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형식 습득의 양상 및 논리* 

유영희 •• 

1. 시 형식에 대한 기존의 관점 

시의 형식은 시를 시로 인식하게 하는 틀이다. 그러므로 시의 형식에 관 

해 논동}는 것은 시를 가르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 그러나 기존의 

시 교육에서는 시 형식에 관해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일단 시 형식이라는 

것 자체가 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것이라 

는 가정이 일반화되어 있고， 시 형식은 아주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으므로 

체계화하기에 어려움이 었다는 사실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시의 형식을 논하고자 하는 이유 

는 시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해묵은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내용과 형식은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 있고1 서로 긴밀한 관련을 

맺으면서 서강} 서로를 규정한다는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 

고 있는 것 같다. 어떤 변에서는 거의 서로를 규정하지 않지만 그 상관 관 

계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굳이 형식에 대해 다시 논의승}는 것조차 불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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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기존의 시 교육이 지나치게 내용적 요소에 집중하고 있지 않느 

냐는 비판론이 제기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시 형식에 대한 논의에서 

아주 일반화된 가정이 지배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시 형식에 관해서는 거의 

논의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시 형식율 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도 

상당 부분 시 교육 분야에서 놓쳐 왔던 것이다. 

그렇다고 시 형식에 관한 논의가 전무했던 것은 아니다. 기존의 시 형식 

에 대한 논의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내용을 아우르는 차원에서 이루어졌 

다. 그것도 내용이 우위에 있고 형식은 내용을 규정하는 틀후 보이지 않 

는 영향을 마치는 잠재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논의 자체가 이러한 방 

향으후 흐르게 된 정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만큼 형식에 

관한 논의가 미진하였고 방향성이나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 

이다. 시 형식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던 이유를 고려해 볼 때， 사급하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 바로 시 형식의 개념을 규정하는 일이다. 시 형식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한 포괄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만 비 

로소 그것의 방향성 및 전밍에 대해서도 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논의에서 형식에 대한 정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ν 

1) 이미 출판되어 있는 시론이나 창작본 등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현상은 쉽게 감 

지할 수 있다. 시론 속에 시의 형식에 대한 항이 따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거 

의 없다 이승훈의 『시론J(고려원， 증보판 l뼈)에는 형식이라는 개념 대신 ‘구조’ 

개념을 사용하여 사적 구조를 두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동일성 구조’와 ‘상대 

성 구조’라는 시의 두 구조는 형식이라기보다는 내용의 구성을 의미하고 있다. 

현대문학사에서 편집한 『시혼~(l쨌)에서는 김대행의 r구성과 형식」이라는 글을 
싣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형식 또한 내용과 관련된 구성형식의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김영철의 『현대시론~(건국대학교출판부， 1993)에서는 ‘시의 구조’에 관한 부 

분에서 내용과 관련된 구조뿐만 아니과 비교적 시의 형식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 

개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 학자들의 이론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어 여전히 논 

의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 시의 형식은 ‘형식’이나 ‘형태’라는 용어로 이분화되어 쓰이고 있다. ‘구조’나 ‘패 
턴’과 같은 개념도 넓은 의미에서의 형식과 관련이 있으며 ‘장르적 규범’도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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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훈은 그의 r好情詩 形聽옳」에서 시의 형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 

급한바있다. 

tf'情詩的 作品形態는 I훌義의 詩인 鉉事詩的 形態라든가 劇詩的 形態까 

지를 包含한 文學-般의 分化에 依하여 이루어진 것이니， 바꿔 말하면 小

說的 形態라든가 敵曲的 形態로 더불어 鼎立하는 詩的 形態란 뜻이다. 그 

러므로， 廣義의 詩(文學)에서 詩와 小說과 敵曲의 形態的 分化를 說함에 

있어서 詩를 「好|좁詩的」이란 冠形句로써 젖흉5j1j한 것은 小說이라든가 敵曲

에 比하여 俠義의 詩全體가 그만큼 r해훔詩的」이라는 特質을 지녔기 때문 

이다. 이와 같이，ff'j훔詩的 形態는 文學的 形態로서는 그 한 部分이지만 

詩的 形態로서는 그 全體의 總稱이 된다'lJ 

이 같은 조지훈의 논의에서도 시의 형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지 감지하기는 어렵다. 다만 서정시의 정의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서정시 

적 형태로 알고 있는 바로 그 틀이 시의 형식과 일정한 관련플 맺는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추정해 낼 수 있을 뿐이다. 서정시적 형태라고 했을 때의 

형식은 행과 연이 구별되는 짤막짤막한 글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형식적 

표지로 추출해 낼 수 있는 것은 ‘행’과 ‘연’ 정도이다. ‘짤막짤막함’이라는 

것은 ‘함축성이 담긴 언어’ 등의 다른 내용적 요소와 연결되는 것으로 시 

의 순전한 형식적 표지로 간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시 

의 형식을 규정하는 속성 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다. 지나치게 긴 글의 

경우， 시에 관해 학습하기 시작하는 학습자가 시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막상 시의 형식적 틀을 규정하고자 하면 정치하게 규정되지 않 

는 것이 현실。l다. 이는 사 장르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이기도 하고 그 

는 시의 형삭과 관련된다. 그런데 이런 개념들은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1도 아우 

르는 말이기 때문에， 본고의 용어와는 다소 구별이 된다 본고에서는 학습자가 

순수하게 형식으로 인지할 수 있는 외적 양태를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 

다 

3) 조지훈， r :jf'1좁詩 形態論J，조지훈전집 d ， 일지사， 1973, 140-1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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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의 연구가 일천한 까닭이기도 하다. 게다가 장르 혼합이리는 현대시의 

양상을 고려하게 되면 사정은 더욱 복집해진다. 위에서 조지훈이 언급했던 

‘소설적 형태’와 ‘희곡적 형태’뿐만 아니라 ‘영화적 형태’ ‘광고문적 형태’ 등 

의 다양한 장르적 특성이 시 형식 속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2. 창작교육과 시 형식 습득의 범주 

본고에서는 시 형식에 대한 일반적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기보다는 창 

작교왜l서 필요로 히는 시 형식 습득과 관련히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 

다. 시 형식을 논히면서 굳이 창작교육에 관해 언급하는 이유는 창작을 하 

기 위한 전제로 학습자가 형식을 익히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때의 형식 논의는 형식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나 절차 등의 세부 

적인 차원이 아니라 창작을 하는 데 필요한 인식적 차원에서의 형식 논의 

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형식을 외형적 차원에서 시 창작에 

관여하는 인식적 규범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보다 

확장된 국면에서 형식에 관한 심층적인 논의를 해 나갈 것이다. 여기에서 

확장된 국면이라고 할 때는 정해진 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니e까 

그러한 틀을 변용하고 해체뼈 창조하는 국면까지를 포괄하는 것이다. 그 

러므로 본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자의 시 형식에 대한 환기 및 인 

식이다. 

