 화자의 입장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원망하는 모습마저 

끌어안은 시인의 강인한 모습이 체현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텍스트 속 타자를 

인식하고, 텍스트 속에 표현되어 있는 타자의 태도나 가치관에 대해 깊이 있게 

사고한 결과이다. 이처럼 역사적 지식을 활용하여 시대적 배경을 인지하고 

타자와 시적 상황에 대해 분석하는 학습자의 경우, 함축된 시 텍스트에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여 보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시 텍스트가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나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의 학습자들에게서도 역사적 배경에만 지나치게 

주목하여, 역사적 지식과 텍스트 내용에 대한 해석을 유기적으로 연결 짓지 

못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즉, 학습자는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는 데에만 

그쳐, 이해 대상으로서의 타자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다음은 서정주의 

「자화상」을 읽고 쓴 학습자의 감상문의 일부분이다. 

  외할아버지 갑오중일전쟁 때 희생당하였다. 1894년 9월 16일, 일본군은  평양을 

점령하였고 조선반도 전체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다. [자화상11)-01]

11) 서정주의 시 「자화상」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애비는 종이었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파뿌리같이 늙은 할머니와 대추꽃이 한 주 서 

있을 뿐이었다./어매는 달을 두고 풋살구가 꼭 하나만 먹고 싶다 하였으나ⵈⵈ흙으로 바람벽 

한 호롱불 밑에/손톱이 까만 에미의 아들./甲午年이라든가 바다에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는

다 하는 외할아버지의 숱 많은 머리털과/그 커다란 눈이 나는 닮았다 한다./스물 세 해 동안 

나를 키운 건 八割이 바람이다./세상은 가도 가도 부끄럽기만 하더라./어떤 이는 내 눈에서 

罪人을 읽고 가고/어떤 이는 내 입에서 天痴을 읽고 가나/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진 않으련

다.//찬란히 틔어 오는 어느 아침에도/이마 위에 얹힌 詩의 이슬에는/몇 방울의 피가 언제나 

섞여 있어/볕이거나 그늘이거나 혓바닥 늘어뜨린/병든 수캐마냥 헐떡거리며 나는 왔다.//서

정주, 『서정주 문학전집』, 일지사, 1972, pp.3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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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주의 「자화상」의 시대적 배경은 1894년에 발발한 동학 농민 운동이지만 

[자화상-01] 학습자의 경우, ‘갑오중일전쟁’이라는 중국의 역사 지식을 

환기하고 있다. 이처럼 조선족 학습자가‘갑오년’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인식하였지만, 동학 농민 운동이 아닌 ‘갑오중일전쟁’이라는 중국의 역사 

지식을 환기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화상-01] 학습자가 시의 시대적 

배경이 갑오중일전쟁이라고 생각한 것은 시 텍스트의 “갑오년이라든가 바다에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외할아버지”라는 부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학습자는 ‘갑오년’이라는 시어를 바탕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역사 지식의 

체계 안에서 ‘갑오중일전쟁’이라는 것을 환기하여 시의 시대적 배경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학습자가 ‘갑오년’이라는 시대적 배경에서 ‘동학 농민 

운동’이 아닌, 같은 시기에 발발한 ‘갑오중일전쟁’이라는 역사 지식을 

환기한 것은 조선족 학습자가 중국의 교육 제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학습자는 시 텍스트에서 “바다에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는 

할아버지”와 시대적 배경이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갑오중일전쟁이라는 역사적 배경으로부터 할아버지가 

전쟁으로 인하여 희생당했다는 것을 추론하고 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희생당했다’는 학습자의 추론은 시 텍스트의 의미 

이해에 있어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학습자의 

경우, 시를 읽고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특정한 시어에 대하여 인식하여 

자신의 역사 지식을 환기하는 데에만 그쳤기 때문에 이해 대상으로서의 타자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즉 학습자는 자국의 역사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 

현대시를 이해하고자 하였으나, 시 텍스트의 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결 짓지 

못하고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는 데에만 그쳤기 때문에 시 텍스트에 대한 

유의미한 의미를 도출하지 못할뿐더러 시 텍스트 속 타자적인 것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역사 지식을 활용하여 시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 

학습자의 양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역사적 사실에만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은 

시 텍스트의 적절한 의미 이해에 도움이 되지 못할뿐더러 이해 대상으로서 타자 

인식에 어려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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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이 역사 지식에만 얽매이지 않도록 하는 교육적 처치가 필요하다.

  다음은 학습자가 텍스트의 내적 정보와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타자를 

인식하고자 한 양상이다. 

  이 시의 제목을 보니,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 것 같다. 이 시에서는 ‘구리 

거울’과 ‘거울’이 등장한다. 거울은 보통 반성과 성찰의 상징으로 쓰인다. 

시에서의 ‘구리 거울’은 몰락한 왕조를 믿고 따른 과거의 자신의 치욕에 대한 

반성을 의미한다. 특히 구리 거울 속에 일본식민지로 전락되어, 왜놈들의 지휘를 

받고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욕되 보인다고 하였다. 두 번째로 등장한 

‘거울’은 매일 자신을 뒤돌아보며 갖는 자아성찰의 시간을 뜻한다. 화자는 

‘거울’이라는 매개물을 통해 꾸준히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참회록-02]

  [참회록-02] 학습자의 경우, 먼저 시의 제목으로부터 텍스트의 의미를 

추론하였다. 학습자는 「참회록」이라는 시의 제목으로부터 시 텍스트의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시 텍스트의 내용에 대한 추론을 

바탕으로 학습자는 시 텍스트를 읽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텍스트 속 “구리  

거울”과 “거울”에 주목하여 시 텍스트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 학습자는 시 

텍스트에서 ‘거울’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 대한 해석이 

시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학습자는 ‘거울’이 지니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반성’과 

‘성찰’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는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이다지도 

욕될까”라는 구절에서 ‘구리 거울’을 몰락한 왕조를 믿고 따른 과거의 

치욕스러운 자신에 대한 반성이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부분에서도 학습자는 ‘거울’이 

화자가 매일 자신을 뒤돌아보며 갖는 자아성찰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즉 

학습자는 ‘거울’이 가진 상징적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시의 화자가 꾸준히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이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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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이 학습자는 텍스트의 내적 정보와 역사 지식을 연결 지어 시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화자가 자신의 모습이 욕되어 보인다고 한 부분에 

대해,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과 관련해 학습자가 가지고 있던 역사적 

지식을 연결 지어 화자가 식민지 치하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한다고 해석한 점이 그러하다. 이는 시어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학습자의 해석이 전체 텍스트 의미와의 연계 속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시 

텍스트의 다른 정보들과 모순되지 않는 가운데 해석의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교섭을 통한 다중적 경험의 재의미화

  시 읽기가 학습자들에게 유의미한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학습자와 

텍스트 사이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학습자는 시를 읽는 과정에서 단순히 

시어나 시적 표현만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로부터 주어지는 정보를 

토대로 자신과 연결되는 지점을 확보해야 한다. 자신과의 연결을 통한 시 

텍스트와의 상호적인 소통은 학습자로 하여금 성찰적인 사고를 촉발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성찰적 사고를 촉발시키는 자극을 탐색하는 것은 학습자의 몫이다. 

  학습자는 시 읽기의 과정에서 이질적인 타자를 경험하게 되면서 자신의 경험

역을 확대하게 된다. 즉 학습자는 타자와의 소통을 통해 시 텍스트에 적극적으

로 개입함으로써 개인적 맥락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형성된 자

신의 다중적인 경험을 조회하게 된다. 이러한 다중적 경험의 조회는 학습자들이 

산출한 불완전한 해석을 보완하는 기회를 마련해줄 뿐만 아니라, 타자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한다. 이때 학습자가 환기한 다중적 경험 역시 타자와의 교섭

을 통해 재의미화 된다. 실험에 참여한 조선족 학습자들의 양상을 살펴보면, 자

신의 경험역 안에서 타자와의 공통분모가 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습자 개개인이 지닌 사회⋅문화적 맥락과 처한 사회

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시를 읽더라도 상이한 경험을 조회하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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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교섭을 통한 다중적 경험의 재의미

화’의 양상을 ‘시 텍스트의 문제의식에 의한 개인적 경험의 재의미화’, ‘시 

텍스트의 사회⋅문화적 요소에 의한 공동체 경험의 재의미화’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

(1) 시 텍스트의 문제의식에 의한 개인적 경험의 재의미화

  시 읽기는 학습자와 텍스트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학습자는 

자신이 살아오면서 직접 겪었던 개인적인 삶의 경험과 같은 자신의 상황을 시 

텍스트와 연결 지어 소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학습자의 적극적인 

개입은 시 읽기를 통해 텍스트의 상황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접점을 마련하는 것으로 학습자 개개인의 주체성 확립과 연결된다.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양상을 살펴보면, 동일한 작품에 대해 서로 다른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조회하는 것을 통해 시 텍스트의 의미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시를 읽고 ‘화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더욱 화자에게 공감을 할 수 있었다. 나 역시 권세가 행사하는 

부당함 앞에서 그 부당세력에 맞서고 반항하는 것이 아닌, 그저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안일한 태도만을 취해왔다. 마음속에서 ‘부당하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몰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상황에 또는 

당장의 이익에 피해라도 갈까봐 하는 조바심에서였다. 또한 화자처럼 부당하게 

권세에 맞서야 할 행위들을 자신과 같은 약소군체들에게 행한 적이 있다. 늘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우월한 감정을 느끼며, 그들에게 따뜻하지 

못했다.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05]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05] 학습자의 경우, 사회의 부조리에 저항하지 

못하고 사소한 것에만 불만을 표출하는 시 텍스트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조회하고 재의미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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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습자는 사회의 부조리에 저항하지 못하고 사소한 것에만 불만을 표출하는 

화자의 경험을 파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 학습자는 본인이 화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서 자신의 기억을 떠올리며 

화자에게 공감하였다. 학습자는 자신 또한 권력이 앞서는 부당함 앞에서 

불가피하게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안일한 태도를 취해 왔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화자가 권력 앞에 무너지고 약자들에게 분노와 증오를 표현하였듯 학습자 또한 

강자들에게 받았던 불이익을 약자들에게 전달하였던 경험들 속에서 화자의 

모습과 비슷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감정이입을 한 것이다. 이는 시 

텍스트와의 교섭을 통해 학습자는 타자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기되지 않았던 ‘나’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의 문제적 상황과 비슷한 개인적 경험을 조회하는 

것은 타자에 대한 공감적인 이해의 계기를 제공해주며, 자신의 삶의 경험에 

대해 되돌아보고 재의미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다. 즉 시 텍스트의 

문제의식에 의한 개인적인 경험의 재의미화는 학습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게 함으로써 타자를 더욱 공감적으로 이해하도록 

이끄는 것이며 나아가 자신의 내면을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 대부분이 시를 읽고 일상생활에서의 개인적 

경험을 환기하였고 시 텍스트와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시에 대한 이해를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부 학습자는 시를 읽고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환기시켰지만 시 텍스트와 유기적으로 연결 짓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경험만을 이야기하는 데에 그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 시는 화자의 유년 시절, 성장 과정을 담고 있다. 나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지냈다. 지금은 부모님이 곁에 없는 것이 습관이 되어 괜찮지만, 사춘기 

시절에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아주 많았었다. 용기를 내어 부모님한테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였지만 돌아오는 말은 늘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말뿐이었다. 또 부모님은 늘 미안한 마음을 경제적으로 

보상해주기도 하였다.ⵈⵈ [자화상-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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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화상-05] 학습자는 시가 화자의 유년 시절의 성장 과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해하였다. 즉 이 학습자는 화자의 유년 시절의 성장 

과정으로부터 사춘기 시절 ‘부모의 부재’로 인해 힘들었던 자신의 유년 

시절을 환기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을 환기하는 것에만 그쳤기 때문에 시 

텍스트에 대한 이해로 확장시키지는 못하였다. 자신의 경험에만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경험에만 매몰되어 시 텍스트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 텍스트를 이해함에 있어서 자신의 경험을 적절하게 도입하지 

못하거나 개인의 경험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독단적인 이해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시 텍스트를 적절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시의 정서에 공감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해, 텍스트의 내용으로부터 자신의 경험을 

환기하고, 텍스트와 유기적으로 연결 지어 시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 경우, 

텍스트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시적 화자에 대한 감정이입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보다 공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시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할 경우, 텍스트와 연관된 

자신의 경험을 합리적 범주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시 텍스트와 

유기적으로 연결 지어 시의 의미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2) 시 텍스트의 사회⋅문화적 요소에 의한 공동체 경험의 재의미화

  문학 작품은 하나의 지역 공동체 문화를 반영하므로 문학 작품을 읽는 

학습자는 그 지역 공동체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영국의 인류학자 

타일러(E. B. Tylor)는 문화를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12)”로 보았다. 

