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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브로츠와프 대학교 (University of Wroclaw) 한국학과에는 2017/2018 학사연도에 정규

과목으로 한글 서예 수업이 개설되었다. 본 강좌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으며, 

한글의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브로츠와프 대학교 한국학과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매주 2시간 (90분) 15주 동안 진행되었다. 첫 12주간의 수업은 판본체를 익히는

과정이었다. 수강자들은 한글 서예 재료를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한글 서예 경험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가훈 쓰기를 통해 한글 서예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다. 

2018년 2월14일부터 22일까지는 8일간 슬로베니아 류블라냐 대학교 (University of 

Ljubljana)에서 한국미술특강 초빙교수 자격으로 21명의 동아시아학과 학생들을 만나 한국

미술을 가르치는 기회도 가졌다. 이 특별 강좌는 한글 서예와 수묵화 실기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재능이 발휘되도록 이끌어 내고, 한국 미술 세미나를 통해 한국 미술 소재로서 호랑이와 용, 

나비, 그리고 한국의 색이 잘 나타나 있는 한복과 단청을 통해 한국의 색을 다시 바라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한·중·일 동북 아시아 3국의 미술을 비교, 분석하는 독특한 내용의

수업도 진행되었다.

이 글은 폴란드 브로츠와프와 슬로베니아 루블라냐 두 대학교에서 진행된 한글 서예와 한국미술

수업 과정을 살펴보고, 상기 강좌가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방안으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살펴 보기로 한다.

I. 한글 서예

1. 왜 판본체를 택하였나?

두 대학교에서 한글 서예를 위해 가르쳤던 서체는 판본체이다. 훈민정음의 창제로 생성된

판본체는 판각이라는 과정을 거쳐 나온 서체이므로 글자 원형이 가지는 역동성을 다시 표현해

내는 데에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한자에 비해 자획이 단조롭고, 각 글자의 모습이 일정한

형태로 고정되어, 다소 단순한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한자와는 다른

한글 서체의 기초를 익히는 것에 적합하며, 한글의 역사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고려가 있었기에 선택된 것이다.

2. 유럽인에게 한국 미술 재료는?

1) 붓

피드백1

Gdy pierwszy raz trzymałam pędzel w ręce czułam się
ze stresowanatym, czy będę potrafiła zrobić ładną, 

prostą linię. Pędzel jest większy niż długopis, więc 
trzęsły mi się ręce. Po paru minutach udało mi się
skupić i nie przejmować porażkami. Dzięki Pani radom 
poprawiłam wygląd malowanych kresek. Nawet jeśli 
nigdy nie będę potrafiła ładnie kaligrafować to na 

pewno będę robiła to w domu aby się odstresować.



피드백 1 한글 번역

손에 붓을 처음 잡았을 때, 과연 제가 곧은 직선을 그을 수 있을 지
스트레스를 느꼈습니다. 붓은 볼펜보다 큽니다. 그래서 손이 떨렸어요. 몇
분이 지나자 집중할 수 있었고 실패에 대해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충고 덕분에 선 긋기 모습이 나아졌습니다. 비록 제가 바로
서예를 멋지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집에서는 분명 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거예요.

위 사진과 피드백 내용과 같이 첫 번째 수업 시간에는 학생이 원하는 대로 붓을 다룰 수 없어서

팔을 심하게 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한국 미술 재료를 처음 접하면서 보인

당연한 반응이고, 몹시 당황스럽기까지 했을 것이다. 하지만, 유럽에서 한번도 서예를 경험할 수

없었던 환경들을 생각해볼 때 이런 신기함과 호기심은 다음 활동으로 자연스레 이어진다. 볼펜

등의 필기구로 글쓰기에 익숙한 그들에게 긴 붓으로 글을 쓴다는 것은 한국 붓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효과와 특성을 접하는 새로운 문화 체험인 것이다. 

2) 화선지

계속해서 신문지에만 연습하다가 처음으로 화선지가

어떤 종이인지 경험해 보는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실수할까봐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종이에 먹이

스며드는 질감과 농담이 주는 효과에 서양과 다른

재료의 특성에 신기해하며 화선지에 쓰는 것을

즐겼다. 

