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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학습자가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해 시를 감상하는 교육의 내용을 마련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미지의 시각화’란, ‘감상 과정에서 형성된 학습자의 

심상을 가시화한 것’이며, 이를 통한 시 감상은 심상의 속성을 가장 충실하게 반영

할 수 있는 시각화와 시각화에 한 언어 표현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이미지는 학습자 특유의 의미 체계인 심상이다. 시 감상 

과정에서 학습자의 심상은 생성됨과 동시에 세계로의 의미 구성을 시작한다. 심상

의 특성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심상은 주체의 사고로부터 비롯되고 주체는 

심상을 조작할 수 있다. 또한, 동적인 것으로 존재하며 형상을 동반한다. 본고에서

는 심상을 의미 구성의 출발점으로 보고, 심상의 시각화를 비계로 텍스트에 한 

의미를 구성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한편, 학습자의 심상은 손상되기 쉬우므로, 심적인 상태에서 사라지기 전에 구체

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 필요하다. 심상의 시각화는 내적 과정의 신비화에서 탈

피하여 심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것은 심상의 형성을 

추동하고, 내적인 영역의 의미를 운반함으로써 이를 비계로 새로운 이해의 방식, 

의미 구성의 방식을 제공한다.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한 시 감상의 원리로는 이미지의 존재방식을 표현의 측면

에서 고려하여, ‘구상적 이미지를 통한 텍스트 내적 세계의 재현, 추상적 이미지를 

통한 촉발된 심리의 표현, 복합양식적 이미지를 통한 새로운 의미의 창조’를 도출

하였다. 이러한 시 감상은 심적인 상을 가시화함으로써 내적 이미지의 형성 과정

을 구체화하고, 이미지의 표현을 통해 텍스트 세계에 한 체험을 실현하며, 이미

지를 중심으로 주체적 의미 구성 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았

다. 연구 상으로는 고등학생을 선정하였으며, 텍스트 감상 과정에서 심상의 시각

화를 비계로 의미를 구성해가는 양상을 분석하여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설계하고

자 하였다. 

  이를 토 로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한 시 감상의 양상을 단일양식과 복합양식의 

범주로 살펴보았다. 단일양식으로의 시각화는 크게 구상적 표현과 추상적 표현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이미지의 구상적 표현 양상에서 학습자는 지각한 이미지를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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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텍스트에 한 내적 탐구로서 의미망 구축을 시도하였다. 주관적 인상의 추

상적 표현의 양상에서는 막연하거나 모호한 상을 형태나 색채로 전환하고 이를 

비계로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드러내기 위한 시도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복합양

식으로의 시각화에서 학습자는 새로운 표현 형식을 활용함으로써 텍스트의 장면을 

묘사하여 자신의 서술을 확장하거나, 연상을 통해 텍스트와의 연관성을 확보하였

다. 또한, 자유로운 상상 활동을 통해 텍스트 내 자아가 참여함으로써 드러나는 새

로운 의미의 발견을 도모하였다. 

  이상의 양상에서 학습자 수행에서의 질적 차이를 분석한 것은 다음과 같다. 심상

을 구상적으로 시각화할 때에는 자신이 전경화한 정보에 머물러 텍스트에 한 전

체로서의 의미 구축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다음으로, 심상을 추상화

하여 표현하는 것은 학습자의 주관적 인상을 뚜렷하게 표현하기 위해 자신만의 도

식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문제는 텍스트로부터 그에 한 타당성을 확보하

기 위한 사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있었다. 마지막으로 심상을 복합양식적으로 시

각화하는 것은 기존의 것을 확장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 텍

스트와의 관계를 상실하거나 지나친 자아의 개입으로 전유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

우도 있었다. 

  학습자의 양상 분석을 통해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한 시 

감상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을 구안하였다. 교육 내용으로는 이미지에 기반한 의

미 구성, 이미지와 텍스트 맥락 간 관계 형성, 심화된 의미 해석으로서 이미지 창

조를 제안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방법으로는 지각국면의 확장을 위한 발

견학습, 자기 해석의 메타적 인지를 위한 질문생성, 텍스트 내부로의 상상 유도를 

위한 내적 화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학습자가 텍스트에 한 의미 구성 능력을 지닌 존재라고 보았다. 이

에 심상을 가시화함으로써 스스로 비계를 생성하고, 이로부터 시 감상에 능동적으

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 주요어 : 시 감상교육, 이미지, 심상, 시각화, 구상, 추상, 복합양식, 학습자 중심

⁕ 학  번 : 2018-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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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학습자가 시를 읽고 난 후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시각화(視覺化, 

visualization)하고, 이를 비계(飛階, scaffolding)로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시의 

의미를 구성해 나가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이미지의 시각화’를 

‘감상 과정에서 형성된 학습자의 심상(心象)을 가시화(可視化)한 것’으로 정의하고, 

학습자가 시를 읽고 느끼는 반응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의미를 구성해나

갈 수 있는 교육을 구안하고자 한다. 

  시 텍스트는 시적 상황에 하여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시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습자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이 요구되지만, 학

습자는 언표화된 이미지들의 연관관계를 구축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겪어 시를 

제 로 감상하지 못하고 시에 해 흥미를 잃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에 주목하여 

본고에서는 이미지1)의 시각화를 통한 시 교육을 구안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의미 

구성을 할 수 있는 교육, 시 감상에서 학습자의 흥미를 발현시킬 수 있는 교육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한 시 감상에서 ‘이미지’란, 시 감상 과정에서 형성되는 학

습자의 심상을 의미한다. 학습자는 ‘경험을 재현하거나, 추체험하거나, 창조적으로 

상상’2)하면서 자신만의 심상을 형성하므로, 시 감상의 과정에서 학습자가 떠올린 

1) 시에서 ‘이미지(image)’는 다양한 상을 지시한다. 먼저, 작가가 시를 창작할 때 떠올린 

최초의 이미지가 있고, 텍스트에 드러난 언어적 이미지가 있다. 또한, 작품을 읽고 독자

가 나름 로 창조한 심상으로서의 이미지가 있다. 이들은 모두 ‘이미지(image)’라는 하

나의 용어로 아우를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상을 구분하여 지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텍스트의 언어적 이미지에 해서는 주로 ‘이미지, 언어적 이미지, 

텍스트의 이미지’로, 텍스트로부터 형성된 학습자의 정신적 이미지에 해서는 ‘심상, 내

적 이미지’로 지칭하였다. 본고에서는 시를 읽고 나름 로 창조해낸 ‘심상으로서의 이미

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학습자의 능동적인 감상 활동을 실천하는 출발점이라

고 본다. 

2) 김미혜, 「시 교육에 있어서 이미지 이해의 문제에 한 고찰- 박목월의 초기 시의 이

미지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25, 한국문학교육학회, 2008, pp.37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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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은 문학을 감상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이다. 이는 시인으로부터 

독자에 이르는 의식으로의 여행이자, 작가의 의식을 뒤좇으면서도 감상 주체의 시

적 의식을 발견3)하는 것이다. 또한 심상은 상의 특수성을 포착하여 원형을 탄생

시키며, 세계를 설명함에 있어 일종의 선개념적 구조(preconceptional structure)

를 제시4)하므로 텍스트에 한 학습자 감상의 원형과 구조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시각화’는 심상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심상의 속성을 가장 충

실하게 반영한다. 심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학습자의 사유를 구체화하는 

작업으로서도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학습자의 반응은 주로 말하기나 글쓰기와 같

은 언어를 통해 표현되었다. 그러나 학습자는 언어로 표현하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거나 언어로 표현한다 하더라도 반응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

므로, 학습자의 언어 표현 활동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비계로서의 활동이 

우선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심상의 시각화를 비계로 이에 한 설명, 해석, 

보완의 성격을 지니는 언어 표현으로 나아가면서 학습자는 자신의 감상을 보다 풍

부하게 표현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어떤 생각이나 감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구체적이지 못하거나 불분명한 

것을 명확하게 하는 데 유용하다. 한편, 내적 이미지를 환기할 때 그 상이 텍스

트의 시각적 이미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학습자의 내적 세계는 다양한 감각

들이 동원되어 꾸준히 변화하고 재창조되는 역동적인 과정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한 시 감상은 텍스트를 통해 학습자의 내적 세계가 열릴 수 

있다는 점, 텍스트와 학습자가 소통할 수 있는 매개가 된다는 점, 그로부터 독자적

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이에 더하여, 감상 주체인 

학습자가 자신의 감상을 표현하는 것은 일종의 창작5) 행위로 결과물을 생산한다는 

3) 홍명희, 『상상력과 가스통 바슐라르』, 살림, 2005, pp.55-60.

4) J. S. Bruner, 강현석·이자현 역, 『교육의 문화』, 교육과학사, 1996, p.394.

5) 윤여탁은 문학 작품의 감상은 상상력을 동원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표현 행위임

을 강조한다. 한편, ‘창작’이라는 용어가 주는 제한적인 의미 때문에 문학교육에서 표현

행위 일반이 배제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작품의 수용과정에서 일어나는 표현 행위에 

해서까지도 창작의 범위를 확 해야 한다고 하였다. 본고도 이와 동일한 관점에서 학

습자가 심상을 표현하는 행위를 창작 행위로 본다. 윤여탁, 『리얼리즘의 시 정신과 시 

교육』, 소명출판, 2003, p.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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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도 교육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때 유의할 점은 본고에서의 시각적 표현은 최종 산출물이 아니며, 시각화는 언

어 표현을 돕는 도구로서 비계의 기능을 한다는 점이다. 국어과의 교육 내용은 언

어적 사고와 언어 수행을 통해 실현6)되는 것이므로 최종적으로는 시각화된 결과물

을 다시 언어로 표현하는 활동을 거쳐야 한다. 이로써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시의 

의미를 발견하거나 감상의 근거를 설명하는 등 텍스트에 한 해석의 풍부함을 도

모하여 학습자의 반응을 촉발하는 매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심상의 시각화는 

타인에 의해 ‘주어진 비계’가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생성한 비계’라는 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동안 시 교육에서는 독자반응비평과 수용미학의 관점을 받아들여 학습자 반응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나, 독자의 반응은 내적인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내적인 것이 존재한다면, 이를 

외적인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정신 영역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

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해 비가시적인 세계를 가시적으로 

구현함으로써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이게 만들고, 부재한다고 생각했던 상을 형

상화’7)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런데, '학습자의 반응이 무조건적으로 수

용될 수 있는 것인가'하는 점에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시 감상에서는 반응의 기저

로 삼아야 할 ‘텍스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텍스트와 관계없는 내용을 발산하거

나 학습자 스스로 반응의 뿌리를 텍스트로부터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적절한 

반응이라 할 수 없다. 즉, 텍스트와의 관련성이 제시되어야만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시 교육이 학습자의 삶과 유리된 채 이루어져 정서적 공감을 발현시키지 못하였

으며, 지식 중심 교육으로 인해 시에 한 흥미가 반감되고 있다는 점은 시 교육의 

문제점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 시 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지식은 학습자가 

시 향유 경험을 통해 구성해가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가 성장할 수 있도

록 교육적 경험을 기획하고 조정하여 경험의 결과를 구조화, 체계화할 수 있도록 

6) 최지현, 「국어과 교육에서 정의적 교육 내용」, 『국어교육학연구』 11, 국어교육학회, 

2000, p.27.

7) 박치완, 「P. 베르낭의 비가시적 세계의 형상화로서 이미지 개념」, 『해석학 연구』 

23, 한국해석학회, 2009, p.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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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야 한다.8)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한 시 감상을 수행하면서 학습자는 시를 충실

히 읽고9), 시를 감상하는 방법적 원리를 체득하여 평생 독자로서 시를 향유하는 

태도를 기르게 될 것이다. 

2. 연구사

  이 절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인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한 시 감상 교육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을 이미지, 시각화, 표현의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이미지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안한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이들은 

이미지를 ‘감상 교육’의 측면에서 바라본 것과 ‘창작 교육’의 측면에서 바라본 것으

로 크게 나뉜다. 먼저, 시 감상 교육에서 이미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노철은 이미지와 비유에 관한 시 교육 내용이 문학적 형상을 표현하는 방법

의 측면에 편향되어 있어 학습자들이 이들을 암기의 상으로 바라본다는 점을 지

적하였다. 이에 이미지와 비유가 의사소통의 방식이자 사고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하

여 교육과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10) 이 연구는 텍스트의 언어적 이미

지에 중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 있어, 학습자의 심상을 중심으로 이미지를 다

룬 본고와 논의의 지점이 다르다.

  김미혜의 연구는 시 교육에서 이미지의 개념이 편협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문

제로 지적하고 재현으로서의 이미지를 넘어서는 확장된 개념의 도입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미지의 해석에 있어 학습자의 심리 작용에 주목하여 상상력

을 동원하여 감각 경험을 넘어서는 감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11) 이 논

의는 학습자의 정신 영역이 감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하여 본

8) 윤여탁 외, 「현 시 교육에서 지식의 성격과 교육의 방향」, 『국어교육연구』 27, 서

울 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1, p.233.

9) 바슐라르는 이중의 독서를 권하며, 진정한 문학은 두 번째 독서에 있다고 말한다. 문학

적 몽상의 활동은 텍스트를 충실하게 다시 읽을 때에만 비로소 시작된다. 그는 최초의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혜안의 눈을 가진 몽상이 시작되는 것은 이 최초의 인상

이 걷힌 다음이라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홍명희, 앞의 책, 2005, p.63. 참조.

10) 노철, 「시 교육에서 이미지․비유의 교육과정과 교재의 설계 방향」, 『문학교육학』 

19, 한국문학교육학회, 2006. 

11) 김미혜, 앞의 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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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 시사점을 주지만, 이미지의 개념을 텍스트의 이미지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 

학습자의 심리 작용에 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후속 논

의를 필요로 한다.

  조은혜는 개별 이미지들을 내러티브의 구성소로 인식하고 그것들을 연결하여 전

체 텍스트의 의미를 이야기로 구성하는 시 교육을 제시하였다.12) 이 연구는 학습

자들이 구성해내는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본 논의의 문제의식과 

일치하는 바가 있으나, 교육의 방법으로 서사의 방식을 제시하고 내러티브적 맥락

에서 이미지를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본고의 논의와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창작 교육의 측면에서 이미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 연구들은 이미지를 텍스트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으며, 창작을 위해 이미지의 

형상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유영희는 창작이 필연적으로 자기반성을 동

반한다는 관점에서 창작 교육을 강조하였으며, 이미지 형상화를 중심으로 창작 교

육에 한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미지 형상화를 통해, 창작 

주체가 능동적으로 행하는 이미지의 구성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13) 

  정정순은 기존의 논의들이 실제 창작의 실현에 한계가 있다고 보아, 시적 형상성

이 구현되는 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구체적 시 쓰기의 원리로 제안하였다. 시적 체

험에 따른 시적 형상성의 실현 방식을 공시적 관점과 통시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시적 형상화의 방법을 학습자의 시 쓰기에 적용한 것이다.14) 이들 연구는 시 텍스

트의 중심 요소로 이미지를 살피고 이미지의 형상화에 주목하였다는 점, 교육에서 

학습자의 주체적인 사고 과정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주지만, 궁극적

으로 학습자 표현의 지향점이 창작 행위로 향한다는 점에서 본고와 차이가 있다.

  한편, 김남희는 앞선 두 논의가 매개의 경로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미지의 생성 자체에 주목하여 이미지를 상상하는 행위 자체를 시 쓰기

의 교육 내용으로 구안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는 심상을 활용하여 학습자

의 삶을 들여다보고 이미지를 상상하는 행위를 시 쓰기와 연결하도록 하였다.15) 

12) 조은혜,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한 시 교육 연구」, 서울 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13) 유영희, 「이미지 형상화를 통한 시 창작교육 연구」, 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14) 정정순, 「시적 형상성의 교육 내용 연구」, 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15) 김남희, 「문학치료적 관점에서의 시 쓰기 교육 연구: 이미지를 중심으로」, 『문학치

료연구』 46, 한국문학치료학회, 2018.



- 6 -

이 논의는 이미지의 생성 과정과 학습자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 학습

자의 심상 그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심상을 중심으로 의미를 구성하

고자 하는 본고의 논의와 맥을 같이한다. 

  두 번째로는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한 시 감상 교육에서 심상의 실제적 구현 방

안으로 제안한 ‘시각화’와 관련한 연구들을 살폈다. 이는 다른 주체에 의해 시각화

로 구현된 상을 시 감상에 활용한 연구와 학습자가 직접 시각화를 시도하도록 

한 연구로 크게 나뉜다. 

  전자에 관한 연구들은 다른 매체와의 관련성 속에서 시 교육의 방안을 제시한다

는 점에서 복합양식적 특성을 지니며, 매체 교육 차원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

다. 송여주는 시 교육의 내용 및 방법으로 시와 그림의 결합 텍스트인 ‘시화 텍스

트 해석’을 제안하여 매체언어 교육의 관점에서 서정적 복합양식 텍스트에 한 연

구를 심화하였다.16) 이신애는 ‘영상시’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떠올린 이미지와 영

상시를 통해 제공되는 이미지의 간극을 조정하면서 학습자 자신만의 이미지를 구

성하는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17) 

  이 연구들은 화가와 영상 제작자 등의 창작 주체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학습자가 

해석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본고와 차이가 있다. 그림이나 영상을 활용한 

교육은, 본래 텍스트의 의미 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어진 그림이나 

영상 이미지를 곧바로 자신의 것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많고, 본래 텍스트와의 관련

성을 파악하기 위한 학습자의 인지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

와 달리 본고는 시를 읽고 떠올린 심상을 감상 주체인 학습자가 직접 표현함으로

써, 이를 비계로 본래의 시 텍스트 자체에 몰입하여 감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음으로 시 감상에서 학습자의 시각적 표현을 활용한 연구는 아래와 같다. 박수

연은 시의 구성 부분에 한 이해가 전체에 한 이해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지각을 자극하는 시각 이미지에 주목하였다.18) 고연희는 문학과 회화에 한 관

계성을 기반으로 회화가 문학의 감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관점에서 학습자

16) 송여주, 「시화 텍스트 해석 교육 연구」, 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7) 이신애, 「영상시를 활용한 현 시 이미지 교육 연구」, 서울 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18) 박수연, 「시 교육에 있어서 시지각의 역할」, 『비평문학』 35, 한국비평문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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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림 그리기를 학습 활동으로 제시하였다.19) 이들 연구는 언어와 시각화 사이

의 상호 호혜적 관계를 보여주었으나, 구성요소의 재현이라는 제한적 시각에서 시

지각과 시각적 표현을 논의하고 있으므로 본고와 차이가 있다. 

  고정희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감상을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기 위해 미술

과 문학의 융합교육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그에 따르면, 시각적 리터러시와 언어적 

리터러시는 호혜 관계에 있으며, 문학교육에 있어 시각적 리터러시를 갖추는 것은 

통합적 리터러시를 갖추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서사에 접근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20) 이 논의는 언어와 시각적 리터러시의 관계를 밝히고 있어, 시각화

를 비계로 시의 의미를 구성하고자 한 본고의 지향과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박주형・윤여탁에 따르면, 문학 텍스트에 한 학습자의 시각화의 경험은 언표화

되기 어려운 학습자의 반응을 구체화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또한 텍스트

와 관련이 있으면서도 그 의미를 넘어서는 유의미한 정보를 포함할 때, 텍스트 이

해 과정에서 학습자가 봉착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21) 이 논의

는 텍스트의 의미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각화를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본 

논의의 문제의식과 연관된다. 

  세 번째로 시 감상 과정에서 학습자의 반응을 존중하고, 학습자의 내적 과정을 

‘표현’하는 것과 관련한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윤여탁은 문학 교육이 해당 작품에 

한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는 차원을 넘어 자기 표현 행위로 확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22) 이 논의는 시 감상 행위가 학습자의 표현으로 확 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본고에 제공하였다. 또한, 교육의 이해와 표현에 사고력이 작용하는 층위를 

표현 단계, 이해 단계, 이해/표현(이해를 표현하는) 단계로 제시하고 구체적 작용 

양상을 설명23)함으로써 시 감상 과정에서 일어나는 학습자의 사고 작용에 한 시

19) 고연희, 「시화(詩畫) 종합의 전통과 문학교육 –회화이미지 ‘형(形)’의 역할을 중심으

로」, 『문학교육학』 37,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20) 고정희, 「문학과 미술의 교육적 융합을 위한 제언 –존 에버렛 밀레이의 그림 <오필리

아>를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40, 한국문학치료학회, 2016.

21) 박주형・윤여탁, 「시각화를 통한 문학 텍스트 구체화 교육의 가능성 고찰」, 『국어국

문학』179, 국어국문학회, 2017.

22) 윤여탁, 「문학교육에서 상상력의 역할: 시의 표현과 이해 과정을 중심으로」, 『문학

교육학』 3, 한국문학교육학회, 1999.

23) 윤여탁, 앞의 책, 2003, pp.22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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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점을 주었다.

  김민재는 학습자의 시 읽기 과정을 탐구하기 위해 학습자의 시 감상 과정을 내

면적인 작업인 동시에 외적인 표현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체험 표상’이

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학습자가 시를 읽으며 자신의 지각 반응으로부터 출발하여 

작품을 주관적으로 의미화할 수 있는 교육을 구안하였다.24) 이 연구는 실제 학습

자의 심리적인 과정을 탐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점, 학습자의 감상 과

정을 내적 작업으로만 간주했던 그동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체험 표상이라는 

개념을 통해 학습자의 체험을 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했다는 점에

서 본고에 시사점을 준다.

  이상과 같이 기존의 연구사를 검토하여 보았을 때, 지금까지 시 교육에서 이미지

와 학습자 반응의 중요성은 충분히 부각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학습자의 내

적 반응에 한 논의가 결과물에 관한 논의로 집중됨으로써, 의미를 구성하는 ‘과

정’에 한 연구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반응을 표현할 수 있는 방안에 한 연구

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미지의 개념이 

교육적 차원에서 학습자의 내적 반응으로서 확 되어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학습자가 심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해나갈 수 있도록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한 시 감상 교육을 설계하고자 한다.

3. 연구 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학습자가 내적 이미지를 시각화하고, 이를 비계로 텍스트를 감상하는 

양상을 분석하여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우선, 학습자들이 텍스

트를 시각화하고 이를 언어로 다시 표현할 때 드러나는 반응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독자반응이론을 전제로 학습자 자료를 수집하였다. 무어(W. Moor)에 따르

면 텍스트를 읽고 그린 그림은 시각화 이전의 사고방식에 부합25)한다. 이에, 실험

을 통해 수집된 학습자의 시각화 자료는 학습자의 심상에 부합하며, 시각화에 한 

24) 김민재, 「시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체험 표상 교육 연구」, 서울 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25) W. Moor, The Teaching of Poetry in the Netherlands since 1968, The 

Teaching of Poetry –European Perspectives, London : Cassell, 1996,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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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화 자료는 학습자의 지금-현재의 이해 상태를 보여주므로 시 감상 과정에서 

학습자의 사고 과정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적인 학습자

의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 방안을 모색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학습자의 

언어 표현 자료는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등에 문법적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작품 

감상에 한 학습자 반응을 충실히 보여주기 위하여 그 로 제시하였다. 

  연구 상으로는 고등학생을 선정하였다. 중등학교에서 다루는 시 제재26)의 이

미지는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제재에 비하여 훨씬 복잡한 관계 속에서 나타나며 특

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습자들은 낯선 작품들을 다수 접하여 어디서

부터 어떻게 시를 읽어내야 하는지 곤란을 겪는다. 시적 세계를 난해하거나 모호하

여 정답을 찾을 수 없는 신비한 것으로 치부하여 시 읽기를 기피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시각화를 비계로 텍스트를 읽는 것은 학습자 자신의 반응인 ‘심상’으로부

터 텍스트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브루너(J. S. Bruner)는 학습에 있어 원리와 태도의 전이로서 ‘일반적 전이’의 중

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아이디어로부터 지식의 폭을 확장하고 

심화할 수 있다27)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구체적인 지적 활동에서 형식적인 지적 

활동으로 ‘점진적 이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자료를 다루는 경험과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일반적 전이를 통해 학습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구체적 사

고에서 형식적 사고로 이행할 수 있는 지적 기회를 제공할 때, 각 개인마다 최고

의 지적 발달 수준에 도달하는 수월(秀越, excellence)을 함양할 수 있다.28) 이는 

학습 상황에서 학습자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는 구성적 관점(constructivist vie

26) 문학 교과서에서 시 텍스트를 제시할 때 반드시 그림이나 사진을 ‘함께’ 첨부한다는 점

은 눈여겨 볼만하다. 이는 시각 자료가 텍스트와 함께 주어졌을 때 학습자의 이해나 감

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본고에서는 이미 주어진 보조 자료

로써 시각 자료를 수용하기보다는, 학습자가 직접 텍스트와 관련된 결과물을 만들어봄

으로써 시를 감상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7) J. S. Bruner, 이홍우 역, 『교육의 과정』, 배영사, 2017, p.69.

28) 브루너는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따라, 아동의 지각 방식을 고려하여 학습의 내용

과 구조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아동의 인지적 발달과정은 4단계로 분류할 수 있으

며, 가장 상위수준의 발달은 형식적 조작기(formal operational stage)이다. 그런데 모

든 아동이 일정 연령 수준에서 형식적 조작 능력을 획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 

조작기(concrete operational stage)에서 논리적 사고에 한 조작이 원활하게 이루어

져야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책, pp.10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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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9)에 따른 것으로, 본고도 이러한 관점에서 학습자 스스로 내적 이미지를 구체

적 형상으로 시각화하고, 이를 다시 언어 표현의 자원으로 활용하면서 형식적인 

지적 활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상 텍스트는 시에서의 이미지 유형30)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텍스트의 이미

지가 학습자의 정신적 영역에서 어떻게 형상화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

기 때문이다. 이에 근거하여 지각적 이미지 중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정경

을 묘사한 텍스트로 정지용의 「비」를, 시각적 이미지 이외의 감각적 이미지가 다

수 포함된 텍스트로는 백석의 「여우난 골족」31)을, 추상어 중심의 상징적 이미지

가 해석의 중심이 되는 텍스트로는 정호승의 「슬픔이 기쁨에게」를 선정32)하였

다. 한편, 시각적 이미지가 상을 직접 매개함에 비해, 시각적 이미지 이외의 감

각적 이미지는 그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판단하여 지각적 이미지에 한 

텍스트를 둘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또한, 상징적 이미지는 지시하는 상이 텍스트

29) 학습에 한 인지주의 이론에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하나는 잘 조직화된 지식을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강조하는 전달적 관점(transmission view)이고, 다른 하나는 

학습자 스스로 지식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구성적 관점(constructivist view)이 

다. 임규혁‧임웅, 『학교학습 효과를 위한 교육심리학』, 학지사, 2007, p.208.

30) 시에서 이미지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형상’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정신적(mental) 이

미지, 비유적(figurative) 이미지, 상징적(symbolic image) 이미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미지의 유형에 해서는 아래의 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김준오, 『시론』, 삼지원, 

2002, pp.175-178; 윤여탁·최미숙·유영희, 『시와 함께 배우는 시론』, 태학사, 2002, 

pp.90-93; 이승훈, 『시론』, 태학사, 2005, pp.193-194. 참조.

31) 「여우난골족」의 표기는 『정본 백석 시집』을 참고하였다. 학생들에게는 본문의 일

부를 현 어로 수정하고, 방언이나 일부 고어는 주석을 활용하여 제시하였다. 본고에서 

학습자 자료를 다룰 때에는 제목에 띄어쓰기를 포함하여「여우난 골족」으로 표기하였

다. 백석, 고형진 편, 『정본 백석 시집』, 문학동네, 2007. 참고.

32) 이미지즘(imagism)시는 시의 이미지 표현을 중시하고, 회화적 효과를 중심으로 내적 

세계를 구성하므로 이미지의 시각화에 적합한 텍스트의 자질을 지니고 있다. 다만, 본 

연구가 시각적 이미지에 한 시각적 형상 구축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역에서 구축되고 

있는 비가시적인 형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내적 반응을 구체화하는 것을 최종 목적

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이미지즘과 성격을 달리하는 텍스트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

았다. 또한, 학습자의 심상이 반드시 텍스트의 언어적 이미지와 일 일 응관계로 형성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언어적 이미지로부터 다양한 형태

와 복합적인 형태의 심상을 떠올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텍스트 선정에 

있어 이미지의 유형을 고려한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응하는 심상의 양상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심상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 11 -

에 드러나지 않으므로 관념에 한 학습자의 심상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을 

기 하였다. 이상의 텍스트를 상으로 실시한 예비 실험과 본 실험의 개요는 다음

과 같다.

<표 1> 현장 조사의 개요

33) 문항은 시각화와 시각화에 한 설명에 관한 것으로 구성되었다.

   작품을 읽은 후, 자유롭게 그림으로 표현해 주세요. / 그림 실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케치, 색칠하기 등 여러분의 표현과 생각을 존중합니다. 오른쪽 여백에 자유롭게 그려

주세요.(뒷면도 가능) 그림을 그린 후, 아래의 물음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자신의 그림을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그림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작가입니다. 

   2. 그림으로 미처 표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34) 문항은 1차 감상, 시각화, 시각화에 한 언어 표현으로 구성되었다.

   1. 시를 읽고, 어떠한 느낌이 드는지 자신의 감상을 글로 표현해 주세요.

   2. 작품을 읽은 후, 자유롭게 그림으로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표현과 생각을 존중합니다.

   3. 자신의 그림을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그림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작가

입니다. 

       3-1. 시의 어떠한 부분을 표현한 것인지 혹은 시에 한 어떤 느낌을 표현하고 싶

구

분

조사 

기간
조사 상

기

호

인

원
상 시 텍스트 활동 내용 비고

예

비 

조

사

2019.

01.

광주 

S고등학교 

2학년

㉠ 6
정지용, 

「비」

시 텍스트를 읽고,  

학습지의 문항33)에 

해 서술하기

정규

수업 

총 

1차시

(50분)

㉡ 11
백석, 

「여우난골족」

광주 

S고등학교 

1학년

㉢ 8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실

험 

조

사

2019.

07.

광주

S고등학교

2학년

A 57
정지용, 

「비」

시 텍스트를 읽고, 

학습지의  문항34)에 

해 서술하기

정규

수업 

총 

1차시

(50분)

B 63
백석, 

「여우난골족」

C 50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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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조사는 학습자들이 상 텍스트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예비 조사를 통해 학습자의 심상을 시각 및 언어로 형상

화하는 양상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으며, 본 실험에서 일어날 문제점을 예측하여 

실험 설계시 반영할 사항들을 추출할 수 있었다. 우선, 시 감상에서 시각화가 학습

자의 감상에 비계(飛階)로써 도움이 됨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시각화로 표현하

지 못한 부분에 한 언어 표현의 설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35) 

  본 실험에서는 이상을 고려하여 시각화 이전과 이후의 양상 비교를 통해, 비계로

서 시각화의 역할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시각화 도중과 시각화 이후

에 형성되는 학습자의 내적 이미지를 반영하기 위해 학습자가 상상하거나 추론한 

내용을 서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 수행될 실험의 단계에 따라 문항을 구성하

였으며, 문항의 번호는 학습자들이 수행한 활동의 순서와 일치한다. 각 단계별 문

항의 세부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본 실험 수행 내용 

었는지 작성해 주세요. 

       3-2. 시를 읽고, 자신이 상상하거나 추론하여 표현한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3-3. 그림으로 미처 표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4.  다시 시를 읽으며, 자신이 놓친 부분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느낌 등을 글로 작성해주세요.

35) 예비조사를 토 로 본 실험조사에 추가된 것은 ‘첫째, 그림 그리기 전 자신의 감상 작

성하기 둘째, 시각화에 한 언어적 설명을 위한 질문의 세분화(시각화 설명, 상상 및 

추론한 내용, 시각화로 표현하지 못한 것) 셋째, 시각화 이후 텍스트로의 회귀에 한 

반응’이다.

구분 수행 내용 수행의 의도
본 실험 

문항 번호

1단계 1차 언어적 반응 시각화 이전 학습자의 감상 1

2단계 시각화 학습자의 내적 이미지 표현 2

3단계 2차 언어적 반응

시각화에 한 언어 표현 3-1

텍스트로부터 

상상하거나 추론한 것
3-2

시각화로 표현하지 못한 것 3-3

4단계 3차 언어적 반응 텍스트로의 회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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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실험 조사의 상은 문학 교과가 배정되어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며, 

총 1차시 50분의 정규 수업 시간에 걸쳐 실험이 실시되었다. 학습자는 주어진 텍

스트를 읽은 후, 학습 활동지의 문항 순서에 따라 감상을 서술하였다. 각 문항의 

작성 시간은 일괄적으로 통제되지 않았으며, 학습지 문항의 순서에 따라 학습자가 

주어진 수업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1단계에서 4단계로의 이행이 이루

어졌다.