시 형식의 습득은 창작교웹l서 중요한 동기 유발로 이어진다. 학습자 

들이 시를 쓰는 데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시 형식에 대 

한 인식이 뚜렷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나치게 틀에 박힌 사고를 

하거나， 아니면 시가 무엇인지 규정조차 못핸 혼란을 겪으면서 시를 경 

외시하거나 무시하는 성향을 보인다. 이러한 극에서 극까지의 경향이 시를 

쓰는 데 두려움과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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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하게 말하변 인간의 사고 작용 전체가 하나의 형식이며， 그렇기 때 

문에 언어도 하나의 형식적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시적 발상을 하거나 그 

러한 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데에는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시의 형식적 틀을 고려하면서 시로 표현해 내는 것에는 어려움을 느끼는 

학습지들은 시의 형식적 규범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끼 때문에 그 

렇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가정이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시 형식과 관련하여 구성적 측면의 경우에는 내용과 형식이 교묘하게 

결합되어 았는 현상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구성이 곧 시작품이라고까지 말하고 싶다. 물론 여기에 아름다운 문양이 

필요할 것은 물론이다 우리 시작품들은 문양에는 신경질적으로 관심을 가 

지지만 구성에는 소홀한 경우가 대단히 많다. 이것은 시가 산문과는 달리 

하나의 구조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고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튼튼 

하게 짜여진 작품에 관심을 모았으면 싶다.씨 

위의 논의에서 ‘구성’은 형식， ‘아콤다운 문양은 내용처럼 읽힌다. 그래 

서 표면적으로 볼 때， 창작주체들이 형식보다는 내용에 치우쳐서 시 쓰기 

를 한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문맥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구조 

불’은 단지 형식적 측면만이 아니라 내용적 요소도 많이 의식하고 있는 용 

어임을 알 수 었다. 산문과 다른 ‘하나의 구조물’이라고 하여 형식적 요소 

를 강조하는 듯이 보이지만， ‘튼튼하게 짜여진 작품’이라고 했을 때의 ‘짜 

임’은 여전히 내용 변에서의 통일성 및 압축성과 같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 

는 쩨다. 이러한 관점은 비단 박남해게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조 

향의 경우에도 엘리엿의 예를 들어 자유시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러한 관 

점을드러내고있다. 

4) 박남수的服한 언어의 선택 J，박남수 전집 2 산문~， 한양대학교출판원， 

1뺑 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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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自由詩>에 대한 엘리엿트의 생각이다. 그는 <自由詩〉가 

사실은 어느 엄격한 형식보다 더욱 싸A에게 자유플 주는 것이 아니라고 밝 

힌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다由갑>를 쓰려는 사람은 이미 엄격한 형식을 

실천함으로써 내용과 형식의 適合|生에 관한 감각이 매우 날카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에 <알맞는〉 새로운 형식을 창조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것이 그리 쉬운 노릇이 아니라는 말이다 요약하면 엘리엿트가 딸하는 〈다 

由詩>란， 엄격한 형식과 끊임없이 <緊張關係〉에 있는 〈새로운 짜形式>을 

뜻하며 결코 <形式이 없는 詩>. 즉 非時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기 

조향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한국 시인들이 우선 해야 할 일은 한국 

시가 갖출 수 있는 <최소한도의 형식적 요소>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서구의 시와 우리의 사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므로 그에 맞는 형식도 다를 것이므로 우리의 시에 적 

절한 형식을 고안하여 시를 써야만 우리 정서에 맞는 시가 생산될 수 있 

을 것이리랴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김수영의 경우에도 이러한 

인식을공유하고 있다. 

나는 소설을 쓰는 마음으로 시를 쓰고 있다. 그만큼 많은 산문을 도입하 

고 있고 내용의 변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유가 없 

다 너무나 많은 자유가 있고 너무나 많은 자유가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게 되지만 〈내용의 변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말은 사실은 <내용>이 하는 말이 아니라，<형식>이 하는 혼잣말 

이다. 이 말은 밖에 대고 해서는 아니될 말이다.<내용〉은 언제나 밖에다 

대고 <너무나 많은 자유가 없다>는 말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너무나 

많은 자유가 있다〉는 〈형식>을 정복할 수 있고 그때에 비로소 하나의 작 

품이 간신히 성립된다 〈내용〉은 언제나 밖에다 대고 <너무나 많은 자유가 

없다>는 말을 계속해서 지껄여야 한다. 이것을 계속해서 지껄이는 것이 이 

륜테면 38션을 뚫는 길인 것이다 lil 

5) 조향詩學許傳~. 일조각. 1963, 잃4-33-')면. 

6) 김수영詩여， 침을 뱉어라J，김수영 전집 2 산문~， 민음λ1-. 1981 , 25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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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의 사적 지향은 산문시에 놓여 있음을 그의 시론과 시를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식 속에는 시 형식에 대한 고민 

이 잠재되어 있었고 그것이 그의 시를 구성하는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했 

음을 위의 글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처럼 창작주체에게 시의 형식과 내용 

은 결코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시의 구성 장치이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하였지만 시 형식 논의를 õ}는 。l유는 틀에 박힌 사 

고를 통해 기계적 시를 생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창작교왜서 

필요로 하는 시 형식 습득의 범주는 무엇인개 좀더 상세하게 논의해야겠 

지만 형식 논의를 통해 새로운 형식，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내용을 창출하 

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탈 시 형식 논의가 가 

능해지려면 기존의 형식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식에 

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응}는 것이다. 

