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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셔론
언어교육어 서 대중운화의 우| 상에 대한 논의논 비교적 오래 전부터 이

루어져왔다 과거에는 규범적 언어 습득을 위해 대중운화에서의 왜곡왼
언어사용을 교육의 국연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 대중문화가 일상적인 언어알풍 양상융 잘 보여주
고 학습자의 흥미 유딸에도 도용이 완다고 보기 때문이다 11 이러한 액릭

• 이 연구는 중굿한국1조선l어쿄육연구악회가 주최한 찌11 년 중국한국f조션)어교육연
구학이 국제학술>1 익(3)11 . rJl. 16. )에셔 앙요한 내용융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서융대학요 국어요육파 악사과정(주저자}
... 서융대학교 학어 교육과 jl수(교신저자)
11 언론이냐 용싱얘애원 용쩌 전파되 는 각종 연예 셰육 운화에 대한 비딴적 이혜와 장
iε석 l!.용용 중시얘야 하여 국어교육 현장애셔 대중운화융 대상으호 교사와 학생

강얘 안얀한 토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혜는 악어요육의 장에셔 자주 영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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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도 대 중문화툴 석극적으로 힐용하는 경횡에 나
타나고있다

본 연구는 다t챔 얘셰틀을 야당으로 핸 대중문화가 한국운빽 미
치는 영~융 살펴용으호써， 대 중운화가 한국어교육에서 차지하는 위상올
논구하고 그에 대웅하는 한국어 문학교휴의 망향올 제시하고자 한다 다
매체 시대의 대중문화는 언어항동의 여러 국연에 영향융 。l 치지안 욕히

문학의 글쓰기 방식과 소통 앙식을 크게 연화시킨다는 정에 직엔~}<껴 본
연구는 한국어 문학교육을 주로 논의할 것이다
대중문화의 연화양상은 대중석 소용융 얘개~，는 얘세의 발달과 일겁한
관련이 있다 책이나 신문과 같온 인쇄 매체의 발달온 글효 t여진 운학작
용， 안화， 그링， 사진 웅의 대중적 유앵에 기여했고 라디오나 댈얘비션온
옴악‘ 드라아 영화 퉁이 대 중문화의 주요장르가 와는 것올 도왔다21 한국
의 경우 $뼈대 이후 인터뱃으로 대표되는 신얘채(new rrø:tia)가 대중문

화의 형성과 확산에 중요한 역안융 하고 었다 쟁룬이나 용라인게임파 같
은 새호용 컨댄츠융이 생산되 는가 하연‘ 기 존의 대중애체 (rross← rædial를
용혜 유용되언 영화나 드라아 퉁도 왈애가 더욱 용이혜지고 그얘 대한 애
타적 평가나 강뚫이 다시 새로훈 컨 렌츠툴 형성함으효애 대중운화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애셰 시대의 이러한 대중문회논 한국문학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
다 최근 유탱하고 있는 팬픽(Fan

fictionl, 게임소설은 대중문화가 작용의

소재로 전연화왼 부류이며1 신진작가플은 인터넷 공간에서 영티이디어
시， 하이퍼텍 스트 시 , 소설 풍의 새용고 실험적인 문학 형식융 보여주고
(민현삭

am 8!-'에)

21 액푸엔에 따프연 이디어가 정신 생안까 샤희 생 S써 U씨는 영양'1 숙도와 힘훌 최
대치가 되도육 보장하는 전술이 갇 ιν엉적인 오락 전숭이다 이 e 대충얘세가 요학

거리호서의 대중문화용 안샤키는 에 크깨 71앤다는 것흩 웃한대"뼈‘.. 저‘
깅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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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기성 작가틀 역시 인터넷 연재를 계기로 독자층을 확보하고 었다

한국문학의 글~71 방식과 소홍방식이 이와 강이 변화하고 있는 상함
에 서 는 한국어 문학교육도 더 이상 기존처럼 정선화된 댁스트의 강옥 중
싱 교육안을 고수하기는 어렵다 특히 대중문화는 한국문학 뿐 아니라 한
국어를 배우려는 학습자에게도 않은 영헝똘 주고 있다 소위 한류열용’에
서 보는 것처럽 현국의 대중문화에 열광째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틀도
많다 이처렁 대중문화는 교육 제재와 교육 주세라는 측연어 서 모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운에 한국어 운학교육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
응할필요가 있다
뭉론 지긍도 외국어로서의 한국문학 교육에서 대중문화는 빈언하게 휠
용되고 있으나 단순히 홍띠를 유발하거나 작용 이해를 보조히는 역할에

어우르는 경우가 않다 대중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것
이 한국문학과 판계 맺을 때 나타내는 륙정을 언저 연밀하게 검토해블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언저 다매제 시대 한국문학의 소홍앙식
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l 그것을 바탕으로 대
중운화을 활용한 한쩍 문학교육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n

다애체시대 한국문학의 변화 %냉

다양한 얘체 들을 흥해 대중문화가 형성되고 짝산되는 것은 전세계적인

현%에며 이는 한국문학의 소동방식에도 변화를 일으킨다 대중매체를
，>>개로 일어나는 문학적 소용은 대중소통(빼S없1 koommikatiool 의 성격

을 띤다 이 소흥 과정은 문학텍스E 발신자인 작7f， 수신자인 옥^J-<.I-는
세 요소를 기본적으로 포항하며，이 이툴 요소는 최근 한국문학의 소통땅

국어a욕연구세R깅

g

식 연화。쐐올 살펴불 수 있는 중요한 국연을로 용 수 있다 측 대중문화
가 문학핵스트의 쩍성적인 소재로 자리잡는가 하연 운학 장ζE주채들이
새로훈 얘새의 욕성을 적극적으효 힐용하게 되고 독자는 수용적인 수용
자가 아니라 작가와 쌍방향적으로 소용하는 주체가 원다
여기에서 는 그러한 변화툴올 구체적으호 겁토하고 그것이 한국어 교육

