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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시조에 나오는 지명 시어들이 특정한 이미지를 환기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시조의 지명 이미지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밝히고 그를 토대로 학습자들의 

시조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용 가능한 교육 방안을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시조의 지명 시어가 학습자의 사고력과 상상력을 향상시키고, 문화적 공

감의 양상을 공유하는 데 유용한 교육적 자료가 된다고 보고, 지명 시어가 드러내는 이

미지의 양상을 살피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지방이나 산천, 지역 등을 가리키는 지명(地名)은 인간들이 특정한 지리적 

실체에 대해 공동으로 정해놓은 고유한 이름이자 기호이다. 지명은 특정 장소를 나타내

는데, 그 장소가 가진 다양한 정서나 문화적 의미, 관념들이 지명 속에 내포된다. 지명 

이미지는 일차적으로 지명이 지칭하는 시어가 환기하는 어떠한 느낌이나 인상, 감각적 

형상을 말한다. 그러나 지명 이미지는 단순히 이것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지명은 일정한 

체계와 유래, 역사적·문화적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명이 환기하는 이미지도 그 

장소의 구체적·지리적 특징 외에 경험 및 역사, 이야기, 인물, 문화, 상징 등을 축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지명 이미지를 ‘지명 시어를 통해 환기되는 다양한 느낌이 

지각적·관념적·이념적 인식과 연관을 맺고 일정한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지명 이미지의 성격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고유명사로서의 지명이 가지는 

지시, 함축, 지시와 함축의 긴장 등이 의미적 특성으로 나타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시, 함축, 지시와 함축의 긴장 각각이 지명 시어가 불러일으키는 장소감과 연결되어 

이미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지명 이미지는 고유명사 시어인 

동시에 장소감의 표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지명 이미지는 시적자아의 인식의 표

상이 된다. 시적자아는 지명 시어가 나타내는 장소의 특성을 중심으로 하여 ‘지각적’·‘관

념적’·‘이념적’ 차원의 인식을 드러낸다. 이러한 지명 이미지는 특정한 장소에 대한 문화

적 유대감을 표현하고, 공동체적 인식 기반을 드러내주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시적자

아의 정체성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될지 알려주는 지표가 되며, 개인 및 사회의 

개별적·공통적 경험이 두루 집약되어 있는 시공간의 문화적 유물로서 기능하고 있다. 

또한 지명 이미지는 이미지의 중층성, 장소감, 심상지리 등의 특성을 중심으로 하여, 시

어 분석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습자의 문학 경험을 확대시키며, 문화적 공감 및 감상을 

심화시키는 교육적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명 이미지를 통해 시조의 시어와 문화적 토대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를 심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그러한 방향성을 갖고서, 

장소감을 표상하는 지명 이미지의 요소를 중심으로 시조에 나타난 지명 이미지의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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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각각 ‘실재적 장소감이 환기하는 감각적 이미지’, ‘관습적 장소감이 환기하는 상징적 

이미지’, ‘역사적 장소감이 환기하는 비유적 이미지’의 세 가지로 나누었다. 각각의 장소

감은 시적자아의 지각적 인식, 관념적 인식, 이념적 인식과 연관되어 시적 표현의 맥락

이 되는데, 장소감과 연결된 지명 이미지의 양상은 이를 중심으로 지명 시어 고유의 의

미 특성과 함께 나타나게 된다. 각 유형의 대표적인 지명으로 ‘청량산’, ‘봉래산’, ‘창오

산’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지명의 이미지는 그 공간적 특성 및 환기하는 장소감에 따

라 서로 다른 차원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즉, 시조의 지명 이미지는 각각 ‘구체적 공

간’·‘상상적 공간’·‘전고(典故) 공간’을 대표하는데, 각 공간과 연관된 시적자아의 정체성

은 ‘경험적’·‘공적’·‘문화적’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명 이미지는 이러한 공간을 중

심으로 시적자아의 정체성이 재현되고 확인되며 추구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러한 지명 이미지를 통한 시조 이해 교육의 설계를 위해서 먼저 교육 목표로 텍스

트 분석 능력 향상, 상상력의 추동과 경험의 확장, 문화적 공감과 감상의 확대를 들었

다. 그리고 교육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교육 내용으로는 지명 이미지를 통해 시적 의

미를 구현하도록 하는 시적자아의 인식 맥락을 추론하는 것을 중요하게 제시하였다. 그

리고 장소감을 중심으로 학습자들의 문학 경험을 획득하고, 정체성의 탐색을 통해 자기

지식을 구성하는 교육 내용을 제시하였다. 특히 ‘시어’, ‘장소감’, ‘문화적 유대감’이라는 

핵심 교육 과제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하여 학습자들의 지식적 차원의 앎 외에도 시

조 감상 능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을 내용 요소 파악, 의도와 관점 추리, 연관된 경험 발견, 문

화적 공감 표현의 넷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세부적인 활동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시조의 지명이 여러 층위의 이미지를 환기하고 있으며 시적자아의 인식 및 

정체성을 드러내준다는 점을 핵심으로 하여, 지명 이미지가 시조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

와 감상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그 동안 교육적 관심에서 밀려나있던 시조의 지명 시어가 경험적, 문화적 차

원의 의미를 지니면서 시적 형상화의 풍부한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지명 이미지를 통한 시조 이해 교육의 과정에서 학습자들

이 과거에 시조 작가들이 가졌던 심상지리가 어떠한 장소감을 토대로 형성되는지를 알

고, 그것이 주체와 관계된 체험 및 관습, 문화적 공감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지명 이미지를 활용하여 직접 현재의 자신과 관계된 지명의 다양한 

인상과 느낌들을 상상하고 경험하게 되기를 바란다. 

* 핵심어 : 지명, 시조, 이미지, 지명 이미지, 이해 교육, 고유명사 시어, 장소감, 심상지리, 

시적자아의 인식, 정체성, 문학 경험, 문화적 유대감

* 학  번 : 2010-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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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본 연구의 출발점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의 수많은 현상들 중 특히 어떠

한 장소가 주는 의미가 인간의 의식 및 사고 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있다. 특히 이러한 

장소의 의미는 가깝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과 도시에서부터 여행지나 고향 같은 곳 

외에도 상상 속에 존재하는 곳이나 동경의 의미를 갖는 장소 등에서 구체화된다. 그리

고 이러한 장소에 대한 인상이나 느낌은 특정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구성하여 직접 경

험해보지 않더라도 그곳은 어떠한 곳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근거로 작용한다. 이런 예들

은 한강, 남산, 강남, 강북, 압구정, 대학로, 광화문 등 서울이라는 한 도시 안에 있는 

지명 외에도 해운대, 제주도, 지리산, 설악산, 경주, 안면도, 동해 등의 지명이 사람들에

게 주는 인상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본 연구는 이렇게 비교적 익숙한 지명들이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에 특정한 곳

에 가보지 않더라도 유사한 인상과 느낌을 받고 문화적으로 공유하게 되는지를 알아보

려는 접근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시조 교육의 내용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 상징적·함

축적 의미를 지니는 시어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진 것에 비해, 시조 텍스트 

안에서 꽤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지명 시어에 대한 연구는 자세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지명 시어가 어떠한 장소를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 외에 다양하

고 깊이 있는 의미를 드러내주며 이미지를 환기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조에 나오는 지명 시어들이 특정한 이미지를 환기하고 있음에 주

목하여, 시조의 지명 이미지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밝히고 그를 토대로 학습

자들의 시조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방안을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습자의 사고력과 분석력, 논리력, 상상력을 추동

시키는 데에 문학의 이해와 감상이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전제 하에, 시조의 이해 및 

감상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시어의 의미 및 이미지에 대한 분석을 전개하고자 한다. 

특히 시조에 등장하는 지명 시어들이 의미적 차원에서 어떠한 구분이 가능하며, 어떠한 

이미지들을 환기하고 있는지를 중심적인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 

  실제로 시조에는 ‘새원, 두류산, 백두산, 두만강, 남산, 한양, 봉래산, 소상강, 동정호’ 

등 지방 또는 지역을 가리키거나 자연적인 지리적 대상을 가리키는 지명이 중요 어휘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지명 시어들은 특정한 장소를 지칭하면서 동시에 시조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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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및 경험 내용 등을 집약한 ‘전경화’1)된 요소로 기능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실 

지명은 문학작품의 시어로서 함축적이고 내포적인 의미를 갖기 이전에 특정한 지역이나 

지리적 구획, 자연물 등을 지칭하는 고유명사에 속한다. 사실 얼핏 생각하면 고유명사

인 지명이 배경적 요소를 제시하는 지칭의 역할 외에도 이미지를 환기한다거나 함축적

인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것이 이해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지명 역시 문학적인 

함축을 토대로 시적자아의 정서와 경험을 드러내고 주제적 의미 구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고도의 압축과 정제를 거친 장르로 평가되는 시조에서 지명과 같은 고유명사

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이것은 어떤 정서와 관념을 표

현하는 데 있어서 지명 시어가 여러 가지 말을 보태는 것보다 오히려 더 또렷하고 강렬

한 시적 의미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그리고 지명 시어는 이러한 과정에서 

시적자아의 경험을 재현하거나 ‘장소감’2)을 환기하게 된다. 거기에는 작가가 개인적으

로 부여한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공유 기반을 통해 형성된 의미가 복합되어 있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고전시가 수업 현장에서 교사와 학습자들은 시조에 나타나 있는 지명을 지역

을 지칭하는 단순한 고유명사로 여기고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시조를 교육

하면서 지명 시어에 대해서는 아예 설명하지 않거나, 단순한 사전적 의미만 알려주는 

식으로 넘어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수업에서 시조의 지명이 여러 층위의 이

미지를 환기하고 있으며 시적자아의 인식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지

명 시어가 유독 눈에 띄어 ‘이것이 왜 여기에 등장했을까?’라는 의문을 품는 교사나 학

습자들이 있을지언정, 그러한 지명 시어가 어떠한 창작적 의도에서 드러나게 된 것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이 논문의 문제의식은 여기에서 출발하여, 지명 시어가 드러내는 이미지를 ‘지명 이

미지’로 정의하고 그러한 지명 이미지가 여러 시조 작품들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

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지명 이미지가 장소감을 환기하고 시적자아의 인

1) ‘전경화(前景化, foregrounding)’는 러시아 형식주의에서 중요하게 다룬 기법으로, 경험 가운데 주의
를 요구하지 않는 습관적이며 예측 가능한 요소들을 배경으로 삼고, 주의를 기울일만한 특정한 요소
들을 전경으로 하여 지각과정에서 두드러지도록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피터 스톡웰(Peter 
Stockwell), 이정화·서소아 역, 인지시학개론, 한국문화사, 2009, 36~38면.; 조주관, 러시아문학
의 하이퍼텍스트, 평민사, 2002, 140면.)

2) 어떤 지명이 대표하는 장소에 대한 느낌 또는 의식을 ‘장소감(sense of place)’이라고 한다.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겪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온 구체적 장소에 대한 ‘장소감’이 
형성된다. 그리고 주관적인 해석이 개입된 장소로부터 유추되는 이미지는 주변의 형상들이나 공동체
의 잠재된 기억들에 기대게 되는데, 이것이 지명 이미지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있다.(이-푸 투안
(Yi-Fu Tuan), 구동회·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대윤, 2007.; 에드워드 렐프(Edward Relph), 김덕
현‧김현주‧심승희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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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표상하여 정체성을 나타내는 의미를 갖는다는 구조를 통해 이와 같은 분석을 심화

하고자 한다. 특히 구체적·상상적·역사적(전고(典故))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는 지명 공

간들에서 시적자아가 주제적 의식인 정서 및 정체성, 인식 내용 등을 어떻게 다르게 드

러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사 검토

  본 연구의 주제인 지명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조의 이해를 향상시키는 교육 방안과 관

련하여, 먼저 시문학 영역에서 이미지의 양상 및 구조, 유형 등을 밝히는 것을 통해 이

해 및 표현의 교육적 방안을 모색한 연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 교육에서 이미지

의 형상화와 창작에 관한 연구로 유영희(1999)3)의 연구가 있는데, 유영희의 연구에서

는 특히 창작 주체가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정립한다는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능동적인 차원에서 시를 생산해내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미지를 상상력의 차원과 결합한 이론들을 검토하고, 감각적·창조적 사고 과정과 연결

되는 이미지 형상화 양상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재생산, 창조, 자기 반영, 세계 확대 

등으로 이미지 생산 방식을 나누고, 대립, 조화, 반복, 배열 등의 구조적 조직 방법 차

원에서 이미지의 표현 방법을 논하였다. 유영희의 연구는 학습자들이 이미지의 효과 및 

조직에 대해 아는 것을 바탕으로 시의 창작 과정에서 이미지를 배열하고 생성해내는 단

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방안을 구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시 교육에서 이미지를 활용한 교재 설계 방향에 대한 노철(2006)4)의 연구가 

있는데, 여기서는 비판적·분석적 사고, 지식 습득, 창조적 자기 표현, 이해와 공감, 언어

력 향상 등의 ‘문학능력’ 증진과 관련하여 시 교육에서 이미지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

정을 구상하고자 하였다. 특히 노철의 연구는 문학교육의 목표와 밀접한 방향으로 이미

지와 비유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기존 문학 교육과정과 교재의 교육 방안 및 활동에 대

해 평가하고, 타당성 있는 학습활동의 테두리를 재설계한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

고 황경해(2000)5)의 연구는 현대시 작품들에서 이미지의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며 상상

력의 변용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교육적 효과를 재조명하였다는 점

3) 유영희, ｢이미지 형상화를 통한 시 창작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4) 노철, ｢시 교육에서 이미지·비유의 교육과정과 교재의 설계 방향｣, 문학교육학 제19호, 한국문학교
육학회, 2006.

5) 황경해, ｢이미지 중심의 현대시 교육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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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손진은(2005)6)의 연구는 시 창작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창조

성의 요인을 상상력으로 보고, 창조적 상상력을 유발시키는 방법을 구상하였다. 손진은

의 연구는 특정 이미지를 선택하고 조직하는 원리를 통해 시 교육의 각 단계 및 이행과

정에서 구체적으로 내재화되도록 하는 학습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시 교육의 측면에서 이미지를 ‘이해’하는 것와 관련된 연구로 김미혜(2008)7)를 들 수 

있는데, 김미혜의 연구에서는 시 교육의 장에서 ‘이미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시각적 

요소나 재현의 속성에만 한정해서 이미지를 규정하는 것은 일종의 오해라고 하면서, 비

가시적 의미도 함께 밝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김미혜의 연구는 이미지의 종

류 중 하나인 감각적 이미지에 작가의 주관이 들어가 있지만, 독자가 추체험하는 이미

지는 작가의 감각 경험에 대한 재현을 넘어서는 독자적인 상상 작용으로부터 비롯된다

고 하면서 상상력의 차원에서 이미지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에 대해 중요하게 다

루었다. 그리고 김미혜의 연구는 감각적 이미지 차원에서만 이미지 이해 교육이 이루어

지는 교육 현실을 반성하고, 다양한 층위의 의미를 표상하는 이미지의 특성을 드러내줄 

수 있도록 교육적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연구는 이미지 해석 문제를 교육적으로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한편, 본 연구에서 지명 시어와 관련하여 다루고 있는 ‘장소감’, ‘심상지리’, ‘지리적 

상상력’ 등의 개념과 관련하여 문학지리적 사고력, 지리적 체험, 지역성, 공간적 인식, 

심상지리 이해에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지리적 상상력 및 문학지리적 사고력, 지리적 체험 교육에 관련된 연구물로는 먼저 

문학의 인문 지리적 사고력 교육에 관련된 황혜진(2007)의 연구와 지리적 상상력에 관

한 홍순애(2009), 염은열(2010), 한순미(2008) 등의 연구8)가 있고, 중세 여행 문학에 

드러난 각 공간의 의미 및 체험 양상에 대한 고찰을 통해 문학교육적 의의를 밝힌 김종

철(2007), 염은열(2006), 정한기(2007), 주재우(2008) 등의 연구9)가 있다. 이 연구들은 

6) 손진은, ｢이미지 선택방식을 통한 시 창작 교육 : ‘주변의 소재로 그리기’를 중심으로｣, 어문학 제
87집, 한국어문학회, 2005.  

7) 김미혜, ｢시 교육에 있어서 이미지 이해의 문제에 대한 고찰｣, 문학교육학 제25호, 한국문학교육학
회, 2008. 

8) 황혜진, ｢문학을 통한 인문 지리적 사고력 교육의 가능성 탐색｣, 고전문학과 교육 제13집, 한국고
전문학교육학회, 2007; 홍순애, ｢근대계몽기 지리적 상상력과 서사적 재현｣, 현대소설연구 제40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9; 염은열, ｢금강산 가사의 지리적 상상력과 장소 표현이 지닌 의미｣, 고전문
학연구 제38집, 한국고전문학회, 2010; 한순미, ｢지명과 문학적 상상력-순천지역의 지명을 중심으
로 본 서정인의 소설세계｣, 현대문학이론연구 제33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8.

