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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학습 독자가 화자에 주목하여 시 감상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방안을 구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를 접하는 것에서부터 시를 자기화하는 경
험까지를 포괄하는 감상 개념은 그 외연이 넓은 까닭에 독자가 실제적으로 감상 과
정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규명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실제 독자의 감상 과정이 화자
의 발화를 따라가는 것으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그간 화자에 대한 연구는 이에 주
목하지 못하고 개별 작품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에만 착목하거나 화자가 ‘누구’인
가를 밝히는 데 머물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를 화자의 발화로 규정하고, 화자
의 역할을 바탕으로 한 시 감상의 구체화 교육을 설계하고자 한다. 
먼저 시를 담화로 보기 위한 이론적 논의들을 고찰하여 시인과 화자의 관계를 논

의하기 위한 전제를 마련하고, 독자의 관점에서 화자의 발화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시 감상에서의 ‘구체화’로 규정하였다. 이는 독자에게서 이루어지는 문학 텍스트에 
대한 심미적 경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저의 수용미학으로부터 원용하였다. 독자가 
시라는 담화 내에서 화자를 인식하고, 인식된 화자의 양상에 맞춰 화자의 발화를 재
구성하며, 화자와의 거리 조정을 통해 판단하는 경험의 과정은 화자를 중심으로 한 
시 감상의 ‘구체화’의 과정을 이룬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는 전문 독자의 비평을 중심으로 시 감상의 

구체화 양상을 살펴보되, 이를 학습 독자의 감상문과 비교하여 교육적 설계의 가능
성과 실천성을 타진해보고자 하였다. 시 감상의 구체화 과정은 화자와 시적 대상들 
간의 관계를 살펴, 담화 내에서 화자의 위치를 인식하는 것을 첫 단계로 삼는다. 이
는 발화 대상과 화자의 관계 및 화자의 서술 태도에 따라 각각 화자 중심의 포섭적 
관계와 대상 중심의 교류적 관계로 나타난다. 
이어서 독자는 파악된 담화의 양상에 따라 인식된 사상(事象)을 바탕으로 화자의 

발화를 재구성하는데, 이는 수용미학에서의 해석에 상응한다. 먼저 발화 내용이 화
자 자신의 감정이나 의식에 대한 직접적 서술로 구성되어 있다면 독자는 이를 바탕
으로 의식 속에 표상된 화자를 언어로 형상화하는 데 주력하여 발화를 재구성한다. 
한편 발화 대용이 화자 자신이 아닌 다른 대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독자
는 화자의 발화를 통해 시적 대상의 단편들을 종합하고, 이를 서술하여 사상(事象)
을 재구성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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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재구성한 발화에 대하여 판단하는 단계는 독자가 화자의 발화에 대하여 
경험하는 것 자체인 수용과 상응한다. 독자는 앞선 단계를 통해 발화를 자신의 관
점에서 재구성하고, 경험지평에 비추어 판단해봄으로써 감상의 폭을 확장시킨다. 
이때 화자 중심의 포섭적 관계에서 독자는 형상화된 화자에 대하여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거나,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재구성한 화자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대상 중심의 교류적 관계에서는 서술한 사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다른 대상으로 전이시키거나, 추출한 사상자체에 대한 심화된 해석
에 도달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시 감상의 구체화 교육을 위한 내용과 절차를 구안

하였다. 이때 살펴보아야 할 전제로, 시 감상의 구체화 교육이 과정 중심의 설계로 
구성되어 이전 단계의 결과가 다음 단계로 누적·승계된다는 점에 대해 밝히고, 교실
이라는 담론 공간에서 학습 독자가 스스로를 한 사람의 담론 주체로서 인식해야 한
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전제 하에 시라는 담화 내에서의 화자의 위치에 근거
한 시의 소통구조와 의미화 과정, 그리고 경험지평에 근거한 자기화를 교육 내용으
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학습 독자가 수행할 활동의 절차를 구안하고, 각 단계에 해당

하는 세부 활동들을 조직하였다. 먼저 화자의 발화 방식이 변별되는 시 텍스트들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담화 내에서의 화자를 인식하도록 하였다. 이후 도표를 활용하여 
화자의 발화를 독자의 담화로서 의미화하고, 재구성한 의미를 소집단 대화를 통해 
소통함으로써 서술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화하였다. 이때 각 단계별로 
활용되는 교사와의 대화 및 동료 학습 독자와의 대화는 학습 독자가 사고를 전개시
키고 감상 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교육적 설계를 통해 학습 독자가 화자에 주목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자신의 

시 감상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간 실제적인 교육 내용이나 방법으로 
적용되지 못하였던 화자 개념을 교육의 장에 끌어들여, 학습 독자가 시 감상에서 활
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본고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핵심어 : 시 감상 교육, 화자, 구체화, 담화로서의 시, 화자의 위치, 재구성된 담화, 

화자와의 거리 조정
학  번 : 2010-2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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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시는 기호로 형상화된 문학적 발화의 성격을 띤다. 이러한 전제는 시에 발화의 
주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함의하며 이는 ‘화자(speaker, 話者)’1) 등의 용어를 통
해 논의되어 왔다. 기존에 이루어졌던 논의들은 시에서의 발화가 화자에 의해 이
루어지는 것임을 전제하고 있으면서도, 독자와 텍스트 간의 상호적 소통을 고려하
지 못하고 있거나, 대개 화자 유형 구분을 위한 기준을 세워 이에 맞추어 시 여러 
편을 분류하는 것에서 논의를 마치고 있으며, 그 기준 또한 모호하고 정밀하지 못
한 한계가 있다.2) 또한 공통적으로 시에서 화자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하고는 있
으나 ‘소통’, ‘발화’ 등의 개념이 빠진 불충분한 상태에서 논의되어, 화자 개념은 
독자의 시 감상 과정에서 효용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용어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는 용어로는 화자의 ‘어조’가 있다. 그러나 연구자나 해설자 

나름의 주관적인 판단을 담은 수식어구들을 단정적으로 사용한 어조와 같은 기존
의 용어만으로는 학습 독자들이 화자를 단편적으로 이해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일
례로 김소월의 시를 ‘여성적’이라는 말로 치환해버리는 지금의 어조 개념은 텍스
트에 대한 미학적 평가가 성별화의 전략에만 머물고 있음3)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파편적인 이해는 독자로 하여금 화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아니
라, 화자가 ‘누구’인지를 찾는 것에만 착목하게 한다. 
실제로 이러한 화자나 어조 개념에 대한 파편적인 이해는 시 감상의 과정에서 

화자의 실체가 드러났는지에만 주목하는 단편적인 접근을 이끈다. 텍스트에서 유
표화된 표지만을 찾고자 할 때, 독자는 분석적 읽기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어

1) 본고에서는 ‘시에 등장하는 모든 목소리의 수렴체’로 화자를 규정하도록 한다. 이는 유관 
개념들과의 구분을 위한 것이며, 이 용어의 개념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2장의 논의를 참
고하기 바란다.

2) ‘나’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대부분의 화자 유
형 분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논저는 김준오, 『가면의 해석학』(이우출판사, 
1985), 『詩論』제4판(삼지원, 2002) 등이 있다. 이후 그의 의견을 받아들인 많은 학위논문
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사 검토에서 다루도록 한다.

3) 윤지영, 「현대 시비평에 나타난 성별화 전략-김현, 김윤식의 초기 시비평을 중심으로」, 
『서정과 환상』, 푸른사상사, 2006, p.104. 

    이러한 논지에서 정효구의 논의는 ‘~적 화자’와 같은 개념적 지식으로의 규정을 탈피하
고, 시각의 확대를 요청하고 있는 논의여서 주목을 요한다. (정효구, 「김소월 시에 나타난 
화자의 성별과 성격」, 『한국시학연구』제6호, 한국시학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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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 작품의 부분 부분을 따로 떼어 그 의미를 소급해가는 상향식 읽기는 의미를 
맥락과 주체로부터 분리하게 되어 결국 독자의 주체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곧 텍스트와 독자의 관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 텍스트와 독자의 관계 양상을 살

펴보기 위하여 이들 각각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화자에 주목하여 독자의 
감상 과정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시 텍스트와 독자가 별개로 떨어져 있
는 상태에서 감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 감상의 과정에서 독자는 화자를 
통해 화자의 발화에 해당하는 시 텍스트를 의미화하고 독자 자신의 입장에서 자
기화하는 경험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이는 독자의 시 감상이 구체화되어 결과적으로 문학 경험으로 남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구체화(Konkretisation)’란 시 감상에서 독자가 형상
화된 시를 의미론적으로 이해하는 해석의 과정과 형상화된 시를 경험하는 수용의 
과정을 뜻한다. 독자는 시 텍스트를 접하게 될 때, 텍스트적 요소에 주목하여 이
를 다시 내적 실현의 형태로 의미화하는 해석의 과정과 이 과정을 통해 상상해 
낸 대상을 경험하는 수용의 과정을 동반함으로써 시 감상을 구체화한다. 
이러한 과정을 이끄는 중심 요소를 본 연구에서는 화자로부터 찾고자 하였다. 시

가 화자의 발화임을 전제로 할 때, 시 텍스트의 구성 요소들은 곧 화자의 발화를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그리고 시 텍스트의 구성 요소들이 화자와 맺는 관계 양상
을 통해 화자의 태도를 유추할 수 있으므로, 독자가 화자에 주목하는 것은 발화의 
내용과 그 구성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시 텍스트에서 화자에 초점을 맞추어 실제 

감상에 적용할 수 있는 감상 방법을 구안하여,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독자의 시 
감상 능력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는 그간 해석되어야 할 대상으로 시 텍스
트를 파악하였던 분석적 관점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목적을 띠며, 시를 자신의 담화
로 재구성하는 실제 독자의 감상 과정을 연구하고자 하는 과정적 성격을 띤다.  

 2. 연구사 검토

여기에서는 시 감상과 화자 교육에 관심을 두는 국어교육 관련 연구들을 소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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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문학교육에 접근한 논의, 문학 감상 교육의 지향점과 실제 독자의 감상 
양상에 대한 논의, 화자에 대한 논의로 대별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소통적 관점에서 문학 교육에 접근한 논의를 살펴보도록 한다. 시를 담화로 

보는 관점은 시 텍스트를 그것이 생산‧수용된 맥락에서 독립적이고 자족적으로 존
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과정 속에 있는 대상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김창원(1995)은 기호-소통론적 관점에서 텍스트의 성격에 대응되는 ‘비유적/
반어적/서술적/대화적 해석 모형’을 구안하여 그를 활용한 시 텍스트 해석 원리를 
논구한다.4) 김창원(1993)은 화자에 초점을 맞추어, 시 쓰기 과정에서 선택되는 발
화 양식에 따라 소통 양식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통해 텍스트의 발화 양식이 
독자의 이해 전략 및 텍스트의 의미 실현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힌 바 있다.5) 또
한 최미숙(2001)은 독자가 작품과 맺는 관계에 주목하여 ‘공감적 시 읽기’와 ‘비판
적 시 읽기’를 시 읽기 방법으로 제안하였다.6) 
이들 논의는 연구 대상의 범주에 텍스트를 접하는 학습 독자를 포함시켰다는 점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텍스트의 성격이 주요 변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시 해석 과정에서 작용하는 학습 독자의 주체성은 제한되었고, 이때 상정된 학습 
독자의 상도 실제 독자를 반영한다기보다는 이상적 독자에 가깝다는 한계가 있다. 
이상의 소통적 관점은 문학 교육 논의가 교육의 대상인 실제 학습자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인식을 낳았다. 그 결과, 문학 감상에 대한 
연구물들은 감상 과정의 중요성과 이상적 독자가 아닌 실제 학습 독자의 감상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은 분석주의적 텍스트 감상에서 학습자 중심적 텍스
트 감상으로의 이행을 반영하며, 일부는 독일의 수용미학을 근간으로 삼는다.
최지현(1997)은 문학교육이 그 주된 활동의 측면에서 감상 교육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감상의 요체를 ‘문학정서체험’이라고 파악하였다.7) 특히 주목할 점
은 문학교육이 작품의 정서가 아닌 학습자의 정서체험을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는 향후 진행되는 문학 감상 논의의 기본적 전제가 되었다. 김남희
(2007) 또한 최지현의 논의를 이어받아 시 교육의 핵심을 정서체험으로 규정하고, 

4) 김창원, 「시텍스트 해석 모형의 구조와 작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5) 김창원, 「시쓰기의 화법과 투사적 시 읽기」, 『先淸語文』제21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1993.

6) 최미숙, 「공감적 시 읽기와 비판적 시 읽기」, 김은전 외, 『현대시 교육의 쟁점과 전망』, 월
인, 2001.

7) 최지현, 「한국근대시 정서체험의 텍스트조건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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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을 위한 정서 체험의 구조를 밝히고자 하였다.8) 한편 윤여탁(1998)에서는 이
저의 구체화 과정을 ‘해석’과 ‘수용’으로 적용시켜 논의함으로써, 수용미학이 현대
시 교육의 장에서 실현될 수 있는 양상을 보여주었다.9) 
감상의 과정에 주목하는 연구 경향에 따라 실제 독자의 감상 과정에 주목한 연

구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구영산(2001)10)은 감상의 주체인 독자를 전면에 내세웠
다는 점에서 본격적 감상 교육 연구로 평가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실제 독자의 
감상 양상을 살펴, 화자의 체험과 독자의 체험 사이의 조응 여부를 중심으로 독자
의 상상적 정서 체험의 구성 과정을 논구하였다. 진선희(2006)에서도 광범위한 현
장 조사를 토대로 학습 독자의 시적 체험을 분석하여 시 읽기 교육 내용 설계에 
반영하는 원리를 수립하고자 하였다.11) 또한 실제 독자의 감상문 분석을 통해 해
석 및 수용의 양상을 살펴 이를 유형화한 연구로는 진선희(2005)12), 유영희(200
6)13) 등이 있다. 이들 논의는 실제 학습 독자의 생생한 감상 과정을 살펴볼 수 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를 통해 밝혀낸 학습 독자의 시적 체험의 
특성이 곧 시 읽기 교육의 내용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적 설계에 관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한편 시 텍스트가 아닌 문학의 다른 장르를 중심으로 감상 과정에 대해 고찰한 

연구들도 있는데, 먼저 김중신(1995)14)은 독서 체험을 통해 유발되는 감동이 독자 
자신뿐 아니라 문학 작품 자체의 속성과 연관된다고 보고 있어, 본 연구로 하여금 
시 텍스트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화자에 주목하는 이론적 배경을 제공해주었다. 또
한 조하연(2010)15)은 자신의 삶에 감동을 주는 요소를 지각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감상 개념을 규정함으로써, 감상 교육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 경향인 화자에 대한 연구는 문학교육보다 국문학 분야에서 먼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 연구들에서는 대개 화자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데 

8) 김남희, 「현대시의 서정적 체험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9) 윤여탁, 「현대시 해석과 교육의 수용 미학적 양상」, 『시 교육론Ⅱ』,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10) 구영산, 「시 감상에서 독자의 상상작용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11) 진선희, 「학습 독자의 시적 체험 특성에 따른 시 읽기 교육 내용 설계 연구」, 한국교원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12) 진선희, 「초등학생의 감상문 분석을 통한 시 텍스트 읽기 과정 양상 고찰」, 『청람어문교

육』제31집, 청람어문교육학회, 2005.
13) 유영희, 「학습자의 현대시 감상 경향에 관한 연구」, 『청람어문교육』제33집, 청람어문교육

학회, 2006.
14) 김중신, 『소설감상방법론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15) 조하연, 「문학 감상 교육 연구 -고려속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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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하고 있으며, 그에 대표적인 연구가 김준오의 연구16)이다. 김준오(2002)는 시
를 담화의 한 양식으로 보고, 야콥슨의 소통 도식에 맞추어 화자의 어조에 따른 
유형을 분류하되 한편으로는 채트먼의 도식에 따라 화자의 현전 여부를 중심으로 
화자와 청자의 관계 구조를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김준오의 논의는 화자 유형 분
류에 주목하는 여러 논의를 비롯하여 실제 학습 독자들의 감상 양상에서도 발견
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그 파급력이 상당하다. 그러나 시 감상의 주안점이 화
자 유형 분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와의 소통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적으로 보면 이러한 분류는 화자 유형을 구분한 이후의 감상 활동을 이끌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시인과 화자를 분리해놓음
으로써 시인과 밀접한 화자에 대해서는 선명한 해석이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화
자를 통해 전해지는 감동이 상대적으로 고려되지 못한다. 더 큰 문제는 장도준
(2004)17) 등에서 보듯 이러한 화자 분류의 경향이 후속 연구자들에게 이어져 보
다 정교한 유형 분류에의 추구 경향으로 이어져왔다는 점이다. 
이에 문학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적 관점에서 화자 논의를 반성적으로 수용하는 양

상을 보였다. 먼저 유영희(1994)는 앞서 일별한 소통적 관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
여, 독백의 양식이라는 전통적 관점을 벗어나 작자·독자, 화자·청자라는 시의 총체
적인 발화 상황을 바탕으로 화자를 중심으로 한 텍스트의 발화 상황을 유형화하
였다.18) 이러한 맥락에서 윤여탁(1996)은 시적 화자란 각기 다른 상황 속에 위치
하고 있는 전언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장치라는 관점을 피력하였다.19) 이
들 논의는 시인 외에 화자, 독자 등의 다른 주체를 소통 구조 속에 포함시켰다는 
점, 시 읽기의 과정에서 화자라는 장치를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김남희(2008)는 시적 화자의 유형을 분류가 아닌 학습자의 시적 인식과 감

동을 매개하는 ‘경로’의 차원에서 시적 언어의 특수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역
설하였다.20) 특히 그 감동이 시라는 특수한 의사소통의 구도 내에서 화자에 의해 
선택된 특수한 발화의 방식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 점은 화자에 주목하는 
본고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이외에도 정끝별(2011)은 시에서의 목소리를 지칭

16) 김준오, 앞의 책, 1985; 김준오, 앞의 책, 2002.
17) 장도준, 「화자의 유형과 의미」, 『한국 현대시의 화자와 시적 근대성』, 태학사, 2004.
18) 유영희, 「시 텍스트의 담화적 해석 연구-화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19) 윤여탁, 「시적 화자와 시 교육-김소월의 시를 중심으로」, 『시 교육론-시의 소통 구조와 

감상』, 태학사, 1996.
20) 김남희, 「시적 발화의 원리와 교육적 의미」, 『국어교육』제125집, 한국어교육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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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여러 개념들 가운데 화자 개념이 여전히 유용하다는 것을 시 창작 및 감상 
교육의 측면에 적용하여 보여주었다.21)

논의한 바와 같이, 시 감상에 대한 논의는 감상의 모호함을 극복하고 실제 독자
의 감상 과정을 밝히는 경향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화자 또한 유형 구
분의 대상에서 벗어나 독자와 시를 매개하는 경로로서의 특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을 볼 때, 시 감상 과정에 대한 연구는 독자와 시, 독자와 작가
를 매개하는 경로로서의 화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를 고려
하여 본 연구에서는 화자의 발화를 따라가며 시를 감상하는 방법으로서 ‘구체화’
과정을 설정하고, 이를 교육적으로 설계하였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고는 서정주의 시 작품들과 그에 대한 학습 독자의 감상 활동지 및 서정주의 
작품에 대한 2차 텍스트인 연구물과 비평을 주 텍스트로 삼고 논의를 전개한다.
먼저 서정주의 작품은 천 편을 상회하고, 시집 또한 15편에 이르는 등 작품의 편

수만큼이나 폭넓은 시 세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시 세계의 일면에는 화자 자신의 
정서 표출을 중심으로 한 운문 서정시의 전통이 내재하고 있는 한편, 다양한 사건
이나 일화, 전설과 신화적 내러티브와 극적 요소를 등장시키는 등 전자의 시학적 
전통과는 구분되는 양상이 공존한다. 화자의 양상 또한 시인과 질적인 거리를 담
보하는 탈(mask)에 해당하는 초기 시의 극적 화자에서부터 시인 자신의 목소리와 
동일성을 담보하는 후기 시의 경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제시된다.22) 이상의 내
용을 바탕으로 볼 때, 서정주의 작품은 본 연구에서 상정하는 화자의 역할을 확인
하는 데 적절한 제재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독자의 시 감상 과정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서정주 시 

자체보다는 그에 대한 2차 텍스트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학습 독자의 경우, 고
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삼아 활동지를 수집하였고, 실험의 결과를 반영하여 

21) 정끝별, 「현대시 화자(persona) 교육에 관한 시학적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제35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1.

22) 이는 황동규의 평가로, 그는 특히 서정주의 첫 시집 『花蛇集』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
졌으며, 이후 『질마재 神話』와 『떠돌이의 詩』 이후부터는 그전의 시 세계를 유년 시절의 
고향(질마재)과 시인 자신의 초로의 삶(떠돌이)으로 이끌어 내렸다고 평가한다. 이에 관해
서는 황동규, 「탈의 완성과 해체」, 조연현 외, 『미당연구』, 민음사, 1994, pp.13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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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조사기간 조사대상 편수 활동의 성격 감상 작품25)

Ⅰ
2012년 

7월 중순

서울 
S고등학교 

2학년
48 화제가 유사한 두 

작품26)의 화자 비교하기

서정주의 「외할머니네 
마당에 올라온 해일」 과 

「海溢」

본 연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습자를 교육 대상으로 설정하였다.23) 이와 더불어 전
문 독자의 비평 양상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다. 
먼저 학습 독자의 감상문 수집을 위한 현장 조사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도

록 한다. 현장 조사는 상이한 발화 형식을 보이는 시 텍스트들을 병렬적으로 제시
하고, 이에 대해 학습 독자가 설명한 활동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이
때, 동일 작가 동일 화제의 각 두 편의 작품[Ⅰ차 조사], 동일 작가의 작품 가운데 
화제가 상이한 세 편[Ⅱ차 조사], Ⅰ차 조사 실시 후 곧바로 동일 작가 동일 화제
의 개작 과정 확인[Ⅲ차 조사]으로 텍스트의 선정 및 제시 방법을 다변화하였다. 
세 번의 실험 모두 공히 상이한 화자의 발화 형태를 학습 독자가 식별하고, 해석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Ⅳ차 조사는 학습 독자가 시를 감상할 때 어떤 대상에 동일시하고 있는지 여부

를 확인하는 질문과 작품 각각에 대한 감상문을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
졌다. Ⅴ차 조사는 내러티브적 요소가 적은 시편을 대상으로 앞선 실험에 대한 보
충을 위해 실시되었다. 마지막으로 Ⅵ차 조사는 Ⅲ차 조사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Ⅳ장에서 구안한 교육 절차를 실시해보고, 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
다. 이상의 현장조사개요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24)

23)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실험을 실시해 본 결과, 시 창작 과정에서 자신이 
선택한 화자의 역할에 따라 시 텍스트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
한 예비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실험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실
험 Ⅰ, Ⅱ의 대상 학교는 서울의 한 예술 고등학교이다. 연구자는 실험 Ⅲ, Ⅳ의 대상 학
교가 서울의 자립형 사립학교임을 감안할 때 예술 고등학교 2학년 학습 독자와 자립형 사
립 고등학교 1학년 학습자의 감상 수준이 비슷할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실제 감상 양상은 
예술 고등학교 2학년 학습 독자에게서 더욱 구체화되어 나타났다. 활동의 성격이 같지 않
았음을 고려할 때 후속 실험을 통해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본고는 자신의 감상을 구
체화하는 데 어려움을 나타낸 고등학교 1학년 학습 독자를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다. 

24) <표 1>에 제시된 내용에 따라, 이후 학습자 자료의 기호화 형식은 ‘[실험차수-학생 일련
번호-문항번호-작품명]’이다. 단, 작품명이 제시되지 않았을 경우 별도의 설명을 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Ⅲ-S01-2-동천]의 경우 Ⅲ차의 실험에서 S고등학교의 1번 학습 독자가 
활동지 2번 문항에 대한 답변으로 「冬天」에 대한 감상을 서술한 자료를 언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집단면담의 자료는 ‘[실험차수-집단면담]’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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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2년 

7월 하순

서울 
S고등학교 

2학년
25 화자의 발화 유형이 

상이한 작품 비교하기

서정주의 「自畵像」과 
「鞦韆詞」와  「上歌手의 

소리」

Ⅲ
2012년 

8월 초순

서울 
H고등학교 

1학년
7 실험 Ⅰ의 활동에 연이어

작품의 개작과정 살펴보기

실험 Ⅰ과 동일 /
김소월의 

「해가山마루에올라와도」

Ⅳ
2012년 

9월 초순

서울 
H'고등학교 

2학년
78

동일시의 대상 확인 및 
학습 독자의 감상 양상 

확인

서정주의 
「自畵像」,「鞦韆詞」, 
「上歌手의 소리」,  

「冬天」

Ⅴ
2012년 

11월 초순

서울 
S고등학교 

2학년
74 시 작품에 대한 

감상 양상 확인
서정주의 「冬天」과

 「문둥이」

Ⅵ
2012년 

12월 하순

서울
H고등학교

1학년
6 시 감상의 구체화 교육의 

적용

서정주의 「외할머니네 
마당에 올라온 해일」 과 

「海溢」 / 서정주의 
「自畵像」과 「문둥이」

<표 1 현장 조사의 개요>

활동지는 대략 ① 시 텍스트에서 화자 파악하기, ② 파악한 화자의 언어적 진술 
방식의 특징 서술하기, ③ 화자의 언어적 진술 방식과 주제 관련짓기, ④ 시 한 
편에 대한 감상문 쓰기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실험에 따라 다루고 있는 작
품에 변화를 주기도 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① ~ ④ 가운데 선택한 내용을 제시하
거나 그 외에 ⑤ 시를 읽은 입장 파악하기 ⑥ 텍스트 간 화자 비교하기 등 다른 
내용을 포함하는 등 실험의 성격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시하였다. 활동지 검토에서 

25) Ⅰ차 조사의 경우, 화제가 유사하나 작품 별로 화자가 형상화되어 있는 방식이 다른 두 
작품을 제시함으로써 학습 독자들이 ‘화자’ 자체에 주목할 수 있도록 작품을 선정하였다. 
Ⅱ차 조사에서는 화자의 발화 대상 및 방식에 주목하여 인물성이 두드러지는 화자가 스스
로를 발화의 대상으로 삼은 시(「鞦韆詞」), 인물성이 약한 화자가 스스로를 발화의 대상으
로 삼은 시(「自畵像」), 인물성이 약한 화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대상을 발화의 대상으로 
삼은 시(「上歌手의 소리」)를 작품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Ⅲ차 조사에서 김소월의 작품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해당 작품의 개작 과정에서 화자의 발화 방식에 생긴 변화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Ⅴ차 실험은 화자가 표면상 두드러지지 않으며, 내러티브적 
요소가 적은 작품에 대한 학습 독자의 감상 양상을 확인하여 이전의 조사 내용을 보충하
고자 하였다.

26) 이 표에서의 ‘작품’은 수용미학의 용어로서의 작품이 아니라, 예술 창작 활동으로 얻어지
는 제작물을 이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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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작품 전문 독자의 2차 텍스트 목록

1 「牽牛의 노래」 이숭원, 「서정주 시와 상상력의 확대」, 『한국 현대시 감상론』, 집문당, 
1998.

주요 검토 대상은 ④의 서술내용으로, ①, ②, ③은 ④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학습 
독자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되었다.27) 
학습 독자의 활동지를 검토할 때에는 추행법(追行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추

행법은 텍스트의 문장 하나하나 혹은 문장 다발들을 살펴보며, 그것들이 텍스트가 
기술하고 있는 현상이나 경험에 대해 알려주는 바를 파악하는 방법이다.28) 이는 
학습 독자가 기술한 감상문에서 화자에 대한 이해 양상 및 감상의 구체화 양상을 
파악하는 데 쓰이며, 의미 부여된 시의 구성요소들의 표상들이 모여 이룬 전체 감
상문이 작품을 어떻게 의미화하고 있는지 파악하도록 해준다. 
한편, 대상 작품 별로 참고한 전문 독자의 비평 및 연구물은 다음 표와 같으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되었다. 먼저 대상 작품의 선정 기준 가운데 첫 번째는 
시 텍스트에서 형상화되어 있는 화자의 양상에 따른 것으로, 화자의 인물성이 강
한 시 텍스트(1, 2)에서부터 대상 자체가 두드러지게 제시되는 시 텍스트(10, 11)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을 대상으로 삼고자 하였다. 두 번째는 화자의 발화 대
상의 성격에 따라 스스로의 심정이나 처지를 직접적인 발화의 대상으로 삼는 시 
텍스트(1~4)에서부터 외부의 시적 대상을 전면에 다루고는 있으나, 간접적으로는 
화자의 특정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시 텍스트(5~11)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본고의 논의가 화자의 유형뿐만 아니라 화자의 발화가 무엇에 대해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발화 대상과 화자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을 시 감
상의 내용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대상 작품에 대한 전문 독자의 2차 텍스트는 작품마다 화자가 어떻게 형상화되

어 있는지, 또한 화자의 발화 대상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
였다. 특히 동일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2차 텍스트들을 비교하는 경우, 주로 화자
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상이한 관점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선정하였다.

27) 특히 Ⅵ차 조사에서는 2차시에 걸쳐 활동이 진행되었으며, 1차시에는 주로 활동지를 중
심으로 학습 독자 스스로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수업이 진행되었고, 2차시에는 활동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 독자들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8) Van Max Manen,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신경림·안규남 공역, 『체험연구: 해석학적 현상학의 인간과학 연구방
법론』, 동녘, 1994, pp.128~132.



- 10 -

2
「鞦韆詞 

-春香의 말 壹」

김재홍,  「未堂 徐廷柱」, 『韓國現代詩人硏究』, 一志社, 1990.
김화영, 『未堂 徐廷柱의 詩에 대하여』, 민음사, 1984.
오윤정, 「어조의 양면성과 화해의 시학」 김학동 외, 『서정주 연구』, 새
문사, 2005. 

3 「歸蜀道」

김재홍, 「未堂 徐廷柱」, 『韓國現代詩人硏究』, 一志社, 1990.
오세영, 『한국 현대시의 분석적 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1998.
이민호, 「발효와 증류의 시학- 제2시집『귀촉도』을 중심으로」, 김학동 
외, 『서정주 연구』, 새문사, 2005.
천이두, 「지옥과 열반」, 조연현 외, 『미당연구』, 민음사, 1994.

4 「自畵像」

김인환, 「서정주의 시적 여정」, 조연현 외, 『미당연구』, 민음사, 1994.
엄경희, 『未堂과 木月의 시적 상상력』, 보고사, 2003.
윤여탁, 「서정주, 시의 논리와 시 세계」, 『시 교육론Ⅱ』, 서울대학교출
판부, 1998.
정효구, 『시 읽는 기쁨 1』, 작가정신, 2001.
조연현, 「원죄의 형벌」, 조연현 외, 『미당연구』, 민음사, 1994.
최두석, 「서정주론」, 조연현 외, 『미당연구』, 민음사, 1994.

5 「無等을 보며」

김흥규, 『한국 현대시를 찾아서』, 푸른나무, 2007.
이남호, 「겨레의 말, 겨레의 마음」, 조연현 외, 『미당연구』, 1994.
이숭원, 「서정주 시와 상상력의 확대」, 『한국 현대시 감상론』, 집문당, 
1998.

6 「禪雲寺 洞口」 송하선, 『서정주 예술언어』, 국학자료원, 2000. 
오봉옥, 『(오봉옥의) 서정주 다시 읽기』, 박이정, 2003.

7
「풀리는 

漢江가에서」

유종호,  「서라벌과 질마재 사이」, 『서정적 진실을 찾아서』, 민음사, 
2001.
유종호, 『시 읽기의 방법』, 삶과꿈, 2005.
이남호, 「겨레의 말, 겨레의 마음」, 조연현 외, 『미당연구』, 1994.

8 「멈둘레꽃」 엄경희, 『未堂과 木月의 시적 상상력』, 보고사, 2003.

9
 「上歌手의 

소리」
김윤식, 「전통과 藝의 의미」, 조연현 외, 『미당연구』, 민음사, 1994.
이숭원, 『교과서 시 정본 해설』, Human&Books, 2009.

10 「문둥이」
김용직, 「花蛇와 마그마 미학 - 徐廷柱」, 『한국현대시인연구 上』, 서울
대학교출판부, 2000.
송하선, 『서정주 예술언어』, 국학자료원, 2000.

11  「冬天」

김재홍,  「未堂 徐廷柱」, 『韓國現代詩人硏究』, 一志社, 1990.
김화영, 『未堂 徐廷柱의 詩에 대하여』, 민음사, 1984.
김흥규, 『한국 현대시를 찾아서』, 푸른나무, 2007.
윤지영, 「욕망과 체념적 도피의 갈등적 구조」, 김학동 외, 『서정주 연

구』, 새문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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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호, 「겨레의 말, 겨레의 마음」, 조연현 외, 『미당연구』, 1994.
한계전, 『한계전의 명시 읽기』, 문학동네, 2002.
황동규, 「탈의 완성과 해체」, 조연현 외, 『미당연구』, 1994.

<표 2 전문 독자의 2차 텍스트 목록>

이상의 자료들에 접근하기 위한 개념인 ‘구체화 과정’의 이론적 기반은 수용미학
이다. 야우스와 이저 등에 의해 제기된 수용미학은 기존의 문예학이 작품과 작가
의 우위성에 근거한 작가·작품 중심적인 경향을 보여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무시
되어 왔던 독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특히 이저의 논의는 텍스트가 갖는 불확정성과 독자의 능동성에 주목하여 문학 
독서의 과정을 텍스트와 독자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재
고하였다. 문학 독서의 과정은 고전주의적 예술관이 주장해왔듯 작품 속에 제시되
어 있는 하나의 의미로서의 진리를 현현해냈는지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텍
스트를 통한 독자의 심미적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이다. 독자에게서 일어나는 텍스트의 의미론적 해석뿐 아니라, 그에 대한 심미적 
경험의 과정이 ‘구체화(Konkretisation)’이다. 