문화는 인간의 의식 전반에 작용하는 총체적인 것으로 인식되었기에 문화적 

행위는 언어적으로 중요한 실체로 연구되었다.13) 시 텍스트는 이러한 문화적 

행위인 동시에 사회적 산물이다. 인간은 무수한 사회적 관계의 그물 속에서 

12) Edward Burnett Tylor, Primitive Culture, NY: Haper, 1958, p.7.
13) 윤여탁, 『문화교육이란 무엇인가』, 태학사, 2013,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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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를 실현하고 협동하며 사회에 기여해 나가는 사회적 존재이다. 따라서 

하나의 사회적 집단에 속해 있는 학습자는 사회⋅문화 공동체 경험을 

활성화하는 것을 통해 시에 대한 이해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다. 이는 시를 

읽는 학습자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지식, 직관에 따라 시에 대한 이해가 

달라짐을 시사한다. 

  특히 한⋅중 두 나라는 하나의 동양 문화권에 속해있으며, 역사적으로 

밀접하게 교류해왔기 때문에 문화적 동질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동질성이 시 텍스트에 체현되었을 경우, 학습자들은 시를 읽는 과정에서 자신의 

문화적 경험의 환기를 통해 문학 작품에 체현된 문화적인 요소나 문화 현상, 

또는 소재를 이해하려고 시도하거나, 문화 현상에 대해 가치 판단을 하고자 

한다.14) 실험에 참여한 조선족 학습자들 역시 이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실 사회에는 많은 모순들이 존재한다. 타인의 시선이 두려워 자신의 의지에 

맞지 않은 일을 한다거나 때론 분위기에 휩싸여 자신을 숨기기도 한다. 

이러저러한 모순들 탓에 우리는 ‘참된 자신’을 잃어 버린지 오래고 어느새 

형식적인 틀에 맞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현실의 잔혹함은 이 틀 안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든다. 권위 있는 사람들 앞에서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의지를 굽히고 집단에 복종할 때가 있고, 인맥을 쌓기 위해서 때론 

상대방의 의견에 억지로 공감하는 경우도 있다. 끝까지 참된 자아를 찾아 

나서겠다는 시인의 굳은 의지는 현실생활 속에서 자아를 잃어버린 독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준다. [길-05]

  [길-05] 학습자는 시 텍스트 속 자아를 찾아 나서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화자를 보고, 동양의 문화공동체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순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관련하여 이해하였다. 이 학습자는 분위기에 휩싸여 자신을 

숨기거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자신의 의지를 굽히는 경우, 자신의 의견과 

다르지만 다른 목적에 의해 타인의 의견에 동의해야 하는 경우 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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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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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동양의 문화를 하나의 모순이라 

지칭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으로 인하여 자아를 잃어버린 학습자 자신과 

자신의 경험 속 여러 사람들을 떠올리며 시 텍스트 속 화자가 자아를 상실한 

것에 대해 공감하면서 텍스트를 이해하였다. 이는 텍스트 속 화자가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한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 학습자 또한 자신을 

포함한 문화공동체 속의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자아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 것이다. 

  이와 같이 시를 읽는 과정에서 문화 속에서 형성된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시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학습자들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조선족 학습자는 중국 문화, 조선족 공동체로서의 문화, 한국 문화를 모두 

경험한 학습자로, 다른 한국어 학습자들에 비해 한국 현대시에 대한 이해의 

양상이 특징적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중국 조선족은 오랜 기간 동안 민족어(조선어)를 사용하고 민족 문화와 

교육전통을 보존하면서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조선족 공동체의 경험을 활성화하여 시 텍스트에 대해 공감하면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특히 학습자들이 조선족 공동체의 이주 경험을 

환기함으로써 시를 이해하고자 한 양상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학습자가 조선족 공동체의 이주 경험을 환기한 것은 조선족이 기나긴 이주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조선족의 이주 역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 지역에 조선인이 

이주하기 시작한 시기는 명말청초 시기이다. 이는 중국 조선족의 이주는‘중국 

조선족’이라는 명칭이 주어지기 훨씬 전부터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 

이후 만주지역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간간이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개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중국 조선족이 본격적으로 ‘1차 이주’를 한 

시기는 일제 강점기 시기인 1910년부터 1945년이다. 조선민족은 의병투쟁의 

실패로 항일투쟁의 근거지를 ‘만주’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그 외에도 

일제의 식민통치의 박해로 더는 한반도에서의 거주가 불가능하게 된 많은 

사람들이 중국 동북 지역으로 대거 이주하게 되었다.15) 그 후, 항일전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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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와 중화인민 공화국의 건립을 거쳐 중국의 공민으로 편입되어 

‘조선인’에서 ‘중국 조선족’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 1980년, 중국의 

개혁 개방으로 인해 연안해 지방이 급속하게 발전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농업에만 종사하던 조선족은 천진, 북경, 대련, 청도, 상해 등의 도시로 국내 

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중국 조선족이 국내 이주로부터 국외 이주를 시작한 

것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이다. 이로부터 중국 조선족의‘2차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조선족은 경제적인 이유로 친척 방문, 국제 결혼 등을 

통해 한국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7년의 ‘방문취업제’실시로 

인해 한국방문 기회와 고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무연고자들도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되면서 취업을 목적16)으로 하는 중국 조선족들의 인구이동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 조선족의 이주 경험은 시를 읽는 학습자들의 양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학습자의 감상문의 일부분이다.  

  우리 민족은 중국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지만 뿌리는 조선반도에 있다. 할아버지 

가족들 모두 일제강점기 시대에 간도로 이주하게 되었고 ‘노예’의 신분으로 

벼농사를 하였다고 한다. 그때 할아버지 가족들은 온갖 치욕을 견디면서 

살아왔다고 한다. 시에서 “애비는 종”이라고 하였는데, 이 부분을 보면 시의 

화자가 처한 상황과 그때 할아버지와 그 가족들이 힘들었던 상황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니, 감정이입을 할 수 있었다. [자화상-03]

  [자화상-03] 학습자는 할아버지의 이주 경험으로부터 많은 조선족들이 

중국으로 이주하였을 당시 ‘노예’의 신분이었음을 밝히며 조선족이라는 

사회공동체의 일원이 느끼는 슬픔에 대해 표현하고 있다. 이 학습자의 경우, 시 

텍스트 문면에서 ‘애비는 종’이라는 시어를 보고 자신의 민족을 떠올리게 

되었다. 학습자는 조선족은 중국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지만 뿌리는 조선 

15) 최단, 「중국조선족을 위한 디아스포라 소설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p.22.

16) 박경화⋅박금해, 「민족과 국민사이: 조선족의 초국가적 이동과 민족정체성의 갈등」, 『한

국학연구』 39,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pp.45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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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라고 서술하였는데, 이로부터 학습자가 조선족이 중국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이유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학습자는 시 

텍스트를 읽고 일제강점기에 중국으로 이주하게 된 할아버지의 이주 경험을 

환기하고 있다. 학습자는 일제강점기에 간도로 이주하였으며, ‘노예’의 

신분으로 벼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해 온 할아버지의 경험으로부터 시 텍스트 

속의 화자의 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습자가 할아버지의 

경험을 환기하게 된 이유는 시 텍스트에서 ‘애비는 종’이라는 시어로부터 

‘노예’신분이었던 할아버지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은 학습자가 

직접 겪은 경험은 아니지만 할아버지로부터 전해 듣게 된 간접적인 경험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이주 경험은 개인적 경험으로만 보기 어렵다. 조선족은 

역사적으로 강제이주를 경험한 민족이다. 그들은 일제강점기에 중국 동북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할아버지의 경험 역시 역사적인 요인으로 인해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자가 환기한 할아버지의 경험은 조선족의 

이주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조선족 공동체의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즉 학습자는 시 텍스트 속의 화자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와 비슷한 치욕을 견디면서 살아온 자신의 할아버지의 경험을 

환기시킴으로써 시적 화자에 감정이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습자가 

조선족 공동체의 이주 경험을 활성화하여 시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자 

한 예이다. 