9) 김종철, ｢중세 여행 체험과 문학교육의 시각｣, 고전문학과 교육 제13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 염은열, ｢기행가사의 공간 체험이 지닌 교육적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제12집, 한국고전문
학교육학회, 2006; 정한기, ｢19세기 금강산 기행가사에 나타난 사경(寫經)의 문학교육적 의의｣, 고
전문학과 교육 제14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 주재우, ｢고전기행문학과 경험교육｣, 고전문
학과 교육 제15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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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소설이나 기행 가사 등에 나타난 지명과 지리적 정보들을 기초로 하여 각 문학작

품 내에서 조직되고 형상화된 양상들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지리적 체험 내용들

이 어떻게 조직되며 묘사되는지, 무슨 차원의 사고와 상상을 기반으로 하는지를 중심으

로 연구되었다. 또한 어떠한 문화적 토대를 가지고 있는지, 문학교육적 차원에서는 어

떤 목표 및 방법으로 다루어지는지도 함께 살폈다. 위의 연구들은 공간적 개념과 체험, 

인식을 전제로 하여 문학 교육에서 ‘지리적 요소’들이 지닐 수 있는 효용성을 보여준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문화 교육적 의미에서 공간적 인식과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다룬 연구인 박연호

(2005), 박연호(2007)10)가 있다. 이 연구들은 지명이 대표하는 지역성을 근거로 하여 

문학작품에 드러난 표지들이 문화적 소통 및 공감 가능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논의의 단

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문화적 소통과 정체성의 표현, 심리적 

차원의 인상 및 이미지의 표방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는 연구들이 있어 주목할 만하

다. 이와 관련한 연구 성과물로는 김창원(2006, 2007, 2008a, 2008b, 2011), 권경록

(2011), 최진아(2008), 이경수(2011)11) 등이 있는데, 이 연구들은 주로 지명 시어의 차

원보다는 그러한 지명이 지칭하는 지리적 실체들에서 생겨나는 작가의 ‘심상지리’의 내

용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심상지리가 당대 사회적·문화적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이었는지를 주로 살폈다.

  그리고 문학 교육에서 학습자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 교육 방안을 다룬 연구로는 송지

현(2003), 황윤정(2010), 김현정(2012), 이주영(2013), 이효정(2013)12)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인지적 차원의 지식 습득만을 이해 교육의 영역으로 보지 않고 감상 및 표현 

활동과 연결된 폭 넓은 이해를 중요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해 교육

의 대상인 문학 작품에 접근하는 것에서부터 분석, 추론, 평가 및 의미화, 자기이해와 

10) 박연호, ｢원림 문학의 공간의 위상과 문화교육적 의미｣, 한국시가연구 제17집, 한국시가학회, 
2005; 박연호, ｢문화 코드 읽기와 문학 교육-<면앙정가>와 <성산별곡>을 대상으로｣, 문학교육학
제22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7. 

11) 김창원, ｢17~8세기 서울 및 근기 일대 전가시조 형성의 사회사｣, 고시가연구 제17집, 한국고시가
문학회, 2006; 김창원, ｢조선시대 서울인의 심상지도와 연군 시가의 지역성｣, 서울학연구 제31집,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2008a; 김창원, ｢조선후기 근기 지역 강호시가의 지역성｣, 시조학논총
제28집, 한국시조학회, 2008b; 김창원, ｢고려시대 백제 지역에 대한 심상지리와 백제 가요｣, 국제어
문 제51집, 국제어문학회, 2011; 권경록, ｢18세기 지식인의 공간의식과 심상지리｣, 동양한문학연
구 제32집, 동양한문학회, 2011; 이경수, ｢신동엽 시의 공간적 특성과 심상지리｣, 비평문학 제39
호, 한국비평문학회, 2011; 최진아, ｢당 전기에 투영된 장안의 현실지리와 심상지리｣, 중국소설논총
 제28집, 한국중국소설학회, 2008.

12) 송지현, ｢이해/표현 활동 중심의 시 교육 방안｣,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18집, 한국문학이론과비
평학회, 2003; 황윤정, ｢상상적 이해의 문학 교육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김현
정, ｢공간 중심의 강호시조 이해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이주영, ｢자기 이미지 
구성을 중심으로 한 강호가사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이효정, ｢자기 풍자 중심
의 연암소설 이해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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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 공감과 적용, 표현과 적극적 감상 등의 차원으로 확대되는 이해 교육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같은 관점을 갖는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시조문학사전과 한국시조대사전13)에 수록된 시조 작품군 중에서 ‘지

명’을 시어로 포함하고 있는 작품 약 850건을 연구 자료로 삼는다. 시조 원문의 이본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는 교본역대시조전서14)를 참고로 한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시

조 작품 선정의 기준은 각 지명이 환기하는 장소감의 특성이다. 장소감은 어떤 지명이 

대표하는 장소에 대한 느낌 또는 의식을 말하는데, 지명들이 단순히 어떤 장소를 지칭

하는 지시어로만 기능하지 않고 장소감을 기반으로 한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본

다. 시조의 지명 시어가 환기하는 장소감은 각각 현실에 존재하는 지명에 나타난 구체

적 경험 내용이나 지리적 특색에서 비롯한 ‘실재적 장소감’, 머릿속의 관념으로 존재하

며 함축적 의미를 중심으로 하는 ‘관습적 장소감’, 실재하는 지명이면서 동시에 전고(典

故)를 중심 의미역으로 삼는 ‘역사적 장소감’의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본 연구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시조 작품군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

었다. 먼저 첫 번째로 실재적이고 구체적인 지명의 예로 ‘청량산, 두류산, 농암, 새원(신

원), 남산(목멱산), 광화문, 한양, 한강, 삼각산, 인왕산, 압록강, 두만강, 장백산(백두산), 

청석령, 초하구’ 등을 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상적인 지명인 ‘약수, 봉래산, 삼신

산, 심의산, 곤륜산’ 등을 들었다. 세 번째로는 전고와 같은 문화적 의미를 가진 역사적 

공간으로 ‘소상강, 동정호, 창오산, 남양, 수양산’ 등을 들었다. 이상의 선정 기준과 관점

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관련되는 시조 작품들을 작가별, 지명의 특성

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명 시어의 분석을 위해 특히 작자가 밝혀진 시조의 경우는 작자

의 생애 및 실제 거주하거나 방문하였던 지명에 대한 지리적·역사적·관념적·문화적 정보

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작자가 밝혀지지 않은 무명씨(無名氏) 시조의 경우에도 그 시조

에 드러난 지명의 장소감을 기초로 하여 지리적 정보 및 사회·문화적 배경을 참조해 의

미를 추적하였다. 문학 작품 속의 지리적 공간들이 어떠한 이미지를 중심으로 시적 의

미를 구현하는지가 중요한 분석 목적이 되었다.

13) 정병욱 편저, 시조문학사전, 신구문화사, 1966.; 박을수 편저, 한국시조대사전, 아세아문화사, 
1992. 

14) 심재완 편저, 교본역대시조전서, 세종문화사,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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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 
특성

장소감 작자 지명 작품 (초장 첫 구 중심)

실체가 

있는 

경험적 

지명

실재적 

장소감

문수빈(文守彬) 청령포(淸泠浦) 淸泠浦(청령포)  은 밤에~

윤유(尹游) 대동강(大同江) 大同江(대동강) 달 은 밤의~

무명씨(無名氏) 인왕산(仁王山) 仁王山(인왕산)이 겻 잇고~

정철(鄭澈) 광화문(光化門) 신군망 교리적의~

정철(鄭澈) 근정문(勤政門) 광화문 드리라~

조식(曺植) 두류산(頭流山) 頭流山(두류산) 兩端水(양단수)를~

이현보(李賢輔) 농암(農巖) 農巖(농암)에 올라보니~

정철(鄭澈) 새원=신원(新院)

새원 원되여 녈 손님 디내옵~

새원 원되여 되롱 삿갓 메오이고~

새원 원되여 싀비 고텨 닷고~

이황(李滉)

청량산(淸凉山)

淸凉山(청량산) 六六峰(육육봉)을~

신교(申灚) 淸凉山(청량산) 景(경)됴흔 ~

박종(朴琮) 淸凉山(청량산) 六六峯(육육봉)아~

신흠(申欽)

남산(南山)

=목멱산(木覓山)

南山(남산) 기픈 골에~

김천택(金天澤) 南山(남산) 린 골에~

오경화(吳擎華) 南山(남산)에 鳳(봉)이 울고~

권섭(權攝) 벗님 南山(남산)의 가새~

익종(翼宗) 金樽(금준)에 가득 술을~

김상헌(金尙憲)/

소현세자(昭顯世子) 삼각산(三角山)
가노라 三角山(삼각산)아~

무명씨(無名氏) 三角山(삼각산) 푸른 빗치~~

무명씨(無名氏) 인왕산(仁王山) 仁王山(인왕산)이 겻 잇고~

김상헌(金尙憲)/

소현세자(昭顯世子) 한강(漢江)
가노라 三角山(삼각산)아~

정철(鄭澈) 이 몸 허러내여~

홍서봉(洪瑞鳳)
압록강(鴨綠江)

離別(이별) 던 날에~

장현(張炫) 鴨綠江(압록강) 진 後(후)에~

김종서(金宗瑞)

두만강(豆滿江)

長白山(장백산)에 旗(기)를 곳고~

남이(南怡) 赤兎馬(적토마) 디게 먹여~

송계연월(松桂烟月) 掛弓亭(괘궁정)  다 져믄 날의~

김종서(金宗瑞) 장백산(長白山)

=백두산(白頭山)

長白山(장백산)에 旗(기)를 곳고~

남이(南怡) 長劍(장검)을 혀 들고~

효종(孝宗)
청석령(靑石嶺), 

초하구(草河口)
靑石嶺(청석령) 지나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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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실체가 

없는 

상상 

속의 

지명

관습적 

장소감

안민영(安玟英)

약수(弱水)

心中(심중)예 無限辭說(무한사설)~

무명씨(無名氏) 靑鳥(청조)ㅣ야 오노괴야~

무명씨(無名氏) 엇지여 못오더니~

신흠(申欽) 神仙(신선)을 보려고~

무명씨(無名氏)

봉래산(蓬萊山)

늙은의 不死藥(불사약)과~

무명씨(無名氏) 이 뫼흘 허러내여~

무명씨(無名氏) 蓬萊山(봉래산) 잇는 벗이~

무명씨(無名氏) 蓬萊山(봉래산) 親舊(친구)가~

이의현(李宜顯) 온 몸에 깃치 도쳐~

성삼문(成三問) 이 몸이 주거가셔~

정철(鄭澈) 예서 애 드러~

정철(鄭澈) 봉산 님겨신~

무명씨(無名氏) 假伶(가령) 주글지라도~

무명씨(無名氏) 父母(부모) 養育之恩(양육지은)을~

무명씨(無名氏) 蓬萊山(봉래산) 못은 벗이~

무명씨(無名氏) 松下(송하)의 저 童子(동자)야~

무명씨(無名氏) 九曲水(구곡수) 나린 물이~

무명씨(無名氏) 자다가 니~

무명씨(無名氏) 山(산)마다 玉(옥) 잇스며~

무명씨(無名氏)

삼신산(三神山)

萬壑千峰(만학천봉) 雲深處(운심처)

에~

신흠(申欽) 南山(남산) 기픈 골에~

무명씨(無名氏) 假伶(가령) 주글지라도~

무명씨(無名氏) 大丈夫(대장부) 百年後(백년후)에~

무명씨(無名氏) 父母(부모) 養育之恩(양육지은)을~

정철(鄭澈) 심의산(深意山)

=수미산(須彌山)

심의산 세네 바회~

무명씨(無名氏) 이제 못보게도 얘~

권필(權鞸) 곤륜산(崑崙山) 이몸이 되올대~

실체가 

있고 

역사적 

전고도 

있는 

지명

역사적 

장소감

김류(金瑬)

소상강(瀟湘江)

瀟湘江(소상강) 긴 대 베혀~

무명씨(無名氏) 瀟湘江(소상강) 긴  뷔혀~

이후백(李後白) 蒼梧山(창오산) 聖帝魂(성제혼)이~

이후백(李後白) 소상강(瀟湘江) 細雨(세우)중~

이정보(李鼎輔) 瀟湘江(소상강)  은 밤의~

이후백(李後白)

동정호(洞庭湖)

洞庭湖(동정호) 은 이~

무명씨(無名氏) 君山(군산)을 削平(삭평)턴들~



- 9 -

무명씨(無名氏) 玉(옥)으로 白馬(백마)를 삭여~

무명씨(無名氏)
소상강+동정호

(소상동정(瀟湘

洞庭), 

동정소상강)

달 밝고 셔리친 밤에~

무명씨(無名氏) 달 밝고 셜이 치는 밤에~

무명씨(無名氏) 벽 외기러기~

무명씨(無名氏) 月下(월하)에 任生覺(임생각)되~

이해(李海)

창오산(蒼梧山)

蒼梧山(창오산) 崩(붕)코~

이후백(李後白) 蒼梧山(창오산) 聖帝魂(성제혼)이~

신흠(申欽) 蒼梧山(창오산) 진 후에~

이정보(李鼎輔) 남양(南陽) 南陽(남양)에 누은 션뷔~

무명씨(無名氏)

수양산(首陽山)

首陽山(수양산) 고사리 고~

김천택(金天澤) 叩馬諫(고마간) 不聽(불청)커~

홍익한(洪翼漢) 首陽山(수양산) 나린 물이~

성삼문(成三問) 首陽山(수양산) 라보며~

박인로(朴仁老) 반가올샤 오 에~

이화진(李華鎭) 壁上(벽상)에 돗은 柯枝(가지)~

낭원군(朗原君) 首陽山(수양산) 린 믈이~

낭원군(朗原君) 산아 首陽山(수양산)아~

 
[표 1] 연구 대상 분류표

  연구 방법으로는 먼저 지명 이미지의 구성요소를 밝히기 위한 도입으로 지명의 고유

명사로서의 특성에 주목하여 어떤 의미를 중심으로 드러내는지 살폈다. 따라서 고유명

사의 의미가 지시 외에 함축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보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의미론 관련 이론들을 참조하였다. 특히 프레게, 에스페르슨, 라이언스, 그레마스 등의 

의미론 연구가 중심이 되었고, 기호학 이론으로는 소쉬르 및 퍼스의 기호의 기본 구조

와 의미에 관계된 연구를 참고하였다. 지명이 이미지를 환기하며 일정한 의미를 드러내

는 시어로 기능하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또한 지명 이미지의 구성요소 중 중요하게 들 수 있는 ‘장소감’과 관련된 연구들을 중

심적으로 활용하였다. 이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장소감’ 및 ‘심상지리’, ‘장소의 정

체성’ 등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현상학적 장소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

다. 현상학에서는 공간이 의식과 독립된 객관적 실재라기보다는 의식의 ‘지향성’을 통해 

드러난 현상이라고 하였는데, 특히 장소는 인간의 의도의 산물이면서 인간활동을 위한 

의미로 가득 차 있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는 인간의 모든 의식과 경험으로 구

성된 의도 및 구조에 통합되며, 어떤 것에 대한 의식을 인식하는 지향성이 중요시된다

고 하였다.15) 이러한 현상학적 장소론을 위한 존재론적 기반을 마련해준 학자는 하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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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데, 그는 현상학적 토대 사이의 연계를 통해 세계에 대한 경험을 검토하여 장소 개

념을 탐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현상학적 기반에서 지각적 차원을 중심으로 실존의 

계기를 되살리는 데 관심을 가졌던 메를로-퐁티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장소

의 정신·장소감의 원천 등과 관련하여 정체성에 관한 논의를 펼친 노르베르그-슐츠의 

이론을 공간과 장소의 구분 및 장소감의 본질을 밝히기 위한 중심축으로 삼았다. 이들

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하이데거의 현상학에서 다루고 있는 존재와 공간 및 정체성에 관

련된 이론을 기초로 한다.

  이와 같은 현상학적 장소론에 기반을 두고 장소감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전개한 

학자들로는 이-푸 투안 및 에드워드 렐프가 있다. 이-푸 투안은 사람과 장소 간의 정서

적 유대를 뜻하는 장소애호는 인간의 지각과 경험이 세계를 알도록 하는 근간이 된다고 

하였는데, 지명 이미지가 경험적·관념적·역사 문화적 차원에서 유대를 맺고 공감되는 본

질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렐프는 이른바 ‘장소의 현상학’이라는 

측면에서 인간의 지향성과 의도가 장소와 연결되어 주제화된다고 보고 있다. 즉, 장소

는 인간의 모든 의식과 경험으로 구성된 의도와 구조에 통합된다는 것이다.16) 또한 그

는 장소의 경험과 개념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장소 경험이 어떤 요소로 구성되며 장

소를 통한 정체성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연구하였는데, 본 연구도 이러한 이론적 기반을 

활용하여 지명 이미지의 구성요소 및 기능 등에 대해 밝혔다. 특히 렐프는 장소감이 인

간의 정체성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발달된다고 보고, 장소감의 의미나 공간의 특성 및 

애착에 따른 장소와 경관 만들기 활동을 연구하였는데, 장소감에 대한 애착이 유대를 

만들고 문화적 연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었다. 

