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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시조 이해 교육의 일환으로 생산적 수용 교육의 내용을 마련하고 이에 
한 교육 방법을 구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산적 수용은 원문에 해 유연한 

관점을 가지고 학습자에 한 열린 태도를 지닐 때 인정될 수 있는 문학교육의 
역이다. 텍스트 해석을 중심으로 독자의 문제를 부수적으로 포섭하는 기존의 해석 
교육 논의는 다시 텍스트 중심으로 회귀되고 있으며 이는 독자 중심의 연구 역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를 보여준다. 
  이를 위해 문학 작품을 읽고 자신의 고유한 의미를 생산하는 수용을 ‘생산적 수
용’으로 재개념화하고, 시조의 생산적 수용이 잘 드러난 가집의 노랫말을 상으로 
생산적 수용의 양상을 분석하 다. 가집의 노랫말은 모본의 변용으로 주변화되기보
다, 독자의 적극적인 향유의 결과물이라는 수용의 관점에서 논의될 때 적극적인 교
육적 가능성을 지닌다. 
  가집에서 생산적 수용의 양상을 분석할 때에는 학습자가 문학 작품과 만나는 국
면을 ‘생산적 만남’으로 포착하고 학습자 중심의 문학교육을 설계한 발트만(G. 
Waldmann)의 논의에 따라 텍스트의 구체화, 텍스트 요소의 교체, 텍스트의 확장을 
분석틀로 삼았다. 또한 생산적 수용이 독자의 심리적 과정이라는 점에서 예술심리학
의 심리적 과정을 참고하여 관계의 연상, 관점의 정립, 태도의 형성을 각각의 수용 
양상에서 의미를 생산하는 요소로 가정하 다. 
  가집의 노랫말을 분석해 본 결과, 텍스트의 구체화 양상을 보여주는 노랫말은 모
본에서 유사성을 발견하여 이를 재현하고 화자 관점을 상세화하거나 보충하며, 모본
의 세계에 공감하고 이를 표면화하려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텍스트 요소의 교
체 양상에서는 인접 관계에 있는 시간이나 공간을 변경하고 서술 관점을 재구성하
며, 모본과 차별된 정서를 생성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를 확
장하는 양상에서는 모본의 인과 관계에서 탈피하고 모본에 나타난 상에 해 외
부의 관점을 도입하며, 모본과는 립된 정서로 전환하려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
다. 가집의 노랫말을 통해 살펴본 생산적 수용의 양상은 시조 교육에서 나아가 학습
자 중심의 문학교육을 설계하기 위한 내용과 방법을 마련하는 데에 발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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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 도출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생산적 수용 교육의 실천 방안을 논의
하기 위해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 다. 본고의 도입부에서 텍스트와 학습자의 종속 
관계를 고전문학교육의 문제로 제기한 바, 이를 위해 생산적 수용의 연구를 수행하
고 이를 시조 교육의 현장에 도입하고자 하므로 교육의 목표 역시 이와 관련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텍스트와 학습자의 지향 관계를 바탕으로 주체적인 
의미 생산 능력의 신장을 첫 번째 목표로 설정하 다. 또한 텍스트와 학습자의 활용 
관계를 바탕으로 창의적 의미 발산 능력의 신장을 두 번째 목표로 설정하 다. 
  교육 내용과 방법의 효율적 적용을 위해 교육의 상이 되는 학습자의 시조 수용 
양상을 확인하는 것 또한 선행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학습자의 시조 수용 양상에
서는 미숙련자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적 수용의 가능성으로 발굴될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방법적 측면에서 교정되어야 할 한계를 표출하기도 하 다. 그들의 시
조 읽기 경험이 자신의 삶으로 환류되어 보다 유의미한 텍스트 경험으로 자리할 수 있
도록 다음과 같이 교육적 계기를 마련해 주고 부족한 부분은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텍스트 내적 맥락에 참여함으로써 모본의 텍스트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학습자들
은 수용 소지에 한 탐색을 시도해야 하며, ‘공감과 상상의 맥락’을 구성하기 위한 
활동을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창작 맥락에 한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텍스트 
요소의 교체를 위해 창작 자원을 변환하고 ‘선택과 안의 맥락’을 구성해 보는 것
이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텍스트 외적 맥락을 활용함으로써 텍스트의 확장을 이
루기 위해 수용 계기를 도입하고 ‘발견과 전환의 맥락’을 구성해 보는 경험을 수행
하는 것이 제안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텍스트 중심의 문학교육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문학과 만나는 생산적 
수용의 장면을 포착하고 이를 교육의 국면에 적극 도입하고자 한다. 이는 원문의 온
전한 이해보다는 학습자 측면에서 가능한 감상을 설계하는 것으로, 학습자 중심 패
러다임 안에서 실천될 수 있는 구체적 교육의 실현태를 보여준다는 의의가 있다. 시
간이 지나도 교육의 중심은 ‘학습자’에게 있으며 고전문학의 가치를 제고하고 고전
문학교육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것도 ‘학습자의 문학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 주요어 : 시조 이해 교육, 생산적 수용(生産的 受容), 가집의 노랫말, 텍스트의 구체
화, 텍스트 요소의 교체, 텍스트의 확장

* 학  번 : 201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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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시간이 흐르고 공간이 달라져도 항상 그 자리에서 고유의 빛을 발하는 고전의 존
재론적 가치는, 시간이 흐르고 공간이 달라짐에도 그 자리에 그 로일 수밖에 없는 
존재론적 운명으로도 작용한다. 엇갈린 가치와 운명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가치를 발굴하여 이를 현 에도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로 마련하는 것은 현
에서 고전문학을 교육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향이었다.
  고전문학교육에서 발굴되고 있는 고전의 보편적 가치1)가 더 이상 학습자들의 교
육적 계기로 호소될 수 없음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 되었다. 고전 원문의 가치를 공
고히 하는 것은 전통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인정할 수 있으나 문학 감상의 
본령이 작품 자체의 향유에 있다고 할 때, 고전문학은 여전히 현 의 학습자에게 어
떠한 흥미와 향유의 계기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고전문학교육은 
고정된 텍스트에 하여 항상 새로운 교육 내용과 방법을 요구받게 된다. 그러나 여
전히 고전 원문이 그 자체로 신성하고 불변하는 텍스트라는 전제 하에서 가장 이상
적인 교육 방법은 정전 텍스트로서의 원문에 한 올바른 분석과 타당한 해석을 마
련하여 학습자에게 전수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이는 작품은 꼼꼼하게 읽어야 할 
상이며, 학습자는 자신의 배경지식을 총동원하여 제시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작품에 

1) 고전의 역사성과 정태성을 바탕으로 보편적 가치를 발굴해 낸 표적인 연구로 고전표현론
(김 행, 1992, 1996; 염은열, 2000)이 있다. 작품의 귀납적 연구를 통해 현  글쓰기에도 
적용될 수 있는 표현의 원리를 추출하고 이를 표현론으로 정립한 점은 내재적 발전론에 비
견될 만한 업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오히려 고전의 특수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조희정, 2011; 김성룡, 2013), 보편적 가치로 거론할 만한 자질들이 
현 문학에도 산재한다는 점에서 고전문학만의 특수한 가치를 찾는 것은 충분히 종요로운 
연구이다. 다만 고전문학교육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고전문학교육이 고전의 보편적 가
치를 강변한다든가 고전의 특수한 가치에 매몰되는 것을 경계하고 고전 원문에 한 유연
한 관점을 유지하면서 학습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교육적 가치에 보다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 김 행, ｢고전표현론을 위하여｣, 선청어문 20, 서울 학교 국어교육과, 1992; 김
행, 국어교과학의 지평, 서울 학교 출판부, 1996; 염은열, 고전문학과 표현교육론, 역
락, 2000; 조희정, 고전문학 교육 연구, 한국문화사, 2011; 김성룡, ｢한국 고전문학교육
학의 특수성과 보편성｣, 고전문학과 교육 2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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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해와 자기 성장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는 가정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
달점으로서의 작품과 그에 따른 독자의 종속 관계2)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문에 한 이러한 고정된 관점과 그에 따른 독자의 종속 관계가 
분석적․수렴적 이해 중심의 문학교육을 만들어 낸 원인이라고 진단하 다. 원문의 
가치에만 얽매여 고전문학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학습자의 이해를 고려하지 못할 때, 
고전문학교육은 여전히 메마른 고증학과 지식주의의 압도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된
다. 고전문학이 그 유구한 역사만큼이나 장구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학습자 
중심의 패러다임 안에서 원문에 해 한결 유연한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동안 고전문학교육에서 현 의 학습자에 한 강조는 여러 차례 이루어져 왔다. 
고전문학과 현  학습자 사이의 거리는 역사적 이해의 원근법이나 시공간적 거리감 
등으로 검토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현 의 학습자가 고전문학에 해 느끼는 심리적
인 거리감을 전제해야 하는 것이라면 이를 좁히는 것보다 활용해야 한다는 논의3)도 

두하 다. 고전문학과 학습자 사이의 심리적 실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학습자가 
작품을 바라보는 인식틀이라면 고전문학교육에서는 원문을 이해하는 새로운 인식의 
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의 공통점은 고전문학과 학습자 사이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
감을 고려하면서도 여전히 고전문학 텍스트는 어렵고 접근하기 힘든 텍스트임을 전
제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전제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현 의 학습자들은 1
차적으로 고전문학의 어휘에 낯설음을 느끼며, 현 어 풀이를 통해 지시적 의미를 
파악하게 되더라도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깊은 감상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고전문학 텍스트를 ‘도달 상’으로 여기는 이상, 시간이 지날수록 고전문학 
텍스트와 학습자의 거리는 멀어지게 되며 고전문학교육은 목적지에 쉽게 도달하기 
위한 방법의 안내를 마련하는 연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실제로 학습자들이 고전시가에 한 어휘와 백과사전적 지식을 모르더라
도, 텍스트의 언어를 충분히 사유하고 음미할 시간을 주는 것만으로도 학습자들은 

2) 민재원, ｢시 읽기 교육에서 독자와 작품의 관계 설정 고찰｣, 문학교육학 44, 한국문학교
육학회, 2012, 315-320면.

3) 고전문학에 한 시공간적 거리감이 고전문학과 독자의 시공간적 거리감이 아니라 작품의 
시공간과 독자가 작품을 이해하는 인식의 틀이 어긋난 데에서 오는 것이라는 새로운 통찰
을 전개한 연구를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칸트와 바흐친의 시공간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의 형식으로서의 시공간을 설정하여 이러한 시공간적 거리감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때 학습자의 능동적 전유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고정희, 고전시가 교
육의 탐구-시공간적 거리감, 전유, 정서를 중심으로, 소명출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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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의 의미를 충분히 전유하며 자신의 경험에 조회한 후, 다시 풍부한 의미를 지
닌 텍스트로 구성해 낸다는 사실4)은 교육적 난관을 타개할 수 있는 지점이 학습자
의 능동적 힘에 있음을 반증한다. 이는 작품의 측면에서 원문의 온전한 이해에 목표
를 두기보다 학습자의 측면에서 가능한 감상을 설계하는 데에 교육의 목표를 두어
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요컨  고전문학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고전문학이 지닌 높은 가치에 도달하게 
하는 것에 목표를 두기보다, 학습자의 현재적인 감상과 향유를 바탕으로 고전문학과 
소통하며 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전문학과 학습자 
사이의 거리 좁히기나 거리 활용보다 더 근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문제는 현 의 
학습자들이 고전문학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며 수용하고 향유하는지를 실
제로 확인하는 일에 있다. 학습자들의 실제적인 수용의 모습과 향유상을 진단할 수 
있을 때, 이를 바탕으로 적용 가능한 교육의 상이 그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학습자를 문학 향유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주체로 세우고, 
그들의 의미 생산 과정에 주목하기 위해 ‘생산적 수용’ 교육을 제안하고자 한다. 생
산적 수용(Productive Reception)은 본래 독일의 분베르크(G. Wunberg, 1975)의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용의 네 가지 유형 중 하나로, ‘어떤 특정한 작품에 자극
된 수용 과정을 자기의 고유한 생산으로 다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5) 이때의 
‘생산’은 창작이나 표현물을 목표로 하는 결과에 초점이 있다기보다, 작품에 한 
독자만의 의미를 생산해 내는 과정에 더 무게를 둔다. 수용을 자극하는 작품이 존재
하고 이 작품에 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의미의 생산이 일어나는 것이므로 생산

4) 고정희, 앞의 책, 2013, 227-229면.
5) ‘생산적 수용’은 독일의 분베르크(G. Wunberg)의 논문 「비평적인 텍스트의 수용 분석의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용의 네 가지 유형 중 하나이다. 이에 따르면 ‘생산적 수용’은 
특정한 작품을 읽고 이 수용 과정을 자기의 고유한 생산으로 다시 변화시키는 것으로, 주
로 종래의 문학비평에서 ‘ 향’의 관점에서 연구되었다. 비교할 만한 또 다른 유형으로 ‘분
석적 수용’은 창작 작품을 연구하고 평가한 비평가들의 글을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수용
의 유형에 한 개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수용’을 수식하는 ‘생산’과 ‘분석’의 개념어
들이 수용의 결과로서의 상태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수용의 과정을 보다 정합적으로 설명
해 주고 있으며, 나아가 수용의 상이 되는 텍스트의 성격 또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그동안의 고전문학교육은 작품 자체의 향유보다는 작품에 한 참고문
헌이나 일반적인 전문가의 해설을 확인하고 전수받는, 분석적 수용의 형태를 띠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생산적 수용과 분석적 수용의 개념에 해서는 다음을 참고. Gotthart 
Wunberg, Modell einer Rezeptionsanalyse kritischer Texte, Literatur und 
Leser-Theorien und Modelle zur Rezeption literarischer Werke, hrsg.v. Gunter Grimm, 
Stuttgart, 1975, pp.119-120;  차봉희 편저, 수용미학, 문학과 지성사, 198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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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작품에는 독자의 이해 과정이 담기게 되기 때문이다. 이해의 과정이 학습자 안
에서 그치지 않고 반응의 결과로서 글로 표현되는 것은 생산적 수용이 창작과 표현
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함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조 교육과 관련하여 이러한 독자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향유상은 가집의 노랫
말에서 발견할 수 있다. 가집은 비록 개인의 창작집은 아니지만 편찬자의 시가에 
한 인식을 바탕으로 비교적 오랜 세월을 거쳐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당  시가관을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받는다.6) 작품 선정과 재배열의 과정에서 독자의 수용 의식이 
개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집에는 문학 작품의 창작 의식보다는 향유 
의식이 풍부하게 담겨 있다는 점에서 독자에 의해 작품이 어떻게 수용되고 이해되
는지를 보여주는 유용한 연구 자료가 된다. 심지어 전사(轉寫)를 표방하는 가집에서
도 저본(底本)과 많이 달라진 노랫말을 산출하게 된 것은7) 수용자들의 능동적인 참
여가 반 되었기 때문이다.
  가집을 완성된 예술품으로 보기보다 ‘문학적, 음악적 사건의 기록’으로 보고 체제
의 엉성함을 보이는 규모가 작은 가집들마저 서로 다른 연주 개성을 갖춘 자연스러
운 향유물로 존중해야 한다는 시각8)은 시조가 그만큼 노래 가사의 변주에 열려 있는 
장르이며, 가집이 구비 시가로서의 전통을 그 로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노랫말의 변화를 담고 있는 가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 의 가
악 집단이 사 부의 중심성에 동조하든,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성을 추구하든 관계없
이, 그들만의 고유한 의미를 적극적으로 생산해 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오늘
날의 고전문학교육에서도 작품에 한 향유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짐
작하게 한다. 
  학습자가 면하는 고전의 세계를 우선적으로 존중할 때,9) 학습자들은 고전문학

6) 조해숙, 「시조에 나타난 시간 의식과 시적 자아의 관련 양상 연구」, 서울 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3면.

7) 흥비부를 전사한 악부가 표적이다. 전재진, 「19-20세기 초기 시조 문화의 교섭 양
상 연구-興比賦와 樂府(羅孫本)을 중심으로」, 성균관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8) 신경숙, ｢고전시가연구와 가집 문헌｣, 고전과 해석 18,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5, 
26-30면.

9) 학습자가 접하는 정전의 세계를 존중하고, 이를 실제 정전의 도입에서도 고려하고 있는 좋
은 사례를 독일의 아동․청소년 문학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의 초등학교에서도 청소년 
문학의 중요성은 널리 인식되고 있으며 중등학교에서도 ‘학습자 텍스트’(교육의 상이 되
는 학습자가 창작한 텍스트)는 동료인 학습자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로 호평받
고 있다. 염은열, ｢아동을 위한 설화교육의 과제｣, 문학교육학 8, 한국문학교육학회, 
2001; 최인자, ｢학습자의 발달 특성에 기반한 서사 텍스트 선정 원리 연구: 청소년 학습자
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23, 한국문학교육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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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소통하고 고전문학을 향유하며 그 소통을 줄기차게 이어나갈 수 있게 된다. 이러
한 과정을 통해서 고전문학에 한 학습자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감상 능력 역시 
향상되리라 기 할 수 있다. 작가가 현존하지 않는 상태에서 작품에 한 온전한 이
해란 그 누구도 정확하게 규명할 수 없는 문제이며, 문학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학습
자에게서 일어나는 심미적 경험과 교육적 변화이기 때문이다. 프로인드(E. Freund)
가 지적하듯이 텍스트의 정독(close reading)과 분석에 치중하는 것은 학습자의 내
적 상태를 소홀히 여기게 되는 한계를 지니며, 이러한 교육의 반복은 텍스트의 권위
적 모델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다.10)

  향유를 본질로 하는 문학 감상에 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전 원문에 해 보다 
유연한 관점과 학습자에 한 열린 태도를 지닐 때, 고전문학교육의 정체된 상황을 
타개하고 고전문학교육이 처한 운명을 발전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텍스트에 경도된 분석적 해석을 지양하고 학습자의 의미 생
산 과정에 주목하기 위해 ‘문학 작품을 읽고 학습자의 고유한 의미를 생산하는 수
용’을 ‘생산적 수용(Productive Reception)’으로 개념화하여 시조를 상으로 이의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설계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효용을 가질 것으
로 기 된다.

  첫째, 문학교육에서 수용미학의 실질적인 교수․학습 이론을 마련할 수 있다.
  둘째, 가집의 교육적 가능성을 모색하여 파생과 변용으로 주변화되었던 가집의 자

료적 가치를 제고(提高)할 수 있다.
  셋째, 시조 교육의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는 새로운 이해의 방향을 제안할 수 있다.

10) Elizabeth Freund, The return of the reader: Reader-response criticism, London 
Methuen, 1987, pp.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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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사
  
  시조의 생산적 수용 교육 연구를 위해서는 크게 세 분야의 연구사를 살필 필요가 
있다. 생산적 수용 교육이 시조 이해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그동안 누적
된 시조 이해 교육의 경향을 살펴봄으로써 시조 이해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또한 생산적 수용 교육은 수용 이론11)에 기반을 두고 교육에 도입되었으
므로, 수용 이론과 수용 교육에 한 연구들은 생산적 수용 교육이 어떠한 실천적 
지향을 가져야 하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자료인 가
집에 한 연구사를 통해 그동안의 연구들이 가집이 가지는 교육적 가치에 주목하
지 못하 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시조 이해 교육 연구사

  시조의 생산적 수용 교육 연구와 관련하여 시조 이해 교육의 연구사를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시조의 생산적 수용은 시조 이해 교육 안에서 논의될 수 있기 때문
이다. 학습자의 의미 생산 과정을 포착하고자 하는 생산적 수용 활동은 시조 자체를 
창작하거나 표현의 원리를 발견하는 데에 목표가 있다기보다, 시조 원문에 한 학습
자의 고유한 이해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시조의 생산적 수용은 1차적
으로 학습자의 자유로운 발상을 중시하는 시조 이해의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간의 시조 이해 교육에 한 연구는 시조의 내용적 자질, 형식적 자질, 교육적 
자질을 중심으로 시조에 한 이해를 심화하는 연구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시조의 
내용적 자질에 주목하는 연구는 작품 자체의 주제나 속성에 기반을 둔 것인데, 한창
훈12)의 연구는 시 별 강호시가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밝혀 강호시가가 예술로서, 역
사로서 가지는 가치에 관해 논하고 이 논의의 결과를 교육적 가치로 연결 짓고자 

11) 홀럽(Holup)은 수용미학과 수용 이론, 독자반응비평을 구분하고자 했으나 ‘미학’의 의미
가 ‘이론’과 유사하고, 독자반응비평 역시 미국의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기는 했으나 독자
의 독서 행위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수용미학이나 수용 이론과 기조가 다르지 않다. 
본고에서는 수용미학과 수용 이론을 굳이 구분하지 않으며, 독자반응비평을 포함하여 수
용자에 초점을 둔 이론의 전반을 구별 없이 원용한다. Robert C. Holup, Reception 
Theory: A Critical Introduction, London and New York, 1984, 최상규 역, 수용미
학의 이론, 예림기획, 1999, 4-7면.

12) 한창훈, 시가교육의 가치론, 월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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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의 연구는 강호시가의 가치와 역사적 원근법으로서의 읽기 방법을 포괄적으
로 다루고 있지만 내용적 가치나 방법의 일반론에 해당하여, 특별히 강호시가에 한
정된 특수한 논의가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이와 구별되는 논의로 
김현정13)은 강호시조의 내재적 가치가 공간에 있다고 보아, 공간 이해의 성격과 공
간의 역할을 바탕으로 강호시조 이해 교육을 설계하 다. 이는 작품 자체의 본질적 
가치를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의 깊이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인정되나, 
강호시조 이해에서 공간에 한 이해가 창작 동기나 작시 원리, 문화사적 이해로 그 
층위가 명확히 구분되기 어렵고, 공간의 역할이 크다고는 하지만 강호시조 이해에 
있어 작동하는 다른 부면(部面)들을 살피지 못하고 있어 강호시조 이해보다 공간의 
이해가 전면으로 부각되어 버렸다. 
  시조가 가지는 정형시로서의 형식적 특질에서 비롯된 의미구조를 바탕으로 이를 
경험하게 하는 연구14)는 경험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나, 형식적 자질에 한 이해를 
매개로 삼고 있다. 시조의 경험이 재현되는 방식을 분석하면서 시조의 3장 구조와 
의미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은 형식에 기반을 둔 내용 구성이라는 점에서 시
조의 특수성을 고려한 이해 교육에 해당한다. 경험 연구로 기획된 최홍원15)의 연구
는 신흠의 시조를 예로 들어 시조의 경험 교육에 관해 논의하고 있는데, 신흠의 시
조가 수록된 가집의 편찬 체제에 따라 동일한 시조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
가 있어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자료가 됨을 논증하 다. 가집이라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교육 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자료 설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본 연
구는 시조의 자료를 통해 의미를 경험하는 것에서 나아가 원문의 이해를 생산적으
로 확장하는 교육 설계에 이르는 것을 지향하고자 한다. 다양한 학습 자료의 제공을 
통해 작품이 하나로만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습자가 궁
극적으로 이루어 내야 할 것은 스스로 하나의 해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시조와 관련한 교육적 자질을 바탕으로 이해 교육을 구상한 연구들도 있는데, 이 
연구들의 특징은 특정한 개념을 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조가 보여주는 사고의 
구조를 성찰적 사고로 개념화하고 교육 내용으로 삼은 연구16)가 표적이며, 위계화
를 바탕으로 시조의 내용을 재배열한 연구17)도 등장하 다. 시조의 창작 배경과 후

13) 김현정, 「공간 중심의 강호시조 이해 교육 연구」, 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4) 송지언, 「시조 의미구조의 경험 교육 연구」, 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5) 최홍원, 「신흠의 시조와 경험 교육 연구」, 문학교육학 25, 한국문학교육학회, 2008.
16) 최홍원, 「시조의 성찰적 사고 교육 연구」, 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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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용 양상을 일종의 시교(詩敎)로 파악하고 문학교육적 의의를 탐구한 연구18)

도 교육적 자질을 중심으로 한 이해 교육에 해당한다. 
  이러한 시조 이해 교육은 시조의 역사성, 정태성에 주목하여 교육적 가치를 설정
하고 있는 것으로 시조 작품에 한 정확한 해석 또는 역사적 실체로서 시조에 
한 메타적 지식을 강조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학습자를 중심에 두는 교육 연구에
서는 원문에 ‘ 한’ 교육뿐만 아니라 원문을 ‘통한’ 교육이 중시되어야 하는 바, 작
품의 분석과 해석을 지양하고 동시 의 향유상을 바탕으로 원문을 생산적으로 수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조는 역사적으로 고정된 실체라기보다 지금도 변화, 생
성되고 있으며 작품에 한 이해 역시 고정되지 않고 시 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장르적 본질이기 때문이다. 생산적 수용은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시조에 한 현  학습자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고, 이해의 편협성을 극복
하여 보다 자유롭고 다양한 시조의 감상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2) 수용 교육 연구사

  수용 교육은 독자적인 교수법 차원에서 다루어지기보다 수용론이라는 이름의 문
예학적 이론으로부터 연구되었다. 주지하다시피 독일의 이저(W. Iser)와 야우스(H. 
Jauss)에 의해 시작된 수용미학은 이전 시 의 형식주의와 구조주의를 비판하고 문
학의 의미를 텍스트가 아닌 독자에게서 찾고자 하 다. 수용론은 독자의 참여를 중
시했다는 점에서 학습자가 주체인 교육 연구에서 종종 원용되어 왔으나, 이론적 조
류 이상의 실천적 지침을 제공하지는 못해 여러 측면에서 비판받기도 하 다.
  경규진19)은 학습자 중심 문학교육을 연구한 로젠블랫(L. Rosenblatt)의 논의를 번
역하여 처음으로 국내에 소개하 다. 특히 그는 ‘반응’의 개념을 명료히 함으로써 
텍스트와 독자 간에 일어나는 거래(transaction) 관계를 통해 국내의 여러 학습자 
중심 문학교육의 논의를 위한 이론적 틀을 마련하 다. 학습자 반응 연구의 선두에 
서 있다는 점에서 그의 연구는 고평받을 만하나, 반응과 향의 관계가 분명히 구분
되기 어렵고 수용을 ‘정의적 반응’으로 한정하고 말았다는 점은 아쉬움을 남겼다.

17) 고 화, 「시조 교육의 위계화 연구」, 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18) 서명희, 「시교(詩敎) 전통의 문학교육적 의의 연구-<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의 창작과 

향을 중심으로」, 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9) 경규진, ｢반응 중심 문학교육의 방법 연구｣, 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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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20)는 학습자 중심의 문학교육과 수용 이론을 본격적으로 연구하 는데, 수
용 이론의 논의를 통해 수용 구조를 구체화하고 수용의 구체화 논리를 독서 행위의 
차원과 교수․학습의 차원, 문학교육 평가의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 다. 그의 연구
는 문학교육에 본격적으로 수용 이론이 결합될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실제 학습자의 수용 텍스트보다는 수용 이론의 구체화를 위한 텍스트
의 성격이나 소통의 현실, 전략을 밝힘으로써 학습자의 수용보다는 텍스트가 가진 
수용의 성격을 논의하게 되었다. 그의 연구는 문학교육에서 수용론의 논의로만 텍스
트를 설명하고 있는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그 효용이 인정되며, 본 연구에서 실제
적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닦아 주었다.
  국내에서의 수용 교육 연구는 독자적 교육의 역을 가지기보다 특별히 학습자의 
기 와 상황이 고려되는 국면을 가정한 채 이루어졌다. 우신 21)에서는 허구 서사에 

한 학습자의 공감이 독자의 판단이 개입됨으로써 조정될 수 있는 정서 체험이라
는 점에서 ‘서사 수용’으로 그 연구 역을 설정하고 있다. 독자의 공감이 조정되는 
것이 무엇보다 텍스트의 주체적인 수용을 유도하는 것이기에 공감 교육과 관련하여 
문학을 이해하는 방식은 ‘수용’의 상황에서 가능하리라 예측할 수 있다. 김효정22)은 
보다 넓은 개념으로 공감을 상정하고 독자의 입장에서 텍스트의 의미를 창출하는 
원리로 공감을 제안하 다. 그는 공감이 ‘이해와 감상’이라는 이분법적 틀로는 포착
할 수 없는 심리적 과정이며, 정의적 역과 인지적 역을 복합적으로 파악하는 
‘문학 수용’이라는 개념틀 속에서만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상정하여 ‘수용’의 역 
안에서 공감을 논의하 다. 김서윤23)은 그동안의 문학교육에서 작품에 한 객관적
이고 보편적인 이해만을 강조해 온 경향이 있다고 보면서 학습자가 경험하는 흥미
의 양상과 원리에 주목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모색하
다. 작품보다는 수용자의 성격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소설 수용’의 역에서 논의
를 전개하 다. 이상의 논의들은 모두 ‘수용’의 역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들
이 다루고자 하는 초점이 학습자의 판단이나 기 , 성격 등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넓게 보아 수용 교육 안에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수용’의 측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일 뿐, 본격적인 수용 교육 연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수용 교육이 좀 더 본격적으로 연구될 수 있는 가능성은 해석 교육이나 비평 교

20) 이 규, 문학교육과 수용론, 이회문화사, 1998.
21) 우신 , 「서사 수용에서 공감의 조정 교육 연구」, 서울 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22) 김효정, 「문학 수용에서의 공감 교육 연구」, 서울 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23) 김서윤, 「소설 수용의 흥미 경험 교육 연구」, 서울 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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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의 관련 하에서 이들과 비되거나 수용의 특수한 지점들을 찾으려 한 연구들
에서 살펴볼 수 있다.
  윤여탁24)은 현 시 해석 교육에서 학습자들에게 주어지는 시에 한 설명이 문학 
전문가의 문학 작품에 한 기 지평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문학교육이 이러한 문학 
작품에 한 정확한 분석과 합리적인 해석을 학생들에게 정리의 형식으로 설명하고, 
학생들은 이를 암기하기에 급급하 다고 진단하 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석과 수
용을 구분하고 있는 이저의 논의를 참고하여 우리의 문학교육에서도 학습자의 다양
한 감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문학 수용의 상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적극 인정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청록파의 시 수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수
용의 관점과 편차를 실증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도 많은 시사를 주었다. 
  박인기25)의 연구는 문학 독서를 울림의 독서로 보고 텍스트의 세계가 독자에게 
받아들여지면서 독자의 삶의 세계와 조응하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의미가 재생된다
고 보았는데, 이 역시 문학교육의 수용 측면을 강조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밖에도 최홍원26)은 이조년 시조에 한 상반된 해석을 실례로 들어 이 시조의 
수용태가 시 별로 다름을 밝히고, 학습자의 감상 과정에서는 해석 못지않게 수용이 
중요함을 강조하 다. 수용의 의미역이 다양할 수 있음을 통해 독자의 능동적인 의
미 구성을 강조하고 텍스트의 수용 과정에서 이질적인 세계 경험이 제공되어야 함
을 주장하 다. 그는 시조 교육에서 기존의 해석을 뛰어넘는 새로운 수용이 독자에
게 필요한 ‘의미 있는 수용’이며 학습자의 성장에 기여한다고 보아 텍스트의 의미에
만 머무르지 않고 텍스트를 넘어서는 능동적인 ‘수용’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 다. 
  학습자의 수용 능력을 인정하고 이에 한 평가를 진행한 연구도 있는데27) 시 텍
스트의 수용 과정을 텍스트 인식 단계, 해석 단계, 평가 단계로 나누고 이 과정에 
따른 시 텍스트 수용 능력의 평가 요소를 형식적 특성의 의미화 능력, 일반화된 주
제 도출 능력, 텍스트 가치 평가 능력, 텍스트 수용 과정에 한 자기 조정 능력의 
네 가지로 나누어 평가하는 방향을 제안하 다. 
  서유경28)은 <심청전>의 이본이 창작되는 과정과 결과에서 이본의 생성이 반드시 

24) 윤여탁, 「현 시 해석과 교육의 수용적 측면에 한 연구」, 국어교육 92, 한국국어교육
연구학회, 1996. 

25) 박인기, 문학교육과정의 구조와 이론, 서울 학교 출판부, 2001.
26) 최홍원, 「해석과 수용의 거리와 접점」, 개신어문연구 35, 개신어문학회, 2012.
27) 김정희, 「시 텍스트 수용 능력 평가 연구」, 서울 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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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본을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공감’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본 창작의 결과 만들어
진 생산을 ‘자기화’에 의한 적극적 행위로 간주함으로써 ‘공감적 자기화’가 읽기와 
쓰기, 수용과 생산의 통합 교육의 표본이 될 수 있다고 하 다. 이본의 각편들을 향
유자의 적극적 개입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용미학의 입장을 견지하는 본고
의 논의와 기본적인 관점이 유사하다. 그러나 공감에 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향
유자의 공감 양상과 자기화의 방식을 모호하게 처리함으로써 ‘생산적 수용’을 명확
하게 규명해 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수용 교육이 수용미학과의 연관 아래에서 문학 교수․학습이론으로 정립되기 위해
서는 실제적으로 교육에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 이는 수용 교육이 기존의 해석 교육
이나 비평 교육과 변별된 지점을 가지면서도 이들 교육에서처럼 교육의 지침을 마
련하거나 교육 내용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수용미학과 독자반응이론의 도입으로 한국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역시 ‘학습자 중
심’의 교육과정이 표방된 바 있으나, 이는 단순히 학습자의 활동을 늘리고, 그들의 
수준에 맞는 작품을 제공하는 선에서 적용되었다. 이는 수용과 수용자를 염두에 두
고 있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수용 교육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
이다. 이론이 단순히 추세와 경향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이론을 실천화하고 이를 
직접 교육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을 거
쳐 이들의 수행 구조를 원리화한다면 이를 충분히 교육 내용으로 도입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보듯이 수용 교육은 수용 이론의 차원으로 국내에 소개되거나, 
다른 교육과의 관계 아래에서 그 일부가 조명되긴 하 으나 본격적인 교육의 역
으로 다루어지지 못하 다. 작금의 이해 교육의 국면이 수용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
고 학습자의 반응과 판단이 문학교육에서 중요한 기점이자 지표가 되는 것이라면, 
여러 연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수용 교육의 현상을 보다 예각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동안 수용에 한 사적 연구는 누적되어 왔으나, 학습자의 실천적 수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를 통해 내용과 방법을 설계하고자 하는 연구를 찾기는 쉽지 
않다. 수용 연구에서 실천적 지침을 마련하는 교육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수
용 이론은 여전히 실체를 알 수 없는 허상의 이론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

28) 서유경, ｢공감적 자기화를 통한 문학교육 연구: <심청전>의 이본 생성을 중심으로｣, 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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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집의 연구사

  본 연구에서 독자들의 문학 수용 양상을 보여주고 생산적 수용의 교육 내용을 마
련하는 상 자료는 시조의 노랫말 변용을 보여주는 가집이다. 그동안 가집의 노랫
말에 한 연구는 주로 그 변용 양상29)을 중심으로 특정 가집의 편자나 편찬 진용
의 특징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창작 상황이나 교섭 양상을 추정하는 국문학적 연
구의 방향에서 누적되어 왔다. 이는 이전 가집들과의 공출작(共出作)보다는 주로 신
출 작품들을 살피는 속에서 그 시가사적 위상을 짚어보고 가집의 특수한 국면을 찾
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방식은 가집 편찬자와 편찬 진용의 특성
을 파악함으로써 해당 가집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시조사의 한 면모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가집의 편찬 의식을 다룬 연구는 조윤제가 그 선편을 쥐고 있으며30) 심재완과 신
경숙은 시조의 문헌 연구를 통해서 시기별 가집의 특성을 밝혔다.31) 가집 사이의 
계열 관계와 예술사적 위상을 다룬 연구 역시 제출되었다.32) 김석회33)는 흥비부
와 청구 언 육당본을 상으로 청구 언 진본과의 비교를 통해 가집의 노랫말 
변용 양상을 밝혔는데, 노랫말의 주제를 통해 변용의 유형을 나누고 있다. 하나의 
가집에서 일정한 노랫말 변용의 양상이 유형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미
하나, 교육적인 관점에서 노랫말을 다시 배열해 볼 필요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가집을 음악교육에서 악곡의 차원으로 다룬 논의도 있으나34), 문학교육에
서는 크게 조명 받지 못했다. 가집이 교육적으로 조명 받지 못한 이유에는 여러 가
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동안 가집을 바라보는 관점이 원본을 정전으로 고정해 두고, 

29) 노랫말이 변용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사적으로 볼 때 곡조의 다양화가 가장 
큰 이유로 거론된다. 후 로 오면서 시조창과 가곡창 모두 곡조가 다양해지고 그에 맞는 
가사가 필요해지자 하나의 가사를 여러 곡조로 부르게 되면서 노랫말이 변용된 것이다. 
황충기, 청구 언, 푸른사상, 2006, 27-31면. 본 연구에서는 문학교육의 측면에서 노랫말
의 변용만 살피고자 한다. 

30) 조윤제, 「역  가집의 편찬 의식에 관하여」, 조선시가사강, 박문출판사, 1937.
31) 심재완, 시조의 문헌적 연구, 세종문화사, 1972; 신경숙, 19세기 가집의 전개, 계명문

화사, 1994.
32) 양희찬, 「시조집의 편찬계열 연구」, 고려 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김용찬, 18세기의 

시조 문학과 예술사적 위상, 월인, 1999.
33) 김석회, 「19세기 초중반 가집의 노랫말 변용 양상(1): 興比賦의 경우」, 한국시가연구

10, 한국시가학회, 2001; 김석회, 「19세기 초중반 가집의 노랫말 변용 양상(2): 靑丘永
言 六堂本의 경우」, 고전문학연구 24, 한국고전문학회, 2001.

34) 신혜선, 「반엽연구:19~20세기 가집을 중심으로」, 한국교원 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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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들을 이에 한 파생과 변용으로 주변화하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가집
의 공출작들은 원본에 한 모작으로서, 원본의 정전성을 저해한다는 관점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가집에 한 연구를 토 로 삼아 가집을 정태적 변용태로 
보기보다는 동태적 수용태로 보아, 그 안에 반 된 독자의 향유 양상을 살피고 수용
의 과정을 원리화하는 교육적 자료로 가집을 다루고자 한다. 이는 가집의 노랫말 변
용 양상을 실증적, 통시적으로 분석하는 데에서 나아가 실천적, 공시적으로 분석하
는 데에까지 이르러야 함을 말해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전 시기의 가집들과 공출되는 작품들을 검토함으로써 수용
의 실질을 밝히고자 한다. 신출작에 한 검토는 가집의 특수한 국면을 밝히고 해당 
가집의 시조사적 위치와 매개적 의의를 밝힐 수 있다는 이점은 있으나, 수용의 양상
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작품이 다르게 수용되어 가는 과정을 밝히는 것이 연
구의 목표를 위해 적합하기 때문이다. 공출작들의 크고 작은 변화 역시 일정한 조류
를 형성하고 있으며 시조의 향유 측면에서 보다 교육적으로 시사하는 점이 많을 것
으로 기 한다.
  김학성35)은 조선 후기 시조집의 편찬을 일별하면서 그동안 시조집에 한 연구가 
편자와 편찬 연 , 수록 작품 수와 새로운 작품 수, 편찬 과정, 체제, 내용 등 서지
적 관점의 검토에 머물 다고 보았다. 
  그는 자료 자체가 갖는 일차적 의미를 미시적 관점에서 해석해 내는 것보다 이들
을 종횡으로 연결하여 거시적으로 조망한다면 시조의 전개 양상을 역동적으로 파악
해 낼 수 있다고 하면서, 단순 독해(simple reading)의 방식이 아닌 표면적 현상의 
배면에 내재되어 있는 심층적 의미를 징후 발견적 독해(symptomic reading)의 방
식으로 진단하는 투시적 조망이 요청된다고 제안하 다. 이는 가집의 노랫말을 자료 
확인의 차원이 아닌 본격적인 향유상으로 보아,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심층적 세계
를 파악해 내는 것이 중요함을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상 자료인 가
집의 노랫말을 바라보는 관점에 많은 시사를 주었다.

35) 김학성, ｢조선 후기 시조집의 편찬과 국문시가의 동향｣, 한국 고시가의 거시적 탐구, 
집문당,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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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자료 

  생산적 수용의 수행 구조를 밝히고 이를 교육 내용으로 삼기 위해서는 생산적 수
용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선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 절에서는 연구의 자
료와 자료를 바라보는 관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 연구의 상 자료는 시조 모본과 
그 모본을 상으로 노랫말의 변용을 보여주는 가집의 변용태들이다. 18, 19세기에 
창작된 가집은 자신의 주관적 성향이나 편찬 진용의 맥락을 바탕으로 선인들의 모
본을 생산적으로 수용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에 한 분석을 바탕으로 생산적 수
용의 양상을 살펴 이를 학습자의 교육 내용으로 구안하고, 이의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가집의 노랫말을 ‘원문에 한 변용(textual change from the original)’이라고 
보았을 때 상기되는 원문의 절 적 이미지는, ‘원문에 한 수용(acceptance to 
the original)’으로 그 관점을 전환할 때 교육적 의미를 지닐 수 있게 된다. 편자들
은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의미 없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는 점에서36) 가집의 모든 
부분들은 편자들의 가악 생활의 소중한 자취로서 그들 삶의 반 체이자 적극적 수
용체로 기능하 다. 가집의 노랫말은 편자에 따라 개작되기도, 탈락되기도, 상세화
되기도 하면서 여러 방향으로 수용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가집의 노랫말에 해 수용의 관점을 취한다는 것은 가집의 텍스트를 원문에 
한 수렴된 해석이라기보다 발산적 창조로 여김을 뜻한다. 수용의 입장에서 가집을 
다루면 가집은 원문에 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한’ 텍스트라기보다 ‘다르게 그리고 
보다 풍부하게 이해한’37) 텍스트에 해당한다. 가집의 노랫말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수용태로서 학습자와 만날 때, 이질적인 세계에 한 경험은 분석의 상이 아닌, 
실천의 상이 됨으로써 가집은 교육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
로 가집의 노랫말 수용태를 분석하여 생산적 수용의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자 한다.
  가집의 노랫말 수용태를 살핀다고 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자료로는 크게 두 가지
가 있다. 교집(對校集)으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많은 분량의 가집을 통해 
변이 양상을 밝힌 심재완의 『교본 역 시조전서(校本 歷代時調全書)』가 그 첫 번째
이다. 

36) 신경숙, 앞의 책, 1994, 2면.
37) 권오현, 「독일 문학교육에서의 <행위지향> 패러다임」, 문학교육학 1, 한국문학교육학회, 

1997, 204면.



- 15 -

  1972년 편찬된 심재완의 『교본 역 시조전서』는 50여 종의 시조집과 55종의 문
집, 판본, 사본 등에 실린 3천여 편 이상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기준 작품을 바
탕으로 이와 비되는 변이 양상을 일람(一覽)하고 있어, 원본과 교되는 수용태의 
변이 양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유용하다. 그러나 작품의 분량이 방 하
여 오기(誤記)가 종종 발견된다는 점과 <병와가곡집>을 선본으로 채택한 기준이 불
분명하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
  최근 편찬된 『고시조 전(古時調大典)』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여, 한결 명
확하고 간결하게 편찬된 시조 교집이다. 교본 역 시조전서가 1970년  이래 
발굴된 자료를 포용하지 못함에 비해, 고시조 전은 현재까지 발굴된 모든 문헌의 
고시조 작품을 망라하고 있다. 고시조 전은 머리말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교본 
역 시조전서의 취지와 방법론 측면을 계승하고자 하 다. 철저한 원전 확인과 원
문의 조, 교정을 추구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시조사적 가치
를 고평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고시조 전을 자료의 중심으로 하되, 이본의 변별성을 파악하기 위해 
교본 역 시조전서를 참고하고자 한다. 『고시조 전에서도 청구 언 진본(珍本)
을 모본으로 삼고 있는 수용태들을 중심으로 생산적 수용의 양상을 살피게 될 것이
다. 청구 언 진본은 후  가집 생산의 전범(典範)으로 기능하 으며 수용의 후  
양상을 변별하기에 모범적인 원문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 다만 수용태의 경우, 특정
한 가집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하나의 가집에 한정하지 않았으
며, 선본인 청구 언 진본에 해 유의미한 노랫말의 변화를 보이는 작품들을 중
심으로 살펴보았다. 18세기 가집이 비교적 모본의 생성 맥락을 충실하게 반 하는 
데에 비해, 19세기의 가집은 악곡 중심으로 편찬됨에 따라 편찬자에 따른 수용적 굴
절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본 연구에서는 악곡에 한 고려보다 노랫말의 문학교육
적 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하므로 굳이 18세기 가집이라 하여 배제하지 않기로 하 다. 
  그러나 청구 언 진본의 580수라는 제한된 작품 수가 생산적 수용의 양상을 도
출하기에는 많지 않은 분량이며, 유의미한 변이 양상을 지니는 노랫말들로 한정할 
때 자료의 편수는 훨씬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청구 언 진본이 아니라 하더라도 
18세기 초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선본에 해 후 의 수용태를 살펴볼 
수 있는 『교본 역 시조전서를 추가로 확인하기로 한다. 다만 이 경우, 모본과 수용
태의 시간적 선후 관계가 명확한 작품들로 수용의 양상을 살펴야 논의가 흐트러지지 
않게 될 것이다. 



- 16 -

  고시조 전을 본고의 연구 자료로 삼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편찬 원칙과 수록 
지침 때문이다. 여기서는 ‘군집’과 ‘유형’을 설정하고 있는데,38) 이는 모본과 수용태
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본고에서는 ‘유형(type)’들 사이의 비교
를 통해 모본과 수용태의 생산적 수용 양상을 검토하기로 하는데, ‘유형’은 ‘형태상
으로도 친연성이 있으며 발생적 연관성도 있을 법해 보이는 관계’이므로 유형을 이
루는 작품들 간의 비교는 본고에서 분석하는 수용자의 ‘생산적 수용’의 현상을 분별
하는 양상으로 설정될 수 있다. 유형별 표 작품은 이본의 유의미한 형태이며 이들
을 선후 관계로 놓고 수용의 양상과 의미를 판별하고자 한다.
  가집은 ‘중앙의 산물’만이 아니고, 공간적으로나 계층적으로 좀 더 다층적일 수 
있는데, 본고에서 연구하는 생산적 수용은 노랫말의 풍부한 공간화와 다층적 특성을 
증명할 수 있게 되어 가집의 연구사적 가치 또한 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학습자의 시조 향유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역시 2차에 걸쳐 수합하 다. 
1차 실험을 통해서는 학습자의 생산적 수용의 일반적 경향을 확인하 고, 2차 실험
은 1차 실험에 한 분석을 바탕으로 생산적 수용 교육을 위한 지식과 경험 교육 
설계 후, 동일한 집단을 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검증, 분석하 다. 1차 실험의 
자료는 Ⅳ장 2절에서 분석되며 2차 실험의 자료는 Ⅳ장 3절에서 교육 방법의 구안
을 거친 유의미한 검증 자료로 활용된다. 

Ⅲ. 가집에 나타난 시조의 
생산적 수용의 양상

(主) 김흥규 외, 
     고시조 전(古時調大典), 고려 민족문화연구원, 2012. 
(補) 심재완, 
   교본 역 시조전서(校本 歷代時調全書), 세종문화사, 1972.

Ⅳ

2. 학습자의 시조 수용
양상

학습자의 1차 실험 자료 (2014.09-10 수합)
(서울 U고 1학년 총 243명, 서울 M고 2학년 총 174명)

3. 시조의 생산적 수용 
교육의 실제

학습자의 2차 실험 자료 (2015.03 수합)
(서울 U고 2학년 총 243명-1차의 1학년 실험 집단과 동일)

 ［표 1］ 장·절별 연구 자료

38) ‘군집’은 ‘동일 작품의 미세한 변종이라고 간주할 만한 작품들의 집합’으로, 일부 자구(字
句)가 약간 다르거나 의미상의 차이는 별로 없이 한 두 어절이 달라진 사례들을 담고 있
다. ‘유형’은 시상, 화법, 표현에 공통점이 많아서 ‘형태상으로도 뚜렷한 친연성이 있으며, 
발생적 연관성도 있을 법해 보이는 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김흥규 외, 고시조 전, 고
려 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ⅴ-ⅵ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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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자료의 수합을 위한 1차 실험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실험의 상은 서울 
소재 고등학교 두 곳을 선정하여, 각각 고등학생 1학년과 2학년을 상으로 실시하

다. U고 1학년 학생들은 2011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된 교과서로 수업을 받
고 있는 학생들이며, 실험 당시 국어 교과서39)Ⅰ권 전체와 Ⅱ권의 3단원까지 수업
을 진행한 상황이었다. 이들은 이미 1학기에 수업을 받았던 Ⅰ권 교과서 3단원 (3. 
문학과 독서에 눈뜨다.)에서 서경덕(徐敬德, 1489-1546)의 ‘음이 어린 後니~’ 시
조를 배운 바 있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서경덕의 시조를 배우면서 시조에 

한 기초적인 개념과 특성 등에 해 지도받았으며, 황진이의 시조(동짓달 기나긴 
밤을~, 청산리 벽계수야~) 또한 함께 학습하 음을 확인하 다. 학급의 구성은 남녀 
분반이었으며, 1반부터 6반까지는 남학생(139명), 7반부터 11반까지는 여학생(104
명)으로 구성되어 전체 인원으로 볼 때 남학생이 조금 더 많았다.
  M고 2학년 학생들의 경우 1학년 때에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된 국어
교과서40)上,下로 수업을 받았으며, 下권의 2단원(2. 고전과 현 가 만나는 지표)에
서 윤선도(尹善道)의 어부사시가(漁父詞詩歌)와 시조 3편(빈천을 랴고~, 청강에 
비 듯는 소~, 개를 여라믄이나 기르되~)을 학습하 다. 2학년 문학 교과서41)는 
2011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문학 교과서로, 실험 당시 이들은 아직까지 시조에 
해 학습하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학급의 구성은 남녀 혼성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비슷하 다. 

실험 학교 서울 U고 1학년 서울 M고 2학년

실험 기간 2014년 9월 25-27일 2014년 9월 27일-10월 8일

참가 학급

1학년- 11학급
(1반 22명, 2반 22명, 3반 23명, 4반 23
명, 5반 25명, 6반 24명, 7반 23명, 8반 
15명, 9반 24명, 10반 21명, 11반 21명)

2학년- 5학급
(6반 33명, 9반 38명, 10반 35명, 
13반 37명, 16반 31명)

참가 인원 1학년 총 243 명 2학년 총 174명

텍스트 부호화
 (시조번호-학년-학급-학번)
  (B-1-10-31: B시조에 응답한 1학년 10반 31번 학생의 텍스트)

 ［표 2］ 1차 실험의 기간 및 참가 대상

39) 문 진 외, 국어Ⅰ, 창비, 2013.
40) 민현식 외, 국어 上, 국어 下, 좋은책 신사고, 2010.
41) 김윤식 외, 문학, 천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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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실험에서 이들에게는 시조임이 고지된 최 한 낯선 텍스트를 제공하 다. 낯
선 텍스트는 난이도가 높은 텍스트라기보다 학습자들이 교과서에서 경험해 보지 못
한 텍스트를 의미한다. 학습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텍스트의 경우, 이미 정전화된 해
석을 전수받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학습자들의 온전한 수용에 간섭이 될 수 있으
리라고 판단하 다.
  사용된 시조는 총 5편이며,42) 학년에 관계없이 학급별로 골고루 배분하 다. 교사
에게는 실험의 취지를 설명하 으며, 문항별 시간 배분이나 문항 기술의 순서를 지
킬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당부하 다. 또한 해당 시조의 현 어 해설만 해 달라고 
부탁하 으며 그 외의 배경지식에 한 자세한 설명은 지양하도록 하 다.

시조
번호

제시된 시조
시조
번호

제시된 시조

A
가더니 이즈양여 에도 아니뵈
혈마 님이야 그덧에 이져시랴
 아수온 젼로 님의 타슬 삼노라

D
님이 가오실제 노구네흘 주고 가니
오노구 가노구 그리노구 여희노구
이 그노구 다듸모아 가마나질가 노라

B
건너셔는 손을 치고 집의셔 들나니
문닫고 드자랴 손치는데 가자랴
 몸이 둘이 되오면 여기저긔 가리라 E

말면 잡류라고 말아니면 어리다네
빈한을 남이웃고 부귀를 오니
아마도 이 하아 살을일이 어려워라

C
소경놈이 광이를 업고
외나무 다리로 막업시 건너가니
그아래 돌부쳐 안셔 박장 소 더라

［표 3］ 1차 실험 작품

  1차 실험에서 사용된 시조 5편(A,B,C,D,E)은 고시조 전과 교본 역 시조전서
에 나타난 모본과 수용태의 양상을 통해 선정되었다. 다양한 작품들 중에서 이 다섯 
편을 선정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은 다른 작품들에 비해 원본을 수용한 
가집의 수가 상당히 많으며, 둘째, 가집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노랫말들 중에서 유의
미한 변이형들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43) A시조의 경우 교본 역 시조전서(#7)44)

42) 시조 5편은 기술의 용이함을 위해 순서 로 알파벳을 부여하 다.   
43) 생산적 수용의 다양한 양상을 살피고, 유의미한 변화 지점을 확인하기 위해 두 가지 조건

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하나의 노랫말이 큰 변이 없이 많은 가집에만 수록되었을 경
우, 이는 노랫말의 향유 기간이 길고 광범위한 것으로, 고시조 전에서는 하나의 유형
으로만 나타난다. 그러나 노랫말의 유의미한 변이가 많을수록 고시조 전에서 제공하는 
유형의 수는 증가하게 된다. 이 경우 해당 유형에 따른 가집의 수는 적게 나타날 수도 있
다. 여기서는 해당 시조가 실린 가집의 전체적인 수는 물론 노랫말의 변화 유형이 다양하
게 나타나는 시조를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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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모본을 제외하고도 23개의 가집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 교집의 편찬자는 이
들 수용태 중 3개의 가집을 확실한 변이형(異)으로 표기하고 있다. 고시조 전
(#17)에서는 이 작품과 관련한 ‘유형’이 6개까지 발견되며45), 6개의 유형에 포함된 
전체 가집 수는 모본을 제외하더라도 41개에 이른다.
  B시조의 경우 교본 역 시조전서(#148)에서 16개의 가집에 수록되고 있으며, 
그 중 두 개의 가집(동국가사, 가보 김익환본)에서는 이 작품의 노랫말을 변경
하여 가번만을 달리하여 두 번에 걸쳐 싣고 있다. 같은 시기, 같은 편자에 의한 노
랫말 수록 상황에서도 가사와 곡조를 달리하여 불 음을 알 수 있다. 고시조 전
(#224)에서도 이 작품은 해당 유형이 5개나 발견되는데, 이는 노랫말의 두드러진 이
형태가 다섯 가지나 된다는 것으로 수용의 광범위함과 다양함을 증명하고 있다. 각
각의 유형에서 파악되는 가집의 수를 합하면 모본을 제외하더라도 총 28개의 가집
에 이 작품이 수록되고 있다. 
  C시조의 경우 교본 역 시조전서(#1643)에서 15개의 가집에 수록되고 있으며, 
고시조 전(#2696)에서 역시 5개의 유형이 나타나서 적지 않은 변이형들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양한 시기의 가집들에서 이 작품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해
당 원문이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창되었음을 의미한다. D와 E 역시 수록
된 가집의 수가 많고, 변이형들이 많이 나타나는 시조들로 선별하 다. 노랫말이 인
기를 얻으면 오랜 시간 향유되고 가창되어 노랫말의 분화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처럼, 이러한 수용의 양상은 고전을 접하는 현 의 학습자들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나
리라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노랫말이 다양하게 분화한다는 사실은 본고
에서 가정하고 있는 발트만의 세 가지 유형 역시 골고루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학습자들에게 제시된 실험지의 문항은 총 3문항이며46), 1번 문항은 고시조 원문
을 제시하고 이에 한 자신의 경험을 포함하여 감상을 기술하는 문항이다. 자신의 
경험이나 상상으로 시조를 수용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텍스트의 향에서 벗어
나 자신의 경험으로 시조를 수용할 때 자신만의 수용을 펼치는 지점과 그 수용의 
기준이나 방향을 파악하고자 하 다. 이 활동은 자신의 수용을 시조로 바꾸는 3번 

44) 교집에 수록된 가번을 ‘# 번호’로 표기한다.
45) 고시조 전에서 수록되고 있는 노랫말은 평균적으로 2~3개의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6개의 유형이 발견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는 뚜렷한 연관성을 지닌 노랫말들의 묶음
이 여섯 가지로 일별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한 변이형이 많은 편에 속한다.

46) 학습자들에게 제시한 실험지의 발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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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에서 생산적 수용의 유형을 확인할 때, 어떤 개인적 경험을 활용하면서 작품을 
수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다. 
  2번 문항에서는 1번에서 제시한 시조의 다양한 수용태를 제시하 다. 교본 역
시조전서에 나타나는 모본 비 이본이 뚜렷한 작품들을 활용하 다. 되도록 생산
적 수용의 세 가지 양상을 골고루 제시하 으며, 이는 학생들이 어느 하나의 유형에 
경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다. 1번의 시조와 달라진 부분이 어디인지 수용태
들에 직접 밑줄을 그어 보게 함으로써, 원문과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를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3번 문항에서는 학습자들이 직접 해당 시조를 바꾸어 작성해 보도록 
하 다. 이 활동은 한 편의 시조를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시조를 내 생각을 
개입시켜 ‘바꾸어’ 보는 데에 활동의 의도가 있음을 밝혔고, 평시조는 물론 사설시
조로도 바꿀 수 있음을 고지하 다. 학습자들은 자신의 경험에 기반하여 원문 시조
를 수용할 수도 있으며 다른 수용의 양상을 보고 향을 받을 수도 있다. 즉, 2번 
문항에서 제시한 다양한 수용태들에서 자신의 수용을 적용하거나 향을 받는 것 
또한 수용의 범주에서 포괄하여 논의할 수 있다. 문학의 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메시지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전달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기초로 하여 수신자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의미를 실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47) 다양한 수용태들이 끼
치는 향 역시 학습자마다 달리 나타날 수 있는 생산적 수용의 양상으로 볼 수 있다.
  2차 실험에서는 1차 실험 당시의 1학년 학생들만을 상으로 다시 검증 실험을 
수행하 다. 이들에게 제시한 작품은 1차 실험에서 사용된 시조 중 3편(A,B,C)이며, 
학급별로 고르게 배분하 다. 1차 실험과 달리 2차 실험에서 표본 집단을 1학년으
로 한정한 이유는 본 연구의 목적이 학습자별 수용의 수준이나 차이를 확인하기보
다는 현  학습자의 자연스러운 수용의 양상을 파악하고 생산적인 수용을 위한 교
육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교육적 설계의 효용을 보다 정 하게 판단

   

1. 다음 시조를 읽어보자. 
 1-1. 이 시조를 읽고 파악한 내용을 산문으로 풀어 써 보자.       
 1-2. 이 시조에 한 나의 감상을 자유롭게 써 보자.              
2. 이 시조를 수용하고 있는 다음의 시조들을 읽어보자. 
 2-1. 1번의 시조와 달라진 부분에 밑줄을 긋고 달라진 내용을 확인해 보자.
 2-2. 이들 중 마음에 드는 시조를 하나 고르고, 그 이유를 써 보자.
3. 나라면 이 시조를 어떻게 바꿀지 다시 써 보자.                 

47) 정재찬 외, ｢수용을 위한 문학교육｣, 문학교육개론Ⅰ, 역락, 2014, 3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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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시조의 수를 줄이고, 실험 집단의 수를 한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 다. 
  이들은 해가 바뀌어 2학년으로 진급한 상태 으며, 실험에 협조한 교사 역시 작년
에 1학년 전체 학급을 수업했던 교사로, 1차 실험 이후 특별한 시조 수업을 한 적
은 없다고 진술하 다. 즉, 1차 실험과 2차 실험 사이에 절 적인 시간이 있기는 하
지만 이 기간은 방학과 진급 등으로 특별히 시조에 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
며, 이들의 시조 이해 능력 또한 큰 향상이나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실험 학교 실험 기간 참가 학급 및 인원 제시된 시조 텍스트 부호화

서울 U고
2015년 

3월 27-31일
2학년 11학급

총 243명
학급에 따라 A, B, C의 
시조 중 한 작품 제시

(시조번호-학년
-학급-학번)

 ［표 4］ 2차 실험의 기간 및 참가 대상

  학습자들에게 제시된 실험지는 총 3단계의 활동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생산적 
수용의 유형에 따른 교육 방법으로 설정된, 지식으로서의 맥락을 활용하는 활동을 1
단계로, 경험으로서의 맥락을 구성하는 활동을 2단계로, 이에 한 응답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직접 시조를 바꾸어 쓰는 활동을 3단계로 마련하 다.48)

 

48) 생산적 수용 양상에 따른 구체적인 교육 방법과 학습 활동은 4장 3절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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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방법

  본고는 18세기와 19세기 가집을 통해 당 의 독자들이 시조를 읽고 자신만의 의
미를 생산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시조 이해의 내용과 방법으로 구안하기 위해
서 기본적으로 수용미학의 관점을 취한다. 또한 수용미학의 이론적 가능성을 실천적 
교수학습 이론으로 구안한 발트만(G. Waldmann, 1998)의 행위․생산지향 문학교수
학습 이론을 분석의 이론적 기반으로 삼고자 한다. 그는 기존의 수용미학에서 문학 
소통을 <작가-텍스트-독자>의 구도로 나누고, 이들 사이의 소통을 횡적 맥락인 ‘생
산 맥락’과 ‘수용 맥락’으로 이분하여 설명하던 것에서 벗어나, 독자의 수용 맥락을 
다양한 층위에서 활성화하 다. 
  더불어 생산적 수용의 의미 생산 과정을 분석하고자 문학 작품에 한 독자의 반
응을 설명하는 기존의 반응 중심 문학 연구 방법49)을 참고하고, 예술심리학의 심리
적 과정에 한 연구(R. Arnheim, 1966)를 분석에 도입한다. 이를 통해 언어 예술
인 문학을 받아들이는 독자의 심리적 문제를 보다 정교하게 논의할 수 있다.  
  먼저 Ⅱ장 1절에서는 이 연구의 기반이 되는 이론적 내용을 고찰한다. 원문 중심
의 분석과 해석에서 벗어난 학습자 중심의 시조 이해 양상을 ‘생산적 수용’으로 정
의하고 생산적 수용이 기존의 해석 교육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본다. 해석 위
주의 문학교육에서 수용 중심의 문학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해석 교육
에 한 논의를 검토하고 이의 한계를 밝혀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본고는 이저의 수
용미학 논의를 참고하여 해석 교육과 병립하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설정될 수 있는 
수용 교육의 역을 설정하고자 한다. 
  수용미학은 야우스의 문학사 서술에서 시작하여 이저에 의해 발전한 독자 중심의 
문학 이해를 표방하면서, 문학 소통에서 수용 주체인 독자들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
을 강조하 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수용미학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독자에 중심이 놓
인 문학교육 현상을 강조하는 개념으로만 사용되어 왔고, 독자적 이론으로 명확히 
정의되기보다는 수용 주체의 입장을 배려해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로 광범위하게 거
론되어 왔다. 이는 수용미학이 텍스트에 고정된 신비평과 러시아 형식주의를 비판하

49) Ⅱ장에서 좀 더 자세히 논의되겠지만, ‘반응’과 ‘수용’은 비슷한 의미역을 공유하고 있다. 
학습자의 반응 역시 넓은 의미의 학습자의 수용 안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고는 
반응보다 수용을 더욱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 되는 논의는 다음을 참고. 
경규진, 앞의 글,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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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나온 이념이었던 만큼, 독자에 한 강조가 핵심적인 것으로 부각된 까닭이다. 
그러나 수용미학에 한 관심에 비해 실제적으로 이를 교육에 적용하려는 시도들은 
성공하지 못했는데, 구체적인 방법론 없이 실제적인 교수학습 이론으로 적용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수용 이론이 지니고 있는 한계라 하겠다.50)

  따라서 수용의 생산적 성격의 가능성을 실제적인 ‘생산적 수용 교육’으로 자리매
김하기 위해서 수용미학을 구체적인 교수학습 현장으로 도입한 독일의 사례를 살펴
보았다. 
  1980년  독일은 수용미학의 등장에 힘입어 당시의 문학교육에서 지배적인 형태
이던 텍스트 분석과 해석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생산과 행위가 중심이 되는 패러다
임을 창안하게 되었다. 수용의 주체를 독자로 상정하면서 텍스트는 폐쇄적이지 않고 
열린 상태로서 독자의 구체화를 기다리며 모든 최종적인 의미는 거부되었다. 이러한 
교수법을 제일 먼저 창안했던 사람이 하스(G. Hass) 는데 그는 교사 중심의 교육
을 거부하면서 학습자의 자유로운 변형 행위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51) 이러한 하
스의 생각을 이어 받은 사람이 발트만으로 그는 특히 텍스트의 내용과 형식을 새롭
게 변형해서 생산해 내는 데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에게 독서는 ‘단순히 텍스트
로부터 어떤 내용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 자체가 텍스트에 어떤 것을 첨가하
는 것, 즉 독서는 그 자체로 능동적이며 생산적인 활동’이었는데, 그가 하스와 구분
되는 점은 문학교육에서 생산적 방식과 분석적 방식이 배척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
라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고 본 점이었다. 이들의 연구는 그 후 20년 이상 지속되었
으며, 현재 독일에서 초등학교에서부터 김나지움(Gymnasium)에 이르기까지 문학교
육과 교과서에서 지배적인 교수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에 따라, Ⅱ장 2절에서는 발트만에 의해 논의되었던 생산적 수용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밝히고, 각각의 수용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수
용자의 고유한 의미 생산의 요소를 밝히기 위해 반응 중심 문학교육을 참고하고, 예
술심리학의 심리적 과정에 한 연구를 도입하여 분석의 범주를 새롭게 설정하 다. 
의미 생산의 요소를 바탕으로 수용자가 의미를 생산하는 구조를 살펴보는 것은 생

50) 독자반응이론 역시 수용미학과 상황은 유사하다. 우리나라의 문학교육에 독자반응이론이 
수용된 사례를 보면 우위를 점하는 독자적 이론 체계를 엄 화하는 데서 성과를 거두었
다기보다는, 기존의 사유 방식을 전환하여 실제 독자에 한 주의를 이끄는 데서 실효를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양정실, 「우리나라 문학교육 연구에서 독자 반응 이론의 수용 현
황과 전망」, 문학교육학 38,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118면. 