  다음은 조선족 학습자가 ‘2차 이주’로 인해 성장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활용하여 시 텍스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 시에서 가슴에 가장 와 닿는 부분은 ‘스물 세 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팔할이 

바람이다,’라는 부분이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기분이 느껴진다. 화자는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는다고 했지만, 강한 부정에서 긍정이 느껴진다. 찬란한 아침이 

오듯이 어려운 생활도 극복될 수 있다는 의지가 느껴진다. ⵈⵈ 나의 부모 역시 

가난하여 나는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부모님은 

한국으로 떠났고 ‘스무 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팔할이 외로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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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까지는 가난해서 힘들고 외로웠고, 그 뒤의 10년은 마음이 외로웠다. 사춘기 

시절에는 부모님에게 안부를 묻는 것 마저 생각해야 하고 애써 말을 꺼내야 하는 

자신을 보면서 씁쓸함을 느끼기도 했다. ⵈⵈ 지금은 따뜻한 말 한마디 먼저 

건네고 사소한 일상을 공유하면서 소통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런 노력 덕분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 ⵈⵈ 찬란한 아침이 올 때까지 나는 계속 노력할 

것이다. [자화상-06]  

  [자화상-06] 학습자뿐만 아니라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 다수가 화자에 대한 

정서 이해를 ‘부모의 부재’로 겪게 된 자신의 감정과 연결시키면서 시 

텍스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17) 이 학습자의 경우, 시 텍스트의 “스물 세 

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팔할이 바람이다.”라는 구절에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기분이 든다고 서술함을 통해 화자의 정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학습자는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으련다.”라는 

부분을 보고 강한 부정에서 긍정이 느껴진다고 하였다. 아마 이 학습자는 

화자의 당당하고 단호한 어조로부터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강한 긍정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토대로 학습자는 자신의 어린 시절의 경험을 

환기하면서, “스무 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팔할이 외로움”이었다고 밝히면서 

화자의 정서에 대해 공감하면서 시 텍스트를 이해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가 

시를 읽고 시인이 회고하고 있는 20여년의 생애에 대한 고통과 방랑의 모습을 

인지하였으며 이로부터 외로웠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처럼 ‘부모의 부재’로 인해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낸 학습자의 

경험은 1992년 한중수교이후, 조선족이 한국으로 역이민을 하는 ‘2차 이주’와 

연관된다. 조선족 아이들은 ‘2차 이주’로 인하여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17) ‘부모의 부재’와 관련된 경험을 환기한 학습자들의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화자는 빈곤하고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장하였지만,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훨씬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화자는 풋살구 하나만이라도 먹고 싶어했고 얻고자 하는 것을 

하나도 얻지 못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서는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는 가정들이 많은데 우리는 

뭐가 갖고 싶다고 하면 부모님한테 전화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갖고 싶은 물건을 택배로 보

내준다. [자화상-04]

어린 시절, 부모님이 외국에 나가서 힘들게 돈을 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큰 부담으로 느

껴졌다. [자화상-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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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를 겪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 조선족 

공동체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회 현상으로, ‘한국 출국 열풍’은 

하나의 공동체의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따라서 ‘2차 이주’의 시대를 

겪은 조선족 학습자가 환기하는 ‘부모의 부재’에 대한 경험은 조선족 문화 

공동체의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이 시에서 할머니의 귤 값을 깎고 동사자의 죽음에도 무관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소외된 이웃의 아픔에 관심 없는 현실 사회에 대해 풍자하고 있다. 

이 부분은 가장 공감되었다. 현시대의 사회는 서로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개인주의 경향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쟁구도 속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ⵈⵈ 주변의 경험담이나 혹은 드라마를 통해 흔히 경험할 

수 있다. 한 가지 예로, 대부분의 집단생활 속 사람들은 진심을 나누어 친구들을 

사귀기보다는 자신에게 어떠한 이점을 가져다주는지를 먼저 따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본인 위주의 사고로 인해 남의 슬픔이나 괴로움에 대한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혹여나 이로 인하여 주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이슈가 

되었을 때, 누구도 자신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슬픔이 기쁨에게-01]  

  [슬픔이 기쁨에게-01] 학습자는 현대 사회가 개인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소외된 이웃의 아픔에 관심 없는 현실 사회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인 태도에 공감하고 있다. 이 학습자는 시 텍스트에서 할머니의 귤 값을 

깎고 동사자의 죽음에도 무관심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소외된 이웃의 아픔에 관심 없는 현실 사회에 대하여 풍자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또 학습자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 

역시 타인에게 무관심한 사회라고 서술하면서 시 텍스트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다. 특히 학습자는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집단생활 속  사람들은 마음을 

공유하거나 진심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닌, 자신에게 어떠한 이점을 

가져다주는 지에 따라 사람을 사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경쟁사회에서는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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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개인주의적이고 결과주의적인 태도가 

타자에 대한 공감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화자와 같은 시선에서 현대 사회를 

비판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할머니가 파는 귤의 가격을 깎으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에 공감하며, 이익을 취하는 개인적 

결과만을 중시하고 타인의 슬픔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가 자신이 속한 사회 공동체의 경험을 환기시키는 

것을 통해 시적 화자와 같은 시선에서 공감하면서 시 텍스트를 이해하려 한 

예를 보여준다.

  다음은 학습자가 현실 생활 속의 사회⋅문화 공동체의 경험을 활용하여 시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자 한 양상이다. 

  그 당시 드라마에는 종종 상사와 부하 직원의 갈등이 나온다. 상사의 부당한 

업무배치, 상사의 무리한 요구에 부하 직원은 고통을 받기도 한다. 정작 그 

상사는 더 높은 윗사람을 만나면 꼼짝하지 못한다. 드라마 속의 부하 직원은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권선징악의 엔딩을 맞이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 속의 부하 

직원이라면 대부분 항의하지 않고 자기 상황을 개탄하며 그저 받아들이는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그 부하 직원은 세월이 흐르면 어느새 자기가 싫어했던 상사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누군가는 이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한다. 

인간은 원래 그렇다고 한다. 하고 싶은 말을 다하고는 직장생활을 할 수 없다.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조직에 물 흐르듯 잘 묻어가고 최대한 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이 시의 화자는 옹졸하게 반항하는 자신이 우습지 

않느냐고 한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자신의 태도에 스스로 자조하고 있는 화자를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닮아있다고 생각을 했다. 직장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지만, 내가 산 물건이 불량이거나 사진과 실물이 다를 때 장편의 후기를 

남길 수 있는 우리와 참 닮아있다.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02]

  이 양상은 학습자가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를 읽고 쓴 감상문의 

일부분이다.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02] 학습자는 현실 사회의 직장 

내에서의 서열 문화에 대해 말하며, 옹졸하게 반항하는 화자에 대해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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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고 있다. 이 학습자의 경우, 시를 읽고 옹졸하게 반항하는 화자를 

발견하고 이와 대비되는 드라마 속의 한 장면을 상기하였다. 학습자는 

드라마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갈등에서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부하 직원의 

모습과 권선징악의 엔딩을 맞이하는 장면을 환기하였다. 이후 학습자는 이러한 

드라마 속의 직장 생활이 현실 생활 속에서 불가능한 일이며, 부조리한 현실과 

권력 앞에서 반항하지 못하는 서열문화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가 서열문화로부터 화자의 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습자는 “직장 생활 또한 하나의 조직 생활이기 때문에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물 흐르듯 잘 묻어가고 최대한 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로부터 학습자가 시를 읽고 텍스트의 

의미 구성을 함에 있어서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적 공동체에서 형성한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습자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화자의 모습에서 구매한 물건에 문제가 있는 경우와 같이 사소한 일에 

불만을 토로하는 자신의 경험을 환기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학습자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시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하였으며, 공동체의 

경험을 활용하여 직장 생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시적 화자의 

정서와 삶의 태도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의 양상들과 같이 실험에 참여한 조선족 학습자들은 다른 한국어 

학습자들에 비해 문화적 경험이 풍부한 학습자이기 때문에 특수한 문화적 

상황에서 형성된 사회⋅문화 공동체의 경험을 활용하여 시를 이해하는 경우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문학 작품을 읽는 과정은 학습자가 자신이 위치하고 

있는 사회⋅문화 공동체와 문학 작품에 반영된 공동체 간의 문화적 대화라고 할 

수 있다.18) 이런 점에서 볼 때, 학습자들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배경은 한국 

현대시 읽기에 필수적인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족 학습자들을 시를 읽는 

과정에서 텍스트가 내포하고 있는 문화 요소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한편, 자신의 

18) 노금숙,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문학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11,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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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구조 내에서의 사회⋅문화 공동체의 경험을 환기하는 것을 통해 시 텍스트 

속 주체에 대하여 보다 공감하면서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학습자가 사회⋅문화 공동체의 경험을 활용하여 시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은 학습자가 시 텍스트와의 소통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으로, 시적 

상황과 화자의 정서, 태도 등에 대한 파악을 통해 시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이해의 틀을 마련해준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 사유 방식 등에 관여하는 

사회 공동체에서 형성된 학습자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며, 학습자 개인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

3. 소통을 통한 메타적 자기 성찰

  문학은 특정 경험 및 그에 대한 평가적 반응을 포함하고 있는 표현 행위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언어활동의 양식이며, 이로 인해 주체 자신을 포함한 

세계에 대한 풍성한 담론을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19) 학습자가 시 

텍스트를 읽는 과정은 작품이 제시하는 상황 및 대상에 대해 탐색하는 

과정이며, 이는 학습자 자신의 경험 속에 축적되어 있는 세계와 대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학습자는 한국 현대시 읽기를 통해 타자를 인식하게 되고 

타자의 체험을 마주하게 되며, 타자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게 된다. 이때 타자는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을 발견하고 탐구할 수 있게 

하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시 읽기는 학습자들에게 타자와의 

비교를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객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는 시 읽기를 통해 세계를 발견하고, 그 세계를 제시하는 작품의 

표현 행위를 자기화함으로써 기존에 형성했던 세계와의 관계를 탐색하고 

조정20)해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타자와 자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찰적 깨달음을 얻게 되며 이는 학습자 개인의 정체성 

19) 민재원, 「시 읽기 교육에서 정서 체험의 구조와 작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p.146.

20) 위의 글,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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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들 역시 시 텍스트와의 상호소통을 통해 타자와 자신의 

경험을 서로 비교하면서, 타자의 가치관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을 

평가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텍스트 속 

화자의 성찰이 학습자에게로 전이되어 학습자가 자신에 대해 성찰함으로써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항에서는 ‘소통을 통한 메타적 자기 

성찰’에 대한 학습자들의 양상을 ‘타자와의 비교를 통한 자기 객관화’, 

‘성찰의 전이를 통한 정체성 재구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타자와의 비교를 통한 자기 객관화

  학습자는 시 텍스트 속 타자와의 긴밀한 연관 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구체화함으로써 시 텍스트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습자들은 대체적으로 

시적 화자의 정서나 상황을 인식하고 타자와 자신을 비교하는 것을 통해 타자의 

가치관이나 태도를 평가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하였다. 먼저, 학습자가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자의 상황을 인식하고 타자와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자기를 객관화하는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윤동주는 암울한 시대를 살았기에 늘 가고자 하는 길을 찾았고, 그가 보는 

밤하늘은 수심이 가득했고, 그가 헤는 별에는 절절한 그리움과 행복했던 세계에 

대한 동경으로 가득 차 있다. 안일한 일상을 살아가다가 문득 이런 시를 보면  

잊고 지냈던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 시대의 윤동주는 자아를 찾기 

위해 계속 고뇌하고 몸부림치고 가야할 길을 탐색하였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청년 윤동주와 같은 고민을 하지는 않는다. 현재의 나는 

대학생이 된 후 만사가 귀찮아지고 미래는 또 불안하게 느껴지는 모순 속에서 

갈팔질팡하면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학생이라는 자유가 주는 안일함에 취해 

그저 불평만 할 뿐 내가 가야할 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거창한 

길은 아닐지라도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그것이 아주 좁고 남들 눈에는 잘 띠지 

않는 길일지라도 나만의 길을 걸어가겠다. 담 저 쪽에 있는 답을 찾기 위해,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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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를 찾기 위해 돌담을 넘어 앞으로 나아가야겠다. [길-09]

  [길-09] 학습자는 시를 읽고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는 시인의 삶에 대한 

태도로부터 평화로운 시대에 안일한 일상을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이 

학습자는 윤동주가 암울한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가고자 하는 길을 찾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윤동주에 대한 문학 지식을 갖고 있으며, 시인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습자는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인의 ‘절절한 그리움’이라는 정서를 파악함으로써 

행복했던 세계를 동경하고 있는 타자를 발견하였다. 특히 암울한 시대에 살았던 

시인의 상황을 파악한 학습자는 시인이 자아를 찾기 위해 고뇌하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탐색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가 자신의 배경지식과 