이를 시 감상에 적용하면, 시 감상의 구체화는 ‘텍스트’가 독자에 의해 의미화된 
‘작품’으로 구성되는 해석 과정과 수용 과정을 통칭한다. 그런데 문자화된 시는 독
자에게 파악될 때 창작 주체인 시인이 화자의 발화로서 구성한 담화로 인식된다. 
구체화의 양상은 이러한 발화 주체로서의 화자를 독자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
라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석과 수용의 과정에 앞서 시라는 
담화 내에서 화자를 인식하는 단계를 두어, 시 감상의 구체화 과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접근 방법을 통해 시 감상의 구체화 교육을 구안하고자 다
음과 같은 절차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Ⅱ장에서는 독자가 화자의 발화로서의 
시를 재구성하는 것을 시 감상에서의 구체화로 규정하고, 화자를 중심으로 한 시 
감상의 구체화 과정을 밝혔다. 그리고 Ⅲ장에서는 전문 독자의 2차 텍스트를 분석
하여 시 감상의 구체화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Ⅳ장에서는 시 감상의 구
체화 교육의 내용 및 절차를 구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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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 감상의 구체화에서 화자의 역할과 의의

여기에서는 화자를 중심으로 한 시 감상의 방법을 구안하기 위해 시 감상에서의 
‘구체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독자가 시 감상을 구체화하는 데 
화자가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관하여 관련 논의들을 고찰하도록 한다. 
시 텍스트에서 화자는 시인에 의해 창작의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시인

에게서 독자로 시가 소통되는 과정에서 발화를 구성하는 대상 요소들은 결과적으
로 화자를 매개로 전달된다. 때문에 시를 수용하는 독자의 입장에서 화자의 발화 
방식이나 발화 주체로서의 화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발화 내용으로서의 시 
텍스트에 접근하는 거점으로서 감상의 방향을 설정해 준다. 
메시지가 생산되고 소통되는 맥락을 고려하는 담화 행위적 관점에서 볼 때 시 

텍스트는 말하는 사람의 발화에 해당한다. 또한 시 감상의 구체화는 독자가 화자
의 발화를 해석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발화의 주체인 화자에 대
하여 인식하는 것은 구체화의 첫 단계로서 독자의 감상 방향을 설정해준다. 때문
에 독자는 발화 내용으로부터 화자를 파악해내어, 발화 내용이 화자 자신을 대상
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감상의 방향을 달리함으로써 시 텍스트를 자신의 담화
로 재구성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화자를 중심으로 한 시 감상의 구체화 교육 연구

는 다음과 같은 교육적 의의가 있다. 먼저 구체화의 과정을 화자와 발화의 성격을 
바탕으로 설정함으로써, 독자가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과정 중심의 문학 감
상 방법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본고의 논의는 문학 수업에서 화자의 발화 내용
을 메타적으로 살펴보도록 함으로써 화자의 정서나 의도, 시적 상황 등에 대한 이
해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구성된 화자에 대하여 거리를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결
과적으로 독자의 공감 조정 능력을 신장하는 데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독자가 화
자의 발화를 자신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시 감상 방법을 습득함으로써 능동적인 시 감상 태도를 함양하도록 한다. 

 1. 시 감상에서의 구체화

이 절에서는 수용미학에 기반을 둔 ‘구체화’라는 개념을 시 감상에 적용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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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한다. 먼저 (1)항 담화로서의 시에서의 담화적 관점은 시 
텍스트를 둘러싼 의사소통의 맥락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시인과 시 텍스트 속에 
등장하는 목소리의 관계를 논하기 위한 이론적 전제가 된다. 또한 이는 시가 소통
되는 과정에서 독자의 역할을 조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시 텍스트와 독자 
간 상호 작용에 관한 논의의 바탕이 된다. (2)항에서는 시 감상의 구체화가 곧 독
자 자신의 관점에서 화자의 발화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시적 허구 개념
과 바르트의 견해를 통해 논의한다. 

  (1) 담화로서의 시

문학 텍스트란 언어로 쓰여 있거나 말해진 하나의 표현으로, 어떠한 특정 시점에
서 한 발화자에 의해 생산되어 일단의 수화자들에게 제시된 발화(utterance)의 한 
종류1)로, 이는 문학 텍스트의 한 종류인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때 시
인은 이러한 발화를 구성하는 창작의 주체이다. 이처럼 발화로서 문학을 바라보는 
인식은 야콥슨의 의사소통의 구조에 관한 논의를 이론적 전제로 하며, 문학 이론
에서는 채트먼, 리몬-캐넌 등 서사이론가들에 의해 전개되어 왔다.2)

그러나 시 텍스트를 포함한 이러한 문학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문자 형태로 소통
된다는 점으로 인해 제시되는 내용으로서만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서, 시 텍스트가 
소통되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 화자는 시 텍스트의 내용으로 고정되어 
텍스트 속에 갇히고 만다. 
본고에서 시를 문학적 ‘발화’라고 규정하는 것은 이와 같이 시 텍스트의 감상에

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화자가 작가나 작품 속에 고정된 대상으로 받아들여
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시 텍스트는 화자에 의해 말해진 담화이지만, 일반적 
담화 상황과는 달리 글로 쓰인 담화라는 사실로 인해 텍스트는 의미론적 자율성
을 갖게 된다.3) 이는 곧 시 텍스트가 소통되는 맥락을 고려하게 되면, 시는 주체

1) R. A. York, The Poem as Utterance, Methuen:London and New York, 1986, 
pp.9~10.

2) 대표적으로 채트먼은 다음과 같은 서사적 의사소통 체계를 제시하였다. 
                                 서사적 텍스트
   실제작가 …→   내포작가 → (서술자) → (피화자) → 내포독자   …→ 실제독자
   Seymour Chatman, Story and Discourse: 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 김경수 역,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이야기와 담론』, 민음사, 1995, p.183.
3) Paul Ricoeur, Interpretation theory : discourse and the surplus of meaning,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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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존재하지 않는 고정된 내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주체에 의해 구성된 담화에 
해당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소통 맥락을 고려하게 되면, 시 텍스트는 작가가 독자에게 전달하는 고정

된 메시지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시에서 화자를 발화 주체로 인식한다는 것은 곧 
화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왜’, ‘무엇’을 ‘어떻게’ 말하였는지 등과 같은 발화상황
을 고려해야 함을 뜻하게 된다. 이는 리쾨르를 비롯한 서사 이론가들과 언어학자 
벤베니스트의 논의를 통해 뒷받침된다. 
앞서 언급한 채트먼은 이야기는 서사적 표현의 내용인 반면, 담화는 그 표현의 

형식4)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리쾨르에 이르러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데, 그
는 대상으로서 제시되던 텍스트에 화자를 되살려 기존의 구분을 ‘의미(Meaning)’
와 ‘사건(Event)’으로 규정하고, 사건을 일으키는 주체로서의 화자를 부각시켰다. 
특히 화자의 존재는 화자의 발화 의미 속에 흔적(mark)을 남기며, 언어학자들이 
인칭대명사 등을 통해 언급해왔던 변천(變遷, shifters)에 해당한다5)고 하여 텍스
트와 담화 행위의 화자를 연관 지을 수 있는 단초가 되었다.
벤베니스트의 논의에서도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담화가 실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언급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언어 기호가 현동화되기 위
해서는 ‘담화 행위’의 입장에서 논의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6) 그에 따르면, ‘담
화(discours)’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전제로 하여 듣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지닌 발화행위를 가리키는데, 이는 말하는 사람의 개입이 없는 
사건들의 모음인 이야기(histoire)와는 구분된다.7) 이렇듯 담화행위의 관점에서 시 
텍스트의 소통 과정을 바라보게 되면 발화 행위는 서술 행위로 치환되며, 시인은 

성·조현범 공역, 『해석이론』, 서광사, 1998, p.65.
4) Seymour Chatman, 앞의 책, 1995, pp.20~21.
5) Paul Ricoeur, 앞의 책, 1998, pp.40~42.
6) Émile Benveniste,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Ⅱ, 황경자 역, 『일반언어학의 

제문제Ⅱ』, 민음사, 1992, pp.82~96 참고. 
   한편 본고에서는 영문 ‘discourse’의 다양한 번역어 가운데 ‘담화’를 사용하는데, 이는 발

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성을 고려하고, 시 텍스트가 화자의 발화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함
이다. 일반적으로 담론은 서로 주고받는 대화나 그 상황이라는 어원적 의미에 논쟁적 대
화, 사고의 논리적·의미론적 차원, 체계적으로 쓰인 글이나 논문 등의 의미가 덧붙여졌다. 
여기에 1950년대 이후 영미언어학의 담화분석, 담론언어학과 담론적 서사이론, 하버마스, 
푸코 등의 논의가 진행되면서 discourse의 의미역이 더욱 확장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남
운, 「‘담론 Diskurs’ 개념과 이론의 스펙트럼」, 『獨語敎育』제49집,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
회, 2010 참조.

7) Émile Benveniste,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Ⅰ, 황경자 역, 『일반언어학의 
제문제Ⅰ』, 민음사, 1992, p.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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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표현된 문자의 형태로 전달되는 시 텍스트의 서술을 주관하는 주체에 
해당된다. 
이때 발화 주체로서의 화자는 창작 주체인 시인이나 발화 내용에 등장하는 시적 

인물과는 구분된다.8) 시인에 의해 창작·서술된 것이기는 하나 문자 형태로 소통된
다는 시 텍스트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독자의 관점에서는 시인과의 직접 대화를 가
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나’와 같은 인칭대명사의 사용은 발화 주체로서 
누군가의 목소리라는 흔적을 드러낼 뿐 시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시
를 창작하는 주체가 시인임을 전제하면, 시적 인물 또한 시인에 의해 창작된 허구
적 산물이기에 시인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시적 인물을 화자로 규정할 수 없
게 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시는 화자의 발화이며 화자는 시 텍스트에서 무엇인가

에 대해 말하고 있는 발화의 주체이자 시인으로부터 독자에게로 향하는 소통을 
매개하는 시적 장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서술 행위의 주체인 시인과 시 텍스트의 
맥락 속에 존재하는 특정 인물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시 텍스트는 시인에 의해 
창작된 것이기는 하나, 문자화된 형태로 소통되는 ‘구성된 발화’이므로 발화의 주
체를 항상 시인이라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2) 재구성된 담화의 가능성 

(1)항에서는 시를 담화로 보는 관점을 통해 시가 소통되는 구조 속에 독자를 위
치시킴으로써 시 텍스트와 독자 간 상호작용이 논의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독자의 존재를 포함시켰다는 것만으로 시 텍스트와 독자 간 상호작용이 
설명되지는 않는다. 문학적 의사소통 논의의 이론적 바탕이 된 야콥슨의 도식9)은 

8) 윤여탁은 서정시라 하더라도 각기 다른 언어의 충돌, 이른바 다성성을 발견할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이를 이용악의 「낡은 집」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이 시와 
같이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들(털보네 일가, 마을 아낙네들 등)과 시적 화자(어린 아이인 
‘나’), 시인 등 다층적인 화자층이 동원될 수 있다고 보았다.(윤여탁, 「시의 다성성(多聲性) 
연구를 위한 시론」, 앞의 책, 1998, pp.109~118.) 

9)         관련 상황(context)
메시지(message)

  발신자(addresser)………………………………………………………………수신자(addressee)
   접촉(contact)
 약호 체계(code)
   Roman Jakobson, Language in literature, 신문수 편역, 『문학 속의 언어학』, 문학과지

성사, 1989,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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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소통을 발신자로부터 수신자에게로 향하는 일방향적인 전달의 과정으로 이
해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노정한다. 이를 적용한 채트먼의 서사 도식 또한 독자를 
소통 구조의 마지막 단계에서 작가의 메시지인 텍스트를 전달받는 소통의 결과적 
차원으로만 국한시켰다. 
그러나 문학 텍스트는 관습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언어를 질료로 삼는데도 불구하

고, 이를 지시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그림이나 영상 같은 도상적 기호처럼 작동하
고자 하는 지향성을 띤다.10) 또한 언어로 쓰인 텍스트는 그것이 소통되는 시대적·
사회적 맥락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방식으로 다시 읽혀진
다.11) 따라서 텍스트는 독자에게 의미가 고정된 상태로 전달될 수 없으며, 구성되
어야 하는 대상으로 소통의 주체인 독자에게 주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시 텍스트와 독자 간 상호 작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된 소통 도식에서와는 달리 독자로부터 시작하는 텍스트 재구
성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주목한 논자로 바르트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읽을 수 있는(lisible)’ 텍스트와 ‘쓸 수 있는(scriptible)’ 텍스트의 구분12)을 통해 
이를 설명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 소비하듯 읽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로부터 받은 
충격과 균열을 독자 자신의 텍스트로 재생산해내는 것을 이른다. 
이러한 견해는 오닐의 스토리와 담화에 관한 설명을 통해 구체성(具體性)을 띠게 

된다. 그에 따르면 스토리에 해당하는 사건의 세계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담화의 
형식을 취하는데, 이때 독자가 스토리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담화로부터 스토리를 
분리해내려는 모든 시도는 곧 또 다른 담화를 제공하는 것13)이다. 이는 독자가 화
자의 담화를 통해 전달되는 스토리의 세계에 접근했다기보다는, 화자가 스토리의 
세계를 언급한 텍스트라는 담화를 토대로 자신의 담화를 구성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상의 내용을 다음의 예를 통해 확인해보도록 한다.

10) 김수환, 『사유하는 구조』, 문학과지성사, 2011, pp.72~73.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언어예술인 문학만이 도상성이라는 타자적 지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조형예술 또한 자신의 질료적 성격인 도상성에도 불구하고 조건성을 지향하는 것
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그림이나 화면과 같은 도상적 기호를 통해 보여주는 것을 
넘어 이것을 통해 이야기를 시도하는 그림‘읽기’나 영화‘읽기’가 그러하다. 

11) 이스톱은 특히 시 텍스트에서는 기표의 현존여부를 떠나, 기표를 특수하게 사용하기 때문
에 시 텍스트가 허구적 담론으로 읽혀질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물질성 외에도 그는 담론
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언급한다. 이상의 내용은 Antony Easthope, 
Poetry as Discourse, 박인기 역, 『시와 담론』, 지식산업사, 1994, pp.25~39.

12) Roland Barthes, S/Z, 김웅권 역, 『S/Z』, 東文選, 2006, pp.12~13.
13) Patrick O'Neill, Fictions of discourse : reading narrative theory, 이호 역, 『담화

의 허구: 서사 이론 읽기』, 예림기획, 2004, pp.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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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의 붐비는 버스에 승차한 한 젊은이가 갑자기 옆에 있는 승객에게 버스가 
정차하여 승객들을 내리게 할 때마다 고의로 자기를 밀쳤다고 비난하다가, 마침 
빈 자리가 나자 잽싸게 앉는다. 두 시간 후에, 서술자는 그 젊은이가 성라자레 
역驛 밖에서 아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은 분
명 젊은이에게 외투에 여분의 단추를 하나 더 달라고 충고하고 있었다. 물론, 
나는 이 스토리를 보고하면서 실제로 또 다른 담화를 구성한 셈인데, 나의 이 
담화가 갖는 해석상의 진의는 ‘비난하다’, ‘잽싸게 앉다’, ‘충고하다’ 등과 같은 
숨은 저의가 담긴 표현들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14) (밑줄은 인용자)

       
밑줄 친 부분에서 오닐 자신이 서술하듯, 인용한 글은 오닐이 레이몽 크노의 『문

체 연습』에 대하여 스토리를 보고하면서 구성한 담화의 하나이다. 하나의 스토리
에 대하여 각기 다른 담화를 구성해낸 크노의 작업과 같이, 독자인 오닐은 크노의 
99개의 담화와는 별개의 ‘또 다른’ 담화를 구성해낸 것이다. 이는 스토리의 차원
에서는 ‘한 젊은이의 행동’으로 동일하게 집약될 수 있으나, 젊은이의 행동을 서술
하는 주체가 달라짐에 따라 스토리를 풀어내고 조직하는 방식 및 그에 대한 평가
가 내포되면서 담화 차원에서는 별개의 것으로 취급된다. 
분석해보면 인용된 담화에 ‘비난하다’, ‘잽싸게 앉다’ 등의 표현이 사용된 것이나, 

‘분명 젊은이에게 ~ 충고하고 있었다.’에서 단정적 표현이 사용된 것, 그리고 젊은
이가 충고를 듣고 있다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오닐은 은연중에 
젊은이의 행동을 탐탁지 않게 바라보는 태도까지 담화에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곧 한 젊은이의 행동에 대하여 스토리를 그대로 옮겨 보고한 것이 아
니라 독자인 오닐의 입장에서 재구성해낸 담화에 해당한다. 즉, 텍스트에 대한 독
자의 감상 또한 텍스트의 스토리를 그대로 전달할 수 없으며, 독자 나름대로 재구
성하는 단계를 반드시 거치게 된다. 또한 그 과정에서 스토리의 주체나 대상에 대
한 해석상의 진의나 평가를 내포하게 되어 텍스트와는 다른 담화를 구성하게 된
다. 따라서 독서는 곧 창조적 생산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15)

이처럼 독자의 입장에서 담화를 재구성하는 과정은 텍스트(Text)가 작품(Werk)

14) 본문에서 인용한 레이몽 크노는 프랑스의 시인이자 소설가로, 『문체 연습』(1947)에서 단 
하나의 스토리를 정확히 다른 99가지의 문체들을 사용하여 ‘각기 다른’ 99개의 담화들을 
구성하였다. 인용한 글은 위의 책, p.101. 

15) Günter Waldmann, Grundzüge von Theorie und Praxis eines produktionsorient-
ierten Literaturunterrichts, In: Handbuch Deutsch, hrsg. v. N. Hopster, Paderb-
orn, 1984, S.100.(권오현, 「이해의 생산성과 문학 교육」, 『국어교과교육연구』제2집, 국어
교과교육학회, 2001, pp.2~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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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구체화’에 상응한다. 본고에서는 화자의 발화에 대하여 독자가 자신의 담
화로 재생산하는 과정을 수용미학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는 ‘구체화’ 논의를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화자의 발화에 대한 구체화 과정은 다음 2절에서 논의한다. 

 2. 화자의 발화에 대한 구체화 과정

현상학적 예술이론에 입각한 잉가르덴의 구체화이론은 이저의 독서 이론의 바탕
을 이룬다. 잉가르덴은 문학작품을 도식화된 구조물로 보았으며, 작품의 층에는 
아직 확실히 표현되지 않은 미확정적인 부분(Unbestimmtheitsstelle)이 있는데, 
이를 채워나가는 것을 독자의 역할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저는 잉가르덴의 견해와는 달리, 작품의 역동성과 독자의 적극적인 구

성작업을 주장한다. 이때 독자의 구성작업은 작가와 동일한 코드를 가진 이상적인 
독자가 도식화된 견해에 맞추어 누락된 정답을 찾아 빈틈을 채워 넣는 행위와는 
구분된다. 이는 독자에 의해 텍스트가 재구성되는 작업을 의미하며, 도식화된 텍
스트(Text)는 비로소 작품(Werk)이 된다.16) 
상론한 ‘구체화(Konkretisation)’는 후설의 현상학적 환원의 도식을 활용한 것이

다. 그에 따르면, 문학 텍스트를 구성하는 각각의 개별 문장들은 앞으로 다가올 
것을 향한 기대를 내포하고 있는 의미론적 방향선(方向線)을 지닌다. 이것은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이기 때문에 변형의 가능성이 있으며, 독자는 이러한 문장들
의 상관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미론적인 빈자리를 채워 결합하는 행위를 한다.17) 그
에 따르면 독서 과정은 잇따라 계속되는 상관관계가 앞서 진행된 상관관계의 아
직 채워지지 않은 상상을 선취의 의미에서 채우기 시작하면, 유발된 기대가 점차
적으로 채워져 나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문장의 연결들은 항상 기대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

16) Wolfgang Iser, Der Lesevorgang, Rezeptionsāsthetik, a.a.O., S.253.(차봉희, 「작품
의 구체화에 대한 수용미학적 견해(Ⅱ)-Wolfgang Iser의 이론을 중심으로-」, 『독일문학』
제33집, 한국독어독문학회, 1984, pp.271~272에서 재인용)

17) 후설에 따르면 ‘원천적으로 재구성되고 있는 어떤 과정이든지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것을 
그 자체로서 텅 빈 상태로 구성하며, 이런 식으로 포착하는, 앞을 내다보는 전상(前像; 
Protention)들에 의해서 고무되어 완성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Edmund Husserl, Zum 
Phänomenologie des inneren Zeitbewußtseins, Gesammelte Werke 10, Den Haag, 
p.52.(차봉희 편저, 『독자반응비평』, 고려원, 1993, p.16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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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관관계들이 선재한 기대를 실망시키거나 변형시키기도 한다.18) 이를 통해 
새롭게 인식된 기억은 변형을 유도하여 연속되는 문장 내의 개개 문장이 지닌 기
대의 전환점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로 인해 텍스트가 표현하지 않았던 잠재성
이 활성화되는데, 이러한 잠재성은 독서 과정을 주도하는 독자에게 개방성을 부여
하여 화자의 발화를 재구성할 수 있는 여백을 제공한다. 이는 독자마저도 텍스트
화함으로써 초점 전체를 제거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 바르트를 비롯한 후기 구조
주의자들의 논의19)와는 구분된다. 즉 텍스트에 개방성을 부여하기는 하나, 이러한 
개방성의 바탕에는 작가나 독자와 같은 주체가 놓여 있는 것이다. 수용이론은 그 
중에서도 특히 독자의 위상에 대해 주목한다.
앞서 1절에서 논한 바 있는 담화론적 관점과 더불어 독자의 위상에 대해 지각하

는 수용미학의 관점에서 볼 때, 시는 단지 시인의 직접적인 진술에만 국한되지 않
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화자를 시에 등장하는 모든 목소리의 수
렴체이자 발화의 주체로서 시인과 시적 대상으로서의 세계를 투사하고 독자와 텍
스트 사이를 매개하는 장치20)로 규정하고자 한다. 창작 주체로서의 시인은 발화 
내용의 전달 효과를 고려하여 시적 장치로서 화자를 설정한다.21) 이는 발화 대상
과의 관계, 발화 대상에 대한 화자의 발화 구성 방식에 밀접하게 관련된다. 독자 
또한 화자의 위치를 설정하고, 발화 대상과의 관계 및 그에 대한 태도를 유추해내
어 화자의 발화를 재구성해낸다. 이상의 논의는 곧 통제력을 지닌 시인의 관점과 
텍스트의 맥락을 통해 형성되는 인물의 관점의 두 극단 사이에 화자가 위치하고 
있다는 점, 한편으로는 시 텍스트가 ‘내용’으로서만이 아니라 담론적 상황을 바탕
으로 한 발화라는 점을 설명해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독자에 의해 수행되는 시 감상의 구체화가 

18) 야우스가 설정한 ‘기대의 지평’에는 수용자가 작품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해, 바
람, 편견, 호응, 실망 등이 포함된다. 권오현, 「수용미학적 인식과 문학텍스트의 구체화모
델」, 『獨語敎育』제7집,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1989, p.147.

19) Robert C. Holub, Reception Theory: A Critical Introduction, 최상규 역, 『수용미학
의 이론』, 예림기획, 1999, pp.204~205. 

20) 이는 다음의 연구들에서 참고하여, 본고의 논의에 맞게 규정한 것이다. 
    윤여탁, 「시적 화자와 시 교육-김소월의 시를 중심으로」, 앞의 책, 1996. pp.132~134; 

정끝별, 앞의 논문, 2011, p.169.
21) 대표적인 예로 ‘제목’을 언급하면서 람핑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떤 텍스트에 제목을 정하는 일, 행 띄우기 혹은 시행 그룹에 번호 넣기 등을 통해서 

텍스트를 구성하는 일 등은 집필자의 할 일이다. 시에서의 발화는 이와 달리 화자의 발언
인 것이다.”(Dieter Lamping, Das lyrische Gedicht: Definitionen zu Theorie und 
Geschichte der Gattung, 장영태 역, 『서정시: 이론과 역사』, 문학과지성사, 1994, 
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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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구안하고자 한다. 이는 담화 내에
서 화자의 위치를 인식하고, 인식한 화자의 위치를 바탕으로 발화를 재구성하며, 
독자가 재구성한 발화에 대하여 판단하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세부적인 논의는 다
음의 각 절을 통해 제시하도록 한다.  

  (1) 담화 내에서의 화자의 위치 인식

화자를 비롯하여 시에서의 ‘목소리’를 규정하는 다양한 용어22)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음을 방증한다. 이러한 논의의 중
심에는 시에 등장하는 목소리와 시인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가 놓여 있다. 이
는 세부적으로 시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나’의 존재와 시인과의 관계 설정 문제, 
그리고 시 텍스트에 나타난 체험이 시인에게로 귀속되는가의 문제로 환원된다. 그
간의 논의는 이상의 문제들을 해명해가는 방식에 따라 용어의 의미역을 달리 규
정한 것이다.
그러나 시 텍스트를 의미가 생산되고 교환되는, 주어진 의사소통 상황과 담론적 

상황의 구조물23)로 본다면, 카니발 논의 이전의 바흐친이 시에 대해 내린 평가24)

에서와 같이 서정적 주관성을 독백적인 것이라 한정할 수만은 없다. 문학 작품의 
대화성에 관한 바흐친의 견해는 작품 속에 작가가 존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작품에서 작가의 통제에 대한 문제로의 전환25)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시 텍스트는 다른 문학 텍스트에 비하여 텍스트에서 생성하는 주체에 대한 저자
로서의 시인의 통제력이 상대적으로 큰 텍스트에 해당한다.

22) 시인, 화자, 가면(탈), 퍼소나(persona), 서술자, 주체(발화주체, 발화행위의 주체, 발화내
용의 주체, 서정적 주체, 시적 주체), 자아(경험적 자아, 서정적 자아, 시적 자아), 주인공
(등장인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 더불어 어조, 목소리, 태도, 시점(관점), 거리, 발화, 발성, 
언술, 담론 등의 개념도 함께 사용된 바 있다.

23) Michael Davidson, Discourse in Poetry: Bakhtin and Extensions of the 
Dialogical, Code of signals: Recent Writings in Poetics, 유명숙 역, 「시적 담론의 대
화성」, 여홍상 편, 『바흐친의 문학이론』, 문학과지성사, 1997, p.225.

24) Gary Saul Morson & Caryl Emerson, Mikhail Bakhtin : Creation of a Prosaics, 
오문석 외 역, 『바흐친의 산문학』, 책세상, 2006, pp.546~547. 

    ‘카니발 논의 이전’(제3b기)이라는 시기 구분은 게리 솔 모슨‧캐릴 애머슨의 논의를 따른 
것이다. 참고로 이들은 바흐친의 이력을 네 시기로 구분하는데, 시가 독백적이라고 언급한 
<소설 속의 담론>이 제기된 시기는 제3a기이다. 

25) Gary Saul Morson, The Baxtin Industry, Slavic and East European Journal 
30(spring 1986), p.82.(김욱동, 『대화적 상상력-바흐친의 문학이론』, 문학과지성사, 
1988, p.17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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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인의 통제력이 크다는 것이 곧 텍스트에서 생성하는 주체를 작가로 치
환시키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작품을 다 쓴 자는 내쫓기고’,26) ‘독서의 과정은 
작가의 존재를 말소시킨다’27)는 블랑쇼의 선언적인 말은 시인과 독자의 통제로부
터 벗어난 작품 자체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시인은 언어를 통해 표현할 뿐이고, 
독자는 언어를 매개로 작품과 마주하게 된다. 따라서 독자는 화자가 곧 시인인지 
여부를 살피기보다는 화자가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화자의 입장(stance)이 어
떠한지 등을 인식28)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화자와 관련한 가장 고전적인 견해는 서정적 주관성으로 시를 설명하는 것으로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의 논의나, 육시론(六詩論)을 비롯한 고전적 논의에서부터 
확인된다. 소크라테스와 음유 시인 이온의 대화를 통해 플라톤은 시를 통해 나타
나는 시인과 청중의 감정적 몰입 상태를 일상적 상태와 구분되는 일종의 황홀경
과도 같은 도취(陶醉) 상태로 규정한 바 있으며,29) 또한 육시론의 ‘흥(興)’ 개념에
서도 시를 읊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정감에 주목한다.30)

본격적으로 시문학을 미학으로 정립한 헤겔을 비롯하여, 함부르거, 슈타이거 등
에 의해 이루어진 독일 낭만주의 시를 대상으로 한 논의는 이상의 흐름을 뒷받침
한다. 특히 슈타이거의 논의는 회감(回感, Erinnerung)이란 용어를 통해 시인으
로 설명되는 서정적 자아가 세계와의 상호 융화를 통해 세계에 대한 정서를 담고 
있음을 설명하였다.31) 이후 18세기 말과 20세기 중기까지도 서정시는 일상적 삶

26) Maurice Blanchot, L'espace littéraire, 박혜영 역, 『문학의 공간』, 책세상, 1998, 
p.12.

27) 위의 책, p.295.
28) ‘인식(認識, awareness)’이란 ‘자신이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있음을 아는 것’(David A. 

Statt, The Concise Dictionary of psychology, 정태연 역, 『심리학 용어 사전』, 끌리
오, 1999, p.138.)이라는 심리학적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특히 여기서는 독자가 자기 자
신을 대상으로 삼아 무엇을 인식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여 인식의 방향이 외부 세
계가 아닌 인식 주체의 내적 세계를 향한다.

29) 플라톤이 이러한 견해를 펼친 것은 신적인 영감의 산물인 시를 통해 지식이 구조화되었
던 당대의 인식 구조를 인간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한 철학으로 재편하기 위해서였다. 
이상의 내용과 본문의 인용부분은 Heinz Schlaffer, Poesie und Wissen, 변학수 역, 『시
와 인식 ―미적 의식과 문헌학적 인식의 기원』, 문학과지성사, 1992, pp.27~46 참조.

30) 두보의 시 <和晉陵陸丞早春游望>에 대한 다음 홍우흠의 해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홍우흠, 『漢詩論』, 영남대학교출판부, 2004, pp.235~236.

    “詩人이 눈을 뜨고(開眼) 앞에 펼쳐져 있는 物(垂象)을 凝視했을 때 悲哀·哀樂·愛惡·華麗·
繁雜·蒼茫·奧妙·崎嶇·深遠·恍惚한 森羅萬象과 人情物色이 눈을 통해 고요히 잠자고 있던 
마음을 자극하여 이른바 五慾七情을 誘發하게 한다.” 

31) Emil Steiger, Grundbegriffe der Poetik, 오현일·이유영 공역, 『詩學의 根本槪念』, 三
中堂, 1978,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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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선험적 가치를 다루면서 동시에 개별적 주체의 가장 내밀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32) 
이상의 논의를 통해 시를 ‘읊는’ 사람의 정서가 시를 통해 드러난다고 보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를 읊는 사람과 시를 쓴 사람이 동일인인 경
우에는 자신의 감정을 시라는 형식을 통해 직접 표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를 읊는 사람과 시를 쓴 사람이 동일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도취’
의 상태에 이르거나, ‘회감’을 통해 시적 순간을 공유한다. 따라서 시를 쓴 사람과 
동일인이 아니어도 시인과 동일한 체험을 통해 동일한 정서를 느낄 수 있고, 자신
이 느낀 바가 시를 읊는 과정에서 표출되는 것이다.

*이남호, 「無等을 보며」(1994:415~416)
보통 가난은 사람의 외모를 초라하게 만들 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황폐하게 만

든다고 말한다. 그러나 시인은 아무리 궁핍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이나 
인간적 가치를 끝내 지키는 우리의 마음을 이와 같이 노래했다. 삶이 아무리 
가난하고 비천한 지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부드럽고 의젓한 마음까지는 훼손할 
수 없고 또 훼손되어서도 안 된다는 말이다. 시인은 마치 무등산과 같이 점잖
은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이다. (밑줄과 강조는 인용자)33)

인용문에서 전문 독자는 「無等을 보며」34)(『徐廷柱 詩選』, 1956)35)에서 제시되는 
삶에 대한 의지적 태도를 시를 창작한 시인에게로 귀속시킨다. 두 번째 문장의 주

32) Jonathan Culler, Rhetoric, Poetics, and Poetry, Literary Theory : a very short 
introduction, 박인기 편역, 「수사학, 시학, 시」, 『현대시론의 전개』, 지식산업사, 2001, 
pp.393~394.

33) 이 경우 및 이후의 인용에서 별도의 설명이 부연되지 않는 경우, 인용문의 밑줄이나 굵게 
표시된 강조, 인용 부호는 인용자가 설명을 위해 임의로 부여한 것임을 밝혀둔다.

34) 이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서정주, 『미당 시전집 1』, 민음사, 1994, pp.100~101.

    가난이야 한낱 襤褸에 지내지않는다 / 저 눈부신 햇빛속에 갈매빛의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있는 / 여름 山같은 /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까지야 다 가릴수 있으랴 // 
靑山이 그 무릎아래 芝蘭을 기르듯 / 우리는 우리 새끼들을 기를수밖엔 없다 / 목숨이 가
다 가다 농울쳐 휘여드는 / 午後의때가 오거든 / 內外들이여 그대들도 / 더러는 앉고 / 
더러는 차라리 그 곁에 누어라 // 지어미는 지애비를 물끄럼히 우러러보고 / 지애비는 지
어미의 이마라도 짚어라 // 어느 가시덤풀 쑥굴헝에 뇌일지라도 / 우리는 늘 玉돌같이 호
젓이 무쳤다고 생각할일이요 / 靑苔라도 자욱이 끼일일인것이다.

35) 이 경우 및 이후의 인용에서 별도의 설명이 부연되지 않는 경우, 수록 시집과 발행연도를 
시의 제목 뒤에 병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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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인 ‘시인은’과 ‘노래한다’라는 서술어의 사용에서도 알 수 있듯, 발화 내용을 구
성한 시인과 직접 발화하는 화자를 구분하지 않고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다. 마지막 문장에서 발화의 주체는 시인으로, 밑줄 친 세 번째 문장과 더불어 
‘무등산과 같이 점잖은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진술은 시인이 시를 통해 표
출해내고 있는 정서와 태도를 전문 독자가 구성해낸 것에 해당한다. 
이처럼 시를 곧 시인의 발화이자, 시인의 감정과 태도를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것

으로 보는 견해는 특히 실제적인 시인에 대한 전기적 사실과 맞물려 비평의 일반
적인 서술 방식으로 활용36)되기도 한다. 그러나 시가 책이라는 실체적이고 객관적
인 대상물의 형태로 소통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인 것이 되고, 시의 향유방
식 또한 연행의 방식과 멀어지면서, 청중이 아닌 독자의 입장에서 화자를 시인으
로 치환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이를 다음의 비평을 통해 확인해보도
록 한다. 

*엄경희, 「멈둘레꽃」(2003:69)
만주 국자가라는 곳의 교외 벌판에서 유랑하는 곡마단을 보고 쓴 이 시는 단

순히 곡마단이 보여주는 곡예나 그들의 비애로운 삶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시
인은 그들과 자신을 동일하는 심리 상태를 내보이고 있다. …(중략)… 광대의 
우스꽝스러운 몸짓에 대한 ‘히히 바보야 히히 우숩다’라는 시적 자아의 반응은 
이 시의 2연을 볼 때 삶의 위기감과 비애에 대한 역설적 표현으로 해석된다.