51) 하스와 발트만은 둘 다 행위․생산지향의 문학교수법을 중시했지만 하스가 주로 아동․청소
년 문학을 상으로 연구했다면, 발트만은 성인 문학을 상으로 했다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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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 수용 교육의 실천을 위한 이론적 설계가 될 수 있다. 이상의 이론적 고찰은 해
석 교육과 변별되는 수용 교육의 설정을 바탕으로, 가집의 노랫말에 나타난 생산적 
수용의 양상을 분석하기 위한 틀을 제공해 주며 생산적 수용 교육의 내용 마련을 
위한 문헌적 연구 방법이 된다.  
  Ⅲ장에서는 생산적 수용의 연역적 틀에 따라 시조의 가집을 분석한다. 가집의 노
랫말을 세 가지로 나누어보고, 이들이 어떤 의미를 생산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토 로 Ⅳ장에서는 현  학습자들을 위한 생산적 수용의 교육적 실천을 
도모하고자 한다. 텍스트와 학습자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생산적 
수용 교육의 목표를 주체적 의미 생산 능력의 신장과 창의적 의미 발산 능력의 신
장으로 나누었다. 구체적인 교육의 방법을 구안하기에 앞서 2절에서는 학습자의 시
조 수용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1차 실험을 수행한다. 1차 실험에서는 생산적 수용
을 위한 특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 아니므로 학습자들이 시조를 어떻게 받아들이
고 어떤 의미를 만들어 내는지 파악하기 위한 조사와 평가의 성격을 갖는다. 
  1차 실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학습자가 시조를 수용하는 경향을 확인하고 이를 통
한 교육적 시사점과 교육적 처치가 요청되는 부분을 파악한 후, 3절에서 생산적 수
용을 위한 절차를 설계하여 학습자들에게 2차 실험을 수행한다. 학습자들에게 제공
되는 ‘지식으로서의 맥락 활용’과 ‘경험으로서의 맥락 구성’에 한 학습 활동은, 3
장의 가집 분석을 통해 마련된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된 것이다. 이를 통해 학
습자들의 시조 수용 양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교육적 효용을 검증하고자 
한다. 2차 실험은 1차 실험을 바탕으로 설계한 교육적 처치에 한 검증의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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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생산적 수용 교육의 이론적 고찰

1. 생산적 수용의 본질

  전술했듯이 생산적 수용(Productive Reception)은 수용미학에서 분류되던 수용의 
한 유형이었으나, 분베르크 이후 문예학에서나 문학교육에서 이에 해 활발한 논의
가 이루어지지는 못하 다. 본고에서는 문학교육에서 학습자의 수용에 주목하여 작
품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 내용으로 생산적 수용을 설정하고 이를 재개념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교육 내용인 해석을 바탕으로 수용의 관계를 살펴보
고, 생산적 수용의 개념을 재규정한 후, 2절에서는 생산적 수용의 유형과 의미 생산
의 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1) 해석과 수용의 관계

  여기에서는 문학교육에서 그동안 핵심적 지위를 누려왔던 해석(interpretation)과 
본고에서 제안하는 수용(reception)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의가 수용 교
육을 다루면서 이를 해석과의 관계를 통해 살피려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수
용과 해석 모두 텍스트와 독자의 관계, 둘의 사이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학교육의 
핵심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문학교육에서는 해석 교육에 관한 논의가 문
학교육의 부분을 차지하 기 때문이다. ‘텍스트의 해석’에 한 논의는 신비평과 
구조주의 문학 이론에서부터 활발하게 제기되었다. 이후 해석의 문제는 상 텍스트
에서 벗어나 해석 주체의 존재 문제52)까지 거론될 정도로 다방면에서 확장되어 왔
다. 반면, ‘텍스트의 수용’은 처음부터 독자의 역할을 내세우면서 텍스트 본질주의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듯 보 으나, 이후 실천의 면에서 여러 가지 한계를 노정하면서 
실질적 기의 없이 기표만 살아있는 개념어로 사장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문학교육의 주체인 학습자에 한 연구가 지금까지 독립된 자리를 차지하지 

52) 슐라이어마허의 성경 해석에서부터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해석학까지가 이런 해석의 역사를 
말해준다. 후기 해석학은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자기 이해’의 활동까지 해석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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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있으며 문학교육 논의에서 여전히 텍스트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기
존의 해석 교육에 한 강조만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해석의 외연을 
확장하면서 학습자 문제를 포괄하기보다 연구의 초점을 학습자에게 두고 연구의 
역을 다시 설정할 필요 또한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본고가 해석에 응하여 수용을 
제안하면서 수용 교육의 가능성을 다시 살피는 두 번째 이유이다. 이러한 필요에 따
라 본 연구는 ‘수용’ 개념의 추상성과 모호성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이를 다시 문학
교육의 중요한 이해 역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해석과 수용은 각각 이 이론을 핵심적으로 설명하는 해석학과 수용미학의 발전사
를 지니고 있다. 해석학이 비교적 많은 학제 간 연구로 그 역의 확장을 꾀한 것에 
반해, 수용미학은 해석의 일면을 조망하거나 해석의 초점을 내세울 때 거론되곤 하

다. 이들의 이러한 통시사(diachrony)는 두 개의 개념을 비교하고 그 역을 획
정(劃定)하는 데 있어 다소 불평등한 시작점을 전제해야만 함을 알려준다.53) 따라서 
이 둘의 개념을 비교할 때 공시적이고 중립적인 지점에서부터 이들의 논의를 시작
할 필요가 있다. 교육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들의 개념을 검토하는 것인 바, 해석 
개념에 하여 수용 개념을 배제적으로 서술54)하기보다는 해석 개념과 수용 개념이 
지니는 차이를 중심으로 수용 개념이 정립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문학 이해를 위한 
둘의 상승 작용에 주목하여 내용을 탐색한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석학에서 바라보는 ‘수용’과 ‘해석’, 수용미학에서 바라보는 ‘수용’과 ‘해석’을 검토
한 후, 현재 문학교육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검토한다면 문학 이해를 위한 이
들의 의미와 역이 어느 정도 자리 잡힐 수 있을 것이다.
  슐라이어마허(F. Schleiermacher)에 따르면 ‘해석’은 방법이 문제가 되는 읽기의 
기술이며, 읽기 과정의 최종 목적은 텍스트의 올바른 이해에 있다. 이에 따르면 이
해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인지 행위 전반을 포함하면서 인식적인 상태를 가리키며, 
해석은 이해를 위한 기술로 간주된다. 그러나 그는 해석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작
용과 해석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들의 해명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
다.55) 그에게 있어 기술로서의 이해는 텍스트 저자의 심리적 과정을 추체험하는 것

53) 해석학과 수용미학은 학문의 발생 시점에서도 차이가 크지만 그간의 연구 성과들을 비교
하더라도 통시사의 누적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54) 현  문예학에서 해석에 한 정의가 다양하고 포괄적이므로 해석에 한 배제적 서술은 
수용 역의 설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어 이를 경계하고자 한다.

55) Richard E. Palmer, Hermeneutics, 1969, 이한우 역,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2001, 130-1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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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정되었다. 심리적이고 직관적인 해석을 강조하는 그의 논의는 결국 ‘심리학적 
입장에서 저자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텍스트에서 의미된 바에로 가장 완
전하게 접근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어 버렸다.56)

  ‘해석’(interpretation)은 ‘설명, 번역, 풀이’ 등을 뜻하는 라틴어 ‘interpretatio’에
서 유래하 다. 이 말은 원래 ‘interpres’에서 온 것인데, ‘매개자, 리자, 중개자’ 
및 ‘통역자, 번역자’를 의미한다.57) 따라서 해석은 이해해야 할 상과 이해를 하는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행위를 의미한다. 해석은 언제나 ‘무엇에 한’ 해석이라
는 점에서 해석의 상이 필요하며,58) 이 역할을 수행하는 해석자가 함께 존재한다. 
그러므로 해석에서는 항상 상을 지향하게 되고 해석자의 존재를 고려하게 된다. 해
석은 매개하는 양쪽의 상과 그 사이의 관계를 중시하는 개념적 어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양자의 관계에서 텍스트보다 해석자 쪽에 무게 중심이 실리게 된 것은 가
다머(H. Gadamer) 이후에서부터이다. 이해의 문제를 인식의 차원에서 존재의 차원
으로 전환한 가다머는 그의 해석학에서 진정한 해석학의 과제란 이해의 방법과 절
차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의 해명임을 역설한다. 이
는 텍스트에 이미 주어져 있다는 점에서 방법이 아닌 진리이며, 해석학은 이 진리를 
밝혀내고 해명하는 것이다. 슐라이어마허와 달리 이해라는 것은 실제로 원저자보다 
더 잘 이해하는 것을 가리키지 않으며, 따라서 창조 행위의 재현에 그치지 않고 그 
자체가 창조적 활동이 되기도 한다.59) 그의 해석학은 해석의 과정에서 텍스트와 해석
자가 만들어 내는 의미뿐만 아니라 텍스트와 해석자의 관계, 해석자가 텍스트를 바라
보는 태도, 해석자의 상황이나 배경지식 등에 한 많은 질문들에 답할 수 있게 하
다는 점에서 해석학의 다양한 학문적 가능성을 높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텍스트를 읽고 의미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텍스트보다 해석자에게 달려있다는 그
의 주장은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주관적인 일이며 자신의 선지식에 근거
한다고 보는 것이다. 독자의 역할이 강조되면 해석은 단순히 이해를 위한 기술과 방
법으로 볼 수 없고, 이해의 전 과정이자 결정적 과정으로 여겨지게 된다. ‘이해는 
언제나 해석’60)이라는 관점은 해석학이 텍스트 이해의 결정적인 방법론이자 철학론

56) R.E. Palmer, 앞의 책, 1969, 이한우 역, 2001, 138면.
57) Steven Mailloux, “Interpretation”, In Critical Terms for Literary Study, Frank 

Lentricchia and Thomas MaLaughlin, Chicago Univ. Press, 1995, p.121.
58) 이인화, 「소설교육에서 해석소통의 구조와 실천에 한 연구」, 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38면.
59) H.G. Gadamer, Wahrheit und Methode, J.C.B. Mohr Verlag, 1960, 임홍배 역, 진

리와 방법 2-철학적 해석학의 기본 특징들, 문학동네, 2012, 177-1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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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부상하게 된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이처럼 존재론적 해석학의 자장 안에서는 
독자의 문제에 해당하는 수용을 해석의 과정 안에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학의 논의를 의미 발생의 기준으로 배열해 본다면, 텍스트를 ‘해석’한다
고 할 때, 텍스트의 고정된 기준에 의해 의미를 구성하는 것은 객관주의 담론에, 해석
자의 주관적인 요인이 개입하게 되는 것은 주관주의 담론에 해당한다. 또한 양방향의 
담론을 통합하기 위해 ‘학습자와 텍스트, 학습자와 교사,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의 화
와 교섭에 의한 의미 형성’61)을 핵심으로 하는 상호작용주의 담론 역시 제안된 바 있
다. 이들 세 가지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는 ‘의미의 형성’에 한 것으
로 각각 의미 형성을 위한 기준이 ‘텍스트’, ‘해석자’, ‘텍스트와 해석자 사이’로 차이
가 있다. 이해의 전 과정을 해석으로 보고 의미 발생의 준거가 다르다는 관점을 취하는 
것은 해석 개념의 외연을 확장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해석 고유의 과정에 한 논의라
기보다 텍스트와 독자 사이에 일어나는 문학 활동 전반을 해석으로 지칭하게 된다는 점
에서 어느 것도 해석이 아닌 것이 없게 되는, 해석의 허무주의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
  해석이 지니는 수단이나 방법으로서의 협의에서 벗어나서 ‘주체가 상의 의미를 
파악하고 구성하는 활동의 총체’62)로 보아야 한다거나 해석을 ‘작품의 분석과 이해
의 단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독자 자신과 관련시키는 의미화 작업’63)으로 보는 관
점 역시 이러한 해석 개념의 확장을 논의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독자의 능동적 
의미 구성을 해석으로 보고 시 교육의 방향을 정립하는 연구64)도 기존의 해석 개념
을 확장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미 교육 현장에서도 해석 텍스트 쓰기나 해석 활동 
등은 단순한 책 읽기를 넘어서는 이해와 감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텍스트와 학습
자 사이의 소통은 물론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소통 역시 문학교육의 중요한 내용으
로 다루어지고 있다.65) 
  이상에서 보듯 해석의 개념은 텍스트에 붙박힌 의미의 탐구를 떠나 텍스트를 읽는 
독자들이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해 내는 활동을 포함하며, 이로 인한 다양한 해석의 
소통을 지향하게 된 것이 문학교육에서의 해석 개념 변화의 궤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 교육 뒤에 항상 뒤따르기 마련이었던 ‘어떤 해석이 가치 있는 해

60) H.G. Gadamer, 앞의 책, 1960, 임홍배 역, 2012, 307면.
61) 양정실, 「해석 텍스트 쓰기의 서사교육 방법 연구」, 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48면.
62) 이상일, 「고전소설의 인물 이해 교육 연구」, 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35면.
63) 윤여탁, 앞의 글, 1996, 419면.
64) 김정우, 「시 해석 교육내용 연구」, 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65) 문학 읽기에 한 객관주의적 가정이 무너지면서, 문학 텍스트와 독자의 상호관계를 인정하는 것

은, 문학교육과 관련된 부분의 연구에서 상식적인 격률이 되었다. 양정실, 앞의 글, 20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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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가’에 한 물음은 해석의 중심을 다시 텍스트로 되돌려 놓았다. 다양한 해석의 소
통을 강조하면서도 해석에 한 적절성을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로 구분하고, 해석과 
텍스트가 얼마나 많은 부분 접합되어 있는가를 양적 평가로, 해석이 텍스트의 중핵을 
포착하고 있는가를 질적 평가로 규정66)한다거나, 해석의 다양성이 임의성으로 경도되지 
않기 위해 텍스트의 내용과 형식에 한 분석에 근거해야 한다67)는 주장, 해석과 텍스
트가 서로 긴 한 연관성을 지닐 때 그 해석이 적절성을 갖추었다고 하는 연구68)들은 
공통적으로 해석의 가치 기준을 여전히 텍스트의 향 아래에 놓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석을 ‘정확성, 합리성, 창의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고차원적인 정신 활
동’으로 보는 관점 역시 스스로 해석을 텍스트 우위적인 개념으로 설정함을 밝히고 
있다.69) 해석이 텍스트에 기반하고 있지만, 독자의 능동적 의미 구성을 강조하면서
도 항상 해석의 전통과 해석 공동체를 의식해야 한다는 점은 해석이 지닌 양면성이
자 아포리아(aporia)라 할 수 있다. 독자의 의미 실현을 한껏 강조하면서도 그 활동
의 결과 그것이 ‘올바른’ 해석인가에 하여 묻는 것은 결국 독자의 의미 실현 자체
에 한 회의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텍스트가 가진 내용을 과도하게 의식하고 
예술 작품에 해 무엇을 말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해
석을 하기 위해서 작품에 접근’하는 습관에 해당한다.70)

  이처럼 해석 개념이 무한히 확장되면서도, 그것이 다시 텍스트로 회귀되는 결과에 
이른 것은 의미의 확정성 경향 이론과 불확정성 경향 이론을 모두 아우르고자 하는 
현 의 비평 경향과도 관계가 있다.71) 그러나 전자가 지속적인 재구성을 통해 유동
적인 문학 현상의 확정성을 드러내 보이려 한다면, 후자는 끊임없는 해체를 통해 현

66) 이인화, 앞의 글, 2013, 38-39면. 텍스트에 한 이러한 해석의 지향은 교육의 현장에서
는 더욱 왜곡되어 나타나게 마련이다. 해석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평가의 과정에서 해
석 활동의 적절성과 타당성, 합리성 등을 텍스트의 기준을 바탕으로 판별한다는 것은 해
석 활동이 독자의 개별적 의미로 이루어진다기보다 텍스트를 기준으로 평가된다는 의미이
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 과정에서는 어떤 해석이 더 가치 있는가의 기준이 텍스트의 전
통에 따라야 하므로 해석의 가치가 해석의 일반성에 의해 결정된다.

67) 김성진, 「비평 활동 교육의 내용 연구」, 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34면.
68) 김정우, 앞의 글, 2006, 80면.
69) ‘해석’을 텍스트 우위적인 개념으로, ‘자기화’를 해석의 과정과 결과에 한 독자의 개별적 

의미화, 정신적 체화를 가리키는 말로 구분하고 있다. 이상일, 앞의 글, 2014, 35-36면.
70) Susan Sontag, Against Interpretation, The Wylie Agency(UK), 1966, 이민아 역, 

해석에 반 한다, 이후, 2002, 22면.
71) 문학 비평의 발달사는 텍스트 해석을 위한 타당한 준거를 찾아온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

다. 그 과정에서 확정성 경향과 불확정성 경향의 립․길항 관계에 따라 시 적 비평 조류
가 형성되었는데, 현 에 와서 그 양자를 모두 아우르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김창원, 
｢시 텍스트 해석 모형의 구조와 작용에 관한 연구｣, 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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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불확정성을 드러내 보이려 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결합이 그리 쉬운 문제만은 
아니다. 서로 포괄할 수 없는 역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게 됨에 따라 해석은 자연
스럽게 본래의 시작점인 텍스트로의 회귀로 귀결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문학이 
소통되는 국면을 다시 살피고 서로의 경계와 역을 유연하게 바라봄으로써 해결책
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용미학을 발전시킨 이저는 문학에서의 ‘해석’과 ‘수용’을 구분하고 해석이 ‘텍스
트의 의미를 규명해 내는 과정’이라면, 수용은 ‘상상적인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
성’으로 보았다. 기존의 연구들이 문학의 허구와 사실 사이에서 의미의 확정을 중시
한 것에 비해, 독자의 상상적인 경험을 텍스트 이해의 마지막 지평으로 놓고 ‘수용’
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논의들과 차별점을 지닌다. 그러나 그는 수용이 만들
어 내는 의미 생산의 측면을 약화시킴으로써 결국 수용을 해석의 상 안에 포함하

다72)는 점에서 ‘수용’ 개념의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는 못하 다. 
  이후 독자의 주체성과 자발성을 강조하는 독일의 행위지향 문학교수법에서는 학
습자의 수용에 보다 주목하는데, 이들은 독자의 일차적인 텍스트 체험에 주목하면서 
‘수용’을 문학 연구의 상으로 부각시켰다.73) 이들은 해석과 수용의 성격을 각각 
‘수렴’과 ‘발산’으로 구분하면서 해석은 ‘있는 것을 밝혀낸다’는 분석의 차원으로, 수
용은 ‘있는 것을 새롭게 활용한다’는 창조의 차원으로 규정한다. 해석이 통일된 심
미 규범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문학적 판단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반면, 수용은 인
지하는 자의 의식 속에서 하나의 문학 작품을 주관적으로 완성시킨다.74) 이들의 연
구는 다소 도식적이지만 해석과 수용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표를 인용하기로 한다.

   

해석의 특성
수렴 발견 상호 주관성 지침

정태적 사고 결과 범주 공적 텍스트

수용의 특성
발산 창조 주관성 자율

역동적 체험 과정 범주 사적 텍스트

 < 해석과 수용의 특성 비교75) >

72) 차봉희 편저, 앞의 책, 1985, 90-91면.
73) 권오현, 앞의 글, 1997, 203면.
74) 권오현, ｢해석과 수용 사이의 전공교수법｣, 독일문학 54, 한국독어독문학회, 1994, 337면.
75) 권오현, 앞의 글, 1997, 2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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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수용’의 측면에서 ‘더욱 더 잘 이해한다’는 것은 ‘보다 정
확하게 이해한다’는 뜻이 아니라 ‘다르게, 그리고 보다 풍부하게 이해한다’는 의미이
다.76)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해석과 수용은 독서 주체에게 작용하는 ‘상반된 두 가
지 힘’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독자의 행위중심 패러다임은 ‘수용’ 역시 문학 
연구의 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교육의 내용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수용미학과 행위지향 문학교수법에서 제기한 ‘수용’ 개념이 다소 협의의 개념이라면 
현재의 문학 교육과정에서는 보다 광의의 ‘수용’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수용’은 교육
과정에서 ‘독자가 작품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한 후 자기화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받아
들이는 것’이라는 의미로 넓게 사용된다. 이 개념에는 이해는 물론 해석도 포함된다.   

    

실제

* 다양한 갈래의 문학  
-시(시가), 소설(이야기), 극, 수필, 비평

* 다양한 매체와 문학

지식

* 문학의 본질과 속성
* 문학의 갈래
* 문학 작품의 맥락

수용과 생산

* 작품 이해와 해석
* 작품 감상
* 작품 비평과 소통
* 작품 창작

태도

* 문학의 가치와 중요성
* 문학에 한 흥미
* 문학의 생활화

<2011 교육과정 내용체계-공통교육과정-1.국어-문학>77)

  다양한 유형의 담화와 글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창의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통교육과정 ‘국어’ 교과의 목표 아래 설정된 내용체계 중에서 ‘문학’ 부분에 해
당하는 내용이다. 교육과정에서 기능 역에 해당하는 ‘이해와 감상’이 7차 교육과정에
서는 ‘이해와 표현’으로, 7차 개정 교육과정 이후에는 ‘수용과 생산’으로 변화되었다. 
2011 교육과정에서 이해와 표현이 수용과 생산으로 지칭되고 있다는 것은 많은 변
화를 암시한다. 매체의 발달로 학습자가 문학을 접하는 방법이 글의 독해에만 있지 
않고, 학습자 반응의 표현 또한 글 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양한 매체 전반과 문학 활동을 결합하는 ‘수용과 생산’은 문학 활동의 외연을 넓히
고 사회의 변화를 반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논의보다 진일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6) Manfred Frank, “Textauslegung”, In Erkenntnis der Litertur, hrsg.v. D.Harth, 
1982, p.130.

77)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 2011-361호 국어과교육과정, 20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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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교육과정의 체계 명칭은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실제적인 교육의 내용과 
긴 하게 관련된다는 점에서 수용과 생산은 좀 더 정 한 담론을 요구한다. 이해와 
표현이 지칭하던 객관적 의미의 파악과 주관적 의미의 표현이라는 표면적 분리성에
서 벗어나 ‘의미의 구성 과정’이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이들을 동시에 바라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78) 전통적인 ‘텍스트 중심 읽기’에서 벗어난, 담론에 한 구성주의 
이론은 의미와 의미 형성의 ‘역동적인 특성’을 강조한다. 이는 글을 읽는 과정의 ‘균
질성’79)을 부정하는 것이다. 
  독자가 글을 실제로 읽어 나가는 과정은 단순히 언어를 의미로 받아들이는 일방
향의 과정이 아니다. 독자는 텍스트를 읽으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텍스트를 향해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능 중심의 의사소통적 읽기, 수렴적 
사고 기능을 신장하는 읽기에서 벗어나 수정된 의미 구성 과정 모형을 제안하고 있
는 연구80)에서는 글을 읽는 동안 독자가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할 뿐 아니라 자신
의 생각이나 느낌을 간헐적으로 ‘표현’한다고 본다.
  이러한 읽기의 실제 모습은 ‘필자-텍스트-독자’의 상호 작용 양상을 다르게 하며, 
주어진 텍스트는 동일하지만 독자마다 그 읽기의 양상이 질적으로 다름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질적으로 다른 읽기 행위 속에는 독자의 창조적인 의미부여 행위가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 구성 과정의 모형은 ‘독자 중심의 질적 읽기’ 
또는 ‘발산적 사고 기능 신장을 위한 읽기’가 될 수 있다. 이는 학습자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수용 교육에서 유의미하게 참고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해석학과 수용미학, 문학 교육과정에서 확인되는 수용과 해석의 개념을 
검토해 보았다. 해석학에서는 해석의 역을 확장해 가면서 수용을 해석의 한 국면

78)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 <문학>의 내용체계는 ‘문학 활
동’이라는 범주 속에 ‘문학의 수용’과 ‘문학의 생산’을 독립된 별개의 항목으로 구성함으
로써 이들은 상호간에 관련을 맺지 못한 채 기존의 ‘이해와 표현’처럼 별개의 내용과 활
동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위에서 보듯이 수용과 
생산의 매개에 한 특별한 인식과 고려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11 교
육과정 선택과목 <문학>에서도 그 로 이어져 ‘문학의 수용과 생산’이 하나의 역으로 
설정되고 이 내용 안에 ‘문학의 비판적 수용과 창의적 생산’이 구성 요소로 자리잡았다.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 2011, 143면 참고.

79) 읽기 과정의 ‘균질성’이란 누구에게나 읽기 과정에서 ‘필자-텍스트-독자’간에 일어나는 상
호 작용의 관계 양상이 동일하며, 그 양상 속에 작용하는 기능이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다. 그래서 이 관계 양상과 기능을 잘 배우기만 한다면 누구나 고등 수준의 사고 기능을 
지니게 되는 것으로 본다. 심 택, ｢사고기술형 읽기 포트폴리오 평가의 이론과 실제｣, 
국어교육학연구 9, 국어교육학회, 1999, 28면.

80) 이삼형 외, 국어교육학과 사고, 역락, 2000, 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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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협소화하 고, 수용미학에서는 독자의 수용을 강조하 으나 가능성만을 표면화
한 채, 해석의 극단으로 도식화함으로써 독자적인 이해의 과정으로 성립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다. 또한 문학 교육과정에서는 수용과 생산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논
의함으로써 독자의 역동적 의미 구성 과정을 예각화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해석과 수용의 개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그림을 도출할 수 
있다. 해석에 기여하는 독자의 능동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수용에 반 되는 텍스트
의 향을 배제할 수 없지만 해석과 수용의 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으로써 해석 
활동과 수용 활동, 나아가 이해 활동의 중층성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해의 역
(해석과 수용의 순환)

해석(의 지향성) 수용(의 자유성)

텍스트 수렴 발산 독자
발견의 차원 창조의 차원
분석의 차원 생산의 차원
정확성 다양성
인지적 동인 상상적 동인
← 의미 발견 의미 구성 →

   

                            ［그림 1］ 해석과 수용의 관계

  이 그림은 독자가 텍스트를 만나 텍스트의 의미를 발견(규명)하기도 하고 자신만
의 의미를 구성(생성)하기도 하는 이해의 과정을 보여준다. 해석과 수용은 텍스트와 
독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해의 활동이며 이 과정에서 독자에 따라 활성화되는 
역은 다를 수 있다. 의미의 분석을 중시하는 독자라면 해석 활동이 두드러지고, 의
미의 생산을 중시하는 독자라면 수용 활동이 두드러질 것이다. 해석과 수용의 문학 
활동은 특정한 경계를 가진다기보다 독자에 따라 그 비중과 역이 결정되는 유연
한 역으로 보아야 한다. 읽기 목적이나 독자의 경험, 독자의 취향에 따라서 이해
의 과정이 보여주는 역은 달라질 수 있으며, 해석과 수용이 특정한 비례 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독자가 텍스트를 하여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과 자신만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
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으며 어느 하나만 일어날 수도 있다. 의미의 발견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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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성은 그 관계가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며 서로가 서로에게 향을 끼치고 서
로에 의해 제어되는 순환 관계에 있다. 해석의 핵심이 ‘텍스트와 연관된 의미’에 있
다면 수용의 핵심은 ‘주체와 연관된 상상’에 놓여있는 것이 다르다. 해석이 텍스트
의 의미를 결정짓는 이해의 활동이라면 수용은 텍스트의 상상적인 부분을 경험하는 
활동인 것이다. 이러한 관계에 따른다면, 해석의 목표는 결국 텍스트 의미론적 지향
이 되지만 수용의 목표는 학습자의 심미적 경험으로 정립될 수 있다.

2) 생산적 수용(Productive Reception)의 개념 

  여기서는 해석학에서 발원하고 수용미학에서 받아들인 ‘생산적 수용’의 개념과  
행위․생산지향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생산’의 개념을 검토하고 ‘수용’의 어원을 밝혀 
이를 바탕으로 ‘생산적 수용’을 새롭게 재개념화하고자 한다.
  생산적 수용의 개념과 그 성격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존재론적 해석학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생산적 수용의 개념이 수용미학에서 강조되었지만 수용
미학을 창시한 야우스는 스승인 가다머의 해석학에서 많은 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독일 해석학은 하이데거와 가다머를 거치면서 ‘올바름’에 닿으려는 이해의 일반적
인 지향에서 탈피하여 이해를 ‘생기(生起, Geschehen)’로 규정하는 새로운 철학적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다.81) 이는 기존의 텍스트 중심의 해석에서 나아가 텍스트와 
독자와의 화를 통해 이해가 일어나게 되는 변화를 말하는데, 이해가 ‘있는 것에 

한 지향’이라기보다 독자의 참여로 ‘생성될 수 있는 것’임을 시사한다. 이해 상
의 지평과 독자의 지평이 만나는 지평 융합은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그 
특징인데, 이는 이해가 완결될 수 없고 언제나 과정 중에 있게 된다는 것이며 독자
에 따라 상 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존재론적 해석학에서의 ‘이해’라는 
것은 텍스트와 무관할 수는 없지만, 언제나 ‘생산적 행위’(ein produktives 
Verhalten)82)가 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81) 정신과학에서 추구하는 진리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는 이해가 특정한 원리로부터의 구성이 
아닌, 먼 곳으로부터 연유하는 어떤 생기의 지속적 형성이라는 점을 의식해야 한다. H.G. 
Gadamer, Wahrheit und Methode, J.C.B. Mohr Verlag, 1960, 이길우 외 역, 진리와 
방법 1-철학적 해석학의 기본 특징들, 문학동네, 2012, 13면.

82) 가다머는 이해는 재생산 과정이 아니라 언제나 생산적 행위라고 하면서, ‘이해는 실제로 더 
나은 이해가 아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다르게 이해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하 다. H.G. 
Gadamer, 앞의 책, 1960, 임홍배 역, 2012, 1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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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머가 말하는 생산적 행위로서의 이해는 이해들의 비교 우위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이해와 구별되는 새로운 이해를 의미하는데, 이는 이해를 결정하
는 것이 텍스트의 내용이 아니라 개별 독자임을 짐작하게 한다. 따라서 생산적 수용
은 ‘텍스트의 무엇을 볼 것인가?’가 아니라 ‘문학 작품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문제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은 문학 작품을 기점으로 이루어
지지만 ‘어떻게’라는 독자의 활동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다.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한 문학 이론과 ‘문학 작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한 비평 이론이 문예학
에 관한 양  산맥을 이루었다면, 이해의 주체인 독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비
평 이론이 수용 교육과 긴 하게 연결될 수 있음 역시 여기서 짐작된다.
  앞서 살핀 바 있듯이, ‘생산적 수용’은 분베르크의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네 가
지 유형 중 하나이다. 그는 수용의 유형을 단순한 수용, 생산적 수용, 분석적 수용, 
분석․생산적 수용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중 ‘생산적 수용’은 ‘어떤 특정한 
작품에 자극된 수용 현상으로 수용 과정을 자기 고유한 생산으로 다시 변화시키는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수용의 결과로 탄생하는 것은 창작 작품으로, 종래의 문학 
비평에서는 주로 ‘ 향력 연구’라는 제목으로 연구되었다.83) 
  그의 개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자극이 되는 ‘특정한 작품’의 향이 또 다른 ‘창
작’을 가능하게 한다는 관점이다. 즉 수용을 수식하고 있는 ‘생산’은 수용의 결과로
서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또한 이때의 생산이란 글로 된 작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연극이나 음악 등 다른 장르로의 변환 역시 넓은 의미의 생산에 포함될 수 
있다. 실제로 20세기 이후 다양한 매체의 출현으로 넓은 범위에서 장르 간의 생산
적 수용이 빈번해졌다. 
  분석적 수용이란 ‘창작 작품을 연구하고 평가한 여러 비평가들의 글을 수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것은 주로 학문 분야에서 일어나는 수용으로 이러한 수용의 결
과로 생겨나는 것은 논란적인 텍스트이다. 이는 수용의 과정에서 텍스트에 한 비
판과 분석이 가해지며, 수용이 창작으로 이어진다기보다 여전히 텍스트를 중심으로 
머물러 있다. 또한 문학 작품에 한 수용이라기보다 작품에 한 메타 비평의 글을 
수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문학을 수용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84) 

83) 차봉희 편저, 앞의 책, 1985, 30면.
84) 이외에도 ‘단순한 수용’은 개인적으로 책을 읽고 감상하는 독자처럼 문학 작품을 읽더라

도 일기나 화 등에서 작품에 한 언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분석․
생산적 수용’은 문학 작품을 일단 수용하고 이후에 분석을 수행한다. 그러나 분석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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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미학의 실천적 지향을 연구한 독일의 문학교육 연구자들은 학생과 문학 작품
이 만나는 과정이 ‘생산’의 성격을 띠어야 한다고 보면서 교사 중심의 ‘분석적 해석’
을 경계하 다. 열린 독서교육을 옹호했던 하스85)는 교사 중심의 문학교육에 반 하
면서 텍스트는 자율적 존재로서 항상 독자와의 연관 속에 존재하며, 문학교육의 목
적은 독자가 텍스트에 한 지식을 인식하는 것보다, 독자가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 
텍스트를 자유롭게 변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기존의 분석이나 해석의 
관점을 지양하면서 생산적 행위를 독서교육의 목표로 삼았던 그의 견해는, 분석의 
관점과 상반되는 생산의 개념을 드러내고 있다.
  핑어후트(K. Fingerhut)86)는 창조적인 텍스트와의 만남을 분석적 만남의 반 로 
보는 하스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며, 창조적으로 텍스트를 만나는 방식은 분석적 
이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의 분석이 선행하고 이를 토 로 생산적 과정
이 전개되는 것으로 여겼다. ‘텍스트의 창조적 작업은 언제나 분석적 작업을 전제로 
한다.’라는 그의 말에서 보듯, 이해의 본질은 인지적 차원에 있고 생산은 이에 따른 
부차적 현상으로 간주된다. 
  이에 해 발트만은 문학교육에서 생산적 방식과 분석적 방식이 배척 관계에 있
는 것이 아니며 보완 관계에 있다고 본다. 생산은 분석의 단순한 확장이나 응용이 
아니며, 분석 신에 투입될 수 있는 하나의 다른 이해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 것
이다. 그에 따르면 문학을 이해하는 데에는 인지적 동인과 더불어 상상적 동인이, 
소비적 동인과 더불어 생산적 동인이 함께 작용한다. 이렇게 구분한다면 인지적 이
해 방식은 ‘해석’이나 ‘분석’으로, 상상적 이해 방식은 ‘수용’이나 ‘생산’으로 이해하
는 것이 가능하다. 분석적 이해는 인지적 토  위에서 주어진 사실을 있는 그 로 
파악하는 반면에, 생산적 수용은 이해하는 자의 주관적 참여를 허용하면서 보다 유
연성을 지닌다. 그가 제안한 ‘생산 지향’ 문학 수업은 메시지 분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문학과 독자의 만남 자체를 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분석-생
산’의 이분법적 관점과 차이가 있다.87)

  요컨  이들의 ‘생산’ 개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1차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학문적인 수용과는 구별되며 그런 의미에서 설명적인 텍스트와 같
은 자신만의 텍스트를 생산하기도 한다. 

85) 김정용, 독일 아동․청소년 문학과 문학교육,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1, 179면.
86) Karlheinz Fingerhut, Kann Handlungsorientierung ein Paradigma der Literaturdidaktik 

sein?, In Diskussion Deutsch, 1988, p.98.
87) 분석과 생산의 관계에 한 핑어후트와 발트만의 견해는 권오현, ｢이해의 생산성과 문학교육｣, 

국어교과교육연구 2, 국어교과교육학회, 2001, 2-4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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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적인 개념보다는 주체의 적극성이 개입되는 수용의 성격을 ‘생산’으로 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생산의 성격은 분석과 해석을 배제하기보다 포괄하게 되며 
이들과의 상생을 추구하게 된다. 
  ‘수용’의 개념을 어원적으로 고찰하자면 ‘수용하다(receive)’라는 단어는 ‘되돌린, 
다시, 새로운(re-)’의 접두사와 ‘받아들임(ceive)’의 어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ceive’는 ‘잡다, 가지다, 취하다(take, seize)’의 의미를 지니는 어근으로, 단순히 수
동적인 ‘받아들임’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88) 이는 ‘receive’가 목적어를 취하는 타
동사로 쓰인다는 점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receive’라는 단어는 1차
적으로 ‘re’라는 접두사의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ceive’라는 어간의 의미를 통해서 
수용 주체의 능동성을 함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생산적 수용’에서 ‘생산(生産)’은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 내는 창작의 개념은 
아니며89), 학습자의 능동성을 바탕으로 하는 수용의 과정과 성격으로서 강조되어야 
한다.90) 즉 생산적 수용은 수용의 생산적 속성을 강조하며, 이해를 수행하는 독자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강조한 개념이다. 이는 분베르크의 정의에서 살펴보았던, 수용의 
과정이 창작으로 이어진다는 관점과 상반되는 것이라기보다 수용의 과정에서 발견
되는 생산의 속성을 더욱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개념화한 것이다.
  지금까지 해석학에서 발원하고 수용미학에서 받아들인 ‘생산적 수용’의 개념과 
‘수용’의 어원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에서 논의하려는 ‘생산적 수용’을 
다음과 같이 재개념화하고자 한다.
  ‘생산적 수용(生産的 受容)’이란, ‘문학 작품을 읽고 자신의 고유한 의미를 생산하
는 수용’으로, 이때의 생산은 수용과 반 되거나 수용의 결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기보다 수용의 과정과 성격을 의미한다.

88) 이는 ‘ceive’를 어근으로 하고 있는 동사 ‘conceive(상상하다)’, ‘deceive(속이다)’, ‘perceive
(지각하다)’ 등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있다. 

89) 교육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용과 생산’은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의 예에 속한다. 수용
은 ‘읽고 이해’하는 것이라면 생산은 ‘읽고 표현’하는 것으로, 이때의 수용과 생산은 ‘이
해와 표현’에 다름 아니다. 자칫 기능적으로 비춰질 것을 염려하여 특히 문학교육에서 
‘수용과 생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사실 이 두 단어는 반 의 개념으로 쓰일 수 없으며 
그 층위 또한 엄연히 다르다. ‘수용적 생산’과 ‘생산적 수용’이 가능한 것만 보아도 두 단
어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90) 이는 ‘생산적 수용’에서 사용되는 ‘적(的)’의 의미를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적(的)’의 
의미는 보통 ‘-의 의미(성질)를 지님’, ‘-와 유사하다’, ‘-의 상태로 되다’의 세 가지로 논
의되는데, 첫 번째 의미가 가장 기본적이고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임유종, 「的의 통사와 
의미 특성」, 동아시아 문화연구 25, 한양 학교 한국학연구소, 1994, 2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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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이해의 인식틀은 기존의 분석적, 해석적 이해가 가지는 배타성을 극복하고 
독자의 의미 구성에 한 생산의 성격을 회복함으로써 학습자 수용의 능동성을 지
향하는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생산적 수용은 문학 작품에 한 독자적인 이해
로서, 작품 내부의 해석 역시 포섭할 수 있다. 해석은 생산적 수용의 전제가 될 수 
있으며 다양한 해석은 생산적 수용의 기점이 되기도 한다. 
  해석이 아닌 수용의 관점을 취하는 것이 모든 독자가 생산해 낸 모든 의미가 옳
다는 무정부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분석과 해석의 관점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지만 그 의미의 역동적인 구현을 실천할 수는 없으므로, 학습자의 능동
적 의미 구성을 보장하는 수용의 힘에 주목함으로써 이해의 양상을 새롭게 수립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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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적 수용의 유형과 의미 생산의 구조

  이 절에서는 3장의 가집과 4장의 학습자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기 
위해 생산적 수용의 유형과 의미 생산의 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생산적 수용은 수용
자의 독자적인 의미 생산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의미 생산에 관여하는 요소에 해 
먼저 고찰한 후 의미 생산의 구조를 파악해 볼 것이다. 

1) 생산적 수용의 유형 

  본고에서는 생산적 수용의 양상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발트만(G. 
Waldmann)의 행위․생산지향 문학교수법(Handlungs-und Produktionsorientierter 
Literaturunterricht, HPL, 1984, 1992, 1994, 1998)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교수
법은 1960년  독일의 정전 비판을 필두로 1970년 의 수용미학의 등장에 힘입어 
부상한 교수․학습 이론이다. 문학교육에서 지배적이었던 기존의 텍스트 해석과 분석
에 한 척점으로 1980년 에 등장하 는데,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원문 텍스트
를 다시 고쳐 쓰거나 텍스트의 장면을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 구체화해 보는 등 다
른 매체로 변형시키면서 직접적, 생산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 다.91) 이 이론
은 아동․청소년 문학의 기반 이론이 되어주고 있으며, 현재 독일에서 가장 광범위한 
교수․학습 이론으로 자리잡고 있다.
  발트만은 자신의 이론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저서인 『교실에서 문학과의 생산적 
만남(Produktiver Umgang mit Literatur im Unterricht)』(1998)에서, 문학과 학
생의 생산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산적 이해’로 보고, 이 과정을 다섯 단계로 나
누었다.92) 그가 제시한 다섯 단계는 전(前)단계에서 시작하여 제 1단계를 거쳐 제 4단
계에서 완결되는데, 각 단계의 성격과 교육적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전(前) 단계’로서 문학 텍스트에 유희적으로 입문하는 단계(Mögliche 

91) 김정용, 앞의 책, 2011, 178면.
92) Günter Waldmann, Produktiver Umgang mit Literatur im Unterricht, Baltmannsweiler, 

1998, pp.28-42. 그가 제시한 다섯 단계의 특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 단계 문학 텍스트로의 유희적 입문 2단계 문학텍스트의 구체적, 주체적 수용
3단계 문학 텍스트의 텍스트적 작업

1단계 문학 텍스트의 단순한 읽기 4단계 텍스트를 벗어난 문학 텍스트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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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rphase: Spielhafte Einstimmung in literarische Texte)이다. 이 단계는 읽기 
전(pre-reading)의 단계로, 독서가 시작되기 전에 학습자가 활발한 기 지평을 갖
도록 유도하는 단계이다. 여기서는 학습자의 일차적인 호기심을 증가시켜 그가 능동
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사전 작업을 한다. 본격적인 읽기의 단계는 아니지만 독
서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단계가 될 수 있다. 
  ‘제 1단계’는 문학 텍스트의 읽기와 수용 단계(Lesen und Aufnehmen 
literarischer Texte)이다. 이 단계는 학습자가 상 텍스트를 본격적으로 읽는 첫 
단계로, 전 단계에서 높아진 감수성을 바탕으로 선지식을 얻은 상태에서 학생들이 
텍스트와 직접 만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우선 텍스트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주관에 입각하여 1차적으로 자유롭게 독서한다. 이 단계에서는 명시적 분석
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텍스트의 포괄적인 문제를 인식하며 텍스트에 접근할 수
도 있고 텍스트의 언어 형식이나 구성 형식에 따른 분석이 시작될 수도 있다.
  ‘제 2단계’는 문학 텍스트의 구체적, 주체적 수용(Konkretisierende subjektive 
Aneignung literarischer Texte)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학습자들이 접하는 텍스트가 
문학이라는 점에서 일상적인 글이나 실용문들에 한 이해와는 다른 수용이 일어나는데, 
학습자들은 자신만의 상상력을 통해 문학 텍스트에 한 불명확함을 해소해 나간다. 각
자 나름 로의 텍스트에 한 느낌과 이해를 바탕으로 텍스트에 한 상상을 구체화하
는 단계이다. 학생들은 자기의 경험과 상상력을 통해 글을 생산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 3단계’는 문학 텍스트의 텍스트적 작업 단계(Textuelles Erarbeiten 
literarischer Texte)이다. 여기서는 학습자들의 고쳐쓰기와 함께 텍스트의 장면을 
행위로 구체화해 보거나 다른 매체로 변형시키면서 직접 생산적으로 활동한다. 학습
자들은 크든 작든 스스로 텍스트를 작성하고 그 속에 자신을 투사시킴으로써 직접 
문학 텍스트를 생산하는 경험을 한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작품의 내용, 형
식, 구조, 배경 등의 기능을 파악하여 이러한 요소들이 작품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
고 어떤 향과 작용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제 4단계’는 텍스트를 벗어난 문학 텍스트 접근의 단계(Textüberschreitende 
Auseinandersetzung mit literarischen Texten)이다. 이 단계는 문학 텍스트와 
텍스트 주변의 세계가 만나는 장(場)으로, 학습자들은 텍스트의 세계를 텍스트 밖으
로 확장하여 자신만의 독자적인 창의적 글쓰기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문학적인 글
을 읽으면서 알아차리지 못했던 숨어있는 전제나 연관성에 해 알아차리게 되며 
역사적이거나 정치적인 배경을 통해 이해를 완성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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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다섯 단계 중에서 전 단계와 제 1단계는 학습자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해
의 과정으로, 그 양상을 표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생산적 수용의 양상을 확
인하기 위한 원리를 구조화할 때에는 가시적인 생산물이 드러나는 제 2단계부터 적
용해 볼 수 있다. 이제 제 2단계에서 제 4단계까지의 생산적 수용의 유형을 예들과 
함께 검토해 보기로 하자. 

 (1) 텍스트의 구체화

  이저에 의하면 모든 텍스트는 확정적 의미와 불확정적 의미를 가진다. 확정적 의미란 
활자화된 말들로 확실히 명시되어 있는 사실들, 플롯 속 사건들, 신체의 묘사들을 가리
킨다. 반면 불확정적 의미 또는 불확정성이란 독자로 하여금 자기만의 해석을 창조하도
록 허락하거나 유도하기까지 하는 텍스트 내부의 ‘틈새’, 이를테면 명확히 설명되지 않
았거나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해 보이는 행동들 같은 빈틈을 가리킨다. 텍스트의 구체
화는 이러한 텍스트의 불확정적 의미를 확정적 의미로 결정짓는 과정이다. 
  잉가르덴(R. Ingarden)은 현상학을 이론의 토 로 하여 문학 텍스트를 독자에 의
해 그 틈이 채워져야 하는 ‘지향성 상’으로 파악한 바 있다. 텍스트의 불확정적 
부분을 제거하거나 또는 의미로 채우는 작업을 잉가르덴은 ‘구체화(concretization)’
라고 개념화하 는데, 이는 독자가 스스로의 창조성과 환상성을 발휘하여 텍스트의 
미정성을 확정지어 나가는 독서 행위를 부각시키는 개념이다.93) 
  텍스트의 ‘미정성’이나 이들이 담긴 형식인 ‘빈자리(Leerstelle)’는 독자가 텍스트
의 전언적 의미를 확인함에 있어 수용 행위를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텍스트와 상
호 작용하게 만드는 추진력이 된다. 독자는 자신에게 친숙한 것들과 관계지으면서 
빈자리의 의미를 구축해 나가게 된다. 즉 독서의 과정은 미정성과 확정성의 보충적 
관계에 의해 상호 작용이 일어나면서 의미의 구체화가 실현되는 과정이다.
  발트만이 설정하고 있는 ‘텍스트의 구체화’ 또한 이들의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는 않는다. 이 단계는 학습자들이 자신만의 상상력을 통해 문학 텍스트에 한 불명
확함을 해소해 나가는 단계로, 이러한 상상을 통한 구체화에서 독자는 자신의 경험, 
가치관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주관적인 수용을 하게 된다. 
  그의 논의가 앞의 두 학자와 다른 점은 텍스트의 구체화를 문학 작품의 목적을 달성

93) 김효정, 앞의 글, 20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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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차원으로 제한함으로써 보다 분명하게 수용의 역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자에 따라 자기만의 방식으로 읽고 이해한다는 점에서 수용의 양상은 다양할 수 있
으나 글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는 차원, 그 글과 관련되는 범주 내에서 독자가 상상력을 
펼치는 것을 발트만은 ‘텍스트의 구체화를 통한 의미의 생산’이라고 보았다. 예컨  문
학 작품의 수용에서 독자가 등장인물들에게서 느끼는 감정, 그들의 운명을 함께 느끼는 
것 등이 독자의 주관적 수용이 될 수 있으며 이에 한 활동은 문학 작품을 명확하게 
하거나, 보충하기, 꾸며쓰기, 등장인물 자세히 묘사하기, 주인공의 의식의 흐름 파악하
기, 자기 동기에 해 말로 다듬어 표현하기 등의 활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저는 텍스트에 미리 상정된 빈자리와 미정성에 따라 독자가 텍스트를 구체화하
며 이미 텍스트에 제시된 방향이나 조건에 따라서 독자의 의미 생산이 정해진다는 
점에서 ‘내포 독자’의 개념을 설정하 는데, 주지하듯 이 개념은 독자 반응이나 수용 
중심이라는 그의 초기 기조를 무색하게 만들어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텍스트 중
심의 구체화에서는 텍스트의 향에서 벗어나 학습자 측의 수용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점에서 발트만이 구체화를 ‘글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는 차원’으로 상
정한 것은 학습자를 위해 보다 유연한 관점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이때 글의 원래 목적이란, 일상적이거나 실용적인 글이 아닌 문학적인 글의 목적
으로, 글에 의해 수용이 정해진다는 결정적․필연적 개념을 벗어나 ‘문학적인 글과 연
관된 의미의 확장’이라는 포월적(包越的) 현상94)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학성의 테두리를 지키며 일어나는 발트만의 구체화는 학습자의 경험과 상상을 보
다 풍부하게 강조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런 점에서 발트만이 제시하고 있는 텍스트의 구체화는 이후 단계인 텍스트 요
소의 교체나 텍스트의 확장을 위한 기초적, 사전적 단계라기보다 독자적인 하나의 
수용 단계로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텍스트 수용을 ‘읽기’, ‘해석’, ‘비평’으로 보
는 관점에서는 ‘읽기’ 단계를 ‘해석’ 단계의 의미를 구조화하고 빈자리를 채우기 위
한 사전 단계로 보지만,95) 텍스트의 구체화는 수용의 위치나 독자의 개입 양상이 
다른 수용 양상과 현격히 다르고, 수용의 변인 또한 다르다는 점에서 독립된 하나의 
수용 현상을 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94) 이전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취하는 발전의 관점이 ‘변환전 발전’이라면 이전의 것 
위에 새로운 것을 더하는 발전은 ‘포월적 발전’이 된다는 김창원(2013)의 논의를 참고하

다. 김창원, ｢‘문학 능력’의 관점에서 본 학습자 중심 문학교육학의 철학과 방향｣, 문
학교육학 40, 한국문학교육학회, 2013, 33면.

95) 김정희, 앞의 글, 199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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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텍스트에 상정된 빈자리나 미정성이라는 기존의 관점을 인정하면서, 독자의 
의미 생산 과정이 텍스트에 한정되지 않고, 텍스트를 기점으로 문학성의 범주까지 확

되어 나가는 발트만의 구체화 개념을 생산적 수용 양상 분석의 한 틀로 삼고자 한다. 

 (2) 텍스트 요소의 교체

  발트만이 제시하는 텍스트 요소의 교체란 문학 텍스트를 문학 텍스트답게 만드는 
특정한 요소들을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문학 텍스트를 형성하는 과정을 경험
하는 것으로, ‘문학 텍스트의 텍스트적 작업’에 해당한다. 텍스트적 차원에서 학습자
들이 의미를 생산하는 것은 텍스트를 형성하는 내용적, 형식적 요소들의 기능이나 
작품 내에서 이들의 역할과 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양상에서 학습자들은 자신
의 텍스트를 스스로 작성하고 그 속에 자신을 투사시킴으로써 직접 문학 텍스트를 
생산하는 경험을 한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들은 작품 작성 과정에 한 경험, 탐색, 판명을 수행하며 이는 
독자의 수사학적 독해 능력과도 관계가 있다. 단순히 문학 텍스트의 내적 의미를 이해
하는 능력보다 문학의 ‘표현’을 다룬다는 점에서 독자의 문학적 능력과 자질이 더 요
구되기도 한다. 그러나 문학 작품의 문학성을 파악하고 문학 특유의 형태를 결정짓는 
요소를 바탕으로 문학 텍스트를 변경해 보는 경험은 문학 내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도 도움이 될 수 있어 이를 꼭 수준의 차이로 나눌 수는 없다. 텍스트의 구체화와 텍
스트 요소의 교체는 의미의 생산이 일어나는 수용의 위치와 양상이 다를 뿐, 수용의 
과정에서 작동하는 독자의 주체적, 발산적 경험의 정도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작가는 작품의 창작에 있어 특정한 인물을 선택하고 그에 맞는 배경이나 사건을 
조합하게 된다. 이러한 문학의 요소들은 하나하나가 분절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
라 그것들이 모여 전체의 하나를 이룰 때 작품의 완결된 의미를 형성하게 된다.
  전술했듯이 이저의 수용미학은 독자의 공헌을 단지 텍스트의 공백을 메우는 소극
적인 입장으로 본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 왔다. ‘내포 독자’는 텍스트 자체의 구조 
안에 들어있어 수동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자는 단지 텍스트 내의 공
백을 메우는 존재만이 아니라 작가 차원의 재창조를 수행하기도 하는 존재이다. 
  작가의 선택이 특수하고 유일하게 이해될 수 없는 것은 똑같은 상을 본다고 하
여 똑같은 작품이 탄생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작가가 선택한 문학의 내용적, 형식적 
요소는 그 작품만의 특유한 세계를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 독자는 이렇게 작가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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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한 내용과 형식에 해 검토하고 선택 이외의 역을 탐색하기도 함으로써 작가
의 창작 과정과 결과를 명료하게 이해함은 물론, 독자의 수용 과정에서도 새로운 의
미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3) 텍스트의 확장

  텍스트의 확장은 학습자들이 문학 작품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글 뒤에 숨어있는 
전제나 연관성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단계로, 텍스트에 한 
자신의 견해, 내용에 한 거부, 저항, 불만 등을 표출할 수 있다. 사회․문화적인 배
경과 텍스트를 연결해 보고 이러한 경험을 분해하고 종합하는 경험을 포함한다.
  문학 작품과 독자가 만나는 과정은 작품과 독자 외에도 많은 요소들이 작용한다. 
발트만이 생산적 수용의 마지막 단계로 제시한 ‘텍스트의 확장’은 문학 작품 밖의 
요소에 한 중요성을 환기한다. 이러한 만남의 양상은 문학교육에서 추구하는 ‘창
의성’과도 관계가 있다. 창의적 수용은 문학 작품 내에서 발견되지 못하는 여러 가
지 요인을 고려하고 이에 해서도 여러 관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발트만은 이 양상을 ‘텍스트를 벗어난 문학 텍스트의 접근’으로 보면서 텍스트 내
적 세계에 한정되지 않고 텍스트를 바라보는 관점을 확장함으로써 텍스트를 전체적
으로 바라볼 것을 강조하 다. 독자가 텍스트와 면하여 다양한 의미를 만들어 내
는 과정은 텍스트와 독자의 비 칭의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독자
는 텍스트의 의미를 고려하거나 그 입장에 굴복하기도 하고, 상이 추구하는 가치
의 윤리성, 작가의 의도, 공동체의 해석 전략 등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적정성을 고려
하여 작품에 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능한 작품의 의미를 파생시키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텍스트와의 교섭에서 벗어나 텍스트와 반 되는 의미를 산출하기도 한다. 
  시조를 읽는 독자는 텍스트에 나타난 주체의 정서에 공감하거나 그와 유사한 상
태에 도달하는 것만은 아니다. 독자는 작품을 읽고 역사적, 정치적 배경을 떠올리거
나 이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생각해 보기도 하고, 자신의 가
치관과 맞지 않는 부분에 해서 이의를 제출하기도 하는 것이다. 작품의 감상과 관
련하여 작품에 관계된 인식적 계기나 윤리적 계기 같은 작품의 ‘비미적(非美的)인 
계기’를 굳이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96)은 작품 수용의 역을 보다 거시적으로 
열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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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 수용은 독자의 경험, 텍스트, 독자가 속한 공동체 등의 요소들과 독자가 
텍스트를 읽는 과정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말해준다. 독자들은 시조의 의미
를 수동적으로 소비하지 않으며 텍스트 안에서 능동적으로 독자의 경험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텍스트를 구체화하고 보충한다. 또한 특정한 요소를 선택함으로써 배제된 
요소를 인식하고 안의 재구성을 시도하기도 한다. 더불어 작품의 배경은 물론 공
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삶을 거시적으로 통찰함으로써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기도 한
다. 생산적 수용은 텍스트라는 물질적 존재를 상으로 하지만 독자의 내부에서 벌
어지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점97)에서 같은 텍스트라도 다양한 수용의 양상이 도출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학 수용의 세 유형을 가집의 노랫말과 현  학습
자들의 수용 텍스트를 분석하는 이론적 범주로 활용하는 한편, 생산적 수용 교육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기본 단위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상에서 구분한 생산적 수용의 유형 세 가지에 해당하는 예를 가집의 
노랫말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세 가지 유형을 상 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이들이 함
께 나타나는 모본과 수용태를 통해 이들의 차이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 1440 (교본 역 시조전서) 

山外에 有山니 넘도록 뫼히로다
路中 多路니 녜도록 길히로다
山不盡 路無窮니 녤길 몰나 노라               시가98) 339

모본

산외에 유산니 넘도록 산이로다 
로중 多岐하니 녜도록 길이로다
山不盡 路無窮니 그 슬허 노라                  청육 403

텍스트의 구체화

山外에 有山니 넘도록 뫼히로다
路中의 多路니 멀록 길히로다
山不盡 路無窮니 님가는데 몰라라.                   원국 175

텍스트 요소의 교체

뫼 밧게 뫼 이스니 넘도록 뫼가 잇고
路中에 길 만흐니 가도록 길이로다
아마도 山不盡 路無窮에 갈 업셔 노라.             흥비 356

텍스트의 확장  

96) 정재찬 외, 앞의 책, 2014, 333면.
97) Lois Tyson, Critical Theory Today: a user-friendly guided, 2006, New York, 

London, Routledge, 윤동구 역, 비평 이론의 모든 것, 앨피, 2012, 363-365면.
98) 이후 인용되는 가집의 표기는 교본 역 시조전서와 고시조 전에서 취하고 있는 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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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詩歌) 박씨본(朴氏本)은 719편의 시조가 실려 있는 18세기의 가집으로, 위
의 가집들 중 가장 빠른 모본에 해당한다.99) 산을 넘어도 산이 많고, 길을 가도 길
은 계속되므로 종장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과 방황이 드
러나 있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이후의 가집들에서 종장을 다양하게 변주하면서 의
미를 새롭게 생산하고 있다. 
  청구 언 육당본의 ‘그를 슬허 하노라’는 텍스트의 구체화에 해당하는 수용의 
예인데, 모본 화자의 갈 길 모르는 막막함을 ‘슬픔’의 정서로 구체화하 다. ‘녤길 
몰나 노라’는 산과 길이 많은 상황에 한 단순한 설명일 수도 있고, 가야만 하는
데 길이 많아 큰 어려움에 처한 화자의 정서에 한 표현일 수도 있다. 독자의 수용
은 문맥의 표면적인 파악에서부터, 그 상황에 내재될 수 있는 다양한 사건과 정서를 
유추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 시에서 주체가 처한 상황과 정서가 분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상황이라도 함축하는 정서는 다양할 수 있으며 독자는 자신만의 수
용으로 작품 세계를 명확하게 만들 수 있다. 
  현상학의 이론에 의하면 모든 상은 무한히 많은 결정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에 한 어떠한 인식 행위도 특정한 상의 모든 결정 요소를 다 고려할 수는 없다. 
문학 작품 속의 상은 의미의 단위나 국면들로부터 지향적으로 투사되는 까닭에 
어느 정도의 미정성(未定性)을 남기어 놓고 있게 마련이다.100) 문학 작품이 지닌 이
러한 틈이나 미정성을 독자의 상상과 경험으로 채워 그 의미를 명확하게 만드는 것
이 텍스트의 구체화의 모습이다. 산과 길이 많은 상황이 함축하는 다양한 정서를 
‘슬픔’으로 추리해 내는 것 역시, 텍스트 안의 미정성을 독자의 정의적 측면의 수용
으로 채워낸 것에 해당한다.
  청구 언 육당본에 나타나는 신출 작품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 가집의 편찬 진
용을 파악하고 가집의 경향을 추론하는 연구들에 따르면,101) 이 가집은 19세기 초
반 세자 익종(翼宗:1809～1830)의 진연(進宴)에 참여하 던 서울의 일류 가객들이, 
한강 주변을 중심으로 풍류적 삶을 위하던 사 부 좌상객의 취향을 반 하여 만

리 약칭(略稱)으로 신하며, 가집의 제목은  와 같이 표기한다. 심재완 편저, 교본 
역 시조전서, 세종문화사, 1972, 13면; 김흥규 외, 고시조 전, 고려 학교 민족문
화연구원, 2012, ⅸ-ⅻ면 참고.

99) 설명의 편리함을 위해 이후의 가집들은 가집의 발생 순서와 달리,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생산적 수용 유형의 순서에 따라 배열하 다.

