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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홈 

시는 시어 자체의 합축성과 일탕성 동 어려웅으로 인해 한국어 학습 

자료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럽얘도 울구하고 시는 

고급스러운 언어쓸 보여주고 운화적 가치월 지니고 있기 때운에 한국어 

교육에서도 시흘 활용혀벼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안 아직껴지는 시를 

활용한 언어 또는 문화 교육 뺑i올 모색하는데 그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에서 시 교육에 판한 구셰적인 상올 갱립하기 위혜서 

는 이러한 논의들에서 한결옹 더 나아가 실제 교육 과정 중에서 시훌 어 

영게 교수학습힐 수 있을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서융대학i 국어교육과 한극어요&전꽁 악사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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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으로 한국어 고급 학습지들의 상호 

작용적인 시 읽기 양상올 연구하고자 한다 읽기 교실의 연인플은 액스트 

학습 독재 동료 학습자 교사 및 그틀을 둘러싸고 있는 액락이라고 항 수 

있는데 이러한 연인을은 서로 상호작용하연서 의이즐 구성하는데 영헝않 

이친마 다시 행연， 상호작용적 시 읽기는 구성주의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는데1 읽기 과정어 서의 상호작용은 학습 독자와 액스트의 상호작 

용을 선제로 이루어지고 교실 내 연인인 학습X뉴통료 학습자-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흉하여 구체화되고 조정될 수 있다 이런 상호작용올 흉하여 

학습자는 더 타당한 의미를 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를 읽는 방법 

에 대해서도 성찰을 가져올 수 있다 

외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능적인 측연을 녕어 문화적 측연까 

지 고려한 원활한 의사소통에 있으며 외국인 학습자가 완벽한 의사소통 

올 하려연 그 나라의 문화적 액락까지 이해항 수 있어야 한다 본고에서 

는 이러한 옥표를 염두에 두고 시 텍스트 중 문화석 내용을 당고 있는 핵 

스트를 선정하여 연구하고자 힌다 상호작용은 본질적으로 파정 중심적 

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문화 내용올 당고 있는 시를 상호작용을 통 

a뼈 이해하는 과정은 자연스러운 과정 중심의 운화 교수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부가적인 이정이 있고11 또 학습자들의 상호문화능력을 키워 

줄 수 있으므로 시도해 올 가치가 있다고 본다 

11 문화교육의 앙향얘 대혜서 깅갱숙i1W)은운화쿄육이 정보 션당중싱에서 과정 중 
싱으호 전환되어야 앙융 암었다 단지 운화 지삭융 정당하는 양식용 학습자을에게 

욕요 용@용 당순'1 앙기하토륙 혀뼈 언어와 문화가 용앙외기 어링게 만톨고 훈화 

이혜흩 위한 푼회적 인강성융 획득하도욕 이U눈 에 싱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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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빙엉및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앙엉으로 한국어 고급 학습자등의 상호작용적 

인 시 읽기 00'상올 연구하고자 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채툴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 시 액스트에 문화적 내용이 포함왼 경우， 학습자툴은 이흘 어영게 

이해하는개 문화켠에 따라 어떤 '1이블 보이는개 

@ 동료 .. '습자와의 상호작용 과정 중에서 개인적인 의이 해석이 대링， 

구체화， 발전의 과정융 겪는가? 

@ 교사의 발문에 따라 의미 해석 %냉이 어떻게 조정되고 황성화되는 

7f? 

( 인도 | 인도 | 에트냥 | 터키 | 중국 | 중국 | 

lA ß C D E F 

온 실험에서는 다국적의 한국어 학습자융 실엉 대상자로 선정하여 상 

호각용적 시 얽기 과정에서의 문화 이해훌 살펴보고자 하였다 온 실영에 

칭여한 학습자는 6영인에 서울대학교 대학원 l학년에 재학 중인 ξk습자 

틀이다 알파엣순으로 학습지틀에게 국척에 따른 번호용 부여하연 다음 

과같다 

연구 대상자휠 선정한 근거훌 부연설영하연 다음과 갇다 우선， 본고에 

서는 시 잉기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양상융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정한 언 

어 능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급 한국어 학습자용 선정하고자 하였 

다 연구에 죠썩한 학습자율은 모두 대학원 l학기 .. '습자로서 고급 한국 

어 학습2써| 해당하며， 또한 한국에 거주한 경험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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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국 운화에 대한 이해가 그다지 깊지 옷하다 다옴으룩 학습자 수툴 

6영으호 한정한 이유는 효과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반적 

으로 얘영의 학습자가 소집단융 구성히는 것이 적절.f7J 때문이다 그 

다용으로 디양한 국적의 학습'f룡 포함시킨 이유는 본 연구에서 다푸고 

자 하는 택스트는 운화격인 내용융 당고 있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문화권 

에 따라 문화 이해 양^./<' J 어영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즉， 상대적으로 동양 문화켠에 속하는 중국파 빼트냥 학습자와 

동양 문화견이지안 유렵 문화의 영'!，'-율 많이 받은 터키 학습자 그리고 

톡톡하연서도 다양한 문화적 옥수성융 지니고 있는 인도 학융자흘 포함 

시켜 문화권에 따른 문화 이해 양상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시 

읽기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동기 및 개인적인 판심의 차이는 매우 중요한 

연인인데 본고에서는 이질적인 집단이 상호작용을 하연서 어떻게 의마 

구성을 촉진할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으므후 문학 전공자<A， Fl와 비 

문학 전공자(ß， C, D. El훌 오두 포함시켜 소집단을 구성하였q.，21 

본 연구에서는 당화 자료의 션샤툴 위해1 다옴과 같은 선사기호훌 사용 

하였다 에률 들연 ‘A- l’의 영어 문자는 국적별 학습자 번호흩 나타내고 

숫자는 상호작용의 방식율 나타내는데 독자와 엑스트의 상호작용은 l중 

학습자와 동료 학습자의 상호학용운 2로 학습자와 교사와의 상호작용은 

3으로 표기하였다 또한 S는 용시에 여러 영의 학습자의 얀용을 냐타내고 

U 안의 숫자는 전사 자료의 발화 순서를 나타내며 밍출온 연구자의 강 

조용표시한다 

2) 문억 션용자는 비운학 정용자에 비얘 샤 잉기에 대한 흥이툴 지니고 잊고 한국 운화 

에 대뼈 어느 정도 지삭융 갖추고 잉다고 용 수 있으으중 상호잔용 '1정에서 의이 

구성융 옥진하는 억앙융 앙 수 있융 것이다 다안 온고애서는 싱엄 청에 잉기 이스 
트에 대안 학습자흥의 운화 이예 정도얻 언저 살여보지 앙앙눈에 그 원인용 용제률 

가하지 않온 연안한 읽기 흰경융 마련얘 종으로써 학습자 간의 자유로훈 상호싹용 
을 이끌어내요자 하였기 예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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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자와 택스트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융 위해서는 문학 작풍의 선정이 

얘우 중요한데 본고에서는 다융과 같은 기준을 고려히여 실헝용 댁스트 

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우선1 언어 수준의 적합성 연에서 언어적 이탈이 

격은 시를 선갱하고자 하였으며 다음으후 내용 연에서 사랑과 자아성찰 

퉁 인류 보연적 주제할 다루고 있어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안웅융 유일할 

수 있는 시훌 선정하였다 또한 호택인의 정서， 사고땅식， 가치관 둥 한국 

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는 시 액스트를 선정하고자 하였다31 본고에서 선 

정한 사는 서정주의 〈신부>， 김소웰의 〈정동새〉와 〈초혼〉퉁 3연이다 

이 댁스트률은 모두 ‘한’이라는 한국인의 전용척인 정서와 사고땅식올 당 

고 있교 설화를 차용하고 있다는 정에서도 유사하다 

실험의 절차는 다옹과 같다 

φ 학습자로 하여금 스스로 시를 읽고 시의 대에적인 의미툴 파악하게 

하고 어려운 부용을 기술하게 한다 

@ 시를 읽는 중에서 생건 의문이나 시에 대한 강상올 자유융게 토흔 

하게한다 

@ 교사의 얄문융 용하여 동료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에서 대링적인 해 

석， 해결하지 옷한 문제， 학융자등이 잘옷 이해하고 있는 부용， 싱충적인 

이해가 펼요한 부분 동에 대해 조정한다 

31 푼학 직생의 선정 기용용 다옹까 강은 논의용 갱고하였아 공리와 슐'1이터{어lie& 

SIæe-, 1염71는 문학악용 신정에 있어서 @학생'1 용이 @문아직 배경@ 언어 수중 
@짝습자의 영요 둥융 고려혜야 힌다고 지적하였다 스틴{51히l 1!J}1 잉41은 용억 싹 
용 션찍에 있어 고려에야 양 정올 시석하고 잉눈에 륙" 시와 한현혜서는 악생률이 

