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집살이 노래 수용에서 공감의 양상 연구* 

I 서론 

결흔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 次 例 > 
I 서론 
n 시집살이 노래 수용에서의 공감과 그 의의 
m 시집살이 노래 수용에서의 공강의 양상 
N 결론 

l 문제 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김 혜 친’ 

현재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단연해도 좋을 만큼 다양 

한 삶의 가치틀이 존중되고 모든 사회 구성왼이 각자의 문화적 • 사회적 

배경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지한설}려는 노력을 보이고 였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 교육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국제결흔 이 

주 노통자 외국인 유학생 퉁 국내 거주 외국인의 중가로 인한 한국 사회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와 중앙민족대 조선 한국학연구소 국제한국어」 
어문화학회， 서울대학교 BK21 국어능력겨1발 인재양성팀이 공통 주최한 잉10년 거1112 

회 한국어교육 국거]학술회의 다문화 시대의 문학과 대중문화’ 본회의(2010. 10 에)에 
서 발표한 내용을 수쟁， 보완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 전공 박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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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구 구성학적인 변화와 세계화， 국제화라는 시대적 특성이 이러한 논 

의를 촉발사킨 주요 배경임은 주지의 시질이다 

특히 국제결흔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게 된 결흔 이주 여성은 외국인 

유학생， 이주 노통자와 더불어 힌국어 교육의 매우 중요한 학습자로서 부 

각되고 였다 무엿보다 이틀은 한국 사회의 일왼으로서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구성왼으로서 자녀 %댁의 잭임을 지고 살。}7싸 하기 때문에 한 

국어를 학습하고 한국 문화에 작용해야 하는 통기가 타 학습자에 비해 강 

한펀이다 

현재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까나 한국 문화 체험의 기회 

제공은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고 였으나 일상의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제콩에 그칠 뿐 교육 내용의 

다양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였다1) 또한 현장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내용 구성파 방향성에 대해서는 꾸준히 지적되어 오고 었기는 하지만 그 

실천적 파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안이 많이 제시되어 았지 못하다 특 

히 문화 혹은 문학 교육의 경우에 었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삼화된 교 

육 내용의 선정파 방법의 구안01 펼요하다 예를 틀연 결흔 이주 여성에 

게 문학 교육을 한다고 할 때 그들에게는 문학 텍스트 자체의 지식파 정 

보의 전달보다는 문학을 통한 정서 처1헝파 공감의 형성이 훨씬 더 유용한 

경험이 될 수 였다고 본다 문학 작품의 정서와 독자의 개인적 경험이 상 

호 작용하면서 소통될 때 문학 수용 주체인 독자의 삶은 좀 더 풍요로워 

질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문학 수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감 

1) 학교를 비롯한 각종 현장6μ} 이루어지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영우 주로 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들의 연어 교육， 문화 체험에 치우쳐 있어 그 의미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교육을 지나치게 협소하케 이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민갱， 때8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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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목하E、} 한다 공감은 인지적 요소보다는 정의적 요소가 더 많이 

개입되어 었는 개념으로 독자가문학을 수용할 때 작품 이해와 체험의 핵 

심적인 기제로 작용한다 공감을 일으카게 하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았 

을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텍스트와 독재 상황의 세 가지 요인에 주목하 

E、} 힌다 공감은 일차작으로는 텍스트 요인파 독자의 반용 요인이 상호 

작용하여 얼어나는 현상이고 독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작품을 수용하는 

공감의 %탱이 달라질 수 었기 때문이다 

본고는 결혼 생활을 통해 시집살이의 경험이 었는 이주 여성을 학습자 

대상으로 설정하고 그들이 비교적 쉽게 공감할 수 였다고 판단되는 시집 

살아 노래를 학습 자료로 제시해서 공감의 òJc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결흔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 교육2)의 내용파 방법을 설계하고 

자 할 때 하나의 기초 연구 자초로가 될 수 았을 것이다 

2 연구 대상과연구 방법 

본 연구는 결흔 이주 여성의 공감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문학 수용 

파정파 그 결고뿔이 문자로 표현된 감상문을 기본 자료로 삼는다3) 이에 

2) 본고에서 상쟁응논 문학 교육의 지향점은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가르치는 것 

이 아니라 문학의 수용자인 결혼 이주 여성의 쟁서 처1헝과 타인과의 유대강， 한국 

사회에의 작용에 도옴을 주고자 õ]-c 데 있다 즉， 결혼 이주 여성이 현재 직변하고 
있는 가족 간의 갈등이나 개인의 쟁서작 문제들을 문학을 통해 허H소하거나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썩õ}는 데 궁극작인 목표가 있다 

3) 결혼 이주 여성은 일반작으로 쓰기보다 말하기 능력이 높은 련이기 때문에 강싱문 

과 더풀어 인터뷰혹은 발표하기 등의 말õ}기 형태로 문학 수용의 공강 양상을 살피 

는 것이 학습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좀 더 잘 피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연구 초기 

의 가설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학습자와 수업을 한 후， 인터뷰를 해 본 결과 말하 

기는 학습자의 일시작이고 단떤작인 느낌이나 생각을 내놓는 갱우가 많았다 따라서 

학습 자뢰시집살이 노래)를 통해 학습자 자신의 삶을 좀 더 성찰작， 종합작으로 관 



148 국어교육연구 저1126 집 

앞서 학습자틀에게 제시한 텍스트는 정신문화연구왼에서 펀찬한 r힌국구 

비문학대계』에 수록되어 었는 많은 시집살이 노래4) 가운데 한국인틀에게 

가장 많이 불리고 문학적으로도 인정을 받은 민요를 우선적으로 하되 학 

습자에게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시집살이 노래의 각 펀틀은 임석재와 신 

영숙의 채록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습자에게 제시한 시집살이 노 

래는 rÒJ통가마 캔 며느리J，형닝형님 사촌형님J，진주냥군J，어머니 

그리는 노래」의 너1 편이다 이때 왼 텍스트의 사투리나 어려운 어미들은 

힌국어 학습자의 수준껴1 맞게 연구자가 재구성하여 제시하였다 

한펀L 본 연구를 위종H서는 결흔 이주 여성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 분석 

이 선행되어야 함을 전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설문 조사를 실 

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3)10년 5월 10일부터 6월 10일， 9월 ZI일부터 10월 

1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경기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의 주요 목적은 결흔 이주 여성틀이 결흔 생활에서 갈퉁을 겪고 었는 

가족 구성왼파 최우선적으로 관삼을 가지고 었는 가족 관계를 얄아보고 

여기에서 얻은 갈퉁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고 었는지 살펴보는 데 았 

었다5) 또한 결흔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문학 수용에서 공감의 òJc상을 고 

찰할 때 학습자의 차지와 상횡을 구체적으로 전제하는 것이 펼요하다고 

조응}여 표현한 공강의 양상을 살피기 위해 온고어μ}는 쓰기로 표현된 강상문민을 

연구 자료로 삼았응을 밝혀 둔다 

4) r한국구비문학대겨lJ의 자료는 디땅한 지역의 믿JJl를 수록했을 뿐만 아니라 제보자 

에 대한 쟁보를 비롯하여 제보 당시의 상황과 청중의 반응 등 여러 가지 환갱작 요 

인까지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한편 「한국구비문학대겨lJ에 수록된 시집살이 노래에 

