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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상호문화 능력 신장에 중점을 두어 한국 

현대시의 상징 이해를 통한 상호문화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제안하

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재

한 학습자)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재중 학습자)가 같

은 시 텍스트를 읽고 상징 의미를 해석하고 활용하며 한·중 문화를 이해하

는 데에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의 생활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징을 바탕으로 구축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같은 상징이더라도 다른 민족, 국가와 언어권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상징은 다른 언어 문화권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고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인에게 

익숙한 상징은 중국인 학습자에게는 독특한 문화를 담고 있는 매우 낯선 것

일 수밖에 없다. 문학작품은 언어로 표현된 문화의 실체로, 그것이 창작되었

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보고(寶庫)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현대시는 문화를 담고 있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미적 생산물이자 

상징의 축적이기 때문에 학습자가 상징의 의미를 다차원적으로 해석함으로

써 타문화와 접근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데에 유용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시 텍스트의 상징에 대한 이해를 통

해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문화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양상을 파

악하고 상호문화교육을 어떻게 구안해야 하는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실제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양상을 파악하고 상호문화교육에 적합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학습자가 작성한 실험지, 수업 토

론 자료, 감상문 자료, 인터뷰 자료를 모집하고 분석하였다. 또 상징과 상호

문화에 관련 이론을 통해 상호문화교육에서 상징의 개념을 살펴보고, 상징 

이해와 상호문화 능력 신장의 내용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상징 이해

를 통한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의 원리를 ‛상징의 내포적 의미 인식을 통한 

문화 이해', ‛상징의 맥락 탐구를 통한 타문화와의 소통', ‛상징의 의미 구성

을 통한 문화적 정체성 형성'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상징 이해를 통한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의 양상을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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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리하였다. 첫째, ‛시의 내포적 의미 인식을 통한 타문화 이해'를 ‛문학

적 경험을 활용한 시적 상징 발견', ‛배경 지식의 활성화를 통한 지시적 의

미 추론'과 ‛한·중 상징의 상호텍스트적 이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둘째, 

‛시의 맥락 탐구를 통한 타문화와의 소통'을 ‛시 텍스트의 내적 맥락 추론을 

통한 이해 심화', ‛사회문화적 맥락 파악을 통한 정의적 거리 조정', ‛개인적 

경험과 공동체적 경험의 다차원적 활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셋째, ‛시의 

의미 구성을 통한 문화적 정체성 재구성'을 ‛시적 상상력의 활성화를 통한 

상호문화적 이해', ‛시적 성찰을 통한 성호문화적 정체성 확립'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양상과 함께 각 항마다 재한 학습자와 재중 학습자 간

의 양상에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도 함께 살펴보았다.

학습자의 양상 분석에서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상징 이해를 통한 한국

어 상호문화교육의 목표, 내용, 방안을 구안하였다. 교육 설계에서 재한 학

습자와 재중 학습자, 이 두 집단의 차이에 따라 다른 처치가 필요할 경우 

따로 설명하였다. 교육 내용으로 ‛상호문화적 관점에서의 타문화 이해', ‛정
의에 기반한 상호문화적 소통', ‛의미 구성에 기반한 상호문화적 정체성 형

성'을 설정하였다. 교육 내용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상호텍스트적인 문학작

품 비교하기', ‛상호문화적 체험에 기반한 감상문 쓰기', ‛상호문화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대화하기'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재한 중국인 학습자와 재중 중국인 학습자들의 실제적인 자료

를 바탕으로 상징 이해를 통한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의 양상을 확인하였다. 

이를 근거로 이에 적합한 교육 내용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재한 학습

자와 재중 학습자, 이 두 집단의 학습자는 서로 어떻게 다르게 상징 이해를 

통해 타문화에 접근하고 이해하며 정체성 구성하는 데에 드러나는지를 살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핵심어: 한국어교육, 중국인 고급 학습자, 상징 이해, 타문화, 자문화, 정체성 

구성, 상호문화 능력

학번: 2018-2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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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상호문화 능력의 신장에 중

점을 두어 한국 현대시의 상징 이해를 통한 상호문화교육의 구체적인 내

용과 방법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

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재한 학습자)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고

급 학습자(재중 학습자)는 같은 시 텍스트를 읽고 상징 의미를 해석하고 

활용하며 한·중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를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어교육 분야에서 문화교육에 대한 논의는 사회 언어학자인 하임즈

(D. Hymes)가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1)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기부터였다. 이런 의사소통적 관점은 외국어 학습자가 해당 

사회문화 맥락에서 적절하게 언어를 이해하고 구사하는 능력을 강조하였

다. 표면적으로 문화 능력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그 바탕에서 문화에 대

한 지식과 수행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미국의 '외국어교육 기준'인 5C2)를 통해

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문화교육을 떠나서 언어교육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할 수 있

다. 모란(Moran)이 ‛문화에서 언어는 어디든지 존재하고 문화에 몰입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변의 언어를 듣고 알게 된다.3)'라고 지적한 

1) 김태영, 『영어교육을 알면 영어가 보인다』, 서울: 글로벌콘텐츠, 2016, p.136, 재
인용.

2) 외국어교육의 기준(Standards for Foreign Language: Learning for the 21st

Century)은 1996 년에 제안되었다. 구체적으로 의사소통(Communication), 문화
(Cultures), 연계(Connections), 비교(Comparisons), 공동체(Communities) 등을 포
함한다. 참조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https://www.actfl.org/publications/all/world-readiness-standard-learning-languages
3) P. R. Moran, Teaching Culture: Perspectives in Practice, 정동빈 외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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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언어와 문화는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위와 같은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적용하였다.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려면 문화를 배우는 것은 필수

이다. 왜냐하면 한국어에는 한국이라는 언어공동체의 문화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윤여탁은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현황을 크게 세 가

지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첫째, 문화 요소(cultural component) 중심의 문

화교육, 둘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한 문화 요소를 

활용하는 문화교육, 셋째, 문화 자체에 대한 문화교육이다.4)

현재 중국에서 다루고 있는 문화교육은 주로 한국어교재나 다른 읽기 

자료에서 문화 요소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이는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는 교육과 어휘, 문법을 중요시하고 의사소통 신장을 

위해 문화 요소를 활용하는 문화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방

법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정의적, 태

도적, 경험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삼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는 역시도 이 지구

촌 사회의 구성원이고 다양한 문화의 만남을 겪고 있다. 재한 중국인 학

습자는 그동안 살았던 거주 환경을 떠나서 한국문화 속에 경험하고 있으

며, 재중 중국인 학습자는 그들에게 타문화로서의 한국문화와 거리를 둔 

상태에서 경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를 외국어로서 배우는 재

중 중국인 학습자는 언어를 배움으로써 타문화에 접근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재한과 재중 중국인 학습자는 모두 자문화에서 출발하

여 타문화를 인식하고 있는 능동적인 주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능동적으로 문화를 이

해하려는 주체로 보고, 문화 지식에 관심을 둔 문화교육이 아니라 문화 

자체에 중점을 두는 문화교육의 상호문화적 관점을 도입하고자 한다. 

 에른스트 카시러(Ernst Cassirer)가 인간성의 실마리를 상징에서 찾는

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어느 의미에서 우리의 생활은 상징을 바탕으로 

『문화교육』, 경문사, 2005, pp. 46-47.
4) 윤여탁, 『문화교육이란 무엇인가: 한국어 문화교육의 벼리[綱]』, 태학사, 2013,
pp. 148-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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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된 것으로 볼 수 있다.5) 같은 상징이더라도 다른 민족, 국가와 언어

권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상징은 다른 언어 문화권을 이

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고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상징은 다른 나라와 언어권에 포함되고 있는 문

화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하다. 그리고 언어를 의사소통의 수단이라는 관

점에서 볼 때는 상징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진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국가와 언어권의 문화를 이해하려면 상징으로부터 이해하는 것은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상징에 관한 관점은 상징이 문화 이해에 중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상징의 일반적인 정의와 개념에서 출발

한 것인데 문학작품에서 나온 상징과 다르다. 문학적 상징은 특정한 의

미나 관념으로 고정될 수 없는 특성을 갖는다. 문학작품의 상황과 정서

를 통해 상징 의미 해석은 다르고 학습자의 경험·정서·상상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학작품은 언어로 표현된 문화의 실체로, 그것이 창작되었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보고(寶庫)로 볼 수 있고 가치를 지니

고 있다. 그리고 현대 문학작품은 고전 문학 작품보다 학습자들로 하여

금 더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장점이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교육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 현대시는 문화를 담고 있고 언어로 표현하는 미적 생산

물로 볼 수 있다. 소설과 다르게 제한된 편폭(篇幅) 안에 시인의 생각과 

감정, 관념과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 시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시인과 같은 언어 문화권에 있는 독자들이 다 알고 있는  

가치관, 신념 체계 등 복잡한 것을 구체적인 서술이나 설명 대신 시인은 

흔히 상징을 통해 표현한다. 따라서 현대시는 상징의 축적이라 할 수 있

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상징은 외국인들에게는 

독특한 문화를 담고 있는 매우 낯선 것일 수밖에 없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상호문화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한국 현대시 텍스트의 상징 이해를 통해 재한 중국인 학습자와 재중 중

5) Ernst Cassirer, An Essay on Man: An Introduction to a Philosophy of Human
Culture, Yale University Press, 1947,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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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학습자가 한국문화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어려움

을 파악하고 자문화와 타문화 간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상호

문화적 능력의 신장에 목표를 두며 상호문화교육을 어떻게 구안해야 하

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사 검토 

본 연구는 한국 현대시 텍스트의 상징 이해를 통한 상호문화교육에 중

점을 두고 문학작품을 활용하여 상호문화교육의 내용을 구안하는 관점에

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본 절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선행 연구

들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한

국어교육에서 상호문화교육에 관한 연구, 둘째, 현대시를 활용한 문화교

육에 관한 연구, 셋째, 상징에 관한 연구이다. 

(1) 한국어교육에서 상호문화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어교육에서 상호문화교육에 관한 연구는 황라영, 김혜민, 장청원, 

김예리나, 김유리 등 논의가 있다. 

황라영에서는 현재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지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

행되고 있는 문화교육을 비판하며 한국 문학작품을 활용한 상호문화교육

을 구안하였다. 그리고 상호문화적 접근의 과정을 상호문화적 인지, 상

호문화적 해석, 상호문화적 태도 형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6) 김혜민

에서는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상호문화 교수 전략을 다

루었다. 이 연구에서는 상호문화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수 전

략의 양상을 지식, 인식, 실천의 측면에서 문화 지식의 전달, 문화 간 인

식의 촉진, 문화적 실행의 추구를 제시하였다.7) 장청원에서는 중국인 고

6) 황라영,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상호문화교육 연구: 한국문학 작품 활용을 중심
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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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학습자의 상호문화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문학작품을 활용한 한국 

관념문화 교육을 설계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한·중 문학작품을 선정하

고 비교함으로써 문학작품을 활용한 한국 관념문화 교육의 원리를 경험

을 통한 문화 이해의 활성화, 문화적 상호연관성에 드러난 자기반성 의

식의 촉진, 비판적 관점 형성을 촉진하는 자기 인식 조정으로 나누어 제

시하였다.8) 김예리나에서는 고급 학습자의 상호문화 능력 신장을 위해 

문화충격 경험을 활용한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을 설계하였다. 이 연구에

서 제시한 원리로 타문화의 가치와 경험 관련짓기, 타문화를 통한 자기 

인식 탐색, 상호문화적 자기 인식 조정을 제시하였다.9) 김유리는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들은 한국 문화 지식을 구성하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는 

학습자 중심의 한국어 문화교육을 구안하였다.10) 문화교육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목표 문화와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문

화 지식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자기화하는 상호문화 지식 교육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학습자의 언어 수준에 따라 문화 지

식 구성의 원리로는 텍스트의 이해를 통한 소통소 형성, 상호작용을 통

한 문화 지식의 의미 구성, 개인적 지식으로서 문화 지식의 재구성을 제

시하였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상징을 텍스트 내적 정보로 보고 학습자

들은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해석하며 소통소를 형성한 양상을 보여 주었

다.

이상의 논의들을 통하여 문학작품을 활용한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의 가

능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학습자들은 자문화와 타문화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여 문화 간 비교를 통해 양 문화에 대한 인식의 조정이 이루어짐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타문화를 이해할 때 상징을 통해 타문화에 다가

가고 비교하는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다. 상징은 현대시의 중요한 구성

7) 김혜민,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교수 전략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5.

8) 장청원, 「문학작품을 활용한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 관념문화 교육 연구-집단주
의 문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8.

9) 김예리나, 「학습자 경험을 활용한 한국어 상호문화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18.

10) 김유리, 「한국 현대시를 활용한 상호문화 지식 교육 연구-중국인 중·고급 학습
자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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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고 상징에 대한 해석이 학습자마다 다양

해질 수 있으며 이를 기초로 도출한 문화에 대한 이해나 해석도 다양할 

수 있다. 이런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문화교육에서 상징은 흔히 

시 텍스트의 요소로 하나로 보고 왔는데 상징의 의미도 고정화 되어 있

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징 의미에 대해 간단하고 단일한 

의미 해석을 넘어 중국인 학습자들은 어떻게 상징을 다르게 이해하고, 

상징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문화를 이해하고 비교하며 정

체성을 형성하는지를 밝히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2) 현대시를 활용한 문화교육에 관한 연구

현대시를 활용한 문화교육에 관한 연구는 오세인, 신윤경, 강소영, 박

성, 최은주 등 논의가 있다. 오세인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를 활용한 한국 문화교육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하기 위해 문화의 개념과 내용을 살피고 시를 활용한 한국 문화의 교수-

학습 모형을 개발하며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자료로 이용될 만한 시 목록

을 제안하였다.11) 신윤경에서는 현대시를 활용한 문화 교육의 효용성과 

유용성을 살피고, 실제 수렴함 자료를 기초로 윤동주의 「서시」를 통한 

일제 강점기의 문화 교수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

로 제시하였다. 12) 강소영에서는 고급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시를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의 방법을 제안하였다. 특히 역사문화에 주목하

여 언어와 문화를 통합한 효율적인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다.13) 박성에서

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 가치 문화교육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현대시를 가치문화 교육의 제개로 제시하였다. 학습자의 문화 

11) 오세인, 「시를 활용한 한국 문화교육 방안-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의 정치·
사회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15(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4.

12) 신윤경, 「문학을 활용한 일제 강점기 역사문화 교육-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7(1), 한국언어문화학회, 2010.

13) 강소영, 「시를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방법 연구-역사문화 교육을 중심으
로」, 『한국문예창작』, 15(1), 한국문예창작학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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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양상을 살펴봤고 이를 전제로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 가

치문화 교육모형을 제시하였다.14) 최은주에서는 「춘향전」을 한국인의 

정서를 담는 가치 있는 문학작품을 보고 시로 변용한 「춘향이 마음」도 

역시 정서문화, 언어문화, 생활문화 등 것을 포함하고 있어 학습자에게 

큰 가치를 지닌 문학작품이다. 이를 토대로 외국인 학습자가 시인의 심

상을 통해 시가 의미하는 주제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4차시로 계획한 

교수학습지도안을 제시하였다.15)

이상의 논의들을 통하여 한국 현대시를 활용한 한국 문화교육의 가능

성을 확인할 수 있고 문화교육에 문화 요소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실

제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교육에 적합한 현대시가 많은 것

도 알 수 있다. 

(3) 현대시 상징에 관한 연구

현대시 상징에 관한 연구는 주로 시 교육에서 많이 다루어 왔는데 대

표적으로 김동환, 조영복, 박주형 등 논의들이 있다. 김동환에서는 상징 

교육은 상징에 대한 이해와 해석 활동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였고16) 이와 관련하여 상징의 이해 과정을 ‛정체의 확인, 해석의 

시도, 작품의 내면화'로 나누어 제안하였으며 각각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방법을 제안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조영복에서는 상징의 의미

는 복합성을 지니고 있고 상징에 대한 해석 활동은 시적 언어가 가지고 

있는 다층적·창조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17) 박주형은 상징은 복잡한 현상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

14) 박성,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 가치문화교육-현대시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연구』, 14(2), 한국어교육연구소, 2019, pp. 5-36.

15) 최은주, 「현대시를 활용한 한국어문화 교육방안 연구: 박재삼의 연작시 <춘향
이 마음>을 중심으로 」,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8.

16) 김동환, 「상징,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김은전 외, 『현대시교육론』, 시와시
학사, 1996.

17) 조영복, 「시적 언어의 상징적 해석과 문학 교육의 방향」, 『국어교육』,
114(1), 한국어교육학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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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상징의 인식적 기능

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였고 상징이 갖는 본질에 적합한 해석 활동의 구

조를 규명하고 그 교육적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18) 이러한 논의들은 

한국 현대시의 상징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학습자들은 상징을 어

떤 절차를 걸쳐 상징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시 교육에서뿐만 아니라 상징을 활용하여 문화교육에서 어떻게 활용되

어 있는지를 탐색한 연구들도 있다. 

박영순에서는 한글, 태극기, 애국가19) 등은 ‛상징적 정체성'의 예시로 

정체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단어들은 한국어교육에서 다루

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정예희에서는 일상어휘와 문화어휘의 상

징성을 논의하는 것을 통해 ‛한국문화상징 어휘'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모든 어휘가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이 외에 상징 의미도 포함

되어 있다는 것을 밝혔다.20)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교육 방안을 제시

하였다. 김낭예에서는 상징이 한국어교재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검토

하는 것을 통해 한국어교육에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던 상징에 대해 논

의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상징 체계를 정리하고 의사소통의 측면에

서 상징이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21) 

이러한 논의들 통하여 시 교육에서 상징의 의미 다의성과 상징 해석 

활동에 대해 중요시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문화교육에서 

상징의 효율성을 제대로 검토하는 의의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상징을 통하여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논의는 주로 국어교육 분야에서 제시하는 것

이고 중국인 고급 학습자가 다른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상

징을 통해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18) 박주형, 「시 텍스트의 상징 해석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19) 박영순, 「한국어교육으로서의 문화 교육에 대하여」, 『이중언어학』, 23(1), 이
중언어학회, pp. 67-89, 2003.

20) 정예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용 한국문화상징 어휘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21) 김낭예, 「상징을 통한 한국 문화 교육 연구-문화 상징 항목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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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이런 시사점을 가지고 중국인 고급 학습자가 한국 문

화에 접근하고 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어떤 양상이 보일지, 그리고 상

호문화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어떤 교육 방안을 필요할지를 논의하고

자 한다. 

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 대상 학습자

본 연구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한국에 거주하

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재한 학습자)와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고급 학

습자(재중 학습자)들은 같은 한국 현대시 텍스트를 이해하고 상징 이해

를 통해 상호문화 능력 신장에 나타난 양상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재한 학습자와 재중 학습자 이 두 집단으로 나

누어 예비 실험과 본 조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대상 학습자는 토픽(TOPIK) 5-6급 소지하고 재

한 학습자 15명과 재중 학습자 15명 고급 학습자이다. 이처럼 대상 학습

자를 선정한 이유는 첫째, 고급 학습자의 언어 수준이 더 높고 외국인 

학습자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한국 현대시에 있는 상징 이해를 통한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22). 둘째, 재한 학습자와 재

중 학습자들의 사회문화적 맥락이 다르고23) 거주 환경이 학습자가 처해 

22) 김유리는 언어 수준에 따라 학습자가 문화 지식을 구성하는 양상이 어떻게 다르
게 나타나는지를 밝히기 위해 중급, 고급 학습자로 나누어 실험을 해 봤는데 그
결과는 중급 학습자들은 ‛텍스트 이해를 통한 소통소 형성', ‛상호작용을 통한 문
화 지식의 의미 구성', ‛개인적 지식으로서 문화 지식의 재구성' 등 측면에서 고
급 학습자들에 비해 부족한 모습을 드러냈다. 김유리, 앞의 논문, 2019, pp.
36-84.

23) 왕녕은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재한 중국인 유학생 집단'과 ‛중국 대학교 한국어
학과 재학생 집단'으로 나누어 이 두 집단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1:1 면접 실험'
과 ‛모둠 토의 실험'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문화적 요소 차이의 탐구에서는
재한 학습자들은 시를 해석하면서 쉽게 한·중 문화 간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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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회문화적 맥락과 이들의 상징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두 집단으로 나누어 실험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점이다. 

우선 재한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경우에는 한국어교육이나 국어국문 전

공인 학습자는 일반 학습자보다 한국문학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상황을 만족시키려고 전공 학습자를 제외하였다. 그

리고 6개월 이하 한국에 거주하는 학습자는 보다 사회문화 지식이 부족

하고 재중 중국인 고급 학습자와 비교하기 위해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

한 경험이 있는 학습자로 한정하였다. 

구체적인 선정이유는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재한·재중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선정이유

 

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의 발생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확정할 수 있다고 본다. 왕녕, 「사회문화적 맥락에 기반한 한국 현대시
읽기 교육 연구 –중국인 고습 학습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박
사학위 논문, 2019, pp. 150-161.

재한 중국인 고급 학습자 재중 중국인 고급 학습자

1)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2) 토픽 5급이상 고급 학습자

3) 한국어교육이나 국어국문 

전공 아닌 학습자

4) 조선족이 아닌 학습자

1) 한국어학과 재학중인 대학생

2) 토픽 5급이상 고급 학습자

3) 한국에서 6개월이상 생활한 

적이 없는 학습자

4) 조선족이 아닌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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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 텍스트

다음으로 한국 현대시 텍스트를 선정이유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학습자의 측면, 텍스트의 측면 두 가지로 나누어 진술하고자 한다. 

먼저 학습자의 측면에서 보면, 현대시 텍스트의 편폭이 적당해야 하고 

학습자들에게 읽기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점이다. 둘째, 학습자들의 언

어 수준과 부합하고 텍스트의 표현이 지나치게 비문법적이거나 난해하지 

않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텍스트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대표 시인의 

대표적인 작품을 선정해야 하고 시에 포함된 문화 요소는 학습자들의 일

상생활과 멀리 떨어지지 않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중국 문화와 비교가 

될 가능성이 있고 유사성과 독특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 현재 사

회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해야 하고 상징이 포함되어 있으며 학

습자들은 지식·경험 등 기초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점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한국 현대시에 있는 상징 이해를 통한 상호문화 교

육 방안을 구안하는 데에 두어 어떤 문화 요소를 담는 한국 현대시를 선

정해야 할지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문

화 분류의 측면부터 모란(Moran)의 이론을 참조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모란의 이론에 따르면 산물(産物, product), 행위(行爲, behavior), 사고(思

考, idea)는 문화 및 문화교육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문화 분류

의 삼분법적 체계를 말한다. 산물은 인간이 이룩한 문화적 소산물을 가

리킨다. 언어문화를 포함하여 생활 문화, 예술 문화, 제도 문화, 문화제, 

과학 기술 문화, 학문 등에 걸쳐 소위 물질문화 혹은 대문화(Big C)라고 

분류될 수 있는 항목들을 산물로서의 문화로 볼 수 있다.24) 한국어교육

에서 산물로서의 문화는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문화교육 내용의 대

상이 된다.25) 행위는 문화적 관습, 규범에 따른 행동 방식으로서 나타나

는 문화적 실행을 말한다. 문화 교육적 관점에서 교육 내용으로 산물, 

사고로서의 문화뿐만 아니라 행위로서의 문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4) P. R. Moran, 정동빈 외 옮김, 앞의 책, 2005, pp. 18-23.
25) 박영순,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 문화론』, 한국문화사, 2002,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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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문화는 문화적 소산물, 문화적 의식 구조 및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관습화된 특정한 상징체계를 지니기 때문이다. 사고는 한 사

회 구성원들의 산물이나 행동 양식의 바탕이 되는 가치 체계를 말한다. 

사고는 소위 정신문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민족성, 세계관, 정

서, 상징, 사상, 믿음, 가치관 등이 포함된다. 사고는 비물질적, 비가시적, 

추상적이므로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은 사고문화에 기반을 두어 산물 

문화, 행위 문화를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중국 현장에서는 문화를 산물로 가르치는 것은 주류로 본다. 교

사들은 보통 한국어 학습자한테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사물부터 한국문화

를 가르친다. 이런 방법은 의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나 한국어 학습자에

게 특히 고급 학습자들에게 기초적이고 한국문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에는 도움이 제한적이라고 본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산물을 뺏고 행

위와 사고의 측면에서 상호문화교육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근본적인 사

랑 문제, 사회적인 문제와 진정한 가치문제에 주목하여 이를 반영한 대

표적인 한국 현대시 작품을 선정하였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는 ‛언어 

표현의 적절성', ‛내용 이해의 난이도', ‛상징 해석의 다양성'을 기준으로 

삼아 두어 보편적인 관념과 한국 특수적인 문화를 포함하고 있는 김광섭

의 「성북동 비둘기」,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와 박목월의 「가

정」을 시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2> 본 실험 대상 텍스트

번

호
제목 저자 년도 주요 상징 문화 요소

1
성북동 

비둘기
김광섭 1968년 비둘기, 채석장

사회적인 문제

(산업화, 

도시화)

2 껍데기는 신동엽 1967년 껍데기, 사월도,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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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는 한국의 대표적인 시 작품이다. 이 시는 

산업화와 도시를 비롯한 문명화, 그리고 이로 인한 자연 파괴 때문에 나

타난 사람의 소외감을 표현하였고 시인의 현실에 대한 실망과 고통, 그

리고 사랑과 평화에 대한 갈망의 정서가 담겨 있는 시 작품이다. 물질문

명의 발달로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비둘기가 살 곳을 

잃어버렸다. 비둘기 이 상징을 통해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고 있다.26) 

「성북동 비둘기」의 창작 동기에 대해 시인은 "나는 아침마다 정원에 

앉아 명상하다가도 전쟁 같은 포성에 깜짝 놀리면서 물질 문명에 쫓기는 

비둘기의 비애를 가습에 느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 시의 첫째 연에

서는 문명화로 인한 자연 파괴와 자연과의 단절에 관한 시인의 인식 및 

자연 파괴와 삶의 터전 상실에 의한 사람의 두려움과 비극적 현실에 관

한 시인의 비판적인 자세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시인의 민중에 대한 

사랑과 서민과의 일체감에 대한 정신이 드러나 있다. 이 시의 둘째 연에

는 서민의 소외감과 문명화로 인한 자연 파괴의 심화에 대한 인식이 나

타나 있다. 또한, 물질문명의 비정성과 인간적이며 근원적인 것에 대한 

애착과 그리움의 정신 및 자연성을 옹호하는 정신이 표출되어 있다. 이 

시의 셋째 연에는 김광섭 시인의 사람 간의 조화와 친밀감, 사랑 그리고 

평화에 대한 갈망의 태도가 드러나 있고, 시인의 사랑과 평화에 대한 희

구와 현대 사회의 비정함에 대한 인식이 표출되어 있다. 그리고 사랑과 

26) 안혜경, 『金光燮詩硏究』, 서경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6, pp. 116-118.