곤 어허용 없이 혜석앙 수 잉융지의 언어적 영태와 자신의 개인적 경영아 깐련 X 어 

시g 느g 수 잊융지얻 고려에야 한다고 주장하영아 이러한 선정 기훈의 핵심융 정 

리왜효연 언어 수중의 액안성 언어와 문화객 용연의 죠회} 악습자의 용이용 짤 수 

잊는 내용 풍으오 귀갱생 수 있용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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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흔적 기반 

l 시 읽기 괴엠에서의 문화 이해 

읽기 파정은 독자와 액스트의 상호작용올 용한 의미의 재구성 과정으 

로서 이 과정에는 ‘작가-옥자-찌스트’ 및 이를 둘러싸고 있는 액략이)간의 

복합척인 상호작용이 일어냐재 왼마 욕히 본고에서 다푸고자 • • 는 시 액 

스트는 운학 핵스트로서 문학의 자율성과 문화폰적 판정 퉁으로 인해 독 

자 중심의 읽기가 강조왼다 

깅대앵(잉l) 힘)에 따르연 운화흔정 관점에서 문학은 어언 공동채가 

지니고 있는 삶의 방식을 형상화한 것이' .. 는 정어서 문화가 왼다 또한 

우한용{1명r Jil은 운화 주셰틀의 운화와 관련된 쩌반 현상의 상호작용을 

문화 상호작용οl라고 한다 문화 상호작용의 판정에서는 개인이 배경으 

로 하는 집단과 집단 간의 운화 재반 현상의 상호작용얘 판싱율 가진다 

이처럼 운학 2앵의 운화적 혹성율 강조했올 때 문학 입기 과정에서 

문화 이해는 거시적으로는 핵스트 내부에 주어진 내적 문화올 이해하는 

차원과 액스트 외부어써 끌어온 외적 문화를 이해하는 차원으로 구용할 

수 있융 것이다" 다시 행연 시 읽기 과정은 우션 액스트 내에 존재하 

41 이셰기cra; 100-1<J1l에 따프안 액악용 q스트의 수용차 생A안I '.잉하논 사회석 

웅화적 융리적 요소톨 예석하는 에 판여하능 갱보이다 엑학용 이스트 내 핵확.~ 

스트 간 액릭 상영 액'l. 샤"문화석 액꽉으호 나윌 수 았는에 이 네 영주는 욕엉적 

으효 혼찌하져 앙으여 각 엑락 영주는 서효 영향 안셰에 놓여 있아 
51 이러한 구용온 호정융 당려 하여 논의하기 위해 이주어진 것이아 이는 잉기 파정의 
성척에 아온 구분이 아니 라 q스트 액와의 충위에 따픈 구용이다 싱셰 잉기 'f정에 
논 다양한 요인률이 북11석으i 흉사에 삭용하게 외묘호 샤실상 영아야게 구용하기 

어연다 용짜적인 측연애 국한하여 논의하연 욕'f는 익스프 내의 운화동 자국 용화 

와 영￥히여 이왜하는 용시에 이스트 외칙인 용화 액약융 고려하재 피고 또한 그와 
앙연딩 q스드용 환기하연서 이에하는 와정용 거쳐찌 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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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옥표 문화를 자국 운화와 결염써 이해하는 차원얘서 액스트 내적 문 

화 이해 과정이 수반왼다 다옴으효 확장적 차원에서 액스트의 외적 운 

화 즉， 작가의 생산 액짝으로서의 작가를 줄래9고 있는 문화와 옥자의 

수용 맥락으로서 독자가 기안하고 있는 사회 운화와의 상호각용이 일어 

날 수 있다 이는 독자가 작가의 창작배정， 작가의 사회 시대배경 잊 그 

당시의 가치판 퉁을 이해하는 과갱이다 

액스트 내적 문화를 이해하려연 액스트 내얘 반영원 운화객 요소홀 파 

익빼야 하는데 이애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훈류에 대해 살펴불 

필요성이 있다 문화 자체는 그 범위가 넓고 성격이 오호하고 욕항적이기 

때운에P 그동안 않은 연구자윤이 문화에 대한 분류플 시도하였다 비록 

연구자마다 용어를 달리 하고 있지안 일안적으로 이용엉적 또는 상용엉 

적 분류 기준올 취한다71 

산울， 앵위 관념의 상분엉적 용유 기준애 따라 택스트 내의 문화 요소 

융 살펴보연 다음과 같다 산물용 인간의 지혜를 바당으로 안률어진 것으 

로 유영， 우형의 모든 생파울융 포함한다 앵위는 한 지역적 공동셰 구성 

원률의 보연적 생힐양식과 앵동유형융 가리킨다 관념온 인족성 가치판 

세계판， 정서 둥 집단의 무의식 또는 의식이 전숭되어 내허용 것융 딴한 

61 인듀악자융의 연구 대상온 용야 이기 예문에 영쩍이 훈화의 싱예를 규정히벼논 노 
펙용 얘었다 그융은 문화원 에우 육닝은 엉위의 현상용 언급하는 깨영으호 사용한 

다 타앵è:l{E. B. Tykr. 18m!!:] 정의에 따프안 운화한 지삭 신녕‘ 예술 도억 엉원 

씬융l1'안 아니랴 사회의 한 구성앤으로서 인간이 익득한 아픈 요등 능허이나 얀습 

융 !1.'앙한 혹양적 홍"이다 
71 외공어 교￥{서 다푸는 운회념 이￥엉직 차원에서 흔히 &gC와 uttκ로 용유되는 

cfl .!:!.육스(8，얘(s， l!lB)에 따르연. &gC 용화는 운악 예술 역샤 용악 용아 강용 셰 
도적인 ￥운용가리키고b때~훈화는 보아 tl17~시적인 것‘ 예캔얘 운화적 규'ä 앵 
동양식과 강온 것율윷 가리킨다 또한 터영인과 스댐흉해스키ITæ미뼈δ@찌잉에 
l!!lll논 잉반 앵위 문화g 아대 규정히여 산율 앵위 원녕으호 에분화하였고 로앤슨 

<ltörsn 1!Hi)에서도 외국어교육에서 용'f 요소용 크게 산융 잔냥 !’우l포 싼유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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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상의 세 가지 분퓨 처l계에 따라 시에 나타난 문화적인 요소를 논의 

할 때， 시 액스트는 특히 눈으로 보거나 설영을 송애 이해하기 어려용 고 

차원적인 판념 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효파적이라끄 할 수 있다 

또한 택스트 외적 운화흘 이해하려연 작가의 창작배정， 작용의 시대배 

경 및 그 당시의 가치관 둥 저자의 생산 액락에 관여한 사회 문화적인 요 

소를올 이해하는 것이 펼요하다 따라서 엑스트의 외적 운화 이해논 문학 

읽기의 특수성이라 할 수 있는 다.OJ=한 해석의 가능생을 열어주고 ξ뽕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융을 준다 이는 또한 한국어 학습자 

틀이 자국의 운학 교육올 롱하여 획득한 문학 능력과도 관련왼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얽고 있는 택스트에서 환기되는 댁스트를 끌어와서 액스 

트를 이해하는 과정이 일어날 수 있는더~I 이는 또 다른 댁스트를 끌어들 

여 확장원 이해를 하고자 tj-는 과정이라는 정에서 댁스트 외적 액락의 병 

주에서 논의할 수 있다 특히 두 텍스트가 운화석으호 관련성이 있을 경 

우1 텍스트의 운화 이해와 복합적이고 교차적인 상호작용적 관계에 놓이 

게 되는데 이 과정은 액스트의 내적， 외적 문화 이해 과정에서 모두 일어 

날수있다 

81 한 이스트와 연판시키는 다흔 엑스트등 상호‘!스트라고 하여 에스트의 이런 속성융 
상호q스트성이 라고 한이 상호익스트성(intertex뼈lity)이e 는 냥앙의 규u;은 속’， 

사이 또는 상호의 돗융 지닌 'intß'이라는 엉두어가 어인 율건이 쩌여져 있아는 것 
에서 나용 원운’이냐 온운’의 뭇융 지년"'"와 경잉벼여 이쭈어졌아 여기에 사웅의 

성정이나 상태용 나타내연서 영사용 안드는 어"1‘Y’가 덧융여져 안을어진 신조이아 
낱알의 의미로 생각하연 때스프가 서로 내적으호 찬련'1어 이푸어진 것융 지칭하는 

추상적인 개녕으jξ ‘액스트툴 사이의 판련성 이라고 간연'1 맏안 수가 있대깅도냥 

am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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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호작용적 읽기의 개녕과 흥위 

상호작용이라는 용어는 언어 교수멍에서 대세를 차지하고 있는 의사소 

용 정근 방엉을 이흔적 근거로 상는다 상호작용은 두 영 이상 사람 사이 

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 아이디어의 교환으로 서로에게 영앵F율 이친다 

(Bro~11， :mr a6) 상호작용은 일반적으로 구어적 의사소용 과정에서 논 

의되지만 문어적 의사소용으로서의 읽기에서도 적용원다 읽기에서 상호 

작용이란 독자와 찍스트의 상호악용융 기반으호 한 의사소용의 형식으로 

왈수있다" 

