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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학습자가 심적 이미지와 영상 이미지를 통합하여 자신만의 이미

지를 구성하는 양상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학습자의 능동적인 이미지 구성 능

력을 신장하는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독자는 문학 작품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다른 독자들의 해석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하면서 문학적 소통에 임한다. 그런데 매체의 발달로 인해 문학

작품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변화는 작가와 독자의 문

학적 소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시 교육에서 영상시를 학습자에게 제공하

면 학습자는 시 텍스트뿐만 아니라 영상시까지 함께 감상하면서 시 텍스트와

영상시에 의한 이미지를 비교 및 대조하게 된다. 이때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영

상시는 이미지 각색 방식에 따라 ‘묘사된 이미지를 재현하는 영상시’, ‘이미지

의 선택에 의해 재해석된 영상시’, ‘해석된 의미를 추상화한 영상시’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작가가 이미지를 만들고 드러내어 하나의 문학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독자 역시 문학 작품을 읽고 자신만의 이미지를 구성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과

정을 이미지화라고 한다. 특히 문학 작품에 대한 독자의 이미지화는 작용하는

상상력에 따라 ‘이미지의 재인’, ‘이미지의 변형’, ‘새로운 이미지의 창작’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시 텍스트를 감상한 후의 심적 이미지와

영상시의 이미지에 주목하여 학습자가 시 텍스트와 영상시를 읽고 수행하게

되는 이미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학습자에게 시 텍스트를 제공하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감상문으로 작성하게 한 다음에 영상시를 제공하였다. 영상시를 감상하고 난

후 시 텍스트에 대한 최종 이미지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학습자의 이미지화 방

식은 영상시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재인하거나 변형하는 경우가 있었다. 영상시

의 이미지를 재인하는 경우는 심적 이미지를 재확인하거나 단순한 이미지를

나열했다. 영상시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변형하는 경우는 심적 이미지를 구체화

하거나 전환하는 경우와 영상 이미지에서 특정 이미지를 포착하거나 영상 이

미지를 보완하는 경우로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자신만의 해석이나 이야기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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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기를 통해 시 텍스트나 영상시와는 다른 새로운 이미지를 창작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상의 이미지화 양상 검토를 토대로 학습자의 능동적인 이미지 구성을 위

한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을 구안하였다. 위의 양상 검토에서 학습자가 정교

한 심적 이미지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심적 이미지와 영상 이미지를 통합하지

못하고 무관한 이미지를 구성하는 경우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해서 학습자는 자신의 심적 이미지를 정교화하고 여러 이미지들 간의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이미지를 구성하면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점검하

고 수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시적 상황 다시쓰기’, ‘심적 이미지와 영

상 이미지의 간극 조정하기’, ‘영상시에서 이미지 구성의 근거 마련하기’를 제

시하였다.

그간 시 교육에서 영상시는 학습자의 동기 유발 차원에서 활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학 작품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는 오늘날, 다양한

문학 작품을 보다 능동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학습자의 모습이 요청된다. 심적

이미지와 영상 이미지의 간극을 조정하면서 자신만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학습

자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시 텍스트를 보다 주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다양한 문학적 소통을 다루면서, 능동적 주체의 형성에 기여하는 이

미지 교육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주요어 : 영상시, 이미지화, 심적 이미지, 영상 이미지, 이미지의 재인, 이미

지의 변형, 이미지의 창작.

* 학 번 : 2014-20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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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영상시의 특성을 활용하여 현대시 이미지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구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상시는 동영상, 문자, 그림, 소리, 음악 등이

통합된 시 장르로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서정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문학의 생산과 유통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시도 이 흐름에

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자로만 존재하던 시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시를

향유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영상시가 존재하게 된다.

문자로 된 시와 영상의 결합은 19세기 중반에 서구의 아방가르드 실험 예술

의 전통을 따르면서 시작되어, 1980년대 멀티미디어의 출현으로 더 활발히 이

루어지게 된다.1) 우리나라에서는 장경기의 『몽상의 피』(1998)에서 영상 이미

지와 언어의 결합이 시도된 이후 새로운 시 창작 방법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

었다.2)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전문 시인들의 새로운 창작 방법이자

작품으로서의 영상시뿐만 아니라 기존의 시 텍스트를 영상으로 변용하여 나타

내는, 새로운 시 향유 방식으로 영상시가 존재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교육 현

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후자의 것으로 연구 대상을 한정하고자 한

다.3)

영상시는 동영상, 음악 등을 사용하여 기존의 시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으면

서도 원작과는 다른 새로운 텍스트로 나타난다.4) 이처럼 문학 텍스트를 다른 매

1) 서경숙, 「새로운 미디어의 융합을 통한 시교육」, 『영어영문학연구』 40, 대한영
어영문학회, 2014, pp.85-88.

2) 최민성, 『멀티미디어 상상력과 문화 콘텐츠』, 논형, 2006, p.206.
3) 영상시는 멀티미디어(multimedia) 시, 동영상 시, 멀티 포엠(multi poem) 등 다양

한 용어로 불리고 있다. 본 연구는 영상과 시의 결합이라는 뜻에서 ‘영상시’로 용어
를 통일하고자 한다.  

4) 슈넬(R. Schnell)은 문학에서 영화로 혹은 영화에서 문학으로 매체 변환이 이루어질 
때, 원작의 소재, 갈등 상황 또는 플롯의 전이와 같은 ‘전용(transposition)’이 아니라 어
떤 미디어가 또 다른 미디어의 형식언어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킨 ‘변형(transforming)’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때 문학이 영화를 통해서 의미가 확장되거나 보완된다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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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변용하는 것은 문학 텍스트의 존재 방식을 바꾸어 놓고, 아울러 작가와

독자의 문학적 소통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 작가와 독자의 역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경계가 허물어지기도 하며, 작가의 작품은 독자에 의해 변용되면서

또 다른 작품으로 구성된다. 작품은 이렇게 다른 매체를 통해 변용되면서 창작

주체의 해석과 재구성에 따라 원작과는 다른 의미나 표현을 포함하게 된다. 변

용된 작품을 읽는 또 다른 독자에 의해서도 의미 확장이 일어나게 된다. 문학

텍스트의 변용과 소통 구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논의5)는 이러한 변화를

문학교육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학교육에서 원작과 변용된 텍스트를 통해 이루어지는 작가와 독자의 소통

을 새로운 문학 소통 방식으로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서사 문

학을 원작으로 만들어지는 영화나 드라마는 이러한 소통 구조의 변화를 단적

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서정 문학의 경우 그것이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

차원으로 등장할 수는 있으나 장르의 특성상 긴 호흡의 대중적인 영상물로 제

작되는 경우가 드물다. 문학교육에서도 서정 문학의 변용은 깊이 있게 다루어

지지 않는 편이다.6)

본 연구에서는 영상시를 시 교육에서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교육적 대상

으로 보고자 한다. 독자의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장르의 특성상 영상시는

단순히 원작을 그대로 재현한 것에 머물지 않는다. 영상시는 시 텍스트를 원작

으로 한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지만, 동시에 영상시를 창작한 사람의 새로운

해석이 포함된다. 시 텍스트를 읽고 독자가 해석하고 상상하면서 채워야 하는

빈자리가 영상시에서는 구체화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영상시는 매체와 형식

화의 영상들은 문학의 언어나 문자와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Ralf Schnell, 강호진 외 
역, 『미디어 미학：시청각 지각형식들의 역사와 이론에 대하여』, 이론과 실천, 
2005, p.252-262 참조.) 

5)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2007, p.217.
6) 문자를 통해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서정시 고유의 본질적 특성상 문자 이외의 다른 

기호에 의해 시가 존재하고자 하는 순간, 시의 존재 가치가 사라져버릴 것으로 염
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영상시가 본격적으로 영상 이미지에 의존하여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은 문학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미술이나 영상 예술에 속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현선, 「인터넷 언어 문화 교육 내용으로서 디지털 서
사의 개념 · 특성 · 유형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30, 국어교육학회, 
2007, p.434 참조.) 즉 영상시가 문학교육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어려운 까닭
은 영상시 자체를 서정 문학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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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달리하여 표현된 시 텍스트이면서 시 텍스트를 둘러싼 소통의 매개물이자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패러디에서 독자는 원작과 패러디물, 작가와 패러디

스트의 의도를 모두 고려하고 통합하여 자신만의 의미를 형성한다. 마찬가지로

영상시를 본 독자는 시 텍스트와 영상시, 작가와 영상시 창작자의 의도 그리고

본인이 해석한 것을 끊임없이 비교 및 대조하면서 의미를 형성해 나간다.

특히 영상시의 경우 그 재구성이 영상 이미지를 통해 드러난다는 점에서 독

자가 마음속으로 구성했던 시의 이미지를 타인이 구성한 이미지와 비교 및 대

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가 독서를 할 때 무의식적으로 활자를 영상화

하면서 읽고 있다.”7)라는 것이나 “이야기를 읽는 사람은 지각하는 장면 등에 대해

내적으로 그림 그리기를 하게 된다.”8)라는 언급은 텍스트를 읽고 독자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들이 일종의 영상이나 그림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물론 정신적인 활

동을 영상시의 물질성으로 바로 치환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독자가 시 텍스

트를 읽고 내적으로 이미지를 구성하는 것과 영상시 창작자가 내적 이미지를 영상

으로 표현하는 것 모두 일종의 이미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미지들 사이의

간극을 인식하고 조정하면서 독자는 자신만의 이미지를 구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제공되는 이미지를 보다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또 다른 이미지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영상시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미지를 주요 기제로 하는 소통

구조를 시 교육에 반영하고자 한다. 문학 텍스트를 둘러싼 소통 구조에서 이상

적인 문학 독자는 능동적 주체로서 자신만의 의미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학습자는 영상시를 활용한 현대시 이미지 교육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문학 텍스트를 접할 수 있고, 문학 텍스트를 통해 구성되는 이미지에 대해서

성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학습자가 시 텍스트에 의한 심적 이미지와 영상시의 이미지를

통합하고 자신만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문학적

소통 및 이미지 관련 이론을 통해 영상시를 활용한 현대시 이미지 교육의 가

능성을 확인할 것이다. 여기에는 원본을 어떻게 재구성했느냐에 따라 영상시를

7) Sugaya Akiko, 안해룡 · 안미라 역, 『미디어 리터러시 : 미국, 영국, 캐나다의 새
로운 미디어 교육 현장 보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p.83.

8) Ralf Schnell, 앞의 책, p.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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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화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어서 학습자가 시 텍스트와 영상시를 함께 읽으

며 자신만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양상을 살펴본 뒤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현

대시 이미지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도출할 것이다.

2. 연구사 검토

이 절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이미지 교육 연구와 영상시에 관한 연구로 구분

하여 살펴볼 것이다. 그중에서 이미지 교육에 대한 연구는 특히 학습자의 이미

지 구성 과정을 다루는 연구들을 선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유영희(1999)9)는 창작 주체의 이미지 구성 과정인 이미지 형상화를 활

용한 시 창작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창작 과정이기는 하지만 학습자의 입장에

서 이미지를 생산 및 조직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주

는 시사점이 컸다. 또한 김미혜(2008)10)는 시각적 요소에 한정해서 재현의 속

성을 강조하는 이미지 규정을 비판하고, 비가시적 이미지를 포함하여 다양한

층위의 이미지를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이미지를 다루었다는 점과 학습자가 구성해내는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외에도 ‘이미지 내러티브’라는 교육

방법을 통해 학습자가 떠올린 이미지를 의미화 방식을 다룬 조은혜(2014)11)의

연구도 참고하였다.

한편 시 교육에서 영상시가 등장하게 된 것은 문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

를 문학교육에 도입하면서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12) 문학을 다른 매체와 연결

9) 유영희, 「이미지 형상화를 통한 시 창작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1999.

10) 김미혜, 「시 교육에 있어서 이미지 이해의 문제에 대한 고찰-박목월 초기 시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25, 한국문학교육학회, 2008.

11) 조은혜,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한 시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14.

12) 매체 교육에 대한 관점은 보호주의적 관점, 구조주의적 관점, 문화연구적 관점 등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보호주의적 관점이나 구조주의적 관점은 학습자가 
저급한 매체에 대해 대항해야 한다거나 그 안에 숨겨진 이데올로기를 파악해야 한
다고 본다는 점에서 이미 수동적인 학습자를 전제하고 있다. 이에 비해 문화연구적 
관점은 매체와 타협하는 능동적인 수용자를 상정하고 수용자가 하부 문화적 구성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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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 생각해보는 시도들이 이루어지는데, 시 교육에서는 영상시에 대한 논의가 그

러한 시도에 속한다.

영상시와 시 교육에 관한 여러 논의 중 한 흐름은 시 텍스트의 변화를 영상시와

관련시켜 살펴보는 것이다. 최미숙(2007)13)은 디지털 시대 시 향유 방식의 변화 중

하나로 영상시를 소개하고 있으며, 영상시를 생산하고 수용하는 방식이 유용한 시

교육 내용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와 이어진 연구에서 최미숙(200

7)14)은 영상시가 슈넬의 ‘변형’에 해당하는 텍스트이므로 시 텍스트의 기준에서 판

단하지 말고 영상시 자체의 문법으로 읽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영상시를 시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존의 영상시를 분석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정우(2011)15)는 영상시의 특성을 그림(애니메이션), 낭

송 등으로 살펴보고, 시를 복합양식 텍스트로 재매개하여 소통하는 것은 시의 대중

화 차원에서 일정한 의의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위의 논의들은 주로 전문 집단에 의해 만들어진 영상시를 소개 및 분석하고 있

는데, 학습자들이 창작한 영상시를 다루는 논의도 존재한다. 이러한 논의는 황은비

(2005)16), 한귀은(2006)17), 박소영(2014)18) 등의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

를 가진다고 본다. 특히 버킹엄(D. Buckingham)은 학습자 나름의 비판적 시각과 
태도를 견지하게 하고, 제작을 통한 적극적이고 성찰적 수용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접근은 매체 교육에 수용자의 개인적인 매체 경험을 반영하며, 매체 텍스트의 생산
까지 교육의 범위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처럼 매체 교육은 교사 중
심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매체 텍스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수용자
가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한편 국어교육에서도 학습자가 
매체를 통해 만들어진 의미를 어떻게 수용하고 재생산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
게 되었다. (김대행 외, 『방송의 언어문화와 미디어교육』,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pp.289-251; 김양은, 「리터러시 관점에서의 미디어교육에 관한 연구 : 언
어로서의 미디어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27, 한국언어문화학
회, 2005, pp.439-441; 안정임 · 전경란, 『미디어 교육의 이해』, 한나래, 1999, 
pp.35-61; 정현선, 「‘언어 · 문화 · 소통 기술’의 관점에서 본 미디어 리터러시의 
고찰」, 『한국학연구』 25,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6, pp.84-92;  David 
Buckingham, 기선정 · 김아미 역, 『미디어 교육 : 학습, 리터러시, 그리고 현대문
화』, JNBook, 2004, pp.22-35.)

13) 최미숙, 「디지털 시대, 시 향유 방식과 시 교육의 방향」, 『국어교육연구』 19,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7.

14) 최미숙, 「미디어 시대의 시 텍스트 변화 양상과 시 교육」, 『문학교육학』 24, 
한국문학교육학회, 2007.

15) 김정우, 「시의 복합양식 텍스트화, 그 양상과 특성」, 『국어교육』 136, 한국어
교육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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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의 학습활동은 그룹별 학습으로 이루어지며, 학습자가 휴대폰 등을 사용하

여 영상을 촬영하고 직접 편집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시가

생산, 유통되는 방식을 학습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학습자의 시

수용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영상시 교육은 ‘미디어를 통한 시’에서 더 나

아가 ‘미디어로서의 시’에 대한 교육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9)

이상에서 보듯, 기존의 연구에서는 영상시를 활용한 시 교육의 가능성을 밝히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영상시가 시를 즐기는 새로운 방식

으로 등장하였으며, 이를 시 교육 현장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영상시 관련 기존의 연구에서 시 텍스트와 영상시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다

루는 연구를 살펴볼 수 없었다. 더 나아가 시 텍스트와 영상시를 함께 감상한 학습

자의 반응에 주목한 연구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영상시는 새로운 문학적 소통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료이다. 영상시를 통해 학습자는 시 텍스트나

작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독자와 그의 해석을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학습자의 흥

미 유발이나 수업의 마무리를 위해 영상시를 소극적으로 활용하는 교육에서 벗어

날 필요가 있다. 시 수업에서 영상시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시 텍스트와

영상시의 관계, 그리고 그것을 감상하는 학습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 검토를 통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영상시 창작이 활발히 이루어

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시 텍스트와 영상시의 충분

한 분석과 감상 없이는 영상시를 만들어보는 체험 차원에서 멈추게 될 가능성이

있다.20) 우선 시에 대한 충분한 감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한 문학적 경험을 바

16) 황은비, 「영상시 제작을 통한 ‘미디어로서의 시’ 교육」, 『국어교육연구』 37, 
국어교육학회, 2005.

17) 한귀은, 「시와 영상의 통합적 표현 교육」, 『국어국문학』 143, 국어국문학회, 
2006.

18) 박소영, 「심미적 체험으로서 ‘시낭송 UCC’ 제작의 교육적 활용 방안」, 『배달
말』 54, 배달말학회, 2014.

19) 매체와 시 교육의 관계는 ‘미디어를 통한 시’와 ‘미디어로서의 시’로 구분할 수 있
다. 미디어를 통한 시는 언어 이외의 사진,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 인터넷 등 다른 
매체를 활용해 시 교육의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다. 미디어로서의 시는 시가 시집, 
문학 계간지, 웹 사이트 등을 통해 사회 문화적으로 생산, 유통되어 독자에 수용되
는 방식에 대해 보다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교육방법이다. (정현선, 『다매체 시대의 
국어교육과 문화교육』, 역락, 2004, p.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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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영상시 창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원작과 2차 텍스트의 관계 및 특성에

대해서 학습자가 인지하고 있을 때 그것이 의미 있는 영상시 창작 경험으로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학습자가 시 텍스트와 영상시를 감상한 후 통합적으로 구성하게

되는 이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제시되는 영상시의 유형에 따라 이미지

를 구성한 결과물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대상 텍스트는 사이버 문학광장 문장(http://munjang.or.kr/)의 영상시이다.

사이버 문학광장에서는 문학의 대중화를 위해 국내 유명 작가들이 선정한 작

품에 동영상과 음악, 낭송을 곁들여 희망하는 독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주는 문

학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 배달 서비스는 2006년에 시작되어 2015년까지 계속

되고 있다. 유명 시인들이 직접 선정한 작품을 다양한 영상으로 구현하고 있는

데, 지금까지 총 10명의 시인21)이 1년씩 시 배달 집배원으로 활동 중이다. 교

과서에서 접할 수 있는 작품에서부터 동시대의 다양한 작품까지 폭넓게 다루

어지고 있으며 종종 한국 현대시 외에 다른 나라의 시 작품이 소개되기도 한

20) 지현배(2005)는 영상시를 활용한 시 교육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시가 
제공하는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들이 영상시라는 특정한 규격에 의해 제거 혹은 변
형되어 학습자에게 제공되고, 그 이미지가 마치 검정된 지식으로 포장되어 학습자
에게 수용되고 영상시의 이미지가 시의 내용인 것처럼 고착된다. 또한 영상시 제작 
경험을 곧 학습자들의 시 감상 능력 혹은 시 창작 능력 향상과 동일 선상에 놓을 
수 없으며, 영상시 제작 과정은 시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멀티미디어 관련 기능
을 숙달하고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을 키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시를 감상하는 
것은 지식이나 기술을 익히는 것과 구별되어야 하고, 시각적 영상은 학습자들의 자
유로운 상상력을 저해하는 정보 ‘주입’적 성향을 가진다. (지현배,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시 교육의 가능성과 한계」, 『국어교육연구』 38, 국어교육학회, 2005.)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습자가 시 텍스트를 감상한 후 구성한 
이미지를 영상시와 견주어 이미지들 간의 간극을 조정하면서 최종적으로 자신만의 
이미지를 구성한다고 본다. 영상 이미지는 학습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자신의 이미지 구성을 위해 적절히 수정하고 변형하여 수용하는 
것이다.

21) 2006년 도종환을 시작으로 안도현, 나희덕, 문태준, 김기택, 김선우, 황인숙, 장석
남, 장석주, 문정희 시인이 참여했다. (2015년 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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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기간 2015년 4월

조사 대상 인천 B고등학교 1학년 3개 학급

대상 텍스트 시 텍스트-김소월 「가는 길」, 영상시-김소월 「가는 길」22)

감상문 수 66부

활동 내용
활동 1. 시를 읽고 떠오른 장면, 느낌, 생각 등 자유롭게 기술

활동 2. 영상시를 보고 떠오른 장면, 느낌, 생각 등 자유롭게 기술

다. 동영상과 시 텍스트, 시인 소개 등이 제시되며 시를 추천한 이유나 시에

대한 감상을 함께 제공한다.

영상시가 전문적인 작가에서부터 일반 독자까지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료이기는 하지만, 학습자에게 제공될 영상시는 그중에서

도 교육적 가치가 있는 작품이어야 할 것이다. 이 사이트에서 영상시로 제작되

는 작품들은 시를 자주 접하고 실제로 창작하는 시인들이 일반 독자들에게 추

천하고픈 작품들을 선별한 것이다. 또한 매년 50편이 넘는 시 텍스트가 영상시

로 제작되어 근 10년 동안 상당수의 시 텍스트가 영상시로 변환되었다. 그 과

정에서 애니메이션이나 사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 텍스트가 영상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영상시들을 대상으로 삼게 되면, 다양한 영상시 이미

지가 학습자의 이미지 구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2학년 학습자가 시 텍스트와 영상시를 감상한 후 작성

한 감상문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한다. 학습자를 고등학생으로 설정한 이유는

문학적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정도와 시를 읽고 감상한 내용을 감상문으로 원

활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시 텍스트와 영상시

를 견주어 보고 자신이 구성한 이미지를 보완하거나 수정하면서 자신만의 이

미지를 구성할 능력이 중학생보다는 높다고 판단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예비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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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해당 영상시

재현 영상시 정희성의 「민지의 꽃」, 김병호의 「세상 끝의 봄」

재해석 영상시 이장욱의 「소규모 인생 계획」, 고은의 「어느 노동자」

추상 영상시 홍신선의 「참회록」, 이성복의 「샘가에서」

예비 조사를 통해 학습자가 영상시를 감상한 후 시에 대한 이미지를 보다

구체화하는 경우와 시에 대한 이미지를 영상시의 이미지로 대체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제공된 영상시가 시 텍스트의 구조나 표현 등을 거의

그대로 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제공된 영상시는 독자가 상상

하여 구성해야 할 시적 화자와 시적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표현해냈다. 이

상의 예비 조사로 학습자가 영상시의 이미지를 통해 자신이 구성한 이미지를

변화시킨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구성한 이미지를 구체화하거나 영

상시의 이미지로 대체하는 것은 제공되는 영상시의 특성과 관련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영상시를 활용한 현대시 이미지 교육에서 학습자의 심적 이

미지와 영상시의 이미지를 통합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이미지를 구성

하는 것이 중요한 교육 내용이 될 것이다.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영상시를 이미지 각색 방식에 따라 분류하고, 각 유형

에 해당하는 영상시를 선별하였다. 학습자의 이미지화는 어떤 유형의 영상시가

제시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각색 이론을

참고하여 영상시를 재현 영상시, 재해석 영상시, 추상 영상시로 분류하였으며

각 유형에 해당하는 텍스트는 다음과 같이 선별하였다. 영상시 선별에 참고한

각색 이론과 해당 영상시의 특징은 Ⅱ장과 Ⅲ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22) 사이버 문학광장 문장, 김소월 「가는 길」, http://munjang.or.kr/archives/141310, 
2015년 4월 29일 검색. 「가는 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학습자에게는 현대어 
표기본으로 제공하였다. 

    그립다 /말을 할 /하니 그리워 //그냥 갈 /그래도 /다시 더한番…… //저山에도 
가마귀, 들에 가마귀, /西山에는 해진다고 /지저귑니다. //압江물, 뒷江물, /흐르는 물
은 /어서 라오라고 라가자고 /흘너도 년다라 흐릅듸다려. // (김소월, 권영민 편
저, 『김소월시전집』, 문학사상사, 2007, p.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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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집단
조사 기간 조사 대상 대상 텍스트

감상문

수
비고

1차

조사
A 2015년 7월

인천 C고등

학교 2학년

민지의 꽃 105편

정규수업소규모 인생 계획 105편

참회록 107편

2차

조사
B 2015년 9월

서울 E고등

학교 2학년

세상 끝의 봄 12편

보충수업어느 노동자 14편

샘가에서 11편

이상의 내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사가 실시되었다.

1차 조사에서의 감상문 작성은 시 텍스트를 감상한 후 떠올린 이미지를 적

어보는 활동 1과 시 텍스트와 영상시를 모두 감상한 후 학습자만의 이미지를

구성해보는 활동 2로 이루어진다. 활동 1에서는 글로 감상문을 작성했지만 활

동 2에서는 그림이나 글 중 원하는 수단으로 자유롭게 이미지를 표현하게 했

다. 표현 수단에 제한 없이 학습자가 구성한 이미지를 보다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때 학습자가 어떤 표현 수단이나 매체를 선택했

는가보다는 이미지 표현에 반영된 시에 대한 감상이나 해석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로 한 차시에 하나의 대상 텍스트에 대한 활동 1과 활동

2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1차 조사는 모두 3차시에 걸쳐 이루어졌다.

2차 조사는 Ⅳ장의 교육적 설계를 적용하여 그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

이다. 2차 조사에서는 시 텍스트를 읽고 떠올린 이미지를 중심으로 감상문을

작성하고, 영상시 감상 및 교육적 조치 후 다시 시 텍스트에 대한 이미지를 구

성하게 한다. 1차 조사에서 살펴본 학습자의 양상을 토대로 교육 내용과 방법

을 도출하고, 이를 2차 조사에 적용한 뒤 학습자의 이미지 구성이 어떻게 발전

되었는지 살피고 교육적 처치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다만 2차 조사도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총 3차시에 걸쳐 이루어졌지만 교육적 효과를 보다 세밀하

게 살펴보기 위해서 소수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학습자의 감상문 분석 방법은 추행법을 사용하였다. 추행법은 텍스트의 문장

혹은 문장 다발들을 살펴보면서, 그것들이 기술하고 있는 현상이나 경험에 대

해 알려주는 바를 파악하는 방법이다.23) 학습자 자료의 기호화 형식은 기본적

23) Max van Manen, 신경림 · 안규남 역, 『체험연구 : 해석학적 현상학의 인간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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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집단-작품명-텍스트 일련 번호】로 구성된다. 다만 1차 조사에는 감상

문의 활동 번호도 포함되어 있다. 텍스트 일련 번호 다음의 숫자 1, 2는 각각

감상문의 활동 번호 1, 2를 뜻한다. 예를 들어 【A-민지의 꽃-1-1】이라면 A

집단의 「민지의 꽃」에 대한 1번 감상문의 1번 활동에 기술된 내용이다.

참고로 모든 조사에서 시 텍스트에 대한 감상이 이루어진 후 영상시 감상이

이루어진다. 텍스트를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영상시를 제시하는 까닭은 독

자가 원작을 변형한 패러디 작품을 성공적으로 감상할 때 그 안에 반영된 원

작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원작의 의미와 패러디 작품 사이의

비평적 거리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또한 영상시를 먼저 제시

할 경우 학습자의 상상력 자체를 한정시켜 작품의 이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24) 시 텍스트 감상 전에 영상시가 먼저 제시된다

면, 영상시의 형태적 이미지가 학습자에게 고정된 이미지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전개 방향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 시를 둘러싼 소통의 과정과

이미지화에 대해서 다루면서 영상시를 활용한 현대시 이미지 교육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Ⅲ장에서는 1차 조사를 통해 얻은 학습자의

감상문을 이미지화 유형에 따른 양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것이다. Ⅳ장에서는

Ⅱ장과 Ⅲ장을 고려하여 영상시를 활용한 현대시 이미지 교육 내용과 방법을

마련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시 텍스트와 영상시를 함께 감상하면서 보

다 능동적으로 이미지를 구성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론』, 동녘, 1994, pp.128-132.
24) 구인환 외, 앞의 책, p.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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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영상시를 활용한 현대시 이미지 교육의 이론

1. 문학적 소통과 영상시 이미지

(1) 문학적 소통으로서의 시 읽기 과정

시를 읽는 과정은 작가와 독자와 텍스트, 그리고 사회 · 문화적 맥락 등 여

러 요소가 상호작용하면서 일어나는 복합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설명은 시를

읽는다는 것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만 독자가 시를 읽

을 때 텍스트와 독자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못

한다. 본 연구는 시 읽기 과정에서 독자에게 일어나는 내적 과정을 이저(W.