가라

동학년 곰나루, 

아우성, 아사달 

아사녀, 흙 가슴, 

쇠붙이, 한라, 

백두

가치문제

3 가정 박목월 1968년
신발, 십구 문 반, 

육 문 삼, 강아지  
가정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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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실에 따른 위기감의 인식이 나타나 있다. 중국도 비슷한 산업

화·도시화 시기가 있고 학습자에게 비교 가능성이 된다.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에서는 모든 부정적이고 허위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담는 통일과 화합의 시대가 도래할 것에 

대한 소망을 상징적인 시어들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역사의

식을 바탕으로 반독재 반외세를 통한 민족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 정신을 보여 주었다.27) 이 시인의 작품에는 민족의 순수성 회복과 동

질성이 포함되어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는 그의 시를 보면 한국의 

역사 현장, 역사적 사건 또는 역사적 한 시점이 유난히 많이 뛴다. 이 

시를 통해 문학 감상의 측면에서 학습자 역사적, 사회적 측면의 학습을 

통해 사회·문화적 정보를 익히고 스스로 작품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 판

단을 길러주도록 하고 왔다. 이 시에 관한 이와 같은 역사적인 의의가 

활용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나 본 연구에서 중국인 학습자가 외국인

으로서 이 시의 상징 이해를 통해 얻는 현실적인 의미를 더 중요시하고

자 한다. 다시 말해, 「껍데기는 가라」에 대한 학습은 전통적인 사회, 

문화,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것에서 벗어나 그 뒤의 

문화 요소를 발견하고 현실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측면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 

박목월의 「가정」은 가장으로서 느끼는 삶의 고달픔을 ‛십구 문 반'의 

‛신발'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힘겨움을 극

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노래하고 있는 시 작품이다. 신발은 공간

적 경험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한 개인의 삶을 대변하는 대상이다. ‛알 

전등' 이 켜지는 저녁에 ‛가정'으로 귀가하는 모습을 ‛문수가 다른' 신발

들이 현관에 모이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문수가 다른 아홉 켤레의 신

발은 아홉 자식들의 제유이다. 각기 다른 문수의 신발들이 각자의 나이

에 맞는 하루를 보내고 저녁이 되자 현관에 모였다. 화자는 가족들이 모

여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면 먼저 현관에서 이 신발들을 보며 가정으로 

돌아왔음을 실감한다. 그러면서 ‛육문삼의 코가 납작한' 막내의 신발 옆

27) 이홍래, 『김수영과 신동엽 비교 연구: 현실 참여관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pp. 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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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신의 신발을 벗으며 가족을 향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28) 가정문

화는 학습자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주제이고 학습

자들이 상징 이해를 통해 한·중 양국 가정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발

견할 수 있으며 타문화에 접근하여 그와의 소통하고 상호작용의 과정에

서 상호문화 능력 신장에 의의가 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구성주의 문예학의 관점29)을 전제로 하는데, 이에 의하면 

텍스트 의미가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화 과정을 거친 실제 

독자에 의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구성된다고 본다. 슈미트(Schmidt)

를 중심으로 한 구성주의 문예학자들은 학습자는 문학작품을 읽을 때 

능동적으로 정보를 얻고 그것의 재현을 구성하는 존재이고 교사는 학습

자들의 의미 구성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본

다. 문학 수업은 사회·문화적 능력을 갖춘 인간의 양성이라는 목표

를 지향한다. 슈미트의 주장처럼 문학 수업을 사회체계 내에서의 생

산, 전달, 수용, 가공하는 네 가지 행위 역할의 관점에서 본다면, 수업

의 목표 역시 단지 작품에 대한 문학적 수용에 한정되어서는 안되고 

네 가지 역할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예비 실험과 본 실험으로 나누어 이루어졌고 자세한 실험의 개요는 

아래 표와 같다. 

28) 김지연, 『박목월의 시 세계와 문학교육적 의의: 시가 구분에 따른 자기인식의
이미지 변화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9, pp. 25-26.

29) S. J. Schmidt, H. Hauptmeier, 차봉희 옮김, 『구성주의 문예학』, 민음사,
1995, pp. 19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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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조사 대상 및 조사 방법

차수 기간
대상 

학습자

인

원
텍스트 활동 자료

예비

실험

2019년

10월

재한 

중국인 

학습자

10

명

「서시」,

「광야」,

「바다와 

나비」

제시된 질문

을 토대로 감

상문 작성

감상문 

10부

본

실

험

1

2020년 

6월-

7월

재중 

중국인 

학습자

5

명

「성북동 

비둘기」

①수업 전에 

시를 읽고 실

험지 작성

②90분 수업 

중 실험지에 

관한 발표 및 

문화 요소에 

관한 총 2차

의 토론 

③수업 후 감

상문 작성

④추가 인터

뷰

실험지

15부,

감상문 

15부, 

토론 약 

270분 및 

전사 

자료

2
5

명

「껍데기는 

가라」

3
5

명
「가정」

4

2020년 

7월-

8월

 재한 

중국인 

학습자

5

명

「성북동 

비둘기」

①수업 전에 

시를 읽고 실

험지 작성

②90분 수업 

실험지

15부,

감상문 

1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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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에 1, 2, 3차에 참여한 한국어 고급 학습자는 중국 B 대학교에

서 한국어 학과를 전공하는 3, 4학년 학습자들이고 4, 5, 6차에 참여한 

한국어 고급 학습자는 한국 학부,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습자들이다. 

본 조사에는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 셋 단계로 나누어 참여 관

찰30)의 방법으로 자료수집을 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참여 관찰은 외부자 관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찰 방법 

중에서 관찰자가 가장 눈에 띄지 않게 관찰 대상 집단의 일원이 되는 방

법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집단의 사람들과 함께 활동에 충분히 참여하면

서 동시에 관찰하는 이중적인 역할을 한다. 앨더와 앨더(P. A. Aleder & 

P. Alder)는 참여 관찰이 복잡한 현상으로 관찰자를 이끌어서 그 현상이 

나타내고 있는 복잡한 관계와 인과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고 본

다.31) 이러한 특성 때문에 참여 관찰은 질적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 중 

30) 참여 관찰(參與觀察, Participant Observation)은 연구자가 연구 대상 집단과 함
께 활동에 직접 참여하면서 집단을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P. A. Alder & P.
Alder, Writing aganinst culture, In R. G. Fox.(Ed.), Recapturing anthropology:
Working in the present, School of American Research Press. 1991, p.76.

31) P. A. Alder & P. Alder, 위의 책, 1991, p.80.

5
5

명

「껍데기는 

가라」 

중 실험지에 

관한 발표 및 

문화 요소에 

관한 총 2차

의  토론 

③수업 후 감

상문 작성

④추가 인터

뷰

토론 약 

270분 및 

전사 

자료 

6
5

명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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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적이고 유용한 방법이 된다. 이에 본 연구에 활용하는 것은 적당하

다고 생각한다. 

본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는 대상 학습자에게 한국 시 텍스트를 읽고 

시에 대한 실험지를 작성해 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시 텍스트에 대한 해

석이나, 시대적 배경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연구

자는 실험지를 작성하는 데 중국인 학습자들의 언어 수준을 고려하여 어

려운 단어들을 중국어로 설명하고 적혔다. 다음 수업 시간에 상징을 어

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1차 토론과 연구자가 발문을 통해 학습자들과 

함께 문화 요소를 발견하고 이에 관련 2차 토론을 진행하였다. 1차 토론

은 주로 실험지 문제에 관한 토론인데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에 대한 전

체적인 이해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2차 토론은 문화 요소에 관한 토론

이고 학습자는 자기의 경험·지식을 환기하면서 타문화를 어떻게 이해하

고 소통하며 상호문화 능력 신장 양상을 밝히고자 하기 위해서이다. 마

지막으로 수업 끝난 후, 학습자들에게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경험과 결합하여 감상문을 작성하게 하였고 추가적인 인터뷰도 진행하였

다. 

본 조사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4> 본 실험의 절차

한 차시 

수업

(90분)

과정 활동 비고

수업 전 실험지32) 작성 시 텍스트

수업 중

1차 토론33) 시 텍스트, 실험지 관련

문화 요소 발견34) 문화 요소

2차 토론 문화 요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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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지에 시 텍스트의 원문, 어려운 단어의 중국어 의미 해석, 시인에 대한 간단
한 소개, 시 텍스트의 창작 배경에 대한 소개 등 정보가 있다. 실험지의 발문은
다음과 같다. ‛이 시에 있는 상징이 무엇인가요?', ‛그 상징의 의미가 무엇인가
요?', ‛어떤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시를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
나요?', ‛이 상징 말고 다른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상징이 있나요?', ‛그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시를 읽고 나서 머릿속에 어떤 그림
을 그려요?', ‛이 시를 통해 시인의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나요?', ‛이 시를 읽고
나서 한·중 어떤 문학작품이나 드라마, 영화가 떠오르나요? 어떤 차이점과 공통
점이 있나요?'

33) 1차 토론 주로 실험지에 실은 발문에 대해 진행하였다. 추가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각자 실험지에 실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자기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생각나는 점이 있어요?', ‛상징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자기가 시 텍스트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변화되었어요?'.

34) 문화 요소를 발견할 때 발문은 다음과 같다. ‛시 텍스트의 창작 배경과 결합하
여 이 시 텍스트를 통해 어떤 문화 요소를 알게 될 수 있나요?', ‛어떻게 발견했
나요?', ‛어떤 한·중 문화 현상을 생각났어요?', ‛자기의 어떤 경험을 생각났어
요?', ‛그런 경험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대부분 한국/중국 사람들은
다 그래요?', ‛한·중 문화 현상을 비교해 보면 어떤 생각을 들어요?', ‛이 현상에
관한 한국에 온 후에 느낀 변화가 있어요?'.

35) 감상문 발문은 다음과 같다. ‛「성북동 비둘기」를 통해 알게 된 한국의 ‛도시화
'는 어떤가요?', ‛중국은 비슷한 시기가 있나요? 차이점과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한중 ‛도시화'에 대한 어떤 생각이 드나요?'. ‛「껍데기는 가라」를 통해 알게 된
역사적인 사건은 무엇인가요?', ‛이를 통해 우리 실제 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나
요?', ‛중국과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나요?'. ‛「가정」을 통해 알게 된 한국
의 가정 상황이 어떤가요?', ‛중국과 같나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수업 후
감상문35) 작성

추가 인터뷰

2차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시 텍스트와 문화 요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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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상징 이해를 통한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의 전제

 1. 상징 이해를 통한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의 이론

  (1) 상호문화교육에서 상징의 개념 

먼저 상호문화교육의 개념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화의 정의

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문화의 범위는 매우 넓고 성격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문화라는 개념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문화란 인간 의식 

전반에 작용하는 총체적인 것으로 인식된다.1) 문화교육에 적용할 수 있

는 문화의 개념은 먼저 모란(Moran)의 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모란

(Moran)은 문화에서 사람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하여 문화의 5차원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공동체(communities)와 개인(persons)이 더해져 문화

의 5차원을 형성한다고 하였다.2) 이는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문화의 요소

에 문화의 구성원인 공동체와 개인을 더한 형태이다.

한편 브로디(Brody)에서는 문화를 세 가지 측면으로 분류하는데 첫 번

째는 높이 평가되는 문명의 산물과 관련된 문화(Culture), 두 번째는 특

정 집단의 사람들과 그들의 삶의 방식과 관련된 문화(culture), 세 번째는 

인류학적 개념의 문화다.3) 이처럼 문화에는 드러난 부분, 즉 사람들이 

쉽게 알아차리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1) 윤여탁, 「국어교육에서 대중문화-문화연구와 교육적 실천을 위하여-」, 『국어
교육연구』, 31, 서울대하교 국어교육연구소, 2013, p.402.

2) 5차원은 산물, 실행, 문화, 개인 공동체, 관점이다. P. R. Moran, 정동빈 외 옮김,
앞의 책, 2005, pp. 32-34.

3) J. Brody, A linguistic anthropological perspective on language and culture in
the second language curriculum, In D.L.Lange&R.M.Paige(Eds.), Culture as
the core: Perspectives on culture in second language education, Greenwich:
Information age publishing inc., 2003, pp. 37-51.



- 21 -

문화에 관련하여 중요하게 참고할 수 있는 홀(Hall)의 논의는 의사소통

이 곧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란 결국 의사소통이라는 것이다.4) 본 연구에

서는 문화를 의사소통으로 보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학습자들은 문화 이

해뿐만 아니라 문화 비판과 적응, 더 나아가 적용까지 도모할 수 있는 

문화교육의 방식을 추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식 

중 하나로 상호문화교육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상호문화교육의 개념에 대해 ‛상호문화주의'와 ‛상호문화성'

의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상호문화교육은 상호문화주의를 바탕으로 교육적 차원에서 실행

한 교육 접근법이다. 다양한 집단의 공존을 강조하고 개인과 집단의 관

계에서 집단에 우선권을 부여하며 소수 그룹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문화주의와 달리 상호문화주의는 개인의 정체

성을 인정하고 개별성을 중시하며 문화 간에 교류, 대화, 소통, 상호작용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5) ‛상호문화주의'라는 단어에 ‛상호'의 의미

는 개인, 집단, 정체성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작용을 관련짓고 고려하다

는 것이고 양쪽 문화 간에 평등한 대화나 존중을 촉진하는 노력을 요구

한다.6) 압달라-프렛세이(Abdallah-Pretceille)에 의하면 유럽의 상호문화주

의는 보편적인 것과 특수한 것 사이에 존재하는 늘 불안정한 균형을 전

제로 한다. 상호문화주의의 목적은 타문화를 배우는 것에 끝이라고 할 

수 없으며 타인과의 만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타인을 특수

한 존재이면서 보편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다. 상호문화적 접근방식

이란 상호작용을 기본 전제로 하되 타인의 문화보다도 타인 그 자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였다.7)

둘째, 상호문화교육은 상호문화성(interculturality)을 실현하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상호문화성은 2005년 유네스코(UNESCO) 총회에서 채택된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4) E. T. Hall, 최효선 역, 『침목의 언어』, 한길사, 2013, p.45.
5) M. Abdallah-Pretceille, 장한업 옮김, 『유럽의 상호문화교육-다문화 사회의 새로
운 교육적 대안』, 한울아카데미, 2010, p.49.

6) M. Abdallah-Pretceille, 장한업 옮김, 위의 책, 2010, p.65.
7) M. Abdallah-Pretceille, 장한업 옮김, 위의 책, 2010, pp. 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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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에서 "상호문화성이란 다양한 문

화의 존재와 동등한 상호작용, 그리고 대화와 상호 존중을 통하여 공유

된 문화적 표현들을 생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라고 정의된 바

가 있다.8) 이를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동등

한 위치에 놓고 이간의 대화와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네스코에서 이를 세분화하고 앞으로 상호문화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

한 바도 있다.9) 다시 말해 상호문화성은 상이한 문화들이 존재한다는 것

을 인정한다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들 문화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

고, 문화 간 공유될 수 있는 지점을 창출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문화를 의사소통으로 보는 관점에

서 출발하여 학습자들은 문화 이해뿐만 아니라 문화 비판과 적응, 더 나

아가 적용까지 도모할 수 있는 문화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로 상호문화교육을 제시하였다. 상호문화교육은 문화의 이해보다는 문화 

간의 만남(recontre)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문화적 주체들이 가지고 있

는 이질성, 고정관념, 편견 등을 직시하고 상호침투하며 구성되어가는 

정체성을 강조한다.10) 다시 말해, 상호문화교육의 핵심이 문화 간의 만

8) 원문내용: ‛Interculturality' refers to the existence and equitable interaction of
diverse cultures and the possibility of generating shared cultural expressions
through dialogue and mutual respect.
참조 사이트: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4/001429/142919e.pdf

9) 첫째, 상호문화교육은 문화적으로 적절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한다. 학습자의 다양한 문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내용을 설정한다. 학습자의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문화 가치에 대한 존중심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상호문화교육은 각 학습자에게 사회에 적극적이
고 완전한 참여를 위해 필요한 문화적 지식, 태도 및 기능을 제공한다. 모든 학습
자가 의사소통 능력,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모국어로 대화를 듣과
참여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접근법을 설정해야 한다. 셋째, 상호문화교
육은 모든 학습자에게 개인, 사회, 민족, 문화, 종교 집단, 국가 간의 공존의 상태
가 유지될 수 있는 문화적 지식, 태도 및 기능을 제공한다. 모든 민족에 대한 이
해와 존중을 제공하고 그들의 문화, 문명, 가치관 및 삶의 방식을 인정한다. 국가
간의 연대와 합력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교육적 접근법을 통해 성취된다.
Guidlines on Intercultural Eduation, UNESCO, 2006.
참조 사이트: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4/001478/147878e.pdf/

10) 장한업, 「프랑스의 상호문화교육과 미국의 다문화교육의 비교연구」, 『프랑스
어문교육』, 32,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09, pp. 11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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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고 학습자는 자문화를 가지고 타문화에 접근하고 소통하며 이 과정

에서 고정관념과 편견을 조정하고 정체성을 이르기까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진 쿠퍼(J.C.Cooper)는 상징의 문맥을 이해할 수 없으면 상징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상징의 문맥이 되는 것은 종교적인, 

문화적인, 그리고 형이상학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11) 다른 말로 하

면, 상징은 문화 공동체에서 생기고 발달하며 이와 동시에 상징에 역사

성이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같은 언어 공동체에 속하고 있는 사람에게

는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징을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

다. 그런데 상징에 포함되고 있는 상징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언어 문화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상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의사소통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는 클리포드 기어츠

(Geertz Clifford)의 관점과 통하는 것인데, 기어츠에 따르면 "문화란 것

은 상징으로 구체화되고, 역사적으로 전승되는 의미의 유형이며, 사람들

이 그들의 생활과 세계에 대해 갖고 있는 지식을 발전시키고, 의사소통

을 가능하게 하는 상징적 형태의 개념 체계이다.”12) 기어츠가 얘기하는 

상징은 의미의 구성물로서 행위나 예술 작품 속에서 표현되기 때문에 이 

의미는 개인의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관념이나 감정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기어츠가 궁극적인 대상으로 설정한 의미라는 것은 공적인 

것으로서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다. 즉 의미는 지식의 창고를 공

유하고 이는 특정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주관적인 이해에 내재하는 것이

다. 따라서 다른 언어 공동체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에 기반으로 의사소

통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교육에 문화가 반영되어 있는 상징을 도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11) J. C. Cooper, An illustrated encyclopaedia traditional symbols, London:
Thames and Hudson Ltd., 1978. 이윤기 옮김,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 상징
사전』, 서울: 까치, 1994, 서문.

12) Clifford Geertz,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selected essays, New York:
Basic Books, 1973. 문옥표 옮김, 『문화의 해석』, 서울: 까치글방, 1998, pp.
15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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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통해 상호문화교육에 상징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필요

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의 ‛상징'은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개념

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활용할 시 텍스트에서의 상징은 문학적 상징

이라고 할 수 있고 일반적인 개념과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여 이를 

규명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원적으로 보는 상징(象徽, symbol)은 두 개로 나누어 가진다는 의미

와 그것을 짜 맞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13). 이런 어원적 의미는 상

징의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의미를 제시했고 상징은 기호로서 다른 

어떤 것을 대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지적했다.14) 잭 트레시더

(Jack Tresidder)는 "상징이란 어떤 물건이나 행동에 그것과 직접, 간접적

으로 관련되는 의미, 혹은 그것 자체가 가진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의미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행위, 또는 그렇게 설정된 대상

을 말한다”15)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징을 아는 것은 의미를 알 

수 있게 할 수 있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를 통해 가능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징은 기호(sign)와는 다르게 어떤 것을 직접 나타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매개로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상징은 

상징물이 포함되고 있는 총체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상징 개념은 어원적 접근으로 도출한 정의인데 문학적 상징은 

이와 다르다. 문학적 용법으로서의 상징, 즉, 문학적 상징은 이런 일반적 

의미의 기호도 아니고 제도적 상징도 아니다.16) 문학적 상징은 내적 상

태의 외적 기호다.17) 다시 말하면 불가시적인 것을 암시하는 가시적인 

13) 상징(Symbol)의 어원은 그리스어 ‛심발레인(Symballein)'에서 유래하고 동사형
으로 ‛조립하다, 짜 맞추다'의 뜻을 가지며 명사형은 ‛심볼론(Symbolon)'으로 ‛부
호(Mark), 증표(Token), 표시(Sign)'라는 뜻을 가진다. 이 때 증표는 하나의 증거
로서 나중에 맞추어보기 위해서 나누어 가지는 동전의 반쪽(Half-coin)이라는 의
미이다.
Alex Preminger, P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Princeton
Univ. Press, 1974, p.833.

14) 김준오, 『시론』, 삼지원, 2017, p.137.
15) Jack Tresidder, Symbols and their meanings, 김병화 옮김, 『상징 이야기』,
서울: 도솔, 2007, p.242.

16) 김준오, 위의 책, p.196.
17) W. Y. Tindal, The Literary Symbol, Indiana University Press, 1955,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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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상징이다. 이 경우에 불가시적인 것은 원관념이고, 가시적인 것은 

보조관념이 된다. 이렇게 보면 상징은 은유와 비슷한데 차이점도 있다. 

은유는 ‛소녀는 꽃이다' 말한 것처럼 소녀(원관념)와 꽃(보조관념) 동시에 

함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상징은 ‛껍데기는 가라' 처럼 껍데기란 보조관

념은 허위적인 세력이라는 원관념을 암시할 뿐 원관념인 허위적인 세력

이 나타나 있지 않다. 그리고 상징에서 숨어 있는 원관념, 즉 불가시적

인 것은 "대개 관념이고 반드시 관념만 원관념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것은 정서일 수도, 심리적 내용일 수도, 이념적 세계일 수도 있다.”18)

다음으로 문학적 상징으로 지칭되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원적 상징 개념은 일반적이고 문학적 상징은 모

호성과 개방성19)의 특성이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문학에서의 상징은 일반적으로 "가시적인 것이 연상 작용에 의해 형이

상학적인 것을 의미하는 일종의 표현 방식20)”으로 정의된다. 이를 통해 

문학에서의 상징은 구체적 사물과 형이상학적인 것의 암시적 결합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상징에 의해 매개되는 형이상학적인 것은 암

시되는 것이므로 특정한 의미나 관념으로 고정될 수 없는 특성이 지니고 

있다. 또한, 문학적 상징에서 구체적 사물은 항상 형이상학적인 것, 즉 

대상의 본질이나 초월적인 실재와 연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에코(Eco)는 상징의 특성을 다의적이고 무한히 해석 가능하며, 대립물

의 조응을 실현하다고 말한다.21) 어반(Urban)은 상징이 지시하는 것은 

세계에 대한 새로운 통찰 및 진실을 담고 있는 명제(proposition)라고 주

장한다.22) 한편 휠라이트(P.Wheelwright)는 문학에서의 상징은 그 의미를 

전적으로 규정지을 수 없으며, 어느 정도 탄력성 있는 의미의 초점과 문

맥상의 변이를 허용해야 하는 조건인 긴장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23) 

18) 김준오, 위의 책, p.196.
19) U. Eco, 김성도 역, 『기호학과 언어 철학』, 열린책들, 2009, p.245.
20) N. Frye, 「시의 상징」, 김용직 편역, 『상징』, 문학과지성사, 1988, p.11.
21) U. Eco, 김성도 역, 위의 책, 2009, p.246.
22) U. M. Urban, 「상징 체계의 일반 이론」, 김용직 편역, 위의 책, 1988, pp.
95-96.

23) P. Wheelright, 김태옥 역, 『은유와 실제』, 문학과지성사, 1983, pp. 96-97.



- 26 -

이상의 논의에서 볼 때, 문학적 상징은 형식적으로는 일반적인 기호와 

다르지 않으나 다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독자의 해석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상징의 기본적 요건은 구체

적 대상을 통해 추상적 관념·경험·정서 등을 지시하는 것이고 문학적 

상징은 이와 달리 단순한 지시하기보다는 특정한 의미나 관념으로 고정

될 수 없는 특성을 갖는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학습자들은 함축적이고 모호한 문맥을 바탕으

로 상상력을 통해 상징의 보조관념과 일정한 상관성을 갖는 다양한 원관

념들을 환기할 수 있다. 학습자는 원관념을 환기할 때 자기의 배경 지식

이나 경험을 기초로 상징의 의미를 도출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문화의 

측면에서 출발하여 환기한 경우가 있고 타문화의 경험이나 지식을 빌어

서 의미를 해석하기도 한다. 같은 시 텍스트에 있는 상징에 대해 학습자

들의 해석이 다양해질 수 있듯이 학습자들은 타문화와 접근할 때 이해가 

다양할 수 있다. 이는 학습자들의 스스로 타문화를 만날 때 문화에 대한 

이해, 비판과 적응, 더 나아가 적용까지 강조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문학적 상징은 상호문화교육에 활용되는 것은 필요하다.

  (2) 시적 상징 이해와 상호문화 능력 신장

시적 상징 이해는 학습자들은 상징 의미의 해석과 관련이 있다. 상징

은 상징 의미와 상징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고 상징 의미는 상징 이미지

로 표현되어 있고 이미지의 어떤 ‛암시'로 여기고 있다. 즉, 상징은 감춤

(concealment)과 드러냄(revelation)24)의 이중적 작용을 통해 보조관념이 

되는 구체적인 것과 원관념이 되는 추상적인 것을 연결하는 의미 작용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징의 의미 작용이 이미지에 의존적이라는 것

은 그것의 해석에는 필연적으로 독자의 상상력이 개입하게 됨을 시사한

다. 바슐라르(Bachelard)는 상상력을 이미지의 재현 능력이 아니라 이미

지를 변형하고 창조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25)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볼 

24) W. Y. Tindall, 앞의 책,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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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학습자들의 시적 상징에 대한 이해는 스스로 상징을 발견하고 그의 

의미를 자기의 지식·경험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해석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상징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텍스트의 문맥을 통해 상징이 지시하는 원

관념에 대한 이해를 지향한다. 리쾨르(Ricoeur)는 ‛상징 속에서 1차 의미

(보조관념)라 할 수 있는 문자 의미 또는 물리적 의미가 ‛흘리넘쳐', 2차 

의미(원관념)가 되는 영적 또는 실존적이고 존재론적인 의미를 낳는다'고 

말한다.26) 어반(Urban)은 상징 해석의 성격을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구분한다. 먼저 좁은 의미에서의 상징 해석은 상징의 원관념들을 발견하

는 것, 즉 감추어져 있는 상징의 내포를 비상징적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27) 반면, 넓은 의미에서의 상징 해석은 ‛상징의 실존적 혹은 존

재론적 함의를 결정하는 것이며 상징이 ‛말하는 것뿐 아니라, 상징이 그

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실재를 결정하는 일'을 의미한다. 