  또한 지명 이미지의 나머지 구성요소인 인식의 표상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아리스토텔레스 및 칸트의 인식론을 중심으로 인간이 공간에 대한 지각을 통해 드러내

는 인식적 차원의 의미를 밝혔다. 특히 인식 과정에 주목하여 지각과 관련된 감각적 인

식 작용, 이것을 토대로 이루어진 지적 차원의 인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질·이념을 파

악하고 내면화하는 사유와 관련된 인식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논의들은 지명 이

미지가 지각적 인식, 관념적 인식, 이념적 인식과 연결되도록 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리고 이미지 논의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미지 이론 및 프린스턴시학사전 등에

서 밝히고 있는 이미지의 유형 분석 틀을 적극적으로 연구의 기초로 삼았다. 특히 감각, 

상징, 비유 각각에 대한 시학 이론들을 참고로 하여 이미지의 유형을 분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미지가 궁극적으로는 상상력의 작용과 관련된다는 전제에서 바슐

라르의 이미지와 상상력에 관련된 논의, 바르트의 이미지 의미작용에 관련된 논의 등을 

15) 강학순, 존재와 공간, 한길사, 2011, 72~73면.

16) 위의 책, 332~3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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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하였다. 특히 바슐라르의 정신적 이미지와 감각적 이미지에 관련된 연구는 지명 

이미지의 유형을 분류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그리고 지명 이미지의 양상을 

분석함에 있어서 국내의 시론서들 및 프린스턴 시학사전, 교육학 관련 논저들을 참고로 

하여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 외에 공간 및 문화적 의미와 관련된 논의로는 바흐친의 ‘크로노토프’와 ‘시공간의 

유물’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문화론적 차원에서는 아놀드의 문화론 외에도 다

수의 국내 연구 자료 등을 검토하여 ‘문화적 유대감’의 측면에서 다루어지는 이론들을 

활용하였다. 특히 공감에 관한 이론적 정리를 통해 문화적 공감의 차원에서 지명 이미

지의 의의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해 교육적 차원의 논의와 관련해서는 

딜타이, 가다머, 리쾨르 등의 해석학에서 다루고 있는 ‘이해’ 개념을 참고로 이해의 과

정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실제 학습자들 대상으로 한 활동지 수업을 통해 교육 내용 및 방법을 마련하

는 중요 자료를 마련하였다. 지명 이미지를 통한 시조 이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을지에 대해 미리 설정된 교육 목표에 따라 구성된 학습 활동지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이 자료들은 학습자들이 실제로 답할 수 있는 수준의 문항들을 통해 보다 

유의미한 시조 이해 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을 조직하는 데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

었다. 그리고 지명 이미지를 활용한 시조 이해 교육의 가능성을 되짚어보고, 실제 수업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중심으로 한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먼저 지명 이

미지를 정의하고, 지명 이미지의 구성요소를 고유명사로서의 측면, 장소감의 표상으로

서의 측면, 인식의 표상으로서의 측면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지

명 이미지가 가지는 고유한 기능을 문화·정체성·경험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살핀 다음, 

지명 이미지의 이해 교육적 의의를 세분화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를 

중심으로 하여 Ⅲ장에서는 시조에 나타난 지명 이미지의 양상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필 

것이다. 이 세 유형은 특히 지명의 본질적 특성과 관련된 장소감을 중심 기준으로 나뉘

었고, 각각 감각적·상징적·비유적 이미지에 해당된다고 보고 시적자아의 정체성을 드러

내는 양상을 자세히 다룰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여 Ⅳ장에서는 지명 이미지가 

시조에 대한 학습자의 사실적·추론적 이해뿐만 아니라 창의적 이해를 심화시키는 유용

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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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명 이미지의 개념과 시조 교육적 의의

  이 장에서는 지명 이미지의 의미를 밝히고, 문학 텍스트에서 고유명사 시어의 지위를 

갖는 지명의 의미적 차원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고유명사로서의 지명

의 성격을 기본 요소로 하여 장소감 및 인식 등의 차원에서 지명 이미지의 성격에 대해 

논할 것이다. 그 이후에 지명 이미지가 문화, 정체성, 경험 등을 중심으로 하여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를 밝히고, 지명 이미지의 시조 교육적 의의를 정리할 것이다.

1. 지명 이미지의 정의

  일반적으로 마을이나 일정한 지방(地方)·산천(山川)·지역(地域) 등을 이르는 말인 ‘지

명(地名)’1)은 ‘고대로부터 인류가 살아오면서 특정한 위치·범위·유형의 지리적 실체(지

역 또는 방면)에 대하여 공동으로 약정한 고유명사’2)로 정의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지명은 인간들이 특정한 지리적 실체에 대해 공동으로 정해놓은 고유한 이름, 그들의 

정착지에 대한 공동의 언어 기호라고 말할 수 있다. 나름의 체계와 역사성을 갖추고 있

는 고유명사인 지명은 한 언어의 어휘 체계 안에 포함되는 언어적 사실이자 실체에 해

당된다. 이렇게 지명은 지리적 실체에 붙여진 고유명사를 뜻하는 것이나, 본고에서 다

루고자 하는 지명 이미지의 토대인 ‘지명’은 인간의 삶이나 주변 환경에서 의미의 중요

성이 큰 장소3)에 부여된 언어 기호를 뜻한다. 그리고 그 지명이 지칭하는 장소가 실재

하는 곳이거나 아니거나 간에 상관없이, 시적자아와 연관을 맺는 의미 작용의 질료가 

되는 기호를 말한다. 

  한편 이미지(image)는 일반적으로 ‘감각에 의하여 획득한 현상이 마음속에서 재생된 

것으로 감각기관에 대한 자극작용 없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영상’4)이라고 정의된다. 프

린스턴 시학사전에서도 이미지를 ‘신체의 지각 작용에 의해 생산된 감각이 마음속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5) 그리고 루이스는 이미지를 ‘말로 만들어진 그림’이라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2) 도수희, 한국의 지명, 아카넷, 2003, 15면.

3) 정진원, ｢한국인의 환경지각에 관한 연구: 촌락명의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8면.

4) 국립국어원, 앞의 책.

5) Alex Preminger and T.V.F. Brogan, co-editors ; Frank J. Warnke, O.B. Hardison, Jr., and 
Earl Miner, associate editors., The New P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pp.55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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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는데, 이것은 독자가 시를 읽으며 마음에 어떤 영상을 떠올릴 수 있느냐 아니냐

에 초점을 둔 정의이다.6) 이미지는 흔히 심상(心象)이라고도 하는데, 이 둘 모두 직․간
접적 신체 지각에 의해 일어난 감각이 마음속에 재생된 것을 뜻한다. 즉 이미지는 인간

의 정신에 재현되는 형상을 뜻하는 것으로, 그 재현 양상은 육체적 지각을 통하는 경우

와, 지각을 통하지 않고 상상력이나 환상 등과 관련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지각과 

관계되든 상상력이나 환상과 관련되든 이미지는 모두 ‘정신 속에 기록되는 감각적 모습’

이라는 공통성을 지닌다.7) 

  우리가 사물을 인식한다는 것은 실제 사물의 모습이 눈이나 귀나 피부를 통하여 투영

되면 이를 머리에서 감지하고 판단하는 작용을 말한다. 그런데 마음에 나타나는 그림자

는 반드시 외부의 사물이 직접 투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거에 경험했던 어

떤 사물의 모상이 의식 속에 축적되었다가 재생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과거에 경험

했던 사물의 경우는 그 사물의 인상만을 의식 속에 저장해 두었다가 다시 의식의 자막

에 재투영시키게 되는데 이를 가리켜 추억이나 회상, 상상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직접

적인 신체적 지각이 아니더라도 마음은 이미지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미지는 이전에 이미 경험한 것을 마음속에서 재생하는 것만 가리키지는 않는

다. 이미지를 규정하면서 감각적 경험을 강조하게 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기는 하지만, 

이러한 감각적 경험이 반드시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가리키는 것은 아닌 것이다. 

실제 경험이 아니더라도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추체험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러한 것도 

중요한 이미지의 영역이다. 물론 어원적으로 살펴보아도 이미지가 시각적 경험의 모방

(mimesis), 혹은 재현(representation)을 중심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실이다. 이미지의 

어원 이해에 핵심적인 단어인 아이콘(Eikon) 역시 어원적으로 ‘닮음’의 뜻을 갖는다는 

점에서 실재를 닮는 형상을 재생하는 것이 이미지의 본래적 의미로 보인다. 하지만 이 

아이콘의 어원적 설명에도 실제적이고 시각적인 경험 외에도 꿈이나 환상 같은 정신적 

재현을 표현하거나 미술 작품 등 물질적인 표현에도 이미지라는 용어가 쓰일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결국 이미지의 대상에는 실재적인 것 외에도 비현실적인 것과 상상적인 

것 모두가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8) 따라서 이미지는 감각적 표현에서부터 보다 

추상적인 관념의 표현, 순수한 지각과 사물에 대한 개념 사이에 위치하는 것 등을 모두 

가리킬 수 있다.9)

  심리학에서는 이미지가 “반드시 시각적일 필요는 없고, 과거의 감각상의 혹은 지각상

6) C. D. Lewis, The Poetic Image, Lightning Source Inc., 2006.

7) 이승훈, 시론, 태학사, 2005, 192~204면.

8) 김미혜, ｢시 교육에 있어서 이미지 이해의 문제에 대한 고찰｣, 문학교육학 제25호, 한국문학교육학
회, 2008, 378~380면.

9) 유평근․진형준, 이미지, 살림, 2002, 22~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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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체험을 지적으로 재생한 것, 즉 기억”을 뜻한다고 하고 있다. 이미지가 지적으로 재

생된 기억이라는 논리는 이미지가 시각적인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 체험

에 통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여기서 기억은 단순히 과거의 경험을 되살린

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단어와 관련된 체험과 더불어 그 내포적 의미가 시 속에서 작

용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10) 정리하자면,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경험·태도·기억이나 

직접적 감각의 산물인 심리적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의미 있는 대상과 개념의 

관계에 비교적 안정적인 질서를 부여하고, 객관적인 실제를 선택적으로 추상화하는 기

능을 한다. 

  지명과 이미지에 관한 이러한 정의를 참고로 하면, 지명 이미지의 일차적인 의미는 

지명이 지칭하는 시어가 환기하는 어떠한 느낌이나 인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간단히 말

해 당대 사람들이 그 지명을 들으면 바로 마음속에 떠올리게 되는 감각적 형상이 바로 

지명 이미지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명 이미지는 단순히 어떤 인상이나 느낌, 감

각적 형상에만 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성삼문(成三問)의 <수양산 라보며 이제(夷

齊)를 하노라~>에서 수양산(首陽山)은 백이와 숙제가 끝까지 절개를 지키며 살다가 

굶어 죽은 곳이라는 점에서 지조와 절개라는 상징적 이미지를 갖는다. 실제로 존재하는 

‘수양산’이라는 장소의 경험적 지각이나 지리적 특색 외에도 그곳을 둘러싼 관련 설화

나 전고, 유래담, 역사적 인물, 풍습 등이 지명 이미지로 축적되어 온 것이다.11) 

  중요한 것은, 지명이 지칭하는 장소의 이미지가 개인 혹은 집단의 경험과 기억, 그 장

소에 대한 의도와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포괄한다는 점이다.12) 따라서 지명과 이미지에 

관한 여러 논의들을 토대로 하여, 이 논문에서는 지명 이미지를 ‘지명 시어를 통해 환

기되는 다양한 느낌이 지각적·관념적·이념적 인식과 연관을 맺고 일정한 의미를 드러내

는 것’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이 지명 이미지는 지시적·함축적 의미 외에도, 그 둘이 중

첩되어 만들어내는 지시-함축의 긴장 작용으로까지 확장되는 개념이다. 즉, 지명 이미

지는 단순히 어떤 느낌이나 인상에만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의미망을 지니는 시어 속

에 녹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명 이미지는 문학지리학 영역에서 문학작품 속에 특정 지역 및 장소와 관련

한 작가의 인상이나 느낌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논의들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논의

10) 오세영 외, 시론, 현대문학, 1996.

11) 지명 이미지의 토대를 형성하는 지역성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맥락에 따라 역사적으로 형성되며, 
지리적 공간 구획에 기초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에 구속되지 않는 확장적 영역이다.(김창원, ｢지역문학 
연구의 방법과 방향-조선후기 근기(近畿) 지역 국문시가를 예로 하여｣, 우리어문연구 제29집, 우리
어문학회, 2007, 242~243면.) 그리고 시조의 지명 시어가 지칭하는 장소의 자연지리적 조건 및 문
화·역사적 배경은 작품의 주제적 의미를 강화하는 토대가 된다. 

12) K. Boulding, The  Image : Knowledge in Life and Society(1960), 구자성 역, 20세기의 인간
과 사회 : 인간과 사회의 이미지, 범조사,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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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주로 작가가 특정 지역 및 장소에 대해 가지게 되는 ‘심상지리’를 전제로 하고 있

는데, 본 연구에서 주된 개념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지명 이미지’ 역시 이와 유사한 측

면이 있다. 사실 ‘마음이나 관념 속에서 규정된 지리적 개념, 특정 공간에 대한 지리적 

인식’13)을 뜻하는 ‘심상지리’와 ‘지명 이미지’는 모두 특정 지명이 대표하는 장소의 ‘장

소감(sense of place)’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런데도 본 연구에서 ‘지명 이미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심상지리’가 심리

적 차원의 느낌 위주로 개인 또는 집단의 의식 속에 존재한다고 여기는 개념인 까닭이

다. 이에 반해 ‘지명 이미지’는 심상지리의 개념을 포함하되, 직접적으로 문학작품 속에 

고유명사의 형태로 노출되어 있는 ‘지명 시어’가 드러내는 시적 의미를 기반으로 한다. 

즉,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지명 이미지’와 ‘심상지리’는 그 토대는 같으나 작품

의 표면에 드러난 맥락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명’이라는 시

어로 대표되고 집약되는 차원의 이미지에 주목하여 ‘심상지리’라는 용어보다는 ‘지명 이

미지’라는 개념을 새로이 내세우고자 한다. 즉 ‘지명 이미지’는 ‘심상지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개념이면서도 문학작품 속의 ‘시어’로서의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지명들은 주로 그 지역의 자연지리적 조건 및 문화적‧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문학작품

의 주제적 의미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한 특수한 공간을 대표하며 그곳과 사

람들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기도 한다.14) 즉, 지명은 그 지명과 연관된 사람들의 

정서와 관념 등을 이미지로 담아내며, 미묘한 분위기와 주변 지식들을 포괄하는 중심적 

표상이 된다. 지명 이미지의 토대를 형성하는 지역성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맥락에 

따라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며, 항상 다른 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그리고 

지리적 공간 구획에 기초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에 구속되지 않는 확장적 영역이다.15) 특

히 지명이 지칭하는 장소는 사람들이 특정 지역 안에서 생활하며 창조하는 공동의 문화

가 얽혀있는 곳으로서, 사회적이면서도 지역적인 특성을 지닌다. 또한 그 후손들에 의

해 이어지며 변화한다는 계승성·역사성을 가진다.16) 

  이러한 지명의 특성을 토대로 형성된 지명 이미지는 그 실재적 특색과 관습 및 역사

적 맥락 속에서 다양한 요소들의 관여를 통해 발전해 온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명 

이미지는 때로는 단일한 의미역을 대표하기도 하고, 때로는 복합적인 의미역을 나타내

기도 하면서 확장되어 왔다. 특히 시조의 시어로 등장하는 지명들은 그 지명의 유래나 

관련 설화, 지리적 특색, 출신 인물, 풍습, 지역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독특한 

13) 권경록, ｢18세기 지식인의 공간의식과 심상지리｣, 동양한문학연구 제32집, 동양한문학회, 2011, 98면.

14) 한순미, ｢지명과 문학적 상상력-순천지역의 지명을 중심으로 본 서정인의 소설세계｣, 현대문학이
론연구 제33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8, 486면.

15) 김창원, 앞의 논문, 242~243면.

16) 도수희, 한국의 지명, 아카넷, 2003, 15~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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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시조에 나타난 지명 이미지는 일차적으로 지리학적 배경을 토대로 한 구체적인 

지식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러한 지명이 가리키는 지역이나 대상을 둘러싼 개인들의 

경험이 모여서 어떠한 느낌을 형성한다. 시조의 지명은 이러한 경험들이 역사적으로 축

적되는 과정에서 관련 설화나 전고(典故), 지리적 특색, 유래 등을 토대로 종합된 일정

한 이미지로 대표된다. 특히 시조에 나타난 지명은 작가가 개인적으로 부여한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공유 기반을 통해 형성된 이미지와 중층적인 의미역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많다. 그 지명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작품 속에서 암묵적

인 의미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가 시조의 주제의식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된다. 그리고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학습자의 주관적·

능동적 참여를 필요로 하게 된다.  

  지명 시어를 통해 드러나는 지명 이미지의 이러한 특성들은 작품 속에서 시적자아의 

인식 형태와 표현 양상에 따라 서로 다른 차원의 의미를 생산해낸다. 특히 시조의 지명 

이미지는 그 지명이 가지는 본래적 특성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유형의 이미지로 구

분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다음 장에서 논할 ‘시조의 지명 이미지의 양상’에 대한 분류 

기준이 되는 ‘이미지’의 유형에 대해 상술하고자 한다. 이미지의 형상화 양상 및 유형에 

대한 구분은 많은 시론서나 문학이론서, 학술논문 등에서 시도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유형 구분 논의들 중에서 시조의 지명 이미지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틀을 중심으로 한다.