Iser)의 이론을 통해서 살펴보고, 문학적 소통으로서 영상시를 감상하는 과정

을 패러디의 창작과 수용 과정을 적용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저는 작품의 의미를 작가의 의도와 동일시하거나, 작품 속에 있는 절대적

인 의미를 독자가 찾아내야 한다는 기존의 작품 해석에 대해 비판한다. 텍스트

는 독자를 통해서 비로소 구체화되어 ‘작품’1)이 되며, 독자는 텍스트 안의 고

정된 의미를 발견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공동작자로 그 지위가 상승한

다. 그렇다고 해서 텍스트가 온전히 독자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문학적 작품은 예술가에 의해서 창조된 텍스트라는 예술적인 극과 독자에 의

해서 이루어지는 구체화라는 심미적 극 사이에 위치한다. 그러나 문학적 작품

을 양 끝 극단의 어느 특정한 위치로 고정할 수 없는데, 텍스트와 독자가 만나

합일점에 도달하는 곳이 문학 작품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문학 텍스트는 작가의 허구화 행위를 통해 창작된다. 허구화 행위란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또는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

1) 이저는 텍스트와 작품을 구분하고 있다. 텍스트가 그 자체로 도식화된 견해들을 갖
추고 있는 것이라면, 작품은 텍스트를 받아들이는 독자의 의식 즉 수용자의 재구성 
작업을 통해 작품으로 존재하게 된다. (W. Iser(1972), 차봉희 편저, 「독서과정 : 
현상학적 시각에서의 접근」, 『독자 반응 비평』, 고려원, 1993, pp.16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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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꾸며 내는 행위’를 말한다.2) 작가는 실제 세계와 허

구적 세계를 오가면서 ‘마치 ~처럼’ 꾸미는 허구화 과정을 통해 허구적 텍스트

를 창작한다. 허구적 텍스트는 우리에게 친숙한 세계를 전혀 낯선 형식으로 재

구성한 것으로, 텍스트의 사실성이란 텍스트에 의해 재구성된 것이며 사실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3) 텍스트 세계를 마치 하나의 세계인 것처럼 상

상하는 것은 수용자가 나름대로 입장을 활성화시켜 적극적 입장을 취하게 만

드는 조건이 된다.4)

작가의 허구화 행위를 통해 창작된 텍스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5) 텍스트

를 구성하는 개개의 문장들의 상관관계에는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한 암시가

표시되고, 이러한 암시는 하나의 직관으로 나타난다. 모든 개개 문장 상관관계

는 충분히 충족될 직관과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상으로 구성되고, 독서를 하면

서 제약과 선택 그리고 변화라는 과정을 통해 여러 상(想)들이 서로 얽혀 짜

인다. 문장의 상관관계를 통해 텍스트의 빈자리에 생겨나는 무궁무진한 가능성

들이 활성화되고 독자 개개인은 텍스트의 개성적인 구체화를 실현하면서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의미 형상들을 낳게 된다. 한 문장을 읽고 특정한 상상을 하게

되지만 다음 문장을 읽으면 그것을 다시 변형하거나 수정하면서 새로운 상상

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상상력 행위의 변형은 독서 과정

내에서 빈자리를 계속 축소시켜 나가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6)

문학 텍스트를 읽는 독자는 ‘구체화’를 통해 텍스트를 재구성하게 된다. 작가

의 허구화 행위의 결과인 텍스트는 독자의 상상을 통해서 실제 사실처럼 체험

되는 가운데 작품으로 재구성된다. 작가가 사실과 허구 양쪽을 넘나들면서 허

구적 텍스트를 창작해내듯이 독자도 허구적인 것과 상상적인 것을 같이 얽히

게 만든다. 여기서 이중의 한계 넘어서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사실과 허구 양쪽

을 넘나드는 허구적 텍스트의 기능이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고, 수용자가 작가

의 자리에 들어서면서 상상력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상상력은 허구적

2) 차봉희, 「독자반응비평이란?」, 위의 책, p.83.
3) W. Iser(1972), 앞의 글, p.162.
4) W. Iser(1983), 차봉희 편저, 「허구화의 행위? 허구적 텍스트에서 허구적인 것

은?」, 위의 책, p.279.
5) W. Iser(1972), 앞의 글, pp.166-171 참조.
6) 차봉희 편저, 『수용미학』, 문학과 지성사, 1985, p.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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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수용자가 다시 재구성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7) 상

상력은 고정되지 않고 자유분방한 성격을 가졌으므로 구체적인 대상의 언어화

에서 대상과 언어 사이에 빈틈없이 스며들어 형상화를 이룬다. 이러한 상상력

의 작용으로 문학적 텍스트는 독자의 의식 속에 텍스트 형상으로 떠오르게 된

다. 이 과정을 작품을 ‘수용’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용은 상상

적인 것이 텍스트 내에서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가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8)

텍스트 형상이 작품으로 구체화되면서 수용자는 의미화 행위를 하게 된다.

이저는 이 단계를 ‘해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해석은 산란하고 불명료하며 미

결정적인 성격을 가진 상상적인 것의 형태를 의미론적인 차원으로 옮겨 놓는

번역 작업을 뜻한다.9) 수용이 해석되어 의미화되는 순간 또 다른 해석을 필요

로 하게 된다. 독자는 다른 사람들이 텍스트를 구체화한 ‘작품’을 보면서 원 텍

스트와 다른 사람이 해석한 텍스트, 그리고 자신의 해석 텍스트 사이의 간격을

좁히면서 또 다른 의미를 구성하는 해석 작업을 하게 된다. 이러한 단계는 시

공간의 한계를 넘어 끊임없이 개방된 문학적 소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이저의 이론에 주목한 지점은 독자가 텍스트를 수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상상력의 힘이다. 독자는 상상력을 통해 작가의 언어적 형상화와

대상 사이를 오가며 머릿속에 자신만의 어떤 형상을 떠올리게 된다. 상상력은

독자의 수용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독자가 시를

읽는 과정을 지배하는 주요 요인이다. 이때 상상력은 이미지를 지배한다. 이미

지는 텍스트가 구성하였으나 채우지 않은 부분을 메우게 되는데, 이저는 텍스

트와 독자 사이의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의미는 단지 이미지로만 파

악될 수 있다고 본다.10)

또한 독자는 다른 독자들의 ‘작품’에 대해서 다른 해석 작업을 하면서 문학

적 소통을 하게 된다. 개방된 소통에서 상상력은 자신의 작품과 미지의 어떤

것 혹은 자신과 다른 것에 대해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작품

과 조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상상력의 작용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

7) 차봉희(1993), 앞의 글, p.89.
8) 위의 글, p.103.
9) 위의 글, p.101.
10) W. Iser, The Act of Reading,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8,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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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미지의 생성과 변용이다. 창작 주체의 상상력에 의해 발생하게 된 이미지

는 수용 주체의 상상력을 통해 변용되고, 이로써 의미는 확정되지 않고 끊임없

이 새로운 의미의 고리를 형성하게 된다.11) 이저는 텍스트 이해의 마지막 지

평은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상상적인 것이라고 보는데, 끊임없는 문학적 소

통 과정으로 인해 문학 텍스트의 구체화가 고정되지 않고 다양한 모습으로 개

방되기 때문이다.12) 특히 장르 전환이 활발한 지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원본

텍스트와 그것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2차 텍스트 그리고 그것들을 수용하여 자

신의 해석을 끊임없이 재구성하는 오늘날 독자의 활동을 문학적 소통으로 정

의할 수 있게 한다.13)

한편 영상시를 둘러싼 문학적 소통은 문학 텍스트뿐만 아니라 그것을 원본

으로 하여 변용된 텍스트에 이르기까지 그 소통의 범위가 확장된다. 즉 텍스트

는 그 자체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독자의 재생산 활동을 통해 확장될 수 있다. 영

상시는 시 텍스트를 변용하여 생산한 2차 텍스트이다. 이러한 2차 텍스트는 패러디

물14)과 유사한 소통 과정을 유발한다.

본 연구에서 영상시에 패러디의 소통 구조를 적용하는 이유는 영상시의 창

작자와 수용자 사이의 의사소통적 구조가 패러디스트와 해독자 사이에 일어나

11) 손예희, 『상상력과 현대시 교육』, 역락, 2014, p.19.
12) 차봉희(1993), 앞의 글, p.104.
13) 물론 이저의 소통 모델을 오늘날의 소통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저

의 이론은 ‘머릿속의’ 작품이 새로운 텍스트로 재생산되는 과정에 대해서 체계화하
지 못했고, 추상적인 형태의 작품과 실체를 가진 2차 텍스트로서의 작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성준, 「텍스트의 역동성과 재생산
에 대한 시론-다른 장르로의 재생산 과정(창작 경험)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
연구』 41, 한민족문화학회, 2012, pp.273-274.)

14) 허천(L. Hutcheon)은 패러디(parody)를 ‘차이를 가진 반복’이라는 개념으로 설명
하는데 이 차이는 아이러니에 의해 표시되는 비평적 거리라고 할 수 있다. 모방을 
통해 유사성을 지향하는 패스티쉬(pastiche)와 다르게 패러디는 원작의 변형을 통
한 상이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오늘날 예술에서 패스티쉬와 패러디는 거
의 구분되지 않고 패러디로 통일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장된 패러디의 
개념이 필요해진다. 이에 정끝별은 “선행의 기성품을 계승 · 비판 · 재조합하기 위
해 재기호화하는 의도적 모방인용”이라는 포괄적 정의를 제시한다. 이상의 정의에 
따르면 시 텍스트는 선행의 기성품에 해당할 것이고, 영상시는 의도적 모방인용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정끝별, 『패러디 시학』, 문학세계사, 1997, p.59; 
Linda Hutcheon, 김상구 · 윤여복 역, 『패로디 이론』, 문예출판사, 1992, 
pp.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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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15) 원 텍스트와 패러디스트 간의 제 1 소통 과

정에서는 패러디스트가 원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어떤 의도로 인

용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제 1 소통 과정의 주체는 패러디스트로

서 독자와 저자라는 이중 역할을 담당하여 원 텍스트를 해석하면서 새로운 텍

스트를 창작하게 된다.

제 1 소통 과정의 결과물인 패러디 텍스트와 독자 간에는 제 2 소통이 일어

나게 되는데 이때의 주체는 독자가 된다. 독자는 원 텍스트와 패러디 텍스트를

동시에 인식하면서 능동적 주체로서의 해독자가 된다. 중요한 것은 독자 자신

이 파악하고 있던 원 텍스트의 의미와 패러디 텍스트에 구현된 의미를 함께

읽으면서 의미 체계를 완성하게 된다는 점이다. 독자는 원 텍스트에 대해 가졌

던 기대지평을 패러디 텍스트를 보면서 변경시키는 자기 발견적인 기능을 수

행한다. 즉 패러디 텍스트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및 해독 과정을 통해 패러디

텍스트의 의미를 완성한다.

이를 영상시 읽기 과정에 적용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16) 독자는 영상시를

보면서 시 텍스트를 읽고 상상했던 이미지와 영상시 이미지를 비교하게 된다.

자신이 시 텍스트를 읽고 구성한 것을 영상시를 보면서 수정 및 보완할 수도

있고, 자신과 다른 해석이나 표현에 대해서 그 의도를 추적하게 되기도 한다.

그리고 자신만의 관점으로 영상시를 시 텍스트와 비교하여 평가하게 된다. 이

처럼 독자는 시 텍스트와 영상시를 함께 보면서 여러 가지 의미 구성 활동에

15) 정끝별, 앞의 책, pp.63-65 참조.

패러디의 
대상 원작
(원텍스트)

→ 패러디스트
(제1해독자)

→
모방인용

심리

패러디 작품
(패러디스트가 
재기호화 함)

→ 감상자, 독자
(제2해독자)

인식 1
인식 2(인식가능의 불확실성)

(한상엽, 「시각예술에 있어서 창조적 경험과 패러디에 관한 연구」, 『조형교육』 28, 
한국조형교육학회, 2006, p.415.)

16) 이는 다음의 표를 영상시의 창작과 수용에 맞게 변형한 것이다. 패러디의 의사소
통적 구조에서는 독자가 패러디에 대한 인식을 먼저 한 후(인식 1) 원작에 대한 인
식이 일어나지만(인식 2), 본 연구의 경우 독자가 먼저 원작을 접하여 이미지를 구
성하고(인식 1) 영상시를 감상하게(인식 2) 된다. 즉 독자의 제 2 소통은 인식 1과 
인식 2 간의 비교 및 대조를 통해 자신만의 이미지화가 일어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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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게 된다. 즉 독자가 영상시를 감상하고 생성하게 되는 이미지는 제 2 소

통에서 발생하는 인식 1과 인식 2를 비교 및 대조하고 종합하여 만들어낸 이

미지이다.

(2) 영상시의 이미지 각색 방식

영상시를 읽는 독자는 원 텍스트로서의 시와 다른 형태로 변환된 텍스트인

영상시를 모두 읽게 된다. 시 교육에서 활용되는 영상시는 영상으로 창작된 시

가 아니라 기존의 시를 영상으로 변환한 것이기 때문에 원 텍스트인 시와 변

환된 텍스트로서의 영상시의 관계를 살펴보는 일은 영상시를 활용한 현대시

이미지 교육을 설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영상시가 시 텍스트를 변용한

것이라고 할 때, 원 텍스트를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켰느냐에 따라 그 유형을

세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각색 이론을 영상시에 적용하여 영상시의 유형을 나누고자 한다.

각색은 “시, 희곡, 소설 등 활자로 이루어진 문학 작품이 시각적 이미지로 전

환되어 영상화되는 것”을 지칭한다.17) 각색 이론은 문학과 영화의 관계에 주목

하며, 문학과 영화 모두 언어와 이미지를 사용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특히

17) 이형식 외, 『문학텍스트에서 영화텍스트로』, 동인, 2001,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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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는 생생함과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문학에서는 중요

한 부분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애쓰고, 영화에서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려고 애쓴다.18) 이미지를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

만 각 영역에서 어떤 지점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영상시는 시 텍스트를 영상화하여 각색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영상시

는 시 텍스트에서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드러내기 위해 여러 이

미지들을 사용하게 된다. 영상시에서 독자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시 텍스트에

서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영상시 창작자가 그 시에서 중요

하다고 판단한 부분이다. 즉 영상시 창작자는 원 텍스트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

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영상시를 창작하게 되고, 그 유형에 따라 독자가 이

미지를 해석하고 구성하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영상시의 이미지 각색

방식은 시에 대한 영상시 창작자의 해석이 반영된 것이며, 그 방식에 따라 독

자의 반응도 달라질 수 있다.

바쟁(A. Bazin)은 각색에 대해 논의하면서 문학 작품과 그것을 영상화한 것

이 독자에게 미치는 효과는 같지 않다고 한다. 바로 이러한 양자 간의 미학적

구조의 차이가 두 텍스트 간의 등가적 표현의 탐구를 어렵게 하고, 문학 작품

을 영상화하는 사람에게 훨씬 더 큰 창의성과 상상력을 요구하게 된다. 바쟁에

게 있어 좋은 각색이란 문학 작품의 문자와 정신의 본질에 통달하여 이를 성

공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다.19) 이러한 바쟁의 논의에 따라 문자와 정신의 본질

을 얼마나 충실하게 복원했는지를 기준으로 각색의 유형을 분류해볼 수 있다.

각색의 유형을 논의한 지프리 와그너(G. Wagner), 더들리 앤드류(D. Andrew),

루이스 자네티(L. Gianetti)의 이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와그너는 각색의 세 가지 범주를 전환(transposition), 논평(commentrary),

유사(analogy)로 나누고 있다.20) 전환은 눈에 띄는 두드러진 간섭 없이 원작을

그대로 직접 영화로 옮겨놓는 각색 방식이며, 논평은 원작을 따르지만 의도적

18) Robert Richardson, 이형식 역, 『영화와 문학』, 동문선, 2000, p.99.
19) André Bazin, 박상규 역,『영화란 무엇인가』, 사문난적, 2013, pp.150-151.
20) Geoffrey Wagner, The Novel and the Cinema, Cranbury: Associated 

University Presses, 1975, pp.202-226, 이형식 외, 앞의 책, pp.17-18에서 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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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또는 무심코 어떤 부분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제작자 측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사는 전혀 다른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

기 위해 원작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이탈을 포함하는 것으로 원작과 거의 닮은

점이 없다.

앤드류는 영화와 텍스트 사이의 관계 양식을 변형(transformation), 교차

(intersection), 차용(borrowing)으로 분류한다.21) 변형은 원작을 충실하게 재현

하는 것으로, 원작 텍스트에 관한 어떤 본질적인 것을 영화로 재생산하는 것이

다. 교차는 원 텍스트의 의도를 살리되 원 텍스트의 미적 형식과 영화 형식들

간의 변증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원 텍스트와의 상이성과 변별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영화의 특정성 속에 원작의 특정성 역시 존재하게 된다. 차용은 가

장 널리 사용되는 각색 양식으로 원재료, 아이디어 혹은 더 이전의 일반적으로

성공한 텍스트가 가진 형식을 폭넓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성경에 나오는 도

상을 그린 회화나 연극들이 성경의 권위를 빌리는 것과 같이, 차용한 텍스트의

권위나 명성을 이용하여 관객 끌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작품을 즐기는 청중들

은 이미 확립된 현존과 그 작품의 새롭거나 특별히 강력한 어떤 측면을 상기

할 것을 동시에 요청 받는다.

자네티는 각색하는 사람이 본래 주제에 담긴 소재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

느냐 정도, 즉 다가가는 충실도에 따라 자유로운(loose) 각색, 충실한(faithful)

각색, 축자적(literal) 각색으로 나누었다.22) 자유로운 각색은 원작에서 단 하나

의 아이디어, 하나의 상황 혹은 한 인물을 채택하여 원작과는 독립적으로 전개

하는 것이다. 충실한 각색은 가능한 원작의 정신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원작의

소재를 영화의 견지에서 재현하는 것이다. 축자적 각색은 희곡에 한정된 것으

로 무대 위의 연극을 그대로 담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각색은 원작이

주는 흥미로움과 영화라는 매체의 장점을 모두 놓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각색 유형은 원작에 대한 충실도 정도에 따라 다음

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21) Dudley Andrew, 김시무 외 역, 『영화이론의 개념들』, 시각과 언어, 1995, 
pp.145-148.

22) Louis Gianetti, 박만준 · 진기행 역, 『영화의 이해』, K-books, 2012, 
pp.39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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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도

정도
특징 해당 각색 유형

매우

높음

원작(연극)을 그대로 녹음 혹은 녹

화한 것
자네티의 ‘축자적 각색’

높음
원작을 가능한 그대로 영화로 옮겨

놓는 것

와그너의 ‘전환’, 앤드류의 ‘변형’,

자네티의 ‘충실한 각색’

보통
원작을 따르지만 의도적으로 또는

무심코 어떤 부분을 변화시키는 것
와그너의 ‘논평’, 앤드류의 ‘교차’

낮음
원작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이탈을

포함하는 것

와그너의 ‘유사’, 앤드류의 ‘차용’,

자네티의 ‘자유로운 각색’

원작을 그대로 녹음한 축자적 각색은 충실도가 가장 높고, 다른 매체로 변환

하면서 최대한 원작을 그대로 각색하려는 것은 그 다음으로 충실도가 높다. 가

장 충실도가 낮은 유형은 원작에서 하나의 모티브나 분위기만을 가져오고 아

예 다른 예술의 형식으로 각색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충실한 각색과 그렇지 않

은 각색 사이에 원작과 새로운 매체 간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각색이 위치

한다.

각색 이론은 대부분 소설을 각색한 영화의 유형을 분류한 것이기 때문에 이

러한 유형을 그대로 영상시에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각색 이론에서

원작을 반영하는 충실도를 참고하여 영상시를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원

텍스트를 영상으로 변환하는 데 있어 최대한 시 텍스트의 내용이나 분위기 등

을 그대로 담아내려는 영상시, 시 텍스트의 분위기를 전달하면서도 영상시 창

작자 나름의 해석이 반영된 영상시, 마지막으로 영상시의 모티프를 반영하고

있으나 영상시만의 독특한 표현으로 나타내는 영상시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

구는 이러한 분류에 따라 시 텍스트에 묘사된 이미지를 그대로 재현하는 영상

시, 이미지의 선택과 탈락으로 인해 영상시 창작자의 재해석이 반영되는 영상

시, 시 텍스트를 감상하고 해석한 의미를 추상화한 영상시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영상시를 이미지 각색 방식으로 살펴보는 이유는 어떤 영상시를 제공

했느냐에 따라서 학습자의 이미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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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묘사된 이미지를 재현하는 영상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재현’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어떤 것을 모사한 것 이상의 넓은 범위에서, 여러 분야를 총괄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서의 재현은 미술에서 정의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세계를 묘

사하는 예술”, “사람이나 장소 또는 사물을 그대로 모사한 것”이라는 뜻으로 제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23) 이러한 의미를 반영하여 재현 영상시를 정의하자면 시

텍스트에 묘사된 이미지들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반영하려는 영상시가 된다. 재현

영상시는 시 텍스트와 비슷한 모습이 되고자 하는 창작 동기를 반영한 것으로 원

텍스트의 계승에 주목한다.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하나,

시의 이미지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영상시 창작자의 주관적 요소가 개입된다.

그러나 그러한 개입이 완전히 새로운 해석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며, 시 텍스

트의 내용 범위 안에서 구체화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연

구 대상 영상시 가운데 이러한 재현 영상시에 속하는 작품은 정희성의 「민지

의 꽃」24)과 김병호의 「세상 끝의 봄」25)이다.

두 번째로 이미지의 선택에 의한 재해석 영상시는 영상시 창작자가 주체적인 자

세를 견지하면서 시 텍스트를 재해석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시 텍스트의 내

용과 표현, 시상 전개 등 전반적인 시의 분위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것

23) 월간미술 엮음,『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1999, p.396.
24) 사이버 문학광장 문장, 정희성 「민지의 꽃」, http://munjang.or.kr/archives/141256, 

2015년 7월 14일 검색.「민지의 꽃」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청옥산 기슭 /덜렁 집 한 채 짓고 살러 들어간 제자를 찾아

갔다 /거기서 만들고 거기서 키웠다는 /다섯살배기 딸 민지 /민지가 아침 일찍 눈을 
비비고 일어나 /말없이 손을 잡아끄는 것이었다 /저보다 큰 물뿌리개를 나한테 들리
고 /질경이 나싱개 토끼풀 억새…… /이런 풀들에게 물을 주며 /잘 잤니, 인사를 하
는 것이었다 /그게 뭔데 거기다 물을 주니? /꽃이야, 하고 민지가 대답했다 /그건 
잡초야, 라고 말하려던 내 입이 다물어졌다 /내 말은 때가 묻어 천지와 귀신을 감동
시키지 못하는데 /꽃이야, 하는 그 애의 말 한마디가 /풀잎의 풋풋한 잠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었다 // (정희성, 『시를 찾아서』, 창작과 비평사, 2001, p.11.)

25) 사이버 문학광장 문장, 김병호 「세상 끝의 봄」, http://munjang.or.kr/archives/169666, 
2015년 7월 14일 검색.「세상 끝의 봄」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수도원 뒤뜰에서 /견습 수녀가 비질을 한다 //목련나무 한 그루 /툭, 툭, 시시한 농
담을 던진다 //꽃잎은 금세 멍이 들고 /수녀는 떨어진 얼굴을 지운다 //샛길 하나 없
이 /봄이 진다 //이편에서 살아보기도 전에 /늙어버린, 꽃이 다 그늘인 시절 //밤새 
혼자 싼 보따리처럼 /깡마른 가지에 목련이 얹혀 있다 //여직 기다리는 게 있느냐고 
/물어오는 햇살 //담장 밖의 희미한 기척들이 /물큰물큰 돋는, 세상 끝의 오후 // 
(김병호, 『밤새 이상을 읽다』, 문학수첩, 2012,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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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영상화하는 과정에서 시 텍스트를 재해석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러한 재해석은

영상시 전반에서 시 텍스트를 구성하는 이미지들의 선택과 탈락으로 반영된다. 재

해석 영상시는 시 텍스트의 의미를 재해석하면서 최대한 비평적 거리를 유지하

고자 한다. 즉 시 텍스트 고유의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영상시 창작자의 재해석

이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하게 된다. 이는 독자의 주관성이 가장 많이 인정되

는 장르로서의 시의 성격을 잘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 영상시 가운데 이러한 영상시에 속하는 작품으로는 이장욱의 「소규모

인생 계획」26)과 고은의 「어느 노동자」27)가 있다.

마지막으로 추상 영상시에서 추상의 미학적 개념은 “표상에서 공통되는 측

면이나 성질을 뽑아내어 사유의 대상이 되는 정신 작용” 또는 “어떤 속성이나

특성을 추출하여 파악하는 심적 작용”을 의미한다.28) 추상 영상시는 시 텍스트

를 읽고 독자가 해석한 의미를 다시 추상화한 것을 뜻한다. 영상시 창작자가

연상한 시적 이미지에서 공통적 특성을 뽑아내어 다소 이질적인 방식으로 영

상화한 것이다. 즉 추상 영상시에서는 영상시 창작자의 재해석이 추상의 형태

26) 사이버 문학광장 문장, 이장욱 「소규모 인생 계획」, http://munjang.or.kr/archives/193781, 
2015년 7월 14일 검색.「소규모 인생 계획」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식빵 가루를 /비둘기처럼 찍어먹고 /소규모로 살아갔다. /크리스마스에도 우리는 
간신히 팔짱을 끼고 /봄에는 조금씩 선량해지고 /낙엽이 지면 /생명보험을 해지했
다. /내일이 사라지자 /어제가 황홀해졌다. /친구들은 하나둘 의리가 없어지고 /밤에 
전화하지 않았다. /먼 곳에서 포성이 울렸지만 /남극에는 펭귄이 /북극에는 북극곰
이 /그리고 지금 거리를 질주하는 싸이렌의 저편에서도 /아기들은 부드럽게 태어났
다. /우리는 위대한 자들을 혐오하느라 /외롭지도 않았네. /우리는 하루종일 /펭귄의 
식량을 축내고 /북극곰의 꿈을 생산했다. /우리의 인생이 간소해지자 /이스트를 가
득 넣은 빵처럼 /도시가 부풀어올랐다. // (이장욱, 『생년월일』, 창비, 2011, 
pp.106-107.)

27) 사이버 문학광장 문장, 고은 「어느 노동자」, http://munjang.or.kr/archives/175256, 
2015년 7월 14일 검색.「어느 노동자」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드물고 드문 일이었다 /애꾸눈인 그는 /벽돌 한 판을 찍어내는데 /30분이 걸렸다 /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몇 번인가 다시 찍었다 /잠바 입은 사장이 내쫓았다 /그는 혼
자 벽돌을 찍기 시작하였다 /그 벽돌은 잘 팔렸다 //드문 일이었다 /그는 벽돌 한 
장 쌓는데 /10분이 걸렸다 /쌓은 뒤 /몇 번인가 고개를 갸우뚱 /다시 쌓았다 /십장
이 내쫓았다 /쫓겨간 그는 /집 한 채를 짓고 죽었다 /소원성취 /오랫동안 탈나지 않
는 집이었다 //드문 일이었다 /드문 일이었다 /그는 못을 박았다 /박은 뒤 /영영 빠
져나오지 않도록 또 박았다 /장도리가 아주 흥이 났다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할 수 
있었다 // (고은, 『속삭임』, 실천문학사, 1998, pp.102-103.)

28) 유재길, 『추상화 감상법』, 대원사, 2001,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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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어나게 된다. 추상 영상시를 감상하는 독자는 시 텍스트는 물론 추상적

표현에 대해서도 해석해야 한다. 특히 앞선 재현이나 재해석된 영상시들이 구

체적인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추상 영상시는 구체적인 이미지

대부분이 생략되고 몇 개의 이미지들이 선과 색으로 추상화되어 나타난다. 따

라서 추상 영상시를 보는 독자는 시 텍스트의 해석과 영상시에 대한 해석을

연결시키면서 또 다른 해석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영상시 창작자가 어떤 의도

로 해당 이미지를 사용하였는지 창작 의도를 추론하고 이를 시 해석과 연결시

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대상 영상시 가운데 추상 영상시에는 홍신선의

「참회록」29)과 이성복의 「샘가에서」30)가 있다.

2. 이미지화의 개념과 방식

(1) 이미지화의 개념

이미지화의 개념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이미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

29) 사이버 문학광장 문장, 홍신선 「참회록」, http://munjang.or.kr/archives/141094, 
2015년 7월 14일 검색.「참회록」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나가거라, 나는 여기 아프지 않게 주저앉아 남으려 하느니 /다만 늙고 병들었을 
뿐이니 /지나가거라 남은 시간들은 /퇴역한 무용수처럼 한 벌씩 목숨 벗어던지며 자
진하리니 /아직도 손으로 더듬더듬 짚어가면 삭이지 못한 살피죽 밑 멍울선 죄(罪)
들 만져지느니 /지나가거라 /언제 나를 던져 피투성이로 너인들 껴안고 뒹굴었느냐 
폭발한 적 있느냐 /안전선 뒤에 남 먼저 뒷걸음질로 물러서지 않았느냐＊/그렇다 잘 
가거라 /살아서 더는 만날 수 없는 마음의 덧없음에 살 떨릴 뿐 //오, 말 탄 자 /그
대는 // ＊고 임영조의 시 중에서 (홍신선, 『우연을 점 찍다』, 문학과 지성사, 
2009, pp.28-29.)