그 궁극적인 목적을 실재에 대한 새로운 진실의 획득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독자는 상징 이해의 능동적인 주체이고 상상

력을 발휘하면서 상징 의미를 해석한다. 그리고 상징 의미는 상징 이미

지에 의해 학습자는 같은 상징 이미지에 직면하여 다른 상징 의미를 해

석하는 가능성이 있다. 특히, 문학적 상징은 원래 일반적인 상징과 달리, 

의미의 불확정성을 가지고 있어서 학습자들은 시 텍스트의 상징 이해를 

할 때 다양한 해석 과정과 상징 의미를 도출한 가능성이 크다.

문학적 상징, 혹은, 시적 상징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휠라이트

(Wheelwright)는 상징을 협의상징(狹義象徽, steno-symbol)과 긴장상징(廣

義象徽, tensive symbol)으로 구분하고 있다.28) 협의상징은 과학의 언어나 

관습적 상징처럼 공적인 정확성이 중시되는 것으로, 언어적 생동성이나 

탄력성과는 무관하며, 관습적으로 쓰여서 기호화된 상징을 말한다. 이에 

비해 긴장상징은 복합적인 연상 작용으로 그 긴장성을 이끌어내기 때문

25) G. Bachelard, 정영란 역, 『공기와 꿈』, 이학사, 2001, p.19.
26) P. Ricoeur, 양명수 역, 『해석의 갈등』, 한길사, 2012, p.54.
27) U. M. Urban, 김용직 편역, 앞의 책, p.108.
28) P. Wheelright, 김태옥 역, 앞의 책, pp. 9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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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 의미가 정확하지 않다. 이것은 긴장성과 탄력성을 중시하는 상징

으로, 이러한 상징에는 개인적 상징이나 어떤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특별

한 집단만이 공유하는 상징, 혹은 인류 전체에게 풍요로우면서도 동일한 

의미를 지는 원형상징(原型象徽)이 해당하다. 본 연구에서 논의할 상징은 

휠러(Wheeler)의 문학적 상징에 속하고 있고 휠라이트의 긴장상징에 포

함된다. 문학적 문맥에서는 상징은 언어적 생동성이나 탄력성, 혹은 긴

장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휠라이트에 따르면 문학적 상징은 관점

에 따라 여러 유형별로 나눌 수 있겠지만 환기력의 범위에 따라 개인적 

상징(personal symbol), 원형적 상징(archetypal symbol), 관습적 상징

(public symbol)의 셋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29)

개인적 상징은 시인이 자신의 여러 작품 속에서 특수한 의미로 즐겨 

사용하면서 개인적으로 정착시킨 상징이다. 휠라이트(Wheelwright)에 따

라 개인 상징은 시인이 "상상적 삶과 그의 실제 생활에 대하여 지속적인 

활기를 불어넣고 타당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시작품 속에서 다양한 형태

를 취하여 수시로 반복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30) 이를 통해 개인적 

상징은 한 시인의 시 세계에서 특별한 내포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주 

개성적이며 독창적인 발견으로 창조된 것을 알 수 있다. 원형적 상징 및 

관습적 상징과 달리 학습자들이 쉽게 짐작할 수 없고 시 자체의 문맥이

나 시인의 독특한 경험에 의해 특별한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어떤 사물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양상을 일반적으로 원형(archetyp

e)31)이라고 부르며, 인류의 전체나 그 대부분 사람들에게 동일하거나 유

29) P. Wheelright, 김태옥 역, 위의 책, pp. 168-169.
30) P. Wheelright, 김태옥 역, 앞의 책, p.104.
31) 융(Carl Gustav Jung)은 원형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원형
은 인류 조상들의 장구한 반복적인 생활 경험에서 형성된 원초적 이미지 또는 심
리적 잔존물이다. 둘째, 원형은 집단 무의식 속에서 실제적인 내용을 구성한다.
셋째, 원형은 본능적이며 선험적인 이미지이다. 넷째, 원형은 무의식속에 잠재해
있어서 지각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의식의 영역 속으로 들어와 지각될 수 있는
것도 있다. 다섯째, 원형에 대한 융의 비유적 정의는 ‛원형이란 물이 없어졌을 때
말라서 드러나는 강바닥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그것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의 원형은 자연적으로 깊은 통로를 파면서 수심세기 동안 생명
의 물이 흐른 장구란 수로화 같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Jolande Jacobi, 이태동 역, 『칼 융의 심리학』, 성문각, 2001, pp. 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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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의미를 띠는 상징을 원형적 상징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태양은 광

명을 상징하고 흑암은 절망이나 죽음을 상징한다. 이런 원형적 상징은 

많은 작품에서 되풀이 되어 나타나며, 모든 인간에게 유사한 의미나 반

응을 환기시킨다. 인간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와 독립하여 홀로 살

아갈 수가 없다.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란 역사라고 하는 시간과 사회라고 하는 공

간,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각가지 상황들이다. 인간은 사회적, 문화적, 

자연적 배경 속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며 타인과 삶을 공유하기 

위하여 언어라는 약속을 가진다. 그리고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고급한 

약속언어인 상징을 사용하기도 한다.32) 따라서 관습적 상징이란 시인의 

독창성이나 개성과 관련 없이 어떤 사물이나 상황이 동일한 문화권의 사

람들에게는 비슷한 뜻을 전하고 비슷한 감각을 일으킨 것이다.33) 오랜 

시간 반복하여 자연스럽게 길들여진 습관에 의해서 형성된 것들이라는 

뜻에서 대중적 상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다음은 상호문화 능력 신장에 관한 내용이다.

상호문화교육은 ‛상호문화적 능력(intercultural competence)'을 함양하

기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34) 상호문화교육을 구체적으로 실행하

자면 상호문화적 능력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바이람(Byram)은 상

호문화적 능력의 구성요소를 인지적인 측면의 ‛지식(knowledge)’, 정의

적인 측면의 ‛태도(attitude)’, 행동적인 측면의 ‛기능(skills)’으로 구분

하여 설명한다.35) 지식은 사회집단에 대한 지식, 개인적, 사회적 상호작

용의 일반적인 과정에 대한 지식으로 설정한다. 기능은 다른 나라의 문

학작품이나 사회생활 속에 있는 문화에 대한 해석 능력, 자문화 속에 있

는 문화 지식과 관련지을 수 있는 능력(skills of interpreting and 

relating)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타문화 속에 새로운 것을 발

32) 신동욱, 이재선, 『문학의 이론』, 학문사, 1995, pp. 252-255.
33) 장도준, 『문학의 이해』, 태학사, 2012, pp. 150-151.
34) 김정용, 「문학작품을 활용한 상호문화적 외국어 교육」, 『독일교육』, 51, 한국
독어독문학교육학회, 2011, p.51.

35) M. Byram, Teach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Clevedon: Mutilingual Matters, 1997,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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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하고 실제상황에서 지식, 기능, 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

람이나 문화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능 (skills of discovery and 

interaction) 까지 포괄한다. 태도는 호기심과 열린 마음으로 자국 문화 

우월감을 버리고 다른 문화를 인정하는 동시에 존중하는 것이고 다른 문

화를 만날 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 외에 비판적인 문화의식(critical cultural 

awareness)은 명시적이고 실천적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문화

를 평가하고 비평하는 것이다. 세르추와 반두라(Sercu&Bandura)는 상호

문화적 능력의 구성요소를 바이람의 이론을 토대로 정리하고 이와 비슷

하게 지식(knowledge), 기능(skills), 태도(attitudes) 셋 가지로 분류하고 세

분한 내용을 보완하였다.36)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도 상호문화적 능

력의 구성요소를 자문화와 타문화에 대한 인식, 자문화와 타문화 간의 

차이와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 자문화와 타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해석으로 나누고 검토하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호문화 능력을 함양하는 차원에서 학습자를 

보면 학습자는 상호문화적 주체이자 시 텍스트를 감상하고 이해하는 존

재이다. 시에 있는 문학적 상징은 사유의 형식이면서 학습자의 감각과 

타자의 맥락 및 공동체의 지식에 대한 조회를 필요로 하는 입체적인 개

념이다. 이처럼 상징을 능동적인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는 개념으로 다룰 

때 학습자는 상징을 해석하면서 타문화에 접근하고 상징이 갖는 문화적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그와 동시에 상징에서 원관념을 추론하고 원관념

과 보조관념 사이의 결합 근거를 탐구하는 것은 상징이 함축하는 독창적 

발상과 상상력을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할 수 있다. 그래서 학습자는 문

학적 정서와 상상력을 발휘하여 시적 의미를 이해하고 시 텍스트의 의미

를 구성하며 평가할 수 있게 되고 상호문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성북동 비둘기」에는 문명화와 자연 파괴로 인한 서민의 

소외감과 삶의 터전 상실이 나타나 있고, 시인의 현실의 비정함과 사랑

36) D. K., Deardorff, Identification and Assessment of Intercultural Competence
as a Student Outcome of Internationalization,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0(3), 2006, pp. 23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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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평화에 대한 갈망의 정신이 담겨 있다. 이 시를 읽음으로써 학습자는 

한국 60년대 활발하게 벌어진 산업화·도시화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에 

다가갈 수 있고 자기의 지식·경험을 환기하면서 타문화에 접근할 수 있

다. 여기의 문제는 학습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상징을 통해 어떻게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다. 재중 중국인 집단의 4번 학습자는 이 시를 읽

고 나서 비둘기의 상징 의미를 해석하기 전에 ‛채석장'의 상징 이미지에 

관심을 둔 후 지식의 환기를 통해 ‛채석장'은 공업 문명의 상징이라는 

것을 도출한다. 그 다음에 문학적 경험을 활용하여 ‛비둘기'는 ‛채석장'와 

대비하는 존재로 ‛비둘기'는 원래 산업화·도시화 단계 전에 ‛터지'에 살

던 집단이고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소외된 집단의 상징 의미를 도출한

다. ‛비둘기'의 상징 의미를 해석한 후, 한국의 산업화·도시화에 관한 

여러 사회문화 현상을 환기하였고 이를 통해 타문화에 접근하였다. 그리

고 이런 과정에서 자문화와 비교함으로써 타문화에 대한 이해가 더욱 심

화되었고 자문화와 타문화를 존중하는 새로운 정체성이 확립되었다. 이

를 정리하자면, 학습자는 먼저 시의 내포적 의미 인식을 포착하고 이를 

통해 타문화에 접근한다. 그 다음에 시의 맥락 탐구를 통해 타문화와 소

통한다. 마지막으로 시의 의미 구성을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된다. 

2. 상징 이해를 통한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의 원리

이 절은 상징 이해를 통한 상호문화교육의 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상호문화교육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호문화교

육의 과정은 상호문화적 접근방식37)으로 볼 수 있다. 상호문화적 접근방

식은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맺기 위한 역동적인 과정(processus 

daynamique)이다. 이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자면 관계는 타인에서 출발하

는 것은 아니라 자기 자신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호문화적 접

37) S. Martineau, 장한업 옮김, 『이제는 상호문화교육이다』, 교육과학사, 2015,
pp. 15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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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방식은 타인에 대한 모든 질문과 자신에 대한 질문은 겹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철학 또는 입장은 상호문화적 접근방식을 연구하는 학

자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난다. 파르툰(Ch. Partoune)은 상호문화적 접근방

식은 "중심탈피, 타인의 체계로 입장, 협상”으로 나눈다. 클레망(C. 

Clement)은 그것을 "자기중심에서 벗어나기,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기, 협

력하기, 타인이 현실과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해하기” 4가지로 나눈다. 

마가(H. Maga)는 상호문화교육의 절차를 "자신의 고유한 해석 체계를 인

식하기, 타인의 문화를 발견하기, 문화적 행동을 관찰하고 분석하기, 고

정관념에 대해서 활동하기, 자신의 문화와 타인의 문화 간에 관계를 설

정하기, 타인의 문화를 내면화하기” 6가지로 나눈다. 장한업은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상호문화교육의 과정은 "자문화 인식,38) 타문화 발견, 

양 문화 비교, 타문화수용” 이렇게 4가지를 정리했다.39) 이를 종합적으

로 보면 상호문화적 접근방식, 혹은 상호문화교육의 과정은 자기와 타

인, 자문화와 타문화의 관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자기와 타인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먼저 타인과의 접촉을 통해 자기와 타인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비교하고, 마지막 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 결과는 타인과 

자기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새로운 태도, 혹은 정체성을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크게 ‛타문화 인식', ‛문화 비교', '태도 형

성'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시에서의 문학적 상징은 일반적인 상징과 달리 숨겨진 의미를 갖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시에 있는 문학적 상징은 다의성·

모호성·개방성40)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학습자들은 상상력을 발휘하여 

상징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환기하고 다양한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과정을 상호문화교육의 과정과 

38) 자문화 인식은 모든 사람이 자기의 문화를 기준으로 타인의 문화를 바라보기 때
문에 타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자문화에 대해 냉철히 성찰해 봐야 한다는 데
에 의미가 있다. 이는 자문화 전부를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며 자문화
속에 익숙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가능한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9) S. Martineau, 장한업 옮김, 위의 책, pp. 150-157, 재인용.
40) U. Eco, 김성도 역, 앞의 책, p.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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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하여 본 연구에서 상징 이해를 통한 상호문화교육의 원리를 ‛상징의 

내포적 의미 인식을 통한 문화 이해', ‛상징의 맥락 탐구를 통한 타문화

와의 소통', ‛상징의 의미 구성을 통한 문화적 정체성 형성'으로 정리해 

봤다.

 (1) 상징의 내포적 의미 인식을 통한 문화 이해

상징의 내포적 의미 인식을 통한 문화 이해는 상징을 문화 이해의 한 

매개로 보는 관점이다. 자문화와 타문화의 관계에 형성된 타자성(他者性, 

alterity)41)은 개별 문화가 지닌 독특한 자질 그리고 여기에 기인하는 사

고, 판단, 표현의 차이를 인정하는 근간이 된다. 타자성은 각자에게 서로 

다른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외부로 표출되기 위해서는 

기호를 통한 중개가 필요하다. 이런 타자성을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경

로는 ‛의미'이다. 인간은 기호와 의미의 관계 속에서 타문화의 다른 부분

을 폭넓게 경험한다. 상징적 연관은 어떤 대상을 시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의미 존재로 파악하는 방식을 뜻한다.42)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징적 연관은 기호와 의미의 총체를 볼 수 있다. 타문화의 발견43)

은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하며 타인의 문화에 대해 알아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징은 개별적인 텍스트 이전에 집단적인 문화의 어떤 내용을 담

고 상징을 문화 이해의 일종 매개로 볼 수 있으며 기호와 의미의 연관을 

시키는 것은 문화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상징의 내포적 의미 인식은 좁은 의미에서 본 상징의 해석이다. 어

반44)에 따르면 상징의 2차 의미를 발견하는 것, 즉 상징의 ‛가시적인 것'

에 숨어져 있는 상징의 내포를 비상징적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고 상징의 내포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내

41) H. G. Gadamer, 이길우 외 역, 『진리와 방법: 철학적 해석학의 기본 특징들
1-2』, 문학동네, 1990, p.28.

42) A. N. Whitehead, Process and Reality, 오영환 역, 『과정과 실재』, 민음사,
1994, p.243.

43) S. Martineau, 장한업 옮김, 위의 책, p.155.
44) U. M. Urban, 김용직 편역, 앞의 책, 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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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새로운 문화에서 통용되는 의미를 기본적으

로 안다는 것이고 타문화와 접촉하는 지점이 된다. 로트만(Rotman)에 따

르면 상징이란 문화적 기억과 결합되어 창조적 과정을 위한 축약된 프로

그램의 역할45)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징 이해를 통해 문화 이해의 

활성화는 가능해진다.

상징의 의미를 환기시키는 데에 독자의 상상력을 빠질 수 없다. 배슐

라르(Bachelard)에 따르면, 대상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은 대상의 형태를 

재현하는 형태적 상상력뿐만 아니라, 대상의 본질적인 내면성인 물질로 

파고들고 그것과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물질적 상상력을 포함하는 것이

다.46) 한편, 시 텍스트의 상징이 갖는 또 다른 의미적 특성은 그 내포

(connotation)47)의 불확정성(indeterminacy)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의성의 측면이고, 두 번째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상관성의 측면에서 나타난다. 

 학습자는 능동적으로 문학적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시적 상징을 발견

하고 이를 토대로 타문화에 접근한다. 또는 자문화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배경 지식의 활용을 통해 상징의 지식적 의미를 추론하고 타문화를 인지

한다. 그리고 상호텍스트성을 기반한 상호텍스트적 이해도 학습자들은 

상징의 내포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자주 쓰는 방법인데, 자문화 혹은 타

문화의 상호텍스트를 환기하여 상징 의미를 파악하고 타문화에 접근한

다. 

45) 송효섬, 『문화기호학』, 아르케, 2000, p.186, 재인용.
46) 채숙회, 「Gasto Bachelard의 행복의 시학」, 『프랑스어문교육』, 30, 한국프랑
스어문교육학회, 2008, p.551.

47) 시 텍스트에서 내포란, 언어의 일반적, 객과적, 사전적 의미인 외연(denotation)
과 구분되는 개성적이고 함축적인 의미를 말한다. 김준오, 앞의 책, pp. 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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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징의 맥락 탐구를 통한 타문화와의 소통

상호문화적 의사소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장애 요인으로는 문화 

간 이질성, 불확실성, 의사소통 목적의 차이, 고정관념과 편견, 자민족 

중심주의 등을 들 수 있다.48) 본 연구에서 대상 학습자로 삼는 재한 학

습자들은 자문화의 영향을 받고 사회적 타자로서 한국 문화에 들어오면

서 문화 간 충돌을 만나고 원활한 상호문화적 의사소통을 이루어지지 못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재중 학습자는 한국어를 외국어로서 배우고 이

를 통해 타문화에 접근하는 것이다. 문화 충돌을 앞두고 타문화에 적응

하기 위해 타문화에 대한 심층 이해, 타문화에 대한 정의적 거리조정, 

그리고 경험의 다차원적 활용이 필요하다.  

상징의 맥락 탐구는 학습자는 상징만 해석하고 의미 추론하는 것이 아

니라 이 상징과 관련된 시 텍스트의 내적 문맥이나 외적 사회문화적 맥

락을 활용하는 것이다. 먼저 내적 맥락은 시 텍스트 문면에 드러나는 정

보에 기반하여 시 텍스트에 나타나는 시적 상황과 이에 따른 정서에 주

목한다. 이를 기초로 정서를 통해 맥락을 이해하고 상징 의미를 파악함

으로써 타문화에 대한 정의적 거리 조정을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시에 

대해 문학적·문화적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상호문화적 의사소통에서 소통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다른 하나는 사물

에 대한 연상이 문화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는 것이다. 사물에 대한 연상

은 민족이나 문화 공동체가 지니는 가치관, 신념 체계 등에 의해 고착화 

되어 전승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맥락의 

파악도 필요하다. 사회문화적 맥락의 파악은 사회문화를 활용하는 것이

다. 텍스트를 읽는 행위는 시각적 상징으로만 존재하던 문자를 사회적·

문화적 관습에 따라 언어로 이해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문학은 일반

적으로 한 지역의 공동체 문화를 반영한다. 학습자의 입장에서 문화는 

개인의 사회적 실체를 구성해 주며 문화적 의미로 구성된 축적물을 저장

48) 권순희, 「다문화 사회의 한국어 수업: 다문화 시대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을 위한 교육 자료」, 『국어교육학연구』, 38, 국어교육학회, 2010,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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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기 때문인데, 외국 문학 읽기는 학습자가 실체로 하고 있는 사회

문화와 문학작품에 반영된 공동체 간의 문화적 대화라고 볼 수도 있

다.49) 따라서 학습자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배경은 한국 현대시 읽기에 

필연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학습자들은 사회문화적 맥락의 활성화함으로

써 타문화에 접근하고 자문화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자기 인식을 조정한

다. 자문화와 타문화 간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비교를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자문화와 타문화 간의 비교는 사람이 타자를 만남을 통

해 자신을 더 잘 알게 되고, 타문화를 접함으로써 자신의 문화를 더 잘 

인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한 것처럼 재한 학습자와 재중 학습자는 타문화와의 소통은 

자문화의 영향을 받고 상징을 매개로 이를 이해함으로써 타문화에 다가

가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상징의 종류가 많은데 본 연구에

서 크게 개인적 상징, 원형적 상징, 관습적 상징으로 범주화하였다. 학습

자들은 상징 의미를 해석할 때 자문화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는 상징의 종

류와 관련이 있다. 원형적 상징은 한국이나 중국에서 모두 비슷한 의미

를 갖고 있어 학습자들이 상징의 맥락 탐구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고 재한 학습자 집단과 재중 학습자 

집단은 모두 처음에 「성북동 비둘기」의 ‛비둘기'의 의미를 분석했을 

때 ‘평화'라는 의미를 떠올랐다. 이와 반면에 관습적 상징은 한국과 중

국을 한 공동체로 보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즉,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

람에게 상징이 갖는 독특한 의미를 말한 것이다. 다시 말해, 같은 상징 

이미지라도 한국과 중국에서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흰색'은 한국인에게 ‛순결'의 상징이고 좋은 일에 많이 사용하는 

색깔이데, 중국인에게는 횐색보다 발간색을 더 좋아하는 편이고 흰색이 

슬픈 일에 많이 쓰는 편이다.

49) 노금숙,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 문학 읽기 교육 연구」, 서울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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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징의 의미 구성을 통한 문화적 정체성 형성

 

시는 빈 공간이 많은 장르이고 시 텍스트의 의미 구성에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즉 학습자는 상상력의 발휘함으로써 상징을 비롯한 요소를 활

용하여 시 텍스트 의미를 구성한다는 뜻이다. 시란 근본적으로 내면세계

가 구현된 것이다. 이러한 구현은 충동적인 감정의 세계를 조절하는 창

조과정에 의해 가능하며 시인의 지각-사상-감정이 결합되어 구체화된

다50). 이 경우 독자 쪽에서는 형상화된 언어 형태로 현전하는 시에 직면

하여 작가의 상상 내용을 나름대로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독자들의 인

식구조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시의 경험은 주관적이면서 

개성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학습자는 시 텍스트 속의 세계를 상상하면서 소통하는 가운데서 스스

로 의미화할 수 있다. 자신의 관점에서 작품을 내밀하게 읽고 타자로서

의 저자의 감정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며 작품을 공동체의 차원에서 이해

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적 상징의 측면에서도 해석이 가능한다. 

학습자들은 상징의 의미 구성하는 과정은 상상력을 통해 자기의 상징에 

대해 독특한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 상징은 보

통 시인이 상징을 활용하는 데 부여하는 독특한 의미로 보고 왔는데 학

습자들은 독자로서 상징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창조력을 발휘함으로써 개

인적 상징 의미를 구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습자

는 수준·환경 등 제한으로 의미를 해석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상징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더라도 상징 의미 뒤의 문화 요소를 파악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혹은 상징 의미를 자지고 타문화와 소통할 

때 이해가 안 가거나 오독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 타문화에 대

한 성찰이 발생한다. 그리고 타문화에 대한 성찰 뿐만 아니라 자문화에 

대한 성찰도 있다. 즉 시적 상상력을 통해 학습자의 상호문화적 이해가 

가능해진다. 학습자는 시의 독자로서 능동적으로 시 텍스트 전체적 의미

50) 이승훈, 『시론』, 고려원, 1997, pp. 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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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성하는 동시에 학습자는 상호문화적 주체로서 시 텍스트 의미 구성

하는 과정에서 타문화의 새로운 존재 방식을 이해하게 되고 자문화와 타

문화에 대한 성찰하는 과정에서 정체성이 재확립 된다. 이와 관련하여 

수와 수(Sue and Sue)는 성찰(Introspection)의 단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학습자는 문화를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는 경험을 통해 문화 정

체성이 형성된다고 보았다.51) 

 3. 상징 이해를 통한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의 의의

  (1) 시적 언어 표현을 통한 한국어 문화 향유

상징은 현대시의 형식적으로 특징이자 현대시의 구성요소 중 하나이

다. 상징에 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상호문화적 주

체로서의 학습자는 상징 의미 이해함으로써 문화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문화를 향유한다. 상징은 바로 이런 문화적 언어 표현이다. 학습자

는 상징을 이해하고 의미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타문화에 접근한다. 타문

화는 학습자에게 자문화와 다른 문화이고 상징을 일종의 매개로 새로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

문학을 흔히 언어로 된 예술이라고 한다. 예술은 미와 관련되는데, 미

란 아름답고 고귀하고 훌륭하고 좋은 것 등의 의미와 연관되는 개념이

다. 학습자가 시 텍스트를 읽는 과정은 텍스트에 구현된 미적 가치를 향

유하고 이를 자신의 체험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문화를 향유한다는 것은 문화적 규칙 체계를 익히고 실천하는 

것을 뜻한다.52) 개인이 자기를 인식하고 남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여

러 가시적·비가시적 규칙을 지켜 나가야 한다. 한 공동체에 살고 있는 

51) D. W. Sue & D. sue, Counseling the culturally diverse: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J. Wiley, 2003, pp. 214-215.

52) 우한용, 『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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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에게 이런 가시적·비가시적 규칙은 쉽게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

으나 자문화를 가지고 한국 사회와 문화에 접근하고 있는 중국인 학습자

에게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인 학습

자들은 쉽게 한국 문화적 규칙 체계를 익히고 한국문화에 접근할 수 있

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상징일 수 있다. 문학은 이러한 규칙이 

언어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상징성을 띠고 중국인 학습자에게 상징과 

같은 시적 언어 표현을 통해 한국어 문화 향유를 할 수 있게 된다. 

  (2) 문화적 상상력에 기반한 문화적 사유 확장

오우크쇼크(M. Oakeshott)에 따르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학습은 인

간이 살아가며 만나는 세계와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인간의 삶에는 단순한 생존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 의미를 탐구하도록 하는 활동이다.53) 그러나 이러한 

의미를 가진 학습이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오우크쇼트는 인간이 어렴풋하게나마 인간

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자각하게 되었을 때, 즉 개인이 본능적 필요에 따

라 환경에 수월하게 적응하여 생존하는 방법을 익히는 차원을 넘어선 무

엇인가가 있음을 조금이라도 깨달았을 때 학습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하

는 원동력, 즉 ‛이해하려는 욕망'이 생긴다고 보았다. 이런 ‛이해하려는 

욕망' 에 학습자의 문화적 사유가 필요하다. 