100) R.C. Holup, 앞의 책, 1984, 최상규 역, 1999, 42면.
101) 양희찬, 앞의 글, 1993; 신경숙, 앞의 책 1994; 김용찬 외, 19세기 시가 문학의 탐구, 

집문당, 1995; 김석회, 조선후기 시가 연구, 월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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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가집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편찬 집단의 상층성, 주류성, 중심성은 모본 작품
에 한 충실한 상속의 역할을 하 으며, 사 부의 취향에 공감하는 방향으로 수용
이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가곡원류 국악원본의 ‘님가는데 몰라라’는 텍스트 요소의 교체에 해당하는 수용
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의 산과 길은 화자에게 펼쳐진 길이 아니라 ‘님이 가시는 
길’로, 가도 가도 멀리 있는 길이다. 중장에 있는 ‘멀록’은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
를 드러내며, 멀어도 님을 찾기 위해 가고 싶은 험난한 길을 의미한다.
  산이 부진하고 길이 무궁한 속에서 하나의 길을 선택하여 서둘러 가지 못하고 있
는 모본의 화자와는 달리, 이 수용태의 화자는 자신 앞에 놓인 길을 ‘님이 간 길’로 
여기고 님에 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길의 성격을 변모시키는 것은 님을 그리
워하며 님을 따라가는 길의 추구를 의미하며, 모본의 주제를 연정(戀情)으로 변경하
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 이는 상을 바라보는 수용의 시각이 재구성됨으로써 텍스
트 요소의 교체를 보이고 있는 예에 해당한다. 
  문학 작품에서 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작품의 내용과 기능, 효과 등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데, 텍스트 요소의 교체는 이처럼 문학 작품을 이루는 요소들이 작품 내
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향과 작용을 하는지 탐색하게 되는 차원에서 일어나
는 수용을 의미한다. 
  텍스트의 구체화가 독자의 상상을 통해 텍스트를 보다 명료하게 바꾸어 보는 수
용이라면, 텍스트 요소의 교체는 독자의 상상이 작가의 창작 차원에 작용하여 작품 
작성 과정의 경험과 탐색을 수행하게 되는 수용을 의미한다.102) 수용이 일어나는 위
치로 구별하자면 텍스트의 구체화가 작품 세계의 내적 맥락에서 일어나는 독자의 
수용이라면, 텍스트 요소의 교체는 작품의 창작 맥락에서 작동하는 수용으로 볼 수 
있다. 
  흥비부의 ‘아마도~ 갈 업셔 노라’는 텍스트의 확장에 해당하는 수용으로 볼 
수 있다. ‘갈 데가 없다’는 것은 ‘갈 길을 모른다’라는 모본의 의미와는 다른 전망을 
드러내고 있다. 모본의 서술이 가고 싶은 의지는 있으나 길이 많아 가야할 길을 모
르는 막막함에 한 것이라면, 흥비부는 특별히 가고 싶은 곳도 없고, 오라는 곳

102) 발트만은 문학 작품의 텍스트를 변경해 보는 것이 작품 안에서의 자체적인 목적이 아니
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품의 작성 과정에 한 경험, 탐색, 판명의 의의를 
갖는다고 하는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문학 작품의 작성 과정에 있어서 형식, 특징, 기
능, 효과, 향, 특히 상호텍스트성 또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G. Waldmann, 앞의 책, 1998, p.3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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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없어 가고 싶은 의지마저도 상실한 상황에 가까운 서술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라는 종장 첫 음보 역시, 행위의 예상을 의미하는 추측 부사라는 점에서 갈 곳이 없
음을 미루어 짐작하는 ‘갈  업셔’와 호응한다. 산이 부진(不盡)하고 길이 무궁(無
窮)하여 선택의 상황에 놓여있는 모본의 화자와는 달리, 거절의 경험과 그로 인한 
의지의 상실을 체험한 수용자일 경우 모본에 해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흥비부와 같은 균열의 전망을 드러내게 된다.
  흥비부는 관직에 진출한 적이 없는 처사층(處士層)을 기반으로 하고 여기에 하
급 관인이 가세하여 이루어진 가집으로, 우 의 가곡 문화와는 거리가 먼 주변부 가
집이다.103) 이는 흥비부에서 나타나는 의미 생산의 양상이 모본에 하여 거리를 
두고 결과 확장의 양상으로 수용될 수 있었음을 뒷받침해 준다. 
  문학 작품을 읽는 독자에게 문학 내에서 텍스트를 이해하고 문학의 창작 과정을 
체험하는 것과 함께 글을 읽으면서 알아차리지 못했던 숨어있는 전제나 연관성에 

해 알아차리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104) 텍스트의 확장은 텍스트 외부에서 일어
나는 수용으로 독자의 창의적 의미가 생산되는 수용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가 생산
되는 요인은 글과 관련한 독자의 경험이나 가치관일 수도 있고, 역사적․문화적 배경
이 될 수도 있다. 텍스트의 구체화에서 작용하는 독자의 개인적 경험은 작품의 세계
를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작품 자체를 분명하게 하는 수용이라면, 텍스트의 
확장에서 작용하는 독자의 개인적 경험은 텍스트 외부 요인의 발견과 더해져 주제
를 바꾸기도 한다는 차이가 있다. 독자는 작품의 세계가 자신의 가치관과 유사할 경
우 적극 지지하거나 보완하기도 하며, 작품의 세계가 자신의 가치관과 다를 경우 이
의를 제기하거나 작품 세계를 비판하는 등 적극적인 수용의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발트만의 생산적 만남에 관한 논의는 텍스트의 내용과 형식을 새롭게 변형해 내
는 데에 관심을 갖고 주로 쓰기에 관련된 연구로 진행되었다. 그가 제안한 생산적 
이해의 과정은 학습자의 구체적인 수용 양상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교육
에서 실천력을 지닌다. 여기서도 가집의 노랫말을 통해 실증적으로 해당 유형을 분
별해 보았다. 이상의 세 가지 유형은 3장에서 가집의 노랫말을 분석하고 4장에서 
학습자들의 수용 양상을 분석하는 토 로 삼게 될 것이다.

103) 김석회, 앞의 책, 2003; 고정희, ｢흥비부를 통한 시조 정전 교육의 반성적 고찰｣, 국
어교육연구 24, 서울 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9.

104) G. Waldmann, 앞의 책, 1998,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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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미 생산의 요소

  생산적 수용은 문학 작품에 한 독자의 적극적 탐구의 결과이자 적극적 반응의 
결과이다. 교육과정 내용체계의 ‘수용과 생산’ 역에서도 확인하 듯이, ‘수용’을 
단순히 정의적 차원의 감상에 한정되는 논의로만 보았을 때, 수용 교육의 국면을 포
괄할 수 없게 된다. 독서 전략의 하나로써가 아닌, 독서 현상, 나아가 문학교육의 
현상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수용’의 실정과 위상을 고려하여 수용의 역을 확장
해 나가야 한다.
  단순히 독자를 중시한다거나 텍스트의 빈자리를 독자가 메운다는 식의 기존 수용 
논리로는 새로운 문학교육의 내용을 선정하기 어려우며, 독자의 인지적, 정의적 차
원의 반응을 아우르는 포괄적 성격을 지닐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텍스트 중심의 문학 이론을 비판하며 등장한 반응 중심 접근법을 살펴보
고, 예술심리학에서 독자의 심리적 과정을 연구한 것을 원용하여 의미 생산의 요소
를 살펴보고자 한다. 
  반응 중심 문학 연구 방법에 더해 예술심리학을 차용하려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응 중심 문학 연구 방법은 학습자가 지나치게 이상화되어 있으며 특히 
반응을 명료화하는 단계에서 그 구체적인 실천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한계를 
노정한다. 둘째, 반응 중심 문학 연구 방법은 학습 주체의 능동적인 문학 이해와 감
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문학교육의 이상적 실천태를 모델화하 으나, 절차와 과정
의 성격이 이상적인 것과는 달리 학습자들의 구체적인 실천 방식에 한 적절한 
응을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어 그 개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이러
한 한계는 학습자의 실제적인 반응을 제 로 설명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지침을 주
지 못해 연구 방법의 측면에서 보완을 요구한다. 따라서 예술심리학의 심리적 과정
에 한 연구를 도입하여 분석의 범주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

다.
  읽기에서 발생하는 독자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심리적 과정은 여러 연구들에
서 이미 밝혀진 바 있다. 본고에서는 예술심리학자인 아른하임(R. Arnheim)이 예술
을 감상하는 독자의 심리적 과정을 연구한 것을 참고하고자 한다. 시조 텍스트가 예
술 작품의 상으로서 서정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예술심리학은 서정적인 텍스
트를 수용하는 독자의 심리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독자의 반응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반응 중심 접근법부터 살펴보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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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반응 중심 접근법은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나눌 수 있다. 로젠블랫이 객관적인 
텍스트와 주관적인 독자의 반응을 모두 중시한 것과 달리, 블레이치(D. Bleich)나 
홀랜드(N. Holland)와 같은 독자 반응 비평가들은 텍스트와 독자 사이에서 주로 후
자를 강조함으로써 전자를 약화시켰다는 차이가 있다. 
  블레이치는 그의 주관비평(Subjective Criticism)에서 한 조각의 글을 문학이라
고 결정하는 것은 텍스트의 구조나 의미가 아니라, ‘쓰여진 글에 한 독자의 주관
적 재창조’, 그리고 그 ‘재창조의 공적인 제시’라고 하 다. 그래서 그는 독자가 작
품을 재창조하는 행위를 연상적 반응(associative response), 지각(perception), 정
의적 반응(affective response)의 세 국면으로 나누고, 비평이 관심을 두어야 할 것
은 그 자신이고, 정체(identity)의 성격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독서 과정에서 텍스트
의 의미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밝혀지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독서 과정에서 
독자들이 반응을 공유하고 비교할 때, 상이한 견해를 가진 독자들 사이에 보다 나은 
인간관계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하 다. 또한 이러한 활동에서 요구되는 정직과 관
용의 정신은 자아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 다.105)

  홀랜드는 개인이 텍스트를 할 때 그가 가지는 욕구, 두려움, 기 로 텍스트를 
변형시키게 된다고 하면서 이때 텍스트는 단지 의미만을 가진다고 믿는다. 그는 독
자가 어떻게 문학 작품을 받아들이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정신분석학의 임상학적 언
어로부터 의미를 끌어와 Defense(방어), Expectation(기 ), Fantasy(환상), 
Transformation(변형)이라는 용어를 창안한다. 그는 이를 “독자는 자신의 특징적인 
방어의 패턴을 통해 텍스트를 채우고 그것에 그의 특징적 환상을 투사하고, 사회적
으로 용인되는 형태로 그의 경험을 변형하고, 이렇게 해석이라고 부르는 것을 생산
한다”라고 설명한다.106) 
  독자의 수용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퍼브스(A. Purves)의 연구 또한 도움이 된
다. 그는 학생들이 문학에 반응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표현된 반응의 내용 분석을 위
해 반응의 4범주를 도출하 는데, 그의 ‘4요소(elements)’는 반응의 내용 분석을 위
해 널리 쓰이는 분류 체계가 되었다. 그는 반응의 4범주를 ‘연계-몰입’, ‘지각’, ‘해
석’, ‘평가’로 나누었는데 ‘연계-몰입’은 수용자가 문학 작품에 이끌려 들어감을 나
타내는 여러 가지 방식을 말한다. ‘지각’은 수용자가 작품을 자신과 구분하여 상

105) 최용욱, ｢소설을 통한 독자의 정체성 탐구｣, 한어문교육 29,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13, 322면.
106) J.P. Tomkins, Reader-response criticism,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1980, p.x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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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는 방식들을 말하는데, 이 지각은 분석적이고, 종합적이고, 분류적이며 그 
작품을 고립적으로 취급하게 하기도 한다. ‘해석’은 작품에서 의미를 발견하려 하고 
그것에 해 일반화하고 추론하고, 자신과 저자가 거주하는 세계에서 유사함을 찾으
려 한다. ‘평가’는 수용자가 그 작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한 진술을 포함한다. 
  이들이 주목한 독자의 행위와 반응, 문학 작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한 설
명 등은 텍스트 중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기존의 독서 이론들에 하여 독자 중심
의 연구가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독자 요인만으로는 온전한 독서 
행위가 이루어지기 힘들며, 텍스트 또한 독자의 읽기에 상당한 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쿠퍼(C. Cooper)는 독자의 반응에 향을 주는 요인(factors)은 다양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이 크게 독자 요인과 텍스트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텍스트 난이도의 차이, 복잡함, 길이, 질, 예언성, 환기성, 주제, 톤, 태도, 역사적 
시기 모두는 반응에 향을 미친다. 또한 독자의 나이, 독서 능력, 선지식, 사회적 
경험, 태도, 개성, 정체 유형, 욕구, 독서 목적, 인지 발달 수준, 인지 유연성, 독서
를 위한 도덕적 목적의 수준 모두 반응에 향을 미친다.”107)

  그러나 그의 논의는 독서에 향을 끼치는 요인에 주목하 지만 독자의 수용 양
상을 실천적으로 규명하기에는 다소 분절적이고 협소한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의 연구에서는 그동안 많은 독서 연구들에서 텍스트 요인에 집중하고, 학습자 요
인은 ‘경험과 선입견’으로 단순화하 다는 점을 받아들여 생산적 수용을 위한 문학 
독서의 과정에서는 주관적인 독자 요인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읽어낼 필요
가 있다. 
  독자의 주관적 반응에 관심을 기울일 때 우리는 예술심리학에서 말하는 심리적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학교육에서 학습자의 주관적 반응이 모호하고 한가지
로 설명할 수 없음에 따라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예술심리학은 
주관적 반응을 좀 더 정교한 요소들로 구분하여 설명한다는 점에서 독자의 수용 분
석에 유리한 지점이 있다. 
  아른하임에 의하면 심리적 과정은 동기 요소, 인지 요소, 정서 요소의 세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그는 상이나 행위 속에서 노력이라는 것이 차지하는 위치, 상

107) C.R. Cooper, Researching response to literature and the teaching of 
literature: points of departure, Norwood, NJ:Ablex, 1985, pp.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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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행위에 한 관찰, 노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정신적 긴장의 차원에서 이 세 요
소를 설명한다. 어떠한 심리적 과정도 관찰하는 것과 관찰되는 것의 두 입각점에서 
방향지워진 노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점에서 ‘동기’적 요소를 갖는다. 또한 모든 
심리적 사상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지각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인
지’적 요소를 갖는다. ‘정서’적인 요소는 마음속에 위치를 정하는 여러 힘의 상호 작
용에 의해 만들어지는 긴장의 수준과 관련된다.108) 
  그의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는 야우스의 문학 이해의 과정에서도 이미 언급
된 바 있다. 야우스는 문학 텍스트의 수용에서 일어나는 주체의 1차적인 지평이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이 종합적으로 이해를 이루는 과정이며, 이는 텍스트에 한 
지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또한 2차 지평의 전환이란 주로 고전 텍스트
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과거 작품의 이해와 현재 수용자의 의식 사
이에서 생겨나는 알력, 텍스트와 현재 간의 긴장 관계로 인하여 수용자의 기 지평
이 전환되는 심미적 차이가 생겨난다109)고 보았다. 2차 지평의 전환에서는 인지적 
요소를 넘어선 정서적 요소의 개입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다. 
  반응 중심 접근법과 아른하임의 심리적 과정을 살펴볼 때, 문학을 읽는 독자의 생
산적 수용 또한 이러한 심리적 과정에 따라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물론 심리적 과
정이 분명한 구획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 세 요소가 서로 통
합적으로 작용하여 심리적 과정의 전체상이 드러난다고 할 때, 이러한 수용의 양상
에는 특별히 부각되는 요소들이 있으며 각각의 요소들이 두드러지는 양상을 중심으
로 나머지 요소를 설명할 때 전체적인 구체상이 동시에 드러날 수 있다.110) 
  이상에서 살펴본 반응의 요소들과 심리적 과정을 바탕으로, 의미 생산의 요소인 
관계의 연상, 관점의 정립, 태도의 형성을 아래에서 좀 더 면 히 다루고자 한다. 

108) Rudolf Arnheim, Toward a psychology of art, California Univ. Press, 1966, 김
재은 역, 예술심리학, 이화여자 학교 출판부, 1995, 441-443면. 

109) 차봉희 편저, 앞의 책, 1985. 
110) ‘하나의 경험’을 강조하는 듀이의 미적 경험론에서도 이와 유사한 판단의 궤적을 보여준

다. “경험에는 하나의 통일성이 있어…이 통일성의 존재는 경험을 구성하는 부분들의 다
양성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 전체에 충만한 하나의 단일 성질로 구성된다. 이 통일성은 
정서적이지도 않고 실천적이지도 않고 또한 지적이지도 않다. 이 말들은 반성이 자기 입
장에서 이룰 수 있는 구별의 명칭들이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 일어난 후 하나의 경험
을 고찰해 보면, 우리는 다른 성질보다 어떤 성질이 월등히 지배적이어서 전체의 경험적 
특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John Dewey, Art as experience, New 
York: Minton, Balch and Company, 1934, 이재언 역, 경험으로서의 예술, 책세상, 
2003, 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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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의 연상: 수용의 계기

  상에 한 인간의 반응은 상에 한 인상과 그로 인해 형성된 관념의 연합에
서 생겨난다. 흄(D. Hume)에 따르면 관념이란, 인간의 사유와 추론에 있어서 인상
의 희미한 심상(faint image)이다. 이런 점에서 관념은 인상의 반 이라고도 여겨진
다. 관념은 인상들로부터 유래하며 그를 재현한다는 점에서 인상과 관념은 부분의 
경우 응한다. 
  그러나 상에 한 인상이 반드시 감각 인상만은 아닌데, 특히 문학 작품을 감상
하는 독자에게 형성되는 인상은 직접적 상에 기인한다기보다 1차적인 인상을 통
해 형성된 관념이 새로운 인상을 산출하는 경우, 독자는 이러한 ‘반성의 인상’111)을 
통해 관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시조에서 흔히 발견하는 ‘까
마귀’는 반포지효(反哺之孝)의 상징이며 간신(奸臣)으로 표상되는데 이는 우리가 까
마귀에 해 직접 느낀 인상과 관념이라기보다 까마귀의 여러 생태적인 특성 즉, 1
차 인상들로 인해 형성된 관념들로부터 2차적으로 형성된, 새로운 인상에 의한 관념 
형성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처럼 독자로서의 주체는 상인 문학 작품을 만날 때, 반성 인상에 의해 형성된 
2차 관념을 지니게 되며 이러한 관념을 바탕으로 맺게 되는 주체와 상의 관계는 
주체의 특정한 연상 작용에 의한 것으로, 주체가 상을 통해 의미를 생산하는 계기
로 작용한다. 연상(association)은 제시된 상에 한 현재의 관념에 과거의 지각
이나 기존의 관념을 결합함으로써 그 상에 자기와 관련된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
으로 볼 수 있다.112) 생산적 수용은 이러한 관념의 결합으로부터 떠올린 상과 주
체의 관계를 수용의 첫 번째 계기로 삼는다.
  흄은 정신이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의 관념에서 다른 관념으로 나아가게 하는 성
질을 유사, 시공간의 인접, 원인과 결과의 세 가지로 압축하고 이를 관념 연합의 원
리로 보았다. 이러한 관념의 연합은 인간의 정신이 하나의 관념에서 다른 관념으로 

111) 1차적인 인상이 관념을 형성하고 이 관념이 또 다른 새로운 인상을 산출하는데, 이 인상
은 반성으로부터 유래되기 때문에 ‘반성의 인상’으로 볼 수 있다. 반성의 인상은 다시 상
상력과 기억을 통해 모사되어 관념이 된다. 본고는 이 후자의 관념이 문학 작품과 학습자
가 연합하는 관념이라고 본다. 인상과 관념의 선후 관계에 해서는 흄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D. Hume, A Treatise of Human Nature, Book Ⅰ: Of The 
Understanding, Oxford Univ. Press, 1980, 이준호 역,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 제 1
권: 오성에 관하여, 서광사, 1994, 30면.

112) 송지언, 앞의 글, 2012, 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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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게 하는 ‘은근한 힘’(gentle force)이 된다.113) 
  인식론에서 ‘관계’는 두 관념을 상상력 안에서 연결하고 한 관념이 다른 관념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성질을 의미하거나, 또는 공상에 의해서 두 관념이 자의적으
로 묶이는 경우라 해도 우리가 그 관념들을 비교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개별
적 여건을 의미한다.114) 특히 상상력은 근원적 인상과 동일한 질서에 얽매이지 않으
므로 자신의 관념을 바꾸고 변형시키는 힘이 된다. 유사, 인접, 인과의 관계는 상상
력에 의해 인간의 관념이 연합하는 상태를 설명하는 성질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본
고에서는 독자의 문학 수용에 있어 수용의 계기에 해당하는 의미 생산의 요소로 이
들을 상정하고자 한다. 관계의 연상은 블레이치가 말하는 ‘연상적 반응(associative 
response)’에 해당하며 퍼브스의 ‘연계-몰입’에, 예술심리학에서는 ‘동기적 요인’에 
해당한다.

 (2) 관점의 정립: 수용의 시각

  인지와 정의의 역은 문학 이해에만 한정되지 않는, 보편적인 인간 이해의 양  
축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을 무리해서 구분함으로써 문학 현상을 양분하는 것에 많은 
비판이 제기될 소지가 있지만,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수용의 역
을 구분함으로써 교육적 처치가 보다 수월해지는 면이 있다. 또한 생산적 수용이 양 
측면에서 모두 일어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문학교육의 내용 선정에 있어서도 
포괄적 시야를 확보하게 하여 수용 교육의 장기적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특정한 동기를 바탕으로 상과의 관계를 연상해 내는 독자는 이로부터 상에 

한 특정한 관점 또한 형성할 수 있다. 이는 꼭 선후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 
독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심리적 과정의 다양성으로 볼 필요가 있다. 
  관점을 정립한다는 것은 독자가 작품에 해 특정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형성한다
는 것으로, 이러한 시각의 작동은 상을 바라보는 방식, 상을 바라보는 위치와 
관련된다. 인간의 인지 행위는 주체의 상에 한 관점에 의거하여 항상 구조화된
다는 점115)에서 인지적 주체로서 독자의 시각은 문학 작품의 의미를 생산하는 특수

113) D. Hume, 앞의 책, 1980, 이준호 역, 1994, 25-33면.
114) D. Hume, 앞의 책, 1980, 이준호 역, 1994, 33-44면.
115) S.S. Langer, The Narrative Act: Point of view in Prose Fiction, Princeton 

Univ. Press, 1981, 김형민 역, 시점의 시학, 좋은날, 198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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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감상 지점이 된다. 
  본고에서는 인지적 주체로서 독자의 시각을 화자의 시각, 서술자의 시각, 이들을 
초월하는 외부의 시각으로 나누어 각각의 위치에서 일어나는 수용의 양상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독자가 텍스트와 관련한 관점을 정립한다고 할 때 텍스트 내부에서 발
견되는 화자의 시각, 텍스트 창작에서 작동되는 서술자의 시각, 텍스트 외부에서 바
라보는 초월적 시각은 각각 상이한 의미의 생산을 추동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듀이(J. Dewy)는 독자의 수용에 있어 인지적 요소란 문학 작품의 내적 ‘의미’와 
관련된다고 보았는데, 그는 미적 경험이란 인지 작용에 의해, 즉 독자의 지각이 명
백하게 표면으로 떠오를 때, 그 상은 향유를 야기하게 된다고 보았다.116) 문학 텍
스트는 독자에게 인지적 이해의 상으로서 독자로 하여금 수용의 과정에서 ‘의미의 
생산’을 체험하게 하는 본질적 측면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특정하게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것은 주체의 지각(perception) 과정을 의미한다
는 점117)에서 블레이치의 ‘지각’, 퍼브스의 ‘지각’과 ‘해석’의 과정, 예술심리학의 
‘인지적 요인’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3) 태도의 형성: 수용의 전망

  심리적 반응의 마지막 요소는 정서적 요인에 해당하는 ‘태도의 형성’이다. 관계의 
연상과 관점의 정립을 통해 독자는 정의적 주체의 자리에 위치하게 된다. 독자의 마
음속에 위치를 정하는 일은 자아와 타자를 구분하면서도 독자의 정체성 형성을 가
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문학교육에서 적극 고려되어야 하는 수용의 모습이다. 실제로 
수용을 ‘정의적 요인의 반응’이라고 규정짓는 논의118) 역시 수용의 정의적 국면에 

한 강조를 역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시조가 서정적 장르라는 점에서 독자의 시조에 한 생산적 수용은 주체가 세계
를 서정적으로 텍스트화하는 태도를 분류한 카이저(W. Kayser)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카이저에 의하면 서정적 주체가 세계를 텍스트화하는 태도는 서정적 융합(融
合)의 태도, 서정적 호명(呼名)의 태도, 서정적 거시(擧示)의 태도로 세분된다.119) 

116) J. Dewy, 앞의 책, 1934, 이재언 역, 2003, 102-105면. 
117) G. Warnke, Gadamer: Hermeneutics, Tradition and Reason, Stanford Univ. 

Press, 1987, 이한우 역,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 사상사, 1993, 132-133면.
118) 경규진, 앞의 글, 1993, 33면.
119) Wolfgang Kayser, Das Sprachliche Kunstwerk, 김윤섭 역, 언어예술작품론, 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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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의 수용은 이미 서정화된 텍스트인 시조를 ‘세계’로 받아들여 자신의 의미를  
새롭게 생산하는 과정이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텍스트 또한 한 편의 시조로서 서
정성을 지닌다. 따라서 독자의 태도 형성은 독자가 지니게 되는 수용의 전망
(prospect)을 통해 특정한 서정성을 띠게 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서정적 융합의 태도란 세계와 자아의 관계가 완전히 융합된 것으로, 이러한 텍스
트에 한 감상에서는 독자가 원문의 정서에 완전히 몰입하거나 공감하는 방향으로 
수용이 일어나게 된다. 독자는 정서를 몰입하여 화자나 등장인물을 자신과 동일시하
거나 화자의 정서에 공감하며 이를 구현해 내려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작품을 읽
는 독자가 작품에 한 완전한 내면화를 거쳐 화자의 표현이 독자의 내면에서 혼융
의 상태로 체험될 때 서정적 융합의 태도가 나타나게 되며 이는 독자가 작품에 
한 공감을 이룬 이상적 모습을 의미한다. 독자의 수용에서 이는 공감적 정서를 표면
화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
  서정적 태도의 두 번째 양상인 서정적 호명의 태도는 서정적 단언의 태도와 유사
한데, ‘단언(斷言:address)’은 알튀세(L. Althusser) 철학의 ‘호명(呼名:interpellation)’ 
개념에 가깝다. 서정적 단언의 텍스트에서 주체와 상은 상호 호명 행위를 통해, 동
일성의 회복을 희구하는 양상을 보인다. 카이저에 따르면 이와 같은 태도에서는 심
적인 역과 상적 역이 서로 고립해 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차례차
례 작용하면서 해후(邂逅)의 형태로 텍스트가 전개되며 이러한 감정이 고조된 속에
서 서정적 통지(通知)가 완성된다. 생산적 수용에서는 상을 하는 태도를 변경함
으로써 차별된 정서를 생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정적 거시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상과 주체의 거리(distance)를 전제
로 하는 개념이다. 서정 텍스트는 주체와 상의 혼융 상태만을 지향하지 않으며 때로
는 어느 하나의 상태가 상 적으로 부각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주객(主客) 관계의 간극
은 독자에게 역시 체험의 상이 될 수 있는 바, 주체는 상과의 립 관계 속에서도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게 되며 스스로의 정체성도 성찰할 수 있게 된다. 독자는 텍스
트와는 립된 정서로 전환함으로써 텍스트를 확장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독자가 형성하는 공감적 정서의 표면화와 차별된 정서의 생성, 

립된 정서로의 전환을 독자의 문학 수용에 있어 정서적 요인에 해당하는 의미 생

기획, 1999, 496면. 카이저의 원문에서는 서정적 융합의 태도가 아닌 ‘가요적 표현’으로 
명명하고 있다. 가요적 표현이란 순수한 자기 표현의 서정시를 이르는 말로 가장 본래
적인 서정적 태도에 해당한다. 본고에서는 이후 태도에 관한 논의들과 통일을 기하기 
위해 이를 ‘서정적 융합의 태도’로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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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요소로 상정하기로 한다. 태도의 형성은 블레이치의 ‘정의적 반응’, 퍼브스의 
‘평가’120), 예술심리학의 ‘정서적 요인’과 관련되는 개념이다. 
  생산적 수용은 텍스트와 독자의 관계에서 독자를 중심에 두는 이해의 틀로, 독자
의 심리적 과정을 연구한 예술심리학의 이론을 원용하여 의미 생산의 요소를 구안
할 수 있다. 반응 중심 문학 연구자들과 아른하임의 심리적 과정에 한 분석을 종
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블레이치(D.Bleich, 1978) 연상적 반응 지각 정의적 반응
퍼브스(A.Purves, 1968) 연계-몰입 지각과 해석 평가

아른하임(R.Arnheim, 1995) 동기적 요인 인지적 요인 정서적 요인

의미 생산의 요소 관계의 연상 관점의 정립 태도의 형성  

［표 5］ 의미 생산의 요소

  문학적 소통의 기본 모델에서 바라볼 때, 독자의 수용 텍스트는 항상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 후에 독자의 표상, 인지, 정서 세계에 새로이 구축된 추
상적 텍스트로 남아있다.121) 본고는 독자의 수용 과정에서 의미가 생산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므로, 가집의 노랫말들을 수용자의 의미 생산 과정을 보여주는 물질적 
텍스트로 상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의미를 만들어 내는 독자의 사고 과정이 모두 언
어로 표현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집에서 보여주는 생산적 수용의 양상에 

한 평가는 그 가집만의 편자나 편찬 진용의 성향을 통해 수용의 결과가 보완되어
야 한다. 따라서 의미 생산 양상을 확인하게 되는 분석의 틀이 다소 연역적임을 인
정하고 이를 노랫말 분석의 결과를 상세화하기 위한 논의의 출발로 삼고자 한다. 독
자의 심리적 과정은 분명한 구획을 가지지 않으며 의미 생산의 준거들이 서로 통합
적으로 작용하여 보여주는 전체상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집의 노랫말을 
분석할 때에는 이러한 수용 양상에서 특별히 부각되는 요소를 중심으로 의미 생산
의 양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120) 퍼브스의 ‘평가’는 작품 전체에 한 수용자의 평가적 진술이라는 점에서 정의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전반적인 반응 양상에 골고루 적용되는 개인의 총합으로 볼 수도 있다.

121) 권오현, ｢문학소통이론 연구: 문학텍스트의 소통구조와 교수법적 기능｣, 서울 학교 박
사학위논문, 199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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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미 생산의 구조

  문학 작품을 창작하고, 향유하고, 활용하는 인간의 활동은 문학과 다양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문학 활동의 의미가 실현되는 통로인 문학과 인간의 관계
망을 우리는 ‘맥락(脈絡, context)’이라고 부른다.122) 문학을 통한 인간의 활동은 다
양한 맥락에 터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은 의미의 생산에 중요한 향을 끼친다. 학
습자 중심 문학교육에서는 학습자의 ‘문학 능력’ 신장을 목표로 하는데, ‘문학 능력’
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학습자뿐만 아니라 텍스트와 맥락에 한 고려가 필수적인 
요인이 된다.123) 반응 중심 문학 이론이나 소통이론 역시, 텍스트와 학습자의 소통
에 있어 ‘맥락’을 의미 구성의 결정적인 요소로 간주한다.
  생산적 수용에서 일어나는 의미의 생산 역시, 텍스트 자체만을 단선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를 둘러싼 맥락과의 소통을 전제로 한다. 독자가 텍스트의 맥락
과 만나 의미를 생산하는 구조를 의미 생산의 구조로 볼 수 있다. 생산적 수용의 유
형에 따른 의미 생산의 구조를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자. 

 (1) 텍스트 내적 맥락에의 참여

  텍스트의 구체화가 텍스트의 불확정적 의미를 확정적 의미로 결정짓는 과정을 보
여준다고 할 때, 의미의 생산은 텍스트 내적 맥락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과정은 텍스트에 한 분석이나 해석과 다르며, 텍스트를 기준으로 하는 상상
적 경험이라는 점에서 텍스트의 의미가 일방적으로 독자에게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 구조로서 ‘형성’의 과정에 있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글과 관련되는 범주
라 하더라도 독자에 따라 텍스트의 의미는 다르게 형성되는 것이며 이에 한 독자
의 적극적 참여124)가 텍스트 구체화의 성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텍스트의 내적 맥락에 참여하는 것은 텍스트의 내용에 공감하면서 내용을 충실하
게 재현하거나 의미를 명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공감은 독일어 ‘ein(안에)’과 

122) 김 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 학교 출판부, 2000, 219면.
123) 김창원, 앞의 글, 2013, 34면.
124) 적극적인 참여는 공감의 교육적 기제가 되기도 하지만, 진정한 앎의 형성을 위해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폴라니(Polany)는 ‘당사자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주체는 정신 세계를 
자신의 앎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적극적 참여를 강조한 바 있다. 엄태동, 교육
적 인식론 탐구: 인식론의 딜레마와 교육, 교육과학사, 1998, 289-2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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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ühlen(느끼다)’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말로, ‘안으로 들어가 느끼다(to feel into)’, 
‘더불어 안에서 느끼다(to feel within)’와 같은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다.125) 공감은 
그 어원 자체에 이미 ‘들어가서 느낀다’ 혹은 ‘안에서 느끼는 고통이나 열정’이 내재
되어 있는 것이다. 이때 ‘안’은 타자의 내면을 가리키는데, 공감은 곧 다른 사람의 
내면에 들어가는 것 혹은 그렇게 들어가서 느끼는 감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6) 이때 ‘안으로 들어가 느낀다’는 것은 텍스트 세계127) 안으로 옮겨가서 타
자의 모습과 상황을 느끼는 것이다. 진정한 타자 이해는 객관적인 인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존재의 작용을 뒤따라가며 거기에 참여하는 것에 의해 가능할 수 있
다.128)

  이처럼 텍스트 세계에 독자가 참여함으로써 텍스트의 구체화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독자가 텍스트 내적 맥락에 참여하는 방향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129) 

                         

 ↘      READER      ↙

   

     TEXT
(텍스트 내적 맥락)

 ↗ (텍스트 외적 맥락)  ↖
  

［그림 2］ 텍스트 내적 맥락에의 참여 

  텍스트 세계가 존재하는 맥락을 텍스트 내적 맥락이라고 본다면 독자가 위치한 
맥락은 텍스트 외적 맥락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독자가 위치한 텍스트 외적 맥락
이 사실이고 참인데 반해, 텍스트 내적 맥락은 결코 진실이 아니며 허구이지만 독자

125) Jeremy Rifkin, The empathic civilization, Polity, 2009. 이경남 역, 공감의 시 , 
민음사, 2010, 19-20면.

126) 염은열, 공감의 미학, 고려속요를 말하다, 역락, 2013, 17면.
127) 리쾨르(Ricoeur)에 따르면 ‘텍스트 세계’란 작품이 전개하고 드러내는 세계를 뜻하는 것

으로, 우리 앞에 그리고 우리에게 펼쳐지는 세계를 의미한다. 최지현(2014)은 이러한 세
계 중에서 수용자의 상상적 체험을 통해 형성되는 세계를 ‘작품 세계’로 새롭게 설정하
기도 하 다. 윤성우, 폴 리쾨르의 철학, 철학과 현실사, 2004, 113-114면; 최지현, 
문학교육심리학, 역락, 2014, 169면.

128) Max Scheler, Wesen und Formen der Sympathie, 1973, 조정옥 역, 동감의 본질
과 형태들, 아카넷, 2006, 466면.

129) 이후에 나타날 생산적 수용의 구조에서도 독자가 위치한 맥락을 음 으로 진하게 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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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기꺼이 텍스트 내적 맥락에 참여할 수 있다. 문학 텍스트는 독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상하게 하는 의미론적 인자(因子)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독자의 상
상의 세계를 촉발하기 때문이다.
  문학은 가상의 공간인 만큼, 독자가 수용의 과정에서 텍스트 세계와 직접적인 연
관을 맺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독자는 텍스트 세계에 해 물리적인 
참여가 아닌, ‘심리적인 참여’130)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공감의 기능과 상
태를 살펴보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
  공감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으로 타자의 감정 상태를 지
향하고 그의 감지에 한 반작용으로서 감정을 재생하는 작용이다.131) 타자와 나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정 기능으로서의 공감은 동감과 본래적 공감, 감정 전염, 감정 
이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감정의 상태를 가질 수 있다. 셸러(M. Scheler)는 이러
한 분류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공감은 ① 타인의 체험에 참여하려는 의식적 의도를 
내포하며, ② 타인과 나 사이에 간격과 거리감, 분리를 유지하며, ③ 타인을 단순한 

상이 아닌 나와 똑같은 실재적 존재로 취급하는 특성을 가진다고 하 다.132) 그는 
이러한 조건을 갖춘 진정한 공감은 동감과 본래적 공감뿐이며, 감정 전염이나 감정 
이입은 진정한 의미의 공감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의 개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공감이 분명 타자의 감정을 지향하는 감
정의 상태이지만 타자의 감정과 동일해지는 것은 아니며, 타자와의 분리 의식을 전
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감적 수용에서는 절 적, 수동적 수용이나 텍스
트에 한 함몰된 읽기로 빠져들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 공감이 텍스트를 기반으로 
일어나지만 텍스트 세계에 한 전적인 맹신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문학을 향유하는 독자는 텍스트라는 1차적 경험 상을 통해 텍스트 세계
에 심리적으로 참여하고 그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바로 볼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
다. 공감이 타자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자신만의 의미로 전이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 지평이 확장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독자의 적극적, 심리적 참여는 텍스트의 구체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는 물론, 구체화가 전개되고 마무리 될 때,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는 독자가 텍스트의 내적 맥락에 참여함으로써 텍스트를 추수적으로 읽는데 그치지 

130) K.L. Walton, Mimesis as make believe: On foundation of the representational 
arts, Havard Univ. Press, 1993, p.11.

131) 김효정, 앞의 글, 2007, 17면.
132) M. Scheler, 앞의 책, 1973, 조정옥 역, 2006, 521-5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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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주체로서의 독자의 감정에도 주목하여 나의 판단이나 감정의 파악에도 적극적 
참여를 발휘해야 함을 의미한다.133) 
  요컨  텍스트의 구체화는 독자가 텍스트 내적 맥락에 해 심리적으로 참여함으
로써 일어나게 되며, 텍스트의 불확정적 의미를 독자의 주관적인 상상에 의해 확정
적 의미로 채워가는 과정이다. 이때, 텍스트 자체에 한 집중은 물론 독자의 경험
과 감정에도 주목하는 것이 보다 이상적인 참여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2) 텍스트 창작 맥락의 선택

  텍스트 요소의 교체가 작가가 선택한 내용과 형식의 작용과 역할을 이해하는 과정
을 보여준다고 할 때, 의미의 생산은 텍스트 창작 맥락을 선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작가가 선택한 의미 외에도 독자의 선택에 따른 안적 의미가 도출
될 수 있는데 독자는 상을 어떻게 조직하고 배열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134) 
  다양한 의미들끼리의 비교나 조가 중요한 이유는 정해진 내용이나 형식에 한 
고정된 접근이 갖는 분절적 인식의 한계와 그에 따른 총체적 경험의 필요성 때문이
다. 독자는 특정한 선택과 그로 인해 형성되는 작품 세계들을 종합하여 비교하고 심
화함으로써 역동적인 사고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수용에서는 독자의 
자율적인 ‘선택’의 과정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문학의 소통에서 작가와 독자의 소통은 음성 언어 소통이나 비문학 텍스트의 소
통에 비하여 매우 간접적이고 거리가 멀다. 이는 작가의 창작 맥락과 독자의 수용 
맥락 간의 시공간적 거리가 비교적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거리에도 
불구하고 작가와 독자의 소통이 그 가치를 잃지 않는 것이 문학 텍스트가 지닌 특
성이기도 하다.135)

  기실, 텍스트가 항상 독자에게 이미 완성된 채로 주어지는 상황에서는 특별한 경

133) 텍스트에 동화된 체험이 주체의 정신적 성장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공감 이후에 주체
의 기존 인식과 태도를 뒤흔드는 자기화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타인의 감정
을 따라간 이후에 자신과 상을 분리하는 인지적이고 지적인 태도 속에서 가능할 수 
있다. 정재림, ｢문학교과서에 나오는 문학 이론 및 개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 한국
학연구 40, 고려 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265면.

134) 최홍원, 앞의 글, 2008, 175면.
135) 진선희, ｢문학 소통 ‘맥락’의 교육적 탐색｣, 문학교육학 26, 한국문학교육학회, 2007, 

231-2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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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를 제외하고는 독자가 작가의 창작 국면에 개입해서 텍스트를 수정하기란 쉽지 
않다.136) 고정된 텍스트는 돌이킬 수 없기에 독자의 자유는 제한되고 읽기 행위 역
시 수동성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해석의 방법론으로 제시되는 
‘추체험’이 인간과 동물의 내면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로서 사람이 사
람을 이해할 때 일어나는 진정한 전위(轉位)의 과정임을 생각할 때,137) 작가의 창작 
상황을 유추해가면서 이루어지는 텍스트의 수용 역시 독자의 추체험을 위한 중요한 
전제가 된다. 
  이때 유념할 것은 작가 차원의 텍스트 탐색이 작가의 개성을 구현하거나 작품의 
의도를 명확하게 하는 신비적 추체험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작가의 창작 과정에 
한 탐색이 신비한 방법을 알아가는 교육 방법이 된다면 이 역시 텍스트 중심주의의 
해석 교육과 다를 바 없게 된다. 독자의 수용 맥락이 작가의 창작 맥락에 작동하는 
것은 의미의 확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미의 확산을 위해서 기획될 필요가 있다. 
  요컨  독자의 생산적 수용은 텍스트의 고정성을 불식시키고 텍스트 창작의 차원
까지 탐색하는 과정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실천될 필요가 있다. 
  이때 중시되는 것은 소통의 적합성인데, ‘적합하다’는 것은 독자가 작가의 실제 
소통 의도를 완전히 이해하 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도에 따라 문학 작품 속에 
새롭게 구축된 텍스트의 내적 질서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형태로 수용하 다는 의
미이다.138) 독자가 창작 맥락의 요소를 선택할 때 역시, 작품의 내적 질서를 합리적
으로 유지하기 위해 ‘적합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창작 맥락의 선택에 있어서는 ‘전체성’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의미 
의 생산은 작품 안에 있는 여러 요인들의 배열에 근거하며,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가 
분절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모여 하나의 전체로 기능할 때 총체적 경험이 형성
되기 때문이다. 예컨 , 시간의 인접성은 단순히 시제나 부사로 표현되고 말 것이 
아니라, 전체 주제를 고려한 사건이나 배경 등과 함께 배열될 때, 하나의 경험으로 
의미의 생산에 기여하게 된다.
  텍스트의 창작 맥락을 독자가 선택함으로써 텍스트 요소의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독자가 텍스트의 창작 맥락을 선택하는 방향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136) 김성진, 앞의 글, 2004, 1면.
137) W. Dilthey, Erleben, Ausdruck und Geisteswissenchaften, Gesammelte Schriften 

Bd7, B.G.Teubner, 1979, 이한우 역, 체험․표현․이해, 책세상, 2002, 54-55면.
138) 권오현, 앞의 글, 1994, 346면.



- 63 -

      

 WRITER
(창작 맥락)

← ←
READER

(수용 맥락)TEXT

← ←

    ［그림 3］ 텍스트 창작 맥락의 선택

  작가가 내용과 형식을 결정하여 작품으로 표현하는 맥락이 창작 맥락이라면, 독자
가 텍스트를 받아들이는 맥락은 수용 맥락이 된다. 독자의 수용 맥락에서 작가의 창
작 맥락을 선택하는 것은 문학 작품을 작성하는 경험에 한 탐색을 수행하는 것이
며 문학 작품의 문학성을 파악하고, 문학의 형태를 결정짓는 요인의 향과 작용을 
파악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서 독자의 주관적인 요인이 개입하는 것은 자연
스러우며, 보다 중요한 것은 독자가 창작 차원에서 작품을 바라보게 되므로 문학성
을 띠기 위한 장르적 특수성에 해서도 고심하게 된다는 것이다. 
  요컨  텍스트 요소의 교체는 독자가 텍스트 창작 맥락을 선택함으로써 일어나게 
되며, 텍스트를 구성하는 내용과 형식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해 가는 과정이다. 선택
은 배제의 과정 역시 동반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험은 작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
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

 (3) 텍스트 외적 맥락의 활용

  텍스트의 확장이 텍스트 뒤에 있는 전제나 연관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미를 만
들어 내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때, 의미의 생산은 텍스트 외적 맥락을 활용함으로
써 이루어진다. 
  이 과정은 텍스트 자체에 한 이해라기보다 텍스트 외부를 검토함으로써 텍스트
의 의미와는 립되거나 텍스트 자체의 의미를 넘어서는 발견을 의도하고 있다. 텍
스트 이해에 작용하는 텍스트 외의 요소들은 의미 생산을 위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창의적인 의미 생산에 기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외적 맥락의 발견과 활용은 
텍스트 세계에 해 거리를 두고 통찰할 때 일어나게 된다.
  텍스트 외적 맥락을 활용하는 주체는 텍스트 세계에 공감하는 주체와는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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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된다. 문학 독서에서 주체를 텍스트 세계에 이입된 주체와 텍스트 바깥에 존재
하는 현실적 주체139)로 구분한다면, 전자가 공감의 주체에 가까운데 반해 외적 맥락
의 활용을 통해 텍스트를 평가하는 주체는 비판적, 메타적으로 텍스트 세계를 조망
하고 평가하는 일을 수행하는 현실적 주체에 응될 수 있다. 
  텍스트 외부의 맥락을 발견하여 활용함으로써 텍스트의 확장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독자가 텍스트 외적 맥락을 활용하는 방향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WORLD      ↗  

   

   READER 
   (상황 맥락)

Text   

↙  (사회․문화적 맥락)  ↘
    

［그림 4］ 텍스트 외적 맥락의 활용

  독자가 처해있는 미시적 맥락이 상황 맥락이라면 텍스트를 포함한 거시적 맥락을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본고는 독자의 미시적 맥락을 상황 맥락으로, 거
시적 맥락을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설정한 최인자(2008)의 논의를 받아들여, 이를 상
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지칭하고자 한다.140) 이 과정이 작품에서 비롯하고 
작품과 연관되기는 하지만, 텍스트 외부에 있는 맥락을 발견함으로써 작품을 수용하
게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수용의 위치를 텍스트 외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독자는 텍스트를 읽고 자신이 처한 미시적 맥락을 검토하고 거시적 맥락을 조망
한다. 
  독자가 작품을 수용함에 있어 텍스트 외부의 요인들을 검토하는 과정은 발산적인 
의미의 구성을 가능하게 한다. 작품 뒤의 전제나 연관에 한 추리는 참신한 맥락이 

139) 문학과 문학교육연구소, 문학의 이해, 삼지원, 1998, 27면.
140) 이때 범주화되는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은 독자에 관여하는 직접적 맥락과 간접

적 맥락으로 보기보다는 미시적 맥락과 거시적 맥락의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직접적
인 맥락과 간접적인 맥락의 구분보다는 거시적인 사회․문화적 맥락을 미시의 수용 맥락
과 연관 짓는 논의가 더욱 유용함은 다음 연구를 참고. 최인자, ｢문학독서의 사회․문화
적 모델과 ‘맥락’ 중심 문학교육의 원리｣, 문학교육학 25, 한국문학교육학회, 2008, 
429-4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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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될 때 보다 창의성을 띨 수 있으나 무리한 확장은 감상을 피상적이거나 방만성
을 띠게 만들 수 있으므로 텍스트 의미에 한 비판을 제출할 때에는 그에 적절한 
근거 또한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독자는 작품을 수용함에 있어 작품의 내용에 공감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며 갈등
을 경험하기도 한다. 따라서 작품 감상을 통해 생산해 낸 의미가 작품의 의미와 배
치되거나 다른 독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되 수용의 
타당성과 소통 가능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수용 과정을 성찰하고 다
른 독자와 소통하고 화하는 과정이 의미 생산을 보다 발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
행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요컨  텍스트의 확장은 독자가 텍스트 외적 맥락을 활용함으로써 일어나게 되며, 
텍스트에 한 비판과 이의 제출을 포함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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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가집에 나타난 시조의 생산적 수용의 양상
      
               
  이 장에서는 가집의 노랫말이 모본 텍스트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
로써 생산적 수용의 양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2장에서 행위․생산지향 문학교수법에서 제시하는 생산적 수용의 유형은 텍스트의 
구체화, 텍스트 요소의 교체, 텍스트의 확장으로 나누어짐을 살펴보았다. 각각의 유
형에서 일어나는 의미 생산을 확인하기 위해 반응 중심 문학교수법과 아른하임이 
심리적 과정을 분석하는 이론을 참고하여 연상, 인지, 정의의 측면으로 의미 생산의 
기본 요소를 설정하 다. 또한 각각의 유형은 텍스트를 둘러싼 맥락과 소통하는 것
으로 구조화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마련된 실천적인 틀은 3장에서 노랫말 
분석에 사용된다. 발트만은 생산적 수용의 결과물을 통해 수용의 유형을 나누었으므
로 본고에서도 발트만의 기본적인 틀을 활용하여 가집의 노랫말을 분석하고자 한다. 
  가집의 노랫말이 텍스트 내부의 세계에서 편자의 주관적 상상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체화되는 양상을 텍스트의 구체화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편자는 텍스트 내적 
맥락에 참여함으로써 텍스트와 연관된 의미를 생산하게 된다. 여기에서 가집의 노랫
말은 유사 관계의 재현, 화자 관점의 보충, 공감적 정서의 표면화로 나타난다.
  가집의 노랫말을 생산적으로 수용하는 양상은 텍스트 요소의 교체를 통해서도 일
어날 수 있다. 이것은 문학적 현실 안에서 작품의 문학성을 파악하고 문학 특유의 
형태를 결정짓는 요소들을 탐색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데, 인접 관계를 변경하거나 
서술 관점을 재구성하거나 차별된 정서를 생성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텍스트의 구체화나 텍스트 요소의 교체에 국한되지 않고, 텍스트 외부에 있는 맥
락을 바탕으로 의미를 생산하는 수용이 텍스트의 확장에 해당한다. 인과 관계를 탈
피하고 외부의 관점을 도입하며, 립된 정서로 전환함으로써 편자는 모본 텍스트로
부터 확산되는 창의적 의미를 생산하게 된다. 
  발트만은 생산적 수용의 유형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본고는 이들이 활동 
결과의 차이가 있을 뿐 단계상 위계를 지닌다고 보기 어려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가집 편찬자의 시조 수용은 개별적 편차에서 비롯하므로 이를 절 적 수준으로 위
계화하여 논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편자들이 드러내는 문학 경험의 차이는 
그 수용의 유형에 따라 구분할 수는 있어도 경험 자체가 위계적인 선상에 놓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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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의 구체화는 텍스트 요소의 교체가 선행되어야 가능
하다는 관점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텍스트의 구체화에 실패했다고 하여 텍스트의 확
장에 성공하지 못하리라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의미를 생산하는 활동으로서 
이들은 서로를 견인할 수 있는 보완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들을 위계적․순차적 관계라기보다 상보적․순환적 관계로 보고 그 수행의 양상을 동일
선 상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141)

141) 의미를 생산하는 세 가지 유형은 서로를 배제하면서 독립적으로 나타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아른하임도 언급했듯이 심리적 과정이란 독자의 내적 과정으로, 엄연한 분리가 어려운 것이 사
실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생산적 수용의 양상을 규명하고 교육의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들
을 분리하여 살피기로 한다. 의미 생산의 요소를 파악할 때에도 수용태에서 가장 분명하고, 두
드러지게 드러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각각을 해당 수용의 유형에 포함하 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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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텍스트의 구체화 양상

  텍스트의 구체화란 독자가 작품을 접하고 텍스트의 세계 안에서 자신의 상상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상세화하는 것을 뜻한다. 이때, 자신의 상상으로 텍스트를 상세화
하는 과정은 자신의 경험과 관심사를 바탕으로 텍스트의 세계를 주관화하는 것이며, 
이러한 주관적 습득을 통해 텍스트의 불명확함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은 독자가 작
품을 생산적으로 수용하는 한 방향이 된다. 
  텍스트의 세계 안에서 독자의 수용이 일어나는 것을 독자의 수용이 텍스트에 의해 
한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독자가 텍스트와 유사한 상황을 자신의 삶에서 연상
하여 재현함으로써 의미의 구체화가 시작되며, 텍스트에 해 인지적으로 화자 관점
에서 의미를 보충하고, 정서적 몰입을 통해 텍스트의 정서를 표면화하려는 과정은 독
자가 텍스트와 만날 때 독자 자신의 실존적 조건에 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된 몰입의 
과정으로서 온전한 서정적 체험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은 문학 읽기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가장 본질적인 교육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142) 
  텍스트의 불명확함을 독자 나름 로 채워 읽는 동안 독자는 자신의 경험을 활성
화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의미를 생산하게 된다. 이러한 참여의 과정이 텍
스트에 한 몰입에 도움이 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텍스트의 구체화가 텍스트의 세
계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의미의 생산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가 텍스트 내부와 
관련되어 포착된다는 것일 뿐, 이에 작용하는 수용자의 경험이 텍스트 내부에 한정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텍스트와의 분석적 만남은 생산적 만남에 반 되는 것이 아
니며 창조적 작업은 언제나 분석적 작업을 전제로 한다는 점은 이미 핑어후트(K. 
Fingerhut)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143) 중요한 것은 텍스트의 분석과 수렴이 궁극적 
도달 지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어떤 의미가 생겨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있다. 
  시조의 생산적 수용에서 텍스트의 구체화가 나타나는 양상은 앞서 논의한 의미 
생산의 요소에 따라 연상, 인지, 정의의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가집의 
편자가 모본에 해 유사한 관계를 발견하여 이에서 연상되는 것을 재현할 때 자신
의 경험으로 텍스트 세계에 참여하는 구체화가 일어나게 된다. 또한 모본에 있는 화

142) L. Rosenblatt, 앞의 책, 김혜리․엄해  공역, 2006. 참조.
143) K. Fingerhut, 앞의 글, 1988,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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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위치와 역할을 보충하면서 인지적 차원의 구체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마지막으
로 작품 세계에 몰입하여 공감적 정서를 수용태에 구현해 낼 때 텍스트의 구체화를 
통한 의미의 생산이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텍스트의 구체화가 일어나는 양상
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자.

1) 유사 관계의 재현

  가집에서 보여주는 텍스트의 구체화를 통한 의미 생산에서 첫 번째 양상은 ‘유사 
관계144)의 재현’으로 나타난다. 이 양상은 편자가 모본에서 접하는 상황에 하여 유
사 관계에 있는 편자의 경험을 떠올려 이를 재현하게 되는 것인데, 이때 재현의 과정
은 작품에 구현된 상황이 평소 독자의 경험이나 그가 지니고 있었던 세계관과 유사할 
경우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텍스트가 구현하고 있는 체험이 편자에게 낯설거
나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현의 과정은 의미 있게 수행될 수 있다.145)

  이는 익숙한 것과 낯선 것이 보편성의 인식이라는 하나의 인식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더욱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세계관과 유사할 
경우 그것이 익숙하다고 느끼며, 평소 알고 느끼던 상과 다를 경우 낯설다고 느끼
는데, 어떤 상들이 서로 유사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어떤 상들이 서로 정반
에 있다는 것을 감지하는 것은 반 의 작용이지만 항상 문제되는 상들 사이의 보
편적 성질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146) 보편적인 성질을 기준으로 
‘차이’가 ‘공통점’보다 적게 발견될 때 ‘유사’의 인식이 일어나게 된다면, ‘차이’가 
‘공통점’보다 많이 발견될 때 ‘ 조’의 인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147) 
  이처럼 유사와 조의 인식이 보편성을 기준으로 하는 차이의 발견 정도를 의미
한다면 유사 관계는 유사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텍스트의 체험이 

144) 본고에서 상으로 하고 있는 유사, 인접, 인과는 주체와 상의 결속 관계를 중심으로 
인간의 인식을 설명하는 인식론의 논의를 원용한 것이다. D. Hume, 앞의 책, 1980, 이
준호 역, 1994, 33-44면.

145) 김남희(2007)에서도 독자의 공감이 전이의 과정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으로 ‘친숙하
고 다정한 텍스트’와 ‘낯설고 충격적인 텍스트’로 나누고 있다, 김남희, ｢현 시의 서정적 
체험 교육 연구｣, 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64-65면.

146) 고정희, 고전시가와 문체의 시학, 월인, 2004, 123면.
147) 물론 조의 인식이 텍스트의 낯선 체험에 한 인식과 전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사학에서 말하는 보편성의 기준과 인식론의 논의에 따르면 조의 인식 또한 차
이의 인식 안에서 논의될 수 있으며 넓게 보아 ‘유사’ 관계 안에서 설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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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 다르다고 할 경우라도 이러한 차이의 인식이 연상의 과정을 차단하는 것은 
아니며, 생산적 수용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낯선 텍스트의 경험에 해 독자가 발견
하는 ‘유사성(analogy) 정도’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본고의 ‘유사 관계’는 독자가 
텍스트에 하여 익숙한 체험이 아닌, 낯선 체험을 접하는 경우라도 독자에게 유의
미한 유사성을 추론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현하는 상황을 포함하기로 한다. 고
전 작품을 하는 현  독자의 경우는 오히려 후자의 체험을 더 빈번하게 할 가능
성이 높기 때문이다.148)  
  요컨  유사성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재현은 모본에서 발견하는 유사성이 보편성
에서 비롯되는 경우는 물론, 개인적 경험에 의한 특수한 유사성의 경우라도 일어날 
수 있다. 아래의 작품들에서 유사 관계의 재현 양상을 확인해 보기로 하자.

# 4769(고)149)

靑山은 엇졔여 萬古에 프르르며
流水 엇졔여 晝夜애 긋지 아니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萬古常靑 리라  

청진 37

靑山은 엇졔여 古今에 긴 봄이오
流 엇졔여 晝夜에 치 아니난고
람도 치 마라셔 古今常靑 리라  

흥비 4

  위의 작품은 이황(李滉, 1501-1570)의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중에서 ‘후육곡
(後六曲)’인 <언학(言學)>의 다섯째 수에 해당한다. 국어 교과서와 문학 교과서에 11
번이나 수록되어, <도산십이곡> 전체 12수 중에서 가장 수록 빈도가 높은 작품이다. 
교훈성과 자연관에서 사 부 시조 일반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학습자들에게 
덜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이 선택의 이유로 보인다.150) 그러나 표면적으로 평이해 보
이는 어휘에 한 이해와 달리, 작품의 창작 배경이 되는 도산서원(陶山書院)의 풍
경에 한 이해나 성리학적 자연관에 담긴 철학적 사유를 현  학습자가 이해하기
는 쉽지 않은 작품이기도 하다. 
  청진에서는 <도산십이곡> 12수를 순서 로 그 로 수록하고 있는데, 이는 청

148) 조희정(2011)에서는 고전문학에 한 이질적 체험들이 추론 가능한 동질적 체험으로 치
환되어 다루어지는 것을 비판하며, 고전문학에서 포착된 이질성이 그 로 이질적 체험이 
되어 학습자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희정, 앞의 책, 2011, 139-140면.

149) ‘# 번호(고)’는 고시조 전의 작품 번호를, ‘# 번호(역)’은 교본 역 시조전서의 작품 
번호를 의미한다. 두 저서에 모두 포함된 작품의 경우 두 가지 출처를 병기하며, 하나의 
저서에만 나타날 경우 해당 저서만 표기한다. 

150) 조희정, ｢<도산십이곡>에 한 교육 담론 속의 독해｣, 고전문학과 교육 5, 한국고전문
학교육학회, 2003, 295면; 고정희, 앞의 글, 2009, 2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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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편자가 <도산십이곡>의 창작 맥락이나 창작의 의도를 존중한 결과이다. <도
산십이곡>은 <언지(言志)>와 <언학(言學)>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이 
작품은 <언학>의 전반부(7~9수)와 달리 후반부(10~12수)로서 배움의 당위성이 아닌, 
배움의 속성을 노래하고 있다. 
  당위성이 배움의 반시간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가치 개념임에 비해, 속성은 
배움의 시간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실천 개념이라는 점에서 이들에는 교묘한 
조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다.151)  
  청진에서 퇴계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청산(靑山)과 유수(流水)의 불변함
으로 배움의 속성을 강조한다. 초장에서 청산이 만고에 푸르르다는 정적인 속성
을, 중장에서 유수가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동적인 속성을 ‘엇졔여’라는 감
탄으로 드러내고 있다.152) 시간을 기본 모티프로 삼되, 시간의 흐름이 무색한 원
성을 제시함으로써153) 학자들의 배움의 태도를 깨우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靑山, 
프르르며, 萬古常靑’ 등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푸르름’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는 

원성과 불변함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154)

  이를 수용하고 있는 흥비는 청산에서 긴 봄을 누리는 ‘젊음’을 발견하고 있다. 
흥비는 청진과는 달리 악곡별 배열을 선택한 가집인데, 여기서는 <도산십이곡> 
역시 연시조로 수용하기보다 악곡을 고려하여 배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관되게 성
리학적 세계관에서 이 작품을 수용했다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155) 이는 좀 더 자
유로운 연상을 독자에게 허용하는 체계를 지니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이 작
품이 연시조로서 군집으로 수용되지 않고, 개별적인 작품으로 읽히게 된 것은 인생
사에 관한 시조로 수용하기가 훨씬 수월했음을 뒷받침해 준다.

151) <언학>을 통해 퇴계가 드러내고자 한 배움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덕목은 배움의 당위
성과 배움의 속성이다. 성기옥, ｢<도산십이곡>의 구조와 의미｣, 한국시가연구 11, 
한국시가학회, 2002, 215-216면.

152) 청산과 유수로부터 유추된 자연의 속성은 그 자체의 인간 가치 때문에 예찬되는 것이 
아니라, 중단해서는 안될 배움의 지속 가치를 전경화하기 위한 비유적 수단으로서 예찬
되고 있다. 성기옥, ｢<도산십이곡>의 재해석｣, 진단학보 91, 진단학회, 2001, 270면.

153) 서명희, 앞의 글, 2013, 75면.
154) ‘푸름’은 현 의 작가에게도 ‘ 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인식의 구성 요소로 기능한다. 

‘푸름’을 다양하게 탐구하고 있는 작가로 유치환이 표적이다. 민미숙, ｢유치환의 산문
을 통한 생명 인식에 한 고찰-‘고독’, ‘나태’, ‘푸름’의 개념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
구 28, 반교어문학회, 2010, 465-470면.

155) 흥비에서는 이 작품의 앞 뒤로 양응정의 시조(嚴冬에 뵈옷닙고 岩穴에 눈비마자~)와 
길재의 시조(이바 楚ㅅ사들아 네 님금이 어듸가니~)가 수록되어 있어, 특별히 이황의 
성리학적 세계관을 고려했다고 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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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장에서는 모본에 있던 ‘萬古에 프르르며’를 ‘古今에 긴 봄이오’로 수용하고 있
는데, ‘만고’의 시간 동안 변함없던 청산의 푸르름이 수용자의 현재(今) 속에서 젊음
으로 재현되고 있다. 청산과 젊음이 지닌 ‘푸르름’이라는 유사한 속성은 청산의 
원성을 젊음의 원성으로 쉽게 연상할 수 있게 한다. 
  텍스트의 의미는 작가의 의도를 재구하는 데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에 의해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새롭게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156) 
독자의 적극적 상상으로 텍스트의 의미는 얼마든지 구체화될 수 있다. 
  중장에서 ‘水’을 빠뜨리는 부주의함 또한 이 구절을 정전적으로 떠받들지 않았
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단서가 되는데, <도산십이곡>을 수용하는 여타 가집들에
서는 이렇게 단어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157)

  흥비의 종장에서 학문을 하는 특정한 명사 ‘우리’158)가 아니라, 누구나 늙을 
수밖에 없는 보통명사 ‘사람’을 부각시키는 것 또한 원한 젊음을 바라는 인간의 
필연적인 소망이 담겨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청산과 유수에서 간단(間斷)없는 학문의 자세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원
한 젊음의 이미지를 보는 것은 시조가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벗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방향일 수밖에 없다.159)  
  요컨 , 흥비는 청산과 유수의 불변함으로 상징되는 푸르름에서 젊음의 푸르름
을 연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연의 불변성을 원한 젊음으로 재현하고 있다.160) 실
경(實景)의 의미에 한 사유를 바탕으로 학문의 자세를 깨닫고, 여기에서 또다시 
젊음을 희구하는 인간의 욕망을 발견하는 것은 자연에게서 인간으로 확장되어 가는 
인간 일반의 사유 과정에 부합한다. 자연에서 발견한 교훈이 인간의 보편적인 고민
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편자의 사유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156) 최홍원, 앞의 글, 2012, 163면.
157) 고시조 전에 따르면 이 작품을 수용하고 있는 가집은 모본을 포함하여 58개에 이르

는데, 중장에서 ‘수’을 빠뜨리고 있는 가집은 흥비가 유일하다. 원일에서는 ‘’을 
빠뜨리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김흥규 외, 앞의 책, 2012, 1034-1035면.

158) 종장의 ‘우리’는 <언학>의 둘째 수(뇌정이 파산하여도~)에서도 똑같이 등장하는데, 이는 
퇴계와 제자들을 포괄하는 제한적 의미의 집단적 자아이다. 성기옥, 앞의 글, 2002, 
212면. 

159) 고정희, 앞의 글, 2009, 218면.
160) 김석회(2003)에서는 이러한 변이에 해서, ‘산수 자연을 통해 자강불식(自彊不息)의 주

역 이념을 환기하고 다짐하던 강호시가가 인생무상을 위무하는 유흥판의 탄노가(歎老歌) 
계열로 변용되었다’고 보면서 이러한 노랫말 변용의 양상을 ‘의경의 유락적 통속화’에 
포함시키고 있다. 김석회, 앞의 책, 2003, 24-25면.



- 73 -

  상에 한 관념이 항상 동일성을 띠는 것은 아니므로 독자에 따라 질적 차이를 
가질 수 있으며 그의 개인적인 습관은 관념 연합의 원리로 작용할 수 있다.161) 이는 
같은 작품이나 상에 해서도 개인적인 습관에 의해 작품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 작품에서도 모본에서 발견한 유사성을 바탕으로 작품이 구체
화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 2253(역), 3696(고)

柚子는 根源이 重야  지에 둘식 셋식
狂風大雨라도 러질쥴 모로고
우리도 저 柚子갓치 러질쥴 모로리라 

 시가 698

柚子난 근원이 엇더여  곡지에 둘식 셰식 여러
九十月 風霜에도 러질 줄 모라고 
우리도 사랑 만나거던 러지지말가 노라  

동명 389

  위의 작품은 청진을 비롯한 18세기 초반 가집에서는 등장하지 않다가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초반 가집으로 추정되는 시가에서부터 출현하기 시작하여, 총 
18개의 가집에 수록된 작품이다. 이들 가집 가운데 시가의 편찬 시기가 가장 빨
라, 시가의 작품을 모본으로 삼아 후 의 수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
다.162) 이 작품은 거의 동일한 가집으로 추정되는 가조별람에서도 등장하지 않는 
미분류된 45수의 작품에 포함되어 있어 편자의 개입으로 인한 후  추록이 확실해 
보인다.
  시가에서는 유자의 열매가 한 꼭지에서 둘 셋씩 같이 열리는 것을 관찰하고, 그 
이유를 근원의 중요성에서 찾고 있다. 유자의 근원이 중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속성
을 통해 살필 수 있다. 유자의 원산지는 중국의 양자강 상류로, 분류학 상으로 보면 
감귤속에 속하며 감귤아속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과수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는 신라
시 (문무왕 2년, 840) 장보고가 당나라 상인에게서 얻어와 전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163)

161) 한 개인이 지니고 있는 통상적인 습관은 빈번하게 반복되거나 규칙적으로 형성되면 그 
개인의 본성이 되기도 하듯이 습관과 본성은 반 의 작용이라기보다, 때에 따라 다르게 
작동되는 원리로 볼 수 있다. 상기 작용의 관계에 해서는 다음을 참조. 장 란, 아리
스토텔레스의 인식론, 서광사, 2000, 283-284면.