의 설계에 시사하는 바를 뻐하고자 하였다 한국문학어 서 다얘체와 대
중문화는 기존애 비해 운학적 소용 주얘을의 다.ooÞð:t고 적극적인 활동올
추동힐 것이여 이는 한국어 교수학습이 학습자의 횡동융 강조하는 땅향
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융 보여준다

l 대중적 오릭거리 소재의 전연회
인터넷올 용혜 얄려지기 시협냥 한국문학 텍스트의 혹징 충 하냐는

대중적인 오꽉거리 소재를 선연화한 직생꾼이 딸건원다는 것이다 노래
나 충， 도악과 같옹 대중적인 오락꺼리는 오래 전부터 훈학직댐의 주요
소재였지안‘ 최근에는 특정 소재를 다푼 걱냉꾼이 대중 소설의 하위 장르
틀 형성하는 이|까지 이르고 있다 얘째가 다양해지고 대중문화가 보연화
원 현대사회에서는 매출량이나 시청흉에 대한 기대가 문화생산올 결정짓

게 되는데 이는 문~"에서도 예외 는 아니다 상엽석이고 대중적인 소재블
찾는 기성작가률이 늘어나고 일반 대중틀 역시 그러한 소재에 익숙해진
다

대표적인 에가 행익{Fan fictiool 과 게임소설이다 언저 앤픽이란 연예
31

권오현온 용학직 소용의 주요 요소호 푼<t'1스트가 종안융 거쳐 연요인 운학서객
딴신자인 싹가 수신자인 특자용 흩었는떼 소g 얘찌가 다양빼 진 혀근에는 운학q스

트가 안드시 인예얘에인 서석의 앵 fl.~안 혼셰하지는 앙는다능 성융 고려양 영요가
잊대권오언 l!& :Jil

언극어표육에 서 대중운회의 위상

J9

인올 주인용으로 쓴 소설을 말안다" 기성작가보다는 일반적인 대중 헨
특히 10-3)대 학생이 쓴 경우가 대부분이며 흔히 똥성애 이야기를 당고
있다 전문적인 작가 훈련올 거치시 않은 어린 작가가 쓴 인터넷 소설이
대체로 그러하듯에 핸픽 역시 ξk용성은 낮나고 평가되지안， 웬픽올 창작

하고 강쟁}는 주체들의 욕망이 강하게 투영된다는 점은 교육적 판정에
서 주목할 안하다히 땐팩융 읽고 쓰는 10대 여학생 을올 대상으로 연낭과
~"겨관찰을 수앵한 한 연구에 따르연， 핸픽에 표연적으로 드러 냐는 것은
동성애이지만 실제로 통성 연예인틀 간의 판계는 현실의 냥녀 성역할에

잉각한 이성 관계와 다픔없대깅혼순 외， 찌껴

34'21 즉 멋진 이성과 연애

하고 싶다는 로앙스가 헨팩을 읽고 쓰는 활동의 중요한 동력이 되며 그
것이 동성애의 모습올 띤다는 것은 실제로 동성애를 선호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이 좋아"는 연예인융 다든 이성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나는 학생툴

의 일반적인 욕땅이 투영된 것일 수 있다
학교에서 운학공부에 큰 관심이 없는 학생툴도 땐익을 읽고 쓰는 데

열중송는 현상은， 대중적 소재에 대한 학습자의 열앙이 허구서사를 창작
하고 강%하도록 송운 데 중요한 동인이 훤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앤역의

작가퉁운 카에나 자신의 흥에이시에서 단순히 조회수흘 올리거냐 않은
옛 글을 획앤하기 위해서 자극적인 이야깃거리흘 생산하는 데 치중하기도
해1 안， 좋은 평 7，를 받기 위해 약임새 있는 블훗을 구성하고 얘끄러올

문장올 사용하려고 노역하기도 한다 이는 앤익이 단순히 ‘질 낮은 운학
41 약히 냥성 가수 그한옹 대상으￡ 한 작용윤이 양으~. 작용용 용혀 읽고 영 7~ô~

....

인터넷 카채등이 있다 대g적인 에호 용양신 71(http://cafe띠~""'

마 익앵

(http://cafenavtf띠nI~13)， GOO:ht띠:J/cafe.daumre써.;ygoclfanflC ) 찬현 팬찍
카뼈등이 잊다

51 호앤스 서사용파 같은 장르 운짝의 표육걱 성긍얘서 중요한 것은 에스트의 씬이라
기보다는 그러한 특서질 추용하는 욕자의 현싱직 욕잉이라는 깅성진의 논의도 이와
강옹 액팍얘 있다{깅생t!. 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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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스트가 아니라 교육의 국연어|서는 학습자의 자딸적 문학 활동율 이 끌

어냉 수 있는 제재가 휠 수 있융융 시사한다
한연 온라인 게임융 애경으로 "c는 게임소셜 역시 대중적 오학거리 소
재가 전연화왼 부류이다 각 가정에 인터넷이 보급되고 lI:냉이 전국에
널리 퍼지연서 칭소년충올 중심으로 급속히 유앵하게 왼 옹라인게임은
이쩌 대중문화의 일부가 되었다고 혈 수 있다 게임소설온 옹라언 제잉이
기존의 우협소설이냐 완타지와 경합왼 강르혹 주인공이 가상현실인 재
영 속에서 얼이는 이야기가 주요 내용이 왼다 기존의 1-2인용 비디오 게