상호문화교육은 문화의 수용자가 아닌 문화 생산자를 지향한다. 상징

의 의미를 추론하는 데 학습자의 문화적 상상력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상징 의미를 구성하면서 능동적인 주체로 거듭날 수 있고 사유

의 확장에 도움이 된다. 학습자들은 상징의 의미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문화를 단순히 생존과 적응의 문제가 아닌 고차원적인 발달

53) M. Oakeshott, 차미란 역, 「학습의 장」 상·하, 『교육진흥』 가을·겨울호, 중앙
교육연구소, 1992, pp. 170-171. (박현진, 「도덕과를 통한 다문화교육에 대한 두
관점: 교육목적에 비추어본 다문화교육의 본질」, 『윤리철학교육』 16, 윤리철학
교육학회, 2011, p.1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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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필요한 학습 제재로 인식할 수 있다. 학습자는 적응의 차원에서 

바라볼 때 이러한 태도는 학습자가 소통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 열

어준다. 

상징 이해를 통한 상호문화교육은 학습자가 자신의 삶을 교실로 가져

와 상호작용하도록 함으로써 타문화와의 소통 의지를 촉진시킬 수 있다. 

적응 문제와 결부되어 외면했던 상징 의미들을 인지적으로 분석해봄으로

써 문화 학습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자는 문학 텍스트라는 타자, 시 속 화자라는 타자와의 만남을 통

해 자신이 겪어보지 못했던 낯선 대상을 마주하게 된다. 한국 현대시 텍

스트는 학습자가 낯선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삶을 체험해보고 타

자와의 관계를 배워감으로써 자기의 삶을 통찰하는 내적 성장이 가능하

게 한다. 타문화를 해석하고 자신이 속한 문화와 비교해보는 것은 학습

자를 자기 이해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다. 여기서 말한 자기 이해란 기

존의 자기 인식을 확인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조정과 선택으로 나

아가는 것이다.54)

  (3) 시적 정서를 바탕으로 한 상호문화적 태도 함양

문학작품은 앞선‘제 3 장소’를 형성하는 두 가지 요소에 접근하는 

좋은 제재라고 할 수 있다. 뉘닝(A. Nünning)은 문학 텍스트가 독자들에

게 풍부한 언어 지식이나 상상의 자유공간을 제공할 뿐더러 다양하게 바

라보는 시각을 통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55)고 언

급하였다. 이를 통해 독자가 텍스트 읽기 과정을 통하여 지식을 얻기보

다는 타자나 타문화를 다양하게 바라보는 상대화 시각을 키우는 것이 더

욱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바이럼(Byram)도 외국어 학습에서 증진시키고

자 하는 세 가지 능력 중 기초적 지식과 태도의 측면보다 학습자가 고유

54) 김예리나, 앞의 논문, p.31.
55) 김정자, 『한국문학교육론』, 박이정, 2016,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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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목표 문화를 넘어 둘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강조한다.56) 

즉 학습자는 두 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

가, 자신의 체험을 조망함으로써 자기 인식과 그 기준을 검토하는 비판

적 사고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의 재확립에까지 도달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학습자는 문학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내용을 재배열하고 다시 정돈하면서 자기 절로 재구성하여 받아들인다.

태도는 상호문화적 능력의 중요한 부분으로 호기심과 열린 마음으로 자

국 문화의 우월감을 버리고 다른 문화를 인정하는 동시에 존중하는 것이

고 다른 문화를 만날 때 긍정적인 태도로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과 문화

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다.57) 학습자는 상징 이해를 통해 시적 정서

를 파악함으로써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심화가 되었고, 문화 간 차이

의 사실 확인 차원을 넘어 고정관념과 편견을 조정하며 가치 판단과 올

바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타문화와의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상호문

화적 태도 함양에 의의를 지닌다. 

56) M. Byram, 앞의 책, p.19.
57)바이람(Byram)에 의하면 다른 두 가지 측면은 인지적인 측면의 '지식
(Knowledge)'와 행동적인 측면의 '기능(Skills)'이다. 세르추와 반두라
(Sercu&Bandura)는 상호문화적 능력의 구성요소를 바이람의 이론을 토대로 정리
하고 이와 비슷하게 지식(knowledge), 기능(skills), 태도(attitudes) 셋 가지로 분
류하고 세분한 내용을 보완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도 상호문화적 능
력의 구성요소를 자문화와 타문화에 대한 인식, 자문화와 타문화 간의 차이와 문
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 자문화와 타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해석으로 나누고
검토하고자 한다. M. Byram, 위의 책,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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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상징 이해를 통한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의 양상

이 장에서는 재한 중국인 학습자와 재중 중국인 학습자, 이 두 집단 

각 3차, 총 6차의 실험지, 1차 토론의 전사 자료, 2차 토론의 전사 자료,

감상문과 심층 면담 내용1)을 중심으로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은 상징 이

해를 통한 상호문화 능력 구성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두 

집단의 학습자들은 다른 문화 환경에 거주하는 사실을 고려하여 같은 현

대시 텍스트를 읽고, 시에 있는 상징 이해를 통한 한·중 문화를 이해하

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상호문화 능력 구성 양상의 차이점과 공통

점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 마련된 상징 

이해를 통한 상호문화교육의 원리를 기반하여 Ⅰ장에서 제시한 조사 방

법을 수행하고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하며 ‛시의 내포적 의미 인식을 통

한 타문화 이해', ‛시의 맥락 탐구를 통한 타문화와의 소통', ‛시의 의미 

구성을 통한 문화적 정체성 재구성'으로 나누고 각 절을 구성하였다.

 1. 시의 내포적 의미 인식을 통한 타문화 이해

상호문화는 개인 그리고 사회는 문화와 관련짓는 유혀의 관계, 문화적 

차이 때문에 생긴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장애를 없애하고 그것

을 활용하는 전제로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상호문화는 여러 문화가 함께 살아가는 특별한 방

법이고 다양한 문화 집단들 간의 상호작용을 권장한다. 여러 문화 집단

들은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은 그 문화들이 만나는 것은 아니라, 그 문화

를 가진 사회적 존재들은 만나는 것이다.2) 개인의 측면에서 보는 상호문

1) 자료의 구분은 실험지(A), 1차 토론(C1), 2차 토론(C2), 감상문(P), 인터뷰(I)로 표
기하였다. 예를 들면, 1차 본 실험에 참여한 3번 재중 학습자는 「성북동 비돌
기」에 대해 실험지를 쓴 자료는 [중_1차_3_A_성]이다. 5차 본 실험에 참여한 22
번 재한 학습자는 「껍데기는 가라」에 대해 1차 토론의 전사자료는 [한_5차
_22_C1_껍]이다.

2) Gilles Verbunt, 장한업 역, 『인간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상호문화사회』,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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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자문화를 상대화하고 타인와의 만남을 통해 풍부화시키며 친근한 

문화를 넘어서 의사소통을 하는 의지와 능력의 뜻이다. 

개인은, 즉 본 연구에서 말한 중국인 고급 학습자는 자기 고유의 문화

인 중국 문화를 가지고 문화적 차이를 지닌 한국 문화를 만난 과정에서 

자문화와 타문화 구분되었다. 이런 경우에 중국인 고급 학습자는 다른 

문화를 가진 존재로서, 즉 상호문화적 주체로서 한국 문화에 접근한다. 

그러나 중국인 고급 학습자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학습자도 있고,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학습자도 있다. 거주 환경이 달라 한국 문화에 접

근하는 방식도 다르고 자문화와 타문화를 인식하고 관념을 조정하는 과

정도 다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재한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 사회에서 

문화 소수집단에 속하고 재중 중국인 학습자는 익숙한 중국 사회에서 살

고 있어서 다수집단에 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재한 중국인 

학습자는 사회적 타자로서 한국에서 살면서 자문화를 갖고 한국 사회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타문화와 상호작용을 한다. 재중 중국인 학습자는 한

국에서 생활한 적이 없으나 외국어, 즉 한국어 배움으로써 타문화를 인

지한다. 언어는 문화의 일부분이자 문화의 주된 전달자이기도 하기 때문

이다.3) 이 두 집단의 학습자들은 상호문화적 주체로서 같은 한국 현대시

에 있는 상징을 발견하고 의미 이해하며 이를 통해 문화 요소를 발견하

는 과정에서 각각 어떤 양상이 보인지, 그리고 그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밝히기 위해 본 절을 와 ‛문학적 경험을 활용한 시적 상징 발견', ‛배경 

지식의 활성화를 통한 지시적 의미 추론', ‛한·중 상호텍스트적 이해' 

로 나누고 검토하고자 한다.

학사, 2012, pp. 80-81.
3) Gilles Verbunt, 장한업 역, 위의 책,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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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학적 경험을 활용한 시적 상징 발견

학습자는 시적 상징을 인식하고 그의 내포적 의미를 해석하며 이해할 

때 전에 겪은 문학적 경험을 떠오르고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말

한 문학적 경험은 주로 두 집단 학습자들의 상징에 대한 기본적 인식, 

상징 발견할 때 사용 가능한 방법, 시 읽기에 대한 이해 등을 포함한 것

이다. 

[중_1차_4_C1_성4)]: 나는 상징을 찾을 때 수사법을 많이 사용한 데부터 

봐요. 여기서 ‛채석장'와 ‛비둘기'는 대비하는 존재이고 대비(對比)라는 수

사법을 사용했어요.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은 ‛성북동 메

마른 골짜기'와 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은 비유의 기호이고, 그

래서 비유라는 수사법도 활용했어요. 

위의 양상은 실험지에 관한 1차 토론에서 나온 것인데 4번 학습자는 

대비와 비유의 수사법을 통하여 이 시에 있는 상징을 처음으로 파악한

다. 비록 비교적으로 낯선 외국 문학이지만 4번 학습자는 수사법을 발견

함으로써 문학적 경험을 환기하여 상징을 인식한다. 이는 중국 문학 교

육과 관련이 있는데 중국 어문(語文) 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시작하고 어

문 교육에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문학 교육이다. 중국에 각 지역

에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지역의 문학 교육은 고전 시가의 외움과 이해

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중국에 대학교입학시험 어문 과목에 고전 시가에 

4)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
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림에 떨다가/가슴에 금이 갔다./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
는/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 돈다.//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조용히 앉
아 콩알 하나 찍어먹을/ 널찍한 마당은커녕 가는 데마다 /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
쳐서/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앉아/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산 1번지 채석장에 도루 가서/ 금방 따낸 돌 溫氣에 입을 닦는다.// 예전에는 사
람을 聖者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
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김광섭, 『城北洞 비둘기』, 민
음사, 1975, pp. 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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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해가 빠질 수 없는 구성 내용이다. 중국인 고급 학습자는 이만큼 

중요한 문학 교육을 받아 한국 현대시에 있는 상징을 찾을 때도 활용하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번 학습자와의 추후 인터뷰에서 왜 상징을 찾을 

때 수사법부터 보냐는 질문에 ‛중국에서 시를 배울 때 선생님은 수사법

을 활용한 데 시의 핵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 것

도 역시 중국인 고급 학습자는 문학적 경험을 활용하여 상징을 발견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중국 문학에 상징의 개념은 역시도 『시경(詩經)』에서 활용한 수사법 

‛비(比), 흥(興)'에서 유래한다. 현재 중국에서 비(比)는 비유(比喩)와 비슷

하게 유비(類比)로 보고 있고 흥(興)에 대한 이해는 대략 먼저 다른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중국 현대 시학에서 비(比)·흥(興)은 상징과 같은 의미를 가지

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상징은 상징 의미와 상징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

는 점을 여긴다. 그리고 상징 의미는 상징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고 이미

지의 어떤 ‛암시'로 여기고 있다.5) 2장에서 한국 현대시에 있는 상징 개

념 검토를 기반하여 한·중 시의 상징 개념은 상징 의미와 상징 이미지

로 나누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공통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성북동 비둘기」는 인공적 공간 명칭인 ‛성북동'과 자연의 한 상징인 

‛비둘기', 두 이질적인 것의 합성어이다. 이 시의 발상은 이 두 힘 사이

의 충돌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성북동과 비둘기의 대립은 

‛돌깨는 산울림'과 ‛하늘을 한 바퀴 휘돔', ‛포성'과 ‛피난', ‛아침 구공탄 

굴뚝연기'와 ‛향수', ‛금방 따낸 돌'과 ‛온기' 등 일련의 이미지로 연결되 

면서 극적인 구성을 이루고 있다.6) 이런 관점에서 보면 4번 학습자는 시

선을 돌린 ‛대비'라는 수사법은 위의 내용에서 말한 성북동과 비둘기의 

대립과 관련이 이다. 성북동 산에 샐긴 번지는 시 전반에 걸쳐 파괴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것의 생김은 비둘기의 번지가 없어지는 

5) 閭海燕, 「賦比興與象征關係辯證—現代詩學視野中的“賦比興”研究之二」, 『常熟理
工學院學報』, 5, 常熟理工學院, pp. 43-50.

6) 황혜경, 「김광섭 시의 상상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
문, 1988, pp. 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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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되고 있다. 새로 생긴 번지의 파괴성은 ‛돌깨는' 소음으로 구체화 

된다. 형체가 없는 소리는 쉽게 내부로 침입해 들어와 내벽을 허문다. 

청각으로 감지할 수 있었던 둥지의 깨어짐이 촉각화7) 되면서 ‛가습에 금

이 가는' 육체의 상함으로 심화된다. 

1차 토론은 주로 실험지에 관한 것인데 문화 요소 발견까지 하지 않았

다. 2차 토론에서 4번 학습자는 발견된 상징을 가지고 상징 의미를 이해

할 때 역시 상징을 발견할 때 주의한 수사법을 기초로 문화 요소를 발견

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채석장'이 나온 원문은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쳐

서'이고 4번 학습자는 ‛채석장'의 상징 의미를 분석할 때, 먼저 ‛채석장'

과 ‛포성'이라는 상징 이미지에 집중하였다. 시의 ‛채석장 포성'은 이 시

의 셋째 행인 ‛돌 깨는 산울림'과 동일한 의미이다. ‛포성'은 대포를 쏠 

때 나는 소리로 성북동 산과 골짜기의 근대화 및 문명화와 환경 파괴를 

내포하고 있는 시어이다. 이를 파악한 후, 4번 학습자는 문학적 경험으

로 배운 대비의 장점, 즉 강조를 통해 비둘기는 자연환경을 상징하고 있

다는 것을 도출했다. 비둘기를 자연환경 중 한 생물체로 보면 이와 대비

한 ‛채석장'은 비(非)생물체, 인공적인 존재가 되었다. 4번 학습자는 ‛채
석장'은 이 시가 창작되었던 배경과 결합하여 ‛공업문명'을 상징하는 것

까지 도출하지 못하지만 수사법을 통해 한·중 상징의 개념 비교를 함으

로써 문학적 경험을 환기하여 상징을 발견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본

다.

물론 재중 학습자말고 재한 학습자도 역시 수사법이나 시의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 상징을 발견한 사례가 있었다.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는 수

사법이고 하나는 시의 텍스트 구조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비슷하다. 즉 

전에 배운 문학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문학적 경험을 환기하여 상징을 발

견하였다. 다음의 양상은 재한 학습자인 21번 학습자는 「껍데기는 가

라」를 읽고 상징을 발견했을 때 나온 양상이다.

7) 황혜경, 위의 논문,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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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_5차_21_C1_껍8)]: 제목과 본문을 포함해서 '껍데기는 가라' 총 7번이나 

나왔어요. 이렇게 반복된 것을 통해 제가 이 시인이 정말 '껍데기'를 싫어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1, 2 절의 구조는 모두 첫 번째 줄과 마지막 

줄은 '껍데기는 가라'이었어요. 구조가 비슷하고 두 번째 줄의 내용은 바

로 시인이 남고 싶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21번 학습자는 시를 읽은 후 먼저 반복되는 특징과 1, 2연의 구조가 

비슷하다는 것을 파악했다. 이를 통해 시인의 정서에 대해 구체적 파악

이 아니었지만 시인은 ‛껍데기'에 대한 증오와 남고 싶은 것에 대한 소

망을 유추하였다. 「껍데기는 가라」의 어조는 자조적이지 않고 매우 단

호하다. 이것은 ‛가라'의 명령형 어미를 반복해서 사용한 데서 빚어진다. 

언어의 지령적 기능은 전달행위가 청자에게 초점이 가도록 하는 것, 곧 

청자의 반응을 겨냥하여 작용한다. 이런 기능이 목적의식에 종속된 나머

지 지나치면 시를 선정·선동의 수단이 되게 한다. 사실 이 시는 늘 

1960년대 대표적인 참여시로 보고 왔는데 시인이 민중을 위해서 시를 쓰

고 시 속에서 민중의 변호인 역할을 다하는 신동엽의 참여시에는 언어의 

이런 지령적 기능이 가장 잘 어울리고 실제로 이 기능에 자주 의존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시의 어조가 하소연, 애원조가 아니라 명령형의 단호

한 거부의 태도에 있다. 화자가 청자에 대해 종속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어조가 하소연이 되거나 명령이 된다. 다시 말하면, 「껍데기는 가라」

에서 청자는 민중이 아니라 껍데기와 쇠붙이로 상징되는 반외세의 외세

와 반봉건의 지배계급이다. 「껍데기는 가라」의 명령형 어조는 외세와 

지배체제의 허구성과 폭력을 배격하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실천이며 

절규다.9) 21번 학습자는 역시 시에 있는 ‛껍데기는 가라'의 반복을 통해 

‛껍데기'에 시선을 돌리고 상징을 인식하였다.

8) ‛껍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東學
年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
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논/ 아사달 아사녀가/ 中立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
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한
국대표시인100인선집 59: 껍데기는 가라』, 미래사, 2019, p.90.

9) 김준오, 『신동엽, 60년대 의미망을 위하여』, 건국대학교출판부, 1997, pp. 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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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두 집단의 학습자는 문학적 경험을 활

용한 데에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4번 학습자의 대답으로 추론 가능한 

것은 중국인 학습자는 시 텍스트를 분석할 때 상징과 이미지를 혼용하는 

현상이 있다. 그러지만도 불구하고 시에 접근할 때 상징을 발견하는 것

은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가 모국어 어문(語

文) 수업을 통해 상징에 대해 인식과 시 읽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학적 경험이 상징 발견에 영향

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는 초등학교부터 중국 고전 

시가 배우기 시작하기 때문에 시를 이해할 때 먼저 수사법이나 구조 상

의 특징을 찾아 그의 역할과 정서 표현에 장점을 분석하는 것에 능숙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남아 있는데 바로 재한 학습자와 재중 학습자는 

문학적 경험을 환기하여 상징 의미를 해석했을 때 한국 문학에 관한 경

험을 활용한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 점이다. 그 이유를 검토하자면 중국

인 학습자는 한국 문학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삼는 재중 중국인 고급 학습자는 중국 4년째 대학교 한국

어학과에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 다른 재중 고급 학습자보다 한국 문학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편이다. 왜냐하면 한국어 학과의 개설 

강의 리스트 중에 ‛한국문학선독(選讀)', ‛한·중 현대문학비교' 등과 같

이 강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도 불구하고 재중 학습자는 새로운 

시 텍스트에 대하고 상징 의미를 분석했을 때 한국문학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 문학에 관한 경험을 많이 환기하였다. 재한 

학습자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처음에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을 때 한국 

문학에 접근한 기회가 많이 없고 한국 문학 지식이 부족하다. 따라서 실

제 수업에서 교사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상징 이해를 통해 상호문화교

육의 장에서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문학에 관한 경험도 많이 환기시킬 

수 있게 다양한 한·중의 학습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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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배경 지식의 활성화를 통한 지시적 의미 추론

배경 지식의 활성화는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문학적 지식을 포함한 모

든 배경 지식을 환기한 것을 말한다. 크게 문학적인 배경 지식과 문화적

인 배경 지식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문학적인 배경 지식은 주로 시의 창작 년도를 통해 학습자들은 

그의 시대 배경 정보를 얻고 이를 활용해서 시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학습자는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일의대수

(一衣帶水)를 끼고 있는 한·중 양국은 20세기 60년대에는 역사적 비슷

한 시기를 겪었다. 1950년대 초에서 1960년대 초까지가 한국에게도 중국

에게도 격변의 시기이었다.10) 중국은 ‛5개년 계획'을 완료하고 전쟁 후의 

경제 회복을 실현하였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도 

동시에 심화되고 있다. 한국도 비슷하게 전쟁이 끝난 후 미국에게 경제

적인 지원을 받았고 이를 통해 산업을 발전시켰고 동시에 도시화를 촉진

하였다. 연구자는 「성북동 비둘기」의 실험지에 시의 창작 년도를 제공

하였다. 대부분 학습자들은 이를 통해 그 당시의 사회 배경을 환기하고 

상징 의미를 해석하며 시 이해에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11). 

그리고 재중 학습자와 달리 재한 중국인 고급 학습자는 한국에 산 경

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에 대해 보다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특

정한 지명이나 한국에 관한 것을 활용하여 배경 지식을 활성화함으로써 

상징의 지시적 의미를 추론한 경우도 있었다.

[중_1차_2_C1_성]: 시인은 조선 경성에서 태어난다고 실험지에 시인 정보

가 있는데, 성북동은 조선, 북한에 있어요?

[한_4차_18_C1_성]: 제가 사는 데 근처에 바로 성북동이 있어요. 성북동은 

10) 박석무, 「해방 50주년 기념 기획: 시로 본 한국 현대사 1960년대-신동엽과 김
수영-미완의 혁명」, 『역사비평』, 31, 역사비평사, pp. 197-205.

11) 창작 년도의 활용을 통해 상징 의미를 해석하고 한국문화에 접근하는 구체적인
양상은 2절 2항 ‛사회문화적 맥락 파악을 통한 정의적 거리 조정'에서 서술하고
자 한다. 창작 년도는 어느정도 시 정보의 외적 정보로 볼 수 있고 사회문화적
맥락에 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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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시인이 살던 곳이 아닌가요?

재한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에서 살고 있어 한국의 지명에 대한 앎은 

중국인 학습자보다 많다. 이는 거주 환경에 따라 발생한 차이인데「성북

동 비둘기」 제목의 ‛성북동'에 대해 해석은 두 집단의 학습자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성북동 비둘기」는 총 3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의 구조는 8행이고 ‛비둘기'의 상황을 따라가며 전개되고 있다. 이는 

시인이 자리하고 있는 성북동에서 깨어지고 있음을 시인은 목도하게 된

다. 이런 깨어짐음 가슴에 ‛금'을 만든 이유가 되었고 가슴에 금이 된 주

체는 산, 비둘기와 시인이 있다. 인간의 공간인 성북동은 또 새로운 번

지수로 경계지워져 분리되는 모습을 보인다.12) 

2번 학습자는 문학적 배경 지식의 활용하는 데 노력이 보이지만 오답

하였다. 오답하게 된 이유는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실험지에 시 텍스트 정보에 관한 시인의 생애를 소

개했는데 2번 학습자는 남북 분단하기 전에 조선반도를 부른 ‛조선'과 

현재 북한으로 보는 ‛조선'을 헷갈렸다. 

18번 학습자는 비슷하게 제목에 있는 ‛성북동'에 관심을 두는데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한국 지명에 대한 이해와 교사의 말로 상징 의미까지 도

출이 안 됐지만 이를 통해 재한 학습자는 사회문화적 맥락이 더 풍부하

고 현대시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

론 이것만 통해 재한 학습자는 재중 학습자보다 잘한다고 판단할 수 없

다. 왜냐하면 재중 학습자와 재한 학습자의 거주 환경이 다르고 사회문

화적 맥락 지식이 부족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학적 배경 지식의 활용인 뿐만 아니라 다음에 문화적으로는 자문화 

혹은 타문화를 활성화하고 대입하는 양상도 종종 나왔다. 이를 통해 상

징의 지시적 의미를 추론하고 타문화에 접근하다. 문화적인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재중 학습자와 재한 학습자 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

타났다. 재중 학습자는 타문화 배경 지식보다 자문화 배경 지식을 많이 

12) 최명국, 「성북동 비둘기의 자연과 문명에 대한 거리(距離)의식」, 『비평문학』,
52, 한국비평문학회, 2014, pp. 369-389, pp. 380-3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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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편이고 재한 학습자는 자문화보다 타문화 배경 지식을 많이 활

용하는 편이다. 그리고 재한 학습자는 문화 충격 경험을 기반한 배경 지

식을 보다 많이 활용하는 편이었다. 여기서 재중 학습자는 재한 학습자

와 다르게 타문화에 관한 문화적 배경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문화를 

많이 활용하였다. 이와 반면에 재한 학습자는 주로 타문화를 많이 활성

화하고 이를 통해 상징 의미를 추론하였다.

[중_3차_14_C2_가13)]: 한국에서 그런 경향이 있는지를 모르지만 중국 특

히 농촌 지역에서 아이의 아명(兒名)을 지을 때 ‘狗(멍멍이)’라는 글짜

를 진짜 많이 사용하거든요. 어르신들은 이름을 촌스럽게 지어야 아이가 

잘 살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 이시에 ‛아홉 마리의 강아지야. 강아

지 같은 것들아.' 이를 보는 순간 이것을 떠올랐어요. 

14번 학습자는 자문화를 활성함으로써 ‛강아지'의 상징 의미를 분석하

고 타문화에 접근하였다. 이를 통해 한·중 문화의 공통점을 발견하였

다. ‛강아지'는 단독으로 보면 한국에든 중국에든 사람의 반려견으로 살

아 남았고 보통 ‛충성'을 상징한다. 하지만 이 시에는 ‛강아지'를 이해할 

때 단순으로 ‛강아지'를 동물으로 보면 안 된다. 14번 학습자는 중국의 

문화적 경험을 활용해서 평소에 듣는 아명 중 ‛강아지'라는 한자도 나온 

것을 환기하여 ‛강아지'의 지시적 상징 의미를 추론하였다. 가정에 관한 

경험은 누구든 많이 익숙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주제이다. 이는 박목

월의 시에도 ‛아버지', ‛아들' 등 인물 이미지가 많이 등장하였다.14) 박목

13) ‛地上에는/아홉 켤레의 신발.// 아니 玄關에는 아니 들깐에는/ 아니 어느 詩人의
家庭에는/ 알電燈이 켜질 무렵을/ 文數가 다른 아홉 켈레의 신발을.// 내 신발은/
十九 文 半.// 눈과 얼음의 길을 걸어/ 그들 옆에 벗으면/ 六 文 三의 코가 납작
한/ 귀염둥아 귀염둥아/ 우리 막내둥아.// 微笑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얼음과
눈으로 壁을 짜 올린/ 여기는/ 地上.// 憐憫한 삶의 길이여.// 내 신발은 十九 文
半.// 아랫목에 모인/ 아홉 마리의 강아지야.// 강아지 같은 것들아.// 屈辱과 굶주
림과 추운 길을 걸어/ 내가 왔다.// 아버지가 왔다.// 아니 十九 文 半의 신발이
왔다.// 아니 地上에는/ 아버지라는 어설픈 것이/ 存在한다.// 微笑하는/ 내 얼굴
을 보아라.//' 박목월, 「가정」, 노승욱 엮음, 『박목월 시선』, 지식을 만드는 지
식, 2013, pp. 59-60.