제시된 비평은 서정주의 시 「멈둘레꽃」37)(『歸蜀道』, 1948)에 대한 것으로, 이 전
문 독자는 첫 번째 문장에서 보듯 기본적으로 이 시의 내용이 시인의 체험에서 
비롯된 것임을 전제한다. 이는 두 번째 문장에서 ‘시인’이라는 주어를 사용하여 그
의 심리 상태를 추측한 것과도 관련된다. 중략된 부분에서는 시인의 자서전을 인

36) 일례로 김흥규는 “시인은 1954년경 광주(光州)에 있을 때 6·25로 인한 상처와 궁핍이 극
심한 가운데 무등산(無等山)의 크고 의젓한 자태를 삶의 모형으로 삼아 이 시를 썼다고 한
다.”와 같은 내용으로 이 시에 관한 해설을 시작한다. 김흥규, 『한국 현대시를 찾아서』, 푸
른나무, 2007, p.338.

37) 이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서정주, 앞의 책, 1994, p.86.

    바보야 하이얀 멈둘레가 피였다. / 네 눈섭을 적시우는 용천의 하눌밑에 / 히히 바보야 
히히 우숩다. // 사람들은 모두다 남사당派와같이 / 허리띠에 피가묻은 고이안에서 / 들
키면 큰일나는 숨들을 쉬고 // 그어디 보리밭에 자빠젔다가 / 눈도 코도 相思夢도 다 없
어진후 // 燒酒와같이 燒酒와같이 / 나도 또한 나라나서 공중에 푸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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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38) 
그러나 ‘시인’뿐 아니라 ‘시적 자아’를 염두에 둔 점, 첫 번째 문장에서 보듯 만

주에서의 체험을 시로 ‘쓴’ 것으로 시인의 역할을 한정한 점, 그 다음 문장에서 
시인이 자신의 심리 상태를 ‘내보이는’ 수단이 시어라는 언어적 형태를 띤다는 점, 
마지막 문장에서 시적 자아의 반응을 밑줄 친 부분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는 점 
등은 이 전문 독자의 인식 속에서 시를 쓰는 시인과 시에서 발화하고 반응하는 
시적 자아 간 구분되는 지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시를 ‘시인의’ 서정적 주관성으로 보고자 했던 견해들과는 달리, 제기한 문제들은 

시인의 개성과 분리되는 화자에 주목하게끔 한다. 서정시를 ‘누군가에게 말을 거
는 척하고, 이를 엿듣는 발화’로 규정한 프라이의 견해39)에 따르면, 시를 통해 표
출되는 정서의 본질이 실은 시인이 꾸며낸 것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에
서 ‘나’로 언급되는 목소리의 존재 또한 꾸며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러한 관점은 신비평 논자들에 의해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모든 시에서 

시인이 아닌 화자를 극화시킨다는 주장으로 예이츠의 마스크, 파운드의 시적 자
아, 프로스트의 독백과 전원시 및 엘리엇의 비-개성적인 시 등이 이에 해당한
다.40) 시인을 염두에 두었던 앞선 견해들과는 달리, 이들의 견해는 해석을 통해 
파악되는 바를 시를 쓴 시인이 아닌 시의 극적 화자에게로 향하도록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에서 한 편의 시를 해석한다는 것은 텍스트를 근거로 화자의 
태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과정41)이 된다. 
그러나 위의 논자들의 견해처럼 시에서 시인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는 없다. 시는 

하나의 담론으로서 담론을 구성한 시인과 그 사회의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아 
구성된 산물이다. 또한 시는 시인의 계획적인 의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42)는 
점을 고려할 때, 신비평 논자들처럼 시인을 시에 관한 논의에서 배제할 것이 아니
라, 시 텍스트의 맥락만으로 구성되는 인물을 한 축에 두고, 그와는 구분되는 시

38) 생략된 부분에서는 “나 비슷하게 초라한 사내가 낯에 껌정을 찍어 바르고 나와서 갖은 
못난 짓을 골라 해보이는 것을 아울러 바라보고 있자면, 이게 아무래도 남의 일 같지 않아 
뼛속까지 오싹해지곤 한다”고 말한 서정주의 말을 인용한다. 이상의 내용은 서정주, 『나의 
文學的 自敍傳』, 민음사, 1975, p.50.(엄경희, 『未堂과 木月의 시적 상상력』, 보고사, 
2003, p.69에서 재인용)

39) Northrop Frye, Anatomy of criticism : four essays, 임철규 역, 『批評의 解剖』, 한
길사, 1982, p.348.

40) Chaviva Hošek & Patricia Parker ed., Lyric Poetry : Beyond New Criticism, 윤호
병 역, 『서정시의 이론과 비평』, 현대미학사, 2003, p.414.

41) 위의 책, p.68.
42) 김욱동, 앞의 책, 1988, p.174.



- 25 -

인만의 역할을 중심으로 다른 한 축을 설정한 뒤, 그 사이에 화자를 위치시켜 논
의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창작 주체인 시인이 설정한 화자의 위치를 독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따라 재구성되는 담화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화자는 시 텍스트의 맥락을 통해 형성되는 인물과 표현 주체로서의 시인을 
양 극단으로 삼는 축 위에 놓이게 된다. 독자는 발화 대상과 발화에 제시된 화자
에 대한 표현을 통해 화자의 위치를 포착하여 발화를 재구성한다. 이때 시의 화자
에 특정한 맥락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시인의 역할은 표현의 측면에 국한되고 시
적 인물로서의 화자는 시 텍스트로부터 인물성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언어적 표지
들이 화자의 맥락을 구성하는 힘이 약할 경우에는 화자와 시인 간의 거리가 무화
되어, 화자의 정서를 곧 시인의 정서로 이해하려는 경향으로 감상 과정이 진행되
기도 한다. 

  (2) 화자의 위치를 고려한 담화의 재구성

본 연구에서 해석은 독자가 문학 텍스트를 바탕으로 화자의 발화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이른다. 이때 독자는 텍스트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단어들의 심미
적 이탈로 인해 텍스트 속에 발생한 빈자리를 계기로 삼아 자신의 담화로 재구성
한다. 담화로서의 시에 설정된 화자의 위치는 발화 대상에 대해 발화를 구성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치게 되며, 이는 해석 단계에도 영향을 준다. 다음의 비평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보도록 한다.

*이숭원, 「牽牛의 노래」(1998:233)      
여기에는 한 번의 만남을 기다리며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 스스로의 한과 

안타까움이 스며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마지막의 ‘짷세’는 강조의 어세
를 둘 필요가 있다. 기다림과 사랑의 언술을 총체적으로 마무리 짓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인은 ‘ㅎ’을 집어넣었다. 물론 맞는 말은 ‘짷다’가 아니라 
‘짜다’이지만 감정의 진실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짷세’라는 말이 필요했던 것이
다.

인용한 비평은 서정주의 시 「牽牛의 노래」43)(『歸蜀道』, 1948)를 대상으로 한다. 
제목에서도 유추해볼 수 있듯이 이 시의 화자는 ‘견우’인데, 설화 속 인물과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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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정인인 ‘직녀’와 일 년에 단 한 번, 칠월 칠석(七月 七夕)에만 만날 수 있
는 기구한 운명의 굴레를 공유한다. 때문에 이 전문 독자는 화자의 발화 내용이 
곧 견우 자신의 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견우의 심정은 강조의 어세를 담아 ‘ㅎ’을 첨가한 ‘짷세’라는 표현을 통해 

단적으로 드러난다. 어법상 적절한 표현은 ‘짜세’가 될 것이나, 견우 자신의 한과 
안타까움이라는 ‘감정의 진실’을 강조하기 위해 위의 표현을 활용한 것이다. 이처
럼 화자 자신에 대한 내용이 발화 대상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발화 내용을 근거로 
화자를 형상화해내고,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화자의 정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때 인용문에서 이 전문 독자가 ‘짷세’와 같은 시적 표현의 주체를 ‘시

인’으로 한정하고, 기다림과 사랑이라는 정서를 화자인 견우에게로 귀속시킨 것은 
(1)항에서 논의한 바 있는 텍스트를 통해 맥락화되는 화자의 인물성에 주목한 것
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견우’라는 인물성이 두드러지고, 그것이 시인과의 거
리를 확보하게 되면 창작 주체로서의 시인은 화자로부터 분리된다.  
이상의 논의에서 보듯 화자가 스스로를 시적 대상으로 삼아 발화 내용을 구성할 

경우, 이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감정적인 지향을 드러내는 감정 표시적 서정시의 
부류에 속한다.44) 이때 발화 대상은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는 견우 자신의 심정
이고, 창작 주체인 시인은 화자인 견우가 발화를 통해 이러한 심정을 표출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독자 또한 이러한 창작 주체와 화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형상
화된 화자를 구성해내고, 표현의 층위에서 창작 주체의 의도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해석 과정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이 전문 독자는 화자의 발화를 재
구성할 때 대상에 관한 감정적인 지향보다는 대상 자체를 전달하는 위치에 놓인 
화자와 그 입장에 주목한다. 
 

43) 이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서정주, 앞의 책, 1994, pp.69~70.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 // 높었다, 낮었다, 출렁이는 
물ㅅ살과 / 물ㅅ살 몰아 갔다오는 바람만이 있어야하네. // 오― 우리들의 그리움을 위하
여서는 / 푸른 銀河ㅅ물이 있어야 하네. // 도라서는 갈수없는 오롯한 이 자리에 / 불타
는 홀몸만이 있어야 하네! // 織女여, 여기 번쩍이는 모래 밭에 / 돋아나는 풀싹을 나는 
세이고…… // 허이언 허이언 구름 속에서 / 그대는 베틀에 북을 놀리게. // 눈섭같은 반
달이 중천에 걸리는 / 七月 七夕이 도라오기까지는, // 검은 암소를 나는 먹이고 / 織女
여, 그대는 비단을 짜ㅎ세.

44) Dieter Lamping, 앞의 책, 1994, pp.18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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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숭원, 「上歌手의 소리」(2009:255)      
거울 대신에 ‘명경(明鏡)’이라는 시어를 채택하여 “명경도 이만큼은 특별나고 

기름져서”라고 말한 것도 재미있고 거름통에 얼굴을 비추며 머리를 가다듬는 
정황도 재미있으며 “왜, 거, 있지 않아”로 이어지는 구어체의 입담도 해학적이
다. 이러한 웃음은 예술의 본질적인 문제를 마치 할아버지의 옛날이야기처럼 흥
미롭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시인의 해학적 입담에 휘말려 우리는 예술의 기
본 속성에 해당하는 심각한 주제를 아주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인용문은 예인의 한 사람인 상가수를 시적 대상으로 삼은 시 「上歌手의 소리」45)

(『질마재 神話』, 1975)에 대한 비평이다. 이 전문 독자는 중심 대상인 상가수와 
그를 둘러싼 정황을 해학적으로 전달하는 ‘시인’에 주목한다. 이 전문 독자는 시에
서 상가수에 대해 이야기하는 역할을 곧바로 시인에게 부여하였는데, 발화를 통해 
표출되는 감정을 화자에게로 귀속시켰던 앞선 논의와는 달리, 이 시의 화자는 상
가수라는 인물과 그에 대한 일화를 초점화하여 전달하는 이야기꾼으로서의 역할만
을 담당한다. 따라서 이 전문 독자에게 화자의 발화에 제시된 언어적 표현에서 중
요한 것은 발화 대상인 상가수가 어떤 인물인지를 서술하는 것이다. 
이때 전달자로서의 화자는 발화의 맥락을 통해 구성되는 별도의 특정한 인물성을 

부여받지는 못하며, 이 전문 독자 또한 화자의 정서적 감흥에 주목하기보다는 중
심 대상인 상가수에 관해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화자의 판단을 참고로 하여 발화 
대상을 서술한다. 그리고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예술의 본질적인 문제와 같은 심
각한 문제를 흥미롭게 전달하여 편안하게 받아들이게끔 하려는’ 시인의 의도를 유
추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화자가 아닌 다른 인물이나 사물, 이야기 등을 시적 대상으로 삼는 경우

는 지시적 서정시에 해당되며, 이러한 서정시는 그 시의 대상을 서술하고 보고하

45) 이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서정주, 앞의 책, 1994, p.344. 

    질마재 上歌手의 노랫소리는 답답하면 열두 발 상무를 젓고, 따분하면 어깨에 고깔 쓴 
중을 세우고, 또 喪輿면 喪輿머리에 뙤약볕 같은 놋쇠 요령 흔들며, 이승과 저승에 뻗쳤읍
니다. / 그렇지만, 그 소리를 안 하는 어느 아침에 보니까 上歌手는 뒤깐 똥오줌 항아리에
서 똥오줌 거름을 옮겨 내고 있었는데요. 왜, 거, 있지 않아, 하늘의 별과 달도 언제나 잘 
비치는 우리네 똥오줌 항아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붕도 앗세 작파해 버린 우리네 그 
참 재미있는 똥오줌 항아리, 거길 明鏡으로 해 망건 밑에 염발질을 열심히 하고 서 있었
읍니다. 망건 밑으로 흘러내린 머리털들을 망건 속으로 보기좋게 밀어넣어 올리는 쇠뿔 염
발질을 점잔하게 하고 있어요. / 明鏡도 이만큼은 특별나고 기름져서 이승 저승에 두루 
무성하던 그 노랫소리는 나온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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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명하면서 묘사하는 서술 방식을 특징으로 한다.46) 그러나 지시적 서정시라 
하더라도 대상을 보고하는 발화 대상이 화자 자신인지 아닌지 여부만으로는 감정 
표시적 서정시와 구분되기 어렵다. 다음의 경우와 같이 화자의 발화가 표면상으로
는 특정 대상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발화 의도를 추
론했을 때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오봉옥, 「禪雲寺 洞口」(2003:143~144)      
자서전을 보면 이 시의 배경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미당이 부친상을 치르

고 상경하는 중에 선운사 동구의 어느 허름한 주막에 들러 술을 마신 적이 있
대요. 그때 안주인으로부터 육자배기 가락을 들으며 해가 지도록 술을 마셨답니
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6·25 이후에 가보니 주막은 불에 타 없고, 주모도 없
고, 마침 그 잿더미 위에 나비 한 마리만 날아다니며 반기더랍니다.] 이 시의 
배경으로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동백꽃’과 ‘막걸리집 여자’ 그리고 ‘나
비’가 겹치잖아요? 인연설에 익숙한 미당에게 잿더미 위에서 날아다니는 나비
는 예사로운 것이 아닐 수밖에 없지요. ‘나비’는 ‘막걸리집 여자’를 떠올리게 했
고, ‘막걸리집 여자’는 ‘동백꽃’을 또 떠올리게 했겠지요. 그런 점에서 이 시는 
선운사의 동백꽃을 보고 쓴 시가 아니지요. ‘나비’를 통한 그 어떤 영적 만남이 
시를 쓰게 한 거지요. 거기에서 출발한 상상력이 이 시를 낳게 한 겁니다. 그런
데 시인의 재기가 보통이 아니어서 6행으로 된 소품을 가지고 이만한 성과를 
낸 겁니다. 6·25 이후에 보았던 잿더미, 그 잿더미 위에서 날아다니는 나비, 그
것은 ‘선운사 동백꽃’을 보지 못한 것만큼 아쉬움으로 남았겠지요. ‘막걸리집 여
자’가 이미 죽었다고 했을 때, 그 기억은 순간적으로 심미화되는 겁니다. 

시집 『冬天』(1968)에 수록된 이 시 「禪雲寺 洞口」47)를 통해서 이 전문 독자는 
선운사 어귀에서 아직 활짝 피지 않은 동백꽃을 보고 느꼈던 화자의 아쉬움의 심
정을 유추하였다. 그러나 이는 ‘아쉽다’, ‘안타깝다’는 표현을 통해 직접적으로 나
타난 것이 아니라 이 전문 독자가 ‘나비’와 ‘막걸리집 여자’, 그리고 ‘동백꽃’ 등을 

46) Dieter Lamping, 앞의 책, 1994, p.181.
47) 이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서정주, 앞의 책, 1994, p.205.

    禪雲寺 고랑으로 / 禪雲寺 동백꽃을 보러 갔더니 / 동백꽃은 아직 일러 피지 않았고 / 
막걸릿집 여자의 육자백이 가락에 / 작년것만 오히려 남았읍디다. / 그것도 목이 쉬여 남
았읍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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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언어적 표현을 종합하여 구현한 장면으로부터 화자의 인상과 정서를 유추한 
것이다. 
그런데 이 전문 독자는 시를 재구성함에 있어 인용문에서 보듯, 시에는 등장하지 

않는 ‘나비’를 언급한다. ‘나비’는 미당이 선운사를 찾았을 당시 타버린 주막집 위
를 날아다니던 것인데, 이는 창작 주체인 시인 서정주(‘미당’)의 자서전에 나타나
는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또한 정작 시에는 등장하지 않는 ‘나비’를 
통해 ‘막걸리집 여자’도, ‘동백꽃’도 떠올려 이 시를 지었을 것이라는 이 전문 독
자의 해석 내용으로 볼 때, 이 전문 독자는 이 시에서 화자의 위치를 시인으로 설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으로써 발화 주체인 화자와 시인은 구분되지 않
고, 아예 화자의 존재가 무화되어 이 전문 독자는 보다 적극적으로 발화 내용을 
시를 쓰는 시인의 입장에서 재구성하게 된다. 
시인과 화자가 따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해석의 양상 또한 시인의 직접 경험

을 곧바로 대응시켜, 발화의 빈 공간에 채우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또한 시 창작
의 발상에서부터 표현, 내용의 구성에 이르기까지 창작 주체인 시인의 역할을 유
추하여 시를 쓰는 상황 자체를 재구성하는 것으로 해석이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시 텍스트가 발화 대상을 묘사하는 지시적 서정시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단지 
대상만을 서술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이러한 화자의 위치를 인식하는 독자가 
어떤 위치를 설정하는가에 따라 그 해석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보듯 발화 대상의 성격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지시적 서정시와 감정 표

시적 서정시 간의 구분 기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시라는 담화 내에서 화자를 
인식하고 이를 통해 화자가 대상을 제시하는 방식과 화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설
정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이러한 화자의 발화를 재구성하는 해석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때 화자가 직접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경우
는 발화를 통해 화자를 형상화하게 되며, 화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대상을 발화 
대상으로 삼을 경우 다음의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난다. 첫째, 화자가 아닌 다른 대
상에 대한 서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중심이 되는 대상 자체가 형상화된다. 둘째 
대상들을 통해 형상화한 장면이나 이야기가 곧 화자의 발화 대상이 되는 경우에
는 대상 하나하나를 화자와 관련시키기보다는 대상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종합
한 사상을 서술하고, 이를 통해 화자의 의도나 정서를 유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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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화자와의 거리 조정을 통한 판단

해석 단계에서 화자의 위치를 고려하여 발화를 재구성하였다면, 독자는 의식 속
에서 심미적 대상으로 나타난 상상적인 것을 경험하는 수용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때의 ‘경험’은 독자가 느끼고 이해한 것을 인식하고 언어로 기술할 때, 스스로의 
관점을 투영하여 평가하는 과정을 수반한다. 이처럼 화자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화자의 발화를 해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일련의 순차적인 단계를 설정하
는 것은 화자의 발화를 단지 독자 자신과 대응시키거나 화자의 발화를 그대로 옮
기는 수준을 넘어, 화자의 발화에 대한 독자만의 담화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 조건이 된다.
특히 이 단계는 독자 자신이 재구성한 담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석

을 통해 자신이 인식한 화자나 사상(事象)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
한 여기서의 ‘판단’은 인식한 화자나 사상이 갖는 의미를 산정하여 이를 적용하거
나, 일정한 기준을 두어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이른다.  
이때 재구성된 담화에 대한 판단은 화자와의 관계에서 독자가 취하는 위치의 거

리 조정을 통해 방향성을 획득한다. ‘거리’48)란 어떤 대상 간의 심리적 가까움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독자는 이 거리를 조정함으로써 수용 단계를 진행해가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거리 조정이라 함은 화자에의 동일시나, 자신의 경험
을 적용하는 등과 같이 독자와 화자의 거리가 가까워져 그 거리가 무화된 상태와 
다른 텍스트 속의 인물이나 사회적 문제와 같은 다른 상황에 대응시키는 것과 같
이 독자가 화자의 발화에 대하여 심리적 거리를 형성하는 상태의 두 방향으로 나
뉜다. 
이상을 정리하면, 독자는 수용 단계에서 해석 단계를 거쳐 재구성한 화자나 사상

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조정하여 평가나 의미의 적용과 같은 판단 작용을 통해 
시 텍스트에 대한 경험을 자기화한다. 이때 나타날 수 있는 독자의 반응은 독자 
자신이 형상화한 화자나 서술한 사상에 대하여 공감하는 방향으로만 정향되는 것

48) 여기서의 거리(distance)는 유영희(1994)를 참고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화자를 중심으
로 한 시에서의 다양한 발화 상황을 유형화한다. 이때 활용되는 개념은 ‘거리’로서, 이를 
발화 상황에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작자-화자 사이에서는 둘 사이의 거리 유무에 따
라 작자 동일시의 발화/작자 비동일시의 발화로 구분하였고, 화자-청자의 의사소통 과정
에서는 독자가 어떤 측면을 지향하는가에 따라 화자 지향의 발화, 청자 지향의 발화, 화제 
지향의 발화로 구분하였다. 본고에서는 독자와 화자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를 조정하는 양
상에 따라 결정되는 수용의 방향을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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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다. 공감하지 않더라도 독자는 그 이유를 밝히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점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텍스트 경험을 선택
하여 제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용 과정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화자
의 상황이나 사상에 자신을 이입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역으로 파악한 화자나 사
상을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용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재구성된 담화에 대한 수용 방향은 담화 내에서의 화자의 위치에 

따라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49) 발화 내용과 화자의 관계보다는 화자에 
대한 독자의 거리 조정, 즉 화자에 대하여 독자가 취하는 입장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하여 서정주의 첫 시집 『花蛇集』(1941)에 수록된 「自畵像」50)에 
대한 다음의 비평을 예로 들어 살펴보도록 한다. 

*이숭원, 「自畵像」(2009:234)       
이렇게 방황과 시련 속에 살아온 나이기에 세상을 대하는 것이 부끄럽기만 하다

고 고백한다. 이 부끄러움은 윤동주의 경우처럼 자아의 순결성에 바탕을 둔 부끄
러움이 아니라 현실적 죄의식에 바탕을 둔 부끄러움이다. 말하자면 바람에 휩쓸
려 이리저리 살아왔기에 남에게 떳떳하게 나설 만한 일을 하지 못했다는 부끄러
움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에게서 ‘죄인’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천치’의 모습을 
보기도 한다. 현실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바람 따라 유랑하는 자아의 모습은 

49) 발화 내용이 화자 자신이 아닌 특정한 시적 대상에 대해 다루고 있고, 화자는 이를 진술
하고 묘사하는 데 그 역할이 한정되어 있을 경우 독자의 해석 양상은 발화 내용에 해당하
는 시적 대상들의 종합을 통해 제시되는 사상을 서술해내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이렇게 
서술된 사상은 수용 단계에서 보다 추상적인 대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활용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Ⅲ장의 3절 (2)항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50) 이 시의 전문은 서정주, 앞의 책, 1994, pp.33~34에서 인용하되, 최현식(2003)에서 제기
된 의견을 받아들여 「自畵像」의 구성을 전체 3연 구성으로 보고, 이에 맞게 연 구분을 조
정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최현식, 「서정주 시 텍스트의 몇 가지 문제」, 『서정주 시의 근대
와 반근대』, 소명출판, 2003, pp.312~336 참조.

    애비는 종이었다. 밤이기퍼도 오지않었다. / 파뿌리같이 늙은할머니와 대추꽃이 한주 서 
있을뿐이었다. / 어매는 달을두고 풋살구가 꼭하나만 먹고 싶다하였으나…… 흙으로 바람
벽한 호롱불밑에 / 손톱이 깜한 에미의아들. / 甲午年이라든가 바다에 나가서는 도라오지 
않는다하는 外할아버지의 숯많은 머리털과 / 그 크다란눈이 나는 닮었다한다. // 스믈세
햇동안 나를 키운건 八割이 바람이다. / 세상은 가도가도 부끄럽기만하드라 / 어떤이는 
내눈에서 罪人을 읽고가고 / 어떤이는 내입에서 天痴를 읽고가나 /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
진 않을란다. // 찰란히 티워오는 어느아침에도 / 이마우에 언친 詩의 이슬에는 / 멫
방울의 피가 언제나 서꺼있어 / 볓이거나 그늘이거나 혓바닥 느러트린 / 병든 숫개만양 
헐덕어리며 나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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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의 규범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바보와 같다. 자학에 가까울 정도로 스스
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나는 결코 뉘우치지 않겠다고 당당히 말한다. 이
것은 삶의 새로운 동력을 찾아 유랑의 세계로 뛰어든 젊은이의 단호한 육성이다.  
      

「自畵像」의 2연의 해석에 대해서는 ‘타자의 시선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의 발현’, 
‘천형 의식으로 표상되는 인간의 한계에 대한 인식’ 등 의견이 분분하다. 인용한 
글에서 이 전문 독자는 화자의 발화로부터 표명되는 ‘부끄러움’에 대한 수용의 한 
양상을 보여주는데, 이는 ‘현실적 죄의식에 바탕을 둔 부끄러움’을 의미한다.51) 이
처럼 ‘부끄러움’의 원인을 타자와의 대결 양상으로 파악하는 이 전문 독자는 자신
이 재구성한 담화를 파악하기 위해 다른 시인의 시 텍스트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
는다. 이때 제시되는 것은 자아의 순결성에 바탕을 둔 윤동주의 경우로, 부끄러움
의 원인을 기준으로 변별된다. 이처럼 이 전문 독자는 형상화된 화자와 변별되는 
상황에 놓인 다른 텍스트를 제시하여 화자를 판단하고 있다.
이는 형상화한 화자와 거리를 좁혀 화자와 동일시를 통해 재구성된 담화를 판단

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와의 심리적 거리를 두고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재구
성된 담화를 판단한 것이다. 이는 화자를 중심으로 한 포섭적 관계를 통해 화자를 
형상화하는 방향으로 담화를 재구성하는 경우에도 화자에 동일시하는 방향으로만 
수용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화자와의 심리적 거리를 형성시킴으로써 판단
할 수 있음을 알게 해 준다. 

 3. 시 감상의 구체화의 교육적 의의

시는 곧 화자의 발화이며, 화자는 시의 정서를 표출하는 주체이자 형상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도를 표현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시를 감상할 때 주목해야 할 중요
한 장치 중 하나이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화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내용
을 바탕으로 시 감상의 구체화 교육의 의의에 대한 항목을 구성하였다.  
시 감상의 구체화 과정에서 독자는 화자의 발화 내용에 대한 판단을 첨가하거나 

51) ‘타자’의 의미를 세상, 식민지 현실에까지 적용시켜 ‘부끄러움’의 원인을 ‘식민지 현실을 
살면서 떳떳한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데서 오는 굴욕감’으로 파악한 최두석의 비평 또한 
이와 유사하다. 이 비평에서도 발화 주체와 시대 현실을 대항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최두
석, 「서정주론」, 조연현 외, 앞의 책, 19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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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의 발화에서 드러나지 않는 불확정적인 지점을 찾아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시 감상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는 결과로서의 감상문이 아닌 독
자의 시 감상 과정 자체에 주목한다는 의의가 있으며, 한편으로 수용이론을 교육
적으로 적용했다는 의의를 함께 지닌다. 또한 본고의 논의가 공감 교육에서 중요
한 변인인 화자와 그의 태도 및 그를 둘러싼 상황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시를 감상하는 학습 독자의 공감 능력 증진에 기여한다.

  (1) 수용이론에 기반을 둔 시 감상 과정의 규명

1990년대 초입 작품 수용의 문제가 문학 교육론에 등장하게 된 이래로 제5차 교
육과정부터 최근의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문학 교육의 방법론에서 학습자 중심의 
경향은 지속되어 왔고, 그 이론적 토대로 수용이론이 거론되어 왔다. 그 영향으로 
인해 교육과정 및 각종 연구물에서는 문학현상의 총체성 속에서 문학 수용자인 
독자를 고려하고, 독자의 다양한 반응과 해석에 가치를 부여하였다.52)

그러나 한편에서는 앞서 언급한 수용이론과 관련한 교육과정상의 변화가 기존의 
시 해석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적 도입 수준에서 기존 교육과정
에 부가되는 정도로 그 필요성만이 인정된 것일 뿐임을 지적하기도 한다.53) 이러
한 지적은 수용이론이 내포하고 있는 한계로부터 비롯되는 바 크다. 먼저 수용이
론의 전제 자체가 학교 현장의 학습 독자와는 다른 이상적 독자를 전제하고 있었
기 때문에, 시 교육에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방향과 지침을 마련해줄 수는 있었지
만, 구체적인 시 해석 방법의 마련에 있어서는 큰 도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
다.54) 여기에는 독자의 수용에 대하여 허용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포함된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하여 본고는 시 감상을 구체화하는 과정 자체를 교육

52) 제5차 교육과정기(1987~1992)의 교육과정을 학습자를 중심으로,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
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지적한 우한용의 연구는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이는 제4차 교육과
정기(1981~1987)가 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부각되었던 경향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
인다. 한국 근대문학교육사를 고찰한 이 연구에서는 특히 제7차 교육과정에 접어들면서는 
문학의 ‘수용’ 뿐만 아니라 ‘창작’이 등장하게 된 것을 문학수용자에 대한 주체성 위상의 
제고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견해도 덧붙이고 있다.(우한용, 『한국 근대문학교육사 연구』, 서
울대학교출판부, 2009, pp.275~281.) 

53) 정재찬, 「현대시 교육의 지배적 담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p.53.

54) 윤여탁 외, 『현대시교육론』, 사회평론, 2010,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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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 삼아 이상의 문제들을 해결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교사와의 대화뿐만 아
니라, 내적 대화, 동료 학습 독자와의 대화와 상호텍스트적 대화에까지 대화의 양
상을 다양하게 조성하고, 그에 따라 시 감상의 구체화 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 간의 대화를 통해 해석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때 실제 학습 독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감상 교육의 지향점을 학습 독자

가 개별 시 텍스트에 대하여 감상의 구체화 과정을 거쳐 근거 있는 해석과 수용 
가능성을 인정받는 수용 과정을 통해 자신의 문학 경험을 확충해나가는 것으로 
둠으로써 각 과정에 따른 규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용이론을 통한 적용 가능한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하기 위하

여 문학적 장치인 화자를 중심으로 한 교육 내용과 절차를 구안하였다. 문학적 장
치는 단순한 ‘문학 용어’가 아니라, 작품 구성의 원리이거나 작품을 구성하는 장치
와 같은 방법적 지식의 차원에 해당한다.55)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시는 화자의 
발화이므로 화자는 발화의 주인으로서 텍스트와 독자 간 상호 소통의 매개가 된
다. 즉, 창작 주체인 시인은 화자를 통하여 텍스트를 구성하고, 다른 한편으로 화
자에 대한 이해는 독자와 텍스트 사이에서 작품 감상의 원리로 작용하기 때문이
다. 
이는 시 감상의 구체화 과정인 해석 과정과 수용 과정에 각각 적용되어 시 텍스

트에서 화자가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 발화를 재구성하는 해석 과정과 재구성한 
발화를 바탕으로 화자의 정서나 태도, 의도 등에 반응하여 이를 텍스트 외적 맥락
으로 확장시키는 수용 과정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본고의 논의는 그 필요성은 인정받아 왔으나, 실

제적인 교육 방법으로 적용되지 못해왔던 수용이론을 문학적 장치인 화자에 초점
을 맞춰 교육적으로 설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시 텍스트에 대한 공감의 조정 능력 신장

공감 능력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본성이자, 도처에 산적해 있는 사회 문제들
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등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56) 더불어 이

55) 최미숙, 「문학적 장치의 대화적 교수·학습 방법」, 구인환 외, 『文學 敎授·學習 方法論』, 
三知院, 1998, p.160.

56) 공감하는 인간을 “호모 엠파티쿠스(Homo Empathicus)”로 규정한 제레미 리프킨의 논의
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Jeremy Rifkin, The empathic civilization : the race to 
global consciousness in a world in crisis, 이경남 역, 『공감의 시대』, 민음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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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의에 치우친 인류의 역사를 감성주의를 통해 보완하고, 그 동안 경시되어 왔
던 가치의 문제에 주목하게 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57) 문학교육
에서도 이러한 공감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적 접근이 이루어진 바 있는데, 시 
감상에서 공감 능력의 신장은 텍스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줄 뿐 아니라, 창의
력 및 풍부한 문화적 능력을 지니게 하여 시 감상 능력을 증진시켜 주는 등 교육
적 효용이 인정된 바 있다.58) 
시 텍스트에 대한 ‘공감’은 정서나 대상에 대한 감정적 동조나 동정의 태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적 조정(sympathetic regulation)’에 가깝다.59) 독자
는 텍스트에 표현된 특정한 정서적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대해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과 동시에 상황 속에서 반응하는 사람에 ‘대한’ 반응60)과 같이 시 텍스
트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조정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시 텍스트에 대한 공감은 공
감의 대상에 대한 감정적 동감과 같은 정서적 측면뿐만 아니라 공감하려는 대상
이 처한 처지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지적 측면을 동반하게 된다.
문학 수용에서 공감교육에 대한 논의는 텍스트 지향적 공감, 독자 지향적 공감, 

상황 지향적 공감의 양상으로 나타난다.61) 독자는 텍스트로부터 초점화한 인물이

57) Max Scheler, Wesen und Formen der Sympathie, 조정옥 역, 『동감의 본질과 형태
들』, 아카넷, 2006.

58) 최미숙, 「공감적 시 읽기와 비판적 시 읽기」, 김은전 외, 앞의 책, 2001, p.244. 
    이 외에도 김효정은 문학 수용의 전반에서 공감 교육이 갖는 효용성에 대해 언급하였고, 

우신영은 그 중에서도 서사 수용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의 공감 양상을 조정하는 교육적 
방안을 구안한 바 있다. 그에 관해서는 김효정, 「문학 수용에서의 공감 교육 연구」, 서울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우신영, 「서사수용에서 공감의 조정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참조.

59) 최지현, 「문학감상교육의 교수학습모형 탐구」, 『先淸語文』제26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과, 1998, pp.344~345. 

    이 논문에서 ‘공감적 조정’은 ‘은유도식의 공유에 의해 인지적으로 해석된 대상의 정서 
상태와 텍스트의 비문자적 자질에 대한 감지를 통해 조성된 학습자의 정서적 공명이 상상
된 체험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국면을 부각시키거나 또는 다양한 
양상으로 분화시키는 행위’로 규정된다. 