는 ‘형닝형닝 사촌형닝(잉편)’， ‘중이 된 며느리(얘편)’， 진주냥군(41편)’， ‘%탱7따 캔 

며느리(14련)’ 등이 다수이다〈이쟁애 :003: 15-19) 

5) 실제로 결혼 이주 여성들은 시집살이의 어려옵 흑은 스트레스를 해소응}는데 같은 
처지의 결혼 이주 여성과의 수다와 음악 듣기 빚 노래 부르기를 들고 있는데 이는 

인요의 장르작 특성을 교육의 현장에서 활용할 때 그 효괴를 기대하게 한다(설문지 

15번 문빵，<시집살이의 어려웅을 극복하는 벙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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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기 때문에 감상문 쓰기 수업을 한 학습자에 한õl서는 가정생활에 대 

한 간단한 사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표 •> 설문 대상인 결혼 이주 여성 집단의 정보 

특 성 빈도i명) 비율{%) 

나이 

20대 3'1 01.2 

30대 51 :JJ.O 

4C대 12 11.8 

:JJ대 10 

국적 

중극 18 17.7 

일본 13 127 

몽골 3 2.9 

에트남 27 265 

펼리핀 26 255 

기타 15 147 

흑P력 

초등학교졸업 1.0 

중학교졸업 14 117 

고퉁학교졸업 32 31.4 

대학교재학 10 9.8 

대학교졸업 35 344 

시집살이의 어려움극복 빈도i명) 비율{%) 

결온이주여성를파의 수다 30 29.4 

기족파의 대화 m 19.6 

음악듣기 및노래부르기 19 186 

텔에비전 시청 및 영화 관링 11 108 

기타 22 21.6 

합겨] 1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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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왼재학 3 2.9 

대학왼졸업 3 2.9 

기타 4 3.9 

직업 

시우직 4 3.9 

교육직 17 167 

자영업 1.0 

가정주부 52 510 

꽁장근로 11 107 

서비스업 l 1.0 

농수산업 1.0 

기타 15 147 

결혼기간 

6개월미만 7 6.9 

6개월 이상 ~ 1년 미만 5 4.9 

l년이상~ 2년미만 12 11.8 

2년이상 ~3년미만 16 157 

3년이상 ~5년미만 26 255 

5년이상 ~1O년 미만 27 264 

10년이상 9 8.8 

펙밟기관 

행정기관의 소속단제 65 618 

대학의 부속어학기관 13 127 

종교기관의룡사안케 6 5.9 

개인파외 3 2.9 

기타 15 147 

합계 H12 100.0 

연구 자료(감상문)의 수집 대상은 결흔 이주 여성으로 한국에 시집 온 

지 최소 일 년 이상이 되는 학습자들로 제한하겼는데 이는 힌국의 언어와 

문화에 일정 정도 작용을 하고 시집살이의 경험이 었융을 전제하.JI.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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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특별히 본고에서 논의하는 연구 대상은 적어도 고퉁학교 이상의 중 

퉁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부운 서울， 경기， 천안의 도시에 거주승뜯 

결흔 이주 여성틀이다6) 

감상문의 수집을 위한 시집살이 노래 수엽은 다음의 두 가지 방법에 

의거했다 

첫째 연구끼까 직접 학습 대상7별 선정하고 시집살이 노래를 텍스트 

로 수업을 진행한 후 학습자들에게 감상문을 쓰도록 했다 좀 더 구체적 

유로 밝혀면 서울의 K대학파 경기의 K대학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았는 

결흔 이주 여성 8명파 천안의 M기관에서 학습하고 었는 결흔 이주 여성 

10명에게 각각 3차시로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각 차시별로 시댁 식구와 며 

느리의 관계에 대한 ròd뽕가마 캔 며느리」와 r형님형님 사촌형닝J ， 남펀 

파 아내의 관계에 대한 r진주냥군J ， 친정 식구와 딸의 관계에 대한 r어머 

니 그리는 노래」를 제시하고 노래의 배경파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 

리고 이에 대해 학생틀에게 간단한 소감을 물어본 뒤 감상문 쓰기 활통을 

독려했다 

둘째 현재 다문화가족 센터어써 결흔 이주 여성을 가르치고 었는 한국 

어 교사들에게 시집살이 노래 텍스트와 교사 지침서를 제시하고 학생들 

의 감상문 수집을 의뢰했다 서울의 H기관에서 학습하고 었는 결혼 이주 

여성 6명파 경기 용인의 Y기관에서 학습하고 었는 결흔 이주 여성 10명 

을 대상으로 이들에게는 한 차시 당 두 펀의 시집살이 노래를 2차사에 걸 

쳐 수업을진행하였다 

이로씨 총 수업 참여 학습자는 34명인더1 두 명의 학습자가 감상문을 

6) 지역별 국게결혼 현황을 보면 농어촌 지역보다 도시 지역에 거주õ}는 결혼 이주 여 

성이 훨씬 더 많음을 볼 수 있다〈통겨1청， http://www,kostatgokr ‘국게결혼 이주자 
(겨1)’ 참죄 한면 농어촌 지역에 거주응노 결혼 이주 여성은 다른 공강의 양상을 보 

일 수도 있는데 이는 추후의 연구 과제로 냥겨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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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지 않。}서 참여 학습자는 32명으로 집계하였다 참고로 본고에서 

제시한 감상문은 연구자가 논의의 전개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을 대표 

적으로선정한것이다 

〈표 2> 문석 대상 자료의 학습지 극적과 펀수 

중국 영본 에트남 팔리핀 러시아 
우즈베 

합계 
키스탄 

참여학습자 13 8 6 2 2 l 32(영) 

분석 대상 
7J 18 8 2 3 4 없(켠) 

감상문 

U 시집살이 노래 수용에서의 공감과 그 의의 

l 공감의 개념 

문학 교육에서 공김-(syrrpa!hy)7)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다8) 따라서 공감의 개념은 철학적 논의와 그 성파에 기대지 않을 수 

없는데 학자마다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였다 예를 들연 흉(Huræ， 19J1 

574-591)은 인간이 공유하는 통일성이나 유/、냉은 공감으로부터 발생하 

고 이는 사교와 교육을 통해 향상될 수 였다고 보았다 또힌 공김이 도덕 

적 판별의 주된 근거임을 주장했다 흉파 함께 도덕적 통기와 발달을 논 

7) ‘sym~따lY， en떠hl1IDg’는 역^l이] 따라 ‘공강 흑은 ‘통강으로 달리 번역되는데 온고에 

서는 ‘공감으로 풀이하였다 

8) 하지만 최근 들어 문학 수용에 있어서 공강의 의미와 역할을 밝히고자 õ}는 주목할 
만한 벚 편의 연구를 찾아 볼 수 있다 강효쟁(axJ7)， 우신영(2(XBl， 서유정(∞ 2) 퉁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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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승F는 고}정에서 공감 개념을 가져 온 스미스(Smith， 1없 9)는 상상에 의 