14) 유지현, 「박목월 시에 나타난 시적 화자 연구」, 『우리어문연구』, 61, 우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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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또 다른 하나 가정에 관한 시인 「밥상 앞에서」15)에는 아버지의 말, 

그리고 아버지와 어진 자녀 간에 나누는 대화와 아버지의 독백을 포함하

고 있다. ‛밥 많이 먹는 애가 아버진 젤 예뻐, 낼은 아빠 돈 벌어가지고 

이만큼 선물 사가지고 오마.'는 어린 아이를 앞에 두고 다정한 부성애를 

표출하는 아버지의 목소리이다. 가족을 사랑하고 물질적 기반을 마려하

고 싶은 마음과 어린 자녀에게 선물을 사 주고 싶은 소망을 아버지의 목

소리로 표현한다.「밥상 앞에서」는 대화와 독백의 방식을 택한다. 이는 

「가정」와 비슷한 점이 있는데 자식들에게 다정한 부성애를 표현하고 

아버지와 자녀 간의 대화 방법으로 제시한다.

재한 학습자는 재중 학습자와 다르게 타문화를 많이 활용하였다. 그리

고 문화 체험과 문화 충돌로 분류할 수 있다. 문화 체험을 환기함으로써 

상징 의미를 추론하는 것은 재중 학습자와 별 차이가 없으나 한국 사회

에 직접 살고 있어서 일상생활 속에 만난 문화 충돌은 많이 환기하여 상

징 의미를 추론 하였다. 다음과 같은 두 양상은 재한 학습자의 타문화 

활성화한 양상이다.

[한_6차_29_C2_가]: 한국 사람은 방 말고 심지어 식당에서도 신발을 많이 

벗는 편이에요. ‛아홉 켤레의 신발'은 가정의 정원의 뜻인 것 같아요. 엄

마 한 명, 자식 여덟 명. 그리고 한국에 독거하는 여자 보통 현관에 남자 

신발 놓는 뉴스 봤어. 같은 느낌이다. 

문화는 곧 삶이며, 문화 안에서 학습자는 상호작용하는 주체로서 문화 

경험을 쌓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화 경험이 상호문화적 능력 함양

을 위한 교육에 활용되어야 하는 까닭은 삶 자체에서 벌어지는 직접적인 

경험은 정의적인 영역과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문화 경험

문학회, 2018, pp. 51-53.
15) ‛나는 우리 신규가 젤 예뻐. /아암, 문규도 예쁘지. /밥 많이 먹는 애가 /아버진
젤 예뻐. /낼은 아빠 돈 벌어가지고 /이만큼 선물을 사갖고 오마. /이만큼 벌린
팔에 한 아름 비가 변한 눈 오는 공간. /무슨 짓으로 돈을 벌까. /그것은 내일에
걱정할 일. /이만큼 벌린 팔에 한 아름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의 하늘.' 박목월,
「밥상 앞에서」, 노승욱 엮음, 『박목월 시선』,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3,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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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은 매체를 통한 간접적인 경험이 아닌 학습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보

고, 듣고, 판단하고 행동한 실제적인 경험들을 말한다. 

29번 학습자는 ‛아홉 켤레의 신발'을 ‛가정의 정원'의 상징으로 보고 

자기가 한국에서 살면서 겪은 문화 체험을 통해 지시적 의미를 추론하였

다. 구체적으로 분석한다면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과 달리 보통 집

에 들어가면 신발을 벗고 맨발로 다니는 것에 익숙하다. 이것은 전통 한

옥과 관련이 있는데 집 구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영향을 받

아 현대사회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식당이나 전통적인 데에 가면 신발을 

많이 벗는다. 29번 학습자는 이런 문화 체험을 환기하여 이 시의 주인공

인 ‛아버지'가 집에 와서 현관에서 본 ‛아홉 켤레의 신발'을 가정으로 생

각하고 상징 의미를 도출하였다. 「가정」은 ‛문수'가 다른 신발을 통해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것을 표현하고 그렇게 힘든 세상에서 

식구들을 책임져야 하지만 아버지라는 어설픈 것은 자식들로 인해 얼굴

에 미소를 지으며 행복해 한다는 시 작품이다. 이 시는 험난한 생활 속

에서도 자식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힘겨운 아버지의 모습과 또한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잘 보여 주는 작품이고 29번 학습자는 

자기가 한국에서 생활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발 벗기'와 ‛집에 돌아가서 

현관에서 본 신발'을 결합하여 상징 의미를 분석하였고 신발의 수량과 

크기는 곧 가족을 상징하는 것을 도출함으로써 한국의 가정문화에 접근

한다. 중국에서 집에 들어오면 슬리퍼로 갈아입는 것 다양하지만 식당이

나 휴게소에서 신발을 안 벗는다. 심지어 중국에서 신발을 벗으면 예의

가 없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착할 수 있기에 29번 학습자는 한국에 들

어와서 이런 문화 경험을 처음에 접할 때 당황하고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문화 충돌 경험은 이 시의 상징 의미를 해석할 때 중

요한 요건이 되어 버렸다.

재중 중국인 학습자는 재한 중국인 학습자보다 이런 문화 경험이 많이 

없는 것을 고려해서 실제 수업에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단 간의 

토론 및 대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다른 환경에서 사는 집단 간의 교

16) 김예리나, 앞의 논문, 2018, pp.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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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가 가능해지고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_4차_16_C2_성]: 한국에 와서 충격받은 게 겨울에 거의 다 블랙롱패딩

을 입어요. 다들 눈치받기 싫고 비슷하게 입으면 비둘기처럼 소외당하는 

것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겨울에 블랙롱패딩을 많이 입게 돼요.  

16번 학습자는 ‛비둘기'의 상징 의미를 추론할 때 자문화 경험을 떠오

른 것 아니고 한국에 와서 겪은 문화 충격 경험을 환기하였다. 재중 학

습자 집단과 다르게 문화 충격 경험을 활용한 양상이 나타났다. 학습자

는 상호문화적 주체로서 낯선 문화를 경험할 때 ‛충격'이라는 감정을 경

험하게 된다. 문화교육의 논의에서는 문화 충격(Culture Shock)을 새로운 

문화를 접할 때의 심리변화로 개념화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화에 

적응해가는 단계를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오베그(K. 

Oberg)의 문화충격모델이다. 오베크는 타문화권에 들어온 학습자들은 4

단계를 거쳐 문화에 적응한다고 보았다. 타문화권 학습자들은 초기에 호

기심을 가지는 우호적 단계를 거친 후, 문화 충격 단계와 회복 단계를 

지나 새로운 환경을 즐기는 적응 단계에 이른다. 결국 문화 충격모델은 

타문화에 대한 부정적 경험과 태도를 극복하고 새로운 문화권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환경을 즐기게 된다는 이론이다.17) 문화 충격은 보통 

문화 습득의 네 가지 연속적인 단계 중 두 번째로 기술된다. 문화 충격 

단계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자아와 안정감에 대한 이미지에 점점 더 

많은 문화적 차이가 침입해 옴을 느끼면서 발생한다.18) 

16번 학습자는 처음에 문화 충격을 받았고 많이 어렵고 힘들었으나 자

기 노력으로 이런 문화에 잘 적응이 되었고 타문화를 인접하고 이 문화

권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서서히 공감을 갖게 되었다. 생각과 차이를 받

아들이기 시작하였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문화에 동화하고 적응되었다. 

1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편, 『한국어교육학사전』, 2014, p.1278, ‛문화 학습
모형 항목'참조.

18) H. D. Brown,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이홍수 외 역,
『외국어 학습-교수의 원리- 제5판』, 서울: 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2015,
p.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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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타문화를 수용하게 되면서 편안함을 느끼고 타문화에서 ‛새로운' 

사람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게 되는 ‛적응(Adjustment)'의 단계까지 이

루어진다.

 

 (3) 한·중 상징의 상호텍스트적 이해

여기서 한·중 상징의 상호텍스트적 이해는 학습자들은 시를 읽고 상

징의미 해석하는 과정에서 떠오르는 한·중 연관 문학작품이나 드라마를 

통해 상징 내포적인 의미를 추론하고 타문화에 접근하는 것이다. 혹은 

같은 시인의 다른 문학작품을 떠오르고 활용하는 것도 여기서 속한다. 

상호텍스트는 한 텍스트와 연관된 다른 텍스트를 뜻하며, 상호연관성 기

반의 시 이해는 상호연관적 동위소 발견, 텍스트 간 긴장 관계 탐구, 상

호텍스트의 발산적 환기로 이루어진다.19) 하지만 안타깝게도 본 조사에

서 시 텍스트를 보고 나서 같은 시인의 다른 작품을 생각하여 상호텍스

트적 이해를 하는 사례가 없었다.

[중_3차_11_A_가]: 이 시를 통해 저는 묵묵하고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중국 현대 산문 중 되게 유명한 것 하나 

있는데 쥬쯔칭(朱自清)의 「배영(背影, 뒷모습)」이에요. 같은 느낌 더라고

요. 한국에든 중국에든 아버지의 모습은 항상 말이 많이 없고 과묵한 것 

같아요. 

위의 양상은 11번 학습자는 자문화 상호텍스트를 활용하여 지식을 환

기한 양상이다. 박목월의 「가정」에서 나온 아버지의 모습과 비슷하게 

중국 산문 「뒷모습」에서 나온 아버지도 가족을 위해, 곧 떠나는 ‛나'를 

위해 힘들어도 귤을 사 오는 이미지이다. 11번 학습자는 상호연관적 동

위소, 즉 텍스트 간 유사성을 바탕으로 자문화 상호텍스트를 환기하였

다. 「뒷모습」은 1925년 현대 작가 주자청(朱自淸)이 쓴 회상 산문이다. 

19) 전흥, 「상호연관성 기반의 한국 현대시 이해 교육 연구: 한·중 현대시를 중심으
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pp. 23-24,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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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자가 북경 대학으로 난징을 떠났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푸커우

(浦口) 역으로 보내고 버스에서 그를 돌보고 구입한 상황을 설명하였다. 

작가의 마음 속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의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오

렌지를 사다가 플랫폼을 오르락 내리락했을 때의 등 보여준 뒷모습이다. 

작가는 평범한 말로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깊고 섬세하고 진심

으로 표현했고 평범한 사건에서 아버지의 배려와 사랑을 보여준다.

[한_4차_18_C1_성]: 「我嚥下一枚鐵做的月亮」에서 묘사한 고향을 떠나 

큰 도시에서 일하러 온 노동자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발전으로 쫓겨내는 

비둘기의 모습인 것 같아요. 다 산업화의 발달로 피해를 입는 존재들이에

요. 그래서 큰 도시에서 일하는 노민공(農民工, 원래 농민이었다가 돈 벌

기 위해 도시에서 보통 노동자로 일하는 집단을 이르는 말)을 생각났어

요. 비둘기처럼 계속 도시에서 돌아다니고 있지만 결국 갈 데가 없어요.

18번 학습자는 「성북동 비둘기」를 읽은 후 중국 현대시 「我嚥下一

枚鐵做的月亮20)」를 환기하였다. 이는 도시화로 인해 고향을 떠나 큰 도

시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2연의 문장은 경험 한 다

양한 삶의 불행을 비교하기 위해 ‛폐수', ‛실업 명령', ‛달리기', ‛이주', ‛
보행교' 및 ‛물 녹슨 생활'의 일련의 상징 언어를 사용한다. 아르바이트

로 일하는 젊은 작가들에 의해 ‛폐수'는 환경 오염을, ‛실업 주문'은 실적

이저조하고 해고됨을, ‛이주 량'은 일자리를 구할 때 발생하는 충돌을, ‛
보행 교'는 불안정한 주택을 의미한다. ‛스테인드 라이프'는 더러운 생활 

조건과 몰락을 의미한다. 18번 학습자는 따오른 중국 현대시 「我嚥下一

枚鐵做的月亮」는 2012년에 창작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중

국 산업화와 도시화 모습을 묘사하였다. 특히 도시화로 인해 어쩔 수 없

이 고향을 떠나 큰 도시로 찾아온 노동자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이런 노

20) ‛我嚥下一枚鐵做的月亮/他們把它叫做螺絲/我嚥下這工業的廢水/失業的訂單/那些低
於機台的青春早早夭亡/我嚥下奔波/嚥下流離失所/嚥下人行天橋/嚥下長滿水鏽的生
活/我再咽不下了/所有我曾經嚥下的現在都從喉嚨噴湧而出/在祖國的領土上鋪成一首
/恥辱的詩/’ 許立志, 「我嚥下一枚鐵做的月亮」, 『鐵月亮』, 太白文藝出版社,
2017,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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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들은 집을 떠나 큰 도시에서 일하지만 큰 도시에게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갈 데가 없다. 18번 학습자는 비둘기를 한국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

해 쫓겨낸 집단으로 보는 동시에 철로 만든 달에 비유된 노동자는 사회

가 발달하면서 사회에게 버림당하는 소수집단으로 여긴다. 

[중_1차_5_C1_성]: 이 시를 읽고 나서 중국 현대시 「悼念一棵楓樹」를 

생각났어요. 「성북동 비둘기」에서 채석장이 생긴 후 비둘기가 갈 데가 

없어졌고 환경이 많이 나빠졌어요. 「悼念一棵楓樹」에서도 산업화로 인

해 단풍나무를 베겨야 되고 이로 인해 주변 환경도 많이 나빠진 이야기

이에요.

 「悼念一棵楓樹21)」는 산업화로 인해 단풍나무가 베겨서 자연환경이 

파괴되었다는 내용이다. 이는 「성북동 비둘기」와 비슷한 시기에 1972

년에 창작되었다. 가을에 키가 큰 단풍 나무가 잘려서 호수 옆의 문, 창

문, 기와, 나무, 풀, 벌, 새, 배가 모두 떨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땅이 떨

린다.' 마을 전체가 가을비보다 차가 왔던 향기로 가득 차 있었고, 여기

에서 아름다운 내면의 방출로 고귀한 삶의 죽음과 멸망의 비극이 더욱 

강해졌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원래 오염되지 않는 자연환경이 파괴

되었고 이런 모습을 보고 시인의 반성과 애도를 표현하는 시 작품이다. 

5번 학습자는 「성북동 비둘기」를 읽고 산업화와 도시화가 자연 환경에

게 피해를 준 것을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悼念一棵楓樹」를 환기

21) ‛我想寫幾頁小詩/把你最後的綠葉保留幾片來/湖邊山丘上/那顆最高大的楓樹/被伐倒
了/在秋天的一個早晨/幾個村莊和這一片山野/都聽到了感覺到了/楓樹倒下的聲響/家
家的門窗和屋瓦/每棵樹/每根草/每一朵野花/樹上的鳥/花上的蜂/湖邊停泊的小船/都
顫顫地哆嗦起來/是由於悲哀嗎？/這一天整個村莊/和這一片山野上/飄著濃郁的清香/
清香落在人的心靈上/比秋雨還要陰冷/想不到一棵楓樹/表皮灰暗而粗狂/發著苦澀氣
息/但它的生命內部/卻存儲了這麼多的芬芳/芬芳使人悲傷/楓樹直挺挺的/躺在草叢和
荊棘上/那麼龐大/那麼青翠/看上去比它站立的時候還要雄偉和美麗/伐倒三天之後/枝
葉還在微風中/蘇蘇地搖動/葉片上還掛著明亮的露水/仿佛億萬只含淚的眼睛/向大自
然告別/哦湖邊的白鶴/哦遠方來的老鷹/還朝著楓樹這裡飛翔呢/楓樹被解成寬闊的木
板/一圈圈年輪/湧出了一圈圈的凝固的淚珠/淚珠也發著芬芳/不是淚珠吧/它是楓樹的
生命/還沒有死亡的血球/村邊的山丘/縮小了許多/仿佛低下了頭顱/伐倒了一顆楓樹/伐
倒了一個與大地相連的生命/’ 牛漢, 「悼念一棵楓樹」, 『牛漢詩選』, 人民文學出版
社, 1988, pp. 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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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문학작품뿐 아니라 드라마, 영화,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상호텍스트를 

떠올리는 것도 존재한다. 

[한_6차_27_A_가]: 가정이라는 제목을 보자마자 ‛응답하라 1988'이라는 한

국 드라마를 떠올랐어요. 이 드라마에서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은 총 3가

지 있는데, 보라의 아버지는 평소에 웃음이 많지만 힘든 일을 다 마음 속

에 깊이 담긴 스타일이고, 정봉의 아버지는 농담이 많으시고 말로 가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스타일인데 최택의 아버지는 이 시에 나타난 아버

지의 모습은 가장 비슷해요. 말이 별로 없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잘 표현

하지 않는 묵묵히 일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27번 학습자는 문학작품이 아니고 「가정」을 읽은 후 묵묵히 하고 가

족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미지로부터 한국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환기하였다. 다른 학습자들과 다르게 유사성을 바탕으로 상호텍스트를 

환기하였는데 유사성 가운데에도 11번 학습자는 「가정」의 아버지 이미

지와 드라마 속에 나온 다른 3명 아버지의 차이점을 밝혔다. 이는 전흥

에 따라 ‛텍스트 간 긴장 관계 탐구'에 속하는데 텍스트 간의 유사성을 

파악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아니고 학습자가 상호텍스트를 환기할 때 두 

텍스트가 어떤 측면에서 유사한지, 더 나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22) 상호텍스트적 이해의 측면에서 재

중 학습자와 재한 학습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실제 수업에서 상호연관성

을 기반한 한·중의 학습자료 제공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사가 

수업에서 다양한 자료의 제공을 통해 학습자들의 기억을 자극하고 다양

한 상호텍스트성을 지닌 자료를 통해 상징 의미를 해석하고 타문화에 접

근하게 할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

재중 학습자와 재한 학습자는 상호텍스트성을 기반하여 시를 읽고 상

호텍스트를 환기함으로써 상징 의미를 해석하고 타문화에 접근하는 모습

을 많이 보여줬으나 같은 시인의 다른 비슷한 작품을 환기하는 학습자는 

22) 전흥, 앞의 논문, 2015,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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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비슷한 감정이 담겨있는 시, 혹은 비슷한 시기에 창작되었던 시, 

혹은 같은 이미지가 나타난 시를 환기하는 것도 실제 교실 현장에서 좋

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에게 다양한 자료를 제공

해야 한다. 자국 문학 교육에서 배운 것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같은 시인의 다른 작품을 제시하는 것도 유용하다고 

본다. 이에 관한 부분은 Ⅳ장 2절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2. 시의 맥락 탐구를 통한 타문화와의 소통

시의 맥락 탐구는 학습자는 상징만 해석하고 의미 추론하는 것이 아니

라 이 상징과 관련된 시 텍스트의 내적 문맥이나 시적 전체 상황을 활용

하는 것이다. 이는 크게 내적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나눌 수 있

다. 

 (1) 시 텍스트의 내적 맥락 추론을 통한 이해 심화

학습자들은 상징의 해석함으로써 타문화와의 소통할 때 상징에만 관심

을 두고 시적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아니고 시적 정서 인식의 활용, 다

른 시어들, 상징을 제외한 시 텍스트의 다른 내용의 활용함으로써 타문

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다.

[중_3차_14_C1_가]: 이 시의 시적 화자는 ‛나'이고 ‛아버지'이다. ‛왜 말로 

하지 않고 글로 표현하는 거지'라는 의문을 들었고 한국의 아버지도 말이 

없고 조용한 모습이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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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인이 취급하는 제개는 시적 상황에 가장 알맞은 흥미 있고 적절한 인

물의 눈을 통해 제시되는 것이므로 화자는 관점의 적절함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화자는 갈등의 요소를 내포한 특수한 상황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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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체적 개인이라 할 수 있으며, 세계의 어떤 양상에 반응하는 인물로

서 실제의 독자로 하여금 자기처럼 반응하게 하거나 또는 적어도 그러한 

반응을 이해하도록 자극하는 인물로 제시되기 때문에 극적 긴장과 특수

성에 기여하게 된다.23) 시는 화자라는 타자를 만남으로써 삶의 실현 문

제와 마주하게 되는데, 화자를 통해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타문화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었다. 

박목월의 시에 담고 있는 화자의 발화 양식은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

다. 시인은 다양한 시적 화자를 통해 시의 내용을 넓혔다. 박목월의 시

에 있는 다양한 화자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24) 첫 번째

는 시선에 중개자로서 나타나는 화자이다. 조형적 시선의 화자를 미적 

인식을 기초로 표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특정한 인물과 상황으로 나

타나는 화자이다. 세 번째는 내면의 그림자를 포착하는 고백적 화자이

다. 화자가 다양한 목소리로 창조되어 표현될 수 있다. 

14번 학습자가 시적 화자를 파악함으로써 시 텍스트의 내적 맥락 추론

을 통해 한국의 가정문화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다는 양상이다. 박목월

의 「가정」은 힘겨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생활인으로 돌아온 시인이 

아버지로서의 고통과 자식들에 대한 막중한 책임 의식을 표현한 작품으

로, 현실적 세계를 시적 대상으로 삼았다. 화자는 실제의 시인과 거의 

일치하며, 청자는 ‛강아지'라고 불린 그의 자녀들이다. 14번 학습자가 시

적 화자의 파악을 통해 실제 생활 속에서 자식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힘겨운 아버지의 모습을 그렸고 한국의 가정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

혀 나갔다. 

[한_4차_17_C2_성]: 이 시를 통해 시인이 안타까운 감성을 느꼈어요. '비

둘기'라는 단어만 보면 그런 느낌 없는데 '가슴에 금이 갔다', '..도 잃고 

..도 잃고'를 통해 느꼈어요. 

시는 정서적 감동을 호소하는 장르이므로 언어 표현이 정서적인 특징

23) 김준오, 앞의 책, p.287.
24) 홍의표, 「박목월 시 연구」, 진주전문대학논문집 16집, 1993, pp. 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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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다. 학습자는 시를 읽을 때, 시 텍스트가 어떤 정서를 표상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는데, 이때 학습자의 정서는 텍스트 문면에 의존해

서 드러나기도 하고, 개인적 맥락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드러나기도 한

다. 형식에 주목한 학습자가 시 텍스트의 부분적 요소에 주목하여 하나

씩 확인하면서 읽는 방식을 취했다면 내용과 정서에 주목한 학습자는 자

신의 순간적 정서를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17번 학습자가 다른 시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인의 안타까운 감정에 

이입하였다. 김광섭은 이 시에 자연환경의 아름다움에 대한 소망과 인위

적인 요소로 파괴되었던 인위성에 대한 비판이 동시에 있다.25) 비둘기는 

관습적으로 평화를 상징하지만 그러한 관념에서 벗어나서 비둘기는 ‛상
실'을 상징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17번 학습자는 ‛가슴에 금이 갔다'를 

통해 연약하고 순수한 비둘기가 인간의 자연에 대한 파괴와 위협, 비정

함에 대항하거나 도피하지 못하고 가슴에 상처만 입고 있다는 사실을 유

추하였다. 자연의 파괴로 인한 서민의 연약함과 두려움, 그리고 비인간

화와 현실의 비정함에 대한 시인의 비판적인 태도를 느꼈다. 다음의 양

상은 학습자가 관습적 상징 의미를 해석할 때 나온 양상인데 관습적 상

징의 맥락 탐구를 통한 한국문화와 소통하고 이해가 심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_2차_6_A_껍]: ‛아사달'과 ‛아사녀'도 이 시의 상징이 것 같은데 정확한 

의미를 모르다. 

6번 학습자는 본 실험에서 유일한 ‛아사달'과 ‛아사녀'의 의미를 정확

하게 모르는 학습자가 아니다. 거주 환경과 상관없이 재한 학습자와 재

중 학습자 두 집단의 학습자들은 대부분 ‛아사달'과 ‛아사녀'의 의미를 

모른다. 연구자는 모의 수업에서 이와 관련해서 ‛혹시 시의 맥락을 통해 

‛아사달'과 ‛아사녀'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나요'라고 질문해 봤는데 8번 

학습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25) 최명국, 위의 논문, p.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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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_2차_8_C1_껍]: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사달'과 ‛아사녀'는 시 텍스

트에서 ‛초례청 앞에 서서'라는 구절이 있어요. 부부의 느낌이 들어요. 근

데 이것이랑 전체적인 시 텍스트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모르겠음.

이 시의 ‛아사달'과 ‛아사녀'는 관습적인 상징이다. 오랫동안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불국사를 창건한 김대성은 절 안에 불탑을 세우기 위

해 백제의 석공을 불렀다. 당시 백제는 석탑을 만드는 기술이 뛰어났는

데, 그중에서도 아사달이 가장 솜씨가 좋았다고 한다. 아사달은 김대성

의 요청을 받아들여 신라로 가서 석탑을 만들게 되었다. 그런데 아사달

이 불탑을 만든다며 신라로 간 지 여러 해가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내인 아사녀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 신라로 향했다. 어렵사리 불

국사에 도착한 아사녀는 남편을 찾았지만, 아직 불탑이 완성되지 않아 

만날 수 없다며 사람들이 막아섰다. 당시 사람들은 불탑을 만들 때 여자

를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아

사녀를 가엾게 여긴 한 스님이 그녀에게 귀띔했다. 불국사 가까이에 있

는 연못에서 정성껏 기도를 드리면 탑이 완성되었을 때 탑의 그림자가 

연못에 비칠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이후 아사녀는 매일매일 연못을 들여

다보며 탑의 그림자가 비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림

자는 볼 수 없었다. 기다림에 지쳐 상심한 아사녀는 결국 외로움을 견디

지 못하고 연못에 몸을 던져 죽고 말았다. 그녀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사달이 석가탑을 완성했다. 아내가 그리웠던 그는 서둘러 아사녀

를 만나기 위해 나섰지만, 아무리 헤매도 아내를 찾을 수 없었다. 결국 

그는 홀로 백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훗날 사람들은 아사녀가 빠져 

죽은 연못을 ‛영지', 석가탑을 ‛무영탑'이라고 불렀다. 무영탑이란 그림자

가 비치지 않는 탑이라는 뜻이다.

연구자는 위와 같이 자료를 학습자들에게 전시한 후 8번 학습자는 다

음과 같이 ‛아사달'과 ‛아사녀'의 상징 의미를 해석하였다.