162) 시가는 18세기 중반 가집인 가조별람과 함께 연구되는데, 가조별람의 편찬 시기
는 1750년으로 추정된다. 둘은 부분적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동일한 가집이라 할 수 있
다. 하지만 가조별람이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이를 최 한 재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필사한 것과 달리 시가는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중복된 작품을 탈락시키는 등 필사
자의 부분적 개입이 작용한 가집이다. 이상원, ｢가조별람의 문헌적 특성과 시가와의 
관계｣, 한민족어문학 54, 한민족어문학회, 2009, 6-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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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유자의 재배 면적은 넓어졌지만 착과율은 상당히 낮은 편인데, 유목(幼木)
시에는 10% 이상이지만 성목(成木)시에는 10% 미만으로까지 떨어진다. 과실은 6월 
상순부터 열리기 시작해서 7~8월에 걸쳐 가장 많은 최성기가 되고, 9월 중순~10월 
상순에 비교적 비 량이 많아 제 2의 성장기로 꼽힌다.164) 나무 전체로 보았을 때 
드문드문 열려 과실량은 적은 편이지만 과실의 외피가 단단하여 땅에 떨어져도 쉽
게 상하지 않으며, 가시처럼 생긴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보호하고 있어 사람의 손으
로 따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이처럼 유자의 오래된 전통과 과실끼리의 단단한 결속
은 그 근원의 중요함을 노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근원이 중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나운 바람과 큰 비에도 쉽게 떨어질 줄 모른다고 믿는 것이다. 종장에서는 이와 
같은 유자의 근원을 본받아서 우리도 떨어질 줄 모르리라 다짐하고 있다. 
  이 작품은 표면적 의미 그 로 유자의 생명력이나 결속성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도 있고, 임금과 함께 있고 싶은 신하의 마음이나 형제와의 결속을 강조한 노래로도 
볼 수 있으며, 사랑하는 님과 떨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을 노래한 것일 수도 있다. 
<제망매가>에 등장하는 ‘ 가지 난 잎’165)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예로부터 부모
라는 하나의 ‘근원’에서 나온 형제자매가 어떤 경우에도 흩어지지 않고 함께 있어야 
한다는 믿음은, 이 작품에서도 한 꼭지에 붙어있는 유자 열매가 형제지간의 우애를 
의미하는 노래로 읽혔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동명166)은 이러한 유자의 친연성과 근원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용태를 생산해 
내고 있다. 
  초장에서는 유자의 근원에 해 ‘중(重)’하다고 단정을 내리는 신, 유자의 근원
에 한 의문과 감탄으로 작품을 시작하고 있다. ‘엇더다’라는 지시 형용사는 특
정한 거리와는 관계없는 미지칭의 형용사로, 현  국어의 ‘어찌, 어떻게’에 해당하는 

163) 박인석, ｢유자의 수확｣,  한토목학회지 55, 한토목학회, 2007, 128면.
164) 김철환, ｢유자나무 재배와 관리｣, 최고관리자과정논문집 12, 경상 학교 경 행정 학

원, 1997, 105-106면.
165) ‘한 가지에 난 잎’은 일차적으로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동기들을 뜻하는 것으로 파악된

다. 그러나 그 의미가 꼭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어서, 같은 조상을 가진 혈족을 
뜻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인류 전체에까지 확장될 수도 있다. 성호경, ｢<제망매가>의 
시세계｣, 국어국문학 143, 국어국문학회, 2006, 286-287면.

166) 문헌명은 동국명현가사집록(東國明賢謌詞集錄)이며, 청구 언 계명 본으로 학계에 소
개되었다. 시조 474수가 수록되어 있으며 전라도 해남 출신 우수(愚叟) 박양좌(朴良佐)라는 
인물이 강진(康津) 신지도(薪智島)에 우거(寓居)하면서 편찬한 가집이다. 18세기 가집의 재
필사본을 저본으로 삼고 그 뒤에 자신의 시조 54수를 추록하 다. 188수의 신출 작품이 발
견된다는 점에서 학계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 받았다. 권순회, ｢계명 학교 동산도서
관 소장 국문시가 자료의 가치, 한국학논집 37, 계명 학교 한국학연구원, 2008, 1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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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지니고 있다.167) 이러한 표현은 인간은 지니고 있지 않으며 도달할 수 없는, 
유자의 속성을 예찬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중장에서는 유자의 근원을 위협하는 바람을 ‘구시월 풍상(九十月風霜)’으로 수용
하고 있는데, 모본의 ‘광풍 우’와 같은 바람의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계절이 분명
하게 언급됨으로써 보다 특수하고 개별적으로 수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광
풍 우’는 유자를 떨어뜨릴 수 있는 외부의 크고도 강한 물리적 압력을 의미한다면, 
‘구시월 풍상’은 한여름 푸르던 나무를 시들게 하는 또 다른 조건을 암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풍상(風霜, 바람비 눈서리)은 시조에서 상의 속성을 변화시키거나168), 인간관계
를 약화시키는 시련이나 장애 요인169)을 의미하는 것으로 종종 사용된다. 이렇게 본
다면 ‘광풍 우’를 ‘구시월 풍상’으로 수용한 것은 편자의 개인적 경험으로 모본의 
시조를 구체화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이는 종장에서 쉽게 변하는 사랑의 속
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종장에서는 ‘우리도 사랑 만나거던 러지지말가 노라’라고 하여 여러 갈래로 
해석 가능한 모본의 작품을 ‘사랑하는 님과의 관계’로 한정하여 수용하고 있다. 사
랑은 처음부터 한 근원에서 나서 떨어지지 않는 유자와는 달리, 외부의 시련에 의해 
쉽게 약해지고 변질되는, 불안정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유자의 ‘떨어질 줄 모름’이
라는 속성은 편자의 경험 안에서 ‘연인과 떨어질 줄 모름’으로 연상되면서 사랑의 

속성을 희구하는 노래로 수용된다.
  주지하듯이 19세기에는 시조가 중화되면서 ‘애정’은 가장 인기 있는 주제가 되
었다. 애초에 애정을 주제로 쓰여지지 않은 작품들도 19세기에 들면 애정 시조로 
수용되는 양상이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70) 이러한 시 적 흐름과 편자 

167) 고 근, 표준 중세국어문법론, 집문당, 1997, 123-124면, 163면.
168) ‘江頭에 屹立하니 仰止에 더옥 놉다/風霜에 不變니 鑽之예 더옥 긋다/사람도 이 바회

면 大丈夫가 노라’ (朴仁老, 시조문학사전 79), ‘落落長松드라 너 어이 홀
노 셔/바람비 눈서리예 어이여 푸르럿/우리도 蒼天과 빛이라 變줄이 이시랴’ 
(시조문학사전 344) 등은 상의 속성을 변화시키는 예로 사용되고 있다. 

169) ‘길우 두 돌부텨 벗고 굼고 마조셔셔/람비 눈서리 맛도록 마만졍/人間에 離別
을 모르니 그를 불워 하노라’ (鄭澈, 시조문학사전 317)는 인간관계를 약화시키는 시
련으로 사용되고 있다.

170) 평시조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측면을 시적 지평으로 끌어들이던 사설시조 역시 이 시
기에는 오로지 ‘사랑’과 ‘이별’, ‘인생무상’ 같은 주정적 내용으로 일색화되는 추이를 보
여준다. 고미숙, ｢19세기 시조의 ‘ 중화 양상’에 한 연구｣, 시조학논총 10, 한국시
조학회, 1994, 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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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경험이 만나서 이와 같은 애정을 주제로 한 작품이 탄생한 것은, 시조의 수
용사를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임금에 한 연모’, ‘형제에 한 우애’, ‘님에 한 사랑’은 모두 ‘떨어짐 없는 
결속의 희구’ 안에서 논의될 수 있는 주제들이다. 우리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질과 
양의 정도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 경험이 관찰되었을 때, 그 상들 사이에 다른 
차이가 나타나더라도 그 상들 모두에 해서 동일한 이름을 사용한다.171) 요컨  
수용태는 모본에서 읽어낸 ‘유자의 친연성’을 바탕으로 유사한 속성을 지닌 ‘사랑의 
항구성’을 연상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수용을 보여주고 있다. 
  상의 모습을 보고 나를 깨닫는다는 구조는 상과 주체 사이에 상동성(相同性)
이 존재한다는 전제가 깔려있고 본질적으로 동질적이라는 인식이 담겨있다.172) 수용
자는 작품을 읽고 자신의 처지를 조회함으로써 미래적 전망을 획득하고 사리 판단
을 하는 유추적 사고를 촉진시키게 된다.173)

  반면, 로젠블랫은 작품이 독자에게 강한 향을 끼치기 위해서 문학 작품이 독자
의 형편과 너무 유사한 상황을 다룰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작품의 힘은 그것이 기
반이 되어 이루어지는 감성적 구조와 인간 욕구의 현상화에 있는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174)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독자는 자신의 감성과 욕구에 따라 텍스트를 기반으
로 한 감상의 지점을 설정할 수 있으며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유사성을 발견
할 수 있다. 설사 작품과 독자의 관계에 해 성찰하는 과정에서 동일성이나 유사성
을 발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찰의 과정 자체로 자신의 경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볼 때, 가집의 수용태는 모본에서 유사한 관계를 연상해 내고 이
를 재현할 때 텍스트의 구체화를 보여준다. 유사성의 발견은 보편적 속성이나 개인
의 경험 또는 습관 모두에서 기인할 수 있다.

171) D. Hume, 앞의 책, 1980, 이준호 역, 1994, 42면.
172) 김 행, ｢시조형식의 의미｣, 시조학논총 11, 한국시조학회, 1995, 20면.
173) 관계의 연상이 차이의 지평에서 작용한다는 점과 상과 주체의 상동성은 상호모순된 

배타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추적 사고가 가지는 양면적 성격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류수열, ｢‘관점’의 작용 국면으로 본 판소리 사설의 시학적 특성｣, 고전문
학연구 17, 한국고전문학회, 2000, 77면.

174) L. Rosenblatt, 앞의 책, 김혜리․엄해  공역, 2006, 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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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자 관점의 보충

  수용태가 텍스트를 구체화하는 양상은 화자의 관점을 상세화하거나 보충함으로써 
일어난다. 수용태는 모본에 한 유사성의 발견을 시작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구체화
하며, 텍스트 내적 요소에 천착함으로써 인지적 반응을 보이게 된다. 텍스트의 구체
화에서는 텍스트 안에 나타나는 화자나 인물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거나 보충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상상이 펼쳐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상을 바라보는 것은 사고와 구별되는 단순한 감각 작용이 아니라, ‘시각
적 사고’로서 능동적인 수행이다.175) 지각이 일반적으로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과정
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상 시각적 인지는 사고 작용과 접하게 연관되어 있으
며 오히려 사고의 적극적인 과정으로 상에서 패턴을 발견하고, 불완전한 패턴은 
채워가면서 인식하는 작용을 한다. 
  텍스트의 구체화가 일어나는 수용에서 화자 관점의 보충은 화자의 의도에 한 
인지적 작용을 바탕으로 작품의 빈자리를 채워 읽거나, 화자의 상황을 상세화함으로
써 텍스트의 본래 의미를 추론해 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작품의 빈자리는 텍스트의 부재 요소를 의미하는데, 텍스트의 전략으로서의 부재 
요소는 독자로 하여금 전경화된 기표의 배경, 즉 기의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176) 수
용태는 모본을 읽어가며 텍스트의 전경과 배경 사이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구성할 
것이 요구되는 지점을 조우하게 된다. 다음의 작품에서 어떠한 상황이 보충되고 있
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 3519(고)

王祥의 鯉魚 잡고 孟宗의 竹笋 것거 
검던 머리 희도록 老萊子의 오슬 닙고
一生애 養志誠孝 曾子치 리이다

청진 97

王祥의 니어 낙고 孟宗의 竹笋 거
감든 리 다 희록 老萊子의 옷 닙고
平生애 養志曾參을 호고져 노라

청연 164

  위의 작품은 노계(蘆溪) 박인로(1561-1642)의 연시조 4수 중 두 번째 시조로, 
<조홍시가>라는 題名으로 박인로의 문집에 총 4수가 나란히 배열되어 있다. 잘 알

175) R. Arnheim, Visual thinking, California Univ. Press, 1969, 김정오 역, 시각적 사
고, 이화여자 학교 출판부, 1988, 33면. 

176) 김남희, 앞의 글, 2007, 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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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진 ‘반중 조홍감이 고아도 보이나다’로 시작하는 1수, ‘만균을 늘려 내야 길게길게 
노흘 아’로 시작하는 3수, ‘群鳳 모도신듸 외가마귀 드러오니’로 시작하는 4수 모
두 청진(96~99수)에 나란히 수록되어 있다. 위의 작품은 ‘효(孝)’를 주제로 다루고 
있어 후 의 많은 가집에 수록되었다. 
  왕상(王祥)이 계모를 위해 한겨울에 옷을 벗고 얼음을 녹여 잉어를 잡은 일, 맹종
(孟宗)이 노모의 입맛을 돋우기 위해 한겨울에 죽순을 구해온 일, 노래자(老萊子)가 
나이 70에도 노부모를 즐겁게 해 드리려고 색동옷을 입고 재롱을 부린 일 등의 고
사가 초장과 중장에 포함되어 있다. 종장에서는 부모를 위하여 뜻을 기르고 효성을 
다하는 것을 증자(曾子)같이 하겠다고 하 다. 증자는 공자의 제자 중에서 효성으로 
으뜸난 인물로, 초장과 중장에서 등장한 인물에 비해 유교사상사(儒敎思想史) 상(上)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이다.177) 
  작가가 분명하고 효성을 주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  가집들의 수용태에서 
주제나 표현의 큰 변이가 발견되지 않는 가운데, 청연에서의 수용태가 눈여겨 볼 
만하다. 청구 언 연민본은 편찬자와 편찬 시기가 정확하게 밝혀진 몇 안 되는 가
집 중 하나로, 1814년 이한진에 의해 편찬된 가집이다. 독특한 시구에 의해 작품의 
내용이 재편성되거나 어구의 개작 변이가 많아 주목 받아온 가집이다.178) 가집에 
한 서지적 검토나 작품 수, 작품 조를 통한 몇 가지 특색 등은 심재완(1961)이 최
초로 언급한 바 있다.179) 그의 작품 중에는 ‘자연 속에서 누리는 삶의 흥취’를 노래
한 작품이 많은데, 이는 그가 출처(出處)의 양분법적 선택을 해야 하는 사 부 다는 
점, 벼슬과 무관하게 살면서 평생을 풍류로 일관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그의 가집에서는 종장을 전혀 다른 시구로 체하거나, 
특정 상에게 높임 어미 ‘님’을 붙이는 등180) 그만의 독특한 편찬 의식을 보여준다. 
  그의 가집에 실린 작품들은 특별한 규칙 없이 무작위로 섞여 있고 한 작가의 작
품도 여기저기 산재해 있으며, 유명 작가의 작품이 빠져 있는 것으로 보아 어느 가

177) 그의 사상은 《증자(曾子)》 18편(篇) 가운데 10편 《 례기(大戴禮記)》에 남아 전하는데, 
효(孝)와 신(信)을 도덕 행위의 근본으로 한다. 공자의 도(道)를 계승하 으며, 그의 가르
침은 공자의 손자 자사(子思)를 거쳐 맹자(孟子)에게 전해져 내려왔다.

178) 김종화, ｢이한진편 청구 언 연구｣, 고려 학교 고전문학․한문학연구회 편, 19세기 시
가문학의 탐구, 집문당, 1995, 23-24면.

179) 심재완, ｢<이한진 편저>청구 언에 하여｣, 어문학 7, 한국어문학회, 1961, 195-198면.
180) ‘재 너머 成勸農 집의 술 닉단 말 어제 듯고/누은 쇼 발로 박차 언치 노하 지즐 고/

아야 네 勸農 계시냐 鄭座首 왓다 뢰라’ (鄭澈, 청진 85)의 종장을 청연에서는 
‘아야 네 권농님 계시냐 정좌소 왓다 뢰라’로 수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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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도 뚜렷한 관련성이 없는 독자적인 가집이며 그 소통 범위 또한 매우 한정적이
었던 것으로 보인다.181) 박인로의 연시조 역시, 4수 중에서 유일하게 이 시조만이 
청연에 수록되고 있다. 초장에서 ‘鯉魚’를 우리말 ‘니어’로 표기한 것은 청연 외
에도 19세기 후반 몇몇 가집에서 볼 수 있으며, 중장의 ‘검던 머리’를 ‘감든 리’로 
수용한 것은 부분의 가집에서 채택하고 있어 이 가집만의 특별한 수용태라고 보
기 어렵다.   
  그러나 수용태들 중에서 중장에 ‘다’라는 부사어가 등장하는 것은 청연이 유일
한데, 부사어 ‘다’의 사용을 통해 모본에 한 동조와 강조의 의도를 함께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장에서는 노랫말의 변화가 좀 더 드러나는데, 많은 가집
들 중 ‘양지성효’를 ‘양지증삼(養志曾參)’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은 이 가집이 유일하
다. ‘일생에 양지성효를 증자같이 하리이다’를 ‘평생에 양지증삼을’이라는 두 어구에 
축약한 것은 종장에서 새롭게 ‘호고져’를 첨가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182)  
  모본에서 증자의 양지성효가 효의 본보기로서의 상이었다면, 수용태에서는 이에 

한 적극적인 화자의 행위 의지가 ‘호고져’로 드러난다. ‘배우다’라는 본동사와 
‘하다’라는 보조동사의 결합은 모본에서 제시한 효(孝)들을 적극 실천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조동사로 쓰인 ‘~하다’는 ‘주관적인 
추측 또는 의도’를 나타내는데, 특히 ‘~ㄹ까 한다’처럼 결합되는 경우 ‘자발적인 의
도’를 드러낸다.183) 
  종장의 종결 어미가 ‘리이다’에서 ‘노라’로 바뀐 것에서도 이러한 자발적인 실
천과 적용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모본이 누구에게나 교훈이 될 만한 효의 본보
기를 평서형으로 서술하고 있다면, 수용태에서는 편자의 의지가 개입된 감탄형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184) 
  요컨  이 수용태의 편자는 화자의 관점을 보충하면서 모본의 의미를 보다 명확
하게 만들어 텍스트의 구체화를 보여주고 있다. 

181) 김종화, 앞의 글, 1995, 25면.
182) 김종화(1995)에서는 청연에서 작품 내용을 수정했던 흔적이 많은데 이러한 예는 음절

을 삭제․변경하는 경우와 음절 및 구절을 첨가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필 수 있으며, 비교
적 전자보다는 후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보았다. 김종화, 앞의 글, 1995, 27면.

183) 강흥구, ｢보조동사 ‘싶다’, ‘보다’, ‘하다’의 통사․의미론적 연구｣, 한어문교육 8, 한국언
어문학교육학회, 2000, 96면.

184) 고전시가의 정서를 다룬 한 연구에서도 화자의 의지 표명이나 내적 다짐은 주로 ‘~리
라’, ‘~노라’의 형식을 취함을 밝히고 있다. 박춘우, ｢고전 이별시가의 정서 유형 연구｣, 
우리말 글 19, 우리말글학회, 2000, 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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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자의 관점을 보충하는 것은 인지적 추론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주제의 축을 변
동하지 않으면서 작품을 상세화할 수 있게 한다. 여기서도 편자는 자신의 기 지
평185)을 바탕으로 모본의 세계를 확충해 나간다. 이러한 역할의 수행은 ‘타자의 행
위’를 예측하게 하고 적절한 반응으로 처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인 관계에서
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며 사회적 공감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186) 
  흄에 따르면 정서는 그 양상과 층위가 다양하므로 정서에 한 논의는 구성 요소
보다는 정서를 야기하는 원인과 정서와 관련된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187) 텍
스트의 세계에 공감할 때 정서의 원인과 상황이 확충되는 양상을 아래의 수용태에
서 확인할 수 있다. 

# 2893(역), 4810(고)

靑天에 기러기  雙 漢陽城臺에 잠간들러 쉬여갈다
이리로셔 져리로 갈제 내 소식 들어다가 님의게 傳고 
져리로셔 이리로 올제 님의 消息 드러 내손
브듸 들러 傳여 주렴
우리도 님보라 밧비 가 길히니 傳동말동 여라

      청진 555

청천에 셔 울고가는 외기럭이 나지말고 말들어
漢陽城臺에 잠간들너 부 말닛지 말고 웨웨텨 불러 
니르기를 월황혼 계워갈제 寂寞空閨에 더진 듯 로안져 님
글여 아못네라고 부듸 한말을 傳여주렴
우리도 님보라 밧비 옵는 길이오 傳헐말 여라

                                원국 470

  위의 작품은 청진 외에도 25개의 가집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다.188) 초장에서
는 높푸른 하늘에 떠 있는 기러기 한 쌍에게 말을 거는 화자가 나타나 있다. 님에게
로 갈 수도, 님이 올 수도 없는 이별의 상황에서 기러기는 화자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고려가요 <정읍사>나 송강 정철의 <사미인
곡>에서 볼 수 있는 매개물인 ‘달’과는 달리, 기러기는 계절에 따라 무리지어 이동
하므로 화자의 부탁을 실현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85) 기 지평은 주지하듯 칼만하임의 용어를 야우스가 차용한 것이다. 수용자가 지니고 있는 
바람, 선입견, 이해 등 작품에 관계된 모든 전제를 망라하는 개념이다. ‘기 ’는 작품에 

한 독자의 기 를 뜻하며 ‘지평’은 철학 역에서 인식, 이해, 사고의 범주를 지적하듯
이 수용자가 지닌 기 의 범주를 나타내고 있다. 즉 기 지평은 수용자가 지닌 창작 작
품에 한 이해의 범주 및 한계를 가리킨다. 이 규, 문학교육과 수용론, 이회문화사, 
1998, 15면.

186) 박성희, 공감학: 어제와 오늘, 학지사, 2004, 48면.
187) D. Hume, A Treatise of human nature. Book 2: Of the passions, Oxford Univ. Press, 

1980, 이준호 역,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 제 2권: 정념에 관하여, 서광사, 1994, 65면.
188) 김흥규 외, 앞의 책, 2012, 1065면에서는 평시조를 기준으로 1.5행 이상이 같은 시조를 

같은 군집으로 보았다. 본고에서는 이 기준을 수용하되, 작품의 시작이 같은 시조를 모
본의 수용태로 보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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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러기는 봄날 추위가 끝나면 북상하고 가을 찬바람이 불면 남하하는 철새로, 예
부터 기러기가 오지 않으면 먼 데 사람이 복종하지 않거나, 배반하거나, 백성이 임
금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여겼다. 옛사람들은 때가 되면 자기가 왔던 곳으로 돌아갈 
줄 아는 기러기의 이동으로 지기(地氣)와 인사(人事)의 변화를 짐작했는데, 기후의 
변화를 민감하게 알아차리므로 기러기를 후안(候雁)이라고도 불 다.189) 또한 기러
기는 한 번 짝을 맺으면 죽더라도 다른 짝을 찾지 않는 변함없는 신의(信義)의 새로 
여겨져, 예부터 혼인의 절차에서 사용되어 왔다.190) 두 가지 사례로부터 기러기가 
많은 한시에서 소식을 전하는 새로 여겨질 수 있었던 이유를 추측할 수 있다. 시조
에서도 ‘기러기 다 라가니 소식을 뉘 傳하리’191)와 같이 님과 헤어져 있는 상황에
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상으로 자주 기러기가 등장한다. 
  화자는 이러한 기러기 한 쌍에게 ‘한양성 ’에 잠시 들러 쉬어 가라고 부탁하는
데, ‘한양성 ’는 ‘청천에 떠’ 있는 기러기가 아니면 감히 넘을 수 없는 서울의 궁궐
이라는 점에서, 화자가 쉽사리 만날 수 없는 지체 높은 님이 계신 곳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중장에서 관계의 결핍이 없는 기러기 ‘한 쌍’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때는 내 소식을 님에게 전하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올 때는 님 소식을 나에게 전
해 달라’는 균형적 구와 응을 이루며 전체적으로 작품의 분위기를 안정된 어조
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부디’라는 부사는 ‘~주렴’과 결합하여 기러기에 한 
간절한 요청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192)

  안정된 어조에 실린 화자의 간절한 요청과 달리, 종장에서는 다소 엉뚱한 기러기
의 답이 들려온다. ‘우리도 님보라 밧비 가는 길히니 傳할동말동’하다는 기러기의 

답은 초장과 중장에서 전개되어 오던 논점을 회피하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기 가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나타나면서 희극적 효과를 극 화시킨다.193) 평시조의 
3장 구조에서 나타나는 종장의 ‘전환과 결말’이 지닌 기능 중, 반전의 기능만을 강
조함으로써 중장과 종장의 조를 보여주는 것은 사설시조에서 자주 취하는 구조적 

189) 정민, 한시 속의 새, 그림 속의 새 2, 효형출판, 2003, 123-124면.
190) 정민, 앞의 책, 2003, 136면.
191) ‘기러기 다 라가니 소식을 뉘 傳하리/이나 쟈니 이 와야  아니 랴/조

차 가뎌간 님을 각여 무리’ (시조문학사전 305), ‘기럭이 이로 쟙아 情드리
고 길려셔/님의 집 가는 길을 歷歷히 릇쳐 두고/밤ㅁ中만 님 각 날제면 消息 傳
케 리라’ (시조문학사전 306) 등이 이에 해당한다.

192) ‘부디, 아무쪼록, 제발, 어서’ 등은 양태소(modal) 호응 부사로, ‘~라/~자’(-지기 바라다, 
빈다, 기 하다…)’ 등의 명령법 형태들과 결합하여 요청, 명령의 의미를 지닌다. 임유
종, ｢국어 부사의 하위분류｣, 어학연구 34, 서울 학교 어학연구소, 1998, 182-184면.

193) 고정희, 한국 고전시가의 서정시적 탐구, 월인, 2009, 1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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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이다.194) 이러한 구조는 희극성을 유발함으로써 화자의 절절한 심정을 상 화하
는 기능을 하고 있다. 초장에서의 기러기 한 쌍이 암수 을 것임은 쉽게 짐작이 가
는 바, 종장에서 ‘님보러 밧비 가는’ 설정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앞선 초․중장의 논
점을 회피하기 위한 모순된 설정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수용한 원국의 초장에서는 ‘기러기 한 쌍’이 ‘울고가는 외기러기’로 바뀌고 
있다. ‘짝 잃은 외기러기’는 옛 한시에서 심심찮게 등장하는데, 암수가 떨어지게 되
는 경우 자기 짝을 찾을 때까지 애처롭게 울어 며,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목을 걸고 함께 죽는 고사들이 전해진다.195) 님을 여읜 화자의 절절한 심정을 
알아주는 것은 ‘외기러기’여야 한다는 편자의 주관적 수용이 이러한 작품을 낳은 것
으로 볼 수 있다. 특정 작품에 해 공감하게 될 경우, 우리는 흔히 작품 내의 화자
나 인물에게 동의하며 그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2구에서는 화자의 입장이 보다 상세하게 보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본격적
인 화자의 부탁을 위해서 외기러기의 상태는 ‘나지 말고 말 듣는’ 것으로 예고되
어 있으며, 행을 바꾸어 중장의 초반에 ‘한양성 (漢陽城臺)’를 배치함으로써, 화자의 
부탁을 본격적으로 실현하는 중심무 를 마련하고 있다.196) 화자의 소식과 님의 소
식이 균형적 구를 이루던 청진의 후반부는 사라지고, 화자의 소식을 전해달라는 
부탁이 중장의 전체를 차지하면서 화자의 입장은 더욱 상세화된다.
  본격적인 화자의 말을 꺼내기도 전에 ‘부디 말 잊지 말고’가 다시 한 번 강조되
고 있으며, 님을 부를 때에는 님이 확실하게 들을 수 있도록 ‘워워’하고 소리쳐 부
를 것을 주문하고 있다. 님에게 전달할 내용은 두 가지인데, 화자가 처한 애처로운 
상황과 본격적인 화자의 말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화자가 처한 ‘월황혼 계워갈제’는 
달이 떠오르고 황혼이 지는 시간으로 외로움이 고조되는 시간이며, ‘적막한 빈방(寂
寞空閨)’ 역시 외부와 단절된 공간으로 화자의 외로움을 배가 시킨다. 이처럼 화자가 
처한 시공간의 상황을 보충하는 것은 잉가르덴이 말한, 잠재성의 현실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텍스트 내의 잠재적 상황을 수용자가 상상적으로 보충함으로써 일어난 결과
이다. 
  본격적인 메시지인 ‘님글여 아 못네라’ 이후에는 ‘부듸 한말을 전하여주렴’이
라고 요청함으로써, 중장 초반에 있던 ‘부디’를 재등장시켜 ‘한 마디’라도 전하여 달

194) 조세형, ｢사설시조의 시학적 고찰｣, 국어교육 112, 한국어교육학회, 2003, 483-484면.
195) 정민, 앞의 책, 2003, 133-134면.
196) 김석회, 앞의 책, 2003, 32-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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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화자의 간절함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원국의 종장에서도 기러기는 이러한 화자의 부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
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논점을 회피함으로 희극성을 유발하던 모본의 시조는, 
원국에서 화자의 상황과 기러기의 상태가 보충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전의 구
조를 유지함으로써, 텍스트 안에서 화자의 절절한 심정이 강조되고 있다. 화자와 같
은 처지에서 화자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아줄 것 같던 ‘외기러기’가 여전히 종장
에서 ‘님보라 밧비 가는 길’이라고 함으로써 화자와의 위화감마저 드러날 소지가 있
기 때문이다.
  요컨  원국의 수용은 모본의 화자에게 공감하며 그의 상황을 보충하게 되면서, 
소식을 전하는 ‘한 쌍의 기러기’가 ‘외기러기’로 바뀌게 되었고, 기러기의 역할은 님
과 나의 소식을 등하게 전하는 것이 아닌, 나의 사정을 일방적이고 호소력 있게 
전달하는 역할로 바뀌게 되었다. 이는 초장과 중장에서 텍스트 내의 상황을 상세화
하고 보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시조의 의미구조상 ‘전환과 결말’에 해당하는 종장
이 그 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동일한 주제를 유지하고 있는, 모본의 범주 내에서 
일어난 구체화로 볼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시조의 생산적 수용은 편자의 주관적 상상이 모본 화자의 의도나 상황을 
보충함으로써 텍스트 내의 불명확함을 해소하고 텍스트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나
타나게 된다.

3) 공감적 정서의 표면화

  독자가 작품을 읽고 정서적으로 몰입하는 태도는 서정적인 텍스트에 해 독자가 
지닐 수 있는 가장 본래적인 태도이다. 카이저는 이를 텍스트 차원의 표현에서 ‘가
요적 표현(歌謠, Liedhaftes Sprechen)’이라고 명명하 다.197) 서정 텍스트 자체에 
이미 상성이 존재하지 않고 자아와 상이 완전히 융합된 상태를 지향하는 이러
한 순수한 표현의 상태는 생산적 수용의 관점에서 독자가 작품을 수용한다고 할 때, 
작품에 한 전적인 공감의 지향을 설명해 줄 수 있다.
  반응 중심 접근법들에서는 텍스트에 한 개인적 몰입이 독자의 문학 경험을 살
아있게 한다고 본다.198) 독자의 문학에 한 몰입은 독서 중에 개입되는 독자의 경

197) W. Kayser, 앞의 책, 김윤섭 역, 1999, 498면.
198) 경규진, 앞의 글, 1993, 60면.



- 84 -

험, 신념, 지각에 의해 향을 받으며 거꾸로 이들에게 향을 주기도 한다.199)

  텍스트의 구체화는 모본에 해서 정서적으로 몰입할 때 공감의 정서를 표면화하
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용태가 모본의 감정을 지향하며 긍정적으로 공명할 때 독자
의 감정은 자연스럽게 타자에게 동화되는 방향으로 수용에 구체화된다. 다음의 사례
를 보기로 하자. 

# 815(고)  

남도 준 배 업고 바든 바도 업건마
怨讐 白髮이 어더러셔 온거이고
白髮이 公道ㅣ 없도다 날을 몬져 늙킨다

청진 352

남도 준 배 업고 바든 바도 업건만은
원슈 白髮이 어듸로셔 온거잇뇨
白髮이 公道 없도다 그를 슬 노라

청연 36

  위 작품의 초장과 중장에서는 백발 자체가 주고받을 수 있는 상으로 물상화되다
가, 종장에서는 백발에게서 기 할 수 없는 공도(公道)를 기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백
발을 의인화하고 있다. 초장과 중장에서는 남이 나에게 준 바도 없고 내가 받은 바도 
없는 원수 같은 백발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묻고, 종장에서는 백발이 공평하고 바른 
도리(公道)가 없어서 나를 먼저 늙게 한다고 불평을 하고 있다. 백발을 ‘원수’라고 칭
하고, ‘공도가 없다’라고 한 언급에서 화자의 정서를 추측할 수는 있으나 이 작품에서 
직접 언어화되지는 않고 있으며, 백발이 공도가 없어 ‘나를 먼저 늙게 한다’라는 결과
로 드러나고 있다. ‘몬져’라는 부사어를 통해 준비 없이 찾아온 백발을 맞이하는 화자
의 당황함과 의아함 역시 표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한 화자의 정서를 표면화하고 있는 청연200)은 종장에서 공도가 없는 백발
이 이르게 한 사실과 결과를 제시하기보다, 그로 인한 화자의 정서에 해당하는 ‘슬픔’
을 문면에 표출하고 있다.
  백발과 늙음이라는 소재가 항상 화자에게 ‘슬픔’이나 ‘원망’만 유발하는 것은 아니
라는 점에서 이 수용태는 편자의 주관적 수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과 같은 시조는 상황이 유사하지만 백발을 지극한 공도가 있는 상으로 꼽고 있기 

199) 텍스트에 한 개인의 몰입을 강조하는 것은 텍스트 분석에 앞서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문
학적 분석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몰입과 자유로운 반응은 오히려 문
학의 분석적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문학 지식을 취급하려는 독자를 격려할 수도 있다. 

200) 청구 언 연민본(淵民本)에 등장하는 단독 출현 작품 33수 중, 유형 단독 출현 작품은 
13수이고 군집 단독 출현 작품은 20수이다. 군집 단독 출현 작품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타가집의 작품들에 비해 이 가집에 수록된 작품들의 변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
다. 신경숙 외, 고시조 문헌 해제, 고려 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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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白髮이 功名이런들 사마다 톨지니
날 튼 愚拙은 늘거도 못 볼랏다
世上에 至極 公道 白髮인가 노라

청진 430

  청진 352와 함께 청진 430에 실려 있는 이 시조는 조선 정조 때의 가객(歌客)
인 신희문(申喜文)의 시조 작품 중 한 수로 기록되어 있다.201) 신희문의 시조는 총 14
수가 전하는데, 그의 생몰 년 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남겨진 작품들로 볼 때 그는 
산수 간에 은거하여 농경 생활을 하던 은사(隱士) 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조에서는 
백발이 공명이라면 사람마다 다투었을 것이니, 나같이 어리석고 옹졸한 사람은 늙어도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다행히 백발이 지극한 공도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가
는 것처럼 나에게도 찾아온다고 하며 백발과 늙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물론 백발이 공도가 있다는 것이 백발을 환 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만은 아니다. 
공명이나 부귀도 얻지 못한 삶이 어느덧 백발만 가득하게 되었음을 자조적으로 표출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조에서 백발에 한 두려움을 의식하기보다
는 오히려 풍자적인 자세로 늙음의 불가항력적인 측면을 묘사하고 있으며, 거기에 
희락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늙음에 한 포용적인 자세까지 더하 다는 지적202)은 
백발을 원수로 칭하면서, 공도가 없다고 원망한 청진 352와는 백발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엄연히 다른 것으로 볼 수 있게 한다. 신희문의 다음 작품 역시 백발에 해 
좀 더 포용적인 자세를 드러내고 있음이 확인된다. 

                        

白髮이 公道ㅣ 업셔 녯 사람의 恨라
秦皇은 採藥고 한제은 求仙엿니
人生이 自有天定니 恨쥴리 이시라 

청육 268

  백발이 공도가 없다는 것은 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옛 사람들이 모두 한
탄하던 바이며, 진시황과 한무제 역시 늙음을 어찌할 수 없었던 것처럼 태어나고 늙
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으니 늙음을 한탄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다. 
  요컨  늙음이나 백발을 소재로 하는 시조들에서는 주로 늙음을 안타까워하거나 아

201) 정병욱 편저, 시조문학사전, 신구문화사, 1966, 215면.
202) 오종각, ｢시조집 해아수에 수록된 시조작품 연구｣, 시조학논총 8, 한국시조학회, 

1992, 103면.



- 86 -

쉬워하는 시조들이 많지만, 이에 못지않게 늙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를 초월하
려는 태도 또한 드러난다. 이에 비해 청연은 청진의 정서에 공감하면서 늙음에 
한 정서를 ‘그를 슬 노라’로 표출하고 있다. 이는 백발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모본
의 맥락 안에서 일어난 의미의 생산으로 볼 수 있다. 
  야우스는 수용된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수용자의 상태에 따라 받아들여진다는 해
석학의 원칙을 주장하며, 작가-작품-독자의 역동적인 과정을 기 지평이 재구성되는 
과정으로 설명한 바 있다. 이는 문학과 예술 작품들이 생산의 주체를 통해서 뿐 아
니라 그것을 소비하는 주체를 통해서도 하나의 과정의 성격을 갖는 역사를 획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203) 수용태가 모본의 정서에 공감하고 이를 표면화하는 것 역시 
수용자의 주관적 상태에 따라 일어나는 과정이며, 이렇게 탄생한 수용태는 하나의 
작품의 성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모본의 맥락에 공감하는 것이 꼭 정서 어휘로 표출되는 것만은 아닌데, 다음과 같
은 경우는 정서 어휘가 직접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공감적 정서가 표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263(고)  

어젯밤 비온 後에 石榴곳이 다 픠엿다
芙蓉塘畔에 水晶簾을 거더두고
눌向 기픈 시름을 못내 프러 뇨

청진 133

간밤 비오더니 石榴고지 다 퓌거다
芙蓉塘畔에 水晶簾을 거러두고
눌向 기픈 시름을 못 풀녀 노라

청육 899

  이 시조는 상촌 신흠(1566-1628)의 작품으로 청진의 노랫말과 청육의 노랫말
이 각각의 군집으로 존재하고 있다. 두 군집에 속한 가집의 수가 비슷하고 군집 안
의 유형들에 드러나는 어휘들이 유사하게 통일되어 있어 비교적 안정된 두 계열의 
노랫말로 불렸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두 군집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어휘는 초장에 
있는 ‘어젯밤 비온후-간밤 비오더니’와 ‘픠엿다-퓌거다’, 중장에 있는 ‘거더두고-거
러두고’, 종장에 나타나는 ‘프러 뇨-풀녀 노라’이다.204) 

203) Hans Robert Jauss, Timothy Bahti 역, Toward an Aesthetic of Reception, 
Minnesota Univ. Press, 1982, p.15.

204) 고시조 전의 편찬 지침에 따르면 형태적 친연성이나 발생적 연관성을 지니는 작품들
끼리 한 ‘유형’을 이루고, 이 유형이 모여 하나의 ‘군집’을 이룬다. 여기서 말한 어휘들
이 양쪽의 군집을 분류한다는 것은 각각의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 일정한 수의 ‘유형’들
이 있으며, 이 어휘들이 양쪽의 군집들에서 분명하게 다른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알
려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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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진의 ‘어젯밤 비온 후에’라는 뚜렷한 시간적 배경은 비가 온 시기와 비가 온 
결과를 분명하게 지시함으로써 ‘석류꽃이 다 피었다’라는 사실을 한 폭의 풍경처럼 
묘사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청육의 초장은 ‘간밤 비오더니’로 시작
하고 있는데 시제와 선후를 표시하는 말들이 사라짐으로써 청진에 비해 한결 사
실감과 직접성을 덜어내고, ‘비가 왔다’라는 계기에만 주목하게 한다.205) 
  이러한 시조의 도입부는 석류꽃의 상태를 표현하는 2구에서도 이어지는데, 청진
은 ‘석류꽃이 피었다’라고 과거 시제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는 반면, 청육은 ‘석
류꽃이 다 피었도다’라고 하여 과거 시제의 감탄형이 사용되고 있는 것206)에서 청
진이 실제 풍경에 한 사실의 묘사에 가깝다면, 청육은 풍경의 아름다움에 한 
정서의 표출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가 오고 석류꽃이 피었다는 사실을 직
접 보지 않더라도 비가 온 후 석류꽃이 활짝 핀 모습이 어떠할지 쉽게 상상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서의 표출이 가능하다.  
  모본에 해당하는 신흠의 시조가 직접 관찰과 계절에 한 묘사로 서정성을 형성
하고 있다는 것은 <방옹시여> 30수의 시조에서 나타나는 시간적, 계절적 표지를 바
탕으로 이 시조들이 ‘겨울→봄→초여름’으로 이어지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창작된 연
작시라는 주장207)을 통해서도 뒷받침될 수 있다. 일관된 흐름을 지닌 연작시라는 점
은 신흠이 특정한 계절을 바탕으로 그 풍경을 읊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청진의 중장에서 부용당반(芙蓉塘畔, 연꽃이 핀 못가)에 수정렴을 ‘걷어’ 두는 
것은 이러한 석류꽃을 보기 위해 이미 드리워 있던 발을 걷어 올리는 화자의 특별
한 행동에 가깝다.208) 지금 눈앞에 활짝 핀 석류꽃을 제 로 보기 위해서는 시야를 
가리는 발을 걷어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청육에서는 이를 수정렴을 ‘거러(걸어)’ 
둔다로 수용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연행의 현장에서 비롯된 표기상의 오류인지, 
없던 수정렴을 걸어둔다는 의미인지 확실하지 않다. 다만 앞에서 밝혔듯 청육 계
열의 군집에서 모두 ‘거러’가 등장한다는 점은 후자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205) ‘-더니’라는 회상 어미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비오더니’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일을 ‘회상’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단순한 과거라기보다 과거 경험의 일반화에 가깝다.

206) ‘-거다’는 과거 시제 감탄형 종결어미(‘과거시 감탄종지’)로서 ‘- 구나’, ‘- 도다’의 의
미에 가깝다. 정병욱 편저, 앞의 책, 1996, 40면(155번 각주) 참고.

207) 성기옥, ｢신흠 시조의 해석 기반-<放翁詩餘>의 연작 가능성｣, 진단학보 81, 진단학회, 
1996, 233-234면.

208) 양태순(2008)에서도 이 시조에서 화자가 처한 상황을 ‘여름날 화사하게 핀 석류꽃을 연
꽃 핀 못가 누각에서 발을 드리우고 완상하지만 님 생각으로 시름겹다’로 표현하고 있
다. 양태순, ｢신흠의 시조와 한시의 관련 양상 연구-연정을 주제로 한 시조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33, 한국고전문학회, 2008, 1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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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을 시사한다.
  모본의 맥락에 공감하는 수용자에게 석류꽃은 사실적 존재가 중요하다기보다 아
름다움에 한 감탄만으로도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석류꽃을 바라보며 시름을 풀고 
있는 화자에게 공감하는 수용자는 자신도 ‘풀녀 노라’로 시름을 풀어볼 계획을 밝
히고 있다.209) 
  청진에서 표방되는 여름날의 시름은 돌아가신 선조 임금에 한 그리움으로, 죽
고 없는 이를 애절하게 그리는 추모시의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210) 이러한 추
모의 정은 신흠 자신의 현재적 불우(不遇)와 겹쳐지면서 탄식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
고 있다.211) 수용태에서는 이러한 시름에 동조하며 작품에서 사실적 묘사의 요소들
을 걷어내고 정서의 표출에 더욱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육에서는 신흠의 시조 작품 14수를 나란히 배열해 놓고 있는데(145-158),212) 
위의 작품만 따로 가번을 부여하여 899번에 편제하고 있다. 이는 이 작품이 여창 
전용으로 고정되었음을 알려주는 징표로서213) 님을 그리는 정서가 더욱 절절하게 
수용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요컨  청육은 직접적 관찰을 통해 화자의 현재 시름을 표현한 청진에 하
여 간접적 회상의 방식으로 감탄과 의지를 표출함으로써 모본의 맥락에 공감하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텍스트의 구체화란 작품에 한 접근에 있어서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차원에서 
수용자가 자신의 상상력을 펼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생산적 수용의 모습이 텍스트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 양상에 해당하는 유사 관계의 재현, 화
자 관점의 보충, 공감적 정서의 표면화는 독자의 상상을 작품 세계 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209) 청육과 같은 군집에 속한 원국의 종장은 ‘눌 向 깁푼 시름을 푸러 볼까 노라’이
며 이후 부분의 원류계 가집들에서 ‘푸러 볼까’를 전승하고 있다. 

210) 김석회, ｢상촌 시조 30수의 짜임에 관한 고찰｣, 고전문학연구 19, 한국고전문학회, 2001, 90-91면.
211) 김석회, ｢상촌 신흠 시조 연구｣, 국어교육 109, 한국어교육학회, 2002, 326면.
212) 신흠의 시조를 수록하고 있는 가집은 38여종에 달하지만 15수 미만의 시조를 수록하고 

있는 가집이 38여종 중에 80%에 육박하는 28종에 이르며, 그 28종 조차 모두 10수 이
하의 시조를 수록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많은 가집들이 신흠의 시조를 연작시로 전
승하기보다는 선별적으로 전승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수용자에게 보다 허용적인 연상
을 열어놓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성기옥, 앞의 글, 1996, 223면.

213) 김석회, 앞의 글, 2002, 3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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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텍스트 요소의 교체 양상

  텍스트 요소의 교체란 독자가 작품을 접하고 작가의 창작 상황을 유추해 가면서 
텍스트의 의미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때, 하나의 텍스트를 이루고 있
는 내용과 형식을 교체함으로써 작품의 문학성을 체험하고 문학 특유의 형태를 결
정짓는 요소를 이해하는 것은 작품을 생산적으로 수용하는 또 다른 방향이 된다. 가
집에서 보이는 수용태들은 모본의 내용과 형태를 시조의 의미구조 안에서 자유롭게 
변화시킴으로써 모본을 적극적으로 향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작가는 작품을 창작할 때 특정한 내용과 형식을 선택하게 되는데, 작품의 시점, 배
경, 소재 등이 이러한 선택의 요소가 된다. 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을 창
작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선택과 배제의 재구성을 통한 주제화를 필요로 한다. 선택
된 사건은 의미를 부여받고 독자에 의해 수용된다. 그리고 이 수용은 ‘주체’의 문제와 
연결이 된다. 왜냐하면 이해와 수용이란 객관적이고 구적으로 동일한 재현이나 재
생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214) 그러한 점에서 작가의 선택적 가능성들은 독자의 입체
적 경험 가능성이 된다. 작가의 창작 차원에서 텍스트의 요소를 교체하는 것은 작가의 
선택권 외의 역들에 해 검토함으로써 경험을 성장시키고, 이는 역으로 작가에 의
해 선택된 본래의 경험을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여 모본의 생산적 수용에 기여한다.
  이저의 주장에 따르면, 문학 텍스트의 본질은 텍스트 효과 구조와 독자 반응 구조 
간의 상호작용이며, 문학 텍스트의 구조는 언어 구조와 효과 구조로 이루어져 그 심
미적 반응을 전제로 하고 있다. 독자의 심미적 체험은 ‘의미를 구성’해 내는 데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구조적인 힘을 체험하는 것’에 있다.215) 텍스트 요소의 교체 양상
에서는 텍스트의 ‘구조적인 힘’에 한 수용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생산적 수용에서 텍스트 요소를 교체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생산해 내는 양상은 
연상의 차원에서 인접 관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인지적 차원에서 작품을 
바라보는 서술 관점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정의적 차원에서는 모본과 
차별되는 정서를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14) 하이데거(M. Heidegger)에 의하면 이해는 사실의 파악이 아니라 존재 가능성의 파악이
며, 텍스트를 이해하는 일은 그 안에 담겨진 생명 없는 의미를 찾는 일이 아니라, 텍스
트에 의해 지시되는 존재의 가능성을 펼쳐 내는 일이다. 요컨 , 하이데거에게 ‘이해한
다’는 것은 본래적으로 세계에 자신의 존재를 던지는 것이다. Martin Heidegger, Sein 
und Zeit, 이기상 역, 존재와 시간, 까치글방, 1998, 188면.

215) 차봉희 편저, 앞의 책, 1985, 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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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접 관계의 변경
  

  가집에서 보여주는 텍스트 요소의 교체를 통한 의미 생산에서 첫 번째 양상은 ‘인
접 관계의 변경’으로 나타난다. 인접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잇닿아 있는 성질
이 요구되는 관계를 의미한다.216) 시에서 나타나는 인접 관계는 시에서 의미를 생성
하는 방식의 하나인 환유를 형성하는 주요한 기제가 된다.
  시에서의 은유가 유사성에 바탕을 둔 상상력을 통하여 의미를 전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방식이라면 환유는 인접성을 통하여 서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연상하여 
의미를 생성하는 방식이다.217) 환유적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인접 관계는 다양하지만 
보통 시간과 공간, 소리의 인접성 등이 선택된다. 특히 시간과 공간은 칸트가 감각 
자료를 받아들이는 두 가지 형식으로도 강조한 바 있다. 가집의 수용태에서는 모본
에 하여 시간과 공간의 인접을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생산해 내고 있었다.
  모본에서 시간의 표지어가 나타나는 작품의 경우, 이를 하는 편자는 자연스럽게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게 되고 수용태에서는 시간을 변경함으로써 모본을 수용하는 경
우가 빈번히 나타난다. 다음의 작품에서 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 1974(역), 3261(고)

 어제밤도 곱숭구려 새오 고 지낸밤도 혼자 곱숭구려 새오 자
 어인놈의 八字ㅣ가 晝夜長常에 곱송구려 새오만 잔다
 오은 그리던 님 만나 발을 펴리고 츤츤 휘감아 잘가 노라             해박 370

 오날밤도 혼 곱송그려 공방오 고 지밤도 혼 굽숭거려 공방오 자
 웻연놈의 팔는 쥬야쟝천의 혼 곱슝그려 공방오만 노
 언졔나 졍든임 다리고 홰홰츤츤 가물치 잠잘가 (노라)                     시조 66

  위의 작품은 청진에는 수록되지 않았지만 교본 역 시조전서에서 26개, 고
시조 전에서 58개의 가집에 실릴 만큼 광범위하게 향유된 시조이다. 이 시조가 
수록된 가장 이른 시기의 가집은 18세기 해동가요 계열 가집들인데, 고시조 전
에 의하면 그 가운데에서도 해박의 노랫말이 소통성과 인지도가 가장 높아 이 군
집의 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218) 

216) 장 란, 앞의 책, 2000, 285-286면.
217) 이향근, ｢시 텍스트에 나타난 환유적 표현 양상과 학습 독자의 체험 방향｣, 한국초등교

육 24, 서울교육 학교 초등교육연구소, 2013, 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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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박219)은 박 돈(朴永弴) 소장본으로 1979년에 학계에 처음 소개되었으며, 김
수장이 편찬한 해동가요의 전사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무명씨 부분은 청진만
큼이나 정연한 내용별 분류에 입각해 있으며, 편자는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을 보인다. 정연한 분류 체계 중에서도 화자의 심적 태도에 초점을 맞추
어 분류하고 있으며, 인간의 처신과 관련된 부분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해박의 편자는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달리 해동가요를 전사하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해동가요나 청진과는 다른 독특한 문화적 입장을 견지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220) 
  해박의 초장에서는 어젯밤과 지난밤에 곱숭구려 새우잠을 잤던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서, 오늘인 현재이자 지금은 그리던 님을 만나 발을 펴서 님을 츤츤 휘감아 
자겠다고 하고 있다. 종장의 ‘오은 그리던 님 만나 발을 펴리고 츤츤 휘감아 잘
가 노라’는 그리던 님을 이미 만났다는 의미와 아직 만나지 않았지만 만나서 자고 
싶다는 의미로 분화될 수 있다. 
  이 노래와 같은 군집에 속한 시조들 중에서 ‘오놀은 글이든 왓신이 발을 펴이고 
싀훤이 잘 노라’(해일 577), ‘오은 님 오신 날이니 발펴 잘가 노라’(해수

395), ‘오은 그리든 님 왓시니 을 펴바리고 츤츤 휘감아  노라’(가보 56), 
‘오날은 그러던 님 왓시니 을 펴리고 츤츤 휘감이 잘가 노라’(시권 56)에서는 
그리던 님을 오늘 만났으며 이 님과 함께 얽어져 잘 것임이 표명되고 있다. 나머지
의 가집들에서는 해박의 종장과 같이 ‘오늘은 그리던 님 만나’를 채택하고 있어 님
을 만난 상황인지, 만남을 희구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어느 경우이든 과거
나 과거와 비되는 현재의 상황을 말하고 있으며 어휘의 변화가 크지 않아 하나
의 군집 안에서 다룰 수 있다.

218) 고시조 전에서는 하나의 군집 안에서 표작을 선정할 때 출처 문헌의 시  순으로 
선정하 으며, 하나의 유형에 둘 이상의 군집이 있을 경우에는 군집의 표작이 다른 
군집의 표작보다 시기적으로 앞서는 군집을 표 군집으로 선정하 음을 밝히고 있
다. 또한 그 다음 요인으로 해당 군집에 속하는 작품들의 수량으로써 추산할 수 있는 
소통성, 인지도를 고려하 음을 밝히고 있다. 김흥규 외, 앞의 책, 2012, ⅵ면.

219) 해동가요 박씨본은 18세기, 시조 지씨본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가집이다. 가
집의 편찬 체제를 크게 세 단계로 보고 시기별로 가집을 배치한 신경숙의 논의를 참고
할 수 있다. 신경숙, 「시조 문헌 편찬의 역사: 청구 언에서 고시조 전까지」, 민
족문화연구 57, 고려 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478면; 신경숙 외, 앞의 책, 2012, 
383면.

220) 해박은 한유신과 관련된 인물이 한유신 사후에 편찬한 것으로, 구 지방의 문화적 분
위기를 일정하게 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원, ｢조선후기 가집 연구의 새로운 시
각｣, 시조학논총 18, 한국시조학회, 2002, 222-2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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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장에서 혼자 곱숭구려 새우잠을 잤던 과거의 상황을 ‘어제’와 ‘지난밤’으로 나누
어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시조의 구를 위한 단순한 반복으로만 볼 수는 없
다. 시간을 드러내는 표지를 확실히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거’의 시
점과 ‘ 과거’의 시점에서 일어난 일을 회상하는, 작가의 의도적인 시간 구조의 선
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거와 과거의 중층적 서술은 시조 작가 이
세보(李世輔, 1832-1895)가 즐겨 사용한 회고의 방식으로, 과거의 자아와 현재의 
자아를 비시킴으로써 과거와는 다른 현재에서 화자의 의지나 상태를 강화하는 역
할을 한다.221)

  과거에는 곱숭구려 새우잠만 잤으나 기필코 오늘은 님을 만나 자고 싶다는 화자의 
의지가 종장의 ‘펴리다’, ‘휘감다’라는 강렬한 행위 동사에서도 표출되고 있다. ‘츤
츤 휘감아’ 잔다는 표현은 사설시조에서 남녀 사이의 곡진한 육체적 정을 표현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다.222)

  이에 해 수용태인 시조는 어제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밤’의 이야기로 시간을 
변경하면서 작품을 시작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혼자 곱송그려 새우잠을 자는 상황이 
과거의 일만이 아닌, 오늘까지 이어지는 일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화자가 처한 상황
과 정서가 더욱 쓸쓸하고도 외로운 것임은 ‘혼자’와 ‘공방’이 구절마다 추가된 것으로
도 확인할 수 있다. 
  중장에서는 노랫말의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지만 모본에서 ‘어인놈의 八字ㅣ가 晝夜
長常에 곱송구려 새오만 잔다’ 던 것이, ‘웻연놈의 팔는 쥬야쟝천의 혼 곱슝그
려 공방오만 노’로 바뀌면서 자신의 팔자(八字)에 한 자조적 탄식을 표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8세기 가집인 해박과 해일에서만 ‘잔다’가 나타나고, 
나머지 후  가집에서는 모두 ‘자노’라는 의문형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는 평서형이나 
의문형 양쪽으로 해석 가능한 ‘잔다’에 비해, ‘자노’와 같은 의문형 서술어가 ‘어인’, 
‘웻연’과 같은 의문부사와 호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졌기 때문으로 보인다.223)

221) 정우봉, ｢조선시  국문 일기문학의 시간의식과 회상(回想)의 문제｣, 고전문학연구 39, 
한국고전문학회, 2011, 196-210면.

222) ‘각시 내 妾이 되나 내 각시의 後ㅅ난편이 되나/~가마질가 하노라’(48), ‘閣氏네 더위
들 사시오/~츤츤 감겨 누었다가’(49), ‘님으란 淮陽金城 오리남기되고 나 三四月 츩너
출이 되야/~이리로 츤츤 져리로 츤츤 외오프러 올이감아’(733). (괄호 안은 교본 역
시조전서의 수록 번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23) 중세 국어의 의문문은 ‘엇던’, ‘므스’와 같은 의문사가 동반될 때 어미의 형태를 바꾸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는데, ‘가’가 ‘고’로 교체되거나 ‘아’가 ‘오’로 교체되기도 한다. 고
근, 앞의 책, 1997, 3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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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장에서는 모본의 ‘오은’을 ‘언제나’로 변경함으로써 미래에 한 불확정적 소
망을 표출하고 있다.224) 가곡창에서 시조창으로의 변화는 시조창의 병렬적 율격에 맞
추기 위해 가사를 변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에서도 ‘하노라’
를 생략하고 ‘언제나’를 추가함으로써 구조의 병렬을 이루어 내고 있다.225)

  모본이 직접적으로 님에 한 그리움과 만남을 강렬하게 희구하는 반면, 수용태는 
보다 회의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모본과 수용태에 나타나는 어조가 
각각 ‘확신에 찬 의지’와 ‘불확정적 소망’으로 달라지는 이유는, 모본에 나타난 ‘어
제(과거)→지난밤( 과거)→오늘(현재)’의 시간을, 수용태에서 ‘오늘(현재)→지난밤(과거)
→언제나(미래)’로 재구성함으로써 두 작품의 시간적 구조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에 하여 ‘오늘’, ‘오늘’에 하여 ‘언제나’는 시간적으로 맞닿아 있는데, 수
용태는 모본에 나타난 ‘어제’의 경험을 다시 ‘오늘’의 시간을 기준으로 축적하기 시
작하면서 오늘로부터 이어지는 시간의 경과를 ‘언제나’로 상정하고, 오지 않은 미래
에 한 막연한 소망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시적 환유의 특성은 여러 가지 모티프(A,B,C,D)들을 <A→B→C→D...>와 같이 계
기적이고 인과적으로 이동시키는 산문적 자질을 큰 특징으로 하는데,226) ‘어제’에 

하여 ‘오늘’, ‘오늘’에 하여 ‘언제나’는 시간적으로 잇닿아 있어 그 자체로 쉽게 
연합될 수 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좌절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님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과 의지가 언제일지 모를 막연한 소망으로 바뀌게 된 것으로 볼 수 있
는 것이다. 
  요컨  수용태는 모본에 나타난 시간의 인접을 바탕으로 이와 결합될 수 있는 관
계를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생산해 내고 있다. 
  환유는 근본적으로 시간적 속성에 지배되는 ‘기표’와 ‘기표’가 인접성의 원리로 연
결되는 수사학이다. 그래서 환유는 기표가 상의 보편적 본질에 미처 닿기도 전에 
인접한 사물로 연상이 옮아간다는 특징이 있다.227) 이처럼 인접 관계를 변경하여 모
본을 수용하는 방식은 ‘기표 자체’에 한 이해보다는 ‘기표의 흐름’으로 시를 수용하는 
것이며, 이러한 접근 방식은 화자의 시선을 관통하는 풍부한 경험을 복원하게 한다.    

224) 남태, 남상, 시주, 남전 등의 시조창 가집에서 모본의 ‘하노라’가 사라지고 종장
의 첫 구를 ‘언졔나’로 시작하고 있다.

225) 양태순, ｢가곡창과 시조창 노랫말의 기본 유형에 하여｣, 고전문학연구 40, 한국고전문학회, 
2011, 85면.

226) 이향근, 앞의 글, 2013, 97-98면.
227) 고정희, 앞의 책, 2004, 1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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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본의 시간적 배경을 변경함으로써 텍스트의 의미를 새롭게 수용하고 있는 예로 
다음 작품도 들 수 있다. 
  
# 1493(역), 2431(고)

삿갓세 되롱이 닙고 細雨中에 호믜 메고
山田을 흣다가 綠陰에 누어시니
牧童이 牛羊을 모라 든 날을 와다      

 청진 323

簑笠의 되롱이 입고 한손의 호믜 들고 
山田을 다가 夕陽의 누어시니
牧童이 牛羊을 모라 든 날을 온다      

  고금 151

  청진은 김굉필(1454-1504)의 작품으로 초장에서 화자가 쓰고 있는 삿갓, 도롱
이, 세우(細雨)를 볼 때 가랑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호미를 메고 밭일을 하러 
나가는 것임이 짐작된다. 비가 오는 상황이라 그런지 화자는 산전(山田)을 여기저기 
흩어 매다가 푸른 잎이 우거진 그늘[綠陰]아래 눕는다. 녹음(綠陰) 아래에 눕는 것으
로 보아 이미 비가 그친 상황이거나 휴식에 지장이 되지 않을 정도의 비가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참을 쉰 후 목동이 몰고 가는 소와 양의 울음소리 때문에 잠
에서 깨어났다. 
  최진원(1986)228)은 이 시조를 목가적인 자연 풍경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 보고, 초
정(楚亭) 박제가(朴齊家)의 <산수인물도(山水人物圖)>와 비한 바 있다. <산수인물
도>는 천연(天然)한 의(意)를 담고 있는 작품이라 평가받는데, 이 그림에서 나무 밑
에 농부 한 사람만 그려 넣으면 바로 이 시조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부를 그려 
넣을 때에는 돌을 베고 잠이 들어 가슴팍과 허리는 제멋 로 드러나고, 짚신 한 짝
이 저만큼 팽개쳐져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하 다. 이 농부는 특별히 공들여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기보다 천연한 의가 담긴 그림처럼 자연의 한 모습으로 간주
되고 있는 것이다. 
  정통 도학의 선구자인 한훤당(寒暄堂) 김굉필의 삶을 볼 때, 이 시조는 직접 농사
를 지은 작가의 체험적 기록이라기보다 전형적인 유학자들의 시와 같은 한아(閒雅)
함을 풍긴다.229) 시조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화자의 옷차림이나 준비 과정에 
비해 실제로 산전에서 농사를 짓는 부분은 약화되고, 한가함을 즐기는 풍취가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는 점이 앞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228) 최진원, 국문학과 자연, 성균관 학교 출판부, 1986, 89면.
229) 이구의,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의 시에 나타난 자아의식｣, 한국사상과 문화

57, 한국사상문화학회, 2011, 34-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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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농가의 형상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조를 전원(田園) 시조로 평가하는 
연구도 있다. 전원 시조는 농사짓는 현장의 모습을 핍진하게 전달하는 것을 지향하
는 작품군으로, 작자의 심리적 여과 과정을 거치지 않은 구체적인 자연물이 있는 그

로 제시되며 아울러 이러한 환경 요소와 노동의 과정 등이 순차적으로 등하게 
연결되어 더욱 현장성이 돋보이게 된다. 초장에서 ‘도롱이 입고, 호미 메고’는 농촌
에서 볼 수 있는 행위의 연속을 접속문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것이며, 자연물로 등
장하는 세우(細雨)는 하루의 기후를 암시하며, 산전(山田)은 노동의 장소, 녹음(綠陰)
은 노동의 신고(辛苦)를 달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230)

  이 작품을 수용한 고금에서는 이러한 노동의 과정과 현장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고금은 1764년 편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주
제별 가집으로, 이 작품을 ‘한적(閑寂)’의 주제 아래에 수록하고 있다.231) 고금으
로 수용되면서 초장에서 ‘細雨中에 호믜 메고’ 던 것이 ‘한손의 호믜 들고’로 바뀌
고 있는데, 수용태에서 ‘가랑비(細雨)’가 사라졌으며, ‘한손’에 호미를 ‘들었다’는 사
실이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랑비가 사라졌다는 것은 농사에 있어 가랑
비 정도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식이 반 된 것일 수도 있고, 가랑비가 이미 그친 
상황을 상정하고 수용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랑비’를 빠뜨리
면서 ‘한손의’를 추가한 점은, 호미를 어깨에 메거나 걸기보다 ‘한손에’ 들고 갈 만한 
농민의 건강한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중장에서는 모본에서 ‘山田을 흣232)매다’ 던 것이 ‘山田을 다’로 수용되고 있
는데, 여기저기 마음 내키는 로 매던 모습에서 농사일에 한 집중적 노동으로 바
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가한 처사(處士)라면 이리저리 밭을 흣매다가 한낮에
라도 쉴 수 있지만, 부지런한 농부라면 열심히 밭을 다 매고 난 후, 잠시 휴식을 취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보여주는 노동의 양상에 차이가 있음은 
이후에 이어지는 휴식의 시간이 각각 ‘녹음(綠陰)’과 ‘석양(夕陽)’인 것에서 더욱 분
명하게 확인된다. 