3) 먹물

요즘은 미리 준비된 먹물을 부어 쉽게 서예 준비를 하지만, 옛 선조들은 서예에 가장 적합한

먹물을 준비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장시간 먹을 갈며 묵향 가득한 공간에서 우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과정을 거쳤다. 학생들은 벼루와 먹으로 먹물을 만드는 것을 체험하며 서예 과정이

얼마나 많은 인내와 연습으로 완성되는지 생각하며 재료 사용에 신기해하며 진지함을 경험했다.

브로츠와프 대학의 경우, 9시간의 수업 이후 학생들은 붓을 제대로 잡을 수 있었고, 자음과 모음

연습을 통해 갖춰진 글씨체가 나왔다. 다음은 30시간동안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을 사진과 더불어 설명하고자 한다. 

II 브로츠와프 대학 한국학과 한글 서예 수업 과정

1. 선 긋기

서예 입문으로서 이론 중심으로 배울 때 선 긋기는 역입, 

중봉, 회봉의 기초원리를 적용해보는 시간이다. 한국

미술에서 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서양인에게 선은 그저 선 자체로

인식될 뿐이지 한국 서예에서처럼 붓을 세워서 선을 그어야지

선에 힘이 있다던가, 그 필력을 통해 작가의 감정과 인상을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해가 잘 안 되었을 것이다. 

간단한 선 긋기를 오랫동안 반복 연습해야만 하는 서예학습의

과정은 골필, 즉 뼈가 있는 선을 긋기 위해 자신과 싸우고,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는 기초 입문 단계이인 것이다. 

그렇기에 서예를 인내와 수양의 시간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2. 모양 그리기

한글 서예의 기초인 붓의

중봉과 역입을 반복하며

계속해서 선을 공부하는

것을 학습목표로 삼고

진행한 과정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모양 만들기

자체에만 집중했다. 붓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붓의 특성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훈민정음의 반치음, 이응,

미음을 연습해보며 선의 방향을 만들 때 어떻게 붓의 방향을 바꾸어야 되는지 배우는 시간이었다. 

3. 자·모음 쓰기

세종대왕에 대해 언급하며 한글자음과 모음을

쓰는 시간이다. 폴란드 학생들에게는 자음과

모음도 자연스레 그리게 되는데, 자음과 모음을

쓰는 순서를 배우고 그 순서에 맞춰 바르게 써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ㅊ’’ㅎ’’ㅈ’’ㅅ’을

공책에 글씨 쓸 때와 판본체로 쓸 때 그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쓰는지 학생들은 질문했고, 

판본체에서 나타나는 점도 글자체로서

존재하지만, 한글글씨체의 아름다움을 더해 주는

미적 요소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발성기관의 모습을 본떠서 만들어진 자음과

천·지·인의 동양철학으로 이루어진 한글의 제자원리를 다시 한번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기회도

되었다.  

짧은 시간 안에 연습해보는 자신의 시도가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이지만 그래도 즐겁다고 하는

학생의 역설적인 피드백이 인상적이다. 학생들에게

독특한 재료와 서예 자체를 즐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한다.

피드백2

Moje odczucia:

Gdy pierwszy raz wzięłam pędzel do ręki byłam bardzo 
podekscytowana, że nareszcie mogę sama się przekonać jak teoria 
wygląda w praktyce. Zdawałam sobie sprawę, że na pewno nie pójdzie 
mi dobrze, bo jest to mój pierwszy raz, ale mimo to nadal byłam 
szczęśliwa. Na początku, musiałam bardzo się skupiać, by zastosować

wszystkie zasady oraz by linia była prosta. Z czasem jednak nie 
zastanawiałam się już nad tym tak bardzo i ćwiczenie to stało się
bardzo relaksujące. Paradoksalnie, im mniej się skupiałam, tym lepiej mi 
wychodziło. Po mimo, że moje kreski nie były idealne po zajęciach 
byłam bardzo usatysfakcjonowana i szczęśliwa.

Życzę miłego dnia, 



Karolina Łucja Woźnica

피드백 2 한글 번역

나의 느낌
제가 처음 손에 붓을 잡았을 때 저는 마침내 이론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날지 보이는지를 볼 수 있어서 매우 흥분했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잘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행복했답니다. 처음에는 모든 규칙을 적용하고 곧바른 선을 긋기
위해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그것에 대해 그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었고 그 과정은 편안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되었답니다. 역설적으로, 집중을 할수록 더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그린 선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수업이 끝나고서는 매우 만족스러웠고
행복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카롤리나 우치아 보즈니차

4. 용비어천가 쓰기

용비어천가를 창제 배경과 목적 및 내용을

학생들과 공유하며, 한글의 역사를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다. 지난 수업 시간에 자음과 모음을

개별적으로 연습했으니 자·모음의 조합된 글자 모양

쓰기는 서예를 즐기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

생각되었고, 더불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시간이 되었다. 