[중_2차_8_C1_껍]: 이 이야기 속에 끝까지 아사달과 아사녀는 만나지 못

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견우와 직녀(牛郎織女)이야기처럼 사람들은 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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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만났으면 좋겠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8번 학습자는 처음에 ‛아사달'과 ‛아사녀'의 상징 의미를 거의 모른 상

태에서 그 뒤의 이야기를 알게 된 후 ‛아사달'과 ‛아사녀'의 상징 의미를 

추론하였다. 아사달과 아사녀가 만난 혼례식은 분단 극복, 곧 통일이라

는 시인의 간절한 소망을 상징한다.26) 신동엽은 분단 극복의 역사적 과

제를 혁명이 띤 반봉건 내지 반제국주의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런 관습적 상징은 한 공동체에 속하고 있는 사람에게 쉽게 이해하고 파

악할 수 있으나 중국인 학습자에게 매우 낯선 수밖에 없다. 8번 학습자

가 말한 견우와 직년의 이야기도 역시 중국인 학습자에게 익숙한 것인데 

한국 사람에게 매우 낯선 것이다. 물론 시에 있는 상징은 관습적 상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원형적 상징도 있다.

[중_2차_10_A_껍]: ‛한라에서 백두까지'는 전체적인 조선반도를 이야기하

고 있는 것 같다. ‛백두'는 중국의 ‛창바이산(長白山)'이고 ‛한라'는 제주도

의 ‛한라산'이다. 중국에도 산의 이름으로 국토를 이야기한 경향이 있다.

산은 원형적 상징을 볼 수 있다. 프레이저는 각국의 다양한 문화가 갖

고 있는 전설이나 양식 속에 되풀이되고 있는 신화와 제의의 근본적 패

턴을 추적했다.27) 그는 원형을 여러 가지 의식을 통해서 한 세대에서 다

음 세대로 물려주는 사회적 현상으로 기술했다. 중국 시나 한국시에서 

산으로 국토를 말하는 표현들이 많다. 10번 학습자는 이것을 통해 ‛한라

에서 백두까지'는 한국과 북한의 통일을 말한 것을 추측하고 타문화와의 

소통을 이루어졌다. 그래서 실제 수업에서 교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학습자에게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 자료를 제공한 후, 

학습자로 하여금 전의 생각을 뒤돌아볼 수 있게 해야 한다. 

26) 김준오, 위의 책, p.83.
27) 김준오, 앞의 책, p.21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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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회문화적 맥락 파악을 통한 정의적 거리 조정

사회문화적 맥락 파악은 사회문화를 활용하는 것이고 학습자는 시를 

읽을 때 내적 맥락의 추론뿐만 아니라 외적 맥락인 사회문화적 맥락을 

통해 시의 상징을 해석하고 이해하며 시의 의미를 구성하기도 한다. 정

의적 거리는 타문화와 자문화의 차이로 발생하고 타문화에 대한 정의적 

거리 조정은 시적 화자의 정서에 감정 이입하거나 타문화의 보편성을 인

식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정하게 된다. 

[중_1차_4_C1_성]: 1968년은 중국에서 ‛제3의 오년계획(第三個五年計劃)' 

때였고 한국도 60·70년대에 산업경제는 급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한_4차_16_C1_성]: 1968년 그때 말고 사실 지금 한·중에서도 산업화와 

도시화는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 시의 비둘기가 갈 데는 

없고 산업화와 도시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고 지금은 한·중 사람

들은 거의 산업화와 도시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요. 

시인과 학습자가 각자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 간의 차이로 인

해, 학습자는 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 간의 교

섭을 경험하게 된다. 모국어 학습자들과 달리, 시를 읽는 중국인 학습자

들은 한국과 중국의 이중적 사회문화적 맥락을 지니고 있다. 

4번 학습자는 1968년의 정보를 활용해서 사회문화적 맥락을 파악한 후 

중국의 상황을 환기하여 중국의 역사를 떠오르며 그 다음에 한국의 상황

과 사회 배경을 인식하게 되는 양상이다. 이를 토대로 비둘기는 산업화

로 인해 집을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한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배경 지식의 

활용함으로써 시 이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시 속에 담고 있는 문화 

요소를 밝히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시의 창작 년도

를 통해 배경 지식을 환기하는 것은 자국 문학 교육과 관련이 있다고 본

다. 자국 문학 학습을 통해 시의 창작 년도는 시 이해와 정서 파악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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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된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시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경우

가 많았다. 

1968년은 시인이 시를 창작하였을 때의 사회문화적 맥락이고 16번 학

습자는 현재 실제 생활 속의 산업화·도시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떠오르며 사회문화적 맥락을 파악하였다. 시의 용어와 상징 의미 해석을 

기반하여 시인의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자연 파괴와 인간 소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공감하는 반면에 현재 사회문화적 맥락을 활용하여 산

업화·도시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파악하였다. 즉, 사회문화적의 공

통점을 발견함으로써 낯선 한국문화에 정의적 거리를 조정하고 타문화의 

보편성을 이식하였다.

위와 같은 경우에 시 이해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게 창

작 년도와 같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의존하는 것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헷

갈리게 하는 가능성도 높다. 

[중_3차_13_C1_가]: 분명히 가족 사랑에 관한 시인데 주어진 1968년에 창

작되었다라는 정보 때문에 확신하지 않아요. 혹시라도 이 정보를 놓쳐서 

잘못 이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지만 시를 다시 읽어도 아버지가 가족

에 대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것은 년도와 관련이 없나 봐요.

13번 학습자는 처음에 시적 상황과 시인의 정서를 파악되었으나 ‛1968
년에 창작되었다'라는 정보 때문에 헷갈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그 원인

을 파악하기 위해 수업을 끝나고 연구자는 13번 학습자와 1:1 인터뷰도 

진행하였다. 13번 학습자는 ‛고등하교 때 저의 어문 선생님은 ‛주어진 정

보를 모두 활용해서 시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였

다. 그리고 13번 학습자는 어문 시험에서 주어진 정보를 놓치고 시를 오

답한 경험이 있었다. 이런 경험 때문에 시를 이해할 때 정보를 모두 활

용해서 분석하는 습관이 되었다. 이는 주입식 교육의 부정적인 영향이라

고 볼 수 있다. 13번 학습자는 중국 시를 읽을 때 형성된 습관을 한국 

시를 읽는 과정에 도입하는 것은 잘 못 한다고 할 수 없지만 자국 문학 

교육을 받고 한국 시를 읽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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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교사가 권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학습자들의 시 이해에 자신을 

키우고 정답에 대한 관심을 돌리고 자기의 독창적인 생각에 관심을 기울

이는 것은 중요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_2차_9_C2_껍]: 이 시를 통해 진정한 가치에 대한 추구와 허위한 것에 

대한 증오를 분명이 느꼈어요. 시는 반복적으로 ‛껍데기는 가라'를 중복하

고 이를 통해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권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쟁취하고 

항쟁하는 모습을 떠올라요. 전에 한국 사람들은 뭘 하면 가끔 좀 충동적

인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좀 알게 됐어요.

위의 양상은 9번 학습자가 시적 상황과 정서에 대한 검정 이입을 통하

여 타문화에 대한 정의적 거리를 조정하는 양상이다. 신동엽의 「껍데기

는 가라」는 모든 부정적이고 허위한 것들이 사라지고 순수함과 아름다

움을 담는 통일과 화합의 시대가 도래할 것에 대한 소망을 상징적인 시

어들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사회에 존재하는 허위적인 것을 

없애고 순수함에 대한 추구와 뜨거운 열망을 포함하고 있는 시이다. 9번 

학습자는 껍데기와 알맹이의 관계를 통해 껍데기는 이 사회의 허위적인 

것을 상징하고 알맹이는 껍데기 뒤의 진정한 가치를 상징하는 것을 분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시인의 정서를 파악하였고 지정한 가치에 대한 

추구와 허위한 것에 대한 증오를 느낀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상상력을 

발휘하여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권익을 쟁취하는 모습을 떠오르고 중국 

문화와 비교하는 것을 통해 한중 문화를 비교하였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이렇게 강렬하게 자기의 추구와 소망을 표현하는 것보다 공손하고 겸손

한 방식에 더 익숙하다. 9번 학습자는 화자의 정서에 감정 이입하여 ‛껍
데기'에 대한 증오를 더 선명하게 느꼈고 화자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었

는데, 이는 타문화에 대한 정의적 거리 조정이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감정이입(empathie)을 통해 타문화의 입장을 이해하고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습득한다. 이는 하나의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편적인 지식을 넘어서는 것이고, 문화를 문화적 특성과 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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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로 축소, 분류, 일반화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통해 타문화에 대한 

정의적 거리를 조정하였다.

[한_5차_22_C2_껍]: 껍데기를 왜 버려야 돼요? 이 시를 처음에 읽었을 때 

이런 의문이 들어요. 수박의 예로 하면, 껍데기가 없이 수박은 달 수가 

없고 사람은 아무나 수박을 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우리 ‛알
맹이'를 중시해도 껍데기가 없이 알맹이가 쉽게 다칠 수 있어요. 다른 말

로 하면은 깝데기의 존재가 알맹이의 소중함을 인증했어요. 아니면 알맹

이만 남는다면 누가 이것을 알맹이로 알겠어요?

위의 양상은 22번 학습자는 ‛껍데기'에 대한 다른 하나의 해석이다. 변

증의 관계에서 출발하여 학습자는 ‛껍데기'와 ‛알맹이'의 서로 의존하는 

관계를 밝혔다. 문화의 관점에서는 허위한 것은 있는 이유가 바로 진정

한 가치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는 시 텍스트 정서를 잘 파악하

지 못하고 시 이해를 떠나서 자기의 인식이 그대고 유지되어 시의 비판

적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학습자로 하여금 

시적 화자의 정서를 파악하기 위해 22번 학습자와 1:1 인터뷰를 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분석한 결과는 22번 학습자는 시의 정서를 파악하지 못한 

이유는 시의 창작 년도는 현대 사회와 멀고 시에 나온 ‛4.19운동'과 ‛동
학년 운동', ‛아사달과 아사녀'의 상징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온 ‛4.19운동'과 ‛동학년 운동', ‛아사달과 아사녀'도 사회문화적 

맥락에 포함된다. 만약에 22번 학습자는 이런 상징을 통해 사회문화적 

맥락을 파악하고 오독한 경우 없앨 수 있다.

[중_1차_2_C2_성]: 이 시에 있는 정서는 시인이 산업화와 도시화에 부정

적인 검정을 감추고 있는 것 같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산업화와 도시와는 

꼭 부정적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산업화와 도시화는 좋은 점도 많이 있

어요. 현재 중국 사람들은 불안감보다 도시화가 가져온 편리와 경제의 발

전을 더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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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양상은 2번 학습자는 감정이입을 통해 타문화에 대한 정의적 거

리를 좁히는 양상이다. 「성북동 비둘기」는 산업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소외되는 비둘기의 모습과 이로 인한 농민들의 고뇌를 담은 시이다. 즉 

산업화 시대에 나타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담은 시인

데, 이러한 시의 관점은 산업화를 경제 성장의 필연적 과정으로 여기고 

이에 대해 찬성하는 목소리가 더 컸던 중국의 산업화에 대한 보편적 인

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2번 학습자는 이 시의 시적 상황에 대한 이해

를 바탕으로 화자의 정서에 감정이입을 하여 산업화에 대한 사람들의 불

만과 슬픔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었는데, 이는 타문화의 관점에 대한 정

의적 거리조정이 일어난 것이다.

[한_6차_29_C2_가]: 이 시에 있는 가정 상황은 쉽게 사람들을 한국의 전

통적인 가정의 모습을 떠올라요. 예를 들어 아버지는 묵묵히 하고, 어머

지는 집에서 일을 하고,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 많은 

중국 사람들은, 특히 큰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 지금 한국에도 어떤 가정은 이미 이런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저의 남자친구 집에는 그냥 부모님 다 나가서 일해요. 저도 받아

들이시고 전체적으로 개방적인 가정이에요.

6번 학습자는 이 시를 읽은 후 자기의 경험을 환기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 모습을 떠오르고 중국과 비교를 하였다. 대부분 

한국 가정은 이 시에 나온 것과 비슷하게 아버지가 밖에서 일하고 어머

니는 집에서 애를 돌보고 있는데 6번 학습자가 말한 것처럼 현재 중국에

서 특히 큰 도시에서 이미 이런 모습이 드물어요. 삶의 스트레스와 경제 

부담으로 둘이 다 나가야 일을 해야 하고 혼자서 한 가정을 지키는 모습

도 점점 줄어지고 있다. 이 학습자는 시의 내재된 정서를 이해하기 위해 

자기의 경험을 먼저 환기하였고 그 다음에 한중 문화를 비교를 통해서 

감정이입을 하였다. 이를 기초로 타문화에 대한 정의적 거리도 좁혔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타문화와의 정의적 거리조정이 타문화와 소

통하는 데에 중요한 것이고 이를 적절하게 이루어지면 한국 문화를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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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관 짓는 자기화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타문

화와의 정의적 거리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교육적 처치가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 학습자로 하여금 쉽게 정서에 감정 이입할 수 있도록 교사는 

큰 역할을 맡고 있다. 

(3) 개인적 경험과 공동체적 경험의 다차원적 활용

학습자는 개인으로서 타문화를 상호작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문화 공

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타문화를 이해한다. 전체적으로 두 집단의 학습자

들은 개인적·공동체적 경험을 다차원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재중 학습

자는 현재 자문화 환경 속에 거주하고 있고 한·중 문화를 비교할 때 개

인적 경험보다 공동체적 경험을 더 많이 활용한다. 재한 중국인 학습자

는 한국 사회의 소수집단에 속하고 있고 타문화와의 소통할 때 공동체적 

경험보다 개인적 경험을 더 많이 활용한 편이다. 

[중_2차_10_P_껍]: 동학년 운동은 한국이 외세의 억압을 반항하는 것인데, 

'아우성'만 남는 것은 민중의 항의와 호소를 남는 뜻인 것 같다. 중국도 

지금 매년 ‛오사운동(五四運動)' 기념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껍데기'는 

민족독립과 관련이 있다. 

[한_5차_23_P_껍]: 나는 원래 ‛사월도'의 의미를 잘 몰랐다. 토론을 통해 

이는 바로 4.19운동을 의미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본 광화문 시위를 생각났다. 한국인 민주와 자기가 믿는 신념을 추구하는 

모습은 같다. 

10번 학습자는 재중 학습자인데 2연 ‛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

고'를 통해 중국의 기념일 중 하나인 ‛오사 청년절(五四青年節)'이라는 공

동체적 경험을 환기하여 활용하였다. 재중 중국인은 타문화와 만날 때 

자문화를 가지고 ‛나는 나다'라는 것보다 ‛나는 중국 사람이다' 먼저 떠

오르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의식으로 한·중 문화를 비교하고 이해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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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공동체적 측면에서 분석한 양상이 종종 있다. 이와 반면 재한 

중국인은 한국의 소수집단이고 타문화와의 거리가 가깝고 매일 타문화 

속에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자기의 공동체적 경험보

다 우선 개인적 경험으로 타문화와 소통하는 경향이 있다. 23번 학습자

의 양상과 같이 토론을 통해 ‛사월도'의 상징 의미를 파악한 후, 자기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겪은 개인적 경험을 통해 한국인들의 신념을 추구

하는 모습과 결심을 환기하였다.

[중_1차_4_C2_성]: 비둘기가 도시화로 인해 쫓겨내는 것을 보고 제가 저

의 고향에서 벌어진 일들을 생각났어요. 제가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고향에서 농사를 하셔요. 원래 제가 어렸을 때 가을 

추수 때에 엄청 바빴고 부모님 다 집에 내려 도움 드려야 돼요. 부모님도 

일이 있고 하지 못 했을 때 추수 시기 때 알바처럼 일하는 사람을 구해

요. 그런 사람은 주로 자기가 땅은 없고 다른 사람의 추수를 도와주면서 

돈을 벌어요. 하지만 요즘 몇 년간 농민들이 선진적인 농기구를 이용해서 

수확을 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런 사람은 일자리를 잃은 뜻이죠. 한국의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이렇게 소외되어 버린 집단이 있을 거예요.

4번 학습자는 직접 한국에서 생활한 경험이 없지만 이 시를 통해 문화 

경험을 환기하여 타문화를 인지하였다. 이 경험 속에 학습자는 자문화를 

가진 상호문화적 주체로서 문화 경험 활성화를 통한 한국문화를 다가온

다. 비둘기들의 쫓겨낸 모습을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인간 소외 현상을 

보고 자문화에서 겪은 경험을 환기하였다. 재중 학습자는 한국에서 6개

월 이상 살아본 적이 없어서 타문화를 직접 인지하거나 경험하는 기회가 

없다. 하지만 이는 타문화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비둘기의 

상징 의미를 해석하고 자문화를 다시 되돌아보고 문화 경험 활성화를 통

해 타문화에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다. 4번 학습자와 비슷하게 「가정」

을 읽고 나서 한·중의 가정문화를 논의했을 때 12번 학습자도 문화 경

험 환기를 통해 한·중 가정문화의 차이점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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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_3차_12_C2_가]: 한국어를 배웠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존댓말과 반말

의 구분이었어요. 중국어에 존댓말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한국어처럼 이

렇게 빈번하게 사용하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에게 존댓말을 쓰는 것은 이

해하지만 부모님에게도 ‛다녀오셨어요?'처럼 집 왔을 때 인사하는 것은 

상상 못 했어요. 그때 든 생각이 한국의 가정은 더 전통적이었고 부모님

은 권위가 있나 봐요. 중국에서 적어도 저의 집에서 말로 부모님에게 ‛다
녀오셨어요?'처럼 이렇게 존경하게 하면 다른 사람은 들으면 우리 집에 

가족 간의 사이가 좋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12번 학습자는 한국어를 외국어로서 배운 경험을 활성화하여 타문화에 

접근하는 사례이다. 언어는 현실을, 특히 ‛나의' 현실을 만든다. 언어는 

범주를 강제하는데, 상호문화적 주체가 그 범주에 따라 생각하고, 그 범

주를 기준으로 세상을 구조화한다.28) 그리고 언어는 주위의 세상과 주체

로서 학습자의 관계를 설정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주체로서 성장하게 만

든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에 와야 타문화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부터 타문화와의 접근이 언어라는 수달로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런 타문화에 접근하는 것은 인지한 학습자도 있고 

인지하지 못한 학습자들도 있었다. 12번 학습자는 언어를 배우는 과정을 

타문화에 접근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였고 자문화말고 타문화도 존재하

는 것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학습자는 한국어를 하면서, 글을 쓰면서, 한

국어로 자기를 표현하면서 이 관계를 발전시켜나간다. 이런 점에서 언어

는 정체성의 창조자라고 볼 수 있다.

[한_5차_25_C2_껍]: 제가 한국 문화 중에 껍데기와 같은 수직적인 문화가 

없앴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불편하고 답답해요. 제가 대학교 2학년였

을 때 댄스 동아리 활동을 6개월정도 했어요. 그때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

을 때 21기였고 저보다 20기, 19기의 선배들이 있어요. 하지만 선배라고 

저도 받을 수 있는데 3개월, 4개월이나 지나도 우리를 마음대로 시키고 

훈내는 것은 정말 불편해요. 중국에서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도 편

하게 인사하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못 해요. 그래서 그 학기가 끝나고 

28) Gilles Verbunt, 장한업 역, 앞의 책, pp. 1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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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자퇴했어요.

25번 학습자는 한국문화 속에 수직적인 문화가 버려야 할 수직적인 문

하라고 생각하였고 타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충격을 느꼈고 결국 적

응이 못했다. 이 학습자와 추가 인터뷰에서 연구자는 ‛수직적인 문화'가 

‛껍데기'라고 생각하고 버려야 한다고 하면 남아야 할 ‛알맹이'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발문하였는데 서로에게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대답하

였다. 추후 인터뷰에서 25번 학습자는 자기의 다른 경험을 이야기하였

다. 동아리 활동으로 인해 한국의 수직적인 문화에 적응이 안되는 걱정

을 갖고 한국 어떤 작은 회사에서 3개월 동안 인턴을 해 본 경험이었다. 

처음에 수직적인 문화에 대해 걱정이 많이 했는데 작은 회사의 이유로 

서로 직위 말고 영어 이름으로 부른다고 하였다. 수직적인 문화가 학교 

동아리에도 있는데 회사에 더 심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회사에서 일하

기 시작하였는데 많이 다르다고 하였다. 재한 중국인 학습자는 타문화를 

접근하는 방법과 기회가 더 많지만 문화 충격을 느낀 경우도 많다. 실제 

수업에서 교사는 이런 경험을 잘 활용하서 타문화 접근하는 방법을 제시

하는 것은 필요하다.

3. 시의 의미 구성을 통한 문화적 정체성 재구성

시의 의미 구성은 학습자들은 스스로 상징에 대해 자기의 의미를 구성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개인적 상징은 

시인이 자신의 여러 작품 속에서 특수한 의미로 즐겨 사용하면서 개인적

으로 정착시킨 상징이다. 다시 말해, 개인적 상징은 한 시인의 시 세계

에서 특별한 내포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주 개성적이며 독창적인 발견

으로 창조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시를 읽을 때 상징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만의 상징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기도 한

다. 즉, 더 이상 시인의 개인적 상징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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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상상력을 발휘하고 상징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다.

 (1) 시적 상상력의 활성화를 통한 상호문화적 이해

 상징 의미의 해석은 시 텍스트의 전체적인 의미 구성에 도움이 된다. 

학습자들은 상징의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시적 상황과 시적 정서를 파악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징의 사전적 의미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사물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냄, 또는 그렇게 나타낸 표지·기호·물건 따위라

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문학으로 제한하면 추상적인 사물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일이라고 정의된다. 예를 들면 ‛비둘기'라는 구체적 사

물이 ‛평화'라는 추상적 관념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다. 문학적 표현 방

법으로서의 상징은 일반적 의미의 상징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문학적 

상징은 한 나라의 국기가 국가를, 거수경례가 충성을, 각종 신호체계가 

사회 규칙을 의미하는 방식의 제도적 상징과는 다르다. 문학적 외부적 

규율과는 구분되는 개인의 내적 체계와 관련되며, 지시 대상이 그 자체

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내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학에서 상징은 하나의 단순한 의미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여

러 가지 의미를 환기하는 작용을 한다.29) 

[실험지]: 이 시에 ‛비둘기'의 상징 의미가 뭐가 있나요? 

[중_1차_5_A_성]: 제가 보기에는 ‛비둘기'의 상징 의미가 총 세 가지 있어

요. 첫째, 비둘기의 존재는 자연과 어긋나지 않아서 공업 문명 전에 인간

과 자연 간의 조화롭게 사는 것을 상징한다. 둘째, 비둘기는 동물만 상징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화와 도시화로 비둘기처럼 쫓겨낸 소수집단을 상

징한다. 셋째, 비둘기는 사랑과 평화의 상징으로 마지막 연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인간과 비둘기 간의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을 상징한다. 

[한_4차_17_A_성]: 제가 보기에는 비둘기는 동물 중의 대표로 자연환경은 

인간에게 파괴되어서 머무는 집을 잃은 동물 전체를 상징한다. 

29)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 용어 사전』, 국학자료원, 2006,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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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과 17번 학습자의 양상 자료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는 상징에 대한 

기본 이해는 한국 상징 개념에 부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번 학습자

는 비둘기의 상징 의미를 3가지로 나누고 본다. 바로 조화로움을 상징하

는 비둘기, 소외집단을 상징하는 비둘기, 마지막으로 사랑과 평화를 상

징하는 비둘기이다. 5번 학습자가 말한 것처럼 원래 비둘기는 한·중 문

화 속에 단순하게 평화의 상징으로 존재하는 비둘기는 이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결합하여 다양한 해석까지 도출하였다. 그리고 5번 학습자의 자

료를 통해 비둘기 모습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예전 비둘기의 모습은 사

랑과 평화의 상징인데, 산업화와 도시화의 발전으로 인해 자연의 파괴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비둘기는 문명에 의해 쫓겨서 파괴된 자연과 인간 

소외 현상을 상징이 되었다. 손종호는 "비대화하는 도시 문명에 의해 삶

의 터전을 잃은 한 마리 비둘기를 통해 현대 문명의 비정성과 무력한 소

시민의 운명을 암시하는 포괄적 의미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30) 17번 학습자는 5번 학습자와 비슷하게 비둘기는 평화와 사랑의 

상징만 아니고 다른 의미를 가진 것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비둘기가 산

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상처를 받는 전체 동물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였다. 

상징을 가시적인 것이 연상 작용에 의해 형이상학적인 것을 의미하는 

일종의 표현 방식으로 보고 상징의 의미를 시의 시대적 배경, 그리고 작

가의 상황과 관련되어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원래 한·중 문

화 속에 단순하게 평화의 상징으로 존재하는 비둘기는 이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결합하여 다양한 해석까지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게 한다. 

[중_2차_9_C2_껍]: 이 시를 통해 진정한 가치에 대한 추구와 허위적인 것

에 대한 증오를 분명히 느꼈어요. 시는 반복적으로 ‛껍데기는 가라'를 중

복하고 이를 통해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권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쟁취하

고 항쟁하는 모습이 떠올라요. 

30) 손종호, 「개인의 염결성과 생명애의 사상」, 문덕수 외, 『한국 현대 특성론』,
서울: 국학자료원, 2000, pp. 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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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데기는 가라」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보통 "온갖 부정적인 존재

들이 사라지고 민족의 순수한 아름다움이 빛나는 통일과 화합의 시대가 

도래할 것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는 시이다”라는 것인데 9번 학습자는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이시는 ‛진정한 가치에 대한 추구와 허위적인 것에 

대한 증오'의 내용을 담는 시로 이해하고 시 텍스트의 의미를 재해석하

였다. 텍스트 의미는 불변의 정태적인 것이 아니고 텍스트 의미를 발견

하는 것은 아니고 맥락적 구성을 하는 것이다. 교사는 ‛학습자의 개념구

성의 조력자', 즉 학습자들의 의미 구성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도록 도와

주어야 할 것이다. 교사는 지식의 절대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개

개인의 해석을 인정하는 일을 한다. 문학 수업은 사회·문화적 능력을 

갖춘 인간의 양성이라는 목표를 지향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해석은 학습자들의 유의미한 시도라고 보고 교사들

은 실제 수업에서도 학습자들로 하여금 상징의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게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고 

학습자들을 상호문화적 주체로서 보고 상징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바탕

으로 타문화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 

재한 집단과 재중 집단은 문학 경험을 통해 타문화를 인지하는 양상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비교적 중국에서 어문 수업을 

받고 시에 대한 인식과 해석 방법은 비슷하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은 능동적으로 상상력을 발휘함으로써 상징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하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가 심화해질 수 있다. 즉, 학습자들은 자기

의 다양한 해석을 통해 나만의 개인적 상징 의미를 해석하고 이를 통해 

타문화에 대한 인식도 심화해진다는 얘기다.