230) 권정은, 자연시조: 자연미의 실현 양상, 보고사, 2009, 265-266면.
231) 신경숙 외, 앞의 책, 2012, 47-52면.
232) ‘흣-’은 ‘흩던지다, 흩날리다, 흩뿌리다’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저기’, ‘따로따로’의 의

미를 지니고 있다. ‘흣다’ 역시 논밭을 여기저기 매는 것으로, 일 자체에 집중한 것으
로 보기는 힘들다. ‘흣’은 다음과 같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扁舟에 을 
싯고 낙 를 흣더질 제’(153), ‘五月 江城에 흣듯니 梅花ㅣ로다’(254), ‘람에 흣리
니 곳의 탓 아니로다’(347), ‘梨花雨 흣릴 제 울며 잡고 離別 님’(367), ‘素琴을 빗
기 안고 두 세 曲調 흣다가’(272). (괄호 안은 청구 언 진본의 수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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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전을 흣매다가 ‘녹음’에 누웠다는 모본은 우거진 나무 그늘 아래에 잠깐 쉬려고 
누운 것으로,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는 한낮에 취하는 휴식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
해 수용태에서 ‘석양’에 누웠다는 것은 날이 저물 무렵, 일을 마무리하며 누운 것이
다. 이러한 시간의 차이로 인해 모본에서의 목동은 우양(牛羊)을 몰아 나의 잠을 깨
우는 상이지만, 수용태의 목동은 하루 일을 끝낸 화자의 고단함에 동조할 수 있는 

상으로 여겨지게 된다.
  화자가 휴식을 취하는 시간의 차이는 모본을 목가적인 전원의 풍경을 그리고 있
어 한가함의 정서를 표출하는 시로, 수용태를 열심히 일하는 농민의 부지런함이 부
각되는 시로 받아들이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수용태는 모본을 수용함에 있어 날씨, 
화자의 준비 상태와 휴식의 시간을 바꿈으로써 모본에서 선택되지 않았던 또 다른 
상황을 연출하게 되었다. 다음 작품 역시 화자가 처한 공간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의미가 생산되고 있는 예에 해당한다. 

# 4297(고)

田園에 나믄 興을 전나귀에 모도 싯고
溪山 니근 길로 흥치며 도라와셔
아 琴書를 다스려라 나믄 를 보내리라

청진 261

田園의 남은 興을 젓나귀의 모도 싯고
山川 근 길로 興치며 려가
白鷗야 날본쳬마라 世上알가 노라

청연 51

  이 시조는 김천택(金天澤, ?-?)의 작품으로, 전원에서 누리는 흥취와 남은 생에 
한 유유자적(悠悠自適)한 삶의 태도가 잘 드러나 있다. 전원을 완상(玩賞)하고 남

은 흥을 다리를 저는 나귀에 모두 싣고 익숙한 길로 돌아오는 모습에서 전원의 멋
을 흠뻑 즐기는 낭만적인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
  초장에서 ‘전나귀(다리를 저는 나귀)’는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화자의 분신(分身)
일 수도 있지만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고려할 때, 풍류를 즐기는 주인을 따라 함
께 흥에 겨워 덩실거리는 나귀의 모습을 형상화 했을 가능성 또한 있다. 다리를 저
는 불편한 나귀 위에 올라탄 화자의 모습보다는, 흥에 가득 찬 화자가 나귀의 등에 
올라 흥겨움에 덩실거릴 때 나귀 역시 다리를 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장에서 계곡을 끼고 있는 산길은 화자가 많이 다녀서 익숙한 길로, 화자가 고삐
를 놓더라도 나귀와 화자 모두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곳이며, 화자는 흥취에 마음껏 
젖어 있을 수 있다. 종장에서는 일하는 아이를 불러 거문고와 서책을 다스리라는 것
으로 보아, 화자는 거처하는 곳에 돌아왔으며 남은 생애를 유유자적하게 보내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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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 드러나고 있다. 이때 거문고와 책을 ‘금서(琴書)’로 일컫고 있는 것은 김천택
의 사 부 지향을 설명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233) 거문고를 일컫는 한자어 현금(玄
琴)의 명칭과 순우리말 거문고의 다양한 명칭(검은고, 감은고, 검온고, 건문고, 거믄
고)을 고려할 때, 거문고가 아닌 현금으로 일컫는 것은 실제적 기물보다는 이를 관
념적 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234)

  이를 수용한 청연은 중장과 종장에서 새로운 의미를 생산해 내고 있다. 모본에
서 화자가 익숙한 길을 비틀거리면서 흥치고 돌아오는 장면은 화자가 자연과 물아
일체를 이룬 속에서 무아지경에 빠진 흥겨운 모습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 시조에
서 중요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용태에서는 화자가 나귀에 몸을 싣고 
있는 공간이 바뀌고 있는데, ‘산천(山川) 맑은 길’은 산과 시내가 펼쳐진 맑은 길로, 
모본의 화자가 거처로 돌아가기 위해 걷던 ‘계산(溪山) 익숙한 길’과는 다른 공간이
다. 모본이 계곡을 낀 산을 따라 익숙한 길로 ‘돌아오는’ 반면, 수용태는 산과 시내
가 펼쳐진 맑은 길로 ‘내려가는’ 것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수용태의 화자는 모본의 화자와는 달리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는 길이 아닌, 전원
에서 시내나 물가로 이동하는 길에 있는 것이며, 이러한 공간의 변경은 종장에서 갈
매기를 만나 세상에 몸을 숨기며 또 다른 풍경에서의 흥취를 즐기는 장면을 연출하
게 되었다. 모본에서 흥을 종결하고 생활로 돌아온 것과 달리 수용태에서 흥을 즐길
만한 또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은 이 가집의 연행 맥락을 살펴보면 보다 적절
하게 설명될 수 있다. 청연은 타 가집에 비해 개작 변이가 뚜렷한 가집235)으로, 
편찬자 이한진은 자신이 직접 악기를 다룰 정도로 음률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
었다. 이 가집은 연행 현장에서 불린 노래들을 위주로 수록하 기 때문에236) 그 내
용 역시 흥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33) 김천택은 중인 서리 출신의 가객으로, 당시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자신의 신분에 한 
갈등과 좌절을 겪었다. 그러나 그의 많은 시조들은 내용상 상층 구조의 의식 세계에 경
도되어 있고, 같은 시 의 가객인 김수장과 달리 상층에 과도하게 동화된 결과, 사설시
조 없이 단시조만 창작하 다. 권두환(1985)은 김천택의 의식 세계와 작품은 물론 그 출
신 성분마저 통설과는 다르다고 하면서, 김천택이 김장생의 직계로서 김만중의 재종손이
며 김춘택의 삼종제가 되는 몰락 양반이라고 말한 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작품 세계는 
평민 의식보다 사 부 의식의 형상화에 전념치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태극, ｢南坡時
調의 內容考｣, 국어국문학 49․50, 국어국문학회, 1970, 260면; 권두환, ｢朝鮮後期 時
調歌壇硏究｣, 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45-49면. 

234) 문주석, ｢시조에 함의(含意)된 거문고 연구｣, 한국음악사학보 49, 한국음악사학회, 
2012, 187면. 

235) 심재완, 앞의 책, 1972, 35면.
236) 김용찬, 앞의 책, 1999, 3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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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컨  모본에서는 전원에서 펼쳐졌던 흥의 체험이 화자의 생활 세계로 ‘돌아옴’
으로써 일상적 삶의 자세가 전경화되고 있다면, 수용태에서는 깊은 강호를 찾아 산
천길로 ‘내려감’으로써 은자적 자연 추구의 소망이 감지되고 있다. 

2) 서술 관점의 재구성

  텍스트 요소의 교체는 수용태가 모본에 나타난 서술 관점을 재구성함으로써도 일
어난다. 서술의 관점을 재구성하는 것은 작가가 선택한 서술 시각 이외의 시각으로 
교체함으로써 의미를 생산하는 것으로 인지적 측면의 수용에 해당한다.
  인간이 세계나 사상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언어화하여 표현하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다.237) 서사 장르에서 이는 시점으로 
드러나고, 서정 장르에서는 시간성으로 드러난다. 
  생산적 수용에서 서술 관점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와 어디에 
위치시키고 보느냐의 문제인데, 시조에서 나타나는 현재의 종합은 서정적 주체가 포
착하는 상과 그에 한 진술에 따라 다양한 경험의 양상을 띤다는 점에서 텍스트
의 의미를 다양하게 수용하도록 만든다.
  시점을 바꾸는 것은 시각의 중심을 재조정(recentering)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
의 재조정은 일상적으로 익숙한 물체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새로운 중심으로 
시점을 옮기는 방법을 통해 인식에 활기를 불어 넣는다.238) 가집의 수용태에서 서술
의 시각을 재구성하고 있는 다음 작품을 살펴보기로 하자.

# 315(역), 437(고)

群鳳 모도신듸 외가마귀 드러오니
白玉 힌듸 돌나 다마
鳳凰도 飛鳥와 類ㅣ시니 뫼셔논들 엇리

청진 99

群鳳이 모돈곳에 외가마기 라드니
白玉 힌 돌나 다마
두어라 一般飛鳥ㅣ니 섯겨논들 엇더리  

청  80

237) 전동진, 서정의 시간성, 시간의 서정성, 문학들, 2008, 91면.
238) R.H. McKim, Thinking visually: A Strategy manual for problem solving, Person 

Learning, 1980, 김이환 역, 시각적 사고, 평민사, 1989, 75-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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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본의 시조는 박인로의 연시조 4수 중 마지막 시조로, <조홍시가>라는 題名으로 
박인로의 문집에 총 4수가 나란히 배열되어 있다.239) 이 작품은 이덕형이 박인로에
게 조홍시(早紅柹)를 보낸 데 촉발되어 박인로가 그 느낀 바를 읊었다는 주(註)가 
부기되어 있다.240) 다른 시조들이 모두 ‘효(孝)’와 관련되어 긴 하게 연결되지만 유
독 위의 시조는 앞의 시조들과 주제 면에서 볼 때 거리가 있다. 시조의 내용상 ‘효’
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집에서 이 네 수가 구분되지 않고 나란히 실려 있는 이유는 
이 네 작품이 이덕형을 주빈(主賓)으로 한 연회의 현장에서 박인로가 직접 가창하여 
불 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241) 이덕형의 생일잔치를 맞아 ‘효’를 주제로 
한 세 작품을 지어 부르고, 마지막 작품에서는 이덕형과 장현광, 정구, 조호익 등의 
무리를 ‘군봉(群鳳)’에, 박인로 자신을 ‘외가마귀’에 비유하여 현인군자들과 교유하는 
군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자신이 사 부로서 어떤 인식과 내면을 가진 존재인지 
보여주려 한 것이다.242)

  청진의 초장은 봉황의 무리가 모여 있는 곳에 외가마귀가 ‘들어오는’ 모습이 포
착되는 것으로 보아 서술의 위치가 방 안임을 알 수 있다. 군봉들 사이에 들어온 외
가마귀는 백옥이 쌓인 곳에 돌을 놓은 듯 어울리지 않지만 종장에서는 결국 군봉도 
나는 새[飛鳥]의 무리임에는 변함없으므로 외가마귀가 그들을 ‘모셔놀아’도 좋겠다는 
입장이 표명되고 있다. 외가마귀를 배척하지는 않지만 시의 화자 역시 외가마귀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는 군봉 무리에 있다는 점, 외가마귀가 군봉을 ‘모셔놀아’야 
한다고 여기는 점은 서술의 위치를 군봉과 유사한 어디쯤으로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여기서도 봉황은 여전히 군봉(群鳳)의 무리이고, 외가마귀는 비조(飛鳥)의 
무리라는 분리 의식은 작동하고 있다. 맹자(孟子)의 <공손추(公孫丑) 상(上)>에서 보
듯이,243) ‘나는 새 중에서는 봉황[鳳凰之於飛鳥]’이 같은 무리 가운데 가장 빼어난 존

239) 청진에 수록된 박인로의 연시조 4수는 앞서 ‘1.2) 화자 관점의 보충’에서 간략히 살핀 
바 있다.

240) ‘辛丑九月初 漢陽相公饋公早紅柹 公因時物有感而作’ 蘆溪先生文集.
241) 최현재, ｢박인로 시가의 현실적 기반과 문학적 지향 연구｣, 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54면.
242) 이재열․백순철(2014)은 3수까지가 별다른 의도의 개입이 느껴지지 않는 진솔한 작품으로 

읽힌다면, 4수는 과장이나 위선까지는 아니지만, 사 부적 정체성의 현시와 확인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하 다. 이재열․백순철, ｢고전시가의 교육적 독법에서 문화론적 접근의 
필요성｣, 학교교육연구 9, 구 학교 사범 학 부설 교육연구소, 2014, 48면.

243) ‘有若曰, 豈惟民哉 麒麟之於走獸 鳳凰之於飛鳥 太山之於丘垤 河海之於行潦 類也 聖人
之於民 亦類也 出於其類 拔乎其萃 自生民以來 未有盛於孔子也’ <公孫丑(上)>, 孟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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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며 따라서 비조인 외가마귀는 봉황을 ‘모셔놀아’야 한다는 관점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 청 의 초장은 군봉이 모여 있는 곳에 외가마귀가 ‘날아드는’ 모습이 
포착된다는 점에서 서술의 위치가 군봉과 외가마귀 모두에게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곳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종장에서 두 상이 ‘섞여논들’ 상관없다는 태도는 시의 
화자를 제3의 중재자나 전달자로 만드는 효과를 내는데, 이로 인해 장면을 좀 더 객
관적이고 사실적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다. 외가마귀가 박인로 던 모본에서는 연회
의 현장에서 군자들과 교유하는 자긍심을 드러낼 필요가 있었으나 박인로가 사라진 
후  가집에서 군봉과 외가마귀는 색깔만 다를 뿐 함께 놀고자 하는 동류의 새를 
의미하는 관념적 비유체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종장 첫 구를 ‘두어라’로 시작하며 모본에서 독립되어 있던 군봉과 비조를 
‘일반비조(一般飛鳥)’로 묶어 내고 있는데, 이는 모본에서 ‘군봉’과 ‘비조’를 분리한 
후 하나의 종류(類)라고 한 것과는 인식의 차이를 보여준다. ‘두어라’는 시조 종장 
첫 구에 쓰인 다른 어구들과 달리 의미의 ‘반전’을 꾀하는 작용을 하는데244), 초장
과 중장에서 남아 있을 봉황과 외가마귀에 한 차별을 다시 한 번 없애고, 외가마
귀를 지칭하던 ‘비조’에 군봉을 포함시킴으로써 ‘군봉’ 자체를 아예 삭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별히 군봉에 높은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이들을 동등한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봉황과 외가마귀를 분리하던 모본의 인식이 상쇄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서술의 위치를 재구성하는 것은 ‘시적 현재’를 구성하는 주체에 의한 경험
이며 텍스트 요소의 선택에 따른 능동적 수용의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은 자신
이 처한 입장과 형편에 의해 확보한 특정한 관점에 근거하여 세계를 해석할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사상들을 취사선택하여 자기 논리의 근거로 삼기 때문
이다.245)

244) ‘두어라’는 굴원(屈原)의 초사 ‘이소(離騷)’의 종결구에 쓰인 ‘已矣乎’라는 말을 그 연원
으로 하는데, ‘已矣乎’에는 ‘계속 되던 것이 멈추다’라고 하는 반전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신은경, ｢시조 종장 첫 구 ‘두어라’의 연원에 한 소고｣, 시조학논총 27, 한국
시조학회, 2007, 193-200면.

245) 류수열, 앞의 글, 2000, 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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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별된 정서의 생성

  독자는 작품을 읽고 작품에 나타난 정서에 공감할 수도 있지만 작품과는 차별되
는 정서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카이저는 서정적인 텍스트가 서정성의 상태에 도
달하기 위해 상과 주체가 해후하는 경로를 가지는 텍스트 특성을 ‘서정적 단언(斷
言, Lyrisches Ansprechen)’의 태도로 일컫고 있는데, 이는 주체가 상을 호명할 
때 형성되는 서정성이 호명의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작품을 읽는 주체가 상을 변경할 때 상을 통해 형성되는 서정성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이라 하더라도 상을 하는 태도가 변경될 때 역시 서정성은 달
라질 수 있다. 시조의 가집에서는 이처럼 모본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 정서를 띠는 
작품들이 발견되는데, 이러한 차별적 정서가 생성되는 것 역시 새로운 의미의 생산
으로 볼 수 있다. 
  주체의 호명에 의해 모본과는 다른 정서가 생성되는 것은 작가가 작품을 만들 때
의 선택 과정과 유사하며 ‘텍스트 요소의 교체’에 해당하는 수용으로 설명할 수 있
다. 텍스트 요소의 교체가 작품 안에서 일어나는 수용이 아니라 작품의 창작 과정에
서 발생하는 수용인 만큼, 이러한 수용의 정의적 양상은 모본이 보여주는 태도에 공
감하기보다 풍요로운 수용을 위한 또 다른 변경의 양상을 띤다.    
  가집의 수용태에서 핵심이 되는 상을 교체함으로써 모본과 차별된 정서를 생성
해 내는 예부터 보기로 하자.

# 211 (고)

거믄고 술 자 노코 호졋이 낫 든 제
柴門 犬吠聲에 반가온 벗 오도괴야
아야 點心도 려니와 외자 濁酒 내여라

청진 209

거문고 쥴 골나녹코 忽然이 을드니
柴扉에 즛즈며 반운손 오노라
兒㝆야 點心도 려니와 탁주 몬져 걸너라 

 원국 208

  이 시조는 거문고를 연주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노가재 김창업(1658-1721)의 작품
이다. 이 작품을 시작으로 하여 총 3수의 작품이 청진에 수록되어 있다. 두 번째 
작품은 매사냥을 하고 난 뒤의 득의양양한 모습246), 세 번째 작품은 세상 욕심을 버
리고 술을 흥취 있게 즐기는 모습247)을 담은 작품으로, 세 작품 모두 벼슬살이를 하

246) ‘자나믄 보라매를 엇그제  손 혀/짓체 방올 라 夕陽애 밧고 나니/丈夫의 平生 
得意 잇분인가 노라’ (청진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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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은사(隱士)의 한적한 분위기를 담고 있다. 
  조선의 선비들이 거문고를 가까이 한 것은 거문고가 가지고 있는 덕을 벗 삼아 
인(仁)을 체득하고 천인합일(天人合一)을 이루는 보인(輔仁)의 동반자로 인식했기 때
문이다.248) 따라서 산조(山鳥)나, 학, 백구가 호응하여 지음(知音)하지 않아도 연주 
행위 자체를 심신의 소양으로 여겼다. 또한 매사냥은 우리 민족이 비교적 이른 시기
부터 즐긴 것으로,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뒷받침을 요구하는 상당히 사치스러운 여
가 중 하나 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매사냥은 한시, 시조, 잡가, 회화 등 다양한 
부면에서 소재로 차용되었다.249) 특히 김창업은 서울 근교든 지방이든 가리지 않고 
지우(知友)들과 더불어 산을 오르기를 좋아하고, 호방하게 매사냥을 즐겨 <도봉기유
(道峰紀遊)>와 같은 작품에 그와 같은 일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도 하다. 술이라는 
소재 역시 단순한 음식이라기보다는 작가의 심리적 지향이 반 된 것으로, 시조에서 
음주가 등장하는 맥락은 우아한 삶에 한 욕구나 허무의 극복과 관련된 경우가 많
다.250)

  이처럼 사 부의 교양과 흥취의 삶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소재인 거문고와 매사
냥, 술을 소재로 하는 세 작품이 청진에 나란히 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김창업
의 삶이 그만큼 한가하고 여유로웠음을 알 수 있다. 김창업은 장동(壯洞) 김씨(金氏) 
김수항(金壽恒)의 여섯 아들 중 넷째 아들로, 첫째 형 김창집은 높은 관직에 올라 
노론을 이끈 유명한 정치가 으며, 둘째 형 김창협과 셋째 형 김창흡은 조선 후기의 
사상과 문학을 이끌었다고 평가되는 문인들이다. 그러나 정작 김창업은 연행일기를 
저술한 것 외에는 학문이나 문장에 한 관심은 거의 없었다. 당시의 재상들은 그를 
재상의 재목(材木)으로 평가하 으나, 큰 형과 둘째 형이 이미 벼슬길에 나아간 상
태 으므로, 그는 이로써 집안의 명성이 충분하다고 여겨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
다. 그는 과거를 포기하고 한양 근처 ‘송계(松溪)’라는 곳에 전장(田莊)을 마련하고 
평생을 은거하며, 그곳에서의 일상을 담아낸 한시를 창작하 다. 그가 초목에 한 

물시(詠物詩)를 지었다는 것은 여타 한시 작가들과 구분되는 그만의 독특한 특징

247) ‘벼슬을 저마다 면 農夫 리 뉘 이시며/醫員이 病 고치면 北邙山이 져려랴/아야 
盞 특 부어라 내  로 하리라’ (청진 211)

248) 강유경, ｢한국 음악에 있어 거문고의 위상｣, 음악교육연구 41, 한국음악교육학회, 
2012, 10면.

249) 전재진, ｢시조의 “매사냥” 담론과 문화권적 통섭(通涉)의 양상｣, 인문과학 92, 연세
학교 인문학 연구원, 2010, 120-121면.

250) 조하연, ｢‘술’ 소재 시조를 통해 본 시조교육의 한 방향｣, 문학교육학 31, 한국문학교
육학회, 2010, 2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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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평가된다.251) 그는 벼슬을 하지 않았으므로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명예와 욕
심에서 멀어진 은일지사의 삶을 보낼 수 있었다. 
  이 작품에서도 화자의 한적한 삶이 그 로 드러나 있다. 화자는 거문고를 연주하
다가 ‘술 를 꽂아 놓고’ 잠깐 낮잠이 들었다. 거문고를 실제 연주할 때에는 술( )
를 사용하는데 술 를 꽂아 놓은 채 잠이 들었다는 것은 한창 거문고 연주를 하던 
도중에 저절로 잠이 든 것을 의미한다. ‘호젓이’는 고요하고 한적한 화자의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 무엇을 하다가 저절로 잠에 드는 것은 인위적인 목적에 구애됨이 없
는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시조에서 한가함을 표현할 때 흔히 애호되는 표현이
었다.252) 
  외롭고 한적한 분위기의 초장과 달리, 중장에서는 갑자기 사립문에서 개가 짖어 
반가운 벗이 왔음을 알게 되었다. ‘시문 견폐성(柴門 犬吠聲)’은 조선 중기의 학자 
이세구(李世龜)의 양와집(養窩集)에 나오는 구절로253), 오랫동안 기다리던 반가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표지로 흔히 등장한다. ‘시비(柴扉)에 개 즛거늘’로 
시작하는 작품들은 항상 ‘님만 너겨’, ‘님 오시나 반겻더니’, ‘님이신가 반기 너겨’와 
같은 어구들을 동반하고 있다. ‘먼 곳에서 벗이 찾아온 반가움(有朋自遠方來)’은 ‘배
우고 때때로 익히는 즐거움(學而時習之)’과 함께 논어의 벽두에 소개되었을 정도로 큰 
즐거움 중의 하나인데, 이 시조에서도 갑작스레 방문한 벗을 맞이하는 마음이 종장의 
‘외자’254)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종장에서는 ‘아야 點心도 려니와 외자 濁酒 내여라’라고 하여 아희를 불러 간
접적으로 반가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시조에 나타난 ‘아’는 단순한 
감탄구의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 의식이나 시적 
분위기를 고취하는 문학적 장치로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한다.255) 이 작품에서도 종
장 초구에서 불러들이는 ‘아’는 작가의 풍류적 삶이나 은둔의 삶을 고취시키는 동

251) 구본현, ｢노가재 김창업 한시 연구｣, 한국한시작가연구 13, 한국한시학회, 2009, 
168-170면.

252) ‘閑中에 일이 업서 낫과 벗이 되야/이 픤지 닙히 진지 모로고 누어시니/世上에 무
일 잇던지 나 몰나 노라’ (청  251), ‘靑草 우거진 곧에 쟝긔 벗겨 쇼를 
고/길 亭子나무 밋 도롱을 베고 잠이 드니/淸風이 細雨를 모라다가 잠든 날을 
오나니’ (가보 163) 등이 이에 해당한다.

253) ‘月下柴門犬吠聲 分携咫尺亦離情 眼前何事淸人骨 一帶氷河逈抱城’ 養窩集册三
254) ‘외자’는 ‘외상’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정병욱, 앞의 책, 1966, 31면. 표준국어 사전에

서도 ‘외자’는 ‘외상’의 북한어에 해당하는 말로, 순화하여 쓸 것을 제안하고 있다.
255) 변승구, ｢시조에 수용된 “아”의 양상과 문학적 의미｣, 동아시아문화연구 55, 한양

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3, 3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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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반가운 벗을 맞이한 자신의 흥취를 표현하기 위해 채택되고 있다.256)   
  아이를 불러 외자 탁주라도 준비하라는 것은, 반가운 벗이 왔으니 응당 점심도 먹
어야 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탁주부터 한 잔 기울여야겠다는 화자의 흥취를 드러낸
다. 준비된 탁주도 없고, 탁주를 사올 만한 돈도 없는 결핍의 상황이지만 ‘외자 탁
주257)’라도 내어오게 함으로써 벗에 한 반가움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외상 탁주라도 급하게 꺼내오라는 화자의 들뜬 마음과 달리, 원국에서 화자의 
정서는 한층 느긋하고 여유로워지는데, 이는 화자가 잠이 든 상태와 화자를 찾아온 
사람, 아이에게 건네는 말 등이 조금씩 교체되면서 생겨난 변화이다. 
  청진의 시조가 거문고 ‘술( ) 꼬자 노코 호졋이’ 잠이 든 반면, 원국에서는  
거문고 ‘쥴 골나녹코 忽然이’258) 잠이 들었다는 것으로 보아 거문고의 조율을 끝내
놓고 잠이 든 것을 의미한다.259) 두 행위 모두 연주를 멈추고 잠이 들게 되는 조용
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며, 중장에서 개가 짖는 상황을 극적으로 만드는 데에 기여하
고 있다. 청진의 시조에서 화자가 ‘낮잠’이 들었다면 원국에서는 ‘잠’으로 바뀌
면서 일시성과 시간성의 의미가 다소 약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병가에서부터 이
미 보이던 현상인데, 원국에서는 잠에 빠져들기 직전 화자의 상태도 함께 교체되
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260)

256) ‘집方席 내지 마라 落葉엔들 못 안즈랴/솔 불 혀지 마라 어제 진  도다온다/아야 濁
酒山菜 만졍 업다 말고 내어라’ (청진 319)에서도 유사한 ‘아’의 역할이 나타난다.

257) ‘외자’는 외상의 의미 외에도 아이를 부르는 감탄사나 ‘내여라’를 수식하는 부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시조 종장의 운율 구조를 생각해 볼 때, 감탄사는 주로 첫 자리에 놓여 
시상을 고양하거나 전환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시의 중간에 놓인 ‘외자’가 감탄사의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실제로 이 시조의 종장 첫 음보에서 사용된 ‘아야’는 감탄적 
의미를 지닌 투어(套語)로, 사뇌가의 ‘아으’로부터 기원한 감탄사의 기능을 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조의 운율을 고려할 때 감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 두 번이나 연이어 
사용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아 보인다. 이 시조를 수록하고 있는 가집들 중 청진을 비롯한 
두 개의 가집(해박, 청홍)을 제외하고 청육을 비롯한 10개의 가집들에서 이를 ‘外上’으
로 수용하고 있는데, 이는 모본의 ‘외자’를 ‘외상’의 의미로 받아들 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김창업이 외자 탁주(外資濁酒)의 의미로 사용한 것을 후 의 수용자들이 ‘탁주’에 걸
맞는 ‘외상’으로 바꾸어 수용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감탄사의 기능에 한 논의는 다음
을 참고. 성기옥․손종흠 공저, 고전시가론, 한국방송통신 학교 출판부, 2010, 287-290면.

258) 비슷한 시기의 가집인 화원악보(花園樂譜)에도 이 작품이 실려 있는데, 이 가집에서는 ‘거
문고 쥴 골나 셰코’로 수용되고 있어, 줄을 고르는 시간과 유사한 한가함이 드러난다.

259) 거문고의 실제 연주 상황에 한 표현은 ‘거문고 쟈 니’, ‘ 현 올나 한 괘 밧글 디
퍼시니’, ‘ 현을 티니’, ‘청(淸) 쳐라’, ‘청(淸) 툭쳐라’ 등이 있고, 거문고를 조율하는 과
정을 묘사하는 표현은 ‘쥴 골나 녹코’, ‘줄을 골라’, ‘ 줄 언저’ 등이 있다. 문주석, 앞
의 글, 2012, 191면.

260) 청진과 원국 계열의 군집에 속한 작품의 수가 많은 것에 비해 병가는 한 작품만
이 실린 단독 군집으로 존재하는데, 이는 당  청진 계열로 불리던 노랫말이 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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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에서는 ‘시비에 즛즈며 반운손 오노라’라고 하여, 반가운 ‘벗’이 아닌 
반가운 ‘손’으로 핵심적 상이 교체되고 있다. 손님과 벗은 모두 반가운 존재이지
만 그 반가움의 정도가 같을 수는 없다. 이러한 화자의 미묘한 심리적 변화는 종장
에서 아이에게 건네는 말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 
  모본에서는 ‘아야 點心도 려니와 외자 濁酒 내여라’라고 하여 친구를 맞이하
는 반가운 마음에 내 것이 아닌 외상 술이라도 내어 오라고 아이를 채근했다면, 수
용태에서는 ‘兒㝆야 點心도 려니와 탁주 몬져 걸너라’라고 하여 손님을 접하는 
일상적인 반응을 볼 수 있다.261) 모본에서의 벗은 예상치 못한 것으로, 그를 접하
는 마음이 반갑고 급하여 외상 탁주라도 괘념치 않고 꺼내올 수 있지만, 수용태에서
의 손은 오기도 하고 말기도 하는 것으로 그가 손님이라 반가이 맞이하기는 하나 
‘탁주를 걸러’ 오는 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느긋하게 이를 지시할 수 있는 것이
다.262) 
  이상에서 청진의 어휘가 원국에서 달라지는 양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초장의 ‘술 자’가 ‘쥴 골나’로, ‘호젓이’가 ‘忽然히’로, ‘낮’이 ‘’으로 교
체되고 있으며, 중장의 ‘柴門 犬吠聲’이 ‘柴扉에 즛즈며’로, ‘반가온 벗’이 ‘반운 
손’으로 교체되었다. 또한 종장에 있던 ‘외자’가 사라지고, ‘내여라’ 신 ‘걸러라’로 
어휘가 바뀌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벗이 손으로 교체되는 것과 외자가 사라지는 
변화는 모본의 핵심적 소재들이 바뀌는 것으로 수용태의 의미 생산에 적지 않은 
향을 줄 수 있다.
  모본 텍스트의 소재들을 교체함으로써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화자의 정서에
는 미묘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소박하고 한적한 삶 가운데 갑자기 나타난 벗에 한 
절실한 기쁨을 표출하던 작품이, 담백한 삶 가운데 늘 오던 손님을 맞이하는 여유로
운 기쁨을 표현한 작품으로 수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시에서 사
용되는 소재를 교체하는 것은 창작 맥락에 한 선택을 새롭게 수행하는 것으로, 모

으로 수용되어 한동안 불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병가는 청진에서 원국으로 넘어
가던 과도기의 수용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거문고 술  노코 홀연이 을 든제/柴
門犬吠聲에 반가온 벗 오고야/아희야 點心도 려니와 濁酒 몬져 여라’ (병가 345)

261) ‘업슨 손이 오나늘 갓버슨 主人이 나셔/여나모 亭子에 박 將棋 버려노코/아야 濁酒 
걸러라 외 안들 못머그랴’ (청진 316)에서도 비슷한 정서가 드러난다.

262) 취락 시조의 양상을 분류한 연구에 따르면, 술을 마시는 이유는 전원의 흥취를 위해서와 
벗들과의 만남을 즐기기 위해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작품은 벗들과의 만남에 술을 찾
는 작품이다. 앞서 소개한 김창업 작품 중 ‘술’에 한 시조(청진 211)는 시름을 잊고 
삶의 위안을 얻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경우로 전자에 해당한다. 정흥모, ｢취락(醉樂) 시조
의 제 양상｣, 한민족문화연구 34, 한민족문화학회, 2010, 44-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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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과 차별되는 정서를 만들어 낸다. 다음 수용태에서는 상에 한 태도를 교체함
으로써 모본과는 차별되는 정서가 생성되고 있다. 

# 644(역), 1065(고)    

綠楊 春三月을 자바 야 둘 거시면
센 머리 바 내여  동혀 두련마
올도 그리 못고 그저 노화 보내거다

청진 233

綠楊 春三月을 자바 야 두 량이면
센 머리 바여  동혀 두련마
마다 든 못고 늙기 슬허(스러)노라

청육 439, 흥비 44

  위의 작품은 여항육인의 한 사람인 김삼현(金三賢)의 작품으로 청진에 수록되어 
있다. 김천택은 자신을 포함한 여섯 명의 여항인의 작품을 청진에서 차례로 싣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만의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창작하여 특징적인 작품의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김삼현의 작품은 청진에 총 6수가 실려 있는데, 늙음에 관한 시조 
2수, 강호가 1수, 공명의 덧없음 1수,  상산사호가 1수, 절망적 사랑 1수 순으로 실
려 있다. 김삼현은 중인 가객인 주의식(朱義植)의 사위 고, 그와 더불어 산수를 벗
하고 자연을 즐겼을 정도로 가까웠으나 주의식의 시조에서 주로 다루던 절망적 현
실 인식은 찾아볼 수 없다. 그의 관심은 주로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시조는 
체로 낙천적이고 태평한 경향을 보인다.263)

  초장에서 ‘녹양 춘삼월(綠楊 春三月)’은 마른 버드나무 가지에 푸른 잎이 돋는 따
스한 봄의 시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간을 잡아서 못 가게 할 수 있다면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뽑아내어 찬찬 동여매어 두련마는, 그것이 불가능함을 알기에 올해도 동
여매지 못하고 그 봄을 그저 놓아 보낼 수밖에 없다.264) 춘삼월이 돌아올 때마다 불
가능한 상상을 해 보지만, 시간을 붙잡을 수 없듯이 젊음을 붙잡아 두지 못하고 올
해도 그저 놓아 보낸다는 아쉬움을 읽을 수 있다.265) 
  그러나 그의 시 세계에서 확인되듯이, 이 작품이 세월의 흐름에 한 안타까움이
나 탄식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청진에서 이 시조에 앞서 제시된, 
그의 늙음에 관한 시조를 확인해 보면 더 자세하게 드러난다. 

263) 김용철, ｢숙종조 여항육인의 성립과 시조의 특성｣, 국제어문 34, 국제어문학회, 2005, 74면.
264) 윤 옥, ｢시조에 나타난 노인의 모습｣, 한민족어문학 39, 한민족어문학회, 2001, 162면.
265) 김용찬(2002)은 세월을 ‘자바 야’ 둔다는 표현이나 센머리를 ‘ 동혀’ 두는 흥미로

운 발상은 막연히 흘러가는 세월을 탄식하는 작품들에 비해서 그 생동감의 정도가 두드
러지는 것으로, 이러한 형상화의 면모가 김삼현이 주어진 현실 세계의 두터운 벽과 마
주하지 않고 세상에서 한걸음 물러서는 방법이라고 보았다. 김용찬, 조선후기 시가문학
의 지형도, 보고사, 2002, 26-27면.



- 107 -

                       

늙기 셜은 줄을 모로고나 늘것가   
春光이 덧이업서 白髮이 절로 낫다
그러나 少年 음은 감일이 업세라

김삼현, 청진 232

  김삼현에게 늙음이란 태평성 를 즐기다 보니 어느덧 덧없이 흘러버린 세월을 의
미한다. 종장에서는 ‘그러나’를 통해, 저절로 난 백발에 해 후회하거나 안타까움을 
보이기보다 지금도 소년 시절의 마음이 줄어들지 않았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일생에 매우 만족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266) 낙천적이고 태평스러운 
삶의 태도는 늙음을 맞이하고도 그저 인간에게 정해진 운명으로 담담히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능하게 한다.
  모본의 종장은 ‘그저’라는 부사를 기준으로 ‘올도 그리 못고’와 ‘노화 보내거
다’가 연결되어 있다. ‘그저’는 ‘다만’, ‘오직’ 같은 부사와 달리, 입말의 담화에 주로 
사용되는 화용성이 많은 부사로, 둘 이상의 상이 립하는 상황에서 선행항 신 
후행항을 선택하여 후행항을 부각할 때 흔히 쓰인다.267) ‘올해도 그리 못했다’는 것
은 초․중장에 있는 내용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리/그러하-’는 선행 발화에서 이루어
진 사태를 지시하는 것으로, 듣는 이가  인지 가능하다고 믿는 사태를 가리킬 때 사
용될 수 있다.268) 초장의 ‘자바 야’와 중장의 ‘ 동혀’를 한 번에 ‘그리’로 묶어 
선행항에 배치하고, ‘노화 보내거다’ 앞에 ‘그저’를 둠으로써 젊음을 붙잡아 두고 싶
다는 사실보다 ‘놓아 보낸다’는 사실을 부각하고 있다.
  요컨  청진은 태평성 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작가가 늙음을 맞이하여, 
누구나 그러하듯 젊음을 붙잡아 두고 싶기는 하지만, 붙잡지 못함을 아쉬워하기보다 
담담히 놓아 보내는 태연함을 그려내고 있다.
  수용태인 청육은 청진을 수용하면서 종장이 변화되고 있다. 청진의 종장에
서 ‘올해도 그리’ 못했다고 하여, 올해의 상황을 드러내면서 초장과 중장의 행위를 
지시어로 신한다면, 청육은 ‘마다 든 못고’로 소망의 반복적인 좌절을 강
조하면서 구체적인 행위 동사 ‘든’을 다시 한 번 사용하고 있다. 듣는 이가 인지 
가능할 정도로 앞의 사태가 가깝다고 여길 때 지시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모본의 

266) 김용철, 앞의 글, 2005, 75면.
267) ‘그저’는 이웃하는 표현에 연동하여 문맥의 의미가 결정되는 립적 구성에서 사용되는

데, 기본 의미는 ‘선행항과 비교하면서 선행항 신 후행항을 선택함’으로 설정할 수 있
다. 이기갑, ｢‘그저’의 담화 기능｣, 담화와 인지 14, 담화인지언어학회, 2007, 106면.

268) 이기갑, ｢‘그러하-’의 지시와 용, 그리고 그 역사｣, 언어 19, 한국언어학회, 1994, 467면.



- 108 -

초․중장과 내용이 다르지 않은 수용태에서 지시어를 쓰지 않고 ‘다’가 반복되고 있
는 점은 청육의 수용자가 젊음을 매어 두고 싶은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는 기능을 
한다.
  청육의 편자는 청진에서와는 달리, 늙음에 한 아쉬움과 젊음을 붙잡아 두고 
싶은 고민이 ‘해마다’ 이어지는 것임을 깨달으면서 이를 붙잡아 두고 싶은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며 ‘늙기 슬퍼함’이라는 정서를 생성하고 있다. 젊음을 지키고 싶은 
의지가 강했던 만큼, 이를 이루지 못했을 때 느끼는 슬픔과 좌절은 그에 비례하여 
커지게 되며, 모본에서처럼 ‘그저 노화 보내는’ 담담함을 지닐 수 없게 된다. 
  요컨  모본에서는 젊음을 매어 두는 행위보다는 놓아 보내는 행위가 강조됨으로
써 늙음에 한 담담함과 의연함이 드러난다면, 수용태는 젊음을 매어 두는 행위와 
이의 좌절이 반복됨으로써 늙음에 한 탄식과 슬픔의 정서로 수용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모본 텍스트의 정서와는 차별되는 것으로 늙음을 하는 태도가 
교체되면서 생성된 정서로 볼 수 있다. 
  다음의 수용태도 상을 하는 태도가 달라짐으로써 미묘한 정서의 차이가 발생
하고 있다.

# 1430(역), 2306(고)

山미 草廬三間 짖고 닐것업셔 草새벌 니여시니
밤中만 여셔 비오쇼는 우로록쥬로록쥬로록우로록 몸에옷시업셔 草衣로 덥퍼스니 
히 드러나셔 울근불근 블근울근
各別이 비맛기 셟단 아니되 님 아니올가 노라.                           시가 659

山밋 집을 지어드고 녤것업셔 草로 녜어시니
밤中만 야셔 비오쇼는 우루룩쥬루룩 몸에옷시업셔 草衣를 입어시니 
이 다 드러나셔 울긋불긋 블긋울긋
다만지 칩든 아니되 任이 볼가 노라                                   청육 719

  시가의 초장에서는 산 밑에 ‘초려삼간(草廬三間)’을 짓고 풀로 지붕을 이은 집에서 
님을 기다리는 여인의 모습이 드러난다. 없는 형편에 님을 맞이하기 위해 초려삼간을 
정성껏 짓고 지붕도 풀로 엮었으나 야속하게도 밤이 될 때까지 님은 오지 않고, 비만 
요란한 소리로 주룩주룩 내린다. 몸은 충 풀옷으로 덮었으나 내리는 비로 인해 살이 
울근불근 드러난다. 그러나 종장에서 내 몸이 비를 맞는 것과 관계없이 님이 아니올까 
염려하는 마음이 주된 정서임을 알기는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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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을 기다리는 여인의 간절함은 ‘초려삼간’이나 ‘초의(草衣)’ 외에도 이들을 방해
하는 ‘비’로 인해 증폭된다. 이 작품의 배경이자 화자의 기다림에 장애가 되고 있는 
‘비’는 ‘오로록쥬로록쥬로록우로록’ 줄창 내리고 있어, 초가가 무너지거나 내 몸이 
비를 맞지 않을까 염려하게 되는 소재이다. 더구나 종장에 오면 비는 나의 서러움을 
부각시키는 상이자 님이 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화자가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님이 오지 못할까 염려하는 마음만큼이나 비에 한 원망
역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청육은 ‘초려삼간’이 단순히 ‘집’으로 체되고, 초새를 새는 단위 ‘한 벌’
이 사라지고 있으며, 중장에서는 비오는 소리인 의성어에서 첩어가 사라짐으로써, 
님을 기다리는 준비의 과정이나 비가 내리는 상황이 모본에 비해 축소되고 있다. 정
성껏 집을 짓는 과정을 단순화하고 기다림에 방해가 되던 비오는 소리마저 잦아들
면서 화자의 간절함과 염려는 한층 약화될 수 있다. 
  화자의 정서가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지점은 ‘초의’를 걸친 상황에서도 발견되는
데, 청육과 동일한 군집에 속한 흥비, 교주, 원증에서는 모두 중장을 ‘草衣
를 입어시니’로 수용하고 있다. 이는 모본과 같은 군집인 객악,  규에서 ‘초의
로 덥퍼스니’가 아예 나타나지 않는 것과 비된다.269) 수용태에서는 초의를 ‘입고’ 
님을 기다릴 정도로 간절함의 정서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모본에서 님을 기다리는 애틋함이 수용태에서 님이 볼지도 모른다는 걱정으로 바
뀌고 있는 것은 모본의 비가 화자를 ‘서럽게’ 만드는 상이었다면, 수용태에서의 
비는 화자를 ‘춥게’ 만드는 상인 것과도 관련이 있다. 수용태의 비는 화자를 춥게  
만들어 가난하고 초라한 처지를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모본에 비해 더욱 감각적이고 
직접적인 소재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모본에서 나타났던 기다림의 정서가 
수용태로 오면서 많이 희석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요컨  이 수용태는 모본의 소재를 단순화하고 배경에서 느껴지는 직접적 감각을 
되살림으로써 님을 기다리는 화자의 간절한 정서 역시 변화를 유발하는 모습을 보
여주고 있다. 이러한 수용태의 변화는 모본에 비해 한층 이완된 정서를 생성하고 있
는 것인데, 사설시조가 정신적 긴장이나 의식의 각성을 목적으로 하는 긴장의 문학
이라기보다 그와 척되는 지점에서 긴장의 이완이나 해소를 도모하는 장르적 특성
을 가진다는 시각270)과도 부합한다.

269) 김흥규 외, 앞의 책, 2012, 496면.
270) 김석회, ｢고전 읽기 해석 오류의 양태 분석｣, 고전문학과 교육 29,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5, 250-2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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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텍스트의 확장 양상

  텍스트의 확장이란 독자가 작품을 접한 후 텍스트 세계에 한정되지 않고 텍스트 
밖의 요소들에 의해 새롭게 의미를 생산하는 것을 뜻한다. 텍스트 밖의 세계가 수용
에 향을 미친다는 것은 텍스트의 세계에 공감하거나 텍스트를 창작의 관점에서 
탐색하는 것과는 달리, 텍스트 이면의 세계에 의한 수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발트만은 ‘ 결’이라는 용어로 수용의 양상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러한 수용의 양
상이 텍스트에 한 립적인 이의 제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님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텍스트에 한 이의 제기는 텍스트 전체에 작용하는 관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제 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감의 표출보다 더 비판적이고 총체적인 사고 
작용을 요구한다. 글의 내용을 정돈, 조정하는 것은 물론 작품에 한 이의를 제기
하는 경우라도 글 뒤의 전제나 연관성에 해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용을 재구
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271) 따라서 이 양상은 텍스트와의 결을 넘어서
는, 텍스트를 확장하는 양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텍스트의 확장을 보여주는 수용은 연상적 차원에서 인과 관계를 탈피하는 것과 
인지적 차원에서 외부의 관점을 도입하는 것으로 드러나며, 정의적 차원에서 립된 
정서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텍스트의 확장이 일어나는 양상을 차례로 살펴보
기로 하자.

1) 인과 관계의 탈피

  가집에서 보여주는 텍스트의 확장을 통한 의미 생산에서 첫 번째 양상은 ‘인과 관
계의 탈피’로 나타난다. 유사, 인접, 인과의 세 가지 성질들로 인해 관념들은 연합되
고, 하나의 관념에서 다른 관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이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인과성이며 이는 마치 중력의 법칙과도 같이 인력이 작용하는 양상과 비슷하다.272)

  이러한 관념 연합의 원리는 인과 관계를 물 자체 내의 객관적 질서가 아니라 주
관이 인식을 구성하는데 사용하는 하나의 틀, 형식이라고 보는 칸트의 입장을 고려
할 때, 교육적으로 보다 유의미한 지점을 찾을 수 있다. 칸트는 동일한 원인은 동일

271) G. Waldmann, 앞의 책, 1998, p.35.
272) D. Hume, 앞의 책, 1980, 이준호 역, 1994,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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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를 가지고 오며 원인은 이미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합리주의자들273)

의 독단을 비판하며, 인간의 자유 의지를 강조하 다. 연상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관
념의 연합이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필연적 조합이라면 교육적으로 큰 처치가 요청
될 필요 또한 없는 것이다. 
  독자의 생산적 수용은 사실들 간의 상호 관계로 설명될 수 있는 물질성을 가지지
는 않는다. 물질들의 상호 관계의 구조는 공간적, 시간적인 구조인데, 그 중에서 일
정한 종류의 사실이 다른 사실과 반복하여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공존의 법칙이고, 
일정한 종류의 사실이 다른 사실에 앞서서, 또는 뒤미쳐 생기는 것이 계기의 법칙이
다. 인과 관계는 이 계기의 법칙 중 특별한 한 형태이다.274) 인과 관계에는 논리적
으로나 과학적으로 필연적인 관계도 있고, 단지 빈번하게 결합되는 두 사건으로 인
해 형성되는 인과 관계도 있으며, 인간의 감정이나 정서에 의해 관계 지어진 인과 
관계도 있다. 세상을 바라보는 틀은 독자의 고유한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
며, 따라서 같은 원인에 해서도 그 결과에 한 인식은 독자마다 상이할 수밖에 
없다. 독자의 발산적 사고와 주체적 사고를 인정하는 생산적 수용에서는 기존의 인과 
관계를 탈피함으로써 새로운 의미의 생산이 일어난다고 본다. 창의성은 기존의 구조
에 한 새로운 조합을 추구하고, 새로운 관계를 지향함으로써 탄생하기 때문이다.275)

 
# 7(역), 17(고)

가더니 니즈냥여 에도 아니 뵌다
현마 님이야 그덧에 니저시랴
내각 애쉬온 젼로 님의 타슬 삼노라

청진 440

가더니 니즌양여 에도 아니 뵌다
아니 니졋거든 졘들 현마 니즐소냐
언나 긴쟝 님이완 살든  긋니

청육 440

  위의 작품은 청진에 무명씨 작품으로 실려 있다. 청진은 무명씨의 작품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수록되어 있는데, 이삭 엽에 해당하는 무명씨 작품(104수)의 경우 
‘주제 표시 배열’을 따르고 있어, 김천택이 18세기까지 시조사의 내용을 총정리해 
보려는 시도로 평가받는다.276) 그러나 삼삭 엽에 해당하는 무명씨 작품(55수)은 특

273) 이러한 인식 방식을 보여주는 결정론자들로 스피노자와 데카르트가 표적이다. 
274) 박종홍, 인식논리, 박 사, 1972, 230면.
275) 윤여탁, ｢창의성의 재개념화와 국어교육의 지향과 과제｣, 새국어교육 98, 한국국어교

육학회, 2012, 188면.
276) 김용철, ｢진청 ｢무씨명｣의 분류체계와 시조사적 의의｣, 고전문학연구 16, 한국고전

문학회, 1999, 110-1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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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한 배열 기준이 없어 또 다른 고찰이 요구된다. 이 작품의 경우 후자에 해당한다.  
  청진에 수록된 삼삭 엽의 작품들은 후기에 편찬된 여러 가집들에서 삼삭 엽
으로 계승되지 않고, 이삭 엽이나 기타 다른 악곡으로 수용된 경우가 많았다.277) 
이 작품 역시 후 의 가집에서는 이삭 엽으로 계승되어, 청육에서는 이삭 엽에 
수록되어 있다. 악곡의 변화는 창자가 지니는 미감을 재해석한 결과이므로 악곡의 
변화를 살피는 것은 이 작품의 수용에 있어 어떤 의미가 생산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278) 
  이 작품은 교본 역 시조전서에서 모본을 제외하고도 23개의 가집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 교집의 편찬자는 이들 수용태 중 3개의 가집을 확실한 변이형(異)으로 
표기하고 있다. 또한 고시조 전에서 비슷한 유형만 해도 6개가 발견되고 가집 수
로 하면 총 42개의 가집에 실려 전하고 있다. 이로써 위의 노랫말이 광범위하게, 많
은 사람들에게 가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작가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는 것은 
오히려 이를 향유하는 수용자들에게 수용의 가능역을 보다 허용적으로 열어주는 측
면이 있다.279)

  청진의 초장에서는 님이 떠나가더니 나를 잊은 듯하여 꿈에도 안 보인다고 하
면서 이별의 상황을 알리고 있다. 중장에서는 설마 님이 그 사이에 나를 잊어서 그
런 것일까 염려하는 마음이 나타난다. ‘니저시랴’는 수사 의문문으로, 님이 잊지 않
았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내포하고 있다.280) ‘그덧에’라는 짧은 시간의 흐름 역시 

277) 55수의 삼삭 엽 무명씨 작품 중, 40수의 작품이 후  가집에서 악곡이 변화하 고, 그 
중 36수의 작품이 이삭 엽으로 변하 다. 삼삭 엽과 이삭 엽의 미적 특질은 다른데, 
삼삭 엽이 장쾌하고 호기로운 어조라면, 이삭 엽은 가곡 특유의 유장한 미감을 잘 보
여주는 악곡이다. 이은성, ｢진본 청구 언 소재 ‘삼삭 엽’의 담론 특성｣, 규장각
28, 서울 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5, 161-162면.

278) 청진에서 이삭 엽에 작품을 거 수록한 의도가 가창의 실상보다는 민멸(泯滅)방지를 
위한 편자의 의도인 것과 달리, 이 작품의 경우 청진에서부터 특별한 기명 아래 실린 
작품이 아니므로 실제 가창에서 이러한 곡조의 변화가 반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79) 남정희(2007) 또한 진청 무명씨 시조들의 주체가 18세기 서울에 거주하고 있던 경화
사족과 그 주변의 여항인, 기녀 등이며, 이러한 작자층의 다양한 입장이 무명씨 시조에 
반 되어 있다고 보았다. 남정희, ｢진본 청구 언 무명씨에 한 고찰｣, 어문연구
53, 어문연구학회, 2007, 148면.

280) ‘현마~니저시랴’와 관련하여 ‘현마’의 의미에 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마’는 중세 
국어 시기에 다양한 의미로 쓰이던 어형인데, ① ‘얼마’의 의미를 갖는 명사, ② ‘아무리
(양보)’의 의미를 갖는 부사 ③ ‘끝내’, ‘절 로’의 의미를 갖는 부정 극성 부사, ④ ‘차
마’, ‘설마’의 의미를 갖는 부사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④의 의미는 16세기부터 나타나
기 시작했으며, ③이 수사 의문문에 쓰이게 되면서 ④의 의미인 ‘차마, 설마’로의 의미
로 해석되기 시작하 다. ‘현마’는 이러한 의미의 변화를 통해 현  한국어에 ‘설마’의 
의미만 남게 되었다. 이 시조에서의 ‘현마’ 역시 ‘니저시랴’와 결합된 것으로 보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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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나를 잊지 않은 것임을 믿고 싶은 증거로 작용하고 있다.
  청진에서의 님은 설마 나를 잊었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님이므로 
원망의 상이 될 수는 없다. 종장에서 오직 내 마음이 아쉬운 까닭에 님의 탓을 삼
아본다는 것에서 님과 나의 지위를 짐작할 수 있다. 
  평시조에서 나타나는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메시지 전달이 누구를 지향하느냐에 
따라 화자 지향의 목소리와 청자 지향의 목소리로 나눈 연구281)에 따르면, 전자의 
경우 화자는 자신이 청자가 되는 내적 독백을 하게 됨으로써 주관적인 감정을 솔직
하게 드러내게 된다. 그러므로 이때 여성 화자가 추구하는 애정의 가치는 애정의 
상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없는 자폐적인 몰입으로 전환된다. 청진의 종장에서 화자
는 님을 향한 자신의 그리움을 “생각 애쉬온 젼로 님의 타슬 삼노라”로 표출하
고 있는데, 이는 자신을 청자로 한 내적 독백으로, 발신자인 화자가 수신자인 청자
나 발신 내용보다는 화자 자신의 감정에 주목하고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수용태인 청육에서도 화자가 이별의 상황을 맞이한 것에는 변함이 없으나, 중장
에서부터 님과 나의 관계가 변하기 시작한다. 중장에서 ‘아니 니졋거든’을 삽입하
여 모본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나’의 상태를 ‘님’에 한 예측에 앞서 병렬의 형태로 
구체화함으로써, 님이 나를 잊었을 리 없다고 단정하게 되는 이유로 삼고 있다. 또
한 중장에서는 모본의 ‘님’을 ‘저’로 지칭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인칭 명
사 ‘저’는, 본래 ‘저이(彼)’의 준말인 3인칭 명사로, 선행사가 존재할 경우 ‘재귀’의 
뜻을 가진다.282) 이는 ‘저’가 특별한 상  높임의 의미가 아닌, 초장에서 생략된 주
어 ‘님이’를 선행사로 삼은 3인칭 재귀 명사로 사용되었음을 말해 주는데, 이는 
모본에서 쓰이던 존칭 ‘님’에 비해 높임의 의미가 한층 약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님에 한 관계의 변화는 중장에서 부사 ‘현마’와 동사 ‘니즐쏘냐’의 거리가 가까
워진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청진에서 ‘현마’는 뒤에 오는 절 전체를 수식하는 문
장 부사로 사용되고 있는데, 청육에서 ‘현마’는 ‘니즐소냐’ 바로 앞에 위치하여 동
사를 바로 꾸미는 성분 부사로 사용되고 있다.283) 문장 부사는 성분 부사에 비해 위

마’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훈, ｢중세 한국어의 ‘현마’｣, 국어사 연구 15, 국어
사학회, 2012, 301-314면.

281) 남정희, ｢진본 청구 언내 평시조에 나타나는 여성적 목소리와 그 의미｣, 한국고전연
구 16,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97면.

282) ‘저’는 현  국어에서는 1인칭 명사 ‘자기(自)’의 겸칭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중
세 국어에서는 1인칭을 뜻하는 ‘자기(自)’로는 쓰이지 않았으며, 3인칭 명사로만 사용
되었다. 이때 ‘그(其), 저(彼)’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김형철, ｢인칭 명사 
‘저’에 하여｣, 문학과 언어 4, 문학과 언어연구회, 198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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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이동이 자유롭지만, 청육에서처럼 동사 바로 앞에 위치시킨 것은 의도적으로 
성분 부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본의 ‘니저시랴’가 ‘잊었을 
리 없을 것이다’라는 염려에 가까운 추측이라면, 수용태의 ‘니즐쏘냐’는 ‘현마’의 직
접 수식을 받으면서 ‘잊을 수 있겠느냐’라는 의심을 동반한 추측으로 바뀌고 있다. 
  서서히 변하던 님과의 관계는 종장에서 더 큰 전환을 맞는다. 청진에서는 혼자 
생각에 아쉬운 마음으로 공연히 님의 탓을 삼는다고 하여, 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불
안감의 원인을 자신에게로 돌리고 있다. 님의 탓을 삼아본다는 것은 정말 님에게 잘
못이 있어서라기보다 수동적인 여성 화자가 지니는 자기변명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
에 반해 청육의 종장에서는 모본에서 꿈에도 안 보이던 님을 ‘언나 긴쟝할 임’
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청육과 같은 유형의 가집에서는 종장의 노랫말이 ‘긴쟝할/
쟝구할/진장헐/딘쟝헐/珍藏/긴장할’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 ‘珍
藏’을 제외하면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말은 그다지 없는 것이 확인되는데, 이는 
화자를 떠나가서 ‘애를 긋게’ 만드는 님에 해 끝까지 긍정적인 의미만 남겨둘 수
는 없기 때문이다. 현  국어로의 구개음화를 고려할 때 이 부분은 ‘긴장할 임’으로 
해석되거나 ‘젠장할 임’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님의 성격을 이렇게 설정하고 나면 청육의 종장에서는 님이 나의 애(腸)를 끊어
지게 할 만큼 단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를 끊게 하는 것은 부당
하다는 정서가 강하게 표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애를 긋는다’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의 표현으로, 시조에서 ‘애 긋는다’는 
표현은 임금과 신하 같은 공적인 사이에서 쓰이는 예가 별로 없다. 남녀 간의 애정
이 여의치 않아 고민할 때와 같이 가장 내 한 문제들로 속을 끓일 때 ‘애 긋는다’
는 표현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284) 이 표현은 이별을 다룬 무명씨의 작품들에서 
광범위하게 나오는데, 그 정서가 강렬하고 절제되어 있지 않을 때 흔히 쓰인다.285)  
  또한 ‘굵은 비 소리’, ‘두견새의 소리’, ‘군 의 나팔소리’ 등, ‘애를 긋는다’ 앞에

283) ‘말의 뜻을 제한하는’ 양상에 따라 부사를 분류하면 ‘과연’, ‘설마’, ‘확실히’, ‘반드시’처
럼 명제에 한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부사는 양태 부사에 해당한다. … 절 
전체를 수식하는 절 부사(문장 부사)의 경우 흔히 양태 부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성분 
부사도 그러하지만 주로 절 부사는 문장 안의 다른 성분과 호응 관계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구본관 외, 한국어 문법 총론 Ⅰ, 집문당, 2015, 188-189면.

284) 고정희, 앞의 책, 2013, 346-347면.
285) ‘ 져 黃昏이 되면  아니 가도 졔 오더니/제 몸의 병이 든지 남의 손의 피인지 기

는려도 아이 오/언마나 진장 님이완듸  에를 긋는고’ (시조문학사전 2300)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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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감정을 과잉시키는 원인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청육에서는 이러한 애를 
긋게 만드는 원인으로 ‘얼마나 긴장할 님’이 제시되고 있어, 님에 한 믿음과 염려
보다는 강한 의심과 원망이 표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286) 
  이처럼 화자보다 청자를 지향하는 작품에서 화자는 가정된 청자와 화하려는 태
도를 보이며 여성적인 정조나 감상은 약해지게 된다. 이때 화자의 시선은 사랑을 하
거나 이별을 겪는 시적 화자의 주관보다는 사랑의 상이 되는 님에게 무언가를 요
구하거나 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것으로 맞추어지게 된다.287)

  요컨  수용태는 모본에 나타난 화자와 청자의 지위가 달라짐으로 인해 애초에 
형성되었던 둘의 관계가 달라지고 시의 정서가 바뀌게 되었다. 모본의 화자가 님이 
혹시나 나를 잊었을까 염려하며, 잊지 않았을 것이라는 믿음을 내비치는 반면, 수용
태의 화자는 님이 나를 잊었을 리 없다고 단정하며, 자신의 애를 끊게 만드는 님에 

한 원망과 불평을 표출하고 있다. 이처럼 연모가에서 형성되고 있는 화자와 님의 
관계를 탈피함으로써 텍스트 내적 맥락에 한정되지 않는 의미의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음 작품도 모본에 나타난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서 벗어남으로써 수용태에서 능
동적인 의미가 생산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 739 (역)   

님이 가려커 셩결의 가소고
가는가 마는가 창틈으로 여어보니
눈물이 얌솟듯니 風紙저저 못 볼너라 

청가 432

님이 가려커 김에 가라고
가가 못가가 창틈으로 여허보니
各別히 셟든아녀도 風紙저저 못 볼너라

 가보 334

  이 작품의 초장은 님이 가려고 해서 성이 난 김에 가라고 말한 화자의 회상으로 
시작되고 있다. 실제로 성을 내었다기보다 님의 의지 로 떠나가게 한 상황일 것으
로 짐작되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까닭은 이 작품이 실린 가집의 성격과도 관
계가 있다. 
  청가는 1805년에 필사된 가집이지만, 그 전반적인 체제나 구성은 18세기 가집

286) 이러한 시조에서도 님은 관계의 운명을 좌우하는 절 적인 힘을 가지기는 하지만 여성 화
자 역시 님의 부당한 처사에 해서는 원망의 목소리를 표출한다. 남정희, 앞의 글, 2007, 
117면.

287) 남정희, 앞의 글, 2007, 1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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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사한 체제를 따르고 있다. 이는 18세기 가집과 일정 정도의 유사성을 가지는 
것임을 말해 주는데, 실제로 이 가집은 청진의 절 적인 향 아래에 편찬되었다. 
각 분류항마다 청진에 실려 있는 작품을 우선 수록한 다음, 새로 발굴된 작품을 
그 뒤에 수록하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288) 이러한 사실은 이 가집이 계
보학적으로 청진과 긴 히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18세기 후반 당 에 새롭게 생성
된 곡들을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 음을 말해준다. 이 작품의 경우, 청진에서
는 발견되지 않는 새로 발굴된 작품에 해당한다.
  그러나 중장에서는 ‘가는가 마는가’를 창틈으로 확인하는 전통적인 여인의 모습 
또한 드러나고 있다. 님에게 가라고 하기는 했으나, 이별을 원하지 않는 화자의 심
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화자의 북받친 감정은 종장에서 ‘눈물이 얌솟듯’하
는 것으로 흘러넘치고 있다.
  가보는 청 의 중장과 종장의 일부를 변화시켜 수용하고 있다.289) 두 구의 변
화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모본과 사뭇 달라졌다. 청가의 ‘가는가 마는가’는 ‘가는
가 안 가는가’의 의미로, 님의 행보는 님의 의지와 결정에 달려있다. 화자는 창틈으
로 님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님에게 성난 김에 가라고 했던 말을 후회하며 눈
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반면, 가보에서는 님의 지위에 비해 화자의 지위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님이 ‘가는지 못 가는지’ 본다는 것은 님이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으로, 온전히 님의 의지만으로 이별을 결정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가보에
서의 님을 ‘나에 한 미련이 남아 있는 님’으로 볼 수 있게 하며, 이는 님에 한 
화자의 지위가 높아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화자와 님의 관계가 중요한 
연모가(戀慕歌)에서 화자의 지위를 변화시킴으로써 종장에서 이별을 하는 태도 역
시 ‘눈물이 샘솟듯 하다’고 직접 토로하는 모본에서 한 발 물러나, ‘각별히 서럽지 
아니하다’고 한층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각별히 셟든 아니하다’는 진술 뒤에 
눈물을 흘리는 내용이 있으므로 서럽지 않다는 것이 진심이라고 확언할 수 없으나, 
화자의 감정을 짐짓 감추고 자존심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청가의 화자와는 그 

288) 이상원, ｢청구 언(가람본)의 성격과 계보학적 위상｣, 고전과 해석 9, 고전문학한문
학연구학회, 2010, 159면. 