교수법으로 종이를 접어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사각형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그 안에 글씨를 쓰는

연습을 활용하였다. 이는 어떻게 하면 글씨들이

조화를 이루고, 서예로서 짜임새를 갖추어 갈 수

있도록 돕는 수단이었지만, 유럽인들이 생각하는

공간(space)과 한국인이 생각하는 공간은 다른

점이 많다는 점을 인지시켜 주고자 한 것이다.

서양은 원근감으로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동양은

여백의 미를 강조하고, 공간 또한 그림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기에 한국 미술에서 선과 더불어

공간은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피드백3

Moje odczucia, Kiedy zaczęłam się uczyć o kaligrafii są bardzo
pozytywne. Interesują mnie rzeczy związane ze sztuką, Dodatkowo jest 

to część kultury koreańskiej, Pomaga mi więc w zrozumieniu iz a
poznaniu się z nią. Sama praca z pędzlem i tuszem jest relaksująca i nie 
mogę się doczekać momentu, w którym będę mogła znów ćwiczyć w 
gronie znajomych.
Roksana Pomir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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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느낌
서예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을 때의 감정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저는
예술과 관련된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예는) 한국 문화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를 접하면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붓과 먹으로
작업하는 것은 편안한 휴식 그 자체랍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다시 연습
하기를 기다리지 않을 수 없지요.
록사나 뽀미르코

5. 가훈 쓰기

학생들에게 가훈의 예를 주고 각 가훈에 담긴 의미를 음미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그 중에 자신이 좋아하는 가훈을 직접

택하여 지금까지 배웠던 판본체로 자신의 작품을 완성하였다.

가정에 미술 작품을 가훈으로 벽에 걸어 놓고 가훈처럼 살기를

소원했던 옛 우리 선조들의 정신과 가족 중심이었던 전통 한국

사회 모습에 대해서도 배울 기회가 되었다.  

6. 최종 작품 제출

학생들이 작품제작에 모든 노력과 집중력으로 작품에

임하는시기므로 서예 실력의 진보를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III. 루블라냐 대학 한글 서예 및 한국 미술 세미나

특강 수강대상자는 총 22명이었으며, 일본 서예수업으로 이미 서예에 대한 경험이 있는 학생

집단, 전혀 서예를 경험해 보지 못한 집단, 그리고 한글을 전혀 모르는 중국학 전공 학생도 함께

참여하였다. 8일간 30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서예 및 수묵화와 미술 이론을 공부함으로

단기간이지만 한국 문화의 우수함을 학생들의 세미나를 통해 공유했던 또 다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5시간 동안 진행된 강의 첫째 날에는 폴란드의 예술가 비트키에비츠 (Stanisław Ignacy

Witkiewicz)의 “Wherever human goes, Art goes”, “An artist is always subject to change”, 

그리고 “Creative art breaks cultural barriers” 이론을 바탕으로 문화라는 큰 범주 안에서

동양화를 바라보며 단지 구분을 위한 한국화, 중국화, 일본화의 개념이 아니라 창조행위로서

미술이라는 공통언어로서 서로의 다른 문화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받는 기회가

되기를 학생들에게 당부하였다. 특강은 서예 및 수묵화 실기 체험 4일과 주제 발표 세미나 4일로

나눠 진행되었다. 

이 강좌는 또한 매일 수업에 대한 노트 요약과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들의 한국미술에 대한

열정과 이해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학생들의 피드백 중에는 한국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슬로베니아 자국어로 번역하여 숙제를 보내는 열정적인 학생의 글도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영어가 공용어라도 자국어로 슬로베니아에 한국문화를 전하는 일은 훌륭하신

교수진과 더불어 학생들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기에 이르렀다.



1. 강의 첫째 날

4일이라는 짧은 기간을 생각할 때 첫 수업은 한글 서예 기초 이론 및 선 긋기와 모양 쓰기까지

함께 진행해야만 했다. 많은 양을 한꺼번에 공부했으나, 그 동안 한국 미술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학생들이 느꼈던 배움의 즐거움을 피드백과 공책 필기를 통해 짐작할 수 있었다.