60) 이에 대해서는 James Gribble, Literary Education, 나병철 역, 『文學敎育論』, 문예출
판사, 1987 참조.

61) 이상의 분류는 우신영(2009)의 논의를 따른 것이다. 텍스트 지향적 공감은 ‘이 인물이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지’를 텍스트 맥락을 통해 재구해보는 것이며, 독자 지향적 공감
은 자신의 입장에 비추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상정해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맥락 지향적 
공감은 텍스트에서 초점화된 대상을 상황 맥락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그 상징적 의미를 
논구해보는 것이다. 김효정(2007)에서는 문학 작품에서 형상화되는 작중 인물의 정서나 그
가 표방하는 가치에 대한 공감과 작품을 대상으로 한 작품 외적 대상의 포용으로 공감의 
양상을 구분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이 가운데 전자는 텍스트 지향적 공감에, 후자는 독자 
지향적 공감과 맥락 지향적 공감의 혼합 유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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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를 전달하는 서술자와 같은 인물, 그리고 텍스트에서 형성된 상황에 대해 해
석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하는 셈인데, 이때 독자가 처한 상황적 맥락이나 독자가 
경험했던 바에 비추어 공감을 조정하게 된다. 이러한 공감의 조정 과정은 본고의 
논의에서 상정하는 시 감상의 구체화에 대응한다.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자면, 독자는 시 감상의 구체화를 통해 시 텍스트를 읽고 

발화 대상과 화자의 관계를 고찰하여 자신의 담화로 재구성한 뒤, 이를 자기화하
는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텍스트 지향적 공감의 여부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화자의 발화 내용을 화자와 대상 간의 관계로 
해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구성하는 본고의 해석 과정은 발화 내용에 대한 이해
를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독자 자신이 재구성한 화자의 담화를 바탕으로 독자의 경험에 비추어 이를 

적용해보거나 다른 상황을 제시한 뒤 이에 대해 허구적으로 상상하여 대상 자체
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등 자기화하는 것이 수용의 단계이다. 텍스트를 기반
에 둔 해석 과정이 특히 화자를 비롯한 공감의 대상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면, 수용 과정에서는 독자 자신에게 친숙한 경험 세계에서의 직접적 
경험이나 축적된 문학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담화를 확장시키는 과정을 상정
하므로, 공감의 대상이 겪는 정서체험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62) 이는 
독자 지향적 공감이나 상황 지향적 공감에서 텍스트 외부를 향하는 읽기의 양상
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본 연구는 시에서의 공감이 이루어지는 주된 대상인 화자 및 화자가 초

점화한 시적 대상과 그를 둘러싼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텍스트 외부로 감
상을 확장시키는 시 감상의 구체화를 전개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독자의 공감 능
력의 증진에 기여한다. 

  (3) 능동적인 시 감상 태도의 함양 

본 연구는 시 텍스트를 의미로 환원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문학
은 텍스트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작가가 독자에게 일종의 메시지를 보내고 
독자의 관점으로 그 메시지에 담긴 의미를 능동적으로 해석하여 전유하는 ‘기호론

62) 이러한 진술은 경험 세계의 유사성이 정서체험의 공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최지
현의 논의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최지현, 「문학정서체험: 교육내용으로서의 
본질과 가치」, 구인환 외, 앞의 책, 1998, p.12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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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실천’의 과정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63) 시 텍스트와 독자의 만남은 하나의 
‘사건’으로서, 낯선 텍스트로 인해 독자가 받은 충격을 낯설지 않은 것으로 이해해
가는 전유64)의 과정이다. 독자는 그 과정에서 텍스트에 반응하고, 독자 자신과 연
관시키며, 이를 통해 다른 대상에 대해 메타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일
련의 경험을 통해 시 텍스트는 독자에게서 새롭게 생산되며, 소유된다.65)

이상은 본고에서 상정하는 담화로서의 시를 바라보는 관점과 부합한다. 시를 담
화로서 바라보게 되면, 텍스트의 지배력은 경감되는 동시에 독자의 주체성이 증가
하게 된다. 시 텍스트를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발화로서 독자와 상
호작용할 수 있는 대타자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곧 독자와 텍스트의 관
계가 독자 편에서만 시를 이해하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독자 자신도 시로 인해 
변할 수 있는 상호적인 관계임을 의미한다. 또한 이렇게 구체화된 텍스트는 작품
(Werk)으로 남아, 독자의 문학 경험으로 축적된다. 축적된 문학 경험은 학습 독자
의 경험지평으로 포섭되어, 추후에 이어질 시 감상 과정에서 활발한 수용 과정을 
위한 경험적 자산이 된다.
한편, 문학이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은 앞서 언급한 ‘기호론적 실천’의 관점

에서 언어적 실천 행위를 담보한다. 이는 기표들은 읽혀지도록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인식’되고 ‘해석’되며 ‘수용’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즉 문학 ‘작품’은 인간의 사고 및 정서 작용과 총체적으로 결
합된 ‘활동’의 측면으로서의 말하기·듣기·읽기·쓰기와 같은 언어적 실천 행위를 통
해 구성됨을 의미한다.66) 
이는 특히 시 텍스트를 비롯한 문학 텍스트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형상화

63) 우한용, 『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p.182.
64) 대상을 자신의 질서 내에서 재구축하여 사용한다는 의미로, ‘폐기’라는 개념과 함께 아프

리카 작가의 영어 사용과 관련한 아체베와 응구기의 탈식민주의 논쟁에서 핵심 개념으로 
논의된 것이기도 하다. (최지현, 「저항문학과 문학교육」, 『문학교육학』제34호, 한국문학교
육학회, 2011, pp.50~51.) 그러나 해석학의 용어로서 ‘전유(Aneignung; appropriation)’
는 특히 리쾨르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그는 전유를 문화적·역사적 거리감과 싸
움을 하는 것, 나아가 현재를 위해 해석의 ‘관련성(relevance)’을 통해 이 거리감을 극복
하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그의 이른바 ‘해석학적 아치’의 끝에 이 전유를 놓아, 그 중요
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Paul Ricoeur, 앞의 책, 1998, pp.189~190 참조. 

65) Antony Easthope, 앞의 책, 1994, p.81.
66) 모든 해석은 일종의 알레고리 행위로서 해석자가 해석 약호를 가지고 텍스트를 다시 쓰

는 행위라고 하는 제임슨의 논의가 이를 뒷받침한다. Fredric Jameson, The political 
Unconscious, Cornell University Press, 1981, p.10.(김성진, 「비평의 논리로 본 문학 
수행 평가의 철학」, 문학과문학교육연구소 편, 『문학교육의 인식과 실천』, 국학자료원, 
2000, p.23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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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세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되는 것과 관련이 깊다. 허구적으로 상상된 세계
에 대한 심미적 체험을 유도하는 형상화된 텍스트는 독자로 하여금 텍스트를 있
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에 제시된 내용을 다시 배열하고 
정돈하는 과정을 거쳐 재구성된 자신의 담화로 이해하도록 이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화자의 발화에 대한 판단을 내포하는 재구성의 과정으로 보았으며, 
이는 시 텍스트 외부로 감상을 확장시키는 수용의 과정으로 이어지면서 독자에게 
전유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화자의 발화에 자신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투사하여 해
석해 내고, 그것을 평가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은 생산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67)

이처럼 시 감상의 구체화 과정이 대화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구안된
다는 점은 학습 독자로 하여금 보다 높은 수준의 능동성을 요구한다. 시 감상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학습 독자는 다양한 형태의 대화를 요구받는데, 이때 독자는 
해석 과정을 거치면서 화자의 발화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자
신의 판단이나 해석을 더하여 재구성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용 과정을 거쳐 감상
의 과정이 텍스트 외적 맥락으로 확장되면, 여기에는 학습 독자의 경험이나 상상 
등이 첨가되어 학습 독자 자신의 담화로서의 성격을 띠게 된다. 때문에 학습 독자
들이 교실 공동체에서 자신의 담화가 보다 수용가능성 있고 근거 있는 감상이 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67) 이는 문학 읽기의 생산성을 강조하는 다음의 인용문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국어 교육으로서의 문학 교육은 창조적 언어활동 능력의 신장을 지향하고 예술교육으로

서의 문학 교육은 독창적인 언어 세계의 구현 능력의 신장을 지향한다. 즉 소비자가 아니
라 생산자로 길러내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생산자는 전문적인 작가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작품의 의미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거나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생산이다. 작
품의 의미가 고정 불변하는 독자적 체계를 갖고 있다고 보고 문학교육은 이것을 온전히 
습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그 교육은 획일적인 것이다. 반면 학습자의 개성적
이고 창의적인 반응이 그 자체로 소중하며,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자기표현을 시도하도록 
한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다양성을 지향하는 것이다.”  (밑줄과 강조는 인용자)

    김종철·김중신·정재찬, 「문학 영역 평가의 이론과 실제-제7차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98 국어교육연구소 학술발표회 자료집』,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국어교육연구소, 
1998,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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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 감상의 구체화 양상

Ⅱ장의 논의에 따르면, 시 감상의 구체화는 독자가 화자를 통해 전달되는 담화를 
재구성하여 자신의 담화로 만들어내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때 화자는 시 텍스
트에 등장하는 시적 대상들을 조직하며, 동시에 시 텍스트 내부의 특정 관점이나 
이념적 관습을 동일화하여 이를 보다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1) 이상으
로 볼 때, 화자의 발화에 대한 독자의 담화는 감상 과정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면
서도 작가의 관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만은 없는 존재라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발화 주체로서의 화자는 시인이 담화 속에 설정한 존재이고, 또

한 독자가 화자의 위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감상의 양상이 달라진다. 따
라서 본고는 (1)절에서 발화에 제시된 사상의 인식에서 이를 각각 ‘화자를 중심에 
둔 포섭적 관계 구축’과 ‘대상 중심의 교류적 관계 설정’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여기에서는 전문 독자의 비평을 중심으로 시 감상

의 구체화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학습 독자의 경우와 대별하여 살펴봄으로써 Ⅳ
장의 교육 내용을 구안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2) 
각 절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1절 ‘발화에 제시된 사상의 인식’은 

독자가 화자의 발화에 제시된 시적 대상을 인식하고, 화자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1) 이는 화자의 기능에 주목한 파킨의 논의를 참조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첫째, 화자는 작
품 전체의 내용과 태도에 일관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화자에 의해 작품을 이
루는 세부적 요소인 배경, 어조, 거리, 태도, 비유, 시어, 심상, 리듬이 조정되기 때문이다. 
둘째, 화자는 작품을 시인의 개성으로부터 벗어나 객관성을 획득하도록 만드는 장치이다. 
인물을 설정하고, 그의 입장에서 말하는 방법을 채택할 때 한결 자아를 객관화시킬 수 있
다. 셋째, 화자는 어떤 관점을 극대화하여 보여주는 장치로, 시점과 거리를 지니고 있으므
로 내용을 요약, 장면화하는 수법을 통해 자기주장을 극대화시키거나 요약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넷째, 극적 긴장과 개별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마지막으로 화자는 특수한 이념적 
관습을 동일화하는 기능을 지녔다. 화자의 선택은 곧 어떤 계층의 특수한 이념적 관습을 
그 인물의 것으로 만들어 대변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상의 내용은 Rebecca Price 
Parkin, The Poetic Workmanships of Alexander Pope, Minnr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1955, p.8 참조.

2) 한편, 분석 대상인 전문 독자의 비평은 시 텍스트를 통해 감상한 바를 문자화된 비평으로 
구성한 결과로서만 제공된다. 때문에 자신이 감상한 바를 확인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리
하는 과정을 통해 나온 결과물이 글로 정리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본고에서 상정
한 시 감상의 구체화 과정이 수행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감상문이 아닌 ‘감상’은 
독자가 시 텍스트를 경험 지평을 통해 이해하고, 한 편의 시 텍스트를 자신의 경험 지평에 
통합시키는 과정으로서의 성격을 띤다. 이를 고려하여 본 장에서는 교육적 설계를 위한 목
적으로 시 감상의 구체화의 과정을 구분하고, 각각의 단계에 따라 그 양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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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이다. 2절 ‘인식된 사상을 바탕으로 한 발화의 재구성’은 독자가 화자의 발화
를 풀어쓰는 과정으로,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감정 상태 및 태도, 대상을 제시
함으로써 표현하고자 한 의도 등을 도출하여 발화를 재구성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이어 3장 ‘재구성된 발화에 대한 판단’에서는 화자의 발화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화자의 서술 태도에 대하여 주관적 평가를 하거나 인식한 사상을 독자 자신에 비
추어 살펴보는 등 독자가 화자의 발화를 판단하여 자기화하는 양상을 통해 나타
나는 수용의 과정을 살펴본다.

 1. 발화에 제시된 사상(事象)의 인식

시 텍스트에는 시의 정서를 주도하는 주체3)가 있는가하면, 그러한 주체에 의해 
포섭되는 대상도 있다. 특히 화자는 문자의 형태로 서술되는 ‘발화’의 행위를 통해 
시에 존재하는 여러 시적 대상과 관계를 맺고, 이를 통해 사상(事象)을 전달한다. 
이때 사상이란 관찰할 수 있는 사물과 현상을 두루 칭하는 말로, 여기에서는 화자
의 발화가 제시하고 있는 바, 그 의미를 이른다. Ⅱ장에서 살펴본 스토리와 담화
의 구분을 가져오자면, 스토리에 해당하는 것이다.
문학 텍스트를 수용할 때 독자가 행하는 일차적 반응은 텍스트를 인식하는 행위

로, 수용한 내용을 평가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이다.4) 여기서 텍
스트의 사상을 인식하는 행위는 곧 발화를 통해 화자가 누구인지를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발화에 제시된 사상과 화자의 관계 양상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런데 발화에 제시된 사상은 화자와의 직접적인 연관 속에서 의미를 획득할 수 있
고, 한편으로는 시적 대상들 간의 관계가 중심이 되어 화자와는 간접적인 관계를 

3) 윤여탁은 시의 정서를 주도하는 존재를 ‘서정적 주체’라는 용어로 사용하면서, 서술을 담당
하는 서술자에 한정되는 개념인 시적 화자와 변별하여 다루고 있다. 화자층을 이르는 용어
인 ‘Poetic I’에 대해 살피면서 ‘Poetic’은 서정이라는 정서적 내포를 포함하는 ‘서정적’으
로, 'I‘를 자아가 아닌 ’주체로 번역한다. 여기서 특히 ‘I’를 자아가 아닌 주체로 개념을 정
의한 것은 존재 개념을 내포한 자아에 머물지 않고, 객체라는 상대적 존재를 대타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자신의 능동적인 역할이 주체라는 용어에는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본고의 맥락에 적용시키면 ‘서정적 주체’는 화자와 시적 대상간의 관계 속에서 화자
에게 부여되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서정적 주체 논의와 관련해서는 윤여탁, 「서정시의 
시적 화자와 리얼리즘에 대하여-이용악의 시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제4집, 한
국현대문학회, 1995, pp.57~59 참조. 

4) 권오현, 앞의 논문, 1989, 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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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고 있을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를 각각 ‘화자를 중심에 둔 포섭적 관계 구축’, 
‘대상 중심의 교류적 관계 설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이때 화자를 인식한다는 것은 화자가 시적 대상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의 측면

에 주목하는 것으로, 창작 주체로서의 시인과 발화의 맥락을 통해 형상화된 시적 
인물 사이에서 화자의 위치를 포착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시적 대상에 대
한 화자의 인식적·정서적·관념적 방향성이 내포되어 있어, 이야기에서 서술자를 설
명하는 데 사용되는 관점(perspective)이나 시점(angle of vision/point of vie
w)5) 등의 용어에서와 같이 대상에 대해 취하고 있는 화자의 태도를 파악하는 것
이다. 이는 독자가 화자의 발화를 해석하고, 수용하기 전(前) 단계로서 수업 현장
에서는 글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학습 독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혹은 화자와 시적 
대상 간의 관계를 나타낸 도표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주로 
전문 독자의 비평을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1) 화자를 중심에 둔 포섭적 관계 구축

시가 곧 화자의 발화임을 용인한다면,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해당하는 메시
지는 화자의 진술 내용에,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화자가 활용하는 형식 
전체는 화자의 진술 방식에 각각 대응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이론상으
로만 가능한 것으로, 양자는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보적인 영
향 관계에 놓여 있다. 때문에 화자가 시적 대상과 맺고 있는 관계를 파악하기 위
해서는 이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먼저 화자의 진술 내용에 주목할 때는 화자와 다른 시적 대상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즉, 각각의 시적 대상이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화자가 시적 대상들과의 관계에서 
그 중심에 있다면 ‘무엇’에 해당하는 것은 화자의 처지나 행동, 감정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화자와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화자가 직접 자신과 관련된 바
를 표출하기 위해 다른 시적 대상들을 활용하고 있다면, 이때의 관계 양상은 화자
를 중심에 두고 다른 시적 대상들이 화자에게로 귀속되는 포섭적 관계로서 구축
된다. 

5) Susan Sniader Lanser, The Narrative Act: Point of view in Prose Fiction, 김형민 
역, 『시점의 시학』, 좋은날, 1988,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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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다음 <도표 1>에서와 같이 각각의 시적 대상은 중심에 위치한 화자를 
향하는 양상을 띤다. 이때 시적 대상에게서 화자로 향하는 화살표는 시적 대상과 
화자 간 관계의 성격을 뜻하는데, 이는 화자의 진술 방식을 통해 드러난다.6)  

<도표 1 화자를 중심에 둔 포섭적 관계 양상>

화자의 진술 방식은 화자가 발화를 통해 제시되는 사상에 직접 관여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련되며, 발화 주체와 발화 내용의 주체가 일치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직
접적 진술과 간접적 진술로 구분된다. 직접적 진술은 두 주체가 일치하는 경우이
고, 간접적 진술은 두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시에서 말하는 주체는 화
자이므로 발화 주체는 공히 화자로 고정되는 반면, 발화 내용의 주체는 고정되어 
있지 않아 화자일수도 있고 화자가 아닌 다른 시적 대상일수도 있다. 그런데 특히 
본 항에서 설명하는 화자 중심의 포섭적 관계의 경우에는 시적 대상이 화자와 관
련된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되는 양상을 보이므로, 발화 주체와 발화 내용의 
주체가 모두 화자인 직접적 진술의 방식이 사용된다. 또한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
의 인식적·정서적·관념적 방향성은 각각의 대상을 이를 때 사용되는 평가적 진술
에서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화자 중심의 포섭적 관계에서는 발화 내용에 해당하는 시적 대상이 발화 

6) 이러한 도표를 그리는 방식은 개념도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념도는 개념들 
간의 상호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이름이 붙여진 선에 의해서 연결된 개념들 즉 마디로 이
루어진다. 이러한 마디는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고리는 개념들 간의 
관련성을 나타낸다. 마디와 고리 사이에는 이름이 붙여지고, 고리 간의 관계는 인과관계나 
논리적인 관계 등 연상적으로 연결되어 여러 의미를 내포한다.(엄미리, 「수업형태에 따른 
개념도 제시유형이 학업성취도와 회상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9 참조.) 본 연구에서는 마디를 시적 대상, 고리를 시적 대상 간 혹은 화자와 시적 대상 
간의 관계로 설정하여 이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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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인 화자의 처지나 행동, 감정 등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된다. 이때 화자에게 
시적 대상은 동일시 및 비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화자가 처해 있는 시적 상황
을 드러내 주는 구성 요소가 되기도 하는 등 시적 대상이 화자에게로 귀속되는 
관계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경우 독자는 발화에 제시된 사상의 성격에 비추어 화
자의 위치를 포착한다. 이상의 내용들을 다음 시와 그에 대한 2차 텍스트들을 통
해 확인해보도록 한다. 

香丹아 그넷줄을 밀어라
머언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香丹아

이 다수굿이 흔들리는 수양버들 나무와
벼갯모에 뇌이듯한 풀꽃뎀이로부터,
자잘한 나비새끼 꾀꼬리들로부터
아조 내어밀듯이, 香丹아 

珊瑚도 섬도 없는 저 하눌로 
나를 밀어 올려다오
彩色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다오 ! 

西으로 가는 달 같이는
나는 아무래도 갈수가 없다. 

바람이 波濤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다오 
香丹아. -「鞦韆詞 ― 春香의 말 壹」7)

위의 시는 서정주의 제3시집 『徐廷柱 詩選』(1956)에 실려 있는 작품이다. 부제
를 고려할 때, 이 시의 발화 주체이자 화자는 ‘춘향(春香)’이다. 화자인 춘향이 청

7) 서정주, 앞의 책, 1994, pp.10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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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추측되는 대상인 ‘향단’에게 계속하여 말을 하는 방식으로 연들이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청자인 향단은 춘향에게 응답하고 있지 않으며, 춘향의 말이 향단을 
향한 ‘-다오’와 같은 명령형으로 끝을 맺는 경우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이 시는 
춘향과 향단의 대화라기보다는 춘향의 독백에 가깝다. 
이번에는 발화 내용의 주체를 살펴보도록 한다. 1연을 대상으로 볼 때, 실제로 

그넷줄을 미는 주체는 향단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이 시 텍스트가 춘향의 
독백에 가깝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향단은 실존하는 인물로서가 아니라 춘향
이 부르는 대상일 뿐이다. 또한 실제 그네를 타고 바다로 나아가고자 하는 주체는 
춘향이라는 점에서 발화 내용의 주체는 춘향이다. 이는 3연과 5연에서도 마찬가지
이며, 4연에서는 ‘나’라는 인칭대명사를 통해 보다 분명히 나타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인용한 시는 화자인 춘향이 스스로의 심정이나 

태도를 직접적 진술을 통해 표출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번에는 아래의 
전문 독자가 이 시의 화자의 특성과 화자와 시적 대상 간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
하고 있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오윤정, 「鞦韆詞 ― 春香의 말 壹」(2005:63)
이 시에서 시적 화자, 곧 춘향은 향단에게 ㉠몇 번이고 ‘그네’를 ‘밀어 올려’달라

고 반복한다. 이는 그의 소망을 보다 강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반원(半圓)
을 축으로 한, 상승과 하강의 반복운동을 통해 ㉢‘바다’와 ‘하눌’로 향한 소망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밀어 올려’달라함은 ‘그넷줄’이 아니다. 시적 자
아, 곧 ‘나’의 ‘울렁이는 가슴’이다. 그리움의 대상이 멀리, 또는 저 높이 있기 때
문에, ‘그네’를 힘껏 밀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네를 아무리 밀어 올려도 ‘西으
로 가는 달’처럼 갈 수 없다는 데 시적 화자의 한계성이 있다. ㉤그가 희구하는 
초월세계에 이르러 갈 수 없는 그네의 한계성으로 시적 화자는 ㉥비감에 잠기게 
되는 것이다.8) 

인용문에서 이 전문 독자는 춘향을 화자로 보고, 그리움의 대상에 닿고자 하는 
춘향의 소망과 한계에 봉착함으로써 춘향이 느끼게 되는 비감을 이 시에서 표출
하고 있다고 본다. 이는 인용문에서 ‘그네’, ‘바다’, ‘하눌’, ‘그넷줄’, ‘울렁이는 가
슴’, ‘西으로 가는 달’ 등의 시적 대상이 춘향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의미화되고 있

8) 인용한 비평문은 『미당 시전집 1』의 표기를 따르지 않고 있어, 본고에서는 이를 수정하여 
제시하였으며, 이후에 제시되는 표기는 모두 『미당 시전집 1』을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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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적 대상과 화자를 연결하는 이 전문 독자의 
진술 내용에는 화자가 시적 대상에 대해 지니고 있는 태도와 전문 독자 자신이 
그에 대해 내리는 평가의 측면이 함께 기술되어 있다.  
먼저 ㉠‘그네’를 ‘밀어 올려다오’라는 춘향의 말은 ‘그넷줄’, ‘울렁이는 가슴’ 등과 

규합하여 곧 그네를 타고 있는 춘향 자신을 밀어 올려 달라는 말에 해당한다. 시
적 대상 각각을 살펴보면 ‘그넷줄’과 ‘울렁이는 가슴’은 각각 ‘그네’와 ‘나’(춘향)의 
일부분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시어들의 관계는 ‘그네(=그넷줄)’, ‘나(=울렁이는 가
슴)’이다. 또한 춘향이 그네를 탐으로써 ㉣과 같이 ‘그네’와 ‘나’(춘향)는 운명을 공
유한다. 따라서 화자는 ‘그네’를 자신과 동일시한다. 
그런데 춘향은 향단에게 왜 반복해서 ‘밀어 올려다오’라고 말한 것일까. 이 전문 

독자는 ㉢에서 보듯 ‘바다’와 ‘하눌’을 향한 소망을 표현한 것으로 파악한다. 원 
시에서 각각의 시적 대상이 제시된 부분을 참고하면, ‘바다’와 ‘하눌’은 그네를 탄 
춘향이 가고자 했던 곳임을 알 수 있다. 춘향이 그네를 타고 향단에게 밀어 올려
다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대상에 가 닿기 위해서이다. 여기서 춘향의 말이 ‘몇 
번이고 ~ 반복’되며, 그것이 강조의 표현이라 본 것은 화자의 발화에 대한 이 전
문 독자의 평가적 행위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면 춘향은 원하던 ‘바다’와 ‘하눌’이라는 공간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 전문 

독자는 ㉤에서 보듯 결과를 낙관적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네의 한계성’ 
때문인데, 이는 ㉡에 제시된 그네의 속성에 기인한다. ㉡에 따르면, 그네는 그넷줄
을 끊고 먼 바다로 나아가거나 하늘로 날아오르지 못한다. 기둥에 매여 있어 땅으
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그네는 곧 춘향의 신세를 의미한다.
춘향이 처한 시적 상황은 또 다른 시적 대상 ‘西으로 가는 달’과의 관계를 통해 

설명된다. 4연에서 보듯 춘향은 자신이 갈 수 없음을 자각하고 있다. ‘西으로 가
는 달’은 이미 하늘 높은 곳에서 흘러가고 있는 존재이기에, 그네 위에서 상승과 
하강의 반복운동만을 계속하는 춘향의 처지와는 확연하게 대비되는 존재이다. 이 
전문 독자는 ‘달’의 등장으로 춘향과 그네가 지닌 한계가 부각되며, 그로 인해 춘
향에게 ㉥‘비감’의 정서가 형성되었으리라고 본다. 이 전문 독자는 화자인 춘향과 
시적 대상들 간의 관계를 살펴, 화자의 발화에 직접적으로 표명되어 있지 않은 정
서를 유추해내었다.
이상으로 볼 때 이 시에서는 화자를 중심에 두고 다른 시적 대상이 화자에게로 

결합되는 양상을 보인다. 대표적으로 ‘그네’와 같이 선택된 시적 대상과 화자의 관
계에서 유사성이 부각되는 경우에는 화자와 동일시되며, ‘달’과 같이 차이점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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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되는 경우에도 동등한 대상성을 갖기보다는 화자와 대조되는 존재로서 화자에게
로 포섭되어 제시되는 양상을 보인다. 한편, 화자와의 동일시가 전제되지 않는 ‘바
다’ 등의 예에서 보듯, 시적 대상은 화자를 둘러싼 시적 상황을 구성하는 요소로 
활용되기도 한다. 
또한 이 전문 독자는 발화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맥락을 바탕으로 발

화 주체인 ‘춘향’에 인물성을 부여함으로써 동일 어구의 반복이나 발화의 제시 방
식의 측면을 화자의 발화 의도로 치환한다. 이를 통해 이 전문 독자가 창작 주체
로서의 시인과는 변별되는 위치에 ‘시적 화자’인 춘향을 위치시켜, 이 시의 화자를 
인물성이 부각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는 학습 독자의 활동지를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Ⅳ장에서의 교육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다음은 앞서 인용한 전문 독자의 비평에서와 동일한 
시에 대한 학습 독자의 활동지이다.  

[실험Ⅱ-S09-4-추천사]        
이 시에서 ㉦춘향이는 향단이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가고 싶은 이상향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그 이상향은 시에서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타나고 있고, 
그럼 ㉧산호와 섬이 부정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춘향이가 닮
고 싶은 것은 서(으)로 가는 달이다. 서로 가는 달같이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나는 이 시를 읽고 춘향이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생겼다. ㉩왜 현실에 만족을 못하고 이상향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인지이다.

이 학습 독자는 발화 주체를 춘향으로 보고, 춘향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직접적
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인용문의 ㉦부분을 보면, 화자의 진술 
양상을 춘향과 향단의 대화로 파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진술 주체와 진술 내용의 
주체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발화 주체인 화자의 위
치를 규정하지 않아 발화를 통해 형성되는 맥락을 시적 인물에게 부여하지도, 창
작 주체인 시인의 서술 의도로 설명하지도 못한 상태로 남게 되었다. 
또한 이 학습 독자는 시적 대상들을 긍정 또는 부정의 틀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특히 ㉨에서 춘향의 입장에 입각하여 적극적으로 의미화되는데, 앞서 인용한 전문 
독자의 비평과는 달리 이 학습 독자는 ‘서(으)로 가는 달’을 화자가 ‘닮고 싶어 하
는’ 대상이라고 의미화함으로써 화자인 춘향의 입장에서 시적 대상을 판단한다. 
이러한 판단은 학습 독자 자신의 입장이라기보다는 화자의 입장에 관한 유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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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춘향이 그와 같이 느낄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화자의 입장에서 시
적 대상을 의미화하는 것은 시의 화자나 화자가 처한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
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에서와 같이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화자의 호오(好惡)

에만 주목하게 될 경우, ㉩에서와 같이 화자의 태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결과
를 낳기도 한다. 화자가 지닌 한계로부터 자유로운 ‘달’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도
출해내지 못하고, 그래서 이상향인 ‘하늘’이 단지 긍정적인 대상으로만 비춰진다면 
화자의 소망은 단지 현실에 대한 불만족으로만 비춰질 따름이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교육적 적용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습 

독자로 하여금 화자의 발화 양상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화자의 위치를 인식
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를 설정해야 한다. 이는 독자의 의식 속에 있는 화자의 상
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이것이 선행되어야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적 방향 및 
인식적·관념적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대상 중심의 교류적 관계 설정

이 항에서는 시적 대상들 간의 결합을 통해 형성되는 사상과 화자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발화 내용의 주체로서 화자가 관계의 중심에 놓여 
있는 포섭적 관계 양상과는 달리, 이 경우 시적 대상들은 먼저 여타의 다른 시적 
대상과 관계를 맺고, 특정한 인물이나 대상 자체, 장면이나 시적 상황, 이야기 등
으로 결합된다. 이때 화자의 발화 내용은 이러한 대상들 간의 관계에 관한 진술이
며, 결합된 사상을 통해 화자는 간접적으로 정서를 표현하고 발화 의도를 투영해
낸다.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 도표 2 대상 중심의 교류적 관계 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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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에서 보듯 발화 내용은 먼저 시적 대상들 간의 결합을 통해 구성된다. 
따라서 진술 주체는 (1)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화자이지만, 진술 내용의 주체가 
반드시 화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시적 대상이 화자를 설명하기 위해 의미화되지 
않으며, 오히려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바는 시적 대상들이 결합된 사상에서 간접
적으로 드러나는 의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화자
는 시적 대상 각각과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시적 대상들로 이루어진 사상 전체
와 관계를 형성한다.9)  
독자들은 이 경우 화자가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혹은 화자가 시적 대상을 어떻

게 보고 있는지를 살피기보다는, 먼저 시적 대상 자체나 시적 대상들로 설명되거
나 구성되는 인물, 상황이나 장면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여 시를 감상해나간다. 
따라서 대상 중심의 교류적 관계에서는 화자의 발화를 해체하여 시적 대상들 간
의 관계 양상을 규합하고, 다시 이를 의도를 매개로 화자와 관련시킨다. 이상의 
내용을 다음 시와 그에 대한 2차 텍스트를 통해 확인해보도록 한다.

내 마음 속 우리님의 고은 눈섭을
즈문밤의 꿈으로 맑게 씻어서
하늘에다 옴기어 심어 놨더니
동지 섣달 나르는 매서운 새가
그걸 알고 시늉하며 비끼어 가네 -「冬天」10) 전문

인용한 시는 동명의 시집 『冬天』(1968)의 표제작이다. 이 시의 발화 주체인 화자
는 (1)항의 「추천사」에서와 같이 특정 인물로 표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겨울 하늘
을 바라보는 인물이라 짐작해볼 수 있으며 따로 청자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 시의 발화 내용의 주체는 ‘나, 님, 새’의 실체와 ‘씻다, 심다, 비끼어 가다’의 

세 가지 동작을 결합하여 ‘내가 눈썹을 씻어서 심었고 새가 비끼어 간다’로 간추
린 문장으로부터 유추 가능하다.11) 그에 따르면, 눈썹을 씻어서 심은 주체는 화자

9) 본 연구에서는 주체인 화자와 시적 대상의 구성체가 상호작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교류적 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양방향의 화살표를 통해 이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는 화자와 무관한 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무엇인가를 표현할 
의도로 구성한 것이다. 이렇게 시적 대상들 간의 관계맺음을 통해 구성되는 사상은 화자의 
의도를 투영하며, 이것이 간접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도표 1>과는 달리 
실선대신 점선을 사용하였다.

10) 서정주, 앞의 책, 1994, p.185.
11) 김화영, 『未堂 徐廷柱의 詩에 대하여』, 민음사, 1984,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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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나’이고, 그것을 비끼어 간 것은 ‘새’에 해당하므로 이들이 발화 내용의 주체
이다. 
그러나 화자인 ‘나’가 눈썹을 씻어서 심는 행위는 비유적으로 표현된 것이므로 

액면 그대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이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한데,12) 일별해보면 
이는 화자의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행위이거나 화자의 능력을 넘어서는 초월적 
영역인 자연의 섭리에 해당한다. 더구나 눈썹을 심는 행위는 후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인간의 영역인 땅에서 천상의 영역인 하늘로 전환되는 변환점13)으로 여겨
지므로, 화자의 행위와는 더욱 거리가 멀다. 또한 씻김을 받는 대상인 눈썹조차도 
‘달’의 은유이거나, 화자의 마음속에 있는 임을 지칭하는 것이기에 대상과 동작이 
모두 화자의 직접적인 행위를 전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시는 발화 주체와 발화 
내용의 주체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화자가 시적 대상들 간의 결
합을 통해 구성해내는 장면이 발화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
이번에는 다음의 전문 독자가 화자와 시적 대상 간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한계전, 「冬天」(2002:24~25)        …………………………………㉮
㉪이 작품을 이해하는 관건은 무엇보다도 시적 심상이 부여하는 배경적 요소를 

그려내는 데 있다. 이 시에서 우리는 ㉫긴 능선과 검은 하늘, 맑은 초승달과 쓸쓸
히 날아가는 새가 그려진 한 폭의 담백한 수묵화를 연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데 그 그림은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라, 오랫동안 ㉬시인이 간직했던 그리움이 “님
의 고은 눈섭”에 맺히고, 그것이 다시 초승달이 되어 춥고 차가운 겨울 밤하늘에 
투영되며, 하늘을 날던 새 한 마리가 그 싸늘한 아름다움을 감히 범하지 못하고 
피해가는 신비로운 조응을 이루는 ㉭마음의 그림인 것이다. 