상호작용적 읽기의 이론적 근거는 구성주의101에서 찾아윌 수 있다 구 

성주의 학습ξ써서는 지식이 구성되는 액락용 중시 • • 는데 능동적인 학습 

자와 이 능동격인 학습자가 유의이한 학습을 할 수 있는 액락적인 환경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잉기는 개인적인 의미 구성 앵위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안 이러한 판정은 댁스트 이해와 관련원 독자의 스카마의 능동적인 

역함올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댁스트 이해 과정얀융 강조하 

였다는 정에서 한계가 있다 실재 글융 읽어나가는 과정에는 개인의 애경 

지식 뿐만 아니라 임기 액락이 t!<껴하게 왼다 액락을 배제한 텍스트 이 

해는 불가능하고 액스트는 액학애 의해 그 의미가 구체화원다 

9) R야훌슨이 오영화언 -1와 갱이 의사소왕용 잊신자와 수신자가 기회융성 언어와 운 
자 언어)용 주고한옹 맹위톨 안한아 이얻 칸영에 서연 잉기 앵위는 작가와 욕，)용 
양용의 엘신자와 수신자효 상정하어 이우어지는 의이 작용의 성션으혹 이예앙 수 

았대이<lii'. )!lB 561. 
)0) 구성주의는 q스트 이뼈는 능동객이고 장죠적인 정신석 구성 앵위라는 잔정흩 전 
셰로 용양한다 수용은 q스프 내에 객셰적으jξ 존찌하는 의이의 단순한 재생산이 
아니랴 영앙 하나의 구성 적이며 역흉직인 과정이라고 본다 구성주의 양대 용융 

이후고 있는 것은 여아제'1 인지 :얘주의 와 비고츠키의 사회 구성주'1’이다 피 

아셰논 개인의 인지 파정융 강'~3~었고 비고츠키논 사회격 상*작용의 흑연융 강 

죠하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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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주의 관점에서 운학 작용의 이해살 다루고 있는 구생주의 운에학 

에서는 문학 ξk용의 의띠는 객잔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랴 옥자의 싱 

리적 처려 과정올 용해 산출되며， 이렇게 산출된 개영 옥자의 해석적 안 

용.01 다흔 사랑틀에 의혜서 받아툴여짐으로에’ 사회적으로 공인율 받게 

되연 비로소 액스트의 이해가 성링왼다는 얀정을 제공한다 즉1 구생주의 

문에학은 문학올 사회척 앵위 찌찌로 이해하는데 개별 독자의 액스트 처 

리 과정융 흉한 커뮤니카트(κi띠#) 형성 과정과， 언어적 커유니케이션 

이라는 업용융 흉한 공인왼 의이 도출이라는 과정올 상정하고 있대이상 

구" :DJI; I!HÐ) 

이상의 논의에 기반하연 상호작용적 읽기에는 두 가지 충위가 망라되 

는데 하나는 개인적 의미 구성 앵위로서 옥자와 액스트의 상호각용에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의이 구성 앵위로서의 학습 독자와 동료 ~，습자 및 

교사의 상호작용이다 즉 학습 옥자가 액스트와의 상호작용융 용.~져 개 

인적으호 의미를 구성한 다옴 교싱 상항 액락 안얘셔 동료 학습자 및 교 

사와의 상호작용율 용하여 공강대가 형성원 의이용 도출하는 파정이다 

이얘 본고에서는 상호작용적 읽기란 독자가 익스트의 상호작용융 용해 

형성한 의미를 기반으룩 샤회 구성웬툴파의 상호좌용을 풍하여 공강대 

가 형성원 의"1툴 도융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개념화한다 

그러냐 옥자와 액스트의 상호작용은 얽기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일 

어나고 교사1 학습자 및 동료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은 표육적인 액락 안에 

서 의도적으로 일어난다는 정애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교육적인 측연에 

서 상호작용적 읽기는 후지에 초정이 놓이는데 독자가 동료 학습자 및 교 

사와의 상호작용을 용하여 옥자와 핵스트의 상호작용융 유의미’하게 안 

툴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교.^I-악습지} 써1의 상호2샘과 교사와 학습자1 학습자와 동료 ~h습자 

간의 상호작용은 서로의 영향융 받는다 상호작용윤 상호조정의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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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양신자는 수신자에게 어떤 얀용융 일으키고 이것은 다시 다은 작용 

올 하재 함으로써 이번애는 앙의 수신자가 얄신자로 바뀌며， 앞의 발신자 

인 새 수신자에게 강은 방식으로 반웅올 일으키는 식이대Ann 

뼈때때1-Thanas. :rol: $ ) 즉， 학생틀의 안웅은 교사의 반웅융 지극하 

고 나아가서는 교사의 다옴 질문에 영힐i융 끼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험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 영향과 상호 조정은 끊잉없는 패턴으로 반복왼다 

UJ 상호작용적 시 읽기 양상 

본 연구가 주로 다푸는 시 핵스트는 문화적인 내용을 당고 있는 댁스 

트이기 때문에 사를 읽는 과정은 원연적으로 문화 간 상호작용융 포~하 

게 원다 본고에서는 학습자툴의 시 읽기 양상올 크게 텍스트 내적 문화 

이해 양상과 핵스트 외적 문화 이해 양상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하며‘ 

여기에 확장왼 차원으로서의 찌스트 간 문화 이해률 포~하여 살며보고 

자한다 

l 텍스트 내적 문화 이해 앙상 

문화온적 판점에서 학습자둥이 옥요 운~~을 당고 있는 시률 이해하는 

과정용 한국 문화얘 대한 셰엉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는 독자 

자신이 기반하고 있는 문화와 외국 문학 직냉이 반영하고 있는 문화가 안 

나서 상호각용하는 과정이다 학습자들의 문화 이혜는 주로 액스트 내척 

문화 이해에 집중되었는데 그것은 학습자들에 자국의 문화객 기안 위에 

서 욕표 액스트애 안영원 내적 문화흘 이해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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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앙 절에서 논의한 산을 문화， 앵위 문화， 관녕 문화의 상용엉작 용 

류에 따라 학습자를아 액스트 내에 반영왼 이 쩨 가지 문화훌 어떻게 이 

해하는지훌 살펴보고자 하였다 

서정주의 〈신부>111는 한극 여인의 정점과 한을 형상화한 직댐이다 그 

내용은 결혼 칫날망 신부가 신랑의 오해률 냉아 소악흩 당하였지만 <IJ년， 

$년이 지나서도 첫날망과 연￡냉는 오습으효 앉아 있었고 우연히 융린 

신랑의 안즈러용 손길이 닿은 뒤에야 애용재가 되어 내려앉았다는 이야 

기흘 당고 있다 대￥용의 학습자을은 시의 대제작인 의이가 무엇인지용 

뼈‘하였지만 신부가 왜 기다였으여_ 01"1악 단릭에서 찌년 뒤에 신랑이 

gμ1 다쳤융 때 어떻게 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옷하였다 

그 원인옹 주로 찍스트 내의 판념 운화율 이해하지 옷하는 데 있었는 

에 학습자의 개인적 의마 구성 자료와 교사와 학습자 및 동료 학습자의 

상호작용 자료를 살펴보연서 이에 대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언 

저 학습자를의 개인적 의이 구성 자료흉 살펴보앞 텍스트의 내적 운회을 

이혜하는 양상은 운회켠애 따라 다잉썩게 냐타남을 알 수 있었는데 그것 

은 학습지툴이 자국 문화에 기반하여 비교 운화적 시각으로 옥표 운화훌 

11) <신우〉의 전운은 다용아 강다 

신￥논 초욕 저고리와 다흥 지"1로/져우 꺼잉어리안 쩔리융 씨V신랑하고 젓날양흩 

아씩 앉아 았었는[~;.신랑이 그안 오중이 긍에져서 냉증 잉어내당려가는 바랑에 ’‘ 
자학이 용 용쩌귀에 경컸융니다/그것융 신앙용 생각이 또 긍해'V신￥가 용땅에셔 
그 새톨 옷 싼}에뒤에서 손으호 잡아당기는 거라과그정재안 앙고 둬도 안동아보 

고 나가 에었습니다/용 용애써 정힌 옷자악이 찢어진 페오/요중 누은 옷 쓰1I아 

며 향}냐 에었습니다/1.그러l 냐서 @년인가잉년이 지냐간 뒤*풋아에 딴 용 일 

이 생71/-이 신￥네 싱 엉융 지냐가다개그래도 장시 궁긍빼서 신￥앙 운올 영고 흩 

여다보니/신￥는 귀잉어리안 g힌 첫냥앙 모양 그대호/효혹 저고리 다흥 치Dt~i아 
혀도 고스안'1 앙아 있었송니다J안쓰허용 생각에 흉어 그 어께용 가서/어우안지니 