또 시 쓰기를 두려워하는 창작주체에게 일종의 전략 차원에서 형식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에도 이 글의 목적 

이 있다. 대부분의 학습자는 정확하게 시가 무엇인지， 어떤 표현을 써야 

시가 되는지， 어떤 문법을 사용하여야 시가 되는지， 어떤 틀을 이용할 때 

시가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 이는 시를 쓰는 창작주체들뿐만 

이 아니라 사를 읽고자 히는 이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과연 내가 시를 평할 능력이 되는지 “이 시를 내가 정말 제대로 읽 

고 있는 건지 ...... "와 같은 망셜임과 자신감의 부족은 학습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독자와 창작주체에게 일어나는 보편적인 양상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시 형식의 전모를 밝히고 이러이러한 형식으로 시 

를 쓰면 시의 완전한 형식을 익혀 제대로 사를 쓸 수 있다는 전범을 보이 

려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는 일단 시에 관한 논의에서 그 동안 다소 소 

홀하게 취급되어 왔던 형식에 대해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당위적 차원에서 언급을 해 나가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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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 형식 습득의 양상 

시 형식 습득의 양상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규범적 형식 

습득’ ‘변용적 형식 습득’ ‘전복적 형식 습득’이 그것이다. 모든 언어 현상과 

사고의 과정에는 규범과 규범에 대한 일탈이 작용한다. 극과 극을 이루는 

이 두 대립항은 그러나 단절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상호 작 

용을 통해 서강} 서로를 규정하고 자극하고 발전시칸다. 그리뼈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개념을 중심으로 여러 국어 현상에 대한 이론화와 체 

계화를 시도해 왔다. 시에서의 형식 습득의 양상도 크게는 이 두 범주와 

관련을 맺고 있다. 규범적 형식 습득과 전복적 형식 습득이 양 끝에 자리 

잡고 있으며， 매개항으로 과정적 개념으로 설정한 것이 변용적 형식 습득 

이다. 세부적으로 고찰땐 더 여러 양상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겠지 

만， 일단 이 세 양상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가. 규법적 형식 습득 

‘규범적 형식’이라는 것은 창작주체가‘ 지금까지 시라고 인식하여 온 형 

식적 틀을 의미한다. 이것은 교육을 받은 다수의 예비적인 창작주체에서부 

터 전문적인 창작주체까지 모두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틀이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 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김소월의 너무나 잘 알려진 시 r엄마야 누나야」이다. 시에 대해 조금이 

라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 시의 형식에 대해 물어본다고 가정해 보자. 

그럼 가장 먼저 1연 4행으로 되어 있는 시라고 답할 것이다. 그리고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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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3음보의 운율을 지키고 있는 리듬감 있는 시라고 답할 것이다. 

여기에서 연은 시에서의 문단 니누기라고 할 수 있다. 시의 연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시의 의미는 많이 달라진다. 현대 시조를 쓰는 사람들 

은 시조의 현대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 초·중·종장의 3장 6구 ￡자 내외 

의 형식을 그대로 지키지 않고 종종 현대시처럼 배열하곤 한다. 그러한 사 

소한 형식의 차이가 무슨 변화를 가져오겠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 

효과는 상당히 크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가) 눈이 부시네 저기 

난만(爛漫)히 멧동마다， 

그 날 스러져 간 

젊음 같은 꽃사태개 

맺혔던 한(限)이 터지듯 

여울여울 붉었네. 

그렇듯너희는지고 

욕처럼 남은 목숨， 

지친 가슴 위엔 

하늘이 무거운데， 

연연(戀戀)히 꿈도 설워라， 

물이 드는 이 산하(山河) 

나) 눈이 부시네 저기 난만(爛漫)히 멧동마다， 

그 날 스러져 간 젊음 같은 꽃사태가， 

맺혔던 한(限)이 터지듯 여울여울 붉었네. 

그렇듯 너희는 지고 욕처럼 남은 목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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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친 가슴 위엔 하늘이 무거운데， 

연연(戀戀)히 꿈도 설워라， 물이 드는 이 산하(山河). 

(가) 시가 이영도의 r진달래」라는 사조이고 (나) 시는 (가) 서를 시조의 

전통적인 형식에 맞게 다시 배열한 것이다.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차이는 

일단 접어두더라도 시를 대하는 학습자의 태도가 두 시에서는 달라진다. 

시를 낭독할 때， 일단 호흡부터 달라지기 때문이다. 호흡이 달라지면 시의 

느낌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별하여 작품을 보았을 때에도 다른 

인상을 받게 되는데， 시조의 형식에 익숙해 있는 학습자들에게 (나)는 시 

조임에 틀림이 없겠구나 하는 판단을 하게 한다. 시조의 형식은 학습지들 

에게 거의 지동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시조의 장르적 특성을 고 

려하면서 그 형식과 내용에 대해 이미 규범화되어 있는 틀에 의존하여 해 

석하게 된다. 물론 (가) 시 또한 전형적인 시의 형태를 띄고 았다는 사실 

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대 서정시의 보편적 특성에 준해서 형식을 

살펴볼 것이고 시조보다는 다양한 의미망을 동원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려 

할 것이다. 이처럼 시의 형식은 그 내용을 규정 짓는 하나의 인식적 틀이 

라고할수있다. 

박두진은 시적 본질과 기능이란 무엇인7에 대해 논하는 자려에서 다음 

과같이 언급한바있다. 

이것을 아주 줄여서 말하면 결국 오늘의 우리 현대시， 우리가 쓰고 있는 

오늘의 우리 한글시， 오늘의 현대시로 불리는 그러한 형태의 그러한 표현의 

시들이 정말 시인개 시의 구실을 할 수 있는가 능}는 근본적인 물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의 형식적인 요건과 시가 지니는 시적 감동의 내재적인 요건이 그 언 

어적 표현을 통해서 어떤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볼 때， 현재의 우 

리 현대시는 얼마만큼 그 안정성과 보편적인 인간성에 어필하는 내적 요소 

를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n 

7) 박두진시의 본질과 기능J，현대시의 이해와 체험J ， 신원문화사， 1잊l6，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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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진이 생각하기에 시의 형식은 일정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 

다고 본 것 같다. 이러한 형식적 안정성이 바로 규범적 형식을 낳는다. 규 

범적 형식은 이미 보편화되어 그러한 형식에 대해서는 누구나 대표적인 

시의 형식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형식이다. 즉 장르적 양식이나 패턴과 갖 

은 맥락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범적 양식이나 패턴과 같은 것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1 아니다. 패턴이 없이 행동하며 X댄의 생존과 번영을 도모하고자 하 

는 개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노력은 지극히 비경제적일 것이며 오래 

지 않아 생존의 현장에서 도태되고 말 것이다. 패턴은 생존의 자연스러운 

흔적이 역사 속에 남은 것에 불과하다. 즉 패턴은 주변 세계로서의 컨텍스 

트와 생명체의 텍스트 사이에 생긴 긴장의 형태인 것이다.씨 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시의 형식은 여러 차례의 변화와 수정을 거쳐 하나의 고정 

된 형태로 완성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고정성 또한 영구적이지 않아 언제 

든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변화의 가능성은 규범적 형식 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명확 

하게 판가름해 내기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이 둘은 단계적인 것이라기보 

다는 어느 지점에선가 중첩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 변용적 형식 습득 

규범이 패턴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과도기적 과정으로 규범의 변용이 

나 패턴의 조작과 같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형식을 변용적 형 

식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규범적인 형식 

이후에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형식이 아니라 규범적 형식과 공존하면서 진 

행되는 것이다 

그런데 규범적 형식이 습득된 이후에 변용적 형식의 습득이 기능하다는 

il) 김영민컨텍스트후 패턴으로~. 문학과지성샤 1앉)6， 82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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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보면 학습자에게는 단계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도 었다. 또 학습 

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습득시키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 즉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규범과 비규범의 차이에 관해 인식하 

면서 형식적인 변에서 규법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한 규범성에서 벗어나 

려고 하는 작품들을 접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창작주체가 규범으로 받아 

들이고 있는 틀과 자신만의 독특한 형식을 덧붙이려는 노력을 학습자가 

발견하게 되는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형식 습득 단계에서는 모방을 통한 변용이 이루어진다. 