텍스트의 내적 정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시의 의미를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타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는 ‘암울한 시대’에 살았던 시인의 

삶과는 정반대로,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학습자는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자신은 윤동주 시인과 같은 고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지난 대학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학습자는 대학생이 된 이후로, 자유가 주는 안일함에 취해, 미래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불평만 늘어놓는 자신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거창한 길이 아닐지라도 

자신만의 길을 탐색하겠다는 포부를 밝힘으로써 자신의 삶의 태도에 대해 

성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학습자가 타자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통해 

타자의 삶과 자신의 삶을 심층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태도에 대해 

성찰하는 것으로, 타자와의 비교를 통해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는 양상을 잘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양상은 「흰 바람벽이 있어-05」학습자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학습자는 텍스트의 내적 정보를 활용한 시의 의미 이해를 바탕으로 타자와 

자신의 삶을 연관 지어 비교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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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 마지막 구절인 “‘프랑시쓰 쨈’과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에서 화자는 다른 시인들 또한 자신과 같은 가난하고 

혹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의 고결한 삶의 태도를 유지해왔듯 자신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화자의 모습에서 

나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졌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다. 화자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며 삶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기에, 사소한 곤경에도 견지하거나 

도전하기보단 쉽게 포기했던 기억이 난다. 힘든 일이 생기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거나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시험기간이 되면 외우기 어려운 과목은 

애초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낯을 많이 가리다 보니 사람을 사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먼저 다가가는 것이 힘들어 차라리 혼자인 것이 편하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나의 어려움은 화자의 어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지도 

모른다. 이 시를 읽으면서 내가 어려움이라 여겨왔던 것들에 대해 시도해보고자 

하는 용기가 없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화자가 역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른 시인들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며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듯, 나 또한 

화자의 모습을 보며 좀 더 용기를 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흰 바람벽이 

있어-05]

  [흰 바람벽이 있어-05] 학습자는 시를 읽고 가난하고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고결함을 잃지 않는 화자의 삶의 자세로부터 뭐든지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쉽게 

포기하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이 학습자의 1차 감상문을 살펴보면, 시의 “이 

흰 바람벽에/희미한 십오촉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때글은 다 낡은 

무명샤쓰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라는 부분에서 화자가 처한 환경이 

궁핍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가 시 텍스트의 내적 정보로부터 

시적 화자를 인식하고 시적 화자의 상황에 대하여 인지하였음을 설명한다. 또 

학습자는 시의 마지막 부분인 “‘프랑시쓰 쨈’과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에서 화자가 자신의 삶의 자세와 타자의 삶의 자세를 

비교하면서, 화자 역시 그들과 같이 고결한 삶의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고 이해하였다. 이 역시, 학습자가 시 텍스트의 내적 정보를 

활용하여 시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는 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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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와 자신의 상황을 비교하고, 시적 화자의 삶의 자세로부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즉 학습자는 타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화자와는 달리, 화자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겪게 되는 사소한 곤경조차 이겨내지 못하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자신의 다양한 경험을 떠올리고, 그것을 

타자의 상황과 비교함으로써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타자와의 비교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이 그동안 용기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였던 화자의 삶에 대한 

자세로부터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학습자가 타자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되돌아봄으로써 자신의 삶을 

성찰하였음을 보여준다.

  위의 양상에서 볼 수 있듯이, 타자와의 비교를 통해 자기를 객관화하는 

양상은 타자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전재로 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 상당수가 시 텍스트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타자를 인식하였으며, 

시 텍스트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의미구성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타자의 정서나 상황, 가치관 등을 자신의 경험과 연관 지어 시 텍스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하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 텍스트에 대한 정의적 반응은 

학습자들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라는 교육적 의의를 지닌다.

  

(2) 성찰의 전이를 통한 정체성 재구성

  중국 조선족은 민족의 언어와 문자, 문화 그리고 민족 정체성을 가장 잘 

유지해온 민족이라 할 수 있다. 집거지의 형성과 초․중․고 의무교육의 

단계에서의 일관된 민족교육체계가 이 같은 민족 공동체의 형성과 민족분화의 

보존, 민족정체성의 확립을 가능하게 하였다.21)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21) 박금해, 「조선족 중소학교에서의 민족 정체성 교육의 새로운 접근과 대안모색」, 『역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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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적인 이루어진 인구 이동으로 인해 집거지의 축소, 조선족 학교의 폐쇄 

등과 같은 사회적 변화가 나타나면서, 공동체로서의 조선족 사회는 와해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어와 영어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조선족들은 조선족 학교보다 한족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조선족들의 민족 정체성은 흔들리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사회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학습자들은 시 텍스트 속의 성찰로부터 자기를 조회하고 성찰함으로써 

정체성의 재구성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다음은 조선족 학습자가 윤동주의 

「참회록」을 읽고 쓴 감상문의 일부분이다.

  나는 「참회록」을 읽으면서 무엇이 젊은 청년을 이토록 자책하게 만들었을 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내일이나 모레도 참회록을 써야 하고, 밤이면 

밤마다 끊임없이 반성해야 하고, 그렇게 어둠 속을 홀로 꿋꿋이 걸어가면서 

반성을 거듭하고 있는데, 현재를 살아가는 청춘들 중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나는 내가 몸담고 있는 나라의 독립을 꿈꾸는 것이 어떤 마음일지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윤동주의 시를 보면 그가 얼마나 복잡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펜을 들었는지도 느껴진다. 

  이 시를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조선족 사회의 젊은이로써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은 없는가? 과거의 나는 우리글을 읽고 쓰는 것을 즐겼다. 그래서 

우리말 백일장에 참가하여 상을 받은 적도 많았다. 민족어에 대한 사랑은 분명 

지금도 나의 마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하지만 현재의 나는 영어 공부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내가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중국어와 영어를 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도움이 되니까… 우리말 우리글에 

대한 사랑을 안고, 또 그것이 이어져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기에 나는 

조문학부에 왔다. 하지만 내가 세상에 대해 많이 알아갈수록 현실을 똑바로 

직시할수록 나는 내가 좋아하는 공부보다 나에게 필요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는 

나뿐만 아니라 주위의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다.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화연구』41,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2, p.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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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질수록 중국에서 조선어의 위상은 점점 낮아질 것이다. 24세의 윤동주는 

국토를 잃은 상황에서도 시대적 정신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자책하고 또 

괴로워했다. 현실적 문제 때문에 우리말 우리글보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우리의 나약한 신념에 대한 변명이 아닐까? 내가 다니고 있는 조문학부는 

중국에서 조선민족의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발전하는데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를 읽고 글을 쓰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것 같다. 우리의 것을 계승하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처럼 민족어와 

민족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그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이런 사명감이 

우리 민족을 이어나갈 것이다. [참회록-06]

  [참회록-06] 학습자는 시 텍스트 문면에 드러나는 정보를 통해 끊임없이 

반성하고 있는 화자를 발견하였다. 이로부터 학습자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나라의 독립을 꿈꾸는 것이 어떤 마음일지 막연하게나마 느끼며 시인의 

복잡하고, 간절한 정서를 파악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시 텍스트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해 시적 상황과 시적 

정서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는 

끊임없이 성찰하고 있는 화자로부터 그와 비슷한 나이로 현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조선족 사회의 젊은이인 자신에 대해 조회함으로써 성찰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학습자는 과거 우리글을 읽고 쓰는 것을 즐겼으며 백일장에 

참가하여 다수의 상을 받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다. 이로부터 학습자는 

민족어를 사랑하였기에 중국 조선족의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발전하는데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조문학부에 진학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와는 달리 대학에 진학한 학습자는 

사회에서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보다 필요한 

공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조선어에 대한 공부보다는 영어 

공부에 몰두하게 되었다. 학습자는 시를 읽으면서, 국토를 잃은 상황에서도 

시대적 정신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자책하는 시인으로부터 현실적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선어보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다고 변명하고 있는 

나약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이로부터 학습자는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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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중국에서 조선어의 위상은 점점 낮아질 것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태도를 성찰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가 화자의 성찰이 학습자의 

성찰로 전이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학습자는 우리 민족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조문학부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은 민족어와 민족 문학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개인의 문제에서 민족 정체성의 

문제로 인식을 확장하여 성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학습자는 

끊임없이 성찰하는 화자의 태도로부터 조선족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지난날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자기 자신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공동체의 문제를 환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 과정에서 학습자의 자기 조회는 결국 세계라는 큰 공동체와의 

연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한다. 

  다음은 학습자가 시를 반복적으로 읽는 과정에서 성찰의 전이를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조회를 거쳐 새로운 자기 이해로 나아가는 양상이다.

  화자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잃어버린 자아를 찾고자 하였다. 나는 이 시를 

읽으며, 굳이 자아를 찾아야 할 필요가 있을 지에 대해 고민해보았다. 처음에는 

윤동주 시인의 자아를 찾기 위한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허나 시를 곱씹어 

읽으며 몇 번이고 고민하다, 내 자신이 틀에 갇혀 살아오다보니 이미 자아를 

잃어버렸기에 굳이 자아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합리화했던 것 같다. 나는 

예전부터 독특한 발상이나, 남들과 다른 생각을 도출하고자 했다. 허나 그때마다 

돌아온 것은 어른들의 제지와 반감뿐이었다. 그런 순간들이 거듭될수록 나는 

한없이 작아짐을 느꼈다. 스스로의 선택을 의심하게 되었고, 남의 의견을 

치켜세우기 바빴고, 화려한 옷들이나 학벌과 같은 겉모습을 포장하는데 집중하게 

되었으며, 남들이 정답이라 말하는 사람이 되어가고자 하였다. ‘길’이라는 시를 

접하면서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라는 

구절이 내가 잃은 것을 찾는 까닭을 주었다. 시시껄렁한 하늘도 자기 자아를 

찾는데, 자아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화자의 모습이 마치 

나와 같았다. 화자가 가고자 하는 담의 저쪽처럼 나한테도 자신에 대한 지향점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는 아바타는 되지 않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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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렇게 변화하는 내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또 하나의 윤동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길-08]

  [길-08] 학습자는 처음 시를 읽을 때에는 잃어버린 자아를 찾고자 하는 

화자를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시를 반복적으로 읽는 과정에서 성찰하는 화자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때 화자의 자아를 찾고자 하는 성찰적 

태도가 학습자에게로 전이되었고, 이로 인해 학습자는 화자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자기 자신을 조회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성찰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 학습자의 1차 감상문을 살펴보면, 시에서 잃어버린 자아를 찾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화자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22) 즉 학습자는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해 시적 화자의 상황에 대해 인지하였으며, 시적 화자의 

정서를 ‘부끄러움’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시적 화자의 정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는 화자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는 자신의 

기억을 떠올려 화자에 감정을 이입하고 있다. 끊임없이 자아를 찾고 있는 

화자의 성찰적인 태도에 공감한 학습자는 이미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며 자신을 객관화하여 바라보고 있다. 이 학습자가 자신이 

틀에 갇혀 살다보니 자연스럽게 자아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굳이 찾을 필요 

없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이 그러하다. 따라서 이 

학습자의 경우, 잃어버린 자아를 찾고자 하는 시적 화자의 성찰적 태도로부터 

틀에 박힌 인식, 타인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봄으로써 자신에 대해 성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 

텍스트의 화자의 성찰적 태도가 학습자에게 전이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찰의 전이를 통해 학습자는 자기를 조회함으로써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는 자신에 대하여 성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시 텍스트를 속 성찰의 전이를 통한 자기 조회는 학습자로 하여금 

22) 다음은 [길-08] 학습자의 1차 감상문의 일부분이다.