잉이나 lI:게임과 달리 옹라인게잉 시장의 주를 이루고 있는 다중접속 옹
라인 역할수행 게임 (MMORPG 빼ssive

Multiplaye- 0'ψ'" RoIe Playi ng

Garrel을은 나릉의 서사구조용 가지고 있어 소설과 판계 맺기가 쉽 다 61

한국에서 현재 큰 인기흉 누리고 있는 r달빛조각사J의 경우 z2권이 출간
왼 시정에서 누적

판매부수가 23만부에 이를 정도호(지디넷E리아

:!J1Q6& 1 않온 독자흘 악보하고 있다?’ 대중문화 컨앤츠가 핵심적인 소재
로 새찍되연서 문학의 한 ￥유촬 형성할 정도로 중요한 위상융 차지하게
원 사헤이다
용라인 게임은 새로용 아이댐과 기숭응 습득함으로애 캐릭터왈 성장시

6) 영용쇼성이냐 우협소생아 용라인 게잉용 '1;;'앤 최근의 연구혼도 이톨 효여중대고
훌 a))~ 깅유중 mJ),

7) ，당잊죠각사」의 중거이는 다융，. 징이 앙내냐 동갱의 영깨 샤는 소년가장 주인공
이혐응 동영이힐 위에 인기 가상앤싱 게잉 포영호E 에 영중힌다 이연용 타고안 게
엉성력융 용혜 조각샤라는 씩엉융 가진 자신의 채릭터용 성장시키고 냥용이 가지
지 옷한 기융 아이잉융 획특하깨 인다 。Hf 용혜 중요한 잉우월융 수앵하연서 게잉
상에서 돈융 옐고 유저흩에깨 자기 개허티의 이용융 안혀 냐간아 유영세용 타고 안
ct-에는 현섬세계의 영송악에서 도 게잉윤 용해 온융 얻고 흉생아 앙깨 대 ~k깨 진악

하세 씬다 r연빛조각샤j 는 가상엄싱익 주인공 이。ÞI와 실제 현실의 주인꽁 。애기
가 장 죠아용 이운 연찌융'.s;. 'ð.1J7년￥1:.1 Wll년 5월까지 ￡연이 용간되었교 아예 앙
경외지 앙앙대냥회성

:J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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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나가기 위해 유저 (user)의 상당한 올입올 요구하며1 중옥성도 강하다

게잉소셜은 그러한 옹라인 게잉과 유사한 이야기 구조융 가지고 있다는
정， 놓온 성취능력율 보여주는 주인공들이 대리만족의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는 정에서 옹라인 게잉융 즐기는 사랑틀의 않은 판심을 끌고 있다고
왈수있다
。l 밖에 대중문학의 하위 장르흘 형성하지는 옷하였지안 스포츠 경기
를 소재로 한 직댐뜰도 일부 대중을 사이에서 창작， 유용되고 있다 예컨
대 앵상의 한 촉구 한연 카에애서는 각자가 좋아.，는 축구팅을 소재로 이

적시*에서의 선수영잉‘ 프로 리그 및 정 대회 경기와 판련원 가상의 이
야기를 장작하고 서로 톨려 얽고 었다씨

2 창ξ뻐|서 매체 특성의 적극적 휠용
기성 작가등의 항직애서 애혜의 다양화가 야기한 중요한 변화는 인쇄

매세인 서적보다 인터넷을 글쓰기 공간으로 언저 활용.，는 경우가 늘어
나고 있 다는 것이다 악범신과 앙석영은 때1-찌l!년에 각각 형제의 ↑싹
등정 이야기 r출라셰j 와 자정적 성장 소섣 r개 맙바라71 연j 을 포연사이트

네이어’ 블로그에 약 5개월에 절쳐 연재*얘 큰 호웅융 얻은 후 책으로
출간한 바 있다 이후 박인규는 온라인 서성 Yes24’에 r죽은 왕녀월 위한
파반느」를， 깅훈은 충판사 운악용네 의 카에에 r공무도하J 틀 각각 연계하
다 출간하였다 이 밖에도 신경숙의 r어디선가 냐를 핫는 션화엘이 율리
고•• 공지영 r도가니j 가 인터넷 연재를 거쳐 충간되는 동 최근 한국문학

의 유영작가플 대부분이 인터넷애서의 창작윤 시도하고 있다
충판사나 인터넷 서정의 o}케팅 선릭에 이러한 현상융 주도하고 있다
8l 한쭉 내

'1

웃구리그 갱보 '1 옷구제C:l 씬언 갱보흉 공 유하는 영샤이트이다

I h""l/，잉_.a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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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운학 액스트의 유통주세틀이 옥자의 얀응을 이리
살핍으로써 손실 위험을 줄이려는 데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작가와 독자
역시 이러한 새로훈 유흥방식에 만족하는 경향이 높은 연이다 인터넷 매
체의 특성 상 작가와 옥자 사이의 소흥 가능성이 기존에 비해 훨씬 높아
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영 작가들의 연채소설에는 매 번 연재휠 때마다

독자의 덧글이 100여개썩 이어지며 1 작가도 거기에 다시 덧글로 당올 해
준다 인터넷 얘체를 힐용한 문학 글쓰기의 또 다른 특성은 짧은 연재 형
식을 취하고 종종 상화가 곁들여진다는 것이다 이는 우거용 느낌올 주고
선체 분량이 긴 글보다는 쉽게 읽히는 짧은 글파 삽화를 선호하는 인터넷
사용 주제틀의 관습이 반영왼 것으로 올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들은
기성작가가 아닌 신진작가나 일반 대중의 인터넷 창적에서도 광앵워하게
나타나고있다