  문학적 용법으로서의 이미지는 언어에 의하여 마음속에 생산된 이미지군(群)을 가리

킨다. 문학적 이미지의 구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프린스턴 시학사전

에서는 이미지(image)가 ‘mental image’, ‘figurative image’, ‘symbolic image’의 셋으

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17) 여기서 ‘mental image’는 정신 속에 생산하는 감각

과의 관계에, ‘figurative image’는 이미지의 생성과 관련된 수사법의 문제에 초점을 맞

춘 것이며, ‘symbolic image’는 심리적 연상으로서의 이미지의 패턴에 역점을 둔 것이

다.18) 여러 시론서에서는 이들을 각각 ‘정신적 이미지’, ‘비유적 이미지’, ‘상징적 이미

지’로 번역하는데, 여기서 ‘정신적 이미지’라는 번역어는 1차적으로 추상적·관념적인 의

미를 연상시키기 쉬우므로 이 논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바를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

다. 따라서 ‘mental image’의 원천이 감각 작용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감각적 이미

17) 한 때 지각되었으나 현재는 지각되지 않는 어떤 것을 기억하려고 하는 경우나 체험상 무방향적 표
류의 경우, 상상력에 의해서 지각 내용을 결합하는 경우, 또는 꿈과 열병에서 나타나는 환각 등의 경
우가 이미지를 생산하는 것에 해당된다.(Alex Preminger and T.V.F. Brogan co-editors op. cit., 
pp.556~566, “image”, “imagery” 참고.)

18) 이승훈, 시론, 고려원, 1983, 124~1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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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지명 이미지를 ‘감각적 이미

지’, ‘상징적 이미지’, ‘비유적 이미지’의 세 유형으로 이미지를 구분하고자 한다.19)

  먼저 감각적 이미지는 인지 및 지각과 관계된 감각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

에, 구체적이고 실재적인 지명을 중심으로 환기된다. 여기에는 시인이 접한 사물의 감

각적 특성이 재현되어있으며, 이것이 언어로 재생되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는 것이

다.20) 결국 감각적 이미지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각적 실체로서,21) 작품을 대하는 독

자의 정신에 야기되는 감각적 경험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어떤 관념

을 전달하기보다는 사물의 감각성 자체를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감각적 이미지는 시어의 ‘지시적 의미’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에이브람

스에 따르면 지시적 의미를 중심으로 한 감각적 지각의 모든 대상이나 특질이 이미지에 

해당된다고 한다.22) 또한 여기에는 시인이 접한 사물의 감각적 특성이 재현되어 있기 

때문에 시인의 상상력을 이해하는 하나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23) 지명은 기본적으로 

현실 세계에 실재하는 특정 장소를 지칭하는 언어 기호라는 점에서 출발하여, 그러한 

지시적인 의미가 지닐 수 있는 감각적 재현의 측면에 중요성을 둔다는 점에서 감각적 

이미지와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다음으로 상징적 이미지는 관념적·심리적인 연상으로서의 이미지의 영역을 중심으로 

한다. 이러한 상징적 이미지는 하나의 이미지나 몇 개의 이미지가 작품 속에 반복되거

나 한 시인의 시 세계에 반복되어 나타나면서 이미지 다발을 형성하고 상징적 의미를 

띠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24) 상징적 이미지는 이미지의 의미가 축어적(사전적) 의미를 

벗어나면서 하나로 확정되거나 고정되지 않고 시의 문맥에 의해 해석 가능한 특징을 지

닌다. 프라이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상징(象徵, symbol)’은 문학적 구조의 단위로 인식

된다.25) 문학적 상징은 이미지와 관념의 결합을 뜻하고, 관념은 이미지에 의해 암시적

으로 환기된다. 그리고 문학적 상징은 언어적 상징과는 달리 대상이 의미를 환기하는 

특징을 지닌다. 추상화의 과정과 정신적 조작의 중개 과정을 통해 사물과 관념이 더불

어서 사고하는 것이 바로 문학적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26) 결국 시에서 기표와 기의를 

19) 국어교육학사전에서도 문학적 이미지를 ‘감각적 이미지’, ‘비유적 이미지’, ‘상징적 이미지’로 분류하
고 있다.(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국어교육학사전, 대교출판, 1999, 618~619면.)

20) 위의 책, 618~619면 참조. 감각적 이미지를 가능하게 하는 감각은 시각·청각·후각·미각·촉각 및 신
체 조직 기능(심장 박동, 혈압, 호흡 등 기관 기능), 근육 운동 등으로 세분된다.

21) Alex Preminger and T.V.F. Brogan co-editors, op. cit. 참조.

22) 에이브람스(M. H. Abrams),  최상규 역, 문학용어사전, 보성출판사, 1994, 125~126면.

23) Ibid.; 이승훈, 앞의 책 참고.  

24) Alex Preminger and T.V.F. Brogan co-editors, op. cit. 참조.

25) 노스롭 프라이(N. Frye), Anatomy of criticism(1973), 임철규 역, 비평의 해부, 한길사, 2000. 

26) 이승훈, 앞의 책, 257~2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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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는 언어 기호가 어떠한 상징적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때, 그 과정에는 이미지가 중

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휠라이트에 따르면 상징은 지각 경험 자체만으로 충분히 전달되기 어려운 광범위한 

어떤 의미이자 지속적·반복적인 요소를 뜻한다. 즉, 상징은 시 안에서 세계의 보편적인 

삶의 형태로서 암시되어 있는 것이다.27) 시적 기법에 관한 것으로 범위를 좁혀 생각해

보면, 상징은 관념, 정서, 심리, 이념 등 비가시적인 원관념을 가시적인 보조관념을 통

해 암시하는 것이다.28) 프린스턴 시학사전에서는 상징을 원관념과 보조관념, 또는 의미

하는 것과 말해진 것이 동시적·공존적으로 일체를 이루는 수사학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

다.29) 가다머도 상징이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 기호와 지시대상 사이의 근원적 

친연성과 내적 통일성을 전제로 한다고 한다.30) 상징적 이미지는 시인의 잠재적인 의식

이나 경험이 발현되어 관념적 차원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휠라이트는 상징이 구체적 이

미지와 내포적인 의미 및 미묘한 뉘앙스를 동시에 자아내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즉, 

상징은 함축적 의미의 확대 작용에 기여한다는 것이다.31)

  마지막으로 비유적 이미지는 이미지가 생성될 수 있도록 수사법적인 차원의 비유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어떤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뿐 아니라 복합적인 

이미지를 가지도록 한다.32) 따라서 비유적 이미지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차원의 지시

적 의미와 관념적인 차원의 함축적 의미의 결합으로 인해 중의성을 띠는 이미지이다. 

프린스턴 시학사전에서는 ‘비유’를 정의하면서, 비유가 사물이나 개념(A)을 뜻하는 술어

(X)로써 다른 또 하나의 대상이나 개념(B)을 의미할 수 있도록 언어를 쓰는 과정 또는 

그 결과라고 하였다. 이때 두 개념은 모두 각각 술어(X)에 의해 표상되며, 그 술어가 상

징하는 하나의 체계 속에 결합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독립성을 보유하고 있다.33) 

  휠라이트는 의미 변환(semantic transformation)의 질에 주목하면서, 비유적인 표현

은 의미의 탐색과 결합 작용의 연합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난다고 하였다.34) 그리고 

27) 필립 휠라이트(Philip Ellis Wheelwright), Metaphor and reality (Indiana Univ. Press, 1973.), 
김태옥 역, 은유와 실재, 문학과 지성사, 1988, 64~65면; 94~95면 참조.

28) 고정희, ｢알레고리 시학으로 본 <어부사시사>｣, 한국 고전시가의 서정시적 탐구, 월인, 2009, 54면.

29) Alex Preminger and T.V.F. Brogan co-editors, op. cit., pp.1251~1253.; 김준오, 시론, 삼지
원, 1991, 146~147면. 

30)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Hans Georg Gadamer), 이길우 외 역, 진리와 방법 1, 문학동네, 2012 참
조. 고정희, 앞의 책에서 재인용.

31) 필립 휠라이트, 김태옥 역, 앞의 책, 64~65면.

32) 이러한 비유적 이미지는 직유, 은유, 제유, 환유, 의인, 우화, 상징법 등 수사학에서 나누는 비유법
의 대표적 양식으로 나타나게 된다.(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앞의 책.; 이승훈, 앞의 책.; 김준오, 
앞의 책 참조.)

33) Alex Preminger and T.V.F. Brogan co-editors, op. cit. 참조.

34) 필립 휠라이트, 김태옥 역, 앞의 책, 68~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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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두 사물의 결합에서 일어나는 의미론적 변용이라고 하였는

데, 이것은 비유가 원래 인식의 문제라는 것을 뜻한다.35) 그리고 은유와 같은 비유적 

이미지들은 우리의 일상적인 개념들을 구조화하고, 이러한 구조가 문자 언어 속에 반영

되어 나타나며, 우리의 사유를 지배하는 원리로 기능하고 있다.36) 

  흔히 ‘비유’를 ‘알레고리’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상징’과는 달리 원관념

과 보조관념이 1:1의 관계를 맺는 것을 전제로 한다. 폴 드 만은 비유가 상징과는 달

리, 주로 그 자신의 기원에 대한 관계에서의 ‘거리’를 나타낸다고 하였다.37) 이렇게 비

유적 이미지는 말과 뜻, 이미지와 원형물, 허구와 실제, 기호와 지시대상, 기호와 기호 

사이의 거리와 간극을 구조적으로 전제하고 있다.38) 그리고 비유적 이미지는 비유 자체

의 속성에 기대어, 이질적이며 모순되거나 충돌하는 요소들이 하나의 체계 속에 통합되

어 있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하여 개체적이거나 감각에만 의존한 인식으로는 드러내기 

힘든 이상을 드러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지명 이미지는 이와 같이 ‘감각적 이미지’, ‘상징적 이미지’, ‘비유적 이미지’로 나뉠 

수 있다. 여기서 감각적 차원의 이미지는 구체적인 체험 가능성과 지각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상징적 이미지와 비유적 이미지는 엄

밀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상징과 비

유의 개념 및 시적 차원의 의미 구현의 영역에 주목하여 이 두 이미지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고 본다. 기존에 이미지에 대해 논했던 다수의 연구들이 이미지의 유형을 구분

함에 있어서 ‘형상화’의 차원에 주목하여 귀납적으로 접근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

서이다. 

  이미지의 구분을 시도할 때, ‘감각적’ 영역과 ‘정신적’ 영역의 두 측면이 있다는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바슐라르에 따르면 이 정신적 이미지 역시 감각

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바슐라르에 따르면 이미지는 크게 ‘정신적 

이미지’와 ‘물질적 이미지’로 나눌 수 있다. 사실상 이 둘은 엄밀하게 구분되는 대등한 

차원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정신적 이미지가 물질적 이미지에 의존하고, 물질적 이미지를 

통해 정신적 이미지가 실제적 형태를 갖추게 된다는 점에서 연결된다. 여기서 ‘정신적 

이미지’는 ‘상상된 이미지’와 ‘지각된 이미지’를 합한 것으로, 모두가 의식 활동의 결과

35) 이민호, ｢시의 비유적 은유와 리얼리티-1920년대 시의 여성성을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제26
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254면.

36) G.레이코프·M.존슨(G. Lakoff & M. Johnson), 노양진·나익주 역, 삶으로서의 은유, 서광사, 
1995, 77면 참조.

37) Paul de Man, “The Rhetoric of Temporality”, Blindness and Insight, Minesota Univ. Press, 
1983, p.207.

38) 신광현, ｢폴 드 만의 비유 읽기｣, 현대비평과 이론 제16호, 한신문화사, 1998.; 장경렬, ｢언어, 시
간, 그리고 비평의 문제: 폴 드 만의 경우｣, 외국문학, 제16호, 열음사,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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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들이다. 여기서 특히 지각된 이미지는 현존하는 실재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구분하고 있는 지명 이미지의 유형 중 지시적 의미 중심의 ‘감각적 

이미지’ 영역에 해당된다. 그리고 ‘상상된 이미지’는 지각된 이미지와는 달리 불명확하

고 이전 지식들에 의존한 실현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상징적 이미지와 연결되는 개념이

다. 그리고 이미지의 재현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지각하는 것이 현재하지 않는다면, 지

각의 대상이 되는 물질적 이미지와 재현된 것이 상상된 이미지 사이의 비교에서 지각된 

이미지가 형성된다. 이러한 지각 행위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지식들이 환기되어 비교와 

확인을 거치는 과정을 의식 활동에 포함하고 있다.39)

  바슐라르는 또한 감각적 지각이 가능한 형태의 이미지에 대해 논하면서 ‘감각적 이미

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는 생성과 발현에 있어서 인간의 감각기관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이미지들을 ‘감각적 이미지’로 정의하고, 이보다는 원초적인 형태로 인간의 

의식 활동의 기제가 되는 심리적 영역의 이미지를 ‘정신적 이미지’로 정의하였다. 특히 

정신적 이미지는 객관적 형태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정신활동의 모태가 되며 감각적 이

미지의 근원을 이루며 상상력과 같은 의식에 연결되어 있다. 정신적 이미지의 차원에서

는 인간의 상상력에 의한 사고방식, 행동양식 등에서 파생된 상징적인 흔적들이 연결되

어 있다고 본다.40)

  이미지는 이렇게 크게 감각적 영역 및 정신적 영역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미

지에 대한 구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이미지가 본질적으로 

추상과 구체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앞에서 시적 이미지는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관념이나 실제 경험, 상상들을 형상화시켜주는 수단이라고 하였는데, 이미지를 통

해서 추상적 의미가 구체적이고 특수한 차원으로 바뀌게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미지

는 사물을 중심으로 한 지각과 머릿속의 관념을 중심으로 한 함축의 두 차원이 함께 작

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의 인식적 지향이 바로 지각과 관념, 

또는 구체와 추상, 지시와 함축 사이의 거리에서 오는 팽팽한 긴장이 만들어내는 ‘비유’

가 이미지의 한 유형으로 들어오게 되는 근거가 된다.41)   

  바슐라르의 현상학적 차원의 이미지 개념은 이미지의 구성요소나 기능과 연결되는 가

교(架橋) 역할을 하는데, 특히 인간의 마음과 4원소로 대표되는 자연을 매개하고 있다

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바슐라르는 ‘물, 불, 공기, 흙’의 4원소로 이미지를 범주화할 

수 있다고 보면서 이미지의 형상화에 주목했다.42) 어떠한 정서적 이미지가 대상의 이미

39) 위의 책, 116~120면.

40) 홍명희, 상상력과 가스통 바슐라르, 살림, 2005, 64~71면.

41) 고정희, 고전시가와 문체의 시학, 월인, 2004, 96~97면.

42) 이지훈, 예술과 연금술-바슐라르에 관한 깊고 느린 몽상, 창비, 2004, 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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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거쳐 근원에 다다르는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으로 전개되는데, 그러한 

전이 과정에서 이미지는 원형을 중심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바슐라르는 4

원소 중에서 ‘흙’이 견고함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면서, 역동적인 상상력을 촉

발하는 동시에 보호받을 수 있는 안식처로서의 상상적 기능을 지닌다고 하였다. 이러한 

안식은 정신에 대한 성찰적 태도로도 이어질 수 있다.43) 흙과 연관된 것이 바로 집, 고

향, 추억이 서린 곳 등과 같은 장소 개념인데, 이와 같은 장소에서 생성되는 이미지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지명 이미지’의 개념과도 연결된다.

  또한 바슐라르는 문학적 이미지를 비유적 이미지, 환기적 이미지, 묘사적 이미지로 

나누면서 이미지의 기능적 측면에 주목하였다.44) 이와 같은 바슐라르의 이미지 분류는 

그의 저서들에서 따로 엄밀하게 나누어져 서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적 이미지를 추동

시키는 힘으로써의 상상력을 중시하면서 이미지 형상화의 과정이 위와 같은 측면으로 

나누어진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서 환기적 이미지는 주로 상

징적 영역과 관련되며, 묘사적 이미지는 감각적 영역에 속한다는 점에서 이미지에 대한 

일반적인 분류와도 연결 지을 수 있다. 

  바슐라르가 주요하게 다루었던 이미지는 ‘시적 상상’의 영역에서 의식의 기원이 된다. 