한 입장의 전환이 공감의 기초가 되며 이를 통해 타인에 대해 통감승운 

감정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의 논의는 공감의 상호 작용성 

에 대해서는 설명해 내지 못했다 

이렇게 공감에 대한 다향한 정의와 개념들 중 본고에서는 공감을 타인 

의 체험에 실제적으로 침여하는 것이며 그것에 반용하는 것으로 여기는 

셀러(Sch잉er)의 관점을 논의의 기반으로 삼고자 힌다 셀러(2lXlS: 531-513) 

는 진정한 의미의 공감은 타인의 체험에 침여하려는 의식적 의도를 내폭 

하며 타인파 나 사아에 간격파 거리검; 분리 의식을 유지하고 타인을 단 

순한 영/양1 아닌 나와 똑같은 실재적 존재로 취급한다고 하였다 또한 

타인의 내연을 추체험하면 직관적 이해를 통해 공감이 가능하다고 보았 

다 이는 공감을 타;<}와 자신을 통일시(同→視)하여 통일한 감정을 처1험 

하는 감정이입의 형태로 보는 기존의 협의적 공감의 개념을 벗어나 좀 더 

확장된 형태의 공감 개념을 제시한 것이다9) 

이를 토대로 본고에서는 공감을 단순히 타인이 느끼는 희로애락을 통 

일한 감정으로 함께 느끼는 것이 아닌 거리 두기를 통해 타인의 정서적 

체험에 반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공감 %탱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볼 

것이다 

2 시집살이 노래의 특정 

시집살이 노래는 민요10)를 내용에 의해 분류한 명칭으로서 결흔한 여 

9) 그러나 셀러의 논의는 공강의 사회 • 문화작인 벅략을 간과힌 측면이 있다 공강은 
개인작 쟁서 처1헝을 넘어 사회 • 문화작 벅락 속에서 다른 샤람들과의 소통을 추구 

하는 것에까지 니<>}7}야 한다 왜냐하면 공강에는 분영히 사회 • 문화작인 요소가 개 
재되어 있고 개인의 공강이 사직 흑은 내작 C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타인과 함께 õ}는 

외작 흑은 공작 C영역어써 소통휠 때 공강의 의미를 더올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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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시집 생활에서 겪는 생각파 감정을 표현한 노래이다 시집살이 노래 

는 여성 민요의 대부분솔 차지하는 노래로서 한 여성의 개인적 체험이면 

서 여성의 공통적 경험인 ‘시집살이’라는 독특한 생활을 그리고 었어 그 

사설이 매우 풍부하다 뿐만 아니라 다른 노래틀은 노통의 형태가 변화함 

에 따라 사라져 가는 데 비해 시집살이 노래는 생활상의 펼요로 인해 부 

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비교적 활발히 구연되고 였다{서영숙， l>ffi 3•) 

시집살이 노래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고}쟁에서 창자의 의식이 작품에 투영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다양한 각 편이 생기는 왼인이 된다 

한펀 시집살이 노래는 결혼 생활에서 겪는 생각파 감정을 토로하는 것 

이 주요 내용인데 이 생각파 감정은 사집 간 여자와 남펀을 비롯한 사집 

식구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시통생， 통서， 첩 와의 인간관계에서 비 

롯된다 주로 시집 식구 남펀파의 관계가 나타나지만 때로는 첩 친정 식 

구를 다루기도 한다 첩파 친정 식구는 얼핏 보면 시집살이오J는 관계없는 

듯하지만 시집 간 여자가 결흔 생활을 해 나가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시집살이 노래에서 빠지지 않는다 시집살이 노래는 평민 여성들의 

생활파 감정을 어떠한 여파 장치도 없이 생생한 날 것 그대로 진솔하게 

보여 주기 때문에 같은 차지의 여성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카는 특성을 지 

니고였다 

101 민요는 기능，사설의 내용이나주제， 가창방식， 융격， 창^}， 시디H， 지역 등여러 가 

지 기준에 의허써 분류가 가능하며 연구 목작에 따라 특쟁 기준을 중요시할 수 있 

다 온고에서는 민요의 내용과 주제에 대한 학습자의 쟁서 체헝과 공감을 주목작으 

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요를 내용상 분류한 체계를 따랐응을 밝혀 둔다 믿L요의 분 

류에 대한 논의는 고쟁옥\19엉1 ， 박갱수 서대석(19921 ， 박갱수(1됐) 등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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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집살이 노래를 통한 공감의 의의 

시집살이 노래는 화.7}.의 시집살이의 경힘을 토대로 거기서 얼어난 사 

건파 감정을 노래힌다 이는 옛날 한국 여성틀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결흔한 여자연 누구나 겪는 영상의 체험이다 즉 시대나 국적을 초월송H서 

한 여성이 전혀 다른 이질적인 문화권에 출가하여 그 문화권에 약숙해지 

기 전까지 겪어야 하는 결흔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이다 

특히 다른 나라어써 힌국으로 시집 온 이주 여성등에게는 낯선 언어와 

문화 λ}회적 환경 때문에 시집살이의 어려융이 내국인이 겪는 것보다 훨 

씬 더 크게 느껴지거나 다른 충위에서 내국안파는 다른 문제에 직연승}71 

도 한다11) 즉 다른 문화적 환경에서 성장한 배경으로 인해 남펀파 시집 

식구와의 정서적 거리감을 좁히기 힘들거나 본질적인 문화 차이로 인한 

소통의 어려융이 가중될 수 였다 

한펀L 공감은 기본적으로 ~}라보는 대/엠 나와 같다는 느낌에서 출발 

하기에 시집살이 노래가불린 환경이나상황 혹은 정서가 결흔 이주 여성 

의 현실파 유사하다는 가정은 공감의 형성에 었어서 하나의 전제가 될 수 

였다 독자가 시집살이 노래를 통해 화자와 유사한 정서 체힘을 하게 되 

면 이는 독자 자신의 생활을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조망하는 계기를 만틀 

어 주체적 존재로서의 7}Ó}를 발견하게 한다 반연 작품 속의 화자와 이 

질적인 정서 체힘을 하거나 화7}.의 행위에 통의하지 않더라도 독자 개인 

의 정체성이나 주체성 확립에는 영향을 미칠 수 였다 왜L봐연 공감이란 

11) “시어머니는 나한태 한마디도 않고 웃지도 않고 그냥 내가 없다고 생각함 것 같 

다 왜냐하면 시어머닝의 부모닝들 일온 통치 응애] 고생õ}셨던 샤립이었다 지긍도 

시어머닝의 사투리가 심해서 무슨 말씀 하시는 것 옷 들어는 때가 많다 아마 안 

좋은 말을 aμ]는 것 같다” 서울 H기관 일본인 학습자의 강상문 중어μ1(대졸'， 39 

세， 결혼 10년채 자녀 있음) 



156 국어교육연구 저1126 집 

주체가 타자와의 분리를 의식하면서도 타자의 감정을 지호냥때 대상이 

느끼는 감정파 인접한 감정을 느끼는 상태이자 그 작용으로 그 결파 생 

겨난 대상에 대한 정서적 지지를 포함승F는 것이기 때문이대검효정， 때7 

21) 

또한 시집살이 노래는 한 개인의 넋두리나 힌풀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같은 여성 공통 집단의 공감을 일으켜 정서적 반호t은 물론 여성틀 간 