  1단계에서는 언어를 통해 텍스트에 한 감상을 표현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텍

스트를 읽고 형성된 학습자의 내적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구체화하였다. 이후, 3단

계에서는 2단계에서 시각화한 이미지를 비계로 삼아 ‘시각화에 한 언어 표현’과 

‘시각적으로 표현하지 못한 것에 한 언어 표현’이 이루어졌다. 3단계에서의 언어 

표현은 학습자가 지각한 것에 한 표현이므로 독자가 텍스트로부터 미처 지각하

지 못한 것에 한 발견과 점검이 요청된다. 이것은 곧바로 4단계 텍스트로의 회

귀 활동으로 이어진다. 본고는 학습자가 이미지를 중심으로 의미를 발견하고 구성

해나가는 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습자의 문장 다발이 기술하고 있

는 바를 파악하고자 추행법(追行法)36)을 연구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이미지의 시각화는 학습자가 생성해 낸 자신의 반응으로부터 감상에 나아가는 

것이며, 이는 감상 주체의 내부로부터 자발적 의미 성취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그

리고 시각화에 한 언어화는 자신의 반응에 한 메타인지 활동으로, 독자가 선

취(先取)한 것을 중심으로 해석의 완결에 도달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한 시 감상 교육은 학습자가 자신의 관점을 기반으로 

텍스트와의 만남에 성공하고, 앞서 형성된 이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미를 구

성함으로써 능동적인 시 감상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Ⅱ장에서는 본고의 이론적 기반에 해당하는 이미지의 개념과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한 시 감상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한 시 감상의 원리를 도

출하고자 하였다. 이어 Ⅲ장에서는 Ⅱ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실험조사에서 수집된 

학습자의 양상을 분석하여 구조화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고려하여 Ⅳ장에서는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한 시 감상의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설계하고자 한다. 

36) M. Van Manen, 신경림․안규남 역, 『체험연구: 해석학적 현상학의 인간과학 연구방법

론』, 동녘, 1994, pp.128-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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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한 시 감상 교육의 이론

1. 이미지와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한 시 감상

  시 교육에서 이미지는 사유(思惟)의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1) 창작의 주체

는 언어를 통해 자신의 사유를 텍스트에서 실현하고, 감상의 주체는 텍스트의 이미

지로부터 특유의 심상을 구축하며 텍스트에 한 사유를 수행한다. 따라서 이미지

에 하여 지식적 차원에서 유형을 분류하거나, 고정된 의미 체계를 발견하기 위한 

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미지를 통해 어떻게 사유를 이어나가는지 ‘학습자의 의

미 구성 활동’을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편, 내적 이미지를 가시화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지식에 의지하여 텍

스트를 감상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짐을 의미한다. 이것은 텍스트로부터 형성되

는 자신의 사유를 확인함으로써 의미 구성 주체로서의 면모를 자각하도록 이끈다. 

  이 절에서는 시각화의 상이 되는 이미지의 개념을 제시하고 이미지의 시각화

를 통한 시 감상의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한 

시 감상 교육의 교육적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1) 이미지와 사유에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조강석은 시에 나타난 이미지를 분류하는 

것 이상으로 이미지 연구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권혁웅도 기존의 문학

연구의 한계를 밝히고 이미지의 역량이 최 한 발휘될 수 있도록 이미지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민재원은 시 읽기 교육에서 이미지를 학습해

야 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이미지를 다루는 방식을 학습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

해, 학습자들이 떠올린 이미지는 사유 활동의 하나로 취급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조강석, 「시 이미지 연구 방법론 : 시 텍스트의 ‘내부로부터 외부로의 

전개’를 위하여」, 『한국시학연구』 42, 한국시학회, 2015; 권혁웅, 「이미지, 사유의 

체계 : 문학 연구 방법론으로서의 이미지」, 『한국시학연구』 47, 한국시학회, 2016; 

민재원, 「현 시 교육에서 학습자의 활동 촉진을 위한 지식의 구체화 방향 고찰(4)–베

르그손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이미지’ 개념의 활동적 전환을 중심으로」, 『국어국문

학』 188, 국어국문학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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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지의 개념

  시를 ‘감상’한다는 것은 감상의 주체가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축하면서 텍스트와 

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소통의 결과, 전체로서의 시 세계를 이해하고 텍

스트에 근거한 주체 특유(特有)2)의 의미를 창조할 수 있게 된다. 텍스트는 시어를 

통해 구현된 이미지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세계를 구축하므로, 텍스트의 이미지는 

시 감상 과정에서 학습자가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출발이자 본질(本質)이다. 이미

지(image)는 리듬과 함께 시를 이루는 본질적인 구성요소로 이미지 없이 시는 존

재할 수 없다.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실마리를 이미지로부터 얻기 때문

이다. 작가는 표현하고자 하는 상을 떠올리고, 이를 가장 잘 드러내기 위한 언어

를 선택하고 정제하여 시어로 표현한다. 따라서 텍스트에 사용된 모든 시어는 형식

적 관계를 표시하는 형태소라 할지라도 그것만의 의미를 갖는다. 

  학습자는 텍스트를 감상하면서 ‘배경으로 나타났던 것이 전경으로 나타나고, 전

경으로 나타났던 것이 배경으로 나타나’3)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작가가 구성한 게

슈탈트(Gestalt)로서의 하나의 유기적이고 통일적인 시의 전체성을 지각해야 한다. 

그런데, 자신이 전경으로 지각한 텍스트의 일부분에만 집중4)한 나머지 파편화된 

이미지의 지각에 머물러, 유기적이고 통일적인 전체로서의 시 세계의 의미를 파악

하지 못하는 것이 시 감상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텍

스트의 세계와 자신과의 관계 맺기를 통해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것이 요구되므로, 텍스트로부터 분비되는 학습자 특유(特有)의 의미 체계인 

내적 이미지 곧, 심상(心象, mental image)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학습자가 감상의 결과로 형성하게 되는 ‘특유(特有)의 의미’는 텍스트에 근거하되, 학습

자마다 다르게 형성됨으로써 타인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의미를 소유하게 되는 것을 의

미한다. ‘고유(固有)의 의미’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까닭은, 고유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특유의 것’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감상 이후에 형성된 학습자의 인

식 변화나 정서 변화의 의미를 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에 

‘학습자 고유의 어떤 것’이 결합하여 주체 ‘특유의 감상의 결과물’을 얻게 될 것으로 생

각하였다.

3) 주성호, 「세잔의 회화와 메를로-퐁티의 철학」, 『철학사상』 57, 서울 학교 철학사상

연구소, 2015, pp.281-285.

4) 텍스트의 특정 부분을 초점화하거나, 일부 장면에 한 묘사를 전부로 치부, 특정 시어

나 이미지에 국한하여 시를 읽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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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으며, 문학 감상 과정에서 형성되는 심상도 이

를 따른다. 다만, 텍스트라는 분명한 실체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문학 감상 과정에

서의 심상은 반드시 텍스트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첫째, 심상은 그것을 형성하는 

주체의 사고(思考)로부터 비롯되고, 지각의 주체는 심상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 인간은 스스로가 동원할 수 있는 경험이나 기억을 재현, 조작, 변형함으로

써 심상을 무한히 창조할 수 있다. 코슬린(S. M. Kosslyn)은 심상의 특정 부분을 

초점화하거나 세부내용을 생성함으로써 자유롭게 심적 과정을 조절할 수 있음을 

심상 생성 이론(mental imagery theory)을 통해 설명하였다.5) 또한, 아른하임(R.  

Arnheim)에 따르면 심상 없는 사고는 존재하지 않는다.6) 인간의 사고 작용은 지

각 및 감각과 분리할 수 없으며, 사고는 필연적으로 심상을 동반하므로 심상은 인

간의 지각 활동에 필수적이다. 

  둘째, 심상은 동적(動的)이다. 지각 주체가 형성한 심상은 고정되고 정지된 것이 

아니라 심적 회전(mental rotation)이 가능하며, 주체의 의식 혹은 무의식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인다. 세퍼드와 메츨러(R. N. Shepard & J. Metzler)의 삼

차원 물체에 한 심상 회전 연구는 이를 뒷받침한다.7) 심상은 주조될 수 있고, 

역동적이며 변형이 가능하다. 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시각적 표상의 형성 가능

성을 내재한다.

  셋째, 심상은 형상(形象)을 지닌다. 인간은 상황이나 맥락을 고려하여 심상을 생

성한다.8) 특히, 문학교육에서 학습자의 심상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형성되므로 어

떠한 심상이라도 형상을 동반한다. 시각적 요소가 시각적 심상으로 재현될 때 구체

적인 형태를 지님은 물론이거니와 이외의 상들도 그것이 사용된 맥락(context)

에 비추어 여타의 이미지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흐릿하거나 모호하다 할지라도 

5) 코슬린은 심상 형성 과정을 장기기억에 저장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심상 생성(image 

generation), 심상 점검(image inspection), 심상 변형(image transformation)으로 제시

하였다. 조은별,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이 창의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p.6.

6) R. Arnheim, 김정오 역, 『시각적 사고』, 이화여자 학교 출판부, 2004.

7) S. K. Reed, 박권생 역, 『인지심리학: 이론과 적용』, 선게이지러닝, 2014, 

pp.220-223.; 그들은 심상회전 동안 발생하는 심적 사건들이 실제 회전을 지각하는 동

안의 심적 사건들과 유사함을 밝혀냈다. 김수동, 「수업설계에서 심상전략의 활용」, 

『교육문제연구』 9, 고려 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997, pp.139-141.

8) 조은별, 앞의 글, 2018,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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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을 지닌 형태로 형성되거나 상황적 요소를 획득하게 된다. 문학 감상 과정에서

는 어떠한 심상이라도 예를 들어, 청각적 혹은 촉각적 심상, 이 외에 비의태적(非

擬態的)이거나 정서에 관한 표현도 텍스트의 이미지와 맥락을 통해 형상을 부여받

는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문학 감상 과정에서 학습자의 내적 이미지인 심상은 감상 

주체의 사고를 통해 형성되고, 심적 조작에 의한 동적인 과정을 거치며, 형상을 동

반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로부터 출발하여 형성된 학습자의 심상을 구체

적으로 가시화함으로써 전체로서의 시 세계를 향한 학습자의 능동적인 의미 구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한 시 감상의 가능성

  문학 교육에서 학습자의 내적 이미지는 학습자의 경험과 기억, 상상력이 투영되

었다는 점, 텍스트와 소통하는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학습자의 이미지는 생성됨과 동시에 세계로의 의미 구성을 시작한다. 다

시 말하면, ‘표현과 동시에 의미가 생성’9)되는 것이다. 그런데 심상은 손상되기 쉬

워서 지속적인 노력 없이는 사라지며,10) 직접 확인할 수 없다11)는 한계를 안고 있

다. 앞서 형성된 심상이 지속되지 못하면서 텍스트의 다른 이미지와 관계 맺기 전

에 사라져, 의미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9) 배지현, 「메를로-퐁티(Merleau-Ponty)의 표현론에 기반한 ‘표현적 교육과정’의 실존·

미학적 성격 탐색」, 『교육과정연구』 33, 한국교육과정학회, 2015, p.31.

10) J. R. Anderson, 이영애 역, 『인지심리학』, 을유문화사, 1990, p.352.

11) 심상의 실체에 한 연구는 상상력에 한 접근에서 비롯되었다. 19세기에는 내적 측

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다가 20세기 중반에 인지심리학이 본격적

으로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인지활동에 사용되는 표상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

다. 최근 뇌영상 관측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심상을 통해서 활성화되는 영역은 지각을 통

해서 활성화되는 뇌 영역과 동일하다. 심상이 약한 지각(weak perception)의 형태로 작

용한다는 것이 밝혀진 것인데, 이 영역은 문장에 의해 활성화되는 영역과 차이가 있다. 

이는 심상 표상이 실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심상 연구에 영향을 미쳤으며, 심상과 

지각 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사고와 심상을 분리할 수 없다는 본 연구의 논의를 뒷받

침한다. 임형민, 「긍정 및 부정 심상화 능력과 우울의 관계: 심상개입의 효과」, 서울

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p.3. 참조.



- 18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심상이 심적인 상태에서 사라지기 전에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됨으로써 다른 이미지와의 관계 맺기를 성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것은 영상적 표상(iconic representation)을 비계로 하여 상징적 표상(symbolic 

representation)으로 나아가기 위해, 표상의 생성력(power of representation)을 

극 화하는 것12)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내적 이미지 즉, 비가시적(非可視的)인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가시화(可視化)함으로써 심상 형성과 동시적으로 발생하고 있

는 의미의 실체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 방안으로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

한 시 감상을 제안한다.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한 시 감상은 텍스트로부터의 ‘심적인 상(象)’과 심상으로

부터의 ‘실제적인 상(像)’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사고 과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상(象)을 동반하는 데 필요로 하는 사고를 지칭하는 개념은 형상적 

사고13), 시각적 사고14), 심상적 사고15) 등과 같이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

트의 이미지로부터 출발한 심상이 구체적인 '형상'을 이룸으로써 의미의 세계를 점

진적으로 구축한다고 보았으며, 그 의미를 명확히 지시하고자 심상 형성에 필요한 

사고를 ‘형상적 사고’로 지칭한다. 이러한 ‘형상적 사고’는 곧 ‘상상력’이다. 

  학습자가 ‘상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의 발휘’이자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칸트(I. Kant)에 따르면 상상력이란, “ 상이 

현존 없이도 [ 상을] 직관하는 능력” 또는 “직관 중에 상이 지금 있지 않건마

는, 상을 표시하는 능력”16)을 말하며, ‘직관의 다양을 종합하는 능력’을 말한

다.17) 칸트의 미학에서 상상력(Einbildungskraft)은 상(像, Bild)을 형성하는 형성

12) 브루너(J. S. Bruner)는 지식 구조의 특징을 표상 양식, 표상의 경제성, 표상의 생성력

이라고 보았다. 표상의 생성력은 어떠한 명제나 지식과 관계된 다른 지식을 찾아내기 

쉬운 정도를 의미한다. 임규혁‧임웅, 앞의 책, 2007, p.275.

13) 최지현에 따르면, 국어과 교육에서 형상적 사고가 상상력의 중심이 된다. 그것은 도식

을 통해 인지의 상을 체험의 상으로 확장시킴으로써 정서적 이해의 가능성을 높인

다. 최지현, 앞의 글, 2000, pp.33-34.  

14) R. Arnheim, 앞의 책, 2004.

15) 김보섭, 「창의적 사고 과정에서 통찰 문제의 검토를 통한 심상적 사고 고찰」, 『기초

조형학연구』 17-5, 한국기초조형학회, 2016.

16) I. Kant, 백종현 역, 『순수이성비판 1』, 아카넷, 2006, p.360.

17) 데카르트적 전통에서는 상상력이 오류의 원천으로 생각되어 배척당하였지만, 칸트는 

상상력을 인식에 있어서 중 한 역할을 하는 능력으로 본다. 김상현, 「예술적 가상의 

진리적 성격에 하여 -칸트의 상상력과 가상 개념을 중심으로」, 『칸트연구』 13,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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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Bildungsvermögen)이다.18) 그는 상상력을 표상과 감정을 연결하는 능력으로 

보고, 지성이나 이성과 합목적적인 관계를 이루는 미감적(美感的) 판단에 하여 

“생산적이고 자기 활동적인 능력”이라고 하였다.19) 이는 구체적인 상을 형성하는 

능력으로서 상상력의 위상을 정립한 것으로, 내적인 표상이 텍스트를 통해 발현되

는 학습자의 정서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어 본고에 시사점을 준다. 

  존슨(M. Johnson)은 우리의 신체적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경험적 산물인 영상도

식이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던 이해의 방식을 제공하며, 이러한 이해의 방식에 의해 

새로운 상이 ‘창조’된다고 하였다.20) 학습자가 일련의 ‘상(象)’을 구축할 때, 그것

은 영상도식으로서 텍스트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라도 관련을 맺는 학습자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된다. 존슨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같은 형상화 활동은 영상 도식

을 통해 텍스트의 세계를 자신의 관점에서 구축하고, 텍스트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

식 속에서 학습자 특유의 의미를 창조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시각화는 형상

화를 통해 구축된 내적인 형상이 물리적 실체로 존재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도구

이며, 형상화의 결과물에 한 성찰을 이끈다.

  이상과 같이 시각화를 거치면서 감상의 과정과 결과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학습자의 내적 과정의 신비화에서 탈피하는 것으로, 본고에서는 ‘심상의 시각화(視

覺化, visualization)’ 및 ‘시각화에 한 언어화’를 통해 시 감상이 가능함을 보이

국칸트학회, 2004, p.33.

18) 칸트는 상상력에 관한 논의에서 수동적인 재생적 상상력(모상, 재상, 예상)과 능동적 

활동인 생산적 상상력(상상, 환상, 조상, 완성상, 근원상)을 구분한다. 이 중에서 재상

은 과거의 상을 그 로 재현하는 기억과 임의로 합성하여 재생해내는 환상으로 구분된

다. 환상은 일정한 법칙이 없다는 점에서 재생적 상상력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위의 

글, pp.34-36.) 한편, 환상은 자유로움에 있어서는 한계가 없지만, 선험적 원리가 부재

하므로 환상에 따른 상상력의 표상들은 어떠한 보편성도 얻지 못한다. (손민주, 「상상

력의 자유에 관한 고찰 -칸트의 상상력 개념의 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 학교 석

사학위논문, 2017, pp.46-48.)

19) 김상현, 앞의 글, 2004, pp.9-17.

20) 칸트는 상상력의 위상을 높였음에도 감성과 지성이라는 인식의 두 축을 확고하게 유지

함으로써 상상력의 위치를 애매하게 설정한다는 데 그 한계가 있다. 존슨은 이에 하

여, 경험과 이해의 구조는 근원적으로 신체화되어 있으며, ‘체험주의(experientialism)’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식이 신체 활동을 통해 성장해가는 과정적 능력으로 보았다. 그는 

상상력을 인지의 전 과정에서 작용하는 포괄적인 능력으로 본다. 노양진·김양현, 「존슨

의 칸트 해석 : 상상력을 중심으로」, 『칸트연구』 8, 한국칸트학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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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이때, 순서상 선행하는 것은 시각화이며 뒤따르는 언어화는 전자에서 

표현한 의미와 일치할 수도 있고, 그 의미에서 이탈할 수도 있다. 그러나 두 매체

는 반복, 보완, 변형, 창조 등을 통해 상호 협력적인 관계로 존재한다. 다시 말해, 

선형적으로 구성된 순서를 따르지만 실제로는 순환적 관계 속에서 각각의 표현에 

영향을 미쳐 풍부한 감상 내용 생성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심상을 시각화하는 것은 ‘형(形)’을 가시적으로 구현하는 창조행위로, 시각화는 

심상의 속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도구라는 점에서 학습자의 형상 구현의 도

구로서 타당성을 지닌다. 시각화는 ‘무엇을, 어떻게’ 표현할지에 해 학습자가 ‘선

택, 종합, 재구성’한 결과물이며, 심적 조작 능력은 기존의 지식들을 새롭게 조합하

고 재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발현되는 창의성과 관련이 깊다. 학습자는 텍스트 내적 

세계를 구성하는 이미지로부터 하나의 실마리를 찾고 그로부터 텍스트의 의미를 

구축하는데, 이것은 텍스트 내적 세계로의 이끌림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처럼 심상

의 속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도구로서 시각화는 설득력을 획득하며,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시 세계에 접근하는 비계(scaffolding)로 기능한다. 

  첫째, 언어 표현의 비계가 된다. 학습자의 정신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내적 과정

은 언어를 통해 외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학습자는 ‘무엇을, 어떻게’ 언어로 표

현해야 하는지에 한 문제에 봉착한다. 이때, 시각화는 내적인 영역을 가장 충실

하게 반영함으로써 ‘의미를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학습자는 이를 비계로 삼아 시

각화의 근거를 텍스트와 연관 지어 언어를 통해 설명하거나, 표현에 한 자신의 

해석을 기술하는 등 감상 내용에 한 자신의 반응을 텍스트와 연관 지어 자유롭

게 표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시각화는 심적 형상에 육체성을 부여

하여 우리의 구체적 삶과 직접적인 만남을 가능케 하고 세상을 새롭게 보고 재발

견하는 데 효력을 발휘21)하게 될 것이다.

  둘째, 시각화는 심상 형성을 추동(推動)하는 비계로 작용한다. 시각화를 통해 형

상을 구축하는 활동은 학습자로 하여금 시각화가 가능한 상과 불가능한 상을 

지각하게 한다. 후자는 시각화 과정 속에서 점차 내적 심상이 뚜렷하게 형성되었으

나, 미처 시각화로 표현하지 못하는 동적(動的)인 것 혹은 복잡성을 지닌 것 등을 

의미한다. 시각화로 표현하기에는 불가능한 반면, 상상할수록 점차 분명해지는 내

21) 유평근·진형준, 『이미지』, 살림, 2002, p.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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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형상은 언어를 통해 생생하면서도 구체적인 표현으로 실현된다. 정신적인 것이 

시각적으로, 시각적인 것이 언어로 변환되는 일련의 과정은 텍스트에 한 감상을 

추동함과 동시에 감상에 한 지속적인 표현 행위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미지의 시각화는 이미지를 가시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존의 연

구에서 이미지의 형상화는 주로 ‘창작의 측면’에서 논의22)되었다. 본고는 감상의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는 학습자의 행위에 보다 능동성과 주체성을 부여하고자 감

상 주체인 ‘학습자의 측면’에서 형상화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지각 주체의 사고를 

통해 마음에 형성된 동적 형상'으로서의 심상은 학습자의 신체에서 일어나는 체험

의 결과물로서 의미 창조의 출발점이 되리라 본다. 

2.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한 시 감상의 원리

  이 절에서는 시각화의 상이 되는 이미지의 존재 방식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한 시 감상의 원리를 구성하고자 한다. 주체가 이미지를 시각

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심상에 한 사유가 요구되며, 이는 몰입(immersion)을 

통해 문학에 접근하는 계기가 된다.

  어원적 의미23)를 종합해 볼 때, 이미지는 실재의 재현 이외에도 가시적인 형태

와 가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상과 세계를 지칭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된다. 다

음으로 시에서 이미지는 존재 방식에 따라 ‘지각 이미지’와 ‘추상 이미지’로 분류된

다. 유영희에 따르면 지각 이미지는 창작 주체가 신체적으로 감지하거나 경험한 지

각의 영역 안에서 형성되고, 추상 이미지는 경험 이후의 차원으로 머릿속의 관념을 

중심으로 형성된다.24) 이러한 지각 이미지와 추상 이미지는 서로 간에 전환이 되

22) 김민재, 앞의 글, 2016, p.15.

23) 이미지의 어원을 살펴보면 첫째, 아이콘(Eikon)은 닮음(resemblance)의 뜻을 지닌다. 

이는 실재(實在)를 닮은꼴로 재생한다는 의미로 정신적 재현이나 물리적 현실의 물질적 

표현에 사용된다. 둘째, 에이돌론(Eidolon)은 모양이나 형태를 뜻하는 에이도스(Eidos)로

부터 파생되었으며 그 뿌리는 본다는 뜻의 바이드(weid)에 있다. 이는 비가시적 현상 

혹은 비현실과 맺어져 있다. 셋째, 판타스마(Phantasma)는 의미상 에이돌론과 근접해 

있으며 환영, 꿈, 유령의 뜻으로 쓰인다. 이미지의 어원에 한 설명은 유평근․진형준, 

앞의 책, 2002, pp.22-23. 참조.

24) 유영희는 지각 이미지와 추상 이미지로 분류하는 것과 관련하여 전봉건의 논의를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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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고 반복적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또한, 코슬린(S. M. Kosslyn)에 따르면 내적 이미지로서 심상은 직접적인 감각 

자극 없이 기억과 경험을 통해 심적 구조를 새롭게 형성하는 것25)을 의미한다. 그

는 인지 양식을 공간심상 양식(spatial imagery style)과 상심상 양식(object 

imagery style)으로 세분화하여 인지양식과 시각적 심상의 관계를 규명하였다.26) 

심상은 감각이나 정서에 한 변형의 성격을 지니는 추상적인 형태이거나 사진과 

회화를 떠올리는 것과 같은 재현의 성격을 띤다.  

  이상의 논의들을 고려할 때,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한 시 감상의 원리는 구상(具

象, figuration)과 추상(抽象, abstraction)을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전자는 시각적 

이미지를 묘사하거나 비유나 상징을 통해 드러나는 시각적 요소를 재현하여 상호

간의 관계 맺기를 통해 의미를 드러내는 방식이다. 후자는 상을 기하하적인 형태

로 전환하거나 축소 등의 변형을 통하여 의미를 드러내는 방식이다. 구상과 추상은 

‘텍스트 내적 세계에 한 감상 주체의 사유를 표현한 것’으로, 무엇을 표현의 

상으로 삼는가에 따라 표현에 있어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또한, 둘 사이의 관계는 

상호 독립적이지 않다.27)

  한편, 파이비오(A. Paivio)에 의하면 인간은 언어적 표상과 심상 표상28)에 의해 

정보를 처리하며, 심상이 언어로 언어가 심상으로 변형될 수 있다. 언어와 심상은 

독자적으로 또는 병렬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29) 이러한 특성에 따라 언어와 심

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봉건은 이미지의 존재 방식을 눈에 보이듯 그려내는 이미지와 

추론을 필요로 하는 이미지로 나눈다. 유영희, 『이미지로 보는 시 창작 교육론』, 역락, 

2003, pp.264-292.

25) 조은별, 앞의 글, 2018, p.18 재인용.

26) 공간심상 양식은 위치나 배열을 통해 심상을 활용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상을 도식적

으로 표상하여 공간상에서 변형을 주로 수행한다. 이것은 상 적으로 추상성이 높은 심

상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상심상 양식은 사진을 찍거나 회화를 보는 것과 같

은 것을 선호하여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위의 글, p.11.

27) 추상성과 구체성은 분절되었다기보다 상 적인 것으로 추상성이 낮은 것은 곧 구체적

인 것이 된다. 전환된 이미지로서 추상은 추상성이 높은 표현을 의미하는데, 추상성이 

높은 것에는 순수하게 기하하적인 형체들이 포함된다. 이것은 어떤 성질을 정확하게 집

어내는 장점이 있는데 고도의 추상 개념들이 내포는 협소하나 외연은 포괄적이듯 시각

화로서의 추상 역시 그러한 성질을 같이한다. 위의 글, p.37.

28) 여기에서의 심상 표상은 ‘그림’을 의미한다.

29) 문선모․정병화, 「심상유발조건과 삽화제시조건이 설명적 교재의 중심내용 이해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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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독립적이면서도 주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처리하는 정보에 따라 

함께 표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목적과 기능이 언어와 시각적 표현으로 재

생산’30)되어 표현 의도와 전달 욕구를 최 한 충족시키기 위해 양자 간의 결합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 결과, 구상 혹은 추상과 연관을 맺으면서도 이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이미지의 형식인 문자와 그림의 결합에 의한 복합양식(multimodal)31)적 표

현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새로운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채택된 새로운 형식의 출현이라 할 수 있

으며, 본고에서는 이것이 문자와 그림이라는 서로 다른 두 상의 결합으로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이를 ‘복합양식적 이미지’로 지칭하고자 한다. 덧붙여, 발화 작용과 

심적 작용을 표현하기 위해 도입되는 만화적 장치(말 주머니, 생각 주머니)와 같은 

시각 이미지32)도 주체의 언어나 발화를 표현하기 위해 구현된 것으로 보아 복합양

식적으로 구현된 이미지의 범주에 포함시켜 논의하고자 한다. 그런데, 표현의 내용

이 구상 혹은 추상과 변별점이 없을 때, 이는 독자적인 위치를 점유하지 못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복합적인 형식을 통해 구상 및 추상과 구별되는 ‘새로운 내용’을 

표현할 때 이를 ‘복합양식적 이미지’로 논의하고자 한다.

  듀얼 코딩(Dual Coding) 이론33)에 따르면,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함에 있어 언어 

정보와 이미지는 장기기억으로부터 동시에 송환된다. 언어와 이미지가 병존(竝存)

할 때, 이 두 가지 정보 모델은 상호 관계 속에서 확장된 스키마 네트워크를 만든

다. 복합양식을 통해 표현되는 이미지는 일차적으로는 문자와 그림의 결합이라는 

표현 형식의 차원에서 구상 및 추상과 구분되는 존재 영역을 형성하지만, 무엇보다 

는 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2-2, 서울 학교 교육연구소, 2011, p.110.

30) 손영은, 「독서 경험 확장을 위한 북 콘텐츠 시각화 방안에 한 연구 –파라텍스트를 

중심으로」, 서울 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p.11.

31) 복합양식을 통한 표현은 현  학습자의 지각 방식과 밀접히 관련된다. 문학 교육의 

상이자 감상의 주체인 현 의 학습자들은 이미 복합양식으로 이루어진 매체에 익숙하

며, 복합양식을 통해 정보를 수용하고 생산하는 “생비자(生費者)”로서의 위상을 지닌다. 

또한, 복합양식은 ‘학습자가 마주한 상황의 다변적인 담론들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표

현하고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이끌어내’는 것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윤여탁 외, 『매체

언어와 국어교육』, 서울 학교출판문화원, 2008, p.157.; 손향숙, 「사회적 실천으로서

의 리터러시 교육」, 『영미문학교육』18, 한국영미문학교육학회, 2014, p.181.

32) D. Lewis, 이혜란 역, 『현  그림책 읽기』, 작은 씨앗, 2008, pp.290-291.

33) 오병근, 『지식의 시각화』, 비즈앤비즈, 2013, pp.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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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형식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의미를 표현’할 때, 존재의 타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텍스트 내적 세계에 한 탐구를 기반으로 경험역(經驗域)을 넓히고, 

보다 넓은 세계로의 사유를 통해 새로운 자기를 발견함으로써 드러나는 의미라 할 

수 있다.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한 시 감상 교육에서 구상적-추상적-복합양식적 이미지는 

단계적이고 과정적인 성격이라기보다는 각각 재현적인 상, 심리적인 상, 새롭

게 창조된 상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위상을 지닌다. 그리고 각각의 질적인 차이와 

위계는 각 범주의 내부에서 수행된 결과로서 나타나는 질적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고에서는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한 시 감상의 원리로 구

상적 이미지를 통한 텍스트 내적 세계의 재현, 추상적 이미지를 통한 촉발된 심리

의 표현, 복합양식적 이미지를 통한 새로운 의미의 창조를 제안34)한다.  

(1) 구상적 이미지를 통한 텍스트 내적 세계의 재현

  심상(心象)을 구상(具象)35)적 이미지로 시각화하는 것은 재현(representation)의 

방식으로 형성된 지각적 심상에 한 묘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텍스트 내적 세계에 

한 탐구이자 내적 세계에 한 자각(自覺)의 의미를 지닌다. 리쾨르(P. Ricoeur)

에 따르면, 텍스트를 해석하는 것은 저자의 정신적 의도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텍스

트의 의미를 추측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텍스트의 의미론적 자율성에 근거할 

때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첫째, 내적 세계에 한 탐구를 통해 심층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둘째, 그로부터 열리는 역동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것36)이다. ‘구

상적 이미지를 통한 텍스트 내적 세계의 재현’은 전자에 해당하며, 이것은 텍스트

가 열어주는 사유에 한 접근 즉, 전유(轉有, appropriation)로의 이행을 가능케 

34) 본고는 구상, 추상, 복합양식은 학습자의 사유를 반영한다는 데 의미가 있으므로 어느 

것이 우위에 있다고 규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구상, 추상, 복합양식 각각의 내부에서는 

사고 수준에 따른 질적인 차이 및 지향점이 존재한다. 

35) 구상(figuration, 具象)은 구상미술(figurative art, 具象美術)에서와 같은 용어로, 현실

세계에 존재하여 눈에 보이는 여러 상을 사실 로 묘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에서

의 구상적 표현은 이미지의 의미를 구현하고자 한 것이므로, 묘사의 정확성이나 완성도

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36) P. Ricoeur, 김윤성․조현범 역, 『해석이론』, 서광사, 1998, pp.14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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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미지를 재현(再現)함에 따라 형성된 심상은 고 부터 이어져오는 미메시스

(Mimesis)의 개념과도 상통한다.37) 이때의 심상은 그것이 신하는 물리적 상의 

복사판으로 직관상(eidetic image)이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사진과 같은 상38)으

로 텍스트의 물리적 이미지를 재현한 것이거나, 관련을 맺는 형상으로 환원되어 시 

읽기의 단서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것이 텍스트의 감상 과정에서 단순히 실재의 복

제 혹은 그림자로 머무는 것은 아니다. 개별 심상은 연합 법칙에 의해 상을 재생

하는 재생적 상상력39)의 결과물이며, 이미지의 종합을 향해 나아간다.  