학습자 스스로가 시 텍스트에서 일정한 규범적 형식에 항거하는 형식을 

발견하고 그것을 모방하려고 하는 단계가 변용적 형식 습득 단계인 것이 

다. 그러나 모빙이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히여 똑같은 형태의 것을 그 

대로 모빙하려고 하는 단계까지도 변용적 형식 습득 단계에 포함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예를 들어 아래 시를 살펴보자 

어제도 하룻밤 

지하철 역에 

새앙쥐 찌익찌익 울며 새웠소 

오느。 
2.，τ 

또몇 코스 

어디로갈까 

다리 밑에 내려갈까 

공원으로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가오 

말마소， 내 집도 

서울강남 

벤츠 가고 신창원 오는 곳이었다오 



여보소， 한강에 

저 붕어 

강 속엔 길이 있어 잘 가는가? 

여보소， 강속에 

저 붕어 

사거리 복판에 내가 섰소 

동서남북 갈린 길 

길이라도 

내가 자러 갈 길은 하나 없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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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는 기존의 시 형식을 모방얘 새로운 의미를 도출해 내고 있지만， 

새로운 형식을 창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형식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유형의 작품은 패러디 시라는 전체 시 형식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 

러므로 이 작품은 형식을 변용한 것이 아니라 형식을 모방하고 있는 작품 

이다. 이 작품이 패러디 시 최초의 작품이 아니라면 형식적 층위에서 볼 

때 이 작품은 변용적 시 형식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다. 

학습자의 관점에서 변용적 시 형식을 판가름하는 기준은 학습자가 그러 

한 시 형식을 이전부터 보아 왔는가 그렇지 않은가와 밀접한 관련이 았다. 

물론 모방은 새로운 형식을 창출해 내는 데 필수적인 과정 중의 하나이 

다 101 Eisner가 말한 것처럼 모방은 형식적 모방에서 나.o}가 정서적， 표현 

9) 이 시는 대구 신명여자고등학교의 김현진이라는 학습자가 김소월의 r길」을 패 

러디하여 쓴 r집」이라는 작품이다. 김소월의 「길」 전문은 다읍과 같다 

어제도 하로밤/ 나그네 집에/ 가빼 가와가확 울며 새었쇠/ 오늘은 또 몇 십 

리(十里V 어디로 갈까1/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j/ 말 마소， 내 집E 정주 팍샌定~+I郭 llJ)/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라9.J/ 여 
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 여보소， 공중에/ 저 기 

러기/ 열십재十字) 복판에 내가 섰쇠/ 갈래갈래 갈린 길/ 길이라E 내게 바이 

갈길은하나없소 

10) “모방적 양식 (mirnetic mode)은 모방을 통하여 전달하는 것， 즉 사용된 수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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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모방으로 나。}가며 그것이 하나의 관습적(인습적) ~}원으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산문시에 관해 생각해 보자. 우리 나라의 산문시는 독특한 과 

정을 겪으며 수용， 창작되었다. 예상과는 달리 자유시 창작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1910년에 이미 산문시가 번역， 소개되었다. 한국 산문시의 수용은 

자유시의 발전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유시와 함께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1910년대에 산문사가 소개되긴 하였으나 산문시 

의 창작 자체는 부진했으며 아울러 산문시에 관한 뚜렷한 장르 의식도 없 

었던 것으로 여겨진다~태서문예산보』에 보면 김억의 r믿으라」나 장두철 

의 「우리 야빠의 선물」과 같이 산문시가 아닌 작품을 산문시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았다 111 이러한 양상은 산문시가 우리 고유의 시 형 

범위 내에서 질적 세계의 특정 부분이 지니는 표면적 특정을 복제를 통하여 표 

현하는 젓을 말한다. 인류 역사를 통뼈 모방적 처리양식이 적용된 수많은 예들 

은 눈으로 보이는 세계의 기본적인 구조적 특정을 모방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상형문자와 그림문자로부터 시작해서， 보다 발전된 사진술과 감정윤으l 형태에 이 

르기까지 다양하게 찾을 수 있다 

표상형식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또 하나의 처리양식은 ‘표현석 양샤(expressive 

m(셔센.이다 여기서 ‘표현적’이란 사윤이나 사건의 표면적 특정이 아니과 그것들 

의 섬층구조닫‘ 달리 말하면 그것뜰의 표현적 특정들이 표현되는 젓을 말한다. 
(예륜 단어 우용 ，}나 그래픽 예술가가 창작해 내는 것) 이와 같은 표현적 특질을 

표상하는 치。1 정확히 예술가가 창직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창작에는 일정 

한 법칙이 없다 예술개까 하고자 하는 바는 날아오르는 비행기의 표면적 특정의 

모방이 아니라‘ 그섯의 본질석 특성， 즉 그것의 표현적 성격을 밝히는 일이다. 여 
기서도 또한 모방이 착용하지만. 그것은 관찰된 것을 단순히 모방i;}는 것이 아니 

라， 사물의 느낌에 대한 모밤이다. 01때의 표상형식은 모방적이라기보다 표현적 
으로 처리된다. 

표상형식의 세 번째 처리양식은 ‘인습적 양식 konventional mode)이다 ‘인습 

적’이란 단어의 의미는 사람들이 문화 속에서 사회화될 때 그 사회에는 어떤 인 
습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한다 붉은 신호등， 교차로 탁자， 깃발 

등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증 거의 대부분의 임의적인 어휘들은 표상형식의 인습 
적 처리양식의 보기가 된다 단어와 색깔은 모방도 아니며 표현적언 것도 아니 

다 표상형식과 지시하는 대상의 관계는 임의적인 것이다” 

Elliot W. Eisner, Co，짜t/Oη α1d Currirulum, 김대현 · 이영만 역표상형식 

의 개발과 교육과정μ 교육과학사， 1994, 95-102변， 

11) 김영철한국 산문시의 정착과정 연구J ， 한국현대문학회한국 문학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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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아니라 반역을 통해 수용된 시 형식이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식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였고1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양상을 드러내게 되었을 것이다. 오늘 

날 산문사가 여러 창작주체에 의해 실험적으로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형식이 우리의 시 형식으로 규범화되었음을 실증하는 사례라 

하겠다. 