의 사회적 유대 의식을 강화시킨다 한 며느리가 처해 었는 고민은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여성 공통의 문제이며 그라한 공통성은 여성 상후 

간에 일치되는 일이므로 여러 사햄1게 공명을 일으켜 공감을 사회적 장 

(場)으로 확대사카는 역할을 한대임통권， l ffi2: 52) 

m 시집살이 노래 수용에서의 공감의 양상 

시집살이 노래의 화7、}를 통해 느낄 수 었는 감정들은 주로 시집살이에 

대한 고통파 서러융， 시댁 식구에 대한 미옵파 분노 남편에 대한 사랑파 

왼망， 친정 부모에 대한 그리옵， 자식에 대한 애정 퉁이다 따라서 본고에 

서는 시집살이 노래 중에서 ‘사댁 식구 며느리， 남펀 아내 친정 부모 딸 

파의 관계에 대해 옳은 노래를 중심으로 학습자의 공감 양상을 살펴보도 

록하겠다 

l 타자와의 동일시 

결혼 이주 여성들의 r시집살이 노래」 감상문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 

의 하나가 작품 속의 화지를 본인파 통밀한 실재적 존재로 인식하고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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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다 공감은 타언을 나와 똑같은 실재적 존재로 취급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즉 공감은 타언을 머릿속에서 딘순한 상상으로 존 

재승F는 것이 。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실재성을 지닌다고 여길 때 이루 

어진다 

다음은 사집 안 간 처녀가 먼저 시집을 간 사촌 언니에게 시집살이에 

대해 묻자 그에 대한 대답을 해 주는 r형님형님 사촌형님」 노래이다 노 

래 속의 화자는 시집살이의 어려옴을 하고 싶은 말이 었어도 못하고 무언 

가를 봐도 옷 본 척해야 하는 즉 항상 자신의 의λ벌 표현하지 못하고 살 

。}야 함을 벙어리와 봉사로 비유하고 였다 그만큼 시집살이가 지난항을 

보여주고 였다 

원 택λE 재구생한 텍λE 

성님성님 사촌정님 형님형님 시촌형님 

시집살이 어떻던고 시집살이 어떠세요? 

시집살이 말도마라 시집살이 말도 하지마라 
말끝마다눈울이라 말할 때마다눈울 난다 
뱅어리라 상년되고 뱅어리로 상년 살고 

봉사되고상년되어 봉사되어 상년 살고 
석상년을 살고나니 구년을살고 나니 

머리털이 다시었딴다 12) 머리카락이 하얘졌딴다 

힌국에 시집 온 지 거의 십여 년이 되었고 시부모님파 함께 사는 학습 

자 (H)는 시집살이의 어려옴을 경험하고 었는데 이는 여전히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1 학습71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부단히 노력 

을 하고 있융에도 불구하고 갈퉁을 쉽게 해결하지 못해 고통을 겪고 었는 

데 자신이 벙어리 혹은 소경처럼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노래 속의 화자 

를 자신파 통일한 실재적 존재로 여기고 였다 

121 강영진(1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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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닝의 가르치산 노래 7μF는 너무 좋았어요 처음부터 시집살이 힘든 

줄은 어머니 때부터 다 아는 사실이였지만 저의 극개중극)어서는 남녀평 

둥을 많이 선호등운데 뻗어서는 지긍도 옛 전통이 이어져서 남존여비 사 

상이 너무 심하고 다가가기 힘든 시어머니와의 관계 한 발짝 다가가연 다 

가간 만큼 힘드니 노래 가사처럼 벙어리 삼년 소경 삼년이 저에게는 너무 

힘든 과제예요 그리고 일부일처제인 현시 생활어써 남면이 말로라도 저한 

다1 여자로써 상처받을 얘기는 상가주고 본인 부모닝이 중해도 본인 말고 

이 땅에 와 사는 마누라의 얘기도 좀 들어줬으연 ð~는 바럼이 생겁니다 

중극인 학습자 (H) 

힌펀L 결흔 이주 여성들이 거의 대부분 비슷한 공감의 òJc상을 보인 것 

은 친정 부모와 시집간 딸의 관계를 그런 r어머니 그리는 노래」이다13) 

이 노래는 동아가신 친정 부모님을 볍는다는 것은 군방파 젠 밤에 싹이 

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임을 말해 주연서 부모님에 대한 

그리융을 나타내고 있다 시집간 여자에게 친정 부모는 처녀 때의 부모와 

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시집가기 전후 모두 정신적 • 삼리적 안삭차로 

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분영하나 일단 시집을 간 후에는 함께 살던 처녀 

때와는 달리 공간적으로 따로 떨어져 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쉽 

게 찾아 별 수 없고 또 찾아 별 수 였다고 해도 부모의 걱정하는 마음을 

헤아려 흔자서 침6배는 경우가 많다14) 이는 결흔을 õl서 시집 사람들파 

13) 시집살이 노래에서 친쟁 부모와 딸을 주게로 한 노래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 

년다 a따는 시집가기 전의 딸과 친쟁 식구와의 관계를 노래한 것이고 다른 하나 

는 시집 간 딸피 친쟁 식구와의 관계이다 「어머니 그리는 노래」는 후자에 속한다 

14) “저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에 트냥에 가신 부모닝께 연락을 안 드려요 그냥 저 

혼자창아요--) 저는우리 아버지한태 한영 말이에요그래서 더 잘해야하는 

데 ( --) 방학때 버트냥가는것도실은가고싶지 않아또 저를걱쟁a써서요 

“녁 한국어”서 힘들면 연제든지 다시 에트낭에 와 너 I당도 있고 집도 있잖아” 하지 

만 전 。뷰리 힘들어도 이혼 안 하고 여기서 살 거여1요” 서울 K기관 베트남인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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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 안에서 또 자삭을 낳아 기르면서 친정 부모의 마음을 진삼으로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힌국의 전통 사회에서는 출가외인이 되면 부모님이 툴。}가사는 퉁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친정을 방문할 수 었는 경우가 흔치 않았다 이는 

타국 멸리 시집을 와서 자주 친정 부모님이나 친정 식구틀을 만날 수 없 

는 결혼 이주 여성틀의 상황파 비슷하기도 한데， 이 노래를 접한 학습자 

틀은 노래 속의 화자를 타자화해1 보다는 자신의 이。r71로 여기는 경우 

가많았다 

원 택λE 재구생한 텍λE 

하늘천자 따지자를 다그려도 듭난를천자 명지자를 다 그려도 

우리 부모 오냥은 옷그리구 우리 부모 모습은 옷 그리구 

하늘천자따지자를 하늘천자팡지자를 
그려라도옷기리구 그리려고 해도옷그리구 

저그가는 저선배야 울어머니 저송길로 저기 가는 저 선배야 우리어머니 

만나보소 죽읍 길에서 만나보세요 

군밤닷되 젠밤닷되 군밤닷되젠밤닷되 

문턱밑에 묻어놓고 문턱 밑에 묻어 놓고 
그뱀이 썩이나연 그밤에싹이나연 

네거머니 모습이란다 15) 너1 어머니 모숨이란다 

우리가 웅얘응얘 을며 대어났을 때 처음으로 만난 가족은 아마 엄b댐뻐 

없나 봐요 또는 엄마는 우리 옆에 있는 시간이 제일 긴 셈이에요 당연히 

엄마는 우리를 가장 사랑능뜯 분이서1요 엄마는 우리가 등에S바 재}는 

것을 보연서 자717} 등봐하마 늙어 졌어요 이럭저럭 엄마는 어머니가 되 

어 졌어요 우리가 시집을 갈 때 어머니는 마음이 기쁘고 또 슬펴요 기쁜 

것은 저를 사랑능뜯 남자틀 찾았어요 슬픈 것은 자기가 사랑능뜯 딸이 바 

학습자의 강상문 중에서(대학 재학 중， 21세， 결혼 2년채 시부모와 똥거하지 않음， 

자녀없음) 