  칸트는 상상력을 재생적 상상력(reproduktiv Einbildungskraft)과 생산적 상상력

(produktiv Einbildungskraft)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연상의 법칙에 종속하는 상상

력이며, 이 법칙에 따르는 재생적 상상력에 의하여 직관의 다양이 종합된다. 재생

적 상상력은 감각적 다양에 직접 형식을 부여하는 모상(Abbild), 기억을 통해 감각

적 다양을 종합하는 재상(Nachbild), 감각된 상을 자신이 알고 있는 상들과 견주어

보는 예상(Vorbild)40)으로 세분된다. ‘형성능력’으로서의 상상력은 상에 한 ‘판

단’41)에 관여하는데 규정적 판단력(bestimmende Urteilskraft)42)의 경우, 상상력

의 표상은 이미 주어진 개념과 결합한다. 칸트는 상상력에 하여 “ 상의 현전 없

이도 그것들을 직관에서 표상하는 능력”43)이며, 서로 다른 표상들을 연결하고 관

련 표상들을 연상하고 종합하여 인식의 내용을 마련한다고 하였다. 이때, 개별 직

관 표상들을 하나의 상에 관한 표상으로 종합하는 것은 재생하는 상상력에 의해

37) 손희락, 「1980년  이후의 회화에 나타난 추상과 구상 이미지의 의미론적 결합」, 

『기초 조형학 연구』 8-3, 한국기초조형학회, 2007, p.256.

38) R. Arnheim, 앞의 책, 2004, p.157.

39) 재생적 상상력은 경험적 법칙들인 연합 법칙들에 맞추어 상을 재생하는 능력이다. 

프리즘을 보고 어제 본 무지개를 떠올리는 것은 재생적 상상력의 활동이다. 즉, 재생적 

상상력은 경험에 의해 상을 소생시키는 것으로, 경험직관을 떠올릴 매개체를 필요로 

한다. 손민주, 앞의 글, 2017, p.16.

40) 김상현, 앞의 글, 2004, pp.35-36. 

41) 판단이란 보편적인 것 아래에 특수한 것이 함유되어 있다고 사고하는 능력으로 정의된

다. I. Kant, 백종현 역, 『판단력비판』, 아카넷, 2009, pp.162-163.

42) 이 판단력의 결과는 경험(Erfahrung)판단과 지각(Wahrnehmungl)판단으로 나뉜다. 지

각판단에서는 연상법칙에 따르는 재생적 상상력에 의해 직관의 다양이 종합된다. 김상

현, 앞의 글, 2004, pp.39-40.

43) I. Kant, 앞의 책, 2006, p.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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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만 가능44)하다. 

  학습자가 텍스트로부터 형성된 내적 이미지 각각을 구상적 이미지로 시각화하며 

축적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재생적 상상력에 의한 것으로 무엇보다 ‘직관의 종

합’이 중요하다. 시에서 이미지는 의미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독립된 형태

로서의 이미지 혹은 유기적으로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 형태로서의 이미지군

(imagery)을 숙고하면서 주제를 추적45)할 수 있다. 텍스트에서 각각의 이미지는 

단일한 형태로 존재하기보다는 상호간의 관계 맺기를 통해 전체로서 하나의 시적 

세계를 형성하는 '요소(要素)'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개개의 요소들이 모여 형성하

는 하나의 세계는 부분의 합 이상의 의미를 드러낸다. 즉, 부분들이 모여 전체를 

구성할 때 구성되는 전체(Gestalt)는 요소들의 합 이상의 의미를 드러낸다.46) 전체

로서의 세계 즉, 작품을 산출한 작가들의 창조적 삶에서 문학 작품의 형성 법칙은 

마지막 형태(Gestalt)에서야 파악될 수 있다.47) 따라서 텍스트로부터 형성된 학습

자의 내적 이미지 역시 전체로서의 세계(Gestalt)를 지향해야 한다. 

  또한 리쾨르(P. Ricoeur)에 따르면,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도상적 증 ”(iconic 

augmentation)로 본래적인 것보다 못한 것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축약과 소략화

를 통해 더 적은 것을 다룸으로써 더 많은 것을 산출한다. ‘재현된 이미지로서 구

상적 표현’은 물리적 상을 재생산하는 그림자나 복제의 산물이 아니라, 실재의 

미학적 증 로서 주체가 의도를 가지고 포착하여 실재를 다시 쓴(re-writing) 것이

며 몰입과 절정의 효과를 창출48)한다. 이것은 리쾨르의 ‘설명’ 즉, 텍스트의 정역

학(statics)을 구성하는 내적인 의존관계를 끌어내는 것49)으로 향한다.

  심상이 학습자의 정신 상태에서 존재할 때, 그것은 단순히 현실 세계의 상을 

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심상은 텍스트를 읽은 주체로부터 선택되어 의미를 

부여받아야만 그 존재가 지속될 수 있다. 이러한 심상이 구상적인 이미지로 가시화

44) 무지개를 바라볼 때 각각의 색에 관한 표상을 무차별적으로 연결시킨다면 무지개라는 

하나의 표상을 생성할 수 없다. 재생하는 상상력은 직관표상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전체 

표상을 만들어낸다. 손민주, 앞의 글, 2017, pp.23-24.

45) 김준오, 앞의 책, 2002, p.168.

46) R. Arnheim, 앞의 책, 2004, pp.462-463.

47) W. Dilthey, 김병우 외 역, 『딜타이 시학-문학과 체험』, 예림기획, 1998, p.39.

48) P. Ricoeur, 앞의 책, 1998, pp.79-81.

49) 위의 책, p.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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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可視化)됨에 있어 중요한 것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 상과의 닮음 정도’가 아

니라 주체가 구성한 ‘심상에 한 반영 정도’이다. 이는 각각의 요소들이 학습자의 

내적 세계를 구성하는 데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와 연관되며 결과적으로는 학

습자의 사유 즉, 텍스트를 통해 어떤 세계를 구축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상상력의 종합 활동이 부적합하게 이루어질 때 문제가 발생한다. 칸트는 

모상 작용에서 감각의 다양을 종합하지 못하거나 부정확하게 하는 경우, 재상작용

에서 잘못된 기억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 예상 작용에 있어 부적절한 지식을 적용

하는 경우50)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한편, 텍스트의 이미지가 공간을 구성

한다고 할 때, 학습자는 처음부터 상위 공간의 의미를 파악하지는 못하며, 시를 읽

고 하위 공간들을 차례로 나열하고 이를 종합하여 전체로서의 상위 공간으로 나아

간다.51) 구상적 이미지를 통한 시각화에서는 시에 한 조망을 부분에서 전체로 

확장하여 텍스트 내적 세계를 총체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목적이므로, 시각화의 과

정에서 텍스트의 이미지가 어떻게 연관되는지 개별 이미지간의 관련성을 맺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상을 구상적으로 시각화하며 누적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끊임없이 텍스트와 소통하고 텍스트를 구심점으로 삼는 표현 활동을 지속하면서 

텍스트 내적 세계에 해 ‘탐구’하고 ‘자각’하게 될 것이다.

(2) 추상적 이미지를 통한 촉발된 심리의 표현

  추상적 표현은 인간의 정신세계와 관련되어 있다. 칸딘스키(W. Kandinsky)는 추

상에 하여 내면세계를 표현하는 형태52)이며, 사물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울림을 

표현한 것53)이라고 하였다. 이 외에도 보링거(W. Worringer)는 상 속에 존재하

는 본질적 속성을 추출해 낸 것54)이라고 하였으며, 아른하임(R. Arnheim)도 ‘너무

나 사실적인 것은 말할 것이 없다.’55)고 하여 추상적 표현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50) 김상현, 앞의 글, 2004, p.37.

51) 강민규, 「이미지즘 시의 공간 연출(演出)과 시 읽기 교육」, 『문학교육학』 47, 한국

문학교육학회, 2015, p.41.

52) 손희락, 앞의 글, 2007, pp.254-255.

53) 장화섭, 「비쥬얼 커뮤니케이션과 동적 이미지 –구상표현과 추상표현에서의 동적 이미

지를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11-3, 한국기초조형학회, 2010, p.446.

54) 손희락, 앞의 글, 2007, p.254.



- 28 -

추상은 상의 본질에 한 표현이자 새로운 접근이다. 

  추상(抽象)56)적 이미지를 통한 시각화는 시각적 심상으로 재현되지 않거나, 정서 

혹은 관념으로부터 촉발된 심리를 색채나 기하하적인 도형, 표지 등으로 전환하여 

표현하는 것이다.57) 또한, 정의적 정보를 전달하는 텍스트의 비문자적 자질58)로부

터 환기되는 정서적 공명의 표현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표현의 상이 관념적이

고 비구체적이거나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모호한 상태로 내면에 머물러 있

는 경우, 이들을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전환(轉換, transform)하여 가시화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추상적 표현에 한 학습자의 사고 과정은 언어 표현에서 드러나

며, 표현 상과 결과 사이에는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리쾨르(P. Ricoeur)는 인상주의와 추상 미술에 해 자연적인 형태를 소거하고 

기본적인 기호들의 조합을 구성하는 것이며, 추상미술에서 그림은 비지각적인 구조

들과 지각적 형태들을 연관 짓는 것으로 추상화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더 이상 “재

생산”이 아니라 “생산”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다.59)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한 

시 감상에서 학습자는 텍스트의 어휘나 장면에서 느껴지는 감정이나 사상을 자신

만의 시각적 표현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형태를 산출한다. 이것은 주어진 상을 재

생하는 상상력과는 달리, 새로운 도식을 창조하는 생산적 상상력에 의한 것이다. 

  칸트는 정신의 고유한 활동을 통해서만 발생하는 표상인 상상(Einbildung), 의미

를 매개로 표상하는 능력인 조상(Gegenbild), 불완전한 것을 지각하였을 때 감

각적 다양들의 종합을 완성하는 완성상(Ausbildung)이 생산적 상상력에 해당한

55) R. Arnheim, 앞의 책, 2004, pp.211-215.

56) 추상(abstraction, 抽象)은 주관적 순수 구성을 표시하는 추상미술(抽象美術)의 의미로 

이것은 상을 분석적, 구성적, 기하하적으로 파악한 큐비즘으로부터 체계화되었으며 이

후 초현실주의에 영향을 주었다.

57) 리드(S. K. Reed)는 시각적 심상과 관련된 추상성 정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는데, 그

는 우선 구체적 표상( 상과 동등한 영향력을 가지는 속성 그 로의 것)과 추상적 표상

(해당 상과 구별되거나 특별히 강조된 속성의 재현)을 구분하고 이를 다시 사례

(instance) 수준, 속성(attribute) 수준, 범주(category) 수준으로 체계화하였다. 이것을 

시각적 심상과 관련되는 그림에 적용한다면, 구체성이 높은 표상은 아이콘과 그림이고 

추상성이 높은 표상은 명제나 다이어그램과 같은 것이다. 조은별, 앞의 글, 2018, p.37.

58) 비문자적 자질이란, 텍스트가 담론으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의미론적으로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 음소적 혹은 선율적 성분들의 속성이나 작용을 이른다. 최지현, 『문학교육심

리학 –이해와 체험에 관한 문학교육적 설명』, 역락, 2014, p.41.

59) P. Ricoeur, 앞의 책, 1998,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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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0)고 하였다. 그리고 연상법칙에 종속되는 재생적 상상력과 달리, 이를 벗어난 

생산적 상상력의 어떤 활동이 예술적 표상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

면 예술적 상상력은 생산적 상상력이며, 기존 개념과는 무관한 새로운 도식

(schema)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는 상상력의 ‘자유로운 

유희’에 의해 다양한 임의의 형식들을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다.61) 이러한 상

상력과 지성이 조화를 이루게 되면 ‘쾌’가 촉발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상의 아름

다움을 느끼는 것62)으로 상을 감정과 결부시켜 판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

상력은 새로운 의미 창조의 기반이 된다. 

  관념적인 상이 주어지거나 텍스트로부터 어떠한 감정이 촉발될 때, 학습자는 

모호하면서도 주관적인 인상을 뚜렷하게 표출하기 위해 자신만의 표현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추상을 통한 시각화는 지각 주체의 내적 상태를, 상상력의 자유로운 

유희의 결과로서 새로운 도식을 산출하여 뚜렷하게 내보이기 위한 것이다. 색채나 

형태로 구체화되어 산출된 결과물은 의미를 매개로 표상된 것이므로 학습자는 이 

표상을 비계 삼아, 촉발된 심리와 텍스트의 이미지가 지시하는 상 사이의 연관성

을 찾는 추론을 시작한다. 구체적으로는 촉발된 심리의 근거를 텍스트로부터 찾고 

그것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텍스트의 의미를 매개로 현전하게 된 이미지는 하나씩 구현될 때마다 구체화된 

표현 속에서 서로 간에 의미의 연관을 맺는다. 이것은 앞서 칸트가 언급한 자유롭

고 능동적인 생산적 상상력에 의한 것으로 학습자는 스스로가 창출한 도식

(schema)을 통해 ‘세계에 한 무질서한 인상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형상으로 체

험’63)하게 된다. 김중효는 은유의 심상화와 시각화 시도에 하여 빛이나 색, 패턴 

등의 요소를 통해 공연의 정서를 관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64)고 하였다. 다양한 

무  장치를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연극에서의 시도는 추상적 표현이 정서나 관념

60) 김상현, 앞의 글, 2004, p.40.

61) 김상현, 「칸트 미학에 있어서 감정과 상상력의 관계」, 『칸트연구』17, 한국칸트학

회, 2006, p.15.

62) 권정선,「교육적 활용을 위한 칸트와 듀이의 상상력 개념 연구」,『교육철학연구』39, 

한국교육철학학회, 2017, p.7.

63) 최지현, 앞의 책, 2014, p.98.

64) 김중효,「연극의 은유적 표현과 시각화에 관한 연구 -『시학』의 ‘미메시스’와 ‘메타포’ 

개념을 중심으로-」,『한국연극학』 51, 한국연극학회, 2013,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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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달하는 도구로 풍부하게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본고에 시사점

을 준다. 

  그런데 이미 주어진 개념과 그 개념에 상응하는 감각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칸트는 자극을 계기로 발생하는 정서적 반응이나 감정상의 변화

는 주관적이며, 주관의 감정에 따라 내리는 판단을 ‘감성적 판단’65)이라고 하였다. 

미(美)에 한 판단은 주어진 상을 개념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합목적성을 

판정하는 것66)으로, 생산적 상상력의 자유로운 유희는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며, 

어떤 형식과 합치해야 한다. 다시 말해, ‘주어진 상의 형식을 자유롭게 포착할 

수 있지만, 그 형식을 통해 지성과 유희’67)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연적인 것

을 결합하는 하나의 법칙적 통일에 해 ‘사유’하는 것이며, 그 사유를 위해 ‘반성

적 판단력(reflektierende Urteilskraft)’68)이 필요하다.   

  이상에 근거할 때, 학습자가 스스로 형성한 새로운 도식 즉, 추상적 표현은 제약

이 없는 무제한적인 결과물로 한없이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결합할 수 

있는 법칙적 통일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학습자는 자신이 산출한 추상적 표현

이 타당한가에 한 사유, 타당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드러내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에 한 사유를 통해 주관과 객관의 조화로운 상태 즉 ‘쾌’를 경험하게 된다. 나아

가 스스로 창조해 낸 ‘추상적 표현’을 비계로 새로운 세계의 의미를 내면과 연결함

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예술적 표상에 한 ‘미감적인 판단’69)에 이르러야 한다. 

  추상을 통한 시각화가 심리의 전환된 표현으로서 의미 운반의 성격을 지닐 때, 

이에 한 언어화는 추론의 위상이 공고해진다. 언어화의 과정에서는 학습자가 형

65) 칸트는 경험론자와는 달리, 주관적 판단이라는 의미가 보편성을 가질 수 없다는 의미

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였으며, 주관적 판단의 핵심 규정을 무관심성과 합목적

성에 두어 판단의 보편타당성을 주장하였다. 감성적 판단은 취미판단과 숭고 판단으로 

구분된다. 김상현, 앞의 글, 2006, pp.5-13.

66) 손민주, 앞의 글, 2017, p.35.

67) 위의 글, p.40.

68) 칸트는 판단력(Urteilskraft)을 “특수를 보편 아래에 포함된 것으로 사유하는 능력”으

로 정의하고 규정적 판단력(bestimmende Urteilskraft)과 반성적 판단력(reflektierende 

Urteilskraft)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보편이 주어져 있는 경우, 특수를 이 보편 아래에 

포섭하는 판단력”이고, 후자는 “오직 특수만이 주어져 있고, 판단력이 이 특수에 하여 

보편을 찾아내야 할 경우(같은 곳)”의 판단력을 말한다. 김상현, 앞의 글, 2006, p.8.

69) 김상현, 앞의 글, 2004,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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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 표상의 의미를 텍스트에 부합하도록 이끌어 내야하기 때문이다. 학습자는 자

신이 수행한 주관적 행위에 한 충분한 해석을 동반해야 하므로 텍스트에 숨겨진 

진실한 의미를 찾기 위해 텍스트를 ‘읽고자 하는’ 적극적인 시도로 나아가게 된다. 

가다머(H. G. Gadamer)는 언어의 구조에 해 말하지 않은 것(the unsaid)이 말

해진 것(the said)”를 동반한다70)고 하여 언어의 표면적 의미만이 이해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특히, 새로운 도식을 비계 삼아 시인의 가치관 및 세

계를 표현하고 있는 시적 세계를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텍스트 표면에 

드러난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 함축적인 의미를 새롭게 찾아내기 위한 학습자

의 사유로 이어진다.

 

(3) 복합양식적 이미지를 통한 새로운 의미의 창조

  복합양식적 이미지를 통한 시각화는 문자와 그림의 복합양식(multimodal)71)으로 

표현된 이미지, 발화 작용과 심적 작용의 표현으로서 구현된 이미지를 포괄하여 지

칭한다. 현 의 학습자가 디지털 영상 매체로 이루어진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는 점

을 고려할 때, 복합양식적 표현은 학습자의 삶과 지각 방식을 반영하는 의미 전달 

체계라고도 할 수 있다. 롤랑 바르트(R. Barthes)는 문화 기호학적 측면에서 미술

과 문학을 분석하고, 이들이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이자 의사소통을 위해 무엇인가

를 표현하는 수단이므로 ‘의미 전달의 기호’로서 기능한다고 하였다.72) 복합양식적 

이미지 역시 주체가 새롭게 창조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므로, 충분히 의사소통 수단

으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주체의 사유를 반영하고 있는 내적 이미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선택된 형식이므로, 복합양식이라는 상호의존적 관

계 속에서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지’ 나아가 ‘무엇을 담고 있어야 하는지’에 한 

70) H. G. Gadamer, Truth and method, NY : Seabury Press, 1975, p.26.

71) 본고는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한 시 감상의 원리에서, 구상과 추상이 혼재하여 나타나

는 시각적 표현에 해서는 복합양식적 이미지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구상과 추상이 분

절적 혹은 상호 배타적으로 선택되거나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어떠한 부분에 중

점을 두는가에 따라 그 비중이 상 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구상과 추상은 독립적이지 않으며, 구상성이 높은 경우와 추상성이 높은 경우가 존재할 

뿐이다.

72) 조용훈, 『문화기호학으로 읽는 문학과 그림』, 효형출판, 2004, pp.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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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적 측면에서의 의미가 중요하다.  

  학습자는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힘든 정서나 사물의 동(動)적인 상태를 복합양식

적 표현을 통해 선명하고 용이하게 드러낼 수 있다. 따라서 복합양식적 표현은 끊

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이면서 형성되고 있는 학습자의 내적 이미지의 형태와 상태

를 표현하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만화와 같은 형태는 공간 배치 및 구성을 자유

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상상력이 동원되며, 텍스트를 읽고 형성하는 

학습자의 심상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한 시 감상의 과정에서 둘 이상의 형식이 병치되어 표현하

고자 하는 바는 각기 독립된 것이 아니며, 유기적이고 통일된 의미를 지향한다. 그

리고 이때의 의미는 텍스트의 세계를 재현한 것을 넘어, ‘텍스트로부터 형성될 가

능성이 있는 새로운 세계’에 한 의미이며 궁극적으로는 ‘자기 진술로서의 표현’

을 통해 ‘자기 자신에 한 이해’로 향해야 한다. 리쾨르(P. Ricoeur)에 따르면, 텍

스트를 해석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낯설었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며 텍스트 읽기는 ‘자기 이해’에서 완성된다. 이것은 자기-이해의 아 프리오리(a 

priori)를 텍스트에다 투사한 후에 읽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의 명령에 따라 그 의

미의 “화살표”를 따라가면서 사유하는 것으로 텍스트가 열어주는 생각의 방향을 

따라갈 때 인지되는 ‘역동적’인 텍스트의 의미이다.73) 이것은 텍스트라는 세계를 

향해 스스로를 개방함으로써 편견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텍스트 앞에서 드러나는 

자기라는 존재를 이해하는 것74)이기도 하다. 

  가다머(H. G. Gadamer)는 ‘지평 융합(Horizon verschmelzung)’의 개념을 통해 

실존하는 존재가 경험하는 세계와 앎에 해 논의하였는데, “지평의 협소함”에서 

자신의 지평과 타자의 지평을 융합하여 자신의 지평을 “확장”시켜 나감으로써 비

로소 이해라는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75) 리쾨르는 가다머의 지평 융합을 ‘자

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전유(appropriation)’의 개

념으로 설명76)한다. 또한 그는 독자의 문학 수용 단계에 하여 미메시스 Ⅲ(再形

73) P. Ricoeur, 앞의 책, 1998, pp.152-157.

74) 양황승, 「텍스트 해석에서 주관주의와 객관주의에 한 비판적 고찰 –폴 리쾨르의 해

석 이론을 중심으로」, 『칸트연구』 12, 한국칸트학회, 2003, pp.306-310.

75) 최명선, 『해석학과 교육』, 교육과학사, 2005, p.157.

76) P. Ricoeur, 앞의 책, 1998, pp.15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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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化, refiguration)의 단계라고 하였다. 이 단계에서 독자는 문학 읽기를 통해 독

자의 지평과 텍스트 지평이 융합하여 자신의 삶을 다시 조형할 수 있게 된다.77) 

그에 따르면 하나의 텍스트를 해석하는 것은 한 주체의 자기 해석에서 절정에 도

달하는데, 자기 이해란 자기를 더 잘 이해하거나, 자기를 달리 이해하거나, 혹은 

자기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78)이다.

  시 감상에서 학습자의 내적 이미지는 텍스트로부터 학습자가 형성한 주체 특유

의 정신적 세계이며 동적인 상태로 존재한다. 이것이 학습자 고유의 의미 체계일 

수 있는 이유는 현재 텍스트를 마주하고 있는 ‘현존재(現存在)’79)로서의 학습자 행

위이기 때문이다. ‘텍스트의 것을 자기화하는 행위’에 하여 리쾨르는 ‘텍스트의 

의미를 현재와 관련짓는 과정’인 가다머의 적용(Anwendung)'을 염두에 두고 전유

를 이야기하므로 이미 ‘텍스트를 현재의 상황으로 적용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80) 

이것은 주체의 선험적인 관념을 텍스트에 투사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텍스

트 안에서 자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아(ego)를 놓아줌으로써 확장된 자

기(self)를 받아들이는 것81)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감상의 주체가 텍스트를 더 이상 지각의 상이나 탐구의 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스스로의 움직임을 시작하는 ‘실제적(actual)’인 존재로 여길 때 텍

스트는 주체의 고유한 담화 안에서 현실화를 갖게 된다. 이것은 텍스트가 기호론적 

차원을 넘어 의미론적 차원을 획득한 것이라 할 수 있다.82) 또한, 텍스트에 해

(sur texte) 가하는 주관적인 작용을 넘어 텍스트 자신의(du texte) 행위라고 할 

수 있는 해석의 객관적인 과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77) 윤성우, 「리쾨르의 문학론 : 언어와 실재에 한 탐구」, 『하이데거 연구』 15, 한국

하이데거학회, 2007, p.344.

78) P. Ricoeur, 박병수․남기영 역,『텍스트에서 행동으로』, 아카넷, 2002, p.182.

79) 같은 텍스트라 하더라도 그것을 경험하는 학습자에 따라 저마다의 방식으로 존재한다. 

칸트는 즉자(卽自) 존재로서의 세계만을 강조했던 과학의 입장과 달리 물리적 세계도 시

공간의 틀에 따라 경험되는 세계임을 강조하고 ‘그것을 관찰하는 현존재’와 동떨어져 존

재할 수 없다고 하였다. 본고에서의 ‘현존재로서의 학습자’는 세계를 관찰하는 ‘현존재’

이자, ‘살’을 통해 감각을 지각하는 ‘몸’을 지닌 존재이다. 김한식, 「말, 뜻, 삶 – 폴 리

쾨르의 해석학과 언어」, 『불어불문학연구』 75, 한국불어불문학회, 2008, p.185.

80) 고정희, 『고전시가 교육의 탐구 -시공간적 거리감, 전유, 정서를 중심으로』, 소명출

판, 2013, pp.150-151.

81) 위의 책, p.154.

82) P. Ricoeur, 앞의 책, 1998, pp.19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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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관점에서 복합양식적 이미지를 통해 창조할 수 있는 새로운 의미와 그에 

한 표현이란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는 자기 진술로서 텍스트의 언어적 이미지

와 유사한 언어 표현을 생성하여 텍스트의 일부를 표현하거나, 동적(動的)으로 형

성되고 있는 심상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어떤 사물에 감정을 이

입하여 상상을 펼치거나 텍스트라는 새롭고 낯선 세계 속에 자신을 위치시켜 봄으

로써 자신의 감각이나 정서, 생각 등을 발산하면서 텍스트와 심리적 거리를 좁히려

는 시도들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그림과 문자의 결합에서 시각화 내부의 문자 요

소들은 그림의 내용을 보완하고, 학습자 사고의 일면을 드러내거나, 학습자의 표현 

욕구와 의도를 지시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는 텍스트와 학습

자의 만남을 통해 텍스트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자, 학습자의 세계

가 확장되도록 이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복합양식적 이미지는 ‘새롭게 창조된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새로운 형식’이며, 

이를 통해 구현된 이미지는 텍스트에 기반하면서도 텍스트와는 구분되는 의미 즉, 

‘텍스트로부터 상상이 가능한 세계’로서의 의미를 담지한다. 이것은 텍스트가 표상

하는 세계와는 다른 것이면서도 텍스트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세계

에 한 사유이다. 학습자는 텍스트를 해석함에 있어 우선 텍스트 내적 세계에 

한 탐구를 수행하는데, 텍스트 내적 세계의 탐구 결과 심층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보다 확장된 사유83)를 이끌고 낯설었던 텍스트를 자기 자신

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경험의 과정이자 그 결과 모두를 아우르는 ‘전유

(appropriation)’84)로서의 해석으로 나아가게 한다. 전유는 텍스트 내부 세계에 

83) 리쾨르에 따르면 구조적 분석의 기능은 심층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따라

가면 해석이란 텍스트의 요구에 따르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우리를 텍스트 자신

과 동일한 방향에 있도록 위치시키는 사유의 길을 의미한다. 위의 책, pp.193-194.

84) 김지현은 내면화라는 용어가 아동의 역할을 수동적인 것으로 취급한다고 하여 이에 

한 비판을 제기하였다. 또한 고정희의 논의에 따르면, 영어권에서는 외적으로 존재하던 

지식이 내적인 것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내면화(internalization)로 번역할 때 이에 해 

아동의 역할을 수동적으로 취급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최근에는 이를 전유

(appropriation)나 통합화(incorporation)로 변환하여 번역하고 있다. 그는 그럼에도 오

랫동안 사회구성주의에서는 전유(Aneignung)’를 ‘외부의 지식을 내면화하는 문제’로 이

해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리쾨르는 전유를 주관화와 반  개

념으로 보고 있으며, ‘전유하는 독자’는 ‘텍스트 앞에서 깨우침을 받는 제자로서의 독자’

이므로 수준 높은 독자를 상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문학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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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아의 개입’이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것이므로 텍스트 내부에 위치하는 자아에 

한 ‘상상적 체험’이 요구된다. 복합양식적 이미지는 확장된 사유로서 ‘전유’를 지

향하며, 이러한 역동적인 의미 구성의 과정은 감상의 주체이자 표현의 주체인 학습

자의 문학 능력85)신장으로 이어진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복합양식적 이미지를 통한 시각화는 새롭게 창조된 의

미를 전달하기 위해 그리고 학습자의 표현 욕구를 최 한 충족시키기 위해 성립된 

형식으로 앞선 구상, 추상과 관련을 맺으면서도 이와는 차별성을 지님을 알 수 있

다. 복합양식적 이미지와 구상적 이미지 및 추상적 이미지와의 관련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상은 지각적 이미지를 재현하여 텍스트의 내적 정역학 구조를 탐구

하는 것으로서 의미를 지니는데, 이것은 텍스트의 심층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으

로 이어진다. 이는 텍스트가 열어주는 사유의 길을 따라가는 역동적인 활동을 추동

하므로, 결국 구상은 복합양식적 이미지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의미 즉, ‘전유’로 

향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한편, 추상은 독자의 담화 안에서 시도된 해석에 타당성을 부여함으로써 작가의 

정신적 의도와 분리된 학습자의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텍스트와 학습자의 

심리적 거리의 해소를 지향하므로 낯선 것의 자기화로서 위상을 지니는 전유와 연

장선상에 있다. 다만, 추상은 작가의 정신적 의도와 분리된 학습자의 해석에 의미

를 두지만, 복합양식적 이미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전유는 작가뿐만 아니라 독

크다. 본고에서도 문학교육에서의 학습자를 높은 수준의 이상적 독자는 실제 문학 교육 

현장과 괴리가 있다고 보고, 리쾨르의 전유하는 독자로 학습자를 상정할 때 문학 교육

의 현실에 보다 부합한다고 보았다. 김지현, 「비고츠키의 지식 점유 과정과 언어 매개 

기능에 관한 교육학적 고찰」, 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p.59-60.; 고정희, 앞의 

책, 2013, pp.144-145.

85) 우한용은 문학능력에 하여 문학을 할 줄 아는 능력으로 “문학적 감수력(literary 

sensibility), 문학적 사고력(literary thinking ability), 문학적 판단력(ability of literary 

judgement), 문학적 지향의지(literary willingness, literary perspectives)”의 층위를 

상정하였다. 그리고 윤여탁은 문학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문학 문식성으로 정의하

고, 문학 작품의 창작과 수용 과정에서 작용하는 문식성을 표현 단계, 이해 단계, 이해/

표현의 단계로 구체화하였으며 문학 문식성이 학습자의 인지 및 정의적 능력과 관계됨

을 제시하였다. 우한용, 「문학교육의 목표이자 내용으로서 문학능력의 개념, 교육 방

향」, 『문학교육학』 28, 한국문학교육학회, 2009, pp.14-34.; 윤여탁, 「문학 문식성

의 본질, 그 가능성을 위하여: 문화, 창의성, 정의(情意)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51, 한국문학교육학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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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경험에서도 분리되어 텍스트의 사유를 따라가는 것을 지향한다. 이것은 심리 

촉발의 근거를 텍스트로부터 찾아내어 학습자의 심리를 중심으로 텍스트를 인접시

키는 추상과 달리, 텍스트가 요구하는 의미에 따라감으로써 텍스트와 학습자를 동

일한 위치에 놓이게 하여 심리적 거리를 해소하는 것이다. 또한, 텍스트의 세계를 

발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기 진술(self-statement)을 통해 ‘텍스트의 세계 속에 

자아가 놓임으로써 열리는 의미’를 구현해 나간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결국, 구상-

추상-복합양식적 이미지는 연관성을 지니며 선형적이기보다는 상호 영향 관계 속

에 놓여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문학을 통한 성장은 “그 안에서 확 되고 심화되는 가치의 문제”를 포함하기 마

련이다.86) 본고는 학습자가 텍스트의 세계에 한 존중으로부터 새로운 자기를 발

견하여 성장과 성찰로 나아가는 시 교육을 지향한다.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한 시 

감상의 과정에서 학습자의 경험역(經驗域)은 점차 확장되고, 그 속에서 문학이 추

구하는 가치의 문제를 발견함으로써 감상의 주체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3.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한 시 감상의 의의

(1) 이미지 형성 과정의 구체화

  학습자의 내적 이미지는 ‘텍스트에 한 상관물(correlatives)’87)로서 형성된 즉

각적인 반응으로, 주체 특유의 감상 과정과 결과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블레이치(D. Bleich)는 텍스트를 읽고 형성되는 마음속의 상징적 상이야말로 유

의미한 것88)이라고 하여 독자의 주관적 반응(subjective response)의 중요성을 강

조하였다. 문학 감상의 과정에서 텍스트는 독자와 분리될 수 없으며, 텍스트가 존

86) 김 행, 『문학교육원론』, 서울 학교출판부, 2000, p.46.