교육 현장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중학교 교과서에서 본격적인 의미의 산 

문시가 등장한 것은 제5차 교육과정 하에서 만들어진 중학교 <국어 3-1> 

교과서에서이다. 이는 시 형식에 대한 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진의 시각이 

그만큼 고정되어 있었음을 드러내는 예이다. 

아기야， 너는 어디서 온 나그네냐? 보는 것， 듣는 것， 만 가지가 신기롭고 

이상하기만 하여 그같이 연거푸 물음을 쏟뜨리는 너는， 몇 살이지?- 네 

살? 어쩌면 네가 떠나 온 그 나라셰선 네가 집 나간 지 나흘째밖에 아닌지 

모르겠구나! 

유치환의 「아기」라는 시이다. 시의 형식상의 특정과 산문시이면서도 시 

적인 느낌을 주는 까닭이 무엇인지 학습할 목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제재 

이다. 그러나 이 사는 산문시 중에서 비교적 서정시의 규범적 형식에 가까 

운 작품이다. 길이가 짧고 행과 연으로 구분만 하고 있지 않을 뿐 시의 운 

율이 잘 느껴지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는 시의 규범적 형식을 받아들이는 이들의 시각 차이를 보 

여 준다. 1910년대의 서구 문예 사조를 일찍이 받아들였던 창작주체는 산 

문시를 곧 서정시의 변용적 형식으로 받이플였으나， 교육 현장에서는 제5 

차 교육과정이 고시된 1~뺑년 이후에야 산문시를 인식의 틀 속에 끼워 넣 

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시의 경우에는 행과 연이 구분되어 있고1 운율이 규 

칙적으로 반복되어야만 한다는 고정 관념이 작용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현 

론~. 한양출판， 1997, 57-86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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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라고 할수있다. 

그러므로 학습자에게 산문시의 존재는 기존의 서정시에 대한 변용적 형 

식으로 인식될 수 있다. 시와 산문의 관련성에 대해 많은 관섬을 가지고 

있었던 김수영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산문이란， 세계의 개진이다. 이 1갚은 사랑의 留保로서의 <노래>의 매력 

만큼 매력적인 말이다. 시에 있어서의 산문의 확대작업은 〈노래〉의 유보성 

에 대해서는 탤攻적이고 의식적이다， 우리들은 시에 있어서의 내용과 형식 

의 관계를 생각할 때，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공간적으로 상상해서， 내용이 

반 형식이 반이라는 식으로 도식화해서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노래>의 

유보성， 즉 예술성이 무의식적이고 隱性的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반이 아니 

다. 예술성의 편에서는 하나의 작품은 자기의 전부이다. 시의 본질은 이러한 

개진과 은폐의， 세계와 대지의 양극의 긴장 위에 서있는 것이다낀 

이 글에서는 시에서의 ‘산문의 확대작업’을 주징F하고 있다 김수영의 논 

조로 보아 앞에서 유치환이 썼던 형태의 산문시보다 더욱 확장된 의미에 

서의 산문시를 지향}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시대적 의미에서 산문시는 

김수영이 지향}는 바 이러한 산문시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김수영의 

작품 중에서 한 편을 살펴보자 

당신을 찾아갔다는 것은 現實을 直視하기 위하여서였다 

마침 당선은 집에 없고 당신의 아우만이 나와서 당신이 없다고 한다 

쏠山에서 언제 올라왔느냐고 헛말같이라도 물어보아야 할 것을 

나는 鉉에 맞는 새같이 可憐하게도 당신의 집을 나와버렸다 

그 아우는 물론 들어와서 쉬어가라고 微笑를 띄우면서 動하였다 

f힐Æ은 없어도 戰%를 입은 것만같은 (그렇게 그 문은 나에게는 너무나 

컸다) 

낡은 대문 사이에 매일같이 흐르는 江물이 오늘에야 비로소 꽉차있다 

설움의 탓이라고 이 새로운 現象을 輕視하면서도 

12) 김수영詩여， 침을 뱉어라J ， 앞의 책， 250-2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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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와같이 다시는 r헛소리」를 하지 않으려고 결심하면서 

자꾸 수그러져가는 눈을 들어 江과 對뿜의 찬란한 불빛을 본다 

햇불로 검은 물속을 비춰가며 고기를 잡는 배가 證言처럼 다가오고 

나는 당신의 아우에게로 뛰어가서 나의 r말」을 하지 못하는 나를 미워하 

였다” 

마음 속에 담고 있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적 화자의 소심한 내 

면을 담고 있는 이 시는 한 편의 일기를 연상하게 한다. 이처럼 산문시 중 

에는 거의 운율을 느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언뜻 보기에 시의 형식이라 

고 보기 어려운 텍스트도 많이 있다. 특히 오늘날의 시 중에는 그 형식만 

으로는 장르를 구별할 수 없는 작품이 많이 있다. 이런 시들을 대히는 학 

습자들의 반응은 어리둥절함 그 자체이다. 일기나 기행문， 평론， 희곡， 시 

나라오 형식의 시 작품은 그들에게 익숙한 시 형식이 아닌 것이다. 이는 

변용적 형식이지만， 그러한 시들을 처음 접하는 학습자에게는 전복적 형식 

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바로 이 부분에서 시 형식의 습득이 갖는 의미 

를 추정해 낼 수 있다. 아는 만큼 인지할 수 있고1 아는 만큼 생산해 낼 수 

있는 것이다. 

다. 전복적 형식 습득 

규범에 대한 인식이 가능해지고 그것을 자유자재로 변용히는 일에 익숙 

해지면， 인간은 규범을 뒤집고 싶은 욕망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욕망은 

시의 형식에도 작용하여 전복적 형식을 만들어 내려는 노력으로 이어진다. 

전복적 형식은 그러니까 규범을 벗어나 새로운 규법을 창조하는 형식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복적 형식의 미덕은 낯설음파 새로웅이다. 

그런데 그것이 전복적 형식인가 아닌가 하는 기준은 시를 창작하고 시 

를 감상하는 사람의 인식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규범의 변용과 규범 

13) 김수영말 K.M에거lJ ， r김수영 전집 I 시~， 민음사， 1981, ll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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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복 사이에 인식 문제가 가로놓여 았기 때문이다. 이는 가치 문제와 

관련되는 모든 현상에 있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다. 예를 들어 미 

학에서 “X는 좋다”라는 언명이 사용될 수 있는 범주를 S뼈며l0tt은 일곱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 언명은 ‘단순한 취미의 표시’(rære 앉미-ession of taste)로부터 

가능한것이다. 