151 서영숙(었1): 537•5'B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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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기를 떠날 거예요 우리가 결흔한후에 냥펀하고 같이 살고 새로올 생 

활을 시작했어요 어머니하고 자주 만닐 수 없고 새로운 환경 때문에 간혹 

어머니를 그리워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마 항상 우리의 사진을 보연서 

우리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나누고 혼자 웃었어요 그런 마음은 우리가 이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집을 가더라도 우리는 어머니의 딸입니 

다 우 리는 어머니의 몽에서 떨어진 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집살이를 

할 때 어머니가 돌아갔다연 마음속에 얼마나 슬펴 죽겠는지 말할 것도 없 

었어요 옛선에 어머니하고 같이 살 때의 장연을 활작 눈에 밟히었어요 계 

속 어머니를 모시는 기빡 없고 원래 어머니를 보시라 7}는 시간이 없으 

니까 얼마나 후회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 파거가 됐어요 우리가 할 수 있 

는 일은 영완히 b염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뺀1 없어요 어머니는 

건쩍써 우리를 보고 있겠어요 

• 중극인 학습자 (J) 

학습자 (J)는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단상을 어렸을 때의 경힘을 회상하 

면서 풀어냈다 출생부터 결흔 이후η}지 어머니와의 추역을 그리면서 어 

머니의 감정을 。F주 섬세하게 읽어내고 있는데 이는 결흔을 õl서 。}이를 

낳아 본 여성만이 느낄 수 었는 고유한 감정이기도 하다 또한 어머니와 

았었던 일상의 소소한 사건틀을 기역해 내면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 

이 인상적이다 낯선 땅에 시집와서 가장 생각이 많이 나는 사람은 부모 

념 특히 어머니아며 어머니의 죽음은 이들의 성장 파정에서 어머니와의 

추역까지 되새기게 한다 그리고 사후 세계에서 어머니를 다시 만날 기대 

와 자신의 삶 속에서 어머니를 영왼히 기역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냈다 

*'}가 시집살이를 할 때 어머니의 부고를 틀은 작중 화CÂ}의 정서 즉 

슬픔， 그리옵， 。}쉬옴 퉁의 정서와 완전한 일치를 이루며 어머니와 함께 

했던 자신의 일호}를 통해 어머니에 대한 그리융을 구체적으로 형상호봐 

고 였다 여기에서 보이는 공감의 양상은 노래 속 화자의 정서를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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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안에서 재현함으로써 대상의 정서를 실제적으로 느끼게 되고 일치 

를이루는것이다 

2 타자체험의 자기화 

시집살이 노래에는 여성틀의 다양한 목소리가 담겨져 었는데 시집살이 

에 대한 고통이나 울분， 서러융， 체념 퉁의 수통적이고 부정적인 감정뿐 

만 아니라 시집살이를 타개하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능통적인 사고와 행 

통 또한 적잖01 찾아 볼 수 였다 이에 대한 예로는 ròd뽕가마 캔 며느리」 

가대표적이라고할수였다 이 노래는사집 간지사흘만에깨를묶으 

라는 시어머니의 명령에 며느리가 깨를 묶다가 까냥파 주걱을 망가뜨 

리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친정의 논밭을 팔아 다시 사 놓으라고 하고， 

며느리는 이에 대항해 자신의 몸값 혹은 처녀성을 되폴려 달라고 하는 내 

용을담고였다 

원 택λE 재구생한 텍λE 

시집가던 상일만어1 시집간지 상일 만어1 

시어머니 거퉁보소 시어머니 행통 좀 보서1요 

장깨 닷말등깨 닷말 장깨다섯말등깨다섯말 
•'f 仁/κ↓。EU EL i 기j기~~~j 。ι 영 말을 부으라고 하서1요 
장깨 닷말등깨 닷말 장깨다섯말등깨다섯말 
두 닷말을복고나니 영 말을부고 나니 
양가매도벌어지고 가마솥두개도긍이 가고 

양주게도벌어진다 주걱 두개도긍이 갔어요 

시어머니 거퉁보소 시어머니 행통 보서1요 

아강아가며늘아가 아가 아가 며늘 아가 
너희집에 어서가서 너희 집에 어서 가서 
상간전지 다팔아서 논받재산 다팔아서 
양가매도울어주고 가마솥두개도다시 사주고주걱 두개도 

양주게도울어주라 다시사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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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님 썩 나옵서 아강아가 며늘아가 
너희집에 어서가서 
서1간전지 다 팔아서 
양가매도울어주고 

양주게도울어주라 
며늘아기 거퉁보소 
은방석 돗방석을 

훨훨 털어 를치서1고 
시아버님 역 앉으소 
시어매님 척 앉으소 

새빌같은자기 자식 

옥매같은 말을 타고 이내 집에 틀어와서 
밤중밤중 한밤중어1 
이내 몸을 힐었으니 

이내 몸을울야주연 

양가'H두울어주고 
ÒJ주게도울어요 

아강아가며늘아가 

양가'H두그만두고 
양주게두그만둬라 

우리며느리 말잘한다 
당밖에라 말 나갈라16) 

시아버님 썩 나오시연서 

아가 아가 며늘 아가 
너희 집에 어서 가서 
살림살이 다팔아서 

가마솥두개도다시 사주고주걱 두개도 

다시사주라 
며늘 아기 행통 보세요 

은방석 돗방석을 

훨훨 털어 깔아두고 
시아버님 여기 앉으세요 

시어머님 저기 앉으세요 

셋별 같은자기 자식 
꽃과 같은 말을 타고 우리 집에 틀어와서 

밤중밤중 한밤중에 
나의 몸을방가뜨렸으니 

나의 옴을 처녀로 되돌려 주연 
가마솥 두 개도 다시 사 주고 

주걱 두 개도 다시 사드릴게요 아가 아가 

며늘아가 

가마솥두개도안사주고 
주걱 두 개도 안 사줘도 된다 

우리 며느리 말 잘한다 
이웃집에 소문나겠너1 

시집간 여자들은 가족 구성왼 중 누구보다 7}'、} 일을 많이 감당해야 

하는 의무와 잭임을 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승운 

불평퉁하고 부당힌 경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였다 그런데 현대의 

며느리들은 시부모와 갈퉁이 생겼을 때 유교적 전통이나 관습에 따라 시 

집 식구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려 하지 않는다 자신의 생각파 의지를 

관철시카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 때로는 배우자에게 왼조를 구하기 

도 힌다 그러나 시집파의 갈퉁은 누구보다 당λ}자인 며느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배우자인 남편의 역할에는 한계가 았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시집 