30) 사이버 문학광장 문장, 이성복 「샘가에서」, http://munjang.or.kr/archives/140892, 
2015년 7월 14일 검색.「샘가에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어찌 당신을 스치는 일이 돌연이겠습니까 /오랜 옛날 당신에게서 떠나온 후 /어두
운 곳을 헤매던 일이 저만의 추억이겠습니까 /지금 당신은 저의 몸에 젖지 않으므
로 /저는 깨끗합니다 저의 깨끗함이 어찌 /자랑이겠습니까 서러움의 깊은 골을 파며 
/저는 당신 가슴속을 흐르지만 당신은 /모른 체하십니까 당신은 제게 흐르는 몸을 /
주시고 당신은 제게 흐르지 않는 중심입니다 /저의 흐름이 멎으면 당신의 중심은 
흐려지겠지요 /어찌 당신을 원망하는 일이 사랑이겠습니까 /이제 낱낱이 저에게 스
미는 것들을 찾아 /저는 어두워질 것입니다 홀로 빛날 당신의 /중심을 위해 저는 오
래 더럽혀질 것입니다 // (이성복, 『그 여름의 끝』, 문학과 지성사, 1990,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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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적으로 이미지는 지각적 인상을 포괄하는 감각적인 표현으로 간주되거

나 보다 추상적인 관념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또한 기억에 의해 직관을 고정시

켜 놓거나 상상력에 의해 그것을 변형시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31) 앞의

이미지가 감각적이거나 정신적 차원의 이미지라면 영상이나 회화, 조소적 형상

등을 뜻하는 이미지 또한 존재한다.32)

시론(詩論)에서 이미지는 마음속에 생산되면서 동시에 언어에 의해서 생산

되기 때문에 심리학적 현상인 동시에 문학적 현상으로 보거나33), 모든 정신

속에 기록되는 감각적인 모습으로 정의된다.34) 또한 이미지는 시의 생산과 수

용 두 측면에 중요하게 작용한다.35) 시의 생산 측면에서 이미지는 세계에 대

한 윤곽을 뚜렷하게 설정하고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 시를

수용하는 독자는 구체적인 작품 속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미지를 통해 낯선

세계와 자신의 세계를 관련시키고 의미 형성 과정에서 서로 접목할 수 있게

한다.

이미지가 시의 생산과 수용에 모두 관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 바로 이미지화이다. 이미지화란 창작 주체가 상상력을 동원하여 이미지를

만들고 시 텍스트에서 이미지를 드러내는 방식을 뜻한다. 그러나 “하나의 대상

에 대해 떠오른 여러 이미지를 서로 붙이고 자르고, 꿰매여 하나의 이미저리를

만드는 것을 이미지화”36)라고 한다면 작가가 시 텍스트를 위해 이미지를 구성

하는 일뿐만 아니라 시 텍스트를 읽고 독자가 머릿속에 그리게 되는 이미지

구성 작용 역시 이미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미지화는 이미지를 내적으로 구성

하는 과정과 그것을 외부로 표현한다는 의미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독자의 이미지화를 독자가 이미지를 만들고 조직하는 방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때 독자의 이미지화는 시 텍스트를 감상한 후 내적으로 떠

올리게 되는 것과 그것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구성하여 외부로 표현한 것 모두

31) 유평근 · 진형준, 『이미지』, 살림, 2003, pp.24-25.
32) 월간미술 엮음, 앞의 책, p.369.
33) 김준오, 『시론』 제4판, 삼지원, 2010, pp.157-158.
34) 이승훈, 『시론』, 태학사, 2005, p.192.
35) 손예희, 앞의 책, p.143.
36) 유영희, 『이미지로 보는 시 창작교육론』, 역락, 2003, pp.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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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되는 이미지는 마음 혹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인 심적 이미지37)와 시각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물리적인 영상 이미

지38)이다. 이미지는 상상에 의한 정신적 이미지와 그러한 정신적 이미지가 실

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물질적 이미지로 나눌 수 있다.39) 이 분류에

따르면 심적 이미지는 정신적 이미지에, 영상 이미지는 물질적 이미지에 속한

다고 할 수 있다.

정신적 이미지는 인간의 상상과 지각이라는 의식 활동의 결과물로, 이때 상

상과 지각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물질적 이미지는 인간에게 지각되

는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무엇인가를 재현하는 속성이 있다. 물질적 이미지는

정신적 이미지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물질적 이미지가 어떤 것의 이미지

로 인간에게 지각되어야 상상된 이미지와 비교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물질적

이미지가 이미 처리된 다른 이미지들과 비교되고 의미 체계에 통합될 수 있다.

한편 정신적 이미지는 본질적으로 물질적 이미지에 의존하게 되는데 물질적

이미지를 통해 정신적 이미지는 실제적인 형태를 갖출 수 있고, 인간의 의미

37) 김준오는 정신적 이미지를 “마음속에 떠오른 감각적 이미지”로 정의하고 세부적인 
감각적 이미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승훈 역시 정신적 이미지를 “작품을 대할 때 독
자의 정신에 야기되는 감각적 경험”으로 정의한다. 시의 이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감각적 경험이나 감각적 이미지의 파악은 핵심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각적 이미지들이 독자에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독자가 능동적으
로 그러한 이미지들을 해석하고 상상하면서부터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를 읽고 떠
올린 감각적 경험이 학습자의 능동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 자기화된 이미지를 ‘심적 
이미지’로 정의하고자 한다. 여기서 심적 이미지는 시에 등장하는 감각적인 표현에 
의한 것만은 아니며 시의 언어, 리듬 이미지, 구조 이미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
게 된다. 즉 본 연구의 심적 이미지는 ‘시의 언어, 리듬, 구조 등에 의해 형성된 이
미지로, 학습자의 능동적 사고 과정을 통해 다시 수용되고 해석되는 이미지’이다. 

    한편 학습자가 시 텍스트를 읽고 구성한 심적 이미지는 영상시를 감상하면서 그 
이미지가 더욱 강화되거나 수정되는 등의 변화를 겪게 된다. 용어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영상시까지 감상한 후 변화된 심적 이미지를 ‘최종 이미지’나 ‘통합된 이미지’
로 변별하고자 한다. (김미혜, 앞의 글, pp.377-401; 김준오, 앞의 책, 
pp.168-173; 이승훈, 앞의 책, pp.192-204; 최석화, 「한국 현대시 이미지론 재
고」, 『어문론집』 62, 중앙어문학회, 2015, pp.541-562.) 

38) 영상 예술에서 이미지는 “영화 텍스트의 가장 작은 의미소로, 숏 안에서 외연적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차적이거나 내포적인 해독을 산출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Susan Hayward, 이영기 · 최광열 역, 『영화 사전 : 이론과 비평』, 한나래, 
2012, p.366.)

39) 정신적 이미지와 물질적 이미지를 다룬 부분은 주형일(2006)의 저서를 참고하였
다. (주형일, 『이미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앤지, 2006, pp.11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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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형성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미지는 창조적인 힘

을 가진 정신 활동의 산물이자 구체적인 형태를 형성하게 하는 실제적인 결과

물이다. 정신적 이미지와 물질적 이미지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두 이미

지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와 마찬가지로 학습자는 영상시의 이미지를 시에 대한 이미지로 인식하

고, 자신이 시를 읽고 형성한 정신적 이미지에 영상 이미지라는 물질적 이미지

를 통합하는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시 텍스트와 영상시를 함께 감상하는 활동은 다양한 차원으로 분화된 이미

지 중에서 심적 이미지와 영상 이미지를 연결하게 됨을 의미한다. 심적 이미지

는 심리적으로 재현된 것으로 어떤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할 때 개인의 마음

속에 새겨진 형상이며, 인간의 신체적 지각에 의해 산출된 감각을 마음에 다시

재생시켜 놓은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대상을 지각하는 과정에서 작용하며,

그 작용에 따라 대상을 보는 관점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주관적이다. 영상 이미

지는 ‘시각적으로 표현된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구성된 존재이며, 새롭게 만들

어진 또는 재생산된 시각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영상 이미지는 주관적인 심적

이미지와는 달리 객관적인 실체이자 대상으로서의 이미지이다.40)

영상 이미지를 수용하고 심적 이미지를 구성하는 과정을 들뢰즈(G.

Deleuze)의 이미지 이론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베르그송(H. Bergson)은 이미

지를 관념론자들이 말하는 의식 표상과 유물론자들이 말하는 물질의 중간에

위치한 존재로 보고, 반은 주관성의 계열에 속하고 반은 객관성의 계열에 속한

다고 본다. 이러한 논의를 계승한 들뢰즈는 ‘운동-이미지’라는 개념을 통해 물

질의 ‘운동’과 표상된 ‘이미지’의 동일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41) 흔히 이미지를

마음속의 상(像)으로 간주하지만 들뢰즈는 이미지가 지각되기 전에 물질적 흐

름인 빛으로 존재한다고 본다. 이미지는 운동이고 파동이며, 좌-우-상-하가 결

정되지 않은 다양체의 흐름 그 자체로, 모든 면과 모든 요소에서 서로 작용하

40) 최혜영, 「이미지의 작용 방식과 상상력 교육」, 『국어교육』 105, 한국어교육학
회, 2001, pp.40-41.

41) 들뢰즈는 물질의 운동과 이미지가 동일한 상태가 바로 ‘영화’라고 하였는데 사진
의 물질성에 움직임을 부가하여 운동하는 이미지들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정지된 
것들이 움직이면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어떤 이행 또는 효과가 발생한
다. (조성훈, 『들뢰즈의 씨네마톨로지』, 갈무리, 2012, pp.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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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반응하면서 서로를 지각하고 또 지각을 되돌려 주는 “보편적 변이”이다.42)

외부의 모든 사물에 존재하는 운동-이미지인 물질은 인간의 두뇌 혹은 ‘육

체-이미지’를 통해 상대화된다. 육체-이미지는 스스로 중심이 되어 자신의 작

은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하는 다른 이미지들을 주변으로 간주하게 된다.

다른 이미지들의 특정한 면과 특정한 부분을 ‘차별’하고 ‘선별’하면서 운동-이

미지들이 일정한 방식으로 위치성과 현실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틀을 구성

하기 위해서는 운동-이미지를 분석하고 선택하여 이들을 종합할 수 있는 어떤

틈, 균열인 ‘간극’을 필요로 한다. 간극은 물질의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운동 사

이에서, 도식에 제동을 걸거나 그곳에 새로운 것을 삽입할 여지를 주는 틈이자

균열이다.43) 결국 외부 이미지들 간의 간극을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여 자기

화하는 일은 육체-이미지 즉 학습자의 능동적인 사고 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시 텍스트와 독자 사이에는 간극이 발생하며, 이 간극을 통과하며 이루어지

는 이미지화는 고정되고 일회적인 과정이 아니다. 독자는 시 텍스트와 자신이

구성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시 텍스트와 영상시, 영상시의 이미지와 자신이 구

성한 이미지 간의 수많은 간극을 체험하게 된다. 특히 문학 작품을 원 텍스트

로 하여 수많은 2차 텍스트가 발생하게 되는 현대사회에서 그러한 변화 과정

을 살펴보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다. 시 텍스트로 형성된 심적 이미지와 영상

시의 영상 이미지를 비교 및 대조하면서 두 이미지를 또 다른 이미지로 통합

할 수 있다. 또한 이미지의 변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주어진 이미지를 무조건

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에서 이미지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간극의 인식은 학습자가 영상시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고 과정을 거쳐 수용하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전제에

대하여 영상시의 감각적 이미지들에 의한 정보 전달이 상상력의 발현을 가로

막는다는 비판 역시 가능하다.44) 그러나 외부 대상의 이미지는 주체에게 수동

42) 위의 책, pp.26-27.
43) 위의 책, pp.33-36.
44) 이저는 이와 비슷한 논의를 소설의 영화화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소설을 원

작으로 한 영화에서는 대상을 감지하고 상상하는 과정에서 주체의 부재를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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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입력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주체의 능동적인 정

신적 활동을 요구하게 된다. 아른하임(R. Arnheim)은 사고는 지각 그 자체의

핵심 요소로 인간이 무언가를 지각할 때 능동적 탐색, 문제 해결, 종합, 분리

등 다양한 고차원적인 사고 활동이 일어난다고 본다.45)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볼 때 생기는 일과 그가 눈을 감고 생각할 때 일어나는 일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곰브리치(E. Gombrich)는 세계와 이미지에 대한

선행적 지식에 의해 형성한 기대 체계가 일종의 가설이 되며, 시각적 지각이란

이 가설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본다.46)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

는 것을 시각 기관이 본 메시지와 비교하고, 지각 위에 이미 만들어진 생각들

을 입힘으로써 ‘지레짐작’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들은 무언가를 보는 행위가 능동적인 정신 작용과 함께 일어난

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여러 매체가 어우러져 다양한 이미

지를 조화시킨 콘텐츠들이 생산되는데, 이는 독자가 개념과 정서, 이성과 감성

을 조화시키면서 다양한 이미지들 간의 넘나듦을 수행해야 함을 시사한다.47)

이를 영상시를 활용한 현대시 이미지 교육에 적용하자면, 학습자는 영상시가

제시하는 대로 시를 이해하거나 시에 대한 이미지를 구성하지 않는다. 학습자

는 시 텍스트로 인한 심적 이미지와 영상 이미지 등 여러 이미지를 엮고 통합

하여 자신만의 이미지를 구성하게 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미지화는 학습자가 시 텍스트나 영상시

를 감상한 후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다. 학습자의

표현 자체의 분석보다는 학습자가 구성한 이미지를 분석하면서 그 안에 반영

된 원 텍스트에 대한 감상과 이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무어(W. de Moor)48)는

것과 달리 소설을 읽는 것은 상상을 통해 주체의 구성적 능동성을 확인할 수 있다
고 본다. (W. Iser(1972), 앞의 글, pp.176-177.)

45) Rudolf Arnheim, 김정오 역, 『시각적 사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4, 
p.36.

46) J. Aumont, 오정민 역 『이마주-영화 · 사진 · 회화』, 동문선, 2006, p.114. 
47) 최민성, 앞의 책, pp.24-25.
48) 무어(W. de Moor)는 시 교육에서 학습자의 자기 반영(reflectivity)이 중요한 개

념이라고 보고, 학습자에게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자발적으로 정서적이고 인지적인 
변화를 겪게 하는 문학 경험(text experience)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때 중요한 것
은 저자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자신만의 텍스트를 만들어 가
는 것이다. (Willem de Moor, The Teaching of Poetry in the Netherlands s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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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에게 시를 주의 깊게 읽게 하고 떠오르는 것들을 표현하게 했다. 학습자

는 시를 읽고 자신이 이해한대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 결과 시 텍스트와

관련이 있지만 시에 대한 지식이나 사실과는 또 다른 다양한 결과물들을 생산

하게 된다. 그 그림에는 시에 대한 학습자만의 느낌이나 생각, 떠오르는 이미

지들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시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범

위가 작품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보다 훨씬 다양하고 풍부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 학습자가 자신들의 방식으로 시 텍스트를 재조직 및 재구성한다는 것

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시 텍스트를 읽고 표현한 결과물에서 학습자의 시에 대

한 인식이나 이해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이미지화는 학습자가 내적으로 구성한 이미지와 외부로 표현한 이미지

모두를 포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지화의 개념을 이렇게 넓게 설정한 이유

는 학습자가 외부로 표현한 결과물에 내적으로 구성한 이미지가 반영되어 있

기 때문이다. 즉 학습자가 시 텍스트 및 영상시를 감상한 후 표현한 이미지에

서 문학 작품에 대한 감상과 이해가 반영된 것을 살피고, 이미지 간의 간극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49)

(2) 독자의 이미지화 방식

독자가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자신만의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을 이미지화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미지화가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외부 대상으로 주어지는 영상시를 감상하고 난 후에도 유사하게 나타

1968, The Teaching of Poetry: European Perspectives, Cassell Education, 1996, 
pp.63-76.)

49) 학습자가 구성한 심적 이미지를 그림이나 글로 나타내는 과정에서 각 매체의 특
성을 표현 활동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영상시나 학습자가 표현
한 결과물에 드러난 복합양식 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영상시를 활용한 매체 교육 자체보다는 학습자가 시 텍스트와 영상시를 감상하고 
난 후의 이미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학습자가 어떤 매체를 사용했는가보다
는 어떻게 시를 이해했는지 혹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표현을 했는지를 살펴
보고자 했다. 이렇듯 학습자의 시 감상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영상시 
창작 과정이나 영상시의 복합양식의 분석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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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고 가정한다. 즉 문학 작품과 영상시를 감상하여 각각의 이미지를 인식하

고 그것을 자신만의 이미지로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다. 우선 문학 작품에 대한

이미지화 방식을 ‘이미지의 재인’, ‘이미지의 변형’, ‘새로운 이미지의 창작’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Ⅲ장에서 이러한 구분을 1차 조사 결과에 적용하여 학습자

의 이미지화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① 이미지의 재인

독자가 문학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시적 구성요소와 그로부터 촉발되는

사물, 상황, 사건, 의미 등을 선명하게 내적 이미지로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50) 이때 작용하는 상상력을 재현적(대상 의존적)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다. 재현적 상상력은 대상으로부터 다른 대상을 직접 연상하거나 숨어 있는

의미를 상상하는 것으로, 작품을 통해 해당 장면이나 인물의 심리 등을 상상하

는 것이다.51) 문학 작품에 의해 직접적으로 연상되는 이미지들을 선별하여 독

자만의 내적 이미지로 형성하는 과정은 문학 작품 수용 단계에서 가장 일차적

인 이미지화이다.

이때의 내적 이미지는 문학 작품을 매개로 이루어진 것으로 문학 작품 속의

이미지와 상당히 유사하다. 사실 이미지는 모방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이미지의 라틴어 어원인 ‘이마고(imago)’는 어떤 사물에 대하여 재현적 유사성

을 띠고 있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서의 모방인 이미타리(imitari)를 전제하

고 있기 때문이다.52)

그런데 독자가 문학 작품에 의해 구성하게 되는 이미지는 전적으로 문학 작

품을 모방했다고는 할 수 없다. 문학 작품을 읽고 떠올린 이미지는 비록 문학

작품의 구성 요소와 의미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연상되기는 하지만 독자의 의

식구조에 의해 구체적인 어떤 형상으로 떠올려지기 때문이다. 이 의식구조에는

50) 오정훈, 「문학적 상상력 함양을 위한 시교육 방법」,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지』 13,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3, p.58.

51) 김창원 외, 「문학교육과 상상력」, 『독서연구』 5, 한국독서학회, 2000, 
pp.176-177.

52) 신혜경 · 김진수, 「이미지의 측면에서 본 문학과 미술의 관계」, 『논문집』 44, 
경기대학교, 2000, 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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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독자가 축적한 이미지들이 저장되어 있고, 이러한 이미지들을 통해 독

자는 문학 작품의 이미지들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다. 의식구조는 독자별로 차

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문학 작품을 읽고 이미지를 모방하거나 재현한 결과물

에도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동일한 대상이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독자의 의식

구조에 의해 상상력 작용에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독자가 문학 작품에 의해

이미지를 회상하고 다시 확인하는 과정은 문학 작품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의

미의 ‘모방’보다는 학습자 스스로 의식구조를 확인해보는 ‘재인’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할 것이다.53) 이때 이미지의 재인은 문학 작품에 의해 촉발되는 이미

지를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문학 작품의 내용이나 의미 안에

서 학습자의 개성적인 이미지 재현도 용인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이미지의 변형

문학 작품의 감상은 문학 작품의 이미지를 재인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는다.

독자는 이미지 재인에서 더 나아가 이를 변용 및 조작하는 과정을 겪게 되며,

이 과정에서 독자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미지화에 임하게 된다. 이때 작용하는

상상력을 조작적(대상 변형적)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다. 조작적 상상력은 대

상을 해체 · 재구성하거나 다른 맥락에서 대상을 파악한다.54) 예를 들면 작품

을 읽고 다른 관점이나 상황과 관련시켜 새롭게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학 이미지는 언어에 의한 이미지이고, 독자의 상상력에 의해 그 존재 가치

를 인정받을 수 있다. 문학의 상상적인 세계는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시작되지

만, 작가가 참여하면서 동시에 독자를 참여시키는 공간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

간에서 독자는 단순히 작가의 상상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독자 자신의 상

상력에 의해 작가가 표현한 것을 변형시키는 활동을 하게 된다.

바슐라르(G. Bachelard)에 의하면 독자는 몽상의 읽기를 통해 작가의 상상

53) 인출(retrieval)은 기억에 저장했던 정보를 외부로 인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단
서의 유무에 따라 재인(recognition)과 회상(recall)로 분류할 수 있다. 재인은 제시
된 정보 단서에 근거해서 정보가 기억 저장고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여 반응하
는 것이므로 문학 작품은 이미지의 재인을 위한 정보 단서로 작용할 수 있다. (김
영봉 외, 『교육심리학』, 서현사, 2007, pp.178-179.)

54) 김창원 외, 앞의 글, pp.17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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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공유하면서도 자신의 독자적인 몽상을 덧붙이게 된다. 따라서 문학 작

품에 의한 이미지는 비록 작가가 제시한 이미지에 의해 촉발된 것이지만, 독자

의 의식구조에 의해 탄생한 새로운 이미지이다. 이때 작가와 독자가 서로 소통

할 수 있는 것은 문학 텍스트를 통해 시공을 초월하여 동일한 상응

(correspondance)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55)

문학 텍스트를 읽는 것은 작가와 독자의 상상력이 융합한 복합체를 구성하

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독자는 작가가 제시하는 이미지를 그대로 수용

하거나 재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미지의 분해와 통합, 강조와 소멸을 통해

특정 이미지를 발견하고 수정하거나 인상적인 요소를 과대 포장 또는 축소하

는 과정을 겪게 된다.56)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독자는 문학 작품의 이미지를 변

형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변형은 문학 작품의 내용과 의미가 용인하는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지 변형에 일정한 제한이나 구속이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③ 새로운 이미지의 창작

상상력은 문학 작품의 감상 및 수용에만 작용하지 않는다. 상상력은 독자가

문학 작품을 읽고 새로운 맥락에서 이야기를 펼칠 때에도 작용할 수 있다. 작

가가 허구화 행위를 통해서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것처럼 독자도 문학 작품에

의해 자극을 받았으나 문학 작품의 것과는 또 다른 이미지들을 만들 수 있다.

독자가 머릿속의 새로운 이미지를 언어로 표현하게 된다면 이는 문학 감상에

서 나아가 문학 창작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이미지의 창작에는 창조적(탈대상적) 상상력이 작용한다. 창조적 상

상력은 대상을 넘어서서 새로운 대상을 만들어 내거나 대상을 파악할 새로운

맥락을 구성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57) 예를 들어 어떤 문학 작품을 읽고 그것

을 바탕으로 새로운 작품을 쓰거나 문학적 경험을 자신의 실제적인 경험으로

55) 홍명희, 「텍스트와 이미지 : 문학 텍스트의 이미지성에 대한 연구」, 『프랑스문
화예술연구』 13, 프랑스문화예술학회, 2005, pp.17-18.

56) 오정훈, 앞의 글, p.60.
57) 김창원 외, 앞의 글, pp.17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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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하는 것 등이 해당한다. 문학 작품에 구속되어 있는 재현적 상상력이나 조

작적 상상력과는 달리 구체적인 이미지를 구성할 때 문학 작품에서 시작되긴

하지만 전혀 다른 새로운 맥락으로 이동하여 이미지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창조적 상상력이 재현적 상상력이나 조작적 상상력과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독자라면 텍스트에 의한 이미지 재인이나 변형

이, 텍스트 외부의 세계로 문학적 상상력을 표출하고자 하는 창조적 수용으로

변환되기 때문이다.58)

오정훈(2013)59)은 이러한 상상력의 단계를 주체 지향적 상상력으로 명명한

다. 주체 지향적 상상력은 작품의 틀을 벗어나 독자의 삶과의 관련성 속에서

기존 이미지를 변형함으로써 대상 초월적인 이미지를 창조해내는 능력을 뜻한

다. 즉 재확인된 이미지나 조작적 이미지 같은 대상 지향적 이미지에서 나아가

그것들을 역동적으로 체계화하고 재구성하면서 주체 중심의 이미지로 확장시

키는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화에서 독자는 또 다른 작가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며 그 어떤 이미지화에서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받는다.

3. 영상시를 활용한 현대시 이미지 교육의 의의

(1) 문학적 소통의 다양화

그동안 문학적 소통의 구조는 ‘작가-텍스트-독자’라는 틀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구체적인 문학 소통 상황에서 이러한 소통의 구조는 더욱 분화되고 확

장될 수 있다. 시 텍스트를 재매개한 텍스트는 우선 독자의 수용을 거쳐 생산

된다. 독자는 작가의 문자 표현물을 영상으로 재구성하면서 또 다른 의미를 만

들어낼 수 있다. 이는 수용을 토대로 한 독자의 창조적 행위로, 작가의 문자

표현물을 뉴미디어 텍스트로 변용한 ‘소통’으로 지칭할 수 있다.60) 이를 소통으

58) 신헌재 · 김정은, 「문학 상상력 신장을 위한 동화 지도 방법 연구」, 『한국초등
교육』 21(2),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2011, p.153.

59) 오정훈, 앞의 글, pp.61-62.
60) 임형택, 「미디어융합과 한국문학의 재매개 : 표현, 저장, 소통-재매개의 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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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념화한 이유는 디지털 미디어에서 수용자는 그것의 생산이든 수용이든

폭넓은 능동성을 발휘하고 그러한 자취를 뚜렷하게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리고 이러한 수용자의 자취는 또 다른 종류의 소통을 유발한다.

작가에 의해 창작된 시 텍스트는 독자의 읽기 행위를 통해서 완성된다. 그런

데 앞서 살펴봤듯이 독자의 읽기 행위는 그 행위가 종료된 시점에서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 독자가 구성한 의미는 독자의 배경지식, 그를 둘러싼 사

회 · 문화적 배경 등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으며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또한 다른 사람의 비평을 통해서도 독자가 구성한 의미는 계속해서 변

화할 수 있다. 이는 해석소통의 개념과 연결되는데, 해석소통이란 문학 텍스트

를 읽은 독자들이 자신의 해석을 공동체 구성원과 공유하며 타자 해석과의 경

쟁 · 협상 · 조정 등을 통해 자신의 해석을 심화 · 확장시키는 동시에 해석 공

동체의 지평을 조정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소통은 ‘단 하나의 객관적 해석’이라

는 관념에서 벗어나 여러 독자의 다양한 해석이 나름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때 그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61) 여기서 소통의 모습은 기존의 ‘작가-텍스트

-독자’에서 ‘독자-텍스트-독자’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독자의 범위는 문학 교

실 내의 같은 수준의 학습자뿐만 아니라 같은 작품을 읽은 다른 시공간의 독

자까지 포함될 수 있다.

시 텍스트와 영상시는 소통을 위한 매개물인 동시에 여러 주체들의 생산과

수용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소통의 결과물이다. 시 텍스트를 창작한 작가, 그

것을 읽은 독자이자 영상시로 만든 창작자, 그리고 시 텍스트와 영상시를 본

수많은 독자들 간의 소통이다. 학습자는 시 텍스트를 통해서는 작가와, 영상시

를 통해서는 영상시 창작자와 소통을 나누게 된다. 더 나아가 자신과 같은 소

통 과정을 겪은 이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자신이 구성했던 의미를 강화하기

도 하고 수정하기도 한다. 이때 시 텍스트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재구

성한 영상시에 대한 것, 시와 영상시를 둘러싼 다른 독자의 해석 등 다양한 요

소를 대상으로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하나의 시

작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미디어의 작용」, 『반교어문연구』 38, 반교어문학회, 2014, pp.86-87 참조.
61) 이인화, 『해석소통, 문학토론의 내용과 방법』, 사회평론, 2014, pp.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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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미지에 대한 능동적 주체의 형성

이미지는 넓은 의미에서 유사성과 유추를 통해서 텍스트와 정신 속에 기록

되는 감각적인 모습이다.62) 그런데 이미지라는 용어는 그것이 어떤 분야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 그 구체적인 의미가 조금씩 달라진다.

교육 영역에서는 특히 이미지에 대한 능동적 주체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주

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 사회의 모습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더 나은

모습을 꿈꾸고 그것의 실현을 향해 노력하는 인간을 만드는 것이 교육이다. 따

라서 이미 주어져 있는 현실과 다른 이미지를 상정하고 그러한 이미지와 비슷

하게 현실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는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이

다.63) 즉 교육에서는 주어진 현실의 이미지를 다르게 상상할 수 있는 이미지

변형 능력과 자신만의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이미지 창조 능력이 중

요해진다.