그예서야 에용 찌가 외에/육삭 내려앉아 에영융니다/초륙 져와 다흥 찌호 내려 앉 

아에었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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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자 하였융을 알해준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동양킨의 사고앙식과 

한국과 비슷한 문화를 갖고 있는 중국인 학습자와 베트냥 학습자는 시적 

분위기를 잘 파익r하고 주제와 근접한 해석을 하였옴올 알 수 있었다m 

베트남 학습자 C는 ‘신부가 아픔을 용고 살아왔다’는 것을 언급합으로 

써 피상적으로 ‘한’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중국인 학습자 F는 이 시어 서 

신랑의 정없는 앵동과 신부의 앵똥에 대해 이해하였고 그 원인이 유교적 

영향에 있다고 하였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는 신부의 정절은 ‘신랑을 꼭 

기다려야 된다는 신념이 어릿속에 깊이 박혀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았다 

하지만 인도 학습자틀은 신부의 행동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연서 신부의 

행동이 무엇을 의이하는지를 전혀 파악하지 옷했고 추리력과 상상역에 

기반히여 다양한 해석올 하였다 인도권 학습지들의 개인적 의미 구성 자 

료13'를 살펴보연， 학습자 A는 신부가 죽었는지? 신부흘 조각으로 안틀었 

121 얘트냥 학숭자와 중악인 학습자.21 개인석 의이 구성 자표는 다융과 강다 

• 신땅이 신우융 사랑하지 앙고 떠났어& 신￥가 이용융 용고 4 년 후애도 살아갔 
어요 신우의 영생이 율생한 것 강아요 신￥흉 사랑하고 존중'ßHξ 신랑의 아용이 

우룩하다능 느잉이 동어요 -학슬자 C-1 
• 애가 생각히}기얘는 이건 아아 조혼인 것 걷아요 우 사엉이 일썩 경혼얘서 신당 
。1 아칙 현이 얻 융어서 첫날잉뼈 이형께 Eι아나어였는에 신￥는 유쿄의 영향융 " 
이 앙아서 신랑흩 lf 기다려야 씬다는 그언 신녕이 어려 깅이 빅썩있는 것 강아요 
학습자 F-1 

i3) . 오중이 급얘서 융흔 오중이라는 거 냐았지안 경까가 씬지 이예하지 옷쨌어요 신 

￥는 증었어요? 초각 t떨었어요” 이 사링이 시긍 정꾸논 거에요? 신우의 위치 신 

부 St.t", 껴기 I년 뒤애도 신우가 고스란히 앙아있었어요 쩨 고스란히 잉아있었 
어요? 아주어니 할어니 왜버리잖아요? 얘 고스란히 앉아있었어요? 아직도 신부에 

요? 그 신용 4l년 뒤에도? 한습자 A-1 
• 제가 이해δfll로는 여기서 신우흉 원}는 게 아니라 신우의 상정? 신￥는 우리 

생영에서 중요한 상징올 안하고 있는 것 겉아요 쩨 생각으오는 우리는 지긍도 생영 
의 전인에는 어인 중요성올 느끼지 옷하고 에g 틀연 우이 가쪽보다 좋응 회샤애 

틀어기는 거 더 중요하고 용쑤용 'f는 것이 더 중요하고 다은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지얀 생영의 후반에 가서 그 중요성올 느끼게 째요 많은 것올 이우었고 

온도 영었지안 그런 땐딴，양1 잉잊다고 느껴요 짝습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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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Al? 신랑이 착각올 하는 건지?둥둥 혼란스러운 이해의 %앵올 드러내 

고 있으며 더더욱 신부가 왜 고스란히 앉아있었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없 

다는 태도를 나타냈다 또한 학습자 B는 <<l년 뒤에야 버였던 신부흘 찾아 

오는 신랑의 앵동에 초정올 두고 신부가 생영의 어떤 중요한 것올 상정하 

고 있다고 이해하기도 하였다 

다융은 교사와 학습자 및 동료 학습자의 상호작용 선사 자료인데 연구 

자는 시의 주제를 잘 나타내끄 있는 신부가 그 오랜 세월동안 용었을 ‘한 

이라는 관녕 운화에 대해 학습자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아보고자 하 

였다 이를 위에 연구지는 우션 학습자들이 이이 애용 김소월의 〈진달래 

꽃〉으로부터 학습자틀이 ‘한에 대한 이해즐 끌어내고자 하였다 

æT 혹시 한에 대때 틀어았어요? 
Z7 S 네 

28 1' 김소생의 진달래꽃 배웠어요? 

2J C-3 아， 네 읽어왔어요 

1I C-3 어자 마옹? 언어교용원에서 6급 다년 때 배웠어요 

31 T 이 시는 한국 여성의 정쩔파 한용 보어주고 잊어요 이 시에서 신부 

는 한융 용고 신랑융 기다린 거죠 

32 A-3 왜 기다려요? 밍이 아재 1 누가 그 자리에 계속 앙아 인갱어요? 

llS 하하 1 

34F-3 채 셋각에듬 아지막 구정이 그 *냉 장 g혀하 건 강아요 

:E T 그령ii 아지 악 구철이 그래서 첼 중요한대 재는 이 여자의 한융 상 

징하는 거죠 재는 결과흥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용이 재로 되는 ，1정융 

보여주는 것 그 동안의 한융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한을 용고 용이 

재로 되는 과갱융 보여주는 꺼애요 

:li A-3 축용 때 어떠 셋각옹 웃고 즉논지 그건이 웃요해요 .. 이 용링 수 

독정뾰L욕 



언극어 학숭자의 상호작용적 시 읽기 양상 연구 199 

37 T 허허 사실 한은 올리기 쉽지 않응 강정이에요 

æ A-:l 한이 용켈 수 없어요? 
11 D-Z '1우리 앵복해도 그 때플 계속 생각6는 거지 안익에 영아를 잃어 

버린 거。t. a 년 뒤에 아내랑 앵복하게 살수는 있는데 그래도 엉마융 생 
각한 거잖아 영마가 죽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옷해 그런 거 

40 A-2 그링 한은 씬전 <1 영이네요 허허 

이 T 터키는 왜 한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쟁 때문에? 

42 D-:l 전쟁도 많앙고 섬하게 가부장적이라셔요 많은 사람틀이 터키가 유 

영나라인중 얄고 있는데 아시아 나라애요 

43T 그래요? 그혐 인도가 오히려 서양적인 사상융 갖고 있나요? 

44 A-:l 좀 달라요 인도는 청핵에 달라요 *V 갇유 언 용.~ çl?~으로서 누 
구냐 가지 고 잉용 수 인지 ~~ 'ql도논 가연계 성101야 되고 증정게 싱}아야 

하다‘þ 정회F이 잉기 때문에 이셋 녁 친지하게 상연 얀 굉니다 재미가 

없욕 
45 T 그러연 인도 문화에는 한’과 비슷한 개념이 없는 건가요? 

46A-, 문화에서 슬픔 같은 개닝이 있는데 울륜 쓸 수도 있겠지안 제가 왔 
융 때는 었어요 한’은 째가 한국에 오써 처옹 틀어왔어요 웰걷도엔신 
그런 개녕이 없느냐? 인도에서 써지등이 앙이 태어냥기 때무에 섯자가 

태어냐기 워해서뉴 그 옛에 엄이 엉어야 얘요 *l<'l 업이야 그 갱도 사 
랑이 태어냥 수 얀어요 그해서 하이 었어요 

<f7 T 그렁 원해는 있융 수가 있는에 성자가 태어났기 때문에 엉어졌다는 
거예요? 