㉪에서 밝힌 바 있듯 이 전문 독자는 이 작품을 이해하는 관건을 무엇보다도 시
적 심상이 부여하는 배경적 요소를 그려내는 데 있다고 보고, 그 그림은 ㉫‘긴 능

12) 김재홍은 온갖 모순과 갈등을 투명하게 만드는 정화의 작업으로 이해하였고, 윤지영도 이
와 유사한 맥락이기는 하나 시집 『冬天』에서 서정주 초기 시에서 보이는 ‘피’가 가라앉은 
것으로 보는 종래의 견해를 반성적으로 수용하여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피’의 욕망을 떨
쳐내기 위한 정화의 의식으로 파악한 바 있다. 또한 이남호와 김흥규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지극한 그리움이라는 추상적인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수사적 표현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김화영과 황동규는 각각 ‘천상’과 ‘자연’의 일로 파악하고 그 상대를 ‘인간’으로 두었
다. 각각의 서지 사항은 「冬天」에 대한 <표 2 전문 독자의 2차 텍스트 목록> 참조.

13) 김화영, 앞의 책, 1984,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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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 검은 하늘, 맑은 초승달과 쓸쓸히 날아가는 새가 그려진 한 폭의 담백한 수
묵화’이다. 인용문에서 다루어지는 시적 대상은 ‘하늘’, ‘님의 고운 눈섭(→초승
달)’, ‘새’ 등이 해당되는데, 이들이 맺고 있는 관계 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님의 고운 눈섭’은 ㉬이 투영된 것으로, 본래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지

만, 시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밤하늘에 떠 있는 초승달을 비유하는 것이다. 
이때 형태상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눈섭’과 ‘초승달’은 은유적 관계에 놓인다. 이
러한 관계에 따라 관련성을 찾기 어려웠던 ‘하늘’과 ‘내 마음’이 대응된다. 마지막
으로 ‘새’는 ‘하늘’이면서 동시에 ‘내 마음’인 공간에 공히 걸쳐 있는 존재라는 점
이 특징적이며, 이러한 공간을 ‘감히 범하지 못하고 피해가는’ 동작의 주체로서 다
른 시적 대상들과 함께 ‘마음의 그림’인 수묵화를 구성한다. 그런데 이러한 장면은 
궁극적으로 ‘시인’이 간직했던 그리움을 표상하는 ㉭마음의 그림이기에, 이 전문 
독자가 인식한 화자는 곧 창작 주체로서의 시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황동규, 「冬天」(1994:141)        …………………………………㉯
ⓐ겨울 하늘은 텅 비어 있고 조각달만 하나 떠 있다. ⓑ그 달은 꿈에 천 번이나 

나타났던 임의 눈썹으로 보인다. ⓒ그건 바람(꿈)으로 <맑게 씻어 놓은> 눈썹이
다. ⓓ화자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동지 섣달의 <매서운> 새까지 비끼어 간다. ⓔ그
것은 인간의 일에 자연이 참여하는 정신의 한 섬세한 극치인 것이다. 

한편 인용한 ㉯는 앞서 제시한 ㉮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인용문 ㉯의 ⓐ, 
ⓑ에서 보듯 하늘의 조각달을 임의 눈썹에 대응시키고, ⓓ에서 보듯 새가 비끼어 
간다고 서술한 점은 ㉮와 ㉯ 모두 동일하나, 이러한 진술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
해서는 상이하게 파악한다. ㉮에서는 창작 주체인 시인을 화자로 인식한 반면, ㉯
에서는 화자를 창작 주체인 시인에 곧바로 대응시키지는 않는다. 
이는 ㉯에서는 창작의 주체인 시인을 화자로부터 분리시킨 반면, ㉮에서는 이를 

동일하게 파악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를 ㉮의 해석에서와 같이 한 편의 그
림으로 나타내보면 차이점이 드러난다. 시인의 그리움이 한 편의 수묵화와 같은 
시로 창작되었다는 것이 ㉮라면, ㉯에서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지니고 있는 시인
이 달을 비끼어 가는 새의 모습에서 자신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적 인물인 화자를 
형상화하고, 여기에 자신을 투영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이유로 앞서 (1)항에서 살펴본 ‘춘향’의 경우

에 비해 이 시의 화자가 시 텍스트 맥락을 통해서 구성되는 인물로서의 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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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을 첫 번째 이유로 들 수 있다. ‘춘향’이라는 고유
한 인물임을 드러낸다거나, ‘나’라는 인칭대명사나 행위동사를 활용한다거나 감정
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등 인물로서의 실체성이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이 시의 화자는 인물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즉 퍼소나가 아닌 창작의 주체인 
시인으로서의 측면이 부각되었다.
두 번째 이유는 발췌한 원문에서 각 비평가들이 시인과 화자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때문이다. ㉯를 발췌한 황동규의 비평의 제목은 「탈의 완성과 해체」
로, 황동규는 서정주 초기 시의 창작 경향을 엘리엇(T. S. Eliot)의 객관적 상관물 
수법에 대응시켜 이해하고 있다.14) 반면 ㉮의 평자인 한계전은 시인의 의도와 이
를 표현하는 서술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짐작해볼 수 있다.15) 
그런데 황동규가 『新羅抄』(1961) 이후의 작품인 「冬天」을 서정주의 탈이 벗겨지
기 시작한 시점에 가까운 때로 파악16)한다는 점에서, 두 평자 모두 「冬天」의 화
자에게서 인물성이 미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와 ㉯에서 화자와 시인 및 시 텍스트의 맥락을 통해 

구성되는 인물 간의 관계 비교 양상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도표 3 ㉮와 ㉯에서 상정하고 있는 화자의 위치>

이상으로 볼 때, 독자의 의식 속에서 화자는 창작의 주체로서의 시인과 발화의 
맥락을 통해 구성되는 의미구성체로서의 인물 및 서술자의 양 극 사이에 위치하
는 것이며, 이는 시 텍스트에서 제시되는 양상과 이를 바라보는 독자의 관점에 따

14) 황동규, 「탈의 완성과 해체」, 조연현 외, 앞의 책, 1994, p.129.
15) 한계전, 『한계전의 명시읽기』, 문학동네, 2002, p.24. 이해를 위해 비평 일부를 제시한다.
    “단연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이 시에서 시인이 다루고 있는 대상은 “우리 님의 고운 눈

썹”이다. 시인은 마음속 깊이 신성한 존재로 제시해서 그것을 하늘에 옮겨놓음으로서 그것
에 대한 애착과 외경심을 표현하고자 한다. …(후략)…”

16) 황동규, 앞의 글, 1994, 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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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은 앞서 인용한 전문 독자의 비평에서와 동일한 시에 대한 학습 독자의 활

동지를 제시하여, 화자의 발화에 제시된 사상의 인식 양상을 비교해보도록 한다.

[실험Ⅳ-H'27-동천]        
ⓕ동천에서 느낀 이미지는 초승달을 지나가는(비끼어가는) 새이다. ⓖ고은 눈썹

에서 초승달과 같은 심상을 느낄 수 있었고, ‘밤’이라는 시어와 ‘하늘’이라는 시어
를 통해 유추해보았다. ⓗ그리고 그걸 본 매서운 새가 비끼어감을 직역하였다.  
ⓘ주관적으로 확대해석해 보면 새가 질투하는 것 같다.   

인용문에서 이 학습 독자는 ⓖ에서 보듯 ‘밤’, ‘하늘’ 등의 시적 대상과 ‘고은 눈
썹’에서 형태상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초승달’의 이미지를 연상해내었다. 여기에 
ⓗ에 제시된 ‘매서운 새가 비끼어감’이 더해져, 이들 시적 대상들은 ⓕ에서와 같이 
‘초승달을 지나가는(비끼어가는) 새’의 이미지로 집약되었다. 이 학습 독자 또한 
각각의 시적 대상들을 관련시키고 의미화하여 겨울 하늘의 한 정경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 학습 독자의 감상에서는 ‘초승달을 지나가는(비끼어가는) 새’의 장면을 

누가, 어떻게 진술한 것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표현하고자 한 바가 무엇인지에 대
해서는 나타나있지 않다. 즉, 이 학습 독자는 이러한 발화를 진술한 화자를 염두
에 두고 있지 않아, 표현 의도 등 이상의 내용들을 파악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
한 것이다. 그로 인해 ⓘ에서와 같이 시적 대상인 새의 의미를 화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확대 해석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무엇보다 먼저 학습 독자로 하여금 시를 화자의 발화로 

이해시키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인용한 학습 독자의 감상에서 시 텍스트는 
진술의 주체인 화자와는 무관하게 학습 독자에게 제시된 ‘대상’으로서만 파악된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 무슨 목적으로 진술하였는지와 같은 발화의 맥락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화자의 발화는 독자에게 의미화되기 어렵다.
독자의 의식 속에 인식된 화자의 위치를 창작의 주체인 시인과 시 텍스트의 맥

락을 통해 의미화되는 인물 사이에서 규정하는 것 또한 발화에 제시된 사상을 인
식하는 이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이 시에서와 같이 시에서 특정 사물이
나 장면,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상이 전개될 경우에는 행위의 주체로서 인물성보다
는 진술하는 역할 자체가 부각된다. 이로 인해 자칫 발화 주체인 화자가 잊히고 
창작의 주체인 시인과 시인의 표현 의도만이 남아, 학습 독자가 알고 있는 제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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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의 시인의 전기적 사실이나 시인의 말 등이 시 감상에 과도하게 활용될 
우려도 있다.17) 따라서 독자로 하여금 의식적으로 화자의 위치를 규정하게 하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리하자면 시 텍스트는 곧 화자의 발화로서, 시인으로부터 독자로 소통되는 과

정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독자는 시를 해석해야 할 대상으로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발화임을 인식해야 하는데, 이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교육 내용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독자가 스스로 자신의 의식 속
에서 인식된 화자의 위치를 규정하는 단계를 거침으로써 화자와 시적 대상 간의 
관계를 인식하기 위한 거점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때 대상 중심의 교류
적 관계에서 화자가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화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않도록 화자의 역할 차원에서 비교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2. 인식된 사상(事象)을 바탕으로 한 발화의 재구성

시 감상을 구체화 할 때 독자는 화자의 발화를 재구성하는 해석 과정을 거친다. 
화자의 발화를 통해 독자는 발화에 제시된 사상을 파악해내고,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확인한다. 이때 독자는 발화에 표명된 시적 대상들을 규합하는 것
만으로 사상을 파악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로부터 발산되는 의미론적 방향선(方向
線)을 바탕으로 텍스트의 불확정성의 공간을 창조적으로 채워나가면서 화자의 발
화에 대한 자신의 담화를 생성해낸다. 
본 절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해석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시 감상의 구체화 양상

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는 (1) 언어표상의 종합을 통한 화자의 형상화와 (2) 대상 
간의 관계 형성을 통한 사상의 서술의 두 항목으로 구분된다. 사상에 대한 인식 
양상을 구분한 1절의 논의를 따르며, 이들 두 양상은 독자가 화자의 발화를 해체·
규합하여 화자와 시적 대상들 간의 관계를 살펴 화자의 발화를 재구성한다는 점
에서 과정의 성격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화자가 다루고 있는 시적 대
상의 성격과 진술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차이점이 있다. 

17) 다음의 학습 독자 자료를 사례로 제시한다. 
    [실험Ⅴ-S59-문둥이] …(전략)… 1930년대 서정주는 문둥이를 왜 썼을까. 친일파라고 알

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은지, 우리 민족의 아픔을 잘 알고 있었나……. 문둥이들, 어려운 
사람들의 겉모습보단 내적 마음을 표현해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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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화자 중심의 포섭적 관계에서는 화자가 직접 자신을 발화 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이 경우 화자의 발화를 재구성할 때 발화 내용 가운데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 담긴 술어를 중심으로 시적 대상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종합하
여 독자의 언어로 화자를 형상화해낸다. 한편 대상 중심의 교류적 관계의 경우, 
화자는 시적 대상을 제시함으로써 표현 의도가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때문에 먼저 
화자의 발화를 해체·규합하여 제시된 시적 대상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결
합하여 사상을 서술해내는 것이 해석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이때 ‘해체’나 ‘재구성’이란 기존의 관계를 무조건적으로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해체’는 다른 시적 대상들과 규합하기 위해 시적 대상을 잠시 화자와 분
리시키는 것으로, 미리 결속되어 제시되는 화자의 발화 내용에 근거한다. ‘재구성’ 
또한 이러한 ‘해체’를 통해 분리된 다른 시적 대상들을 규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1) 언어표상의 종합을 통한 화자의 형상화

화자를 중심으로 한 포섭적 관계의 경우, 해석 과정에서 독자는 앞선 단계를 통
해 화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시적 대상과 화자의 관계의 특성을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독자는 시적 대상과 그에 대한 판단이 담긴 화자의 발화를 해체·
규합하여 자신의 언어를 통해 발화를 재구성한다. 이때 독자로부터 재구성된 담화
는 독자의 의식 속에 표상으로 남아 있는 시적 대상들을 종합하여 언어로 형상화
한 것을 말하는데, 발화 내용이 곧 화자의 심정을 표출한 것이므로 재구성한 담화
의 내용은 곧 독자가 인식한 화자의 상을 담게 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각 과정은 화자와 시적 대상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화자의 발화를 해체 및 규합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판단 양상을 정리해내
는 단계와 이를 바탕으로 화자의 발화를 재구성하여 화자를 언어적으로 형상화하
는 단계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독자는 화자를 중심에 두고 시 텍스트에 
배열된 사건의 순서를 조정한다거나, 시적 대상 각각의 배열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화자의 발화를 재구성한다. 이에 대하여 다음 시와 그에 대한 전문 독자의 2차 텍
스트를 통해 확인해보도록 한다. 

江물이 풀리다니 
江물은 무엇하러 또 풀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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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무슨 서름 무슨 기쁨때문에
江물은 또 풀리는가

기럭이같이
서리 묻은 섯달의 기럭이같이
하늘의 어름짱 가슴으로 깨치며
내 한평생을 울고 가려했더니

무어라 江물은 다시 풀리어
이 햇빛 이물결을 내게 주는가

저 밈둘레나 쑥니풀 같은것들
또 한번 고개숙여 보라함인가

黃土 언덕
꽃 喪輿
떼 寡婦의 무리들
여기 서서 또 한번 더 바래보라 함인가

江물이 풀리다니
江물은 무엇하러 또 풀리는가
우리들의 무슨 서름 무슨 기쁨 때문에
江물은 또 풀리는가  -「풀리는 漢江가에서」18)

*이남호, 「풀리는 漢江가에서」(1994:412)       
ⓙ시인은 세상살이가 너무나 팍팍하고 서러워 모진 마음으로 살고자 했었다. ⓚ

마치 하늘의 얼음장 가슴으로 깨치며 날아가는 추운 겨울 하늘의 기러기처럼 그
렇게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이러한 맺힌 마음은 끝끝내 끝
끝내 모질지 못하여 마치 한강물 풀리듯이 풀려버리고 만다. ⓜ자신도 이해할 수 
없게끔 슬슬슬 풀려버리는 마음의 옹이, 그러고는 다시 <오늘 제일 기뿐것은 古
木나무에 푸르므레 봄빛이 드는거>라고 말하는 마음이 이 시 속에는 있다. ⓝ어

18) 서정주, 앞의 책, 1994, pp.1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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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고 가파른 세상살이 속에서도 부드러움을 잃지 않는 우리의 마음결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인용한 시 「풀리는 漢江가에서」(『徐廷柱詩選』, 1956)에는 강물이 풀리는 사건과 
강물이 풀리는 모습을 통해 놀라워하는 발화 주체의 태도를 설의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1연과 6연에 반복되어 있어, 독자로 하여금 2연~5연의 내용에 주목하게 
한다. 또한 이 시의 발화 주체와 발화 내용의 주체는 동일하다. 풀리는 강물은 발
화 주체가 바라보는 대상으로 발화 주체로 하여금 ‘우리들의 무슨 서름 무슨 기쁨
때문에’ 풀리는 것인지 의구심을 품게 하는 사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전문 독자가 발화 주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 1절에서 논의한 바 있듯, 시에서 발화 주체는 시 창작의 주체인 시인과 시 
텍스트의 맥락을 통해 의미화되는 인물의 속성을 동시에 지니는 존재이다. 그런데 
이 전문 독자의 경우, 시 텍스트의 맥락을 통해 의미화되는 인물의 속성은 무화하
고, 시 창작의 주체인 시인과 발화 주체를 등치시킴으로써 이 시를 곧 시인의 진
술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1절에서 언급한 바 있듯 시 텍스트를 통해 부
여되는 맥락에서 인물로서의 특성이 두드러지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뿐만 아
니라 이 전문 독자가 ⓝ에서 보듯 창작 주체인 시인의 표현에 주목하여 이 시를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19) 
시 텍스트의 맥락을 공유하고 있는 화자와 비교하면, 시인은 개별 시 텍스트로부

터 초월적인 존재이다. 때문에 작가론을 위시한 전문 독자의 비평에서는 동일 시
집이나 시인의 작품 전체를 통틀어 발견되는 유사한 태도를 시의식이라는 틀로 
설명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전문 독자의 경우에도 인용한 비평의 다른 
부분에서 시인의 다른 시집에 수록된 작품들을 일별하며 ‘한 마디로 말하기 어려
운 겨레의 마음’을 언어로 표현해내는 서정주의 시 세계를 고찰하고 있다.20) 이상

19) 인용문의 < > 안의 구절은 「풀리는 漢江가에서」와 동일 시집에 수록된 시 「無題」를 인용
한 것이다. 이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위의 책, 1994, p.124.

    오늘 제일 기뿐것은 古木나무에 푸르므레 봄빛이 드는거와, 걸어가는 발뿌리에 풀잎사귀
들이 희한하게도 돋아나오는일이다. 또 두어살쯤되는 어린것들이 서투른 말을 배우고 이쿠
는것과, 聖畵의 애기들과같은 그런 눈으로 우리들을 빤이 쳐다보는일이다. 무심코 우리들
을 쳐다보는일이다.

20) 이남호, 「겨레의 말, 겨레의 마음」, 조연현 외, 앞의 책, 1994, pp.411~412.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서정주 시를 읽는 맛의 버금이 그 귀신들린 언어와 수작하는 재미라면, 그 으뜸가는 맛
은 그 속에 표현된 겨레의 아름다운 마음을 만나는 감동이다. …(중략)… 그 마음은 <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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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볼 때, 이 전문 독자는 발화 주체의 위치를 창작 주체인 시인에 위치시켜, 
해당 텍스트를 초월한 작가론의 차원에서 표현의 측면에 주목하여 해석 과정을 
진행한다.  
해석 과정으로 돌아가 보면, ⓚ에 제시되어 있는 시적 대상 ‘하늘의 어름짱’은 

시인이 인식하는 험난한 세상살이에, ‘기럭이’는 시인이 동일시해야 할 대상으로 
시인의 입장에서 의미화되어 있다. 또한 이 전문 독자는 시 텍스트에 배열된 사건
의 순서를 조정하여 시인의 발화를 재구성한다. 발화 내용은 풀리는 강물을 보고
(1연, 3연, 6연), 자신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며(2연), 풀리는 강물의 의미를 파악하
고자(4연, 5연) 하는 시인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용한 비평은 이에 대
해 시인을 중심에 두고 시간 순서에 따라 발화를 재구성한다. ⓙ→ⓚ→ⓛ에서 보
듯 시인이 강물이 풀리는 사건을 보기 전후의 태도 및 처지를 이 전문 독자는 시
간 순서와 인과 관계에 적합하도록 배치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그리고 ⓛ의 맺혀 
있던 시인의 마음이 풀려버린 이유는 발화 주체의 태도에서 나타나듯 시인을 비
롯한 겨레의 마음이 ‘끝끝내 끝끝내 모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질지 못한 
마음은 이어지는 ⓜ, ⓝ에서 그 실체를 드러낸다.  
ⓜ에서는 동일 시집의 「無題」의 특정 시구로부터 이해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데, 그것은 섣달의 서리 묻은 혹독한 겨울 날씨로 인해 얼어붙었던 한강이 풀리는 
모습을 본 시인이 품게 된 봄에 대한 기대이다. 시가 발표되었던 때만 해도 한강
의 결빙기는 상당히 길었고 추위 또한 매서웠다21)고 하니, 해빙이 시작되는 것은 
그렇게도 길고 매서웠던 추위가 이제는 끝나고 봄이 올 것임을 의미한다. 이처럼 
오래된 나무에게 찾아올 ‘봄빛’에 기뻐하는 마음은 곧 ⓝ의 ‘어렵고 가파른 세상살
이 속에서도 부드러움을 잃지 않는 우리의 마음결’에 대응된다. 
결국 이 전문 독자는 풀리는 한강물에 시인의 마음이 풀리는 이유를 겨레의 부

드러운 ‘마음결’에서 찾는다.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결을 가진 우리 겨레에 대한 인
식이 풀리는 한강물로부터 발흥하여 생에 대한 고찰로까지 이어져, 시인으로 하여
금 놀라움의 감정과 함께 기쁨의 감정을 응결케 한다고 본 것이다. 
위와 같은 해석은 시인의 발화를 그대로 옮겨온 것이 아니라, 이 전문 독자가 재

먹으면 자는 듯이 죽는다는 붉은 꽃밭새이>(『花蛇』의 「대낮」, 이후 시집과 작품명은 인용
자 주)에 있기도 하고, <장돌방이 팔만이와 복동이의 사는 골목>(『歸蜀道』의 「골목」)에 있
기도 하고,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 데>(『歸蜀道』의 「푸르른 날」)에 있기도 하고 또 <蓮
꽃 만나고 가는 바람>(『冬天』의 「蓮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속에 있기도 하다. 그 마음
의 한 편린만 여기서 이야기해 보자. …(후략)…” 

21) 유종호, 「서라벌과 질마재 사이」, 『서정적 진실을 찾아서』, 민음사, 2001, p.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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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한 것이다. 시 텍스트에서는 강물이 풀리는 장면으로 인한 발화 주체의 반응
이 가장 먼저 제시되고 있는데 반해, 이 전문 독자는 강물이 풀리기 전후로 변화
하는 발화 주체의 감정에 주목하여 시적 대상들을 조정하여 발화를 재구성한다. 
또한 시 텍스트를 바탕으로 ⓙ에서와 같이 발화 주체가 세상살이를 고되다고 판
단하고 있음을 유추해낸다. 이상으로 볼 때, 비평은 특정 텍스트에 ‘대한’ 2차 텍
스트라는 점에서 특정 텍스트로부터 벗어날 수 없지만, 독자가 구성해낸 또 다른 
텍스트22)이기도 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특징적인 사실은 해석 과정을 통해 ⓜ에서 보듯 동일 시집의 다른 

시를 활용한 상호텍스트적 수용의 계기가 마련된다는 점이다. 이 전문 독자는 발
화 주체를 시인으로 파악하여, 상호텍스트인 「無題」의 특정 구절을 통해 해당 텍
스트의 해석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을 설명하는 데 활용한다.23) 
이처럼 시인을 발화의 주체로 파악하는 것은 시 감상 교육의 국면에서는 시인에 

관한 전기적 사실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폭넓은 
경험지평을 활용하여 시인의 시 의식을 통찰하고, 다른 작품을 바탕으로 해석의 
깊이를 더하는 것은 일단 독자가 발화를 재구성한 다음의 문제이다. 더구나 제시
된 비평은 감상이 진행되는 과정 중의 산물이 아니라, 전문 독자가 감상의 결과를 
돌이켜보고, 이를 언어화한 결과로서의 감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학습 독자를 대
상으로 한 교육의 장면에서는 먼저 시 텍스트에 충실한 해석을 통해 화자의 발화
를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치고 난 후, 텍스트 외부로 감상의 결과를 확장시키도록 
한다. 

[실험Ⅳ-H'13-자화상] 
이 시에서 화자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1연에서는 자신의 과거를 보여

주고 있다. 노비의 아들로 태어났고, 풋살구 하나 제대로 먹을 수도 없는 집안 사
정이 있는 등 어려운 형편에서 살아왔다. 2연에서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자
신은 반성하지 않겠다고 한다.]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세상이 부끄럽다
고 하는데, 이것은 서정주가 거칠게 자라왔음을 의미한다. 3연에서 서정주는 시인
이 되었지만, 시를 쓰는 일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었기에 지금도 힘들게 살고 있

22) 이에 대해서는 Roland Barthes, La Plaiser du texte, 김희영 역, 『텍스트의 즐거움』, 
東文選, 1997, pp.37~47.

23) 동일작가의 작품군에 해당하는 시들을 상호텍스트적으로 읽는 방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였다. 조고은, 「동일작가 작품군의 상호텍스트적 시 읽기 교육 연
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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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한다.]  

이 학습 독자의 경우 발화 주체를 ‘화자’로 보며, 화자가 자신에 대해 성찰한 바
가 곧 발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런데 이 학습 독자는 ⓟ에서부터는 이 시
의 발화 주체를 시인 서정주로 본다. 물론 화자는 창작의 주체인 시인과 무관한 
존재가 아니며, 실제 시인의 체험이 시 속에 반영되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화자와 시인은 강력한 연관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인이 창작의 주체라는 것만으로 발화의 부분을 나누어 해당 부

분의 발화 주체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과는 다르다. 즉 시인이 자신의 체험을 창작 
활동을 통해 화자에 투영시킬 수는 있지만, 화자를 중심으로 한 시 텍스트의 맥락
을 그대로 시인에게 전이시킬 수는 없다. 그런데 이 학습 독자는 ⓟ에서 보듯 화
자의 말을 통해 시인 서정주의 삶을 규정하며, 시 텍스트의 맥락을 통해 형성되는 
시를 쓰는 ‘화자’가 아닌 시인이 된 서정주를 시 텍스트의 맥락에 그대로 투영한
다. 이 학습 독자는 자신이 인식한 화자의 위치를 규정하지 않아, 화자와 시인을 
혼동하여 해석 과정에 무분별하게 활용하게 된 것이다. 
또한 화자의 발화를 재구성하는 작업에 있어서도 ⓞ에서 보듯 1~2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화자의 발화를 각각 요약적으로 나열할 뿐, 여기에 담긴 화자 스스로의 
판단이나 감정의 변화, 태도와 같은 빈 공간을 채워내지 못한다. 이를테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반성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말에서 읽어낼 수 있는 태도는 무엇
이며, 화자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읽어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 독자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독자로 하여금 먼저 화자의 위치를 설

정하고, 발화의 맥락에서 제시되는 언어표상을 종합하여 독자 자신의 언어로 화자 
자체를 형상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2) 대상 간의 관계 형성을 통한 사상(事象)의 서술

대상 중심의 교류적 관계의 경우, 해석 과정에서 독자는 발화에 제시된 사상이 
표현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독자는 화
자의 발화를 바탕으로 시적 대상들이 결합하여 구성된 장면이나 이야기 등의 사
상을 의미화한 뒤, 이를 화자와 연관시켜 그 의도를 유추해낸다. 이때 인식된 사
상은 앞서 살펴본 「冬天」과 같이 시적 대상들을 통해 구성되는 장면일 수도 있고, 
다음에 살펴볼 「문둥이」와 같이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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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상 중심의 교류적 관계에서는 발화 내용의 주체가 화자 본인이 아닌 경
우가 존재하고, 시 텍스트에서 화자의 존재가 두드러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로 
인해 화자 자체보다는 제시되는 사상을 중심으로 해석 과정이 진행된다. 그런데 
화자의 발화를 재구성함에 있어, 시적 대상이 제시된 의도는 간접화되어 표면적으
로 드러나 있지 않는 빈 공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독자가 화자의 발화를 재구성하
기 위해서는 대상 간의 관계를 형성하여 인식한 사상을 서술하고, 이를 통해 발화
를 통해 나타내고자 했던 의도나 화자의 정서를 메타적으로 이해하는 단계를 필
요로 한다. 이상의 내용을 다음에 제시되는 시와 그에 대한 전문 독자의 2차 텍스
트를 통해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해와 하늘 빛이
문둥이는 서러워

보리밭에 달 뜨면
애기 하나 먹고

꽃처럼 붉은 우름을 밤새 우렀다          -「문둥이」24) 전문

  *김용직, 「문둥이」(2000:267)                   …………………………………㉰
…ⓠ‘문둥이’는 우리의 생이 그 자체로 전경화된 의미의 집약체다. ⓡ그 문둥이

는 생각하기에도 끔찍스러운 사건, 곧 보리밭 고랑에서 애기를 먹는 엄청난 죄를 
범한다. 그런데 그것이 ‘꽃’과 일체화가 된 울음을 통해 감각적 실체로 변용되고, 
예술적 차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徐廷柱 초기시의 첫째 특질을 
지적할 수가 있다. 그는 <문둥이>로 대표되는 바와 같이 등장 초기에 생의 원초
적인 의미에 매달렸다. 그리고 그 나름의 독특한 목소리로 그것을 예술화시킨 것
이다.   

*송하선, 「문둥이」(2000:52)                    …………………………………㉱
…이 작품은 ⓢ문둥이가 영아(嬰兒)의 살을 먹는다는 속설에 그 기반을 두고 있

는 작품이다. 말하자면 문둥이는 ⓣ인육(人肉)을 먹고라도 싱싱한 삶을 살고 싶은 
존재이고, ‘해와 하늘 빛’을 서러워하는 존재이며, ‘꽃처럼 붉은 우름’을 ‘밤새’ 우

24) 서정주, 앞의 책, 1994, p.37.



- 61 -

는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왜 이처럼 작자는 ‘문둥이’를 통하여 인간존재의 문제를 강하게 보여주

려 한 것인가? 그것은 다름아니라, ‘原罪의 형벌’(조연현의 표현)을 받고 있는 ‘문
둥이’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 인간의 모습을 환치(換置)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인용한 시는 『花蛇集』(1941)에 실린 「문둥이」라는 시이며, 시의 제목이기도 한 

‘문둥이’라는 시적 대상을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된다. 이는 본장의 1절 (1)항의 
‘화자 중심의 포섭적 관계 구축’에서 살펴 본 <도표 1>의 구도와 유사하기는 하
나, 발화 주체인 화자가 아닌 여러 시적 대상들 중 중심이 되는 시적 대상을 중심
으로 다른 시적 대상들과의 관계가 구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비평 ㉰와 ㉱에서 평자들은 공히 ‘문둥이’라는 시적 대상에 주목하고 있으나, 접

근 방식에서는 각자 다른 양상을 보인다. 먼저 ㉰에서는 발화 내용으로부터 확인
되는 문둥이의 행동을 중심으로 사상을 재구성한다. 이는 발화 내용을 해체하여 
각각의 시적 대상들을 다시 재조직한 과정의 결과이다. 상세히 살펴보자면 먼저 
전체 발화 내용의 주체를 ‘문둥이’로 파악하여 1연의 ‘서러워’하는 주체, 2연의 
‘애기 하나 먹’는 주체, 3연의 ‘꽃처럼 붉은 우름을 밤새 우’는 주체 모두 문둥이
가 된다. 여기에 2연에서 ‘보리밭’을 배경으로 가져와 이를 규합하여 ‘보리밭 고랑
에서 애기를 먹는’으로 발화 주체인 시인 ‘徐廷柱’의 발화에 제시된 문둥이를 재
구성해낸다. 
그런데 이러한 문둥이의 행위는 이 전문 독자에 의해 ‘죄’로 의미화되며, 이 전

문 독자는 시인이 감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이를 예술적 차원으로 승화시키고자 
했음을 유추해낸다. 이는 ‘애기’를 먹는 행위가 살인을 의미하기 때문이며, 또한 
이 전문 독자가 이 작품을 통해 ‘생의 원초적인 의미를 예술화시킨 것’이라는 서
정주 초기시의 특질을 규명해내고자 하는 의도의 소산이다. 앞선 논의에서 지속적
으로 제시된 바 있듯이 이 전문 독자가 시인의 시세계를 통찰해보기 위해서 발화 
주체를 해당 시 텍스트의 맥락에 갇혀 있는 화자가 아닌 시인으로 파악한 것이다.
이는 ⓡ에서 보듯 문둥이의 행동에 대하여 ‘왜 이렇게 참혹한 일을 제시한 것인

지’ 시인의 의도에 대해 의문을 품고, 그 의문에 대한 답을 내놓음으로써 발화의 
빈 공간을 채워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생각하기에도 끔찍스러운’, ‘엄청난 죄를 
범한다’에서 알 수 있듯 문둥이의 행동은 이 전문 독자가 보기에 문둥이의 행동은 
놀랍고 진저리쳐질 만큼 참혹한 일이다. 이 참혹한 모습을 나타낸 의도는 곧 ⓠ에
서 보듯 우리의 생이 이리도 참혹하고, 그 참혹함을 견디며 살아가는 문둥이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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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이 우리의 생에 해당된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함이다.  
이번에는 ㉱를 살펴보도록 한다. 중심이 되는 시적 대상인 ‘문둥이’를 중심으로 

시 텍스트에 제시된 사상을 종합하여, 이를 작자의 의도와 관련시켜 해석한다는 
점, 또한 창작 주체인 서정주의 초기 시세계에 대한 접근을 위해 표현 주체로서 
작자를 부각시켜 해당 시 텍스트를 이해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비평 ㉰와 유사한 
해석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작자의 발화에 접근해가는 방법에 있어서 비평 ㉰와 
차이점을 보인다.
비평 ㉱의 전문 독자는 시 텍스트 외적 맥락을 끌어와 일단 중심이 되는 시적 

대상인 ‘문둥이’에 대해 알려져 있던 속설을 들어 그 의미를 명료화하고자 한다. 
ⓢ와 ⓣ에 따르면, ‘문둥이’는 ‘영아의 살을 먹는’ 존재이며 이처럼 ‘인육을 먹고라
도 싱싱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생명에의 욕구를 표상하는 대상이다. 이 전문 독
자는 시 텍스트의 외적 맥락에 해당하는 문둥이의 속설과 ⓣ에서와 같이 시 텍스
트의 맥락에 제시된 다른 시적 대상들과의 관계를 통해 중심 시적 대상인 ‘문둥
이’의 의미를 재확인한다. 
또한 작자의 표현 의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내적 대화를 활발히 일으킬 수 있

는 조건화된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는 이를 보여주는 것
으로, 이는 교육의 장면에서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해석 단계에서 스스로 
감상을 구체화해나가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학습 독자에게 작자의 의도와 발화 
내용을 연관시킬 수 있도록 이끄는 조건화된 질문의 예를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이상 인용한 ㉰, ㉱ 두 비평을 통해 대상 중심의 교류적 관계에서 독자는 시적 

대상을 발화의 내용으로 삼는 발화 주체의 역할 및 특성을 파악하고, 발화 내용을 
의미화하여 이를 통해 발화 주체의 의도를 추론해가는 해석 과정을 진행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이들 전문 독자는 공히 창작 주체를 화자로 파악하여 
표현의 측면에 주목하여 해석 과정을 전개하였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나 시 텍스
트의 외적 맥락을 활용하여 중심이 되는 시적 대상의 속성을 밝히거나, 시 텍스트
의 맥락에서 ‘문둥이’가 중심이 되어 일으키는 사상을 중심으로 각각 발화 주체의 
발화를 재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때 발화 주체인 화자는 해당 시 텍스트의 특성 상 텍스트 맥락으로부터 의미

를 부여받는 인물로서의 특성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경우 표현 주체인 시인으로 
치환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1절의 (2)항에서 언급한 바 있듯, 개별 텍스트
의 맥락에 구속되는 ‘화자’가 아니라 ‘시인’을 발화 주체인 화자의 위치에 놓은 것
은 해당 텍스트 외에도 시인, 시인의 다른 텍스트 등으로 확장하여 의미화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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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다. (1)항 언어표상의 종합을 통한 화자의 형상화에서의 논의와 비교할 때 독
자가 화자의 위치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해석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Ⅴ-S25-문둥이] 
전에 만화책에서 문둥이가 나오는 부분을 읽은 적 있는데 그때의 장면들이 떠오

른다. 문둥이의 서러움이 만화보다 더 잘 와 닿는 것 같다. ⓥ시각적으로 (붉은 
우름) 표현한 것도 그렇고, 해와 하늘빛이 서럽다는 함축적인 표현에서 만화보다 
더 많은 걸 느끼게 하는 것 같다. 주제는 내가 생각하기엔 그냥 문둥이의 서러운 
인생?? 같다. ⓦ솔직히 주제는 잘 모르겠다… 아니면 ⓧ식민 시대에 친일파였던 
자신의 부끄러움을 문둥이에 비유한 건가?