87) 반응이란, 문학을 읽는 초기 과정에서 텍스트에 한 심리적 상관물을 구성하는 작용

이다. 독자의 반응을 통해 형성되는 상관물은 텍스트의 1차적 형상, 텍스트에 한 느낌

이나 판단 등 일체의 복합적인 심리적 과정을 포함한다. 강민규, 「독자 반응 조정 중심

의 시 교육 연구」, 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pp.23-24.

88) D. Bleich, Subjective criticism, Baltimore :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8,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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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한 독자의 반응이 수반되어야 한다. 독자의 반응으

로서 내적 이미지는 문학 감상의 과정을 보여준다.  

  그동안 문학 읽기 과정은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논의에 어려움을  

내재하였다. 그러나 어떤 상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적합

한 도구를 찾아 구현해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비트겐슈타인(L. Wittgenstein)은 

“심적 이미지를 그것의 형태를 가진 등가물과 치환함으로써 심적 이미지 개념을 

탈신비화”하려 했다. 그에게 사고는 초자연적인 과정이 아니라 “언어적이면서 동시

에 회화적인 기호들을 조작하는 활동”이다. 그는 심적 표상이 신비화된 사고 과정

이 아니며 내적 상태의 구체적 표현으로서 형상화가 가능하다고 하였다.89)

  이미지의 시각화는 심상의 속성을 가장 유사하게 반영하는 도구로서, 구체화를 

통해 내적 과정의 신비화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시각화의 과

정에서 학습자는 내적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신의 반응을 표현하는 유일한 참

여자이자, 표현의 전(全) 과정을 가장 면밀히 살피는 관찰자로 존재한다. 따라서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선택되어 표현되는지, 어떠한 순서로 구체화되는지, 이미

지가 모여 점차 만들어지는 실체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등 스스로의 반응에 

해 감상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 과정을 상세히 드러낼 수 있다.  

  또한, 시각화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결과를 언어로 기술하는 것은 텍스트에 한 

학습자의 심화된 반응으로 ‘반응에 한 반응 즉, 메타적인 반응’이라 할 수 있다. 

문학 작품에 한 풍부한 감상의 표현은 “자기 진술”90)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데, 학습자는 자신의 사고를 언어로 표현해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때, 실체를 

지니는 자신의 반응인 시각적 표현을 비계 삼음으로써 풍부한 언어 표현을 통해 

자기 진술을 성취하게 된다. 이처럼 이미지의 시각화는 학습자의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 즉, 내적 이미지의 형성 과정을 구체화하여 문학 감상 과정을 실제적으로 살

필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89)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어떤 하나의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하나의 기술을 터

득한다는 것을 뜻한다.”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사상에 한 내용은 신상규, 『비트겐슈타

인 철학적 탐구』, 서울 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4. 참조.

90) 최지현, 앞의 글, 2000,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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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미지 표현을 통한 체험의 실현

  시는 시인의 주관적인 사상과 감정을 함축적인 언어를 통해 표현한 장르이므로 

언어로 형상화된 세계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심미적 체험’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

서 시 교육에서는 학습자가 텍스트를 읽으면서 그 속에 구현된 세계를 느끼는 것

이 강조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아름다움의 세계에 한 표현을 통해 심미적 체험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미지의 시각화는 학습자의 표현 행위를 통

해 텍스트에 한 심미적 체험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시각화의 상으로서 심상은 학습자가 감각을 동원하여 텍스트를 감상한 결과로

서 생성된 것이다. 그리고 심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텍스트 세계에 한 

체험을 가시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체험한 것에 한 표현 즉, 체험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심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도 텍스트에 한 체험이 일

어난다. 최초에 형성된 심상이 시각화의 과정에서 다른 심상과 연합되면서 점차 유

기적이고 통일적인 세계의 모습을 갖추어나가기 때문이다. 이로써, 시각화의 과정

에서 처음에는 파악되지 않던 텍스트 세계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경

험하게 된다. 이는 표현을 통해 텍스트 세계에 한 체험이 일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시각화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이 체험한 세계의 모습을 표현하기

도 하고 동시에 표현의 과정에서 하나의 세계가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 즉 심미적 

체험에 참여하게 된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시각적 표현은 분명한 형상을 지니므

로 언어 표현을 위한 재료 즉, 비계로서 학습자의 표현 활동에 유용하다. 

  이처럼 학습자의 내적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은 감각을 동원하여 

텍스트를 느끼고, 이를 다시 감각적 차원에서 표현해냄으로써 심미적 체험으로 나

아가는 통로가 된다. 딜타이(W. Dilthey)는 ‘쉴러의 법칙’에 따라 문학을 즐기는 심

리학적 공식을 설명하는데, 그에 따르면 문학은 심적 상태와 이미지가 연계되어야 

하며,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은 완성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완성의 중요한 법칙은 

모든 문학이 감정에서 즐겨질 때 삶에 시각적 형상을 부여한다는, 다시 말하면 감

정에서 향유되는 활력을 지각 내에서 시각적인 것으로 전이시킨다는 원리를 갖는

다.91) 내적 이미지의 표현은 문학 작품을 즐겁게 감상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91) W. Dilthey, 앞의 책, 1998,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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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적 체험을 견인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3) 이미지 중심의 주체적 의미 구성 능력 신장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해 시를 감상하는 것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상상에 의해 텍

스트가 의미 작용을 일으키는 세계라는 점을 인지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감상의 세

계를 형성하고 표현하는 의미론적 차원의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텍스트에 

한 의미 형성과 의미 표현의 주체가 학습자 자신이라는 점을 상기함으로써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주체로서 능동적 태도를 함양하게 된다. 

  메를로-퐁티(M. Merleau-Ponty)에 따르면, 우리의 신체는 표현 능력이 있고, 

근원적인 차원에서 작동하는 모든 근원적인 표현 작용은 “의미화 작용”을 수행하

면서 새로운 의미를 지닌 상과 세계를 드러낸다.92) 즉, 표현은 의미 이후에 이루

어지는 사후적 행위가 아니라, 의미를 원리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며, 표현 

운동과 의미화는 동시에 진행된다. 이미지의 시각화는 심상에 한 시각적 표현과 

시각적 표현을 비계로 한 언어 표현을 통해 학습자의 의미화 작용을 지속적으로 

추동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강력한 요인이 학습자의 내부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통해 문학 감상의 주체는 오로지 지금-현재 텍스트를 마주 하고 있는 자신 밖에 

없음을 강조하여, 문학 감상의 중심에 학습자를 위치시키게 된다. 이는 의미 구성

의 주체이자 의미 구성의 책임자로서 학습자의 역량을 성장시킨다는 데서 그 의미

를 찾을 수 있다. 브루너(J. S. Bruner)에 따르면 교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받아들

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학습자 스스로 능동성을 가지고 유용한 학습에 임하는 

것이다. 또한, 특정 영역의 지식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해당 영역을 의미 있는 것

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동일하다. 학습자는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의미 구

성 주체로서 텍스트를 자신의 삶에 유의미한 상으로 수용하고, 평생 독자로서 문

학 감상에 한 능동적 태도를 함양하게 될 것이다.   

92) 이남인, 『후설과 메를로-퐁티 지각의 현상학』, 한길사, 2013, pp.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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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한 시 감상의 양상

  이 장에서는 실제 학습자가 이미지의 시각화를 비계(飛階)로 시를 감상하는 양상

을 살펴볼 것이다. 학습자의 심적 형상은 감상의 출발점이며, 텍스트에 한 의미

를 풍부하게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비계로 기능한다. 학습자가 비계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텍스트에 한 의미 구성에 차이가 나타나므로 이를 분석하여 

하위 항목을 범주화하였으며, 각 절의 하위 항목은 질적 수준에 따라 위계적인 특

성을 지닌다. 학습자가 수행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학습자는 1차 감상에서 텍스트를 읽고 자신의 감상을 언어로 표현한다. 2단계에

서는 텍스트를 읽고 떠오른 학습자의 내적 이미지를 자유롭게 시각적으로 구체화

하여 시 감상을 위한 비계를 생성한다. 이때, 텍스트의 이미지를 재현하여 묘사할 

수도 있고 텍스트로부터 촉발된 느낌을 색채나 형태로 전환하여 그릴 수 있다. 또

는 텍스트로부터 비롯된 새로운 장면을 생성할 수도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비계

를 생성함에 있어, 학습자가 떠올린 내적 이미지를 최 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기

울이는 것이다. 이것은 상을 섬세하게 혹은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과는 다르다. 

무엇보다 학습자의 심상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심상이 담지하고 있는 의미가 소

실(消失)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로부터 텍스트를 향한 몰입과 심미적 

체험이 일어나게 된다.

  3단계는 비계를 활용하여 감상했을 때 학습자가 도달할 수 있는 도약(跳躍)의 

정도를 보여준다. 이 단계에서는 앞서 시각화한 이미지를 비계삼아 2단계에서 시

각화한 상의 정체가 무엇인지, 학습자가 텍스트에서 상상하고 추론한 것은 무엇

인지, 시각화하지 못하였으나 심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지 작성하도록 

1) 각 단계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학습지 문항의 번호는 각각의 단계를 따르도록 구성

하였다.

1단계1) 2단계 3단계 4단계

비계 활용 전 

(1차 언어적 반응)

비계의 생성

(시각화)

비계의 활용

(2차 언어적 반응)

텍스트로의 회귀

(3차 언어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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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는 자신이 지각한 것을 자각(自覺)하기 위한 행위로, 모호하게 존재했던 

학습자의 지금-현재의 이해 상태 및 심상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텍스트 감상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실현태(實現態)를 드러내는 것이다. 

  4단계는 선이해(先理解)2)를 기반으로 본래의 텍스트로 되돌아감으로써 이전에 

드러나지 않았던 텍스트의 함축적인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절차이다. 이는 학습자

가 ‘스스로의 텍스트’를 만든 이후에 ‘저자의 텍스트’로 돌아가 자신의 관점에 비추

어 텍스트를 다시 보고, 최종적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구축3)하는 것이다. 바슐라르

(G. Bachelard) 역시 이중의 독서를 권하는데, 최초의 인상이 걷힌 다음에야 문학

적 몽상의 활동이 시작된다. 이는 텍스트를 충실하게 다시 읽을 때에만 가능해진

다.4)

  1단계와 3·4단계는 비계 활용 전과 후의 감상문이며, 둘의 비교를 통해 학습자

의 근접발달영역(ZPD)5)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둘 사이에서 나타나는 감상의 차

이는 2단계에서 시각적으로 구축한 형상이 비계로서 시 감상에서 효율적으로 작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임을 보여준다.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한 시 감상에서 주목해야할 것은 학습자가 ‘어떤 형상을 떠

올렸는가’ 뿐만 아니라, 구축한 형상을 비계로써 ‘어떻게 활용하였는가’에 관한 방

법의 문제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즉, 비계의 생성 그 자체는 물론, 생성한 비계

를 활용함으로써 나타나는 학습자 감상의 결과물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시각화 및 시각화에 한 언어 표현 활동은 이후에 이루어지는 텍스트 회귀 활동을 거

쳐 완전한 감상에 도달하기 위한 이해의 통로로 작용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텍스트 회

귀에 앞선 과정을 ‘선이해’의 과정으로 지칭하였다. 한편, 최지현은 ‘선지식’과 ‘선이해’

를 구분하여 ‘선지식’만으로는 문학적 이해 과정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였

다. 반면, 선이해는 이미 체험한 문학 세계로부터 형성된 지식이 다시 작품으로 회귀하

는 과정에서 형성되는데 이것이 작품에 해 이해의 경로를 제공해 준다고 보았다. 본

고도 이와 같은 시각에서 텍스트로 회귀하기 이전의 활동에 한 타당성을 ‘선이해’의 

관점에서 확보하고자 하였다. 최지현, 앞의 책, 2014, p.24. 참고.

3) W. Moor, 앞의 책, 1996, p.76.

4) 홍명희, 앞의 책, 2005, p.63.

5) 근접발달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은 비고츠키가 도입한 개념이다. 이것은  

아동의 실제적인 발달 수준(actual development level)과 잠재적 발달 수준(potential 

development level) 사이의 영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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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일양식으로의 시각화 

  이 절에서는 학습자가 단일양식을 통해 내적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양상과 시각

화를 통해 시를 감상하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학습자는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

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지각한 상이 무엇인지 인지할 수 있게 되었고, 모호한 

실체를 구체적인 형상으로 구체화하면서 시를 감상하였다. 단일양식으로의 시각화

는 구상적 표현을 통한 시각화와 추상적 표현을 통한 시각화로 나뉜다. 

(1) 지각한 이미지의 구상적 표현

  이 절은 학습자가 텍스트로부터 지각한 이미지를 구상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비

계로 전체로서의 시적 세계의 모습을 구성해나가는 양상에 해당한다. 학습자가 최

초에 지각한 상은 의미 구축의 출발점이며, 그로부터 텍스트가 표상하고 있는 내

적 세계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때 텍스트의 이미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

도에 따라 학습자가 구축한 세계의 모습에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학습자는 처음부

터 전체적인 세계를 지각하지 못하므로 최초에 지각한 상으로부터 지경(地境)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처음 지각한 상에 머무르거나 일부 이미지의 축적에 

그칠 경우 시 감상에 한계가 나타난다. 이때에는 각각의 이미지에 주목함으로써 분

절되어 있는 개별 의미를 포착하고, 이들을 연합하여 의미망을 형성해 나가면서 텍

스트가 표상하고 있는 총체적인 세계의 모습을 구현하도록 해야 한다. 

  유기적 통일로서 텍스트 세계에 한 심층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적 

요소에 한 구조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구조적 분석은 리쾨르(P. 

Ricoeur)가 제시한 텍스트의 내적 정역학을 구성하는 내적인 의존 관계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실제적 시도가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구조적 분석을 통해 수평적 

측면에서 작품을 분할하고, 이어 부분들을 전체로 통합하는 위계적 측면6)에서 텍

스트의 세계를 구성하는 이미지들의 의존 관계를 이끌어내도록 해야 한다. 이 절에

서는 생성한 비계를 중심으로 학습자가 텍스트 내적 세계의 모습을 어디까지 드러

6) P. Ricoeur, 앞의 책, 1998, p.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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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 있는지 그 양상을 살피고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가. 전경화한 이미지의 선택적 표현

  학습자는 자신에게 가장 인상 깊게 다가오는 이미지나 장면을 중심으로 의미를 

구성한다. 이것은 텍스트의 세계로 진입하기 위한 시도이며 학습자는 그로부터 의

미 구축의 가능성을 얻게 된다. 그런데 스스로가 텍스트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

내야 하는지에 한 방법이 부재하다고 여길 경우, 해석의 적절성에 한 확신을 

갖지 못하여 감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때, 자신이 생성해 낸 내적 이미지

가 감상의 출발로서 의미를 지님을 강조하여 학습자가 텍스트를 감상할 수 있는 

주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감상에 한 불안을 해소하고, 적극

적인 감상으로 유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B-여우난 골족-2-1]7)

사실 나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데다가 친척도 많지 않아서 

북적북적한 명절의 분위기를 잘 모르는데 명절 날 내 또래의 친척들이 많아

서 재밌게 놀 수 있다면 더 이상 명절날이 지루하지 않고 기다리는 날이 될 

것 같다. 

  [B-여우난 골족-2] 학습자는 배경지식이 부재(不在)하여 텍스트 감상에 장애를 

겪는다고 여겨 텍스트 내적 세계로의 몰입을 망설이고 있다. 최초의 감상 과정이 

드러나는 [B-여우난 골족-2-1]을 살펴보면,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와 같이 사는

데다가 친척도 많지 않아서’라는 사적(私的) 정보 위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이 학습자는 텍스트가 명절날의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 막연하게 추측

하고 있으나,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북적북적한 명절의 분위기를 잘 모’른다고 

답함으로써 텍스트 세계로 진입하지 못하였다. 

  이 경우에는 텍스트가 표상하는 세계와 동일한 경험을 환기하지 못하더라도 학

습자가 ‘중점적으로 지각한 이미지’ 혹은 ‘인상 깊은 구절’을 중심으로 텍스트 내‧
7) 학습자 자료의 기호화 형식은 ‘집단-작품명-학생일련번호-문항번호’이다. 예를 들어 이 

자료는 B학급에서 「여우난 골족」을 감상한 2번 학습자가 설문지 1번의 문항에 해 

서술한 내용이다. 작품명은 ‘비’, ‘여우난 골족’, ‘슬픔이 기쁨에게’로 표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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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 요소를 연결 지을 때, 텍스트 세계에 한 탐구가 가능해짐을 깨닫도록 하여 

감상의 방법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이 학습자가 자신이 전경화한 

이미지를 시각화하고 이를 비계로 감상을 수행한 내용이다.

시각적 표현 언어 표현

[B-여우난 골족-2-3.①]

‘북적하니 흥성거리는 부엌으론 샛문 틈으로 장지문 틈으로 

무이징게국을 끓이는 맛있는 내음새가 올라오도록 잔다’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명절의 따뜻함과 풍성함이 느

껴졌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어렸을 적 할머니

에서 보았던 아궁이를 그려서 표현했어요. 

  [B-여우난 골족-2-3.①]에서는 감각적 이미지인 ‘내음새’를 포함한 구절에 초점

을 맞추고 이를 시각적으로 구체화하였다. 이후에는 시각적으로 표현한 상과 관

련된 경험을 회상하며 텍스트의 세계에 공감하기 위한 시도가 나타난다. 이 학습자

는 ‘샛문 틈으로 장지문 틈으로 무이징게국을 끓이는 내음새’를 느끼는 장면을 드

러낸 까닭에 해, ‘명절의 따뜻함과 풍성함이 느껴졌기 때문’에 가장 인상 깊었다

고 서술하였다. 이 학습자가 떠올린 느낌은 다시 ‘어렸을 적 할머니 에서 보았던 

아궁이’와 연결되면서 전경화한 정보로부터 경험의 회상으로 이어져, 텍스트 내적 

세계로의 진입을 가능케 하였다. 

  이상을 통해 텍스트 내부로 진입하지 못했던 [B-여우난 골족-2-1]에서와는 달

리, ‘감각적 이미지인 내음새 -> 명절의 따뜻함과 풍성함 -> 할머니 의 아궁이’

로 연상의 과정을 거치면서 텍스트 내부의 한 요소로부터 실마리를 얻어 기억을 

재생하면서 감상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가 텍스트의 한 부분을 초

점화하고 그로부터 심상을 형성해나갈 때, 해당 이미지는 그 이미지의 감각을 강하

게 환기하며 심상이 역동적으로 생성될 수 있도록 돕는다.

[B-여우난 골족-2-3.③]

자다 깨서 부엌을 보면 맛있는 냄새가 나고 아궁이에 불 때는 타닥타닥 소리

와 북적거리는 사람 소리가 들리고 할머니 집에서만 느낄 수 있는 포근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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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껴져요. 그런 몽롱한 상태에서 명절 분위기에 취해 기분 좋게 다시 눈을 감

으면 온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꿈을 꿔요.

  [B-여우난 골족-2-3.③]에서 ‘자다 깨서 부엌을 보’는 상상을 할 때 환기되는 

할머니  아궁이의 ‘타닥타닥’ 소리와 사람들의 ‘북적거리는’ 소리는 학습자의 심상

이 동적으로 존재한다는 것과 심상의 시각화가 동적인 심상의 형성을 추동(推動)하

는 비계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이상과 같이 학습자가 전경화한 이미지

는 ‘명절 분위기에 취’할 수 있게 될 정도로 텍스트로의 몰입을 이끌었다.

[B-여우난 골족-2-4]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시를 읽고 감상한 내용을 표현하면서 내가 시를 통해 

명절의 풍성함과 가족끼리 모였을 때의 화목함을 크게 느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시 시를 읽어보니, 시속에 ‘모두 선득선득하니 찬 것들이다’, ‘밤이 

어둡도록 북적하니 논다’, ‘아랫간에서 웃고 이야기하고’, ‘시누이 동서들이 북

적하니 흥성거리는 부엌으론’, ‘맛있는 내음새가 올라오도록 잔다’와 같은 표

현들이 있었고 작가가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명절 특유의 복잡함과 오랜만

에 만나 반가운 가족들의 모습 그리고 풍성하고 화목한 명절의 풍경을 표현

하고 싶었음을 공감하게 되었다.

  텍스트 세계에 참여한 결과 이 학습자는 [B-여우난 골족-2-4]의 ‘내가 시를 통

해 명절의 풍성함과 가족끼리 모였을 때의 화목함을 크게 느꼈다는 것을 알게되었

다.’고 서술하였다. 이는 자신이 구축한 ‘상(象)’을 중심으로 감상의 실체를 분명히 

자각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텍스트로 회귀한 후, ‘모두 선득선득하니 

찬 것들이다.’ ‘시누이 동서들이 북적하니 흥성거리는 부엌으론’ 등과 같이 텍스트

의 구절 속 다양한 감각적 표현을 새롭게 발견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명절의 풍경을 표현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를 이해함으로써 시의 내용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아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습자가 전경화한 이미지는 텍스트 

내부로 진입하기 위한 통로이다. 이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학습자의 심상 

형성의 비계로써 역동적인 심상 형성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는 텍스트의 세계에 

한 이해로 나아가게 한다.

  그런데 모든 학습자가 전경화한 부분으로부터 텍스트 전체 세계로의 이해에 도

달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인상 깊은 부분을 감상의 전체라고 오인(誤認)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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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부분을 전경화한 후 텍스트의 다른 부분에 한 고려 없이 생각을 발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시각적 표현 언어 표현

[B-여우난 골족-17-3.①]

얼굴에 별자국이 솜솜난 말수라는 부분을 읽고 그런 모습을 

표현했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 얼굴에 검버섯을 표현해주

었다.

  위의 학습자는 텍스트에 열거된 다양한 소재들 중 특정 시어에 주목한 나머지, 

전체로서의 시 세계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B-여우난 골족-17-3.①]에서 시각

화에 한 학습자의 사고 과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이 학습자는 특정 

인물인 ‘말수’에 초점을 맞추고, ‘별자국이 솜솜난 말수’의 외양을 묘사하기 위해 

‘별자국’을 ‘검버섯’이라고 상상하여 표현하였다. 이 학습자가 별자국을 검버섯으로 

상상한 것이나, 특정 인물을 세세하게 시각적으로 묘사한 점은 적어도 텍스트에 

한 관심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런데 ‘말수’라는 시어가 

시의 전체 내용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떠한지, 그 

속에서 어떠한 정서를 느낄 수 있는지 등의 시도로 이어지지 못하여 부분적 시어

의 재생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말수’를 ‘큰아버지’와 연관지어 인물의 특성이 드러나게 묘사를 수행한 것은 미

술의 영역에서 볼 때 상에 한 세밀한 묘사, 완성도 있는 묘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고는 세부 묘사의 완성도가 중요한 것이 아

니라, 학습자가 주목한 ‘세부’적인 요소가 텍스트 전체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텍

스트 세계 속에서 연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B-여우

난 골족-17] 학습자는 ‘말수’를 중심으로 텍스트 전체 세계 속에서 그 의미를 확

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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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여우난 골족-17-3.②]

얼굴에 검버섯이 난 큰아버지가 떠올랐다. 어렸을 때 이후로 잘 보지 않았던 

큰아버지의 옛 얼굴을 회상했다. 

[B-여우난 골족-17-3.③]

큰아버지의 얼굴이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다르게 표현해졌다.

  [B-여우난 골족-17-3.②]에서는 검버섯을 지니고 있던 자신의 큰아버지를 말수

와 연관지어 재생하면서 말수에서 큰아버지로 시선을 옮기고 있다. 이후[B-여우난 

골족-17-3.③]에서도 여전히 큰아버지의 얼굴 묘사에만 집중하는 양상이 포착된

다. ‘별자국이 솜솜난 말수’라는 텍스트의 내적 요소가 학습자의 기억을 환기하고 

‘큰아버지의 얼굴’이라는 심상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해당 

요소가 시의 전체적인 내용과 어떠한 관련을 맺는지 연관성을 찾지 못하여 전체로

서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실패하였다. 이처럼 학습자가 자신이 전경화한 정보에만 

몰입할 경우, 시의 다른 요소나 맥락을 고려하지 않아 유기적 통일체로서의 시 세

계를 파악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 같은 학습자의 감상은 극복될 필요가 있다.

  학습자가 전경화한 정보는 텍스트 감상의 출발점이 된다. 다만, 중점적으로 인식

한 시어 혹은 구절에만 초점을 맞추어 한정된 감상 활동을 하는 것을 경계하고, 전

경화한 정보가 시 감상의 전부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다른 요소와의 관계 형성에 

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텍스트 내적으로는 시어마다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각한 이미지와 다른 이미지와의 연관 관계를 구축해 나감으

로써 부분에서 전체로 의미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 텍스트 외적으로는 중점적으로 

지각한 이미지가 환기하는 것과 유사한 경험을 회상하거나, 작가가 해당 이미지를 

통해 무엇을 표현하고자 한 것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텍스트 감상의 출

발인 전경화가 감상의 종결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나. 연속적 나열에 의한 이미지 축적

  텍스트의 이미지를 축적하는 것은 시의 세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해가는 동적(動

的)인 과정이다.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누적하고, 연합하는 과정 속에서 학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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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력은 활성화되고 학습자의 심상은 재생과 변형을 거듭하며 역동적으로 형성된

다. 텍스트 내 지각적 이미지의 축적은 행과 연의 배열을 순차적으로 따르기도 하

고, 학습자의 자의적 선택을 따르기도 한다. 이미지를 축적하는 과정이 학습자의 

자의적 선택에 좌우된다고 할 때, 학습자가 어떤 부분을 선택하고 축적하는가의 범

위에 따라 내용 이해의 공백(空白) 정도가 결정된다.

[A-비-1-1]

돌에 그늘이 차고라는 부분에서 시원하게 그늘이 진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는

데 그게 아니라 그늘이 진 것은 구름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 번 시를 읽어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지 

잘 몰랐지만 분석하면서 읽어보니 비 내리는 상황을 잘 묘사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A-비-1-1]에서 이 학습자의 최초 감상에는 텍스트의 1연 ‘돌에 그늘이 차고’

라는 부분에 한 감상만 중점적으로 드러난다. 텍스트 이해를 위해 ‘분석하면서’ 

읽은 결과, ‘비 내리는 상황을 잘 묘사’했음을 인지하였으나 텍스트의 무엇을 분석

했는지, 비 내리는 상황을 잘 묘사했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는

다. 또한, 8개의 연 중에서 오로지 1연에 해서만 서술했을 뿐, 자신의 해석에 

한 풍부한 설명이 나타나지 않아 아쉽다. 이때, 심상의 시각화는 텍스트에 한 감

상을 언어로 표현하기 위한 일종의 재료로 기능하여, 학습자가 보다 상세히 감상을 

표현할 수 있는 비계가 된다. 

 

시각적 표현 언어 표현

[A-비-1-3.①]

돌에 그늘이 차고라는 내용의 1연과 붉은 잎잎 소란히 밟고

간다의 내용 8연을 표현했다. 1연을 그린 이유는 내가 생각

했던 내용과는 다른 내용(그늘이 져서 시원한 것이 아닌 비

가 오기전 구름 형성)이어서 더 인상이 깊어서 그려보았다. 

그림에서 돌에 검은 부분은 그늘을 의미하고 검은 구름은 

먹구름을 의미한다. 8연은 비가 단풍잎을 밟고 지나간다고 

하여 비내리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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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비-1] 학습자는 앞선 감상과 비교해 보았을 때, 심상을 시각화하기 위해 ‘1

연과 8연에 주목’했음이 나타난다. 텍스트에 해 주의를 기울인 범위가 점차 넓어

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부분에 한 상세한 설명이 뒤따라 학습자의 

감상을 보다 면밀히 살필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연과 마지막 연의 선택 이유를 

[A-비-1-3.①]에서 밝히고 있다. 1연의 ‘돌에 그늘이 차고’를 선택한 것은 ‘그늘

이 져서 시원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기존 생각과 다르게, ‘비가 오기전 구

름 형성’에 한 표현인 것이 인상 깊었기 때문이라고 서술하였다. 그리고 8연은 

비가 내리는 모습을 ‘비가 단풍잎을 밟고 지나간다’고 표현한 것이 인상적이라고 

하였다. 이상을 통해, 시각화를 활용하는 것이 텍스트에 한 관심을 야기하고 학

습자의 감상을 상세히 드러내는 데 효과적임을 포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A-비

-1-3.①]에서 텍스트의 이미지를 포착하고 누적해나갈 때, 기존 사고와 배치되거

나 낯선 표현의 신선한 자극과 같은 인지적 불균형의 경험이 학습자의 주의를 끌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1, 8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학습자의 시 감상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된다. 심상의 시각화에서 배제된 부분은 학습자 이해의 

‘공백(空白) 구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백이 메워지지 않는다면 온전한 시의 의미

를 구성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감

상에서 의미의 공백이 발생했음을 자각하고, 기존에 축적한 이미지들을 연합할 수 

있는 상위의 범주를 생성하면서 앞서 배제되었던 이미지를 포섭하여 각각의 이미

지가 담지하고 있는 의미를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래는 이 학습자가 

시의 각 부분을 유기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A-비-1-3.③]

먹구름이 생성되면서 돌에는 시원한 그늘이 형성된다. 먹구름이 조금씩 조금

씩 가느다란 비 내리기를 시작한다. 가느다란 비가 내리면서 단풍나무의 단풍

잎을 떨어뜨린다. 비에 의해서 떨어진 단풍잎은 제각각 다른 방향으로 떨어진

다.

  

  내적 이미지는 누적, 연합, 변형, 통일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A-비-1-3.③]에

서는 시각화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선택되었던 심상 위에, 다른 이미지들이 함께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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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되면서 텍스트의 이미지 배열 순서에 따라 먹구름, 그늘, 비 내리기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초 텍스트 감상에서 발생했던 공백이 역동적으로 

메워지고 있는 것이다. 공백의 해소는 이미지 간의 연합을 의미하므로 이때에는 이

미지 간의 응집성(coherence)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A-비-1-4]

처음에 시를 읽었을 때 내가 생각한 시의 내용으로 해석을 해보았다. 그리고 

시를 다시 읽어보면서 ‘비’라는 시가 전체적으로 비 내리는 상황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내리기 전 산새들의 모습, 비 내리는 상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시 읽어보니 시의 1연은 환경의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내리기 전의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작가가 비내리는 모

습을 시로 표현한 것에 해서 공감할 수 있었다.

  [A-비-1-4]에는 자신의 감상에 해 점검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처음에는 ‘자

신이 생각한 시의 내용으로 해석을 해 보았’으나, 시각화를 거쳐 다시 텍스트로 회

귀하면서 의미 구성에서 놓친 부분을 발견하고 텍스트가 ‘비 내리는 상황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내리기 전 산새들의 모습을 담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것은 앞

선 이해를 바탕으로 공백이 발생한 부분의 해결을 시도한 것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여전히 텍스트의 부분에서 전체로 의미를 확장해 나감에 있어, 배제된 요소

가 많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다음은 앞선 학습자와 비교할 때, 텍스트에 주의를 기울인 부분이 보다 많은 사

례이다. 이 학습자 역시 시각화를 비계로 하여 의미의 공백을 메우고, 전체적인 의

미 파악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도가 나타난다.

시각적 표현 언어 표현

[B-여우난 골족-40-3.①]

3연에 여러 가족들이 모여 맛있는 음식들을 먹는 모습을 

표현해보았다. 모두 모여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명절의 분

위기를 잘 표현해준다고 생각하였고 그렇기에 이 시를 전

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명절하면 맛있는 음식!이 떠오르듯 이 시에서도 단순히 여

러 음식(사실 음식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떡과 나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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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여우난 골족-40-3.①] 학습자는 2연과 3연에 나열되어 있는 인물과 음식의 

이미지를 순차적으로 누적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연관지었다. ‘단순히 여러 음식을 열거해 놓았을 뿐인데 명절의 분위기가 확 와닿

았다.’고 하여 각각의 음식 이미지가 ‘명절의 화목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

고 있다는 사실을 막연하게나마 파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심상의 시각화에서 선

택되지 못한 부분은 학습자에게 ‘미해결(未解決)’ 과제로 놓이게 된다. 이 미해결 

과제는 자신이 해결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지각할 때, 그것을 제외한 나

머지로써 모습을 드러내 보인다. 다시 말해, 심상의 시각화에서 선택되지 못한 나

머지 부분이 미해결 과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학습자가 자각하게 되는 것이다. 학습

자가 이를 인지한 후에는 해결을 위한 노력을 시작한다. 아래는 앞서 배제되었던 

4연에 한 학습자의 반응이다.

[B-여우난 골족-40-3.②]

이 시의 가족들은 전반적으로 모두 화목한 것 같다.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모

두 한 데 어우러져 놀고 엄마들은 또 엄마들끼리 어우러져 논다는 표현을 통

해 삭막하고 각박한 그런 가족이 아닌 정말 애정이 넘치고 화기애애한 가족

일 것 같다. 