289) 신경숙의 가집 체계에 따르면 청구 언 가람본은 18세기 말~19세기 초, 가보 김익환
본은 19세기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된다. 가보가 청가를 바로 앞에 놓고 수용했다
고 볼 수는 없지만, 두 가집의 편찬 시점으로 볼 때 청가의 노랫말이 향유되다가 가보
의 노랫말처럼 변하게 된 어느 시기가 있다. 이를 후  독자의 수용으로 볼 수 있다. 정확
하게 모본과 전사본으로 밝혀진 가집은 그리 많지 않다. 신경숙, 앞의 글, 2012, 4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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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이 확실히 구별되고 있다.
  수용태에서 보이는 여성 화자의 지위 상승은 한국 시가의 전형적 패턴이었던 ‘여
성 상사형(相思型)’, 즉 여성 화자가 남성 님을 향한 그리움과 연모의 정을 표현하는 
유형과는 달리 ‘남성 상사형’ 즉 여성이 발화와 가치의 중심에 놓이게 되는 연모가
의 성격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290) 사설시조의 등장과 함께 19세기에는 ‘여성의 초
점화’로 포괄되는 시가들이 급증하 기 때문이다.
  이처럼 연모가에서 모본 화자의 지위를 변화시키는 것은 텍스트 외적 맥락을 발견
하고 이로 확장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생산적 수용의 양상이다.

2) 외부 관점의 도입

  텍스트의 확장은 외적 맥락에서 새로운 관점을 도입함으로써도 일어난다. 주체가 
상을 바라볼 때는 항상 어느 하나의 관점을 취하게 된다. 주관적인 인간이 객관적

인 사물을 바라보는 과정은 항상 ‘나로서’ 사물을 보는 유아지경(有我之境)의 발상일 
수밖에 없다.291) 이러한 관점을 넘어서는 메타적 관점을 가지게 될 때, 모본의 은폐
된 면을 발견하여 창의적 의미의 생산이 일어날 수 있다. 
  가집의 수용태에서는 상에 한 새로운 관점을 도입하여 상의 이면을 발견하
고 있는 경우와 모본의 전제를 감지하여 새로운 가정을 내 놓음으로써 풍부한 의미
가 생산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시조의 의미구조에서 초장
과 중장에서 형성되어 있던 상에 한 관점을 초월함으로써 ‘주체’에게 생성되는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이 된다.
  피아제(J. Piaget)에 따르면 새로운 지식을 학습할 때 우리의 인지 발달은 기존의 
스키마에 맞을 경우 동화되지만 새로운 자극이 기존의 스키마와 다를 경우 이를 조
절하거나 평형화 한다.292) 이는 모본의 수용이 텍스트의 관점과 동화되거나 반 되
는 방향으로만 일어나지는 않음을 설명해준다. 반 의 관점을 지니는 것만큼 조절의 
관점이나 평형화의 관점도 인지 발달을 위해서는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새
로운 관점은 모본 텍스트의 확장을 위해서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290) 신은경, ｢조선후기 ‘님’ 담론의 특성과 그 의미｣, 시조학논총 20, 한국시조학회, 2004, 113면.
291) 吳戰壘, 中國詩學, 유병례 역, 중국시학의 이해, 태학사, 2003, 125면. 
292) 장상호, 발생적 인식론과 교육, 교육과학사, 1999,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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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2(고)

아야 구럭망태 어두 西山에 날 늣거다
밤 지낸 고사리 마 아니 늘그리야
이 몸이 이 푸새 아니면 朝夕 어이 지내리

청진 112

야 구릉망 어더 셔산에  늣거
밤 지 고사리 마 아니 라시랴
오은 일 껏거 옷느라  술안쥬 리라

가보 112

  위의 작품은 조존성(1554-1628)의 <호아곡(呼兒曲)> 4수 중, 첫 번째 작품인 ‘서
산채미(西山採薇)’에 해당하는 시조이다. <호아곡>은 조존성이 한시를 먼저 짓고 이
를 시조로 번역하여 짝을 이룬 작품으로, 작가가 강호에서 세상의 일을 말끔히 잊고 
편안하게 사는 즐거움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화자가 집 안에서 집 밖의 ‘서-동-남-
북’ 네 방향을 돌아보면서 그곳에서의 할 일과 감회를 떠올린 것으로, 이 네 수는 
각각 기승전결(起承轉結)의 구성을 갖추고 있다.293) 
  청진에 나란히 실린 조존성의 네 작품은 모두 ‘아야’로 시작하여 <호아곡>이
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첫 수는 서산(西山)에서 고사리 꺾기(採薇), 둘째 수는 동간
(東澗)에서 낚시하기(觀魚), 셋째 수는 남묘(南畒)에서 논밭 갈기(躬耕), 넷째 수는 북
곽(北郭)에서 새 술 즐기기(醉歸)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가 살던 16-17세기는 그 어느 때보다 당파 싸움이 극심했던 시기로, 조존성 또
한 당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삭탈관직(削奪官職), 방축(放逐), 귀거래(歸去來)의 정
치적 행로를 경험하 다. 그의 문집인 용호유집(龍湖遺集)에는 그가 48세 이후에 
쓴 원고만이 들어있는데, 이는 그가 시서(時序)를 통해 밝혔듯이, 정치적 시련으로 
인하여 스스로 수많은 분량의 작품을 불태웠기 때문이다.294) 정치적 시련과 번민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년에 다시 시를 짓는 방법을 택한 그는, 자연에 최 한 근접하여 
흥취에 젖은 가운데 <호아곡>을 창작했다.295) 
  매 수마다 ‘아야’를 부르는 것은, 起․承구에서는 네 방향의 장소에서 각각 할 일
을 생각하고, 轉․結구에서 그 일에서 느끼는 소감을 담는 짜임새를 지니고 있는 원
래의 한시와도 관계가 있다. 수사학에서 돈호법은 사용 목적에 따라 명령, 표출, 교
감, 기원의 네 가지 돈호법으로 분류되는데,296) 여기서는 일하는 아이에게 명령을 

293) 양희찬, ｢漢詩 <乎兒曲>의 時調譯 作法에 한 考察｣, 시조학논총 32, 한국시조학회, 
2010, 177면.

294) ‘禍患迫於倉卒 平生文字 藏在筴中者 一擧而付之撚火’ <時序>, 龍湖遺集.
295) 오선주, ｢龍湖 趙存性의 삶과 意識世界｣, 한국고시가문화연구 20, 한국고시가문화학회, 2007, 

291-292면.
296) 앞의 두 가지 돈호법은 실제 의사소통의 맥락에서 청자와 화자로 설정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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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화자의 의지를 전달함으로써 화적인 속성을 지니게 된다. 
  청진의 시조를 원래의 한시와 함께 병기해 보면 다음과 같다. 

(起)  呼兒先問有無筐 : 아야 구럭망태 어두                         
(承)  回首西山晩日長 : 西山의 날 늣거다                             
(轉)  却怕夜來薇蕨老 : 밤 디낸 고사리 마 아니 늘그리야             
(結)  只緣朝夕不盈腸 : 이 몸이 이 프새 아니면 朝夕 어이 지내리       

  한시의 起구와 承구가 시조에서는 초장을 이루고 있는데, ‘아’를 불러 구럭망태
를 ‘어두’라는 말에서 ‘어두’는 어디에서 온 말인지 정확하지 않다. 어학적으로 보
면, ‘어두’는 ‘거두(어라)’에서 ‘ㄱ’이 탈락한 형태로, ‘구럭과 망태를 거두어라’로 풀
이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시조의 내용은 광주리와 망태를 거두어 들여 어떤 일을 
끝내는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한시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됨
을 알 수 있다. 한시는 “呼兒先問有無筐”으로 선생이 아이에게 광주리가 있는지 없
는지를 물어보고 있으므로 이는 어떤 일을 준비하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297) 
  이 시조를 수용한 후  가집 청육 174에서도 초장을 ‘아희야 구럭망 메여라 
서산에 날 느졋다’로 수용하고 있어, 이 부분을 고사리를 캐러 가기 전 준비 과정으
로 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298) 병가와 가보에서 ‘어두’가 ‘어더’로 표기된 
것을 보면, ‘얻어’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청진에 나타난 ‘어두’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고사리를 캐러 가기 
전에 구럭망태를 챙기라는 뜻에서 벗어나서 해석할 수 없다. 이는 承구에 해당하는 
‘西山의 날 늣거다’(回首西山晩日長)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西山의 날 늣
거다’는 시간적 배경을 드러내는데, 이를 서산에 해가 지기 시작하는 저녁으로 보는 
것은 시조의 전체적 의미를 고려할 때 어울리지 않는다. 해가 지는 저녁과 轉구의 
‘밤 지낸 고사리(고사리가 억세어 먹기에 알맞지 않은 상태)’가 어울리지 않기 때문
이다. 이 시조에서 채미(採薇)를 하는 시간은 ‘늦은 아침’으로 볼 수 있는데, 먹기에 
알맞은 고사리를 꺾기에 늦을까 염려하는 심리가 드러나도록 承구를 ‘(서산을 돌아

을 상으로 하는 경우이며, 뒤의 두 가지 돈호법은 인간이 아닌 존재를 상으로 하는 
경우이다. 송지언, ｢고전시가의 돈호법과 창작 경험 교육｣, 선청어문 36, 서울 학교 
국어교육과, 2008, 101면.

297) 박을수 편저, 한국시조 사전, 아세아문화사, 1992.
298) 김흥규 외, 앞의 책, 2012, 6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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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 늦을라, (햇볕이 다 퍼졌네)’299)로 풀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중장에서 고사리를 캐는[採薇] 것은 백이숙제(伯夷叔齊)의 고사(古事)를 수용한 것
이다. 백이숙제의 고사를 수용하는 것은 이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절개의 상징으
로 칭송하는 것300)과 부정적으로 수용하여 비판하는 것301)으로 나눌 수 있다. 백이
숙제가 수양산에서 끼니를 잇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고사리를 꺾은 것으로 본다고 
할 때, 종장의 “이 몸이 이 푸새 아니면 朝夕 어이 지내리”에서 고사리는 그들의 고
결한 삶을 드러내는 소재로 볼 수 있다. <호아곡>의 구성이 ‘동서남북’의 방향을 차
례로 따르지 않고 ‘서동남북’의 방향으로 구성된 것 역시, 첫 번째 작품에서 작가가 
이 고사를 사용하여 자신의 고결한 삶을 앞머리에 내세우려 한 의도가 작용한 것으
로 볼 수 있다.302)

  이처럼 종장에서는 끼니를 걱정하는 화자의 삶을 짐작할 수 있는데 비록 진수성
찬이 아닌, 자연에서 자란 질박한 고사리만으로도 ‘이 몸’에 합당하다는 충만한 자
족감을 읽을 수 있다. 즉 자연의 흐름 속에서 주어진 상황과 자신의 삶을 함께 긍정
하고 있는 것이다.303) 전체적으로 소박한 생활과 음식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안분지
족(安分知足)의 검소한 삶을 노래하고 있다. 
  이를 수용한 가보는 중장의 ‘늘그리야’를 ‘라시랴’로 바꾸어 수용하고 있으며, 
종장에서는 고사리를 ‘새 술 안주’로 삼겠다고 하고 있다. 은자로서의 화자의 삶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사리를 하는 관점은 끼니를 잇는 음식에서 새 술
의 안주로 바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가보의 중장에서 고사리가 ‘하마 
아니 라시랴’를 이미 충분히 자랐을 것이라는 기 감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짐작하
게 한다. 특히 종장에서 ‘오은 일(찍) 껏거 옷느라’라고 한 것은 한정된 시간인 
‘오늘’ 바라보는 고사리의 관점이 이전과는 다름을 시사한다. ‘오은 비 거냐 샷
갓셰 홈뫼 메고’, ‘오은 川獵고 來日은 山行가’ 등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오
늘’이라는 시간을 한정함으로써 과거나 미래와는 다른 특수한 상황이나 행동을 지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진에서 끼니를 걱정하는 삶이 가보에서는 고사리가 자랐을 것이라는 기

299) 양희찬, 앞의 글, 2010, 182면.
300) 주의식의 다음 시조가 표적이다. ‘주려 주그려 고 修養山에 드럿거니/현마 고사리

머그려 야시랴/物性이 구븐 줄 믜워 펴보려고 미라’ (청진 228)
301) 성삼문의 다음 시조가 표적이다. ‘修養山 바라보며 夷齊를 恨하노라/주려 주글진들 

採薇도  것가/비록애 푸새엣 거신들 긔 뉘 헤 낫니’ (청진 15)
302) 양희찬, 앞의 글, 2010, 181면.
303) 오선주, 앞의 글, 2007, 303면.



- 121 -

감으로 인해 한층 더 여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다. 더구나 ‘ 술안쥬’는 ‘새 술’과 
‘새 안주’라는 중의성을 ㄱ고 있는데 어느 경우이든 굳이 고사리가 아니라도 관계 
없는, 풍류 생활을 즐기는 화자의 삶을 연상시킨다. 후 의 가집들에서 고사리가 흥
취의 소재로 등장하는 예가 상당수 있음을 밝힌 연구304)에 따르면 이러한 고사리에 

한 관점의 도입을 인정할 수 있다.
  모본에서 수용태로의 변화는 백이숙제 고사와 고사리에 한 외부의 관점을 도입함
으로써 비롯되었다. 고사리 자체는 양치식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립된 의미 자질을 띠지 않지만 그것이 백이숙제 고사나 다른 일상사와 관련해서 무엇
을 의미하는지를 ‘바라보는 시각’은 수용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305) 주체가 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상이 가진 이면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텍스트의 확장은 인지적 주체로서 갖는 관점에서 완전히 탈피할 때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창의성을 갖추기 위해서 기존의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단절 의식은 
과거와의 연관성 문제와 관련하여 깊이 있는 탐구를 요청하는데, 옛 것과 새로움의 
관계를 과거의 것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변화를 추구하려는 노력으로 보아야 한
다는 논의306)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음 작품은 모본과 관련된 전제를 바꿈으로써 
텍스트의 확장을 이루어 내고 있다.
  
# 4826(고)

靑春에 곱던 양 님으뢰야 다 늙거다
이제 님이 보면 날인 줄 아르실가
아모나 내 形容 그려다가 님의손 드리고져

청진 168

靑春 곱던 樣姿 님을 여 다 늙거다
이졔 님이 보면 날인 줄 알오실가
님계셔 날인줄 알쟉시면 고 죽다 셜우랴

청육 191

  청진은 조선 중기 강백년(1603-1681)의 시조이다. 소현세자의 빈(嬪)으로 병자
호란으로 청나라 심양에 볼모로 잡혀갔다가 7년 만에 돌아온 강빈(姜嬪)의 신원 사
건에 연루되어 임금인 인조에게 간언하 으나 결국 좌천되어 시골로 내려가 이 시
조를 지었다. 청춘에 곱던 모습이 님으로 인하여 다 늙었다고 하면서 중장에서는 

304) 강혜정, ｢백이숙제 고사의 수용 양상과 그 의미｣, 한민족문화연구 34, 한민족문화학회, 2010, 3면.
305) 특정 상은 그 상이 존재하는 위치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 이는 상에 한 

이해가 ‘특정하게 바라보는 시각의 안내’ 아래 성취된다는 것으로 하이데거는 이를 ‘선
견(Vorsicht)’으로 보고 주체가 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설명하 다. Martin 
Heidegger, 앞의 책, 이기상 역, 1998, 206-210면.

306) 최홍원, ｢창의성에 한 이해 지평의 확 와 국어교육적 재조명｣, 새국어교육 89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11, 467-4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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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보면 날인줄 아실까’와 같이 염려가 담긴, 설의의 형태로 님에 한 그리움이 
드러난다. 중장의 물음은 ‘님이 나를 못 알아볼 것’이라는 전제가 가정되어 있는 것
이다. 님이 나를 못 알아 보실 것 같아 종장에서는 더 늙기 전에 ‘누가 내 모습을 
그려다가 님에게 드리었으면’ 하고 소망하고 있다. 
  이 시조는 시의(詩意)의 전개 방식 상 ‘동의적 전개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초, 중, 종장을 A, B, C라 할 때, 한 가지 사실이나 내용이 삼(三)장에 걸쳐 
연결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삼장의 구분은 외형적일 뿐, 실질적인 내용의 분리는 일
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A→B→C의 구조로 전개되는 이 유형은 초장에서 종장까지 
같은 호흡이 유지되며, 의미가 분산되지 않고 같은 속도와 폭을 지닌다는 특징이 있
다.307) ‘아름다운 청춘이 님으로 인해 늙었다(A)’라는 내용에 해, ‘이제는 님이 보
아도 날인줄 모르시겠지(B)’라는 결속된 의미를 바탕으로 A의 내용을 진행, 진전시
키고 있는 것이다. 종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최후의 의도는 초장과 중장의 내용을 바
탕으로 ‘(그래서) 아무나 내 모습 그려다가 님의 손에 드리었으면’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의미의 도출로 볼 수 있다. 
  청육의 수용태에서는 초장과 중장의 내용에서 ‘님이 나를 못 알아볼 것’이라는 
전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장에서 새로운 관점을 도입하고 있다. 초, 중장의 
내용을 뒤집어 가정함으로써 ‘님이 나를 알아보는 상황’에 한 관점을 서술하는 것
이다. 이는 전개 방식상 ‘반의적 전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시조의 의미구조는 A
→B↛C로 전개되고 있다. A에서 B로 전개된 시의가 C에서 반전을 이루고 있으며, 
종장의 의미는 ‘(그런데) 님계셔 날인줄 아시면 그 로 죽다한들 서러우랴’로 전환되
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시작(詩作)의 본의(本意)는 C에서 나타난다.308)

  반의적 전개를 통해 모본에 해 창의적 의미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초장과 중
장에서 지니고 있던 관점과는 다른 관점을 도입했기 때문이며 이는 새로운 상황(그

로 죽다한들 서럽지 않은 상황)과 정서를 도출하게 만들고 있다. 
  발트만은 문학 읽기에서 중요한 과제는 그동안 읽으면서 알아차리지 못했던 글 
뒤에 숨어 있는 전제나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이며, 이는 텍스트 밖의 요소들에 의한 
읽기가 된다고 하 는데, 이처럼 모본의 전제를 파악하여 새로운 관점을 도입하는 
것은 텍스트의 확장을 이루고 있는 예가 될 수 있다. 다음의 시조는 위에서 보여준 
시조의 의미구조가 반 로 적용되고 있는 경우이다.

307) 정혜원, ｢시조 의미구조에 관한 분석｣, 서울 학교 석사학위논문, 1970, 10-11면.
308) 정혜원, 앞의 글, 197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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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0(역)

술아 너어니 흰낫츨 븕키니
흰낫 븕키니 白髮을 검기렴은
아마도 白髮 검은약은 못엇들가 노라 

병가 654

술아 너어이 흰 붉히다
흰 붉히니 白髮이나 검기렴은
진실노 白髮 검구면 長醉不醒 오리라 

근락 211

  병가에서는 흰 얼굴을 붉게 만든 술이 백발 또한 검게 만들 약이 될지 모른다
는 생각에 술을 불러 백발을 검도록 만들라고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한 
소망의 표출일 뿐이며, 종장에서는 이 사실을 깨닫고 단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
다. ‘흰 낯:붉은 낯≠백발:검은 머리’의 가정이 모본에서 설정된 전제에 해당한다. 
초장에서 술을 불러 너는 어이 흰 낯을 붉게 하느냐라는 물음(A)은 중장에서도 이어
져서 백발을 검게 하라는 새로운 주문(B)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러나 종장에서는 앞
의 사실을 부정함으로써 ‘(그러나/그런데) 아마도 백발을 검게 할 수는 없겠지’(C)의 
반(反)의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수용태인 근락에서는 이 전제를 뒤집어 ‘흰 낯:붉은 낯=백발:검은 머리’의 가정
을 성립시킴으로써 늙음에 한 새로운 해결책을 얻고 있다. 굳이 백발을 검게 하지 
못하더라도 술은 애정의 상이 될 수 있는데, 진실로 백발을 검게 하는 약까지 될 
수 있다면 오래도록 마셔서 술을 깨지 않겠다는 소망을 표출하고 있다. A와 B의 전
제에 해서 C에서는 새로운 관점을 도입하면서 모본과는 다른 의미를 도출하고 있
는 것이다. 이는 모본이 ‘술’의 기능 자체에 해 주목한 것이라면 수용태는 ‘술 마
시기’라는 행위에 한 관점이 도입되고 있는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술을 마시
는 행위는 작자의 심리적인 지향이 반 된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는 ‘우아한 삶에 
한 욕구’와 ‘삶의 허무에서 비롯되는 회피의 욕구’가 반 된 것이라고 보는 연구309) 
역시 이 시조의 수용태에서 새로운 관점이 도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요컨   병가가 술의 속성을 바탕으로 화자의 소망을 말하고, 스스로 단념하여 
생각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시를 진행시킨다면 근락은 모본의 전제를 감지하여 새
롭게 바라봄으로써, 소망을 이루어 준다면 매일 마셔 깨지 않으리라는 의미의 확장
을 이루어 내고 있다. 
                                                            

309) 조하연(2010)에서는 시조에서 직접 술을 지칭하는 어휘보다는 술을 마시는 장면이나 행
위에 주목하는 표현들이 훨씬 많이 등장한다고 하면서 술마시는 행위의 의미를 두 가지
로 도출하 다. 조하연, 앞의 글, 2010, 294-3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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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립된 정서로의 전환

  독자는 작품을 읽고 작품과는 립되는 정서를 생성하기도 한다. 립된 정서의 
생성은 작품과 독자 간에 존재하는 거리감을 바탕으로 하는데, 카이저는 이를 ‘서정
적 거시’라고 명명하 다. 실제로 서정적 거시의 태도가 나타나는 수용 텍스트들은 
모본에 한 동일화나 몰입, 상호작용을 밟아간다기보다 모본과의 ‘다름’을 파악하
고 이를 명명하려는 욕구를 보여준다. 
  모본과의 거리를 바탕으로 텍스트를 확장하는 경우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텍
스트의 정서를 전환하기도 하고 모본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의해 정서를 전환하기도 
하는데 두 경우 모두 작품에 한 확장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의미를 생산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310)

  리쾨르는 해석학에서 중요한 거리두기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객관화와 이해의 변
증법은 결국 자기 이해로 귀결된다고 보았다. 거리두기를 통한 텍스트의 확장에서 
텍스트와 독자 간의 거리감이 노정된다 하더라도 문학 작품에 거리를 두는 독자 역
시 이를 통해 자기 이해를 달성하게 된다. 모본의 외적 맥락과 배경에 의해 상에 

한 태도가 달라지게 되면서 립된 정서를 표출하고 있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 662(역), 1094(고)

雷霆이 破山여도 聾者 못듯니
白日이 中天야도 瞽者 못보니
우리 耳目聰明男子로 聾瞽지 마로리

청진 34

雷霆이 破山여도 聾者는 못듯니
白日이 中天여도 瞽者 못보니
우리 耳目聰明男子로 聾瞽치 리라   

청육 84

  위의 작품은 이황의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중에서 ‘후육곡(後六曲)’인 <언학
(言學)>의 둘째 수에 해당한다. 언학의 첫째 수에서 스스로의 학문하는 즐거움을 노
래하던 이황은 둘째 수에서 이제 막 배움에 입문한 학생들에게 배움의 당위성을 깨
우치고자 하고 있다. 
  초장과 중장에는 뇌정(雷霆), 파산(破山), 백일(白日), 중천(中天) 등 자연을 나타내

310) 거리두기를 통한 가치평가는 공감을 통한 동일화와는 달리, 텍스트 세계로의 몰입과 참
여를 차단하고 자신의 관점과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텍스트에 접근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러한 가치 평가의 과정은 텍스트 세계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서 나아가 자신을 둘러
싼 세계로 전환, 확장하는 과정을 포괄한다. 최홍원, ｢문학 경험의 구조와 기제 탐구 서
설｣, 문학교육학 45, 한국문학교육학회, 2014, 533-5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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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어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이 시어들은 자연으로서의 독자성을 가진다기보다는 
농자(聾者)나 고자(瞽者)의 듣거나 볼 수 없는 처지를 극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예
시적으로 끌어들인 일종의 가정적 비유체들이다. 농자나 고자 역시 무지(無知)의 위
험성을 깨우치기 위해 끌어들인 가정적 비유체임은 다르지 않으며 이들 시어들은 
모두 종장의 표현을 극 화하기 위한 수사적 기능으로 제한되고 있다.311)

  천둥소리가 산을 깨뜨릴 정도로 커도 귀머거리는 듣지 못하며, 밝은 해가 하늘 가
운데 떠 있어도 소경은 보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제 막 배움을 시작한 후학들에게 
현상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배움의 자세임을 깨닫게 해주
고 있다. 따라서 ‘농자’와 ‘고자’는 불구의 명사로서 ‘이목총명남자’인 학생들이 반
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부정적 상이 되고 있다. 
  이에 해 청육은 이 시조의 종장을 ‘농고같이 하리라’로 전환하여 수용하고 있
다. 고시조 전에 실린 가집에서 모본을 포함하여 이 작품의 종장을 ‘말으리(마로
리)’로 수용하고 있는 가집은 총 25개이며, 이와 반 로 ‘하리라’로 수용하고 있는 
가집은 총 26개에 달한다.312) 다양한 가집들에서 드러나는 노랫말의 양적인 축적은 
질로의 전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313) 이는 후자의 수용을 단
순한 말 바꾸기나 오기(誤記)로 간주하기보다, 모본에 한 태도를 전환하는 수용자
의 능동적 의미 생산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언학>중에서도 특히 교훈적 어조가 강하게 묻어나는 노래에 해당하는 이 작
품314)을 이와 같이 립된 자세로 수용하고 있는 것은 농자와 고자에 한 또 다른 
태도의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한 연구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배움의 이해틀 안에서 <언학>에 나타난 배움의 성
격을 분석하고 재단할 때, <언학>을 오독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16세기 퇴
계 시 의 ‘배움’은 인격이 미성숙한 학생들의 전유물만이 아니며, 천리(天理)와 인
도(人道)를 꿰뚫는 ‘학문’ 역시 ‘배움’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에 배움

311) 성기옥, 앞의 글, 2001, 266-267면.
312) 김흥규 외, 앞의 책, 2012, 234-235면.
313) 김흥규(2012)는 가집에서 드러나는 노랫말의 변화를 ‘통계적 발견의 섬광’, ‘의미의 파생

과 분화’, ‘숭고한 신념과 반어’, ‘낙관과 냉소’, ‘욕망의 끈을 붙들고’로 나누어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파생될 수 있음을 주장하 으며, 다양한 가집들은 양적인 축적뿐만 아니라 
질로의 전화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설파한 바 있다. 김흥규, ｢고시조 전의 가치와 폭
발적 쟁점들의 전망｣, 고시조 전 출판 기념회 자료집, 고려  백주년 기념관 국제회의
실, 2012.

314) 성기옥, 앞의 글, 2002, 2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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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위를 학문의 행위와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았던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그에 의하면 실제로 퇴계는 두 행위 간의 질적 차이를 두지 않으면서 <언학>을 구
조화하 다.315) 
  이렇게 이해한다면 제 로 듣고 바르게 보는 사람이 되는 것도 배움의 자세이지
만, 들리고 보이는 것에 따라 휘둘리지 않는 의연한 사람이 되는 것도 속적으로 
행해야 할 배움의 자세가 될 수 있다. 천리와 인도를 꿰뚫는 학문의 자세는 상을 
바르게 듣고 보는 배움의 자세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막 배움에 입문한 학
생이라면 총명함을 발휘하여 세상일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가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를 알아 출처(出處)를 감행하는 것 또한 학자의 일이며, 세
상이 시끄러워도 그 소리들을 무시하고 물러나와 학문에 정진할 수 있는 것 또한 
학자의 길임을 생각할 때, 농고같이 하지 않는 것보다 농고같이 하는 일이 더 어려
운 학문의 자세이자 배움의 자세임을 알 수 있다. 
   때의 ‘농고’는 시끄러운 세상일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배움과 학문에 정진하
는 학자의 의미로 확장되고 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시조에서도 ‘농고’는 부정적
인 의미로만 사용되지는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상 살들아 聾瞽를 웃지말아
視不見 聽不聞은 녜살의 警戒로다
어듸셔 망녕엣 벗님네는 의 시비 는이

박문욱, 청가 60

  초장에서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흔히 비웃음의 상이 되는 농고에 한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농고를 비웃지 말아야 할 이유는 중장에서 드러나는데, ‘視不
見 聽不聞’ 하는 것이 세상살이의 지혜가 되기 때문이다.316) 요컨  농고는 실제로 
못 듣거나 못 보는 사람이 아니라, ‘들려도 듣지 않으며, 보여도 보지 않는 지혜로
운 사람’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상에서 확인했듯이 청진에서는 농고의 행동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아 이를 경
계의 상으로 삼고자 했다면, 청육에서는 농고의 행동을 지혜로운 것으로 보아 

315) <언학>은 전반부(1～3수)와 후반부(4～6수) 각각에서 배움의 상을 ‘나→학생→모든 사
람’으로 확 하는 점층의 원리를, 전반부의 ‘배움의 당위성’과 후반부의 ‘배움의 속성’
에는 조의 원리를 작동시키고 있다. 성기옥, 앞의 글, 2002, 216-217면.

316) 박노준, ｢《靑邱歌謠》의 文學的 몇 樣相과 時調史的 意義- 朴文郁ㆍ金友奎ㆍ金振泰를 
중심으로｣, 한양어문연구 13, 한국언어문화학회, 1995, 8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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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배우자는 태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수용은 모본의 외적 맥락
을 파악하고 통찰함으로써 일어나는 것으로, 텍스트에 한정되지 않고 텍스트를 확장
하는 창의적 수용의 양상이 될 수 있다. 다음 작품 역시 사회․문화적 맥락에 한 통
찰로 립된 정서가 나타나는 예에 해당한다. 
  
＃ 339(역)

에 項羽를 만나 勝敗를 의논니
重瞳에 눈물지고 큰 칼 집고 니르기를
至今에 不渡烏江을 못 슬허노라    

병가 700

에 項羽를 만나 成敗를 의논하니
重瞳에 눈물지고 큰 칼 여 이론말이
至今에 不渡烏江을 恨쥴이 이스랴  

흥비 82

  이 작품은 병가를 비롯하여 21개의 후  가집에 수록되어 있다. 부분의 가집
에서 노랫말의 변화가 적은 가운데, 청연과 청육, 흥비에서 확연한 노랫말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는 병가에 비하여 흥비에서 달라지고 있는 어휘
들을 중심으로 수용의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병가를 비롯한 부분의 가집들에서는 꿈 속에 나타난 항우317)(項羽)가 오강(烏
江)을 건너지 못하 음을 한탄하면서 그에 한 미련과 여한을 보이는 내용을 다루
고 있다. 항우에 한 자료는 사기(史記)의 <항우본기(項羽本紀)>에 자세히 나타나
고 있다.
  항우(項羽)는 키가 8척이 넘고, 힘은 세발솥을 들어 올렸으며 용기가 남달라 오현
의 자제들이 모두 그를 두려워했다.318) 유방(劉邦)과 한신(韓信)의 연합군에게 패한 
항우가 죽음 직전, 자신의 불운을 한탄하며 부른 노래에서 자신의 빼어난 힘과 기개
를 ‘역발산 기개세(力拔山 氣盖世)’라고 표현했는데 이 표현은 이후에도 천하를 뒤
덮을 만한 뛰어난 힘을 지닌 천하장사를 상징하게 되었다. 항우의 힘과 기개를 보여
주는 시조 작품에서도 이 구절이 종종 인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319) 그는 한나

317) 흔히 꿈에서 웅을 만난다는 것은 그 웅에 한 동경을 바탕으로 한다. 공자(孔子)는 
주나라 초기의 봉건 제도와 문화를 부흥시키는 것이 평생의 목표 다고 하는데, 꿈에서 
매일 주공(周公)을 만나다가 어느 날 더 이상 주공이 보이지 않게 되자 자신의 노쇠함을 
한탄한 바 있다. (子曰, ‘甚矣吾衰也! 久矣吾不復夢見周公’ <述而篇>, 論語)

318) ‘籍長八尺餘 力能扛鼎 才氣過人 雖吳中子弟皆已憚籍矣’ 卷七. <項羽本紀>, 史記.
319) ‘어우하 楚覇王이야 애고도 애들애라/力拔山 氣盖世로 仁義를 行여 義帝를 아니 주

기던들/天下에 沛公이 열이셔도 束手無策 랏다’ (청진 487), ‘拔山力 盖世氣 楚
覇王의 버거이요/秋霜節烈日忠은 伍子胥의 우희로다/千古에 凜凜丈夫 壽亭侯가 
노라’ (화락 102) 등에서 항우의 힘과 기개를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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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군사들에게 사면초가(四面楚歌)를 당하면서도 자신이 곤궁한 처지에 몰린 것은 
하늘이 저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지, 싸움을 못한 잘못이 아니라고 선언할 정도로 당
당한 패기를 지닌 인물이었다.   
  항우는 유방과의 전투에서 기세가 기울자, 오강(烏江)의 정장(亭長)에게 동쪽의 오
강을 건너 강동(江東)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 받는다. 강동으로 돌아가면 작은 나라
의 왕이 될 수 있었지만, 항우는 자기를 따르던 수많은 병사들이 이미 죽었으므로 
같이 돌아갈 수 없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320) 항우의 기개

로라면 오강을 건너지 않고 목을 찔러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은 자연스러운데, 
병가에서는 항우의 죽음을 못내 아쉬워하는 마음을 시조에 투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항우가 홍문연(鴻門宴)에서 진작에 유방을 죽이지 않았던 것과 오강을 건너지 않
은데 한 평가는 다양한데321), 병가와 같은 계열의 군집들에서는 항우가 오강을 
건너 훗날을 도모하지 않은 것에 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다. 전쟁에서 패한 수
치를 참지 못하고 오강에서 자결하 으나 권토중래(捲土重來)하 다면 결과를 알 수 
없었으리라는 것이다.
  청연과 청육의 종장에서는 항우의 발화로 처리되고 있는 ‘못 슬허노라’가 
‘나도몰나 노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322), 오강을 건너지 않고 죽음을 
택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의아함이 반 된 것으로 병가의 정서와 크게 다르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흥비에서는 모본의 초장에서 ‘승패(勝敗)’ 던 것이 ‘성패(成敗)’로323), 중장에서 

320) 於是項王乃欲東渡烏江. 烏江亭長檥船待, 謂項王曰：「江東雖小, 地方千里, 衆數十萬人, 亦
足王也. 願大王急渡. 今獨臣有船, 漢軍至, 無以渡.」 項王笑曰：「天之亡我, 我何渡爲! 且籍
與江東子弟八千人渡江而西, 今無一人還, 縱江東父兄憐而王我, 我何面目見之？ 縱彼不言, 
籍獨不愧於心乎？」 乃謂亭長曰：「吾知公長者. 吾騎此馬五歲, 所當無敵, 嘗一日行千里, 不
忍殺之, 以賜公.」 乃令騎皆下馬步行, 持短兵接戰. 獨籍所殺漢軍數百人. 項王身亦被十餘創. 
顧見漢騎司馬呂馬童, 曰：「若非吾故人乎？」 馬童面之, 指王翳曰：「此項王也.」 項王乃曰：「吾
聞漢購我頭千金, 邑萬戶, 吾爲若德.」 乃自刎而死. 卷七. <項羽本紀>, 史記.

321) 항우에 한 후 의 평가는 크게 그를 동정하는 입장과 비판하는 입장으로 나눌 수 있
다. 이행(李荇), 성 중(成大中), 정온(鄭蘊) 등은 비교적 항우에 하여 호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 고, 권근(權近)과 김석주(金錫冑)는 그의 조급함과 참을성 없음을 비판하

다. 양쪽의 시각에 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 김병건, ｢한문교육의 측면에서 본 항
우의 두 가지 판단｣, 한문학보 23, 우리한문학회, 2010, 557-588면.

322) 청연과 청육은 같은 군집에 속해 있으며 종장의 변화가 유사한데, 청연 47의 작
품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의 項羽를 만나 勝敗事를 의논니/重瞳의 눈물지며 칼치
고 말이/至今에 不渡烏江은 나도몰나 노라’

323) ‘승리와 패배(勝敗)’는 한순간에 판가름할 수 있는 전쟁에서의 결과를 의미하지만, ‘성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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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칼 집고’가 ‘큰 칼 여’로, 종장에서 ‘못 슬허노라’가 ‘恨쥴이 이스랴’로 
바뀌어 수용되고 있다.  
  장수가 ‘큰 칼’을 패용하고 있는 것은 시조에서 ‘큰 칼 녀픠 차고’로 나타나는 경
우가 많다.324) 반면 ‘집고’는 주로 ‘집고 서서’와 함께 쓰이며, 지팡이와 같은 의지
할 만한 물건을 잡고 있을 때 사용된다.325) 모본에서 ‘큰 칼을 집고’ 있는 것은 큰 
칼을 의지하고 서 있는 것으로, 싸움이 끝나거나 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면, 수
용태에서 ‘칼을 여’ 있는 것은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있는 장수의 기세등등한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 이러한 항우의 기개는 종장에서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흥비는 종장을 ‘至今에 不渡烏江을 恨쥴이 이스랴’로 수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도오강(不渡烏江)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앞의 내용들과 반 되는 정
서를 담고 있다. 흥비의 편자는 장열한 패배가 있을 뿐 비굴한 도생(圖生)은 있을 
수 없다는 항우의 장부다운 기상326)을 높이 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용은 모본에서 다루고 있는 텍스트 맥락에서 벗어나 역사에서 기록하고 
있는 항우의 실제 모습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수용으로 볼 수 있다. 지나간 
싸움에 한 미련과 여한을 남기는 항우의 모습보다 정당히 승패를 인정하고 자신
의 기개가 돋보이는 위엄찬 발언으로 마무리하는 항우의 모습으로 변모시킴으로써 
모본에 한 확장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  병가에서는 항우의 행동을 아쉬워하며 안타까움의 정서를 토로하고 있
다면, 흥비에서는 항우의 패기와 자존감을 인정하며 당당함의 정서로 전환되고 있
다. 이러한 수용은 텍스트 외적인 맥락을 통해 작품을 이해하고 확장하는 생산적 수
용의 모습에 해당한다.

실패(成敗)’는 일의 추이를 모두 지켜본 뒤에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의 결과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는 가집을 수용하는 연행의 맥락을 고려할 때 충분히 변용
가능한 음상의 차이로 보아도 무방하다. 

324) ‘閑山셤  근 밤의 戌樓에 혼자 안자/큰 칼 녀픠 고 기픈 시  적의/어듸셔 
一聲 胡笳 의 애 긋니’ (청진 111), ‘主辱臣死ㅣ라 니 내 주검즉 건마/
큰 칼 녀픠 고 이제도록 사랏기/聖主의 萬德 中興을 다셔 보려 노라’ (청진
398) 등이 이에 해당한다.

325) ‘紅塵을 다 치고 竹杖 芒鞋 집고 신고/玄琴을 두러메고 洞天으로 드러가니/어듸셔  
을흔 鶴唳聲이 구룸 밧긔 들린다’ (청진 243), ‘磯頭에 누엇다가  라니 이다/
靑藜杖 빗기집고 玉橋를 건너오니/玉橋애 근 소를 자 새만 아놋다’ (노계가사
47) 등이 이에 해당한다.

326) 김석회, 앞의 책, 2003, 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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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조의 생산적 수용 교육의 실천

  이 장에서는 Ⅲ장에서 살펴본 시조의 생산적 수용 양상을 바탕으로 현  학습자
의 시조 이해 교육을 위한 교육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가집에서 보이는 
시조의 다양한 수용태는 문학을 향유하는 당  독자의 이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
에서 교재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학습자들이 시조의 원문을 이해하는 것이 시
조 교육의 목표라고 할 때, 가집의 노랫말은 목표 달성을 위한 중간 텍스트로써 원
문과의 잠재적 위계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원문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삶의 
장면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진정성’이 확보되는 경험을 제공하기도 한다.327) 
  그러나 원문의 온전한 이해보다는 학습자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이해가 생산적 
수용 교육의 지향점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가집의 노랫말 수용 사례는 학습자에게 
수용의 계기로 기능할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학습자가 따라야 할 전범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제시한 수용 사례를 통해 오늘날 고전문학교육에서 학습자와 텍
스트가 지향해야 하는 관계가 무엇인지, 의미의 생산을 위한 교육적 안내는 어떠해
야 하는지에 한 구체적인 답변을 마련하는 것이 본 장의 목적이 된다. 
  이를 위해 시조의 생산적 수용 교육의 목표를 먼저 밝히고 현재 학습자의 시조 
수용 양상에 한 파악한 뒤, 의미 생산의 세 가지 유형에 한 교육의 실제를 논의
하고자 한다. 

1. 시조의 생산적 수용 교육의 목표

  시조의 교육 내용으로 ‘생산적 수용’을 설정하는 것은 텍스트보다 학습자를, 문학
의 속성보다는 활동을 우위에 두는 문학교육적 관점을 견지한다. 또한 시조를 상
으로 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장르인 시조가 현재에도 여전히 창작, 향유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러한 관점을 통어하고 있다. 

327) 가집이 현  학습자에게 ‘중간 텍스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요건과 사례에 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 이나향, ｢시조 가집의 교재론적 가능성 고찰｣, 국어교육 147, 한국어교
육학회, 2014, 109-137면.



- 131 -

  이러한 관점에 따라 생산적 수용 교육의 목표는 텍스트에 종속되는 학습자의 해
석보다는 텍스트를 뛰어넘는 학습자의 수용을 부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생산
적 수용 능력이 텍스트 측면에서 시조를 이해하는 능력이며, 학습자 측면에서 주체
적인 의미를 생성하는 능력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전 시 의 비평적인 관습에
서 비롯한 ‘텍스트에 한 꼼꼼한 읽기’와 ‘올바른 의식을 심어주려는 교훈적 문학
관’은 학생들의 주체적인 의미 생산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했다328)는 지적은 앞으로
의 문학교육이 텍스트에 한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읽기를 중심으로 문학이 주는 
즐거움과 흥미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해 준다. 문학에서 느끼는 즐거움
과 흥미는 문학 교실 밖에서도 학습자의 시조 향유에 한 열망을 북돋워 준다는 
점에서 문학교육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생산적 수용은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읽기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이해의 ‘새로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마다 다른 주체성과 자발성은 ‘새로움’
이라는 기준과 결합될 때, 고정된 텍스트 해석을 벗어나 다양한 자신의 삶의 경험에 
주목하게 된다. 문학 이해 활동이란 전승된 텍스트의 단순한 추수적 읽기 활동이 아
니라 창작과도 같은 새로움을 추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생산적 수용의 교육 목표를 주체적 의미 생산 능력의 신장과 창의적 
의미 발산 능력의 신장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주체적 의미 생산 능력의 신장

  문학교육에서 교육의 상은 문학 작품이지만 교육의 내용과 교육의 목표는 문학 
작품에 있지 않다. 슬라토프(W. Slatoff)에 의하면, 문학교육의 내용은 작품이 아니
라 작품에 한 ‘학습자의 경험’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간의 문학 교실은 학습자가 
작품의 어떤 점에 자신이 사로잡혔는가에 해 말하는 경험을 잡담이나 한담, 교육
이 덜된 발표로 폄하하 고 이로 인해 문학교육은 인간 교육으로의 실질적인 변화
를 성취하지 못하 다.329) 문학 작품에 한 진정성 있는 학습자의 응답은 그 자체
가 교육의 내용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328) 문 진, ｢서사 교실 활성화를 위해 수용 계기에 주목하기｣, 국어교육 123, 한국어교육
학회, 2007, 525면.

329) W.J. Slatoff, With Respect to Readers: Dimensions of Literary Response, 
Cornell University Press, 1970, pp.16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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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서 ‘재미나 감동’과 같은 학습자의 주체적인 경험 요
소를 이미 작품에 내재된 것처럼 기술함으로써 학습자들이 텍스트에 종속하도록 만
들었다는 지적330)에서도 동일하게 제기되었던 문제이다. 이러한 지적들은 여전히 문
학교육에서 학습자가 텍스트에 비해 부차적이며, 텍스트에 종속되어 있음을 알려주
는 것이다. 
  생산적 수용은 시조를 이해의 상으로 여기는 것에서 나아가 실천의 상으로 
여기는 것을 지향한다. 이는 시조를 고정된 텍스트로 감상하는 것에서 나아가 자신
의 삶으로 불러들이며 학습자 스스로의 자발성을 통해 작품을 채택하고 작품과 
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주체적인 의미의 생산은 학습자가 일상의 생활에서 문
학 맥락을 가동시키는 원리 중 ‘자발성’과 관계된다.331) 가만히 있는 학습자에게 문
학 맥락은 저절로 형성되거나 가동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학습자 스스로 자발적으
로 문학 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활용해야 일상의 문학 맥락은 형성된다. 자발성은 모
든 학습자를 문학 활동의 주체적인 담당자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중요한 원리가 
된다. 학습자가 텍스트와 동등한 자리에 설 때 이러한 자발성은 발현될 수 있다. 일
상에서의 문학 맥락이란 학습자가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문학을 읽고, 스스로의 욕
구에 의해 문학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활동을 통해 생활 속에서 인간 삶의 
여러 가지 조절 기능 또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학습자가 텍스트에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의 주체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작품과 
자신을 연결 짓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텍스트와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 중요하다. 이런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가 다른 것을 지배한다거나 하나가 다
른 것에 종속되는 관계가 아닌, 서로를 지향하는 관계332)를 중심으로 교육의 주체인 
학습자의 체험을 열어두는 것에 있다. 텍스트가 독자에 해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
라 서로를 지향하는 동등한 관계에 있다고 여길 때 학습자는 자신의 시각과 관점으
로 시조를 읽을 수 있게 된다. 생산적 수용에서 중요한 것은 학습자의 ‘시조 이해 
능력’보다 ‘주체적인 이해 능력’의 향상이며, 주체적인 이해란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생산해 내는 이해에 도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의미 생산의 주체성을 강조할 때, 독자마다 다를 수 있는 의미의 다양성 역

330) 민재원, 앞의 글, 2012, 315-319면.
331) 김 행 외, 앞의 책, 2000, 240면.
332) 학습자가 문학 텍스트를 지향성의 상으로 파악할 때 문학 텍스트는 능동적으로 읽고 해석

하는 주체에 의해 의미화된다. P.V. Zima, Textsoziologie, Erkenntnis der literatur. 
Metzler, 1980, 김태환 편역, 비판적 문학 이론과 미학, 문학과 지성사, 200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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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존중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의미를 창출한다는 것은 작품을 창작한 작가의 의향
에 한 다양성이 아니다. 의미의 다양성 생성이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한 
추론이 아니라 이에 한 판단에 보장되는 것333)으로서 소통의 주체로서 독자의 능
동성으로 인해 발생한다. 소통의 주체로서 독자의 능동성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한 공감과 비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삶을 풍요롭게 조우하면서 
생겨나는 다양한 지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주체적 의미 생산 능력 신장이라는 교육의 목표는 단순히 문학 능력의 습득을 넘
어 자아 발달과도 관련되는 중요한 능력에 해당한다. 크레프트(J. Kreft)는 기존의 
문학수업이 학생의 미래 생활을 준비해 주는 것만 목표로 삼으면서 학생의 현재 관
심사나 욕구를 단지 문학 수업의 조건으로만 고려하 다고 비판하면서, 학생의 현재
와 연관되는 과제를 문학 수업의 목표 역으로 설정할 것을 강조하 다.334) 자아 
발달이란 자아가 상이한 주변 세계 역과 자신을 분리하면서 보편적 구조들 내지
는 여러 능력을 습득하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
에 해당한다.335)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한 학습자는 주체적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
며 이러한 학습자는 자아 발달이 수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  생산적 수용 교육의 첫 번째 목표는 시조를 읽는 학습자의 주체성과 자발
성을 향상시켜 학습자 스스로 의미를 생산하고, 작품과 자신의 의미를 결합하는 것
이 된다. 이 목표는 텍스트와 학습자의 지향 관계 아래에서 달성될 수 있다.

2) 창의적 의미 발산 능력의 신장

  작품을 읽고 학습자가 고유한 의미를 생산해 내는 일은 주체성뿐만 아니라 창의
성 또한 띠고 있어야 한다. 주체성이 남들과 구분되는 정체성의 독특함이라면, 창의
성은 공동체와의 비교 속에서 부각되는 발상의 독특함으로 볼 수 있다. ‘새로움’과 
함께 ‘적절함’을 추구하는 창의성은 현재의 국어교육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 
  생산적 수용 교육의 목표는 고정된 텍스트의 의미나 형식을 탐구하고 작품의 세

333) 정진석, ｢소설교육에서 소통론의 실천 양상에 한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49, 
국어교육학회, 2014, 605면.

334) 문지연, ｢학습자 중심의 문학교수법 고찰-위르겐 크레프트의 문학교수법을 중심으로｣, 
서울 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39-42면.

335) 문지연, 앞의 글, 199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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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전념하는 것에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텍스트를 읽고 텍스트가 ‘나에게 주는 
의미’를 밝히는 일이다. 이를 위해 학습자는 텍스트를 ‘활용’하는 관계를 지속할 필
요가 있다. 텍스트에 한 종속 관계가 작품으로의 수렴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텍스
트를 활용하는 관계는 삶의 전반으로 확 되는 발산적인 성격이 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다.336) 학습자가 텍스트를 활용하게 될 때, 수용자의 작품 경험은 새로운 의미
를 창출해 낸다. 작품의 형성에 독자가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고 보는 수용미학에서
는 수용자의 작품 경험에서 항상 새로움을 찾는데, 학습자에게 새로운 의미를 가져
다주는 발산적인 사고 능력은 곧 창의적인 발산 능력의 신장을 의도하고 있다.337)

  학습자의 문학 능력은 이처럼 행동으로 드러나는 능숙성보다는 향유 능력338)으로
서의 사고의 신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학습자의 창의성은 단번에 
향상되기 어렵고 그 향상의 과정 또한 지속적 교수․학습을 통해 도달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요컨  생산적 수용 교육의 두 번째 목표는 시조를 읽는 학습자의 발상의 새로움
을 자극하여 학습자가 보다 참신하고 독창적인 의미를 생산하고, 작품과 자신의 의
미를 결합하는 것이 된다. 이 목표는 텍스트와 학습자의 활용 관계 아래에서 달성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산적 수용 교육의 목표와 이를 통해 획득할 능력, 이에 
전제되는 텍스트와 학습자의 관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생산적 수용 교육의 목표 학습자의 획득 능력 텍스트와 학습자의 관계

주체적 의미 생산 능력 발상의 주체성(자발성) 지향 관계(↔ 향 관계)

창의적 의미 발산 능력 발상의 새로움(창의성) 활용 관계(↔종속 관계)

336) 민재원, 앞의 글, 2012, 325면.
337) 손예희, ｢문학교육 실천 과정에서의 창의성｣, 우리말글 60, 우리말글학회, 2014, 256면.
338) 최지현, ｢문학 능력의 위계적 발달, 평가 모형｣, 문학교육학 28, 한국문학교육학회, 

2009,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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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자의 시조 수용 양상

  이 절에서는 고등학생 학습자들이 시조를 생산적으로 수용하는 양상을 분석함으
로써 실제적인 수용 양상을 면 히 살펴보고 실천적인 교수․학습 구안을 위한 시사
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고전문학을 읽는 학습자들은 현 의 맥락에서 고전을 읽어 나간다. 현  학습자들
의 수용 양상이 시조의 가집들에서 보이는 수용의 양상과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살
핌으로써 현  학습자들의 수용 양상에 한 특징을 도출함은 물론 시조의 생산적 
수용이 교육적으로 어떻게 정향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학습자들에게 제시된 다섯 편의 시조와 이를 선정한 이유는 앞서 Ⅰ장의 3절 연
구 자료에서 밝힌 바 있다. 이들에게 제시한 시조 다섯 편과 의미 생산 과정을 파악
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제공한 실험지의 발문을 다시 한 번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다음 시조를 읽어보자. (학급에 따라 임의로 A~E의 시조 중 한 작품을 제시) 
 1-1. 이 시조를 읽고 파악한 내용을 산문으로 풀어 써 보자.         (가)로 인용
 1-2. 이 시조에 한 나의 감상을 자유롭게 써 보자.                (나)로 인용

2. 이 시조를 수용하고 있는 다음의 시조들을 읽어보자. 
    (해당 시조의 수용태를 세 개씩 제시함)
 2-1. 1번의 시조와 달라진 부분에 밑줄을 긋고 달라진 내용을 확인해 보자.
 2-2. 이들 중 마음에 드는 시조를 하나 고르고, 그 이유를 써 보자.

3. 나라면 이 시조를 어떻게 바꿀지 다시 써 보자.                   (다)로 인용

  학습자들이 작성한 1차 실험지를 토 로 이들의 생산적 수용 양상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이들의 특성을 각각 살펴보았다. 학습자들의 텍스트는 생산적 수용의 한 

번호 제시된 시조 번호 제시된 시조

A
가더니 이즈양여 에도 아니뵈
혈마 님이야 그덧에 이져시랴
 아수온 젼로 님의 타슬 삼노라

D
님이 가오실제 노구네흘 주고 가니
오노구 가노구 그리노구 여희노구
이 그노구 다듸모아 가마나질가 노라

B
건너셔는 손을 치고 집의셔 들나니
문닫고 드자랴 손치는데 가자랴
 몸이 둘이 되오면 여기저긔 가리라 E

말면 잡류라고 말아니면 어리다네
빈한을 남이웃고 부귀를 오니
아마도 이 하아 살을일이 어려워라

C
소경놈이 광이를 업고
외나무 다리로 막업시 건너가니
그아래 돌부쳐 안셔 박장 소 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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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양상이 특별히 두드러진다기보다, 특정한 수용의 양상에 미치지 못한 것들도 
있었고 두 가지 이상의 수용 양상이 동시에 발견되기도 하 다. 학습자의 수용태 분
석에서는 이들의 가치론적 고저를 논하기보다 생산적 수용의 양상이 어떻게 일어나
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각 항의 말미에서는 종합적인 논
의와 평가를 통해 교육 방법 구체화를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언급하고자 한다.
  학습자들의 텍스트를 기술할 때에는 (가) 시조를 읽고 파악한 내용을 산문으로 풀
어쓴 것(1-1번 문항), (나) 관련된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바탕으로 감상문을 작성한 
것(1-2번 문항), (다) 학습자의 입장에서 시조를 다시 바꾸어 본 것(3번 문항)의 순
서로 인용하기로 한다. 2번 문항을 별도의 양상 분석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이 문
항의 목적이 가집에서 보이는 생산적 수용의 실제 사례를 감상하는 데 있으며,339) 
3번의 활동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조치 기 때문이다. 의도적으로 동일 작품에 한 
수용사나 수용의 경쟁적인 양상을 제시340)함으로써 다양한 문화권, 다양한 역사적 
계기에서의 수용자들의 읽기들을 조회하고 자신의 수용 텍스트와 비교하게 하는 것
은 화의 장을 유도할 수 있다. 학습자에 따라서 3번 활동에서 2번의 수용태를 그

로 인용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부분의 학생들은 2번을 참고로 하여 3번을 작성
하 다. 즉, 2번 활동은 3번의 활동을 위한 동기 유발이나 매개 경험으로서 기능함
을 전제하 다.

1) 보편적 주제의 발견과 인물과의 동일시

  학습자들은 수업 시간에 주어진 텍스트에 하여 전적으로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교과서에 실린 작품은 가치가 입증된 정전으로서 ‘훌륭한 작품’이라고 인정받아 온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관습은 학습자 역시 그것을 가치 있다고 평가하게 만드는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교과서에 소수의 작품만이 제공되는 고전문학의 
경우, 이러한 정전에 한 무비판적 신뢰는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339) 2번 문항에서 생산적 수용의 실제 사례를 다양하게 감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에
게 제공되는 시조들이 다양한 수용 사례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조 5편은 
원본을 수용한 가집의 수가 비교적 많은 작품, 다양한 노랫말들 중 유의미한 변이형이 
골고루 분포하는 작품으로 선정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본고 Ⅰ장 3절 참고.

340) 문 진(2007)은 경쟁적인 수용 텍스트를 제시함으로써 서사 교실이 활성화될 수 있음을 
주장하 다. 문 진, 앞의 글, 2007, 541-5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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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선입견은 학습자 ‘스스로’ 의미를 구성해 내야 하는 수용 교육의 상황에서  
긍정적으로만 작용하지는 않는다. 문학 작품이 학습자와 동등한 관계에 있음을 인식
하고, 학습자가 이로부터 자신만의 의미를 생산하는 터전으로 삼을 때 작품에 한 
진정한 평가와 더불어 자유로운 의견의 개진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341)

  따라서 학습자가 보여주는 텍스트의 구체화에서는 그것이 진정한 ‘자기 납득’에서 
출발하 으며 그를 통해 상을 규정하고 텍스트의 맥락에 참여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감이 단순히 감정의 상태에서 그치지 않고, 감정의 작용
으로 기능할 때342) 문학교육에서 확장된 의의를 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보편적 주제의 발견을 통한 텍스트의 구체화 
  
  학습자가 텍스트를 구체화하는 양상에서는 작품 내부의 세계를 시조의 보편적 주
제로 연결하고 이를 통해 텍스트에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을 보 다. 다음의 학습자
가 작성한 실험지를 살펴보자. 

(가) 님이 떠나고 난 후 남은 화자가 님을 그리워하고 있다.

(나) 이별에 한 시조는 꼭 시조가 아니라도 교과서에서 자주 보았기 때문에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다. 이 시조의 내용으로 보아 화자는 님을 정말 많이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다.

(다) 가더니 잊은듯하여 꿈에도 아니보이니
    설마 님이 벌써 날 잊었으랴
    하루 종일 오직 그 만 그리워하노라.                                 (A-1-1-2)

  (나)에서 드러난 학습자 감상문 일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학습자는 시조가 아닌 
다양한 문학 장르에서 볼 수 있는 ‘이별을 주제로 한 작품’을 떠올리며 ‘이별=그리
움’의 공식으로 작품을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감상으로 (다)에서 학습자가 생산해 
낸 시조의 종장을 ‘하루 종일 오직 그 만 그리워하노라’로 종결하게 되는데, ‘종일’
이라는 시간 부사와 ‘오직’이라는 정도 부사, ‘만’의 단독 보조사는 학습자가 ‘그리
움’을 무척이나 강조하고 싶었음을 보여주는 장치들이다. 

341) 이를 위하여 본고의 1차 실험에서 제공하는 시조 텍스트는 교과서에서 잘 볼 수 없는 
것들로 구성되었다. 이는 잘 알려진 작품에 한 분석적 해석을 경계하고 학습자의 의
미 생산 과정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함이다. 

342) 김효정, 앞의 글, 2007, 20-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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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에서 파악한 주제나 정서를 보편화하는 것은 가변적이고 유한한 인간인 학
습자가 보편적인 인간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와의 연 감을 느끼게 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추론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보편적 자아의 확립은 텍스트를 통한 
학습자의 감상이 학습자의 유의미한 성찰을 동반하여 공동체에 한 공감으로 나아
갈 경우, 보다 이상적으로 정립된다. 텍스트의 결에 한 섬세한 추측과 학습자의 
상상적 체험이 결여된 채, 장르와 정서의 보편 관습에 의한 일반화된 추론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원문의 종장에서 ‘내 마음이 아쉬워’라는 핑계는 중장에서 설마 님이 잊은 게 아
닐까 의심했던 자신의 걱정에 한 변명이며, ‘님의 탓을 삼노라’는 그럼에도 불구
하고 화자의 꿈에 나타나지 않는 님과 연결되어 ‘가더니 잊은양’에 응하는 인과를 
설명해 준다. 이는 초장의 사건과 중장의 추측에서 비롯된 궁여지정(窮餘之情)으로 
볼 수 있으며, 화자에 한 애틋함을 자아내게 한다. 텍스트 전체의 구조로부터 학
습자가 이러한 화자의 정서를 자각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작품의 국면을 세세하게 
읽음으로써 그리움 뒤에 숨어있는 화자의 아쉬운 감정을 함께 고려한다면 수용의 
결과가 더욱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학습자도 화자의 정서를 ‘그리움’으로 추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일반
적인 주제를 발견함으로써 텍스트 내적 맥락에 참여하는 양상을 보인다.

(가) 떠나는 당신이 꿈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사이에 떠난 당신을 잊을 수 있었으랴. 
    내가 너무 아쉬워서 떠난 당신 탓을 한다.

(나) 이 시조를 읽으면서 떠나는 임에 한 그리움이 많이 느껴졌다. 헤어진 후 꿈까지 꾸  
  면서 심난해 하고 있었지만 마음을 정리하려고 노력을 해도 임에 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왜 붙잡지 않았을까? 시조에서 나타나는 옛날의 정서 때문에, 옛날에는 붙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지금 화자는 떠나는 임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 같다.  
  떠나는 임을 너무 좋아해서 못 잊기 때문에 시조를 써서 그리움을 달랬을 것이다.

(다) 가더니 잊은 듯하여 꿈에도 아니 보이니
    설마 님이야 그 사이에 잊었으랴
    내 마음은 여전히 님의 곁에 있노라.                                 (A-1-1-16)

  이 학습자는 이별했기 때문에 그리울 것이라고 단순하게 추정하기보다는, 이별로 
인해 힘들어 하는 화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나 이유
에 해서도 추론하고 있다. (나)에서는 왜 님을 잡지 못했는지 화자의 입장에서 유
추하고 그에 한 적절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시조에서 나타나는 옛날의 정서, 떠
나는 님을 잡지 못하는 여인의 상황 등을 당 의 보편적인 상황으로 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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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공감은 타인의 정서를 나의 정서로 곧바로 치환하기보다 텍스트 속 맥락
을 조망하면서 연상된 상상을 바탕으로 공간적 탐구가 이루어질 때 제 로 수행될 
수 있다. 이 학습자는 화자의 마음이 여전히 님을 생각하고 있으며 떨어져 있더라도 
마음만은 님 곁에 있음을 강조하고 싶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화자의 정서에 한 집중과 몰입은 그리움의 정서가 유발된 상황을 인지적으로 이해함
으로써 보다 공감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다음의 학습자 역시 일반화된 추론을 전개하면서 옛날과 지금에 걸쳐 변함없는 
인간의 습성에 공감하는 의미를 생산하고 있다.

(가) 말을 하면 점잖지 않다고 하고 안하면 어리석다고 한다. 가난하면 비웃음을 당하고  
  부유하면 질투를 받으니 무엇을 해도, 안 해도 힘들다.

(나) 옛날에도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이런 거라면 인간의 습성은 크게 바뀌지 않는 것 같다.

(다) 말하면 잡류라 하고 말 아니하면 어리다 하니 
    빈부를 남이 웃고 부귀를 시샘하니 
    아마도 옛과 지금은 변하지 않는구나.                               (E-2-9-10)

  이 학습자는 원문에서 나타나는 ‘아마도 이 하 아 살을 일이 어려워라’라는 
화자의 정서에 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과 정서가 오늘날 현 인들
도 가지고 있는 습성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일반화하 다. 이 과정에서 화
자가 겪은 고민이 오늘날에도 해당되는 것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작품에 한 주관
적 관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의 내적 연관의 서술이 
텍스트와의 소통으로 나아가기보다 서술 자체에 한정되어 성급한 단정으로 귀결되
고 있는 것은 문학성을 다소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말았다.
  학습자들은 다른 수용의 양상에 비해 공감적 수용의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
데, 이는 반응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수용의 양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공감적 수용의 기저에는 텍스트 전략에 따라 초점화된 상만을 이해하면 
된다는 수월함 또한 역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텍스트의 구조와 
전략은 학습자의 감상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감상의 결정적 근거가 되는 것
은 아니며 학습자의 경험과 만나 감상을 풍부하게 만드는 의미론적 인자(因子)로 인
식될 필요가 있다. 텍스트에 한 구체화를 제 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참
여와 상상의 폭을 다양하게 확장시키기 위한 방법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문학 작품에서 애매한 부분을 자세하게 보충하여 써 본다든가, 특정 등장인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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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텍스트가 담고 있는 타인의 맥락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는 상상력에서 비롯하는데, 이때의 상상력은 타인의 상황을 자
신의 뜻 로 자유롭게 가정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학습자가 지닌 지식이나 경험
들 중 일부를 선별하여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343) 따라서 교사
는 텍스트 내적 맥락과 관련된 학습자의 지식을 활용하거나 개인적인 경험을 구성
해 보도록 함으로써 학습자가 텍스트 내적 맥락을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야 한다.
  