인용문에서 이 학습 독자는 해당 시 텍스트의 발화 내용보다는 기존에 지니고 
있던 경험지평을 중심으로 해석 과정을 진행한다. 그것은 만화책에서 본 문둥이에 
관한 장면들인데, 이 학습 독자는 기존의 경험과 다르다는 직관적 판단에 그칠 뿐 
어떤 점이 다른가에 대해서는 서술해내지 못한다. 해당 시 텍스트의 발화 내용을 
해석하는 부분인 ⓥ에서도 시에서의 표현이 더 많은 의미를 느끼게 한다고 평가
할 뿐, 정작 ‘더 많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서술하지 않는다. 
이는 이 학습 독자 본인이 ⓦ에서 밝히고 있듯 시적 대상 간의 관계 형성을 통

해 구성된 사상인 ‘문둥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명시된 표현인 ‘문
둥이’와 ‘서럽다’를 바탕으로 주제를 집약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다른 시적 대상들
과 관계를 형성하여 의미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 텍스트 내적 맥락에 대한 부
족한 이해는 해석을 위해 끌어들인 외적 맥락에 관한 진술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단지 ‘문둥이’라는 공통 소재가 등장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뿐, 이 학습 독자는 
문둥이를 통해 깨달은 바를 활동지에 담아내지 못하였다. 
한편, 앞서 전문 독자들도 시 텍스트의 맥락에서 인물로서의 특성을 발견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 시의 발화 주체를 시인과 관련지어 해석하였듯, 이 학습 독자도 
표현의 측면에 주목하여 서술의 주체와 발화 주체를 시인 서정주로 동일하게 파
악하였다. 그러나 이 학습 독자의 경우, 서정주가 친일 행위를 펼쳤다는 것과 같
은 단편적인 지식만으로 구성된 제한된 경험지평을 통해 ⓧ에서와 같이 시인의 
표현 의도에 무리하게 적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상으로 볼 때 학습 독자의 경우에는 제한된 경험지평을 무리하게 적용하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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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우선 시 텍스트의 맥락을 바탕으로 사상 자체를 서술해내고, 빈자리를 채워 
의미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을 알 수 있다.

 3. 재구성된 발화에 대한 판단

독자는 발화 주체가 시적 대상과 맺는 관계 양상을 살펴 화자의 위치를 인식하
고, 그 관계 양상에 따라 화자의 발화 내용을 재구성하는 해석 과정을 거친다. 이
런 과정을 거치면서 독자는 직접경험을 활용하거나 다른 텍스트에 대한 경험을 
활용하는 등 자신의 경험지평을 통해 화자와의 거리를 조정하여 재구성한 발화에 
대해 판단하게 되는데, 이러한 단계가 바로 수용 과정에 해당한다.
이러한 수용 과정을 이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화자와 시적 대상 간의 관계 양상

에 따라 각각 (1) 형상화된 화자에 대한 주관적 평가, (2) 서술된 사상에 대한 메
타적 이해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1) 형상화된 화자에 대한 주관적 평가

이 항에서는 화자를 중심으로 시적 대상이 포섭되는 관계 양상에서의 독자의 수
용 과정에 대해 다룬다. 독자는 화자를 언어적으로 형상화하는 해석 과정과 함께 
그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수용 과정을 거치는데, 이러한 양상은 전문 독
자뿐만 아니라 학습 독자에게서도 흔히 발견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특히 화자 중심의 포섭적 관계 양상에서 수용 과정은 작품에 주체적으로 몰입하

여 사실 및 자신에 비추어 보는 과정인 조응(照應)25)에 대응된다. 독자가 형상화
된 화자에 대해 내리는 주관적 평가는 작품 속 화자의 정서나 태도와 같은 문학 
정서를 이르는 것이 아니라, 화자를 언어적으로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독자에게서 
추동되고 발흥하는 문학 정서 체험의 영역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26) 
이를 전제로 두고 그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자는 화자의 발화를 재구

성하는 해석 과정에서 형상화된 화자 자체나 화자가 보이는 행동에 대하여 감정
적인 반응 및 인지적 판단을 내린다. 이러한 감정적 반응 및 인지적 판단을 설명
하고 이해하기 위해 독자는 자신의 경험이나 관점에 비추어보아 공감 여부를 판

25) 김대행, 『문학교육의 틀짜기』, 역락, 2006, pp.176~178.
26) 문학 정서와 문학 정서 체험의 관계에 대해서는 최지현, 앞의 논문, 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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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기도 하고, 다른 대상과 비교·대조하여 추출한 특징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한
다. 이러한 과정은 형상화된 화자에 대한 독자의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다. 다음의 
예시를 통해 각 양상을 소개한다.
 

*김용직, 「自畵像」(2000:269~270)        …………………………………㉲
ⓨ<自畵像>은 그 강한 현실감 내지 현장성이 매우 돋보인다. 여기서 ⓩ[화자는 

한반도의 어느 바닷가에 살았음직한 머슴애였고, 동시에 甲午年이라는 연도로 미
루어 보아 일제시대의 궁핍한 삶을 감수한 시골 토박이 출신이다.] …(중략)… ①
[구체적으로 <흥보가>에는 그 줄거리가 진전되면서 흥보의 가난에 찌든 생활이 
그려져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런 경우의 고전들이 대개 그렇듯 그 체험은 정리
되고 재조직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보다 오히려 더 많은 부분
이 과장되고 허풍스러운 목소리로 주워섬겨져 있을 뿐이다. 그 결과 <흥보가>는 
인간의 생생한 삶을 그려 내기보다 수다스러운 말의 나열에 그친다.] 
②[위의 보기에 나타난 바와 같이 <自畵像>은 그들과 전혀 다르다. <흥보가>나 

<심청가>의 해당 부분에 비하면 <自畵像>은 그 몇십 분의 일도 안 된다. 그런 분
량인데도 “손톱이 깜한 에미의아들”은 아주 구차한 가정에서 자란 어느 少年의 
심상을 매우 실감나게 보여 준다.]  

비평 ㉲에서는 형상화된 화자에 대한 인지적 판단을 제시하고, 다른 텍스트를 비
교의 대상으로 삼아 해당 텍스트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 인용문의 구성을 대략적으로 정리해보면, 형상화된 화자에 대한 인지적 판단
(ⓨ) → 시 텍스트 속 화자에 대한 해석(ⓩ) → 비교 대상인 <흥보가> 등을 통해 
판단의 근거 제시(①) → 판단의 재확인 및 부연(②)이다.27) 
상세하게 살펴보자면, ⓨ에서 보듯 이 전문 독자는 형상화된 화자의 모습으로부

터 ‘강한 현실감 내지 현장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인지적 판단을 내린다. 여기에
는 시 텍스트를 통해 이 전문 독자가 구성해낸 화자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
며, 한편으로는 이 전문 독자가 이미 알고 있던 <흥보가>와 비교해볼 때, 해당 시 
텍스트의 화자의 체험이 ‘정리되고 재조직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또한 ⓨ와 같은 판단의 근거를 이룬다. 
이처럼 형상화된 화자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경우, 화자에 대한 인지적 판단과 

더불어 이를 드러낼 수 있는 비교의 대상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판단을 뒷받침

27) 언급한 바 있듯 이것이 이 전문 독자의 사고 과정의 순서를 의미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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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수용 과정이 진행된다. 특히 이 전문 독자의 경우 
발화 맥락을 통해 형성되는 시적 인물에 화자를 위치시킴으로써 다른 텍스트의 
인물과 비교하여 평가를 내릴 수 있었다. 동일 작품에 대한 다음의 인용문을 통해 
수용 과정의 또 다른 양상을 확인해보도록 한다. 

 *정효구, 「自畵像」(2001:32~33)        …………………………………㉳
③[저는 저의 자화상을 그려 보이기가 겁이 납니다. 자화상을 그려보이려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의 깊이까지 심층적인 자기 분석을 감행해야 하고 그 
분석 내용을 백일하에 고백해야 하는데 저에게는 그런 용기가 없는 것인지도 모
릅니다. 그것을 달리 말하면 아직도 제가 가면을 쓰고 살아가려는 사람이라는 징
표일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④서정주의 시 <자화상>을 제가 좋아하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언제쯤 저도 제대로 된 자화상을 하나쯤 그려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
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앞서 말했듯이 ⑤적나라하게 심층적으로 자기 분석을 
감행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고백하며 승화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한 인간은 
그의 존재 전체, 그의 인생 전체와 화해를 이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전문 독자는 ⑤에서 보듯 시 「自畵像」이 ‘적나라하게 심층적으로 자기 분석을 
감행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고백하여 승화’시켰다는 점을 전제한다. ⑤의 진술을 
바탕으로 할 때, 이 전문 독자는 시를 통해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심층적이고도 
적나라하게 분석하여 이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삶은 자신의 존재 및 
인생 전체와 화해를 이룬 것이라 여긴다. 
이러한 판단에 도달하게 된 것은 이 전문 독자가 발화 주체의 태도를 자기 자신

의 경우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이다. ③을 보면 이 전문 독자는 「自畵像」에서처럼 
자기 자신을 파고 들어가는 자기 분석도, 그렇게 힘겹게 얻어낸 자기 분석의 결과
를 남에게 보이는 것 모두 겁이 나는 독자 자신의 경우에 비추어봄으로써, 이를 
이겨낸 「自畵像」의 발화 주체인 ‘시인’에 대하여 ④과 같은 감정적 반응과 ⑤와 
같은 평가를 내리게 된 것이다.
이상으로 볼 때, 비평 ㉲와 ㉳는 동일한 시의 발화 내용을 각각 다른 텍스트와 

자기 자신의 경우 등 각기 다른 대상에 적용시키는 양상을 보였다. 본고에서는 이
러한 양상의 차이가 두 전문 독자가 해당 시 텍스트에서의 화자를 어떻게 파악하
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상응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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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비평 ㉲의 경우 이 전문 독자는 이 시의 발화 주체를 화자, 즉 창작 주체인 
시인과 시 텍스트의 맥락으로부터 의미화되는 인물 가운데 시적 인물로서의 특성
이 부각되는 존재로서 파악하는 양상을 보인다. 비평 ㉲의 ⓩ에서 확인할 수 있
듯, 다른 시적 대상들과의 관계를 통해 발화 주체의 인물성은 두드러지게 나타난
다. 이에 대하여 이 전문 독자도 단지 발화 주체로서만이 아닌 “손톱이 깜한 에미
의아들”라는 구절로부터 ‘구차한 가정에서 자란 어린 少年의 심상’이 떠오른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 전문 독자는 창작 주체의 역할을 표현의 측면에 한정하여 
인물로서의 화자 상이 창작의 주체인 시인의 체험을 반영하여 표현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비평 ㉳의 경우에는 비평 원문 전반에 걸쳐 창작 주체인 시인 서정주의 

생애를 시 텍스트의 맥락과 연관시키고, 시인의 대담이나 자전적 서술에서 확인되
는 내용을 바탕으로 발화 내용을 해석한다.28) 이런 경우, 발화 내용은 곧 시인의 
발화로 치환되며, 시 텍스트의 맥락을 통해 구성되는 의미들은 모두 시인에게로 
전이된다. 그로 인해 ㉳에서는 시인의 삶이 발화 주체와의 적극적인 연관 관계에 
놓이나, ㉲에서는 시인의 역할이 체험을 공유하는 대상이기는 하나 이를 표현을 
통해 투영시키는 창작 주체로서만 한정되어 제시된다.
이번에는 다음은 학습 독자의 활동지를 통해 수용 양상을 확인하고, 이를 전문 

독자의 경우와 비교해봄으로써 교육적 적용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실험Ⅳ-H'46-자화상]        
⑧외할아버지가 숱이 많으셔서 부럽다.(우리 할아버지는 머리가 거의 빠지셔서 

더 부러움) ⑨화자는 아빠를 기다리는 것 같지만 나는 아버지가 일찍 오는 게 싫
다. ㈀시를 읽으면서 우리 엄마도 임신했을 때 살구 먹고 싶다고 했었는데 이 시
의 화자의 엄마도 살구 먹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고 우리 엄마 생각이 났다. 그리
고 ㈁‘몇 방울의 피’를 보고 오늘 내가 피보게 될 순간이 다가오는 게 실감이 났
다. …oh my god…!         

28) 정효구, 『시읽는 기쁨 1』, 작가정신, 2001, pp.29~42.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해 부분을 
인용한 것이다. 

    “서정주는 제2연에 와서 그가 시를 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밝힙니다. 그러므로 
그의 자화상은 일상인으로서의 삶과 시인으로서의 삶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심장에 물기가 마르는 질병을 앓으며 고통스러워하는 그가, “시인이란 심장을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닌가! 흥분하고, 슬퍼하고, 감격하고, 불쌍해 하고……”, “그러니 60년
이 넘도록 심장을 과도하게 쓴 내가 심장병을 앓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지”라고 말
한 것처럼 그의 자화상은 시를 쓰는 일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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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한 학습 독자의 감상문은 수용 과정의 교육을 설계하는 데 있어 유용한 관
점을 제공한다. 먼저 이 감상문이 과연 시 「自畵像」에 대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
다. 이는 다시 말해 수용 과정과 해석 과정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시 감상의 과
정적·누적적 성격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수용 과정은 해석 과정의 결과와 무관
하게 진행될 수 없다. 
그런데 이 인용문의 경우, 시적 소재들로부터 떠오르는 자신의 경험을 대응시키

는 데에만 주력하여, 시의 내용과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반응만을 나열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를테면 ⑧은 머리숱, ⑨은 아빠의 귀가, ㈀은 엄마와 살구, ㈁은 
피 등 시적 대상으로부터 촉발되는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들을 나열하는 것이다. 
물론 독자가 시적 대상으로부터 연상되는 경험을 떠올리게 되면, 상상 작용이 활
성화되어 감상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29) 그러나 이 인용문에서는 언어표상의 
종합을 통해 형상화되는 화자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언어표상 하나하나가 등장할 
때마다 단순한 연상을 지속함으로써 그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반응을 서술하는 
것에만 그치고 있다. 따라서 제시된 글을 해석 과정과 수용 과정을 거친 구체화된 
시 감상이라고 보긴 어렵다. 
이러한 학습 독자 자료를 통해 수용 과정은 해석 과정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시 감상의 구체화의 전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독자가 자신의 경험을 
언어표상의 종합을 통해 형상화되는 화자에 대응시키고, 화자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 다른 사례를 다
음의 인용문을 통해 확인해보도록 한다. 

[실험Ⅱ-S03-4-자화상]        
<자화상>의 화자가 바로 명확하게 그려지지는 않으나 ㈂나는 이 시를 읽으며 

<쥐>의 저자 아트 슈피겔만이 떠올랐다. ㈃[그의 부모는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였고 
형은 홀로코스트의 희생자였다. 청년 시절 그는 정신병원 신세를 졌으나 유대인 
학살의 모습을 확실히 그린 <쥐>라는 명작을 써내었다.]
㈄[나는 화자의 집이 가난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전쟁의 여파가 채 지나기도 전 

바다에 묻힌 할아버지, 종 아빠, 엄마의 까만 손톱이 무엇인진 모르나 긍정적 소
재가 아님은 틀림없다. 이 추측은 2연의 첫 연에서 힘을 얻는다. 잘 보살핌 받고 
자란 이가 자신을 바람이 키웠다고 하진 않을 것이다. 어둡고 추운 집을 벗어나 
바깥을 헤매는 소년의 모습이 그려진다.] 

29) 이에 대해서는 구영산, 앞의 논문, 2001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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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쥐>로 돌아가자면 <쥐>의 저자이자 서술자인 아트의 가족은 목숨, 젊음, 
재산, 가족을 전쟁에 남기고 왔다. 나는 바다를 전쟁과 부분적으로 겹쳐 본다.  
㈅아트는 형이 남긴 열등감과 부모의 히스테리 속에서 자란다. 물론 그만큼 절망
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는 아니나… 저 바람은 바닷바람이지 않을까. ㈆외할아버
지뿐 아니라 삶의 시련, 고통, 가난과 울음을 담고 행복과 평화를 먹어치운 바다
가 불어내 주는 바람. 그런 바닷바람이기에 화자를 곱게 키우진 않는다. 바닷바람
은 자애로운 유모가 아니다. 보석을 연마하는 돌통 혹은 조각칼에 가깝다. 중간 
과정에서는 ‘죄인’과 ‘천치’를 만들고 ‘언제나’ ‘피가’ 섞여 있으리라. ㈇[그러나 그 
연마가 끝나면, 연마된 보석이 굴러 나오고 조각상이 모습을 드러내고 아트가 
<쥐>를 썼듯, 바람을 계단삼고 화를 지팡이 삼아 그는 ‘올’ 것이다.]  

 
이 학습 독자는 시 텍스트의 맥락을 통해 구성되는 인물과 발화 주체인 화자를 

동일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에서 보듯 「自畵像」의 화자와 <쥐>의 저자이자 주
인공인 ‘아트 슈피겔만’이 연관 관계에 놓인다. 이와 같은 판단에 이른 이유는 두 
인물 모두 어린 시절에 잘 보살핌 받고 자라지 못했다는 유사성에서 기인한 것으
로 「自畵像」의 경우 ㈄, <쥐>의 경우 ㈃,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들 간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것은 ‘전쟁’으로, <쥐>의 경우 ㈃의 언급에서 확인할 수 있으
나, 「自畵像」은 ㈆에서 보듯 시에 나타난 외할아버지에 대한 언급으로부터 이를 
연상하였다. 따라서 아트와 화자는 ‘전쟁’을 공유하게 된다.
이상에서 보듯, 독자가 화자와 유사한 대상을 제시하여 진행한 수용 과정에서 교

육의 국면에서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근거 있는 
해석’30)과 관련된 타당성 판단의 문제로, 이 학습 독자가 화자의 미래와 아트의 
결말을 동일시한 것과 관련된다. ㈇을 참고하면, 이 학습 독자는 결론적으로 아트
가 <쥐>를 쓰면서 어린 시절을 극복해내었듯, 「自畵像」의 화자도 ‘바람을 계단삼
고 화를 지팡이 삼아’ 극복해 낼 것으로 본다. 
이 학습 독자가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화자와 아트가 유년 시절에 보살핌을 

잘 받지 못했다는 점, 또한 그들이 살던 시대가 전쟁의 영향력 안에 있었다는 점 
등에서 둘의 공통점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판단이 타당성 있는 판
단인지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있다. 「自畵像」의 화자는 아직 청년에 불과하
고, 화자의 의지만을 발견할 수 있을 뿐 시 텍스트에서 긍정적인 미래를 확언할 
만한 표지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또한 시각을 전환하여 생각하면, 두 대상이 여러 

30) 윤여탁 외, 앞의 책, 2010,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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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들 가운데 단 두 가지의 공통점만을 공유할 뿐이라고도 볼 수도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서로 다른 맥락에 놓인 인물을 비교·대조할 때에는 특정 텍스트의 맥
락을 무리하게 전이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당 텍스트의 맥락에서 해석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학습 독자의 해석 과정이 항상 그 해석의 타당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과도

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31)는 점을 고려하게 되면, 이와 같이 감상의 근거를 제
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의의를 갖는다. 학습 독자가 자신의 판단과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동료 학습 독자와 교사가 함께 하는 시 교육 교실에서 그 자체로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습 독자 자신에게도 이러한 경험은 
자신의 수용 과정을 다듬어 타당성 있는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시 감상의 구체화 과정은 대
화를 통해 소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서술된 사상(事象)에 대한 메타적 이해

이 항에서는 대상 중심의 교류적 관계 양상에서의 독자의 수용 과정에 대해 다
룬다. 독자는 대상들 간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사건이나 장면, 이야기 등을 포
함하는 사상 자체를 진술해내고, 이를 간접화된 화자의 의도와 관련짓는 해석 과
정을 거치게 된다. 독자의 수용 과정은 해석 과정을 통해 서술된 사상을 바탕으로 
다른 텍스트나 추상적 개념에 이를 확장시키는 메타적 이해 양상을 보인다. 이러
한 메타적 이해의 양상은 독자가 파악한 시적 대상이나 사건, 장면 등의 사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로 이어지는 경우와 간접적으로 제시되었던 화자에게 접근하여 
화자가 느꼈을 정서나 태도를 추적해보고, 그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로 구분
되어 나타난다. 
특히 발화에 제시된 사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 양상에서는 독자가 화자의 발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다른 대상으로 전이시켜, 이해의 폭을 확장하는 경우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본 절의 (1)항에서 다른 대상과 비교·대조해 봄으로써 추출
한 특징을 근거로 제시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다른 대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1)항의 경우 유사성을 근거로 하여 독자의 경험지평에 있는 대
상을 제시하여 주관적 판단의 근거로 삼거나 둘 간의 조응에 주목한다면, 이 경우

31) 위의 책, pp.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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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화자의 발화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외연이 넓은 추상적인 대상이나 독자가 
잘 모르는 대상으로 전이시키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이러한 경
향은 특히 전문 독자에게서 주로 발견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먼저 발화에 제시된 사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에 주력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한다. 

*김윤식, 「上歌手의 소리」(1994:123~124)        
<뙤약볕 같은 놋쇠 요령 소리>라는 이 엄청난 미당의 메타포가 실상은 그 특별

난 <明鏡>과 동질적이라든가, 이 메타포의 위치가 절륜의 경지임을 설명한다든가 
증명하려는 의도를 나는 갖고 있지 않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藝
人>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藝>란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일 따름이다. …(중략)… 
이 <뙤약볕 같은 요령소리>의 경지는 한 사회의 한계 인간에게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그것은 동시에 <똥오줌 항아리를 明鏡>으로 하여 자기 얼굴을 비춰보는 
그 기름진 <거울>의 생활과 동질적일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나는 예술의 최고 경지란, 할 수만 있다면 <이승 저승에 두루 무성하게 

하는 것>에까지 떨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승 저승에 두루>란 <時, 空의 
超越>이라는 철학 단위와도 꼭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훨씬 윗길이다.

「上歌手의 소리」를 대상으로 한 이 비평에서 ‘나’란 전문 독자 자신을 일컫는 
말이다. 이 전문 독자가 발화 내용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목표를 두는 것은 
시 텍스트로부터 형성되는 인물로서의 화자가 아닌, 필자 자신이 시 텍스트로부터 
추출한 ‘예(藝)와 예인(藝人)’이라는 추상적 대상에 대한 이해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전문 독자가 상정하는 예의 경지는 상가수가 내는 ‘<뙤약
볕 같은 요령소리>의 경지’로 규범 속의 예술을 지향하는 유학파에게서는 절대 발
견될 수 없는 ‘예술의 최고 경지’이다.32) 이 전문 독자가 보기에 이러한 경지는 
<똥오줌 항아리>로부터 <거울>이라는 심미적 몫을 부여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심미파 예인에게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예인들이 추구하는 예의 경지는 문자로 남아 있거나 실체를 남기지 

32) 김윤식은 서정주가 쓴 「질마재」라는 수필을 바탕으로 『질마재 神話』에 등장하는 인물의 
유형을 유학파, 자연파, 심미파의 셋으로 분류하여 살피고 있다. 이는 이들이 특정한 개인
으로서 뿐만 아니라, 전형성을 획득하고 있는 인물군을 나타낸다는 판단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윤식, 「전통과 藝의 의미」, 조연현 외, 앞의 책, 1994, 
pp.119~1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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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율문 양식이나 생활 의식에 스며들어 전해져 내려온다. 때문에 그 경지는 
‘이승 저승’을 가리지 않으며 ‘시공의 초월’까지 넘어서는 위 단계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 전문 독자는 상가수라는 시적 대상을 제시한 발화 주체의 의도
를 통해 필자 자신이 추출한 화젯거리, 즉 ‘예에 기반을 둔 한국 예술’과 같은 추
상적 대상을 이해하는 메타적 이해의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번에는 추론한 화자의 의도를 바탕으로, 시 텍스트에 간접적으로 제시되었던 

화자에게 접근하여 화자가 느꼈을 정서나 태도를 추적해보고, 그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를 다음의 인용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눈물 아롱 아롱 
피리 불고 가신님의 밟으신 길은
진달래 꽃비 오는 西域 三萬里.
흰옷깃 염여 염여 가옵신 님의 
다시오진 못하는 巴蜀 三萬里. 

신이나 삼어줄ㅅ걸 슲은 사연의
올올이 아로색인 육날 메투리. 
은장도 푸른날로 이냥 베혀서 
부즐없은 이머리털 엮어 드릴ㅅ걸. 

초롱에 불빛, 지친 밤 하늘 
구비 구비 은하ㅅ물 목이 젖은 새, 
참아 아니 솟는가락 눈이 감겨서 
제피에 취한새가 귀촉도 운다. 
그대 하늘 끝 호을로 가신 님아                         - 「歸蜀道」  전문
* 육날메투리는, 신 중에서는 으뜸인 메투리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조선의 신발

이였느니라. 귀촉도는, 행용 우리들이 두견이라고도 하고 솟작새라고도 하고 접동새
라고도 하고 子規라고도 하는 새가, 귀촉도…… 귀촉도…… 그런 發音으로서 우는 
것이라고 地下에 도라간 우리들의 祖上의 때부터 들어온 데서 생긴 말슴이니라.33)

*천이두, 「歸蜀道」(1994:66)        
귀촉도란, 이제는 망하고 없는 고국(촉나라)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통곡하는 촉

33) 서정주, 앞의 책, 1994, pp.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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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충신의 넋이 화한 새로 알려져 있다. ㈈<제 피에 취한> 귀촉도의 울음 속에
는 망국의 한이 서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레이터가 그러한 귀촉도의 울음에 
공감하는 그 애절한 전설이 내레이터 자신의 망국의 한과 빈틈없이 일치하기 때
문이다. ㈉제 피에 취하여 <목이 젖도록> 울어대는 귀촉도의 울음 속에서 내레이
터는 자기 자신의 恨의 실체를 느낀 것이다. 그런데 그 귀촉도는 또 <다시 오진 
못하는 巴蜀 三萬里> 먼 곳으로 임을 떠나보낸 한 청상의 모습으로 가탁되어 있
다. 요컨대 내레이터는 귀촉도의 뼈저린 망국한 속에서 떠나간 임을 못 잊어 하
는 애절한 청상의 설움을 또한 느낀 것이다. 귀촉도의 망국한과 청상의 망부한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다.

인용문은 시 「歸蜀道」(『歸蜀道』, 1948)에 대한 전문 독자의 비평이다. 이 전문 
독자는 1, 2연을 청상과부와 동일시되는 대상인 ‘귀촉도’의 독백으로, 3연을 ‘내레
이터’의 진술로 이해한다.34) 그리고 내레이터가 1, 2연에 이러한 독백을 전달하고 
있는 것은 ㈈와 ㈉에서와 같이 망국의 한(恨)이 서려 있는 귀촉도의 울음이 내레
이터 자신의 한을 드러내준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파악한다. 즉 내레이터는 망국
의 한의 표상인 귀촉도를 통해 자신의 한을 드러내는데, 이러한 한이 텍스트에 제
시된 청상과부에게서 확인되는 한의 실체와 닮아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전문 독자는 내레이터가 귀촉도와 청상으로부터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정서를 ‘한’으로 파악하는데, 내레이터와 ‘한’을 연결하는 고리를 ‘시인 서정주’로
부터 찾고 있다. 즉 이 시에 나타난 7·5조의 율격과 청상의 망부한은 「井邑詞」로
부터 이어지는 한국 서정시의 표상이며, 식민지 시대의 젊은 시인 서정주가 이러
한 명맥을 잇고 있다는 것이다.35) 때문에 이 전문 독자는 창작 주체인 서정주가 
한국 서정시의 표상을 통해 망국의 한을 표현해냈다고 해석한다.
이때 ‘내레이터’라는 용어는 이 전문 독자가 시인 서정주를 창작 주체로서 한정

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내레이터’는 흔히 소설의 서술자를 이르는 개념으로, 전달
자로서의 중개성이 강조된 개념이다. 특히 이는 텍스트 속에 각인된 개념으로서 

34) 천이두, 「지옥과 열반」, 조연현 외, 앞의 책, 1994, p.66. 
    한편, 시의 발화 주체에 대하여 논자들이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김재

홍과 오세영은 이 시의 발화 주체를 시 텍스트에서 맥락화된 인물인 퍼스나로 파악하였으
며, ‘귀촉도’를 떠나간 임의 대리이자 한의 객관적 상관물로 파악하였고, 이민호는 이 시의 
발화 주체를 귀촉도로 분한 시인으로 파악하였다. 각각의 서지 사항은 「歸蜀道」에 대한 
<표 2 전문 독자의 2차 텍스트 목록> 참조.

35) 위의 책, pp.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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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주체와는 거리를 두고 사용된다.36) 이 전문 독자는 1, 2연을 귀촉도의 독백
으로 보고 있어, 내레이터의 발화 속에 통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전달하
는 역할을 부각시키고, 또한 창작 주체의 의도를 투영하는 시 속의 장치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내레이터’라는 용어를 활용한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서술된 사상에 대한 메타적 이해의 양상은 ㉷에서 보듯 

사상 자체에 대한 이해와 이를 제시한 발화 주체의 의도를 바탕으로 서술된 사상
에서 추출한 추상적 개념에 대한 심층적 이해로 나아가는 경우로 나타난다. 또한 
㉸와 같이 서술된 사상 자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화자의 의도를 추론하는, 시 
텍스트 자체에 대한 메타적 이해의 또 다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 독자들은 첫 번째 양상의 경우 다음의 경우와 같이 추론된 화자의 의도를 

다른 현상에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둥이」를 예로 들면, 전문 독자들이 근
원적이고 보편적인 차원에서 문둥이의 의미에 접근해간 것에 비해, 학습 독자들은 
문둥이가 느꼈을 억울함이나 소외감, 외로움 등의 심정에 주목하여 이를 사회 문
제에 적용시켰다.37) 그러나 다음의 경우와 같이 유사한 정도가 낮은 사안을 제시
하여 수용의 타당성이 떨어뜨리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다.   

[실험Ⅴ-S41-문둥이] 
서정주의 <문둥이>를 읽고, 문둥병을 앓는 사람의 심정을 느껴서 선택하였습니

다. 시에서 인상 깊은 것은 ‘애기 하나 먹고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입
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스스로 먹고 밤새도록 울었다는 것은 그 병을 앓는 사람
의 ㈊복잡한 심리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스스로 컴퓨터 해놓고, 공부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짜증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리고 이 시가 전달하려는 주제는 ㈋문둥병을 앓는 사람의 서러운 심정을 노래한 
것 같습니다. 

3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편, 『국어교육학 사전』, 대교출판, 1999, pp.412~415.
37) 다음 학습 독자의 답변이 대표적인 예이다. 
    [실험Ⅴ-S41-문둥이] 나는 서정주의 <문둥이>를 골랐는데 시에 나오는 나병 환자의 차별

받는 시선이 요즘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시의 문둥이가 근거 없는 소문 
때문에 사회와 차단되어 사는 모습이 요즘 사회에서 여러 루머들에 시달려 사회와 차단된 
사람을 연상시켰다. 예를 들면 사실이 아닌 소문에 친구들에게 소외당한 왕따 문제라든가 
여러 루머들에 휘말려 사회에서 매장당한 연예인들 말이다. 이 시에서 작가는 나병환자뿐
만 아니라 이렇게 사회에서 잘못된 오해로 인해 소외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변해 그들의 
아픔을 서정적으로 표현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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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습 독자는 ㈋에서 보듯 이 시가 전달하려는 바를 문둥병을 앓는 사람의 서
러운 심정을 노래하기 위한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인용문에서 이는 복잡한 심
리㈊로 집약된다. 그러나 이 ‘복잡한 심리’라는 것은 외연이 넓은 것이어서 그 감
정의 실체를 한정하기가 어렵다. 문둥병을 앓는 사람이 느꼈을 복잡한 심리는 원
치 않는 병으로 인한 서러움, 사람들의 오해로 인한 억울함,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일반인에 대한 부러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
어나는 것이므로 그 실체가 모호하여 유사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비교 대상 자체가 적절치 못한 것과는 별개로, 이 학습 독자가 문둥병을 앓는 사

람의 복잡한 심리에 빗대어 제시한 자신의 경험과 문둥이의 경우 간의 유사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이다. 즉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일어났다고 하
여 복잡한 심리가 아니며, 스스로 컴퓨터를 한 것에 대해 느끼는 자책감과 문둥병
을 앓는 사람이 느끼는 억울함 등의 감정 사이에는 괴리가 크다. 
이처럼 수용 결과의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학습 독

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수용 과정에 대하여 타당성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
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절차를 설계해야 한다. 
이번에는 독자들이 추론한 의도를 통해 시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경

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실험Ⅳ-H'52-동천] 
화자는 님을 그리워하나보다. 정말 정말 그리워서 님을 꿈에서도 보고 하늘을 

날아가는 새만 봐도 님이 생각나나 보다. 내 마음 속의 고운 님이라니까 화자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눈썹을 하늘에 심었을 리도 없고 새가 그걸 비
껴갈 리도 없는데 그런 말을 한다는 건 뭘 보든 간에 님이 생각나나 보다.