[B-여우난 골족-40-4]

일상적인 언어들을 사용하여 시를 완성하니 나도 크게 공감할 수 있었고 여

러 사투리가 사용되어 친근한 분위기가 더해졌던 것 같다. 명절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날인데, 내가 그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조금은 반성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B-여우난 골족-40-3.②]에서 4연의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모두 한 데 어우러

져 놀고 엄마들은 또 엄마들끼리 어우러져 논다는 표현’을 통해 ‘애정이 넘치고 화

기애애한 가족일 것 같다.’고 상상을 이어감으로써 앞서 추출해 낸 ‘명절의 화목한 

분위기’의 동일선상에서 응집성 있게 그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나아가 [B-여우난 

을 열거해놓았을 뿐인데 명절의 분위기가 확 와닿았다. 이

러한 구절을 표현하기 위해 나는 한 방에 있는 여러 가족

들과 맛있는 음식들을 그려보았다. (가족들은 모두 웃고 있

는 모습으로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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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족-40-4]에서는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현재 처한 상황에 비추어 보고, ‘내가 

그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조금은 반성한다.’고 하여 자신의 태도와 연결 지었

다. 여전히 내용 이해의 ‘공백’이 존재하지만, 유기적인 시 세계로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이 학습자의 삶에 한 성찰로도 이어질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한편, 의미의 공백을 해소함으로써 도달하는 것이 전체로서의 시 세계라고 할 

때, 텍스트의 내적 세계의 모습을 밝히고자 하는 시도가 세부 요소에 한 경시(輕

視)로 이어지는 것은 위험하다. 이 학습자는 각 연에 한 이미지를 축적하며 전체

로서의 시 세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더 세부적인 의미 즉, 연을 이루

고 있는 각각의 이미지들이 담지하고 있는 의미를 포착하지 못하여 한계가 나타난

다. [B-여우난 골족-40-3.①]에서 ‘단순히 여러 음식을 열거해 놓았을 뿐’이라고 

서술한 것을 통해 세부 요소에 한 의미 부여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

인할 수 있다.

[B-여우난 골족-40-1]

지금은 흔히 찾아볼 수 없는 풍경이 그려져 좋았다. 오늘날 명절에는 온 가족

이 모이는 것조차 조금은 힘들어졌는데 이렇게 시를 통하여 옛날 추억을 다

시 회상하는 느낌이 들었다. 별다른 내용없이 단지 일상적인 언어들로만 시가 

표현되어 있는데도 가족간의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B-여우난 골족-40] 학습자의 최초 감상에서도 ‘별다른 내용없이 단지 일상적

인 언어들로만 표현되어 있는데도 가족간의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것’ 같다고 서술

한 부분에서 이를 재확인할 수 있다. ‘가족간의 따뜻한 정’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

도록 작가가 특정한 이미지들을 선택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최초의 감상과 비교할 때, 텍스트 이해를 위한 지각의 범위가 확장되

었다는 점은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세부 이미지에 한 의미 탐구가 제 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이것은 전체 속에서 세부의 의미를 발견하려

는 노력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 따라서 세부 요소들의 의미가 모여 전체 세계를 

형성하고, 전체 세계 속에서 세부 요소들의 의미가 드러나야 비로소 텍스트가 표상

하고 있는 내적 세계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텍스트의 유기체적 특성에 한 교육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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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가 필요하다. 

  텍스트 내의 이미지를 축적하면서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것은 텍스트의 의미를 

누적하고 추론하는 것이므로 내용 이해에 있어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

하다. 이것은 ‘미해결 과제’의 해결이자, 작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시 세계로의 ‘점

진적 이행’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유기체로서의 텍스트’의 특성에 해 인지하

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지를 쌓아가는 것은 시 속의 의미를 발견해나가는 과정이므

로 앞서 축적한 이미지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앞서 파악한 관계 속에서 텍스트

의 또 다른 이미지를 포섭하고 연결하면서, 이들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 시 

세계를 관통하는 핵심 요소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텍스트와 

교섭하고 작가와 소통하면서 전체로서 드러나는 시의 세계를 발견하고, 감상할 수 

있게 된다.

다. 이미지의 연합에 의한 의미망 구축

  이미지를 지각하고, 축적하고, 의미를 쌓아가면서 전체로서의 시 세계를 감상하

는 것은 텍스트 내적 세계로의 몰입을 촉진한다. 유기적 통일로서의 종합을 수행하

기 위해 학습자는 시를 읽고, 내적 이미지를 형성해가면서 작가가 표현한 텍스트의 

세계가 어떤 모습인지 전체와 세부를 오가며 탐구를 수행한다. 

  탐구의 성공적 수행 여부는 텍스트의 이미지로부터 얼마나 충실한 심상을 형성

해내었는가와 각각의 심상이 연결망 속에서 총체적인 세계를 만들어내었는가에 따

라 결정된다. 전자가 양적인 것과 관계된 것이라면, 후자는 질적인 것과 관련된다. 

양적인 것으로부터 통일된 질적 세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학습자는 텍스트

의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들로부터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다. 리쾨르는 이에 하여 

그림은 기호들의 그물망 속에서 우주를 포착하고 그 의미를 증 시키는 것이며, 이 

도상적 증 가 몰입과 절정의 효과를 창출한다8)고 하였다. 텍스트에 한 몰입은 

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텍스트의 세계의 모습이 학습자에게 드러나는 데 크게 기

여한다. 아래는 텍스트이 세계가 미처 학습자에게 파악되지 않은 사례이다.

8) P. Ricoeur, 앞의 책, 1998,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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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슬픔이 기쁨에게-30-1]

슬픔과 기쁨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하여 살짝 겁이 났다. 기뻐하

는 사람에게 슬픔을 준다니... 하지만 이기적으로 기쁨을 가지는 것은 물론 

기쁨이지만 진정한 슬픔보다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학습자는 텍스트가 ‘슬픔과 기쁨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

하고 있음을 막연히 포착하였으나, 해당 부분이 왜 중요한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미이해(未理解)에 놓인 학습자는 특정 구절에 해 ‘겁이 나’

는 감정의 상태를 경험하는데, 학습자의 감정의 근거는 텍스트로의 몰입을 통해 미

지(未知)의 세계가 비로소 현현(顯現)될 때, 해소될 수 있다. [C-슬픔이 기쁨에게

-30] 학습자가 1번 문항에서 일부 구절에 한 감상만을 서술한 반면, 텍스트로부

터 심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때에는 순차적으로 텍스트의 이미지를 배열하여 텍

스트의 세계를 충실히 구축하였다. 이것은 심상의 시각화가 텍스트로의 몰입을 촉

진하는 비계로 기능하여, 전체적인 시 세계의 모습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각적 표현 언어 표현

[C-슬픔이 기쁨에게-30-3.①]

내가 그린 그림은 겨울 할머니의 귤값을 깎으며 좋아하는 

이기적인 기쁨과, 누군가 나를 불렀을 때 한 번도 웃어주질 

않았던 무관심, 동사자를 보며 그냥 지나친 무관심한 사랑

을 모두 합했을 때보다 슬픔을 알고 그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 더 크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나는 

이 시에서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가 가장 

인상 깊었다. 왜냐하면 슬픔을 모르는 자를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기다려준다는 게 그냥 의미 자체로 감동을 받

았던 것 같다. 

  [C-슬픔이 기쁨에게-30-3.①]에서 시간적 순서에 따라 즉, 시의 행과 연의 순

차적 배열에 따라 이미지를 형상화함으로써 심상을 충실히 구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귤 값을 깎으며 좋아하는 이기적인 기쁨’, ‘누군가 나를 불렀을 때 한 번

도 웃어주질 않았던 무관심’, ‘동사자를 보며 그냥 지나친 무관심’, ‘이제 너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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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림을 주겠다.’의 표현은 행 배열의 시간적 순서와 일치한다. 이 학습자는 첫 

부분에 행의 순서에 따라 이미지를 누적하였음을 기술한 후, 자신이 누적한 이미지

가 담고 있는 의미를 추론하였다. ‘슬픔을 알고 그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다. 그리고 ‘슬픔을 모르는 자를 무시’하지 않

고 그를 ‘기다려준다’는 것이 ‘그냥 의미 자체로 감동’이라고 하여 앞에 누적한 이

미지들의 의미 속에서 텍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발견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도

는 또 다른 의미 구축의 원동력이 되어 적극적인 의미 모색으로 이어진다.

[C-슬픔이 기쁨에게-30-3.②]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하겠다 라는 부분이 슬픔, 배려, 연민의 감정을 진정으

로 가진 상태에서 바라본 변화를 나타낸 느낌이 들어서 그 전보다 더 넓고 

더 폭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 

  앞서 발견한 슬픔의 힘에 한 의미가 시의 마지막 구절의 의미 이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마지막 구절에서는 ‘슬픔, 배려, 연민의 감정을 진정으로 가진 

상태에서 바라본 변화를 나타낸 느낌’이 든다고 하여 발견한 의미의 종합을 시도하

고, 이것을 자신의 삶의 태도에 적용하여 ‘그 전보다 더 넓고 더 폭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심상의 시각화가 의미 발견의 비계가 되고, 이것이 

학습자의 삶의 태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텍스트와 학습자의 상호 교섭이 성립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C-슬픔이 기쁨에게-30-4]

그림도 그려보고 다시 읽어보니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

었다. 내가 무의식적이라도 이런 비슷한 행동을 한 적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시 속에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표

현에서 함께한다.라는 표현이 인상 깊었고, 내가 작가와 공감할 수 있었던 포

인트였다. 내가 진짜 슬픔을 느끼고 연민, 배려를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봐야지 않나 라고 생각했다. 

  텍스트 세계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그 세계를 지각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는

다. 텍스트로의 몰입, 텍스트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텍스트와 학습자의 삶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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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결과, 학습자는 [C-슬픔이 기쁨에게-30-4]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와 같이 이미지의 누적 결과 드

러나는 전체적인 시의 세계를 경험하고, 텍스트를 통해 소유하게 된 세계의 의미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작가의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생각하면서 공감에 이

르게 된다.     

시각적 표현 언어 표현

[A-비-47-3.①]

시를 읽고 가지가 앙상하고 단풍나뭇잎이 조금 남아있는 

단풍나무와, 그 아래 그늘진 바위위에 앉아있는 새가 떠올

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뭇잎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나무는 채색하지 않고 명암만 처리하였어요. 

  텍스트의 세계를 선명히 드러낸 학습자는 텍스트가 그려낸 세계와 유사한 경험

을 소환하기도 한다. [A-비-47] 학습자는 시를 읽고 떠오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가지가 앙상하고 단풍나뭇잎이 조금 남아 있는 단풍나무’는 시에서 

묘사되어 있지 않음에도 학습자가 생성해 낸 심상이다. 앞선 이미지에 이어 ‘그 아

래 그늘진 바위위에 앉아있는 새’로 연결되면서, 텍스트의 부분에 한 상상에서 

출발하여 전체적인 풍경을 그려내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뭇잎에 초점’을 맞추

어 표현하면서 전체 분위기 속에서 세부 요소를 놓치지 않으려는 시도가 보인다. 

텍스트의 세계를 구축한 학습자는 이 세계와 유사한 기억을 재생하여 텍스트와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A-비-47-3.②]

시를 읽고 가족들끼리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 비오는 날 비자림(이름)을 갔

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그 날 비자림도 안에 시 속 풍경처럼 나무가 있고 산새

도 있고 비가 내렸어요. 전체적으로 고요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따로 몰리

는 소소리 바람’이라는 표현을 통해 시에서 직접적으로 시적 상황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약간 스산한 바람이 불고 있는, 고요하다 못해 약간 적막하기

까지 한 분위기인게 느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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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비-47-4]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과정에서 시가 단순히 글자가 아니

라 한 폭의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전에는 시를 읽어도 그 시 안에 담긴 

진정한 의미나 시어의 느낌을 살려서 읽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활동을 통

해 시어의 느낌, 시의 분위기 등을 상상하고 이해하며 읽을 수 있어서 좋았습

니다. 시 속에 비유적 표현이 많았는데 작가가 비 내리는 평화로운 숲속을 표

현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비자림’을 갔을 때 ‘시 속 풍경처럼 나무가 있고 산새도 있고 비가 

내렸’으며, 텍스트와 자신의 경험이 공통적으로 ‘전체적으로 고요한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학습자는 기억의 재생을 통해 텍스트의 세계를 보다 생생하게 느끼게 되었

다. 이것은 텍스트와 학습자 간에 시적 상황의 ‘분위기’를 매개로 유의미한 관계가 

구축된 것이다. 또한, [A-비-47-4]에서는 텍스트의 이미지를 ‘단순한 글자의 나열

이 아니라 한 폭의 풍경처럼’ 느끼고 ‘비 내리는 평화로운 숲속’이라는 하나의 세

계를 지각하였다. 이 세계는 작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전체로서의 시 세계를 학습자

가 발견하고, 하나의 유기적인 통일체로서의 시 세계를 상상하는 데 도달한 것이

다.

  지각한 이미지의 재현을 중심으로 한 구상적 표현에서는 학습자가 최초에 전경

화한 이미지를 중심으로 다른 이미지와의 연관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전체로서의 

세계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시각화는 학습자가 획득한 의

미를 가시화한 것으로, 학습자의 현재 지각 상태를 보여준다. 이것은 학습자가 구

축해 나갈 세계의 밑그림으로 기능한다. 또한 전체로서 존재하는 텍스트를 ‘부분적

인 구성요소로 해방시켜, 다시 하나의 전체로 요약’9)함으로써 낯선 상을 이해하

는 심리적 경험에 학습자가 도달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텍스트 이해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처치가 요

구된다. 이를 위해, 텍스트의 이미지를 심상 속에 ‘충실히’ 반영하는 양적 측면의 

고려와 그 형상을 실체화하는 데 있어 응집성을 확보함으로써 심상의 세계를 선명

하게 드러내 보이는 질적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세부 요소를 통해 전

체 세계를 구축하고, 전체 세계 속에서 세부 요소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비로소 ‘유

기적 통일로서의 종합’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텍스트 내적 세계의 탐구는 

9) P. Ricoeur, 앞의 책, 1998,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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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와 학습자의 지속적인 소통이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미지

의 시각화를 비계로 상호 간에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텍스트의 세계에 몰입하게 

될 것이다.

(2) 주관적 인상의 추상적 표현

  학습자가 주관적 인상을 추상적으로 시각화하는 것은 텍스트를 읽고 형성된 느

낌을 보다 선명히 드러내기 위해, 색채나 형태 등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새로운 도

식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이를 비계로 텍스트와의 연관 관계를 확보하

여 자신의 추상적 표현에 한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이때, 표현하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텍스트의 어떠한 부분으로부터 학습자의 인상이 촉발되었는지 

등, 학습자가 주목하는 상과 그 사유의 범위에 따라 감상에 차이가 나타난다.

  정서 표현의 장르인 시 텍스트는 명시적인 지시를 넘어 지시의 범위를 확장한다. 

그리고 직접적인 기술 방식으로는 말해질 수 없는 시어법(poetic diction)10)을 통

해 세계-내-존재적 측면을 가리킨다. 시 감상은 학습자가 텍스트를 통해 느끼는 

정서나 사상의 표현을 지향하므로 명시적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기술적이지 않은 

것에 한 막연한 인상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상을 시각화하여 심리적인 

상에 한 학습자의 인상을 명료히 하고, 이것을 비계로 삼아 다시 심리적인 상

에 해 서술하는 것은 관념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의 순환 작용 속에서 그 의미를 

밝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또한, 시각적 표현이 함의하고 있는 학습자의 심리와 텍

스트와의 연관성 확보를 위해 개연성 있는 추론을 수행하는 것은 감상 내용에 

해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시도로서 의미를 지닌다.

가. 추상어의 형태에 기반한 어휘 의미 추론

  구상적 표현이 시각적 이미지나 구체어를 상으로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것이라

면, 추상적 표현은 추상어를 상으로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추상어는 정서나 사물의 특성을 나타내는 어휘로, 물리적이기보다 다분히 심리적인 

10) 위의 책, pp.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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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지닌다. 학습자는 작가가 텍스트에 드러낸 추상어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지 알아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어떠한 의미인지 알아낸 후에도 그것을 설

명해낼 적절한 어휘나 문장의 생성에 곤란을 겪는다. 이때에는 추상어의 형태를 생

성하고 그 근거를 텍스트와 연관지어 설명해냄으로써 의미의 명료화에 도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심상의 시각화가 의미 명료화의 비계(飛階)로 작용하는 것이다. 

다음은 추상어를 시각화하고, 텍스트 내부로부터 의미를 추적하여 근거를 제시하면

서 상의 의미를 명료화한 사례이다.

[C-슬픔이 기쁨에게-42-1]

기쁨이의 이기적인 행동을 귤을 파는 할머니, 동사자라는 구체적 예시들로 표

현한 부분에서 약간 화났지만, 슬픔이가 기쁨이에게 자신의 슬픔과 기다림을 

준다고 했을 때에는 슬픔이가 기쁨이를 걱정해주고 포용해주는 것 같아 따뜻

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C-슬픔이 기쁨에게-42] 학습자의 최초 감상에서는 ‘기쁨’과 ‘슬픔’11)이라는 추

상어가 텍스트에서 어떠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기쁨은 

‘귤을 파는 할머니, 동사자’와 연결되고, 슬픔은 ‘기쁨이에게 자신의 슬픔과 기다림

을 준다.’와 같이 단지 행과 행 사이의 형식적 연결만이 나타날 뿐이다. 그런데 이 

학습자가 추상어를 시각화하고 그 근거를 텍스트 내적 요소와 연관지으면서 추상

어의 의미를 추적하는 시도들이 나타난다. 아래는 이 학습자가 추상어의 형태를 비

계로, 형태 표현의 이유를 텍스트 내에서 찾아 추론한 결과를 서술한 것이다.

11) 기쁨과 슬픔의 감정은 일상의 경험에 바탕을 두므로 다분히 심리적인 성격을 띤다. 따

라서, 이들은 언어 표상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서도 드러날 것이다. 임지룡,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2008, p.271.

시각적 표현 언어 표현

[C-슬픔이 기쁨에게-42-3.①]

인상 깊었던 구절은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와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다. 

이 구절들을 읽고 슬픔이 기쁨에게 자신의 슬픔을 나누어

주는 장면을 표현하고 싶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슬픔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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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슬픔이 기쁨에게-42] 학습자는 텍스트의 추상어인 ‘슬픔’과 ‘기쁨’을 각각 

‘작은 천사’와 ‘작은 악마’라는 립적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상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슬픔’을 ‘눈물’이라는 형태를 선택하여 표

현했다고 서술하였다. [C-슬픔이 기쁨에게-42-3.①]에서 슬픈 감정을 파란색으로, 

기쁜 감정을 빨간색으로 표현하였는데 이와 같은 색채 비와 형태를 통해 학습자

가 추상 어휘의 비적인 측면을 분명히 지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형태 표

현의 이유에 하여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눈 그친 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의 구절로부터 ‘슬픔이 기쁨에게 자신의 슬픔을 나누어주’는 행위를 통해 

기쁨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 학습자는 핵심 시어인 

‘슬픔’과 ‘기쁨’의 관계를 다른 요소 및 구절들로부터 추출하여 파악하려는 시도를 

지속하면서, 그 의미를 점차 명료하게 드러내었다.

[C-슬픔이 기쁨에게-42-3.②]

시 속의 표현 중 “슬픔의 평등한 얼굴”, “슬픔의 힘”, “무관심한 너의 사랑”

이라는 표현을 통해 슬픔이는 강자나 약자,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평등한 마

음을 지녔으며 약자에게 연민을 느끼고 동정을 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음

을 느낄 수 있었고, 기쁨이는 자신만을 생각하며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이기

적인 마음을 지니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슬픔이를 작

은 천사, 기쁨이를 작은 악마로 나타내었다. 

  [C-슬픔이 기쁨에게-42-3.②]에서는 ‘슬픔’에 해 ‘평등한 얼굴’을 지니고 있

어 ‘강자나 약자,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평등한 마음을 지녔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쁨’에 해서도 텍스트의 ‘무관심한 너의 사랑’이라는 구절과 연결지어 ‘자신만

을 생각하며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하여 해당 어

슬픔, 기다림 등을 가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눈물로 함축

하여 표현하였다. 또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라는 구절에서 기쁨이와 슬픔이가 함께 걸을 그 눈길을 슬

픔이를 상징하는 파란색과 기쁨이를 상징하는 빨간색을 섞

어 표현하였다. 왜냐하면, 함께 걸으면서 기쁨이가 슬픔을 

받아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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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의 의미를 명료하게 드러내었다. 추상적 시어가 지니는 관념성을 해소하기 위해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를 비계로 막연함에 한 극복을 시도함으로

써 추상어에 한 의미를 획득한 것이다. 추상어에 한 심층적인 의미를 알게 된 

학습자는 이후, 자신의 감상에 한 초인지(超認知) 활동을 수행하였다. 아래는 초

인지 활동으로서 작가의 표현 의도를 고려하면서 기존의 편견을 해결하는 모습이

다.

[C-슬픔이 기쁨에게-42-4]

처음 읽었을 때는 슬픔을 부정적인 것, 기쁨은 긍정적인 것이라는 고정 관념

을 지니고 읽어서 완전히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시를 그림으로 나타내기 위

해 시의 표현들에 집중해서 다시 읽어보니 아예 반 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앞의 활동을 통해 슬픔은 작은 천사, 기쁨은 작은 

악마라는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시를 다시 읽어보니 시

의 구체적 예시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시의 장면 장면을 떠올릴 수 있게 되

었다. 특히 작가가 시의 마지막 부분에 ‘너와 함께 걷겠다.’라는 부분으로 슬

픔이를 통해 기쁨이가 성장해 감을 표현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C-슬픔이 기쁨에게-42-4]에서는 ‘슬픔’과 ‘기쁨’의 의미를 명료하게 파악한 이

후에 다시 텍스트로 회귀하여 자신의 감상을 조정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처음 읽

었을 때’와는 다르게 기존에 지니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생각의 전환을 경

험한 것이다. 이것은 추상어를 중심으로 텍스트 내‧외적 맥락을 고려하여 심층적인 

감상에 도달한 결과이다. 심상의 시각화가 ‘시의 표현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

하고, 처음에는 시어의 의미를 ‘아예 반 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반성적 점검의 비계 역할을 한 것이다. 이 외에도 시각화를 통해 형성한 이

미지는 ‘시의 구체적 예시들을 이해’하고, ‘시의 장면 장면을 떠올’리는 데 기여하

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추상어의 형태 생성에 그쳐 의미의 명료화에 이르지 못한 학습자도 존재한

다. 추상어에 한 시각적 표현은 관념에 한 명료한 이해와 표현에 도달하기 위

한 ‘비계(飛階)’로서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이러한 학습자에게는 추상어에 한 형

태 생성이 최종 목표가 아니며, 이것을 출발점으로 삼아 의미를 추적해 나갈 수 있

음을 안내하는 교육적 처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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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슬픔이 기쁨에게-19-1]

슬픔과 기쁨의 의미가 반 되어서 글을 읽어보니 공감이 되기도 했다.

  [C-슬픔이 기쁨에게-19] 학습자는 ‘슬픔’과 ‘기쁨’의 의미가 반 된다고 서술하

였다. 그런데 슬픔과 기쁨은 일반적으로 립되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학습자가 

텍스트에 몰입하여 감상한 결과인지 알 수가 없다. 즉, 위와 같은 감상이 텍스트로

부터 형성된 것인지 혹은 어휘에 한 상식적인 판단의 결과인지 짐작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이다. 이후, 해당 학습자는 심상을 시각화하고 그에 한 언어 표현을 통

해 ‘슬픔’과 ‘기쁨’의 의미를 텍스트와 연관지었음을 분명히 하였다. 

  [C-슬픔이 기쁨에게-19-3.①]에서 이 학습자는 ‘슬픔’과 ‘기쁨’이라는 추상 명

사에 한 가시적인 형태를 생성하였다. 텍스트의 인상 깊은 구절을 표현하기 위해 

핵심 어휘인 ‘슬픔’과 ‘기쁨’을 각각 ○와 △의 형태로 표현하고, 형태 선정의 이유

를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표현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서술하였다. 그리고 추상명사

를 의인화하여 슬픔의 손은 위로 올라가도록, 기쁨의 손은 아래로 내려가도록 하여 

텍스트를 근거로 슬픔과 기쁨의 형태를 생성했음을 드러내었다. 이처럼 추상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학습자 스스로 창조한 형태에 한 설명을 요구하므로 

학습자의 감상 상태를 정치(精緻)하게 드러내는 비계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학습자가 핵심 어휘를 각각 긍정적, 부정적 상으로 파악한 이유가 

무엇인지 핵심 어휘가 지니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서술하지 않은 것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학습자가 텍스트로부터 받은 막연한 인상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관계 파악의 근거를 텍스트 내적 요소로부터 추출

시각적 표현 언어 표현

[C-슬픔이 기쁨에게-19-3.①]

슬픔과 기쁨이 반 로 표현하고 있어서 “살아온 추위와 떨

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

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이 부분이 인

상깊은 구절이에요.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 그림으로 슬픔 

‘○’로 표현하고 기쁨을 ‘△’로 표현했어요. 이렇게 그린 이

유는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표현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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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보다 상세히 서술하도록 하는 교육적 처치가 필요하다. 이 외에, 학습자가 평

소에 가지고 있던 추상어에 한 인상을 텍스트와 비교하여 판단하는 활동도 추상

어의 의미를 명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 형상을 통한 정서적 반응의 구체화

  문학 교육은 텍스트의 분위기를 느끼고 정서를 체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

고 학습자는 자신이 체험한 것을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감상의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학습자의 언어 표현이 ‘즐겁다, 슬프다’ 등과 같은 단편적인 어

휘들로 구성될 경우, 혹은 상투적이고 일반적인 표현으로 채워질 경우에는 학습자 

특유의 감상을 표현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텍스트로부터 느낀 분위기나 정서가 분

명히 존재하고, 더 나아가 자신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포착되었음에도 그것을 일반

적인, 그리고 보통의 어휘들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을 때, 학습자는 표현에 한 좌

절감을 느끼게 된다. 이때, 자신의 심상을 시각적으로 구현하여 자신만의 도식을 

창출하고 이를 비계로 의미를 서술해나가는 것은 학습자 특유의 감상을 풍부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색채나 형태가 환기하는 느낌은 학습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또한, 학습자는 자신이 체험한 텍스트의 분위기나 그로부터 촉발된 느낌

을 표현하기 위해 스스로의 직관에 따라 색채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를 비계로 하여 학습자의 생각을 보다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 

[A-비-7-1]

조용한 산 속에서 잠시 비를 피하려고 앉은 상태에서 비가 내리는 모습을 바

라보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산새를 보며 빗방울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것 

같다.  

  [A-비-7] 학습자는 ‘조용한 산 속’에서 ‘비가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상상하였다. 그리고 ‘빗방울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여 텍스트에 한 자유로운 감상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이 학습자가 상상한 내용

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인지 감상의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그에 한 설명

이 요구된다. 아래는 [A-비-7] 학습자가 텍스트의 분위기를 색채와 형태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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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를 비계로 감상을 서술한 것이다. 내적인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 학습자가 느낀 텍스트의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비계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각적 표현 언어 표현

[A-비-7-3.①]

시에서 전반적으로 다루던 빗방울이 흐르는 모습을 표현했

다. 특히, 빗방울을 시에서 의인화했던 것처럼 그림에도 빗

방울을 캐릭터처럼 인간처럼 팔다리가 있는 것으로 묘사하

여 의인화같이 그려보았다. 쌓여있는 단풍과 노을의 색이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빨강, 주황, 노랑을 이용해 배경을 

색칠하였다. 그리고 시의 전반적인 고요한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 그림을 최소화하였다. 

  [A-비-7]의 학습자는 시의 전반적인 정경을 ‘빗방울이 흐르는 모습’으로 표현했

으며, 텍스트의 표현 기법을 살리기 위해 ‘시에서 의인화했던 것처럼’ 빗방울을 ‘인

간처럼’ 표현하였다. 이것은 [A-비-7-1]에서 상상한 ‘빗방울의 모습’이 구체화된 

것으로 비내리는 정경에 한 학습자 특유의 감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고요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빨강, 주황, 노랑’의 따뜻한 색감을 활

용하여 감각적으로 시각화함으로써, 자신이 느낀 텍스트의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표

현하기 위한 시도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후의 서술을 통해 보다 상세하게 자신의 

감상을 드러내었다.

[A-비-7-3.②] 

시에 정확하게 나와있지는 않지만, 시의 분위기가 고요하고 평화로운 것 같아 

그 느낌이 드러나도록 따뜻한 색깔을 많이 쓰는 등의 표현을 하였다. 그리고 

저녁이라고 나와있지 않지만 단풍과 이어지도록 하고 싶어서 노을을 표현해

보았다. 그리고 빗방울, 낙엽을 밟는 것을 읽고 내가 낙엽을 밟으며 그 소리

를 즐겼던 것이 생각난다. 

[A-비-7-4]

산새의 움직임을 그냥 산속임을 표현하기 위해 쓴 줄 알았는데, 다시 읽어보

니 빗방울의 움직임과 산새의 움직임을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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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다. 그리고 빗방울을 의인화한 표현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형상하는

데 더욱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A-비-7-3.②]에서 학습자는 ‘시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시의 분위기

가 고요하고 평화로운 것 같’다고 느낀다. 자신이 포착한 텍스트의 분위기가 어떻

게 형성된 것인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를 단풍잎의 붉은 색채 및 노을과 연결

지으면서 시각적 이미지로 전환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하였음을 밝혔다. 그리고 ‘낙

엽을 밟으며 그 소리를 즐겼던’ 과거의 즐거웠던 기억이 텍스트의 분위기와 ‘이어

지도록’ 함으로써 텍스트에서 포착한 분위기를 자신만의 표현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최초에 형성되었던 ‘비가 내리는 모습’, ‘빗방울의 모습’이 ‘고요한 느낌’, 

‘붉은 색’, ‘단풍잎’을 거치면서 ‘낙엽을 밟으며 느꼈던’ 학습자의 경험으로 이어지

는 일련의 과정은 텍스트와 학습자 사이에, 시각화를 통해 소통의 접점을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위의 학습자는 [A-비-7-4]에서와 같이 ‘빗방울의 움직임과 산새의 움직

임’을 연결하여 상상하면서 텍스트에 잠재된 의미가 있음을 인지하였다. 의인화된 

형상을 통해 시의 구절이 ‘산 속’이라는 표면적 의미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음을 사유하는 것은 텍스트에 한 심화된 감상을 이끈

다. 그럼에도 ‘고요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느끼게 된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은 텍스트에 한 미흡한 사유를 보여주므로 감상의 한계로 지적된다. 이는 자신

의 느낌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텍스트에 근거하여 밝힐 수 있을 때 감상에 

한 타당성을 확보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느낌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연유하는 상을 밝힘으로써 학습자의 감상이 ‘이유 있는 정서적 반응’임을 

통해 감상 주체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한 교육적 처치

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C-슬픔이 기쁨에게-39-1] 

이기적인 기쁨을 슬픔을 통해 고쳐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C-슬픔이 기쁨에게-39] 학습자는 ‘이기적인 기쁨을 슬픔을 통해 고쳐나가는’ 

자신의 ‘느낌’이 있음을 인지하였다. 그러나 ‘이기적인 기쁨을 슬픔을 통해 고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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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느낌’이 무엇인지 정서를 구체화하는 데 실패하였다. 이후, 심상의 시각화를 

거치면서 정서 유발 요인을 텍스트로부터 추론하여 타당성을 확보하는 양상이 나

타나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시각적 표현 언어 표현

[C-슬픔이 기쁨에게-39-3.①] 

시에 나오는 기쁨들은 모두 이기적인 행동으로 쟁취한 기

쁨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들을 슬픔을 통해 

바꿔나가야 한다고 느껴졌고, 슬픔이 이기적인 기쁨을 보듬

으며 바람직한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 

특히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라는 구절에서 

슬픔이 기쁨을 안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던 것 같다. 

  [C-슬픔이 기쁨에게-39] 학습자는 처음에 ‘슬픔’의 의미에 한 판단이 드러나

지 않았으나,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텍스트에 한 탐구가 이루어졌

다. 이 학습자는 기쁨이 ‘모두 이기적인 행동으로 쟁취한 기쁨’이므로 이것을 ‘슬픔

을 통해 바꿔나가야 한다.’고 의미를 추론하였다. 나아가 텍스트에 해 ‘슬픔이 기

쁨을 보듬으며 바람직한 기쁨으로 변화시’킨다고 판단하고, 이를 ‘슬픔이 기쁨을 

안고 있는’ 형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비되는 색채를 통해 각각의 인상을 부각

하였다. 