한연 최큰에 생산되는 시 중에 는 그립， 영상， 음악파 결합한 작용등이

있다 대표적인 애로 지난 었6년과 때7년 도종환 시인과 얀도현 시인이
‘문학 징배원’역할융 앙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득자틀에게 전자우연으로

전송한 시틀을 을 수 있다 이 시틀은 문자언어가 시인의 냥송 목소리 또

는 옴악， 그링， 플래시 풍과 결l:r해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오프라인
에서도 냥송 시집， 시화 션집과 같이 음익에나 이 마지와 결합한 형태의
사들이 계속 생산되고 있는 추셰이다 101

현대사회에서 대중문화의 유흥을 애개히는 델레비전 인터넷 퉁의 얘

9) 륙 인터엣얘서는 께시한이

종이 역한융 한다고 ιμF힐 수 있는에 작7많은 인터넷

께시딴 상의 블쓰기 가 가지는 이러한 욕성튿융 간피하여 게시안 소깥의 주요 글쓰

기 전략으호 원용엔대이용욱‘ 찌J< 뼈)

10) 잉E년 갱작과비명 이 얀은 유영시인등의 닝송 시집 r언어의 옷울융이 피어날 예j
정호숭이 시룡 f고 악영뚱이 그엄& 그런 시여써깅 r너훌 사영예서 이안하다j
김용택이 사용 쓰고 선종훈이 그링융 그런 사회써징 r언셰냐 나용 핫께 혜주는 당
신j 퉁이 그 에이 다

한국어i육에서 얘충운회의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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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틀은 문자언어와 옴성 언악 영%앤어플 닉-항적으로 사용한나" ' 영상，
옴악 동과 결합한 시는 현대 얘째의 。l 와 갇은 특성옳 반영한냐고 올 수

있다 열티미디어 시 (MJtiIreJia pwnl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가 창작
되는 것은 다양한 양식의 언어즐 복합적으로 냥고 있는 대중문화에 익숙

한 독자의 취향과 판련이 있다 문자언어안으로 원 시보다 이러한 사가
영상과 옴악 중심의 대중문화을 선호하는 옥>1에게 더육 쉽게 호소할 수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본격척인 얼티미디어 시의 창작보다는 기존어1 창
작된 시와 영상1 음악올 연판시키 는 경우가 더 않은이l 영상 이미시， 소리，
옴향 동의 다양한 기호률파 결합함으로써 원 찍스트와는 다른 새호훈 택
스트로 거듭냐기도 한다 1잇

3 소통주처1 간 상호작용성의 증대
인터넷 애셰를 중심으로 한 대중문화의 빌달은 한국문 ξ에서 소동주체

을 사이의 상호각용성올 중대시키끄 있다 인쇄애셰인 잭이나 신문을 용
해서안 운학텍스트롤 겁할 수 있었던 기존에는 독자가 운학작용이나 작
가에 대한 의견융 펼챙 수 있는 경로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 나

111

현대샤이의 디지언 이디어는 운자연어 융석언어 시 4앤어 소혀언어 영상언어 동
용하나의 q스트에용안한수있는 욕힘t씬n뼈tinT.dlI f ~l 언어얄얀툴어내는 욕

성이 잉대용여탁 21
. 'nB :e
12) 최미숙온 슈냉(R SdY잉II 의 논의용 깐초하여 시찌스트의 에 씨 연언이 꺼 q스트의
구조와 오티프용 보용하는 선 %<Tr.n;r.ositiæJ 과 앤 띠스프의 요티프는 보존하지
안 에오용 약성야 구조장 찍득하는 연형 tTI'lW'ISfmmioo) 으효 구g씬다고 보잉다

훈자언어 q스트의 확성까 구조를 보흔하는 시아익스트논 징용에 얘혐}는 인연
익스드의 중싱적인 요소가 '1원 수 있고 새오용 의미가 잉가원 수도 있는 영상시
는 연앵에 에양한아 다양얻 기호률이 경t빼능 영상시 는 앤 이스트'1는 암리 용

’I

영상 육스리 퉁이 2( 이률 안톨어내뉴 요소요서 애8 깨 자리에검안 가능성이

크기 예운이대최이육

'JJJì. :tr44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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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매개로 작가와 독자 사이의 소통.0 1 휠딸해지고 옥자을 사이에

서도 교류가 늘어나며 운학의 모습을 새롭게 연화시키고 있다
정현선(때7J은 이러한 상호작용의 유형올 크게 ‘이용자 간 상호 교류
와 i 미디어 내용에 대한 조작 잊 풍제’로 나누어 제시한 바 있다 이용자
간 상호 교류란 인터넷 소설어 서와 같이 펼자와 옥자 또는 독자와 독자
써에 캉방향적 소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유형올 말하며， 이디어 내

용에 대한 조작 및 용제란 그러한 소통이 문학 헥스트의 구조 자셰를 바
꾸어놓는 유형을 알한다 l ~)

‘이용자 간 상호 교류’ 유형은 앞에서 언급한 문학적 소통 양^j틀에서
혼히 발견왼다 기성작캔이 인터넷 글쓰기어 서 언급했던 것처럼 매 번
연채울이 게재쉴 때아다 독자틀은 양말하게 덧글올 통해 자신의 생각옹
적는다 그 내용은 작용에 대한 단순한 인상이나 느낌에서 부터 ξk용과 판
련원 독자 자신의 경험， 향후 중거리 전개에 판한 아이디어에 이르기까지
다.OJ하다 작가도 이에 대해 덧을로 당을 해주고 ξι짱 구상에 도옴을 얻