인용문에서 이 학습 독자는 시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양상을 보여주었
는데, 특히 화자의 정서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이 시에서 환기되
는 장면은 겨울 하늘에 조각달이 떠 있고, 새 한 마리가 지나가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이 학습 독자는 ㈌에서 보듯 이 장면이 실제 현실이 아니라 화자의 마음속
에 구현된 것일 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장면을 제시하여 화자가 말
하고자 했던 것은 곧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표현 의도
를 유추해내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 학습 독자는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장면을 그려낸 것,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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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꿈에서도 보고, ‘하늘을 날아가는 새만 보아도’ 임을 떠올려내는 화자의 모습
을 통해 그가 지니고 있을 사랑과 임에 대한 그리움의 깊이를 가늠하고 있다. 화
자의 발화를 재구성함으로써 얻어낸 사상은 겨울 하늘이라는 장면이나, 이를 화자
의 표현 의도와 관련지어 화자의 정서에까지 확장해간 것이다. 이는 결국 시 텍스
트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이끌게 되므로, 이를 화자뿐만 아니라 다른 시적 장치들
로 확장해나가도록 교육하는 것이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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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 감상의 구체화 교육의 설계 

이 장에서는 Ⅲ장에서 분석된 시 감상의 구체화 양상과 이를 통해 도출된 교육
적 과제들을 바탕으로 화자를 중심으로 한 시 감상의 구체화 교육을 설계하도록 
한다. 이에 앞서 전제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Ⅲ장의 논의를 바탕으
로 하여 ‘화자에 의한 시의 소통구조’, ‘소통을 기반으로 한 의미화 과정’, ‘경험지
평에 근거한 자기화’와 같은 교육 내용을 추출하였다. 또한 이러한 교육 내용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의 절차 및 세부 활동으로 ‘비교하기를 통한 화자의 위치 파
악’, ‘도표 그리기를 통한 의미의 재구성’, ‘소집단 대화를 통한 서술적 평가’로 구
안하고, 이를 적용하여 교육적 효과를 확인해보았다. 

 1. 시 감상의 구체화 교육을 위한 전제

여기에서는 시 감상의 구체화 교육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
하여 다루도록 한다. 첫 번째는 교실이라는 담론 공간에서 학습 독자가 스스로를 
한 사람의 담론 주체로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Ⅱ장과 Ⅲ장 논의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자를 중심으로 한 시 감상의 구체화는 학습 독자가 시
를 감상하는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각의 단계가 순차적으로 이루
어져야 하고, 이전 단계가 누적적으로 남아 다음 단계에 승계된다는 점이다. 
먼저 학습 독자가 자신의 문학 경험을 확충해나가는 데 있어 교실이라는 담론 

공간의 특성은 교사와 학습 독자 및 시 텍스트 등 담론의 주체들 간의 소통에 주
목하게 한다. 학습 독자들은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수업에 참여한 학습 독자이기 
이전에 개별적인 독자의 한 사람이자, 참여하게 되는 맥락에 따라 상이한 모습으
로 변화될 잠재성을 지닌 주체들이다.1) 그러나 이들이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이라는 맥락에 참여하게 될 때에는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와 발전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감상을 언표화하여 소통할 수 있는 주체로의 전환을 요구받는다. 개
별 독자로서의 감상과는 달리, 교사나 다른 학습 독자가 함께하는 교실에서의 감
상은 제시된 근거의 적절성 및 타당성을 평가받고, 소통을 통해 문화적 담론으로 

1) 이는 최인자, 「청소년 문학 경험의 질적 이해를 위한 독서 맥락의 탐구」, 『독서연구』제16
호, 한국독서학회, 2006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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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쓰기나 말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표현된 언어의 형태로 
소통되어야 한다. 
이번에는 화자를 중심으로 한 시 감상의 구체화가 과정적 성격을 띤다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물론 실제로 독자가 시를 감상하는 과정은 독자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며, 이를 외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또
한 이는 개별 독자, 개별 작품, 특정한 상황 맥락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보
이므로 절대적인 법칙으로 수립하는 것은 일면 모순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시가 감상되는 과정 자체를 서술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시 
감상을 교육하는 상황을 전제로 학습 독자가 시를 자신의 언어로 나타내는 경험
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데 목적을 둔다. 따라서 학습 독자가 의식적으로 자신의 
감상 과정을 자각하여 조정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단계를 구분하
고, 과정을 설정하여 그에 따른 활동을 구안한 것이다.2) 
Ⅱ장에서 논의한 바 있듯 시 감상에서 화자의 발화를 구체화하는 과정은 시라는 

담화 내에서 화자의 위치를 인식하는 단계를 첫 단계로 설정한다. 시는 창작 주체
인 시인에 의해 구성된 담화로, 시인은 화자라는 시적 장치를 활용하여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화 주체인 화자가 곧 시인을 지칭한
다고 볼 수 없으며, 담화는 곧 담화 주체의 발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발화 내용에 
대한 이해는 시인이 설정한 화자의 위치가 어떠한가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되어
야 한다. 
이렇게 파악된 화자의 위치를 바탕으로 하여 독자는 화자가 시적 대상과 맺고 

있는 관계 양상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화자의 발화를 재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모
색한다. 각 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독자가 화자의 발화를 재구
성하는 단계와 재구성된 발화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독자는 화자의 
발화로부터 표명되지 않은 불확정성의 공간을 채우고, 제시된 내용의 단편들을 종
합하여 시라는 담화에 대한 자신의 담화를 만들어낸다. 화자의 발화 내용이 무엇
인지를 명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파악한 바를 말
이나 글로 언어화하는 작업은 현 단계에서 독자 스스로 무엇에 대해 알고 있는가
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이해한 바를 텍스트 밖으로 확장해가
기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독자가 자신의 감상을 정련하기 

2) 다만 인위적 구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시 감상의 구체화가 과정 중심의 설
계로 구성되어 이전 단계의 결과가 다음 단계로 누적·승계되는 것으로 Ⅱ장 및 Ⅲ장을 설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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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순차적인 단계를 전제하는 일련의 과정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때 각각의 단계는 별개의 독립적인 순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단계

의 결과가 다음 단계의 바탕이 되는 방식으로 누적적으로 승계되는데, Ⅲ장의 구
성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단계를 설정한 것은 이전 단계가 누적적으
로 남아 다음 단계에 승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위인지적 조정의 효과를 염두
에 둔 것으로 시 감상의 구체화 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점검과 조정의 작용3)을 이
끌기 위함이며, 감상 단계를 조작적으로 구분한 것의 한계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
치로서 의미가 있다.

 2. 시 감상의 구체화 교육의 내용

시 감상의 구체화는 학습 독자들이 시를 화자의 발화로 인식하고, 이를 재구성하
여 자기화하는 과정으로, 이에 대한 교육의 내용은 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메타적 검토의 과정을 포함한다. 그 결과 시 텍스트가 단지 해석해야 하는 대상으
로서만이 아닌 학습 독자의 경험 지평을 확장시켜주는 유의미한 경험이 될 수 있
도록 다음과 같은 교육 내용을 설정하였다. 
먼저 화자에 의한 시의 소통구조는 글로 쓰인 담화라는 시의 본질에 대한 이해

와 시가 창작 주체인 시인을 거쳐 화자의 담화로서 독자에게 수용되는 과정에 대
한 교육 내용이다. 그리고 둘째, 소통을 기반으로 한 의미화 과정은 학습 독자의 
시 감상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층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작용하는 양상
과 그 효과에 대한 교육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경험지평에 근거한 자기화는 독자
로 하여금 경험지평에 비추어 자신의 관점에 의한 감상에 도달하도록 이끄는 상
호텍스트성과 감상의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 수용가능성에 대한 교육 내용이다. 

  (1) 화자에 의한 시의 소통구조

시 텍스트는 정형화된 틀에 따라 인쇄된 문자의 고정된 형태로 독자에게 주어지

3) 상위인지란 ‘인지 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지식과 깊은 이해’로 규정되는데, 이는 특별한 인
지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기반으로 그 활동의 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점검, 통제와 
같은 조정의 작용을 이른다. 이에 대해서는 가은아, 「쓰기 교육에서 상위인지 조정 전략의 
지도 방법」, 『청람어문교육』제44집, 청람어문교육학회, 2011, pp.298~2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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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그 자체로 권위를 갖게 된다. 평가가 이루어지고 공적 담론이 소통되
는 교실이라는 상황적 맥락에서, 학습 독자에 비해 숙련된 독자임이 공인된 교사
에 의해 강독되는 방식으로 시 텍스트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 온 그간의 교육적 
정황을 고려하면, 실제 학습 독자가 체감하는 시 텍스트의 권위는 더욱 강력하며, 
이를 극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4)

이는 시, 특히 서정시에 관한 연구가 철학적 패러다임의 변화와 맞물려 시인의 
강력한 영향력을 경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온 것과는 무관하게 교육 현장에서 
부딪치는 실질적인 문제이다. 어딘가에 확정된 의미가 있고, 이를 찾아 정답을 써
야 하는 학습 독자들에게 시 텍스트는 그저 해석해야 하는 결정된 대상일 뿐이다. 
때문에 시인에 관한 지식도 정답을 위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학습 독자가 지

니고 있는 시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이는 곧 시 텍스트
가 시인으로부터 완결되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 독자가 시 텍스트가 지닌 
불확정성의 공간을 시발점으로 삼아 시를 자기화할 수 있다는 것을 학습 독자에
게 인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학 작품으로서의 시가 창작되고 
수용되는 과정 전반을 이르는 시의 소통구조를 학습 독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의 소통구조는 시 텍스트를 그것이 생산‧수용된 맥락에서 독립적이고 자족적으

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과정 속에 있는 대상으로 보는 소통적 관점
에 입각한 것으로, 작가의 허구화를 통해 생성된 문학 ‘텍스트’가 독자의 구체화를 
통해 문학 ‘작품’으로 형성된다는 이저의 인식5)을 시 감상에 한정하여 개념화한 
것이다. 
독자는 시 감상 과정에서 화자를 매개로 이러한 시의 소통구조를 경험하게 되는

데, 이를 상세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시 텍스트는 창작 주체인 시인이 문자 
형태로 쓴 글에 해당하며, 시인의 직접적인 말이 아닌 화자라는 언어적 장치를 통

4) 이러한 판단은 고등학생 독자를 중심으로 현대시 수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김남희의 연
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학생들은 평가를 염두에 두고 시를 수용하며, 시험에서 정답을 
찾게 해 주는 해석 방식을 습득하길 원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의식하는지의 여부를 떠나 
지배적 문학 담론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시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드러내거나 흥미를 느낄 수 없음을 불평하면서도, 은연중에 자신이 흥미를 갖고 다루기에
는 너무 신비롭고 완벽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시
에 대한 인식이 시 감상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김남희, 「現
代詩 수용에 관한 文化 記述的 연구-고등학생 독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1997, pp.48~61.

5) 차봉희, 「독자반응비평이란?」 차봉희 편저, 앞의 책, 1993, pp.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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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구현된다. 그로 인해 독자는 화자라는 주체의 발화로 구성된 시 텍스트를 접하
게 된다. 이때 화자의 발화로서의 시 텍스트는 시인에 의해 허구화된 것으로, 독
자에게 고정된 하나의 의미로 인식되지 않는다. 동일한 시 텍스트에 대해 독자들
이 저마다 다른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상으로 볼 때, 시 
텍스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재구성될 가능성을 지닌 것이며, 독자 또한 화자의 
발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존재가 된다.
이처럼 시의 소통구조는 기존에 독자가 지니고 있던 시에 대한 인식이나 독자 

자신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시교육의 내용이 체험의 확대
라는 시의 본질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6)는 점을 고려할 때, 시의 소통구조 자체
를 학습시키는 것은 학습 독자로 하여금 외워야할 분편화된 지식을 전달하는 것
과 다르지 않다. 때문에 시의 소통구조에 대한 이해는 독자가 실제로 시를 접하는 
경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때의 시 경험은 화자의 발화를 추상화된 
언어로 압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화된 의미를 언어로 풀어내는 작용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화자를 이러한 시 경험을 이끄는 지표로 삼고, 시의 소통구조에 관한 

이해를 통해 독자가 지니고 있는 화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
련하여 다음 학습 독자의 답변을 살펴보도록 한다. 

[실험Ⅵ-H04-2]        …………………………………㉮
시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화자의 시인과 시적 인물에 대한 거리도 알 수 

없다. 

[실험Ⅵ-H04-9]        …………………………………㉯
(라)는 시가 대단히 짧아서 해석하기가 어려웠고 친구들마다 해석이 갈렸다. 나

는 이 시의 화자는 문둥이 자신이고, 자신의 서러움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친구들은 대부분 화자가 문둥이를 관찰하고 있다고 보았다. 두 쪽 모두 
일리가 있는 생각이다. 화자가 문둥이라고 본다면 이 시는 화자가 자신의 슬픈 
감정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작품이고, 화자가 문둥이를 관찰하는 입장이라고 생각
한다면 연민이 섞인 어조로 문둥이의 모습을 그린 것이 된다. …(후략)…

6) 김대행은 시의 화자가 되어 보는 과정은 그 독자에게 체험의 확대를 가져옴과 동시에 주
관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보는 주체적 독서와 사고의 과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교육적 효용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김대행, 「시교육의 내용」. 김은전 외, 
『現代詩敎育論』, 시와시학사, 1996, pp.41~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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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은 2차시에 걸쳐 이루어진 실험 Ⅵ에 참여한 동일한 학습 독자의 답변이
다. ㉮는 화제가 유사한 두 시를 병렬 제시하여, 시에 형상화된 화자를 비교해보
도록 하는 1차시 활동에 대한 답변이고, ㉯는 2차시 수업에서 선생님과 다른 학습 
독자와 서로의 감상을 대화로 나눈 이후 이를 감상문으로 정리한 것이다. 
먼저 ㉮에서 이 학습 독자는 ‘시인’이라는 뚜렷한 표지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

에 화자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이 학습 독자가 시인과 시
적 인물의 구분 기준을 시 텍스트를 통해 형성되는 맥락에서의 인물성 정도가 아
니라 실제 인물로서의 시인의 전기적 사실과의 대응 여부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
이다. 이러한 화자 인식은 이 학습 독자가 시인이 부여한 고정된 의미체로서 시 
텍스트를 바라보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그러나 학습 독자가 ㉯에서 진술한 것처럼 시인이 화자를 어떻게 설정하였는지 

그 진위 여부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에 대한 감상은 고정된 정답이 있는 것
이 아니라 독자가 시 텍스트에 제시되어 있는 화자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학습 독자로 하여금 ㉮에서 ㉯로의 변화를 이끌
어내는 것, 즉 시 텍스트와 화자, 그리고 독자에 대한 인식 전환을 경험하도록 하
는 것이 화자를 통한 시의 소통구조를 교육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결과이다.

  (2) 소통을 기반으로 한 의미화 과정

시 텍스트가 시인으로부터 독자에 이르는 소통구조를 바탕으로 한 화자의 발화임
을 전제하게 되면, 화자가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을 왜 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화
자의 발화를 설정함으로써 시인이 의도하고자 한 효과가 무엇이었는가를 독자가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는 맥락화(contextualization)7)를 통해 독자가 화자의 
발화 맥락을 구성하는 것과 관련되는데, 여기에서는 특히 독자가 텍스트 지향의 
구심적 맥락에 해당하는 텍스트 중심의 맥락화에 초점을 맞추어, 화자의 발화를 
재구성하는 단계를 의미화 과정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8) 이러한 의미화 과정은 먼저 화자의 발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파악하고, 

7) 이는 독자가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 텍스트와 관련된 맥락을 선택하고, 텍스트를 
선택된 특정 맥락 속에 위치 짓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화의 유형은 지향의 방향에 
따라 텍스트-독자, 맥락화의 방향에 따라 원심적-구심적 기준에 의한 텍스트 중심의 맥락
화, 작가 중심의 맥락화, 독자 중심의 맥락화, 상호텍스트적 맥락화 등으로 나뉜다. 이에 
대해서는 김미혜, 「시 해석 전략으로서의 맥락화」, 『비평을 통한 시 읽기 교육』, 태학사, 
2009, pp.60~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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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이 이러한 발화를 설정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를 추론하는 순서로 구성된다. 
이상으로 볼 때, 텍스트 중심의 맥락화로서의 의미화 과정은 그 자체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를 끌어들임으로써 다양한 의미 구성으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를 
열어준다고 할 수 있겠다.9) 이러한 의미화 과정의 결과가 실제 학습 독자에게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음 학습 독자의 활동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실험Ⅵ-H01-9-문둥이]
시에 제시되었듯, 화자는 문둥이일 것이다. 또한 해와 하늘빛을 서러워하고 달 

뜨면 활동하며 “밤새 우렀다”라는 표현으로 봐서 밝을 때, 즉 세상을 두려워하며 
어둠 속에서 쓸쓸히 서러워하며 살았을 것 같다. 이 시를 읽을 때 화자 자신이 
문둥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문둥병은 당시나 지금이나 고치기 힘든 병이
고 환자들은 바깥에 잘 돌아다니지 않는다. 이 시에서 문둥병 환자의 외롭고 서
러운 마음과 슬픔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런 문둥병 환자의 심정이나 상태를 표현
한 것으로 보아 화자는 문둥병 환자일 것이다. 

독자가 화자의 발화를 의미화하는 단계를 인용된 글을 통해 유추해보도록 한다. 
이 학습 독자는 이 시의 화자가 ‘문둥이’이며, 텍스트에서 제시된 표현으로부터 의
미를 추론하여 ‘세상을 두려워하며 어둠 속에서 쓸쓸히 서러워하며 살았을 것 같
다’라고 하여, 문둥이가 처한 상황과 그에 대한 태도를 유추해낸다. 즉 이 학습 
독자는 이 시의 화자인 문둥이가 느꼈을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쓸쓸함, 서러움의 
심정이 발화를 통해 드러난다고 보았다. 이는 곧 화자가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를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다.
화자의 발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면, 이제는 ‘화자인 문둥이가 왜 이러한 

말을 했을까’에 대한 질문으로 옮겨가야 한다. 시인으로부터 독자에 이르는 소통
구조를 고려할 때 이는 곧 시인이 이러한 발화 내용을 문둥이의 말로 설정함으로
써 얻고자 한 효과가 무엇이었는가를 파악하는 질문으로 전환 가능하다. 이 학습 
독자는 시의 화자가 ‘문둥이’로 설정된 점에 주목하면서, 문둥병에 대해 알고 있던 

8) 이렇게 의미화 과정을 제한한 것은 본 절의 (3)항에 제시된 경험지평에 근거한 자기화와 
구분하기 위함이다. 텍스트 지향의 원심적 맥락에 해당하는 작가 중심의 맥락화는 문학사
적 지식이 부족한 독자가 혼자 힘으로 정확하게 해내기에는 어려우며, 경험지평을 활용한
다는 점에서 (3)항의 논의와도 겹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미화 과정을 텍스트 중심
의 맥락화에 한정하고, 이를 과정적으로 구성하여 교육 내용으로 설정하였다. 

9) 김미혜, 앞의 책, 2009,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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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지평을 활용하여 문둥이라는 화자가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쓸쓸함, 서러움을 
표현해내기에 적절한 화자임을 추론해낸다. 즉, 이 학습 독자가 밝히고 있듯 문둥
병은 ‘당시나 지금이나 고치기 힘든 병’이라는 점에서 문둥이의 서러움이 전제되
며, ‘문둥병 환자는 바깥에 잘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와 하늘빛을 서러
워’한다는 표현이나, ‘달 뜨면’ 활동한다는 표현이 가능하다. 이상으로 볼 때, 시인
이 특정 화자를 설정한 이유는 화자의 발화 내용과 표현에 비추어 추론가능하며, 
이는 곧 시인이 왜 이렇게 표현하였는가와 같은 질문의 대답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독자는 자연스럽게 자
신의 경험지평을 활용하였다. 
이처럼 화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화자의 발화 내용

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와 같이 발화 내용이나 표현이 제시된 원인을 탐구하려
는 질문을 제시하는 것은 시의 소통구조를 인식하게 하고, 화자의 발화 내용을 의
미화하며, 이를 바탕으로 독자의 경험지평이 활용될 수 있도록 이끈다. 특히 각각
의 시적 대상이 선택된 이유라든가, 화자가 왜 그와 같은 정서를 가지게 되었는지
와 같이 ‘왜’에 기반을 둔 질문은 시에 사용된 단어 자체의 의미를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맥락에 대한 이해로 유도하기 때문이다.

  (3) 경험지평에 근거한 자기화

시 감상 경험이 독자에게 의미 있는 경험으로 남기 위해서는 낯설게 느껴졌던 
시 텍스트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과정은 시 텍스트
를 자신의 말로 바꾸어 이해하고, 자신이 겪었던 다른 경험과 연관시키는 과정을 
통해 시 감상 경험을 낯설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 자신의 경험에 편입시키는 작용
에 다름 아니다. 이는 독자의 기대지평(Erwartungshorizont)10)의 범위 내에서 이
루어지며, 기대지평에는 독자가 작품을 수용하는 데 있어 활용가능한 모든 경험 
요소들이 해당된다.

10) 독자가 새로운 문학 작품을 대할 때는 자기가 과거에 읽었던 다른 작품 또는 독자 자신
의 체험이나 관점 등에 따라 새로운 작품이 대략 어떠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게 된다. 한편 
지평이란 헤겔 등에 의해 인식이나 이해, 사고 등의 범주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어 왔
는데 야우스가 이를 수용자의 입장에서 작품에 대한 이해의 범위와 그 한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기대지평에는 수용자의 이해를 구성하는 요소들, 즉 선험적
이거나 체험적인 지식, 거기서 발생하는 기대의 한계가 포함된다. 이상의 내용은 박찬기, 
「문학의 독자와 수용미학」, 박찬기 외, 『수용미학』, 고려원, 1992,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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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기대지평이란 야우스의 용어로, 이 개념은 문학 텍스트와 독자 간의 심미적 
거리를 부각시킴으로써 문학에 대한 논의를 역사적 관점으로 접근한 것이다.11) 수
용이론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야우스 또한 이저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고전주의적 
문학관을 비판하고, 독자를 수동적인 대상이나 작가-작품-독자로 이어지는 단순한 
연쇄 반응의 한 부분이 아니라 역사를 형성하는 원동력으로 보았다.12) 때문에 야
우스에게 문학사란 시대에 따라 나열한 문학 작품의 목록이 아닌 독자의 능동적 
기능으로부터 발생하는 각 시대마다의 작품의 현재적 의미들을 의미하는 수용사로
서 규정된다. 이는 문학 작품이 고정된 의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조건이
나 문화적 토양이 상이한 독자가 곧 작품으로 하여금 현재적 의미를 얻도록 하는 
기대지평의 중요성을 설명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대지평을 경험지평이란 
용어로 사용하여 학습 독자의 경험적 측면을 부각시키고, 문학 작품을 경험되어야 
할 효과로서 보는 관점을 드러내고자 한다.
경험지평에 근거한 문학 작품에 대한 독자의 경험은 자기화(appropriation)의 양

상을 띤다. 이때 자기화란 독자로 하여금 텍스트가 지적하는 바의 “사실”을 자기 
것으로 “귀속화”하는 과정을 문제 삼으면서 “해석”차원을 다루는 것13)을 의미한
다. 이는 곧 시 감상의 구체화 교육에서 독자가 화자의 발화가 의미하는 바를 자
기 것으로 만들 때 경험지평에 근거하여 해석해내는 것으로, 화자와의 거리 조정
을 통해 동일시와 거리두기를 통해 화자의 발화를 판단하는 작용을 수반한다. 이 
과정에서 독자의 경험지평은 이해의 자원으로 활용된다. 
그 중에서도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이해는 독자의 경험지평 가운데에서도 특히 

문학 텍스트를 비롯한 다양한 텍스트 경험을 이해의 자원으로 삼는다.14) 이는 곧 
독자가 가진 해당 텍스트 경험에 대하여 특정한 태그(Tag)15)를 추출하고, 이를 중

11) Hans Robert Jauss, Literaturgeschichte als Provokation, 장영태 역, 『挑戰으로서의 
文學史』, 문학과지성사, 1983, pp.176~179.

12) 김경숙, 「윤동주 시의 ‘독서과정’ 연구 - ‘수용이론’적 비평의 구체화를 위한 시도」, 『한
국문학이론과 비평』제49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0, p.8.

13) ‘자기화’라는 용어는 슐라이어마허, 딜타이, 불트만 등 해석학 이론가들에 의해 사용되어 
온 용어이기도 하다. 장경, 「P.Ricoeur의 텍스트 이론」, 『龍鳳論叢』제24집, 전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5, p.259.

14) 이는 텍스트 개념을 문학 작품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산물 전반으
로 확대하여 적용한 것이다. 다음의 논문에서는 이렇게 확장된 텍스트 개념을 바탕으로 상
호텍스트성을 활용하여 “단어와 세계를 쓰는” 독자의 자기화된 수용 텍스트 생산의 실례
가 제시되어 있다. 

   정재찬, 「상호텍스트성에 기반한 문학교육의 실천」, 『독서연구』제21호, 한국독서학회, 
2009; 「문학체험의 자기화를 위한 문화 혼융의 글쓰기」, 『작문연구』제10집, 한국작문학회, 
2010.



- 86 -

심으로 인상적으로 떠오르는 다른 텍스트를 함께 다룸으로써 새로운 지평을 형성
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자는 익숙한 자신의 경험지평에 근거하여 지평을 새롭게 
형성함으로써 낯선 문학 텍스트를 경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러한 자기화의 결과 생산되는 학습 독자의 수용 텍스트는 교실에서의 수업 상

황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학습 독자의 이해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대상이 
되므로 언어의 형태로 표현되고, 소통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때 학습 독자의 
수용 텍스트가 자기화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참/거짓을 판별하는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스테커의 비평적 다원론에 관한 ‘수용가능성’ 논의에서 추출

하고자 한다. 그는 참(truth)과 수용가능성(acceptability)을 구분하고, 수용가능성
의 여부는 해석을 생산하거나 수용하는 자의 목적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할 수 있
는 것이라고 보고, 해석적 ‘참’은 이러한 목적들 가운데 하나라고 보았다.16) 이에 
따르면 수용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해당 수용 텍스트의 진리 값이 참인지 
거짓인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 상황에서 설정한 목적에 따라 이를 
판별해야 함을 의미한다.17) 
이러한 수용가능성을 기준으로 학습 독자의 수용 텍스트를 판단하기 위해 설정되

는 목적은 앞서 논의하였듯 그것이 학습 독자의 경험지평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
와 해당 학습 독자 자신, 다른 동료 학습 독자 및 교사와의 대화에서 수용 가능성
을 인정받았는지 여부이다. 특히 대화의 대상에 해당 학습 독자 자신이 포함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수용 텍스트를 용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해 봄으로써 

15) 글을 쓴 저자가 그 글의 검색을 위하여 감성, 정황, 글쓴이의 의지 등을 나타내는 단어를 
입력해 둔 일종의 키워드들의 집합을 의미하는 IT용어이다. 태그를 달아 두면 본문의 제목
이나 내용, 카테고리 등과는 별도로 폭소노미(folksonomy), 즉 일반적인 관심 사항의 주
제별로도 검색하여 읽을 수 있게 된다. (두산동아&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T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956&docId=860753&mobile&categoryId=2956, 
2013-02-03)

16) 임오주, 「예술작품 해석에 관한 상대주의 옹호: 해석의 ‘참’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예술
연구』제5호,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2012, pp.181~183.

17) 본고는 해석의 상대성에 대해 옳은 해석과 더 옳은 해석이라는 기준을 부여한 마골리스
와는 거리를 둔다. 어느 수용이 더 나음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옳은 수용이 가능
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그것이 학습 독자의 경험지평에 부합한 것인지 또한 그것이 다른 
학습 독자들에게 수용할 만한 것인지에 대해 판별하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이다.

    마골리스의 견해에 대해서는 Joseph Margolis, 오병남 역, 「예술작품과 비평간의 문화적 
연결에 관한 수수께끼들」, 『예술문화연구』제2권, 서울대학교 예술문화연구소, 1992; 황유
경, 「문학에 있어서 해석의 상대성과 작품 정체의 문제」, 『美學』제23권, 한국미학회, 
1997; 김희정, 「예술작품 해석의 다원론: 목적 상대주의와 강건한 상대주의」, 『美學』제34
권, 한국미학회,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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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점검 및 조정의 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3. 시 감상의 구체화 교육의 절차

이 절에서는 독자로 하여금 시 감상의 구체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적 교
육 절차를 구안하고자 한다. 그에 앞서, 학습 독자와 교사, 교수·학습의 방법 그리
고 활동의 성격 간의 관계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학습 독자는 개별 독자로
서 감상하는 경험에는 비교적 익숙할지 모르나, 교사와 동료 학습 독자가 함께 존
재하는 교실 상황에서는 소통의 주체로서의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교사 주도의 감
상 결과를 확인하는 데 그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이는 교실 상황이라는 
독서 맥락과 교사 주도의 수업 방식이 학습 독자의 독서 활동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18) 
이처럼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직접 교수법은 학습 독자를 수동적인 주체로 전

락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다. 그 결과 남는 것은 학습 독자 자신의 감상 경
험이 아니라 교사와 그가 전하는 공인된 해석이다. 그렇다면 교사가 없다시피 한 
공간에서 학습 독자에게 감상의 자유를 열어주게 되면 곧 학습 독자가 능동적으
로 변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그러나 ‘학습자 중심’을 강조한 일련의 교
육 경향이 실제 독자와는 유리된 이상적 독자를 상정함으로써 실제적인 교육 내
용이나 방법의 구안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19) 그렇다
면 교육의 초점은 어디에 맞추어야 하는 것일까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된다.
본 연구는 학습 독자와 교사, 그리고 텍스트를 대화의 상대로 파악하는 대화 중

심 교수 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이 간극을 맞추고자 한다. 이는 학습 독자가 자신
의 안목을 토대로 스스로의 문학 경험을 확충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인데, 대화를 통해 자신의 감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20) 
특히 이때의 ‘대화’는 물리적 실체를 가진 발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

18) 이는 독서 맥락에 따라 청소년 독자의 문학 경험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최인자의 논문을 
근거로 한다. 특히 본문에서 상정하는 문학 교실의 모습은 위의 논문에서 제시된 <장면 
1>의 상황을 대상으로 한다. 최인자, 앞의 논문, 2006. p.175.

19) 윤여탁 외, 앞의 책, 2010, pp.37~38.
20) 최지현 외,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역락, 2009, pp.29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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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다른 관점 혹은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시적 사유 방식을 정찰하고, 
새로운 시적 사유를 추동시킬 수 있는 상호 소통 형태의 대화를 의미한다.21) 이는 
소통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각각 내적 대화, 동료 학습 독자 간의 
대화, 교사와의 대화로 구분되어 수업의 각 장면에 선택적으로 활용된다. 
이때 시 감상 교육을 통해 독자가 임하게 되는 활동의 성격이 결국 문학정서에 

대한 독자 자신의 체험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문학감상교육의 교수학습모형은 교
사와 학습 독자, 텍스트의 매개된 상호작용을 통한 문학정서의 체험에 초점을 맞
춰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 감상의 구체화 과정과 양상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비교하기를 통한 화자의 위치 파악 → 도표 그리기를 통한 의미의 재구성 → 소
집단 대화를 통한 서술적 평가’의 세 단계로 절차를 설정하고, 각각의 단계에서의 
교육 방법을 구안하였다. 본 절의 각 항에서는 교육 활동과 이때 활용되는 대화 
방식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1) 비교하기를 통한 화자의 위치 파악

시 텍스트는 문자로 소통되기 때문에 시가 누군가의 발화라는 점은 망각되기가 
쉽다. 이는 학습 독자로 하여금 시가 화자의 발화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부각시
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화자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동일한 화제를 대
상으로 하나 화자의 양상이 다른 두 편의 시를 병렬 제시하거나, 시 텍스트 별로 
화자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를 병렬 제시22)하는 등 비교하기의 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비교(比較)란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살펴보는 

작용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동일 작가의 작품 중 동일한 화제를 다루고 있으나 
상이한 화자의 양상이 병렬 제시된 작품들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되므로, 학습 독
자들은 화자에 주목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
여 화자라는 기준에 따라 조합된 여러 편의 시를 비교하는 활동을 구안하고, 이를 
실제 교수·학습 방법으로 적용하여 가능성과 한계를 확인해보았다.  

21) 최미숙, 「대화 중심의 현대시 교수·학습 방법」, 『국어교육학연구』제26집, 국어교육학회, 
2006, pp.230~231.

22) 본 연구에서는 서정주의 작품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여 살펴봄으로써 발생 가능한 변인들
을 제약하였다. 이와 유사하게는 동일 작가의 개작 과정을 살펴보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동일 작가의 작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이한 화자의 발화 양상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
라면 비교하기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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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동일한 화제를 대상으로 삼는 두 편의 시 「海溢」(가)와 「외할머니네 마당에 
올라온 해일-소네트 試作」(나)를 병렬 제시23)한 후, 학습 독자가 각각의 시에서 
화자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비교하기 위해 각 시편에서의 화자가 시인과의 관계
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표시하여 화자의 특성을 가시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활동을 구안하였다. 이는 동일 작가의 작품 중 화제가 동일하나 화자의 발화 방식
이 상이한 작품군을 선정함으로써 두 편의 시 텍스트 간 변인을 최소화하여 화자
에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독자로 하여금 해당 문항에 대한 
답변을 문자 형태로 간단히 정리한 후,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말로 표현해보도록 
하였다. 