48 A-:l 네 셋자가 잉으연 ‘~'ol 잉용 수가 없어요 

문화견얼 운화적인 '1이 때문에 학습자들펀 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 

는 과정이 서로 달랐다 발화 1341 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인 학습자을은 

연구자의 질문에서 힌트를 받고 즉각적으로 시의 주제률 파익f하였지만， 

인도 학습자는 한‘의 속성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웃하고 말화 llìl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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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한이 울렬 수 있다’는 판정올 제기하였다 이에 터키 ξk습자는 딸화 

(l)J 에서， 인도 학습자와 상호작용융 하연서 자신이 ‘한’에 대한 이해를 
인도 학습째게 설영해 준다 이얘 인도 학습>，는 일화 I얘l 와 I4iJ 에 
서 인도 사상의 철학올 설영하연서 무엇 때문에 ‘한’이라는 개녕이 인도 

에 없는지를 설영하었다 이런 상호작용직 익이 구성 과정융 용하여 학습 

X많은 모국 문화와 경부하여 한’의 의이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이혜힐 

수 있었고 또 각 문화켠에서 생각하고 있는 ‘한’에 대해서도 이야기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 이런 과정은 자연스려운 상호문화 이혜 

흘 촉진혜주는 방법이 되기도 혔다 

깅소웰의 〈정%^H>'4J도 ‘한’이라는 한민족의 보연적 정서률 나타내고 

있는데 이 시얘서의 영동새’는 문화적인 산울이며 한이라는 한국의 관 

녕 문화를 표상딴 새이다 서정주의 〈신부〉를 읽는 과정얘서 。1"1 ‘한· 

에 대해 충분하게 이야기흘 주고받았기 때운에 학습자플을 깅소웰의 〈정 

동새〉라는 시도 역시 ‘한1에 대혜 이야기 하였다는 점은 어영지 않게 파 

악하였다 하지안 문화권 벌로 정동새가 포t'하고 있는 문화적인 상정에 

는 i에가 있기 때문에 학습자틀이 시용 받。띔이는 태도가 다DJ하었다 

다웅 전사 자료훌 살펴보연， 발화 1011 에서 인도 t랩자 A는 〈정동 
새〉라는 시가 한국에서 잘 알려져 있는 시인지에 대혜 궁긍해 하였고 말 

화 (l)J 에서도 이 시가 왜 좋은 시인지에 대해서도 의운올 채기하였다 
교사 및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그 원인올 알 수 있었는데 그것은 

인도에서는 접동새가 ‘바보새’이기 때문에 문학 작용에서 좋은 의이로 쓰 

14) <성용새〉의 전용융 에시하연 마융과 강<1. 
성홍/성용/아우헤비 정용11진두JJ{，’l때m 가랑'.에 살언 누냐헌진두강 앞1빠·ψ와 
셔 융니다J 옛냥 우리나라/언 뒤쪽으v친두강 '.앙7써 상언 누나쉰/의잊어이 시생 
에 쭉었습니다/1누나라고 *21 보ët/오오 융성W시생에 용01 쪽옹 우리 누나농쭉어 
서 성똥셰가 ‘l엉융니다까애이나 냥아 니능 오앙용생j!{학{서도 옷 잊어 >}O. 옷 
잉어/야상정 (8(=잊l 냥다 자는 앙이 깊으망이 산 져 산 융아가여 슐피 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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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없기 때문이었다 다음의 학습자와 교사 및 동료 학습자와의 상호 

작용 당화는 각 문화권에서 접통새의 문화적인 상정적 의미를 잘 보여준 

다 

이 A-, 재가 균긍하 건 한국에서 이 시가 장 양혀져 잉느 시얘요? 
112 1' 네， 잘얄혀진 사n. 

æ A-:> 신기해요 허허， 아아 제가 잘 이해 옷했기 때문에 신기힐 수도 있 

는데요 누나가 죽었다 성동새로 연였고 율고 있다 성동애가 그렇게 우 

니까 누나가 한이 너우 않고 아직도 한이 울려지 않았어요 정동새가 어 

인새에요? 

여 T 뻐꾸기과고 냉뻐만 나와서 우는 새 있잖아요 
IE F-:> 아 1 소쩍새? 

(1; IH 용에이? 

07 1'네↑맞아요 

æ A-:> 문화적으호 비교하연 。1도에서쓴 시에서 이윈 새릉 아 써요 왜냐 

하연 인도에서뉴 이 새뉴 바보새예요 

æ s，하하’ 
JO B-, 어떤 사링이 낮에는 자고 밍써 늦거까지 공￥하연 그 사링이 접동 
새라고 해요 나암 뜻이에요 그거 좋은 뜻 아니애요 

11 A-:> 어떤 사립이 울건올 사나가 샤기 앙였어요 

12 IH 바가지 씌훈 거? 

13 A-Z 네 울루 당했어요라고 말해요 

14 l' 올루가 어예요? 

IS B-:> 울루가 인도얄호 성동새예요 

16IH 터키맡도 정동새 웃겨요 ~~ Binl라고 해요 

17 l' 허허 재밍네요 

18 D-:> 그윈데 갱뚱 ”’= 터키얘서 족 악옥응 의이해요 진 F처에서 정동 
새가 용연 안 쫓다고 앵각해요 



202 극어교육연구 제?I집 

19 E-3 성동새가 상 우는 새예요? 

3)1'네，잘올à 

21 E-:> 장 우수: 사력이 용명이 양유 사잊이라고 그링게 망f하연 새도 장 우 

느 새가 흥'?1-0 1 양유 ~k> 1 앙유 새갱à 찬 우든 사럭이 혀이 앙유 새캠 

Xi 이 누나가 다휴 새가 아니라 정옷새가 되느 켓도 이아 하이 R싱아서 

강효끼 
22 1' 네 허허， 접동 능한국어서 한이 많은 새의 요상이라고 할수있어 

요 

zl 0-:>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표현L 슬용이 않은 성동새? 그런 표연이 있어 

요 사랑이 우올하게 앉아 있으연 너우 안 좋응 얘기하는 샤립올 슬은 

올껴야 슬픔을 주는 융에미라고 얘기해요 

34 A-:> 이것이 왜 한국에서 좋은 시예요? 

:51' 한국인의 민족걱 정서응 표현한 시니까요 정동새는 한국적인 하융 

요갚학늪쇄영욕 

학습자플은 이 시의 내용올 대쩌적으호 파ξL하였지안 각 문화권에서 

접풍새의 문화적인 판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 

서 이 시에서의 접동새가 무엇올 나타내는지， 각 문화권에서의 정동새의 

상징이 어떤 것인지를 둘러싸고 학습자간 및 교사간의 상호작용이 。l루 

어졌다 발화 1211 을 살펴보연， 중국인 학습자 E는 성동새가 잘 우는 새 
이기 때운에 한이 많은 새일 것이고 누나가 정동새로 연한 것 역시 한이 

않아서 일 것이라고 추론을 하였는데 이저혐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추론 

을 하는 것은 시의 주제률 파악하는 데 않은 도웅을 준다 또한 학습자와 

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터카에서는 정동새는 슬픔이 많은 새이여， 악용올 

상정.sH는 새라는 것올 알 수 있었l 인도어 서는 접동새가 바보새라는 것 

을 얄 수 있었다 따라서 인도 학습자 A는 이 시가 왜 좋은 시인지에 대 

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시를 읽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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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럽게 비교 문화적 시각에서 '1"뼈와 옥요어에 표현원 의미‘ 사고양식， 

세계관 둥의 치아성과 공홍성율 이해하게 왼다 

깅소월의 또 다든 작용인 〈초혼>151용 ‘초혼 의식’ '51율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죽옹에 대한 애홍항을 절규한 시이다 다응운 깅소월의 〈초혼〉에 

대한 교사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당화 전사 자료인데 학습자가 옥표 문 

화권 텍스트에 1샘왼 초혼이라는 행위 운~，를 이해하지 옷해 어허용을 

검은 경우이다 초혼‘이라는 어휘는 한자어였기 예운얘 인도 학습자 A는 

처음애 그 의이흥 정확하게 파의f하지 옷혔다 따라서 하늘과 땅 사이가 

무엇을 의이하는지 올라서 나릉대로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여 해석을 하 

었다 이에 ‘초혼’의 의미를 알고 있는 중국인 학습자 E는 의문올 제기하 

연서 그 의미흘 확인시켜주고자 학습자 A와 상호작용적 의미 조정올 시 

도한다 하지얀 학습자 E가 정확한 의이를 전달했옹어|도 울구하고 학습 

자 A는 ‘초혼 의식’에 대혜서 이혜휠 수 없다는 반웅을 보이연서 자목 운 

화권의 한 이야기를 상호 관련시켜 해석한다 학습자가 한 이야기를 살펴 

보연， 그 의미 연에서 옥표 운화의 ‘초혼’이라는 행위 문화와 완전히 반대 

원다는것올알수있다 

151 ι흥혼〉의 전운「융 제시하연 다옹'1 강다 
산산히 '1-서진 이유이여V허공중얘 얘어진 이 g씩1여Y웅 'j도 주인 없는 이용이여Y 

￥르다가 내가 쭉용 이용이어V/싱중에 남아 있는 말 한 마t:H:l뼈내 아저 하지 옷 

하였구나/시링히언 그 샤앙이여V사행}언 그 샤랑이여W앙옹 빼는 서산"'1"루에 절 

리었마μF슴의 우리도 슬펴 용다l잉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세냐는 그대의 이용올 

쑤르노라1/설용에 경도욕 ￥르노'11성용에 경도욕 부르iç~;'￥르는 소라는 잇져 
7까w하을과 ‘g 씨가 너우 잉구냐W선 얘포 이 X삐에 톨이 '1어E부르다가 내 
가 축옹 이읍이여V사행}언 그 사랑이여Y얘하언 그 사랑01어1 

16' 초혼용 전용석 의식에서 일안적으호 장예식 때 죽은 자의 혼용 ￥프는 의식으호 
거앵외었다] 한다 이 의식은 아양이나 지상 위에 융각가 생션에 그가 잉었던 옷 

융 혼률여 중용 이의 이응융 셰 앤 ￥르는 에위이다 이는 이송융 이나버린 혼율 
다시 융.j 쭉온 。1용 소생샤키갱다논 영씬이 깃든 상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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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T 이 시에서는 무엇융 알하고 있나요? 