또한, 이날 수업에는 한국의 전통음악을 들으며 선을 긋고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한국 전통 음악은 한글 서예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는 한편으로는 휴식하며 서예를 즐기라는

의도였는데, 강한 비트의 익숙한 음악이 아닌 한국 전통음악의 선율에 맞추어 붓이 춤을 추듯

중봉을 즐기는 학생도 있었고. 서예와 한국 음악이 명상과 자신을 돌아보는 수양의 도구로

받아들이는 학생도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첫 날 수업을 마치고 학생들이 보내준 피드백과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드백1

I've learned today that Korean art is about harmony between the artist, 
his physical and mental surroundings and his work. Calligraphy, a 

branch of Korean art we focused on today, is not only lines, letters or 
words, but an expression of the artist's feelings, transformed with 
careful brush strokes into a unique piece of art. Calligraphy can, as in 
fact any type of art, therefore also serve as a tool for unloading one's 
soul of the burdens it may carry, and also reflect feelings of happiness 

and pleasure. It is about connecting the 'outside' and the 'inside' with 
the brush as the mediator. 

Matija Dolenčič

피드백 1 한글 번역

오늘 저는 한국미술이 예술가와 그의 육체적, 정신적 환경 그리고 자신의
작품 간의 조화라는 것에 관해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춘
한국 미술의 한 갈래로서 서예는 단순한 선, 글자, 또는 단어가 아니라, 

섬세한 붓의 동작을 독특한 예술작품으로 바꾸어 놓는, 예술가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서예는 사실 어떤 종류의 예술과 마찬가지로 옮길 수 있는 짐이라는
자신의 영혼을 내려 놓을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행복과
즐거움이라는 느낌을 반영합니다. 그것은 붓이라는 중재자로서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마티야 돌렌치치

피드백 2 <슬로베니아 학생이 한국어로 작성>

오늘의 강의에는 한국 미술에 대해 배우고 서예도 해봤습니다. 저는 요즘

서예에 관심이 있지만, 오늘 서예를 처음 해봤습니다. 서예를 해보니까
조금 어렵지만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서예를 연습하면서 전통 음악을
들을 때, 저는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직 서예를 잘 할 수
없지만, 더 연습하면 실력이 늘리면 좋겠습니다. 
카타리나 딤닉 올림

학생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지만 한국어로 말하기를 부끄러워하고, 실수할까 봐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었다. 영어가 익숙한 학생들이어서 한국어 사용을 피하려 했지만, 과제를 통해

한국어를 사용하고 실수도 수정해주는 작업은 정규 수업시간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중요한

일과가 되었다. 첫 수업 이후 어떤 학생은 스스로 다음 수업에 대한 바람을 피드백을 통해 알려

주기도 하였다.

피드백 3



As the first lesson has passed today, I also want to say that I enjoyed it 

very much. Personally, I enjoy learning about how Art is portrayed in 
different cultures and what meaning it hold to certain culture or person. 
It is also interesting to see how calligraphy evolved different ways and 
what Korean calligraphy looks like, so with that in mind I am looking 
forward to the next lessons to learn new things.

피드백 3 한글 번역

오늘 첫 수업이 끝났을 때, 저는 또한 그것을 아주 즐겼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예술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어떤 문화권의 사람에게는 예술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배우는 것을 즐깁니다. 서예가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진화했는지, 그리고
한국 서예가 어떻게 보이는 지도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다음 수업에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의지는 피드백 4, 5, 6에도 잘 나타나 있다.

피드백 4

Today's lesson was really fun. We learned a lot of Korean words and 
brush holding technique, which was pretty hard. But I am sure we'll get 
the hang of it in no time. I am looking forward to practicing and getting 

in the Korean style calligraphy. 
By Nik Zolgar

피드백 4 한글 번역

오늘 수업은 대단히 재미있었습니다. 한국어 단어도 많이 배웠고, 매우

어려웠지만 붓을 잡는 기술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감을
잡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국 서예를 연습하고 익히기를 기대합니다.
닉 졸가르

피드백 5 <슬로베니아 학생이 한국어로 작성>

오늘의 한국 미술 강의가 아주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잉크로 그림을 안 그렸으니까 이 수업을 많이 기대했다. 그리고
한국 미술과 서예가 흥미 있는 것 같다. 서예가 조금 어렵지만 아주
즐겁고 편하다. 그래서 그 강의를 들을 때 더 많이 배우고 싶다. 그리고
선생님께 메모하는 것을 보내고 있다.