매체의 발달로 인한 영상시대로의 전환은 이미지의 개념에 대한 확장을 요

구한다. 영상 이미지는 기존의 문학적 이미지를 변용하여 또 다른 이미지를 만

들기도 하고, 독자의 정신세계에 존재하던 이미지를 현실세계로 끄집어내어 오

감으로 체험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 일상생활 속 텔레비전, 광고, 영화, 인터

넷 등에서 우리는 다양한 이미지들을 만나게 되고, 영상 이미지는 단순히 보이

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사고와 행동양식을

규정한다.64) 따라서 다양한 이미지들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그것을 비판적

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영상시를 활용한 현대시 이미지 교육은 무수한 이미지에 노출된 학습자를

능동적 주체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 시 텍스트와 영상시를 함께 학습하면서 다

양한 이미지들을 접하고, 이미지 생산과 수용을 둘러싼 소통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영상시를 둘러싼 소통 과정을 통해 우리 주변의 이미지들이 완전한

무(無)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 이미지가 단순히 현실의 재현이 아니라

그것을 생산하는 사람의 시각과 사고가 반영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그

62) 주창윤, 『영상 이미지의 구조』, 나남, 2003, p.44.
63) 유평근 · 진형준, 앞의 책, p.280.
64) 주창윤, 앞의 책, pp.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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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영상시를 읽는 과정에서 시 텍스트에서 형성된 이미지와 영상시의 이미

지를 비교해보면서 이미지에 대한 메타 인지력을 형성할 수 있다.

(3) 현대시 교육의 텍스트 확장

그동안 문학교육의 텍스트는 문자 언어로 작성된 작품들을 지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 일반 독자가 접하게 되는 혹은 접할 수

있는 텍스트의 폭은 확장된다. 특히 문학교육에서 다루어지던 문학 텍스트들이

매체를 통해 다양한 텍스트들로 변용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문학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텍스트의 범위가 확장 및 다양화되는 것이다.

크리스테바(J. Kristeva)가 모자이크와 같이 다른 텍스트들을 인용하고 흡수

하고 변형시킨 개념으로 설명한 상호텍스트성65)은 교육 대상으로서의 텍스트

가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을 지지해준다. 상호텍스트성은 좁은 의미로는 문학

작품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방과 변주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넓은 의미

로는 예술 장르를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대화의 문제를 다루기도 한다.66) 즉

상호텍스트성은 문학 작품 간의 영향관계뿐만 아니라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

주체와 주체 사이, 텍스트와 사회 · 문화적인 영향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지

식의 총체적인 연결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개념이다.67) 따라서 작가가

창작한 텍스트뿐만 아니라 독자가 구성한 텍스트 역시 교육적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독자가 원 텍스트를 읽고 창작한 2차 텍스트까지 교육의 대상으로 포

함될 수 있다.68)

65) 영상시를 패러디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설명했을 때 시 텍스트와 영상시의 관계
를 상호텍스트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패러디는 반드시 원 텍스
트와 대화 관계를 가지므로 상호텍스트성을 가지지만, 상호텍스트성에 의한 모든 
작품을 패러디적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끝별, 앞의 책, p.47.)

66) 임정택 외, 「다매체 시대의 문학과 예술-상호 매체성의 이론과 실제」, 『기호학
연구』 9, 한국기호학회, 2001, p.144.

67) 김도남, 『상호텍스트성과 텍스트 이해 교육』, 박이정, 2003, p.102.
68) 영상시를 교육적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매체의 인용과 요소들이 다매체적으로 어우

러져 하나의 공존적 구성물로 형성되고, 그 통합이 새로운 미적 체험의 장을 열어
준다는 상호매체성 이론과도 관련이 깊다. (이유선, 「디지털 다매체시대와 상호매
체성-뮤직비디오 분석을 중심으로」, 『뷔히너와현대문학』 30, 한국뷔히너학회, 
2008, p.2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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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텍스트와 영상시를 함께 제시하는 것은 다중 텍스트를 제공하여 독자의

상호텍스트적 의미 구성을 돕는 활동이 된다. 특히 영상시는 시 텍스트에 대한

변형 관계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변형 관계 텍스트는 하나의 이야기나 사건,

일에 대하여 다양하게 변형된 텍스트를 뜻한다. 변형 관계 텍스트의 제공을 통

해 학습자는 하나의 사건이나 이야기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을 가지게 되고, 변

화된 관점에서 쓰인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필자의 관점과 자신의 관점 간의 유

사점과 차이점을 인식할 수 있다.69)

일반적으로 교육 현장에서의 상호텍스트성은 유사성에 초점을 두어 반복하

고 심화하는 활동으로 적용되기 쉽다. 그러나 문학교육에서는 유사성은 물론

차이성에 주목하여 새로운 대화를 유도할 수 있다.70) 영상시에서는 시 텍스트

를 재현하는 부분에서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고, 재해석 및 변형된 부분을 보

면서 해석 간의 차이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동안 시 교육에서 영상시는 흥미 유발 차원에서 제공되거나 학습자가 직

접 영상시를 만들어보는 데 의의가 있는 활동으로 다루어졌다. 이제 시 텍스트

에 대한 확장된 개념을 가지고 영상시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를 다루면

서 교육 대상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시 교육의 대상을 확장시켜 학습

자에게 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가 있다.

69) 김도남, 앞의 책, p.299.
70) 김창원 외, 앞의 글, pp.15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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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영상시를 활용한 현대시 이미지화 양상

대상을 접할 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떤 이미지들을 떠올리게 된다.

그것이 대상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고, 관련성이 희미하거

나 유의미하게 연결되지 못하는 요소로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 시를 읽을 때

에도 시의 언어로 연상되는 이미지와 학습자의 선입견이나 경험을 통해 구성

되는 이미지 등 많은 이미지들이 떠오른다. 학습자가 어떤 시를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그렇게 떠오른 수많은 이미지들을 엮어서 자신만의 시적 이미지로

만들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독자는 문학을 감상하고 작가와 텍스트, 또

다른 독자, 원작에 대한 2차 텍스트 등 많은 대상들과 소통을 하게 되고 그 과

정에서 처음에 형성했던 이미지들이 더욱 강화되기도 하고 다른 방향으로 수

정되기도 한다. 영상시는 그러한 소통의 자료로 학습자의 이미지 구성에 활용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영상시를 창작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과정이 일어난다

고 본다. 학습자는 시 텍스트와 영상시를 접하게 되는 ‘제 2 소통’에서 시 텍스

트를 읽고 떠올린 이미지인 ‘인식 1’과 영상시에 대한 ‘인식 2’ 간의 격차를 경

험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이미지를 생성하게 될 것이다. 이를 확인

하기 위해 학습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감상문을 작성하게 된다.1)

1) 학습활동의 발문은 모든 시 텍스트에 동일하게 제시했다. 자세한 발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활동 1은 ‘이 시를 읽고 머릿속에 떠오른 장면, 느낌, 생각 등을 자세히 
써보자.’이며, 활동 2는 ‘내가 시 텍스트를 직접 영상시로 만든다면 어떤 장면과 이
미지로 만들 것인지 써보자.’이다. 활동 2의 경우에는 표현 수단으로 글이나 그림 
등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선택하게 했으며, 완결된 창작품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구성 계획이나 스케치 수준으로 작성하여 학습자가 머릿속으로 구상한 이미
지를 최대한 제약 없이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 활동 2에서 학습자가 선택한 표현 
수단을 크게 글과 그림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재현 영상시의 경
우에는 글과 그림의 비중이 비슷했으나 재해석 영상시와 추상 영상시에서는 상대적
으로 그림을 선택하여 이미지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재현 영상시인 「민
지의 꽃」이 일종의 이야기로 전환하기 쉽고 학습자가 구체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기 
용이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있어 그 수단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인생 계획」이나 「참회록」의 경우에는 각 영상시
의 이미지가 서로 연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질적이거나 단편적인 그림들로 나열되
는 경우가 많았는데 학습자는 이러한 영상시의 특성을 그림으로 나타내면서 자신의 



- 39 -

활동 1

시 텍스트에 대한

이미지 구성

→ 영상시 감상 →

활동 2

시 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구성

우선 시 텍스트를 읽고 떠올린 장면이나 그림을 자신의 생각과 함께 자유롭

게 기술한다.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학습자 나름대로 시를 이미지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활동 1에서의 이미지를 영상시와 견주어 본 것을 토대로 활동 2에서는

시 텍스트에 대한 자신만의 이미지를 구성한다. 학습자는 이 단계에서 이미지

들 간에 존재했던 차이와 틈에 대해 나름대로 해석과 판단 근거를 추가하면서

자신만의 이미지로 통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구성하게 된다.

학습자가 문학 작품을 감상한 후 작성한 감상문에는 학습자의 감상과 이해

가 반영되어 있다.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시 그림책이나 영상시 같은 2차 텍스

트 역시 마찬가지이다. 원 텍스트와 2차 텍스트를 함께 감상한 학습자는 원 텍

스트에 대한 자신만의 해석과 2차 텍스트 안에 반영된 해석 간의 간극을 경험

하면서 문학 작품에 대한 자신만의 해석을 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학습자가 시

텍스트나 영상시를 읽고 자신이 떠올린 이미지를 표현해보는 활동에는 학습자

가 시 텍스트와 영상시를 이해하고 자기화한 것이 반영되어 있다.

2차 텍스트를 문학교육에 활용할 때 해석을 바탕으로 매체 변환을 직접 해

보도록 하거나 원 텍스트와 2차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이중 소통 구조 내에서

두 텍스트를 감상하게 할 수 있다.2) 본 연구는 후자의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는 하지만 소통 구조 내에서 학습자가 자신이 머릿속으로만 구성했던 이

미지를 직접 표현해보는 활동을 통해 어떻게 시 텍스트와 영상시를 감상했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표현 수단
감상문 (편수) 글 위주 그림 위주 글과 그림의 혼용

「민지의 꽃」 (총 105편) 48.57% (51편) 42.86% (45편) 8.57% (9편)
「소규모 인생 계획」 (총 105편) 38.1% (40편) 58.1% (61편) 3.8% (4편)

「참회록」 (총 107편) 36.45% (39편) 60.75% (65편) 2.8% (3편)

이미지화에 반영하였다.

2) 정정순, 「매체 변환을 활용한 시 감상 교육 연구 : 시 그림책 ‘낮에 나온 반달’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43, 국어교육학회, 2008, 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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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학습활동은 시 텍스트를 감상한 후의 심적 이미지가 영상시를 감상

하고 난 후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활동 2에서

학습자가 최종적으로 구성하게 되는 이미지화 양상을 앞서 살펴보았던 ‘이미지

의 재인, 이미지의 변형, 새로운 이미지의 창작’이라는 틀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영상시가 시 텍스트를 각색한 방식에 따라 독자가 구성하게 되는 이미지

화 양상에도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시 텍스트의 묘사를 충실하게 표현

한 재현 영상시, 시 텍스트를 반영하면서도 영상시 창작자 나름의 선택과 해석

이 반영된 재해석 영상시, 시 텍스트의 이미지를 선이나 색 등 추상적 요소로

변환하여 표현한 추상 영상시로 구분한다. 학습자들에게 재현 영상시로 정희성

의 「민지의 꽃」, 재해석 영상시는 이장욱의 「소규모 인생 계획」, 추상 영

상시로 홍신선의 「참회록」을 제시하여 구체적인 이미지화 양상을 검토하였

다.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영상시의 유형에 따라 학습자의 이미지화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재현, 재해석, 추상이라는 이미지 각색 방식에 따라 각각 이미

지의 재인, 변형, 창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영상시의 이미

지보다는 학습자가 시 텍스트와 영상시를 감상하고 난 후 인식 1과 인식 2를

조정하여 자신만의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양

상을 구분할 때에는 영상시의 이미지 각색 방식이 아니라 학습자가 영상시까

지 감상하고 난 후 어떤 과정을 거쳐 이미지를 구성해내는가에 초점을 맞추었

다. 제공되는 영상시는 달랐지만 학습자의 이미지화 방식을 함께 살펴보는 것

이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함께 묶어 항목을 구성하였다.

1. 영상시를 활용한 이미지의 재인

심리학에서 이미지는 딱히 시각적인 것이 아닌 정신적인 재현, 과거의 감각

적이거나 인식적인 체험에 대한 기억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미지는 어떤 감각

의 재현이나 잔존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각적 이미지는 하나

의 감각이지만, 그것은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것을 표상하며 지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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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 라일(G. Ryle)은 우리가 흔히 어떤 이미지를 떠올린다고 할 때 ‘마음의

눈으로 본다.’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눈으로 대상을

본다고 표현하는 것은 시각적 감각들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사고를 포함하

는 것이며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작용이라고 한다.4) 단순히 어

떤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사고를 포

함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학습자가 시 텍스트에 대해 내적인 이미지를 형

성할 때 마음속에 혹은 머릿속에 그리게 되는 장면은 시각적 감각 이상의 정

신적인 과정을 수반하게 된다.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미지의 재인은 심적 이미지의 재확인과

재확인한 이미지를 다시 단순한 이미지로 나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가

영상시를 감상하고 난 후 이미지를 구성할 때 감각적 수용에 대한 사고 과정

을 거치게 되며, 영상시 이미지의 구성 방식을 참고하여 자신만의 이미지를 구

성한다. 이 경우 영상시의 이미지 각색 방식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데 재현

영상시의 경우 영상시와 유사한 이미지를 구성하면서 자신이 구성한 심적 이

미지를 영상시를 통해서 재확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상 영상시의 경

우에는 영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심적 이미지를 세밀하게 재확인할 수 없기 때

문에 시적 분위기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활용되었다. 재해석 영상시의 경우에는

‘선택과 생략’이라는 영상시의 이미지 구성 방식을 모방하되 보다 단순한 이미

지를 엮어서 표현한 경우가 많았다.

(1) 심적 이미지의 재확인

학습자는 활동 2를 수행하면서 영상시를 통해 재확인하게 되는 심적 이미지

를 자신의 최종 시적 이미지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시 텍스트를 가장

유사하게 나타내는 재현 영상시의 학습활동에서 많이 나타났다.

재현 영상시로 제시된 정희성의 「민지의 꽃」은 어린 아이의 순수한 마음

이 잘 표현된 시이다. 이 시는 순수한 민지와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을 꽃과

3) René Wellek · Austin Warren, 이경수 역, 『문학의 이론』, 문예출판사, 1989, 
pp.270-272. 

4) Gilbert Ryle, 이한우 역, 『마음의 개념』, 문예출판사, 1999, pp.35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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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초라는 단어를 통해 대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영상시 「민지의 꽃」은 민

지와 시적 화자로 보이는 중년 남성을 제시하고 두 사람의 행동이나 대화하는

모습 등 시 텍스트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영상시 「민지의 꽃」의 장면

많은 학습자들이 시 「민지의 꽃」에서 떠올린 이미지를 영상시에서 재확인

하거나, 영상시에서 특히 인상적인 부분을 연속적인 이미지로 구성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학습자들은 시 텍스트의 이미지들을 재현하는 데 충실한 영상

시에 대해서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자신이 떠올린 이미지와 유사하다고 평가

했다. 학습자들은 시 텍스트의 이미지를 영상시에서 다시 확인하고 이를 바탕

으로 시에 대한 이미지를 구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독자가 구성한 이미지가

영상 이미지와 유사한 형상으로 반복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기가 맑고 화창한 산골 마을에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제자의 모습이 떠

오른다. 그리고 순수하고 밝게 자라고 있는 딸 민지의 모습도 연상된다.

【A-민지의 꽃-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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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습자는 시의 첫 부분에 제시되는 공간적 배경과 인물들에 대해 주로

서술하고 있다. 특히 어린 아이의 순수함을 잘 보여주는 민지의 모습에 주목하

여 이미지를 떠올린다.

영상시를 보고 난 후 어린 아이들의 순수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았

다. 어른들에게는 흔히 볼 수 있고 없애야 할, 귀찮은 존재인 잡초가 어린 아

이인 민지에게는 잡초 이상의 가치를 가진 꽃으로 보인다. (…) 제자의 딸

민지는 다섯 살배기 아이의 이미지에 알맞게 귀엽고 순수한 느낌으로 표현할

것이다. 각종 풀들에게 인사를 하며 물을 주는 민지의 모습은 밝고 다정함,

순수함을 강조해 그릴 것이다. 그 후 민지가 뛰어노는 모습을 보는 ‘나’를 장

면으로 설정한 후 ‘나’가 느낀 감동, 어린 아이의 순수성에 대한 깨달음 등을

나래이션으로 삽입할 것이다. 다섯 살배기 민지의 순수함을 표정에서, 또 몸

짓, 행동에서 드러내고 싶어 밝은 표정, 즐겁게 뛰어노는 장면 등을 계획하였

다. 【A-민지의 꽃-13-2】

영상시를 보고 나서 학습자는 어른이 잡초로 보는 대상을 순수한 어린 아이

는 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통해 어른과 대비되는 어린 아이의 순수함에 주

목하고 있다. 이 학습자가 계획한 영상시는 민지의 순수함을 드러내는 구체적

인 장면들 위주로 구성되었다. 즉 이 학습자는 시 텍스트를 감상하면서 민지의

순수함이라는 시의 주제에 주목하여 이미지를 구성하였고, 영상시를 감상할 때

자신이 구체화한 이미지를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미지를 구성할

때에 자신이 재확인한 이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했다.

이처럼 재현 영상시를 감상한 대부분의 학습자가 영상시와 유사한 이미지를

구성했고, 학습자들은 자신이 구성한 이미지를 영상시를 통해 재확인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 이는 학습자가 시 텍스트를 읽고 구성한 이미지와 영상시

이미지 간에 크게 달라지는 지점이 없고, 영상시를 통해 비교적 유사한 이미지

를 재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학습자처럼 자신이 구성한 이미지를 영

상시에서 확인하고, 이미지 구성 활동에서 그것을 다시 표현하게 된다.

어느 한 산속 아침에 일찍 일어난 어린 여자아이가 산속 들판에 핀 꽃과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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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인사를 하고 물뿌리개로 물도 주는 장면이 떠올랐다. 아침의 고요함, 편

안함과 질경이, 나싱개, 토끼풀, 억새 등 산속에 핀 풀들의 소박하고 풋풋함

을 느꼈고 이런 풀들에게 잡초라고 생각하지 않고 꽃이라고 말하는 다섯 살

배기 어린 아이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느꼈다. 【A-민지의 꽃-69-1】

(…) 민지가 아침 일찍 일어나 풀과 꽃에게 물을 주는 장면에서는 고요하고

따뜻한 아침 햇살이 비추고 어린 여자 아이가 일찍 일어나 물뿌리개를 들고

화자의 손을 잡는 장면과 질경이, 나싱개, 토끼풀, 억새 등 풀과 꽃이 피어있

는 들판에 어린 아이가 물을 주는 장면을 배경으로 만들 것이다. 민지가 잡

초에게 물을 주는 장면에서는 그게 뭐냐고 묻는 화자의 목소리를 나래이션으

로 표현할 것이고, 꽃이라고 대답하는 장면도 나래이션을 이용하여 생생하게

표현할 것이다. 【A-민지의 꽃-69-2】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추가되기는 했으나 시 텍스트를 보고 구성한 이미지

와 영상시를 감상한 후 최종적으로 구성한 이미지 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 재

현 영상시를 활용한 이미지화에서 학습자는 자신이 구성한 이미지와 영상시

이미지 간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이 구성한 이미지가 개

별적이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시 텍스트를 읽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

반면에 추상 영상시의 경우 영상 이미지와 시 텍스트 간의 연관성을 찾아보

기 힘들다. 따라서 학습자는 재현 영상시의 경우처럼 자신이 구체적으로 연상

했던 심적 이미지들을 확인하기보다는 시의 분위기나 단편적인 인상을 확인하

는 차원에서 추상 영상시를 활용하게 된다.

추상 영상시로 제시된 「참회록」은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형상으로 이미지

를 표현하고 있다. 시 텍스트와 이미지가 아예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재현 영

상시나 재해석 영상시에 비해서는 시 텍스트와의 뚜렷한 연관성을 파악하기

힘들다. 결국 학습자의 추측으로 시 텍스트와 영상시의 연관성을 파악해야 하

는 것이다. 그러나 시 텍스트를 충분히 이해하고 감상하기 힘들었던 대부분의

학습자들에게는 이러한 과정이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다. 따라서 영상시에서 시

에 대한 대략적인 분위기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미지 구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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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러한 분위기를 유지하되, 시 텍스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는 이미지화

가 일어나게 된다. 특히 시 텍스트나 영상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학

습자는 시어의 지시적인 의미나 영상 이미지에서 연상되는 단편적인 이미지를

그대로 반복하면서 이미지를 구성하게 된다.

처음 읽었을 때는 전혀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지 않았는데, 전쟁 상황에서

뒤로 물러나 피해있는 상황이란 것을 아니 이해가 된다. 그리고 전쟁 상황에

서 나서 싸우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몸 던져 싸우지 않았

다고 참회록을 쓰는 화자가 착한 사람인 것 같다. 【A-참회록-77-1】

영상에 나온 그림이 좀 울긋불긋하고 피 같은 색으로 되어 있어 무서웠고

시에 담긴 내용들을 제대로 전달한 것 같지는 않았다. 장면 1에서 ‘나’를 지

나쳐가는 사람들과 쪼그려 앉은 ‘나’를 표현했고 장면 2에서 늙고 병든 ‘나’를

표현했고 장면 3에서 ‘너’를 껴안고 구른 적 없고 폭발한 적도 없는 ‘나’를 표

현했고 장면 4에서 안전선 뒤로 물려서는 ‘나’를 표현했고 장면 5에서 말 탄

자를 표현했다. 【A-참회록-77-2】

이 학습자는 시 「참회록」이 전쟁 상황에서 비겁했던 과거의 모습을 참회

하는 사람을 나타낸 시라고 생각한다. 또한 영상시에 쓰인 색들의 효과로 인해

공포나 무서움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이 학습자에게 영상시는 시의 내용을 있

는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의도 아래 시 「참회록」의 시어 그

대로 재현하는 영상시를 구성하여 활동 2를 수행했다. 문제는 이러한 이미지가

시에 담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내용을 지나치게 평면화 시켰다는 점이다. 시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영상시를 감상하였기 때문에 보다 발

전된 이미지로 나타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습자는 추상 영상

시를 통해 구체적인 이미지를 구성하지 못하였지만 주된 시적 정서나 시적 분

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시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상시를 통해 시적 분위기만을

재확인하게 되는 양상은 다음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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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시대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다. (…) 또한 안전 뒤에 있던 나의

모습을 참회하는 것 같다. 【A-참회록-23-1】

이 학습자는 시 텍스트를 감상한 후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화자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 영상시를 감상한 후 최종적으로 구성한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장면 1에서 늙고 병든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 장면 2에서 퇴역한 무용수의

피멍 든 발을 보여준다. 장면 3에서 다른 사람들이 몸을 던져가며 싸우는 장

면을 그린 다음 그 장면에 좀 멀리 떨어진 곳에 화자를 두고 그 상황에 끼지

못하게 그려둔다. 장면 4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안전이란 선을 살짝 그려두

고 여전히 싸우는 장면에는 화자를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장면 5에서 자신

의 한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 장면 6에서 말을 타고 지나가는 모습을 그린

다. 최대한 화자의 모습에서 반성이라는 모습과 지난날을 후회하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다. 【A-참회록-23-2】

최종적으로 구성한 이미지는 싸우는 사람들을 방관하던 이가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는 모습이다. 이는 앞선 이미지를 조금 더 구체화하여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학습자는 활동 1에서 시 텍스트를 읽고 참회와 반성의 이미지

를 구성하였는데 영상시를 감상하고 최종적으로 구성한 이미지에서도 그러한

이미지는 유지된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구성한 이미지에서 시에 등장하는 상징

적인 단어들이 그저 제시될 뿐, 학습자가 구성한 이미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장면 2의 ‘퇴역

한 무용수의 발’이나 장면 6의 ‘말을 타고 지나가는 모습’이 그러하다. 이러한

단편적인 이미지들은 과거를 후회하는 이의 모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시 텍스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이처럼 시

어의 이미지를 그대로 반복하는 경우 시어로 인해 직접적으로 연상되는 이미

지를 단순하게 제시할 뿐 그 이미지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을 하지 못했다.

이상의 양상 검토를 통해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심적 이미지와 영상 이미지

를 비교 및 대조하면서 자신만의 이미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시 텍스트에 대

한 충분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비교적 쉽게 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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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이미지화 할 수 있었던 재현 영상시의 경우 학습자는

보다 주도적으로 영상 이미지를 통해서 심적 이미지를 재확인한다. 그러나 이

해가 어려운 관념적인 내용의 시 텍스트는 시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화가 어

렵다. 시 텍스트에 대한 구체적인 심적 이미지 구성에 실패한 학습자는 시적

정서나 시의 분위기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추상 영상시를 활용하게 된다. 이러

한 경우 심적 이미지와 영상 이미지 간의 적극적인 연결이나 두 이미지 간의

차이를 분석하지 못하고 표면적인 재확인에 머물게 된다.

(2) 단순한 이미지의 나열

재해석 영상시로 제시된 「소규모 인생 계획」은 간소한 삶의 양면성을 객

관적으로 보여주는 시이다. 영상시 「소규모 인생 계획」은 이러한 시 텍스트

의 내용을 그대로 그림으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모형물과 실제적인 사물을

통해 영상시를 구성하고 있다. 영상시에서는 시에서 제시된 소박한 삶의 모습

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생략하였다. 부분적으로 몇 가지 장면을 통해 시

텍스트와의 연관을 살펴볼 수 있는데 친구들이 단계적으로 사라지는 장면, 가

족 구성원의 신발을 비추면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들이 이

에 해당한다.

영상시 「소규모 인생 계획」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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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재해석 영상시의 경우 시 텍스트의 모든 구절을 이미지로 나타내지

않고 영상시 창작자의 선택에 의해 특정한 장면들이 영상시의 각 장면을 구성

하게 된다. 학습자는 이러한 방식을 모방하여 활동 2를 수행했다. 활동 1에서

는 시 텍스트를 읽고 떠올린 단편적인 이미지나 인상적인 구절에 대해 적었지

만, 영상시를 감상한 후 활동 2에서 구성하게 되는 이미지는 결과적으로 영상

시의 이미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시 텍스트로 연상하게 된 여러 이미지

중에서 영상시를 감상하면서 특정한 이미지를 재확인하고 그 이미지들을 나열

하여 나타낸다. 그러나 시 텍스트에 대한 창작자의 재해석이 반영된 영상시와

는 다르게 일차적인 시어의 의미를 거의 그대로 옮겨놓았을 뿐 시 텍스트나

영상시와는 변별되는 자신만의 이미지 구성에 실패한 경우를 볼 수 있었다.

【A-소규모 인생 계획-22-2】

시의 내용이 쉽지 않으므로 보는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이 꼬이지 않게 최대

한 간단하게 표현하면서도 독창적으로 시의 시어들을 중심으로 그림을 넣었

다. 표정도 섬세하고 자세하게 표현하여 무슨 내용인지 빨리 파악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고 (…) 【A-소규모 인생 계획-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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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습자가 이미지화에서 특히 집중한 부분은 시의 내용을 최대한 간단하

게 표현하여 독자들이 무슨 내용인지 빨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제시

된 영상시처럼 시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들을 나열하는 방식이 시의 내용을 이

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영상시에서는 재해석된 내용

이 보다 암시적이고 상징적인 이미지들로 제시된 반면에, 학습자의 경우는 보

다 직접적으로 시 텍스트를 재현하고 시어나 시적 상황을 단순하게 표현했다.

시어를 보고 직접적으로 연상되는 이미지를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영상시를 참

고한 것이다. 위의 학습자의 경우 활동 1에서 시 텍스트를 보고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떠올렸다.

(…)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고 외로워하는 장면이 떠올랐고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그 외로움도 남을 비난하

고 험담을 할 때면 사라지고 그렇게 지속되는 삶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A-소규모 인생 계획-22-1】

이 학습자는 시 텍스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떠올리면서 이 시가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삶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그러

나 최종적으로 이미지를 구성하면서 그러한 내용은 누락되고 그저 시에 나타

난 내용을 충실히 옮기는 것에 집중한다. 영상시의 이미지 구성 방식을 모방하

면서, 시에 대한 자신만의 해석은 사라지고 영상시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미지

를 조직한 것이다.

다음의 학습자 역시 시의 이미지들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다.