  이것을 최초의 감상과 비교해 볼 때, 시각화를 비계로 감상을 서술하면서 ‘슬픔

이 기쁨을 안고 있는’ 형상으로 감상이 구체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슬픔의 

행위를 통해 기쁨을 변화시킨다는 의미를 발견하여 이를 상세히 서술하고, 정서 표

현의 근거로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를 제시하여 텍스트와 학습자

의 내적 이미지간에 긴밀성을 확보하였다. 이와 같이 학습자가 텍스트로부터 느낀 

정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텍스트에 한 사유로 이어져 학습자 감상의 심

화를 이끈다. 한편, 정서적 반응을 표현함에 있어 작가나 시적 화자의 정서를 재현

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경우, 마치 학습자가 ‘느껴야 할 정서’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오인(誤認)하여 감상 주체의 자발적인 반응을 제한할 위험이 있다.12) 학습

12) 고정희는 해석의 결과 가지게 되는 학습자의 정서는 글쓴이의 정서나 화자의 정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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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감상해야 하는 내용이 이미 주어져 있을 때, 감상 주체의 자유로운 사고 활동

은 발휘되기 힘들다. 따라서 학습자가 텍스트 감상 결과 얻게 되는 정서는 텍스트

에 표현된 작가나 화자의 정서가 아니라, 텍스트의 세계 속에 참여함으로써 느껴지

는 ‘학습자의 정서’여야 한다. 

[C-슬픔이 기쁨에게-39-3.②]

시를 읽고 물질적인 것을 비롯하여 자신의 이익을 매우 중시하는 현 사회

의 모습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가마니 한 장 조차 덮어주지 않은 무관심

한 너의 사랑’이 3절에서 안타까운 이웃의 상황을 보더라도 무관심하게 

하여 자신의 편함만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었고,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슬픔을 통해 공감하며 따뜻한 마음

을 나누도록 해야한다는 메시지가 느껴졌다. 

  여기에서는 [C-슬픔이 기쁨에게-39] 학습자가 일관된 정서를 중심으로 감상을 

수행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C-슬픔이 기쁨에게-39-3.②]에서 이 학습자

는 텍스트의 내용을 외적으로 확산하여 ‘자신의 이익을 매우 중시하는 현 사회의 

모습을 다시 생각’하였다. 이때, 현 인의 모습을 비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C-

슬픔이 기쁨에게-39-1]에서 ‘슬픔을 통해 기쁨이 바람직하게 변화’하기를 바랐던 

정서의 흐름을 이어받아, ‘슬픔을 통해 공감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도록 해야한다

는 메시지’를 발견함으로써 자신의 정서에서 이탈하지 않고 일관된 감상을 수행하

였다. 이처럼 학습자가 느껴야 할 정서가 작가나 화자의 것이 아니라 ‘학습자 자신

의 것’일 때, 감상 주체로서의 면모가 부각되며 궁극적으로 감상의 심화를 이끈다. 

  그러나 학습자의 정서가 텍스트와의 관계를 상실(喪失)할 때, 오독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는 ‘텍스트의 세계에 참여했을 때 얻어지는 정서’에 한 이해의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의 세계가 열어 보이는 정서와 면하여 전유하는 것이라

는 점에서 문학 교육에서의 정서 개념을 확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민재원․구
영산에서도 텍스트에 해 ‘공감해야 하는 무엇이 있다.’라는 ‘전제가 있는’ 현행 교육의 

방향으로는 학습자가 진정한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을 밝히고, ‘관계

의 재정립’을 그 안으로 제시한다. 본고도 위의 논의들과 마찬가지로 감상 주체를 길

러내기 위해서는 작가나 화자에 국한되지 않고, 이를 넘어 텍스트 세계 속에 위치할 때 

주체로서의 학습자가 느끼는 정서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고정희, 앞의 책, 2013, 

pp.40-51.; 민재원·구영산, 「시 읽기 교육에서 성찰의 주체 설정 방향 연구」, 『문학

교육학』 58, 한국문학교육학회, 2018, pp.81-83.



- 68 -

부족이자, 텍스트에 한 사유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기된 것이므로 극복될 

필요가 있다. 

  [C-슬픔이 기쁨에게-17] 학습자는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라는 구절

의 느낌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손’과 주위의 동그란 형태들을 통해 화자가 지

향하는 것을 따라갈 경우에 생성될 수 있는 분위기를 구체화하였다. ‘사람을 위해 

기다림을 준다는 화자의 모습에 감명’을 받고, 텍스트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화자

의 태도를 ‘손’과 색채, 형태를 통해 표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넬 수 있는 화자의 ‘마음과 의지’를 선명하게 드러내었다.

  그런데, 감상 내용을 살펴보면 [C-슬픔이 기쁨에게-17-3.①]에서 화자가 부정

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기쁨’을 화자가 지향하는 것이라고 하여 오독(誤讀)이 일어

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화자의 말과 의지가 멋져 보여’ ‘나도 무엇인가를 변화시

킬 의지가 있을까’를 생각하며 자아 성찰로 이어진 점이 주목할 만하지만, 정작 학

습자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화자’에 한 잘못된 판단으로 텍스트 해석에 오류

가 발생하였다. 결국 텍스트 내적 세계에 한 충분한 사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므

로, 이 경우에는 학습자가 주목한 ‘화자’의 입장에서 텍스트의 의미를 꼼꼼히 추론

하도록 하는 교육적 처치가 필요하다. 이로써 텍스트와 관계있는 학습자의 정서가 

발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습자가 자신의 심리를 표현하는 것은 텍스트에 한 일종의 판단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불확실하여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거나, 직관에 의한 것이라 할지

시각적 표현 언어 표현

[C-슬픔이 기쁨에게-17-3.①]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를 표현했다. 이 봄눈들

은 기쁨을 표현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

았다. 사람을 위해 기다림을 준다는 화자의 모습에 감명 깊

었다. 그리고 너를 위해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

다는 화자의 말이 자연의 모습을 너무 위해서 변화시킬 마

음이, 의지가 잇다는 것이 멋져 보였다. 나도 누군가를 위

해, 무엇인가를 위해 큰 무엇인가를 변화시킬 의지가 있을

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고 그 상이 누가될 것인가라

는 생각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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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학습자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반응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

런데 학습자는 텍스트로부터 촉발된 느낌에 해 ‘그냥 그렇다’거나 ‘이유는 모르

겠으나 그렇게 느껴진다’고 하여 자신의 판단에 해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

는 경우가 많다. 이는 문학 감상이란 ‘결국 모호한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으므로, 텍스트에서 느껴지는 심리에 한 상세한 설명을 동반함으로써 극

복할 필요가 있다. 

  색채나 형태를 통해 분위기를 표현하는 것은 학습자의 심리를 유표적으로 전환

하여 불확실하다고 여겼던 것을 확실한 실체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로

써 학습자는 자신의 판단과 표현에 한 분명한 상을 소유하게 된다. 이후 실체

를 부여받게 된 직관은 텍스트 내부에 한 사유를 거치면서 타당한 근거를 마련

하게 된다. 다시 말해, 내적 이미지를 추상적인 형상으로 시각화하는 것은 학습자

의 정서적 반응을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정서적 반응을 분명히 인식한 

이후에는 반응을 야기한 텍스트의 요소를 찾거나 텍스트의 내적 맥락을 중심으로 

연관 관계를 맺도록 할 수 있다. 이것은 ‘텍스트 세계에 참여함으로써 형성된 학습

자의 심리’를 중심으로 감상을 심화한 것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다. 시적 상황의 재구성

  텍스트의 상황을 재구성하여 표현하는 것은 텍스트가 학습자에게 유의미하게 수

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C-슬픔이 기쁨에게-27-1]

슬픔이 따뜻하게 느껴지고 기쁨이 차갑게 느껴졌다.

  [C-슬픔이 기쁨에게-27] 학습자는 슬픔과 기쁨에 한 인상을 중심으로 최초의 

감상을 작성하였다. 자신의 인상에 한 서술이 부족하고, 슬픔과 기쁨의 관계에 

한 사유가 드러나지 않아 학습자가 텍스트를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후, 시각화를 거치면서 ‘기쁨을 슬픔으로 덮는’ 새로운 상황을 

가정(假定)하여 기쁨과 슬픔의 관계를 학습자 특유의 장면으로 재창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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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학습자는 텍스트에서 의미를 추론하고, 자신의 해석을 선명하게 드러내 보

일 수 있도록 핵심 시어를 중심으로 장면을 재구성하였다. 이것은 텍스트에서 추론

한 의미와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서 감상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학습자의 시

각적 표현을 살펴보면 먼저, 기쁨은 ‘따뜻한 색이지만 뾰족’하며 동적인 형태로 발

산하려는 성질이 드러나게 표현되었다. ‘기쁨’이라는 시어에 한 학습자의 판단은 

‘미친’이라는 용어 속에서 드러난다. 자제력을 상실한 상태로 뻗어나가고 있는 기

쁨의 무절제한 상태를 인지한 것이다. 반면, 슬픔은 ‘오히려’, ‘부드러운 느낌’을 준

다고 하여 기쁨과 상반되는 슬픔의 긍정적인 측면을 포착하였다. 빨간색과 주황색

으로 표현된 강렬한 ‘기쁨’이 부드러운 곡선과 흰색과 하늘색으로 이루어진 슬픔의 

형태와 맞닿아 있고, 슬픔의 팔이 기쁨을 ‘감싸안듯이’ 덮도록 표현하여 ‘슬픔’이 

‘기쁨’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순간에 한 학습자의 심상을 구체화하였

다. 그리고 ‘슬픔이 자신의 파워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준다는 느낌’을 표현하

기 위해 ‘미친 기쁨을 슬픔으로 덮는 모습’으로 시각화한 것을 통해, 텍스트로부터 

슬픔의 힘과 슬픔의 영향력을 파악했음이 드러난다. 

  또한, 이 학습자는 [C-슬픔이 기쁨에게-27-3.①]에서 텍스트의 ‘슬픔’이라는 시

어와 애니메이션 영화 ‘인사이드 아웃’의 ‘슬픔이’라는 캐릭터를 연결하였는데, 이

는 ‘슬픔’이 ‘힘을 주는 느낌’을 보다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 학습자의 삶 속에

서 경험을 조회하여 텍스트와의 접점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시 감상에서 학습자의 

경험이 표현의 자원으로써 텍스트의 창조적 수용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 [C-슬픔이 기쁨에게-27-1]에서와 같은 학습자의 막연한 인상은 이후 시각

화를 비계로 감상을 서술하면서, 삶과의 연관을 통해 주체 특유의 감상으로 구체화

시각적 표현 언어 표현

[C-슬픔이 기쁨에게-27-3.①]

너무 기쁘다 못해 미친 기쁨을 슬픔으로 덮는 모습을 표현

하고 싶었습니다. 기쁨은 따뜻한 색이지만 뾰족하고 슬픔은 

오히려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슬픔이 파워를 뿜어내서 그 파워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

어준다는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화 ‘인사이

드 아웃’의 슬픔이 캐릭터를 그리고 옆에 힘을 주는 느낌을 

표현해 보았어요. 



- 71 -

되었다.

[C-슬픔이 기쁨에게-27-3.②]

기쁨이 날카롭다는 표현은 없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해를 입히는 기쁨

이 날카로우며 거칠고 강렬한 것 같아 뾰족하게 표현했고 조적으로 슬픔

은 흰색이지만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이 들게 표현하였다. 

  [C-슬픔이 기쁨에게-27-3.②]에서 ‘기쁨이 날카롭다는 표현’이 텍스트에는 나타

나지 않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해를 입히’는 존재이므로 날카롭고 거칠고 강

렬한 느낌이 들도록 ‘뾰족’하게 표현하였으며, 이와는 ‘ 조적으로’ 슬픔을 표현할 

때에는 ‘흰색’을 사용하여 상 적으로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이 들도록 하였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자신이 생성한 심상에 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타당성을 확보

하고, 적극적인 시 읽기로 나아가고 있음이 나타난다. 한편, 자신이 해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적 상황을 재구성할 때 지금-현재 자신의 감상이 ‘텍스트’에 한 감상

이어야 함을 망각하는 경우는 문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A-비-38-1]

비오기 전과 비가 오는 모든 여러 상황들 뒤 상쾌하면서도 서로 조용한 공기 

사이로 한두방울 떨어지는 물기 사이로 떨어진 낙엽들을 밟으며 가는듯한 느

낌이 들었습니다.

  [A-비-38] 학습자는 텍스트를 읽고, ‘비 오기 전’과 ‘비가 오는 상황’에 한 느

낌을 표출하였다. ‘상쾌하면서도 조용한 공기’, ‘한두방울 떨어지는 물기’와 그것이 

‘떨어진 낙엽을 밟으며 가는’ 느낌은 학습자가 텍스트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상상하

여 감상을 서술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텍스트에 한 학습자의 자유로운 상상은 문

학 교육에서 추구되어야 하지만, 자유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자칫 무제한적인, 경계

를 가지지 않는 상상마저 용인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문학 감상은 어디까지나 텍스트를 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학습자의 자유로운 상

상은 반드시 텍스트와의 연관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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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학습자는 [A-비-38-3.①]에서 비가 내리는 날의 기억을 재생하는 데서 더 

나아가 ‘풀에 맺힌 물방울’이 그동안 관찰한 상황이 풀잎을 밟을 때마다 ‘우리에게 

보여질 때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며 이미지를 구체화하였다. 텍스트에서 보여주는 

세계의 토  위에서, 물방울이 텍스트의 세계를 관찰하였다면 어떤 모습일지 시의 

장면을 재창조한 것이다. 학습자는 ‘비가 내린 후 맺힌 물방울 속에’ 텍스트의 세

계를 넣어 시각적 표현을 완성하였다. 학습자의 사고 과정 및 심상 형성의 과정은 

다음의 감상문에서 상세히 드러난다.

[A-비-38-3.②]

시어에 물방울이 맺힌 것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항상 비가 그친 

뒤 풀에 빗방울이 롱 롱 매달린 모습이 떠올라 이 시도 이런 느낌으로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상해 표현해 봤습니다. 

[A-비-38-4]

처음에는 이 시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몰랐는데, 한 단계씩 하다보니 

내 생각이 잘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시 읽어보니 작가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학습자는 [A-비-38-3.②]에서 ‘비가 그친 뒤 풀에 빗방울이 롱 롱 매달

린 모습’을 떠올렸으며, [A-비-38-4]에서 한 단계씩 심상을 표현하면서 ‘생각이 

잘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였다. 이것은 심상의 시각화가 이미지를 중심으로 

시의 의미를 체계화하는 데 기여하여 텍스트 감상을 도왔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것이 텍스트와 관련을 맺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창조한 이미지 즉, ‘물

방울이 바라본 세상’에 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 텍스트에서 표상하는 

시각적 표현 언어 표현

[A-비-38-3.①]

시를 읽고 비가 내린 후 풀에 물방울이 맺힌 모습이 떠올

랐어요. 풀에 맺힌 물방울은 그동안에 상황을 모두 알고 있

는데 그걸 사람들이 밟을 때 그 상황이 우리에게도 보여지

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인상

깊은 구절인 소란히 밟고간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큰 틀로 잡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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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와는 다른 차원의 장면을 상상했다는 점은 앞선 학습자와 유사하지만, 텍스트

와의 관련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물방울이 바라본 상이 비가 오기 

전이나 비가 내릴 때의 사람 혹은 사물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텍스트와의 

관련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다른 경우라면 빗방울의 형태만 차용한 것일 뿐 텍스

트와 관련 없는 자의적 해석으로 흘러갈 위험도 내재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학습자의 내적 이미지를 보다 정치(精緻)하게 드러내도록 하되 그것이 텍스트의 세

계와 어떠한 관련을 맺는지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학습자가 창조적으로 형성

한 세계의 의미를 보완하기 위해 언어 표현에 있어 보다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

고 볼 수 있다.

  시를 교육하는 것은 텍스트를 읽은 학습자가 ‘내가 지금 무엇을 느꼈는가’를 언

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그러나 학습자는 ‘무엇’을 느꼈는지 

그 상의 실체가 막연하여 언어로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추상적, 심리적, 관념적인 인상이 모호한 상태로 남겨지거나 소

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상적 표현은 물리적 형태를 생성함으로써 텍

스트로부터 형성된 학습자의 주관적 인상을 가시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이것은 학

습자가 자각하고 있는 ‘막연함’에서 탈피하여 자신의 정서를 구체화하고, 분명한 

형상을 지니게 된 심상의 형성 근거를 발견하기 위한 텍스트의 탐구로 이어진다. 

결국, 추상적 표현은 학습자의 심리, 관념적 상, 텍스트에 한 사유를 이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텍스트로부터 형성된 학습자의 주관적 인상이 자유롭게 

표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학습자 인상 형성의 근거가 ‘텍스트’와의 연관을 

맺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텍스트와 학습자 심리 간의 ‘긴밀한 

관계’가 구축되어야 텍스트 감상에 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시각화한 심상과 텍스트와의 접점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적 처치가 요구된다. 

앞서 제시했던 구상적 표현이 이미지로 이루어진 텍스트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면, 추상적 표현은 텍스트로부터 형성된 학습자의 심리 표출에 보다 중점을 

둔다. 이처럼 관념적인 것의 실체를 이미지로 구현하고 텍스트 내적 요소를 근거로 

이를 설명함으로써 감상의 주체인 학습자의 반응을 존중하는 시 감상으로 나아가

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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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합양식으로의 시각화

  여기에서는 학습자가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되, 텍스트가 표상하는 이미지를 넘어 

그로부터 형성이 가능한 새로운 세계의 모습을 복합양식적 이미지로 구성하는 양

상을 살펴볼 것이다. 복합양식으로의 시각화는 문자와 그림의 공존을 통해 자기 진

술(self-statement)로서의 표현형식과 내용을 창조한다는 점에서, 텍스트에 개입함

으로써 넓어진 지평의 표현, 확장된 세계로의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텍스트의 감각적 이미지나 그로부터 환기되는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 

창작 주체가 실현한 표현과는 차별화되는 감상 주체만의 언어적 표현을 생성하고 

이를 시각적 표현과 결합할 수 있다. 이때 나타나는 언어적 표현은 텍스트에 한 

자기 이해의 표현이자, 잠재되어 있었던 표현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또는, 탐구

의 상으로 존재했던 텍스트 내부 세계에 감상의 주체가 위치하도록 상상함으로

써 새로운 의미를 창조할 수 있다. 복합양식으로의 시각화는 형식적 측면에서의 창

조도 포함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용 차원의 확장 즉, ‘의사소통 내용의 확장’을 지

향해야 한다.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한 시 감상 교육은 학습자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텍스트와 주체의 상호 교류 속에서 새로운 의미 체계를 창출하는 창조적인 활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절에서는 복합양식으로의 시각화를 통해 학습자가 창조해내는 표현형식과 내

용의 양상을 서술의 확장으로서 장면의 묘사, 연관성의 확보로서 이미지 연상, 자

아의 참여로서 새로운 이미지 상상으로 나누어 살피고, 그로부터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1) 서술의 확장으로서 장면의 묘사

  학습자는 시를 감상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느꼈는지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감상을 풍부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어휘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오해하여 느낌과 분위기를 소거(消去)한 채 간략한 서술로 일관하는 경우, 

표현에 한 자신감을 상실하게 될 위험을 내재한다. 이때 시각화는 서술의 풍부한 

자원(資源)이 되어 표현의 비계로 작용한다. 아래는 장면을 묘사한 시각적 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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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로 서술의 내용을 보완한 사례이다. 

[B-여우난 골족-60-1]

명절에 가족들과 다같이 할머니 집에 내려가서 느꼈던 것을 시에서 느낄 수 

있었고, 시 속 주인공과 내가 느끼는 명절의 분위기가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

해서 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B-여우난 골족-60]의 최초 감상문에서는 학습자가 무엇을 느꼈는지 그 반응의 

정체를 확인할 수가 없다. 텍스트를 읽고, 명절에 ‘할머니 집에 내려가서 느꼈던 

것’을 느꼈으며 ‘시 속 주인공과 내가 느끼는 명절의 분위기가 많이 비슷하다’고 

하였으나, 정작 학습자가 무엇을 느꼈는지, 명절의 분위기가 어떠한지, 그 느낌과 

분위기가 소거된 채 단순히 ‘느꼈다’로만 서술되어있어, ‘느낀 것이 무엇인지’ 학습

자 반응의 정체를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이 학습자는 시각화를 거치면서, 1차 감상

문에서 소거되었던 느낌을 드러냄으로써 서술 내용을 보완하기 시작하였다. 

시각적 표현 언어 표현

[B-여우난 골족-60-3.①]

시에서 인절미, 송기떡, 콩가루, 찰떡의 내음새도 나고~의 

구절을 보고 명절에 집에 들어가면 느낄 수 있는 전 냄새

와, 잡채 냄새 등 가족들이 좋아하는 냄새로 꾸며져 있음을 

가장 많이 느껴서 음식이 가득 올라와 있는 식탁을 그렸다. 

많은 종류의 반찬 가짓수를 통해서 명절날 고생하시는 부

모님의 정성도 표현했다. 

  위 학습자의 시각적 표현을 살펴보면, 1차 감상문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느낌’이 

즐겁고 화목한 느낌이었음을 ‘하하’라는 부사어를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 즉, 텍스

트로부터 학습자가 무엇을 느꼈는지 반응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가족들

은 다양한 음식을 앞에 두고 식탁에 둘러앉아있으며, 그들 주변으로는 청각적 이미

지를 환기하는 부사어 ‘하하’가 반복적으로 제시되었다. ‘하하’라는 문자의 배치 역

시 주목할 만한데, 특정한 인물 주변으로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웃음소리가 

퍼져 나가듯 골고루 배치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텍스트로부터 가족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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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모여있는 ‘즐거운 분위기’를 느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B-여우난 

골족-60-3.①]에서는 ‘가족들이 좋아하는 냄새로 꾸며져 있음을 가장 많이’ 느꼈

다고 하여 명절날의 음식으로부터 화목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B-여우난 골족-60-3.②]

사기 방등에 심지를 몇 번이나 돋우고~ 라는 표현을 통해 사촌들과 새벽까

지 놀고, 거실에는 부모님들 웃음소리가 들리고, 놀다 지쳐 새벽 늦게 잠드

는 우리 가족이 기억이 났고, 자고 일어나면 맛있는 음식이 가득 있고, 아침

을 먹고 또, 밖에 나가서 노는 어렸을 때의 추억이 생각났다. 

  시각화를 거치면서 학습자의 반응은 생동감 있는 장면의 묘사를 통해 보다 상세

히 서술되었다. [B-여우난 골족-60-3.②]의 ‘사촌들과 놀고, 웃음소리가 들리고~’

등의 서술은 [B-여우난 골족-60-1]에서 학습자가 제시한 ‘명절날의 느낌’을 풍부

하게 표현한 것으로, 시각화가 학습자의 감상 서술을 돕는 비계로 기능하였음을 보

여준다. 이처럼, 서술 내용이 충분하지 않을 때, 시각화를 통해 생동감 있는 표현

으로 치환하거나, 동적(動的)인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형식을 차용함으로써 

서술의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한편, 이 학습자의 감상이 정경을 묘사하는 데 그

쳐 자기 진술로서의 표현이 소극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지적된다. 화

목한 분위기의 모습을 ‘웃음소리’로 치환한 것은 텍스트의 세계를 이해하여 자신의 

표현으로 전환한 것으로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단순한 치

환이 이후에 이루어지는 서술의 내용에서 새로운 의미 창출로까지 나아갔다고 보

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자기 진술로서의 학

습자 표현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B-여우난 골족-57-1]

명절의 따뜻한 느낌이 들고,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도 하는 왁자

지껄하고 웃음소리가 가득한 느낌이 듭니다.

  느낌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못했던 [B-여우난 골족-60] 학습자의 최초 감상문

과는 달리, [B-여우난 골족-57] 학습자는 텍스트를 읽고 ‘따뜻한 느낌, 왁자지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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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소리가 가득한 느낌’의 구체적인 심상을 환기하였다. 최초의 심상은 감상에서 

핵심 요소의 역할을 하며, 이후 시각화 과정에서는 이러한 분위기를 강화하는 심상

들이 추가되었다. 이는 이미 심상이 형성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고정된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면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아래는 심상의 시각화를 거치면서 이전의 심상이 더욱 확장된 사례이

다. 심상의 확장은 곧, 텍스트에 한 감상 내용의 확장을 의미한다. 

시각적 표현 언어 표현

[B-여우난 골족-57-3.①]

설날이나 추석과 같이 명절의 따뜻한 모습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인상 깊은 구절은 음식이야기를 하는 4연인데 명

절에 많이 준비하는 음식들을 나열하니, 반갑기도 하고 운

율이 느껴지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명절의 따뜻함을 표현

해내기 위해서 명절에 하는 놀이(꼬리잡이, 가마타기, 시집

가는 놀음)라든지 명절에 먹는 음식(인절미, 송기떡, 콩가

루 찰떡, 두부, 콩나물 …)을 제시하였어요. 

  [B-여우난 골족-57] 학습자의 시각적 표현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 각 부

분에 등장하는 그림은 움직임을 상기시키는 역동적인 장면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습

자는 해당 장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화를 상상하여 문자로 표현하였다. 첫 번

째 장면은 시각화 이전에 형성된 심상인 ‘왁자지껄하고 웃음소리가 가득한 느낌’을 

형상화한 것이다. 어른들의 화를 상상하여 ‘어머 너무 오랜만이네’, ‘그러게 요즘

은 어때?’와 같이 제시하고, ‘＃’와 깔깔’을 통해 웃음소리와 움직임을 구체화하여 

명절의 화목한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이후에는 앞선 장면과 유기적으로 연관되는 

명절날의 풍경을 추가로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심상의 시각화가 학습자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심상을 확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장면, 세 번째는 잠

자리에서 ‘무이징게국 냄새’를 맡는 장면으로 되어있다. 이들은 텍스트에서 인상 

깊은 구절을 선택하고, 이것을 재구성한 것으로 ‘후다닥’, ‘스멀스멀’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통해 장면을 생생하게 표현하였다. 마지막 장면은 명절에 먹었던 음식인 

‘시루떡’을 먹는 모습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가 텍스트의 구절을 재현한 것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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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장면은 텍스트와 유사한 상황을 상상한 것이다. ‘시루떡 확인, 시루떡 먹는 

중, 시루떡 먹은 후’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림이 배치되었다. 시루떡을 먹

는 모습을 표현할 때에는 해당 사물을 크게 표현하여 강조하고, 먹는 모습 옆에는 

‘우물우물’, ‘어뗘’의 문자를 배치하여 시루떡을 먹는 장면을 동적으로 표현하려는 

시도가 나타난다. 그리고 시루떡에 한 감상을 ‘완전 짱’으로 나타내었는데, 이것

은 학습자의 감정이 감상에 반영된 것으로 학습자가 구체적 장면을 상상하면서 텍

스트의 세계와 교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B-여우난 골족-57-3.②]

시어에서는 무이징게국을 끓이는 맛있는 내음새가 올라오도록 잔다고만 했

지 그에 한 느낌은 표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고 냄새

를 맡으면서 이건 무슨 냄새인지 하고 생각하며 웃는 일이 생각났어요. 여유

롭고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B-여우난 골족-57-4]

2연과 3연에서 인물들을 소개할 때 왜 그렇게 상세하게 표현을 한 것인지 

사실 잘 몰랐었지만 다시 읽어보니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을 더 반갑고 친

숙하게 표현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작가는 명절의 따뜻한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전달해내기 위해서 명절에 모이는 친척들의 특징, 명절음식, 명

절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절에 많이 볼 수 있는 상황들을 섬세하게 표현

한 것 같았습니다. 덕분에 작가가 명절에 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었고 이에 해 제 생각을 비교하여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위의 학습자에게 시각화는 역동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심상 속에서 텍스트의 의

미를 발견하고 텍스트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비계로 작동하였다. [B-

여우난 골족-57-3.②]에서 학습자는 텍스트의 구절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무이

징게국의 냄새를 맡으면서 ‘이건 무슨 냄새인지 하고 생각’하였다. 감각적 이미지

를 환기하며 텍스트로의 몰입을 시도한 것이다. 이것은 [B-여우난 골족-57-4]에

서 보듯 텍스트의 의미 발견으로 이어진다. 심상을 형성하고, 시각화한 이후 텍스

트로 회귀하면서, 이전의 감상과 비교하여 작가가 ‘인물들을 소개할 때 왜 그렇게 

상세하게 표현을 한 것인지’ 이해하고, ‘친척들을 더 반갑고 친숙하게’, ‘상황을 섬

세하게’ 표현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였음을 발견하고 있다. 이는 텍스트, 자신,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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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까지 관점을 확장하면서 풍부한 감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처럼 시각화는 텍스트에 한 자신의 반응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텍스트와의 

교류를 시도함으로써 텍스트 감상에 한 풍부한 서술을 성취하는 비계로서 위상

을 지닌다.

(2) 연관성의 확보로서 이미지 연상

  학습자는 텍스트를 자신과 관련 있는 상으로 바라봄으로써 텍스트와의 거리를 

좁히려는 시도를 수행한다. 텍스트와의 상관관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와 관

련 있는 이미지를 연상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연상(聯想)이란 어떠한 사물과 관련

이 있는 또 다른 상을 떠올리는 정신 작용을 의미한다. 이때, 둘 사이에 인과관

계가 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자의적인 작용이라 할 수 있으며, 연상은 주체

의 기억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B-여우난 골족-41-1]

어린 시절 시골에 사는 한 아이의 일기를 본 거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물

의 모습이 상세하며 독특하게 표현되었고 포근하고 친근감있게 느껴졌습니다. 

  위의 학습자는 텍스트의 내용이 ‘한 아이의 일기’ 같다고 느꼈으며, ‘포근하고 친

근감있게 느껴’졌다고 감상을 서술하였다. 텍스트로부터 연상한 내용은 시각적 표

현을 거치면서 텍스트와의 정서적 거리를 좁히는 양상으로 이어진다. 

시각적 표현 언어 표현

[B-여우난 골족-41-3.①]

시를 읽고 어린 시절의 주인공이 따뜻한 공기가 맴도는 방

에서 자신이 명절날 보았던 어른들의 모습, 사촌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일기장에 즐겁게 써내려

가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상황을 그림에 표현하고 싶었

어요. (중략) 어른들의 화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말풍선을, 

실컷 놀다지쳐 잠든 사촌의 모습을 그려넣어 표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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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여우난 골족-41] 학습자는 가상의 인물을 상정하고, 명절날의 화목한 분위

기를 회상하고 있는 장면을 표현하였다. 텍스트의 세계는 ‘과거 회상’이라는 장치

를 통해 그리움과 애틋함의 정서가 극 화되었다. 텍스트에는 명절날 친척집에 가

면 먹을 수 있는 음식, 만날 수 있는 사람, 명절날의 풍경에 한 묘사가 나타난

다. 주목할 점은 이 학습자가 ‘현재’의 시점에서 텍스트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명절날 보았던 어른들의 모습, 사촌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주인공)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즐겁게 일기장에 써내려가는’ 상황으로 재구성하여 성장한 현재 주

인공의 시점에서 과거 어린 시절의 명절 분위기를 ‘회상’하도록 한 것이다. 텍스트

로 회귀하면서 이 학습자는 [B-여우난 골족-41-4]처럼, 텍스트를 통해 드러난 자

신의 감상을 인지하고 구체화할 수 있게 되었다.

[B-여우난 골족-41-4]

시를 읽고 감상한 내용을 표현하면서 내가 시를 통해 부드럽고 따뜻한 시골집

의 모습을 느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읽어보니 시 속에 자고 일어난 

모습을 통해 편안한 분위기를 표현하고 싶었음을 느끼게 되었다. 