카탸 주판치치 올림

피드백 6

Regarding today's class, I really liked it. I never tried calligraphy before 
so I was excited today since it was my first time. Drawing just a simple 

line made me realise that art is not just about '' wow, you draw so 
beautiful'' but there is a lot of hard work and effort that should be put in. 
Now I understand why you were practicing drawing lines for three 
months.
Best regards,

Hana Škrijelj

피드백 6 한글 번역

오늘 수업에 관해서 말씀 드리자면, 저는 정말로 좋았어요. 예전에
서예를 해 본 적이 없고 오늘이 처음이라서 아주 흥미진진했지요. 간단한

선 하나를 긋는 것도 단지 “와, 정말 멋지게 그렸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힘든 일과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이제 저는 선생님께서 왜 3달 동안 선 긋기 연습을 하셨는지
이해합니다.
안부를 전하며,
하나 스키옐리

2. 강의 둘째 날 (5시간)

자음, 모음 쓰기 연습을 거친 후 용비어천가에 관한 소개와 설명이 이어졌다. 이어 진행된

쓰기에서는 상당한 수준을 보이며 스스로의 능력에 놀라는 학생도 있었다. 반면에, 글씨 자체를

빠뜨린다던가 획을 잊고 쓰는 실수를 범하는 학생도 있어, 서예를 할 때에는 마음을 집중하여

임해야 된다는 기본 자세를 그들의 실수를 통해 스스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3. 강의 셋째 날 (4시간)

먼저 가훈이 생겨나게 된 배경과 각 가훈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주어졌다. 한국인의

가정에만 있는 가훈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한국인의 정신세계와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좋은

자료라고 본다. 학생들은 글씨 모양에도 집중하지만 가훈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며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보내준 피드백 7, 8, 9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가훈 쓰기는

미술 작품 창작이 아름다움을 넘어서서 삶의 철학으로 승화된다는 한글서예의 긍정적인 기능을

느끼기에 충분하였다. 

피드백 7

Dear professor Lee,
I really like the class, because I learnt many new things 
about Korean culture. In Slovenia we do not have anything 
like a family motto, so that was really interesting. I also 
really like calligraphy, although I think it is quite hard to do. 

I am very happy that I can learn Korean calligraphy, 
because I am already taking classes in Japanese 
calligraphy, and they are very different. Thank you for 
teaching me.
For the 가훈, I chose 구름과 시냇물은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 (Clouds and streams do not stay in one place.), 



because it inspires me to change things I do not like. If I am unhappy in 

life, instead of complaining, I can try to change the things that make me 
unhappy. And it means that I can always become a better person. It 
may take time, but streams do not change their place in a day.

피드백 7 한글 번역

이 교수님께
저는 이 수업이 정말로 좋아요. 왜냐하면 한국문화에 관해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이지요. 슬로베니아에서는 가훈 같은 것이 없기에
매우 흥미로웠답니다. 저는 서예도 좋아요. 아주 어렵긴 하지만요. 한국
서예를 배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예전에 일본 서도를 배운

적이 있는데, 서예와 서도는 아주 달라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가훈으로 ‘구름과 시냇물은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를 골랐는데, 
제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바꿔야 한다는 영감을 주었기 때문이지요. 
인생이 불행하다면, 불평하는 대신에 저를 불행하게 하는 것을 바꾸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항상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냇물은 하루 아침에 길을
바꾸지는 않아요.

피드백 8

For my 가훈 I chose 긍정적인 사고, 진취적인 행동, 감사하는 마음. The 
reason is that in times of stress and struggle, I tend to quickly start 
thinking negatively. I am also afraid to do some things in my life, and I 
wish I would be braver in those times as well as thought more positively. 
And I feel that for our family, this motto is wonderful because it often 

happens that we forget to appreciate life and family. If we acted more 
bravely, we would start thinking more positively and live a better life. It 
is a motto that really makes me think and inspires me. 
NadjaBostič



피드백 8 한글 번역

저는 가훈으로 ‘긍정적인 사고, 진취적인 행동, 감사하는 마음’을
골랐습니다. 그 이유는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을 때 저는 쉽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한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더욱 용기를 가지고 보다 긍정적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라
느낍니다. 이 가훈은 삶과 가정이 감사하는 것을 종종 잊기 때문에
훌륭한 것입니다. 좀더 용감하게 행동한다면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바로 제가
생각하고 저에게 영감을 주는 가훈입니다.