한 남자가 식탁에 앉아 아무 표정 없이 식빵을 먹고 있다. 남자의 머릿속

상상이 펼쳐진다. 크리스마스트리 앞에 사람들이 팔짱을 끼고 지나간다. 뒤에

배경이 봄으로 바뀌고 뒤 배경이 낙엽이 떨어지는 것으로 바뀐다. 내일이라

는 기억(말풍선)이 사라지고 어제라는 기억(말풍선)이 서서히 올라온다. 친구

들과 함께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남자가 눈을 한 번 감았다 뜨고 나니까 친

구들이 사라진다. 포성이 울리는 모습과 펭귄과 싸이렌 울리는 구급차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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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장면이 나온다. 다시 현실세계로 돌아온다. 남자는 계속 생각한다.(이

때 시를 읽는 목소리가 더 커진다.) 시를 다 읽어갈 때 빵이 점점 부푸는 장

면이 나온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시를 영상으로 보면서 생각할 시간을

많이 가지게 하려고 이렇게 구성한다. 【A-소규모 인생 계획-29-2】

이 학습자는 영상시의 주인공으로 어떤 남자를 상정하고 시의 내용을 그 남

자가 상상하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구성한 이미지들 면면은 시

의 이미지들을 그대로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이 학습자는 영상시를 감상하기

전, 시 텍스트를 읽고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갖는다.

여기서 생명보험을 해지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내일이 사라

지자 어제가 황홀해졌다.’는 이해가 됐다. 그런데 왜 어제가 황홀해졌는지 궁

금했다. 오늘이 황홀해 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친구들이 왜 의리가 없어질

까? 【A-소규모 인생 계획-29-1】

이 학습자는 시 텍스트를 읽고 구체적인 심적 이미지를 구성하기 전에 시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갖는다. 그러나 그에 대한 자기 나름의 답

을 마련하지 못하고, 시 텍스트를 자기 방식대로 완전하게 소화하지 못한 채로

영상시를 감상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문들을 해결하면서 이미지를 구성하였다

면 자신이 해석한 시의 의미가 이미지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 실

패하였기 때문에 최종 이미지를 구성할 때 영상시의 이미지를 거의 그대로 옮

겨놓는 수준에 머물게 되었다.

앞선 추상 영상시와 마찬가지로 시 텍스트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영상시

를 감상하면 영상시의 이미지들이 시에 대한 해석이나 내면화로 연결되지 못

한다. 이처럼 시에 대한 자신만의 해석이 없는 상태에서 시의 이미지를 구성할

경우 학습자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영상시의 이미지 구성 방식을 모방

하여 그와 비슷한 이미지들을 나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미지 구성에

는 시 텍스트나 영상시에 대한 학습자의 주체적인 판단이나 평가 등이 결여되

어 있기 때문에 외부 대상의 이미지를 다시 표현한 수준에 머물게 된다. 결과

적으로 시 텍스트나 영상시 이미지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나 해석 없이 시 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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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의 시어를 그대로 반복하거나 가시적으로 드러난 영상시의 시각적 이미지

를 단순화하여 옮겨놓는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2. 영상시를 활용한 이미지의 변형

시 텍스트를 영상으로 변환하는 과정은 이미지의 선택 과정이라고 할 수 있

다. 이와 유사하게 삽화가들이 시에 대한 삽화를 작업할 때 시의 유의미한 부

분들에 대한 인지적 선택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 과정은 그림으로 구현할

이미지들을 선택하고 창조하는 과정으로 나타나게 된다.5) 이러한 과정에서 이

미지는 개개인의 반응이나 배경지식 등에 의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떠오르게

된다. 학습자 역시 시 텍스트를 읽으면서 일차적으로 이미지의 선택 과정을 통

해 심적 이미지를 구성한다. 그러한 심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영상시를 감상한

학습자는 심적 이미지와 영상 이미지 모두에 나름대로 변형을 가하며 자신만

의 최종 이미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이미지의 변형은 시 텍스트와 영상시 간의

유사성과 차이성, 보완과 길항을 체험하게 만들며 이를 통해 보다 의미 있는

매체 변용 텍스트의 수용이 이루어진다.6)

영상시를 감상한 후 심적 이미지를 변형하는 경우는 기존에 구성했던 심적

이미지를 보다 구체화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영상

이미지를 변형하는 경우에는 연속적인 영상 이미지에서 특정 장면을 포착하거

나 영상 이미지에 존재하지 않았던 부분을 추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1) 심적 이미지의 변형

① 심적 이미지의 구체화

학습자는 영상시 감상을 통해 시를 읽고 구성한 이미지를 더욱 보완하거나

5) 정정순, 앞의 글, pp.211-212.
6) 박인기 외, 『디지털 시대, 문학의 길』, 푸른사상, 2007,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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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이 경우는 특히 재해석 영상시에서 보다 두드러지

게 나타났다. 재해석 영상시의 경우 시 텍스트를 읽고 구성한 이미지와 영상시

의 이미지 간에 차이가 생기고, 학습자는 영상시 이미지에 대한 이질감을 느끼

게 된다. 이에 학습자는 자신이 기존에 구성했던 이미지를 변형하면서 이미지

들 간의 간극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미지 간에 간극이 발생하는 까닭은 영상시

에 창작자의 재해석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학습자는 이 재해석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구성한 심적 이미지를 보다 구체화한다.

곳곳에서 포성이 울리고 그 소리에 두려움에 떨며 당장 눈앞의 일을 걱정하

는 것만으로도 벅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A-소규모 인생 계획

-35-1】

이 학습자는 시 텍스트를 읽고서 암울한 현실 때문에 소규모로 살아갈 수밖

에 없는 비참한 다수의 사람들을 떠올린다. 그러나 이러한 이미지는 시 텍스트

를 읽고 받은 단편적인 인상이나 느낌에 지나지 않는다. 영상시를 감상한 후

최종적으로 구성한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가난해 보이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 철가면을 끼고 이야기를 나눈다. 삭막한

삶과 의리 없는 삶을 표현하기 위해 철가면을 씌웠다. 친구들과의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나’ (아이가 태어나던 순간도 회상)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가면을 벗지는 않는다. 서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정적이 흐른다. 멀리

서 포성이 울리고 사람들은 두려워한다. 한 편에서는 아기가 태어난다. 옛날

과 똑같이 사랑스러운 아기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과거와 다르다. 위대한 자

를 함께 욕하지만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도시의 건축물이 부풀어

오른다. 사람들도 하나씩 부풀어 오른다. 【A-소규모 인생 계획-35-2】

활동 1에서 구성한 비참한 삶에 대한 이미지는 영상시에 나타난 현대인의

비인간성과 외로움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합쳐진다. 이 학습자는 영상시의 목각

인형으로 대표되는 현대인의 비인간성과 외로움을 ‘철가면’이라는 소재를 통해

표현하고자 한다. 철가면을 쓴 사람들은 비참한 삶 때문에 서로 간의 유대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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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하게 된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는 최초의 이미지는 영상시를 감상한

후 철가면이나 유대감을 잃은 구성원들의 모습, 외양만 부풀어 오르는 사람들

의 기괴한 모습들로 구체화된다. 학습자가 단편적으로 구성했던 이미지가 영상

시의 이미지를 통해서 보다 확장되고 발전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영상시의 이미지는 시 텍스트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면서도 학습

자가 구성한 기존의 이미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

학습자는 재해석 영상시를 통해 현대사회의 부정적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떠올

리고 있다.

반면에 이와는 다른 방향으로 시에 대한 이미지를 구체화한 경우도 있다.

가난한 삶에서 내일이 불투명한 화자의 삶이 떠오른다. 친구들과도 헤어지

고 혼자 남아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다. 그러나 그는 소박한 삶을 살아간다.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기쁜 일이다. 【A-소규모 인생 계획-96-1】

이 학습자는 「소규모 인생 계획」을 통해 소박한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

지를 떠올리고 있다. 비록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화자를 통해 삶에 대한 희망적인 태도를 가진다. 이러한

이미지는 앞선 학습자와 마찬가지로 단편적인 인상이나 느낌에 지나지 않는다.

이 학습자가 영상시를 감상한 후 최종적으로 구성한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A-소규모 인생 계획-96-2】

영상시를 보고나서 분위기와 목소리 때문에 엄청 무섭고 어두운 이야기인



- 54 -

줄 알았다. 하지만 여전히 화자가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떠오른다. 생

명보험을 해지하고 친구들과도 만나지 않고 높은 사람들을 혐오하는 삶이 소

박한 삶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 시의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늘 검소함과 소

박함을 끌어안는 모습을 나타내고 배경은 시의 주제어와 시어가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가게 한다. 【A-소규모 인생 계획-96-2】

이 학습자는 시 텍스트에서 소박함에 주목하였으나 소박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떠올리지는 못한다. 그러나 영상시를 감상하고 나서 비둘기가 빵을 쪼

아 먹고 친구가 사라지고 아이가 태어나도 여전히 소박한 삶을 유지하며 만족

스러워하는 사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다. 소박함에 대한 구체적인 이

미지를 떠올릴 때 영상시를 참고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의자에서

사라지는 친구의 모습은 영상시의 이미지와 매우 유사하다.

이 학습자는 시 텍스트를 읽고「소규모 인생 계획」의 주제를 소박한 삶이

라고 생각한다. 시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일들은 소박한 삶을 살면서 겪게 되는

일련의 과정일 뿐,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소규모’로 살아가는 것이다. 학습자

는 시 텍스트를 읽고 이해한 바를 영상 이미지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이미지

로 보완하면서 ‘소박함에 대한 긍정’이라는 시의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물론

시의 특정 부분이 과연 소박한 삶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구성한 이미지를 봤을 때 이 학습자는 그러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시 속의 화자가 소박한 삶을 추구한다고 판단했고, 그러한 판단 아래 보다 구

체적인 이미지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이미지 구성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무시했었

던 일련의 이미지들이 시 텍스트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

요할 것이다. 이 해명은 학습자가 제시했던 ‘특정 장면들이 과연 소박한 삶인

가’에 대해서 스스로 해명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즉 학습자가 어

떤 이미지를 구체화할 때 그것이 시 텍스트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기 점검은 영상시를 통해 이미지들을 견주고

유사성과 차이성을 확인하면서 그 이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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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적 이미지의 전환

영상시를 감상한 후 이미지 구성을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 이미지 전환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시를 읽고 떠올린 산발적인 이미지들을 체계

화하고 초점화하는 경우와 시에 대한 판단을 다른 방향으로 수정하는 경우이

다.

앞서 살펴본 심적 이미지의 구체화에서는 학습자가 시 텍스트를 감상한 후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느낌이나 인상을 바탕으로 심적 이미지를 구성

하였다. 또한 영상시 감상을 통해 대략적인 심적 이미지가 보다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심적 이미지를 체계화 및 초점화하는 경우에는 학습자가 시 텍스트를

읽고 단편적인 이미지들을 떠올릴 뿐 그것들을 연결하여 어떤 의미가 있는 이

미지로 구성하지 못한다. 그러다가 영상시를 감상하고 난 후에 단편적인 이미

지들이 일관된 의미를 가지는 이미지로 전환하게 된다.

나는 각각의 문장마다 여러 장면이 떠올랐는데, 일단 식빵가루를 비둘기처

럼 찍어먹는 장면에서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보이는 비둘기가 생각이 났다. 또

시라고 하면 감성적이고 문학성이 뛰어난 단어들이 있을 거란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생명보험’이라는 단어가 신기하고 왠지 모르게 웃겼다. 【A-소규모

인생 계획-52-1】

이 학습자가 시 텍스트를 읽을 때는 ‘비둘기’나 ‘생명보험’ 등의 일상적인 단

어에 의해 이미지들을 연상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일관적인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시의 주제와도 연결되지 못했다. 영상시를 보고 나서 학습자는 영상시

속 목각 인형이 느꼈을 외로움에 감정이입을 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구성하게

된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1. 크리스마스에 간신히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을 넣을 것이다. 인간관계가

위태위태한 상황임을 강조하고자 했다. 2. 울리지 않는 전화기의 모습을 넣

을 것이다. 친구들의 의리가 사라진 상황에서 외로운 감정을 강조하고자 했

다. 3. 위대한 자들을 혐오하는 모습을 넣을 것이다. 여러 외로운 상황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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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자들을 혐오하느라 외롭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장면화하고 싶다.

【A-소규모 인생 계획-52-2】

시 텍스트를 감상했을 때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외로움을 영상시를 통해서

느낀 학습자는 최종 이미지를 구성할 때 외로움에 초점을 맞추어 시 텍스트의

내용을 선별하고 재구성하였다. 즉 외로움이라는 시적 정서를 시 텍스트 전반

에 적용하여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학습자가 주목한 부분이 시의 전

체 내용이나 주제 의식을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위

의 감상문에서 화자가 추구하는 소규모의 삶과 대규모의 현대사회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이 느끼는 외로움의 관계에 대한 인과적 설명이나 연관성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영상시를 통해 시에 대한 관점이나 평가가 변화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의 인생이 간소해지자 도시가 부풀어 올랐다는 역설적 표현은, 우리가

간소한 인생을 살고 욕심을 버릴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다. 또한 ‘내일이 사라지자 어제가 황홀해졌다.’ 등의 표

현으로 보아, 이 시의 화자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을 버리고 지금의

삶에 충실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 같다. 【A-소규모 인

생 계획-32-1】

이 학습자는 시 「소규모 인생 계획」이 간소한 삶을 살수록 우리의 삶은

풍요로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도시가 부풀어 오

르는 것을 삶의 행복이나 풍요로움으로 연결하거나 황홀해진 어제를 바로 지

금의 삶에 대한 충실함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보아, 시 텍스트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주관적인 의미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영상시를 감상한 후

이 학습자가 구성한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시를 읽고 생각했던 것보다 영상시를 보니 더 우울하고 암울한 분위기였다.

낮은 목소리로 나래이션을 해서 음침하고 무서운 느낌도 들었다. (…) 이 시

의 배경인 숨막히고 각박한 도시에 홀로 남겨진 화자의 모습을 표현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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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이 시에는 공동화자가 나타나므로 뒤에 사람들을 그렸다. 【A-소규모

인생 계획-32-2】

【A-소규모 인생 계획-32-2】

최종적으로 구성한 이미지에는 소박한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도시 속에 홀로 남겨진 화자‘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 학습자가 공동화

자라고 표현한 까닭은 ‘우리’라는 시어 때문인데, 다수의 사람들이 한 줄로 서

있는 모습을 통해 같은 공간에 존재하고 있지만 서로 소통하지 않고 차단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이미지 검토를 통해 32번 학습자의 시에

대한 평가가 영상시 감상을 통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막

연하게 긍정적으로 느껴지던 시가 어둡고 진지한 영상시에 의해 고독한 현대

인에 대한 시로 전환된 것이다.

이처럼 학습자가 재해석 영상시를 통해 심적 이미지를 변형할 때 영상시 창

작자의 재해석을 인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자신의 이미지에 다른 이의 재해

석을 반영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위의 학습자들은 영상시 감상을

통해 제시된 시가 인간의 외로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시에 대한 이미

지를 그러한 의미에 맞게 수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자칫하면 시의

주제와 연결되지 못하고 특정한 표현이나 분위기에 대한 주목으로 흘러갈 수

있다. 즉 영상시에서 느껴지는 주요한 이미지를 외로움이나 쓸쓸함이라고 판단

했다면 학습자가 이러한 핵심 이미지를 도출하게 된 과정이나 이유에 대한 해

명이 필요하고, 이를 시 텍스트나 영상시 전체와도 연결하여 나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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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상 이미지의 변형

① 특정 이미지의 포착

연속적으로 제시되는 영상시에서 특정 장면을 포착하여 시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감동 받은 부분을 다시 나타낸 경우가 많았다. 또한 연속적으로 제시

되는 영상 이미지를 특정 이미지로 포착하기 위해서는 글보다는 그림을 통해

이미지 구성이 이루어졌다.

영상시 「민지의 꽃」을 감상한 학습자는 시를 읽고 떠올릴 수 있는 다양한

이미지 중에서 「민지의 꽃」을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를 구성하고 그러한 심

적 이미지와 일치하는 영상시의 특정 이미지를 포착했다. 「민지의 꽃」과 같

이 시 텍스트를 최대한 그대로 영상으로 변환한 경우에는 학습자의 심적 이미

지와 영상 이미지 간에 유사성이 매우 크다. 이 경우 학습자는 자신의 이미지

와 영상시 이미지 간의 간극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재현 영상시의 이

미지를 자신의 판단에 따라 선택하고 변형하면서 최종적인 이미지를 구성하게

된다.

학습자가 특정 이미지로 가장 많이 포착한 장면은 민지가 풀에 물을 주는

장면이다.7) 시 전체 장면에서 민지가 풀에 물을 주면서 그건 뭐냐는 나의 질

문에 이건 꽃이라고 대답하는 장면을 포착한 것이다. 이 장면이 시 텍스트의

주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정 장면을 선택한 이유

에 대해서 학습자는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어서(【A-민지의 꽃-32-2】)” 혹

은 “민지의 순수한 마음을 나타내고 싶어서(【A-민지의 꽃-96-2】)” 등으로

대답했다. 학습자들은 민지가 풀에 물을 주는 장면이 시 텍스트를 대표하면서

시의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핵심적인 이미지라고 생각한 것이다.

7) 그림 위주로 표현한 감상문 45편 중에서 특정한 장면을 포착한 26편이 모두 ‘민지
가 꽃에 물을 주는 장면’이다. 나머지 19편의 그림은 연속적인 이미지를 나타낸 경
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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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민지의 꽃-32-2】 【A-민지의 꽃-96-2】

한편 영상시의 장면을 학습자 나름대로 재구성한 경우도 있었다. 아래의 그

림처럼 어른과 아이, 잡초와 꽃 등의 대비 관계를 통해 시의 주제를 전달하고

자 한다. 민지의 순수함은 풀을 잡초로만 보았던 나의 존재에 의해 더욱 더 두

드러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시 「민지의 꽃」에서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보는

이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은 대상을 바라보는 주체가 순수함을 간직했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일부 학습자들은 아래의 그림처럼 나와 민지, 잡초와 꽃을 대

비하면서 결과적으로 민지의 순수함을 더욱 잘 드러내는 이미지들을 구성하였

다.

【A-민지의 꽃-57-2】 【A-민지의 꽃-87-2】

57번 학습자는 같은 풀을 보면서 민지는 꽃으로, 나는 잡초로 보고 있는 장

면을 포착하여 나타내었다. 이 학습자는 이렇게 대비되는 두 그림으로 “보는

이의 입장에서 확실하고 뚜렷이 시의 내용을 이해하도록(【A-민지의 꽃-57-

2】)” 이미지를 구성하였다. 87번 학습자는 하나의 관찰 대상이 보는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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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꽃이나 잡초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 학습자는 “이상하게 생긴 꽃을 보고도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민지처럼 꽃

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겉모습만 보고 잡초라고 생각할 것(【A-민

지의 꽃-87-2】)”이라면서 대상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인식

하는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존재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장면들은 앞서 민지가 풀에 물을 주는 장면에서 더 나아가 나의 태도

와의 대비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민지의 순수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재구성

한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화에서 주목할 점은 영상시를 감상한 후에 이루어진 활동이기

는 하지만 학습자가 영상시의 이미지를 그대로 모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

현 영상시를 감상하고 나서 학습자는 자신이 감동 받았던 장면이나 시의 주제

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장면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 부분의 영상 이미지를 그대

로 수용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나타내었다.

그러나 학습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미지를 재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이러

한 이미지는 전적으로 학습자가 새롭게 창조해낸 것은 아니다. 사실 이러한 이

미지 구성에서 영상 이미지의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활동 1에서 학습자들

은 주로 민지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고 시의 화자인 나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그런데 활동 2에서 최종 이미지를 구성할 때 중년 남성의 모습으로 화

자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는 영상시의 낭송이 중년 남성의 목소리로 이루어졌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영상시에 나타난 중년 남성의 모습과 낭송 목소리에

의해 화자인 나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이미지에 반영한 것이다. 즉 학습자가

재현 영상시를 감상할 경우 그 형상이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영상 이미지를 참고하여 자신만의 이미지를 구성한다.

추상 영상시를 활용한 이미지 구성에서도 특정 장면에 주목하여 이미지를

구성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었다. 다만 영상 이미지의 선택이나 이미지 변형

방식에 있어서 앞선 경우와 차이가 있었다. 재현 영상시의 경우 학습자가 시의

주제를 잘 드러내는 대표적인 이미지를 선택하였으며, 이러한 이미지들은 시

텍스트나 영상시에서 바로 연상되는 이미지였다. 반면에 추상 영상시의 경우에

는 시 텍스트나 영상시에 표현되지 않았던 시적 상황을 보여주는 특정 장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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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되었다. 시 「참회록」을 읽고 많은 학습자가 연상한 장면은 시적 화자의

상황이다. 특히 시적 화자가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모습’으로 시적 상황을 구

성한다.

이 시는 내용이 밝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 정확히 이 시에 말하는

주제와 의미를 모르겠다. 【A-참회록-83-1】

이 학습자는 시의 분위기가 어두울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만 감지할 뿐 시

「참회록」을 읽고 자신만의 해석이나 구체적인 심적 이미지를 구성하지 못한

다. 시 텍스트에 대한 해석에 실패한 후 구성한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A-참회록-83-2】

이 시에 나는 여기에 ‘주저앉는다’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 닿아서 이 시의 주

제와도 관련 있고 쓸쓸한 분위기를 나타낼 것 같아서 그리게 되었다. 【A-

참회록-83-2】

학습자는 자신만의 이미지를 구성하기 위해 주저앉는다는 표현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 시의 주제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쓸쓸한 분위기를 위의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적 상황이 시의 주제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

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있다. 단지 자신이 시를 읽고 받은 어

둡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시어를 인용했을 뿐이다.

많은 학습자들이 「참회록」을 읽고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화자의 모습을

최종적인 이미지로 구성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학습자는 시 텍스트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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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부터 시어에 담긴 상세한 의미를 해석하기보다는 시를 읽고 떠올린 시적

화자의 상황에 주목한다. 특이한 점은 시적 상황을 단순화하여 이미지를 구성

한 학습자의 경우 대부분 화자의 상황을 아래와 같이 웅크리고 있는 모습으로

유사하게 나타내었다는 점이다.8)

【A-참회록-97-2】 【A-참회록-25-2】

이러한 이미지 구성은 학습자 나름대로 화자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한 능동

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죄를 참회하는 시적 화자의 모습’이라는 이미지

는 시 「참회록」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학습자가 이미지를 구성하기

위해 개연성 없는 맥락을 도입한 것도 아니다. 이는 시 텍스트를 읽고 누구나

쉽게 연상할 수 있는 이미지이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추상 영상시의 이미지를

보다 단순화하여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영상

시「참회록」의 웅크리고 있는 사람 형상이 학습자의 이미지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영상시의 추상적인 이미지와 다르게 학습자는 자신들이 이해하고 표현

할 수 있는 특정 장면을 나타내었다.

8) 그림 위주로 표현한 감상문 65편 중에서 29편이 ‘웅크리거나 억압된 상태에 있는 
화자가 홀로 과거를 반성하는’ 장면을 포착하였다. 29편 모두 유사한 이미지를 표
현한 것으로 보아 학습자가 최종적으로 구성한 이미지가 대개 비슷하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감상문에서 해당 이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찾
아볼 수 없었다. 즉 어둡고 부정적인 분위기에서 시적 화자가 무언가를 참회하는 
상황이라고 제시하기는 했으나, 시적 화자의 구체적인 정서 또는 그러한 상황에 처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시 텍스트나 영상시와 연관 지어 생각하지 못했다.



- 63 -

영상시 「참회록」의 장면

이처럼 추상 영상시를 통해 시적 의미를 파악하거나 시적 화자나 시적 상황

등을 추론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때문에 학습자는 자신의 이미지가 시 텍

스트 혹은 영상시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탐색을 피하고, 자신들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적 상황을 영상시를 참고하여 특정 장면으로 나

타낸다. 그러나 이렇게 특정 장면을 이미지화한다면 그 장면이 시의 내용상 가

장 중요한 것이거나 시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시의 주제

의식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어야 할 것이다.

② 연속적인 이미지의 보완

영상시 「민지의 꽃」은 시 텍스트를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하고 있다. 화자

인 내가 제자의 집에 갔다가 거기에서 만난 민지의 행동에 의해 어떤 깨달음

을 얻는 내용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연속적인 장면으로 나타나게 된다. 학습자

의 감상문에서 연속적인 영상시 이미지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여 이미지를

구성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었다. 이 경우 영상시에서 담아내지 못한 세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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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내용을 추가하거나 영상시와는 다른 방식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학습자가 연속적인 장면으로 시 텍스트를 이미지화하면서 추가하게 되는 내

용은 시 텍스트나 영상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이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학습자의 상상에 의해서만 추가되는 내용이었다. 아래의 경우처럼 추가적인 내

용을 삽입하면서 시의 주요 인물인 민지와 연결하여 나타낸 경우를 살펴볼 수

있다.

선생의 시각에서 보이는 풀들은 칙칙한 색으로 덮여있다. (…) 민지가 풀과

함께 있는 모습이 크게 나타나는데, 여기서의 풀은 칙칙한 색으로 덮여 있지

않고 싱싱한 초록이며, 토끼풀의 하얀꽃이 빛났으면 한다. (…) 선생의 시각

에서 보이는 풀과 민지의 시각에서 오는 풀에 나타나는 차이를 더 확실히 보

여주기 위해 눈에 잘 띠는 색 변화로 나타내고 시어의 뜻을 부각시키고 싶었

다. 【A-민지의 꽃-28-2】

큰 물뿌리개에는 물이 비어있어서 물을 채우는 내용을 추가할 것이다. 원래

는 민지가 아닌 다른 사람은 잡초에 물을 주지 않아서 물뿌리개에 물이 없었

음을 표현하고자 했고 민지가 다른 사람이 안하는 것을 앞서서 하는 인물임

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이다. 【A-민지의 꽃-53-2】

예전에 내가 잡초를 뽑아버린 영상을 추가하면 민지의 따뜻하고 때 타지 않

은 고운 마음이 더 돋보일 것 같다. 【A-민지의 꽃-67-2】

같은 식물에 대한 표현을 달리해 잡초를 꽃으로 볼 수 있는 민지의 시선을

강조하거나, 물뿌리개를 통해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행동을 자발적으로 하는

민지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민지라는 인물을 잘 표현해주는 긍정적인 이미

지이다. 또한 풀은 곧 잡초라고 인식했던 나는 과거 어느 시절에 무심하게 그

것들을 뽑아버렸을지도 모른다. 이 장면을 추가하면 나와 대비되는 민지의 순

수함이 더 두드러질 것이다. 위의 내용들은 시 텍스트나 영상시 모두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내용들로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또한 시의 전체

적인 내용에 비추어볼 때 어색하지 않은 이미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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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시 텍스트를 서사적인 것으로 변형할 때 시에 대한 시선이나 구조

를 바뀌는 경우도 있다. 「민지의 꽃」영상시에서는 학습자가 민지와 화자를

외부에서 관찰하는 입장에 머물게 된다. 그런데 학습자가 구성한 연속적인 이

미지에서는 민지를 지켜보는 관찰자로 화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장면

외부 관찰자의 시선이 장면 안에 있는 화자의 시선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눈을 뜨니 조그만 여자아이 ‘민지’가 내 손을 이끌고 풀들에게로 가는 모습

을 보여준다. 자신이 진짜 풀들에게 가는 것처럼 연출하기 위해 ‘나’의 모습

은 안 보인다. 마치 내가 시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연출함으로 시에 더 몰입

할 수 있게 만들고, 내가 이 시를 보고 생각 난 느낌이나 장면은 위와 같다

고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A-민지의 꽃-34-2】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민지 아빠의 스승이 된 것처럼 느끼게 하고 ‘그건 잡

초야’라고 말하려던 내 입이 다물어졌다는 부분에서 깨달음을 얻게 할 것이

다. (…)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잡초라고 바로 잡아줄 텐데 이 시의 화자는

그러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도 영상을 본 사람들은 느낄 점이 많을 것이다.

【A-민지의 꽃-50-2】

위의 학습자들이 처음에 시 텍스트를 읽고 떠올린 장면은 외부 관찰자의 입

장에서 시 텍스트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미지들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영상시를 감상하고 난 후 자신만의 이미지를 구성했을 때 그 장면을 관찰하는

‘시선’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 학습자들은 관찰자 시점으로 나와 민지를 보여주

었던 영상시와 달리 카메라를 화자인 ‘나’의 시선과 동일시하여 이미지를 구성

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시선을 다르게 구성할 때, 어떤 학습자도 민지의 시

선을 카메라와 동일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시선이 달라지는 경우에

도 민지는 여전히 그 시선의 관찰 대상이다. 만약 시선의 주체가 민지였다면

시의 주제나 시에서 느껴지는 감동이 미묘하게 달라졌을 것이다. 학습자는 시

텍스트를 최대한 충실하게 전달하는 동시에 보다 효과적인 표현 방법을 찾고

자 한 것이다. 카메라와 화자 그리고 다른 독자들의 시선이 동일시되면서 자신

이 구성한 이미지에 몰입할 수 있고, 시의 감동을 보다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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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리라 예상하고 시선을 다르게 표현했다.

시선뿐만 아니라 연속되는 이야기의 구조를 변형하기도 한다. 학습자가 특정

한 표현 의도를 가지고 영상시에서 제시하는 방식과는 다른 구조로 영상시의

장면을 보완하는 것이다.