  최초의 감상에서 텍스트와 학습자의 정서적 거리는 ‘한 아이의 일기를 본 거 같

은 느낌’이라는 서술에서 짐작해볼 수 있다. 한 아이의 일기 속에 드러난 느낌이 

아직 자신과 합일되지 못한 상태로 존재했던 것이다. 이 학습자는 시각화를 거치면

서, [B-여우난 골족-41-4]에서처럼 ‘내가 시를 통해 부드럽고 따뜻한 시골집의 

모습을 느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시 속에 자고 일어난 모습을 통해 편안한 분

위기를 표현하고 싶었음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여 ‘한 아이의 일기’ 속에 드러난 

느낌이 바로 ‘자신의 느낌’이었음을 깨달았다. 이는 텍스트와의 정서적 거리의 해

소를 통해 공감적 이해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텍스트로부터 관

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내용을 연상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최종적으로 텍스

트의 내용과 멀어지는 경우에는 감상이 제 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시각적 표현 언어 표현

[A-비-46-3.①]

(생략) 1~2연에서는 여름 저녁에 내리는 비가 생각났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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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비-46]의 학습자는 ‘비가 올 때 나의 경험을 많이 떠올리며 시의 연의 내용

에 걸맞게 각자 표현하고자 하였’다. 시각적 표현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만화의 형

태로 배치한 4개의 컷 각각에 ‘사람’의 형태를 그려넣은 것이다. 이것은 학습자 자

신의 모습을 의미하며, 비가 내리는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연상되는 표적인 느낌

을 문자화하여 복합양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1~2연에서는 서늘한 느낌을 부사 

‘으슬으슬’로, 3~4연에서는 움직이는 모양을 ‘총총’으로, 5~6연에서는 ‘바람’, ‘비 

많이’, 7~8연에서는 ‘물이 떨어지는’ 동적인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 문자를 동원하

였다. 그런데, 텍스트의 중심 소재인 ‘비’가 경험 환기의 소재로서만 사용될 뿐 어

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이미지와 경험 간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데서 문

제가 발생한다. [A-비-46-3.①]에서 서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여름 저녁에 내리

는 비’, ‘물웅덩이를 밟고 양말과 신발이 젖은 경우’, ‘우산을 써도 바람과 거친 물

줄기로 인해 가방이 젖고 온몸이 찝찝’해진다고 하여, 텍스트의 소재로부터 연상된 

자신의 경험을 나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비’와 관련된 자신의 정

서를 과도하게 환기함으로써 텍스트에 몰입하지 못하고 텍스트에서 벗어나 자신의 

기분을 표현하는 데 치중함으로써 감상의 한계가 나타난다.

[A-비-46-4]

내가 이 시를 다시 읽고, 그리고, 이 글을 계속해서 쓰면서 찝찝하다, 짜증

난다 등의 감정을 다시 느끼면서 내가 정말 비를 싫어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마지막 7~8연에는 빗물이 잎을 소란

히 밟고 간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고 의인화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여러 번 

다. 야자와 방과 후를 하느라 비는 거의 부분 저녁에 보

기 때문입니다. 3~4연에서는 석식을 먹고 나서 운동장을 

걸으며 산책을 할 때까지가 총총걸음으로 걸어다니는 모습

이 연상되었습니다. 5~6연에서는 시 내용을 읽자마자 찝찝

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비가 많이 와서 물이 고

이게 되면 물웅덩이를 밟고 양말과 신발이 젖는 경우와 우

산을 써도 바람과 거친 물줄기로 인해 가방이 젖고 온몸이 

찝찝해지기 때문입니다. (중략) 7~8연에서는 (중략) 부분 

비가 올 때 나의 경험을 많이 떠올리며 시의 연의 내용에 

걸맞게 각자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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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난 후에 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작가는 비에 해 부정적인 마음이 없

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에 시험 공부를 할 때 유리창과 부딪혀 투닥거

리는 소리를 내는 빗소리가 생각되었습니다. 

  이 학습자는 [A-비-46-4]에서 ‘찝집하다, 짜증난다 등의 감정을 다시 느끼면서 

내가 정말 비를 싫어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되었’다고 하여 텍스트 세계와의 교섭

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 오는 날을 싫어하는 자신의 

경험에 갇혀 찝찝하고, 짜증나는 느낌을 재확인할 뿐, 텍스트에서 표현하고 있는 

비 오는 날의 정경에 한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텍스트와의 소통에 

실패한 것이다. 텍스트를 감상하면서 자신의 정서를 환기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텍스트와 연관되지 못할 때에는 시 감상의 한계로 지적된다. 자신이 

미처 느끼지 못했던 상황이나 세계를 발견하고 그에 해 공감하는 능력을 신장시

킬 수 있다는 데 시 감상의 의의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는 교육적 처치가 필

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에만 갇혀 있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텍스트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학

습자가 [A-비-46-4]에서 작가가 ‘비에 해 부정적인 마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

졌다고 하여, 작가의 의도에 한 의문을 제기한 것을 통해 학습자 사고의 폭을 확

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과는 다른 생각을 지닌 사

람과의 화, 텍스트를 창작한 작가가 텍스트를 통해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

지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공감해보는 것 등이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

만의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확장된 사고의 가능성을 발견함으로써 폭넓은 감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텍스트를 바라보면서도 균형

성을 확보하여 텍스트와의 심리적 거리를 조절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텍스트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유의미한 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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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아의 참여로서 새로운 이미지 상상

  학습자가 형성한 심상은 텍스트 감상의 과정과 결과를 보여준다. 이것을 시각적

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단일 양식에 의한 것과 복합 양식에 의한 것으로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다. 이때, 학습자가 자신의 시 감상을 ‘어떻게’ 드러내는지에 한 방

법적 차원의 문제도 중요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지에 

한 내용 차원의 문제가 중점이 될 것이다. 결국 시 교육은 학습자가 시를 읽고 

느낀 ‘무엇’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관한 물음과 관련되므로 시 감상 과정에서 

형성되는 ‘심상의 지향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리쾨르는 텍스트의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서는 전유(轉有, appropriation)를 통해 

낯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것은 인접시켜

서, 평등하게 하고, 동시적이고 비슷한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텍스트는 작가의 

현존과 분리되면서 의미론적 자율성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전유해야 하는 것은 저

자의 의도가 아니라 텍스트 자체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주체를 향

한 움직임을 시작하는 “실제적인” 텍스트에 하여 텍스트가 열어주는 생각의 방

향에 따라 역동적으로 인지된 텍스트의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13)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읽기 주체인 학습자는 텍스트가 열어주는 의미의 “화살표”를 따라가면서 이

에 따라 사유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텍스트의 이해에 선행하는 자아(the ego)가 

아니라, 텍스트에 한 이해를 통해 형성된 자기(the self)를 지향함으로써 ‘전유를 

통한 감상 내용의 확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C-슬픔이 기쁨에게-5-1]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긍정적 단어의 기쁨을 부정적으로, 부정적 단어로 생각

하는 슬픔을 긍정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 새롭게 다가왔다. 이 때문에 시를 

감상하면서 슬픔과 기쁨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C-슬픔이 기쁨에게-5] 학습자는 ‘슬픔과 기쁨의 의미’를 추론하여, ‘기쁨을 부

정적으로, 슬픔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인지하면서 텍스트 세계에 한 이

해를 심화하였다. 이것은 내적 의미 구조를 발견한 것이지만, 아직 전유로서 이해

13) P. Ricoeur, 앞의 책, 1998, p.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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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학습자가 심상을 시각화하면서 자신의 고유한 

담화 속에서 실제적인 의미를 갖게 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래는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고 텍스트에서 표현하는 가치를 자기 삶의 한 부분으로 인격화

(characterizing)한 사례이다. 

시각적 표현 언어 표현

[C-슬픔이 기쁨에게-5-3.①]

제가 이 시를 읽으며 가장 인상깊었던 부분은 겨울밤 거리

에서 귤 몇 개부터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였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 속으로는 ‘아 다 사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만 막상 현실에서 물건을 살때면 최저가 혹은 흥정을 통해 

싼 가격에 구매하려는 나 자신을 반성하게 하는 구절이었

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나와 같은 소비자가 슬픔의 평등

한 얼굴을 보면서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

면 좋겠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 

  [C-슬픔이 기쁨에게-5] 학습자는 시각적 표현에서 화면을 두 개로 분할하여 

‘내가 너에게 슬픔을 주겠다.’라는 구절이 적용되기 전과 후의 변화 양상이 극명하

게 나타나도록 장면을 생성하였다. 먼저, 왼쪽 그림에는 텍스트의 ‘겨울밤 거리에

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장면을 묘사하였다. ‘1접시 3천원으로 깎아주세요 ㅇㅋ? / (할머니)… 그래요옹’이

라는 사와 표정을 통해 이기적인 인물의 성격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 부분은 텍

스트에서 인상 깊은 장면을 선택하고 이를 재현한 것에 가깝다. 

  이후, 이 학습자는 텍스트에 표현된 세계의 의미를 ‘전유’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

출하였다. 오른쪽 그림에는 ‘내가 너에게 슬픔을 주겠다.’ 이후에 변화하는 인물의 

모습이 나타난다. 귤값을 깎으려고 했던 인물은 ‘할머니 추우시죠? 여기 있는 귤 

다 주시고 얼른 집 들어가서 쉬세요 / (할머니) 아휴 총각 고마워잉!♡’와 같이 타

인의 힘듦에 공감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모하였다. 이 학습자는 텍스트를 읽고, 

‘자신을 반성’하고, ‘나 같은 소비자가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면서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웠으면 좋겠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텍스트가 제시하는 의미를 

따라가면서, ‘최저가로 흥정하려는 자아(the ego)’의 모습을 내려놓고 ‘소외된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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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랑하는 자기(the self)’로 나아가야 함을 깨닫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텍스트

를 통해 작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세계의 지평과 자신의 지평이 융합되면서 텍스트

를 “자기화”한 것이다. 또한, 텍스트가 기반하고 있는 가치들과 학습자의 간격이 

인접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C-슬픔이 기쁨에게-5-3.②]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라는 표현을 통해 이 시어가 슬픔을 아는 

것 뿐만아니라 사람을 하는 마음까지 변화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할

머니에게 친절을 베푸는 모습으로 표현했어요. 

[C-슬픔이 기쁨에게-5-3.③]

변형프라이온이 정상프라이온을 변형시키는 것처럼 슬픔이가 기쁨이를 만나

서 슬픔이가 점점 기쁨이를 슬픔이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그림으로 그리고 

싶다. 

  [C-슬픔이 기쁨에게-5-3.②]에서는 텍스트 시어를 통해 ‘변화할 것 같다는 느

낌’을 받았으며, [C-슬픔이 기쁨에게-5-3.③] ‘변화시키는 과정’을 그리고 싶었다

고 서술하였다. 이를 위해, ‘내가 너에게 슬픔을 준’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비하

고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안 이후 할머니의 상황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여, 가치

관의 변화 양상을 표현하였다. 텍스트의 내적 의미를 추론하고 텍스트로부터 확장

된 새로운 지향점과 확립된 가치관을 일관적으로 표현하면서, 이는 ‘나와 같은 소

비자가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웠으면 좋겠다.’는 자아 성찰로 이어졌

다. 이처럼 텍스트의 세계 속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자기(the self)의 모습

이야말로 전유로서의 감상이자, 심상의 지향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전유 혹은 자기화를 오해하여 오로지 자신의 관점만을 중심으로 텍스트

를 포섭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이 경우는 텍스트와 자신의 관점 간에 

연결 고리를 맺고 있어 감상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텍스트 이해에 선행하는 자아(the ego)의 지나친 개입으로 텍스트 세계를 포괄하

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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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표현 언어 표현

[B-여우난 골족-11-3.①]

첫 부분을 표현하였다. 엄마와 아빠의 손을 잡고 강아지가 

뒤따라가는 부분을 표현하였다. 친가에 가는 ‘나’의 어머니

의 시점에서 그렸다. 명절 스트레스를 표현하기 위해 엄마

(계란)가 친가(솥)에 가는 것을 사물화하여 표현했다. 왜냐

하면 혹독한 노동을 죽음으로 표현했다. 

  위의 학습자는 명절날 음식을 준비하는 ‘어머니’의 시점에서 텍스트를 감상하였

으며, ‘달걀 가족’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특정 인물을 바라보는 자신의 심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었다. 시각적 표현에 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우선, 텍스트의 

‘첫 부분’인 명절날 친척집에 가는 내용은 ‘달걀 가족’의 여정으로 체되었다. ‘엄

마’를 ‘계란’으로, ‘친가’를 ‘솥’으로 비유하여 계란이 ‘솥’이라는 ‘죽음’의 공간으로 

향하고 있음을 암시적으로 드러내었다. 오른쪽 상단에는 ‘하... 노동시작이군’이라는 

사와 함께 친가로 향하는 어머니의 심정을 표현하였고, 왼쪽 하단에는 ‘어서오

렴. 노동을 시작하자.’라며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친가 어른의 모습을 표현하였

다. 이 학습자 ‘친가에 가는 나의 어머니의 시점’에서 텍스트를 바라보고 있음을 

밝혔는데, 이는 텍스트 이해에 선행하는 자아의 관점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후에 이어지는 서술에서도 이를 재확인할 수 있다. 

[B-여우난 골족-11-3.②]

시 속의 어머니의 노동으로 이루어진 음식들의 나열을 통해 어머니의 노동이 

생각났다. 그래서 계란이 솥으로 향하는 것을 표현하여 호랑이 입으로 자진해

서 들어가는 것을 표현했다. 

[B-여우난 골족-11-3.③]

어머니의 노동일과를 표현하지 못했다. 

노동목록-인절미 송기떡 콩가루 팥떡 두부 콩나물 볶은 잔디, 고사리, 도야지

찌개 등 

  [B-여우난 골족-11-3.②]에서는 어머니의 상황을 ‘계란이 솥으로 향하는 것’과 

같음을 상상했고, ‘호랑이 입으로 자진해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여 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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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표현하였다. 텍스트에 나열된 음식들을 ‘어머니의 노동 목록’이라고 하여, 

텍스트의 전반적인 의미와는 구별되는 시선을 표출하였다. 이것은 학습자가 작품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는 점에 의미를 찾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 학습자가 ‘특정 인물의 시점’에 국한하여 텍스트를 감상하고 있어 한계가 나타

난다는 점이다. 

  [B-여우난 골족-11]의 학습자의 전반적인 감상을 살펴보면, 자신이 상정한 관

점 즉, ‘어머니의 고생’ 이외에는 어떠한 내용도 나타나지 않는다. 특정한 인물을 

선택하고 그 인물의 시점에서 학습자 특유의 감상 결과물을 산출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그것이 감상의 전부라고 오인한다면 텍스트를 감상하는 다양한 시

각을 확보하는 데 실패할 뿐만 아니라, 편협한 해석으로 이어질 위험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에 한 교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B-여우난 골족-11] 학습자가 자신의 

주관적 관점에 치우친 나머지 텍스트와의 소통에 실패한 반면, [A-비-43] 학습자

는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 상관물인 ‘새’에 이입하여 표현하면서 텍스트 세계와의 

연결을 시도하였다.

시각적 표현 언어 표현

[A-비-43-3.①]

그냥 비가 오는 상황이 아니라 되게 현실에서 자세히 있을

법한 일 같아서 인상 깊었어요, 마침 오늘 아침에 비가 온 

상황이랑 굉장히 비슷했거든요. 

  [A-비-43] 학습자의 시각적 표현은 크게 비가 내리는 장면과 빗속을 걸어가는 

새의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비가 오는 거야 마는 거야’라고 새가 발화하

는 장면이 눈에 띈다. 이것은 ‘비가 오는’ 텍스트의 상황 속에 위치한 자아의 목소

리가 표출된 것으로, 텍스트에 참여하는 자아 혹은 텍스트의 상황에 놓인 자아의 

모습을 상상할 때 실현될 수 있다. 이 학습자는 시적 상황이 ‘오늘 아침에 비가 온 

상황이랑 굉장히 비슷’했으며, ‘현실에서 자세히 있을 법한 일’ 같다며 자신의 경험

을 동원하여 시적 상황을 상상하였다. [A-비-43-3.②]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자연

물인 ‘새’에 이입하여 표현한 이유를 상세히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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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비-43-3.②]

시를 읽고 사실 오늘 아침에 비가 제 로 올 줄 알고 우산을 단단히 챙겨서 

나왔는데 비가 별로 오는 것 같지도 않고 우산 쓰기가 애매해서 그렇다고 

아예 안쓰기도 좀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별로였던 일이 생각났어요. 그런데 

시에서도 그런식으로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어에 직접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내 경험과 미루어봤을 때 시 속의 새도 그런 비에 까칠해져서 걷

지 않았을까 나와 같은 느낌을 느꼈을 것 같았어요. 

 

  앞선 [B-여우난 골족-11] 학습자가 텍스트와 자신의 감정 사이에 균형을 찾지 

못하고 텍스트와 동떨어진 해석을 이어간 반면, [A-비-43] 학습자는 자신의 정서

와 텍스트를 잇는 노력이 드러난다. 텍스트의 상황과 자신이 겪은 상황 모두, 비가 

오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오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는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비가 올 줄 알고 우산을 단단히 챙겨서 나왔는데’ 정작 비

가 오지 않아서 기분이 ‘굉장히 별로’였던 학습자는 자신의 ‘경험에 미루어봤을 때 

시 속의 새도 그런 비에 까칠해’져 있을 것 같아서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여 ‘새’의 

관점에서 심상을 시각화하였다. 이 학습자는 자신이 경험했던 바와 같이 ‘시에서도 

그런식으로’ 비가 왔기 때문에 새도 ‘나와 같은 느낌을 느꼈을 것’ 같으므로 감정 

이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이것은 학습자가 텍스트의 내적 맥락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텍스트와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데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

다. 텍스트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동원하고, 그로부터 환기된 정서를 다

시 텍스트 내부로 투영하면서 주관에 치우치지 않고 텍스트를 존중한 상상이 가능

해진 것이다. [B-여우난 골족-11]이 경험에 치우친 이해, [B-여우난 골족-43]이 

경험을 동원한 상상이라면, [C-슬픔이 기쁨에게-5]는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이루

어지는 상상 즉, 텍스트의 세계에 한 상상을 통해 그 속에서 드러나는 의미와 가

치를 발견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추구해야할 바는 전유로서, 텍스트

의 세계 속에 위치한 ‘나’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로부터 드러나는 가치와 의미를 발

견함으로써 감상의 주체로서 성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텍스트에 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은 텍스트 이해에 선행

하는 자아(the ego)를 잠시 내려두고 텍스트 이해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기(the 

self)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 텍스트 자체의 의미를 따라가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리쾨르는 전유의 특성을 문화적 거리를 극복하는 것, 텍스트에 한 해석을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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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한 해석에 융합시키는 것, 텍스트의 의미론적 가능성을 현실화하며 활성

화하는 것으로 강조하였다.14) 텍스트에 한 앎은 자신에 한 앎에서 완성되며, 

궁극적으로 텍스트는 우리의 존재 지평을 넓히게 된다. 이처럼 텍스트로의 전유

(appropriation)를 경험한 학습자의 감상은 텍스트의 세계를 재현한 것을 넘어, 그

에 기반하여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이자 상상적 체험의 세계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텍스트를 감상하는 다양한 시각을 형성하고 이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은 시 교육

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한 시 감상은 단일한 시각에서 벗

어나 자유로운 상상 속에서 텍스트의 세계를 탐구하도록 도움으로써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학습자의 사고 활동을 지향한다. 한편, 자유로운 상상과 다양한 관점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시 감상은 ‘텍스트’라는 실체를 상으로 이

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텍스트를 염두에 두고 의미를 구성해나감과 동

시에 텍스트의 의미를 전유하여 자기 삶에 유의미하게 포섭할 수 있도록 하는 교

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4) P. Ricoeur, 앞의 책, 1998, p.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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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한 시 감상 교육의 설계

1.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한 시 감상 교육의 목표

  문학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학습자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감상자로서 성장하는 것에 있다. 시 교육 역시, 시를 배운 학습자가 학교 교육 이

외의 장(場)에서도 시를 향유하는 평생 독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지향한다. 이에 본

고에서는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한 시 교육을 구안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의미 구성

을 할 수 있는 교육, 시 감상에서 학습자의 흥미를 발현시킬 수 있는 교육을 목표

로 시 감상 교육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 스스로가 ‘시를 어떻게 감상해야 하는가’에 관한 방법과 

시 텍스트의 ‘무엇을 읽어내야 하는가’에 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감상 주체로서의 학습자는 텍스트에 한 의미 구성의 ‘생산자’로서 적

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천적인 방법의 획득을 지향해야 한다. 이미지의 시각화

를 통한 시 감상을 통해, 학습자는 텍스트에서 의미를 구성하는 자원인 이미지로부

터 심상을 가시화하면서 의미 구성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미지로 이루어진 텍스트 내적 세계에 해 탐구할 수 있어야 한다. 학습

자는 문학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 문학 능력을 지닌 존재이다. 

텍스트를 읽을 때부터 학습자의 감상은 심상의 형태로 발아(發芽)하므로, 학습자는 

텍스트에 하여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감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자각할 필요

가 있다. 이것이 곧 텍스트 내적 세계에 한 탐구 행위임을 알고,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텍스트 감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이미지에 한 자신의 해석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시를 감상하기 위해

서는 텍스트와 학습자 간의 접점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주체와 세계의 접점으로서 

신체에 주목하게 될 때 정서가 체험되는 장소는 신체로서의 학습자이다.1) 신체를 

1) 민재원, 「시 읽기 교육에서 정서 체험의 구조와 작용 연구」, 서울 학교 박사학위논

문, 2013, p.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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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 학습자는 감각을 통해 텍스트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신이 응시한 만큼의 세

계를 가지게 된다. 학습자는 자신의 감각을 동원하여 시의 세계를 체험하고, 그것

을 다시 감각적 차원의 시각적 표현으로 환원하거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감상

의 산출물로서 자신의 해석 즉, 자신이 소유하게 된 특유의 세계를 표현할 때 텍스

트와 학습자는 유의미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  

  셋째, 의미 구성 주체로서 적극적인 시 감상 태도를 함양해야 한다. 언어로 표현

되기 이전의 상태라 할지라도 학습자의 심상에서 구축되고 있는 상은 학습자의 

감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발아 상태에서 심적인 형상으로 존재하는 자신의 

감상을 구체화함으로써 의미 구성 주체로서 감상 행위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한 시 감상 교육에서 비계로서 강조되는 심상의 시각화와 시

각화에 한 언어화는 학습자의 실제적 수행과 그에 한 피드백을 통해 시 감상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실천적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비계를 활용한 교육은 더 높은 수준으로 발달해감에 따라 그 지원을 점차 줄이

게 된다. 이는 ‘학습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써 수업에서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2)을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한 시 감상은, 심상의 시각화를 

비계로 삼되 점점 그 지원을 줄여나감으로써 나중에는 시각화로 구현하지 않더라

도 학습자의 정신 영역에서 일어나는 심상의 구축을 중심으로 시 감상에 이르게 

되는 것을 지향한다. 

2.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한 시 감상 교육의 내용

  시 텍스트를 읽고 얻는 의미는 정답으로 간주된 시인의 사상과 정서를 찾아가는 

것과는 다르다. 이것은 학습자가 이미지를 중심으로 구축해가는 의미 구성의 과정

이므로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해 시를 감상하면서, 학습자 특유의 ‘형상(形象)’을 형

성하고 그에 한 자신만의 해석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 절에서는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한 시 감상 교육의 내용을 이미지에 기반한 의

미 구성, 이미지와 텍스트 맥락 간 관계 형성, 심화된 의미 해석으로서 이미지 창

조를 제안한다.

2) R. E. Slavin, 강갑원 외 역, 『교육심리학 : 이론과 실제』, 시그마프레스, 2013, p.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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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지에 기반한 의미 구성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해 시의 의미를 구성할 때, 학습자들은 의미 구성 주체라는 

자신의 역할에 몰입하게 된다. 이것은 텍스트에 한 감수(receiving) 및 반응

(responding)3)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각적인 이미지를 재현하고, 재현한 형상에 

해 설명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미지를 중심으로 텍스트에서 표상하고 있는 세계

를 구상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처음부터 유기적으로 이루어진 텍스트의 세계를 총체적으로 

생성해내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는 이유는 첫째, 이해가 

되지 않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이미지를 배제하기 때문이며 둘째, 각각의 이

미지를 독립적인 형상으로 표현할 수는 있어도 이미지간의 연합에는 노력을 기울

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함축적인 언어를 통해 종합적인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시 장르의 특성을 알고, 부분과 전체의 종합으로서 총체적인 세계를 구성해

야 함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유기체적 특성을 지닌 시 장르에 한 이해를 기반으로 학습자가 지각적 이미지

의 재현으로서 텍스트 내적 세계를 구상할 때에는 임의로 선택한 이미지가 출발점

이 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감상의 전부로 종결되지 않도록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

다. Ⅲ.1.(1)의 지각한 이미지의 구상적 표현 양상에서처럼 자신이 전경화한 이미

지에 머무르거나, 일부 이미지의 축적에서 구상이 중단되거나, 이미지를 축적한다 

하더라도 내적 정합성을 지닌 완결된 내적 세계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감상이 제

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시 텍스트는 내적 실재로서 그 안에서 정합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내부로부터 시

작하는 텍스트의 의미망 기술이 가능4)해지도록 실천적인 방법을 획득할 수 있어

야 한다. 이를 위해 세부 요소로부터 전체의 의미를 찾아가거나, 전체 속에서 세부 

요소의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부분과 전체의 순환 과정 속에서 기존에 해석되지 않

3) 블룸(B. S. Bloom)과 그래스볼(D. R. Krathwohl)에 따르면, 정의적 영역의 교육 목표는 

감수(receiving), 반응(responding), 가치화(valuing), 조직화(organizing), 인격화

(characterizing)로 분류되며, 이들은 위계적이다. 이성호,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양

서원, 2013, pp.155-156.

4) 조강석, 앞의 글, 2015, p.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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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던 이미지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학습자가 텍스트에 잠

재되어 있는 의미를 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2) 이미지와 텍스트 맥락 간 관계 형성

  학습자는 텍스트로부터 어떠한 감정의 촉발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어서 명료한 설명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학습자의 반응’이라는 점에서 시 

감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런데 ‘반응’은 있으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설

명되지 못하거나 모호하게 종결될 경우 학습자는 문학 감상과 문학 경험에 해 

막연하다고 느끼거나 회의적인 태도를 취할 위험을 지닌다. 따라서 근거 있는 반응

이라는 확신을 지니기 위해 반응의 실체를 보다 뚜렷하게 보임으로써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텍스트를 읽고 형성된 학습자의 심상을 색채나 형태를 

통해 추상적으로 시각화하는 것은 학습자 반응에 한 전환된 표현으로서 새롭게 

창출된 도식이며, 이를 비계로 주관적 인상에 해 충분히 서술하고 이것과 텍스트

와의 관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학습자마다 자신만의 심상을 창

조할 수 있음을 알고 표현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시 감상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

야 한다.

  Ⅲ.1.(2)의 주관적 인상의 추상적 표현에서는 주관적인 인상을 형태나 색채와 같

은 추상적 형식으로 시각화하고 그에 한 이유를 설명한 학습자의 양상을 살폈다. 

학습자들은 반복되거나 핵심적이라고 여겨는 추상적인 어휘에 관심을 갖거나, 전체

적인 분위기와 그로부터 느껴지는 심리를 표현하는 데 집중하였다. 이때, 자신만의 

형태로 전환하거나 특정한 색채를 선택하는 등 자신의 반응을 전달하기 위한 다양

한 시도들이 나타났다. 이것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5)하여 심미적 체험으로 이끈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텍스트 맥락과 관계없이 특정 시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서술하거나, 자신

5) 하라키비츠(J. M. Harackiewicz)가 학생을 상으로 수업 내용에 관한 흥미를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학습자의 흥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업을 재미있게 만드는 것보다 수

업 내용에 한 내재적 흥미를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학습자가 수업 내용의 

의미에 해 지각할 때 흥미를 유지시킬 수 있다. D. H. Schunk 외, 신종호 외 역, 

『학습 동기 이론, 연구 그리고 자원』, 학지사, 2013, p.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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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성한 도식과 촉발된 심리의 연관성을 충분히 서술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것은 텍스트에 한 탐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그렇게 느

껴져서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라는 막연함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

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비계로서 생성된 추상적인 표현은 학습자의 인상을 보

다 선명히 드러낼 수 있는 표지로 기능한다. 이때 ‘시각적 표현-주관적 인상-텍스

트 맥락’ 간에 긴밀한 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이들의 연결 고리를 

만들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표현, 인상, 텍스트의 관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학습자가 표현의 내용을 생성하고, 그에 한 

타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시 감상에 한 자신감과 자기 해석에 한 확신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해석의 기본 원칙은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부분

과 전체의 상관관계를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것”6)이다. 촉발된 심리로서 형성된 내

적 이미지를 추상적 표현을 통해 시각화하고 이를 텍스트 맥락과 연결지어 타당성

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학습자 해석 행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 세계와의 상

관관계를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심화된 의미 해석으로서 이미지 창조

  문학 작품 감상은 읽기의 주체인 학습자가 텍스트와 관계를 맺는 과정을 의미한

다. 텍스트와 독자 사이에는 심리적 거리7)가 존재하며 독자가 문학 작품에 어떠한 

거리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작품 감상의 양상이 달라진다.8) 리쾨르(P. Ricoeur)는 

전유라는 개념과 함께 거리두기 혹은 소격화(distanciation)를 사용하기도 하였다.9) 

  문학 작품은 독자를 새로운 세계 속에 놓음으로써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

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심미적 체험의 장을 제공한다. 학습

자가 새로운 의미를 창출할 때, 텍스트에 한 심미적 체험과 텍스트를 감상하고자 

6) 박치완, 앞의 글, 2009, p.167.

7) 심리적 거리(psychical distance)는 영국의 블로흐가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김준오, 앞

의 책, 2002, p.350.

8) 최지현, 앞의 책, 2014, p.139.

9) 위의 책,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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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발적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된다. 앞서 구상과 추상이 텍스트에 표상

된 세계에 한 탐구에 중점을 두었다면, Ⅲ장 2절에서는 가장 발산적인 학습자의 

사고를 살펴볼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텍스트의 재현을 넘어선 상상, 텍스트에 기

반을 두면서도 그것을 초월한 상상의 결과 창조된 의미의 양상이 이미지 창조의 

형태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창조적 상상은 텍스트에 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상의 내

용과 텍스트 세계와의 연관, 텍스트와 자아 사이의 균형 확보를 통해 텍스트의 가

치가 학습자의 삶에 적용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일 때 유의미하다. 이를 위해 교사

는 ‘자유로운 문학 감상’에 한 학습자의 오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즉, 텍스트

에서 분비되는 의미로부터 상상이 이어질 때에야 비로소 창조적인 감상이 가능함

을 교육해야 한다. 이것은 ‘무제한적 상상’, ‘오독의 한계’ 문제와도 관련이 있으며, 

문학 교육에서의 감상은 어디까지나 텍스트와의 관련성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지나치게 자기 관점이 강하게 작용하여 독자와 텍스트 간의 균형이 

무너지는 경우는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텍스트가 본래적 의미를 잃고 학습자의 

감정 표현 도구로 전락하거나, 맥락을 제거한 채 텍스트의 일부를 상상의 소재로 

차용하는 경우 등은 텍스트에 한 창조적 감상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한 

교육적 처치가 필요하다. 문학 감상이 의미가 있는 것은 텍스트가 ‘나’에게 의미 

있는 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의 관점에서만 텍스트를 포섭하는 것

과는 다르며, 텍스트의 세계에 해 내가 어떠한 의미를 발견10)하게 되는가가 관

건이 된다. 

3.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한 시 감상 교육의 방법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한 시 감상 교육은 학습자의 심상을 시각화하여 텍스트로

부터 분비된 학습자 감상의 결과물을 구체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심상을 시

10) 켈러(J. M. Keller)는 교수의 매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ARCS 모형을 제안하였

는데, 이중에서 관련성(relevance) 전략은 학습자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일수록 동

기 유발이 잘 된다는 것이다. 임규혁‧임웅, 앞의 책, 2007, p.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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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화한 결과물은 일차적으로 감상 내용을 언어로 표현하는 비계가 되며, 일련의 과

정은 최종적으로 텍스트로의 회귀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비계로 다시 

한 번 작동한다. 궁극적으로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한 시 감상 교육은 학습자가 스

스로 생성한 비계를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방법을 획득하게 됨을 

지향한다. 

  비계를 활용한 교육은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목표를 성취할 경우 비계를 점차 

줄여나가게 되는데, 이는 학습자에게로 학습의 책임이 이양(移讓)되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해 시를 감상함에 있어 교수자에서 학

습자로 그 책임이 이양됨을 지향한다. 구체적으로는 안내된 발견(guided 

discovery learning)으로부터 텍스트의 지각 국면을 확장하는 방법, 브레인라이팅

(brainwriting)을 통해 또래로부터 받은 질문에 답하면서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법, 

궁극적으로는 내적 화(inner dialogue)를 통해 의미를 발견하고 생성하는 방법을 

통해 감상의 책임이 온전히 학습자에게로 이양되기를 기 한다. 