는다'" 독자 역시 작가와 대화에서 즐거융과 깨달음을 얻고 다은 옥자
툴의 생각율 보며 직냉올 바라보는 지평을 확장해가게 왼다 기성작가의
작용1 아닌 경우에도 이와 같은 소풍은 활알하게 일어난다 앤픽이나 축
구 게임， 판타자 관련 카찌에서 일딴 대중이 창작한 직냉에 대해 서로

평가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글을 다픔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한 에
로 일본 게임 ‘동방프로젝트1 의 캐릭터를올 소재로 한 앤팩 카에에서는

작용 공모전을 열고 비평게시안까지 개설하여 직냉에 대해 접수를 부여
하고 비평올 하고 있다 1 5)

13)

이디어 내용에 대한 죠작 잊 용제는 다시 히이퍼익스드 유향과 가상현실 유형으
로 냐누어진대정연신

14J

1m (I;-(!l)

작가 양석영 은 r개양'1<ν1 일 왈로그에서 긍얻기한 최종적 으호 '1상'l 대화하기
위한 앵위‘라여 흑자와의 소용이 을융 쓸 예 상상혁옹 고우시키고 *하도욕 혀받

에얘 ~응 도용융 주었다고 !tt혔다 (h(tp:써Jg.naver.am'hJ‘jlsanlI:nx:romÐ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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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흥주체틀 간의 소통이 운학 텍스트의 구조 자세를 직접 바꾸어놓는

유형의 대표적인 예 는 히이퍼섹스트.l flyJmext l 문회에다 하이퍼찍스트
문학은 인터넷의 하이퍼렁크(빠1X'iinkl를 휠용한 시냐 소설호 직뿜의 어
느 분기정에서 옥자의 선택에 따라 전개 방흔i을 선택하거나 득자가 직접
각용을 써냐가도록 하는 실험적인 문학이다 Hil 한국에서는 J)))년대 초반
언어의 새벽디지탤 구보 때l’ 풍의 이 릉으로 해1 퍼택스트 문학 창작

이 이루어졌다 언어의 새벽’은 한국문~f예술위원회에서 진앵한 히이퍼
텍스트 시 프로젝트인데 깅수영 시 r 풀J 의 첫 앵인 ‘풀이 늄는다’를 시작
으로 시인과 일반 톡자틀이 나뭇가지 형식의 이어쓰기를 하였다 약 l 년

간 총 614개의 글이 이어져 붙었다 이후 옥자들이 좋아하는 시인의 ξk용
의 각 구절을 콜릭하여 이어쓰기를 하도록 하는 팬포엠 IFan 뼈nJ’

^fö!

트도 개설되어 대중적인 관심을 받은 바 있지만 최근에 히}이어텍스트 문
학 앙통은 다소 뜸해진 연이다 하이퍼텍스트 문학은 독자가 적극적인 운
학강상의 주체가 되il， 나아가 자말적으로 창작활똥까시 수행할 수 있도
록 한다는 정에서 의의가 있다

m 대중운화와 애체 를 활용한 한국어교육의

방엄

2장에서 살펴온 바와 같이 다애셰 시대의 대중운회뜸 한국문학에 많은
연회플 가져왔으며1 이플 고려하여 한국어 문학교육의 망힐i을 설정해보

151 이

사이트의 '1 펑께시안에 게재원 비영 틀은스도이 선개의 개연성 흥 "1 운재 풍융

주요 비영기준으호 상".i[ 'u대 m 이ih‘mn!'ffiunc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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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노현은 하이어댁스트윤 우한잊정성아 비안경성의 끝나지 앙는 익스투 욕자 중
심적인 직란과 연상적 q스트 다얘셰성 21 잉티이디어 ‘’‘트라고 규갱힌다{장‘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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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다옹과 같다 첫째 영화나 연예인， 게잉과 같은 대중문화의 소재를 적

극적으로 휠용할 필요가 있다 출판사틀이 대중적 오락거리흘 선연화한
소설을 출간하i!， 일반 대중를 역시 그러한 소재를 다룬 ξk용의 창작 빛
수용에 열증하는 것올 불 때 대중운화의 소재는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운

뺀1 엽근하도록 하는 중요한 동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갱
전 lcamnl 중심의 일방적인 지식 교육보다는 다.oJ:;한 얘제를 항용하여 학
습자의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 애셰는 문학적 소용주체

들의 휠딸한 소용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로서 학습자의 적극적인 양동올
견인할 수 있다 한국어 학습지들은 수용 뿐 아니라 장작과 비평의 주체
가 딩으로써 능동척인 태도로 운학올 '}-유하고 한국어 사용 놓력을 신장

시킬 수 있다 셋째1 새로용 형식을 가진 다양한 문학작용들과의 비교를
통해 문자언어로 왼 션통적인 문학작용의 특성파 71.치를 이해하도록 한
다 대중문화나 매체의 영'.1-올 받은 운학샘뜰은 기존의 문학직생될에
비해 독자가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정이 있는 반면 여러 한계
역사 가지고 있다 자극적인 소재를 강조하고 인터넷 글쓰기 특유의 쩔고
쉬웅 운장올 사용하는 과정에서 언어 운용의 세련딩과 아릉다융은 소훌
히 여기게 되고 깅은 사씩을 요구하는 내용은 잘 나타냐지 않게 되었
다17> 한국어 학습자들이 대중운학파 기존 운학의 비교를 용해 우수한 문
학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지헝F하도옥 해야 한다 이상과 짙은 션반적인

앙향을 바탕으로 대중운화와 얘체를 활용한 한국어교육의 방엉을 제시해
보연다음과갇다

171

대중훈혁의 대표주자격인 딴타지 소설이 씩수싱과 송리욕올 'fr댁적으오 그리고
옐다흔 고인 없이 누리게 안 얻이여 그 승얘서 한을 훈엉이 인언하게 예손외는 것
토 얘".'" 양경응 9 여주기 ."다는 어얘려의 경핑얀올 드러내는 경우가 앙다는 비
환도 이와 같온 액악이대정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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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대중적 소재 톨 월용한 창작