시의 화자가 그날의 일기를 쓰다가 낮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만

들 것이다. 회상하는 형식을 통해 시의 화자가 민지와 있었던 일을 인상 깊

게 생각한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 【A-민지의 꽃-62-2】

이 학습자는 시간의 흐름대로 나열되었던 것을 화자가 과거의 일을 회상하

는 형식으로 바꾸면서 그 일이 매우 인상적이었음을 전달하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는 시를 있음직한 일로 구체화하기 위한 학습자 나름의 표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시선이나 이야기 구조의 변화는 학습자가 자신의 이미지를 감상할

또 다른 독자를 상정하고 그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시의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영상시와 유사한 이미지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는

보다 능동적으로 이미지를 정교화하고 구체화한다.

한편 추상 영상시의 경우에도 시 텍스트나 영상시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요

소를 추가하여 이미지를 구성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아래의 학습자는 영

상시를 감상하면서 화자가 무언가를 참회하며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라는 것

을 인지하게 된다.

흐릿하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그림체로 화자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뿐만이 아닌 다른 이들도 변해버린 상황에서 더 큰 혼란을 느

낄 것이다. 【A-참회록-13-2】

영상시를 감상하고 난 후 학습자는 다음과 같은 최종 이미지를 구성하였다.

늙어버린 화자가 자신의 옛날을 회상하고 있다. 외면했던 과거가 앞에 있을

뿐 그 선을 넘진 않는다. 차갑고 쓸쓸한 후회의 감정을 많이 느꼈으면 한다.

【A-참회록-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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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참회록-13-2】

이 학습자는 시 텍스트에서 시적 화자가 참회하고 있음을 인지했고, 영상시

를 감상한 후 그 참회 때문에 고통스러운 화자의 모습을 이미지화하고자 한다.

이때 선을 만지는 손, 앞을 바라보는 눈동자, 과거를 회상하는 모습 등 다소

이질적인 요소들이 중첩되어 있으며 이러한 이미지들은 시 텍스트나 영상시에

서 확인할 수 없는 이미지들이다. 학습자가 최종적으로 구성한 이미지는 자신

의 과거를 참회하고 괴로워한다는 점에서 영상시와 유사하지만, 특별히 ‘과거

에 대한 반성’에 의미를 부여한 점이 눈에 띈다. 여기서 두 가지 점을 생각할

수 있는데 과거는 아무리 후회해봤자 바꿀 수 없는 것이며, 화자의 참회가 그

저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이다. 이는 시에 대한 자신만의 해석을 심화시켜 이질적인 요소들의 중첩으로

기존의 이미지를 보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손 지문이 잔뜩 묻은 거울을 보고 있는 화자. 살며시 눈을 감으며 장면 전

환 회상 (흑백) 화자의 과거가 빠르게 지나감. 다시 거울 앞 화자. 눈을 감은

채로 자신의 팔을 쓰다듬으며 무언가를 느낀다. 다시 장면 전환. 흑백의 화자

의 과거가 서서히 칼라로 바뀐다. 검정색 눈동자로부터 눈동자 클로즈업되며

화자의 삶이 눈동자에 비춰지면서 빠르게 넘어감. 장면전환. 거울 앞 화자.

그러나 이번엔 눈을 뜨고 있다. 손 지문 하나 없이 맑은 거울. 그 옆엔 투명

한 유리잔 안에 투명한 물과 얼음이 동동 떠 있다. 얼음 클로즈업. 얼음에는

단호함과 맑음을 지닌 화자의 모습이 투영되었다. 【A-참회록-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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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습자는 거울, 유리잔, 참회하는 모습, 눈동자 등 단편적이고 이질적인

이미지들을 연속적인 장면 전환과 색채의 변화로 묶어 시에 대한 이미지로 구

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참회 전 불안정하고 순수하지 못한 화자의 상태, 참회

와 변화의 과정, 참회 후 안정적이고 순수해진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시적 화

자의 참회 과정과 심리를 별개의 이미지들의 중첩으로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추상 영상시의 이미지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시 텍스트보다 영상시가 적극적

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13번 학습자의 경우 영상시를 감상하고 난 후 혼

란스러움이나 결핍에 대한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었다. 27번 학습자는 영상시

를 감상한 후 “자아 분열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참회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모습을 찾아나가는 것(【A-참회록-27-2】)”이라는 시적 의미를 발견하고 이에

맞게 이질적인 이미지들을 중첩시켜 자아분열의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추상 영상시의 이미지 표현 방식을 참고하되, 새로운 요소를 첨가하면서 영상

이미지를 보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새로운 이미지의 창작

이미지의 재인과 변형이 시 텍스트와 영상시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

미지화라고 할 때, 새로운 이미지의 창작은 전적으로 학습자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이미지화이다. 비록 시 텍스트나 영상시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학습

자는 보다 주도적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창작하게 된다. 이러한 이미지화에는

창조적 상상력이 작용한다. 학습자는 시에 대한 이미지 중에서 자신이 선택한

이미지를 또 다른 낯선 이미지로 만들어낸다.9)

이러한 과정은 시 텍스트와 무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 텍스트와 영상

시에 대한 가치 판단이나 해석 행위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미지의 창작이 이루

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관념적인 시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체적

인 이야기를 만드는 경우도 살펴 볼 수 있다.

9) 유영희, 앞의 책,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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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석에 의한 새로운 이미지 창작

영상시를 감상하면서 학습자는 시 텍스트에 대한 해석과 영상시에 대한 해

석을 함께 수행하면서 해석 간의 간극을 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재현

영상시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재현 영상시가 시 텍스트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현 영상시를 감상한 후의 이미지화

는 이미지가 다른 맥락으로 확장 및 발전되기 어렵다. 일부 학습자들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 시 텍스트나 영상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미지들을 구성하게 된다.

민지가 씨앗을 심는다. 정성스레 땅에 그 씨앗을 묻어 주고 이름도 짓는다.

이름은 ‘민동이’이다. 민지가 커가면서 동시에 민동이도 쑥쑥 자라난다. (…)

하지만 민지가 고등학생 때 꽃이 시든다. 민지는 슬퍼했지만 슬퍼하는 것은

꽃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힘을 내자고 생각하며 민동이라는 꽃은

영원히 민지의 마음에 담겨 있다. 【A-민지의 꽃-44-2】

더 늦게 일어난 엄마가 민지를 깨우기 위해 민지한테 감. 침대에 민지가 없

어 마당으로 나감. 민지가 아기자기한 손으로 물뿌리개를 들고 꽃에게 뿌려

주며 대화를 함. 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 카메라에 담음. 몇 년 후 민지가 학

생이 되었을 때 엄마는 사진들을 보여줌. 엄마와 민지는 사진들을 보며 한

번 더 애정을 느낌. 【A-민지의 꽃-71-2】

44번 학습자는 시 「민지의 꽃」과 다르게 꽃과 함께 성장하는 민지의 모습

을 주제로 하여 시 텍스트와 전혀 관련이 없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었다. 71

번 학습자는 시 텍스트와 영상시를 감상하고 나서 민지의 엄마라는 새로운 인

물을 설정하였고, 시 속의 화자 대신 민지의 엄마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새로

운 이미지를 구성하였다.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시 텍스트와의 최소한의 연관성은

유지되어야 한다. 위의 학습자들은 시 텍스트에 등장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

로 시 텍스트를 해석하였고, 영상시를 감상하면서도 자신의 해석에 대해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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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을 느끼지 못했다. 적절하지 않은 해석을 바탕으로 이미지를 창작하는 대

부분의 경우 시 텍스트나 영상시와 무관한 이미지를 창작하게 된다. 아래의 경

우는 예외적으로 재현 영상시를 감상하고 난 후 시 텍스트와 새로운 맥락을

조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처음에 화자가 회색빛 도시를 지나 시골로 들어가면서 색깔이 점점 밝아지

면서 따뜻한 계열의 색을 입힌다. (…) 민지가 ‘나’에게 물통을 쥐어주며 손이

닿았을 때 굳었던 표정이 풀어지며 무채색 사람에 색을 입힌다. 다시 도시로

돌아간 ‘나’는 회색빛 사람들 속 혼자 주황빛을 띈다. 【A-민지의 꽃-68-2】

위의 학습자는 도시의 비인간적인 삶을 무채색으로 표현한다. 시적 화자가

민지를 만난 후 잃어버린 인간성을 회복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갔을 때, 색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화자만 색을 가지게 된다. 순수함이나 인간성의 유무

를 색으로 표현한 것은 학습자만의 새로운 해석이다. 도시의 비인간적인 모습

이라는 맥락과 색이라는 새로운 표현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또한 시 속의 공

간적 배경을 강원도 산기슭뿐만 아니라 화자가 살고 있던 도시로 확장하고 있

다. 「민지의 꽃」이 전하고자 하는 주제 의식과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자신만

의 새로운 이미지를 추가하여 인간성을 상실한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재현 영상시의 경우 독자가 채워야 하는 빈자리가 다른 영상시보다

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맥락에서 이미지를 창작하기가 쉽

지 않다. 학습자 나름대로 시 텍스트를 해석하여 의도적으로 빈자리를 구성한

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해석 자체가 시 텍스트와의 의미적 연관성을 찾기 어려

운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재해석 영상시는 이미지의 선택과 재구성으로 인해 학습자가 능동적

으로 채워야 하는 공백이 많은 편이다. 또한 영상시 창작자의 재해석에 대해서

도 학습자 나름대로 그 의도를 추론하면서 이미지를 구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소규모 인생 계획」은 소박하게 살아가는 소시민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

다. 이러한 삶은 고달프고 외로움을 유발하며 다른 존재에게 피해를 입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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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쨌든 아기는 태어나고 도시는 점차 커지고 삶은 계속된다. 이러한 삶

에 대해서 시 텍스트에는 아무런 가치 판단도 담겨있지 않다. 결국 그 판단은

학습자의 몫으로 남겨진다.

영상시 「소규모 인생 계획」 역시 시 텍스트처럼 학습자가 상상해서 채워

야 하는 빈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영상시는 시 텍스트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

지 않는다. 시 속의 특정한 이미지들을 선택하여 표현하고 몇몇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는 방식으로 학습자가 채워야 하는 빈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선택된 이

미지와 생략된 이미지들 간에 생기는 의미의 공백을 학습자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영상시는 시 텍스트처럼 소규모 인생에 대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

하지 않는다. 영상시는 사람을 눈, 코, 입이 없는 목각 인형으로 표현하고, 느

리고 무거운 음악을 통해 영상시의 내용을 부정적이고 무거운 내용으로 해석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학습자는 영상시에서 시의 내용에 대한 가치 판단뿐만

아니라 영상시 창작자의 재해석에 대해서도 그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판

단을 내려야 한다.

학습자는 재해석 영상시를 매개로 시의 작가나 영상시 창작자의 의도를 궁

금해 한다. 이미지는 상상에 의해 드러나는 형상뿐만 아니라 ‘주체가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혹은 ‘대상이 주체에게 어떻게 보였는가’ 등의 시선이나

의도의 문제까지 포함하게 된다.10) 따라서 학습자는 시 텍스트나 영상 이미지

속에 담긴 시선이나 의도에 주목하게 된다. 영상시의 이미지들이 만들어 놓은

공백은 결국 학습자가 구성해야 할 몫으로 남겨지는데 학습자는 작가나 영상

시 창작자의 표현 의도에 대해서 추측하고, 추측한 것을 토대로 자신만의 이미

지를 구성한다.

소박하게 살아가는 작가의 삶이 떠오른다. (…) 이 작가는 간소하게 살려고

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보다 더 쓸쓸한 말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다.

【A-소규모 인생 계획-76-1】

10) 주창윤, 「현대사회의 영상이미지와 문학」, 『문학정신』 55, 열음사, 1991,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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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습자는 시 텍스트를 통해 소박하게 영위되는 삶을 떠올리면서 동시에

쓸쓸함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영상시 감상을 통해서 시 텍스트와 영상시에 반

복되는 간소한 삶이 과연 작가가 이 시를 통해 궁극적으로 나타내고자 한 것

인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는다. 이 학습자가 최종적으로 구성한 이미지는 다

음과 같다.

【A-소규모 인생 계획-76-2】

자꾸 작은 삶, 간소한 삶을 강조하는데 위의 글을 보고 가장 먼저 드는 생

각과 느낌은 쓸쓸함, 외로움, 삶의 고단함이다. (…) 간소한 삶이 과연 작가가

그토록 원하는 삶일까? 【A-소규모 인생 계획-76-2】

학습자는 간소한 삶을 살자고 말하는 어떤 이의 뒷모습을 제시한다. 그러나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고 낙엽과 바람을 통해 쓸쓸함과 외로움을 나타내고 있

다. 또한 인물의 대사 속 말줄임표에 의해 이어지는 말들이 생략된 것처럼 보

인다. 그림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간소한 삶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

가 담겨져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결국 이 학습자는 작가가 원하는 것이 간소

한 삶은 아닐 것이라는 판단을 위의 이미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간소한 삶

으로 인한 외로움을 최종적인 이미지로 선택한 것이다.

시의 작가뿐만 아니라 영상시 창작자의 표현 의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학습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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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소규모 인생 계획-81-2】

목소리도 그렇고 분위기, 사용된 소재를 보며 공포감이 들었고 보는 내내

마음이 거북했다. 이 시인이 표현하려는 감정이 이렇게 어둡고 암울한 느낌

만을 보내는 것일까? 원래 의도는 이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계절

의 변화로 시간의 흐름을 보여준다. 그리고 힘든 상황,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이겨내는 인간의 탄생과 강인함을 나타낸다. 【A-소규모 인생 계획-81-2】

이 학습자가 시 텍스트를 읽고 떠올린 이미지는 소규모로 살아가는 서민들

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어두운 분위기의 영상시를 보면서 영상시가

시인의 의도를 잘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 의식을 갖는다. 이 학습자가 최종적으

로 구성한 이미지는 소규모로 살아가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계속되는 인간 탄

생의 위대함이다. 이는 시 텍스트에 대한 학습자만의 독특한 해석이기도 하다.

이처럼 영상시를 매개로 하여 학습자는 시인과 영상시 창작자의 의도에 대

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시를 읽고 떠올렸던 의문들이 영상시를 감상하면

서 다시 반복되기도 하고 영상시를 통해 자신만의 답을 찾아내기도 한다. 또한

영상시의 재해석에 대해서 반박할 수도 있다.

(2) 이야기를 통한 새로운 이미지 창작

재해석 영상시를 감상하고 난 후 이야기 만들기를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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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는 경우도 있었다.

(…) 소박하고 간소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은 느껴졌고 나 역시

그 부분에 공감한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인 만큼 소박함과 간소함을 추구하

기란 쉽지 않겠지만 한 번쯤은 이 시대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잠시 숨을

돌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A-소규모 인생 계획-27-1】

다소 텁텁하고 꽉 막힌 회색벽으로 둘러쌓인 세상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영상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하나 둘 사라져가는 나무 인형의 친구

들. 서서히 사라지게 해서 더 황량한 느낌이 들었다. (…) 소박함이라기보다

는 텁텁하고 황량한 느낌이 더 컸다. 【A-소규모 인생 계획-27-2】

시 텍스트를 보고 학습자는 소박한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성한다.

그러나 영상시에서는 황량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시 텍스트를 통해서 화자

가 소박한 삶을 추구한다고 판단했지만, 영상시를 감상한 후 고립과 결핍의 이

미지를 떠올리게 된 것이다. 이 학습자는 시 텍스트를 보고 떠올린 이미지와

영상시의 이미지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만들었다.

(평온한 음악) 옆 나라의 닭소리가 들릴 정도로 작은 나라들이 옹기종기 모

여 있다. 왕이 있으나 소규모의 나라이기 때문에 크게 간섭하지 않고 이웃처

럼 백성과 함께 살아간다. 흰 비둘기가 모이를 먹고 있다. 겨울이 되자 주민

들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살아가고 봄이 되자 농사일을 하고 가을이 되면

수확하여 서로서로 탐내지 않고 나눈다. 몇몇 집안에서는 새 생명이 태어났

고 모든 주민이 모여 이들을 축하해준다. 항상 풍요롭지 않지만 그것에 불평

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하며 만족하며 살아간다. (장면 흐릿, 평온한 음악

꺼지고) 고위직들의 비리에 관한 뉴스가 들려온다. (점점 크게) 멍 때리고 있

는 주인공을 보여 준다. 리모컨을 쥐며 한숨을 쉰다. (TV 클로즈업) TV가

꺼진다. ‘소박’하다고 하여 노자의 소국과민이 생각나서 삭막하고 욕심투성이

인 도시에서 뉴스를 보며 회상하는, 이상 사회인 소국과민이 현실화되는 상

상을 하는 화자를 그려봤다. 【A-소규모 인생 계획-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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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처음에 시를 감상하고 구성한 이미지는 소박한 삶에 대한 긍정적

인 이미지이다. 최종적으로 구성한 이미지에서도 소박한 사회가 이상적인 모습

으로 등장한다. 학습자가 만든 이야기 속 이상 사회의 모습은 시 텍스트와 노

자의 ‘소국과민(小國寡民)’을 적절히 섞어 놓은 것이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

라는 것과 정반대인 현실에 실망하는 인물을 제시하고 있다. 영상시에서 학습

자가 느꼈던 결핍이나 쓸쓸함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런데 소규모 사회가 곧 이상 사회이고, 이기적이고 비인간적인 사회의 모

습은 곧 현실 사회라는 구조는 사실 시 텍스트나 영상시와는 크게 관련이 없

다. 시 「소규모 인생 계획」에서 간소한 삶이 곧 이타적이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러한 간소함은 다른 이들과의 유대를 끊고 자신

만을 알게 되는 이기적인 모습을 낳게 되기도 한다. ‘이상과 현실’이라는 대립

구조는 학습자가 ‘소국과민(小國寡民)’이라는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이미지 창작

에 끌어들인 것이며, 이를 구체화하여 텔레비전 속 부정부패한 현실을 보면서

이상 사회를 상상하는 이야기를 만들었다.

이야기를 만드는 이미지화가 가장 활발한 경우는 추상 영상시를 감상한 경

우이다. 문학은 일상적인 소재뿐만 아니라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주제도 다룬

다. 시인이 포착한 관념적인 주제들은 언어로 형상화되어 한 편의 시 텍스트가

된다. 유영희(1999)11)는 창작 주체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추상 이미지는 어떤

구체적인 경험이라기보다는 관념적인 이미지가 전체 이미지를 지배하는 경우

가 많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관념적인 이미지를 영상으로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는 추상적인 선과 색, 형상 등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다. 물론 재현 영

상시처럼 그 관념을 표현하는 시어들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영상시 창작자가

재해석한 내용을 선택적으로 영상화하여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재현이나

재해석 영상시는 직접적이거나 지시적인 의미만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에 담긴 관념적 이미지를 다 담아내지 못한다. 결국 추상 영상시는 시에서

다룬 관념적 이미지를 추상화하여 나타내 학습자만의 독특한 해석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추상 영상시는 추상적인 표현을 통해 시의 내용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인식

11) 유영희, 앞의 글, 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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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는 공간을 열어두면서 지나치게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하지도 않아 보

다 능동적인 학습자의 역할을 유도하고 있다.12) 그러나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추상 영상시를 감상할 때 이중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관념적인 시 텍스트

를 해석하고, 추상화된 이미지를 앞선 해석에 비추어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실제 추상 영상시를 접한 학습자들은 시 텍스트와 영상시의 추상적 이

미지를 밀접하게 연관시켜 해석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

어 추상적 이미지를 구체적인 것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이미지화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스스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맥락을 부여해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할 수 있다. 즉 학습자의 능동적인 시 읽

기가 이야기 만들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학습자는 시어에 의해 연상되

는 이미지를 연결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아래의 학습자는 시 텍스트와 영상시를 감상하고 나서 한때 무용수였던 사

람이 늙고 병들어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연속적인 이미지를 떠올린다. 그리

고 이러한 이미지들은 최종 이미지에도 반영된다. 시어 ‘퇴역한 무용수’는 참회

하는 주체를 비유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보조 관념인데, 학습자는 퇴역한 무용

수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로 창작하고 있다. 무용수가 자식들에게 버려져

쓸쓸하고 외로운 상태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야기를 만들었으며, ‘퇴역한 무용

수’라는 시어를 통해 시 텍스트와의 연관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A-참회록-6-2】

12) 김정우, 앞의 글, 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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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쟁 상황이라는 맥락을 도입하여 이야기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년들이 싸우고 있다. 돌멩이 따위를 들고. 이에 반대편에서는 무장한 적들

이 대치되어 있다. 소년들의 무리에 떨어져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는 한

소년이 있다. 이 소년의 얼굴을 클로즈업한다. 소년의 얼굴이 점점 늙어 노인

이 되고, 이 노인은 힘없이 서 있다. 이 노인을 말 탄 사람들이 활기차게 달

려 지나쳐간다. 그중 한명이 말을 세워 노인에게 손을 내밀지만, 노인은 손사

래를 치며 주저앉아 그들을 보낸다. 시를 더 이해하기 쉽도록 내가 상상한

내용을 넣었다. 처음에 화자는 소년으로 나오지만 낭송하는 음성은 처음부터

늙은 노인의 음성이다. 【A-참회록-28-2】

이 학습자가 최종적으로 구성한 이미지는 활동 1에서 연상했던 이미지를 다

듬어 정리한 것이다.13) 이 학습자는 추상 영상시를 감상하면서 영상 이미지와

시 텍스트와의 연관성을 파악하지 못했고, 왜 특정 이미지가 제시되는지 이해

하지 못했다. 이처럼 시 텍스트를 이야기로 재구성하여 이미지화할 때 추상 영

상시와 상관없이 이미지를 창작하는 학습자들이 있었다. 이는 영상시 이미지에

대한 해석이 충분하지 못했고, 시 텍스트와 영상시 간의 관련성을 학습자가 발

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본인들이 구성한 심적 이미지와 영상 이미지 간

의 연결점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영상시의 주인공을 한 노인으로 설정할 것이다. 늙고 병들어 앙상한 노인이

방 한 구석에서 지난날을 회상하는 모습이 첫 장면이다. 일제강점기와 군부

독재 시절을 다 겪은 지식인이었던 노인이 자신을 제외한 주위 사람들 모두

독립 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하러 나가 죽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뒷걸음치

다 도망치던 자신의 모습을 회상한다. 그리곤 그날의 자신의 후회하고 부끄

러워하며 깊은 한숨을 내쉰다. 그 당시에 도망갔던 자신을 회상하는 모습을

13) 이 학습자가 활동 1에 서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자는 죄를 많이 지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신은 여기 주저앉아 남을 테니, 말 

탄 자에게는 그저 지나가라고 한다. 이것은 아마 자신의 죗값을 받으려는 행위일 
것이다. 왜냐하면 화자는 자신의 죄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기 때문이다.” (【A-참
회록-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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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노인이 느꼈을 부끄러움과 후회를 강조한다. 【A-참회록-63-2】

이처럼 일제강점기나 군부독재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구체적인 시적 화자를

설정하는 경우,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외면하고 도망쳤던 과거를 후회

하며 부끄러움을 느끼는 내용이 포함된다. 위의 학습자는 시 텍스트에서 파악

한 ‘과거를 후회하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구체적인 이야기로 만들었다. 이때

추상 영상시는 학습자가 만들어낸 이야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학습자가

관념적인 시 텍스트의 내용을 이야기로 재구성할 때 영상시 이미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단지 기존의 배경지식이나 단편적인 이미지를 구체화하여 시

적 이미지와 연결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미지 구성은 시 텍스트에 대한 단편적인 해석에 머문 상태에서 이

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자칫하면 시 텍스트와 무관한 이

미지 구성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추상 영상시의 경우, 대부분의

학습자가 다른 사람이 구성한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영상시의 장점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적절한 교육적 처치를 통

해 학습자의 심적 이미지와 영상 이미지 간의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두 이미지를 통합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상 영상시를 활용한 이미지화 양상을 이미지의 재인과 변형, 새로운 이미

지의 창작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영상시는 보여주는 자

료 이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에게 주어지는 영상시가 이미

지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공

되는 영상시의 특성과 학습자의 이미지 구성 방식에 따라 적절한 학습 내용과

활동이 설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재현 영상시는 학습자가 채워야 할 빈자리

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이미지로 변형하거나 창작을 위한 자료로는 적절

하지 않다. 또한 재해석 영상시에는 시 텍스트의 이미지를 재인할 수 있는 부

분과 영상시 창작자만의 재해석이 모두 반영되어 있으므로 학습자는 두 이미

지를 구분하여 감상할 수 있어야 한다. 추상 영상시의 경우에는 시 텍스트와

영상 이미지 간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영상시 감상을 통해 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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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미지를 명료화하는 데에는 부적절하다.

또한 위의 양상 분석에서 학습자가 시 텍스트를 감상한 후 명료한 심적 이

미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럴 경우 재현 영상시를

감상한 학습자는 영상시 속에 구체화된 이미지를 그대로 모방하게 된다. 재해

석 영상시를 감상할 때에는 재해석된 부분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나 그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고, 추상 영상시의 경우에는 아예 영상시와 관련 없는 새로운 이

미지를 구성하게 된다. 영상시가 이미지 구성에 효과적인 자료로 활용되지 못

하고 오히려 이미지 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영

상시가 이미지 구성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영상시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든 원 시 텍스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감상을 토대로 학습

자만의 심적 이미지를 구성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영상시 감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Ⅳ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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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영상시를 활용한 현대시 이미지 교육의 설계

이 장에서는 Ⅲ장에서 살펴본 학습자의 이미지화 양상을 토대로 교육적 설

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학습자가 시 텍스트와 영상시를 감상한 후 시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구성할 때 경험한 문제점이나 장애 요소에 주목하고, 이를 해결

하기 위한 교육적 조치를 마련할 것이다. 일단 영상시를 활용한 현대시 이미지

교육의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 아래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을 도출한

다. 이를 통해 영상시가 이미지 구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

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 영상시를 활용한 현대시 이미지 교육의 목표

이미지화는 어떤 대상에 대한 주체의 능동적 반응을 전제로 한다. 사실 어떤

시 텍스트를 제공하든 학습자는 나름대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 이러

한 이미지들은 학습자 개인의 배경지식이나 경험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한다.

때로는 시와 관련된 이미지를 생산하는 것이 무한한 발산의 영역에 속하는 것

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능동적 반응을 통해 구성되는 이미지 모두가 시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유의미한 것은 아니다.

학습자가 텍스트를 읽고 어떤 이미지를 구체화할 때 그것은 텍스트가 정한

의미 영역에서만 일어날 수 있고, 결국 문학적 텍스트는 독자의 소통과 창조적

인 활동을 제한 및 조정한다.1) 또한 문학 작품을 둘러싼 소통 과정은 문학 텍

스트와 학습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작가, 교실 내의 교사와 학습자들, 전문 비

평가를 포함한 다른 독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복잡한 과정이다. 따라서 학습자

가 문학 작품을 둘러싼 여러 요소들과 상호 교섭하면서 주체적으로 자신만의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권혁준, 「문학비평 이론의 시교육적 적용에 관한 연구 : 신비평과 독자반응 이론
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1997, p.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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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시는 그러한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교육 자료 중 하나이다. 영

상시는 시 텍스트에 대한 각색의 결과물로, 각색 방식에 따라 시 텍스트에 대

한 다양한 해석과 이미지가 담겨 있다. 영상시를 활용한 현대시 이미지 교육은

제시되는 영상시를 그대로 수용하거나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구성한

이미지를 영상시와 비교 및 대조하면서 능동적인 이미지화가 일어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형성된 이미지는 시에 대한 이해와 감상의 결과물이자

표현 활동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영상시를 활용한 현대시 이미지 교육을 위해 ‘시적 이미지의 구체화’, ‘시 텍

스트의 내면화’, ‘문학복합체를 능동적으로 감상하는 태도 신장’이라는 하위 목

표를 설정할 수 있다. 우선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텍스트를 읽으면서 구체적

인 형상으로 그려보는 일은 떠오른 생각들을 일관성 있게 연결하고 종합할 수

있게 한다.2) 영상시를 활용한 현대시 이미지 교육은 이러한 이미지 구체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작가가 실감나는 표현을 통해 문학적 형상화를 가능

하게 하는 것처럼, 독자도 자기 나름대로 문학 작품의 이미지를 구체화한다.

영상시는 시 텍스트를 감상한 독자의 심적 이미지가 다시 영상으로 실체화된

것이다. 학습자는 영상시를 활용한 현대시 이미지 교육을 통해 다른 사람이 구

성한 시적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자신만의 시적 이미

지를 정교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영상시를 활용한 현대시 이미지 교육을 통해 ‘시 텍스트의 내면화’를

기대할 수 있다. ‘내면화’란 “학습자가 수용한 가치를 개념화(conceptualization)

하고,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value system)를 내적으로 조직화해 그

것을 자신의 인격 속에 용해시키는 과정(characterization)”3)이다. 내면화는 문

학 수업에서 가시적으로 확인하거나 통제하기 어렵지만 소박한 차원에서 관련

있는 다른 텍스트와의 상호 연결을 통해 학습자의 내면화를 기대할 수 있다.