둘째， 그 언명은 발언자 자신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취미에 관한 판 

단’Gudgern:nts on taste)으로부터 가능하다. 

셋째， 그 언명은 ‘감상적 판단’(a따ecia디ve judgern:nt)으로부터 가능하다. 

넷째， 그 언명은 ‘평까(ev떠uation)로부터 가능하다. 

다섯째， 그 언명은 ‘감정’(a따cri잃ls)으로부터 가능하다. 

여섯째， 그 언명은 ‘판결’(v'빼ictiVI않)로부터 가능하다. 

일곱째， 그 언명은 ‘등위지움’(rar뼈ng)으로부터 가능하다 141 

즉 인간의 가치 판단의 문제는 개인적인 취향이나 감정에 의해 주로 결 

정된다는 것이다. ‘평캐나 ‘판결’ ‘등위지움’이 비교적 객관적 가치 판단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또한 구체적인 상황이나 판단하는 

사람의 조건 등이 반영되어 유동적이고 불확정적이므로 객관화하기에 어 

려움이 었다. 

그러나 이런 한계가 있다고 해서 가치 판단의 문제를 여러 분야에서 완 

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다소 주관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러한 인식의 틀 

을 적용할 수쐐 없는데， 시의 형식이 변용적이냐 전복적이냐를 판단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학습자의 수준을 대략적으로 정한 다음에 그러한 수 

준에 근거해서 어느 지점에 있는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14} 정순복예술의 본질해명과 ‘좋음’(gαx!ness)의 문제 J，미학연구4 제 11집， 서 

울대학교 인문대학 미학과， J37~ 138변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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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수준에서 본다면 앞에서 언급한 일기나 기행문， 평론， 회곡， 시 

나리오 형식의 시 작품은 대부분 전복적 형식에 속히는 시 작품들이다. 

#1 앞에서 세번째 유리창에 코를 박고 

입술을 대고 비 오는 거리를 내다본다. 

#2 빨리빨리 흐르던 물살이 

화면 정지! 멈추고 

#3 물길이 양쪽으로 좌악 갈라지자 

#4 두 눈에 헤드라이트를 켠 메기들이 

삼렬로 양 방향 모두 정지! 

#5 그러자 색색 우산 쓴 금붕어들이 건너간다 

#6 아가미 밖으로 물방울 방울방울 숨 터져나오던 

저 지느러미 붉은 열대어 

#7 우체국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8 유리창 밖으로 흐르는 눈물을 닦을 수 없는 

내가， 화면 속에서 통곡하는 그대에게 

손수건조차 건넬 수 없는 내가 

#9 33번 대형 어항이 지나간 다음 

#10 물길은 닫히고 물살은 빨라진다 

#11 플라스틱 가로수 사이로 비 맞은 머리를 갈퀴처럼 세운 

신문팔이 치어가 지나가고 

#12 한쪽 발을 질질 끄을며 중풍 든 자라 한 마리 

슬로 비디오로 왼쪽 어깨가 찌그러진다 

#13 공중전화 앞에 줄 선 키싱들 

쉽없이 꼬리치면서 줄어들 줄 모른다 

#14 갑자기 높은 물결이 다가와 그 줄을 산산이 흩어버린다 

#15 수위는 점점 높아지지만 

손짓발짓 그대 목소리 들리지 않으므로 

난 조금도 무섭지 않다 두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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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쉽없이 바해면서 물 깊어지는 텔레비전 화연에 

입술을 댄 내가 거리를 내다본다 
물 넙치는 거리를13) 

처음에는 몇몇 시인에 국한히여 시도되었던 이러한 시 형식은 점차 확 

장되어 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창작주체에게는 보면적인 것으로 받아들 

여지고 있다. 전복적 시 형식이 규범적 시 형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장르상의 전복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양상으로 현대시의 새로 

운 규범적 형식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규범적 형식 속에서 작은 변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시 형식 

이 오히려 창작주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가) 세상살이의 시작이 막장이고 보니 난 어쩡 마침표를 먼저 찍은 문장 

아닌지 .막장은， 마침표는 이전의 것을 보여주는 구멍이다 .그 캄캄한 것을 

오래 들여다보면 한 세상이 보인다 이 캄캄한 공사장의 먼지， 이 무수한 마 

침표를 통해 본다 .오래된 짐승의 알처럼 둥근 마침표. 내 생의 처음이었던 

어머니， 그 마침표 .그녀의 검은 눈동자 .한 세상의 아픔이 그득히여 그녀의 

눈빛은 맑다 .파이프 메고 어두운 계단을 오르며 난간에만 빛이 웅성거렴을 

본다 .난간에 버려진 저 작은 핏조각， 깨어진 돌맹이가 결국 하나의 사상임 

을 너무 늦게 알았다 .어두운 곳이라 난간이 길이다 .난간을 걷는 나의 生 . 

언제든 죽을 수 있으므로 고개 숙이지 않으리 .무겁다 .무거운 것들이 적어 

세상은 무거워졌다 대부분 이 짐을 지지 않는다 마침표를 찍자 .여기부터 

가 시작이다 .씨 

나 5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낡은 구두에 묻은 눈 몇 송이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은 마음 속에 항시 머무는 먹장구름 

15) 김혜순新派로 가는 길 3J , r나의 우파니샤드，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4, 103~ 
104면. 

16) 이대홈마침표를 먼저 찍다J，눈물 속에는 고래가 산다"， 창작과비평사， 1997, 
10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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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예감할 수 있는 것은 더럽힌 핏줄 더럽힌 자식 

兵車는 항시 밥상을 에워싸고 떠나지 않고 꿈틀거리는 것은， 물결치는 

것은 

무거운 솜이불 아， 이 겨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안개 낀 길을 따라 무더기로 지워지는 나무들 

우리의 후회는 눈 쌓인 벌판처럼 끝없고 우리의 피로는 

죽음에 닿는 江 한 끼도 거뜸 없이 고통은 우리의 배를 

채우고 담배불로 지져도 얼음판에 비벼도 안 꺼지는 욕정 

寶石과 香料로 항문을 채우고서 아， 이 겨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잠 캔 뒤의 하품， 물 마신 뒤의 목마름 

갈수있을까 

언제는옴도 

마음도 

안아픈 나라로 

껏속에 

복숭아꽃 피고 

노래가 

마을이 되는 

나라로 

갈수있을까 

어지러움이 

맑은물 

흐르고 

흐르는 물따라 

不具의 팔다리가 

흐르는 곳으로 

갈수있을까 

죽은사람도 일어나 

따뜻한 마음 한잔 

권하는 나라로 

갈수있을까 

언제는 

도
 

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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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도 