시적 상상을 통해 형성된 ‘상상하는 의식’은 세계와 주체를 화해시키는 새로운 세계를 

여는 시적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바슐라르는 의식을 증대시키는 자각이 시적 상상이라

는 생산적 활동에서 온다고 보았다.45) 그는 지각을 우리의 감각 앞에 제시되는 현존하

는 실재 물체를 파악하는 행위로, 상상은 현존하지 않는 물체나 장소를 재현하는 행위

로 보았다. 이러한 상상에 의해 형성된 이미지들은 결국 실재 세계와 맺는 관계 속에서 

이해되는 것이다. 바슐라르의 시적 상상에 관한 논의와 이미지와의 관계는 지명 이미지

가 작품 속에서 정태적으로 고정되지 않고 여러 요소들의 관여로 더 넓은 의미를 나타

내면서 역동적인 작용을 보인다는 것을 뒷받침해준다. 본 연구에서 앞으로 지명 이미지

의 양상을 설명하면서 다루게 될 이미지의 분석 유형들은 각각 정태적인 차원의 기준으

로 구분되었으나, 실제 작품 속에서 의미를 구현하는 방향성은 상상력을 추동하는 역동

적 차원에 해당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상상력의 발현과 형상화에 주목한 바슐라르의 이미지의 현상학적 논의를 통해 

‘감각적 이미지’, ‘상징적 이미지’의 구분 도식을 얻어낼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인 

‘비유적 이미지’의 경우는 보다 수사법적인 활용과 연결되는 이미지를 가리킨다. 이것을 

43) 홍성호, ｢바슐라르의 물질적 상상력과 흙의 이미지｣, 대한건축학회지 제36권 제3호, 대한건축학
회, 1992, 62면.

44)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 이가림 역, 물과 꿈, 문예출판사, 1980, 24면.; 유영희, 이
미지로 보는 시 창작교육론, 역락, 2003, 110~111면. 

45) 주형일, 앞의 책, 1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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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슐라르의 논의와 연결하자면 정신적 이미지가 감각적 이미지와 결합되는 부분을 가리

킨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명 시어가 심상지리의 표상이 되면서 감

각적 이미지, 상징적 이미지, 비유적 이미지의 세 가지 유형으로 각각 형상화되고 있다

고 보고, 뒤에 이어질 Ⅲ장에서 지명 이미지의 양상을 다룰 때 이러한 구분을 활용하여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2. 지명 이미지의 성격과 기능

  이 절에서는 지명 이미지의 성격과 기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시

조에 나타난 지명 이미지가 어떠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하여 그 본질적 성격을 나타내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지명 이미지는 언어적 특성에 따라 고유명사로 분류될 수 있는 지

명 시어를 통해 나타나며, 특정 장소를 둘러 싼 장소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

고 지명 이미지는 이를 표현하는 시적자아의 인식과도 연결된다. 이러한 성격을 기반으

로 하여 지명 이미지는 문화, 정체성, 경험의 차원에서 몇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

어질 논의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에 관해 상세히 논할 것이다.

(1) 지명 이미지의 성격

1) 고유명사로서의 지명

  단어의 종류를 보통명사와 고유명사로 구분할 때, 지명은 일반적으로 고유명사에 속

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고유명사는 ‘낱낱의 특정한 사물이나 사람을 다른 것들과 

구별하여 부르기 위하여 고유의 기호를 붙인 이름’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갖는다.46) 국

어 문법 논의에서 고유명사(固有名詞)를 개별 지시대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견해들

은 고유명사의 의미를 외연을 ‘지시’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47) 존 스튜어트 

4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47) 최현배(1937:212면), 이희승(1949:17~20면), 이숭녕(1956:57면), 남기심·고영근(1985/1998:73면), 
서정수(1996:388면) 등에서 밝히고 있는 고유명사에 관한 정의는 대체로 특정한 고유명사가 한 개
체를 가리키는 말로 지시대상이 하나밖에 없는 명사, 유일한 개체에 대한 이름으로 간주되었다.(최현
배, 우리말본, 정음사, 1937; 이희승, 중등문법, 역대한국문법대계 1-32-86, 박이정, 1956; 이
숭녕, 고등국어문법, 역대한국문법대계 1-34-89, 박이정, 1956; 이숭녕, 중등국어문법, 역대한
국문법대계 1-34-90, 박이정, 1956; 남기심·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1998; 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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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역시 고유명사는 내포와 외연을 모두 가지고 있는 보통명사와 달리 외연만을 갖는다

고 한다.48) 고유명사에 내포가 없다는 것은 그러한 고유명사가 어떠한 개체를 나타내기

는 하지만, 그 개체에 속하는 어떤 속성을 지칭하거나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

다.49) 그에 따르면 고유명사는 대상의 어떤 속성에도 의존하지 않으며, 단순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기 위한 단어라는 것이다.50) 

  그러나 이와 같이 고유명사는 외연을 ‘지시’하는 기능만 있고 ‘의미’가 없는 단어라는 

견해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비판되어 왔다. 고유명사는 해당 문맥 안에서 보통명사보다 

더 풍부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는 예스페르센(O. Jespersen:1924)의 견해에 따르면, 고

유명사의 의미는 ‘백과사전식 의미’에 해당된다. 그리고 러셀과 설의 견해에 따르면 고

유명사의 의미는 그에 해당하는 ‘한정기술구’51)이다. 특히 러셀은 고유명사의 의미를 

지시대상(denotation)과 동일시하면서, 우리가 단일한 대상을 지칭할 때 그 지칭된 대상

이 곧 의미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의미와 지시대상을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다.52) 프레게 역시 고유명사가 의미를 가진다고 하면서, ‘고유명사는 그 뜻을 지시하거

나 나타내는 의미를 표현’한다고 하였다.53) 그는 표현의 의미론적 중요성과 인식적 중

요성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생각의 구성요소는 지시가 아니라 의미라고 보았

다.54) 

  이와 같은 논의들을 참고하면, 지명과 같은 고유명사가 지니고 있는 의미역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게 된다. 지명과 같은 고유명사의 경우, ‘지시’하는 기능 외에도 ‘의미’를 

드러내는 특성도 함께 지니고 있다고 전제할 수 있는 것이다. 지명은 단어의 구분상 고

유명사에 속하며 기표(표현)와 기의(개념)를 가지는 기호의 형태로 나타난다.55) 어떠한 

상황에서 고유명사가 사용되면 그에 상응하는 대상에 대한 개념이 환기된다고 볼 수 있

다.56) 한 단어의 의미란 지시물 자체가 아니라 이 지시물의 심리적 이미지, 즉 개념으

로 나타난다는 점에서,57) 고유명사로서의 지명의 개념적 의미에서 비롯한 이미지와 함

국어문법, 한양대출판부, 1996.)

48) 오토 예스페르센(Otto Jesperson), 이환묵·이석무 역, 문법철학, 한신문화사, 1987, 65면. 

49) 고정희, 고전시가와 문체의 시학-윤선도와 정철의 경우, 월인, 2004, 54면. 

50) 남순예, ｢‘고유명(proper names)’에 관한 러셀과 프레게 이론의 비교｣, 철학논총 제21집, 새한철
학회, 2000, 218면. 

51) 박재연, ｢고유명의 변별적 속성에 대하여｣, 한국어의미학 제27집, 한국어의미학회, 2008, 108면.

52) 남순예, 앞의 논문, 219면.

53) 박우현, ｢프레게와 비트겐슈타인의 의미(sense)와 뜻(meaning)｣, 철학사상 제17집, 동국대학교 
철학회, 1996, 46면.

54) 남순예, 앞의 논문, 219면.

55) 소쉬르(F. Saussure)에 따르면 언어기호는 기표와 기의의 양면을 가진 심리적 실체로서, 인간의 의
식 속에 존재하는 불가분의 결합체이다. (이정민·배영남, 『언어학사전』, 박영사, 1993.;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4.; 이익섭, 『국어학개설』, 학연사, 2003.)

56) 신운섭, ｢고유명사의 의미론｣, 독어교육 제24집,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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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 영역의 존재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고유명사 중에서도 사람이나 장소에 적용되는 것이 문맥과 연관될 때에는 풍부

한 내포들로 채워지는 경우가 있다58)는 점에서 본다면, 지명과 같은 고유명사의 내포, 

즉 함축적 의미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다. 여기서 함축적 의미는 기호의 심층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인데, 이러한 함축적 의미 작용은 내용과 형식의 층위에서 모두 작

용한다고 볼 수 있다.59) 얼핏 생각해보면, 지명과 같은 고유명사가 배경지식으로 기능

하는 지시적 의미 외에 함축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명은 특수하고 개별적인 장소를 지칭하는 외연 중심의 고유명사인 동시에 다

양한 내포를 갖는 보통명사로서의 속성도 지닐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지

명은 장소를 지칭하는 지시적인 의미가 주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함

축적인 의미 역시 함께 가진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일반적으로 시어의 의미는 ‘지시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로 나뉜다. ‘지시적 의미

(denotation, 외연)’는 어떤 말이 지칭하는 모든 대상의 집합을 뜻하고, ‘함축적 의미

(connotation, 내포)’는 연상이나 관습 등에 의해 형성되는 의미로서, 어떤 말이 뜻하는 

본질적 속성을 뜻한다. 따라서 ‘함축적 의미’는 비명시적, 정감적, 상징적인 의미를 가리

킨다고 볼 수 있다.60) 즉 기호와 대상체 사이에 있는 단순하고 분명하고 직설적인 관계

가 지시적 의미라면, 그 기호에 덧붙여져 심리적·주관적 느낌을 암시하는 것이 함축적 

의미가 된다. 특히 함축적 의미는 기호가 표상하는 대상체와 연관된 문화적 경험으로부

터 생겨난다는 점이 중요하다.61)

  고유명사로서의 지명은 장소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기호이다. 그리고 기호로서의 지명

은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기표와 현실에는 부재하고 개념적인 차원의 기의의 두 측면을 

가진다. 이 두 측면들이 서로 맺는 관계를 ‘의미 작용’이라고 하는데, 감각적이고 물질

적인 실체로서의 이미지는 정신적으로 지각된 것을 재현하기 때문에 실재와 지각된 것

을 서로 관계 맺어주며 의미를 생산해낸다. 바르트의 이론에 따르면, 의미 작용의 1단

57) 이익섭, 『국어학개설』, 학연사, 2003, 174~176면 참조.

58) 고정희(2004), 앞의 책, 55면.

59) R. Barthes, Image, Music, Text, Fontana Press, 1977, pp.37~49.

60) 존 스튜어트 밀은 ‘denotation’과 ‘connotation’을 오늘날 의미론에서 말하는 ‘외연’과 ‘내포’의 구분
과 거의 같은 것으로 보았는데, 그가 사용한 ‘connotation’은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차원의 의미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니었다.(J. S. Mill, A System of Logic, London, Longman, 1843.; 존 라이언스, 
강범모 역, 의미론 1: 의미 연구의 기초, 한국문화사, 2011, 278~279면(원서는 J. Lyons, 
Seman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그러나 하야카와(Hayakawa, 1958/1977)는 외연
을 ‘외재적 의미’, 내포를 ‘내재적 의미’로 보고, 외재적 의미가 지시적인 성격을 지니는 반면에 내포
적 의미는 비지시적, 상상적, 심리적 특성을 지닌다고 하면서 감정적인 차원의 의미까지 내포에 포함
하였다.(김준기, 현대국어의미연구, 한국문화사, 2009, 67~68면.)

61)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4, 48~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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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기호 내용이 연결되는 데서 시작되는데, 이러한 기호의 의미는 주로 일의적 의미

가 대부분인 ‘지시적 의미’이다. 그런데 이 기호가 2단계 수준의 의미 작용으로 넘어가

면, 동일한 기호 표현이 여러 개의 내용을 전달하거나 여러 기호가 하나의 내용을 전달

하는 등 다의적인 부가 의미를 갖게 된다. 이것은 1차 기호의 표현과 내용이 합쳐져 새

로운 2차 기호의 기표와 기의가 되어 개인이나 문화에 따라 다른 의미를 분석할 수 있

는 주관적 의미의 수준인 ‘함축적 의미’가 만들어졌음을 뜻한다. 이 함축적 차원에서는 

사용자의 주관적인 정서나 느낌 또는 상호주관적인 문화적 경험이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시적 차원보다 더 다의적이고 유동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62)

  그리고 퍼스는 존재론적 차원에서 기호가 그 대상과 맺는 관계에 의해 ‘도상’, ‘지표’, 

‘상징’의 세 가지로 나뉜다고 보았다. 여기서 도상은 유사성에 의해, 지표는 물리적 인

접성에 의해, 상징은 관습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즉, 도상은 대상과 유사한 속성을 가진 

기호이고, 지표는 대상과 직접적인 접촉 관계에 있거나 인과 관계에 있는 기호이며, 상

징은 관습이나 사회적 약속에 의해 대상을 지칭하는 기호이다. 이미지는 이 세 가지 모

두로 기능할 수 있는데, 사물과 인접 관계를 맺으며 그것을 지칭하는 것이 지표이며 생

각의 연상 작용과 같은 것이 상징이 된다. 그리고 특히 유사성의 인식을 통한 재현이라

는 측면에서 가장 이미지와 밀접한 도상도 사회문화적인 활동에 의한 것이다.63) 

  개념적 의미만으로는 인간 생활의 다양한 체험과 감정, 느낌을 충분히 나타낼 수 없

기 때문에 이를 생생하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기 위해 연상, 상상, 정서적 환기 

등의 함축적 의미를 암시하고 상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함축성은 ‘인간의 경험

을 통해 감각과 의미가 언어 안에 축적되는 성질’로 정리할 수 있다. 이는 비유와 상징

과 유사한데, 이 두 개념은 함축성이라는 속성을 기반으로 하여 발생한 언어 사용의 결

과로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함축성이 단순히 뜻과 의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

간의 경험이 축적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64) 

  원래 시어는 반복·응축·전경화 등의 방식을 통해 기표를 부각하고 기표가 기의를 강

화시키는 관계를 맺는 등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다.65) 따라서 시어가 가지게 되는 의미 

확정의 어려움은 기표에 따른 기의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특성으로부터 생겨난다. 즉 

시를 읽을 때 생겨나는 다양성은 서로 다른 주체에 따라, 서로 다른 시대에 따라, 동일

62) 김영수, ｢그림책 화면의 일부로서의 글자 연구: 롤랑 바르트의 의미작용이론을 중심으로｣, 조형미
디어학 제13권 제1호, 2010.

63) 주형일, 이미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영남대학교출판부, 2006, 84~86; 180~184면.

64) 민재원, ｢시 교육에서의 함축성 개념에 대한 고찰 -백석 시어의 의미 축적 사례를 중심으로｣, 국
어교육학연구 제43집, 국어교육학회, 2012, 198면 참조.

65) R. Jakobson, ‘Concluding statement : linguistics and poetics’, in Thomas A. Sebeok(ed.), 
Style in Language, Cambridge:The M.I.T Press, 1960(1975 printing), p.371. ; 앤터니 이스톱
(Anthony Easthope), 박인기 역, 시와 담론, 1994, 36~3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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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체라 하더라도 그 생애의 시기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66) 다시 말

해 시어는 일상적이거나 관습적인 의미를 초월하여 인간의 정신과 내면의 특성을 반영

하는 의미를 중심으로 한다. 그런데 내면적 인식이나 정체성 등은 복잡하고 다양할 뿐

만 아니라 역동적인 변화 가능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표상하는 시어는 다의적이며 모

호한 영역을 포함하는 이미지를 활용하게 된다. 이렇게 시어는 복잡한 정신세계를 드러

낼 수 있는 수단이자 의미 영역의 확장을 위한 잠재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창조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67)

  문학 텍스트 속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고유명사들은 일차적으로 실제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로서 작품의 사실성을 획득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조금 더 깊

이 살펴보면, 이와 같은 고유명사들이 단순히 실제 존재하는 대상을 지시하는 의미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시 작품 속에서의 고유명사는 텍스트 안

과 밖을 넘나들면서 허구 세계와 실제 세계의 연결을 가능하게 해주거나 그 구분을 모

호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지명과 같은 고유명사들은 매우 구체적인 공간이나 

장소를 지칭하거나, 반대로 상상적 세계의 장소를 지칭하면서 그 장소만이 가지는 특별

한 이미지를 작품 속에서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명들이 작품 속에

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작품 이해를 위한 필수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

  이렇게 언어 바깥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고유명사로서의 지명이 문학 

텍스트 안에서 시어로 실현될 때에는 특수한 맥락 속에서 이미지를 환기하게 된다. 지

명 시어는 문학 작품 속에서 그 배경이 되는 시공간의 의미를 끌어들이거나 그 지명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의 영역까지도 부분적으로 지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명은 본

래 가진 한정된 의미 영역을 벗어나 역사적으로 상징화된 다른 많은 기표들을 환기시킬 

수 있는 특수한 위치에 서게 된다. 

  즉 시어로 쓰인 지명과 같은 고유명사는 텍스트를 폐쇄된 의미체계가 아닌 텍스트 바

깥을 향해 열려 있는 개방적 체계로 해석하는 전략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고유명사로

서의 지명의 제시는 텍스트 내의 사건을 실재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하게끔 하는 해석적 

조건을 마련한다.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한 상호텍스트들의 존재로 인해 실재와 허구의 

경계는 해체되며, 텍스트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넘나드는 의식이 표현된다.68) 그리고 

지명 시어와 같은 고유명사를 통해 텍스트 외부와 내부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절대적 분

리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고유명사로서의 지명 시어의 등장은 문학작품 안에 실재와 

66) 앤터니 이스톱, 박인기 역, 앞의 책, 25면.

67) 김진석, ｢문학교육과 심상｣, 교육논총 제7집,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참조.