시 텍스트와 영상시를 감상하고 자신만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과정은 시 텍스

트와 관련 있는 다른 텍스트를 여러 번 다시 읽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학습자

는 시 텍스트를 내면화할 수 있다.

2)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pp.108-109.
3) 구인환 외, 앞의 책, p.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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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영상시를 활용한 현대시 이미지 교육을 통해 문학복합체를 능동적으로

감상하는 태도를 신장시키고자 한다. 문학복합체는 “다매체 환경에서 동일한

문학적 주제나 스토리가 여러 매체와 장르를 가로지르며 지속적으로 변주시키

는 멀티미디어적 실천 혹은 그 결과로 만들어진 텍스트 복합체”4)를 뜻한다.

현대사회에서 문학은 문자로 된 작품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 애니

메이션, 게임 등 다양한 매체로 변환된다. 사실 문학복합체의 감상은 다매체

시대의 학습자에게는 익숙한 활동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문학복합체의 감상에

만 익숙할 뿐 문학복합체를 둘러싼 생산, 유통 및 수용 과정에 대한 숙고나 성

찰이 부족하다. 영상시를 활용한 현대시 이미지 교육은 문학 작품인 시 텍스트

와 문학복합체인 영상시의 매체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학

습자가 문학복합체를 둘러싼 일련의 소통 과정에서 능동적인 주체로 자리매김

함을 목표로 한다.

2. 영상시를 활용한 현대시 이미지 교육의 내용

이 절에서는 Ⅲ장에서 살펴본 영상시를 활용한 이미지화 양상을 바탕으로 교

수-학습 내용을 마련하고자 한다. 우선 영상시를 활용한 이미지 교육은 학습자가

시 텍스트를 감상하고 정교한 심적 이미지를 구성할 것을 전제로 한다. 학습자는

산발적으로 떠올린 이미지를 다듬어 구체적인 이미지로 표현해야 한다. 또한 학

습자는 시 텍스트와 영상시, 심적 이미지와 영상 이미지를 통합하여 시 텍스트에

대한 최종 이미지화에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구성한 이미지에 대해서 그

것이 시 텍스트와의 연관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 점검해

야 한다. 이러한 자기 점검 과정에 영상시는 적절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1) 정교한 심적 이미지 구성

시 텍스트나 영상시를 보고 학습자는 나름대로 이미지화를 시도할 것이다.

4) 한국문학교육학회 엮음, 『매체』, 역락, 2013, pp.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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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이유는 학습자가 구성한 이미지 모두가 정교하

고 유의미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은 모두 시 텍스트에서 단편적인

느낌이나 인상을 받기는 하지만 이것을 정교한 이미지로 발전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시 텍스트에 대한 정교한 심적 이미지 구성에 실패한 학습자는

결국 외연적인 이미지만을 반복하여 나타내거나 영상시의 이미지를 그대로 모

방하여 이미지를 구성하게 된다. 본 연구의 목표인 학습자의 능동적인 이미지

구성을 위해서는 학습자가 시 텍스트에 대해 정교하고 명료한 이미지를 확립

하고, 이를 영상시와 비교 및 대조하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시 텍스트

에 대한 정교한 이미지를 구성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수용미학에서 구체화는 “텍스트의 불완전한 내용들을 자신의 상상공간에서

자유롭게 전개시키면서 의미의 탑”5)을 건설해 가는 독자의 독서 행위로 정의

된다. 학습자의 정교한 심적 이미지 구성은 허구적 텍스트를 읽고 그것을 작품

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텍스트의 빈 공간을 채우는 구체화 활동 중 하나이다.

영상시를 활용한 현대시 이미지 교육에서 일차적인 이미지화는 시 텍스트를

읽고 정교한 심적 이미지를 구성하는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문제는 이러한

정교화 정도가 학습자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시 텍스트에 대한

이미지를 얼마나 정교하게 구성했느냐에 따라서 영상시를 감상한 후 최종적으

로 구성하게 되는 이미지에는 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시 텍스트에 대해서 모

호하고 불명료한 심적 이미지를 형성한 학습자는 영상시를 감상했을 때 심적

이미지와 영상 이미지 간의 간극을 파악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 텍스트를 읽고 떠올린 심적 이미지가

단순한 느낌이나 인상에 지나지 않도록 적절한 학습활동을 통해 정교한 이미

지로 발전시켜야 한다. 학습자가 시를 읽고 떠올린 이미지를 중심으로 시의 화

자나 시적 상황, 시적 정서 등에 대한 발문을 통해 심적 이미지를 정교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자신이 파악한 위의 요소들을 연결하여 산만하고 모호한

이미지들을 체계적인 심적 이미지로 구성해야 한다.

5) 권오현, 「수용미학적 인식과 문학텍스트의 구체화모델」, 『독어교육』 7, 한국독
어독문학교육학회, 1989,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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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미지들의 간극 통합

이미지라는 용어가 다양한 뜻으로 쓰이는 만큼 학습자가 해석하여 수용해야

할 이미지 역시 무수히 많다. 이미지에 휩쓸리지 않고 주체적인 입장을 견지하

면서 여러 이미지들을 통합할 수 있는 학습자의 모습이 바로 본 연구가 목표

로 하는 학습자 상이라고 할 수 있다. Ⅲ장에서 영상시를 감상하고 난 후 영상

시 이미지를 그대로 모방하거나 아예 영상시와 관련 없는 자의적인 해석을 바

탕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창작하는 경우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학습자가 구

성한 심적 이미지와 영상 이미지 간의 간극을 파악하지 못해 이미지들 간의

통합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본인이 구성한 심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영상 이미

지의 요소를 검토하면서 시 텍스트와 영상시를 함께 감상하도록 하는 학습활

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심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영상 이미지를 검토하는 일은 필연적으로 영상 이

미지를 분석하는 활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영상 이미지의 각 요소가 전체 이미

지 구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각 요소가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여 하

나의 이미지를 이루는지 파악해야 한다. 특히 영상시와 같은 복합양식 텍스트

는 매체의 특성에 따라 특정한 방식으로 통합되어 이미지를 구성하므로 독자

들은 개별적인 이미지 요소를 분석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요소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이미지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영상시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이미지 요소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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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거(H. Burger)는 미디어 텍스트에 등장하는 기호학적 요소를 시각 요소와

청각 요소로 구분하고 위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6) 영상시는 시각 요소 중 정

지 요소인 글과 동작 요소인 영화 혹은 애니메이션으로 구성되고, 청각 요소

중에는 말, 음향, 음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영상시의 이미

지 요소를 자막, 영상, 낭독, 음향 효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듯이 감상하면 이미지 생산자가 드러내고자 하

는 세부 의미를 놓치거나 분석적인 읽기가 되지 않을 수 있다.7) 즉 이미지를

분석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태도는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편협한 반응을 방지

하고 자신의 해석이나 반응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찾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는 이미지를 구성하는 세부적인 요소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 각

각의 개별 요소와 역할 등을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영상 이미지의 개별 요소를 분석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영상 이미지의 각 요소를 분석하고 이미지들을 통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수용하는 학습자가 이미지들 간의 간극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

이다.8) 학습자 개개인이 구성한 심적 이미지와 실체로서의 영상 이미지가 완

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학습자는 이미지 간의 간극을 경험하게 된다.

이 간극은 문자로 된 시 텍스트가 영상으로 변환되면서 생길 수밖에 없는 필

연적인 것이다. 이미지 간 간극은 유사한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일

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이 간극의 원인에 대해서 고민하고 탐구하면

서 심적 이미지와 영상 이미지 간의 통합을 꾀하게 된다.

6) Harald Burger, Mediensprache : Eine Einführung In Sprache Und 
Kommunikationsformen Der Massenmedien, Gruyter, 2005, p.66, 조국현, 「텍스
트언어학에서 텍스트기호학으로 : 텍스트-이미지 복합기호의 분석」, 『독일문학』 
51, 한국독어독문학회, 2010, p.276 재인용.

7) 오정훈, 「시각예술과 시 이미지 소통을 위한 시 읽기 방법」, 『배달말』 48, 배
달말학회, 2011, p.75.

8) 영상시와 같은 변용 텍스트는 원 텍스트인 문학 텍스트에 대한 재해석과 재문맥화
(recontextualize)를 통해 생산된다. 따라서 변용 텍스트 작가의 시각과 의도를 엿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습자는 원 텍스트와 변용 텍스트 간의 차이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텍스트들을 수용하게 된다. (박용권, 「문학 
텍스트와 변용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방안 : 협동학습 전략을 중심으
로」, 『국어교과교육연구』 5, 국어교과교육학회, 2003, p.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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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미지화에서 자기 점검

문학의 이해와 표현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특성이 창조적으로 발

현되는 과정으로, 문학교육은 이해와 표현을 아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9) 이

와 마찬가지로 어떤 이미지를 해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표

현하는 일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 학습자가 최종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구성한

다고 할 때 그 구체적인 결과물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지를 표현하면

서 학습자는 자신만의 시적 의미를 도출하게 되고, 동시에 이미지화의 과정과

결과를 점검할 수 있다. 외부로 표현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표현한

결과물을 통해서도 자신이 구성한 이미지를 점검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운 방

향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다.

원래 자기 점검(self-monitoring)은 자기 자신의 행동을 체계적으로 기록하

여 치료자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심리 치료법이다. 학습 전략으로

서의 자기 점검 활동은 학습자가 읽고 있는 글에 대해 이해가 원만히 진행되

고 있는가를 스스로 확인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10) 이러한 자기 점검은

학습자가 이미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특히 시

텍스트를 감상한 후의 이미지화는 두 가지 사항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어야 한

다. 우선 구성한 이미지가 시 텍스트와 연관되는 이미지인가에 대해서 확인해

야 한다. 또한 다른 이미지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가 다른 사람에게

수용 가능할 만큼 개연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한다.

앞서 학습자는 제 2 소통에서 시 텍스트에 대한 인식 1과 영상시에 대한 인

식 2를 비교 및 대조하면서 자신만의 이미지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영상시를

활용한 이미지화에서 자기 점검은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 이루어지

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인식은 심적 이미지 구성을 한 후 영상시를 통해 자신

의 심적 이미지를 점검해보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비단 영상시뿐만 아니라

시 텍스트나 영상시에 대한 다른 의견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9) 윤여탁, 「다매체 언어를 활용한 현대시 교육 연구 : 한국 현대문학교육의 현황과 
과제」, 『문학교육학』 6, 한국문학교육학회, 2000, pp.296-297.

10) 신기술, 「자기점검 전략의 훈련이 아동의 읽기 능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
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1996,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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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러한 자기 점검은 시 텍스트로의 회귀라고 할

수 있다. 시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점검할 때 결

국 최종적인 판단 근거는 ‘구성한 이미지가 시 텍스트에 비추어 그럴듯한 것인

가.’이기 때문이다.

영상시는 시 텍스트와의 연관성을 분명히 하므로, 구성한 이미지와 시 텍스

트 사이의 연관성을 검토할 때 유용한 비교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영상시

창작자라는 다른 독자가 구성한 이미지를 자신의 이미지와 비교 및 대조하면

서 올바른 방향으로 자신의 심적 이미지를 강화 및 수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과

정은 학습자가 의식적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와 견주면서 확인하고

점검하려는 태도를 전제로 하며, 이미지화 과정 전체에서 연속적이고 지속적으

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이미지를 점검하는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보다 능동적으로 시적

경험에 참여하게 된다. 시를 즐겁고 재미있게 배우는 일은 정해진 지식을 암기

하거나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활동을 통해 그 시를 자신만의 것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시에 대한 자신만의 이미지를 만들면서

학습자는 진정한 주체로서 시를 즐겨 읽을 수 있다.11)

3. 영상시를 활용한 현대시 이미지 교육의 방법

이 절에서는 학습자의 이미지화 양상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

을 마련하고자 한다. 영상시를 활용한 현대시 이미지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학습자가 시 텍스트를 감상한 후 심적 이미지를 최대한

정교하게 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시적 상황을 다시 쓰는 활동을 통해 머

11) 시 교육에서 시적 경험의 중요성은 다음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은 큰 소리로 시를 읽으면서 밖에까지 다 들릴 정도로 시의 운율에 맞게 

책상을 탁탁 치고, 열쇠꾸러미 소리를 내고, 마루를 굴렀다. 그러한 읽기 방식은 학
생 모두가 시에 참여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었다. (…) 물론 모든 시를 그 방식대로 
두들기고, 소리내고, 외치게 하며 가르칠 수는 없으나, 학생들을 위해 시가 진정한 
경험이 되도록 하는 방식들을 찾아낼 수는 있다.” (Raymond J. Rodrigues, 박인기 
외 역, 『문학작품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박이정, 2001, pp.20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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릿속에 떠올린 이미지들을 명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심적 이미지와 영상

이미지의 통합을 위해서 학습자에게 인상적이었던 영상 이미지를 포착하고 그

러한 표현에 담긴 영상시 창작자의 의도를 추론해보는 활동과 심적 이미지와

영상 이미지 간의 차이점을 찾고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를 추론해

보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심적 이미지와 영상 이미지 간의 간극을

확인하고 그 간극의 원인을 학습자 나름대로 분석해보면서 궁극적으로는 두

이미지를 통합하여 자신만의 이미지화가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상시를

활용하여 이미지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는 ‘시 텍스트

감상-영상시 감상-최종 이미지 구성’이라는 학습활동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

이 아니라 영상시를 활용하여 자신이 구성한 이미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상의 교육 방법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습자

는 위의 교육 방법을 적용한 학습활동으로 이루어진 감상문을 작성한다. 감상

문의 주요 내용은 1차 조사와 유사하게 시 텍스트와 영상시를 감상한 후 시

텍스트에 대한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교수

-학습 내용과 방법을 적용하여 학습활동에 제시되는 발문을 1차 조사의 발문

보다 상세하게 조정하였다. 감상문을 통해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의 효용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에게 제시되는 재현 영상시는 김병호의 「세상

끝의 봄」, 재해석 영상시는 고은의 「어느 노동자」, 추상 영상시는 이성복의

「샘가에서」이다.

(1) 시적 상황 다시쓰기

1차 조사에서 최종 이미지화를 실패한 원인 중 하나는 시 텍스트를 읽고 단

순한 인상이나 느낌만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학습자가 시를 읽고 떠올리게

되는 산발적인 이미지를 정교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시 텍스트를 읽고 떠올린 시

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시 써보는 활동을 제시할 수 있다. 시를 구체적인 이

야기로 다시 쓰는 것은 작품에 정서적으로 몰입하고 상상력을 동원하여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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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섬세하게 감상하게 하고 나아가 자신만의 의미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다.12) 그러나 이때의 다시쓰기가 시 텍스트의 의미나 내용의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발문을 제시한다.

·시의 화자는 누구인가?

·시의 주요 대상은 누구 혹은 무엇인가?

·주요 대상의 상황은 어떠한가?

·주요 대상을 통해 느껴지는 감정은 무엇인가?

·위의 항목을 고려하여 시를 읽고 나의 머릿속에 떠오른 장면을 다시 써보자.

이러한 활동은 영상시가 제공되기 전에 시 텍스트에 대한 명료한 이미지를

구성하게 할 때 효과적이다. 구체적으로 영상시의 이미지 각색 방식에 따라 효

과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재현 영상시는 학습자의 심적 이미지를 재인할 때 특

히 더 유용했다. 재해석 영상시나 추상 영상시의 경우는 이미지 간의 차이를

확인할 때와 영상시 이미지에 휩쓸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이미지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다음은 학습자가 제시된 발문을 통해 시 텍스트에 대한 이

미지를 정교화한 경우이다.

·시의 화자는 누구인가? 견습 수녀를 관찰하는 사람

·시의 주요 대상은 누구 혹은 무엇인가? 견습 수녀

·주요 대상의 상황은 어떠한가? 가족과 떨어져 수녀 생활을 하고 있음.

·주요 대상을 통해 느껴지는 감정은 무엇인가? 쓸쓸함. 자신에 대한 안타

까움. 그리움.

·위의 항목을 고려하여 시를 읽고 나의 머릿속에 떠오른 장면을 다시 써

보자. 견습 수녀에게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을 것 같다. 내 생각엔 집 형편이

좋지 않아 가족 중에서 화자가 집을 나와 견습 수녀가 됨으로써 입을 하나

줄인 것 같다. 그러니까 화자는 조금 이른 쌀쌀한 새벽에 마당에 나와 비질

을 하는데 목련 꽃잎이 툭툭 떨어지고, 깡마른 가지에 얹힌 목련을 보고 자

12) 서명희, 「시를 이야기로 다시쓰기의 창의성 평가 연구(1) : 평가의 실행과 결과
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145, 한국어교육학회, 2014, p.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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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안쓰럽게 여긴다. 그리고 담장 밖의 희미한 기척이 물큰물큰 돋는다는

것을 보아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것 같다. 【B-세상 끝의 봄-4】

이 학습자는 견습 수녀가 목련을 쓸고 있는 장면을 묘사한 시 텍스트를 가

족을 위해 희생한 견습 수녀가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홀로 목련을 쓸고 있는

모습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 학습자는 해당 작품의 영상시를 감상하고 본인

이 생각했던 쓸쓸한 모습의 수녀가 영상시에서는 아래의 장면처럼 미소 짓는

표정으로 표현된 것을 발견하게 된다.

영상시 「세상 끝의 봄」의 장면

영상시 속의 수녀는 시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목련 꽃잎을 쓸고 있다. 영상시

는 시 텍스트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따르면서 시 텍스트의 장면을 독자에게

충실하게 전달하고자 한다. 다만 시 텍스트 속 견습 수녀의 행위나 주변 배경

을 주로 표현하면서, 견습 수녀가 목련 나무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 짓는 표정

을 추가하였다. 시 텍스트 속의 수녀를 보고 학습자가 받게 되는 느낌은 철저

하게 학습자의 몫이지만, 영상시 속 수녀의 모습은 시 텍스트에 대해서 긍정적

인 분위기를 느끼게끔 유도하고 있다.

영상시에 나타난 미소 짓는 수녀의 모습을 학습자는 다음과 같이 이해했다.

난 수녀가 쓸쓸해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영상시에서 클로즈업된 수녀의

표정은 웃는 표정이었다. 처음 영상시를 봤을 땐 수녀가 행복해 하는 것인

줄 알았지만 좀 더 생각해보니 쓸쓸함을 이겨내고자 지은 미소였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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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화창한 아침에 담장 안에서 툭툭 떨어지는 목력과 함께 비질을 하는

모습은 언뜻 보면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속에 어딘지 모르게 갑갑한 느낌이

살짝 들었다. 【B-세상 끝의 봄-4】

만약 이 학습자가 정교한 심적 이미지를 구성하지 않았다면 영상시 속 견습

수녀의 미소를 행복이나 만족 등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했을 것이다. 그러나 학

습자는 ‘쓸쓸함’을 이겨내고자 하는 미소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평화롭게 표현

된 영상시의 분위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느낌을 갖는다. 이 학습자는 자신이

구성한 심적 이미지를 토대로 영상 이미지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아래와 같이

자신만의 시적 이미지를 구성했다.

1연은 영상시의 장면에서 배경을 어두운 하늘색 빛으로 칠하고 전체적인

색채를 어둡게 하여 이른 새벽 쓸쓸함을 강조. 내레이션은 행 끝마다 말줄임

표를 붙인 것처럼 여운이 남게 읽고, 음악은 플루트를 쓰는데 고음을 사용하

여 쌀쌀하고 고요한 느낌을 준다. (…) 7연에서는 문득 비질을 하다 햇살을

바라보는 장면(표정은 빛에 가려 잘 보이지 않게 함), 음악은 잠시 끊겼다가

(…) 【B-세상 끝의 봄-4】

전체적으로 영상시에 재현된 인물의 모습을 거의 유사하게 표현하고 있다.

다만 밝고 따뜻한 영상시와 다르게 어둡고 쓸쓸한 배경과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견습 수녀의 표정이 보이지 않게 설정한 점이

다. 이 학습자는 시적 대상인 견습 수녀가 느끼는 감정이 보는 사람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음을 영상시를 통해 깨닫게 되었고, 이를 공백으로 설정하여 시를

읽는 사람의 해석을 존중하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시 텍스트를 감상한 후 형성하게 되는 심적 이미지가 정교할수록 학

습자는 심적 이미지와 영상 이미지의 간극을 더욱 잘 인식할 수 있다. 우선 시

텍스트의 화자나 대상, 상황 등을 정교화하면서 시 텍스트를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구성한 심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영상시를 감상하고, 이

미지 간의 간극을 조정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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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적 이미지와 영상 이미지의 간극 조정하기

심적 이미지와 영상 이미지의 통합은 이미지들의 기계적인 연합이 아니라

이미지들 간의 유기적 결합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결합은 시 텍스트와 영상시

사이 그리고 영상시와 학습자 사이의 간극을 인식하고, 그 간극을 분석하고 조

정하면서 궁극적으로 여러 이미지를 자기화하여 통합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① 인상적인 영상 이미지의 표현 의도 추론하기

심적 이미지와 영상 이미지의 통합을 위한 교육 활동으로 학습자가 영상시

를 감상하고 난 후 인상적인 영상 이미지를 선택하고 그 표현 의도를 추론하

는 활동을 제시할 수 있다. 이미지 간의 통합을 위해서는 각 이미지를 선별하

고 평가하는 학습자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자신이 구성한 심적 이미지를 바탕

으로 인상적인 영상 이미지를 선택하는 기준은 시 텍스트의 재현 정도, 본인이

구성했던 이미지와의 차이점 등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미지의

선택 주체는 학습자가 되어야 한다. 학습자에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선택하

고, 영상시 창작자가 어떤 의도로 그러한 표현을 했는지 추론해보면서 이미지

간의 간극을 인식할 수 있다.

인상적인 영상 이미지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영상 이미지를 분석적으로 감상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영상시의 이미지 요소를 분석하는 일은 시 텍스트가 영

상으로 어떻게 변환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또한 학습자가

영상시를 통해 정서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러한 경험을 보다 객관

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학습자에게 영상시의 이미지 요소를 자막, 영상,

낭독, 음향 등으로 나눌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 다음 본인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이미지 요소의 특성을 파악하게 한 후 그러한 이미지를 구성한 영상시

창작자의 의도를 추론해보도록 했다.

학습자에게 제시된 시 중 하나인 「샘가에서」는 ‘샘’에서 멀어져 밖으로 흐

르는 ‘물’의 독백을 통해 다른 존재를 위한 숭고한 희생과 절대적인 사랑을 형

상화한 시이다. 그러나 영상시 「샘가에서」는 의미적으로 연관성을 찾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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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추상적인 이미지들이 연속해서 제시된다.

영상시 「샘가에서」의 장면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영상시에서는 이미지 간의 의미적 연관성은 물론 시

텍스트와 영상시 간의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 학습자에게 추상 영상시의 각 요

소가 어떤 의미를 형성하는지를 파악하게 하는 것은 학습 부담만 증가시킬 뿐

이다. 그보다는 학습자가 파악한 시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영상시를 감상한 후

인상적인 요소를 선별하고, 시 텍스트에 비추어 영상시의 표현 의도를 추론하

게 함으로써 이질적인 이미지를 자기화할 수 있게 하였다.

·인상 깊었던 이미지 요소와 그 요소의 특징은 무엇인가? 추상적인 이미

지를 배경으로 하고 흰색 글씨를 표현하였다. 글씨체는 진지한 시의 분위기에

맞춰 기품 있는 글씨체를 사용하고 있다. 처음 이미지는 시의 내용대로 두 사

람이 길을 걷다가 한 사람이 사라진다. 그 뒤에는 비가 내릴 때의 벚꽃 배경,

사람의 상처, 빨간 물길 위의 가면, 마지막으로 꽃잎이 나온다. 배경의 그림은

아크릴화의 느낌으로 시 전체의 분위기를 한결 더 고급스럽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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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시 창작자가 그렇게 표현한 까닭은 무엇일까? 시의 분위기 자체가

가볍지 않기 때문에 무게를 주기 위해서 배경의 그림이 아크릴화와 같은 느

낌을 주게 하고 글씨체도 신경을 쓴 것 같다. 배경의 이미지의 연관성은 찾

을 수 없으나 벚꽃에 초점을 두면 젖지 않던 꽃잎이 뒤에 다시 나오면서 ‘더

럽혀진’ 꽃잎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 싶다. 벚꽃처럼 하얀꽃을 사용해야 더 확

실하게 차이가 느껴질 것이기에 사용한 듯싶다. 그리고 사람에 초점을 두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을 표현한 후 사람의 상처를 보여줌으로써 ‘당신 마

음속’을 흐르는 나를 표현한 것 같다. 【B-샘가에서-10】

이 학습자는 영상 이미지의 글씨체와 배경에 집중하면서 왜 창작자가 그러

한 표현을 했는지를 시 텍스트의 의미와 연결하여 추론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

을 통해 창작자의 의도에 대해서 하나로 정해진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은 아니

다. 학습자는 인상적인 영상 이미지를 분석하면서 그 이미지 요소가 형성하게

되는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 또한 시 텍스트와 영상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가 가능해지며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새로운 시적 이미지를 구성

하게 된다. 위의 학습자는 이 영상시의 이미지 요소가 사랑과 이별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를 ‘부모님의 사랑’으로 구체화하여 “영상

시보다는 조금 더 쉽게 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B-샘가에서-10】)” 다

음과 같은 이미지를 구성하였다.

【B-샘가에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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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면 3 샘가에 아이가 가서 물을 바라보니 비친 자신과 은은하게 보이

는 부모님의 사랑, 물속에 손을 저어도 젖지 않는 손(4-6행), 장면 4 마음속

부모님을 안고 살아가는 아이. 하지만 꿈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부모님(6-9

행), 장면 5 부모님을 마음속에 놓아두고 추억하기로 마음먹은 아이, 아이가

성장해 어른이 된다.(10-13행), 장면 6 어른이 된 아이에게 부드러운 바람이

분다.(13-14행) 【B-샘가에서-10】

시 텍스트에서 샘과 물은 단절되어 있어 서로 소통할 수 없는데 이러한 상

황을 영상시는 등을 돌리고 있는 남자로 나타내고 있다. 영상 이미지를 통해

이별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음을 포착한 학습자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하

는 자식의 상황으로 더욱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학습자가 구성한 이미지에

서 돌아가신 부모님은 나의 존재를 모르는 샘의 역할을 하고, 자식은 더러워지

더라도 샘을 위해 흐르고자 하는 물이다. 생사를 달리하는 부모님과 나는 단절

되어 있어 내가 아무리 부모님이라는 샘에 몸을 더럽히려고 해도 그럴 수 없

다. 돌아가신 부모님은 자식의 꿈에도 나타나지 않고 자식은 부모님이 그리워

큰 슬픔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신들을 잊고 제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을 깨닫고 부모에 대한 집착을 놓으면서 역설적으로 부모

의 사랑과 존재감을 느끼게 된다. 시 텍스트에서 더러워지는 것은 대상에 대한

간절한 사랑과 희생정신을 뜻하며, 영상시에서는 하얀 꽃잎이 더렵혀지는 장면

으로 표현되었다. 학습자는 부모님의 큰 사랑을 깨달은 자식이 오랫동안 ‘더렵

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추상 영상시의 이미지 요소를 모두 분석하여 시 텍스트와 연결하는 일은 영

상시 창작자의 의도를 완벽하게 추론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추상 영상시에서 인상적인 이미지 요소를 분석하는 일은 추상 영상시를 시 텍

스트나 학습자의 심적 이미지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에 대한 이미지를 보다 발전시킬 수 있다.

② 이미지 간의 차이점을 찾고 그 이유 추론하기

비평이 텍스트의 위력에 대항하면서 동시에 그 위력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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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비평교육에서 중요한 사항은 “어떻게 텍스트 밖으로 나와 텍스트를 조

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기 자리를 확보하게 할 것인가”13)이다. 여기서 ‘자기

자리’는 학습자만의 텍스트 평가 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평가 기준을

통해 학습자는 텍스트 밖으로 빠져나와 텍스트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영상시를 활용한 현대시 이미지 교육에서 학습자는 영상시에 대한 비평적

관점을 취할 수 있다. 이때 학습자의 평가 기준은 자신이 시 텍스트를 읽고 구

성하게 된 이미지이다. 자신이 구성한 이미지를 기준으로 영상시를 평가하면서

주체적인 입장에서 이미지 구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중요한 평가 기준은

‘영상시가 시 텍스트를 잘 표현했는가’ 혹은 ‘영상시가 내가 상상한 이미지와

비슷한가’ 여부이다. 단순히 잘 표현했는지 혹은 비슷하게 표현했는지를 판단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왜 그렇게 표현했을지에

대해서 추론해보도록 한다.