 (2) 인물과의 동일시를 통한 텍스트의 구체화

  스미스(B. Smith)는 작품의 구조가 작품 내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에 
참여하는 독자/청자가 구성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특정 작품의 언어와 관련된 관습
이나 장르적 전통 등이 학습자와 연합하게 되면서 의미를 구성해 낸다고 보았다.344) 
작품 세계나 구조와의 결합을 통해 학습자의 경험을 연상해 내고 이를 바탕으로 의
미를 생산하는 것은 텍스트 구체화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학습자는 자
신의 경험을 연상하여 텍스트 내의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

 

(가) 이 시는 님과의 이별 후에 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나) 나는 중 2때 미국에서 한 멕시코 남자를 만났다. 그남자는 나에게 적극적 시를 해왔지  
  만 나는 어린 마음에 그를 쳐내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마치 이 시가 그가 나에게 말하  
  는 시 같다. 그가 나를 떠나보냈을 때 섭섭함, 미련, 아쉬움을 느꼈을 것 같다. …

(다) 가더니 잊은듯하여 꿈에도 아니 보이니
    소녀는 잊지 못하 는데 임은 잊으셨느냐
    소녀의 마음은 장지문처럼 찢어지는구나.                           (A-1-11-3)

  이 학습자는 중학교 2학년 시절의 유학 경험을 끌어내는 것으로 (나)의 감상문을 
시작하고 있다. 유학 중에 만난 멕시코 학생의 적극적 구애를 거절했던 경험이 이 
시조에 한 정서를 보다 용이하게 유추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화자에게 
쉽게 투 하고 있다. 화자를 ‘소녀’로 재등장시키면서 소녀의 안타깝고도 애타는 심

343) 신진욱, ｢삶의 역사성과 추체험-딜타이의 의미 이론과 해석학적 재구성 방법론｣, 담론
201 12, 한국사회역사학회, 2009, 123-124면.

344) Barbara Herrnstein Smith, Narrative Versions, Narrative Theories, On Narrative, 
Chicago Univ. Press, 1980, p.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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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장지문이 찢어지는 것에 비유하 다. 
  작품에서 노래하고 있는 상을 자신으로 치하여 마치 글 속에서 다루고 있는 
사람이 ‘나’라고 느끼는 것은 독자가 문학 작품을 받아들이는 1차적인 수용의 방법
이다. 흔히 ‘내가 주인공이라면’이라고 가정하고 작품을 읽도록 하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작품의 상황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작품 속
에 있는 상황을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므로 직접적 체험에 가까운 효
과를 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345) ‘소녀’라는 제 3의 인물을 등장시키고 자신의 주
관적 감상을 시조에 입하는 방법은 작품의 인물과 동일시함으로써 작품을 구체화
하는 양상으로 볼 수 있다. 
  ‘동일시(identification)’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무의식적 정신 과정으로서 어떤 
개인을 다른 사람과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이 되게 하는 것’으로 정의
된다.346) 일반적으로 동일시는 인간의 정상적인 학습 과정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문학 작품의 작중 인물에 한 동일시는 일정한 교육적 효과를 발휘
한다는 점에서 주목되어 왔다.
  다만 작품에 한 거리를 소거하고 작품의 세계에 전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동일
시하는 것은 문학 능력의 초기 발달 단계에 적합한 읽기 방식으로, 보다 향상된 공
감적 읽기 능력을 위한 비계(Scaffolding)로 삼을 필요가 있다. 
  프로이트(E. Freud, 1953)는 동일시(identification)를 다른 사람과의 공감적 관계 
이면에 작용하는 기제라고 하 다. 공감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동일시 과정이 필수적
으로 요구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동일시가 동일시 상과 전체적으로 온전한 하
나임을 느끼고 같아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라면, 공감은 궁극적으로 그 상과 분
리되어 상 방의 감정 상태를 리적으로 느낀다는 점에서 서로 구분된다.347) 즉 공
감을 위해서 동일시가 하나의 과정이 될 수는 있으나 동일시에 그쳐서는 안되며, 텍
스트 맥락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발견하는 거리의 유지가 더욱 중요하다.  텍
스트의 구체화를 통해 의미를 생산하기 위해서 텍스트에 한 절 적, 수동적 몰입
을 경계하고 텍스트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고유한 자기의 체험 역을 확보할 필요 
또한 있는 것이다.

345) 독자가 등장인물로 변신한다는 것은 작품이 독자를 사로잡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이는 
작품의 연극성과도 관계된다. 연극성은 서사 문학의 일반적인 특성이기는 하나 이 시조의 
경우 화 구조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연극성의 자질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46) B.E.Moor,& B.D.Fine, 이재훈 외 역, 정신분석 용어사전,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96면.
347) 박성희, 앞의 책, 2004,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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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학습자의 경우는 작품에 나타나는 인물의 정서에 몰입하면서 주관적 수용을 
작품에 표출하고 있다.

(가) 장님이 장님을 업고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데 그 행동이 매우 조심스러워서 돌부처가  
  그걸 보고 웃는 것 같다. 

(나) 솔직히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장님이 장님을 업고 지팡이도 없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데 그것이 뭐가 웃기다고 돌부처가 웃는지 모르겠다. 보통 이런걸 보면 웃기  
  기보다는 심장이 쫄깃해지면서 무사히 건너기를 바라면서 애처롭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다) 소경 놈이 소경을 업고
    외나무다리로 막  없이 건너가니
    이들이 정말 불쌍하지 아니한가                                    (C-1-5-1)

  많은 학습자들이 이 작품에 해서 돌부처의 웃는 행위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
면서 심한 경우 장애인에 한 모독으로까지 이해하고 있었다. 작품의 등장인물들을 
지시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으며 해학적 웃음에 한 맥락의 활성화에 이르지 못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자들은 ‘소경’을 ‘신체적 불구가 있음에도 서로를 도와 
힘든 일을 해결하는 사람’으로, ‘부처’를 ‘인내하고 참아야 하는데도 불쌍한 사람들
을 보고 웃어 버리는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작품에서 소경은 실제로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기보다 자신의 처지를 모르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것은 둘 다 물리적 장애뿐만 아니
라 분별력 또한 없다는 것이며, 이들이 막 도 없이 외나무다리를 건넌다는 것은 사
리분별 없이 과욕을 부려 웃음을 유발하게 한다. 이에 절  웃지 않는 상징인 돌부
처마저도 박장 소하게 만든다는 의미이다.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과욕을 부리거나 
분별력 없이 타락을 일삼는 사람들을 웃음거리로 삼으며 이러한 시 에 한 풍자
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리석은 자에 한 풍자와 경계를 ‘소경’을 통해 
보여주는 작품으로는 이정보의 다음 시조가 유명하다.

                   

宵鏡이 야밤中에 두눈 먼 말을 고
大川을 건너다가 지거다 져 宵鏡아
아이에 건너지마던들 질줄이 이실야

해주 333348)

  이 시조는 소경의 어리석을 풍자함과 동시에 경계하고 있다. 초장은 삼중고의 어

348) 정병욱 편저, 앞의 책, 1966, 2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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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상황이다. 소경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할 텐데 게다가 야밤중이다. 소경에
게 낮과 밤이 별반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소경이라고 해서 모두 전혀 못 보는 
것은 아니다. 희미한 빛 정도를 감지할 수 있다면 야밤중은 소경에게는 더욱 위험한 
시간일 수도 있다. 설령 빛조차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야밤중이란 시간
적 배경을 등장시킴으로써 긴장감을 더하게 된다. 그런데 타고 가는 말 또한 두 눈
이 멀었으니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도 소경은 자신의 위험은 알지도 못한 
채 욕심만 앞서서 천을 건너겠다고 하니 어이없기도 하고 딱하기도 하다. 그래서 
종장에서 화자는 소경을 향하여 차라리 건너지나 말라고 경계한다.   
  C의 시조와 이정보의 시조는 초, 중장이 흡사하다. 다만 C의 시조에서 종장이 소
경의 행위를 웃음으로써 조롱하는 것과는 달리, 이정보의 시조에서는 경계로써 일침
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작가의 신분의 격차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 C의 
시조를 사 부 시조의 품격에서 일탈된 시조로 볼 수 있게 한다.349)  
  이 학습자의 경우, 소경에게 감정을 이입하여 오히려 돌부처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종장에서 박장 소(拍掌大笑)를 없애고 ‘불쌍함’의 정서를 드러
내고 있다. 이러한 수용은 소경과 부처의 상징적 의미를 활성화하지 못하고 지시적 
의미로만 받아들임으로써 독자의 가치 체계를 그 로 인물에 한 윤리적 판단의 
잣 로 작동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작품에 등장한 인물과 상황에 한 맥락적 이해를 가로막아 현실과 허구 사
이의 거리 유지에는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텍스트를 의미론적 범주로 
삼아 의미의 탐구를 수행하고 텍스트 내적으로 이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구체
화를 통한 의미의 생산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에 해당한다. 
  텍스트에 나타난 화자의 체험을 이해하기 위해 역할을 전위(transposition)해 보
는 것은 상에게서 주체를 발견하는 과정350)이라는 점에서 텍스트의 구체화 과정
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나’를 중심에 두고 작품을 생산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단순한 입이나 말 바꾸기로 전화(轉化)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독자의 심미적 
경험을 위한 생산적 수용은 독자의 상황과 입장,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경험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이는 작품의 세계 전체에 통달하지 못하더라도 적절한 
수준의 독자의 체험으로 정립될 때 의미가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체험이나 주관적 

349) 김상진, ｢정객 이정보와 시조, 그 일탈(逸脫)의 의미｣, 시조학논총 27, 한국시조학회, 
2007, 160-161면.

350) Hans-Ulrich Lessing, ｢정신과학에 한 딜타이의 철학에서 이해와 그것의 한계｣, 김
재철 역, 해석학 연구 12, 한국해석학회, 2003, 130-1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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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를 습관적으로 텍스트와 동일시하여 추상적 감상에 그치고 마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공감은 상과 나의 차이를 전제로 하며 이를 바탕으로 타인과 나를 구분하고 
나의 체험에서 그것을 발견하여 실현할 수 있을 때 교육적 의의를 지니기 때문이다. 
내가 남이 되지 않는 이상 완전한 공감은 불가능하며, 공감하려는 태도와 과정이 더
욱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보편적 주제의 발견을 통한 구체화와 인물과의 동일시를 통한 
구체화에서는 학습자가 텍스트의 내적 맥락에 수렴하면서 텍스트를 구체화하는 양
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각각의 경우에서 자신의 주관적 맥락을 활성화하지 못
하거나 텍스트 내적 맥락에 한 활성화가 부족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문학 텍스트가 절 적 힘을 지니는 것은 아니지만 수용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수
용의 수준을 높이는 준거로 작용함은 부인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학 텍
스트에 해 학습자의 주관적인 감상이 적절성을 찾는 일이다. 어느 한 쪽의 맥락을 
소거하게 되는 것은 한 쪽의 맥락에만 의존하게 되어 진정한 문학 소통을 기 하기 
어렵게 한다. 텍스트와 학습자 사이의 간극과 차이의 지평을 강조하는 수용미학의 
논의351)는 텍스트 내적 맥락과 이에 한 학습자의 적절한 참여를 가정하고 있는 것
이다.

351) 차봉희 편저, 앞의 책, 1985, 1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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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술의 변경과 소재의 재설정

  여기서는 학습자들의 시조 수용 양상 중 텍스트 요소를 교체함으로써 새로운 시
조를 만들어 내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학습자들은 주어진 텍스트의 내용 요소나 형
식 요소들을 고정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작가 차원에서 의미를 생
산해 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352) 그러나 한 편의 작품은 그 자체로 완결된 의
미를 지닌다기보다 다양한 수사학적 장치를 교체해 봄으로써 작품의 서술적 특성이
나 전략 등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문학 텍스트 안에는 문학성을 형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한 편의 작품에
서 완전한 문학성이 구현된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문학성을 구현하는 요소도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텍스트를 이루는 요소들을 다양하
게 교체해 봄으로써 문학과의 다양한 만남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 

 (1) 서술의 변경을 통한 텍스트 요소의 교체

  학습자들은 시조를 읽고 화자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작품 안의 서술을 나름 로 논리적으로 교체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는 학습
자가 작품 안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하여 그 부분의 서술을 변경함으로써 또 
하나의 시조를 생산해 내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 학습자의 텍스트를 살펴보자. 

352) 실제로 학습자들의 수용 양상 중에서 텍스트 요소의 교체를 보이는 경우는 다른 수용 
양상에 비해 전반적으로 양과 질적인 면에서 소박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고가 학습자
들의 수용 양상을 양적으로 통계 낸 것은 아니지만, 유의미한 수용 양상으로 표집된 작
품들 중 상당수는 텍스트의 구체화와 텍스트의 확장 안에 포진될 수 있는 경우로 나타
났다. 이는 학습자들의 해석 양상을 진단한 연구에서도 드러나는데, 다른 범주의 해석에 
비해 수사학적 해석으로 코딩된 내용이 전반적으로 빈약하다는 연구 결과는 학습자들이 
텍스트를 이해할 때, 텍스트의 구조나 형식, 문체, 서술 등 텍스트 형성 요인에 한 맥
락화를 어려워함을 시사한다. 우신 , ｢현 소설 해석교육 연구｣, 서울 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54-55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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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시조는 주제를 ‘이별’로 한 것 같다. 화자는 남녀 모두인 것 같고, 이별한 후의 슬  
  픔과 상황을 표현하고 옛 애인에 한 그리움과 후회도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잊지 못했는데 설마 상 는 잊었을까 하고 결국 나중엔 님의 탓으로 돌리는 행  
  동을 보인다.

(나) 이 시조에는 헤어진 연인에 한 아쉬움과 후회가 남아 있는 것 같다. 계속해서 헤어  
  진 님을 그리워하다가 나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설마 나는 아직 잊지 못했는  
  데 너는 잘 지내고 있을까’하고. 님에 한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모습에서 그리워하고 헤어진 것에 한 후회가 드러나는 것 같았다. 그렇게 계속  
  생각하다가 결국엔 내가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건 님 때문이라고 님의 탓도 해 본다.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행동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다 사정이 있어서  
  헤어진 것일 텐데 님의 탓을 하는 것은 약간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 가더니 잊은 듯 못하여 꿈에도 보이니
    설마 님이야 그 사이에 잊었으랴
    내마음이 아쉬운 까닭에 내탓을 삼노라                               (A-1-1-15)

  (다)에서 보여주는 이 학습자의 수용은 원문의 ‘이즈양하여’를 ‘잊은 듯 못하여’로, 
꿈에도 ‘아니뵈’를 꿈에도 ‘보이니’로, ‘님의 타슬 삼노라’를 ‘내탓을 삼노라’로 각
각 변경하여 수용하고 있다. 
  (나)의 감상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듯이, 이 학습자는 님의 탓을 하는 화자의 
행동을 이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님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님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바꾼 수용태의 종장에서는 이별의 원인과 
지금의 상황을 ‘내 탓’으로 교체하 다. 
  한편, 원문의 화자가 자신의 아쉬움을 님의 탓으로 삼게 된 데에는 ‘꿈’이 작용했
다고 볼 수 있는데, 꿈에도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게 되었고, 
이로써 님의 탓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학습자는 ‘님의 탓’을 하게 만
든 ‘꿈’을 ‘내 탓’으로 만들기 위한 장치로 조절하고 있다. 이러한 추론은 원문의 초
장에서 나타났던 ‘잊은 듯하여-꿈에도 아니 보이니’의 구조를 ‘잊은 듯 못하여-꿈에
도 보이니’로 바꾸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수용은 초장에서의 사건 진행에서부터 종장에서의 결론에 이르기까지 텍
스트의 부분들이 하나의 전체를 향하고 있어, 감상의 통일성을 획득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들이 텍스트를 내적으로 연결 지을 수 있으며 벌어진 사건들 사이의 연관성
을 파악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에서 갈등을 재현함으로써 내면적 갈등을 장면화하는 것
이 시조의 의미구조이지만,353) 학습자들이 화자의 정서를 파악하고 그 원인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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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들을 하나로 통일하여 서술을 변경함으로써 나름의 논리를 구성하고 있음은 유
의미한 지점이다. 
  다만 원래의 시조에서 ‘꿈에도 안 보이는’ 문제 상황이 발생한 것에 하여 화자
가 내리는 진단은 ‘님이 그럴 리 없다’는 것인데, 님을 향한 내 마음은 절  변함이 
없으니,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의 해결을 위한 처는 ‘님의 탓’을 삼아보는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구조적인 유기성을 파악하는 것 또한 강조되어야 한다. 의미의 생산
은 단순히 선조적인 통일에서 비롯하는 개연성이 아니라, 전체의 유기성을 바탕으로 
하는 연관성이 확보될 때, 보다 수준 높은 창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꿈의 매개적 기능을 그 로 인정하면서 이를 자연스러운 인접 관계를 통해 
수용하고 있는 양상을 다음 학습자에게서 확인할 수 있다.

(가) 님께서 나를 떠나셨는데, 잊은 듯 했지만 아직 잊지 못했다. 내가 님을 잊지 못한 까  
  닭은 님에 한 여운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이다....

(나) 알 듯 말 듯한 시조라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다가 뒤로 갈수록 ‘나’가 잊은  
  건지, ‘님’이 잊은건지 점점 헷갈리고 마지막 줄에서는 내마음이 아쉬운 까닭을 왜 님  
  의 탓으로 돌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

(다) 가더니 잊은듯하여 꿈에도 아니 보이니
    잊은줄만 알았던 님이 눈앞에서 아른거리니
    내마음 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노라                             (A-1-7-20)

  시조를 읽고 파악한 내용을 써 보는 (가)문항에서 보듯이, 이 학습자는 ‘님이 화자
를 떠남, 그럼에도 화자는 여전히 님을 잊지 못하고 있음, 잊지 못한 이유는 화자의 
마음에 님에 한 여운이 남아 있기 때문’으로 원문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
나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감상을 기술하는 (나)에서는 이 학습자가 시조 이해에 
있어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드러난다. 화자의 꿈에 나타나지 않는 님을 탓하는 것
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학습자의 감상이 억지가 아닌 것은, 중장의 ‘내(화자)
가 님을 잊지 못하고 있는 사실’과 ‘님이 나(화자)를 잊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
을 바탕으로 할 때 어느 정도 타당하게 볼 수 있다. 
  시조를 여러 번 읽으면서 감상문을 작성하는 학습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잊은 듯 
했는데, 여전히 님을 잊지 못한 것은 화자의 잘못’이라는 생각과 ‘화자의 마음을 아
쉽게 한 것은 님의 잘못’이라는 생각 사이를 오가고 있다.
  이러한 감상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미를 생산해 낸, (다)의 시조에서는 화자의 정

353) 송지언, 앞의 글, 2012, 101-109면.



- 148 -

서를 하나로 통일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자의 마음이 님을 잊지 못하여 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중장에서 ‘눈
앞에 아른거리니’로 서술을 변경하고 있다. 님의 잘못이라고 여기게 되는 중장의 
‘설마 님이야 그 사이에 잊었으랴’를 삭제하고, 꿈에도 안 보이던 상황을 눈앞에 아
른거리는 상황으로 연결하면서 꿈의 매개적 기능은 그 로 유지하 다. 
  님이 꿈에도 안 보이는 상황에 해서 ‘눈앞에 아른거리니’라는 조적인 표현을 
삽입하는 학습자는, 님을 그리는 화자의 정서가 님이 안 보이는 상황보다 님이 눈앞
에 아른거리는 상황일 때 더 절절해진다고 여기고 있다. 꿈에 안 보이는 것을 님의 
탓으로 삼기보다는 여전히 꿈에도 님이 보여, 님을 잊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음이 확
인될 때, 화자의 애잔한 정서가 더욱 잘 드러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시조의 화자가 진정으로 님을 탓하고 있다기보다 님의 탓을 삼아볼 만큼 
님을 그리워하며 아쉬워하고 있음 또한, 시조의 이해를 위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시조의 표현적 관습이나 구조적 장치에 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한 앎이 의미의 생산에 기여하게 됨을 경험해 보도록 해야 한다. 이 시조의 
경우 의미 생산의 기점이 되는 종장의 ‘내 마음 아쉬운 까닭’을 여러 방향으로 생각
해 보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음의 학습자도 원문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술을 변경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가) 저 건너편에서는 오라고 유혹하고, 집에서는 가지 말라 붙잡으니 유혹을 뿌리치고 집에 들  
  어갈까 유혹에 넘어갈까 고민하고 있다. 내 몸이 두 개라면 둘 다 갈텐데 아쉬워하고 있다. 

(나) 처음 두 행만 봤을 때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저세상으로 건너갈까 말까 하는 고민이라  
  고 생각했었는데, 3행을 보니 가지 말아야 할 곳의 유혹과 집안에서의 만류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다) 건너서는 손짓하고 집에서는 들라하니 
    문닫고 들어갈까 손짓하는 곳에 갈까
    건너서는 낮에 가고 밤에는 집에 가리.                               (B-1-9-12)

  B시조의 초장에서는 건너편에서 손짓하며 오라고 하고, 집에서는 어서 들어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애써 손짓하고 있는 건너편이 사실은 가지 말아야 할 곳임을 쉽
게 짐작할 수 있다. 문 닫고 집으로 들어갈까 손짓하며 오라는 곳으로 갈까 고민하
는 것으로 보아, 첩과 처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 부 남성의 화자를 상상하게 한다. 
  갈등하는 남성의 마음은 종장에서 어느 하나로 결정되기보다, ‘내 몸이 둘이라면 
여기도 저기도 다 가고 싶다’라고 인간적인 고민을 털어놓는 데서 끝나고 있다.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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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둘이라면 이곳저곳 갈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함에서 느끼는 종
장의 애절한 표현에서 극적인 흥미소를 찾아볼 수 있다.354)

  위의 학습자는 이 작품의 화자가 어디로 갈 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으며, (다)의 수용태에서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타협하고 안을 제시하
는 서술로 변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화자의 갈등 상황은 이처럼 낮과 
밤으로 시간을 나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동시에 두 곳에 갈 수 없는 선택의 기
로에 서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가지는 한계로 보아야 한다. 
  화자가 처한 갈등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합리적인 상상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원문
에 비해 작품의 구도를 다소 단순하게 만들어 평면적 차원의 수용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품에 나타난 서술의 변경이 작품의 긴장을 잃지 않고 전체의 의미로 
통합될 수 있도록 교육적 처치가 요청되는 부분이다. 

 (2) 소재의 재설정을 통한 텍스트 요소의 교체

  학습자들은 작품에 나타난 전제와 서술 자체를 바꾸기도 하지만 일부의 소재를 
바꾸거나 체함으로써 이전의 시조와는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다음 
작품에서는 님이 떠나갈 때 화자에게 주고 간 소재인 ‘노구 네 개’를 다른 소재로 
변경함으로써 학습자의 입장에서 시조를 바꾸고 있다.

(가) 님이 떠날 때 남기고 간 그리움, 슬픔 등의 4개의 감정을 한데 모아 이제는 님을 편  
  히 보내 주겠다는 내용이다.

(나)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그 기분을 알아서 시가 더 와닿는 기분이었다. 사랑하  
  는 사람이 떠났을 때는 내가 생각하는 저 시처럼 떠난 사람을 편히 보내주어야 떠난  
  사람도 편하고 남은 사람도 편해지는 것 같다.

(다) 당신이 떠날 때 내 감정 네 개를 보내리다
    슬픔 미안함 그리움 원망
    이 감정 한데 모아 당신을 놓아 주리다                            (D-2-13-20)

  D의 시조에서 초장은 님이 가실 때 ‘노구’ 네 개를 주고 갔다고 하 는데, 이때의 
‘노구’는 ‘노구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ㄴ구나’의 뜻을 가진 어미이기도 하다.355) 

354) 어진호, ｢가람본 청구 언을 중심으로 한 ‘樂時調’의 쟁점과 향유 양상｣, 한국고시가
문화연구 29, 한국고시가문학회, 2012, 191-192면.

355) 정병욱 편저, 앞의 책, 1966, 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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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의 ‘오노구 가노구 그리노구 여희노구’는 어미의 뜻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
는데, 종장에서는 다시 그 노구를 모아 가마를 진다고 함으로써 ‘노구’를 ‘솥’의 의미
로 사용하고 있다. 이 작품은 이러한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 외에도 중장에
서 다양한 소재가 등장해 텍스트 요소의 교체를 수행하기 쉬운 작품에 해당한다. 
  동음이의어 중 하나만을 채택하거나, 어느 것도 채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중장에 
나타난 소재 네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하거나 모두 다 변경하는 등 다양한 변형이 가
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시조의 수용태는 이러한 선택적 요소들로 인해 가집에
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수용태를 확인할 수 있다. 

님이 가슬  노고 셰흘 두고 가니
가노고 오노고 그리노고 셰히로다
언제나 이노고 합야 가마나 지을 노라                               가보 329

님이 가실젹에 노구 네흘 두고 가니
오노고 가노고 보노구 그리노구
그즁에 가노구 보노구 그리노구란 다 쥬셔 바리고 오노구만 두리라         시박 696

님이 가오실졔 노고 네을 두고 가니
오노고 가노고 보노고 그리노고
그中에 가노고 보노고 그리노고란 다 몰속 쳐바리고 오노고만 두리라     청육 977

任이 가오실 졔 노고 네을 두고 가니
오노고 가노고 보노고 그리노고 병드노고 쥭느노고 결노고
그中에 가노고 보노고 그리노고 病드노고 쥭노고 永訣노고란 다 몰속 쳐바리고 오
노고만 두리라 노라                                                    악고 692

  소재의 개수를 변경하는 것에서부터 소재 안의 내용을 바꾸거나 동음이의어를 없
애기도 하면서 다양한 수용태를 만들어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 학습자는 원문의 시조에 나타난 ‘노구’를 ‘감정’의 소재로 재설정하여 시조를 
재작성하고 있다. 텍스트의 요소의 교체가 일어나는 학습자의 수용 기점은 ‘당신이 
나에게 준 노구’를 ‘나도 당신에게 돌려줌’이라는 시간적 선후 관계가 만들어 내는 
응답에 있다. 님이 나에게 주었던 ‘오노구 가노구 그리노구 여희노구’를 내가 님을 
보내며 느끼는 감정인, ‘슬픔 미안함 그리움 원망’으로 전환하고, 당신이 떠났으니 
나는 당신을 놓아주겠다는 응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학습자 역시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경험했던 바, 이를 통해 자신이 깨달은 감정 정리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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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새로운 시조에 투 하고 있다. 이 시조가 지니고 있는 언어유희의 형식적 요소를 
배제하더라도 ‘노구를 모아 가마를 진다’라는 기본 구조가 ‘감정을 모아 너에게 보
낸다’로 유추됨으로써 학습자의 새로운 의미로 생산되고 있다.
  같은 시조이지만 다음의 학습자는 소재의 개수와 내용을 교체하 는데, 이를 통해 
종장에서는 시조의 전체적인 분위기 역시 해학적 유희에 가깝던 것이 간절한 기다
림으로 바뀌고 있다. 

(가) 님이 떠날 때 남겨주고 간 물건이 있는데, 이제는 님을 잊으려고 태우려고 한다.

(나) 임과 이별하여 슬픔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 임과의 추억을 되돌아보며 다 잊고 새출발  
  하겠다는 화자의 다짐이 느껴진다. 언어유희로 인한 해학적 분위기도 느껴진다. 이 시  
  에서 ‘~노고’를 반복하여 웃음을 자아내는 것이 마음에 들고, 화자가 님을 잊기보다 돌  
  아온다고 믿으며 기다리는 느낌이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

(다) 님이 가실 때 놋쇠로 만든 솥 하나를 주고 가니
    그리노구 하나 주고 가셨노라.
    그노구 언제 다시 가져갈까 하노라.                                 (D-2-13-18)

  이 학습자는 원문 시조의 언어유희와 해학성을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으며 (나)에
서 알 수 있듯이 이별로 인한 슬픔보다는 기다림의 정서가 유지되는 것을 기 하며 
텍스트 요소의 교체를 통한 의미의 생산을 보여주고 있다. 자신이 생산한 시조 (다)
에서는 님이 남겨준 여러 물건(오노구, 가노구, 그리노구, 여희노구) 중에서 학습자
가 가장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하나(그리노구)를 선택하여 자신만의 수용을 보여주
고 있다. 종장에서는 님이 화자에게 준 ‘그리노구’를 다시 가져가기를 소망하면서 
시조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초장에서의 ‘솥’이 중장에서 ‘그리노구’로, 종장에서 ‘노
구를 가져감’으로 설정되고 있어 모본 시조의 언어유희와 비유를 잘 살리면서 또 하
나의 애정 시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 수용태에서 ‘그리노구’ 하나만 선택되고 있
지만 이를 유희적 태도가 감소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원래의 시조에서 사랑과 이
별의 경험을 ‘오노구 가노구 그리노구 여희노구’로 설정한 것 자체가 사랑과 이별을 
상품화된 사물로 취급한 것이기 때문이다.356) 연속된 이별의 경험 중 하나인 ‘그리
움’은 ‘노구’와 결합되면서 유희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사건의 전제는 같지만 님의 행위를 바꾸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다르게 채택하는 것

356) 고정희(2004)에서는 이 시조에 나타난 사랑과 이별의 상품화를 통한 유희적 태도가 여
창가곡 특유의 감수성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았다. 고정희, ｢19세기 여창가곡과 시조의 
상품화｣, 한국민족문화 24, 부산 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4, 93-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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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작품에 나타난 소재를 재설정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감상이 의미 있
는 이유는 원문 시조에 한 이해를 통해 자신이 주목하는 지점을 설정함으로써 그 
부면을 부각하는 시조를 만들어 내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자신의 고유한 의미를 생
산하는 생산적 수용에서 기 되는 바람직한 양상이다. 
  작가가 창작한 텍스트 안에는 수많은 선택의 요소가 있고 작가의 선택에서 배제
된 다른 요인들이 학습자의 의미 생산에서 등장할 수 있다. 그러나 배제된 요인의 
등장만으로 적절한 의미를 생산해 내는 것은 아니다. 텍스트 요소의 교체가 의미의 
생산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성 요소들의 긴 한 결합과 조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내용 요소의 하나만을 단순하게 교체함으로써 감상의 단면성
을 드러낼 경우, 작품을 다른 시각에서 다시 바라보도록 하거나, 실제로 다른 학습
자의 선택과 안의 경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상호 비교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 
  다음 학습자는 자신의 감상을 반 하여 시조를 바꾸고 있으나 단순한 교체로 인
해 선택된 요소를 작품 안에서 적절한 역할과 작용을 하는 요인으로 정립하는 데에
는 실패하고 있다.  

(가) 장님이 장님을 업고 외나무다리를 위태롭게 건너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 보고 비웃고 있다. 

(나) 요즘에 가난한 젊은이들은 부모님을 힘들고 위태롭게 봉양을 하며 살아가는데, 돈 많  
  은 갑부들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며 비웃는 것이 생각났다.

(다) 소경이 노인을 업고
    외나무 다리를 막 없이 건너가니
    그아래 갑부놈이 앉아서 박장 소 하더라                            (C-1-10-7)

  이 학습자는 작품을 감상하고 떠오른 개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변화시
키고 있다. 초장에서는 소경이 업고 가는 상이었던 또 다른 소경을 ‘노인’으로 바
꾸고, 종장에서는 이를 박장 소(拍掌大笑)하며 웃고 있는 사람으로 돌부처가 아닌, 
‘갑부놈’을 선택하고 있다. 물론 그의 감상문을 통해 소경을 ‘가난하고 힘없는 젊은
이’로, 돌부처를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비웃기만 하는 돈 많은 갑부’로 상정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문에서 조롱과 비판의 상이 되고 있는 사람은 
돌부처가 아니라 분수를 모르는 ‘소경’이며, 돌부처가 박장 소하는 것은 도리에 어
긋나는 행동이라기보다 소경이 만들어 내는 희화적 장면에 한 강조라는 점을 놓
치고 있다. 더구나 인물의 변경이 사건의 전체 주체에 향을 끼치고 있지는 못하다
는 점에서 작품 전체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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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이 작품은 학습자들이 텍스트 내적 맥락에 한 이해를 가장 어려워하는 작
품으로 꼽은 바 있는데, 작품 속에 구축된 내적 질서를 합리적인 형태로 수용하기 
위해 작가의 창작 맥락을 다양하게 변형해 보는 ‘선택과 안의 경험’ 역시 이 작품
의 수용을 위해 필요한 교육 내용임을 짐작할 수 있다. 
 적절한 소재의 변경을 보여주는 예로 다음과 같은 가집의 수용태들을 활용해 볼 
수 있다.

# 2148(역)

건너셔 손을 치고 집의셔 들나
門닷고 드자랴 손 치  가자 랴
몸이 둘이 되오면 여기저긔 가리라.

병가 841

건너셔 손을 치고 집의셔 들나네
門고 드랴 손치로 가 랴
이몸이 明月이 되야 여긔저긔 비최리라.

 동국 75

건너셔 손을 훨훨치고 집의셔 문을닷고 들나
문고 드랴 숀치를 가 랴
이몸 胡蝶이 되어셔 오며가며 하과져라.

가보 249

  병가의 화자는 동국과 가보에서 명월(明月)과 호접(胡蝶)으로 각각 변모됨으
로써 화자가 처한 갈등의 상황을 새로운 국면에서 바라보고 있다. 동국의 ‘명월
(明月)’은 자연물이자 초월적 존재로, 화자와 같은 인간적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이다. 임금의 은덕으로 표상되곤 하는 ‘명월’은 천산만락(千山萬落)에 고루 비추
어 온 세상에 가득할 때, 누구나 바라는 이상을 실현한 모습이 된다. 여기와 저기 
뿐 아니라 내가 원한다면 모든 집에 다 가 볼 수 있는 것은 특권이라기보다 당연한 
미덕으로 칭송받을 수 있다. 초월적 존재를 상정함으로써, 여기 아니면 저기를 고민
해야 하는 유한한 인간의 갈등 상황 자체를 해소하고 있다.
  반면, 가보의 종장에서는 화자를 ‘호접(胡蝶)’에게 입하고 있는데, 천상의 달
과는 달리 지상의 나비는 화자의 소망 실현의 모습이 좀 더 가까운 곳에 있다. 나비
가 되어 오며 가며 하는 것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명월과 비슷하지만 
명월과는 또 다른 의미망을 지닌다. 꽃에게 날아드는 나비는 보통 욕망을 가진 남성
을 표상하는데357) 이러한 나비는 역시 생명을 지닌 존재라는 점에서 또 다른 천적
인 거미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358), 시간의 제약인 흐르는 물로 인해 욕망의 충족을 

357) 윤지 , ｢현 시와 나비의 시학｣,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7,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2, 31-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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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당하기도 한다.359)

  모본에 해 동국의 화자는 천상의 존재이자, 초월적 존재로서 갈등 자체를 초
월한 모습을 상정하고 있다면, 가보는 지상의 존재이자, 욕망 추구의 존재로서 갈
등을 일시적으로 해소해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등장인물을 교체하는 것은 그가 
처한 갈등의 상황을 보는 시각을 다르게 만들고, 갈등의 종류를 다르게 만들기도 한
다. 인물에 따라 갈등을 해결하는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은 작품 안에서 인물의 역할
이 어떤 향과 작용을 하는지 파악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창작 맥락에서 의미를 
생산해 내고 있는 예로 볼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모본의 화자가 처한 해학적이고
도 난감한 처지를 짐작하고 있는 수용자의 이해 양상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유의미
하다.360)

  이상에서 살펴본 서술의 변경을 통한 텍스트 요소의 교체와 소재의 재설정을 통
한 텍스트 요소의 교체에서 학습자가 텍스트의 어떤 요소를 교체하고 변경함으로써 
의미를 생산해 내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들은 자신의 논리적 과정에 따라 텍
스트의 서술을 변경하여 전체에 맞게 질서화하거나, 작품 안에 나타나는 소재를 다
시 설정함으로써 작품의 분위기를 새롭게 연출하기도 하 다. 
  부분적인 장면만을 절 화하거나, 단순한 교체를 통해 작가의 창작 경험을 맥락화 
하지 못할 때에 평면적 추론이 이루어지기도 하므로 이 과정에서 전체의 결합이나 
조응을 고려할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학습자는 전문 작가가 아니며, 작가 
수준의 창작 경험을 되살리는 것도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작품 창작의 
관습을 알게 하고 작품 작성의 레퍼토리를 활용해 보도록 하는 것은 작가의 창작 
맥락에 한 이해와 더불어 자신이 처해있는 맥락을 성찰하고 활용하는 계기로도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권장될 필요가 있다.

358) 小園 百花叢에 나라드난 나뷔드라
     향를 죠이너겨 가지마다 안지 마라
     夕陽에 험구 거무는 그물을 치고 기다린다            흥비 326
359) 桃花  호르는 물에 나너는 나뷔들아
     香를 죠히 여겨 곳마다 안지 마라
     져근덧 太海로 가면 갈 곳 몰나 노라                 악나 787
360) 이나향, 앞의 글, 2014, 122-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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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험적 인식의 강화와 상황의 직접 대입

  여기서는 학습자들의 시조 수용 양상 중 텍스트의 확장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만
들어 내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텍스트의 확장’이란 텍스트를 상으로 립되거나 
비판적인 의미를 표출한다기보다 텍스트 밖의 요소들에 의해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텍스트 자체에서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의미를 경험하는 양상을 말한다. 
  체로 창의성의 범주에는 새로움(novel)과 적절함(appropriate)이라는 두 개념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361) 이는 국어교육과 문학의 창의성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발상의 새로움이나 참신함만을 창의성의 기준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새로움에 도달하
는 과정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적절한 지가 창의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 
  텍스트를 확장하는 양상은 텍스트 내적 제약 요소가 적은 만큼, 결과에 해 담보
하기 어려운 면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텍스트의 확장 양상을 살펴볼 때에는, 학습
자의 새로운 의미 발견에 주목하면서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적절한 추론의 과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발상의 자유로움이 감상의 방만함이나 수용의 무정부주의
에 이르지 않도록 감상의 근거를 설정하게 하거나 수용의 과정을 성찰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1) 체험적 인식의 강화를 통한 텍스트의 확장

  학습자의 의미 생산 과정에 학습자의 생활 체험이 관여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학
습자의 주관적 체험 중에서도 텍스트와 이질적인 체험을 가지는 경우, 창의적인 의
미가 생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어떤 학습자들은 자신의 경험에 의존함으로써 
텍스트 수용의 한계를 노정하기도 한다. 흔히, 이런 학습자들은 텍스트의 경험이 자
신의 경험과 다르거나 텍스트의 경험이 자신에게는 없는 경우 체험적 인식362)을 지
나치게 강화함으로써 문학 텍스트 전체의 의미에 한 부정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361) 이병민, ｢창의성 및 언어의 창의성 개념과 외국어 교육에서의 함의｣, 국어교육연구
31, 서울 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3, 145면.

362) 체험적 인식이란 학습자의 직접적인 체험에 기반한 인식으로, 문학 작품의 의미 탐구에 
있어 문학과 현실의 거리를 조절하지 못하고 경험적 인식론에 빠져있는 학습자의 인식 
양상을 일컫는다. 양정실, 앞의 글, 2006, 97-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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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기저기서 부르는 사람이 많아 고민을 하는 화자를 상상할 수 있다. 

(나) ‘건너서는 손짓하고 집에서는 들라하니’를 보니, 화자는 능력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고 ‘내 몸이 둘이 되면 여기저기 가리라’를 보니 화자는 매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난 이런 경험이 없어 공감이 가지 않는다.

(다) 건너서는 이리오라 집에서는 저리오라
    이리저리 고민하다 결론지어 생각하니
    이럴바엔 아무 곳도 가고싶지 않으리라.                               (B-1-4-7)

  이 학습자는 시조의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화자를 능력이 많고 다른 
사람들의 호감을 받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 독자가 ‘이런 경험이 없다’는 것은 자
신의 직접 경험을 탐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경험은 시조의 종장에서 화자의 갈
등을 무화시키고 어디에도 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하 다. 
  선택의 기로에 선 화자가, 불가능한 것임을 알면서도 ‘몸을 둘로 나누어서라도’ 
갈등을 해결하려고 가정하는 것은, 인간이 지닌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그 로 표출하
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실에서 해결되기 힘든 갈등의 경우, 불가능한 상
상을 통해서라도 해결을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망으로 볼 수 있다. 그러
나 이 학습자는 자신의 경험에서는 없었던 문학적 현실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갈
등 자체를 무화시키고 있다. 
  학습자들의 수용 양상에서는 시조를 읽고 자신의 체험적 인식을 적절히 불러냄으
로써 자신의 입장에서 설정 가능한 상황의 진술로 바꾸는 경우가 있다. 이는 텍스트
를 부정하거나 비판적 의미를 표출하기보다 텍스트에서 전제를 파악하고 수용 가능
한 의미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볼 수 있다. 다음 학습자의 
경우 몸이 하나라는 전제를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해 ‘더 나은 곳’을 선택하겠다는 결
론을 도출하 다. 

(가) 하고 싶은 건 많고 할 일도 많지만 몸이 하나라서 두 군데 전부 같이 갈 수 없는 아쉬  
  움이 나타난다.

(나) 시에서는 자신을 부르는 상반되는 상황 두 곳 중에 고르지 못해 이도저도 못하고 어  
  느 한쪽을 포기한다는 사실에 아쉬워하는 느낌이 보인다. 나도 중학교때 미국으로의  
  유학과 한국에서의 생활 둘다 포기할 수 없어 고민하고, 결국은 포기한 한국 생활에  
  해 큰 아쉬움을 느낀 적이 있다.

(다) 건너서는 손짓하고 집에서는 들라하니
    문닫고 들어갈까 손짓하는 곳에 갈까
    내 몸은 하나이니 더 나은 곳을 선택하리                            (B-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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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수용은 원문 시조의 핵심이 되는 ‘몸이 둘이 된다면’의 가정을 없애고 ‘몸
은 하나다’라는 인식 아래 자신의 경험을 개입하는 비판적 태도를 보여주는데, 몸이 
하나라는 인식은 동일하더라도 갈등의 무화가 아닌, 해결로 이끄는 방향의 예로 볼 
수 있다. 몸이 둘이 된다는 원문의 가정 자체가 불가능함을 알고 있는 학습자는 전
제를 파악함으로써 화자의 행동 역시 동적(動的)으로 구성해 내고 있다. 
  학습자가 문학 작품에 나타난 갈등 상황을 인식하고 이와 같이 의미의 결 양상
으로 수용을 구성하는 것은 학습자의 자아 개념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적 노출
(selective exposure)’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습자는 자신의 가치에 부합하는 
경우 그 부분을 유독 주목하거나 자신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상황 맥락에 
상관없이 비판할 수 있는데, 이런 양상은 자아 개념을 지키기 위한 선택적 노출로 
볼 수 있다.363) 텍스트의 확장 양상에서는 이러한 선택적 노출이 학습자의 올바른 
자아 개념이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험 교육을 구안해야 한다.
  문학 감상에 학습자의 체험이 반 되는 것은 적극 권장되는 일이지만 자신의 체
험적 인식이 문학 텍스트의 의미 생산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 학습자
의 삶으로 확 되어 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없게 된다.
  피쉬(S. Fish)는 텍스트에 한 독자의 전횡을 경계하기 위하여 해석 과정에서 
‘개인적인, 혹은 개인에게만 독특한 것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독자에게 요구한
다. 그렇지 않다면 해석은 텍스트와 해석자의 생산적 만남이 아니라 개인적 정체성
의 투사와 복제에 그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텍스트 경험 이전의 수용 맥락에만 
치중하여 텍스트 세계를 제한적으로 경험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텍스트가 열어놓은 
텍스트 세계의 가능성 안에서 자신의 맥락을 조회하고, 이를 통해 당 의 문제의식
에 한 응답을 텍스트로부터 발견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364)

  다음 학습자들의 수용 텍스트를 통해, 텍스트 내적 세계에 한 이해의 기반이 갖
추어지지 못했을 경우 텍스트 외부 세계의 도입과 그로 인한 창의적 의미 생산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63) 오미 ․정인숙, 커뮤니케이션 핵심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27-28면.
364) 우신 , 앞의 글, 2015, 1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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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맹인들이 의리가 좋은 것 같다. 앞이 안 보이는데 업어준 사람이나 앞이 안보이는 사  
  람한테 업힌 사람이나 둘다 신기하다. 맹인들의 입장에서는 나름 로 걱정되고 두려  
  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아래에 있는 돌부처가 웃고 있는 것은 맹인들이 그 소리를  
  들었더라면 큰 실례 을 것 같다. 

(다) 소경놈이 맹광이를 업고 
    외나무 다리로 막 없이 건너가니
    그아래 돌부처 앉아서 안타까워하더라.                               (C-1-8-1)

(나) 소경이 소경을 업고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 다. 그 밑에서 그 상  
  황을 지켜보며 비웃는 돌부처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다) 늙은 소경이 큰 짐을 업고
    외나무 다리로 막 없이 건너가니
    그 아래 돌부처 앉아서 안절부절하더라.365)  

(C-1-10-1)

  이 두 학습자의 텍스트는 자신의 체험적 인식으로 문학 작품에 한 저항과 거부
를 표출하고 있는 경우인데, 의미가 비슷하여 같이 인용하기로 한다. 이 학습자 역
시 앞에서 살펴보았던 (C-1-5-1)의 학습자와 마찬가지로 소경과 돌부처의 의미를 
지시적으로 파악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돌부처의 행동이 큰 실례이며 이해되지 
않는다고 한 감상은 돌부처의 박장 소를 ‘안타까움/안절부절’로 체하여 돌부처의 
성격을 바꾸어 놓고 있다. 
  이는 텍스트의 다중 지시를 읽어 내기보다는 작품 속 세계와 현실의 특정한 국면
을 일 일로 응시켜 수용을 완성하는 것366)으로, 명쾌하고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학습자의 발상은 ‘돌부처가 박장 소’하는 원문에서 더 새롭게 나가지 못하 다. 텍
스트의 표면적 의미만을 수용하는 학습자는 텍스트를 둘러싼 복잡한 맥락을 적절하
게 이해할 수 없으며 이들이 만들어 내는 웃음과 해학을 감지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독자의 체험적 인식을 통한 미시적 맥락의 접합이 매우 단순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
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작품 자체의 내적 맥락에 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
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한 결여를 보충해 줄 필요가 있다. 
 
 

365) ‘안절부절하다’는 ‘안절부절못하다’의 잘못된 표현이지만 여기서는 학습자의 시조를 그
로 인용한다.

366) 우신 (2015)에서는 이러한 해석의 양상을 ‘우의적 해석과 단순한 도식화’로 설명하고 
있다. 우신 , 앞의 글, 2015, 65-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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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황의 직접 대입을 통한 텍스트의 확장

  학습자들이 텍스트의 확장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생산하는 양상에서는 자신의 개
인적인 관심을 수용의 출발에 놓고 이를 직접 입하려는 경향도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다수의 고등학생 학습자가 독자 본인의 관심에서 작품을 수용하기 때문이
기도 하지만 자신의 작품이 공동체에 제출될 수 있다는 자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
다. 이들에게는 문학 작품과 관련한 사회․문화적 맥락의 도입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다음의 사례를 보자. 

(가) 이래도 뭐라고 하고, 저래도 뭐라고 하니, 이 세상에서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어렵다.

(나) 이 시조를 읽고 화자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을 어떻게 하더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싫다. 우리나라 학생들도 이런 상황과 마찬가지인  
  것 같다. 

(다) 운동을 잘하면 잡류라 하고 미술을 잘하면 어리석다 하네
    공부를 잘하면 칭찬하고 공부를 못하면 욕을 하니
    아마도 우리나라 학생으로 사는 것이 서글퍼라.                      (E-2-9-12)

  이 학습자는 화자의 상황을 우리나라 학생이 살아가는 상황으로 바꾸어 새롭게 
의미를 생산하고 있다. 원문의 배경이 현 의 배경과 유사하다고 생각해서 학생이 
겪는 운동, 미술, 공부 등을 원문 소재의 자리에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원문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말하면-말 아니하면’과 ‘빈한-부귀’의 관계를 
깊이 있게 파악하지 못하고 텍스트 표면에 드러나는 요소를 학습자의 수준에서 제
한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원문에서의 초장과 중장은 서로 립 관계에 있는 상황의 배열을 바탕으로, 화자
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비방과 놀림의 상이 되는 세상에 살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학습자가 사용하고 있는 소재인 ‘운동’과 ‘미
술’은 같은 기준에 놓여 있는 립 관계의 소재가 아니며, 그 사이에도 수많은 선택
항이 있는 소재들 중 하나이다. 
  중장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것’과 ‘공부를 못하는 것’은 원문에 있는 ‘빈한-부귀’
의 관계와는 다른 상황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당 의 빈한과 부귀가 자신의 선택
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어쩔 수 없는 환경의 향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는 화자가 
어찌할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에 해 비난과 시샘을 감수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는데,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은 외부적 환경의 향이라기보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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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선택이나 노력에 의한 결과라는 점에서 소재의 적절성에서 문제가 발견된다. 
  창의성의 주요 요건으로서 적절성은 텍스트 내의 정합적인 유비 관계, 패러디를 
통해 창출된 새로운 텍스트의 설득력과 타당성에서 찾아질 수 있다.367) 화자의 서글
픈 상황과 우리나라 학생이 처한 공통점에 착목한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나, 원
문의 화자가 겪고 있는 상황에 한 균일한 비교는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다. 즉 텍
스트 세계가 독자를 둘러싼 거시적 맥락에 모종의 변화나 성찰을 일으키기보다는, 독
자가 가져온 사회․문화적 상황이 텍스트 속에 그저 응되거나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생산적 수용이 텍스트에 한 정확한 이해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습자의 
생각과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기존의 텍스트를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
하는지에 한 점검은 교육에서 필요한 과정임을 알 수 있다. 다음 학습자는 작품의 
상황과 직접적 체험을 적절하게 비교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생산하고 있다.

(가) 말을 하면 차분하지 못하다고 하고, 말은 안하면 어리석다고 한다. 가난하면 남이 비  
  웃고 돈 많은 것은 남이 시샘한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 사는 것이 힘들다.

(나)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 먹으니 살기 힘들다. 사람들은 남에 해 너무 관심이 많고  
  남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다. 옛날에 쓰여졌다는 것이 놀라울 정  
  도로 우리 현  사회에 잘 맞는 시조인 것 같다.

(다) 동 문 가방 들면 거지라 하고 명품 들면 된장녀라 하네
    150을 남이 웃고 170을 시샘하네
    이렇게 남 눈치 보며 살기가 어려워라.                             (E-2-9-34)

  (나)의 감상문에서 언급한 로, 이 작품의 사회․문화적 배경은 현  사회와 유사
하게 닮은 점이 많다. 이 학습자는 물질과 외모를 중시하는 현  사회를 풍자하기 
위해 E의 시조를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초장에서 비교 상은 동일 기준에서 나누어질 수 있는 ‘동 문 가방-명품 가방’
이며, 이에 한 서술 역시 ‘거지-된장녀’로 구분되고 있다. 이는 원문에서 ‘말하면-
말 아니하면’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마련된 상황인 것처럼 자신의 소유물에 한 
선택 여부의 관점을 동반하고 있다. 
  중장에서 키에 한 내용을 비교 상으로 삼은 것 또한 원문의 ‘빈한-부귀’와 같
이 화자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작품의 상황에 한 인식을 동반
하고 있다. 패러디를 통한 창의적 수용에서는 기존 작품에 한 폭과 깊이를 통해 

367) 최홍원, ｢고전시가의 패러디를 통한 창의성 교육의 실제와 과제｣, 한어문교육 24, 한
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11, 16면.



- 161 -

‘올바른 방식’으로 독창성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창성이 창의력의 핵심이며 
가장 중점적인 특성이기는 하지만, 독창성의 올바른 과정만이 실제로 창의적일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368)도 이러한 인식과 유사한 것이다. 수용의 독창성이 감상의 방
만함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수용자들의 수용태를 확인하거나, 당
의 수용자들이 작품을 창의적으로 수용한 역사를 확인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역사적 
창의성을 경험하는 기회 또한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
  다음 학습자의 사례에서는 일상의 상황이 그 로 도입되었지만 원문 시조에서 화
자의 체념적 인식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유희적 모방에 가깝다. 

(가) 건너서 손을 친다는 것은 누군가 유혹하는 상황인 것 같다. 화자는 유혹에 흔들리고  
  있고 자유롭게 구속에서 풀려나 여기저기 가고 싶어하는 것 같다.

(나) 화자의 갈등이 느껴진다. 에버랜드에 갈 지 집에서 있을 지 고민했던 경험이 떠올랐  
  다. 이 시는 몸이 둘이 되어서라도 여기저기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다) 건너서는 놀러가자 하고 집에서는 자라하니
    티켓 끊고 놀러갈까 그냥 잠이나 잘까
    꼬르륵 알람 울리니 밥이나 먹어야겠구나.                            (B-2-9-8)

  이 학습자는 자신의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원문을 패러디하고 있는데, 초장에 있
는 ‘건너서는’과 ‘집에서는’을 제외하고는 모든 내용을 새롭게 생산하고 있다. 화자
의 갈등 상황을 자신의 개별적 경험으로 체하고 있는데, 초장과 중장까지는 적절
한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종장에서는 텍스트의 맥락과 관계없는 새로운 자극인 
알람과 밥을 등장시킴으로써 원문의 갈등 상황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기보다 유희적
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자의 체험이 작품의 감상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원문에 한 진지하지 못한 태도는 새로움을 찾아가는 과정마저 유
희적 표출에 그치게 할 우려가 있어 경계해야 한다. 
  교육과정과 교과서에는 문학의 수용 맥락 중에서도 특별히 사회․문화적 맥락을 강조
하고 있다. 국어과 교육과정 문서와 문학 교과서에서는 체로 문학 작품을 둘러싼 
맥락을 사회․문화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 상호텍스트적 맥락의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습 활동의 차원에서 이들이 구현될 때에는 세 맥락이 동등한 위상을 
가지지 않는다. 양정실 외(2013)에 따르면 문학 교과서의 서술과 학습 활동에서는 사
회․문화적 맥락이 다른 맥락에 비해 필수적인 고려 사항으로 전제되어 있다.369) 

368) Arthur.J. Cropley, Kreatiitat und Erziehung, 김선 역, 교육과 창의성, 집문당, 
1995,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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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 교실의 학습자는 작품의 이해에서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라는 주문을 
흔히 받게 된다. 이는 작품이 창작될 당시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라는 의미이
기도 하고 이에 한 추리를 바탕으로 현 의 학습자가 처한 사회․문화적 맥락과의 
비교를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사회․문화적 맥락은 개인적 반응의 
한계에서 나아가 사회적 주체로서의 능력을 기르도록 하며, 문학 작품의 이해를 더
욱 풍부하고 종합적인 것으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체험적 인식의 강화를 통한 텍스트의 확장과 상황의 직접적 
입을 통한 텍스트의 확장은 학습자가 발산적이고 창의적인 의미를 생산하는 데에 
있어, 거시적 맥락과 미시적 맥락을 어떻게 수용하는지 보여준다. 
  학습자의 텍스트 확장 양상에서는 미시적 맥락인 상황 맥락이 지나치게 개입되는 
경우, 학습자가 문학 텍스트와 유사한 체험이 없을 때에는 문학 텍스트 전체에 한 
거부나 저항을 표출할 수도 있다. 이는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으나 타당한 
근거가 없는 무조건적 비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학습자가 거시적인 사회․문화적 맥락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경우도 발견되는데, 
이 경우 학습자는 독창성(originality)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수용에
서 탈피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용의 독창성은 적절성을 동반하지 
않을 때, 유희적 모방에 그치게 되어 유의미한 의미 생산에 도달하기 어렵게 된다. 
  전자의 경우 학습자는 텍스트에 동조하지 못함으로써 새로움을 발견할 기회를 놓
치게 되고, 후자의 경우 학습자는 지나치게 새로움에 집중함으로써 수용의 적절함을 
간과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학습자들은 텍스트에 기반한 적절한 사회․문화적 맥락
의 도입을 경유할 때, 원문의 의미를 넘어서는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가집의 노랫말을 향유하고 편찬했을 것으로 보이는 사 부나 중인 가객들은 가창
의 실제를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본을 수용하 지만, 현  학습자들은 시조를 
문자 텍스트로 접하게 된다. 이는 학습자들의 시조 수용에 있어 텍스트 자체에 한 
상상적 경험 외에도 시조의 창작 맥락과 수용 맥락, 나아가 소통의 맥락이 일정하게 
가정되어야 할 필요를 보여준다. 이 절에서 살펴본 학습자의 시조 수용의 양상에 
한 분석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의 가능성을 발굴하고 한계를 수정하여 이들의 시조 읽
기가 유의미한 텍스트 경험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교육 방법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369) 양정실 외, ｢맥락을 고려한 작품 읽기의 문학 교과서 구현 양상에 한 비판적 검토-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41, 
한국문학교육학회, 2013, 322-3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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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조의 생산적 수용 교육의 실제

  본고의 Ⅲ장에서는 가집에 나타난 생산적 수용의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시
조 교육에서 채택할 수 있는 생산적 수용 교육의 내용을 분별해 보았다. 또한 Ⅳ장
의 1절과 2절에서는 본고에서 처음 제기한 문제에 따라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학
습자 수행의 실제를 조사해 보았다.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다
고 해서 학습자의 교육적 성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학습자의 성장은 산만하고 
불완전하며, 성장의 여지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 현장에서는 학습자가 생산
적 수용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의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그 교육의 실
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2절에서 살펴본 학습자들의 수용 양상을 바탕으로 지식과 경
험의 측면에서 학습 활동을 구안하 고370) 1차 실험에 참여했던 1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2차 실험을 다시 수행하 다. 2차 실험지는 제공된 작품과 의도하는 수용의 
양상에 따라 발문에 차이가 있으며, 여기서는 실제 수업을 통해 수집한 학습자의 텍
스트를 바탕으로 교육 방법의 적절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들에게 제시한 작품은 1
차 실험에서 사용된 시조 중 3편(A,B,C)이며, 실험은 다음과 같이 설계, 수행되었다.

370) 수용 교육은 학습자의 활동이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수행론적 관점에서 내용을 선정할 
수 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학습자의 활동이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써 방향만 있고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거나 교육 내용이 교수․학습의 방법과 구별이 불분명해 질 수 있다
는 점이다. 이를 위하여 생산적 수용 교육은 지식과 경험의 차원에서 내용을 분명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다. 활동 중심 교육 과정이 방법론에만 치우쳐 작품에 한 문학 체험
에 이르지 못한다는 지적과 교육의 내용으로 지식과 경험을 설정하고 있는 다음 연구들
을 참고할 수 있다. 이홍우, 증보 교육과정탐구, 박 사, 1992, 20-35면; 김종서 외, 
교육과정과 교육평가(개정판), 교육과학사, 1999, 170-175면; 김 행, ｢내용론을 위하
여｣, 국어교육연구 10, 서울 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2, 10-11면; 김규선․진선희, ｢
활동 중심 문학 교수-학습의 문제점과 그 극복 방안｣, 한국초등국어교육 26, 한국초
등국어교육학회, 2004, 10면.

실험 
학교

참가 학급 및 
인원

제시된 시조 실험 방법 텍스트 부호화

서울 
U고

2학년 11학급
총 243명

학급에 따라 임의로 
A, B, C의 시조 중 
한 작품 제시

지식과 경험 교육 활동 
설계 후 유의미한 변화
를 검증, 분석함.

(시조번호-학년
-학급-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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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텍스트의 구체화를 위한 내적 맥락에의 참여

  텍스트의 구체화를 위한 내적 맥락에의 참여 양상은 1차적인 소통의 양상에 해당
하며, ‘등장인물이 되어 ~를 해 보자’와 같이 가장 직접적인 활동의 형태로 기술되
는 경향이 있다. 텍스트 내적 맥락에 참여한다고 하여 텍스트 내적 맥락으로 수용을 
한정하기보다 텍스트 내적 맥락과 학습자가 처한 텍스트 외적 맥락이 구조적으로 
상동성을 지님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텍스트를 기준으로 일어나는 수용이 
텍스트에 한정되지 않고, 텍스트 밖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1) 수용 소지(Rezeptionsvorgabe)의 탐색 

  텍스트의 구체화를 위한 교육 방법으로 제공될 수 있는 것은 ‘수용 소지’에 한 
탐색이다. 슈미트(S. Schmidt, 1977)는 텍스트 내의 의미론적 인자(因子)인 ‘수용 
소지(Rezeptionsvorgabe, 受容素地)’371)를 바탕으로 독자의 수용이 일어난다고 보
았는데, 텍스트의 구체화를 위해서 텍스트 내적 맥락에 있는 수용 소지를 탐색하는 
활동을 구안해 볼 수 있다. 
  문학적 수용은 수용자의 변수와 텍스트의 변수에 의해 공동으로 결정된다.372) 텍
스트의 구체화는 텍스트 내적 맥락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수용자는 텍스트의 의미 

역 내에서 수용의 기점을 발견할 수 있다. 기존의 소통 이론에서는 이를 독자의 
역할이 텍스트의 지시에 따라 제한되는 것으로 보았다.373) 즉 문학 텍스트는 수용의 
소지(素地)로서 독자의 창조 활동을 제한하며, 텍스트와 교류하는 그의 자유를 제한
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수용 소지로서의 문학 텍스트가 텍스트의 구체적인 의미를 위한 충분조건
이 아니며, 작가에 의해 생성된 물질적 구조물로서의 텍스트는 ‘생명이 없는 활자의 

371) 슈미트(S. Schmidt)는 수용 소지로서의 텍스트와 수용 결과로서의 텍스트를 소통의 관점에
서 구분했는데 그는 수용자의 의식 속에만 존재하는 텍스트의 기능적/소통적 형식을 <소통
체>라고 부르며, 이 소통체의 기초가 되는 물질적 형태를 <소통체 토 >라고 불 다. 그에 
의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텍스트는 소통의 관점에서 보면 <소통체 토 >에 해당되
며 <소통체>는 소통이 이루어진 텍스트만을 의미한다. 권오현, 앞의 글, 1992, 78면에서 재인용.

372) 이 규, 앞의 책, 1998, 57면.
373) 권오현, 앞의 글, 1992, 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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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374)에서 수용 소지는 문학 텍스트의 의미를 제한하는 폐
쇄성을 띤다기보다 텍스트 외적 맥락을 만나 구체화될 수 있는 가능적 인자(因子)로 
바라보아야 한다. 수용 소지는 독자의 맥락을 자극하고 확 하는 역할을 하며 독자
들의 의미 역을 구축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용 소지를 탐색하고자 할 때 유의할 점은 텍스트 내에 특정한 수용 소지가 정
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학습자에 따라 결정적 인자는 달라지게 되며, 학
습자들이 탐색한 수용 소지 외에도 텍스트 안의 많은 부분들은 텍스트의 의미를 결
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독서는 근본적으로 의미 지향적으로 진행되는 까닭
에, 수용 소지를 제외한 텍스트 안에 존재하는 많은 인자들은 의미 전달을 위한 보
조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수용 소지는 가능한 수용의 범위만을 지시할 뿐이기에 실용적 텍스트에서처럼 문
학 텍스트의 수용 과정은 수용 소지에 무조건적으로 따를 필요가 없다.375) 이는 하
나의 수용 소지에도 다양하게 반응하는 학습자의 양상을 정합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으며, 텍스트가 독자의 독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 구조물
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시조에서의 수용 소지는 화자나 배경, 정서 등 다양한 부분에서 탐색될 수 있다. 
화자의 상황을 집약하는 부분을 고르는 것, 텍스트의 정서 형성에 가장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단어를 고르는 것, 원문 텍스트의 단어를 통해 연상되는 유사한 단어를 아
는 것 등이 수용 소지의 탐색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은 교사에 의해 고정된 
지식으로 제공되기보다는, 학습자의 탐색에 의해 형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작품 내의 수용 소지는 독자에 따라 다르며, 어느 부분을 수용 소지로 파악하느냐에 
따라 수용의 과정과 결과는 상이해질 수 있다. 
  예컨 , A작품의 경우376) 학습자의 수용은 여러 부분의 수용 소지를 통해 일어날 
수 있다. 애정 시조인 만큼 학습자들은 ‘화자의 그리움’이라는 정서와 가장 많이 소
통하는 양상을 보인다. 화자의 정서에 공감하는 학습자의 경우 텍스트의 수용 소지
는 ‘가더니 잊은 양’, ‘꿈에도 아니 보이니’, ‘내 마음 아쉬운 전차’ 등에서 다양하게 

374) Jurgen Schutte, Einfuhrung in die Literaturinterpretation, Metzler, 1997, p.6.
375) 권오현, 앞의 글, 1992, 80면.
376) 학습자들에게 제시한 A 작품은 다음과 같다. 