68) 손정수, ｢소설 속에 등장하는 고유명의 의미｣, 텍스트의 경계-한국 근대 초기 소설 텍스트의 자율
화 연구, 태학사, 2002, 276~28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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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시될 수 있는 해석 조건을 마련해 놓음과 동시에 그것의 허구 가능성을 암시하여 

실재와 허구 사이의 틈을 역동화시키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텍스트는 사실과 허구 사

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팽팽한 긴장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69)  

  또한 고유명사로서의 지명 시어는 구체적이고 생생한 장면성을 확보하거나 구체적인 

현장감을 주는 동시에 과거 시공간의 감각과 기억을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과

거를 대상화하는 감각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는 역할을 하며 그러한 감각 및 지각을 대표

하는 이미지를 갖는다. 시어로 사용되는 고유명사는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동시에 그 

고유명사를 통해 가졌던 기억의 내용을 포괄하는 기호이다. 하나의 고유명사가 거느리

는 고유한 시간과 공간을 기억하고 그것을 의미화 했을 때, 그것은 기억을 구조화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즉 고유명사로서의 지명 시어는 기억을 구조화하고 과거를 

대상화하는 데 있어 중심적 표상으로 작용하며, 그것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힘은 그 

지명 시어에 투영된 정서 및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2) 장소감의 표상으로서의 지명

  

  ‘장소감(sense of place)’은 주로 인문지리학 영역에서 많이 논의되어 온 개념으로,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 있는 ‘심상지리’의 토대가 되는 의식적 차원을 말한다. 이 장

소감에 대한 정의는 어떤 측면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사람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또는 환경이 사람에게 의미하는 것에 대한 의식적인 앎’70)

이라든가, ‘특정 위치와 기존 공동체에 대한 정서적 연계’71), ‘자신이 속한 장소의 역사, 

공동체, 자연적 과정에 대한 경험적인 친밀감과 애착’72) 등이 모두 장소감에 해당된다. 

장소의 고유한 특성과 함께 연결된 인간의 경험이 함께 장소감의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소감은 일반적으로 장소에 대한 인간의 정서적 감정을 의미하는 것으

로, 장소와 인간의 경험이 상호작용하여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73) 

  ‘장소(place)’ 외에 ‘공간(space)’이라는 개념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 공

69) 위의 논문, 270~276면 참조.

70) 이석환·황기원, ｢장소와 장소성의 다의적 개념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32권 5호, 대한국토·도
시계획학회 177면.

71) 로널드 존스톤(R. J. Johnston), 손명철 편역, 지역지리와 현대사회이론, 명보문화사, 1994, 88면.

72) M. Sanger, “Sense of place and education”,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vol.30 
no.4, pp.4~8. 권영락, ｢장소기반 환경교육에서 장소감의 발달과 환경의식의 변화｣,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05, 20면에서 재인용.

73) 권영락, ｢장소기반 환경교육에서 장소감의 발달과 환경의식의 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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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아닌 장소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그 둘의 개념적 정의가 다소 차이를 보이기 때

문이다. 기본적으로 장소는 어떤 특정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배경과 여기에 부여

된 상징적 의미 등과 관련하여 이해된다. 공간은 일정한 활동이나 사물, 환경을 가지는 

위치들 간의 연장으로서 추상적인 측면이 강하다. 반면 장소는 체험적이고 구체적인 활

동의 기반이면서 맥락적·문화적인 의미와 관련된다.74) 

  이-푸 투안(Yi-Fu Tuan)에 따르면, 장소는 사람이나 사물에 의하여 점유된 지리적 

공간의 일부분으로, 사건, 사물, 행위가 펼쳐지는 공간적 맥락이면서 인간의 의식작용이 

포함되는 것이다. 즉, 우리가 장소로 인식하는 세계는 우리의 의도·태도·목적과 경험이 

집중되어 있다. 이와 비교하여 공간은 인간의 경험과 의미가 투영되지 않은 세계로, 장

소에 비해 개방적이고 추상적이다. 공간은 구조화된 체계로 서술될 수 있는 추상이고, 

장소는 그 공간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총체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면 그 공간은 ‘장소’가 되는데, 이러한 공간의 장소화 과정은 공간에 대한 직·간

접적 경험을 통해서 특정한 의미가 부여되어 이루어진다. 즉, 경험에 의해 구성되는 의

미의 중심이 장소인데, 이는 인간의 사유와 감정과 같은 경험의 영역과 장소가 밀접하

게 연관되어 있음에 주목한 것이다. 그런데 투안은 구체적·경험적인 장소와 추상적인 

공간 둘 사이의 명확한 구분보다는 장소와 공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지점을 파악하

는 양상에 주목하였다. 즉, 장소는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중심 토대이자 요소가 된다

는 점이다.75) 

  투안 외에 후설과 하이데거를 계승하여 현상학적 기초에서 장소 논의를 발전시킨 메

를로-퐁티, 노르베르그-슐츠, 에드워드 렐프 등도 모두 ‘장소’와 ‘공간’에 관한 이론을 

전개하면서 인간의 ‘의식’과 ‘경험’, ‘세계’의 관계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먼저 노르베르그-슐츠(Christian Norberg-Schulz)는 공간을 육체적 행위의 실용적 

공간, 직접적 정위로서의 지각적 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된 이미지를 형성시키는 실존

적 공간, 물리적 세계에 대한 인식적 공간, 순수한 논리적 관계에 의한 추상적 공간의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 그에 따르면 장소는 인간 실존의 의미 있는 사건들을 경험하는 

곳의 초점이자 목표가 된다. 동시에 장소는 인간 자신에게로 다시 향하도록 하는 출발

점이 된다고 한다. 또한 장소는 일종의 영역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이미지로 가득 차 

있고 하나의 일치된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76) 따라서 장소감은 공간을 중심으로 

하여 인식과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4) 강학순, 존재와 공간, 한길사, 2011, 203~204면.

75) 이-푸 투안(Yi-Fu Tuan), 구동회·심승희 공역, 공간과 장소, 대윤, 2007, 15~38면.

76) 크리스티안 노르베르그-슐츠(Christian Norberg-Schulz), 민경호 외 역, 장소의 혼, 태림문화사, 
2001, 13~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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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에드워드 렐프(Edward Relph)에 따르면, 공간은 지리적인 차원에서 구획된 경

관만을 가리키지 않으며 오히려 추론적, 구성적, 맥락적 차원에서 정의되는 다양한 양

상을 나타낸다고 한다. 공간은 형태가 없으므로 직접 감각적으로 경험이나 묘사, 분석

해볼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공간을 인식함에 있어서는 장소에 관한 개념이 맥락을 형

성하며 의미를 부여한다. 공간은 무의식적으로 구조화된 원초적 공간, 지각 공간 외에

도 신성 공간 및 지리적 공간을 포함하는 실존 공간, 건축 공간, 인지 공간 및 추상 공

간 등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인 것이다.77) 

  인간이 공간의 어떤 부분에 의미를 부여하고 애착을 갖게 되면 그 공간은 ‘장소’가 되

며, 세계 속에 존재하는 사물인 장소는 또한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된다. 렐프에 의

하면 장소는 단지 사물이 위치한 어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통합된 의미 있는 현상으로서 위치를 점하는 모든 것이 장소가 되는데, 자연물과 인공

물, 활동과 기능, 의도적으로 부여된 의미가 종합된 총체적인 실체가 바로 장소라는 것

이다. 렐프에 따르면 장소에는 의도·태도·목적 및 경험이 모두 집중되어 초점화 되어 있

으므로 장소는 세계의 경험에 질서를 부여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 인간이 장소와 

관련 맺으면서 그 장소를 의식하는 관계가 바로 개인의 정체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

하는 근원이 된다.78)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하여 현상학적 장소론을 계승한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

는 추상적인 절대적 공간과 의미가 풍부하게 나타나는 사회적 공간으로 공간을 구분하

였다.79) 그에 따르면 모든 사회적 관계의 존재양식이 바로 공간이 된다. 그는 공간의 

틀을 종교·정치 및 혈족·토양·언어가 결합된 산물로서의 역사적·전통적 공간을 ‘재현의 

공간’으로 보고, 이러한 공간이 사회 구성원의 소속감 및 유대, 합의를 이끌어내는 소통

의 광장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공간적 실천’은 장소의 이미지나 집단의 관념 형성, 이

데올로기적 맥락, 사회적 실천 등으로 공간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르페브르에 따르

면 공간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생산된 공간인 것이다. 그리고 장소들

은 이러한 사회적 공간 안에 병치되어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서로 간섭하고 재구성되

며 중층적으로 쌓이거나 충돌하면서 계속해서 의미를 생성해낸다.80) 

  지명은 보통 지표상의 물리적 요소의 위치나 일정 경계에 의해 구분되는 단위 지역을 

지시하는 일차적 요소로서 자연적 조건, 역사적 사건, 또는 행정적 조치나 지리적 인식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지명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 속에 얽혀 있

77) 에드워드 렐프(Edward Relph), 김덕현 외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39~69면.

78) 위의 책, 102~104면.

79) 팀 크레스웰(Tim Cresswell), 심승희 역, 장소, 시그마프레스, 2012, 17~19면. 

80)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 양영란 역,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151~1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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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행위를 바탕으로 하는데, 이러한 행위의 결과물인 지명은 

구체적으로 인간들의 다양한 삶의 경험이 녹아 있는 장소를 형성하는 경관텍스트의 특

징을 지닌다. 즉, 지명과 같은 경관텍스트는 인간의 의사소통체계 내에서 일정 형태를 

가지는 의미체이자 언어적 구성물이다. 이러한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지명 경관에 내재

하는 다양한 의미층에 대한 접근은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해석적 작업에 속한다. 그리

고 이러한 해석적 작업은 현상들의 관계에 대한 설명 보다는 이해의 영역에 속하는 것

이다.81) 

  위의 논의들을 참조하면, 지명 시어가 지칭하는 공간의 특성을 감각적 지각의 가능 

여부, 현실에 실재하는지 여부, 역사적 사건 또는 인물의 존재 여부 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의 ‘공간’은 인간의 활동 및 존재방식과 관련하여 정의되는 차원으로, 

의식에 의해 구성되며 인간관계 및 정의적(情意的) 가치와 결부된 의미공간을 말한다. 

즉, 사물이 위치한 넓이 또는 건축 공간을 지칭할 때의 단순한 물리적 공간 개념이 아

니라 지정학적 공간, 상상적 지리를 가진 공간, 정체성과 인식에 대한 사유를 내포한 

공간 개념을 중심으로 한다. 이러한 공간 구분은 뒤의 Ⅲ장에서 논의할 시적자아의 정

체성이 각각의 공간에서 의미화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지명이 환기하는 장소감은 

문학 텍스트를 둘러싼 세계를 의미 있게 만드는 방식이자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으로서

의 의미를 지니므로 위에서 논의한 장소와 공간 개념을 아우르는 표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장소감’은 공간과 장소 사이의 맥락을 구성하고 의미를 연결지어주며 존재의 원

리가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장소감의 표상으로서의 지명 이미지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

으로 하여 시적자아의 인식과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지리적 공간은 세계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인식, 환경에 대한 경험과 의도적인 연

계의 반영이다.82) 문학에서 지형학은 일종의 공간 쓰기 및 공간 새겨 넣기로 여겨진다. 

공간이란 우리 눈앞에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방식으로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

이다.83) 텍스트가 설정한 공간은 단순한 배경에 그치지 않고, 작가에 의해 혹은 그 시

대의 문화적 정치적 힘에 의해 생산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리적 공간이 인간에 의해 파

악된 ‘장소’ 개념으로 쓰일 때, 여기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인간화된 특정 문화의 의미

를 드러내게 된다. 장소의 이름이 인간을 인간의 영역에 가장 밀접하게 이어주는 사물 

81) 경관텍스트는 그것을 경험하는 인간 주체들에 의해 읽히거나 읽혀지도록 고안된 의사소통체계의 한 
유형인데,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 묶여 있기에 작동 가능하다. (권선정, ｢
지명의 사회적 구성 - 조선시대 회덕현의 ‘송촌(宋村)’을 사례로-｣,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지명의 
지리학, 푸른길, 2008, 221~223면.)

82) 에드워드 렐프, 앞의 책, 54면.

83) 빅토리아 보르소, ｢문학적 위상학: 공간의 저술과 저술의 공간｣, 슈테판 귄첼(Stephan Günzel) ed., 
이기흥 역, 토폴로지, 에코리브르, 2010, 365면.; 박진숙, ｢기행문에 나타난 제도와 실감의 거리, 
근대문학｣, 어문논총 54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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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하나라고 한 자크타 혹스의 말84)을 통해서도, 지역과 장소에 이름을 붙이는 행

위가 인간의 실존 및 정체성을 구축하는 기본적인 활동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장소감은 어떤 장소 자체의 물리적 특성이나 실재 자체가 중요시되거나, 장소

가 신화나 전설, 역사적 사건 등 의미 있는 이야기들과 결합하여 상징적 의미를 획득하

게 될 때 형성된다. 이러한 장소감 형성 요소들은 개인적·개별적 차원의 의미 외에 보

편적 이미지를 획득하도록 만들어서 실제로 그 장소에 가보지 않아도 유사한 장소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 즉, 장소감은 개인 및 집단의 경험, 기억, 의도를 통

해 장소에 대한 애착의 증가로 형성되는데, 주관적인 해석이 개입된 장소로부터 유추되

는 이미지는 주변의 형상들이나 공동체의 잠재된 기억을 토대로 하는 것이다.85)

  이러한 장소감은 그 장소에 대한 경험 외에도 내면적 인상 및 정서, 관념, 정감과 같

은 요소들에 영향을 준다. 또한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이미지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인식

과 정체성을 구성한다. 하이데거는 “장소는 인간 실존이 외부와 맺는 유대를 드러내는 

동시에 인간의 자유와 실재성의 깊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위치시킨다.”라고 하

면서 장소와 인간의 실존의 연결 고리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주었다.86) 이런 점

에서 장소감을 갖는다는 것은, 그 장소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공감하며 독자 스스로의 

정체감이나 실존과 연관을 맺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명 시어가 장소감이라는 정서적 영역을 통해 구체적인 자연 지리적 

지식 외에도 문화 공동체와 연결된 역사적 특성 및 추상적 개념 등을 표상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러한 장소감이 그 원천에 따라 ‘실재적’, ‘관습적’, ‘역사적’ 차원으

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우리는 지명을 통해 구체적인 특정 장소를 인식하고 

동시에 지명은 그것이 지칭하는 장소에 내재된 장소감을 표상하는 장치가 된다. 그 과

정에서 특정 장소가 갖고 있는 다양한 의미와 상징, 이미지들은 지명 속에 저장되고 갈

무리된다. 

  이 과정에서 지명은 장소에 대한 자연지리적·문화적·역사적·정치경제적 해석과 평가가 

가해져 다듬어진 의미의 영역을 내포하게 된다. 실제 지역을 가리키는 동시에 주변 요

소들의 개입으로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의미의 영역에는 객관적인 실제가 어떤 것

이며 무엇으로 믿어지는지에 대한 의도적인 해석도 포함된다. 지명은 이러한 의미의 영

84) 자크타 혹스(Jacquetta Hawkes), A Land, Lodon: The Cresset Press, 1951, p.54. 위의 책 54
면에서 재인용.

85) 김덕현, ｢장소성과 장소구축｣, 사회과학연구 제14권 제1호, 경상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1996, 
20~21면.

86) M. Heidegger, “An ontological consideration of place”, The Question of Being, Translated 
with an introd. by William Kluback and Jean T. Wild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8,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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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통해 장소를 중심으로 하는 장소감을 표상하는 장치가 되며 문학 작품 속에 그 장

소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다.87) 어떤 지명이 대표하는 장소는 지리적 영역의 위치적 

실재 외에도, 거기에 인간의 활동이 부여한 의미와 문화가 결합되어 생겨나는 장소감과 

같은 관념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인 것이다.88)

3) 인식의 표상으로서의 지명

  앞에서 지명이 환기하는 장소감이 지명 이미지의 중요 구성요소가 된다는 점을 확인

하였다. 그런데 이 장소감은 텍스트 내의 시적자아의 인식에서부터 당대의 가치관과 관

념, 이념, 문화적 맥락 등을 담아내는 인식적 차원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폴 쉐퍼드는 

사람의 사고, 지각, 의미의 조직화가 특정 장소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

다.89) 따라서 특정 장소들을 표상하는 시조의 지명 시어들이 가지는 이미지는 그 지명

이 나타내는 장소감을 문학작품을 통해 향유하는 작가와 독자의 사고, 지각, 의미의 조

직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세계를 지칭하는 동시에 허구 세계를 암시하

는 지명은 과거를 대상화하는 감각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는 역할을 하며 그러한 감각 및 

지각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갖는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시공간을 넘나들며 기억을 구

조화하고 과거를 대상화하는 특별한 기능을 부여받게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 개인

의 공간에 대한 지각은 그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며, 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90)

  인식이란 대상을 하나의 통일체로서 파악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식 활동 혹은 그와 같

은 활동에 의해 파악된 내용을 말한다.91) 즉 인식은 인식 활동에 의해 파악된 내용(진

리)인 ‘지식’과 같은 결과 외에도 그것을 ‘아는 작용’도 포함한 개념이다. 인간은 인식 

과정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객관 세계(자연·사회)에 대한 인식(지식)을 획득하고, 이 성

과에 기초하여 객관 세계에 작용을 가해 이것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인식은 인간이 단

순히 자신을 둘러싼 객관 세계에 대해 알고 있다는 지적 만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87) 장노현, ｢소설 속 지명정보 활용 방안 기초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제24집, 한민족문화학회, 
2008 참조.