 (2) 시적 성찰을 통한 상호문화적 정체성 재확립

시적 성찰을 통한 상호문화적 정체성 재확립은 크게 자문화에 대한 성

찰과 타문화에 대한 성찰로 나눌 수 있다. 자문화 성찰을 통한 정체성 

재확립은 타문화와의 만남을 통해 익숙했던 자문화 인식에서 벗어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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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이다. 자문화에 대한 성찰

과 정체성 재확립 양상은 주로 중국의 산업화로 인한 문제점 환기, 문제

점의 해결방안 및 깨달음 서술 등으로 이루어졌다.

[중_1차_4_I_성]: 경제 발전을 위해 세계 어느 나라 필연적으로 산업화, 

도시화 다 겪을 것 사실이지만 다양한 사회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 나라들은 자기만 챙기지 않고 국제협력에 더 노력해야 한

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코로나도 국제협력의 전범이라고 생각해요. 나라

와 나라의 힘을 합치고 하면 이런 문제들을 언젠간 해결할 수 있다고 믿

어요. 

4번 학습자는 자문화의 문제점을 떠올리는 것에서 깨달음, 해결방안의 

제시로 나아갔다. 이 학습자는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환경 오염 문제들을 떠올렸으며, 이는 중국의 산업화

로 인한 문제점을 환기하고 이로 인해 얻은 깨달음을 서술하여 자문화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4번 학습자

는 먼저 대비의 수사법을 통해 상징의 내포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그 다

음에 사회문화적 맥락 탐구함으로써 시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고 문화

요소를 도출하였다. 타문화와 소통하고 한·중 문화를 비교한 후 자문화 

성찰을 통한 정체성을 재확립이 되었다.

낯선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문화와 타문화를 비교하는 것은 자

연스럽게 따라오는 과정이다. 비교는 둘 이상의 사물을 서로 견주어보는 

것이다. 상호문화 핵석학자인 말(R. A. Mall)은 상호문화적 해석학은 비

교철학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며, 이때 비교의 본질을 ‛서로서로 관계시

키기'라고 정의한다. 비교는 본질적으로 비교되는 대상들이 단지 동일하

지만도 않고 다르지만도 않다는 점에 기반한다. 따라서 비교함은 동일하

지 않은 사물들 사이에 관계를 생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비교는 각 

전통들이 서로서로 주고받는 철학적 문화이며, 서로서로 풍요롭게 만들

고 조우하는 전동들을 변화시키기조차 하는 철학적 문화이다.31)

31) 주광순, 「상호문화철학의 비전」, 『대동철학』, 76, 대동철학회, 2016, p.272,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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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는 자기문화와 타문화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두 문화의 유사점이

나 차이점에만 집중하며, 타자나 타문화를 동일한 범주에 속한 것으로 

파악하거나, 차이점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

향은 자민족중심에서 기인한 것이며 자기가 속한 집단을 중심으로 타 집

단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범주화 이해 양상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고정관

념은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대해 가지고 있는 굳어진 생각을 말한다.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은 원래 그래'라는 식으로 말하며 현실

을 단순화한다. 고정관념의 대상은 다른 집단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자문화에 대해서도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대개는 자기 집단

이 다른 집단에 비해 우월하거나 강하다는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갖기 위

해서다. 장한업은 일반적으로, 자기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부차적인 것과 연결시키고, 다른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본질

적인 것과 연결시킨다.32) 

[중_1차_1_C2_성]: 산업화 지금까지도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시에 

나온 것처럼 자연사회가 파괴되면서 오염되는 것은 유럽 등 자본주의 국

가가 선택한 길인데 중국과 달라요. 중국은 그들의 교훈을 살리고 먼저 

오염되었고 그 다음에 복귀하는 길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문제는 있으나 

크게 방해가 되는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산업화와 도시와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은 발생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 다 있는 것라고 

생각해요. 더 노력하면 되죠.

[중_1차_2_C2_성]: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중국에 문제가 없는 얘기가 아

니에요? 지금 중국에서 사람들의 환경보호 의식은 많이 제고되었지만 5

년, 10년 전에는 그런 것 아니죠. 우리도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환경을 

많이 오염됐어요. 저의 고향은 동북 지역에 있는데 부모님에게 20년전에 

경제가 되게 잘 발전하고 있었어요. 자연자원이 넉넉해서, 하지만 과도하

게 석탄과 같은 자연자원을 파낸 결과는 대기오염이 심하고 자원이 많이 

떨어져서 경제력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중국 상하이와 같은 

도시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시도를 시작하였으나 전국으로 널리 일반화시

인용.
32) S. Martineau, 장한업 옮김, 위의 책, 2015, pp. 1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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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것은 아직 멀어요.

1번 학습자와 2번 학습자 간의 나눈 수업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1

번 학습자는 중국의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지만 해결방법과 현재 상황 등 본질적인 측면까지 이해하지 못

했다. 1번 학습자와 추후 인터뷰에서 나눈 대화에 중국의 문제에 대해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아는 상태에서 모르는 척했다. 다른 나라와 비교

되었을 때 중국은 어떤 측면에서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질색해서 

중국의 오염문제가 별 것 아닌 것처럼 수업에서 말했다. 이는 바로 전에 

얘기한 논의인데 자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의 변화는 주로 부차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는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쉽게 생각하거나 무시하는 경향

이 있다.

사실 1번 학습자와 같은 자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 자기민족중심 

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많다. 모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나

은 것만 기대하고 문제점을 소홀히 하는 것이 십상이다. 이와 반대로 2

번 학습자는 재중 학습자라고 해도 중국의 현재 문제에 대해 잘 파악하

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벌어진 이야기

에서 출발하였고 비교적 중국의 산업화·도시화를 더 객관적으로 본다. 

2번 학습자는 말한 사례는 중국 북쪽 지역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

계적으로 특히 자연자원이 부족한 도시에서 초기에 자원을 의해서 무제

한 파 낸 후 자연환경을 파괴되었고 경제 발전이 둔화되었다. 이런 곤경

에서 벗어난 방법은 현재 중국 부분 도시에서 자연환경에 피해를 최대 

주지 않고 경제력이 좋은 관광업을 주업으로 촉진하는 것을 노력하고 있

다.

따라서 실제 교실 환경에서 교사는 상호문화 교육 방안을 실행하는 데

에 타문화에 대한 이해만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타문화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자문화에 대한 문화적 고정관념의 변화를 시키는 데도 의

의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동료 간의 대화는 서로 깨우침을 받아주면서 

교실 환경에서 이룬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대화도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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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_6차_28_C2_가]: 한국에 오기 전에 드라마를 통해 한국은 가부장적 사

회라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집이든 직장이든 남성의 지위 더 높고 권

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 와서 보니까 주변 친구 중 남성 한국인과 사

귄 사람이 있는데 종종 한국인 가족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많이 괜찮

아지고 개방적인 가정인 것 같아요. 물론 한국에도 가부장적 가정이 있기

는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중국도 그래요. 농촌 지역에서 남

존여비의 관념도 존재하고 부모님의 고향에서 명절 때 남자는 따로 여자

는 따로 밥을 먹어요. 이것 한국만 있는 것은 아니고 상황과 시간에 따라 

다르죠.

위의 양상은 28번 학습자는 한·중의 가부장적 문화에 대한 생각이고 

타문화에 대한 성찰 양상이기도 한다. 한국에 오기 전에 무조건 중국에 

비해 한국은 가부장적인 특징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와

서 직접 생활해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고 중국에도 

가부장적인 흔적이 있고 요즘 10년 간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와 대우가 

많이 놓아졌지만 가부장적인 사상과 남존여비(男尊女卑)의 현상이 철저

하게 사라진 것은 아니다. 28번 학습자는 이런 관념의 변화를 통해 타문

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변화시켰고 문화 간 비교로 자문화와 타문화에 대

한 이해도 심화시켰다. 고정관념은 타인에 대한 지식의 표현이고 타인뿐

만 아니라 자기와도 관련이 있다. 고정관념은 타인을 자율적인 개인이 

아닌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 보게 만든다. 그리고 고정관념은 자세히 서

술된 사건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한 경험으로부터 판단을 내리고, 이미 

이루어진 판단을 재확인한다.33) 

28번 학습자는 전에 중국에 있었을 때 한국문화에 접근하는 방법은 제

한적이었다. 한국에 와서 직접 생활하고 경험해 본 후 자기의 고정관념

을 변화시켰다. 이는 재한 집단의 학습자는 재중 집단 학습자보다 가진 

유리한 조건이다. 재중 학습자는 평소에 한국 문화에 접근하는 방법은 

별로 없고 주로 한국어 수업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타문화에 접근한다. 

33) S. Martineau, 장한업 옮김, 위의 책, 2015, pp. 21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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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경우를 고려해서 실제 수업에서 문화 체험과 같은 기회를 

최대한 제공해 주는 것은 의미가 있고 이에 기반한 상호문화적 감상문 

쓰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한_4차_20_C2_성]: 한국은 산업화와 도시화하는 과정에서 자연환경에 대

한 보호조치는 좋다고 생각한다. ‛한강괴물'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영화의 내용은 공업페수를 한강으로 도입해서 한강이 오염돼서 괴물

이 생긴다는 이야기이에요. 이 영화를 통해 한국 사람들의 환경보호에 대

한 제고된 인식에게 인상이 깊었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자원낭비 등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더 노력한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익일배송의 어풀에서 주문했는데 과도한 종이박스로 포장한 무려가 

있어요. 요즘 재활용 가능한 포장은 종이박스를 대체하는 소식이 있어요. 

그러다면 정말 다행이에요. 낭비도 환경보호에 피해를 주니까.

위의 양상은 20번 학습자는 시를 읽은 후 한국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발생된 환경보호 문제에 대한 반성이라고 본다. 이 학습자는 시의 상징

을 통해 비둘기는 산업화로 인해 공업 문명의 상징으로 분석하여 다시 

한국 사회의 현재 상황을 되돌아봐서 자기가 한국에서 택배를 받은 경험

을 환기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의 자연환경에 대한 보호조치에 

긍정적으로 보고 이에 대한 자기의 생각도 제시하였다. 

재한 학습자는 평소 한국에서 생활한 경험을 환기하여 먼저 한국 환경

보호에 기울긴 노력을 긍정하였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 속의 택배의 과

도한 종이 박스 포장문제를 제시하였고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

을 형성된다. 타문화에 대한 정체성은 상호문화적 주체로서의 학습자가 

타문화와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새로운 정체성을 말하는 것

이다. 정체성은 개인 정체성과 집단 정체성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

체성은 개인 정체성을 가르킨다. 그리고 개인의 정체성은 늘 타인에 반

해서 형성되고 있다.34) 

타문화에 대한 정체성과 태도 형성은 모두 궁정적으로 보고 하는 것은 

34) S. Martineau, 장한업 옮김, 위의 책, 2015, pp. 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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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여기서 말한 태도는 타문화를 존종하고 객관적인 태도이다. 20

번 학습자는 한국 환경보호에 좋은 조치를 볼 수 있는 동시에 현재 보완

해야 할 점도 생각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실제상황에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타문화를 접근하고 이해한 다음에 객관적이고 타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 발문을 통해 학습자들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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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징 이해를 통한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의 설계

이 장에서는 Ⅲ장에서 살펴본 재한 학습자와 재중 학습자의 상징 이해

를 통한 상호문화교육의 양상을 바탕으로 하여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

한 상징 이해를 통한 상호문화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하고자 한다.

 1. 상징 이해를 통한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의 목표

본 연구는 재한 중국인 학습자와 재중 중국인 학습자가 문화 간 상호

작용 과정에서 상호문화적 능력 신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문화교육

의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표가 있다. 재한 중국인 학습자와 재중 중국

인 학습자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한국 문화를 접할 때 자문화와 타

문화 간의 만남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물론이다. 특히,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 현대시를 읽는 과정에서 상징을 발견하고 해석하며 이

해하면서 한국 문화와 소통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상호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 현대시의 상징 이해를 통해 어떻게 상호

문화적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문학은 언어로 이루어진 예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문학 교육은 역시

도 예술 교육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문학 텍스트는 언어로 된 

미적 구성물이라고 할 수 있다. 상징을 시 텍스트의 심미적 요소 중 하

나로 인식하게 되어 상징 의미를 해석하고 상징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과정은 시 텍스트와 심미적 소통을 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이런 과

정에서 학습자는 심미적 수용자로서 정신작용에 의해 시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고 내면화한다.1) 학습자는 시 텍스트의 상징을 발견하고, 의미 해

석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정서 및 경험을 환기하여 나만의 상징 의미를 

도출한다. 이런 해석한 상징의 의미는 학습자들의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고 있다.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에는 자문화의 영향을 받고 상징을 

1) 최현섭 외, 『국어교육학 개론』, 삼지사, 1999, p.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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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로 타문화로서 존재하는 한국 문화에 다가가는 과정에서 타문화에 

대한 이해도 동시에 심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징 이해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로 하여금 시 텍스트와 심미적 소통을 하면서 타문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상징은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리쾨르에 따르면 '악의 체험'

과 같은 체험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될 수 없는 것이고 그 것은 

바로 "인간 한계의 체험"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직 '상징'으로밖에는 표

현할 수 없다.2) 따라서 인간의 한계체험이 상징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는 사실을 앞두고 상징은 가시적인 측면이 있고 비가지적인 측면도 있게 

되었다. 학습자는 상징의 비가시적인 측면을 해석하고 추론하는 과정에

서 어떻게 상징을 해석하는 것과 같은 방법적인 것을 습득하게 된다. 이

와 동시에 해석 능력을 키우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상징의 의미는 모호

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학습자는 같은 상징에 대한 해석이 다

를 수도 있다. 자기의 독특한 경험 및 체험을 환기하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 의미를 도출 수밖에 없다. 가시적인 것에서 비가시적인 의미를 발

견하고 해석하는 과정은 이런 측면에서 역시도 학습자의 사유를 훈련하

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숨어 있고 비가시적인 의미를 해

석하는 과정은 학습자의 발상과 상상력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상징에 대한 해석함으로써 학습자의 해석 능력과 사유능력

을 향상시킬 수 있다. 

상징에 정서 및 관념 등이 담기고 있고 공통감각을 반영하는 문화적 

산물이다. 따라서 상징에 대한 해석을 통해 이에 함축된 공동체의 공통

감각을 내면화하게 된다. 그리고 동일한 상징에 대해서도 학습자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은 상징에 함축된 공통감각이 공동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3)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 문화에 담긴 이

런 공동체의 공통감각과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징은 

어떤 단서로서 존재하고 학습자들은 상징의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타문화

2) P. Ricoeur, 양명수 역, 앞의 책, 한길사, 2012, p.69.
3) 윤호경, 「심미적 소통을 위한 현대시의 상징 해석 교육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pp.16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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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통감각을 이해하며 정체성 재확립이 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 시에 있는 상징을 이해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

에서 한국 현대세 뒤에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통감

각을 학습하고 내명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체성의 재확립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상징 이해를 통한 상호문화교육의 목표를 다

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학습자가 시 텍스트와의 심미적 소통을 통해서 문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학습자가 상징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시 해석 능력 및 사유 능

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학습자가 시 텍스트의 상징의미 해석을 통해서 공통감각을 획득

하고 비교하며 이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한다.

 2. 상징 이해를 통한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의 내용

이 절에서는 상징 이해를 통한 상호문화교육의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

다. 학습자가 상징을 해석하여 상징 이해를 통해 타문화를 이해하고 다

가가는 과정은 다양하고 복잡한 요소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정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학습자가 실제 존재하는 교실 상황의 맥락에 놓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계를 구안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상호문화교육의 과정에 따라 교육내용

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징 이해를 통한 한국

어 상호문화교육의 내용을 ‛상호문화적 관점에서의 타문화 이해', ‛정의

에 기반한 상호문화적 소통', ‛의미 구성에 기반한 상호문화적 정체성 형

성'이다. 이는 Ⅲ장의 학습자들이 보여준 상호문화교육의 양상을 바탕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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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호문화적 관점에서의 타문화 이해

상징 이해를 통한 상호문화교육의 최종적인 목표는 중국인 학습자의 

상호문화적 능력의 신장에 있다.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상호문화교

육의 과정에 따르면 타문화에 대한 이해는 선행해야 한다. 학습자 양상 

분석에서 재한 중국인 학습자와 재중 중국인 학습자는 모두 타문화에 대

한 오독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

대로 하지 못한다면 타문화와 소통하고 정체성 재확립의 단계로 이어지

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상징 이해를 통한 

상호문화적 관점에서의 타문화 이해에 대한 오독은 적절한 조정이 필요

하다.

상징이 단기간 안에 창조되었던 것은 아니고 오랜 시간을 거쳐 문화적 

기억과 결합되어 문화의 어떤 집단적인 내용을 담는다.4) 다른 말로 하

면, 문화적 기억으로서 존재하는 상징은 문화의 흐름에서 통시적으로 반

복하고 이를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상징과 문화 간에 깊은 관계

가 있고 중국인 학습자는 시 텍스트에 있는 상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은 한국 문화에 다가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의 문화가 다른 만큼 같은 상징이더라도 다른 의미

가 가질 수 있다. 타문화를 이해하려면 상징으로부터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상황에서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중국인 학습자에게 한국 문화는 타문화이고 거리감이 있

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타문화의 전부 내용은 다 낯선 것이라는 뜻

이 아니다. 일정한 문화 현상이 어느 사회에서나 공통으로 나타나는 문

화의 보편성(cultural universality)이 있고 특정한 사회의 역사나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문화 현상이 독특한 형태로 나타나는 문화의 특수성

(cultural specificity)이 있다. 시 텍스트에 있는 상징은 역시도 인류의 전

체나 그 대부분 사람들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를 띠는 원형적 상징

이 있고 어떤 사물이나 상황이 동일한 문화권의 사람들에게는 비슷한 뜻

4) 송효섭, 『문화기호학』, 아르케, 2000, pp. 18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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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하고 비슷한 감각을 일으킨 관습적 상징도 있다. 따라서 시 텍스트

의 원형적 상징을 발견하여 문화의 보편성을 이해하고 관습적 상징의 의

미 해석을 통해 문화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즉,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은 인간의 생활 양식인 문화를 어떻게 이해

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유용하고 문화를 그 사

회의 맥락에 비추어 이해해야 한다는 문화 상대주의 관점을 수용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인 학습자의 양상에서 원형적 상징에 대한 이해는 쉽게 나왔는데 

관습적 상징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
아사달'과 ‛아사녀'는 한국 문화 속에만 있는 상징이고 두 집단의 학습자

는 한국의 문학 지식이 부족함으로 상징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고 시 이

해에 어려움이 생기며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고 느낀 경우가 

있었다. 

같은 맥락으로 시 텍스트에 있는 상징의 종류는 원형적 상징, 관습적 

상징 외에 개인적 상징도 있다. 개인적 상징은 아주 개성적이며 독창적

인 발견으로 창조된 것이다. 학습자는 시 텍스트의 전체 맥락에 의해 의

미를 해석해야 한다. 같은 상징이어도 개별적인 시 텍스트나 사인에 따

라 의미가 다를 수 있다. 또는 학습자의 경험 및 시에 대한 체험에 따라 

상징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도 있다. 동시에는 상징 의미를 다양하

게 해석함으로써 타문화에 대한 이해도 다르다. 중국인 학습자의 양상에

서 재중 중국인 학습자는 자문화 경험을 많이 활용하는 편이고 중국에서 

‛강아지'는 보통 자식의 아명의 문화적 경험을 활성화함으로써 ‛아홉'은 ‛
자식 아홉 명'으로 해석하였다. 반면에 중한 중국인 학습자는 타문화 경

험을 활용하여 한국 사람들이 현관에서 신발 벗는 습관이 있어 ‛아홉'은 

‛아버지, 어머니와 자식 다섯 명'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학습자는 같은 

상징에 대해 각각 다양하게 해석하고 타문화에 접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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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의에 기반한 상호문화적 소통

중국인 학습자 양상에서 상징 의미를 해석하는 데에 있어 학습자들은 

상징의 내포적 의미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시 텍스트의 내적 맥락 추론

을 통해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사회문화적 맥락 파악을 통해 

타문화에 대한 정의적 거리를 조정하였다. 따라서 타문화와의 상호문화

적 소통은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타문화에 대해 정의적 거리

를 조정하는 단계이다.

먼저 시 텍스트의 내적 맥락 추론을 통해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

시키는 것은 상징 의미를 해석할 때 상징에만 관심을 두고 시적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아니고 시적 정서 인식의 활용, 다른 시어들, 상징을 제

외한 시 텍스트의 다른 내용의 활용함으로써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

시킨 과정이다. 예를 들어, 14번 재중 중국인 학습자는 「가정」의 화자

를 파악함으로써 시 텍스트의 내적 맥락 추론을 통해 한국의 가정문화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다. 또는 17번 재한 중국인 학습자는 ‛가슴에 금이 

갔다'와 같은 상징이 말고 다른 시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인이 「성북

동 비둘기」에 담긴 안타까운 감정에 이입하였다. 학습자들의 시 텍스트

에 대한 감정이입은 자기와 텍스트와의 관계 맺기에서 시작한다. 학습자

는 독자로서 텍스트 내 세계에서 자신과 비슷한 점을 갖고 있는 타자를 

인식하고 낯선 존재에 대해 탐색한 것이다. 이러한 탐색하는 과정을 바

탕으로 시 텍스트 내의 세계와 자신의 경험 세계를 견주어 경험의 편폭

을 확장하게 되었다.5)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 문화와 다른 자문화를 갖고 

있어 시 텍스트 내의 세계는 타문화를 담기고 자신의 경험 세계를 자문

화가 포함되고 있다. 학습자는 자문화와 타문화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다. 예를 들어, 8번 재중 중국인 학습자가 

「껍데기는 가라」에 나온 ‛아사달 와 아사녀'의 상징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처음에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자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한 후 

5) 공주희, 「공감적 이해를 위한 현대시 교육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
문, 2014, pp. 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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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학습자가 그의 상징 의미를 해석하였을 때 중국의 ‛견우와 직녀'에 

관한 이야기와 비교하였다. ‛아사달 와 아사녀', 그리고 ‛견우와 직녀' 뒤

에 있는 양 문화 비교를 통해 상호문화적 소통이 이루어졌다.

다음으로는 사회문화적 맥락 파악을 통해 타문화에 대한 정의적 거리

를 조정함으로써 타문화와 소통하는 것이다. 사회문화적 맥락 파악은 사

회문화를 활용하는 것이고 학습자는 시를 읽을 때 시의 외적 맥락인 사

회문화적 맥락을 통해 시의 상징을 해석하고 이해하며 시의 의미를 구성

한다. 이를 통해 타문화와 소통된다. 모국어 학습자와 달리, 시를 읽는 

중국인 학습자는 이중적 사회문화적 맥락을 지니고 있다. 「성북동 비둘

기」에 대한 1차 토론에서 두 집단 학습자는 모두 ‛1968년'이라는 사회

문화적 맥락 정보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과 중국은 비슷한 산업

화와 도시와 시기에 있는 것을 판단하였고 양 문화를 비교함으로써 한국 

문화에 대한 정의적 거리 조정이 이루어졌다. 같은 시에 대한 2차 토론

에서 2번 재중 중국인 학습자는 시의 정서에 감정이입을 하여 산업화와 

도시화에 대한 괴로움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타문화에 

대한 정의적 거리를 좁혔다.

그리고 학습자는 개인으로서 타문화와 상호작용을 하는 것 뿐만 아니

라 자문화 공동체의 구성원으서 타문화를 이해한다. 두 집단의 학습자는 

개인적·공동체적 경험을 다차원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공통점이 있는데 

재중 학습자집단은 공동체적 경험을 보다 많이 활용하는 반면에 재한 학

습자집단은 개인적 경험을 많이 활용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정의에 기반한 상호문화적 소통은 상징 

이해를 통한 상호문화교육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다. 타문화와 자문화를 

비교함으로써 타문화와의 정의적 거리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면 한국 

문화를 자신과 연관 짓는 자기화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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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의미 구성에 기반한 상호문화적 정체성 형성

의미 구성에 기반한 상호문화적 정체성 형성은 학습자들은 어떻게 혹

은 어떤 방식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지에 중점을 둔다. 다시 말해 학습

자가 스스로 상징에 대해 자기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것이다. 양상에서 학습자들은 시적 상상력의 활성화를 통한 상호

문화적 이해를 심화시키고 시적 성찰을 통해 상호문화적 정체성을 재확

립이 되었다. 

학습자는 나만의 상징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상호문화적 이해에 도움

이 된다. 문학에서의 상징은 하나의 단순한 의미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

라 여러 가지 의미를 환기하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같은 상

징에 대해 ‛정답'을 찾는 것보다 상상력을 발휘함으로써 상징을 개인적

이고 독창적인 것을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양 문화를 비교하며 상호문화

적 이해를 심화시켰다. 예를 들어, 「성북동 비둘기」에 나온 ‛비둘기'라

는 상징에 대해 두 집단의 학습자들은 자기의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징 의미를 도출하였다. 5번 재중 학습자는 ‛비둘기'의 의미를 

총 3가지로 구분하였다. 조화로움의 상징, 소외집단의 상징, 사랑과 평화

의 상징이다. 학습자는 다양한 상징 의미를 통해 각각 타문화에 대한 다

른 문화를 느꼈다. 그래서 실제 수업에서 학습자들은 상호문화적 주체로

서 상징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바탕으로 타문화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이는 상징 이해를 통한 상호문화교육 내용 중 하나라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시적 성찰을 통해 상호문화적 정체성 재확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크게 자문화 성찰과 타문화 성찰로 구분하고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문화 성찰은 타문화와의 만남을 통해 익숙했던 자문화 인

식에서 벗어나 자문화를 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예를 들

어 4번 재중 학습자는 한·중 양국의 산업화와 도시화를 비교했을 때 중

국의 산업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자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의 조정이다. 특히, 자문화에 대한 성찰에서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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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관념은 자기민족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의미 한다. 「성

북동 비둘기」에 관한 재중 집단의 2차 토론에서 1번 학습자는 산업화와 

도시화 문제를 제기해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측면까지 이해하지 못하였

다. 이와 반면에 2번 학습자는 문제를 밝히는 데 그치는 것은 아니라 이

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도 검토해 봤다.

 둘째, 타문화에 대한 성찰을 통해 상호문화적 정체성 재확립이 이루

어지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정체성은 더 이상 단 하나의 집단과 문화

에 속한 것이 아니며 다양한 소속 관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의 정

체성은 복수이며 언제나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정」에 관한 재

한 학습자 2차 토론에서 28번 학습자는 한국에 오지 전에 무조건 중국에 

비해 한국은 가부장적인 특징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와

서 직접 생활해 보니까 간단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고 중국에도 가부장

적인 흔적이 남아 있으며 철저하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바꿨

다. 