     
A

가더니 이즈양여 에도 아니뵈
혈마 님이야 그덧에 이져시랴
 아수온 젼로 님의 타슬 삼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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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할 수 있다. 이 작품의 주제는 하나로 말할 수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독자들
은 다양한 수용 소지들을 탐색하며 ‘이별의 그리움’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학습자는 자신이 탐색한 텍스트 안의 수용 소지에 반응하고, 이를 통해 또 다른 
의미의 생산을 추동해 내기도 한다. 텍스트 내적 맥락에 있는 수용 소지는 오로지 
텍스트 외적 맥락을 만날 때에만, 다시 말해 독자의 생산적 수용이 있을 때에만 문
학 수용의 심미적 가치로 작동하게 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용 소지의 탐색
을 위해 다음과 같은 학습 활동이 제안될 수 있다. 

* 이 작품의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찾아보자.
  (화자의 상황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디인가?)
* 그 단어(문장)를 통해 떠오르는 다양한 단어(연상)를 마인드맵으로 그려보자.
* 다양한 단어(문장)들 중 나의 경험으로 말할 수 있는 단어들을 골라 보자.

  수용 소지의 탐색을 장려하는 것은 작품 내적으로 명료한 수용 소지를 바탕으로 
작품에 공감하게 될 때, 작품에 한 감상이 ‘좋다’ 혹은 ‘나쁘다’ 식의 추상적인 감
정 상태에 그치지 않고 학습자가 생산해 내는 의미가 어디에서 연유하고 그 느낌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인지적으로 명료화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2) 공감과 상상의 맥락 구성

  학습자가 시조를 ‘읽게’ 하는 것은 그 자체로 1차적인 경험의 과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경험은 학습자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읽게’ 하는 2차 
경험이다.377)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학습자를 목표로 하는 생산적 수용 교육에서는 
텍스트 내적 맥락에 참여하도록 할 때, 학습자들이 텍스트와 유효한 만남을 할 수 
있도록 공감과 상상의 맥락을 구성하는 교육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문학 텍스트는 ‘거짓’이고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문학 텍스트를 통한 소통은 문학 
주체인 작가나 독자에게 감동을 주게 되고 행동이나 감정, 세계관의 변화를 가져온
다. 이를테면 독자들은 ‘거짓’이고 ‘허구’인 문학 텍스트를 읽고 눈물을 흘리거나 분
노하기도 하며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하거나 자신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다만 이것은 
문학 소통의 주체들이 취해야 할 중요한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즉 문학 텍스트를 

377) John Dewey, Democracy and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1916, 이홍우 역, 민주주의와 교육, 교육과학사, 1996, 420-4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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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할 때 독자는 설명 텍스트를 면할 때와는 달리 문학에 ‘참여’할 것을 바탕으
로 하는 것이다. 또한 텍스트 내적 맥락이 ‘허구’라는 것을 인식하는 일은 곧 그것
에 해 ‘상상’할 것을 요구받는다.
  월턴(K. Walton)은 허구적인 상들을 감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면서 자신을 상상
하는 것을 ‘안으로부터의 자신에 관해 상상하기’로 명명하 다.378) 이런 안으로부터
의 상상하기가 이루어질 때 상상하는 주체는 허구의 세계에 필연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독자가 상상을 하면서 허구 세계에 참여한다는 것은 독자를 포함한 텍스트 외
적 맥락의 세계가 허구 세계인 텍스트 내적 맥락을 지향하게 되는 것이다. 
  시조에는 독자가 경험할 만한 보편적인 경험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 효도와 우애, 
사랑에서부터 이별, 죽음, 배신, 권력 등의 보편적 관심사들은 통시적, 공시적으로 
여러 문학 작품에 반복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경험들에 공감하고 상상해 보는 것은 
일정 정도 ‘가정하는 활동’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가정의 활동을 통해 허구
적인 문학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은 자신만의 수용 활동이 일어나는 출발점이 된다. 
  구체화를 위한 의미의 생산에서 중요한 것은 학습자의 외적 맥락이 내적 맥락과
의 소통을 통해 텍스트를 자기의 것으로 습득하는 것이다. 학습자는 텍스트에 한 
자신만의 읽기를 수행하지만 이러한 텍스트에 한 공감은 학습자의 맥락에 한 
적용을 거칠 때 주체적인 수용이 되기 때문이다. 공감과 상상의 경험은 다시 학습자
의 외적 맥락으로 환류되어 학습자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텍스트의 구체화는 유사하거나 동질적인 체험에 한 환기 뿐 아니
라 작품과 나의 이질성을 체험하는 데에서도 찾아질 수 있다. 학습자는 작품 안에서 
발견한 수용 소지를 바탕으로 그에 한 연상을 펼치는 과정에서 자신과 유사한 체
험을 조우하기도 하고, 나와는 다른 화자의 체험을 이질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체험 역시, 작품 내적 세계에 한 이해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점에서 교육적
으로 유의미하다. 
  발트만은 문학 텍스트의 생산적인 구체화의 방법을 시, 이야기, 드라마를 통해 실
제로 제안하 다. 그는 “텍스트의 재현적인 구체화, 시각적인 구체화, 줄거리(행위)
의 구체화, 인물(형상)의 구체화, 시공간의 구체화”로 나누어 각각의 예를 들고 있는
데379) 여기서는 시조 교육에 적용 가능할 만한 그의 교수․학습 방법을 발췌하여 보

378) 월턴(K. Walton)은 문학 수용을 아이들의 역할놀이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황우 , ｢믿는 
체 하기｣, 미학 계2: 미학의 문제와 방법, 서울 학교 출판부, 2007, 349면.

379) G. Waldmann, 앞의 책, 1998, pp.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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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자 한다.380) 

- 시나 짧은 산문의 장면 연출하기
- 배경 음악과 함께 시의 이해를 돕는 그림을 제시하여 시 낭독하기

- 시를 광고하는 포스터나 표지 만들기
- 시에서 흥미로운 부분을 콜라주를 통해 일러스트 작업하기
- 추상적 형태의 구성 또는 색깔 구성을 통해 시의 분위기를 표현해 보기

- 사건의 과정 이후를 예측하기
- 시의 갈등 상황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자기 자신을 투입하고 그 장면을 연출해 보기
- 시 속에 들어 있었을 만한 사건을 유추해 보고 그 부분의 줄거리를 표현해 보기

- 인물의 정확한 묘사(얼굴, 표정, 손짓, 행동, 옷차림)를 통한 역할 비오그라피 작성하기
- 등장인물의 일기장 작성하기, 꿈을 꾼 내용 기록하기
- 상상의 파트너와의 화를 기록해 보기
- 텍스트 속 등장인물을 마주하고 이야기해 보기(길에서 만났거나 방황 중에 만났거나 

기차, 카페, 화관 등등에서)

- 장소나 공간을 정확하게 그려보거나 다양한 시공간에 주석을 달아보기

  이상에서 제시한 구체화의 방법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장르들에 적용될 수 
있다. 이들의 활동을 한 번의 수업 시간에 모두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본고에
서는 시조를 상으로 할 때 보다 적합한 활동을 선별하여 수행해 보도록 할 것이
다. 이를 통해 시조의 생산적 수용 교육에서 텍스트의 구체화를 위한 내적 맥락에의 
참여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들이 제안될 수 있다.

* 시조에서 애매한 장면을 보충하는 글을 써 보자.
* 이 시조의 주인공과 그가 처한 상황을 짐작해 보자.
* 시조를 읽고 떠오르는 구체적인 장면을 묘사해보자. 
* 이 시조의 화자는 이 장면 이후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해서 써보자.
* 나도 이 상황과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써보자.

  수용 소지의 탐색을 바탕으로 적절한 공감과 상상의 맥락을 구성해 내는 학습 활
동을 구안한 후, 학습자들이 보인 수용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수용 소지의 탐
색에 한 응답은 (가)로, 공감과 상상의 맥락 구성에 한 응답은 (나)로, 학습자가 
바꾸어 쓴 시조는 (다)로 인용하기로 한다.  

380) 각각의 예들을 구분하기 위해 ㄱ어쓰기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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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제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  아수온 젼로 님의 타슬 삼노라
    그 문장을 통해 떠오르는 단어들- 남탓, 거짓, 숨기다, 서운, 슬픔, 원망
    단어들 중 나의 경험과 연관된 단어- “숨기다” 

(나) 시조의 화자와 그가 처한 상황을 짐작하여 써보고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써보자
- 화자와 님이 헤어졌는데, 님은 화자를 잊은 듯하여 꿈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그에 비해  
  화자는 남은 미련 때문에 아쉬워 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떠난 님은 꿈에도 안 보이  
  며 날 잊은 듯한데, 설마 이 사이에 날 잊었나 화자는 다급하고 조급하다. 내 마음이  
  미련과 아쉬움이 남은 까닭에 님의 잘못이라며 탓하니,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어놓  
  은 듯 하다. 나역시 내 마음이 아쉬워 남의 탓으로 돌려 내마음을 숨기고 자기 합리화  
  를 했었던 경험이 있다. …

(다) 가더니 잊은듯하여 꿈에도 아니보이니
    설마 님이야 그 사이에 잊었으랴
    내 마음 가벼우려 님의 맘 정해보노라.                              (A-2-7-16)

  이 학습자는 A시조에서 작품의 주제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으로 ‘ 아수
온 젼로 님의 타슬 삼노라’를 꼽고 있다. 이는 학습자가 시조 텍스트 안에 있는 
특정한 구절에 주목한 것으로, 이 부분은 학습자가 선택한 수용 소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응답에서는 수용 소지를 통해 연상되는 단어들을 6가지 정도로 
기술하고 있다. 이 과정은 수용 소지에 한 자기 나름의 느낌에 주목하는 과정이
다. 학습자는 특정한 수용 소지를 탐색하고 그에서 비롯한 느낌에 주목함으로써 텍
스트의 시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정서적 상관물381)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시조에 있는 여러 수용 소지들은 시조의 전체적인 정서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정
서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학습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수용 소지를 탐색하고 
그에 해 떠오르는 단어들을 기술해 봄으로써 화자의 심리를 추리할 수 있는 단서
들을 발견하고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정서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 
  그 중에 학습자의 경험과 결부되어 가장 표면에 떠오르고 있는 단어는 ‘숨기다’이
다. (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습자 역시 속마음을 숨기고 거짓으로 남을 탓해 
본 경험이 있으므로, 자신의 경험에서 연상된 유사한 상황을 바탕으로 화자의 의도
를 ‘숨김’으로 간파하고 있다. 이 학습자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합리화해 본 결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 다. 이를 통해 시조의 화자 역시 자신과 비슷한 경험
을 거쳐, 마음을 가볍게 하려고 자신의 마음을 숨긴 것임을 전유해 내고 있다.

381) 고전시가 텍스트의 시공간은 시적 화자의 정서적 상관물로 가득찬 시공간으로, 이는 시
조 장르의 본질에 한 이해로 볼 수 있다. 고정희, 앞의 책, 2013, 3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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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의 수용태에서는 ‘ 아수온 젼차’를 ‘내 마음 가벼우려’로 체하고, ‘님
의 탓을 삼노라’를 ‘님의 맘 정해 보노라’로 바꾸어 수용하고 있다. 아쉽고 조급한 
마음을 님의 탓으로 삼는 것이 화자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기 위함이라고 
추측함으로써, 화자의 상황에 공감하고 모본의 시조를 자기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학습자의 수용태에서 알 수 있듯이, 텍스트 내의 수용 소지는 텍스트 내적 세
계에 참여하기 위한 교육적 비계(Scaffolding)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경험
의 연상은 학습자가 처한 맥락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만들어 텍스트의 전유를 돕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크레프트(J. Kreft)는 학습자 중심의 문학교수법을 주장하고 실제적인 수업 실행의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한 바 있는데, 그가 개진한 <4단계 표준유형>에 따르면 그는 
첫 번째 단계에서 학생들이 텍스트를 접하고, 특정한 비오그라피(자아 발달)를 갖는 
개인적 주체가 된다고 보면서 이 단계를 작품 내재적 해석 단계로 보았다. 여기서 
학습자는 텍스트를 읽으면서 자신의 비오그라피를 ‘연상’하고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 
텍스트에 몰두하는 ‘잠복’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보았다.382) 학습자들이 텍스트의 
구체화를 위해 수용 소지를 발견하여 그것을 자신의 과제로 삼고 텍스트 내를 메우
려 노력하는 것은 이러한 작품 내재적 해석 단계와 일정 정도 유사성을 지닌다.

(가) 주제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 여기저기
    그 문장을 통해 떠오르는 단어들- 자유, 방황, 선택, 여행
    단어들 중 나의 경험과 연관된 단어- 여행

(나) 시조의 화자와 그가 처한 상황을 짐작하여 써보고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써보자
- 이 화자는 본처와 첩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단순히 본처와 첩의 방 중 어느  
  방에 갈지를 고민하는 것은 행복한 고민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장에서 ‘내몸이 둘이 되  
  오면’으로 보아 화자는 자신의 의무와 원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 같기도 하다.  
  화자의 고민이 행복한 고민으로 볼 때, 나는 여행 계획으로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다.  
  여행 도중 일정이 비어서 지도를 보며 익숙한 한 곳에 머물지, 새로운 곳에 갈지 고민  
  한 경험이 떠올랐다.

(다) 첩을 택한다면 처에게 가고 싶고
    처를 택한다면 첩에게 가고 싶네
    어떻게 생각하면 그 둘을 만족할까.                                 (B-2-5-15)

  이 학습자는 B시조383)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화자의 갈등이 집약된 단어로 

382) Jürgen Kreft, Grundprobleme der Literaturdidaktik, Quelle und Meyer, 1977, 
pp.379-382. 문지연, 앞의 글, 1995, 62-63면에서 재인용.

383) 학습자들에게 제시한 B 작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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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를 선택하고 있다. 연상으로 떠올린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여기저기’
는 자유롭고 싶은 욕망, 방황하고 있는 현실, 어디로 갈 지에 한 선택, 방향과 경
로를 정해야 하는 여행 등을 떠오르게 한다. 텍스트의 단어 표지에 주목하고 이에 

한 느낌을 적어보는 것은 화자의 매개 없이 직접 시적 상과 만나는 일차적인 
기회가 된다.384) 특히 짧은 시조를 이해하는 경우 이러한 단어 표지에 주목하는 일
은 시조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과정이며 결정적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나)에서는 화자의 상황에 해 짐작하고 있는데, 이 학습자는 이 시의 화자를 남
성으로 보아, 본처와 첩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
러한 선택의 고민이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지만, 가장으로서의 의무와 개인적 욕망 
가운데 선택해야 하는 힘든 고민일 수도 있다고 보면서 고민의 성격을 유보하고 있
다. 만약 행복한 고민이라면 자기도 여행 중에 이러한 고민을 한 적이 있다고 경험
을 회고하고 있다. 청소년 학습자가 성인 남성 화자와 유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은 
없지만, 이 학습자의 경우 화자의 고민을 있는 그 로 인정하면서 자기도 ‘여기’와 
‘저기’중 선택의 고민을 한 적이 있음을 자신의 수준에서 공감하고 있다. 
  이 학습자가 생산한 (다)의 시조에서는 원래의 시조에서 초, 중, 종장을 모두 바꾸
어 수용하고 있다. ‘건너서 손을 치는’ 주체를 ‘첩’으로, ‘집에서 들라하는’ 주체를 
‘처’로 추측하면서 남성 화자의 입장에서 시를 다시 작성하고 있다. 이 학습자가 작
성한 초장과 중장은 원래의 시조에 한 공감을 바탕으로 첩과 처를 번갈아 반복하
면서 의미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종장에서 화자는 ‘어떻게 하면 그 둘을 만족할
까’ 고민하는데, ‘첩에게 가고 싶은 마음’과 ‘처에게 가고 싶은 마음’을 분리하여 인
식하고 화자의 인간적인 갈등과 한계에 한 메타적인 성찰을 동반하고 있다. 텍스
트 내적 세계에서 유의미한 단어를 선택하고 이 단어가 지칭하는 구체적인 인물을 
상상함으로써 화자가 처한 상황과 그의 정서를 구체적으로 공감해 내고 있는 예로 
볼 수 있다. 
  수용 소지에 한 탐색 과정은 여러 가지 연상되는 단어를 통해 활성화될 수 있
으며, 이 경우 학습자의 경험과 보다 접하게 연관되는 단어가 있을 때 학습자의 

     
B

건너셔는 손을 치고 집의셔 들나니
문닫고 드자랴 손치는데 가자랴
몸이 둘이 되오면 여기저긔 가리라

384) 고정희, 앞의 책, 2013, 2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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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흥미의 유발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신과 작품을 훨
씬 착된 것으로 여기고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개발하게 한다. 
다음 학습자의 경우 수용 소지의 탐색 과정이 학습자의 흥미와 결부되면서 작품에 

한 이해를 바로잡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C의 시조385)는 1차 실험에서 학습자들이 작품 내재적 해석을 유난히 어려워했던 
작품으로 진단한 바 있는데, 이는 작품 자체가 어려워서라기보다 학습자들이 단어 
표지에 한 탐색을 생략함으로써 인물의 의미를 지시적으로 받아들여 이들의 관계
를 맥락적으로 활성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 주제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 그 아래 돌부처 앉아서 박장 소 하더라.
    그 문장을 통해 떠오르는 단어들- 한심, 비웃음, 놀림, 미련함
    단어들 중 나의 경험과 연관된 단어- 놀림

(나) 시조의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짐작하여 써보고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써보자
- 건넛마을로 가는 곳에 외나무 다리가 하나 있는데 소경 두 명이서 건너기 위해 한 명  
  이 다른 한 명을 업고 가는 상황에, 그 외나무 다리 아래에는 돌부처를 모시는 제단이  
  있는데 돌부처는 그 상황을 보고 웃고 있는 내용이다. 나도 어느 TV프로그램에서 개그  
  맨 둘이서 오합지졸처럼 아등바등거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웃었던 적이 있다.

(다) 저 앞에 소경 두명 외나무 다리를 건너려 하네
    막 기 없이 업혀서 가는 모습을 보니
    이 어찌 웃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C-1-6-20)

  이 학습자는 주제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에 해, 돌부처가 박장 소했다는 종
장을 핵심 문장으로 고르고 이에 해 다양한 탐색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학습자에
게 떠오르는 단어들이 ‘한심, 비웃음, 놀림, 미련함’인 것으로 보아 웃음의 성격에 

한 추측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돌부처가 지닌 웃음의 의도 
또한 다양하게 추리되고 있음은 유의미하다. 웃음(박장 소)에 한 탐색의 과정이 
이 작품을 바로 이해하게 되는 동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에서 학습자는 돌부처의 웃음을 만들어 낸 소경의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자기
의 경험에서 찾아내고 있다. 이 학습자는 자신이 TV 프로그램에서 보았던 개그맨들
의 행동을 떠올리고 있는데, 개그맨 둘이서 오합지졸 아등바등하는 모습이 소경 둘
이 업혀 외나무다리를 아슬아슬하게 건너는 모습과 오버랩되면서 자신이 그 상황에

385) 학습자들에게 제시한 C 작품은 다음과 같다. 

     
C

소경놈이 광이를 업고
외나무 다리로 막업시 건너가니
그아래 돌부쳐 안셔 박장 소 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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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들을 놀리며 웃었던 것처럼 돌부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수용 소지의 탐색과 작품에의 참여를 거쳐 학습자는 (다)의 시조에서 돌부
처의 입장에 동조하는 종장을 생산하게 된다. 시조의 초장에서 ‘저 앞에’라는 공간
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학습자의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을 상상하게 되는 계기로 작
동한다. 학습자에게 제공된 원래의 시조에서 소경 두 명이 ‘업고’→‘외나무다리’를→
‘막  없이’ 건넌다고 하여 이들의 불안한 상황이 점층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면, 수
용태에서는 ‘외나무다리’를 건너는데→‘막  없이’→‘업혀서’의 과정으로 재구성되어 
이 학습자의 수용이 작품의 장면 전체를 거시적으로 조망한 후, 부분을 보충하는 구
체화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작품 세계에서 수용 소지를 발견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텍스트에 참여하고 
텍스트 내적 세계를 상상하는 것은 텍스트의 구체화를 통해 의미가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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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텍스트 요소의 교체를 위한 창작 맥락의 선택

  텍스트 요소의 교체를 위한 창작 맥락의 선택은 학습자가 직접적인 텍스트가 아
닌, 작가의 창작 상황에 한 맥락과 소통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주로 ‘~을 
바꾸어 보자’와 같은 방식으로 경험될 수 있다. 학습자는 능동적인 감상의 주체로서 
텍스트 안의 많은 부분들을 교체하고 변형할 수 있지만, 의미의 생산을 위해 이들을 
교체할 때에는 단순한 말 바꾸기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또한 작가의 원래 
텍스트와 학습자의 변형 텍스트, 동료 학습자의 변형 텍스트에 한 비교가 의미의 
생산을 북돋을 수 있음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1) 창작 자원(Repertory)의 변환 

  텍스트 요소의 교체를 위한 교육 방법으로 제공될 수 있는 것은 ‘창작 자원’의 변
환이다. 맥코믹(K. McCormick)은 문학 독서에 관여하는 ‘담론들의 특정한 사고․습
관․규범․관습 등의 결합’을 ‘레퍼토리’(repertory)’로 지칭하고 이를 네 범주로 나눈 

바 있다.386) 우선 독자의 레퍼토리와 텍스트의 레퍼토리로 나눈 후, 이들을 다시 각
각 둘로 구분한다. 하나는 문학적 형식, 플롯, 성격 묘사, 율격 형태 등의 ‘문학적 
레퍼토리’이고 나머지 하나는 지배적인 도덕적 사고, 가치, 종교적 신념 등의 ‘일반
적 레퍼토리’이다. 이는 강민규(2014)에 의하면 텍스트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으로
도 구분된다.387) 맥코믹이 말하는 ‘문학적 레퍼토리’가 문학 세계를 형성하는 시의 
언어, 리듬, 심상, 비유, 상징, 화자 등 시의 다양한 구성 요소와 관련된 것이라면 
‘일반적 레퍼토리’는 텍스트 외부에서 도입되는 지식 및 경험 등으로부터 가져오는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텍스트 내적인 레퍼토리는 작품의 장르 관습과도 연관되는 수사학적 장치
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작가는 작품을 창작하면서 특정한 레퍼토리를 선택하게 되
고 이 과정에서 작가의 일반적 레퍼토리가 관여하기도 한다. 학습자는 작품 안에서 

386) 레퍼토리(repertory)는 ‘자원’으로 번역되며, 배경지식이나 스키마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서 ‘독자가 특정의 사회적 위치에서 자신이 속한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전유한 결과 가지
는 지식’으로 사회․문화적 조건으로부터 획득된다. 최인자, 앞의 글, 2008, 435면.

387) 강민규, ｢현 시 비평문의 구성 형식과 교육적 활용 방향｣, 국어교육연구 33, 서울
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4, 1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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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가 사용하는 레퍼토리를 문학 내적 레퍼토리로 경험하게 되며 자신의 일반적 
레퍼토리, 즉 문학 외적 레퍼토리와 결합하여 작품을 수용한다. 
  텍스트 요소의 교체는 이러한 작가의 창작 맥락과 학습자의 수용 맥락의 소통으
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작가의 수사학적 레퍼토리는 그의 독자적인 창작 자원
으로 작용한다. 학습자는 작가의 창작 자원에 해 알고 이를 변환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학습자가 창작의 자원을 활용하여 시조를 감상한다는 것은 시조를 이루는 시적 
장치들에 유의하면서 시조를 일관성 있게 읽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한 시적 장
치를 활용하고 있는 작품의 의도를 추측하는 유일한 방법이 텍스트의 전체를 의식
하며 해석의 응집성과 일관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388)이라는 설명은 시의 구성 요소
를 통한 읽기가 어떤 방향으로 정향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학습자가 시조 수용에서 참조할 수 있는 창작의 자원은 시조의 형식389) 외에도 
화자, 소재의 의미, 시공간적 배경, 문체 등으로 다양하다. 이러한 자원은 작가의 생
애와 업적에 관한 것은 물론, 작가가 지닌 도덕적 가치나 신념, 창작 과정에서의 고
민에 한 앎을 바탕으로 할 때 보다 깊이 있는 변환이 가능하다. 이러한 창작 자원
을 변환함으로써 학습자는 다양한 사건들 역시 변경하고 조정하며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요컨 , 창작 자원은 학습자가 시조를 창작 맥락에서 수용하면서 한 편의 시조 작
품을 구성해 내는 방법적 지식으로 기능할 수 있다. 창작 자원의 변환을 위해 다음
과 같은 활동이 마련될 수 있다. 

* 시조의 형식이나 운율에 해 조사해 보자. 
* 시조에 나타나는 배경을 바꾸어 보자.
* 이 시조에 나타나는 소재를 바꾸어 시를 읽어보자.
* 이 작품의 화자를 바꾼다면 누가 될 수 있을지 가능한 인물을 열거해 보자.

388) 김승현 외, ｢미디어 텍스트에서의 과해석 현상｣, 한국언론학보 51, 한국언론학회, 
2007, 15면. 

389) 시조가 지닌 3장 형식과 운율 등에 한 지식은 작가의 창작 맥락에 한 1차적인 창작 
자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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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택과 대안의 맥락 구성

  해석학에서와 달리 수용미학에서는 한 편의 작품이 그 자체로 진리의 현현이라기
보다 경험의 매개라고 본다. 이는 작품을 읽는 독자에 의해 작품 안의 요인들이 선
택적으로 채택되고 이에 따라 독자의 수용이 다양하게 펼쳐지는 과정을 존중함을 
의미한다. 하나의 동일한 텍스트에 해서도 독자마다 수용이 달라질 수 있음이 자
명하고, 같은 독자라 하더라도 때에 따라 불러들이는 경험 또한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독자의 다양한 수용은 작가가 선택한 작품 안의 여러 장치들을 동원할 때 
보다 완성도 있게 경험될 수 있다. 작가가 작동하고 구현한 작품 안의 창작 자원은 
학습자가 스스로 의미를 생산하는 읽기를 수행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변형되고, 조절
되고, 창안될 수 있다. 따라서 작가의 창작 맥락과 학습자의 수용 맥락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학습자는 창작 맥락에 있는 창작의 자원들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를 통해 
전개되는 안의 작품 세계를 구성하도록 하는 교육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경험은 문학 특유의 형태와 내용을 결정짓는 요소를 이해하고 이들의 향과 
작용을 파악하는 작업으로 텍스트 요소의 교체를 위한 방법이 된다. 학습자들은 자신
의 선택에 따라 안을 마련하면서 전체를 구성해 나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입체성에 따라 교재를 구성하는 방안을 안내하는 한 연구390)에서는 동일한 상
을 두고서 자기 이해의 다양한 경험을 드러내는 것을 입체성 형성의 조건으로 보는
데, 이를 위해 서로 다른 인식 결과를 비교해 보는 활동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하
나의 선택 요소에 따라서 다양한 안들이 도출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때의 안들이 전체적인 완결성을 지녀야 함을 의도하고 있다. 
  선택과 안의 맥락을 구성하는 경험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선택의 과정이 단일
한 가설로 끝나 버리거나 하나의 가설에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텍스트 전체의 의
미를 고려하는 읽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작품 안에서 기능하는 창
작 자원의 역할이 작품의 전체를 구성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나
의 작품을 응집성 있고 일관적으로 구성해 내는 데 있기 때문이다. 
  발트만은 문학 텍스트의 생산적인 변경과 교체를 위해 “텍스트의 줄거리 변경, 텍
스트의 등장인물 변경, 시간과 장소의 변경, 발화 형태의 변경, 문학 형식의 변경”
을 제안하고 있다. 그의 교수법 중에 시조에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을 발췌하면 다음

390) 최홍원, 앞의 글, 2008, 1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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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391)

- 작품의 장면의 순서를 바꿈으로써 바꾸기 전과 바꾼 후를 비교하고 어떤 인과성이 성
립하는지 확인하기.

- 줄거리와 등장인물을 고려했을 때 전개될 수 있는 다른 줄거리를 생각해 보기.
- 특정 인물의 행동 변경에 한 안을 제시하기

- 등장인물의 성격을 변화시켜 보기, 등장인물의 성격이 어떻게 이 작품에 향을 주었
는지 시퀀스 작성하기

- 등장인물의 나이, 성별, 직업을 변경하기, 이런 요인들이 인물의 역할에 어떤 향을 
미쳤는지 시퀀스 작성해 보기

- 등장인물의 모든 특징을 반 로 표현해 보기

- 작품의 배경과 장소를 더 이전의 시 나 시간으로 바꾸어보기. 작품의 시 적 특성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알아보기.

- 과거를 현재로 바꿀 때(시간적 배경의 변경)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기.

- 시를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바꿈으로써 시적 언어의 효과와 역할 생각해 보기
- 시를 구어체나 사투리로 바꾸어 봄으로써 텍스트를 생소화하기
- 시를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 구조로 바꿈으로써 시의 구조가 운율적 측면에서 어떤 기

능과 역할을 수행하는지 알아보기

- 시행을 늘리고, 규칙적인 것을 불규칙적인 것으로, 억양 있는 첫 음절을 억양 없는 첫 
음절로 바꿈으로써 다양한 운율의 형식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알아보기.

- 각운이 있는 길지 않는 시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다른 단어로 체해 봄으로써 원문과 
바꾼 운문을 비교하여 읽고 소리가 주는 특성과 차이에 해 비교 분석해 보기. 

- 길지 않은 운율이 있는 시의 시행 변형, 짝운(aaba), 교차운(abab)그리고 포옹운
(abba) 등과 같은 운율 형식을 바꾸어 봄으로써 이들이 가지는 기능과 역할을 알아보기

- 시를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그림이 시를 읽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 시의 특정한 부분을 선정하여 주제가 비슷한 시에 빗 어 보기
- 길지 않은 시에서 부분적으로 학생들이 직접 찾아서 선정한 주어와 동사, 형용사를 다

른 학생에게 제공하고 이 단어를 통해 새로운 시를 작성한 뒤, 원문과 비교하기

  텍스트 요소의 교체를 위한 선택과 안의 맥락 구성 활동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발문을 제시할 수 있다.

* 인물의 행동과 성격을 서술해 보자.
* 화자(의 성격이나 성별)를 바꾸어 작품을 다시 읽어보자.
* 특정 등장인물에 적합한 배경과 사건을 재조합해 보자.
* 이 시조의 문체나 장르를 바꾸어 시조를 다시 써보자.

391) G. Waldmann, 앞의 책, 1998, pp.76-80.



- 178 -

  학습자들이 시조의 창작 자원을 변환하여 작품에서 특정 요소를 선택하고 이에 
한 안을 펼쳐 나가는 과정을 확인해 보기로 하자. 창작 자원에 한 응답은 

(가)로, 선택과 안의 맥락 구성에 한 응답은 (나)로, 학습자가 바꾸어 쓴 시조는 
(다)로 인용하기로 한다. 

(가) 시조에서 바꾸고 싶은 부분–  ‘님’을 → ‘나의 그 ’로 바꾸고 싶다.
    바꾸고 싶은 이유- 님을 사랑하는 의미를 좀 더 강하게 나타나게 하려고.
    이 시조에 나타난 화자의 성격- 이 시조의 화자는 소극적, 내성적이고, 수용적이다.
    
(나) 화자의 성격이나 행동에 대한 나의 생각을 써 보자. 
- 이 시조의 화자는 헤어질 때 확실하게 잡지 못해서 내 마음이 아쉽다고 한 것 같다. 내  
  생각에 이 화자는 님을 그리워하다가 다시 고백을 했을 것 같다. 이 시조를 보면 굉장  
  히 답답하다. 헤어진 현실을 수용하고 지내면 모든 게 끝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극  
  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다시 찾아가거나 합칠 노력을 하지 않는 건 더더욱 답답하다.

(다) 가더니 잊은듯하여 마음에 그를 본듯하니
    설마 나의 그 야 그 사이에 잊었으랴
    지금 당장에 그에게 가보리라.                                     (A-2-1-18)

  이 학습자는 혹시 시조에서 바꾸고 싶은 단어나 문장이 있느냐는 첫 번째 발문에 
‘님’을 ‘나의 그 ’로 바꾸고 싶다고 답변하 다. ‘님’이라는 단어가 현 에 잘 안 쓰
이기도 하지만 시에서 흔히 등장하는 ‘님’은 항상 화자를 버리고 떠나가는 님인 경
우가 많고,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임금이나 절 자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으
므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의미를 띠고 있다. 이에 해 이 학습자는 시의 상인, 
‘님’을 ‘나의 그 ’로 바꿈으로써 님에 한 사랑의 감정을 더 강조하고 화자의 성격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시조에서 화자의 태도가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라고 여기는 학습자는 (나)의 감
상문에서 화자에 한 답답함을 표현하고 있다. 이때 ‘아쉬운 마음을 가질 것이라면 
님을 한 번 찾아가 보아도 좋았을 것을’이라는 학습자의 의미가 개입되고 있다. ‘당
신’이나 ‘그 ’가 아닌 ‘님’으로 밖에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지 못하고, 좋아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님과 헤어지게 되어 스스로 아쉬운 마음을 삼키고 있는 화자의 태
도는 화자의 성격에서 비롯된 시의 전개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해 학습자는 다시 찾아가서 합칠 노력이라도 해 보라고 화자를 촉구하며 
(다)의 시조에서 종장을 ‘지금 당장에 그에게 가보리라’로 바꾸어 놓고 있다. 화자의 
태도가 좀 더 적극적일 수 있는 장치는 중장에 있는 ‘님’을 화자의 적극적 성격과 
사랑의 감정이 강하게 드러나는 ‘나의 그 ’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화자의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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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고, 화자가 부르는 님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작품 창작의 자원을 변경한 것으
로, 이러한 자원의 선택은 종장에서 화자의 행동이 적극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변화
를 이끌게 된다.
  시조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도입되는 창작 자원을 변환하는 것은 이처럼 작품의 
전체적 성격에 변화를 주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학습자는 문학적 의미를 고려하
면서 가능할 수 있었던 것들을 입해 보게 되고 작가의 선택에서 배제된 역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작가의 선택 역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게 
한다는 장점 또한 지닌다. 
  화자의 성별을 바꾸고 있는 다음 학습자의 경우도 작품 내의 갈등과 정서를 함께 
변화시킴으로서 선택과 안의 맥락을 구성해 내고 있다. 

(가) 시조에서 바꾸고 싶은 부분–  여성 → 남성
    바꾸고 싶은 이유- 님을 빨리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시조에 나타난 화자의 성격- 인내하고 기다리는 성격
    
(나) 화자의 성격이나 행동에 대한 나의 생각을 써보자. 
- 원래 시조의 여성 화자는 님을 잘 기다리는 것 같다. 그런데 이 시조에서는 종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님이 벌써 화자를 잊은 것 같다. 내 생각에는 화자가 빨리 님을 잊는 편이  
  나을 것 같다. 

(다) 떠난지 오래되어 꿈에 아니보이니 
    설마 님이야 이때까지 기다리랴 
    내마음이 미안한 까닭에 내 탓을 하노라                             (A-2-1-15)

  위 학습자는 이 시조에서 여성 화자를 남성 화자로 바꾸어, 여성 화자로 하여금 
님을 빨리 잊도록 해 주고 싶다고 서술하 다. (나)에서는 이 시조의 내용을 통해 
님이 벌써 화자를 잊은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이는 화자의 정서에 한 공감적 수
용이라기보다는 학습자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안을 작품에 투사하고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의도는 작품의 화자를 남성으로 다시 설정하여 여성 화자에게 
화답하는 시조를 창작하게 하고 있다. 
  (다)의 시조에서는 둘의 이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꿈에도 아니 보이는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하면서 중장에서 남성 화자가 더 이상 여성이 자신을 기다리지 않을 것
임을 가정하고 있다. 떠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것
이 이러한 인과 관계를 설정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종장에서는 남성 화자가 상
를 떠났고 잊었기 때문에 미안하다며 자기 탓을 하고 있는 시조로 재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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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에 한 그리움과 이별의 아쉬움, 님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애잔
하게 묻어나던 여성 화자의 시조는 이별의 기간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현실적인 

안을 마련하면서 이렇게 된 상황을 미안해하고 있는 남성 화자의 시조로 변모되
고 있다. 
  학습자들의 시조 수용은 한 편의 작품을 형성하는 시조 안의 여러 장치들을 통해 
일어날 수 있다. 이는 학습자의 수용이 시조라는 장르 관습의 맥락과 소통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위 학습자의 경우도 시조의 여성 화자에 한 자원(repertory)을 변
환함으로써 계속 기다릴 것으로 예상되는 화자에게 응답하는 시조를 남기고 있다. 
  문학 체험의 입체성이란, 하나의 내용 요소를 경유한 단일한 문학 능력을 향상하
는 것이 아닌, 비슷하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에 해 통찰함으로써 문학 
체험의 총체성을 겨냥하는 것을 지향한다. 예컨 , 텍스트 요소의 교체를 위한 학습 
활동을 구안함에 있어 시조 자체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정서는 물론 그 시 의 화자
의 정서를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는 보편적인 당  자원에 한 
통찰이 있을 때 의미 생산을 위한 선택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
하여 창작 맥락의 선택을 위한 교육 방법에서 동료 학습자들의 수용을 검토하고 비
교해 보는 과정 역시 권장될 만하다.
  다음 학습자 역시 시조의 화자와 작품의 배경을 바꿈으로써 상황을 다른 국면에
서 바라보는 의미를 생산해 내고 있다.

(가) 시조에서 바꾸고 싶은 부분– 여기저기 가리라 → 여기저기 찾으리라
    바꾸고 싶은 이유- 처의 입장을 모르는 남편처럼 살지 않겠다.
    이 작품의 장면과 당대의 삶을 추측해 보자 – 당시 집안의 가장은 처와 첩을 둘다 거느  
    리고 살았을 것이며 언제나 첩을 바꿀 수 있는 삶이었을 것 같다. 
    
(나) 화자의 성격이나 행동에 대한 나의 생각을 써보자. 
- 이 시조의 화자는 집에 가서 처한테 구박을 받았을 것 같다.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다) 밤은 깊고 자정은 넘었거늘  
    아이를 버려두고 님은 어디있을꼬. 
    내 몸이 둘이되면 여기저기 찾으리라.                               (B-2-2-7)

  이 학습자는 B시조에서 바꾸고 싶은 부분으로 ‘여기 저기 가리라’를 선택하고, 이
를 ‘여기 저기 찾으리라’로 변경하고 있어 ‘여기 저기’의 주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의
지를 알 수 있다. 이 시조를 쓴 화자는 집안의 가장이며, 가장의 당  삶을 이 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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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하여 추측하고 있다. 화자의 처지보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내의 마음을 
더 이해하는 학습자는 처의 입장에서 시조를 재작성하 다. 
  (다)의 시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과정에서 배경이 바뀌고 새로운 인물 역시 
등장하고 있다. 초장에서 남성이 처한 갈등의 상황(‘건너서는 손을 치고 집에서는 
들라하니’)을 표현하던 시조는 아내가 처한 염려의 상황으로 바뀌고 있으며, 밤은 
깊고 자정은 넘어간다고 하여 시간적 배경을 통한 기다림의 정서가 고조되고 있다.
  중장에서는 아이마저 남겨두고 밤늦게까지 들어오지 않는 남성의 잘못이 더욱 부
각된다.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인 ‘아이’는 화자가 아내로 바뀌면서 아내의 정서에 
동참하고 이를 돕는 인물이며, 남성의 잘못을 부각시키는 상이다. 아내의 원망은 
‘버려두고’에서 더욱 절절하게 드러난다. 
  종장에서는 남편이 어디 있는지 찾아가고 싶지만, 어린 아이가 있어 이러지도 저
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내 몸이 둘이 되면’이라는 가정을 그 로 사용하여 효과적으
로 표현하고 있다. ‘가리라’를 ‘찾으리라’로 바꾼 것뿐이지만, 이러한 변화는 원문 
시조의 남성 화자가 처한 고민을 여성 화자의 입장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시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 
  한 편의 작품은 그 자체로 온전히 자족적이지도 않고, 단면적으로만 해석되기도 
어렵다. 이 학습자의 수용 텍스트의 경우, 텍스트 내적 화자에 한 공감이 이루어
지지는 않지만, 작가가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인물인 처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
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경험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성 화자의 
반 에 서 있는 여성 화자, 가부장제의 극을 경험하는 가장과 지어미, 다른 종류의 
같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처와 첩 등에 한 총체적 통찰이 고려될 때, 이러한 의
미의 생산이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 182 -

3) 텍스트의 확장을 위한 외적 맥락의 활용

  텍스트의 확장을 위한 외적 맥락의 활용은 보다 총체적인 이해의 차원에서 이루어
지며, ‘~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자’와 같은 형태로 경험될 수 있다.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은 모두 텍스트 외부에서 작동하는 맥락으로, 이들의 소통에서는 외부의 
맥락으로 텍스트를 이해하고 새로움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텍스트와의 연관을 
통한 적절한 의미의 생산 역시 강조되어야 한다.

 (1) 수용 계기(Reception moments)의 도입

  텍스트의 확장을 위한 교육 방법으로 제공될 수 있는 것은 ‘수용 계기’의 도입이
다. 국의 문학 교사인 패트릭 설리번(P. Sulivan)은 학습자가 작품을 읽고 거기에
서 의미를 창조해 내는 과정을 작가, 독자, 문화, 언어 등 다양한 요인의 협동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실제 수업에서의 경험을 토 로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의 
활용 방법을 제시하 다.392)

  그는 수용 계기에 해 그 개념을 명료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문학 텍스트의 역
사에서 텍스트에 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수용 계기
를 들고 있다. 즉 수용 계기라는 메타적 지식은 지식 자체의 구성적 입장을 용인하면
서도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고려되는 사회학적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김동환
(2011)의 지식 분류에서 맥락적 지식에 한 역할에서도 유사하게 언급되고 있다.393) 
  문 진(2007)은 설리번의 견해를 토 로 이를 교육의 장에 도입하고자 화와 갈
등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수용 계기에 주목한 바 있다. 그는 설리번이 사용
한 방법을 바탕으로 수용 계기의 속성을 부르디외의 ‘구조화된 계기’로 비유하면서 

392) Patrick Sulivan, ‘Reception mements’, modern literary theory and the teaching 
of literature, Journal of Adolescent & Adult Literacy, 45-2, 2002, pp.568-577.

393) 김동환(2011)은 지식을 크게 개념적 지식, 절차적 지식, 맥락적 지식의 세 가지로 나누
어 살폈는데 문학사적 지식이나 작가 관련 정보, 작품의 소통 과정과 관련된 정보들을 
맥락적 지식이라고 하 다. 예를 들어 ‘사랑 손님과 어머니’를 이해하고 감상하고 비평
하는 데 있어서 ‘여성의 사회적 위상에 한 의식 전환을 촉구하는 기사를 많이 다루던 
<조광>의 창간호 첫머리에 실린 작품이라는 점’, ‘문맹률 70%라는 사회적 상황에서 컷
을 빈번하게 사용하던 당시의 작품 발표 지면의 특성’, ‘작가의 창작 행위와 관련된 정
보’ 등이 작품의 수용 방향에 상당한 향을 준다는 것이다. 김동환, ｢교육과정 개정 국
면에서 본 문학교육: 문학 교육과정의 안과 제언｣, 문학교육학 35, 한국문학교육학
회, 2011, 106-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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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계기의 층위를 세 가지로 구분하 다.394) 요컨  그에 따르면 ‘수용계
기’(reception moment)는 단순히 수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 곧 독자가 놓여 있
는 수용사적 요인(성장 배경, 교육, 가치관 등) 등을 의미한다기보다, 학습 독자가 
참고할 수 있고 실제로 참고하기도 하는 해석사, 수용사적 지식을 말하며, 결국 ‘교
육의 장에 도입되었으며, 교육적으로 조절된 수용사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학습자들의 서사 해석에 있어서, 완결된 해법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화
와 갈등의 활성화를 통해 학습자 나름의 해법을 발견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
서 갈등은 서둘러 제거되어야 할 문제적인 상황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나 
사물에 한 입장의 차이를 나타내는 징후로 보아 이를 인정하고, 그에 입각한 화
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본다는 점을 가정하고 있다. 이렇듯 수용 계기의 주된 
활용 배경은 학습자의 자발적인 활동을 강화하는 데 있다.395)

  학습자는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고려되는 메타적 지식인 수용 계기를 도입하고 이
를 활용함으로써 하나의 정답에 근거한 읽기나 쓰기가 아니라 분명한 자기 근거 아
래에서 주체적인 태도로 텍스트와 마주하게 된다. 수용 계기의 활용은 다음과 같은 
학습 활동으로 마련될 수 있다. 

* 이 작품과 관련된 문학사/비평사에 해 조사해 보자.
* 이 작품을 읽는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 이 작품에서 가장 함축적이라고 생각되는 단어(문장)을 찾아보자.
* 이 단어가 암시하는 것이 무엇일지 다양하게 써보자. 

 

394) 문 진이 체계화한 수용 계기의 세 가지 층위는 첫째, 작품 해석에 향을 미치는 지식 
일반. 둘째, 작품 해석에 향력을 미치는 해석 담론. 셋째, 작품 해석에 보다 직접적인 

향을 미치는 구조화된 해석 담론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용 계기의 층위는 수용에 
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에서부터 직접적인 작용을 가하는 담론까지 그 스펙트럼이 아주 
넓음을 알 수 있다. 설리번 역시 이러한 수용 계기의 광범위한 기능과 작용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이에 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다. 문 진, 앞의 글, 2007, 533-534면.

395) 문 진, 앞의 글, 2007, 5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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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견과 전환의 맥락 구성

  데리다(J. Derrida)는 텍스트의 존재란 텍스트화된 맥락적 관계뿐만 아니라, 배제
된 맥락과의 관계 속에서도 존재한다고 하 다. 모든 텍스트들은 관계에 의해 의미
를 드러낼 수 있고 그 의미는 또 다른 텍스트와의 관련성 속에서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텍스트의 의미 구성이란 하나의 텍스트 내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텍스트와의 관계, 배제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학 텍스트의 의미 구성은 텍스트에 드러난 맥락을 통해 보류된 맥락을 
인식하며, 보류된 맥락을 통해 텍스트를 해석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문학 작품을 감상했다고 하는 것은, 상 적으로 적절한 맥락을 통해 문
학 텍스트를 이해했다는 것이며, 문학 작품에 한 감상문을 잘 썼다는 것은 무수한 
맥락 중에서 비교적 적절한 맥락을 드러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때 작용하는 맥락은 문학 작품과 직접 관련되는 맥락이라기보다 그 문학 작품
의 형성과 의미 파악에 작용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텍스트의 확장
을 위해서 학습자는 이러한 외부의 맥락을 발견해 내고 전환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의식적으로 작품에서 거리를 두거나 관점을 바꾸어 보
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유의미한 추론의 과정만큼
이나 자신의 근거를 설정하는 일 또한 장려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무분별한 맥락의 
도입을 막고 적절한 새로움을 경험하는 중심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학습자들은 텍스트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표면과 이면의 주제를 살피고 이를 
표현해 볼 필요가 있다. 텍스트를 읽으면서 내용에 한 거부나 저항, 불만을 갖게 
되는 경우라도 글의 전적인 공감을 유보하고 자신의 근거나 체험을 바탕으로 종합
적인 판단을 수행할 때 학습자의 경험은 보다 비판적이고 총체적으로 확보될 수 있
기 때문이다. 경험 교육의 방법과 관련하여 정전을 우선적으로 확정하고 거기에서 
학습자의 경험을 요구하기보다 학습자의 경험 목록을 먼저 구성함으로써 이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해야 한다는 목소리396)는 텍스트의 가치보다 학습자의 경
험 가치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수용자 중심의 문학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발트만은 생산적인 분석을 위해 “텍스트의 총체적 이해의 재현, 문학 형식의 후반
부 제작, 과거 향유되었던 텍스트의 현재화, 반 되는 텍스트로 변형” 등을 제안하

396) 류수열, ｢문학교육과정의 경험 범주 내용 구성을 위한 시론｣, 문학교육학 19, 한국문
학교육학회, 2006, 1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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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의 교수법 중에 시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을 발췌해 보면 다음과 같다.397)

- 등장인물의 잘못, 실수 등을 찾아서 이를 설문조사, 심문, 신문, 재판의 형식으로 학생
들이 참여하여 그 인물의 행동에 해 논의하여 결론 내리기

- 자신의 이의나 이해가 되지 않는 텍스트의 부분에 한 질문을 담아 인물에게 편지하기
- 작품의 내용을 요약한 책의 표지나 선전용 광고 만들기

- 시를 이어서 작성하기
- 자기 자신의 삶의 상황에 해 일정한 형식으로 작성하기
- 현재에 유효한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주제로 삼아 작성하기 

- 과거에서만 향유되었던 이야기들을 현재와 관련된 등장인물들의 주장과 코멘트를 통해 
현재의 사건과 문제를 다룸으로써 비평적으로 접근하기

- 과거에서만 향유되었던 이야기들을 본질적인 내용은 담고 있는 선에서 최신 버전으로 
작성하기

- 과거에서만 향유되었던 이야기들을 현 시 의 인물로 바꾸어 작성하여 작품의 갈등적 
상황에 하여 토론하기

- 이야기의 갈등 상황의 해결을 반 로 해보기.(비극적 결말을 해피엔딩으로 종결해 보기)
- 이야기를 우화적이고 판타지적 그리고 유토피아적인 내용으로 변형해 보기 
- 시, 발라드, 이야기, 드라마의 패러디 작성하기
- 원문 시의 내용을 반 되는 성향으로 작성하기
  (감정이 풍부한 목가적인 자연을 주제로 한 시를 자연 파괴의 내용을 담은 시로 바꿔서 작성)

  발견과 전환의 맥락 구성 활동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발문을 제시할 수 있다. 

* 인물의 행동에 해 이해가 안 되는 점, 궁금한 점을 담아 편지를 써 보자.
* 작가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유사한지 다른지 말해 보고 그 이유를 말해 보자.
* 이 작품에 전제된 상황이나 배경을 추리해 보자.
* 이 작품의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를 파악해 보자.

  여기에서도 수용 계기의 도입을 바탕으로 발견과 전환의 맥락을 구성해 내는 학
습자들의 활동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예와 같이, 수용 계기에 한 응답은 (가)

로, 발견과 전환의 맥락 구성에 한 응답은 (나)로, 학습자가 바꾸어 쓴 시조는 
(다)로 인용하기로 한다. 

397) G. Waldmann, 앞의 책, 1998, pp.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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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작품에서 가장 함축적이라고 생각되는 단어(문장)– 가더니 
    이 단어(문장)이 암시하는 것이 무엇일지 다양하게 써보자- 단순한 이별이 아닌 사별의  
     가능성이 있다. 
    이 시조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있다면 골라보고 이유를 써 보자- 아수온,
    화자의 님에 한 마음이 한결같다고 할 때 아쉽다는 표현보다는 “슬픈”과 같은 강한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다. 
    
(나) (가)를 바탕으로 이 시조에 대한 나의 감상을 자유롭게 써보자. 
- 이 시조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자(화자)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에 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고, 님이 연락이 없자 여자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되어 님 탓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 화자가 님과 이별한 이유도 단순 이별,  
  사별, 외도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다) 가더니 잊은 듯하여 꿈에도 아니 보이니
    설마 님이야 그 사이에 잊었으랴 
    내 마음이 흔들린 까닭은 세상의 탓을 하노라.                       (A-2-1-20)

  이 실험지의 발문에서 가장 함축적이라고 생각하는 단어를 골라 보라는 것은 그 단
어가 지닌 숨은 의미가 있을 수 있음을 뜻한다는 점에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표면적 맥
락 외에도 관심을 가지게 하여 텍스트 이면의 맥락을 도입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위의 학습자는 화자가 이 시조를 짓게 된 이유가 되는 초장의 ‘가더니’가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단어가 암시하는 바에 해 ‘단순한 이별’과 
‘사별’, ‘외도’ 등의 가능성을 가정하는 것은 화자의 ‘아쉬움’의 강도를 조절하는 결과
를 가져올 것이며, 아쉬움을 ‘슬픔’으로 바꾸어야 하는 적절한 이유가 될 수도 있다. 
  특이한 것은 외도가 원인일 경우 떠난 님 뿐 아니라 화자에게 귀책이 있을 수도 
있음을 가정하고 있는 것인데, 화자의 외도로 인해 님이 떠났을 경우 화자는 님에 

해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이러한 시조를 지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다)에서 
시조를 바꾸고 있다. (다)에서는 ‘아쉬운’ 신에 ‘흔들린’을 입하고, ‘님의 탓’ 
신 ‘세상의 탓’으로 체하고 있는데, 내가 다른 남자에게 관심이 끌린 까닭을 세상 
탓으로 처리함으로써 수용 가능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발견하고 있다.
  ‘가더니’의 원인을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 이 시조의 종장은 한 여성 화자의 변
함없는 정절을 표상한 것일 수도, 인간의 힘으로 되돌릴 수 없는 슬픔을 표출한 것
일 수도, 유혹에 못 이긴 자신의 죄를 변명하는 시로도 수용될 수 있다. 이처럼 하
나의 장면을 다양한 맥락의 발견을 통해 연출하는 것은 학습자의 경험을 텍스트와 
유기적으로 연결해 보기도 하고, 경험을 분해하여 배열해 보기도 하고, 양쪽의 가정
을 모두 종합해 보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발견과 전환의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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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작품에서 가장 함축적이라고 생각되는 단어(문장)– 여기저기
    이 단어(문장)이 암시하는 것이 무엇일지 다양하게 써보자- 여기와 저기 두 곳이 아닌  
    더 많은 곳이 있을 수도 있다.
    이 시조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있다면 골라보고 이유를 써 보자- 여기저기
    부르는 상이 두 명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나) (가)를 바탕으로 이 시조에 대한 나의 감상을 자유롭게 써보자. 
- 이 시조는 화자가 처한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을 말하고 있다. 만약에 남성 화자가 두  
  여성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시 에는 아내를 여러 명 둘 수도 있었  
  기 때문에 꼭 그 중 한 명만 택해야 할 필요는 없다. 사이좋게 셋이서 얼마든지 지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 건너서는 손을 치고 집에서는 들라하니
    문닫고 들어갈까 손치는데 가볼까
    두 어깨 가득히 안고 집안으로 가보리라.                             (B-2-5-3)

  이 학습자의 경우 B시조에서 가장 함축적이라고 생각하는 단어가 ‘여기저기’이고,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 역시 ‘여기저기’를 선택하 다. ‘여기저기’가 가장 함축적
인 이유는 이 단어가 단순히 ‘여기와 저기’라는 두 가지 선택적 상황만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이 시조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여
기저기’인 이유는 화자를 부르는 상이 두 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들고 있
다.398) 이 단어가 함축적인 이유와 어울리지 않는 이유는 결국, 화자가 처한 선택의 
상황을 둘로 한정하고 싶지 않은 학습자의 맥락이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을 도입할 수 있는 이유는 (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간이 살아가
면서 겪게 되는 선택의 상황이 두 가지로만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
문이다. 이 화자가 처한 상황을 처와 첩의 선택에 한 양자택일에서 벗어나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민과 갈등으로 확장하면서 사회․문화적 맥락을 발견하고 있다. 
  이 학습자는 (다)에서 ‘두 어깨 가득히 안고 집안으로 가보리라’라는 장면을 연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종결을 갈등을 포기한 결론으로 보거나 작품의 현실을 고려하
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학습자는 텍스트 외부의 
요인들을 검토하고 시조의 창작 당시 남성 화자가 처한 가부장제와 일부다처제를 
고려함으로써 이러한 종장을 생성해 내는 것에 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398) 하나의 단어가 함축적 의미를 많이 지니고 있을수록 주변 의미 또한 많아지게 되므로 그 
단어는 특정 맥락에서만 등장할 수는 없어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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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문학교육에서 강조하 던 ‘해석’의 역에 하여 ‘수용’의 
역을 설정하고, 이의 교육적 가능성을 탐구하 다. 그동안의 고전문학교육에서 텍

스트 중심의 분석적 해석 교육을 수행해 온 것이 현 의 학습자에게 고전문학이 어
렵다고 인식하게 한 원인이라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독자 중심의 문학 읽기를 표방해 온 수용미학에 다시금 주목하

고, ‘수용을 중심으로 문학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한 방법론을 찾고자 하 다. 이
러한 방법론에 한 탐구는 문학교육 현장에서 독자인 학습자 중심의 문학교육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무엇보다 오랜 시간
에 걸쳐 형성되어 온 고전 원문에 한 ‘신성성’을 탈피하는 일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없지만 시간이 흘러도 ‘현재적’인 고전문학교육
을 설계하는 것이 교육의 과제라고 할 때 이러한 관점은 계속 견지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원문에 해 유연한 관점을 가지는 것은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개발에 있어
서도 적극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고전문학을 향유하던 당 에도 원문에 한 신성성에서 벗어나 
독자 중심의 수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를 시조의 가집에서 살펴보았으며, 가집에
서 보여주는 노랫말의 수용 양상이 현 의 문학교육과 학습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
가 있으리라 가정하 다. 가집의 노랫말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이전에 해석학과 수
용미학의 이론적 논의들에서 ‘수용’과 ‘생산적 수용’을 어떻게 개념 짓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오늘날 문학교육에서 요청되는 ‘생산적 수용’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
지 이론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 다.
  문학교육은 ‘해석 교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작금의 상황에서 이해 교육의 중
층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해석의 역과 함께 수용의 역이 상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위해 ‘생산적 수용’을 재개념화하 다. ‘생산’은 단순한 창작이나 수
용의 결과라기보다 수용의 힘을 강조하는 과정적 개념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실제로 문학교육의 현장에서 학습자들의 ‘생산적 수용’에 주목한 독일의 문학
교수․학습이론과 수업을 분석한 사례 등을 참고하 다.
  특히 분석적 해석 수업과 생산적 수용의 수업이 상생을 이루어야 한다고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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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와 텍스트의 생산적 만남이 가능하다고 보았던 발트만(G. Waldmann)의 논의
는 본고에서 가집의 노랫말을 분석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발트만은 학습자들
이 텍스트를 읽고 그들의 수용을 표면화한 글을 바탕으로 생산적 만남이 어떤 방식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랜 기간 연구했는데, 그의 연구에 따르면 학습자가 텍스
트를 만나는 양상은 크게 ‘텍스트의 구체화’, ‘텍스트 요소의 교체’, ‘텍스트의 확장’
의 양상으로 나눌 수 있다. 
  본고는 학습자의 텍스트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양상에 학습자가 생산해 내는 고유
의 의미가 드러난다고 보고 가집의 노랫말에서는 어떤 의미가 생산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 다. 
  이를 위해 Ⅲ장에서 가집의 노랫말을 종적으로 분석한 결과, 수용태가 모본을 만
나는 양상을 발트만의 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텍스트 내부의 세계에서 수용이 일어나는 경우, 생산적 수용의 양상은 텍
스트의 구체화로 나타나며 이때 수용태는 모본인 텍스트를 바탕으로 유사성을 발견
하여 재현하고, 텍스트 안에 나타난 화자나 인물의 관점을 보충하며, 공감적 정서를 
표면화하려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텍스트 창작 차원에서 수용이 일어나
는 경우, 생산적 수용의 양상은 텍스트 요소의 교체로 나타나며 이때 수용태는 모본
인 텍스트와 인접 관계에 있는 시간이나 공간을 변경하고, 서술의 관점을 새롭게 재
구성하며, 모본과는 차별된 정서를 생성하려는 태도를 보 다. 마지막으로 텍스트 
외부의 세계에서 수용이 확인되는 경우, 생산적 수용의 양상은 텍스트의 확장으로 
나타났다. 이때 수용태는 모본인 텍스트에서 발견한 인과 관계를 탈피하고, 텍스트
를 바라보는 외부의 관점을 도입하며, 립된 정서로 전환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었다.
  Ⅳ장에서는 생산적 수용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생산적 수용 교육의 방법을 논
의하고자 하 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학습자의 시조 수용의 실태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가집의 편자인 사 부나 중인 가객들은 가창의 실제를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
로 모본을 수용하 지만, 현  학습자들은 시조를 문자 텍스트로 접하게 된다. 이는 
학습자들의 시조 수용에 있어 텍스트 자체에 한 상상적 경험 외에도 시조의 창작 
맥락과 수용 맥락, 나아가 소통 맥락이 일정하게 가정되어야 할 필요를 보여준다. 
  3절에서는 이들에 한 1차 실험을 바탕으로 생산적 수용 교육을 위한 방법적 실
제를 안내하 다. 학습자는 자신의 수용 맥락에서 텍스트 내적 맥락과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며 작가의 창작 맥락을 선택함으로써 적합한 수용을 구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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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또한 텍스트 외부에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발견하여 새로운 수용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식과 경험 차원에서 맥락에 한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교육 방법을 구안하 다. 수용 소지를 탐색하고, 창작 자원을 
변환하고, 수용 계기를 도입하는 것은 지식으로서의 맥락 활용 방안에 해당하며, 공
감과 상상의 맥락, 선택과 안의 맥락, 발견과 전환의 맥락을 구성하는 것은 경험
으로서의 맥락을 형성하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한 편의 작품이 어떻게 해석되는가?’에 한 질문이 학습자보다 여전
히 텍스트에 기울어져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한 편의 작품이 어떻게 수용되는가?’
로 질문의 초점을 바꾸고 이들이 구별될 수 있는 지점을 찾고자 하는 탐구 의식에
서 시작되었다. 이들의 차이를 보다 명료하게 한다는 것은 개념상의 탐구를 넘어선, 
실제 사례의 발굴, 교육적 가능성의 검증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 ‘시공간적 거리를 
소거하고 고전문학을 편견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에 한 문제의식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노력하 다.
  애초에 의도한 생산적 수용 교육 연구는 시조 텍스트를 문학으로 접하고, 이에 
한 자신의 의미 생산을 문자로 표현하는 단일한 장면에 국한되지 않았다. 학습자들
이 문학 작품을 읽고 주체적인 의미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교실에 앉아서 연
필을 들고만 수행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문학을 변용한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말해
주듯, 고전문학의 생산적 수용 역시 학습자의 고전 읽기 지평을 다양한 방면으로 확

하는 과정으로 기획될 필요가 있다. 시조와 현 시, 화, 뮤지컬 사이를 자유롭
게 유 하면서 한 편의 글에 한 수용을 이루어 가는 것이 생산적 수용 교육의 궁
극적 목적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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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Education for Productive Reception 
of Sijo.

Lee, Na-hyang

  The present study intends to design educational contents and method 
for productive reception as a part of education for understanding of Sijo. 
Productive reception is an aspect of literary education that is recognized 
when teachers assume an open-minded attitude towards learners, 
maintaining a flexible perspective on original texts. Established discussions 
on interpretation education, which is focused on textual analysis while 
capturing reader-related issues concomitantly, have reverted back to 
text-oriented approaches, suggesting the need to build a new area of 
research focused on readers.  
  To that end, this study re-conceptualizes the reception, referring to 
reading literary works and producing one's own unique meanings, as 
'productive reception', and analyzes some lyrics in Gajib, in which the 
aspects of productive reception are well manifested. 
  To analyze the aspects of productive reception, this study adopts an 
analytical framework encompassing ‘concretization of the text’, ‘change 
elements of the text’ and ‘expansion of the text’ following G. Waldmann's 
who captures the settings where learners encounter literary works as 
'productive encounters' and designs learner-oriented literary education. 
Also, in the sense that productive reception is part of readers' 
psychological process, this study suppose that ‘association of relation’, 
‘establishment of viewpoints’ and ‘formation of attitudes’ are the elements 
of producing mean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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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yrics manifesting the aspect of concretization of texts represent 
similarity, supplement the roles of poetic narrator and express empathic 
emotion. The lyrics manifesting the aspect of change elements of texts 
replace the setting of time and space, restructure the narrational 
positions, and create distinctive emotion. Finally, the aspect of expansion 
of texts diverge causal relationship, introduce viewpoints of external and 
divert conflicting emotion from original texts. These aspects of producing 
meanings indicate to develop the content and the method of literary 
education which focused on the learners.
  Based on to the above result, this study discusses the educational 
practice of productive reception. The subordinate relation between texts 
and learners raised in the introduction of this paper as an issue related 
to education classical literary works, the educational goals need be set 
accordingly. Hence, this study sets first educational goals as enhancing 
learners' skills to produce subjective meanings based on the text-learner 
relations oriented toward each other, and enhancing learners' skills to 
release creative meanings based on the relations where learners use texts. 
  For the concretization of texts learners need to make use of their 
knowledge of semantic factors in texts, and be provided with educational 
methods for compose empathizing and imaginary contexts.
  Also, to change elements of texts it is necessary to convert of 
repertoires as well as the experience of composing selective and 
alternative contexts.
  Lastly, to expand of texts, not only the knowledge of receptive motives 
but also the experience of composing discovery and convert contexts.
  The present study goes beyond the conventional text-based literary 
education to capture the setting where learners encounter literary works 
for productive reception and to apply it as a educational approach. In 
this approach pertains to designing the learner-side appreciation than 
fully understanding original texts, which is significant in that it 
demonstrates a concrete educational practice within the learner-oriented 
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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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reinforced by the fact that learners are 
the focus of education regardless of the shifts in time, and that 
enhancing the value of classical literature as well as determining the fate 
of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is contingent upon learners' literary skills. 

* Key words: Education for understanding of Sijo, Productive 
Reception, Lyrics in Gajib, Concretization of the 
Text, Change elements of the Text, Expansion of 
the Text

* Student Number: 201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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