161 힌국쟁신문화연구원(때4: 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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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노래에 나타나는 남펀들은 아내에게 관심이 없거나 무능한 남성으 

로그려지는경우가대부운이다 。1 점에서 r양통가마캔며느리」의 화자 

는 주목할 만하다 자신이 처한 부당한 상횡을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적극성파 주체성을 가지고 본인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고었기 때문이다 

힌펀L 대다수의 학습자틀은 시부모의 부당함에 대해 가지를 발휘하여 

대항하는 노래 속의 화뺀1 며느리의 말파 행위에 통조항파 통사에 적극 

적우로 지지하연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모습을 북여 주었다 나。}가 자 

신이 처한 현실의 결흔 생활어μ1 이 노래 속의 화자처럼 행통할 수 았기 

를바랐다 

저1 생각에 이 며느리가그렇게 말을하는것처럼 나도똑같이 하고싶어요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해해 주고 말을 하며 좋은데 생각은 하 

는데 말은 못해요 이렇게 일힐 수 있는 여자가 부라워요 이런 시아버지 

시어머니었으연 좋겠어요 이런 힘든 일은 없어졌으연 좋겠어요 

베트념 인 흑L습자 (D) 

며느리의 당당하고 현살에 직연ðB는 모습이 벗졌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 

지의 불합리적인 표현에 절대 순종이 아닌 자기 표현을 챙확히 표현하며 

의젓한 자서1로 살。}가는 모습은 많은 여성들에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 

도 시댁과 어려운 일이 생기연 이 며느리처럼 행통하고 싶습니다 

중극인 학습자 (K) 

감상문을 살펴보면， 학습자들은 며느리가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이나 상황 보다는 그 사건이나 상뺑1 대처승뜯 작품 속 화자의 행위 

양식에 관심을 가지고 화자의 체험에 통침하기를 왼하고 였다 이는 이와 

통일한 상황은 아닐지라도 유사한 시집살이의 경험이 었는 결흔 이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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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틀에게 상황에 대한 이해는 직관적으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갈퉁 

상황 문제보다는 그 해결잭에 더 깊은 관섬을 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였 

다 즉， 화자의 관점으로 상횡을 r빡늄H 감정이입(emPi펴w)을 하기 보다는 

사건의 실체에 접근해 상횡을 판단하고 해결잭을 모색하고 였다17) 

일반작으로 화자와 독자가 유사한 차지에 였으면 감정의 볼엽이 쉬워 

독자는 감정이입의 상태에 접어드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진정한 의미에 

서의 공감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감이란 타인의 체험에 실제적으로 침여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반웅하는 것이다 이 점어써 rÒJ통7}마 캔 며느리 

」의 화자의 체험에 지지를 표하고 독자 자신이 그 체험에 침여하고 나아 

가 자기해g 己化)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을 공감의 한 %탱으로 

보아도무방할것이다 

3 타자체험의 객관화 

시집살이 노래 가운데 많은 부분솔 차지하는 것이 ‘남면파 아내의 관 

계에 대한 것이다18) 결흔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파에서 주목 

할 만한 점은 시부모 못지않게 배우자인 남면을 어렵게 생각힌다는 것이 

17) 셀러는 공강을 위해서 강쟁이엽이 필요하다거나 과거에 자신이 체헝했던 el를 상 

기해야 한다는 것을 거부하고 타인의 체헝은 모뱅이나 강쟁이압이 없어도 작관작 

으로 가능하다고 보았다〈셀러， 2(ffi 않9) 
18) 서영숨은 시집살이 노래를 인물들 간의 관겨l "l- 이들 λ}이에서 빚어지는 λ}건의 형 

태로서 분류하였는데 먼저 주인공과 상대인물의 관계를 14가지 유형으룩 이 관계 

안어써 일어나는 사건의 차이에 따라 647H의 유형으」로 더 세분화하였다 냥련과 아 

내의 관계는‘베 짜며 기디리딘냥편이 죽자한탄õ}C ò}LII'，‘냥련이 기생첩과놀며 

모른 체 하자 자살õ}C 。때， 낀주냥군이 기생첩과 눌자 자살응노 아니~， ‘길어써 

만난 남면이 몰라보자 한탄õ}는 아내’， ‘남면에게 편지 하나오지 않자 한탄õ}는 아 

내， ‘이별한 。애가 죽자 한탄õ}C ò }LII', ‘집나갔던 아내가 붙갑자 뿌리치는 남편) 
의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대서영숙， 2()J): 47•f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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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라면서도 가장 관심이 았고 관계 개선의 여지가 었는 사람으로 

남편을 언급했다19) 시집 식구와 남펀 모두 어렵고 불펀하지만 시집식구 

와의 갈퉁은 체념하거나 수용하는 쪽으로， 남편파의 갈퉁이나 문제는 해 

결잭을 도모하려고 노력승뜯 경호t이 강했다 

예나 지긍이나 남편파 아내의 관계에서 갈퉁을 일으카는 가장 큰 왼인 

은 남펀이 첩을 두거나 바람을 피우는 일인데 유교 융리가 지배했던 옛날 

사회어써는 아내라면 어쩔 수 없이 받6뜯여야 하는 일종의 의무이기도 

했다 비록 내적우로는 받-ð}'들이고 싶지 않더라도 남펀의 부당한 처신에 

대종H서 외적으로는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러한 아 

내의 내적 갈퉁을 시집살이 노래 r진주냥군」의 화자{아내)20)는 다융파 같 

이 풀어내고였다 

원 택λE 재구생한 텍λE 

올도당도 없는 이집에 올타리도 당장도 없는 이집에서 

시집상년 살고나니 시집살이를 상년 하고 나니 
시어머님 하는말씀 시어머님 하는 말씀 
아가아가며늘아가 아가 아가 며늘 아가 

19) 설문지 14번 문항，<가장 관십 있는 가족 관겨1> 

71'장 관심 있는 가족 관계 빈도(명) 비융(%) 

남편 아내 fI3 5i9 

부모자식 19 1&6 

시집식구 며느리 14 13,7 
기타 11 10,8 

친챙식구 딸 2 2,0 

합계 102ωo 

20) ，진주낭군」 노래 속의 화자는 아내， 시어머니， 냥련의 세 병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각의 압칭을 대변õ]-C 목소리를들을수있다 하지만온고에서는논의의 초점을 

분[영히 õ}기 위해 시집살이의 당사자민 ‘아내에만 주목하고자 한다 

21) 임재해(1얹장 635• 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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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아가며늘아가 아가 아가 며늘 아가 
진주낭군 보려며는 진주낭군(남편) 보려고 하연 
진주강에 빨래를가라 진주강에 빨래를 가라 
시어머님 그말씀듣고 시어머님 그 말씀듣고 
진주강에 빨래를가니 진주강에 빨래를 가니 

철썩궁칠썩궁씻으니 칠썩궁철썩궁씻으니 
흰빨래를 희거] 씻고 흰 빨래를 희게 씻고 
겁퉁빨래 겁게 씻고 검은 빨래 겁게 씻고 
난데없는말자국소리가 갑자기 발자국소리가 
칠썩궁철썩궁 툴리는구나 칠썩궁칠썩궁 툴리는구나 
옆눈으로 흘깃보니 옆눈으로 흥깃 보니 