잃어버린게 도대체 무엇인지 몰라 답을 찾지 못하는 화자의 답답한 심정이 느껴졌다. 화자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열심히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고

군분투하고 있다. 그는 하늘이라는 매개물에 빗대어 필을 휘두르는 일밖에 하지 못하는 자신

의 무능함에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그래도 끝없이 자아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길-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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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경험 세계를 성찰하게 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 정체성의 문제를 

환기하게 하며, 나아가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4.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 저해 및 촉진 요인

  이 절에서는 조선족 학습자의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 과정에서 나타난 

저해 및 촉진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따라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 

교육의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1)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 저해 요인

  조선족 학습자들의 ‘자아성찰 시’의 이해 양상을 분석한 결과,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에서 저해 요인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한국 현대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습자들은 그동안의 

문학교육에서 형성된 특정 시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해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창작된 작품들, 윤동주 시인의 작품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습관화된 사고방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읽어보면 항상 시대적 배경 때문인지 자신에 대한 성찰이 

짙게 녹아 있다.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이 부분에서 매일같이 성찰하는 화자의 태도를 보아낼 수 있다. …… 

그러나 매일같이 성찰하고 반성하는 화자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하겠다. 적당한 성찰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에 긍정적인 것은 

사실이나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하는 성찰은 자책으로 나아갈 우려가 있다고 

생각된다. …… 나는 한 사람에게는 매일같이 반성하고 성찰할 정도로 많은 

잘못이 없을뿐더러 매일같이 잘못한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매일같이 잘한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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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면서 자신감을 갖고 보다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걸 추천하는 바이다. 

[참회록-03]

  [참회록-03] 학습자의 진술에서 보면, 고정관념을 가지고 윤동주의 

「참회록」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학습자는 기존의 문학 경험을 

통해 형성된 시 텍스트의 시대적 배경을 활용하여 윤동주 시가 “자신에 대한 

성찰”을 나타내고 있다고 이해하였다. 이러한 학습자의 배경지식의 활용은 

한국 현대시 이해에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표면적인 

이해에만 머물러 있게 된다. 이 학습자는 윤동주 시인의 시가 대부분 “자신에 

대한 성찰”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만 치중하여 시 텍스트를 해석하였기 

때문에 매일같이 성찰하고 있는 화자의 행위에 대하여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습자의 반응은 타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 기존의 문학 경험에서 비롯된 고정관념으로 인해 형성된 것으로, 시 

텍스트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에만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몇몇 학습자들은 윤동주의 시가 “부끄러움”의 정서, “고백적, 

성찰적” 성격만을 띠고 있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시에 접근하였다. 이들의 

이해 양상을 살펴보면, 서로 다른 작품을 읽었지만 시인이 윤동주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시각으로 시를 해석하였다. 이는 윤동주 시에 대한 습관화된 

반응으로 학습자들의 시 해석에 대한 고착화된 사고방식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이 시 텍스트 이해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습자들의 고착화된 사고방식은 시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을 제한하며, 타자를 구체적으로 체험하기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이 된다. 

  둘째,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 과정에서 일부 학습자들은 환기한 자신의 

경험과 타자 간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경험에만 과도하게 

몰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시에서는 소외된 이웃에게 무관심한 현시대 사람들의 메마른 인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추운 겨울날 추위에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서도 귤 값을 깎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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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뻐하는 사람, 동사자가 얼어 죽을 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무관심한 

사람 등 …… 평소 나는 길을 가다가 전단지를 나누어주는 사람에게 먼저 손을 

뻗어 전단지를 받는다. 한 뭉치의 전단지를 다 나누어주기까지 퇴근을 못하는 

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의 행동이었다. 전단지를 받고 안 받고는 개인의 

자유이기에 옳고 그름은 판단할 수가 없다. 받는 사람은 타인을 배려해주는 

것이고 안 받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이 매우 촉박해서 받을 겨를이 없었던 거라 

생각한다. [슬픔이 기쁨에게-06]

  [슬픔이 기쁨에게-06] 학습자는 시가 소외된 이웃에게 무관심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해하였다. 즉 이 학습자는 시에서 “추운 겨울날 

추위에 떨고 있는 할머니”, “얼어 죽은 동사자” 등과 같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로부터 

학습자는 평소 전단지를 배포하는 사람에게 먼저 손을 뻗어 전단지를 받은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다. 이는 학습자가 시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연관된 

자신의 경험을 환기시켰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에만 과도하게 

몰입한 나머지 시 텍스트에서 완전히 벗어나 타자와의 소통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셋째,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에서 일부 학습자들은 시 텍스트와 자신의 

삶을 긴밀하게 연결 짓지 못하고, 관습화된 성찰의 모습을 보였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윤동주 시인의 시는 항상 스스로를 성찰하는 정서가 강한 

것 같다. 시에서 화자는 변명 없이 허심탄회하게 지나온 스스로의 삶을 

고백하였는바 지나간 잘못을 기록하고 자기 성찰의 의지를 굳게 밝히는 것에 비해 

나는 늘 스스로의 삶을 고백하고 되뇌기보다는 숨기고, 포장하는 면이 강했던 것 

같다. 시를 읽고 나서 앞으로는 잘못을 피하고 숨기며 변명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 [참회록-09]   

  [참회록-09] 학습자는 기존의 문학 지식을 활용하여 윤동주 시인의 시가 

“스스로를 성찰하는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 79 -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는 시에서 화자가 지나온 스스로의 살을 허심탄회하게 

고백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로부터 학습자는 화자가 자시의 잘못을 숨기고 

포장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자신의 잘못을 밝히는 삶의 태도를 보여준다고 

이해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학습자의 성찰은 타자성을 중심으로 하여 자신을 발견하고 탐구하는 것이 아닌, 

누구나 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 상투적인 말로 피상적인 성찰만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실험에 참여한 몇몇 조선족 학습자들이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 

양상에서 기계적으로 성찰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23) 이러한 양상은 

학습자들이 초⋅중⋅고 교과과정을 거치며 관행으로 인해 형성된 감상문의 

패턴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늘 우연히 정호승 시인의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시를 읽게 되었다. 이 

시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현대인의 이기적인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 

힘겨운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손에 손잡고 참다운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슬픔이 

기쁨에게-05]

  [슬픔이 기쁨에게-05] 학습자의 감상문을 살펴보면, 우선 먼저 우연히 정호승 

시인의 시 「슬픔이 기쁨에게」를 접하게 된 점을 밝히고 있다. 이는 학습자가 

감상문을 작성하기 전에 이 시를 읽게 된 계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다음, 학습자는 시 읽기를 통해 소외된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23) 다음은 관습화된 성찰의 모습을 보여준 학습자들의 양상이다.

잃어버린 자아를 찾기 위해 끝없이 이어진 돌담과 굳게 닫힌 돌담이 앞길을 막아 막막해도 

푸른 하늘을 보며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며 앞으로 나아가려는 것이 화자가 이 시에서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 이 시를 읽고 인생은 길고 후회할 일은 많기에 조금이라도 덜 

후회하기 위해 우리는 자아성찰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길-10]

이 시는 슬픔과 기쁨을 의인화하여 슬픔이 화자가 되고 기쁨이 청자가 되어 슬픔이 기쁨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소외된 약자들에게 관심과 지지를 줘야 함을 호소하고 있다. …… 이 시를 

읽고 나서 앞으로는 적어도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슬픔이 기쁨에게-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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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의 이기적인 모습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시의 내용에 대해 요약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는 

시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상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참다운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가 시를 읽고 

주제와 관련된 교훈을 도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학습자의 감상문이 

나타나는 까닭은, 작품을 읽게 된 계기에 대하여 서술하고, 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요약한 다음, 이로부터 깨달은 바를 표현하는 기존 교과과정 

속 감상문 쓰기의 방식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도한 

교훈주의적 감상은 사고의 단일성을 초래한다는 문제를 지닌다.24) 이러한 

학습자의 양상은 기계적으로 교훈을 도출한 결과로, 타자와의 관계 맺기에서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기에 학습자의 진실한 생각으로 

이어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2)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 촉진 요인

  본 연구의 실험 과정을 살펴보면, ‘1차 감상문 작성, 활동지 작성, 개인 

감상 발표, 토론, 토론 후 2차 감상문 작성’으로 이루어졌다.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양상을 분석한 결과, ‘동료 학습자들과의 대화’는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료 학습자들과의 대화는 협력학습 활동의 하나로, 자신의 시에 대한 이해와 

감상이 지나치게 왜곡되거나 과장된 것은 아닌지 혹은 해석의 범위에서 

과도하게 벗어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다. 뿐만 

아니라 성찰은 주체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주체의 내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적인 속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보면, 동료 학습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학습자가 개인의 가치를 정돈하고 

명료화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24) 우한용, 「문학교육의 평가: 메타비평의 글쓰기를 중심으로」, 『국어교육』100, 한국국어

교육연구학회, 1999, pp.55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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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정호승의 「슬픔이 기쁨에게」를 읽고, 동료 학습자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개인적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온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토론을 진행한 뒤, 생각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토론 전에 이 시를 접했을 

당시에는 반감이 있었다. ‘나’하나 살아가기 바쁜 이 사회에서 타인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소외된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지만, 이는 지극히 이상적인 이야기라 생각했다. 

하지만 토론을 참여하고 난 뒤 보다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었다. 나 또한 사회의 

각박함 때문에 이익을 취하고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한 방어기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사회와 삶에서 겪을 수 있는 타인의 슬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지 

못하고 타인의 슬픔에 무관심해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타인의 입장에서 슬픔을 공감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슬픔이 기쁨에게-08]

  [슬픔이 기쁨에게-08] 학습자의 경우, 동료 학습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개인적 

생각의 변화를 겪었다. 이 학습자는 시를 읽으면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사람들을 비판하는 화자의 태도에 대해 파악하였다. 학습자는 이러한 

화자의 태도에 대해 소외된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사회가 형성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면서도, 이는 지극히 이상적인 이야기라고 하였다. 현실 

사회는 ‘나’하나 살아가기도 힘든 사회이기 때문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 학습자는 자신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화자의 가치관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지만, 현실 

생활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적인 이야기라고 평가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동료 학습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동안 자신이 타인의 슬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지 못하고 무관심해진 이유는 사회의 각박함으로부터 자신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방어기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지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앞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타인의 입장에서 슬픔을 

공감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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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즉 이 학습자는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은 당연한 

일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료 학습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이러한 가치관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하여 분석하고 성찰하는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거리두기를 행한 것이다.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거리두기는 

학습자의 개인적 가치관의 변화로 이어졌다.