안아픈 
나라로171 

아직은 교과서에 실리기 어려운 이러한 작품들은 현대사를 쓰는 창작주 

체들에게는 이미 보편적인 형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으 

로 시를 쓰지 않는 창작주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형식의 존재 자체를 부 

정하지는 않는다. 개 시의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장부호의 용 

법을 뒤집어서 그것을 형식적 독특함으로 내세우고 있다. 시에서 마침표를 

찍지 않는 것이 하나의 형식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마침표를 문장의 앞 

에 제시하는 방식이 또 하나의 새로운 형식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물 

론 이것은 우리 문장에 관해 연구하는 몇몇 학지들이 제안한 바 있는 문 

장부호의 용법을 시에 적용한 것이다. 우리말은 문장 끝까지 모두 읽어야 

그 문장이 어떤 문장인지 성격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1 마침표， 물음표， 느 

낌표와 같은 문장부호를 앞에 제시하면 미리 문장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 

다는 주쟁1 언어학자들에게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는 의 

미에서가 아니라 문장부호 중 마침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숙고하는 과정에서 창작주체는 이러한 형식을 시 텍스트에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바로 창작주체의 창조적 사고 과정을 통해 도출된 전복적 

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나)에서는 우리가 익히 보아 왔던 타이포그라피 시나 상형시의 형식을 

엿볼 수 있다. 활자를 적절히 배치하여 창작주체가 의도한 새로운 의미망 

을 구성해 내는 것이다. 위의 사에서는 활자들이 구불구불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의 의미 또한 그러한 흘러감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활자의 어지러운 배열을 통한 혼란과 불확정성을 

읽어낼 수 있는데， 이 또한 이 시의 의미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았다. 이 

17) 이성복다시， 정든 유곽에서」에서핑구는 돌은 언제 잠 깨는가~， 문학과지성 
샤 1980, 109-110면. 



시 형식 습득의 양상 및 논리 381 

처럼 타이포그라피 시나 상형시의 경우셰는 형식이 내용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시 텍스트에서 새로운 형식을 창출하려고 하는 시도는 창작주체 

에게 거의 생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도대체가 시인은 자기의 시를 규정하고 정리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그에 

게 눈꼽재기만한 플라스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언제나의 시의 현시점 

을 이탈하고 사는 사람이고 또 이탈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다. 어제의 시 

나 오늘의 사는 그에게는 문제가 안된다. 그의 모든 관심은 내일의 시에 있 

다 그런데 이 내일의 시는 未知다. 그런 의미에서 시인의 정신은 언제나 

미지다. 고기가 물에 들어가야지만 살 수 있듯이 시인의 미지는 시인의 바 

다다. 그가 속세에서 愚A視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 기정사실은 그의 적이 

다. 기정사실의 정리도 그의 적이다'"' 

이러한 주장은 대부분의 창작주체들에게서 제기되었다. 서정시인으로 

잘 알려진 정지용 역시 산문시나 기법을 중시하는 시들을 즐겨 썼다. 그래 

서 기법의 중요성에 관해 언급하고 있지만， 결국 기법을 잊어버리지 않으 

면 안 된다고 역설하고 었다는 점은 홍미롭다. 

시의 기법은 시학 시론 혹은 시법에 의탁하기에는 그들은 의외에 무능한 

것을 얄리라. 기법은 차라리 연습 熟通에서 얻는다. 

기법을 파악하되 체구에 올리라. 기억력이란 박약한 것이요， 손끝이란 수 

공업자에게 펼요한 것이다. 

究極에서는 기법을 망각하라. 탄회에서 f憂遊하라. 도장에 서는 劍士는 움 

지기기만 하는 것이 혹은 거저 섰는 것이 절로 기법이 되고 만다. 일일이 

기법대로 움지기는 것은 초보다. 생각하기 전에 벌써 한 대 얻어 맞는다. 運

身의 역량 앞에서 기법만으로는 초조하다. 

진부한 것이란 具足한 器具에서도 매력이 결핍된 것이다. 숙련에서 자만 

하는 시인은 마침내 맨너리스트로 7싸제작에 전환하는 꼴을 흔히 보게 된 

18) 김수영詩A의 精神은 未知J，김수영 전집 2 산문J ， 1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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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의 혈로는 항시 批身타개가 있을 뿐이다 I ~ 11 

늘 새로운 형식에 새로운 내용을 담으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창작주체 

가 지챔야 할 글쓰기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형식면에서의 전복적 

시 쓰기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새로운 운율， 새 

로운 어감， 새로운 구조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인 것이다. 현대시의 이러한 

특성과 관련뼈 시인이기도 한 한 연구자는 시를 쓰지 않으려고 시를 쓴 

다는 주장씨)을 하여 논쟁을 일으킨 적이 있다. 전복적 시 상1의 특성과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는 예이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창작주체들이 전복적 시 쓰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전복적 시 썩가 새로움의 매력을 주기 때문이 

다 창작주체들에게 자신에게 맞는 자신만의 글쓰기는 존재 이유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전복적 시 쓰기가 새로움만을 위해 쓰여진다는 것은 

아니다. 전복적 시 장1 작업을 통해 창작주체는 그 시대의 의식이나 사상， 

관념 등을 뒤집어 보려는 욕구를 충족하기도 한다 모더니즘의 사유 방식 

자체가 기존의 관념에 대한 저항이라고 한다면 전복적 시 장1는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저항 및 뒤집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랜로 학습째게 전복적 시 쓰기를 가르칠 때에는 단순히 기법만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 속에 담겨 있는 창작주체의 정신과 시대적 배경 

등을 총체적으로 습득시켜야만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복적 

19) 정지용， 「 6￥의 옹호J，정지용 전집 2 산문~， 민음샤 H뼈， 잉5변 

20) 이승훈시적인 것은 없고 시도 없다J ， 이승훈 엮음한국 현대 대표 시론.D， 

태학사， 21αXl， 219면. 

“시를 쓰려면 시를 못쓴다， 시를 쓰지 않으려고 시를 쓴다. 무슨 말인가? <시〉 

라는 시에서도 이런 생각을 밝혔지만 결본부터 말하면 내가 여기서 강조한 것은 

일반화된 시， 시라는 장르에 집착하는 시， 너무나 시 같은 시， 장르라는 일반의 

옷을 입고 행세하는 시， 말하자면 일반화되고 평준화된 시에 대한 비판이다. 이 

런 사를 쓰려면 시를 못 쓴다 따라서 이런 시를 쓰지 않으려고 시를 쓴다 아니 

좀더 근원적으로 생각하면 시라는 개념이나 제도에 대한 회의， 시와 비시의 경계 

에 대한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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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쓰기 형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4. 시 형식 습득의 논리 

학습지에게 시 형식을 습득시켜야 한다는 주장의 이론적 근거는 다음 

세 명제로집약된다. 