진주낭군 S벌같은 갓을쓰고 진주낭군 하을 같은 갓을 쓰고 
구름같은갓을쓰고 구름 같은갓을쓰고 

하늘같은말을타고 하늘 같은 말을 타고 
기생첩을 옆에끼고 둘째 부인을 옆에 끼고 

온척만척하고 돌아가는구나 온제만제 하고 돌아가는구나 
주섬주섭 주어담아 주섬주섭 주어 당아 

집으로 돌아오니 집으로 돌아오니 

시어며님 하는말씀 시어머님 하는 말씀 

아가아가며늘아가 아가 아가 며늘 아가 
진주낭군 보려며는 진주낭군보려고하연 

사랑방으로 내려가라 사랑방으로 내려가라 

시어머님 하는말씀 시어머님 하는 말씀 
사랑방으로 내려가니 사랑방으로 내려가니 

기생첩을 옆에놓고 기생첩을 옆에 놓고 

오색가지 안주놓고 여러 가지 안주 놓고 

아흥가지 술을놓고 아흥 가지 술을놓고 
권하고마시고하는구나 주고받고하는구나 
그걸보고웃방으로 그걸 보고웃방으로 

석자서1치 명주수건 석자 세치 영주수건 

목어l걸고죽어졌너1 목에 걸고죽어버렸너1 

진주낭군그말듣고 진주낭군그말듣고 
버선발로웃방으로 버선발로웃방으로 

뛰어서 올라가서 뛰어서 올라가서 
일어나거1 일어나게 일어나거1 일어나게 

기생첩은 상년이고 둘째 부인은상년이고 

백년부부는 백년일서1 백년부부는 백년일서1 

일어나거1 일어나게 211 일어나거1 일어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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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래의 주인공은 울타리도 담장도 없는 가난한 집에 시집오'Vi 온갖 

어려융을 겪으며 생활하는 아내이다 아내는 오랫동안 남편의 긍의환향 

을 기다리연서 시집살이를 견디고 았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귀향하연서 

첩을 데리고 온다 그러면서 조강지처인 아내는 모른 척하고 삼지어 첩파 

유흥을 즐기자 아내가 스스로 목숭을 끊는 내용이다 아내가 죽은 뒤에야 

남펀은 아내의 소중항을 깨닫지만 이미 때늦은 후회일 뿐이다 이 노래 

속의 화자인 여성은 시집살이와 남편의 외도에 대해 자신이 할 수 었는 

최대의 극단적인 행통인 자살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표출한다 아내의 자 

살은 남펀이 첩을 더1리고 귀가함에 따라 남편이 폴。댄 뒤에 누렬 행복감 

파 기대감은 물론 남편파 떨어져 살았던 시집살이 삼 년 간의 보상 삼리 

도 말살당해 열어나는 절망직 결단이다 화자의 자잘 행위를 여성이 직연 

한 현실을 인식하며 이를 통하여 자기 위안작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된 

다는 점을 지적한 연구(길혜숙， aXJ2: 197-3)1)도 었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현실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이고 능통적인 해결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화X띤1 주인공의 죽융 뒤에 이루어지는 일들 예를 들면 남펀의 

후회나 사죄 은 문제의 해결에 。F무 도융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노래를 통"1서 선형적인 시집간 한극 여성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을론 

요즘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 노래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완인이 바로 아내와 

남편의 갈퉁어서 찾。F볼 수 있다 이 노래를 통해 콩감되는 것은 남면파 아 

내의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갈퉁의 문저에 대한 콩좌에다 대부분 가쟁에 

서 특히 다운화가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저 는 바로 이 문제일 것 

이다 

저는 이 노래의 텍스트를 읽으연서 첫째， 냥편의 대도 둘째， 아내의 대도를 

살펴보았다 한극의 냥펀들은 직장생활파 여가 생활을 하는데 바쁘다 노래 

어서는 남면이 다른 여자를 데려오지얀 현대 생활어써는 그 자리를 또 다 

른 요소가 차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 게임이나， 텔레비전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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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살럼을 한 아내를 도와주지 않고 자신의 생활의 바쁜 남편에 경우가 

종종있다 

또한 시집살이를 한 아내에 경우 노래에서는 아내가 자살을 한다 오늘닐 

아L품은 자살과 비슷한 요법으로 이흔을 선택한다 특히 다운화가쟁의 외 

극인 아내들의 경우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외극에 귀극하는 경우도 있다 

텍스트를 읽으연서 냥펀들은 아내 또한 가쟁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반대로 아내는 극단적인 방법 보다는 현병한 방법으로 가쟁을 지켜주었으 

연한다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 (A) 

위에 제시한 학습자의 감상문은 여러 면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남펀 

파 아내의 갈퉁을 노래 속에서 제시한 작품 외적 이유 즉， 남펀이 첩을 더1 

리고 귀호f하면서 별어진 일로만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결흔 생활에서 

흔히 얼어날 수 었는 여러 가지의 갈퉁상횡을 고려하고 였다 또한 갈퉁 

의 해결잭으로 자잘이나 이흔이 아닌 좀 더 합리적인 관계 회복 방법을 

모색하jl7r 힌다 즉， 작품 속 화7까 처한 상횡을 이해하되 작품 속 화자 

와의 거리 두기를 통해 이를 현대의 결흔 생활에 비추어 재해석하는 능력 

을보여주고였다 

타자의 정서와 행위에 대한 전적인 통감으로서의 공감도 았지만 이처 

럼 타;Zr의 상횡을 관조하고 타7、}의 정서적 체힘을 삼화시켜 자신의 경험 

파 가치로 인식할 수 었는 감상 혹은 비평 활통 또한 공감의 한 òJc상으로 

볼수있을것이다 

W 결론 

본고는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문학 교육의 내용파 방법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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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기초 연구로서 문학 수용의 한 왼리로 작용하는 공감에 주목하고 

그의의를밝히고자했다 

공감은 단순히 타인이 느끼는 희로애락을 통일한 감정으로 함께 느끼 

는 것이 아닌 거리 두기를 통해 타인의 정서적 체험에 반용하는 것이다 

즉 독자가 타인파의 분리 의식을 지니면서도 타인이 지향F는 정서에 적 

극적으로 침여하고자 하는 반용을 보이는 것을 공감으로 보았다 。1러한 

공감은 문학 수용 파정에서 작품 속 화자와의 소통을 활발히 해 주는 중 

요한기제이다 

또한 학문 목적으로 한국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닌 결흔 이주 여성들에 

게는 문학 작품 자체가 지닌 지식이나 정보의 전달보다는 문학이 주는 정 

서적 체험이 더욱 펼요한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학습지들의 공감의 òJo상 

을 살피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결흔 이주 여성틀에게 시집살이 노래를 교육하고 이에 대한 

감상문을 수집 분석하였는데 공감의 양상은 타자와의 통결시 타자 체혐 

의 자기화 타자 체험의 객관화의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결흔 이주 여성을이 문학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 

고 타인파의 소통을 왼활히 하는데 공감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실제로 결 

흔 이주 여성의 공감의 양상을 고갈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도시 결흔 이주 여성만을 학습 대상자를 설정했다는 점파문학 교 