æ A-3 01 샤람이 실패한 사앙이라든지 아쉬운 사랑이라든지 끝까지 장 

옷한 사랑이라든지， 생각힐 수가 있어요 이 사립이 사랑이 었으영 하늘 

과 'lI 사이가 너우 g다는 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혜& 이건 너우 큰 
일이예요 하늘과 ‘g 사이가 설채로 써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올 수도 
있어요 

æE강 그 사랑 쭉온 거죠? 초혼온 그 사랑의 영혼율 우료는 거정아요 

여 A-Z 그얘요? 
a; C-2 아 샤링이 죽은 후에 정신옹 냥아있어 그 혼흘 영혼이라고 해요 

05E강 하율과 ‘g 그거는 셰 생각애는 그 사랑 죽었잖아요 그 사랍 하블에 
있고 싹가는 땅에 있어요 거리가 너우 옐어서 。}우이 그 사랑 이응융 

울러도 소용없다는 것 강아요 

fJ/ A-2 그럼 S얘 울러요? 그럼 간연뼈요 그 사캉 죽었어요 냐캉 예어졌어 
요그링 왜 울러요? 

æ τ 그업 인도에서 사링이 쭉었융 때 혼융 우트는 앵~I가 의이가 었다는 

뜻인가요? 

æA-3 인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엉아가 거의 쭉어가고 있어요 기촉 

끼리 다 모이고 강이 다 옛영 용고 잉언뉴에 아틀 롯 인다가 아등 연어 

요 ‘억애 영영- 그g 니까 명이수 나 빙뼈하지 잉봐 나 지극 죽용 예 

니까 너 나71하‘ 라고 었어요 

JO S，하해 

11 A-3 "?1도에서 그검 거 잉어요 춧。여 얀 퉁려요 쭉。여 데허가도 돼 

요 쭉。 여 그 사링이 """'"""'" 어잉게 꺼도항 수 인늑찌 다용 쩌이 

양냉월= 
12 T reirramatim은 환생? 다융 생이라는 뜻‘J가요? 

13 A-3 네 다용 생이 있융수 있고 었융 수도 있어요 

14 1': 그럽 휴L료는 앵위가 의이가 었다는 거죠? 

15A응 그렁게 양하지 옷혜요 의미가 잊& 제가 개인저으요 양}자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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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사럽에 없어요 그래서 거리가 너무 일다고 생각r하는데 그 거리 생각 

하지 얄고 인앵 새률게 시작하연 좋다고 왜 계숫 하 ., 하에서 'l1어냐 
자고 노업하논 거 .'셋에 하 망고도 해야 함 임이 앙유C에 허허 

학습자 A가 알화 191 에서 말한 인도의 이야기와 깅소월의 〈초혼〉은 
문화 간 *1를 보여주는데 인도에서는 울교의 윤회 사상을 갖고 있으며 

다음 생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연연하지 않는 모습올 보인 

다 이는 학습자의 얄화 1111 에서 살 나타난다 따라서 혼을 부르는 행위 
는 인도 문화권에서는 지극히 생소할 수 있으며， 학습자는 초혼이라는 

앵위 문화에 대해서도 받아틀이기 쉽지 않았다 하지안 이 시의 작가인 

김소웰의 현실 인식은 유교 윤리 사상을 "f당으로 상고 있었기 때운에 죽 

읍은 불교의 윤회가 없는 유교의 현세주의 그 자처 이 다 따라서 현실에서 

고통과 좌절에 삐냉올 때 슬픔과 절망올 멍。F들이고 。1를 참고 견디는 삶 

의 태도를 보인다 때운에 김소월은 자살로 생을 마협}였고 그의 이러한 

죽읍에 대한 의식은 작용에 그대로 형상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 상호작 

용 당화의 nμ|악 부운인 알화 1l5J 를 살펴보앞 한슴자는 ‘한‘에 집ξ하 
는 작가의 태도를 이해항 수가 없r:f는 생각을 밝히고 있는데 안약 학습자 

가 작용의 외적 운화인 시대적 배경 내지 작가의 생애에 대한 지식이 있 

으연 작가의 태도를 객관척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휠 수 있을 것이다 

2 텍스트외적 문회이해 양상 

텍스트는 작7에 의해 문학적으로 가공원 장ζk울로서 그 시대 특유의 

운화와 이데올로기를 당고 있다 텍스트 외적 사회 문화 인식이란 작가가 

처한 시대 배경 그 당시의 사회상1 가치판 둥 확장된 차원에서 댄스트가 

당고 있는 옥표 운화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 독지는 득성 사회석 액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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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서 복앙적인 운화 체계률 홉수한 주셰171이기 때문에 문학 읽기는 옥자 

의 문화 체계와 상호 텍스트적 연판 속에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문학 작웅은 작가에 의해 문학적으로 가공왼 창작울로서 훨연적으로 

그 시대의 사회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설험에 초뼈한 학습자을용 시 이 

해 과정에서 시를 쓴 작가의 시대 배경， 당시의 가치판 둥에 애우 큰 판싱 

융 보이고 있었고 심지어 시의 의미는 이런 요인들애 의해서 경갱왼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시의 의이에 대한 혜석을 얘우 죠심스렵게 하였고 사 

회 문화 배경을 잘 오르기 때운에 영확한 이혜가 되지 않는다는 반웅융 

보였다 

깅소원의 〈접동새〉는 어어나 상설 의식으로 대표되는 한’의 정서와 

비애툴 잘 표현한 2댐에라는 평가융 받고 있다 이 시의 서사적 배경올 

간략하게 서술하연 옛날 한 소녀가 。}홉 영의 동생과 아배지 그리고 계 

모와 상고 있었는데 계모의 학대를 방아 죽어서 정동새로 환생하였고 야 

상경에 오합동생틀이 걱정되어 장7f에서 옥놓아 융었다는 것이다 

하지안 이려한 애경지식이 전무한 학습자을은 다안 시의 흐용율 용혜 

시의 내용융 파의닝}였는데 이 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배 

경율 얄。}야안 하고 이 사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향싸 한다고 생 

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학습자율온 왜 성동새가 되었율까? 누나， 동쟁이 

상칭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의문올 용고 있었다 l비 

17) 륙지는 개인이기도 하지안 욕정'1 사회용화걱 위지원 지니고 앙는 갱딩의 구성씬 

이기도 하다 운악 잉기는 특정의 사회 용화석 위치 속에 놓인 특자가 자신의 상에 

서 엉성한 사외 운외적 지삭 혹옹 싱천 능릭융 영성 혹옹 찌구성하논 사피격 과정 

이자 자신의 운화격 자뀐의 토대 위에셔 q스트동 재구엉하는 싱천으호 유생양 수 

잊융 것이대쳐인샤 axs: 121-121> 
18) 악슬지흩의 재인척 의이 구성 자표용 상여보띤 다옹파 l!'f. 

• 의잣어이가 S빼-- 안약 아어지가 새호용 여지와 절용었는얘 그 여자가 얻 
었으연 누나용 시생힐 수도 있용 것 강긴 누나용 죽었옹 수도 잉다고 생각하고 어 

그런 이야기용 하지 앙았을에 그런 생각용 았어요 그에서 성용에가 되었l 그런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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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옴에 제시된 학습자와 교사와의 상호작용 당화는 학습자가 시의 시 

대적 배경 내지 작가의 소재 선택에 대해 관싱올 갖고 있옹을 보여주며， 

이를 시와 경부하여 이해하고자 노역하고 있옴을 보여준다 이 시는 설화 

를 바탕으로 쓴 시이기 때문에 은폐왼 사썩 화자19)를 설정하여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데 연구자논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적 화자를 파악 

하는 것이 애우 중요하다고 보고 이 시의 시적 화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정운하였다 

학습자들의 당연을 살펴보연 어느 정도 시에 둥장한 화자의 성격을 이 

해하고 있응을 알 수 있다 하지안 이 시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썼기 때 

문에 학습자 F는시적 화자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믿L하였음에도울구하고 

자신강의 부족을 드러냈다 이는 알화 [m] 과 [Ilí] 어 서 잘 나타난다 
학습자 D는 시적 화자가 동생틀 중 한 영이라고 당하였는데 이에 대해 

교사와의 역통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기도 전에 한걸음 더 니。}가 시에 

등장한 인울들의 상정적 의이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 그것은 학습자 D의 

관심의 초정은 이 시의 사회 문화적인 측연에 있었고 시에 퉁장한 인물들 

이 사회 문화적인 촉연어 서 무엇인가를 상징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 

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자 D는 주동적으로 연구자에게 시에 퉁장하 

는 동생， 누나， 의붓어이 퉁이 상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는지를 질문 

하연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였는데 그 해석의 적절성 여부을 떠나서 이 

련 과정은 사 이해에 있어서 멸요한 것이고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왼다 

성동새는 우슨 새인지 오프겠어요 우언가용 상징하는 것 같아요 학습자 IH 
• 누나가 쭉어서 흥생용 옷 잊어 빙얘 이 산 저 산 융져가연 승미용니다 왜 축고 
나서 생동애가 원까? 누아 똥생의 상징은 무엇영까， -학숨자 E-1 

191 이 시에 동장하는 누나와 동생툴의 판계와 그률의 이야기는 시의 객판적인 대상이 
다 그리고 시의 요연에서는 찾융 수 없는 화자， 그 이야기흉 알고 있는 인융애 의 

&때 누나와 용생등의 이야기가 션딸되고 있다 일반석으로 이헌 화자는 널리 앙 
려져 있는 설화냐 이야기융 시직 세재" 상는 시얘서 나타난다 이 시는 구체화되 
지 앙아도 외는 시적 아지융 설정하여 자신틀이 앙고 있는 이。pl흘 정당하고 있 

다(용여탁 l잊E 1(J-l얘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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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J T 이 시에서 시적 화자가 누구인 것 짙。}요? 