앞에서 살펴보았던 한국 문학과 대중문화의 걸함 양상은 고급문학보다
는 대중척인 장르의 문학올 ~'-유하는 독자충이 정정 늘어나고 있옴을 보
여준다 땐픽이나 게임소설 인터넷 연애소설 키치시 퉁이 그러한 대중문

학의 에。 |마 다양한 애얘와 대중문i에 익숙한 독자등 써1 에서 이는 지
배적인 경형i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문화의 용속성이 전반적으로 강해지는
것이 세계석인 추세인 안큼 외국인 학습자 또한 얘외가 아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중문학 액스트는 한국어 학융에 창고가 될 수
있다 1씨 대중문학 창싹 l 전문 작가뿐 아니라 일안 대중틀 써에서도 널
리 이루어진다는 것옹 한국문학에 전문석인 식견융 가지고 있지 않은 외

쭉인 학습자 또한 그러한 창작 주셰가 원 수 있옴을 의이한다 따라서 드
라아 연예안 게잉‘ 스포츠 둥 학습자가 판십융 가지고 있는 한국의 대중
문화 소재툴 창작 제재로 상도옥 하는 문학 작용 창작 교육을 계획해볼
수 있다 이살 단계떨로 제시해보연 다옹과 같다
첫 번째 난계에서는 한국어 학숨자로 6뼈긍 한국의 대중운학 댁스트
을융 읽어보고 상고 대상으로 삼은 후‘ 자신이 한용하고자 하는 소재를
이용려보도옥 한다 학습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용악， 게임융 다운 문학 액스트혈 용해 유사한 소재융 장직써 한용하끄
싶은 욕구활 가질 수 있다 예컨대 득정 연예인올 다운 대중운학 택스트

훌 읽고 자신이 좋아하거나 앙고 있는 다은 연예인율 창작의 소재로 삼게

되는식이다

18)

대중운학 또는 대중용와잔 문학교육얘 11용'1는 구애적인 앙안에 대한 논의는 국
어교육에셔 딴방하찌 이우어져 !l아 키치 시도 시의 기용 구성요소가 우엇인지g

이에하는 에에 도용이 씬다고 용 혀이숙의 연구‘ 대중가요톨 안용한 시석 화자 교
육21 앵안융 찌시한 바용우21 연구가 그 에이대외이숙

19l>

악용우 때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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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단계어 서는 그 소재용 바탕으로 하여 어언 내용율 중싱으후

그리고 어영게 직냉융 전개해갈 것인지를 계획하도록 한다 소설의 경우
어떤 이야기를 당융 것인지， 누구의 시겁에서 서슐힐 것인지， 율옷올 어
영게 구성할 것인지 둥이 이에 해당한다 시의 경우 소계에 대한 어떤 느

낌이나 생각을 당을 것이며1 화자플 누구로 정하고 용율， 비유영율 어떻
게 활용할 것인지 동올 계획하도흑 한다 이 때 학습자가 문학의 장르 지
식융 이혜하고 있어야 하으혹 교사는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그러한 지식

율 적컬하게 상기시킨 후얘 활동올 진행할 펼요가 있다
셰 언째는 앞에서 세운 계획 융 바탕으로 실제 택스트를 구성해보는 단
계이다 문학 택스트에서 요준어의 변용은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기는 하
지안 요중 한국어도 숙지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 학습자에게 그러한 연용

융 요구하기는 어엽다 따라서 가급적 융바픈 한국어 문장올 사용하는 데
중정율 둘 펠요가 있다 시용 촬 경우 장신하연서도 의이상 적절한 한국
어 어휘릎 사용하도륙 유도해야 한다
이치링 대중문짝을 잠끄한 창작교육은 흥기유엘에 있어서 긍정적이지
안， 대중문학 ξ냉운 용신셰나 용어， 비속어릉 사용하는 경우가 않고 문

학적 완성도도 상대적으효 낮온 연이어서 한국어 교육의 전벙 I JlfIiiJ으로
사용하기에는 우리가 있다 따라서 한국의 고급운획써 속"1는 작웅툴 역
시 푸준"1 다루어져야 하며， 대중운학 2씩§들과의 비교흘 흥해 세련원 한
국어 의 사용 및 문학척 구성이 어떠한 것인지률 학습자가 충분히 인지하

도륙해야한다

2 뼈 1백스트 글쓰기와 비영
대중운학의 한 양/샘 히이퍼핵스트 글쓰기는 한국어 학습자률이 능동
적으로 운학융 향유하고 나아가 한걱어 학융애 석극석인 태노툴 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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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기 위한 앙엉으로 휠용될 수 있다
기존의 한국문학 교육에서 널리 활용되어온 시나 소설을 쩌시하고 액
스트의 일부환율 선택하여 가지치기 형식으로 자유흉게 ‘이어쓰 7 1'를 해
보는 것이 그 방엉이다 학습자들운 동료 학융자가 이어 쓴 내용애 덧울
여서 이어쓰기릎 할 수도 었다 이 활동은 이야기의 흐쯤 또는 싱상의 재
시방식， 그리고 중심 소재가 이이 웬 액스트활 용혜 어느 정도 정혜져 있

기 때문애 일반적인 창작보다는 학습자의 인지적인 부당이 걱다는 장정
이 있다 그리고 학습자가 흥미흘 가진 내용융 중심으로 이어쓰기를 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한국어 문장 작성 연습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어쓰기 휠똥운 웬 작용에 대한 융바은 이해가 전제되어야 가