  이 시를 처음 접하고,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거대한 권력을 향한 저항은 

당연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였다. 소시민은 어쩔 수 없이 순응해야만 한다고 

생각했고, 화자가 말하는 옹졸한 화풀이 또한 나에게는 아주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행동이라 느껴졌다. 그렇기에 화자처럼 저항을 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자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친구들과의 토론을 통해 시를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이 시에서 화자는 자신이 꼭 해야 할 일에서는 

약해지고 다른 약자들에게 자신의 비겁함을 분노로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회에 저항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졌던 것에서, 

어쩌면 나 또한 사회의 관념에 무뎌졌던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다. 

TV프로그램이나 드라마를 보면, 직장 상사에게 부당한 이유로 질책을 받고 그 

분노를 부하 직원들에게 대물림하는 모습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업무의 긍정적인 성과임에도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것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나 또한 어떠한 자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애꿎은 곳에 분노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게 된다. 앞으로는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06]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06] 학습자는 시를 읽으면서 사회부조리에 저항을 

하지 못하면서 사소한 일에만 분노를 표출하는 옹졸한 화자의 모습을 

파악하였다. 한편, 학습자는 화자가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자책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소시민인 화자가 거대한 권력에 저항하지 못하고 순응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일이며, 옹졸한 화풀이 또한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는 학습자가 시를 읽고 화자의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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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이후, 동료 학습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사회의 관념에 무뎌진 자신을 발견하였다. 토론 과정에서 학습자는 

매체에서 직장 상사에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 분노를 부하 직원에게 대물림하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다.25) 이는 학습자가 시 

텍스트와 연관된 자신의 간접적인 경험을 환기하여 시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구체화하고자 한 양상이다. 학습자는 이러한 간접적 경험의 환기를 통해 그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곳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애꿎은 곳에 분노를 표출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앞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였다. 

따라서 이 학습자는 동료 학습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시 텍스트를 다른 측면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본래 학습자는 사회의 부조리에 저항하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만 분노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의 관념으로, 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가치관을 갖고 시 텍스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동료 학습자들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간접적인 경험을 환기하고, 기존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가치관에 대해 분석,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그 결과, 학습자는 

객관적인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성찰함으로써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처럼 동료 학습자들과의 대화는 학습자들에게 시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이해의 결과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자신이 

놓쳤던 부분,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된다. 

25) 이 학습자가 토론 전에는 환기하지 못했던 직장 생활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을 환기할 수 있

었던 것은 동료 학습자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02] 학습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02] 학습자가 쓴 감상문을 보면 알 수 있

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학습자는 드라마에서 보았던 직장 내 서열 문화의 경험을 환기하여 

시적 화자에 대해 적극 공감하였다. 다음은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02] 학습자의 감상문

의 일부분이다. 

“그 당시 드라마에는 종종 상사와 부하 직원의 갈등이 나온다. 상사의 부당한 업무배치, 상

사의 무리한 요구에 부하 직원은 고통을 받기도 한다. 정작 그 상사는 더 높은 윗사람을 만

나면 꼼작하지 못한다. 드라마 속의 부하 직원은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권선징악의 엔딩을 맞

이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 속의 부하 직원이라면 대부분 항의하지 않고 자기 상황을 개탄

하며 그저 받아들이는 경우가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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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시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지나친 것은 아닌지, 시 

텍스트에 대한 자신의 관점은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험에 참여한 몇몇 학습자들은 토론을 

통해 시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점검하고 조율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공유하고 

경험함으로써 학습자는 기존의 자신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기도 하였다. 따라서 

시 이해 과정에서의 동료 학습자들과의 대화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기대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 새로운 자기 

이해로 나아가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학습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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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 교육의 설계

  이 장에서는 Ⅲ장에서 살펴본 조선족 학습자들의 한국 현대시 이해의 양상을 

바탕으로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 교육을 설계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Ⅳ장에서는 조선족 학습자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 교육의 목표

  본 연구는 조선족 학습자가 지식 축적에 중점을 둔 기존의 결과주의적 시 

교육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시 텍스트와 소통하면서 타자와 

자기의 내면에 대해 적극 탐구할 수 있는 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성찰적 이해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즉 학습자가 시를 읽고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것과 더불어, 

타자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성찰적 이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선족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교육, 시 이해 과정에서 타자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자기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를 성찰적으로 인식하여 충분한 

자기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교육을 목표로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 교육을 

구안하고자 한다. 

  실제 조선족 학습자의 한국 현대시 이해 양상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텍스트의 지시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이는 조선족 학습자가 다른 한국어 학습자들에 비해 우수한 

한국어능력을 갖고 있고, 한국 문화와 문학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실험에 참여한 조선족 학습자들 중 문학 작품에 대한 기존의 

정전적 해석 지식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시 텍스트에 대한 표면적인 이해에만 

머물러 있는 학습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학습자들이 기존의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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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에 중점을 둔 시 교육의 영향으로 시 텍스트에 대한 능동적인 의미 구성을 

시도하지 못하는 문제로 보인다. 또한 몇몇 학습자들의 경우는 시 텍스트와의 

소통 과정에서 시 텍스트에 내재된 정보로부터 자신의 다양한 경험을 환기하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나, 시 텍스트와 유기적으로 연결 짓지 못하고 의미의 

주관화에 매몰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학습자가 시 텍스트를 읽고 

연관된 자신의 경험을 환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데에만 

지나치게 몰두하여 시 텍스트의 맥락에서 벗어나 타당한 의미를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시 읽기를 통해 자신과는 다른 타자를 경험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변화와 발전을 꾀하는 학습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학습자들은 시 

텍스트의 지시적인 의미 이해를 바탕으로 타자와 상호 소통하고, 타자와 자신을 

연결 지으면서 타자에 대한 이해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자신과 다른 타자와의 관계 속 끊임없는 비교 및 평가를 통해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거나 동료 학습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성찰적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학습자들의 양상을 통해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 과정은 학습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자는 시 읽기 과정에서 시 텍스트에 응축되어 있는 타자의 상황이나 정서, 

경험을 인식하였고 그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환기하거나 상상을 통한 시 

텍스트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타자에 감정이입을 함으로써 공감적 이해로 

나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는 다른 타자를 경험하고 

관계의 지속을 통해 자신을 비교 및 평가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내면화하는 

모습도 보였다. 따라서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는 타자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게 하며,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능동적 문학 감상 주체로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시를 비롯한 문학 텍스트에는 그것이 창작되었던 시대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자는 시 읽기를 통해 그 속에 담긴 

사회⋅문화에 대해 경험하게 된다. 실험에 참여한 조선족 학습자들은 시 읽기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시의 의미를 구성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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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보였다. 즉 학습자는 시 텍스트에 내포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요소를 

인식한 것을 바탕으로, 그와 관련된 자신의 다층적인 경험을 활용하여 시 

텍스트에 대한 의미를 구체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은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형성된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자신에 대하여 성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시 텍스트와의 문화적 

소통이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자기 이해 능력을 도모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 교육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는 시 텍스트와의 상호 소통적 관계 맺기의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시의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둘째, 학습자는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타자와 자신을 비교 및 

평가함으로써 삶의 다양성을 인식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운 자기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셋째, 학습자는 시 텍스트에 대한 인지적․정의적 접근을 통해 타자를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성찰적 사고 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 

2.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 교육의 내용

  이 절에서는 학습자가 시를 읽는 과정에서 타자를 인식하고, 타자와의 관계 

속 소통을 통해 타자를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함으로써 깊이 

있는 자기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 교육의 내용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조선족 학습자들의 한국 현대시 

이해 양상에서 나타나는 미흡한 점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 교육의 내용을 ‘주체의 지향에 의한 타자 인식’, 

‘다중적 경험의 조회를 통한 공감적 이해’, ‘자아성찰을 통한 정체성 

형성’으로 나누어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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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체의 지향에 의한 타자 인식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에서 타자 인식은 나의 고립되고 배타적인 관점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거울’같은 존재이다. 이때 타자는 주체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즉 주체의 지향성에 의해 지각된 

것이라는 점에서 타자 인식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한국 현대시 이해 양상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학습자들은 대상 텍스트의 의미를 성공적으로 파악하였다. 그들이 선이해를 

바탕으로 텍스트의 전체나 부분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문학교육을 통해 꾸준히 훈련되어 온 결과이다. 그러나 시 텍스트가 객관적인 

실체로서 정보를 제공하는 고정된 자료가 아니라, 수많은 해석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해석의 주체에 따라 시 텍스트에 대한 해석은 

다양해질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주입식 시 교육을 받아온 조선족 학습자들의 

경우, 기존의 권위적 해석에 기대어 시를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시의 의미를 고정적인 지식으로 수용하는 것에만 몰두한 결과이다. 즉 시 

텍스트가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족 

학습자들의 도식화된 이해는 텍스트와의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학습자들의 시 읽기 태도는 텍스트의 함축된 의미나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파악하는 데에만 머물러 있어, 시 읽기가 자신의 삶을 

정향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한 경험으로 작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학습자가 

타자를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체의 능동적인 의미구성을 통해 구성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 텍스트에 대한 도식화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기계적인 반응이므로 타자의 존재 자체만을 인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계적 반응에 의한 타자 존재에 대한 인식은 단지 ‘나’와는 다른 피상적인 

존재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자기 이해로 연결되지 않는 점에서 

타자를 이해 대상으로서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타자 인식이 

학습자들의 자기 이해로 연결되려면, 주체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타자의 의미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시 읽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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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타자에 대한 발견이나 인식은 학습자가 시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시를 통해서 

경험하는 타자는 학습자의 시 텍스트에 대한 이해에 따라 다양하게 인식될 수 

있다. 즉 타자는 시의 함축적이고 다의적인 언어가 환기시키는 타자적인 

요소들을 토대로 학습자들에 의해 구성되는 존재로 각 주체와의 만남에 의해 

개별적으로 의미화되는 존재이다. 이때의 타자는 단지 이질적인 존재를 넘어, 

‘가치’가 있는 소통 대상으로서 학습자가 새로운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게 

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세계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줌으로써 

내적 성장을 도모해준다. 이렇듯 주체의 지향성에 의한 타자 인식은 객관적 

대상을 현재의 자기와 연결시켜 자기 이해로 이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 교육의 교육 내용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2) 다중적 경험의 조회를 통한 공감적 이해

  성찰이 ‘대상을 통한 자기 이해’라고 할 때, 자기 이해는 주체가 대상으로 

삼는 ‘타자’와의 소통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타자와의 

소통은 자신과 다른 이질적인 대상과의 대화를 의미하며, 이는 타자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따라서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에 있어 타자와의 상호작용은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시 텍스트는 빈자리가 많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텍스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는 의미는 학습자가 스스로 구성해야 한다. 이는 텍스트 속에 

나타난 기호들을 해독하거나 단순히 번역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텍스트가 제시한 양식에 따라 세계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26) 따라서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 교육은 학습자가 시 텍스트를 

문면에 드러난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시 텍스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활동을 요한다.  