타문화에 대한 정체성은 상호문화적 주체로서의 학습자가 타문화와 상

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새로운 정체성이다. 실제상황에서 학습

자로 하여금 타문화를 접근하고 이해한 후 타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형

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상징 이해를 통한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의 방법

 

이 절에서는 앞선 제시한 상징 이해를 통한 상호문화교육의 목표와 내

용에 따른 교육방법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학습자가 교실이라는 교육의 장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실이라는 환경에서 학습자의 능동성과 학습자 간의 상호작

용을 강조하는 교육방법을 설계하였다. 그동안의 문화교육은 명제적 지

식교육을 위주로 하고 왔는데 학습자의 능동적인 역할에 소홀하였다. 교

수-학습 방법론의 측면에서 Carter&Long6)이 구분한 문화 모델은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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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다 교사 중심의, 전달 중심의 교육방법과 연관되며 학생들이 정

보를 얻는 법을 배워야 하는 하나의 결과물로서 텍스트에 집중한다. 그

리고 언어 모델과 개인 성장 모델은 교수 방법의 측면에서 밀접한 관련

이 있는데 두 모델은 학습자 중심의 교수 방법으로 개인의 경험과 연관

시켜 동기화하는데 맥을 함께 한다. 이를 근간으로 언어와 문화, 개인 

성장의 학습 목표를 통합하는 상호문화적 능력을 신장시키는 학습에 목

표를 두고 1차시에는 언어와 문화적 배경 지식과 관련한 언어 모델과 문

화 모델을 통합한 교수 방법으로 수업을 설계하였다. 그리고 2차시는 시 

작품을 감상하면서 문학 텍스트를 개인의 문화 체험과 연관시켜 정체성 

형성을 위한 교수 방법으로 설계하였다. 따라서 ‛상호텍스트적인 문학작

품 비교하기', ‛상호문화적 체험에 기반한 감상문 쓰기', ‛상호문화적 정

체성 형성을 위한 대화하기'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상호텍스트적인 문학작품 비교하기

한·중 문화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학습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

이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상호텍스트성에 기반한 한·

중의 학습자료의 제공으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복합적인 가치

관, 개념 등 심층 문화를 이해하게 될 수 있다. 이는 1차시의 문화 학습

은 비교문학적 관점으로 수업이 진행될 것이고 언어와 문학 작품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은 문학 작품 자체와 이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 

요소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상호텍스트적인 문학 작품을 활용하는 것

이다. 다음 양상은 중국인 고급 학습자는 ‛아사달'와 ‛아사녀'를 이해할 

때 중국 전통 설화 ‛견우와 직녀'를 활용하는 사례이다. 이는 상호텍스트

적인 문학작품을 활용하는 효율성을 증명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6) Carter & Long, Teaching Literature, Hong Kong, Longman, 1991, pp.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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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녀'는 여자의 의미죠. 그러면 ‛아사달'의 성별을 맞혀볼 수 있을 

까요?

[중_2차_6_C1_껍]: 남자인 것 같아. 그리고 뒤의 내용에 ‛초례청'이 나와

서요.

[연구자]: 맞아요. ‛아사달'은 남자이고, ‛아사녀'는 여자예요. 그러면 중국 

신화에 비슷한 남자와 여자 만나의 이야기가 생각나요?

[중_2차_6_C1_껍]: ‛견우와 직녀' 이야기는 대표적이죠. 여기서 ‛아사달과 

아사녀'도 빨리 만났으며 좋겠다는 것을 느꼈어요.

「껍데기는 가라」의 수업 활동을 진행했을 때 재한 학습자와 재중 학

습자는 모두 ‛아사달, 아사녀'의 의미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경우

가 있었다. ‛아사달, 아사녀'는 한국 전통 신화와 관련이 있어서 관습적 

상징에 속하고 있다. 그래서 문화 배경이 다른 중국인 고급 학습자에게 

이해하기 어려울 밖에 없다. 재한 학습자는 한국에서 산 경험과 체험이 

비교적으로 풍부하지만 오랜 시간 거쳐 형성된 특정 민족에게 특정 의미

를 가진 이런 관습적 상징을 이해하는 데에도 역시 어려웠다. 이럴 때는 

교사가 상호텍스트성에 기반한 중국 학습자료를 제공하거나, 다양한 방

법으로 관습적 상징을 설명해 주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의미를 구

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6번 학습자는 먼저 교사의 발문으로 

‛아사달'의 성별을 추측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견우와 직녀'의 만남의 

이야기를 생각나서 시인이 ‛아사달과 아사녀' 뒤에 숨어져 있는 재회하

는 감정을 이입하였다.

또한, 학습자는 자국 문학뿐만 아니라 드라마, 영화, 동영상 등 다양한 

장르를 떠올리면서 상징의 의미를 해석한다. 하지만 재중 학습자들은 거

주 환경의 재한으로 한국 문화에 접근하는 기회가 비교적으로 적다. 이

런 상황에서 교사는 상호텍스트성에 기반한 한·중의 학습자료를 제공하

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아사달과 아사녀'의 의미를 해석하였을 

때 중국인 학습자에게 독해하기 힘든 글보다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방법

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요즘 미디어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기술의 발달로 실제 수업에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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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디어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니다. 중국의 경우

에는 자국어 수업에서 미디어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것은 활발히 진행

하고 있는데 외국어교육에서 특히 영어 말고 소어종(小語種, 국제통용어

가 아닌 언어)교육에서 많이 활용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사전 실험지 

자료를 수집하였을 때, ‛평소에 한국 현대시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합니

까'라는 대답에 재중 중국인은 대부분 ‛드라마'로 대답하였고, 재한 중국

인은 대부분 ‛지하철'이라고 대답하였다. 한중수교 이후, 특히 최근 들어 

중국에서 한류(韓流)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에 중국인들의 한류문

화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한국어 학습으로까지 이어져 왔다. 드라마, 한

국영화, 연극, 대중가요 등은 모두 일상생활에서 흔히 만날 수 있고 한

류문화를 홍보하는 매체로서 존재한다. 현재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실용

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을 강조해 왔고 교사를 중심으로 한 주입식 교육을 

진행되고 있으며 문법을 중요시하고 문학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학습자들은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매체와 한국어 교육을 결합한 새로운 교육 방식을 제시할 지점이다. 

요즘 몇 년간, 한국 드라마에 시집이 등장한 장면이 많아졌다. 『도깨

비』에 나타난「사랑의 물리학」7)은 그 중 한 예시이다. 대중 매체를 활

용함으로써 학습자들의 현대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다양한 자

료를 제공함으로써 시 텍스트에 다가가는 과정에서 한국 문화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가정」을 갖고 교수 

현장에서 가르칠 때 활용 가능한 상호텍스트적인 문학 작품과 학습 단계

를 정리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질량의 크기는 부피와 비례하지 않는다/제비꽃과 같이 조그마한 그 계집애가/꽃
잎같이 하늘거리는 그 계집애가/지구보다 더 큰 질량으로 나를 끌어 당긴다/순
간, 나는/뉴턴의 사과처럼/사정없이 그녀에게로 굴러 떨어졌다/쿵 소리를 내며,
쿵쿵 소리를 내며/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아찔한 진자운동을 계속하였다/첫사랑
이었다.'
김용택, 『어쩌면 별들이 너의 슬픔을 가져갈지도 몰라: 김용택의 꼭 한번은 써
보고 싶은 시』, 위즈덤하우스, 2015,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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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상호텍스트적인 문학작품 비교하기

「

가

정

」

1

차

시

단계 내용

상징 

학습

[실험지]

1. 「가정」에 나타난 상징을 찾아 그의 의미를 생각해 본

다.

2. 왜 그런 의미를 도출해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본다.

3. 이 시를 읽고 나서 머릿속에 아버지의 이미지에 대해 

키어드로 말해 본다.

4. 이 시를 통해 어떤 감정을 느낀가요?

5. 이 시를 읽고 중국의 어떤 문학작품이나 드라마가 떠오

른가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나요?

문화 

학습

한국 현대시 「가정」

상호텍스트적인 작품 중국 산문 「배경」

1. 「배경」에 나타난 상징을 찾아 그의 의미를 생각해 본

다.

2. 「가정」과 「배경」에 있는 아버지의 이미지의 공통점

과 차이점을 생각해 본다.

3. 「배경」과 비교를 통해 「가정」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나요?

4. 이 두 작품의 주제는 모두 가정문화인데 한·중의 가정

문화에 대해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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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호문화적 체험에 기반한 감상문 쓰기

쓰기는 자기표현의 일종으로 자아의 의식,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상

징 의미를 해석한 후 이와 관한 문화 체험을 감상문 쓰는 방법으로 학습

자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상징 의미를 

해석을 통해 배운 방법적인 지식을 문화 체험을 분석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고 자기의 체험 속의 담긴 문화를 발견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타

문화를 이해하고 낯섦을 자신의 잠재적 변화의 가능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해 가능한 공감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공

감은 낯선 타문화와 주체 사이의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

다. 문화 체험 기반한 상호문화적 감상문 쓰기란 상징 의미를 해석할 때 

시 텍스트의 맥락에서 벗어나서 실제 상황에서 학습자가 겪은 문화 체험

을 바탕으로 글을 쓰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 텍스트와 연관된 자

신의 문화 체험을 활성화하고 텍스트와의 지속적인 교섭을 통해 재의미

화함으로써 다시 한번 문화 체험을 하고 이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기회

를 마련해 준다.

학습자는 시 텍스트와의 소통을 통해 자신과는 다른 가치관을 지닌 사

람과 간접적으로 대화하고 타자의 입장에서 공감해 보는 경험을 하게 된

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타자를 이해하게 하고, 자신의 생각을 내층적

으로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상호문화적 체

험에 기반한 상호문화적 감상문 쓰기를 교육방법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대상 학습자는 한국어를 배우는 중급 이상의 중국인 고급 학습자로, 수

준 높은 한국어 구사와 한국 문화에 대한 요구가 높다. 

[중_3차_13_P_가]: 한국과 중국의 가정은 비슷한 점도 많고 미묘한 차이

도 있다.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 예의를 중요시하는 것은 공통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앞선 어른들과 관계에 있어 한국과 중국은 차이가 있

다. 한국의 가정 더 독립적이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손녀를 안 봐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중국에는 대부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퇴임 이후 손녀

와 손자를 봐 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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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습자는 쓰기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가정문화를 비교해 봤다. 재

중 학습자로서 자기의 평소 생활 중에 쌓인 관찰과 감오를 바탕으로 

한·중 가정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감상문으로 작성하였다. 13번 학

습자는 시의 아버지 이미지를 벗어나서 한·중 가정의 할아버지부터 손

자까지 ‛삼대(三代)' 관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가정 

형태도 검토하였다. 한국의 가정은 더 독립적이고 성인이 되면 집에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의 경우에는 결혼한 후야 집에서 나오는 것은 

대부분 상황이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가정」을 갖고 교수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상호문화적 체험에 기반한 감상문 쓰기'의 내용

을 정리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6>　상호문화적 체험에 기반한 감상문 쓰기

2

차

시

단계 내용

표현 

학습

다음에 문제를 중심으로 감상문을 작성하십시오.

∎개인적 경험:

1. 재중 학습자 집단

① 자기가 속한 가정을 생각해 보고 어떤 가정 문화를 잦

고 있는가요?

2. 재한 학습자 집단

① 자기가 속한 가정을 생각해 보고 어떤 가정 문화를 잦

고 있는가요?

② 주변 한국인 친구를 통해 알게 된 그집의 가정 문화가 

어떤 것이 있나요? 차이점과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공통적 경험:

1. 재중 학습자 집단

① 중국의 가정 문화는 대가족인가요? 소가족인가요? 한국

은요?

②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2. 재한 학습자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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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호문화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대화하기

‛대화'는 다른 관점 혹은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단

순히 두 주체 간의 말을 주고받는다는 뜻이 아니다. 대화는 상호 소통의 

대화를 의미하고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사유 및 생각 방식을 성찰할 

수 있으며,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추동시킬 수 있다. 대화의 목적

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충돌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선물 교환 뜻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아내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떄,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토론 및 대화는 ‛자기와의 

소통' 뿐만 아니라 ‛타자와의 소통'도 포함된다. 다른 교실 주체들과 감

정과 생각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고 다양성의 

확보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시를 가지고 학습자들은 서

로 질문하고 답하면서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

각을 성찰할 수 있다. 다양한 생각을 교환을 통해 공통점을 인정하면서 

차이점을 검토한다. 

학습자가 시의 상징 의미를 해석하는 능동적인 주체이고 타문화에 접

근하는 주체이다. 학습자들은 다른 학습자들과의 대화 및 토론을 통해 

보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문화에 대해 성찰하고, 

타문화에 접근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동료 학습자들과의 토론이 학

습자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 판단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

다. 여기서 말한 토론 및 대화는 학습자가 자신과 다른 관점이나 가치관

에 비추어 성찰적 조정을 경험할 수 있는 교실 내 대화를 의미한다. 

① 한국에 온 전후 한·중 가정문화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을 서술하십시오.

② 중국의 가정 문화는 대가족인가요? 소가족인가요? 한국

은요?

③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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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교실 내 대화를 최미숙은 "대화란 바로 자신 고유의 시적 사유

의 문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8)”

라고 보았다. 즉, 시 텍스트 속의 상징 의미를 해석하고 문화 요소를 발

견하며 동료 학습자들과의 대화는 자신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던 새로

운 국면을 발견하는 과정으로 자기 조정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

는 것이다. 

[연구자]: 중국의 산아제한(計劃生育) 정책은 중국의 가정문화에 어떤 영

향이 있나요?

[중_3차_14_C2_가]: 산아제한 정책에 대해 부모님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

었어요. 그 때 둘째가 나으면 벌금이 많이 있어요. 부모님의 직장한테도 

나쁜 영향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할머니와 할버지 손녀와 손자를 더 

아끼고 예뻐해주신 것 같아요. 한 명밖에 없으니까요.

[중_3차_12_C2_가]: 90년대 이후 태어난 사람은 거의 다 ‛任性(제 마음대

로 한다)'라는 말이 들었어요. 그리고 ‛소왕자'와 ‛소공주'도 많이 들었어

요. 

[중_3차_15_C2_가]: 지금은 중국에 산아제한 정책이 없애 버린데 주변 친

구 중에 동생이 생긴 사람이 있더라고요. 동생이랑 20살 넘는 차이...동생

이 아닌 느낌이다.

이처럼 동료 학습자들과 토론은 상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서로의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며 중국의 가정문화에 대해 검토하

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동료 학습자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학습자는 

상징 의미에 대한 자신의 이해에 대해 더 심화하게 이해되었고 상징 의

미 해석함으로써 자문화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타문화 지식을 자기화하는 과정에서 자문화 인식을 객관화하여 타문화

와는 정의적 거리를 좁히고 자문화는 거리를 두고 바라보아야 한다. 자

신의 문화 인식을 객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 문화 간 비교를 통해 드

러난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해 성찰할 필요가 있

8) 최미숙, 「대화 중심의 현대시 교수-학습 방법」, 『국어교육학 연구』, 26, 2006,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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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화 인식과 자문화를 객관적으로 바라

보기 위해서는 교실 내 ‛대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자신의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로 구성하여 구술을 통한 대화 혹은 

토의를 나누는 가운데, 구술하는 주체는 타문화에 더욱 검정 이입할 수 

있다. 이래서 정체성의 재확립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리고 학습자 간의 대화를 통해 각기 다른 개인적 문화 인식의 공유

는 문화 간 비교를 풍부하게 만든다. 대화에서 자문화와 타문화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다름이 토론 내용의 풍부화

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들 간 토론이 유기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질

문을 제공해야 한다. 교사가 제공하는 적절한 질문을 통해 학습자는 스

스로 상징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초점화하고, 나아가 상호문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위의 양상은 재중 학습자 집단이 수업에서 중국의 가정 문화에 관하여 

‛산아제한 정책은 중국 가정 문화에 대한 영향'을 토론하는 것이다. 건국 

이후 중국 출산정책의 제정은 중국 실제 상황을 출발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당시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

였다. 중국 인구의 급증가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영향이 미쳤으나 부

정적인 영향도 많이 남아 있다. 14번 학습자는 가족 구조의 측면에서 ‛
산아제한 정책'은 가정 문화에 미친 영향을 설명해 봤다. 12번 학습자는 

어른들은 자식에 대해 지나치게 귀여워하는 상황으로부터 하였다. 15번 

학습자는 ‛산아제한 정책'에서 지금은 ‛2자녀 정책'까지 이어지는 가정 

문화에 대한 영향을 설명해 봤다. 원래의 ‛산아제한 정책'은 가정 내부구

조 노화 문제가 심해지면서 노후 부담이 비교적 크다. 특히 가족 구조가 

‛4-2-1'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심해진다.9) 그런 시점에서 중국 지금은 

‛산아제한 정책' 버리고 ‛2자녀 정책'을 실행하였다.

재중 집단과 비슷하게 재한 집단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학습

자 간의 나눈 대화는 다음과 같고 역시 한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9) 짱스위엔, 「중국 인구정책의 변화과정과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 산아제한 정책에
서 전면적 2자녀 정책까지」,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7, pp. 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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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연구자]: 한국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라는 뉴스가 나왔는

데, 혹시 이것은 한국의 가정 문화에 대해 어떤 영향이 있겠어요?

[한_6차_30_C2_가]: 노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젊은 사람은 책임을 더 져

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_6차_26_C2_가]: 근데 젊은 사람은 원래 돈 벌기 때문에 빠쁜데 이제 

부모의 노후 문제를 모두 미리 생각해 봐야 해서 오히려 가정에 대한 관

심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30번과 26번 학습자와의 대화를 통해 한국에 생활하면서 느낀 한국의 

낮은 출산율이 가정과 사회에 대한 영향을 느꼈다. 30번 학습자는 한국

의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젊은 사람은 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26

번 학습자는 젊은 사람의 스트레스 쌓이면서 오히려 도망치고 싶은 걱정

을 표현하였다. 

Ⅲ장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재한 학습자와 재중 학습자는 거주 환

경 차이에 따라 한국 문화와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 가 있어

실제 수업에서 재한 학습자와 재중 학습자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교사는 

상호문화 교육 방안을 실행하는 데에 타문화에 대한 이해만 지나치게 강

조하는 것이 아니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함으로써 자문화에 대한 문화적 

관념의 변화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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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강조되어 있지만 그동

안 중국의 한국어 문화교육 교실을 보면 문화에 접근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요소를 중심으로 명제적 지식으로 교육되어 왔다. 그리고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하는 문학교육과 문화교육이 분리되어 문학작품을 

문화교육의 제재라고 생각하고 활용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본 연구는 이

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한국어 문화교육에서 학습자가 주체가 되는 

능동적 문화 이해를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문화교

육을 가능하게 하려면 먼저 학습자를 선정할 때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

야 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거주 환경이 학습자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고

급 학습자(재한 학습자)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재

중 학습자)로 나누어 실험을 진해하였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문

화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하고자 하기 위해 이 두 집단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현대시의 ‛상징'에 주목하였고 상징 이해를 통한 상호

문화교육 방법을 구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습자들은 문화에 접근

하고 이해하며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교육적 방안이 필요한

지 마련하기 위해 실제 학습자의 현대시의 상징 이해를 통한 문화 이해 

양상을 살펴보았다.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상징 이해를 통한 상호문화교육에 대해 검토하

기 위해서 먼저 상징에 관한 논의와 상호문화교육에 관한 이론을 토대로 

상호문화교육에서 상징의 개념을 밝히고, 시적 상징 이해와 상호문화 능

력 신장을 살펴보며, 상징 이해를 통한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의 원리를 

설정하였다. 이 원리로는 크게 ‛상징의 내포적 의미 인식을 통한 문화 

이해', ‛상징의 맥락 탐구를 통한 타문화와의 소통', ‛상징의 의미 구성을 

통한 문화적 정체성 형성'을 설정하였다. 이를 통대로 중국인 고급 학습

자의 상징 이해를 통한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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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 이해를 통한 상호문화교육의 양상을 ‛시의 내포적 의미 인식을 

통한 타문화 이해', ‛시의 맥락 탐구를 통한 타문화와의 소통', ‛시의 의

미 구성을 통한 문화적 정체성 재구성'의 세 가지로 살펴보았다. 우선, 

시의 내포적 의미 인식의 측면에서 학습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데 재한·재중 학습자는 문학적 경험과 상호텍스트를 활용하여 시적 상

징을 발견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배경 지식의 활성화를 통한 

지시적 의미를 추론하는 측면에서 재한 학습자들은 재중 학습자들과 다

르게 자문화를 활용하는 것보다 타문화를 활용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문화 충돌 경험을 활용하여 타문화에 접근하기도 한다. 재중 학습자는 

거주 환경의 제한으로 주로 자문화를 많이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시의 

맥락 탐구를 통한 타문화와의 소통의 측면에서 재한 학습자는 사회문화

적 맥락이 더 풍부하고 한국 현대시의 상징 이해에 큰 도움이 된다. 그

리고 재중 중국인 학습자는 개인적 경험보다 공동체적 경험을 더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 이와 반면에 재한 중국인 학습자는 공동체적 경험보다 

개인적 경험을 더 많이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의 의미 구성을 통한 

문화적 정체성 재구성의 측면에서는 같은 학습자의 변화된 자료를 갖고 

정체성의 재구성을 설명하였다. 같은 시 텍스트의 상징에 대해 전후 생

각의 변화를 통해 자문화에 대해 성찰과 텍스트의 의미 재해석이 이루어

진다. 그리고 자문화에 대한 성찰뿐만 아니라 타문화에 대한 정체성 성

립도 가능하다.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상징 이해를 통한 상호문화교육의 설계는 

교육 내용으로 ‛상호문화적 관점에서의 타문화 이해', ‛정의에 기반한 상

호문화적 소통', ‛의미 구성에 기반한 상호문화적 정체성 형성'을 설정하

였으며, 이를 위한 교육방법으로 ‛상호텍스트적인 문학작품 비교하기', ‛
상호문화적 체험에 기반한 감상문 쓰기', ‛상호문화적 정체성 형성을 위

한 대화하기'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실제 학습자들의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중국인 고급 학습

자의 다양한 문화 이해하는 양상을 확인하였으며, 학습자의 반응을 수렴

하여 이에 적합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 재한 학습자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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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학습자를 함께 다룸으로써 문화 이해를 할 때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가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시를 활용한 

상호문화교육 연구에서 상징만 주목하여 학습자들이 어떻게 상징 이해를 

통한 상호문화적 능력을 신장하는지를 밝히고 이런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둘째, 한국어 학습자의 상징 이해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상징에 대해 학습자들은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해석한 정

서·의미 등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많은 학습자 자료를 통해 양상이 

더 정교화 되게 파악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재한 학습자

와 재중 학습자 비교에서 다양한 환경으로 인한 차이가 세밀하게 고려되

지 않은 점 역시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후속 연구들을 통해 본 연구의 

가능성이 구현되고 한계점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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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Intercultural Education through 
Understanding the Symbols of Modern 

Korean Poetry

Cai，Mengying

College of Educatio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specific contents and 

methods of intercultural education through understanding the 

symbols of modern Korean poetry, focusing on enhancing the 

intercultural ability of advanced Chinese learners. To this end, 

advanced Chinese learners residing in Korea (resident learners) 

and advanced Chinese learners residing in China (overseas 

learners) read the same poem text, interpret and use symbolic 

meanings, and understand Korean-Chinese culture. We want to 

see if there are any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some sense, our lives can be seen as built on symbols. Even 

if they are the same symbol, they can appear diversely in 

different peoples, countries and language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symbols are helpful in understanding different language 

cultures and are important keywords. Therefore, from this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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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view, a symbol familiar to Koreans is bound to be a very 

strange thing for Chinese learners to contain a unique culture. 

Literature works are the substance of culture expressed in 

language and have a value as a report containing information on 

the society and culture in which they were created. Because 

modern poetry contains culture and is an aesthetic product that 

expresses it in language and an accumulation of symbols, it is 

useful for learners to approach and interact with other cultures 

by interpreting the meaning of symbols multidimensionally. 

Therefore, this study starts from an intercultural perspective and 

seeks to understand how Chinese learners interact with Korean 

culture through understanding the symbols of poetry texts and 

how to devise intercultural education.

In order to understand the patterns of high-level Chinese 

learners and to prepare educational contents and methods 

suitable for intercultural education, this study recruited and 

analyzed experimental papers, class discussion materials, and 

appreciation materials written by learners. In addition, the 

concept of symbols in intercultural education was examined 

through theories related to symbols and mutual culture, and the 

understanding of poetic symbols and the improvement of 

intercultural ability were also analyzed. Based on this, the 

principles of Korean language intercultural education through 

symbolic understanding are 'Cultural understanding through 

recognition of the implicit meaning of symbols', 'communication 

with other cultures through exploration of the context of 

symbols', and 'cultural identity through the composition of the 

meaning of symbols. Formation'.

Based on this, the aspects of Korean language inter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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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through symbol understanding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tercultural understanding through recognition of 

the implicit meaning of poetry', 'discovering poetic symbols using 

literary experience', 'indicative meaning inference through 

activation of background knowledge' and 'intertextual 

understanding of Korean-Chinese symbols' are divided into and 

looked at. Second, 'communication with other cultures through 

the context search of poetry', 'intensifying understanding through 

the inference of the inner context of the poetry text', 'adjusting 

the emotional distance through grasping the sociocultural 

context', 'individual and community experiences' are divided into 

'multi-dimensional use'. Third, 'reconstruction of cultural identity 

through the composition of the meaning of poetry' was divided 

into 'intercultural understanding through revitalization of poetic 

imagination' and 'reestablishing gender-ho cultural identity 

through poetic reflection'. In addition to these aspect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Korean learners and Korean 

learners in each section were also examined.

Based on the possibilities and implications identified in the 

analysis of learners' aspects, a plan for intercultural education 

through symbol understanding was devised. In the educational 

design, while dealing with Korean learners and Chinese learners 

in the integrated category of Chinese, it took a method of 

explaining separately if different treatments were needed 

depending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As 

educational content, 'intercultural understanding from a 

cross-cultural perspectiv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based on 

definition', and 'creating an intercultural identity based on 

semantic composition' were set, and as a method of progr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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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ng literary works of inter-text', 'Write sentiments based 

on mutual cultural experiences' and 'Conversation to form a 

mutual cultural identity' were set.

This study confirmed the aspects of intercultural education 

through understanding of various symbols based on the actual 

data of learners, and tried to suggest an appropriate educational 

plan by collecting learners' responses. In addition, it is 

meaningful in that it examines how the difference according to 

the living environment is revealed in approaching and 

understanding other cultures through symbolic understanding and 

constructing identity by dealing with Korean and Chinese learners 

together.

Key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advanced Chinese 

learners, symbol understanding, other cultures, self-culture, 

identity composition, intercultural ability

Student Number: 2018-2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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