<도표 4 화자의 위치 인식 활동에서 학습 독자([실험Ⅵ-H03-2]의 답변 내용>

[실험Ⅵ-H03-2]        
(가) 좀 더 시적 내용에 동화되어 생생하게 할머니의 모습과 당시 상황을 묘사하

기 때문
(나) 함축적 상징어 사용 등 더 전문적 모습을 보임

문항 1. 각 시의 중심 화제(話題)를 찾기 
문항 2. 각 시의 화자가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지 시에서 찾아 쓰고, 그 이유 쓰기
문항 3. 각 시의 화자가 중심 화제를 제시하는 방법 및 화자의 말하기 방식 비교하기
문항 4. 각 시의 주제가 형상화되는 데 화자의 말하기 방식이 미치는 효과 파악하기

23) 이러한 예는 정끝별, 앞의 논문, 2011, pp.182~185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본고에서
는 실험 Ⅰ, Ⅲ을 통해 학습 독자의 화자 인식의 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절차를 
구안하여 실험 Ⅵ에서 적용해보았다. 적용 실험은 본문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고, 여기서
는 실험 Ⅰ과 실험 Ⅲ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도록 한다. 먼저 실험 Ⅰ은 화제가 유사한 두 
시 「외할머니네 마당에 올라온 해일―소네트 詩作」(『冬天』, 1968)과 「海溢」(『질마재 神
話』, 1975)를 대상으로 하였고, 활동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실험 Ⅲ
은 실험 Ⅰ에 이어 화자에 주목하여 김소월의 「해가山마루에올나와도」 개작 과정을 살펴
보고, 그에 대한 감상문을 쓰는 활동을 추가하였다. 실험 Ⅰ의 문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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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한 바와 같이 이 학습 독자는 각 시에서의 화자의 위치를 한 도표에 나타냄
으로써 인물성의 발현을 기준으로 두 시의 화자를 비교하고, 각각의 특성을 서술
하였다. 이는 이 학습 독자가 지니고 있는 화자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주는 것으
로, 지난 Ⅲ차 실험에서 동일 학습 독자의 답변24)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이 학습 독자는 사용된 표현의 수준이나 화자가 사건에 개입한 정도를 기준으로 

두 시의 화자를 비교했을 때, (나)에 비하여 (가)의 화자가 시적 인물에 가깝다고 
보았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사용된 표현의 수준을 고려했다는 것은 이 학습 
독자가 표현 주체인 시인과 시인에 의해 설정된 언어적 장치로서의 화자를 구분
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때문에 함축적 상징어가 사용되는 (나)는 (가)
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적으로 느껴지고, 결과적으로 이는 (나)의 화자가 시인에 
가깝다고 인식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사용된 표현의 수준을 고려하는 것은 두 
편의 시에서 제시된 화자 각각을 이해하는 방법으로서도 유용한데, 아래의 면담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학습 독자는 사용된 표현들로부터 성인이 아니었던 
(가)의 화자가 성장하게 된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나)보다는 
(가)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맥락화된 화자의 인물성이 도드라지게 제시되었음을 의
미한다.
두 번째로 사건이 얼마나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는지 여부는 화자가 시적 내용을 

통해 형성되는 맥락 속에 얼마나 근접해있는가 하는 점과 연관되어 있다. (가)의 
화자는 시의 내용의 맥락에 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배경 속 인물로서 사건을 상세
하고 생생하게 설명할 수 있었고, (나)의 화자는 상대적으로 시의 내용의 맥락과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상황 자체만을 묘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학습 독자가 각 시에서의 화자를 파악하는 양상은 다음에 제시되는 선생님과의 
대화에서 보다 상세하게 드러난다. 

[실험Ⅵ-집단면담]        
H03: 저는 앞의 얘들이랑 중복되는 거 빼고. (가)가 관찰, 화자의 성장도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24) 지난 Ⅲ차 조사에서 이 학습 독자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험Ⅲ-H04-3] 첫 번째 시(가)는 산문시의 형식으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듯

한 화법을 통해 화제를 전달하고 있다. 반면 두 번째 시(나)는 첫 번째 시와 달리,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시의 형식으로, 노래를 부르는 듯한(리듬감이 느껴지는) 화법으
로 화제를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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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어떤 면에서? 
H03: 그때에는… 부분을 보면 그 당시에는 타인을 이해하는 정도가 낮았는데 성

인이 되어 보니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선생님: 화자의 시각 변화나 성장을 담고 있다?
H03: 네, 그렇죠. 저는 시적 인물과 시인, 시인은 좀 더 객관적인 위치에서 정형

화된 시적 표현을 한다고 해석하고, 시적 인물은 말 그대로 배경 속에 있는 인물
같다고 봤어요. 그렇게 해석을 해서 저는 (가)가 시적 인물이고, (나)는 시인, (가)
는 배경 속에 이입을 해서 자신의 성장과정까지도 포함시킨 것 같은데 (나)는 객
관적인 상황 자체만을 묘사한 것 같아요.

인용된 대화에서 보듯, 이 학습 독자는 다른 학습 독자의 답변 내용을 듣고 변별
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자신이 파악한 화자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특
히 화자의 시각 변화와 같이 다른 학습 독자가 발견하지 못한 점을 포착하여 (가)
의 화자를 시적 인물에 가깝다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때 교사는 학습 독자들이 
각각의 화자에 대해 인식한 점을 이야기해볼 수 있도록 대화를 이어가며, 밑줄 친 
부분과 같이 학습 독자의 답변 가운데 상세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점을 지적하
여 후속 답변을 이끌어낸다. 여기서 교사는 학습 독자 혼자서 하기 어려운 내적 
대화를 돕는 조력자로서, 학습 독자가 감상 활동 자체를 자각하고, 자신이 인식한 
바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활동은 화제가 유사한 두 편의 시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발화 

주체로서의 화자의 특성을 환기시키며, 학습 독자가 화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시의 
내용을 바탕으로 화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히 두 편의 시에서 
제시되는 화자를 비교하는 활동은 각각의 화자에 대하여 독자가 지니고 있는 인
식을 가시화함으로써 시인-시적 인물의 사이에 화자를 위치시키고, 나아가 시인과 
독자 사이를 매개하는 화자의 위치를 인식하는 계기로서 작용한다.

  (2) 도표 그리기를 통한 의미의 재구성

시에서 말하는 이가 화자이며 이는 창작 주체인 시인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학습 독자에게 환기시켰다면, 이 단계에서는 학습 독자가 화자와 시적 대상이 맺
는 관계를 해체하여 도표로 그리는 활동을 통해, 화자의 발화에 존재하는 불확정
적인 부분을 포착하고 이를 자신의 관점에서 재구성함으로써 화자의 발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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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해석을 만들어내는 교육 활동을 구안하였다. 
여기서 도표란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여 그 관계를 일정한 양식의 그림으로 

나타낸 표를 의미하는데, 도표를 그리는 방식에 있어서는 개념도의 개념을 활용하
였다. 일반적으로 개념도(concept map)는 교수·학습에서 활용되는 전략의 하나
로, 교과의 개념 체계를 시각적으로 조직화하여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25) 특히 
본 연구는 개념도가 개념들 간의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시각적인 지도로 나타낼 
수 있다26)는 점에 주목하여, 화자와 화자의 발화에 제시되는 시적 대상들 간의 관
련성을 시각적인 지도로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도표 그리기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도표를 활용하는 것은 화자가 언급하고 있는 시적 대상과 그에 대한 진술
을 함께 고려하기 위함이다. 화자를 안다는 것은 단지 화자의 외향을 구성해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인식적·정서적·관념적 태도 전반을 파악하여 
화자의 발화로서 시가 의미하는 바를 도출해내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습 독자 스스로 창작 주체에 의해 구성된 발화를 해체하여 재구성하기

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교사는 화자의 발화를 시적 대상과의 관계로 해체하
여 도표화할 수 있도록 모형을 제시하고, 먼저 다른 시 텍스트나 및 해당 텍스트
의 부분을 취사선택하여 학습 독자들에게 시범을 보인다. 이는 직접 교수법의 단
계27) 중 하나로, 교사가 직접 화자의 발화에서 주어와 서술어, 수식어 등의 관계
를 살핌으로써 발화를 해체적으로 읽는 실례(實例)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때 빈칸
에 정답을 채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화자의 발화를 해체적으로 읽는 방식과 다
시 이를 규합하여 재구성하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모형의 예로는 앞서 Ⅲ장에서 제시한 바 있는 <도표 1>과 <도표 2>를 들 수 있

는데, 이때 화자와 시적 대상 간의 관계는 해당 문장의 모든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를 종합할 때 나타난다. 개별 발화를 시적 대상별로 해체하여 의미화하게 되면, 
화자가 각각의 시적 대상에 지니고 있는 태도나 시적 대상들 간의 관계 양상을 

25) 엄미리, 앞의 논문, 2006, p.8.
26) Nakhleh, M. B. & Krajcik, J. S., Influence of Levels of information as presented 

by different technologies on students' understanding of acid, base, and ph 
concepts, Jou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31, 1994.(위의 글, p.8에서 재
인용)

27) 직접 교수 모형은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전략이나 기능을 교
사의 설명과 시범을 통하여 가르치는 교수 모형이다. 직접 교수 모형의 기본적인 절차는 
교사의 설명과 시범이 우선이며 학생들은 교사의 설명과 시범을 따라하는 것이다. 구체적
인 단계는 설명하기 → 시범 보이기 → 질문하기 → 활동하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내
용은 최지현 외, 앞의 책, 2009, pp.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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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화할 수 있다.28) 물론 이렇게 모델링한 것은 정답이 아닌 하나의 예시이며, 
꼭 그와 같은 도표의 형태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29) 중요한 것은 도표를 사용했
는지 여부나 각각의 시적 대상에 관하여 적합성을 따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활동이 화자의 발화를 해체적으로 읽고 다시 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독자
가 자신의 의식 속에 표상된 화자의 발화를 지각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내는 방
법을 제공해준다는 점이다. 학습 독자는 이러한 도표를 바탕으로 새롭게 인과 관
계를 부여하거나 배열을 바꾸어 화자의 발화를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판
단을 재구성된 발화에 첨가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활용되는 것이 바로 내적 대화(inner dialogue)이다. 내적 대화

란 하나의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자신 안에서 독자가 하나의 역할이 아닌 여러 
독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30)이다. 그러나 학습 독자가 주도적으로 내적 대화를 
통해 의미를 구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교사는 시범을 보이는 단계에서 의도적으
로 내적 대화를 이끄는 조건화된 질문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질문의 예로
는 ‘각각의 대상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화자는 시적 대상에 대해 어떤 수식
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로부터 유추 가능한 화자의 태도는 무엇인가?’, ‘시적 대상
에 대한 화자의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과 같이 시적 대상들 간의 관
계,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화자의 태도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의 형태를 띠고 제시될 수 있도록 한다. 

28) 본고에서 제시하는 도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개별 시 텍스트에 따라 변형이 가능하다. 
특히 <도표 2>의 경우, 각각의 시적 대상들은 동등한 위치에서 구성되는 전체의 구성원으
로서 관계를 맺기도 하지만, 중심 대상과 주변 대상으로 나뉘어 특정 대상에 대한 설명으
로서 기능할 수도 있어, 이를 반영하여 변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실험 Ⅵ에서는 교사가 
실험에서 사용된 시가 아닌 다른 작품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도표를 예로 제시하였다.

<도표 5 학습 독자에게 제시된 도표의 모델 예시>
29) 일례로 조남현 외, 『고등학교 국어 (상)』, 교학사, 2011, p.132에서는 「靑山別曲」의 시어

의 의미를 화자의 반응과 관련지어 정리하는 학습 활동을 구안하여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강수’의 경우 ‘화자는 속세의 고민을 이것으로 해소하려 하고 있어’라는 정답지와 연
결되는데, 사전적 의미에 해당하는 ‘독한 술’로만 의미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화자에
게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핀다는 점에서 본고의 활동과 상통한다. 그러나 각각의 설명
을 해당 시어와 연결하는 것은 자칫 시어의 의미를 확정지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
적 대상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에는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30) 최미숙, 「문학교육에서의 수사학적 읽기 연구 - ‘내적 대화’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제
62집, 한국어교육학회, 1997,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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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Ⅵ-H02-5-문둥이］ ［실험Ⅵ-H03-5-문둥이］

이렇게 시범을 보인 후에는 학습 독자 스스로 해당 시 텍스트를 해체하여 도표
로 나타내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동일한 시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각 학습 독
자가 화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다. 학습 독
자들은 동일한 시 「문둥이」에 대하여 화자와 시적 대상 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도표로 나타내었다.  

<도표 6 화자와 시적 대상과의 관계에 대한 학습 독자들의 답변 >

먼저 학습 독자 H02의 경우, 도표에서는 화자와 문둥이 간에 거리를 설정하고, 
화자 쪽에서 출발하는 화살표가 문둥이로 향하는 것으로 표현하였는데, 집단 면담 
자료를 참고하면 이는 화자가 시적 대상인 문둥이에 대해 거리를 두고 관찰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문둥이를 바라보는 태도로 설명된다. 즉 학습 독자는 해와 달, 
꽃 등 다른 시적 대상들을 종합하여 문둥이의 상황을 서술하고, 이를 시의 화자와 
관련지음으로써 시 텍스트에는 직접적으로 표명되지 않았던 화자의 태도를 유추해
내었다.  

[실험Ⅵ-집단면담]        
H02: 문둥이에서는 문둥이가 해와 하늘 빛… 붉은 우름. 문둥이라는 사람이 지

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시적 화자는 문둥이와 거리가 약간 있는 사람이라고 
봤어요, 약간. 완전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이런 묘사를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는 문둥이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문둥이에 대
한 아쉬움? 문둥이를 따뜻한 시선으로 보지만, 그래도 약간의 거리는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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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자일 것이라 생각했어요. 

반면 학습 독자 H03의 경우, 화자를 문둥이 자신으로 파악하여, 문둥이가 자신
의 감정을 다른 시적 대상을 통해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해’
와 ‘하늘 빛’은 본래 긍정적이고 활동적 이미지를 상징하지만, 문둥이의 관점에서 
이는 절망스러운 자신의 상황을 자각하게 해주는 부정적 존재로 의미화된다. 이 
시에는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게 된 문둥이의 심정이 ‘서러워’라는 진술을 통해 직
접적으로 표출되고, 또한 우름(울음)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바
탕으로 이 학습 독자는 문둥이의 심정을 파악하게 된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문
둥이」라는 시에 대한 해석 과정을 통해 이 학습 독자가 생산한 다음의 담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험Ⅵ-H03-5-문둥이]       
해와 하늘 빛은 새 생명을 상징하는 긍정적·활동적 이미지를 상징한다. 하지만 

새 생명의 씨앗과 뿌리를 잃은 문둥이에게 해와 하늘빛은 자신이 다시는 새 생명
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부정적 존재이다. 그 결과로 문둥이는 서
러움과 울음을 표출해내며 자신의 절망감을 추상적으로 표현하였다. 

이상에서 보듯, 도표 그리기를 통해 재구성된 발화에는 학습 독자가 화자에 대해 
내린 정서적 판단이나 시적 대상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에 대한 반응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학습 독자 자신이 화자와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하여 이해한 바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학습 독자가 자신의 경험지평을 활용하여 형상화된 화자와 서술된 
사상을 판단하는 다음 단계의 자료로서 기능한다. 

  (3) 소집단 대화를 통한 서술적 평가

이 항에서는 학습 독자가 화자의 담화를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친 후, 소집단으로 
구성된 동료 학습 독자들 간의 대화를 통해 앞선 단계에서 재구성한 의미를 메타
적으로 점검하고, 다른 학습 독자와의 감상과 비교해봄으로써 감상의 깊이를 심화
시키는 단계를 설정하였다. 이때의 과정은 글 자체의 완결성이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인 퇴고31)와 같이 결과를 점검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동료 학습 독
자와의 대화를 통해 학습 독자 스스로 자신이 시 텍스트에서 화자의 위치를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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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파악하고, 화자의 발화를 어떻게 재구성하였는지에 대한 생각의 흐름을 정리하
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단계에 해당한다. 
본격적인 소집단 대화에 앞서 학습 독자 스스로 자신의 감상 과정을 돌이켜보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화자의 태도나 상황을 판단하는 수용 텍스트를 작성하도록 
하여, 재구성한 의미에 대한 학습 독자 본인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시가 소통되는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주체들을 제시하고 그 가운데 학습 
독자가 취했던 입장을 확인하게 하여, 선택한 화자의 발화를 따라가는 학습 독자
의 감상 과정을 검토해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32) 한편 판단의 대상인 화자
의 존재를 부각시킴으로써 담화 내에서 설정된 화자의 위치와 발화 방식 및 발화 
내용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Ⅳ-H'13-1]       
둘 다 시적 화자의 입장에서 읽었다. 추천사의 경우 시 자체가 향단에게 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적 화자의 입장이 가장 적절하고, 자화상의 경우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적절하다.

학습 독자들은 자신의 감상 과정 및 재구성한 담화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화 
주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화자와 발화 대상에 대해 자신이 지니고 있는 인식을 
확인한다. 인용한 답변에서 이 학습 독자는 자신의 입장을 시적 화자로 파악하였
다고 보았는데, 해당 작품이 모두 화자 자신의 직접적인 말에 해당하므로 화자의 
관점에서 시를 읽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학습 독자는 시 텍스트를 바탕으로 화자의 상황을 구성해내고, 그에 따른 화자의 
심정과 태도 등을 파악한 뒤, 자신을 화자의 입장에 동일시하여 시를 이해하고자
하는 감상의 양상을 보여준다.33) 이를 통해 볼 때, 화자의 발화를 읽을 때 학습 

31) 박영목, 『작문교육론』, 역락, 2008, pp.129~132.

 시인 ― [ 시적 화자 ― (화자가 관찰하는 인물) ― 시적 청자 ] ― 독자        
    ①        ②               ③                 ④        

 앞에 제시한 두 작품을 읽을 때 각각 자신이 어떤 입장을 취해 시를 읽었는지 써 봅시다. 이유
도 함께 써 봅시다. 

32) 이에 관한 문항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시되었다.

33) 이 학습 독자의 수용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실험Ⅳ-H13-2-추천사]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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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자신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화자의 발화가 시인 및 시적 
인물과의 관계에서 어떤 위치로 설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와 같
이 설정된 화자와의 거리를 독자가 어떻게 조정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이른다.
이처럼 학습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감상 양상을 확인하도록 하였다면, 감상의 깊

이를 더하여 자기화된 수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학습 독자를 이끌어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학습 독자 스스로 문답하는 내적대화를 바탕으로 감상을 심화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동료 학습 독자나 교사와의 대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
신의 경험지평을 활용하게끔 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4~5명 정도로 구
성된 소집단 대화에서 자신의 감상을 이야기해보고, 다른 학습 독자의 감상과 비
교하는 과정에서 수용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신의 감상을 조정하는 단계를 
설정하였다. 
이때 소집단 대화란 대화 참여자와 그 수에 따라 대화의 유형을 구분한 것으로, 

교사 위주의 수업 담화와는 구분되는 3~6명가량의 학습 독자 간의 대화를 의미한
다. 이는 교수·학습 상황을 전제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동료 간 대화와는 달리, 학
습 과제를 해결해가기 위해 발생하는 학습 독자 사이의 의사소통의 과정을 의미
한다.34) 
본 연구에서는 소집단 대화중 활동으로 다른 학습 독자의 감상을 듣고 자신의 

감상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간단히 정리하는 활동을, 소집단 대화가 끝난 
뒤에는 동료 학습 독자 중 한 명을 선택하여 자신의 감상과 비교해보고, 이를 종
합하여 수용 텍스트를 생산하는 활동을 학습 독자에게 과제로 부여함으로써 교사
에 의해 상호작용성이 제한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먼저 소집단 대화중 

다. 하지만, 그네는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없다. 그래도 시적 화자는 향
단에게 그네를 밀게 함으로써 잠시나마 이 세상의 고달픔과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한다. 시
적 화자가 춘향임으로 볼 때 이는 분명해진다. 이때 하늘은 춘향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세
계, 즉 신분의 차별이 없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이라 할 수 있다. 

34) 서현석, 「말하기·듣기 수업에서 학생 소집단 대화의 의의」, 『국어교과교육연구』제6집, 국
어교과교육학회, 2003, pp.262~266.

    한편, 본 연구에서는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습과제에 대한 소집단 대화를 설정하되, 교사
에 의해 대화 과정이 매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래 소집단 대화는 대화 참여자가 학습 
독자들만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학습 독자 간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한다. 그러나 실험Ⅵ의 경우 정규 국어 교과 시간이 아니라 H고등학교 1학년 학생 6명
(1학기 때는 7명이었으나 1명 전학으로 6명)과 국어교사 1인으로 구성된 집단을 대상으로 
하며, 교사와 학습 독자들이 책을 읽은 뒤 교사의 주도에 의해 자유롭게 감상을 이야기하
는 방식으로 활동이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사를 소집단 대화에 포함시켜 실험
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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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실험Ⅵ-집단면담]
H05: 문둥이는 나쁜 사람 같아요. 해와 하늘빛 싫어하고, 달이 뜨면 애기를 먹

는다는 게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쁜 사람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H04: 옛날에 중학교 땐가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사람들이 일부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고. 일부러 아이들 가까이 못 가게 하려고, 애기 먹는다고 이런 소문, 나
쁜 소문을 뿌렸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쓴 거 같아요.
선생님: 이렇게 해석하면 잔인함은 좀 줄어드니?
H05: 아, 근데 중학교 때 분명히 그런 소리 들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소문을 

퍼뜨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섬에 모여 살게…
H02: 아, 문둥병
H05: 어, 문둥병. 

인용한 부분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학습 독자 H05는 발화의 내용을 축자적
으로 해석하여, 애기를 먹는 문둥이를 잔인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한다. 그런
데 이를 듣고 있던 다른 학습 독자 H04는 문둥이와 관련된 속설을 소개한다. 문
둥이가 진짜 애기를 먹는 나쁜 사람인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
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일부러 뿌린 소문이라는 것이다. 선생님은 이 학습 독
자 H04의 이야기를 들은 학습 독자 H05에게 다시 질문함으로써 문둥이에 관한 
속설을 몰랐던 학습 독자 H05가 보일 반응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둥이에 관한 속설을 몰랐던 학습 독자 H05는 본래 지니고 있

었던 판단 이외에 문둥이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이 있었고 그로 인해 문둥이가 오
해를 받는다는 점을 함께 이해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경험지평을 확장시키는 계기
를 마련하게 된다. 또한 대화 과정에서 문둥이에 관한 속설을 알려 준 학습 독자 
H04는 시어의 의미를 축자적으로 해석한 다른 감상의 예를 확인함으로써 다양한 
감상이 가능할 수 있음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시 텍스트를 읽을 때 활용한 자신
의 경험지평에 대해 지각하게 된다. 소집단 대화 내의 다른 학습 독자들도 마찬가
지로 함께 이를 경험하는 주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소집단 대화 이후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여기에서는 소집

단 대화 과정에서 들은 다른 학습 독자의 감상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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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과 비교하여 활동지에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내적 대화를 촉진시키도록 유도
하였고, 특히 인상적인 동료 학습 독자의 감상과 자신의 감상을 비교해보도록 활
동을 구안하였다. 이때에는 자신의 견해와 비교하여 수용가능성을 타진하는 과정
을 통해 자신의 감상에 대한 재확인과 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인용문을 통해 이
를 확인해보도록 한다. 

[실험Ⅵ-H02-8] 
다른 친구들이 취한 입장과 의견도 인상적이었지만, H03의 해석만큼은 아니었

다. 내 해석과 많이 달랐기 때문이다. H03은 「자화상」의 화자인 ‘나’를 신부를 만
나기 전인 장발장처럼 비도덕적인 행동들을 하는 인물, 현실타파를 위한 적극성
을 보이는 인물로 보았다. 또 「문둥이」에서의 등장인물인 ‘문둥이’를 극복 의지가 
없는 이로 보기도 했다. 나는 일단 장발장이 했던 행동들이 비도덕적이라 보지 
않는다. 「문둥이」에서의 ‘나’를 적극성을 보이는 인물보다는, 부딪치게 되는 현실
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이로 보았다. 이는 현실 ‘타파’와는 거리가 멀다
고 생각했다. 「문둥이」에서 ‘문둥이’도 현실과 부딪치며 살기위해 발버둥치는 인
물로 보았다. (다만 화자가 문둥이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여 감상했다.) 방법이 다
른 것이었을 뿐이라고 믿는다. H03의 해석을 받아들일 생각은 없지만 받아들여질 
만한 해석이라고는 생각한다. 

인용한 글은 학습 독자 H02가 소집단 대화를 통해 접하게 된 학습 독자 H03의 
감상과 자신의 감상을 비교하여 쓴 글이다. 특히 학습 독자 H03의 견해는 이 학
습 독자뿐만 아니라 다른 학습 독자에게도 영향을 끼쳤는데, 시 「自畵像」의 화자
를 ‘신부를 만나기 전의 장발장’에 대응시켜 살아남기 위해 적극적으로 현실을 타
파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지닌 인물로 그려내고, 이를 다시 함께 제시한 시 「문둥
이」에도 적용시켜 이를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이다. 특히 시 「문둥이」는 이러한 관
점에서 보게 되면 현실을 타개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는 소극적인 인물로만 이해
된다. 이에 대하여 이 학습 독자 H02는 자신과 다른 관점에서 시를 바라보았다는 
점을 전제하고, 문둥이의 태도에 대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포착하여 
서술하고 있다. 그 결과, 학습 독자 H03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만한 해석이라고는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이처럼 소집단 대화를 통해 동료 학습 독자의 감상을 확인하면서 학습 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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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착한 바를 언어적으로 풀어내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감상을 다시 한 번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다른 학습 독자의 감상을 평가하고, 수용 가능성의 규준은 
감상 결과를 척도로서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보다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부족
한 부분을 채워나가기 위한 길잡이로서 기능하는 바 크다. 이를 고려할 때, 개별
적인 감상에서의 점검 과정이 자신의 감상 결과를 스스로가 납득할 수 있는 견해
로 조정하는 과정이라면, 소집단 대화를 통한 접근은 점검의 과정은 동료 학습 독
자의 견해를 평가하고, 그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상을 확인토
록 하며, 그 결과 소통 가능한 감상 결과로 자신의 감상을 조정하는 과정으로서의 
성격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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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학습 독자가 화자에 주목하여 자신의 시 감상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는 그간 유형 구분의 대상으로만 주목해오던 
화자를 ‘누구’가 아닌 ‘무엇에 대해 말하는 존재’로 재조명하고, 독자의 실제 감상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시적 장치로서 화자의 역할을 밝히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학습 독자가 스스로 시 텍스트에 대한 감상을 구체화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학습 독자가 대화 상황에서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를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발화로 받아들이게 되면, 시에 대한 이해는 문학적 소
통 상황에서 화자의 발화를 이해하는 것으로 대응시킬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도달해야 하는 지점 또한 발화를 자신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것, 재구성한 발화
에 대해 판단하는 것으로 보다 분명해진다. 
독자 편에서 문학이 무엇이며, 문학 읽기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접근한 문학 연구 

방법으로는 수용이론이 있다. 본고는 다기한 수용이론 가운데서도 이저의 논의를 
중심으로, 독자에게서 이루어지는 문학 텍스트에 대한 심미적 경험을 의미하는 
‘구체화’에 주목하였다. 이저의 구체화는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아직 규정되지 
않은 의미를 구성하는 해석 과정과 이를 통해 독자 스스로 구성한 작품을 경험하
는 수용 과정을 말한다. 
시는 시인에게서 독자에게로 소통되는 과정을 배경으로 하는 담화적 성격을 띠

며, 이는 발화 주체인 화자의 발화로서 규정된다. 발화 주체로서 화자는 창작 주
체인 시인과 발화의 맥락을 통해 구성되는 시적 인물의 사이에 놓이게 되며, 독자
가 화자의 위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감상의 양상이 달라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석과 수용의 구체화 논의에 화자의 위치를 인식하는 단계를 과정적
으로 통합하여 화자의 발화에 대한 구체화 과정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전문 독자의 비평을 중심으로 화자의 역할에 따른 시 

감상의 구체화 양상을 살피고, 이를 학습 독자의 감상문과 비교하여 교육적 설계
를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시 감상의 구체화 양상을 분석한 결과, 독자는 
시 텍스트로부터 화자가 어떤 위치에서 시적 대상을 무엇으로 삼아 발화하고 있
는지를 인식하는 단계를 통해 해석과 수용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먼저 화자가 시 텍스트 속의 다른 시적 대상들과 맺는 관계의 양상이 화자를 중

심으로 설정되는 경우 시적 대상은 화자와의 관계 속에서 화자를 중심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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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상황에 놓임으로써, 화자의 상을 명확하게 하는 데 기여하고, 또한 화자의 정
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소재로 활용된다. 이러한 관계 양상을 종합하여 
독자는 발화에 나타난 화자를 언어적으로 형상화하는 방향으로 해석의 과정을 수
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번째로 화자의 발화가 특정한 대상이나 사건, 장면, 이
야기 등 대상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우, 해석의 방향은 화자보다는 시적 대상들 간
의 관계를 종합하여 사상을 서술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이렇게 구성된 관계는 
화자의 의도가 투영되는 교류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경우 
독자의 해석 과정은 장면, 사건 등으로 사상을 종합하여 서술하고, 투영된 화자의 
의도를 밝히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표출된 화자의 정서를 추론하거나 형상화된 사상을 중심으로 화자의 의도

에 접근하게 되면, 독자는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관점에서 화자의 발화를 평가하
고, 이를 바탕으로 경험지평의 확장을 경험하는 수용 과정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시 감상의 구체화 교육을 위한 내용과 절차

를 구안하였다. 그에 앞서 시 감상의 구체화의 누적적·과정적 성격을 밝히고, 교실 
담론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화자에 의한 시의 소통구조와 
이를 기반으로 한 의미화 과정 및 경험지평에 근거한 자기화를 교육 내용으로 설
정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화자를 변인으로 구분되
는 개별 텍스트의 조합을 제시하여 학습 독자로 하여금 시 텍스트에서 화자를 환
기시켜 담화 내에서의 화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단계를 설정하였고, 이어서 화자의 
발화로부터 화자와 시적 대상 간의 관계를 도표화함으로써 화자의 발화를 재구성
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소집단 대화에 참여하도록 하
여 자신이 재구성한 발화에 대해 메타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텍스트 외
부로 자신의 감상을 확장해나가는 활동을 구안하였다.
화자를 중심으로 시 감상의 구체화 과정을 교육하기 위한 기획을 담은 본 연구

는 그간 테제에만 머물렀던 수용이론을 적용하여 독자의 시 감상 과정을 규명하
였다. 또한 발화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공감의 대상인 화자와의 거리를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독자의 공감의 조정 능력을 신장시키며, 감상이라는 담론의 주체로서 
의미를 구성하는 대화의 과정에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작품을 
제한적으로 설정하여 연구하였다는 점과 인식되는 발화 내에서의 화자의 역할을 
한정하여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모든 시 텍스트에 확장시켜 적용하기에는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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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eaching "Konkretisation" of Appreciation 

in Poetry Education Focused on Speaker

Jin, Ka-y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an education method which enables a 
student-reader to concretise poetry appreciation, focused on the speaker in 
poetry. It was hard to unravel what readers do during the process of 
appreciation because the traditional concept of appreciation, ranging from the 
reader’s very encounter with poetry to his or her appropriation of it, was 
equivocal. Also studies on a speaker have only investigated how an individual 
work of poetry can be categorized or who the speaker is in the work, while it 
does not examine the actual process of appreciation in which readers just 
follow the speaker. Hence, this study defines poetry as speaker’s giving 
utterance, and designs an education method which concretises poetry 
appreciation regarding the speaker’s role.

Above all, theoretical arguments for the perspective that regards 
poetry as utterance are investigated in order to establish the premise to 
discus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et and the speaker. Afterwards, the 
concept of 'Konkretisation' in poetry appreciation is defined as the process of 
reconstituting the speaker’s utterance from the reader’s viewpoint. This means 
the reader’s esthetic experience of the literature text, quoted from Iser’s 
Rezeptionsästhetik. The process of Konkretisation in poetry appreciation 
focuced on speaker is composed of the procedure that the reader identifies 
the speaker in the discourse of poetry, reconstitutes the speaker’s utterance in 
relation to the trait of the identified speaker, and makes judgments through 
distance adjustment with the speaker on the work. 

Based on the arguments above, this study looks into how the 
Konkretisation of the poetry appreciation occurs mainly through the experts’ 
reviews. And the student-readers’ writings are compared with them in order to 
see whether its educational designing would be possible and practical or not. 
The first step of concretising poetry appreciation is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aker and the poetic objects, and to understand the speaker’s 
role in the discourse. Depend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bject of 
utterance and the speaker, or on the speaker’s descriptive manner, there are 
two types of relations: the inclusive relation centered in the speaker and the 
interchanging relation centered in the poetic object. 

Subsequently, the reader reconstitutes the speaker’s utterance based 
on the identified thought along with how one understands the matter and the 
phenomenon. This corresponds with the concept of interpretation in 
Rezeptionsästhetik. Firstly, if the content of the utterance consist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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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ve narration as to the speaker’s emotion or consciousness, the reader 
reconstitutes the utterance while focusing on how the speaker’s represented 
consciousness can be embodied in language. And if the content of the 
utterance consists of the object, not of the speaker’s consciousness, the reader 
reconstitutes poetic thoughts by putting together the pieces of the poetic 
object and describing them through the speaker’s utterance.

The step where the reader makes a conclusion corresponds with 
‘acceptance’, which is the very process of the reader’s experience of the 
speaker’s utterance. The reader reconstitutes the utterance from his or her own 
point of view in the previous step, and extends the breadth of appreciation by 
understanding the work according to Erwartungshorizont. At this stage, in the 
case of inclusive relations centered in the speaker, the reader sees the 
represented speaker in accordance with his or her own experience, or assesses 
the speaker subjectively who is reconstituted in comparison with the poetic 
objects. In the case of interchanging relations centered in the objects, the 
reader transfers the understanding on the narrated thought to other objects, 
or reaches a deep understanding on the extracted thought itself. 

Based on the analysis above, the contents and the procedures are 
designed for the education which concretising poetry appreciation. The 
presumptions for this argument are below; it needs to be disclosed that the 
education which concretises poetry appreciation is designed by the 
process-based model, and the student-reader should consider oneself a 
discursive subject in the discursive space named as a classroom. Under those 
presumptions, the contents of the educational model are designed as below; 
the reader understands the communication structure judged by the position of 
the speaker, the process of signification and the appropriation based on 
Erwartungshorizont.

The model is composed of different steps. First of all, the presence of 
the speaker is recognized in poetry, comparing with poems different from the 
speaker’s descriptive manner. Afterwards, making use of concept map, the 
speaker’s utterance is signified as the reader’s discourse. This will lead the 
activity that the student-reader reconstitutes the disassembled discourse. Lastly, 
his or her own reconstituted discourse is communicated with small group 
conversation and assessed descriptively. At this stage, the communication 
among the student-readers, the teacher, and another student-readers functions 
as a inducer that helps the student-readers to develop one’s thoughts and 
adjusts the process of appreciation. 

It is expected that this educational design will lead student-readers to 
appreciate the poetry more actively, noticing the role of the speaker in it. The 
significance of this article is that it brings in the speaker’s role in the field of 
education, which has not been applied as a practical contents or methods, and 
subsequently establishes a foothold of which student-readers are able to mak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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