능하다는 정올 영두에 두어야 한다 즉 양용 셰째가 외는 한국 문학 작용
에 대해 학습자가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는 과정이 선앵되지 않으연 자칫

측냉의 지엽적인 부용에 초갱올 맞추거나 왜곡원 해석융 중심으로 이어
쓰기가 진앵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웬 속k용에 대해 타당한 것으로 인
정받융 수 있는 해석을올 학습자에게 설영한 후 학습자가 이어 쓴 부훈
이 원 작용과 자연스업재 연결되도욕 유도해야 한다 하이펴액스트 글쓰
기는 교실에서도 힐 수 있지만， 가급적이연 인터넷 애세 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어떤 텍스트에 대해 시간과 장소에 엉애아지 않고 자유홉게 새로운
때스트를 덧풍일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정항 수 있는 다양한 한국 대중

운화 자료툴용 하이어택스트 글쓰기 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연 문학 칙냉애 대한 비평도 인터넷 공간에서 작가나 독자와의 활알

한 소통올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인터넷 "1 평 게시안올 개설하는 것
이 그 예이다 이 게시판올 용해 학습자는 흥료 ξk습자가 창작한 작용 또

는 이어쓰기올 한 글에 대해 감상이나 평가를 적고 서로 의견올 나누게

힌다 이 경우 안순히 상대방의 글의 내용이 얼마냐 흥미로용지애얀 판싱
융 기율이지 않도흑 해야 한다 통료 학습자의 댁스트에 대한 비평은 사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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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스럽고 정확한 한국어 운장 쓰기 창의적이연서도 공강힐 안한 문학 글
f기 풍용 준거로 싱。싸 힌다 쿄시는 비평 게시안 글쓰기 양동올 시작
할 때 학습자들에게 이러한 훈거률을 인식시키고 성재 비평의 에흉 보여

주도록한다

3 영상올율 I용한 한국어 표현
현대사회의 대중문화 장르 중 영화， 드라야

occ 둥의

영A꿇들은 그

수용자충이 상당히 두텅다 이률은 단순히 시각걱 이마지안 포항하는 것
이 아니라 옴악과 소리， 문자용 포함}고 있어서 학습자의 한국어 듣기‘
읽기 휠통에 도융이 되고 한국의 문화흘 이혜하는 데에도 도융올 준다
이 때문에 현재 외국인 학습자품 위한 한국어교육에서도 한국 영화냐 드
라아 퉁이 자주 앙용되고 있지만， 그것을융 보다 적극작인 표현 힐동의
채재로 심h율 펼요가 있다
칫째， 영앞꽃 시정한 후 그것율 학습자 자신의 찌스트로 요현하도욕

하는 항흥율 째획혜융 수 있다 한국어 학습자의 흥미를 끌 만한 한류 드
라아나 영화흘 시 청한 후 다양한 유영의 핵스트 중 하나흩 생산하도록 한
다 초급 학습자틀에게는 간단한 강J꿇올 쓰도욕 한다 가장 인상적이었
언 장연에 대한 느낌율 서술해도 좋고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찬련지어
비표하는 글올 써도 좋다 이 경우 한국어 어휘나 문엉뿐얀 아니라 찌스
트의 용징성도 중요한 준거가 되도흑 한다 영상 엑스트에 대한 강상도
운학 액스트에 대한 강상파 마찬가지로 욕자가 찍스트에 대해 상상적으
호 구혹한 일종의 싼결원 에껴로서， 운장틀이 긴밀한 연란을 가지고 있지
않으연 그러한 완경생이 당보되기 어영기 때문이다
중급 이상의 학습자을은 좀 더 분석석인 능력이 요구되는 비평문을 씀
거나 영상울을 시

소설로 바꾸어 써보도톡 한냐 운석적인 비명문 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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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고의 폭올 확장하고 체계적이고 정교한 한국어 글쓰기를 연습"1-는
데 도용이 된다 그리고 영상웅을 시로 바꾸어 쓰는 할동은 영상 전세 내

용을 한 현의 시로 안들 수도 있고 한국어 시를 장직냥댄 것이 어려용 경
우 영상울 중 캡처왼 주요 장연틀을 각각 한두 구절로 표현항 수도 있다
(한귀은，

:ro;:

4'æ-!'1)2) 영상울을 소설로 바꾸어 쓰는 경우에는 정련왼

한국어 문장을 사용하여 서술자의 당화와 인울들의 대화1 옥액을 적절하
게 구성하도록 히는 데 초점올 두어 야 한다 이러한 얘셰 연환 활동은 학
습자로 하여긍 한국어 문화 댁스트의 수용과 생산 과정올 함께 경협하도
록 함으로에 그러한 수용

생산 주제로서의 적극적인 태도를 ~k상할 수

있다
울째는 일상적인 사건이나 운학작쯤을 영상울로 표현해보는 활동이다
조별로 간단한 멸티미디어 기자재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ucc 또는 플래

시 를 얀들도록 한다 이 때 생산되는 영상울에는 한국어 운자나 읍성을
반드시 포~하도록 i때 한국어와 영상 언어의 자연스려운 결합을 유도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본격적인 영샘 제썩 앞서 주요 상연틀을 미리
간략하게 그려두고 적절한 힌국어 대온올 구성해보는 과정이 펠요하다

화려하거냐 흥미로용 영%별닉을 제ξ썩는 것보다는 일상생웰이나 이야기
속의 특정한 상황에 잘 부향}는 한국어 표현을 익히는 데에 이 활동의
옥적이 있기 때운이다 이러한 활똥은 학습자의 흥미와 관싱올 유발할 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와 대중문화에 익숙한 학습자들에게 자연스럽게 한
국어 f기 및 알하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정에 서 의의가 있다