(1) 지각국면의 확장을 위한 발견학습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한 시 감상과정에서 학습자는 주의를 기울인 이미지로부터 

점차 의미망을 확장하면서 텍스트가 표상하는 내적 세계의 의미를 탐구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텍스트에서 지각하는 상 즉, 이미지로 구성되

는 의미의 범위를 넓혀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학습자가 지각 

국면을 어떻게 확장해 나가야할지 그 방법에 해 알지 못할 때, 자칫 시 감상은 

무질서한 상태로 진행되는 것이라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교사는 ‘안내자’

로서 이미지를 중심으로 의미망을 구축하는 원리와 방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단

서’를 제공11)하여 학습자의 감상을 격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발견학습

(discovery learning)’을 통해 지각 국면을 확장하여 총체적인 텍스트 세계를 구현

해내는 교육의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11) 비고츠키(L. S. Vygotsky)는 근접발달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에 위치한 

학습자에게 구조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단서를 제공하여 꾸준히 시도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위의 책,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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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학습은 구성주의적 교수 방법 중 하나로, 브루너(J. S. Bruner)는 이에 하

여 학습자 스스로 원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고무하여 학생들이 지식 습득의 과정

에 참여하도록 하는 과정 중심의 교수 방법이라고 하였다.12) 발견학습은 학습자의 

탐구 동기를 유발하고 사고를 촉진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장점을 지닌다. 반면, 

교사의 소극적 역할로 인해 학생들의 활동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원리를 발

견하는 데 시간이 과도하게 오래 걸린다거나 오개념(誤槪念)이 형성될 수도 있다

는 문제점을 지닌다.13) 이러한 이유로 실제 수업에서는 교사의 능동적 역할 수행

을 통해 이루어지는 ‘안내된 발견학습(guided discovery learning)의 형태’가 보다 

유용하게 활용된다. 안내된 발견학습은 학습자가 구조나 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교사의 실마리 제공, 개요 제공, 일부 학습 활동 구조화 등이 가능하다.14)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한 시 감상 교육에서 안내된 발견학습을 수행할 때에는 무

엇보다 학습자의 탐구적 사고를 이끄는 교사의 발문이 중요하다. 교사는 지각 국

면을 확장시키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으나, 이를 전달적 지식으로 간주하지 않아

야 한다. 교사는 발문을 통해 그 방법을 학습자들이 직접 ‘발견’해낼 수 있도록 사

고를 유도하는 ‘안내자’이다. 발문15)은 학습자가 이미지를 중심으로 지각 국면을 

확장할 때 순차적 구성과 자의적 구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자각하도록 하고, 그로

부터 의미망을 확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비교적 간결한 발문

을 통해 학습자에게 인지적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가 원리를 자각한 이후 교사는, 지각 국면의 확장에 하여 텍스트 내부의 

이미지 배열 순서에 따라 시작하는 방법과 학습자가 선택한 자의적 이미지에서 시

작하는 방법이 있음을 정리하여 구조화된 탐구의 원리로서 학습자가 시 감상의 원

12) R. E. Slavin, 앞의 책, 2013, p.229.

13) D. A. Jacobsen 외, 권낙원 역, 『학습자 중심 교수방법』, 원미사, 2012, p.317.

14) R. E. Slavin, 앞의 책, 2013, p.231.

15) 학습자에게 주어질 수 있는 발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시를 읽을 때 어떤 순서로 읽나요? 

    ‧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 이해가 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찾을 수 있나요?

    ‧ 이해가 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사이를 매개하는 어휘나 표지가 있나요? 

    ․ 추가 혹은 체할 수 있는 이미지가 있나요? 

    ․ 다른 순서로 이미지를 누적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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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포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안내된 발견학습의 전략 중, 개요를 제

시하여 학습자의 활동을 돕는 것이기도 하다. 해당 내용을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

다. 우선, 텍스트 내부로부터 지각 국면을 확장하는 방법은 텍스트의 행과 연의 순

차적 배열을 뒤따르는 것이다. 이때 시어가 표상하는 이미지를 차례 로 누적하여 

배제되는 이미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는 학습자가 텍스트의 시어가 표

상하는 이미지를 1연의 1행부터 순차적으로 최 한 누적하면서 의미의 양적 축적

을 경험하는 것이다. 의미 파악이나 배열, 배치에 곤란을 겪는 이미지는 따로 분류

해 두었다가 마지막 행까지 이미지를 누적한 후 다시 포섭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것은 텍스트에 한 관심을 유도하고 부분과 전체의 상호 순환 속에서 텍스트의 

세계를 구현해 내는 방안이다.   

  한편, 학습자의 관심으로부터 지각 국면을 확장할 수도 있다. 우선, 텍스트를 읽

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심상을 시각화한다. 이후 행이나 연의 배열에 구애받지 않

고, 앞서 구체화한 이미지와 인접한 이미지를 연합하여 하나의 의미망을 형성한다. 

이는 다시 그 의미망과 인접하고 있는 또 다른 이미지를 연합함으로써 점차 그 범

위를 확 하게 된다. 학습자가 최초 지각한 의미는 주변의 어휘와 함께 더 큰 의

미단위를 형성한다. 이들이 모여 행, 연, 전체로 향하고 있음을 경험하는 것이 중

요하다. 또한, 최초의 지각 이미지로부터 의미를 눈덩이처럼 불려감으로써 최종적

인 의미 구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자극할 수 있는 발문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후, 학습자의 관심에서 출발하여 인접한 이미지와의 연합을 통해 지각 범위를 

늘려갈 때에는, 자의적 선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미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텍스트로 회귀하여 한계를 보완하는 절차가 추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블룸 (B. S. Bloom)은 완전학습모형에서 학습 정도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간 변인16)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이 단

계에서는 텍스트를 충분히 검토하고,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활동이 종결되었음을 

결정할 수 있도록 숙고의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이것은 학습자의 활동이 중간에 

중단되어 미완의 상태로 남거나, 타인의 간섭에 의해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

한 조처이다.

  이로써 학습자는 텍스트 내적 세계에 한 상을 소유하게 되며, 전체의 이해 속

16) 임규혁‧임웅, 앞의 책, 2007, p.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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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세부의 의미를 발견하거나 세부의 의미를 종합하여 보다 넓은 종합적 이해로 

나아가게 된다. 

[B-여우난 골족-39-4]

다시 작품을 읽어보니 시 속에 홍계 닭이 몇 번이나 울어서~ 잠이 든다는 표

현이 있었고 일단 닭이 울었다는 것은 새벽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작가가 아이

들이 얼마나 늦게까지 놀았는지 표현하고 싶었음을 공감하게 되었다. 인절미, 

송기떡, 두부, 고사리 등 다양한 반찬들이 나열되있는 표현이 있었고 작가가 

명절이라 특별히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다. 

  최초의 감상에서 텍스트에 드러난 세부 이미지를 발견하지 못했던 [B-여우난 

골족-39] 학습자는 시각화를 통해 시를 감상하면서 ‘홍계 닭이 몇 번이나 울어

서~’, ‘다양한 반찬들이 나열’되어 있는 표현들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 

표현을 통해 텍스트에서 작가가 표현하고 싶었던 의미를 파악하는 것으로 나아가

고 있다. 이처럼 학습자가 텍스트의 세부 이미지 각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텍

스트에 한 탐구를 통해 의미를 발견하는 방법이 된다는 데서 교육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다음의 학습자는 시 감상의 결과 자신만의 이미지를 획득하게 되었

음을 보여준다. 

[C-슬픔이 기쁨에게-28-4]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였지만, 그림을 그리고 다시 시를 읽으니 슬픔과 기쁨이 

더 부각되었다. 충분히 모순된 말이었지만 그림을 그리고 시를 읽게 되니 모

순되는 것이 조금 완화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에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

함으로써 시적 느낌을 더 부각되었던 게, 다시 읽으니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

오르게 되었다.

  또한, [C-슬픔이 기쁨에게-28] 학습자는 그림을 그리면서 시의 내용을 이해하

기 시작하였다. 그림을 그리면서 시어의 의미와 그 관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시

작하였으며, 텍스트로 회귀하여 의미의 공백을 최소화한 후에도 자신이 형성한 ‘이

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었다’고 하여 텍스트로부터 학습자 특유의 결과물을 

획득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학습자는 이미지의 시각화를 활

용하여 시를 감상함으로써 자신만의 형상(形象)을 소유하게 된다. 이것은 이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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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가면서 텍스트의 의미를 발견하는 심미적 체험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한 시 감상 교육에서는 타인에 의해 주어진 방법을 수동적

으로 수용하는 존재로서 학습자를 바라보지 않는다. 궁극적으로는 안내된 발견학

습을 통해 의미망을 구축하는 원리를 발견‧ 체득‧ 활용할 수 있는 탐구자로서 학습

자가 성장하게 될 것을 기 한다.

(2) 자기 해석의 메타적 인지를 위한 질문생성

  시를 교육하는 것은 텍스트를 읽은 학습자가 ‘내가 지금 무엇을 느꼈는가’를 언

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학습자는 ‘무엇’을 느

꼈는지 그 상의 실체가 막연하여 언어로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자각하고 있는 ‘막연함’에서 탈피하여 구체적인 감상

의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지의 시각화는 학습자의 내적인 상태에 물

리적 형상을 부여하여 이를 구체화하는 시도이다. 이를 비계로 시각적 형상에 한 

타당성을 확보할 때 학습자의 감상은 풍부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내용으로 채워지

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습자에게 ‘자기 해석에 한 반성과 점검의 기회를 제공’해

야 한다. 학습자는 자기 해석으로서 시각적 표현과 텍스트 맥락 간의 상관관계에 

하여, ‘수용가능성(acceptability)’17)을 점검하면서 설득력 있는 감상의 내용을 

생성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학습자의 해석 논리가 미흡한 상태에서 스스로를 비판

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뿐 아니라, 자기 해석에 한 자신감을 상실하

게 될 위험도 내재한다. 따라서 자기 해석에 해 반성하고 점검하기 전, 타인의 

감상을 점검한 후 이것이 자신에 한 점검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타인의 감상을 읽고 그에 한 비판적 점검을 수행하면서 자신과는 다른 관점에 

해 사고하는 것이 이에 한 방안이 된다. 타인에 한 비판적 점검을 시도하면

서 타인에게 요구했던 점검의 내용이 학습자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여 자기 해석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타당성 있는 감상 내용을 생성하기 위한 요건들을 체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7) 김정우, 『시 해석 교육론』, 태학사, 2006,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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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브레인라이팅(brainwriting)기법을 활용한 교육 방법을 제

안하고자 한다. 브레인라이팅이란 발산적 사고 기법 중 하나로 많은 아이디어를 빠

르게 생성할 때 사용이 가능18)하다. 이것은 독일에서 처음 소개된 아이디어 회의 

기법으로 침묵 속에서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방법19)이다. 구두 

언어로 진행되는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과는 달리, 서술을 통해 진행하는 것

이 특징이자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절차를 요약하자면 첫째, 브레인라이팅의 참가

자(4~6인)는 종이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작성한다. 둘째,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옆 

사람에게 전달한다. 셋째, 타인에 작성해놓은 아이디어에 하여 발상을 확장한다.

  단, 브레인라이팅이 창의적 아이디어 생산을 목적으로 비판을 삼가는 데 비하여 

본고에서는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 감상에서 하나의 목적이 된다고 보

므로, 브레이라이팅 기법을 취하되 작성 내용은 ‘질문의 형식’을 취하도록 한다. 브

레인라이팅은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소외된 학습자를 최소화

하고, 평등한 발언을 지향한다는 점, 감상 내용에 한 사고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실제적 교육 방법으로 활용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때 교사는 활동의 ‘진행

자’이며, 학습자의 자유로운 반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직되지 않는 교실 환경

을 조성해야 한다. 구체적 방법은 아래와 같다. 

  먼저, 브레인라이팅을 수행하기 전 준비단계는 다음과 같다. 교사는 학습자에게 

브레인라이팅을 위한 활동지를 제시20)하고 학습자들은 텍스트로부터 촉발된 심리

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그에 한 이유를 텍스트와 관련지어 작성하도록 

한다. 교사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감상 내용을 표현하는 동안 학습자들의 감상은 텍

스트와 연관지어 설명될 수 있으며, 작품 해석에 정답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텍스트와의 접점을 마련할 때 우수한 감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다음은 브레인라이팅의 본격적인 실천으로 교사는 학습자들이 작성한 감상문을 

무작위로 다른 학생들에게 배부하여 자신과는 다른 감상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한

다. 타인의 감상문을 읽은 후, 학습자들은 해당 내용에 한 ‘의문을 제기’한다. 예

를 들어, 그림과 텍스트가 어떻게 연관되는지, 어떠한 분위기를 표현한 것인지, 그 

18) 김영채, 『창의와 혁신, 그리고 조직의 변화』, 교육과학사, 2016, p.273.

19) Takahashi Makoto, 송수영 역, 『브레인라이팅』, 이아소, 2010, p.21.

20) 감상 서술을 위한 활동지는 학습자의 시각적 표현, 시각적 표현에 한 자신의 해석, 

타인의 물음과 같이 총 3부분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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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는 텍스트의 어떠한 부분에서 형성된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이 동의하는 지점

과 그렇지 못한 지점은 어떠한 것인지 해석 내용에 한 질문을 감상문에 작성하

도록 한다. 적어도 4인 이상의 감상문을 읽고, 이러한 질문 생성 활동21)을 반복적

으로 수행할 때 공통의 해석 내용과 자신의 해석 간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리고 교사는 타인에게 제시한 의문점이 곧바로 자신의 해석에 적용되도록 

하여, 타인에 한 비판적 관점이 스스로의 반성과 점검의 내용으로 전이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5~6인 정도의 타인으로부터 질문이 주어졌다고 판단되면, 학습자는 

자신의 감상문을 받게 된다. 이후, 학습자는 타인으로부터 제기된 질문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학습자가 질문에 성실히 응답하는 것이 해석의 타당성과 

완결성을 갖출 수 있는 방안임을 강조해야 한다. 학습자는 질문에 응답하면서 맥락

화를 통해 텍스트와의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사유하고 내용을 생성

해야 한다. 해당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학습자는 질문자 즉, 동료 학습자와의 소

통, 텍스트와의 소통에 노력을 기울이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작가와의 소통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22) 이는 상호 소통 속에서 타당성과 충분성을 갖춘 해석을 생

성하는 것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아래는 작가에 한 사유를 통해 텍스트의 의미 

파악으로 나아간 사례이다.  

[A-비-19-4]

시를 읽고 감상한 내용을 표현하면서 내가 시를 통해 산산하고 찝찝하지 않

는 가을 바람의 풍경을 느꼈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읽어보니, 시 속

에 ‘따로 몰리는 소소리 바람’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작가가 한 쪽에서 조그맣

21) 진행자로서 교사는 학습자에게 질문의 예시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교사는 학습자에

게 질문의 내용을 작성할 때에는 ‘지시 상을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해야 한다.

    ․ ~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을 ~게 표현한 이유는 무엇인가?

    ․ 내가 해석할 때에는 ~한 느낌이었는데 다르게 느낀 이유가 있는가?

22) 교사는 학습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질문에 성실히 답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이는 

자신의 감상이 잘못 수행되었다고 생각하여 감상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은 교사 발문의 예시이다.

    ‧ 텍스트의 어느 부분에서 너의 의견을 지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 모호하게 설명된 부분은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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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만들어지는 회오리 바람을 표현하고 싶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위의 학습자는 ‘감상한 내용을 표현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느꼈는지 알게 되었으

며, 자신의 느낌과 텍스트의 ‘따로 몰리는 소소리 바람’과의 상관관계를 포착하였

다. 이후, ‘작가가 한 쪽에서 조그맣게 만들어지는 회오리 바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추론하며 해당 표현의 창작자인 작가의 의도에 한 사유로 나아갔다. 

이처럼 자신의 해석과 텍스트의 요소를 연결 짓는 것은 작가라는 타인의 의도 파

악으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 외에도 앞선 활동을 통해 자기 해석의 논리를 갖춘 학습자의 토의 활동도 가

능하다. 3인 이상의 해석 공동체를 형성하여 합의점을 도출하고 집단  집단으로 

해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는 것이다. 자신과 비슷한 의미를 도출한 학습자

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보완하는 기회로 삼고, 자신과 다른 의미를 형성한 학습자

를 통해서는 관점의 확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구

성했던 이미지의 의미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활동을 통해 해석의 주체로서 감상

을 마무리할 수 있다. 

(3) 텍스트 내부로의 상상 유도를 위한 내적대화

  학습자는 감상의 주체로서 텍스트의 세계를 체험하고 자신의 삶에 어떠한 의미

로 다가오는지 감상의 내용을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로써 새롭게 만난 텍스트

의 세계 속에서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밝히고, 기존의 경험과 사고의 폭을 넓힘으

로써 이해의 지평을 확장하고 감상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아래는 텍스

트의 가치가 학습자의 내면으로 전이된 사례이다.

[C-슬픔이 기쁨에게-7-4]

처음에는 ‘너’가 너무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무도 이웃

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은, 사랑만 받아온 어린 아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다시 읽으면서 느꼈고, 그런 사람의 마음도 시 속의 ‘나’처럼 헤아

려야겠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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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학습자는 처음에 텍스트에 등장하는 인물에 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으

나,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한 감상의 결과 텍스트에서 지향하고 있는 가치를 발견하

고 의식의 변모가 일어났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상에 해 ‘시 속의 나

처럼 헤아려야겠다’라고 하며, 텍스트의 가치를 자신의 삶 속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이처럼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텍스트의 지평과 학습자의 지평이 융합

되어 ‘자기화’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텍스트 내부로의 개입이 필요하며, 이것은 ‘상상적 체험’을 통해 

가능하다. 교사는 상상적 체험의 ‘촉진자’로서, 학습자가 텍스트 내부에 개입하는 

체험으로 향할 수 있도록 내적 담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독자의 반응을 

촉진함에 있어 교사의 역할은 특히 강조되는데, 이는 로젠블랫(L. M. Rosenblatt)

의 논의23)를 참고할 수 있다. 교사는 특정한 감상 방법이 있다는 선입견을 배제하

고, 학생들이 교실에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정제된 표현의 중요성을 최소화하고, 텍스트의 의미를 깨닫는 데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표현의 형식은 상상적 체험을 통한 내용 생성 이후에도 논의될 수 있기 때문

이다. 

  본격적으로 감상을 수행함에 있어, 텍스트의 가치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한다

는 당위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오히려 학습자가 가치에 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학습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고는 어디까지나 학습자의 능동적인 가치 판단을 기반으로 한 지평의 융합을 지

향하므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상상’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습자가 행할 수 있는 상상의 범주를 제시하여 텍스트가 표상하는 

가치의 인격화(characterizing)24)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한 시 감상에서 학습자는 텍스트의 세계 속에 자신의 모습

을 그려넣어 봄으로써 자유로운 상상에 돌입할 수 있다. 텍스트가 표상하는 낯선 

세계를 시각화하고, 그 안에 자신을 재차 시각화하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림을 경험

23) L. M. Rosenblatt, 김혜리․엄해영 역, 『탐구로서의 문학』, 한국문화사, 2006, 

pp.65-70.

24) 인격화는 블룸(B. S. Bloom)의 정의적 영역의 교육 목표 중 마지막 단계로 내면화를 

통해 성숙에 도달하여 자기 삶의 철학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다. 이성호, 앞의 책, 2013, 

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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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새로운 경험의 내용은 시각화에 한 언어 표현으로 진술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무엇보다 학습자의 ‘자유로운 상상’과 ‘자유로운 발언’이 존중되어야 한

다. 

  한편 학습자는 막상 자유롭게 상상하고, 자유롭게 내용을 표출해보라는 교사의 

안내를 받았을 때 ‘자유롭게 상상하는 것이 도 체 무엇인가’에 한 어려움에 봉

착한다. 혹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기발한 것, 난해한 것, 독특한 것을 자유로

운 상상이라 오해하여 텍스트와 괴리되거나, 타인과 공유하기 힘든 결과물을 생성

하기도 한다. 이때 교사는 ‘자유로운 상상’은 반드시 텍스트에 기반하여 확장되는 

사고여야 하며, 텍스트의 세계에 참여한 결과 나타나는 상상의 세계임을 안내해야

한다. 상상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중요한 것은 ‘학습자의 사고’이다. 이것은 학습

자의 ‘내적 화’가 촉진될 때 가능해진다.

  비고츠키는 내적 언어(inner speech)에 하여 사고가 머릿속에서 언어화되는 

과정이라 하여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자이츠(J. E. Seitz)에 따르면 내적 화

(inner dialogue)는 텍스트의 상황이 요구하는 로 움직이는 다양한 자아들의 발

현이며, 독자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아들 사이에 행해지는 화이다. 이것은 

문학 감상 도중에 독자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문학적 사고들 간의 화’라 할 수 

있다.25) 또한 이것은 교사로부터 주어지는 자극 혹은 발문을 신하는 내면의 

화를 가능하게 하며, 유사한 상황에 놓였을 때 학생을 안내26)한다.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한 시 감상 교육은 교사로부터 학생에게 책임을 이양하는 

것을 지향하므로 교사가 사용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질문의 내용을 모방하면서 

내적 화의 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상상적 체험을 이끄는 내적 화는 텍

스트의 세계를 외부 세계로 확장하는 것과 텍스트의 세계를 학습자 자신에게 적용

하여 그 의미를 확장하는 두 가지 유형이 가능하다. 학습자는 내적 화를 통해 형

성된 심상을 시각화하면서 자기 진술을 통해 내면의 사고를 표출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내적 화를 촉진하여 상상적 체험을 유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

다. 

  첫 번째, 텍스트의 세계를 외부로 확장할 때에는 소재나 주체 차원의 접근이 가

25) 윤여탁 외, 『현 시교육론』, 사회평론, 2017, p.178.

26) G. D. Borich, 박승배 외 역, 『효과적인 교수법』, 아카데미프레스, 2011, p.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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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 ‘객관적 상관물의 입장에서 감정 표출하기, 텍스트의 인물들이 수행할 

화 상상하기, 텍스트에서 표상하는 장면의 과거 혹은 미래 시점 상상하기’ 등이 이

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텍스트의 의미를 자아에게 전이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것

은 텍스트 세계 내에 자아가 위치하도록 상상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상상 속에

서 학습자의 발언이 최 한 표현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A-비-9-3.①]

시를 읽으면서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 어린 소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오래된 옛날 집 마루에 걸터앉아 비가 내리는 모습을 웃으면서 즐겁게 감상

하고 있는 소녀를 표현하고 싶었다.

[A-비-9-3.②]

작가는 비가 내리는 모습을 의인화해서 표현했지만, 나는 소녀가 손을 뻗어 

손바닥으로 비를 맞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다.

  위의 사례는 텍스트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그 세계 속에서 느껴지는 의미를 발

견한 것이다. 위의 학습자는 직접적으로 ‘나’라고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텍스트 세

계에 위치하는 ‘소녀’를 창조하여 소녀가 느끼는 감정을 구체적으로 상상하였다. 

이는 자신이 상상한 결과를 소녀에 투영함으로써 드러난 학습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텍스트와 관련된 경험을 회상하며 텍스트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 역시, 텍스트를 감상하는 중요한 방법이지만 여기에서는 텍스트의 세계 속으

로 학습자가 개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강조된다. 오롯이 텍스트가 표상하는 세계 속

에 들어감으로써 문학의 세계를 통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로써 텍스트의 지평과 학습자의 지평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할 수 있

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텍스트 속에 자신이 존재한다고 상상하기, 세계 속에 참

여했을 때 느껴지는 사고 발산하기’ 등의 상상적 체험을 통해 텍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적 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발문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화의 과정과 

결과가 시각화의 과정에서 그림과 문자라는 형식을 최 한 활용하여 학습자의 진

술을 통해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후속 활동으로 동일한 텍스트로부터 다양한 심상이 형성될 수 있음을 알고,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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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타인의 감상을 비교할 수도 있다. 이때 시각화 자료는 효과적인 품평의 상으

로 기능한다. 전시회에서 작품세계를 설명해주는 해설자가 있듯, 학습자는 각자가 

형성한 ‘상(像)’을 설명하는 해설자가 되어볼 수 있다. 자신이 무엇을 표현한 것인

지 내적 언어를 그 로 기술하는 프로토콜(protocol) 기법을 차용하여 설명을 거듭

하면서, 학습자는 자신의 감상 결과물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신의 

형상과 타인의 형상을 비교함으로써 텍스트로부터 이루어지는 상상이 감상의 주체

마다 다를 수 있으며, 그것에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텍스트에 기반한 해

석이 이루어진다면 자유로운 감상이 존중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학습자들의 ‘즐

거운 감상 활동’을 이끌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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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학습자가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해 시를 감상하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

을 제안하였다. 이는 텍스트의 의미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가 스스로 ‘심상

의 형상’을 비계로 생성하여 텍스트의 세계에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심미적 체

험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다. 함축적인 언어로 이루어진 텍스트의 세계를 학습자가 

처음부터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 세계로의 도

입의 의미를 지니는 학습자의 심상으로부터 의미망을 형성하면서 감상의 폭을 확

장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텍스트의 세계를 탐구함은 물론, 텍스

트의 세계 속에 참여하면서 자신만의 의미를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한 시 감상에서 시각화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비계로 

기능한다. 첫째, 언어 표현의 자원으로 기능한다. 학습자는 자신의 심상과 가장 유

사한 시각적인 형상을 비계로, 텍스트에 한 반응을 풍부하게 서술할 수 있다. 둘

째, 시각화를 비계로 시각화에 한 언어화를 거치면서 이 둘은 함께 비계로 작용

하여 의미 발견을 돕는다. 다시 말해, 의미 구성 주체로서의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텍스트의 세계에 몰입하는 것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로써 최초의 감상에서 발견하

지 못했던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텍스트의 세계를 열어 보인다는 점에서 시 

감상의 비계로 충분한 타당성을 지닌다. 

  본 연구는 실제 학습자가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해 시 감상을 수행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한 시 감상의 원리는 ‘구상적 이미지를 통한 텍

스트 내적 세계의 재현’, ‘추상적 이미지를 통한 촉발된 심리의 표현’, ‘복합양식적 

이미지를 통한 새로운 의미의 창조’로 나누어진다. 각 원리에 따라 학습자의 양상

을 단일양식으로의 시각화와 복합양식으로의 시각화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양상의 하위 항목은 위계적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단일양식으로의 시각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한 이미지의 

구상적 표현’에서는 부분적 이미지, 이미지의 축적, 이미지의 연합에 의한 의미망 

구축에 따라 학습자 수행의 질적 수준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해서는 전경화한 

이미지로부터 그 범위를 확장하여 지각 국면을 확장하는 교육적 처치가 필요하다

고 판단하였다. 이미지는 텍스트의 내부에서 외부로, 하위 공간에서 상위 공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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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되는 일종의 방향성을 지닌다. 따라서 학습자는 최초에 주의를 기울인 이미지

로부터 ‘전체로서의 세계’를 지향해야 한다. 

  둘째, 단일양식으로의 시각화 중 ‘주관적 인상의 추상적 표현’에서는 학습자가 

텍스트로부터 느끼는 심리를 형태나 색채로 드러내고 이를 비계로 자신의 심리를 

보다 명료하게 드러내는 양상을 살폈다. 구체적으로는 핵심 시어로부터 형태를 생

성하거나, 분위기 표현을 위한 도식의 생성, 상황의 재구성으로 분석되었다. 텍스

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에 따라 그리고 해석의 타당성에 따라 질적 수준에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막연함이나 모호함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주관적 인상을 내

버려두는 경우 텍스트에 한 적극적인 해석과 해석에 한 타당성의 확보로 이어

지지 않아 문제가 나타났다. 따라서 학습자가 느끼는 심리가 텍스트로부터 비롯된 

‘이유 있는 존재’임을 강조하여, 텍스트로부터 그 근거를 추론할 수 있도록 안내해

야 함을 살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복합양식으로의 시각화에서는 무엇보다 학습자의 자유로운 상상이 

강조되었으며, 발산적 사고를 통해 학습자 특유의 의미를 가장 활발하게 창출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자기 진술로서의 표현이 강조되며 서술의 확장으로서 

장면의 묘사, 텍스트와의 연관성 확보를 위한 연상, 텍스트 내에 참여하는 자아의 

상상을 통해 새로운 의미의 발견으로 나아가는 시도도 포착할 수 있었다. 이는 자

신만의 세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을 접함으로써 확장된 사고로의 전환을 이끈

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성장에 기여한다. 다만 이때에는 학습자의 발산적인 사고를 

존중하되, 반드시 텍스트에 근거하는 자유로운 상상 활동이어야 함을 강조할 필요

가 있다.

  이상과 같은 양상과 교육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한 시 감상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설계하였다. 교육 내용으로는 ‘이미지에 기반한 의미 구성’, 

‘이미지와 텍스트 맥락 간 관계 형성’, ‘심화된 의미 해석으로서 이미지 창조’를 설

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 방법으로는 ‘지각국면의 확장

을 위한 발견학습’, ‘자기 해석의 메타적 인지를 위한 질문생성’, ‘텍스트 내부로의 

상상 유도를 위한 내적 화’를 마련하였다.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한 시 감상 교육은 학습자 자신으로부터 분비되는 의미 체

계인 ‘심상’으로부터 주체적으로 의미를 구성해가는 감상을 지향한다. 심상을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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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시각적 이미지’만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마음

속에서 구성한 다양한 감각, 가시적 세계, 비가시적 세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신적 영역에 존재하는 학습자 감상의 실체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학습자는 내적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면서 감상의 실체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비계(飛階) 삼아 자신의 감상 내용을 텍스트 및 작가의 의도에 비추

어 재고하면서 능동적인 시 감상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때의 비계는 주

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성해낸 것이므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자의 활동

을 존중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학습자들의 양상을 단기적인 반응에 근거하여 분석함으로써 

학습자 개인이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해 형성해내는 다양한 심상의 양상을 포괄하

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미지의 시각화 양상이 학습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일한 학습자가 하나의 텍스트에 해 다양한 양상을 구현해

낼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실험

을 통해 학습자들의 반응을 추가적으로 살피고, 이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해냄으로

써 본 연구의 미흡한 부분에 한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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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Poetry Appreciation Education 

through the Visualization Process

Yu, Hwa-seon

This study aims to suggest teaching methods that allow learners to 

appreciate poetry through the visualization process of mental images. The 

visualization illustrates the process as a materialization of the learners’ 

mental images formed while reading poetry. This proceeds in two ways. 

One is the visualization that most closely reflects the attributes of the 

mental images, and the other is the language representation of the 

visualization.

This study focuses on mental images as the readers’ immediate 

responses that contain their unique meaning. The mental images are 

created by students while appreciating the poetry and simultaneously begin 

to compose the whole meaning of the poetry. The attributes of the mental 

images are as follows. First, the mental images are formed by the readers’ 

perception and they can manipulate their own images. Second, mental 

images change constantly and exist in a dynamic states with figuration. 

This study assumes mental images as the beginning of the meaning 

construction and designs a poetry education to infer the meaning of text 

using visualization of mental images as a scaffolding.

Meanwhile, mental images have limitations that can be damaged or 

easily disappears in a mental state.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express them in concrete form before disappearing. The visualiza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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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al images help to reveal the mystery of the psychological realm and 

contribute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mental images. And visualization 

process promotes the formation of mental images that contain learners 

comprehension about poetry and provides a new way of understanding and 

constructing meaning of poetry by carrying the meaning of the mind realm.

The principle to appreciate of poetry through the visualization 

process is 'The representation of the whole meaning about text through 

figurative images, the expression of the triggered psychology through 

abstract images, and the creation of new meanings through multimodal 

images'. They are established by considering the learners’ way of thinking 

and expression styles of images. The significance of reading poetry with 

visualization is that it can describe how inner images formed as students’ 

reponses. And visualization process encourages senses to understand and 

imagine about the whole discourse of text. In addition, it can enhance the 

ability to compose meaning by focusing on images. The study was 

conducted on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focusing 

on how students use visualization as a scaffolding in order to clarify the 

meaning of text. And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is study has planned 

detailed contents and teaching methods for the education of poetry 

appreciation using visualization, focused on mental images. 

The aspects of poetry appreciation through the visualization of 

mental images were observed in three types. First, learners tended to 

synthesis by accumulating images while expressing the perceived object 

figuratively. Second, in expressing subjective impressions abstractly, 

learners attempted to express their thoughts clearly by converting obscure 

objects into forms or colors and using them as a scaffolding. Third, they 

transformed the contents or performed extended imagination beyond the 

text while in multimodal expressing as self-statement the meaning of the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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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aspec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n the quality 

level of learners’ performance are as follows. In figurative visualization of 

perceived image, learners too tended to stay in the information as 

foreground, in which case they did not achieve a synthesis of meanings. 

Next, in abstractive visualization of subjective impressions, learners’ 

schema created by themselves were not related to text. In this case, 

students did not try to ensure validity. Finally, in multimodal visualization 

about expanded meaning, there were cases the learner imaged those are 

not related to the text or excessive intervention of the ego prevented the 

fusion of horizons.

Considering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above aspects, this study 

proposes the education contents that meaning composition based on images, 

connecting between images and context, and image creation for new and 

deep meanings. Also, designed teaching methods that guided discovery 

learning for expansion of perceptional phases, training to generate 

questions for metacognition of self-interpretation, and inner dialogue to 

lead imagination about self-attendance on tex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a sense that it has proved that learners 

can use their own mental images to compose meaning and they possess 

literary abilities. It is also important in that it has suggested learners can 

acquire a way to actively participate in appreciation of poetry by creating a 

scaffolding using their own images by themselves.

Key words: poetry education, image, mental image, visualization, figuration, 

figurative image, abstractive image, multimodal image, reader respons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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