영상시 「어느 노동자」의 장면

13) 황혜진, 「비판적 문해력 신장을 위한 드라마 비평문 쓰기교육 방법 연구」, 『독
서연구』 20, 한국독서학회, 2008, 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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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어느 노동자」는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영상시

는 3연 27행인 시 텍스트를 한 장면에 한 행씩 재배치하여 의도적으로 시를

감상하는 속도를 느리게 한다. 또한 시 텍스트의 내용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고

일부분만을 선택적으로 표현하여 영상에 나타나지 않은 부분을 독자가 상상하

게 만든다. 예를 들어 시 속의 노동자는 애꾸눈이며, 최선을 다하지만 일하는

속도가 느려 사장과 십장에게 쫓겨난다. 그러나 영상시에서는 시 속의 특정 노

동자의 모습이 아니라 일반적인 건설 현장의 노동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학습

자는 시를 읽고 구성했던 이미지와 영상시 속에 선택되거나 생략된 이미지들

간의 간극을 스스로 조정하면서 이미지를 구성해야 한다.

·영상시에서 내 상상과 달랐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 빠르게 살

아가는 사회의 현대인들의 모습을 노동자의 모습과 대비시킬 줄 알았는데 영

상에서는 그냥 노동자의 모습만 표현했다. 그리고 시를 읽을 때 성우가 ‘드문

일이었다’를 상대적으로 느리게 표현할 것 같았는데 마지막 연 두 번째 행에

서만 ‘드문’ ‘일’이라고 읽고 나머지는 시의 속도로 똑같이 읽어서 강조하지

않았다.

·영상시 창작자가 그렇게 표현한 까닭은 무엇일까? 영상시에 빠르게 살아

가는 사회를 보여준다면, 노동자와 대비시키려는 의도일지라도 전체적인 시

의 분위기가 빠르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독자에게 이 시는 ‘느린

시’라는 인식을 오해 없이 주고 싶어서 노동자의 모습만 표현한 것 같다. 그

리고 마지막 연에서만 띄어 읽기를 통해 ‘드문’ ‘일’을 강조한 것도 전부 다

그렇게 읽기보다는 하나만 강조하는 것이 강조 효과를 높일 수 있어서 그런

것 같다. 【B-어느 노동자-7】

위의 학습자는 시 텍스트를 읽고 노동자와 대비되는 현대인의 모습을 상상

하지만, 영상시에서는 그러한 이미지가 제시되지 않는다. 학습자는 그 까닭이

노동자의 모습만을 제시하여 시 전체 분위기를 느리게 가져가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낭독에 있어서 시를 띄어 읽는 방식에서도 학습자가 생각했던 것과

영상시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학습자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 번 띄어

읽는 것보다 영상시처럼 한 번 띄어 읽는 것이 강조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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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게 된다. 학습자가 구성한 이미지를 기준으로 영상시를 분석 및 평가하

게 된 학습자는 다음과 같은 최종 이미지를 구성하였다.

장면 1 해가 뜨고 지는 모습, 길거리에 빠르게 지나다니는 사람들, 자동차

의 모습을 두 배속으로 돌린다. 장면 2 ‘드물고~이었다’라는 첫 구절을 낭독

하면서 화면의 오른쪽 밑 구석에서 노동자를 비춘 화면을 나타낸다. 장면 3

시 낭독이 점점 진행될수록 노동자를 비춘 화면의 크기를 점점 키운다. 장면

4 노동자가 지은 집을 튼튼하게 표현하기 위해 화면을 집 지붕에서부터 주

변 집들로 점점 확대해서 주변 집과 비교한다. 장면 5 ‘누군가를 진실로 사

랑할 수 있었다’라는 구절에서 노동자의 못 박는 손을 확대시키며 마무리한

다. 창작의도 내가 생각했던 대로 빠른 사회의 모습 속에서 드문 일인 노동

자의 행동을 강조하고 싶어 시 낭독을 시작하기 전에 사회를 비춘 장면을 먼

저 넣었다. 시 중간에 등장하지 않아서 시 전체의 속도를 빠르게 만들지는

않을 것 같다. 또한 시 전체 구절을 행동으로 자세하게 묘사해서 이해하기

쉽게 하고 싶었다. 노동자의 못 박는 손을 마지막에 확대시킨 이유는 노동자

가 소원을 성취하기 전까지의 힘들었을 과정을 사랑하는 마음을 얻음으로 인

해서 보상받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 【B-어느 노동자-7】

학습자는 처음에 자신이 상상했던 대로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의 모습을

최종 이미지에 반영하였다. 그러나 학습자는 영상시를 통해 「어느 노동자」는

빠른 속도의 이미지가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시 속도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해서 초반에만 현대사회의 모습을 넣었다. 또한 위의 이미

지에는 영상시와 유사한 이미지가 포함되기도 한다. 마지막에 노동자의 손을

확대하는 장면은 영상 이미지에서 벽돌을 쌓는 노동자의 손을 확대한 장면과

유사하다. 이 장면을 통해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추가

한 것이다. 반면에 시 텍스트나 영상시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튼튼하게 지어진

집을 강조하는 장면이나 노동자의 모습을 점차 확대하는 장면은 학습자가 시

텍스트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영상시와는 다르게 표현한 장면이다.

이 학습자는 자신이 구성한 이미지와 영상시 이미지 사이의 간극을 조정하면

서 시의 이미지를 다시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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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상시에서 이미지 구성의 근거 마련하기

Ⅲ장의 이미지화 양상 중 새로운 이미지를 창작하는 경우 시 텍스트 또는

영상시와 무관한 이미지를 창작하는 경우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이미지

구성이 창조적 상상력이 발휘된 결과물이라고 하더라도, 시 텍스트에 대한 적

절한 이미지 구성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 시를 읽고 어떤 이미지를 구성했다

면 그 이미지는 최소한 시 텍스트와의 연관성을 담보하여야 하며, 언제나 ‘시

텍스트에 대한’ 혹은 ‘시 텍스트에 의한’ 이미지화라는 꼬리표가 달려있을 것이

기 때문이다.

해석의 과정에서 독자의 역할과 자유로운 반응을 강조하는 독자반응이론에

서조차 지나치게 텍스트와 무관한 반응에 대해서는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활

동을 제시하고 있다. 독자는 작품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판단의 타당성을 증명

하도록 도전을 받으면서 작품이나 자신의 경험 속에서 반응의 전제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하도록 자극받게 된다.14) 학습자가 시를 읽고 자유롭게 이미지를

구성하게 하되, 학습자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점검할 수 있는 비교 자료를 제시

하면 산발적인 이미지의 확장을 제약할 수 있다. 이때 이미지 구성의 자기 점

검을 위한 자료로 영상시를 제시할 수 있다.

시 텍스트를 읽고 구성한 심적 이미지를 영상시의 이미지와 비교하며 최종

적으로 자신만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일련의 과정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특히

새로운 이미지를 창작할 때 학습자가 작가나 영상시 창작자의 의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름대로 문제에 대한 답을 내리면서 이미지를 확장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상시를 이미지 구성의 점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이다. 즉 최종 이미지의 타당성이나 개연성을 영상 이미지와의 유사성이나 차

이점을 검토하면서 획득할 수 있다.

영상시를 통해 이미지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활동은 다른 독자가 시를 읽

고 창작한 영상시를 활용해 자신의 이미지 구성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 점검은 학습자가 영상시를 지속적으로 의식해야 함을 전제로 한

14) L. M. Rosenblatt, 김혜리 · 엄해영 역, 『탐구로서의 문학』, 한국문화사, 2006, 
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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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미지를 구성하면서 끊임없이 영상시와 비교 및 대조하여 자신의 이미지

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학습자가 최종적으로 구성한 이미지와 영상 이

미지를 비교 및 대조하면서 결국 시 텍스트라는 한계선을 벗어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재현 영상시인 「세상 끝의 봄」의 이미지 구성은 시 텍스트나 영상시와 유

사한 이미지들이 반복하여 나타났으므로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를 창작하는 양

상을 살펴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재해석 영상시인 「어느 노동자」나 추상 영

상시인 「샘가에서」를 읽은 학습자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영상시와는

다른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신이 감상한

영상시 이미지를 의식하면서 이미지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다음의 학습자는 시 「어느 노동자」에 대한 최종 이미지로 애꾸눈을 한 노

동자가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벽돌집을 지어 만족해하는 연속적인 이야기

를 구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다음과 같은 표현 의도를 드러낸다.

영상시와 달리 나는 한 노동자의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을의 입장에서 있는

노동자의 모습을 통해 동질감을 느끼게 하고 노동자가 자신의 집을 지어 자

신의 소망을 이루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 이 소망은 자신이 소유한 집

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고 노동자는 결국 이러한 삶을 이룬 것이라고 생

각한다. (…) 영상시에서 집 한 채를 짓고 죽었다는 표정에서 주인공이 쓰러

져 있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았는데 나는 죽었다는 것이 정말 육체가 죽은 것

이 아니라 고생한 과거의 노동자가 죽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동안 슬픔을

벽돌에 담아 쌓고 쌓아 만든 집을 중심으로 내세워 노동자의 소원을 이루었

음을 영상시에서 부각시킨 것이라고 생각한다. 【B-어느 노동자-11】

위의 글에서 학습자가 이미지를 구성하면서 지속적으로 영상시를 의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노동자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

는 영상시와는 다르게 시에서 나타내고자 한 특정한 노동자의 이야기를 만들

고 있다. 이 학습자는 영상시보다 시 텍스트의 테두리 안에서 이미지를 구성하

고자 한다. 그러나 시 텍스트의 내용을 그대로 재현하지는 않는데 집 한 채를

짓고 죽었다는 표현에 대해서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고 생각한 점이 특히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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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학습자는 이 노동자가 집을 짓는 노동자로서는 죽음을 맞이하지만 결국

자신이 지은 새 집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의 근거로 영상시에서 주인공이 죽는 장면을 표현하

지 않았다는 것을 제시한다.

「샘가에서」를 읽은 다음의 학습자는 어두운 밤에 샘가를 맴돌며 이별의

슬픔을 느끼고 있는 주인공을 설정하여 이야기를 제시한다.

(…) 1~3행에서 샘가를 걷고 있는 사람의 다리를 보여준다. 4~10행에서 샘

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형상을 보여준다. (…) 영상시에서 이미지를 뚜렷

하게 지시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화자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기 위해서이다. 나 역시 이별한 상황에서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꼭

여자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독자의 상상력을 지켜주기 위해서 특정한

성별을 밝히지 않았다. 【B-샘가에서-4】

이 학습자는 영상시 이미지와는 다르게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로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지만 이야기 주인공의 성별은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러

한 이미지 구성의 근거로 영상시에서 성별을 밝히지 않았고 자신 역시 그러한

표현 의도에 동의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학습자는 새로운 맥락에서 이야기를 구성하면서도 계속해서 영상 이

미지를 의식하고 있었다. 또한 자신의 이미지 구성을 점검하고 이미지에 타당

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영상시를 활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

정은 영상시와 개별 학습자만의 관계가 아니라 학습자와 다른 학습자 간의 대

화나 집단 토의로도 확장될 수 있다. 이는 다른 사람의 해석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석을 하면서 자신만의 의미를 구성해가는 학습자가 역으로 다른 사람의 이

미지를 활용해 자신이 구성한 이미지를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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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학습자가 영상시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시적 이미지를 구성하는

현대시 이미지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제안하였다. 시 교육에서 영상시가 학습

자의 이미지 구성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

다.

독자가 문학 텍스트를 읽고 빈자리를 채워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갈 때 ‘수

용’과 ‘해석’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독자가 상상하면서 텍스트의 빈자리를 채

워가는 체험을 수용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수용이 의미화되는 과정을 해석이라

고 할 수 있다. 수용의 과정에서는 이미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해석

의 과정은 독자 내부에서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라 외부 해석과의

소통을 통해 얼마든지 새로운 변화가 가능하다. 이러한 해석 과정은 원작과 2

차 텍스트 사이의 소통으로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시 텍스트를 읽고 구성한 심

적 이미지와 시 텍스트를 변용한 영상시의 이미지를 모두 인식한 학습자는 두

이미지 간의 간극을 조정하면서 자신만의 이미지를 구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미지화를 학습자가 내적으로 또는 외적으로 이미지를 만들고

조직하는 방식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내적 이미지란 학습자가 시 텍스트를

감상하고 구성하는 심적 이미지를 뜻한다. 학습자가 영상시를 감상하면서 앞서

구성한 심적 이미지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변화는 학습자가 표현한

감상문에 반영되어 있다. 문학 텍스트를 감상한 후 나타나는 이미지화 방식은

이미지의 재인, 이미지의 변형, 새로운 이미지의 창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미지화 방식이 시 텍스트와 영상시를 감상한 후 자신만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도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때 학습자에게 어떤 영상시가 제공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반응 양상에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이에 각색 이론을 적용하여 재현 영상시, 재해석 영상

시, 추상 영상시로 영상시를 분류하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작품을 선

별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하였다. 우선 학습자에게 시 텍스트를 제공하여 자신이

구성한 심적 이미지를 감상문으로 작성하게 한 다음 영상시를 제공하여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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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심적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영상시를 활용한 이미지화 양상은 크게 영상시 이미지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재인하는 경우와 변형하는 경우, 새로운 이미지를 창작하는 경우로 살펴볼 수

있다. 영상시 이미지를 재인하는 경우는 영상 이미지를 통해 자신이 구성한 심

적 이미지를 다시 확인하면서 그 이미지를 최종 이미지로 구성하는 경우와 영

상시 이미지를 단순화하여 나열하는 경우가 있었다. 재현 영상시의 경우 심적

이미지와 영상 이미지 간의 간극이 크지 않았기에 재확인이 보다 능동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졌지만 재해석이나 추상 영상시의 경우에는 학습자

가 시 텍스트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영상시를 감상해 피상적인 모방에 머

물게 되었다.

이미지를 변형하는 경우에는 영상시 감상을 통해 심적 이미지를 보다 구체

화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었고, 영상 이미지의 특정 이미지

를 포착하여 나타내거나 연속적인 이미지에 추가적인 내용을 부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이미지 변형은 학습자의 능동적인 이미지화라는 점에서는 긍정

적이었지만, 시 텍스트와 영상시 간의 간극을 인식하지 못하고 둘 중 하나의

이미지로 휩쓸리거나 시 텍스트와 관련 없는 이미지를 구성하는 문제점도 나

타났다.

마지막으로 학습자가 시 텍스트나 영상시에 대해 해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거나 시의 내용을 영상시와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로 만

드는 경우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 경우 학습자가 끊임없이 시 텍스트와의 의

미적 연관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적절한 이미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상의 이미지화 양상을 통해 학습자가 구체적인 심적 이미지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영상시 이미지에 함몰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학

습자는 심적 이미지와 영상 이미지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자신만의 이미지로

통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습자는 정교한 심

적 이미지를 구성해야 하고, 이미지 간의 간극을 인식한 후 그 원인을 추론하

면서 심적 이미지와 영상 이미지를 통합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는 이미지를 구

성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점검을 해야 하는데 이때 영상시가 유용한 자료로 활

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시적 상황 다시쓰기’, ‘인상적인 영상 이미지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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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 추론하기’, ‘이미지 간의 차이점을 찾고 그 이유 추론하기’, ‘영상시에서

이미지 구성의 근거 마련하기’라는 교육 방법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을 통해 학습자는 보다 능동적으로 심적 이미지와 영상 이미지를

통합하여 자신만의 시적 이미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영상시 연구는 주로 교육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거나 영상시

창작 활동을 다루는 것들이 많았다. 그런데 실제 교육 현장에서 영상시라는 교

육 자료는 수업의 도입부에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거나 수업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번 보고 지나가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영상시가 시

텍스트를 감상한 후 구성한 심적 이미지를 여러 방향으로 변화시켜 학습자의

시 감상과 이미지 구성 능력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원 텍스트에 대한 변용과 재생산으로 수많은 2차 텍스트가 존재하는 오늘날,

학습자가 시 텍스트와 2차 텍스트인 영상시를 함께 접하면서 그 안의 다양한

의미와 이미지를 교섭하고 능동적으로 자신만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능력이 필

수적이라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영상시를 현대시 이미지 교육에 활용하자면 재

현 영상시는 학습자가 구성한 심적 이미지를 재확인할 때 유용할 것이다. 재해

석이나 추상 영상시는 이미지 간의 간극을 발견하고 그러한 간극을 해결하는

능동적인 이미지화에 유용할 것이다. 다만 재해석 영상시보다는 추상 영상시가

학습자가 채워야 할 이미지 간의 간극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정된 영상시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

과 학습자가 구성한 이미지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개별 시 텍스트와 영상시 이미지 간의 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시

텍스트와 영상시 이미지 간의 관계를 ‘재현, 재해석, 추상화’라는 세 가지 틀로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했다. 더불어 학습자가 자신이 구성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이 가장 능동적이고 최종적인 이미지화라고 할 때, 본 연구는 이미지의 구성

및 계획 단계를 주로 다루고 실제적인 영상시 창작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다.

이상의 연구 문제에 대한 후속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105 -

참고 문헌

1. 자료

고은, 『속삭임』, 실천문학사, 1998.
김병호, 『밤새 이상을 읽다』, 문학수첩, 2012.
김소월, 권영민 편저, 『김소월시전집』, 문학사상사, 2007.
이성복, 『그 여름의 끝』, 문학과 지성사, 1990.
이장욱, 『생년월일』, 창비, 2011.
정희성, 『시를 찾아서』, 창작과 비평사, 2001.
홍신선, 『우연을 점 찍다』, 문학과 지성사, 2009.
사이버 문학광장 문장, 고은 「어느 노동자」, http://munjang.or.kr/archives/175256, 

2015년 7월 14일 검색.
사이버 문학광장 문장, 김병호 「세상 끝의 봄」, http://munjang.or.kr/archives/169666, 

2015년 7월 14일 검색.
사이버 문학광장 문장, 김소월 「가는 길」, http://munjang.or.kr/archives/141310, 

2015년 4월 29일 검색.
사이버 문학광장 문장, 이성복 「샘가에서」, http://munjang.or.kr/archives/140892, 

2015년 7월 14일 검색.
사이버 문학광장    , 이장욱 「소규모 인생 계획」, http://munjang.or.kr/archives/193781, 

2015년 7월 14일 검색.
사이버 문학광장 문장, 정희성 「민지의 꽃」, http://munjang.or.kr/archives/141256, 

2015년 7월 14일 검색.
사이버 문학광장 문장, 홍신선 「참회록」, http://munjang.or.kr/archives/141094, 

2015년 7월 14일 검색.

2. 국내 논저

곽광수, 『가스통 바슐라르』, 민음사, 1995.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2007.
권오현, 「수용미학적 인식과 문학텍스트의 구체화모델」, 『독어교육』 7, 한국독어독

문학교육학회, 1989.
권혁준, 「문학비평 이론의 시교육적 적용에 관한 연구 : 신비평과 독자반응 이론을 



- 106 -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1997.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김대행 외, 『방송의 언어문화와 미디어교육』,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김도남, 『상호텍스트성과 텍스트 이해 교육』, 박이정, 2003.
김미혜, 「시 교육에 있어서 이미지 이해의 문제에 대한 고찰-박목월 초기 시의 이미

지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25, 한국문학교육학회, 2008.
김양은, 「리터러시 관점에서의 미디어교육에 관한 연구 : 언어로서의 미디어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27, 한국언어문화학회, 2005.
김영봉 외, 『교육심리학』, 서현사, 2007.
김정우, 「시의 복합양식 텍스트화, 그 양상과 특성」, 『국어교육』 136, 한국어교육학

회, 2011.
김종철, 「문학교육과 인간」, 『문학교육학』 1, 한국문학교육학회, 1997.
김준오, 『시론』, 삼지원, 2010.
김창원 외, 「문학교육과 상상력」, 『독서연구』 5, 한국독서학회, 2000.
박소영, 「심미적 체험으로서 ‘시낭송 UCC’ 제작의 교육적 활용 방안」, 『배달말』 

54, 배달말학회, 2014.
박용권, 「문학 텍스트와 변용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방안 : 협동학습 전

략을 중심으로」, 『국어교과교육연구』 5, 국어교과교육학회, 2003.
박인기 외, 『디지털 시대, 문학의 길』, 푸른사상, 2007.
서경숙, 「새로운 미디어의 융합을 통한 시교육」, 『영어영문학연구』 40, 대한영어영

문학회, 2014.
서명희, 「시를 이야기로 다시쓰기의 창의성 평가 연구(1) : 평가의 실행과 결과를 중

심으로」, 『국어교육』 145, 한국어교육학회, 2014.
손예희, 『상상력과 현대시 교육』, 역락, 2014.
신기술, 「자기점검 전략의 훈련이 아동의 읽기 능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

교 석사 학위 논문, 1996.
신헌재 · 김정은, 「문학 상상력 신장을 위한 동화 지도 방법 연구」, 『한국초등교육』 

21(2),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2011.
신혜경 · 김진수, 「이미지의 측면에서 본 문학과 미술의 관계」, 『논문집』 44, 경기

대학교, 2000.
안정임 · 전경란, 『미디어 교육의 이해』, 한나래, 1999.
오정훈, 「시각예술과 시 이미지 소통을 위한 시 읽기 방법」, 『배달말』 48, 배달말학

회, 2011.
오정훈, 「문학적 상상력 함양을 위한 시교육 방법」,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지』 

13,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3.



- 107 -

월간미술 엮음,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1999,
유영희, 「이미지 형상화를 통한 시 창작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1999.
유영희, 『이미지로 보는 시 창작교육론』, 역락, 2003.
유재길, 『추상화 감상법』, 대원사, 2001.
유평근 · 진형준, 『이미지』, 살림, 2003.
윤여탁, 「다매체 언어를 활용한 현대시 교육 연구 : 한국 현대문학교육의 현황과 과

제」, 『문학교육학』 6, 한국문학교육학회, 2000.
이성준, 「텍스트의 역동성과 재생산에 대한 시론-다른 장르로의 재생산 과정(창작 

경험)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41, 한민족문화학회, 2012.
이승훈, 『시론』, 태학사, 2005.
이유선, 「디지털 다매체시대와 상호매체성-뮤직비디오 분석을 중심으로」, 『뷔히너와

현대문학』 30, 한국뷔히너학회, 2008.
이인화, 『해석소통, 문학토론의 내용과 방법』, 사회평론, 2014.
이형식 외, 『문학텍스트에서 영화텍스트로』, 동인, 2001.
임정택 외, 「다매체 시대의 문학과 예술-상호 매체성의 이론과 실제」, 『기호학연구』 

9, 한국기호학회, 2001.
임형택, 「미디어융합과 한국문학의 재매개 : 표현, 저장, 소통-재매개의 순환과 미디

어의 작용」, 『반교어문연구』 38, 반교어문학회, 2014.
정끝별, 『패러디 시학』, 문학세계사, 1997.
정정순, 「매체 변환을 활용한 시 감상 교육 연구 : 시 그림책 ‘낮에 나온 반달’을 중

심으로」, 『국어교육연구』 43, 국어교육학회, 2008.
정현선, 『다매체 시대의 국어교육과 문화교육』, 역락, 2004.
정현선, 「‘언어 · 문화 · 소통 기술’의 관점에서 본 미디어 리터러시의 고찰」, 『한국

학연구』 25,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6.
정현선, 「인터넷 언어 문화 교육 내용으로서 디지털 서사의 개념 · 특성 · 유형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30, 국어교육학회, 2007.
조국현, 「텍스트언어학에서 텍스트기호학으로 : 텍스트-이미지 복합기호의 분석」, 

『독일문학』 51, 한국독어독문학회, 2010.
조성훈, 『들뢰즈의 씨네마톨로지』, 갈무리, 2012.
조은혜,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한 시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14.
주창윤, 「현대사회의 영상이미지와 문학」, 『문학정신』 55, 열음사, 1991.
주창윤, 『영상 이미지의 구조』, 나남, 2003.
주형일, 『이미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앤지, 2006.



- 108 -

지현배,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시 교육이 가능성과 한계」, 『국어교육연구』 38, 국어
교육학회, 2005.

차봉희 편저, 『수용미학』, 문학과 지성사, 1985.
차봉희 편저, 『독자 반응 비평』, 고려원, 1993.
최미숙, 「디지털 시대, 시 향유 방식과 시 교육의 방향」, 『국어교육연구』 19, 서울

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7.
최미숙, 「미디어 시대의 시 텍스트 변화 양상과 시 교육」, 『문학교육학』 24, 한국문

학교육학회, 2007.
최민성, 『멀티미디어 상상력과 문화 콘텐츠』, 논형, 2006.
최석화, 「한국 현대시 이미지론 재고」, 『어문론집』 62, 중앙어문학회, 2015.
최혜영, 「이미지의 작용 방식과 상상력 교육」, 『국어교육』 105, 한국어교육학회, 

2001.
한국문학교육학회 엮음, 『매체』, 역락, 2013.
한귀은, 「시와 영상의 통합적 표현 교육」, 『국어국문학』 143, 국어국문학회, 2006.
한상엽, 「시각예술에 있어서 창조적 경험과 패러디에 관한 연구」, 『조형교육』 28, 

한국조형교육학회, 2006.
홍명희, 「텍스트와 이미지 : 문학 텍스트의 이미지성에 대한 연구」, 『프랑스문화예

술연구』 13, 프랑스문화예술학회, 2005.
황은비, 「영상시 제작을 통한 ‘미디어로서의 시’ 교육」, 『국어교육연구』 37, 국어교

육학회, 2005.
황혜진, 「비판적 문해력 신장을 위한 드라마 비평문 쓰기교육 방법 연구」, 『독서연

구』 20, 한국독서학회, 2008.

3. 국외 논저

Andrew, D., Concepts in Film Theory, 김시무 외 역, 『영화이론의 개념들』, 시
각과 언어, 1995.

Arnheim, R., Visual Thingking, 김정오 역, 『시각적 사고』, 이화여자대학교출판
부, 2004.

Aumont, J., L’image, 오정민 역, 『이마주-영화 · 사진 · 회화』, 동문선, 2006.
Bachelard, G., L’air et les songes, 정영란 역, 『공기와 꿈』, 이학사, 2001.
Bazin, A., Qu’est-ce Que Le Cinéma, 박상규 역, 『영화란 무엇인가』, 사문난적, 

2013.
Buckingham, D., Media education : literacy, learning and contemporary 



- 109 -

culture, 기선정 · 김아미 역, 『미디어 교육 : 학습, 리터러시, 그리고 현대문
화』, JNBook, 2004.

Burger, H., Mediensprache : Eine Einführung In Sprache 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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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Education of Contemporary Poem Images

Using Visual Poems

Lee, Shin Ae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patterns in which

learners construct their own images by integrating mental and visual

images and ultimately to contribute to education that enhances learners’

ability in active image construction.

The readers are involved in literary communication not only through

interpreting literary works but also through interpreting other readers’

interpretations. Due to the development of media, however, literary works

are presented to the readers in various forms and this change also

influences literary communication between writers and readers. If visual

poems are provided to learners in poetry education, the learners can

appreciate poetic texts and visual poems together, and compare and

contrast images alluded by the poetic texts and visual poems. Depending

on how they are adapted, the visual poems provided to the learners can be

classified into ‘visual poems representing described images,’ ‘visual poems

reinterpreted by the choice of image,’ and ‘visual poems abstracting

interpreted meanings.’

On the other hand, like a writer produces a literary work by creating

and exposing images, a reader also constructs his own image from reading

a literary work. Such a process is called visualization. In particular, readers’

visualization of literary works can be divided into ‘recognition of images,’

‘transformation of images,’ and ‘creation of new images.’ Based o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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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this study took note of mental images arising from

appreciating poetic texts and the images of visual poems, and attempted to

examine the patterns of visualization performed by learners after reading

poetic texts and visual poems.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er provided a poetic text to learners, and

had them write about images coming to mind and construct the final image

about the poetic text. The learners visualized the poetic text by recognizing

or transforming images using visual poems. When recognizing the images

of visual poems, they reconfirmed their mental images or listed simple

images. When transforming images using visual poems, they concretized or

changed mental images, or captured a specific image from visual images or

supplemented the visual images. In order to make their own interpretation

or story, what is more, they sometimes created a new image different from

the poetic text or visual poems.

Based on these patterns of visualization, this study designed teaching‐

learning contents and methods for learners’ active image construction. In

the examination of patterns above, it was found that learners sometimes

failed to construct an elaborate mental image, or failed to integrate mental

and visual images and, as a result, constructed an irrelevant imag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learners should be able to elaborate their

own mental images and integrate multiple images. In addition, they should

examine and revise their own image continuously while constructing an

image. As specific strategies were suggested ‘rewriting a poetic situation,’

‘adjusting the gap between mental and visual images,’ and ‘laying the base

of image construction in visual poems.’

It is true that visual poems have so far been utilized to motivate learners

in poetry education. Today when literary works are presented in various

forms, however, learners are required to appreciate various forms of literary

works more actively. Learners who construct their own image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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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sting the gap between mental and visual images can accept poetic

texts existing in various forms more subjectivel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posed image education that contributes to the formation of

active subject through discussing various types of literary communication.

＊Key words : visual poem, visualization, mental image, visual image,

recognition of images, transformation of images, creation of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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