W 결혼
앞에 서 상펴본 것쳐럽 매에의 다연화와 대중문화의 파급역 확산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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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운학의 글쓰기 방식， 소용 방식에 큰 영힘똥 이친다 또한 인터넷율 용

한 소용이 활알해지고 대중 매체룹 용해 성할 수 있는 문화 콘 렌츠가 다
익방때는 세계적 추세는 한국어 학숨자에게도 영헝뿔 이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어교육은 대중문화톨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
가야할것이다

톡히 한국어 문학교육에서 π 프로그램이나 영화훌 단순히 흉이유알
혹온 직l% 0 1혜의 보조 자료로안 활용히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문학에
서 달라진 대중문화의 위상율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즉 대중운
화의 소재가 대중 문학의 하위 장르율 이루고 있고 일안 대중이 직접 창
작， 비령에 나서고 있는 안큼 한국어 학융자 역시 자신이 친숙한 대중석
소재를 얘개로 그와 같은 적극적인 휠동올 시도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 대중문화가 확산되는 주요한 공간인 인터넷의 욕성융 살려 학습자
틀의 공동 글쓰끼 상호 토혼과 비명용 수행항 수 있으며 한국어 용성 또
는 문자가 포항왼 간안한 대중운화 콘댄츠를 직접 인을어올 수도 있다
대중문화를 양용승}는 교육의 장정은 교육 재재에 대한 학습자의 친숙
~이다 그러한 친숙함은 학습자가 한국어 수엄에서 능동적인 태도로 다
양한 활동올 수앵하고자 할 때 큰 동역이 왼다 한국 문학파 한국어에 대
한 기초적인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안 학습자가 주채적으로 문학율
'!"유하고 한국어를 사용할 때 그 지식은 비로소 자신의 것이 되고삐， 한
국 문학과 한국어에 대한 강수성도 기를 수 있다 한국어쿄뻐서 대중문

화의 중요성은 바로 이러한 정얘서 다시 한 언 강조원다 .

191

오크쇼트는 구세적 안용으로우터 추상회씬 시식융 기슐적 지쇄l떠n때 kru.I~ro l

라고 하고 이흉 구셰적 사얘얘 석용하는 에 영요한 시 삭용 싱제적 지식(‘r.d<찌
-~)'이라고 하며 후겨~I 충요성용 강죠힌 바 있다 한국어 학융사가 한국 운학
아 안싹1에 한한 지삭용 얀￡히 새녕적으오얀 이해하시 앙고 영상 앵”이나 용악§
양유하는 강연에서 주에칙으"-11용한 종 안<H능 것3 생‘l혀 까 식용 *1세 핀 상애

에 가낌여ßt QhSt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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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한국어교￥뻐 대중운화의 위상
강인규용여턱

다에제 시대의 대중운화는 현극운악에 큰 영양융 이지고 있다 허근 유앵하고

잉는 앤픽(fan

fKti oo), 게잉소얼옹 대중문화 론앤츠가 작용외 소찌로 전연화원

부휴이여 신진작가률용 인터넷 공간에서 영티미디어 시‘ 하이어 q 스트 운학 등

의 실험석인 운악 형식융 보여주고 있다 기성작가등 역시 인터넷 문학 작용 연
재로 옥자층옹 확보하고 잊다
한국 운혁의 생산앙식과 소통앵삭이 이영깨 연화하는 상황에서는 한국어 운
아쿄육도 더 이상 엑스트 강옥 중심의 교용안융 고수하기는 어엽냐 현재 한국

어교욱얘서 대중운화는 엔언하깨 활용되고 있지얀‘ 안순한 흉이 유옐이냐 작용
이예용 보조하는 역안에 어우르는 정우가 않 '1 이러현 양상융 극욕하기 위째서
용 연구는 얘 중용아의 영향으효 변화하고 입는 한국문학의 소흥망식용 검토하
고 그로부터 언웅어교육의 앵향에 대언 시사갱융 영 E 지 하었다

[주셰어} 대중문화 다얘 써 얻악운학， 사이어운학‘ 한국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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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겠l3d

The status of 뼈ss-rulture in Korean Language

Edlκation

Mn-kyU' Y，α)'l， Yeo-tak

뼈"\l，

pq> mass- cu1 ture in the mu1 tirædia environrænt has great impact on

Korean literature. lncreasingly rrore
game

nov어，

autlα'S

have

m야tly αJp

αlf).Jlar g.앤t'S，

cuJ ture- based contents and the

are ex))!ri trenting new forms of writing

and hypertext literature on the Intemet ,
g띠1녕ing

such as fan fictiOl1 and

their reader base through

up-ar피 corrnr밍

PJetrY
writers are a1∞

iκ U 이 ngmul띠ma

M여-e establis뼈

었i에 αeces

on the lntemet.

In this changing envirorurent wîth newer means of pr얘때'l! ar잉
dlstributing the Korean 1따rature， it is diffiαJl ω adhere ω the oJd style 이
literature education that eπψtasizes readings in gener피 Currently Korean

limited
m 외nply ααmtir밍 readee;’ interest α 외ding Inmπ-etation of literary
works. To further ex이이t !X)tentl 여 utilization of this new envirorunen t, this
study att에뻐.ed to review the char멍esm ∞mmunìcation and distribution
rrethods of K여-ean liter깅 ture that are ca때ηed by multim어i a， ar잉 deduce
p:ltenti 띠 new directions 이 the K，이æn Ja때떠ge 떠ιau""
literature

edtκ:ation

does utitize

m삐 1m떠ia，

but the usage is

tyαc에Jy

[Key words] mass →띠ture， multi-media Kα"ean literature, cyber literature,

Korean

때핑"'앵e 떠ucati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