88) 권영락, 앞의 논문, 16면.

89) Paul Shepard, Man in the Landscape, New York: Ballantine Books, 1967. 

90) Nicolas Green, The spectacle of Nature-Landscape and Bourgeois Culture in 
Nineteenth-century France-, Manchester and New York: Manchester Univ. Press, 1990, 
p.184.; 고정희, ｢<영삼별곡>을 통해 본 기행가사 교육의 방향｣, 선청어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
구소, 2013에서 재인용.

91) J. 헤센(Johannes Hessen), 이강조 역, 인식론, 서광사, 199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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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을 통해 실제 생활에 기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92)

  인식 과정은 먼저 감각적 사물을 인식하는 지각에 의해 시작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감각적 인식 작용은 감각적 대상의 모사, 지각된 대상과의 동화를 통해 이루어

진다. 그리고 이러한 지각을 통한 감각 인식은 지성적 인식의 토대를 이루게 된다. 지

성적 인식 역시 형상의 수용, 즉 대상과의 동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사물의 본질적 형

상이 바로 지적(知的) 형상에 해당되는데, 이 형상은 구체적·개별적 사물 속에 투입된 

이념을 말한다. 인식 과정의 첫 단계인 감각 인식에서 감각의 상 속에 사물의 본질이 

잠재되어 있는데, 이 본질(이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능동적 사유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인식 작용을 심미적 차원으로 본 것과는 달리, 칸트는 윤리

적 차원으로 보았다. 칸트는 특히 개념 보다는 판단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인식이란 논

리적 개념 분석을 근거로 한 단순한 개념의 결합 이상의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칸트가 

생각하는 인식 작용은 일종의 ‘정돈’이자 종합적·선천적 판단이다. 칸트 역시 모든 인식

이 감관에서 시작되어 지성에 이르고, 마지막으로 이성에서 끝나게 된다고 하면서, 개

념과 판단, 추론 등과 같은 인식능력 및 창조적 차원의 상상력 등을 중요하게 다루었

다.93)

  인식에 관한 이러한 논의들은 인식의 감각적·지적·본질적 차원을 중요 요소로 들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여기서 각각의 차원들은 다른 말로 지각적·관념적·이념적 차

원으로 부를 수 있는데, 지명이 이와 같은 세 유형의 인식 차원들을 표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지명 이미지는 시조 텍스트에 나타난 시적자아의 지각적 인식, 

관념적 인식, 이념적 인식과 대입된다. 창작 주체가 자신이 처한 세계를 지각하면서 구

성한 세계상은 그의 개인적인 지각뿐만 아니라 사회적·집단적인 지각까지 함께 내포하

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지각 외에,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관념적인 요소도 함께 

존재한다.94) 즉,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의미에서 만들어진 인식들이 작가가 작품 속에서 

구성하는 세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식의 본질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지각에서 비롯한 인식을 ‘지각적 인식’, 사

회적인 관습의 차원에서 생겨나는 인식을 ‘관념적 인식’, 문화적인 의미 공유의 영역을 

대표하는 인식을 ‘이념적 인식’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모두 정체성의 논

의와 연결된다. 정체성의 형성은 관찰된 것과 예견된 것, 즉 직접적 경험과 경험 이전

92) 임석진 외 편저, 철학사전, 중원문화, 2009.

93) J. 헤센, 이강조 역, 앞의 책, 40~67면.; 사카베 메구미 등 엮음, 이신철 옮긴, 칸트사전,  도서출
판 b, 2009.

94) 위의 책, 1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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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형성한 관념이 모두 작용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경험 이전에 형성된 

관념에는 문화적으로 통용되던 관습적 의미에 대한 습득도 포함된다. 이러한 관념에다

가 복합적·점진적으로 질서를 부여하고 조화를 추구하는 노력을 통해 정체성이 형성되

는 것이다.95) 특히 일차적인 지시와 이차적인 질서가 함께 결합되어 있는 텍스트는 ‘개

방되는 세계’로 지칭할 수 있고, 이것은 가능성의 양태 또는 자기 정체성과 존재 양태

로 이어지게 된다.96) 텍스트 내에 구현된 상상의 세계를 실현하고, 동시에 자신의 세계

를 텍스트에 비추어 새롭게 열어 보이는 능동적인 의미 실현97)이 바로 인식의 바탕을 

이룬다.

  심리학적으로 ‘관념’은 사고(思考)의 대상이 되는 의식의 내용, 심적 형상(心的形象)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그리고 철학적으로는 어떤 대상에 관한 인식이나 의식 내용을 

일컫는 개념이기도 하다.98) 일반적으로는 견해나 생각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사람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표상(表象)·개념 또는 의식의 내용이 바로 관념이 된다.99) 

흄은 관념에 대해 ‘인상의 이미지’라고 설명한 바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어떤 대상에 

대한 직접적이고 감각적인 인상이 사라지더라도 이미지와 같은 형태로 지속되는 것이 

바로 관념이라는 뜻이다.100) 어떤 대상이 지닌 속성에 의해 식별된 낱낱의 대상은 인상

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관념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미 획득된 관념은 그 대상을 인

식하는 도구로서 다시 사용될 수 있다.101)

  이렇게 일반적으로 감각에 의해 의식에 형성되는 상(像)을 의미하는 ‘관념’과 구별하

여 이성적 사고의 작용으로 얻어진 사물의 본질과 의의에 해당하는 관념을 ‘이념’이라

고 부른다.102) 이러한 관념과 이념의 구분은 시적자아의 인식의 차원을 실재적 장소감

과 연결된 지각적 인식, 관습적 장소감과 연결된 관념적 인식, 역사적 장소감과 연결된 

이념적 인식으로 보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칸트에 따르면, 우리의 이성은 경험적 인식들 사이에서 성립하는 부분적인 통일에 만

족하지 못하고 전체적 질서를 획득하기 위해 ‘이념(理念 , Idea)’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

러한 이념은 통일적 체계성을 요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경험적 인식들에 

95)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 외 역, 앞의 책, 135면.; 염은열, 고전문학의 교육적 발견, 역락, 2007, 71
면.

96) 폴 리쾨르(Paul Ricoeur), 윤철호 역, 해석학과 인문사회과학, 서광사, 2003, 169면.

97) 김정우, 시해석교육론, 태학사, 2006, 58면.

9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99) 임석진 외 편저, 앞의 책.

100) D. Hume, A Treatise of Human Nature: of the Understanding, Oxford Univ. Press, 1980.; 
이준호 역, 오성에 관하여, 서광사, 1994, 149면 참조.

101) 송지언, ｢탈관습적 발상의 국어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30면.

102) 임석진 외 편저,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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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즉, 경험의 객관적 실재성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

진 선험적 형식들과 결합되어야 하며, 여기에 이념의 체계적 통일성이 반드시 필요한 

원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이념을 드러냄에 있어서 경험의 실재적 측면이 필

수적이다.103) 칸트의 ‘이념’은 인간의 오성과 관련된 감각에 의존하며, 그 오성의 경험

적 인식을 체계화하여 부여된 통일성에서 나타난다. 즉, 경험적 인식들을 체계화하고 

이것들에 통일을 부여하는 것이 이성에 근거한 이념의 합목적적 사용이라는 것이 칸트

의 견해인데,104) 바로 이러한 점이 본고에서 다룬 실재적 장소감과 관습적 장소감이 결

합된 ‘역사적 장소감’에서 나타나는 지명 이미지와 연결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역사적 

장소감을 근거로 하는 시적자아의 인식이 감각적 경험 가능성에 근거를 둔 채로 관념적 

상상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이념적 인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념은 이데올로기와도 연결되는 개념인데, 인간과 사회·자연·세계에 대해 가지는 현

실적이며 이념적인 의식 형태 및 관념 체계·의식을 흔히 ‘이데올로기(Ideologie)’라고 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존재의 기반이 되는 가치 체계를 형성하고 자신과 

현실에 대한 인식을 형성한다. 그리고 사회적인 조건에 대한 판단의 선택 체계로 작용

하면서 사회적·문화적인 공유를 이룬다는 점에서 ‘이념’의 통일성 논의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105) 여기서는 선험적 의식 차원의 이념보다는 역사적 토대에 근거를 둔 문화적 

차원의 이념에 대해 다루고자 하므로, 이념의 개념적 정의에서 중요한 점은 문화적 공

유로 연결되는 의식 및 관념 체계가 된다. 즉, 사물의 본질에 대한 의미보다는 경험적 

인식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주는 인식을 ‘이념적 인식’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실재와 관습

이 결합된 역사적 장소감은 결국 구체와 추상의 경계를 아우르는데, 이를 바탕으로 한 

지명 이미지는 시적자아의 이념적 인식을 구축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카시러는 하나의 대상에 대한 직관적이고 객관적인 파악은 불가능하며 언제나 

거기에는 주관적 의미가 부여된다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상징적 함축성’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인간의 인식 현상에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

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카시러는 ‘상징적 관념화’라는 개념을 통해 이미지적 

표현이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매개자로 작용하며 그 안에 상징적 함축성

이 들어있다고 하였다. 세상을 파악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은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표현들을 추상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상징적 표현은 ‘감각적 직관을 집약’하는 

것이 내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경험을 종합해주고 특수하고 개별적인 것을 일반적인 것

103) 박경남, ｢칸트에서 이념의 인식론적 역할-"칸트의 이념"에 대한 방법론적 독해는 이념의 객관성을 
부정하는가?｣, 철학논집 제15집, 서강대학교 철학과, 2008, 122~133면.  

104) 박중목, ｢칸트철학에 있어서 이념의 규제적 사용의 가능성｣, 철학연구 제59집, 철학연구회, 
2002, 61~63면.

105)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학용어사전, 1995, 하우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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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통합시키며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다.106) 

  그리고 일반적으로 구체화·실체화된 대상이나 사물도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주체의 

주관적 인식에 의해 선택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체가 자신이 처한 세계 속에

서 자신의 시각이나 관점으로 바라본 대상을 구체화한 것이 바로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 텍스트 속의 이미지는 주체에게 개념에 대한 추론을 요구하며, 다른 여러 뜻

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미지는 창작 주체와 세계의 관련성 속에

서 검토되어야 하는 성질의 것이다. 창작 주체가 처해 있는 세계의 양상이 이미지를 통

해 텍스트 속에 구현되어 있기 때문이다.107) 

  인식의 여러 차원이 지명 이미지를 매개로 하여 드러난다는 점에서 인식의 표상으로

서의 지명 이미지의 다층성을 말할 수 있게 된다. 엘리아데는 이미지가 다층적인 구조

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의미 작용의 집합으로서의 이미지 자체를 진실하다고 보았

다.108) 여기에 따르면 이미지는 의미 작용의 집합으로써 작용할 때 진정한 인식의 도구

로 기능할 수 있다. 이미지의 다층적 구조가 문학 텍스트의 의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바르트 역시 이미지가 체계이자 텍스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

면서 이미지의 재현 과정에서는 명명 행위의 연속으로 인해 기의가 항상 이동한다고 보

고 있다. 

  또한 이미지는 하나의 체계의 보관소가 아니라, 체계들의 생성 단계가 된다.109) 바르

트에 의하면 이미지는 같은 공간 속에 단지 형태나 색채뿐만이 아니라 많은 식별 가능

한 대상물들을 결집시킨다. 유사하게 재현되었을 때에는 의미화 된 사물과 의미를 나타

내는 이미지의 관계가 더 이상 자의적이지 않다. 모든 이미지는 다의적이며, 기표들 아

래에 숨어서 그 독자가 어떤 것은 선택하고 다른 것들은 무시하는 기의들의 ‘고정되지 

않은 연쇄’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의 다의성은 의미에 관한 질문을 산출한

다.110) 따라서 지명 이미지가 지각적 인식, 관념적 인식, 이념적 인식의 세 차원의 인식

들을 표상해내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이 이미지가 다층적인 특성을 지닌다는 점, 주관적 

인식과 연결된 형상화라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지명 이미지

의 교육적 의의 역시 논할 수 있게 된다.

106) 유평근·진형준, 앞의 책, 154~156면.

107) 유영희, 이미지로 보는 시 창작교육론, 역락, 2003, 118~119면.

108) 미르치아 엘리아데(Mircea Eliade), 이재실 역, 이미지와 상징: 주술적-종교적 상징체계에 관한 
시론, 까치글방, 1998, 18~19면.

109)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 김인식 역, 이미지와 글쓰기, 세계사, 1993, 12~13면.

110) 위의 책, 90~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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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명 이미지의 기능

1) 장소에 대한 문화적 유대감의 표현

  앞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신체를 통해 직접적으로 습득되거나 문학작품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장소 및 인간의 특성은 단순히 개별적인 의미만을 지니지 않

는다. 특히 이러한 특성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인간들 사이의 관계는 특정 장소가 문화

적 공간으로 이행하게 만드는 근거가 된다.111) 문학에서 장소는 작품의 배경을 이루기

도 하고 단순한 자연 경관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어떤 식으로 등장하든 간에 장소는 인

간의 문학적 상상력을 구성하는 가장 일반적인 소재가 된다. 즉, 장소는 인간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고 삶을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면서, 동시에 개인적이거나 

민족적인 정체성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장소는 지정학적 공간에만 머무르

지 않고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획득하는 것이다.112)

  문화의 개념은 무척 다층적이고 복잡한데,113) 특히 ‘삶의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공동

체가 삶의 방식으로 수립한 언어로 세계의 의미망을 구축하여 스키마를 체계화하는 것

을 문화적 행위로 보는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직접 체험만을 통한 지식은 제한적

일 수밖에 없기에 언어를 통한 지식의 축적과 체계화가 우리의 정신세계에서 활발하게 

전개된다는 것이다. 즉 언어를 통해 세계를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바로 공동체가 체계

화한 삶의 방식으로서의 문화이다.114) 그리고 문화는 한 사회나 한 사회적 집단의 특색

을 나타내는 특징적인 정신적, 물질적, 지적, 정서적 특성의 복합체이면서 사회의 가장 

근원적 특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존재방식이자 관점이며 자기이해 및 자기표현, 창조성

이라고도 할 수 있다.115) 이러한 존재방식 및 관점은 그 문화의 형성과 수용을 이끄는 

개인 및 집단의 공유된 의식을 통해 확장되면서 자리 잡는다. 따라서 공동체의 삶의 방

식과 같은 문화적 틀을 통해 사고의 체계화를 거치는 의식 작용이 문화적 유대감의 형

111) 이-푸 투안, 구동회·심승희 공역, 앞의 책, 63면. 

112) 허병식, ｢식민지의 장소, 경주의 표상｣,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편, 근대 한국의 
문학지리학,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1, 18~19면.

113) 김대행에 의하면 문화는 아놀드가 정의한 ‘지적 세련’의 의미로 널리 쓰이다가 인류학적 개념인 
‘삶의 방식’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권력을 위한 의미작용’까지 함축하는 용어로 확대되어왔다고 한
다.(김대행, ｢한국 언어문화교육 연구의 내용학적 지평-학제적 접근 가능성의 탐구｣, 한국언어문화
학 제9권 제2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2, 8면.)

114) 김대행, ｢언어교육과 문화인식｣, 한국언어문화학, 제5권 제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08, 
16~21면.

115) 세스나(A. Cesna), 김정현 역, ｢문화적 정체성, 공약 불가능성 그리고 의사소통｣, Bickmann외, 주
광순 외 역, 상호문화철학의 논리와 실천, 시와 진실, 2010, 2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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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중요하다. 특히 지명이 지칭하는 어떤 장소에 대한 문화적 유대감이라는 것은 그 

장소를 둘러싼 정신적, 물질적, 정서적 의식 및 경험과 맞물려있다. 

  다시 말해서 장소에 대한 개인들의 구체적인 경험 내용은 그 곳을 중심으로 하는 다

른 사람들과의 결합을 이루는 질료가 된다. 한 장소를 둘러싼 문화적 유대감은 ‘장소애’

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 인간 존재가 물질적 환경, 특히 장소와 맺는 모든 정서적 

유대 및 결합을 ‘장소애’ 또는 ‘토포필리아(topophilia)’라고 한다. 서사문학에서 ‘토포스

(topos)’는 그리스어 ‘장소, 곳, 땅, 토지’를 뜻하며, ‘필리아(philia)’는 ‘병적 애호’를 말

한다. 따라서 토포필리아는 강렬하게 개인적이고 심오하게 의미 있는 장소와의 만

남116), 즉 장소애를 의미한다. 즉, 인간 존재가 자연적, 인공적 환경과 맺는 정서적 유

대117)가 바로 이것이다.