육의 방법에 대한 설계까지는 다루지 못한 것이 연구의 한계임을 밝혀 두 

고 이는 추후의 연구를 통해 보완하그l자 한다* 

* 이 논문은 :mo. 12. 2. 투고되었으며. 2010. 12.3 심사가 시작되어 2010. 12. 13. 싱사가 
완료되었고 2010. 12. 15. 떤집위완회 싱의를 거쳐 게재가 확쟁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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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국문초록 

시집살이 노래 수용어1서 공감의 양상 연구 

결흔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김혜힌 

본고는 결촌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문학 교육의 내용과 방법 설계를 워한 

기초 연구로써 문학 수용의 한 원리로 작용하눈 공검에 주목하고 실제 학습자 

의 공감의 %νj을 살펴 그 의의를 밝히고자 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문학 자료로 시집살이 노래를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제 

시하고 실제의 교살 수업을 통해 감상문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는데 공감의 양 

상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결혼 이주 여성들은 작품의 호t7}를 학습자 자신파 통일한 실재적 존재 

로 인식하였다 노래 속 화자의 정서를 학습자 자산 얀어써 재현함으로써 대상 

의 정서를 실제적으로 느끼고 일치를 이루는 공감의 양상을 보였다 

둘째 결혼 이주 여성들은 타재他者) 체힘의 자기화 욕구를 표현하였다 노 

래 속의 화자의 체힘에 지지(훗持)를 표하면서 독자 자신이 그 체험에 E써하 

고 니아가 자기돼g己化)하고자 하눈 의지를 드라냈다 

셋째， 결혼 이주 여성들은 타자 체험에 대한 거리감을 유지하였다 작품 속의 

화자를 타자로 안식하면서 타자의 상황을 관조하고 타자의 정서적 체힘을 심화 

시겨 자신의 경험파 가치로 인식하눈 감상 흑은 비평 활통을 수뺑뜯 %νj을 

보였다 

[주제어] 시집살이 노래， 수용， 공감， 결혼 이주 여성， 실재적 존재， 타자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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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Study on Sympathy Aspect 

in Folk Song ‘Sijipsali’ Reception 

for Forelgn Wives In Korea 

씨미1 버e-Jln 

This ])1lff, as a æ하c research on cα1Stru(띠ng contents ard desi밍1ing rretbods 

of liκruture education for forei밍1 \\i.ves in Korea, aiIα죄 at mvδtIgatIng lts 

significanæ as fccusing on SyrrJJ: 빼y 때j에 따S 파(e a principle of li1l없π 

reception and 앉an1ining ætual SDu떠1ts’ 앙1lJ!l'lthy aspects. 

FITs~ the foreign wives recognized the narraror in 벼e lilff따ure as their 

l떠1ti때 e잉S떠1æ. 'I1e learnffs a때JalIγ f잉t the target'’s 더mtIαlS and 

derrmstrated the as야ct of recon매꾀g with the narrata-’S EmJtion 

Secrnd, the f，αBign wives represented their personal possessive cl떠rero 빼e 

the 얹perienæ of othemess. Tæy s따lported the narrarof’s 1냥uviour， and 벼ey 

얹Jlli3sed their dt생'e ro 뻐iici])1te in the e없n히re and ro be thms머ves. 

Third, the foreign wives N야 the 며stanæ fran the 앉perienæ of othmess. As 

they recognized the narraror in the li떠 뻐lI'e as a stranger, they con뼈때ated 

othEi’s situatirn and intensified their enrtional 앉Iffienæs 

[Key wordsJ ‘sijipsali’, reæptlOll, SyrrJJ:빼1Y， Fcrei밍1 Wives in Kcrea, Exis떠1Cξ 

The 얹perienæ of othem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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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부록 결혼 이주 여성 설문지 

안녕등벼 니끼? 이 설문은 결혼 이주 여성의 쟁서 제힘 혹은 문학 치료를 위한 기초 

연구자료를위한것입니다 이 설문은연구목척 이외에는어떠한자료로도사용치 않 

을 것이니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 니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 전용 박사과청 깅혜진 

1 나이를 표기하여 주십시오 

W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 기태 

2 국적을 표기하여 주십시오 

@중국 @베트남@필리핀@일본 

3 종교를 표기하여 주십시요 

@기독교 @가톨릭 @불교 

@통일교 @종교없음 @기타{ 

4 학력을 표기하여 주십시요 

@몽골 @기태 

@이슬람교 

@ 초등학교 졸업 @ 중학교 졸업 @ 고통학교 졸업 @ 대학교 재학 

@ 대학교 졸업 @ 대학원 재학 @ 대학원 졸업 @ 기타{ 

5 작업을 표71"1여 주십시오 

@ 사무직 @ 가정주부 @ 공장 근로 @ 자영업(장사 릉) 

@ 농업 · 어업 수산업 @ 서비스업(가게， 식당 등) ø 교육작 
@ 영업직(보험， 화장품 판매 퉁)@ 기태 

6 거주 지역은 어느 곳입니까? ( 

7 한국어를 얼마동안 공부했습니깨 

W6개월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ø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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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국어를 주로 어디어써 배우고 있습니까? 

@대학의 부속어학기관 

@구청 릉의 행정 기관소속 단체 

@ 교회 릉의 종교기관 봉사단체 

@개인파외 

@온라인 

@기타( 

9 본인의 현재 한국어 수준은 어떻습니까? 

@거의 할줄보른다 

@ 약간 할 수 있지만 몸짓으로 많이 니타낸다 

@ 가족 등 친밀한 사람들과는 약간의 의사소통이 된다 

@ 친밀하지 않은 샤람들과도 무리 없이 이야기를 한다 

@ 한국어가 능숙빼 모든 사람파 의사소통을 하는데 장。까 없다 

( * 만약 한국어 능력 등굽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읍) 
10 한국어를 배우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깨(한 가지만 고르서1요) 

@취직을 위 õj서 

@자녀 교육을위해서 

@ 가족과의 대화를 위해서 

@ 한국 사람들파 대화하기 위해서 

@ 한국 생활과 한국 문뼈 적응하기 위빼 

@기태 

11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W6개월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년이상 - 2년미만 

@2년이상 -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 이상 →~1O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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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년 이상 

12. 시집식구(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시통생 등)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13 가족 중 대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은 누구입니깨 

@ 남편 @ 시어머니 @ 시아버지 @ 시누이 @ 시통생 

@시아주버니 @통서 @자삭 @없응 @기태 

14 가족관계 중 가장 관심 있는 관계는 무엇입니깨 

@시집식구며느리 @남펀아내 @친정식구딸 @부모자삭 

@ 차가식구 사위 @ 기태 ) 

15 가족관계의 어려웅{스트레스)을 어떻게 극복합니깨 

@가족과의 대화 

@ 같은 저지의 결혼 이주여성들과의 수다 

@ 텔레비전 시청 벚 영화 관람 

@응악듣기빛노래부르기 

@기태 ) 

16 결혼생활이 어려울 때 가장 생각나눈 사람은 누구입니까? 

@ 친정 부모님 @ 언니， 오빠 @ 통생 @ 할머니， 할아버지 

@자식 @기태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