26) 민재원, 앞의 글, 2013,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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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는 시를 읽는 과정에서 단순히 시 텍스트의 내적 요소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로부터 주어지는 정보를 토대로 자신과 연결되는 지점을 찾아 

의미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시를 읽는 과정에서 시 

텍스트와 자신과의 접점을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학습자들은 자신의 맥락에서 시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주로 개인적 경험의 조회를 통해 공감적 이해를 하였다. 이와 같은 텍스트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는 타자를 인식하게 되는데, 이때의 타자는 학습자의 

지향성에 의해 인식된 것이다. 이러한 이질적인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학습자들은 타자 경험을 하게 되고 경험역을 확대하면서, 개인적 맥락뿐만 

아니라 역사⋅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형성된 다중적인 경험을 환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학습자들은 시 텍스트와 연관된 자신의 다중적인 경험을 

환기함으로써 타자에 감정을 이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 텍스트에 대한 

감정이입은 학습자로 하여금 타자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고 타자가 느끼는 

감정과 유사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 또한 학습자들은 타자에 대한 공감적인 

이해를 통해 자아성찰을 하였는데, 즉 타자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거나 새로운 자기이해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단순히 공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타자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한 

사유를 활성화하면서 자신의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이다.27) 요컨대, 다중적 

경험의 조회를 통한 공감적 이해는 타자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게 하며 주체의 자아 인식에 대한 변화의 가능성을 담보해주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중적 경험의 조회를 통한 공감적 이해는 타자에 대한 사유를 

확장함으로써 타자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 즉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깨달음을 얻게 하고, 능동적 문학 감상 주체로서의 성장을 도모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다중적 경험의 조회를 통한 공감적 이해를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 교육의 내용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27) 엄진주, 「소설 읽기에서 타자 이해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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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아성찰을 통한 정체성 형성

  학습자의 성찰은 일반적으로 시 이해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이때 

학습자가 오직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 스스로를 정립할 경우, 고립되거나 

왜곡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의미 있는 성찰을 위해서는 나르시시즘적인 

자기 동일성으로의 침잠에서 벗어나 타자 및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살피는 태도가 요청된다.28) 즉 학습자는 타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고, 지속적인 자기중심으로부터의 탈피를 거쳐 타자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자신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였던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는 시를 읽는 과정에서 텍스트 내적 정보뿐만 아니라 시인에 대한 

정보, 시대적 배경 등과 결합하여 시를 다각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이때 

학습자는 시 텍스트를 통해 타자를 인식하게 되며, 시 텍스트와의 접점을 찾아 

시의 의미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다양한 

경험을 활용하여 시 텍스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시 텍스트의 의미를 

주체적으로 구성하게 된다.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은 학습자와 타자가 끊임없이 

대화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과 다른 타자를 경험하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그런데 시험에 참여한 몇몇 학습자들은 시 텍스트를 읽으면서 타자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자아성찰까지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피상적인 

사유에 머물러 있었다. 이는 학습자가 타자와의 관계 맺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채 진실 된 자기의 모습과는 다른 관습화된 성찰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학습자의 태도는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에서 지향하는 

태도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지향하는 한국 현대시 교육은 학습자가 시 

읽기를 통해 타자를 인식하고 자신의 세계와 연결 지어 타자를 이해하며, 

자신을 발견하고 성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새로운 자기 이해로 나아가는 

28) 최홍원, 「시조의 성찰적 사고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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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들이 시를 읽는 과정에서 이질적인 타자를 

경험하고, 자신의 다중적인 맥락을 활성화하여 타자와의 소통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 학습자는 자신을 타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며 새로운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며 나아가 자기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 교육의 방법

  이 절에서는 앞서 제시한 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따른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 교육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의 중국 조선족 학습자를 위한 

문학교육은 교사 주도의 이론적⋅분석적인 사고방식이 강조되어 왔으며, 

학습자들의 지식 습득에만 중점을 두었기에 시 이해의 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학교육에서 교사의 해석 위주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은 학습자로 하여금 시를 단순히 문제 풀이를 위해 배워야 할 지식 

정도로 받아들이게 하여 학습자의 문학적 흥미를 저하시키므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학습자의 

주체적⋅능동적 읽기 및 동료 학습자들과의 상호작용 등을 강조하는 교육 

방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시 성찰적 이해 교육의 방법을 

‘다중적 경험 맥락의 활성화를 위한 발문 제공’, ‘소통의 구체화를 위한 

자전적 글쓰기’, ‘객관적 가치 판단을 위한 토론’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1) 다중적 경험 맥락의 활성화를 위한 발문 제공

  본 연구는 학습자가 시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타자와의 상호 소통을 통해 타자와 자기를 이해하며 궁극적으로 인간 이해에 

도달하는 문학교육을 지향한다. 이와 관련해 대부분의 조선족 학습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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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해를 활용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는 성공하였다. 그러나 해석 

정전에 중점을 두고 시의 내용을 분석한 학습자들은 시 텍스트와 자신 간의 

접점을 찾지 못하여 시 텍스트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에 머물러 있게 되는 

한계를 보였다. 다음은 김수영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를 읽고 쓴 

학습자의 감상문이다. 

  이 시에서 화자는 커다란 일에는 대항하지 못하면서, 사소한 일에만 목청을 

높이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련에서 화자는 

권력자들에게 어쩌지 못하면서 사소한 것에만 분노하고 있다. 2련에서 화자는 

사회 부조리에는 화를 내지 못하지만 작은 일에는 분노하고 있다. 3련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은 예전부터 계속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련에서는 지금도 

이러한 현상은 변하지 않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5, 6, 7련에서 화자는 

당당하게 문제점에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겁하게 문제를 피하는 자기 

자신을 증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03]

  본 실험에서는 감상문 작성 시 어떠한 질문도 제시하지 않았고, 시 감상에는 

정답이 존재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으며, 학습자 본인의 솔직한 생각을 자유롭게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03] 

학습자는 시의 각 연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감상문을 

작성하였다. 화자가 커다란 일에는 대항하지 못하면서 사소한 일에만 목청을 

높이는 자신의 삶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이해하였으나, 이를 학습자 자신의 

경험과 연관 지어 자기를 이해하는 데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지식 중심의 자국 문학교육 안에서 꾸준히 훈련되어 온 결과이다. 중국 

조선족의 문학교육은 해석 정전에 중점을 두고 시의 내용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를 읽는 학습자의 주체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 학습자의 경우, 텍스트에 함축된 의미나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시 읽기가 자신의 

삶을 정향하는 데에 유의미하게 연결되지 못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시 

텍스트와의 관계 맺기에 실패했음을 뜻한다. 학습자가 시 텍스트와 관계를 맺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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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텍스트 속의 시적 대상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자가 시적 

대상을 발견하고 인식하게 되면, 그와 연관된 자신의 경험을 환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환기된 학습자의 경험은 시 텍스트와의 상호 소통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활용되어 시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구체화함으로써 문학 

감상을 풍부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시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경험을 활성화하는 것은 시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  유발, 다양한 이해의 

가능성, 그리고 타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촉진할 수 있다.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 교육은 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능동적인 의미 

구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경험을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시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다중적 

경험의 맥락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일종의 비계 역할을 

하는 발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사의 발문 제공을 통해 학습자는 시 

텍스트 속 타자를 인식하고, 타자의 맥락에 근거하여 자신의 다중적인 경험을 

조회함으로써 시 텍스트의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타자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경험함으로써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2) 소통의 구체화를 위한 자전적 글쓰기

  학습자는 시 텍스트와의 소통을 통해 자신과는 다른 가치관을 지닌 사람과 

간접적으로 대화하고 타자의 입장에서 공감해 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타자를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내면을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조선족 학습자의 경우, 언어 

숙달도가 높고 한국 문학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텍스트의 내적 정보와 

기존의 문학교육에서 배웠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시 텍스트가 지시하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는 시 

텍스트와 연관된 자신의 다중적인 경험을 환기함으로써 시적 주체의 입장에 

서서 감정을 이입하고, 타자를 공감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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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는 타자의 입장에 서서 타자를 이해하고 타자와 자기를 비교, 분석하는 

것을 통해 자신과 세계에 대한 비판적, 확장적 시각을 얻게 된다. 반면 자신의 

경험에만 의존한 유추를 통해 타자를 이해하고자 한 학습자의 경우, 각자의 

경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시각의 차이로 인하여 해석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에 매몰되어 편협한 시각으로만 

타자를 바라보고 평가하였기 때문에, 타자와의 관계 맺기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한 것이다.

  나는 화자를 이해할 수 있다. 예전에 딱 한 번, 불의를 보고 나섰다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던 경험이 있다. 그 사건 이후, 나 

또한 화자처럼 대놓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나서서 나의 목소리를 내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망설이고 

있다.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04]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04] 학습자는 불의를 보고 나섰다가 상황을 

악화시켰던 자신의 경험을 환기하여, 화자 역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부당한 일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이처럼 학습자는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화자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화자의 정서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학습자가 특정 경험에 대해 갖고 있었던 지배적 정서가 시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해석에 오류가 

발생하였다. 이는 자신의 경험과 텍스트 사이의 접점을 찾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에만 지나치게 의존하여 타자를 이해하였기 때문에 시 텍스트로부터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하는 양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타자를 통해 자신의 참모습을 확인하고, 그러한 자신에 대해 반성하여 

스스로 변화 가능성을 발견하면서 삶의 가치와 태도를 확립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2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계에 대한 본질 탐구와 더불어 자기에 대한 

존재론적 탐구의 기회를 제공30)해주는 자전적 글쓰기 활동을 교육 방법으로 

29) 김혜진, 「설화를 활용한 자기 성찰적 글쓰기 교육 연구 –한국어 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

로-」, 『고전문학과 교육』2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1, p.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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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고자 한다.  

  자전적 글쓰기란 자기 서사와 자아성찰을 통해 보다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는 글쓰기를 뜻한다. 자전적 글쓰기는 ‘자서전’에서 비롯된 용어라

고 할 수 있다. 필립 르죈(Philippe Lejeune)은 자서전을 “한 실제 인물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소재로 하여 개인적인 삶, 특히 자신의 인성의 역사를 중점적으

로 이야기한 산문으로 쓰인 과거 회상형의 이야기31)”라고 정의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자전적 글쓰기는 현재의 자아뿐만 아니라 잊고 있던 과거의 자아

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제공하며, 과거의 기억에 대한 환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봄으로써 제한된 인식의 범주에서 벗어나 확장된 인식과 활

성적 사고를 획득하게 한다. 따라서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 과정에서 자전

적 글쓰기 활동은 시 텍스트와 연관된 자신의 경험을 활성화하고, 텍스트와의 

지속적인 교섭을 통해 재의미화 함으로써 다시 한 번 자신의 삶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다.

(3) 객관적 가치 판단을 위한 토론

  성찰은 주체의 내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속성을 

가진다. 보다 올바른 성찰을 위해서는 내면의 주관적인 관점 보다는 외부의 

의견 반영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료 학습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보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동료 학습자들과의 토론이 학습자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 판단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절에서 제시하는 

토론은 학습자가 스스로 사유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자신과 다른 관점이나 

가치관에 비추어 성찰적 조정을 경험할 수 있는 교실 내 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교실 내 대화를 최미숙은 “두 주체 사이에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관점 혹은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시적 사유 방식을 

30) 임경순, 『서사표현교육론 연구』, 역락, 2003, p.124.