명제 1) 형식과 내용은 매우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명제 2) 새로운 형식이 새로운 시를 창조한다. 
명제 3) 형식을 알게 되면 창작이 보다 쉬워진다. 

이러한 논리들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명제이다. 이 중에서 명제 1은 

상식적인 내용이며 많은 창작주체와 작품을 감상하는 독자가 공감하고 있 

는 점이기도 하다. 명제 2와 명제 3은 창작주체의 글쓰기와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는 부분이면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에도 많은 시사를 주 

고있는사항들이다. 

형식의 힘은 장식이라든지 딩연한 관행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며， 극단 

적으로 불안정한 정선적 상황에서 극단적으로 추구되는 구제의 수단이다. 

시인들은 노래 속에서 비애가 용해된다는 사실을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고도로 형식화된 언어로의 변형을 통한 고통으로1 황량함으로 그 

리고 마침내는 허무주의로 넘어갔을 때， 이러한 형식들은 비록 그 완결성 

과 고착성 때문에 불안정한 내용들과 불협화를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매 

우 절박한 구제의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시 형식의 습득은 형식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 

다. 시 형식은 당대의 문화와 창작주체의 취향과 개성 등을 암묵적으로 나 

21) Hugo Fri어rich. 장희창 옮김현대시의 구조 보들레르에서 20세기까지~. 한 

길사. 1앉~. 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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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고 있기도 하다. 시 형식을 습득하는 것은 창작주체의 삶과 현실을 수 

용히는 포팔적인 작엽이다. 시 형식이 하나의 형태로 진화하듯이 인간의 

삶과 현실 또한 일정한 형태로 진화하기 때문이다.낀 그러므로 시 형식에 

대한 논의가 조작적인 기교나 기술 차원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시의 형 

식에 일종의 기교나 기술이 개입하긴 하지만 그것이 어디까지나 예술의 

범주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기원과 목적에서 볼 때， 예술의 의미는 과학이나 기술의 조작적 의미 

(o~ratio떠1 I1XXl띠ngs)와는 차원이 다르다. 예술의 의미는 외적인 수단이 

나 결과가 아니라 내적 변혁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적 변혁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예술 작품은 피상적인 것이거나 죽은 것이 되고 만 

다. 인간의 기술적인 고안들은 그 밖의 생물들이 보여 주는 유기적 활동과 

비슷한 점을 지니고 었다. 즉 꿀벌은 기술공학적 원리에 입각해서 벌집을 

만들고， 전기뱀장어는 높은 전압의 전격(電擊)을 발산해 낼 수 있으며， 박 

쥐는 인간보다 훨씬 앞서서 야간 비행을 위한 제 나름의 전파탐지기를 발 

전시켰다. 그러나 예술은 독특한 인간적 요구를 재현하며， 인간만이 가진 

아주 독특한 특성인 상정화의 능력에 기초한다. 동물과는 탈리， 인간은 눈 

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는 선호에 반응할 수 있음은 물론， 그의 환경의 일 

부， 그의 체혐의 일부， 그 자신의 일부를， 분리 가능하고 항구적인 상징적 

형식들 안에 추상하고 재현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끼 

세부적인 내용이나 체계 등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예술 작품의 형식이 

가지고 있는 항구적인 기능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시 형식의 습득은 

22) 현실의 모양은 ‘현상→패턴 ’본질’의 순차적 이전을 한 다음， 그 본질을 정점으 
로 하는 위계적 도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현상→패턴←본질’의 원환적 구조에 

가깝다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본칠의 상(相)도 움직이기만 하는 현상의 

상도 현실을 이해하는 적절한 축이 되지 못한다 본질은 패턴을 명사적 사고 방 

식 속에 고정시킨 것으로， 그리고 현상은 패턴이라는 굵은 선의 주변부를 이루는 

아우라 같은 것으로 보면 될 듯하다{김영민， 앞의 책， 1&3면 참조) 

23) Lewis Mumford‘ Art αu1 Techniα‘ 김문환 역예술과 기술~， 민음사， 1999, 

2，5 -26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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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주체나 학습자에게 시를 이해하는 장치로써 의미를 지닐 뿐 아니라， 

시의 정신을 이해하는 하나의 틀이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E. 

Cassirer는 예술 형식이란 예술가의 상상력을 통해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드러낸 것이고 그 자체의 생명력과 역동적인 구조를 갖는 것이라고 말하 

였다 24) 그는 또한 “예술의 여러 형식들은 공허한 형식이 아니다. 그것들은 

인간 경험의 조직과 구성에 있어 일정한 임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형식의 

왕국에 사는 것은 생활의 여러 7}지 문제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자체의 가장 높은 활력들 가운데 하나를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 

다. 

이처럼 시에서의 형식은 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보조적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서 충분히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시의 중요한 

자질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시 형식에 대해 논의하고 

시 형식과 관련된 것들을 학습자에게 습득시킴으로써， 학습자가 시의 총체 

적 국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한다. 이 글에서는 단지 형식을 

환기히는 수준에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앞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시의 총체적 국면이 규명되리라고 생각한다. 

24) 박일호에른스트 갓시러의 상정형식으후서 예술에 관한 연구 그의 문화철학 

과의 관계를 중심으로J，미학연구~， 제20집， 178변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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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spect and Necessity to Acquire the Forrn of 

Poe따r 

Y ou, Y oung-hee 

The fonn of JX)etry rmke JX)etrY to understand correctly. When we 

않ach JX)etry, we need to teach the fonn of JX)etrγ pnrr빼y 

πús dissertation focuses on the criticism which κæhing of JX)etry 

existed is biased on the 때ltentS of JX)etry. 50 1 caræ to tlù따 따)()ut 

the fonn of JX)etry ag머n. And what it rreans to be aJ때피어 the fonn 

of JX)etry to stt앉~t. 

To φ tlùs, 1 divi뼈 a띠띠뼈rent the fonn of αxtry into thræ parts 

in a br때 sense. It consists of ‘때uirerænt of the prescriptive fonn' 

‘ acq버rerrent of the changable form' and ‘&져uirerrent of the overthrowal 

fonn'. These thræ things are not sequential. But they have close 

따ation betw없1 thern 

The a띠버rerænt of the fonn of JX)etry is not to J，얹m of the 

knowie<형e about the fonn The 없띠rerænt of the fonn have the 

reasα1 to teach the COmpr허lensive kno때어ge including the contents 

and the fonn of JX)et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