나디아 보스티치

피드백 9 <슬로베니아 학생이 한국어로 작성>

이 선생님께,

오늘도 수업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솔직하게, 
실수를 많이 하니까 화선지에 쓰기 시작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서예는 정말 많은 노력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가 제 약점이지 압니다. 재주가
없습니다.  제 미술품을 볼 때 자랑스럽지 않고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연습을 많이 해야 하지 압니다. 
그래서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서예에 대해 더
배우고 새로운 것을 해 봐서 행복합니다. 가훈 쓰는
내일을 기대합니다. 바라건대 잘 할 겁니다.
카탸주판치치 올림

4. 강의 넷째 날 (4시간)

최종 작품 쓰기와 수묵화 기초 이론 수업 및 나무 그리기 실기 시간에는 시간과 공간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학생들은 최종 작품을 제출하기 위해 신문에 여러 번 시도한 후

화선지에 작업하는 신중함과 부단한 노력을 보여 주었다. 가르치는 사람도 학생들의 진지한

태도에 만족스러웠고, 학생들도 자신의 작품에 뿌듯해하며 성취감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물론, 

작품에 대한 부담감으로 서예를 하다가 마무리하지 못하는 학생도 있었지만, 포기를 위한 미완성

작품이 아니라, 자신의 보완점이 무엇인지, 자신이 실수를 발견하며 고민하는 흔적들이라 그것

또한 귀한 노력의 결과라고 여겨졌다. 

  이날 수업 진행자와

참여자 모두를 놀라게 한

일도 있었는데, 그 전날에

먹의 농담을 보여준 후

숙제로 내준 과제를 각자의

집에서 해왔는데 학생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그림을 그리며 자신에게

감추어진 놀라운 미적

감각과 재능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5. 세미나

주제1. 호랑이를 소재로 한·중·일 3국의 미술 비교

주제2. 용

주제3. 한복

주제4. 단청, 색

주제5. 한·중·일 미술 비교, 한국화가 김홍도와 신윤복의 작품세계



세미나 수업은 3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21명 학생들이 한국미술에 관한 주제를

조별로 발표하였고, 교수자는 한국화가 김홍도, 

신윤복의 소개 및 화풍을 비교하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특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순간에는 한국화 시연회로 대미를 장식하기도

하였다.

한국 미술에 대한 발표 자료는 강의 기간

전에 미리 완성하여 코멘트를 받고 준비된

것이었고,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발표는

시각적인 효과를 더하여 한국미술을

이해하기에 훌륭한 좋은 자료가 되었다. 학생들 스스로 연구하여 한국미술에 관해 심화된 주제

발표를 해보는 경험을 한 것은 한국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인상적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할 수 있다.

IV. 마치는 글

2017/2018 제1학기에 있었던 브로츠와프 대학교의 서예 강좌와 2018년 2월에 류블라냐

대학교에서 진행된 한국미술 특강은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지닌 또 다른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켜 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 서예의 역사는 수천 년에 달하나

한글 서예의 역사는 불과 오백여 년에 불과하며, 그나마 일제 강점기에는 전통의 맥이 절멸될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한글 서예의 개념 정립을 위한 본격적인 학술적 접근은 20세기 후반에야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렇기에 한자와는 또 다른 한글 서예가 지니는 멋과 독특함을 유럽에

선보일 수 있는 기회는 흔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서법 (書法) 또는 일본의 서도 (書道) 

관련 서적은 이미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는데 반해, 한국 서예(書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서예 입문서는 물론이고 관련 자료조차 전무한 현실이다. 

본 강좌에 참여한 수강생들의 특별한 관심은 매 수업 시간을 한글의 아름다움을 공감하는

자리로 가꾸어 갔고, 수강생들에게 주어진 과제물은 수업의 이해도와 기술적 숙련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수업 중 가훈 쓰기 등은 한국의 정서 및 한국인의 정신을 재발견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문화 강좌를 확대하는 과제는 언어 습득을 넘어서 한국에 관한 관심과

지식을 넓히고 궁극적으로 한국학의 심도 있는 발전을 자극하는 동력이 되리라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