02 D-:l 동생틀 중 한 영 아닌가요? 

æ F-3 그냥 옆에 지커보는 사링이 아닌가요? 누나는 그냥 시의 동영의 누 

나이고요 

여 T 그냥 지켜보는 사랑이라는 경 시의 어느 부용에서 느꼈어요? 

I!; F-3 어그냥요 

I!; T ‘시샘에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성동새가 죽었습니다’ 이 구절안 
보연 동생 중의 한영인 것 같아요 하지안 앞의 두 연은 그냥 객관적으 

로전달하고있잖아요 

07 D-3 이 시에서의 훌셋은 누구예요? 싱채 통셋용 망하논 건가요? 

08 T 우슨말이예요? 

æ D-:l 이거 그냥 삿갱이라고 옛각하여 어혀워요? 의꽁어미가 누구예요? 

누나논 누구예요? 시인이 。}넙까요? 자기 누나치 명 씻각경}고 뚱셋용 시 

밑효최할쏘갚효길 누나뉴 냐 아니면 잉바 하국~1 한 엿 누구듀지 자 

기도 원 수 잉고 의용어이논 잉휴옹 상갯앙 수도 있고 

IOT 허허 너무 상징적으로 생각송}는 게 아닌가요? 

11 0..3 이 시가 몇 년대 나온 시예요? 

12 T 이 시는 æ년대에 냐왔어요 시인이 살 얘는 일제시대예요 

13 D-:l 그러니까 이때는 워든지 상징용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본융 무 

서워하니까 나라가 힘를다고 얄융 옷하고 누나가 죽어서 힘을다고 말할 

수있는것 같아요 

14 T 네 허허， 툴혼 이 시는 설화를 바탕으호 하여 씌어졌기 때문에 그형 

게 해석하연 좀 억지스러훈강이 있어요 하지안그렌 상징적 의미도있 

옹수는있죠 

15 [녕 저가 아까부터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런 거예요 그효깊.'1렐쉰프 
다논 시~1이 왜 이정 썼용까 이런 거예요 

알화 (æJ 률 보연 .. '습자 D논 의붓아미를 일용이라고 생각하고 일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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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박혜를 당해 축어서 접동새가 원 누나을 시인이나 자기 자신， 그리고 

동생은 일반 한국인으로 보고 있다 표현은 종 서툴컸지안 학습자가 시대 

적 배경에 경부하여 시를 이혜하려는 노력올 하고 있용융 알 수 있었으 

며， 의이 해석보다는 왜 작가가 이 시월 썼는지에 대해 판짐올 보이고 있 

었다 

물론 이 시는 설화흘 바탕으로 씌어졌기 때문에 학습자의 해석은 확대 

왼 해석이라고 응 수밖에 없지안 이 시얘서도 일제시대 지식인으로서 울 

앙려한 현실의 모환”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시인의 정서3"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꼭 부정할 옐요는 었다고 생각왼다 그것은 

작가의 소재 선택윤 그가 속한 사회의 성격에 의해 규정되고 독자의 취향 

과 당대의 용위기， 그리고 검열과 갈은 사회적 기제 퉁이 동시에 개입하 

여 작용하게 되기 예문아다 댁스트 외적 사회 문화에 대해 파협}는 것 

은 시 얽기에 필요한 것이며， 이런 파쟁은 시를 혜석.f는 능력을 키우는 

데유익하다 

깅소웰의 또 다은 작용인 〈초혼〉은 시적 어휘가 그다지 어려용 텍스 

트가 아니라서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았지안 시의 채옥인 초혼이 무엇율 

의미하는지에 대한 애경지식이 었으연 안지 시적 분위기얀 파악하여 시 

를 피상적으로 이해양 가능성이 크다2n 초혼이라는 어'1는 한지어이기 

1111 한계센뻐↓ 118)에 따르연 이 시는 갱얻으| 세찌호 한석'1기도 힌다 이언 한의 생 

서는 일셰에 강정당한 삭인지 지식인의 허우 '1식과 비안선 지성인용의 상융 표현 
한 것이라는 명가용 받l 있다 

211 학습지등의 '.인혁 의이 구성 자효톨 살여보연 다옹과 강다 
• 이 시는 누구와 에어겼언 어떤 사람의 외로용올 보여주고 있다 그 사링이 샤랑 
올 그리써하고 너우 보끄 싱시안 아우피 。I{}용 살러도 그 샤항하는 샤항의 소리칭 

을용 수 없다 시의 제쩍f4!-El 어영다 극안석 숭용 21로융 그리융용 R이고 있다 -
학융자 B-l 
• 시인ξ 사장하는 샤당의 이용용 우른다 사랑하는에 샤랑이 이우어갱 수 엉어 가 
지고 승프고 하상리 땅에 딩어 ￥융 수여에 잉아 -억습자 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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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은 이를 쉽게 파협}고 이해하는 양상올 보였고 

반대로 인도와 터키 베트남 학습자틀은 초혼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 

지 옷하고 시의 분위기에 근거하여 그 내용에 대해 대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옴올딸견힐수있었다 

다음의 교사와 학습자의 상호작용 전사 자료를 살펴보연， 중국인 학습 

자는 ‘초흔’의 의미를 파악한 다옴 한경옴 더 나아가 시를 쓴 작가의 시대 

배정에 결맘때 시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녁을 기율이고 있응을 알 수 있 

다 학습자는 주동적으로 연구자에게 혹시 ‘초혼’의 ‘혼’이 잃어버린 나라 

를 의미하는 것。l 아닌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연서 그 원인을 다옹과 같이 

훌L히고 있다 

이 F-~ 혼은 죽은 사항의 영혼율 알승운 거죠? 그러니까 사랑한 사랑융 잃 

어버려 동아오라고 혼윷 부르는 것 같아요 아래 단릭얘서는 강이 죽고 

싶온 간절한 "1-융까지 말썼어요 

æ1' 어디서 영수 있었나요? 

æ F-~ 선채로 이 자리에 올이 와어도 부르다가 내가 쭉용 이릉이어 
여l' 'il.좋아요 

Il) F-~ 혹 '1 1ε이 나라가 아년가요? 혹시 있어버윈 냐라가 아년가요? 

1l)1' 왜 그형게 생각쨌어요? 

07 F-~ 추측이예요 정외에 장 오르겠지안 시대걱 배정이 그때 일제시대 

에 쓰여진 시라연그렬 수있을것 같아 1요 

00 1' 일제시대라는 건 어영게 알았어요? 