31) Philippe Lejeune, Le Pacte autobiographique, 윤진 역, 『자서전의 규약』, 문학과지성사, 

1998,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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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할 수 있으며, 새로운 시적 사유를 추동시킬 수 있는 상호 소통 

형태32)”라고 보았다. 즉, 시 텍스트 속의 타자를 이해하고 자기를 객관화하는 

과정에서 동료 학습자들과의 대화는 자신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국면을 발견하는 과정으로, 자기 조정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텍스트를 바라보는 관점을 동료 학습자들과 공유하는 것은 시 텍스트에 대한 

학습자의 주관적인 이해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례로 몇

몇 학습자들의 경우, 시의 정보나 문화적 배경에 대한 무의식적인 고정관념으로 

인해 시 텍스트에 대한 단편적인 사고에 국한되어 해석에 한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조선족 학습자가 토론 활동을 끝낸 뒤, 자신의 생각

의 변화에 대해 서술한 것이다. 

  토론 전, 저는 ‘윤동주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대표적인 시인이다.’라는 고정관

념을 갖고 시를 이해하였기에 시는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으려는 화자의 강력한 애

국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토론 중 많은 친구들과의 교

류를 통하여 이 시는 화자가 지난날 자아를 잃어버렸고, 그것에 대한 자아성찰을 

하고 있으며 다시 참된 자아를 되찾으려고 하는 화자의 강한 의지력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길-03]  

  

  윤동주를 일제 강점기시대에 살았던 시인, 민족 시인이라는 편견을 갖고 시를 

마주했고, 나의 경험을 떠올리기보다는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한 역사들을 떠올리면

서 시인의 감정을 이해하였다. 조별 토론에서 시에 대한 친구들의 다양한 생각들

을 듣게 되었다. 친구들이 ‘윤동주’라는 시인에 얽매이기 보다는 그를 한 사람

으로서 마주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연결 지어 이야기를 하였는데, 틀에 박힌 이해

가 아닌 진심으로 시를 감상하는 것이 느껴졌다. 앞으로 시인에 대한 정보에 얽매

이지 않고 보다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시를 읽을 것이다. [길-06] 

  

  [길-03], [길-06] 학습자 모두 시인의 정보에 대한 무의식적인 고정관념으로 

인해 시 텍스트에 대해 단편적인 사고를 하게 되었다. 이 두 학습자는 모두 윤

32) 최미숙, 「대화 중심의 현대시 교수‧학습 방법」, 『국어교육학연구』26권, 2006,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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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시인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고정된 틀에서 시의 의

미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양상이 유독 윤동주의 「길」에서 나타나는 이

유는 조선족 학습자가 자국 문학 교실에서 윤동주 시인에 대해 배운 경험으로 

인해 형성된 풍부한 문학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시를 감상

의 대상이 아닌, 단순히 문제를 풀기 위해 배우는 지식 정도로만 생각했기 때문

에 학습자가 도식적으로 시를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하지만 이 두 학습

자들은 동료 학습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자신이 고정관념을 갖고 시 텍스트를 이

해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자신이 이해한 내용의 합리성과 적절성에 대해 

판단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다양한 동료 학습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가운데 자신의 시에 대한 이해를 조정해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동료 학습자들과의 토론은 시 텍스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서로의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동료 학습자들

과의 소통 과정에서 학습자는 시 텍스트에 대한 자신의 이해에 대해 객관적으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 감상의 결과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학습자들은 자신이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게 된다. 즉 동료 학습자들과의 비교를 통해 기존의 자신의 

관점을 조정하여 타당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여 자신의 사유를 확

장함으로써 새로운 자기 이해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동료 학습자들과의 

토론을 통한 자기 조정은 학습자들이 보다 넓은 시각에서 시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게 하며, 자신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들 간 토론이 유기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질문을 제공해야 한다. 교사가 제공하는 적절한 질문을 통해 학습자는 스스로 

시 텍스트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초점화하고, 나아가 성찰적 사고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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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그동안 지식 축적에 중점을 둔 결과주의적 문학교육을 받아온 조선족 학습자

들은 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정전적 해석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시를 소통의 대

상이 아니라 하나의 명제적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시 읽기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

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시 읽기를 통해 타자를 인식하고, 그와의 상호작용

을 통해 자기를 발견하고, 스스로를 성찰적으로 인식하여 충분한 자기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교육을 구안하고자 하였다. 이때 주체의 성찰이 자기-세계의 관

계 속에서 자아-타자의 만남과 소통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고, 이를 위해 

다양한 타자적인 요소들을 내재하고 있는 자아성찰 시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

였다. 그리고 조선족 학습자의 자아성찰 시 이해 양상을 살펴보고, 학습자들의 

실제 자료를 근거로 하여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 원리를 도출하고자 하였

다. 또 이에 따라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의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시의 의미를 구성하고, 타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시 교육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을 통해 학습자의 양상을 범주화하여 Ⅱ장의 이론을 

도출하고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 교육에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성찰

적 이해 교육의 제재로서 한국 현대시의 특징을 Ⅱ장 1절에서 밝히고자 하였으

며 학습자의 양상 연구를 통하여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의 원리를 ‘이해 

대상으로서의 타자 인식’, ‘참여를 통한 다중적 경험의 재구성’, ‘소통을 

통한 자기 조회’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생성된 범주에 따라 Ⅲ장에서는 학습자의 양상을 ‘이해 대상으로서 타자 인

식’, ‘교섭을 통한 다중적 경험의 재의미화’, ‘소통을 통한 메타적 자기 성

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이해 대상으로서의 타자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텍스트의 내적 정보나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시의 내용을 이

해하고 이에 기반하여 타자를 인식하였다. 다음, 교섭을 통한 다중적 경험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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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시 텍스트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재의미화하거나, 시 텍스트의 사회⋅문화적 요소에 의해 자신

의 다중적인 경험을 재의미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소통을 통한 메타적 자기 성찰 

과정에서 학습자는 타자와의 비교를 통해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거나 시 텍스트 

속의 성찰을 계기로 자기를 조회하고 성찰함으로써 정체성을 재구성하였다. 이

러한 조선족 학습자들의 자아성찰 시 이해 양상을 바탕으로, 한국 현대시의 성

찰적 이해 과정에서 나타난 저해 요인 및 촉진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의 저해 요인에는 사고의 고착화, 경험에의 매몰, 관습화

된 성찰이 있으며, 촉진 요인에는 동료 학습자들과의 상호작용이 있다.

  이러한 Ⅱ장과 Ⅲ장의 연구에 따라 Ⅳ장에서는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 교

육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그 내용으로 ‘주체의 지향에 의한 타자 인식’, ‘다

중적 경험의 조회를 통한 공감적 이해’, ‘자아성찰을 통한 정체성 형성’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이러한 교육 내용을 구체적인 학습 

활동으로 실현시키기 위하여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 교육의 방법으로 ‘다

중적 경험 맥락의 활성화를 위한 발문 제공’, ‘소통의 구체화를 위한 자전적 

글쓰기’, ‘객관적 가치 판단을 위한 토론’등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첫째,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 교육은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촉발하는 등 정의적

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줌으로써 능동적인 감상 주체로서의 성장

을 도모한다. 둘째, 학습자가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세계를 바라보

는 인식을 넓혀주고 더 나아가 자기 이해 능력을 신장시켜준다. 마지막으로, 실

제 조선족 학습자들의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학습자들의 한국 현대시 이해 양

상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의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학습자들의 양상을 단기적인 반응

에 근거하여 분석하였기에, 학습자 개인이 한국 현대시의 성찰적 이해를 통해 

재구성되는 정체성의 변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또한 이 연구는 연변 지역의 조선족만을 대상으로 하여 타 지역의 조선

족들의 성찰적 이해 양상을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반화하기 어렵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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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실험을 통해 학습자들의 지역적 특성이나 개인적 변인 

등을 고려하여 학습자들의 반응을 추가적으로 살피고, 이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후속 연구들을 통해 본 연구의 미흡한 부분이 보완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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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Reflective Understanding 

Education in Korean Modern Poetry
: Focused on Ethnic Korean Learners

Jin, MeiShan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ducate ethnic Korean learners to facilitate inner change 

and development by understanding the other and exploring the inner side of 

themselves. 

Reading poetry is to face a different kind of the other, and to discover 

oneself in a relationship with the other. Learners can shape their own experience in 

mutual communication with the other, and facilitate new self-understanding by 

comparing and evaluating themselves with others. At this moment, not only the 

meaning of the object will be different depending on how the learners experience and 

recognize the object, but also the value and direction of the learners’ life will be 

differen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sign reflective understanding education in 

Korean modern poetry based on the concept of ‘reflective understanding’ of learners 

who grasp the object in the course of poetry comprehension, realize the true meaning 

of it, understand themselves, and facilitate inner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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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Self-reflection poetry’ is selected as a specific medium to 

communicate with learners. “Self-reflection poetry” is a work representing the inner 

story of a poet, which well embodies the poet's life and reflective attitude toward 

life. In particular, the fact that reflections in the "self-reflection poetry" text and 

learners’ reflections through the poetry text are homology. is effective at drawing the 

learners’ reflective understanding.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categorized 

aspects of the reflective understanding of ethnic Korean learners about self-reflection 

poetry, and suggested principles of the reflective understanding of Korean modern 

poetry as 'recognition of the other as an object of comprehension,’ ‘reorganization of 

multiple experiences through engagement’ and ‘self-identification through 

communication.’ 

The aspect of reflective understanding of Korean modern poetry was 

categorized as follows through the analysis of ethnic Korean learners’ poetry report. 

First of all, in the course of ‘recognition of the other as an object of comprehension,’ 

learners used the inner information of poetry text or their own background knowledge 

to recognize the other. Next, in the course of ‘redefinition multiple experiences 

through negotiation,’ learners actively sought to explore factors within their 

experience range that could be common denominators with others, and showed 

themselves redefinding their multiple experiences by awareness of a problem or 

sociocultural factors of poetry text. Finally, in ‘meta self-reflection through 

communication,’ it was possible to identify aspects as learners objectify themselves 

by comparing with other, or reflection in poetry text was transferred to learners and 

reorganize their identity by self-referral. Based on these aspects of ethnic Korean 

learners, deterrent factors and facilitating factors revealed in reflective understanding 

of Korean modern poetry was analyzed. The deterrent factors of reflective 

understanding are the fixation of thought, limitation of  experience, and 

conventionalized reflection. Then, the facilitating factor is self-referral through 

interaction with fellow lear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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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possibilities and implications identified in the analysis of the 

aspects of reflective understanding of Korean modern poetry by ethnic Korean 

learners, the goals, contents and methods of reflective understanding education of 

Korean modern poetry were devised. As the contents of the education, recognition of 

the other as a subject, empathic understanding through reference of multiple 

experiences, and identity formation through self-reflection were proposed. The 

teaching methods to achieve these education goals were to provide question for the 

activation of multiple experience contexts, autobiographical writing for the 

embodiment of communication, and discussion for objective value judgmen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which it sought to facilitate the growth of 

learners as active reading subjects and to expand the learners’ vision toward the 

world by experiencing various perspectives through the poetry education, in 

consideration of justice such as arousing the interest of learners, and triggering 

creative thinking, and so on. Furthermore, it has a significance of devising poetry 

education to enhance self-understanding ability of ethnic Korean learners. 

Key words : reflective understanding, ethnic Korean learners, education of 

understanding poetry, understanding the other, self-understanding, 

experience, empathy, meta-reflection

Student number : 2017-29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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