æ F-~ 깅소영의 〈지탕해굉〉용 배용 때 서셋닝이 시。1의 셋애와 시대적 

애것에 대해서 롯 얘기생덩 것 강。}요 

• 사랑허운 사링이 측온 것 같아요 소혼은 사앙의 영혼융 우르는 거장아요 혼용 
영흥」이해야요 그애서 사랑하는 사캉의 이용옹 파프연서 승용용 토호하고 있어요 

학율자 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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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 그렇군요 초혼은 장에식 때 죽용 자의 이용융 세 언 '1-르연서 혼율 

우르는 .1식이래요 하시안 이 사의 시대적 애경으로부터 온다연 잃어 

버린 냐라잔 상갱할 수도 있죠 허혀 

전사 자료에서 딸화 10;1 부터 læl 까시를 살펴보연， 학습자 F는 。1

액스트률 이혜하기 위해 같온 작가인 김소월이 쓴 〈진달래꽃〉율 떠올랴 

연서 그 해당올 이이 숨득한 지식으로부터 찾고자 한다 이는 학습자가 

동일 작가의 직냉융 상호 관련시켜 상호택스트적인 확장왼 이해플 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학습자는 이런 상호한련성에 근거하여 이 시의 시대배 

경이 일제시대가 아닐까 하고 추측해본다 그리고 이런 시대적 배경과 결 

부하연 초혼’의 의이는 확대되어 잃어버린 나라’를 상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깅한호1:mJ: 221에 따르’& 사설상 이 시는 김소웰이 옛인 김상성이 죽 

었을 때‘ 그의 죽응올 슬퍼하며 융은 시라고 한다 하지안 。l 시가 일제시 

대에 출판되었다고 할 때， 그 당시 시인률온 왜경의 경멸을 용과하기 위 

해 시적 표현에 있어서 상징적인 양밍융 취하지 않융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수는 었다고 온마 첫 앵의 ‘산산히 부서진 이 

륨이여1는 피동적인 의미률 갖고 있는데 타의에 의해 짓밟힌 주체흉 나타 

낸다 울러도 주인 없는 이흠의 주체는 바로 열양해 버린 조국인 것이다 

사랑하는 사랑의 。l릉올 얘타게 부르는 것에는 끝까지 닝 을 기다리겠다 

는 의미와 조국 광복에 대한 계레의 염원올 당져져 있다 상징이란 장벙 

위한 뜻으로 수용할 때 모든 언어는 기호세계로서 상징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는 개인의 슬용이자 겨레의 슬픔인 나라 잃은 현실융 가장 

고조원 옥소리로 옳은 상징시라고 할 수 있다{김한호 :rOJ: 711 

논자애 따라 소월의 님은 ‘조국이라는 논리는 성렵되지 않지만 조국상 

실에서 오는 울앵과 절양을 빗어나기 위해 설갱왼 시인틀의 염원이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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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본대송회복， 1쨌 3)) 비록 외국인 학습자임에도 울구하고 이처럽 시 

읽기 고}정에서 사회 문화 배경과 결부3뼈 이해하려는 노력은 시를 합리 

하게 해석5뜯 데 도용을 줄 뿐안 아니라 목표 문화에 대해 확장왼 인식 

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시의 의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효과 

적이다 

W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시 액스트 중에서 문화적 내용을 당고 있는 택스트를 

선정하여 한국어 고급 학습자틀의 상호작용적 시 읽기 %냉을 연구하고 

자 하였다 이를 통해， 시를 활용한 상호작용적 문화 교육의 가능성과 구 

셰적인 교수학습 과정 중에서 시를 어영게 가르철 수 있을지에 관해 시 

사점을얻고자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자료 

이긴 하지안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연 효과적인 문화 교육의 제재가 원 수 

있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헝에 :{，~져 한 학습자을은 택스트 내에 모르는 

어휘가 있더라도 개열 어휘의 의이에 집칙냥F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시의 

내용융 파일L하고자 하였으며， 모국어의 시적 지교에 대한 이해와 시의 용 

위기， 풍부한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주제를 이끌어 내었다 

교실 내 상호작용의 측연어 서 본 연구가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연구자가 개입하지 않았올 때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은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았다 그것은 본고가 다룬 텍스트가 주로 문화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텍스트이고 실험에 침여한 짝습자을은 다국석으로 구성된 학습자로서 택 

스트에 대해 서로 다른 문화적인 판점을 가지고 접근하였기 때문이다 따 

라서 텍스트가 당고 있는 문화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습자들 

은 동료 학습자와 대립원 해석율 하더라도 섣울리 타인의 해석에 대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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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때문에 운화적인 내용을 당고 있는 텍스트를 상호 

작용하연서 이해하는 가운데서 택스트 해석이 대립1 구체화， 딸전의 양상 

을 띠려연 어느 정도 공동의 문화적 인 기반올 필요로 함을 발견할 수 있 

었다 하지만 연구자의 발문을 통한 상호작용은 보다 적극적인 안응을 이 

끌어 낼 수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팩스트-독자-동료 학습자-연구자의 

보다 활알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졌고 학습자들의 싱충적인 문화적 인식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또한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홍히에 의미 해석이 

구체화되고 발전되는 익상아J을 보였다 

다음으후 문화적인 측연에서 얻은 시사점을 살펴보연 다음과 같다 비 

슷한 동양 문화권에 속한 중국인 학습자와 에트남 학습자을은 시에 제시 

왼 문화를 비교적 쉽게 이해하고 공강하는 óJ-상을 나타냈고 인도 학습자 

와 터키 찍습자는 상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였다 하지안 학습자 

들은 사를 감끼b헤는 차원에서 각 문화견의 문화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존 

중하는 태도를 나타냈고 비교문화적인 차원에서 상호운화적인 이해를 

하고자 하였다 이는 시가 문화 교육의 효과적인 제재가 될 수 있음을 재 

확인하게 해 준 부분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문화적인 이해에 초정을 두고 학습자들의 상호작용 양상율 

살펴보고자 하였기 때문에 교사의 질운이 어영게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융 

촉진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전략적인 부분과 조건들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을의 정의적인 측연과 친밀도 퉁 다양한 변 

인이 분석되어야 할 것이고 교사가 텍스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 근 

거하여 어영게 화제를 이끌어 낼 것인지1 학습지을의 반웅을 어떻게 받아 

틀이고 상호작용해야 할 것인지 동 교수학습 순서와 교수찍습 방엉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추후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파제라고 생각왼다. 

• 이 논운은 3)12 4. 31 투끄되었으며 3)12 5. 18. 싱샤가 시각외어 1112 5. 31 싱사가 
완료외었.J!.， :lJ12. 6. 4. 띤징위씬회 성21용 거쳐 게재가 아정되었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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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한국어 학숭자의 상호작용척 시 해기 양상 연구 

-운회이해g 중심으로 

전흥 

본 연구는 섣석 연구 방업으로 한국어 고급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적인 시 읽 

기 양상을 고장함으로써， 시홍 항용한 운화 교육의 가능성과 교수 학습 과정 중 

에서 시융 어영게 가르청 수 있올지에 관해 시사정용 영는 떼 옥석이 있다 

언저1 교실 내 상호작용의 측연에서 본 연구의 시샤정은 다응과 갇다 개영 학 

습자의 의이 혜석옹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용 용하여 구체화되고 조정되고 띨전 

되는 양상융 보였는에 이는 상호작용씌 얽기가 익이 구성에 도용이 딩융 알해준 

다 또한 교사의 방문은 하습자 간의 앙안한 상호작용과 학습자융의 보다 싱충 

적인 문화 인식올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다옹으로‘ 문화적인 흑연에서의 시사정온 다용과 같다 같옹 홍양권에 속한 

학습자을옹 다룡 문화권의 학습자보다 시얘 채시원 문회냉 더 장 이해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안 학습자들온 각 운화권익 문화석인 특정에 대해서는 존중하 

는 태도흩 나타냈고 "1교문화적인 차원에서 상호운화씌인 이혜를 하고자 하였 

다 이는 시 액스트가 운화 교육의 효과적인 새재가 힐 수 있응융 재확인하게 해 

준부분이기도 하다 

용 연구는 아직 한국어교육애서 효과적인 제재로 다루어지지 못하요 있는 시 

흥 활용하여 문화 교육의 가능성융 채시하였고‘ 상호작용석 시 읽기 양상용 구 

쩌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정융 도용하였다는 얘서 의의를 지닌다 

[주재어] 상호작용， 시 읽기， 한국 문화‘ 구성주의1 교사 동료 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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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lStract 

A StU:IY on a와>ect of Korean learner’s αJetry re!퍼ing throogh 

interaction 

←focuβ on cultuκe understanding-

Jeon，뼈밍 

The α.lrJX)Se of tlù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behaviors of interactiv~ 

"""" reading 이 high level-Korean 뼈mers as well as to obtain the 

m때~cations of the α>ssibîlity of ClÙture education using πrσy 

Firstly, reseaπh implication ~int frα11 the aspect of interaction is like this. 

Interpretation of meanings from i때ividual leamer becαres concrete and 

aQiu앉a에e through the interaction am:mg the leamers, which i쩌icates th씨 

interactive reading prorrote the COfTIIXJsitiαn ofthem않rungs. In the 

""'"'에ile‘ interaction 나\l'OUgh teacher's questioning tums ou‘ tobe 야[e to 
lead the active inteπICtion aroong the leamers as ‘’'ell as in deαh 이 CUJωml 
un<l=tm때ng 이 the leamers. Next, implicatiol1 (XJi띠 from the asα~t of 

C삐，." 따‘:e this. lt tums oot that leamers show lhe positive attitudes that 

mαn the traits for 이fferent c띠 tures as wel! as try 10 cross-o삐"'히fy 

understand each other 
This research provides the great significance in strengthening the 

implication by ar때yzing interactive IXffiY re때ing behavi이"S in de때L 

Furt.herrmre. it 에so αrovides the great significance in srrengthening the 

implication by analyzing interactive poetry I'e'.:tding behaviors in de에l 

[Key wordsl intera:tion. PJetrY reading. korean cul ture. consσuCÌl V!Sm. 

teacher, J.)t't!Isludell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