  이 용어는 원래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가 공간의 시학에서 사용한 것

이다. 바슐라르는 자신의 연구가 “행복한 공간의 이미지들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것은 장소애호(topophilia)라는 명칭을 가질 만한 것”118)이라고 말하면서 공간에 대한 

개인 경험의 행복한 형태119)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푸 투안은 이러한 ‘장소애’ 개념

을 공간현상학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장소애는 인간의 구

체적 경험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개인의 기억과 학습에 의해 형성되고 획득된다. 그

리고 낯설고 광범위한 공간(space)을 익숙하고 친근한 장소(place)로 만들어 가는 과정

에서 발생한다. 자기가 속한 장소에 대한 의미와 가치 부여를 통해서 장소애가 완성된

다는 것이다.120)

  장소애는 단지 산, 들, 강이나 마을, 집, 방 등의 공간에 대한 특별한 애착을 넘어 인

간을 둘러싼 자연적, 인공적 환경을 자신의 삶과 관련된 장소로 만들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에 속한다. 장소애는 물질적 자연 환경에 정서적으로 묶여 있는 인간을 정의하는 

데 유용한 개념으로서, 어떤 자연 환경에 대한 미적인 성격의 반응과 정서의 강도, 표

현 양상과 같은 것들에 영향을 준다. 그런데 고향이나 추억의 장소 같은 특정 기억이 

지배하는 곳에서 느끼는 정서가 이어져 내려오는 것은 다분히 문화적인 현상이다. 즉, 

해당 장소나 환경에서 특별한 사건이 발생했거나 어떤 상징으로 지각했을 때에는 특정

한 정서가 압도적으로 존재하게 된다.121) 다시 말해 장소애는 일반적 공간을 삶과 관련

116)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 외 역, 앞의 책, 93면.

117) 이-푸 투안, 구동회·심승희 공역, 앞의 책, 20면.

118)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 곽광수 역, 공간의 시학, 민음사, 1990, 69면.

119) 김익균, ｢서정주 시의 장소와 장소상실｣,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편, 근대 한국
의 문학지리학,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1, 351면.

120) 조은숙, ｢송기숙 소설의 토포필리아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46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1, 
274~275면. 

121) 이-푸 투안(Yi-Fu Tuan), 이옥진 역, 토포필리아: 환경 지각, 태도, 가치의 연구, 에코리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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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장소로 만든다는 점에서, 인간 실존의 심오한 중심을 구축하는 정서적이고 상징적인 

행위가 된다. 장소애의 관점에서 지명이 지칭하는 장소는 단순한 문학작품의 배경을 넘

어 시상이 전개되어 가는 데 깊숙이 관여하는 능동적인 공간이 된다.122)

  이렇게 장소에 대한 친밀감과 정서적 연결이라는 점에서 문화적 유대감은 중요성을 

갖는다. 그리고 특히 문학작품의 거듭된 창작 속에서 익숙하게 반복되어 온 지명 시어

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적 유대감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문학작품은 관찰을 토대로 

한 기록을 넘어서 상상의 결과이자 허구적 창작물의 특성을 지닌다. 지명은 문학 작품 

속에서 단순히 어떤 공간을 지칭하는 말을 넘어서서 특정한 고유의 이미지 영역을 지니

며, 그것이 보편적으로 통용되도록 하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지명들은 단순한 장소를 지칭하는 것 이상의 특정하고도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휘로 기능할 수 있다. 

   

2) 시적자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지표

  시조 속의 지명 시어는 대중이 공유하는 사상과 지각을 나타내줄 뿐 아니라 시적자아

의 인식과 정체성, 상상 및 추측의 단계까지 내포하고 있다. 그만큼 시의 언어로서의 

지명은 복잡한 의미의 여러 층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 영역에서 지명 

이미지는 의미 작용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주도적이고 결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에릭슨에 따르면, 자아의 정체성은 내부에 있는 지속적인 동일성과 어떤 종류의 특성

을 타자와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 모두를 의미한다.123) 이에 따르면 정체성은 개별적

인 인간의 내부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문화 및 환경 속에서

도 발견된다고 할 수 있다.124) 지명이 환기하는 어떤 장소가 가지는 정체성 역시 자아

의 정체성과 같은 맥락에서 파악해볼 수 있는 면이 있다. 즉, 정체성은 그 배경이 되는 

문화에 대한 소통 능력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케빈 린치는 장소의 정체성이 장소에 

개별성을 부여하거나, 다른 장소와의 차별성을 제공하며, 독립된 하나의 실체로 인식하

게 하는 토대 역할을 한다고 하였는데,125)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하는 장소

의 정체성이 지명 시어가 대표하는 경험 속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할 수 있다. 

2011, 146면.

122) 이형권, ｢지역문학의 정체성과 토포필리아의 상관성｣, 어문연구 제60집, 어문연구학회, 2009, 
285면.

123) Erik Erikson, “Identity and the life-cycle”, Psychological Issues 1(1), 1959, p.102.

124)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 외 역, 앞의 책, 109면.

125) Kevin Lynch, The Image of the City, Cambridge, Mass: MIT Press, 1960,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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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데거는 공간의 본질을 존재의 진리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형이상

학적인 공간 및 시간의 표상들을 중시하는 공간관을 극복하여 현상학적 차원에서 구체

적 인간의 실존적 공간을 다루고자 하였다. 그는 실존적 공간으로 경험되는 진리의 장

소가 의식적 차원에서 드러난다고 하면서, 존재의 진리가 내재되어 드러나는 토포스에 

대한 숙고를 중시한다. 또한 하이데거에 의하면 모든 역사적 시대는 특정한 존재이해를 

전제하고 있다. 존재이해는 한 시대의 정치·경제·문화 등 삶 전체를 궁극적으로 규정하

면서 그것을 관통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간은 객관적 실재와 주관적 관념 이전에 세계  

내 존재에 근거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공간이 유래하는 장소는 존재의 진리가 구현되는 

장소이며, 인간은 특정한 장소에서 정체성을 드러내며 본질을 실현한다. 그리고 하이데

거의 공간 개념은 추상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실존적인 체험 공간의 의미를 지닌다. 또한 

장소성은 근원적으로 ‘사건(Ereignis)’에서 유래하며 ‘빈 터’와 같은 공간은 존재의 장소

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126)

  장소성에 대한 하이데거의 위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하면, 특정한 장소에서 드러나는 

정체성의 측면에 주목할 수 있다. 즉, 존재의 진리가 구현되는 공간에서 본질을 실현하

는 것이 바로 정체성이며, 실존적인 체험 공간과 같은 장소들이 진리의 경험과 의식적 

발현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장소는 존재 근거로 작용하면서 공동체

와 무의식을 형성하여 인간들의 의식적 자아가 성립하도록 돕는다.127)

  또한 중요한 것은 지명 이미지가 자아 정체성을 드러내는 지표가 된다는 점이다. 작

품 속에서 특정 장소에 대한 심상지리를 토대로 문화적 의미를 계속해서 재인식해나가

는 과정 속에서 시적자아의 정체성이 자리 잡는 근거가 마련된다. 노르베르그-슐츠의 

논의에 따르면, 한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자 그 공간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물과 

사람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추상적 실체를 ‘장소의 정신(Genius loci)’이라고 한

다.128) 이러한 ‘장소의 정신’ 개념은 특정 장소를 둘러싼 자아의 정체성과 밀접한 연관

을 맺는다. 실제로 한 장소에 있어서 그 ‘정신’이 무엇인지 규정하기란 결코 간단한 문

126) 강학순, 존재와 공간, 한길사, 2011, 121~172면.

127) 나카무라 유지로, 박철은 역, 토포스-장소의 철학, 그린비, 2012, 82~85면.

128) 로마 신화 속에서 Genius loci는 특정 장소를 지키는 수호신을 의미한다. 그래서 크리스티안 노르
베르그-슐츠(Christian Norberg-Schulz)는 그의 책 Genius loci에서 Genius loci란 “매일의 일상
생활을 통하여 접하고 관계하는 구체화된 실체”라고 규정한다.(손정훈, ｢<제프 쿤스 베르사유전>을 
통해 본 베르사유｣, 불어문화권연구 제19호, 서울대학교 불어문화권연구소, 2009, 297~298면 참
조.) 이 책의 번역에서는 인격적인 면을 분명히 하기 위해 ‘장소의 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노
르베르그-슐츠의 Genius loci 이론에 대해서는 크리스티안 노르베르그-슐츠(Christian 
Norberg-Schulz), 민경호 외 3인 역, 장소의 혼－건축의 현상학을 위하여, 태림문화사, 1996, 6면 
참조.), 역사유적이 예술 활동과 예술의 향유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의미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위의 논문은 인격적인 의미를 띄는 ‘혼’ 대신 ‘정신’이라는 표현을 택했다. 본 연구에서도 인격적인 
의미 자체 보다는 그것이 시어로 표상되는 차원에서 논의를 전개하기 때문에 ‘장소의 정신’으로 용어
를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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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니다. 장소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장소의 정신과 정체성은 유사한 성격을 지닌

다고 볼 수 있다. 장소의 정신은 단순히 역사성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고정불변의 실체

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오늘날 우리의 시각을 반영하는 가변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장소의 정신이란 단일하고 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라 여러 가능성 중에서 선택

된 하나이며, 선택의 의도와 필요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에는 현대의 우리의 시각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129) 

  지명 이미지를 통해 특정 장소를 구성하는 지리적 경관 및 그 속의 삶이 관계의 망을 

형성하는 동시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양상이 드러나게 된다. 장소의 정신이라는 개념

을 빌려 설명 가능한 자아의 정체성 논의 역시 삶과 역사 간의 긴밀한 망 속에서 이루

어질 수 있다. 문학작품 속에서 시적자아의 정체성은 지명 시어를 지표 삼아 의미를 실

현한다는 점에서 장소의 정신을 탐색한다는 것은 정체성의 탐구로 귀결된다. 즉, 장소

감을 갖는다는 것은 장소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공감하며 독자 스스로의 정체감이나 실

존과 연관을 맺는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다.130)

3) 경험이 집약된 시공간의 유물

  시조는 3장의 형식을 가지고 어느 정도 글자 수의 제한을 두며 고도의 압축과 정제

를 통해 시적 의미를 구현해야 하는 장르이다. 이러한 시조에서 특정한 장소를 지칭하

는 지명이 중요 어휘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지명이 어떤 정서와 경험을 표현하

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말을 보태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집약적 효과가 있음을 보여

준다. 긴 설명을 붙이는 것보다 구체적 공간의 명칭인 지명을 언급함으로써 그 지명을 

둘러싼 경험의 내용까지 한 번에 전달할 수 있어 오히려 더 또렷하고 강렬한 시적 의미

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경험이 집약된 지명 시어는 바흐친에 의해 정의된 바 있는 ‘시공간의 유물’로 

기능하게 된다. 바흐친은 문학에서 표현된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관계들의 본질적인 연

관성을 ‘크로노토프(시공성, chronotope)’라 하면서, 이것이 사건과 행위의 본질을 이해

하기 위한 특정한 형태나 형성을 드러내는 것이며 ‘경험을 이해하는 방법’이 된다고 하

였다.131) 이 개념은 문학작품 속에 예술적으로 표현된 시간적 관계와 공간적 관계 사이

129) 손정훈, 앞의 논문, 299~300면.

130) 한귀은, ｢장소 개념을 통한 소설 교육 방안｣, 국어교육 127집, 한국어교육학회, 2008.

131) 김병욱. ｢자랏골의 비가의 크로노토프와 담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12집, 한국문학이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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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긴밀한 내적 연관이 있다는 것을 지칭하고, 맥락을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구분된

다.132) 바흐친에 따르면 행동들은 필연적으로 특수한 문맥으로 수행되는데, 크로노토프

는 그 행동들과 사건들이 문맥과 맺게 되는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사

건들과 행동들의 본질을 이해하게 해주는 특수한 형식을 갖춘 이데올로기로 드러나게 

된다.133)

  바흐친은 문학과 같은 예술적 크로노토프는 공간적 지표와 시간적 지표들이 구체적으

로 이해된 전체 안에서 융합된 것이라고 하면서, 두 지표들 간의 교차가 중요하다고 하

였다.134) 그리고 크로노토프는 사건의 표현과 묘사를 위한 본질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데, 이것은 특정한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삶의 시간 및 역사적 시간이 지니는 

특징들의 밀도와 구체성 덕분에 가능하다고 하였다.135) 이러한 인간의 삶과 역사적 시

간들은 경험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점에서, 결국 경험을 이해하는 한 방식으로서 

지명 이미지의 시공성은 현실에 실재하는 시공간이 문학의 형식적 구성 범주가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자연적인 시공간이 지명 이미지와 같은 시공간의 유물을 통해 문학작품 

속에 특수하게 보존되는 동시에 변형되는 것이다.136) 

  특수한 사건이나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현장으로서 제공되는 특정 장소는 어떠한 크

로노토프적 아우라를 획득한다. 이 아우라에 의해 주어진 사건이 전형적인 것으로 나타

나게 되며, 사건이나 장소가 다른 문학 장르에서 이용될 경우 과거를 ‘기억’해내는 것이

다. 즉, 크로노토프적 모티프는 일종의 ‘응고된 사건’이고, 크로노토프적 장소는 거기에

서 전형적으로 기능하는 시간과 공간이 응축된 유적 내지는 유물이 된다.137) 예를 들

어, 시조의 지명 시어 중 특히 ‘소상강’, ‘창오산’ 등은 특수한 사건이 일어났을 뿐 아니

라 그 사건에서 비롯한 관습적 의미가 계속 이어져 내려온다는 점에서 크로노토프적 아

우라를 획득한 장소가 된다. 그리고 동시에 역사적으로 시공간이 응축된 유적으로 기능

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하고 다층적인 지명 이미지의 시공성은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관계들의 장

을 통해 문화적 차원의 시공간의 유물이 된다. 문학의 시간과 공간은 문학적으로 형상

화된 경험의 성격을 특정한 상황적·사회적·역사적 맥락으로 규정한다. 독자의 입장에서 

비평학회, 2001, 65~66면.

132) 게리 솔 모슨·캐릴 에머슨(Gary Saul Morson & Caryl Emerson), 오문석 외 역, 바흐친의 산문
학, 책세상, 2006, 622~623면.; 고정희, 고전시가 교육의 탐구, 소명출판, 2013, 75면.

133) 오연희, ｢바흐친의 크로노토프론과 분석의 실제｣, 『문예시학』 제7집, 문예시학회, 1996, 116면.

134) 이병훈, ｢예술적 공간을 보는 두 가지 관점-바흐친과 로트만을 중심으로｣,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12집, 한국러시아문학회, 2002, 173면.

135) 위의 논문, 174면.

136) 고정희, 앞의 책, 76면.

137) 게리 솔 모슨·캐릴 에머슨, 오문석 외 역, 앞의 책, 626~6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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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의 형상화인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의 축을 중심으로 그러한 경험

들을 질서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학의 시공성에 대한 이해는 맥락의 확인에만 그

치지 않고 독자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문학과 문화에 나타난 행위와 

장소의 관계, 사회적 상황과 행위의 관계, 정체성과 사건의 관계, 생활 세계와 역사적 

세계의 존재 등에 관한 무수한 질문들이 그것이다.138) 

  따라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 현상들이 문학작품 속에 공존하는 사태가 

바로 크로노토프, 즉 시공간의 유물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139) 시조에서 지

명 시어로 대표되는 시공간의 요소는 과거로부터 누적되어 온 시공간 경험과 인식이 투

영된 ‘복잡한 지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습자들은 역사 속에서 ‘복잡한 지층’을 이루는 

시공간의 유물들을 통해 텍스트의 의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140) 

  실제로 시조에 드러난 지명들을 살펴보면, ‘수양산, 동정호, 소상강, 창오산’ 등의 역

사적 전고를 지닌 장소들에서부터 ‘백두산, 두만강, 남산, 한양’ 등 구체적·실제적인 체

험의 세계를 표현하는 장소들까지 대부분 현재까지 그 실체를 보존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시공간의 유물로 기능하면서, 그 장소를 누렸던 과거의 작가들의 

경험이 오늘날의 학습자들의 경험 속에서도 동일한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실

체가 없는 상상의 장소인 ‘봉래산, 삼신산, 심의산’ 등도 지리적 차원에서의 경험은 불

가능하지만 장소감이 되풀이되어 나타나는 문학작품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시공간의 유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문학작품 외에도 건축

물이나 공예품, 미술품 등을 통해 시적자아의 인식 내용을 이루는 장소감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38) 김현정, ｢공간 중심의 강호시조 이해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31면. 

139) 고정희, 앞의 책, 82면.

140) 위의 책, 123면; 1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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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명 이미지의 시조 교육적 의의

(1) 중층적 이미지 해석을 통한 시어 분석 능력 증진

  시조의 지명 시어는 단순히 ‘어디’를 뜻하거나, 시적자아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과의 

비교를 위해 열거된 명사로만 기능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지

명 시어들은 대부분 시조 작품 안에서 핵심적인 단서가 되는 측면이 크며, 작품 전체의 

주제적 의미를 꿰뚫을 수 있는 해석의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특히 작품의 전면에 

드러난 지명 시어는 독자의 주의를 끄는 초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지명 시어는 

역사적·사회적 차원의 의미가 중첩된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기에, 심화된 학습 자료 및 

설명을 거치지 않고서는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중층적 이

미지를 인식하고, 그 이미지가 어떠한 정서와 느낌, 사고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을지 

분석해보는 교육 활동은 시어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기에 무척 유용하다. 시어의 의미가 

어떠한 층위로 구성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미지화되는지를 알아보

는 것이 학습자들의 시어 분석 능력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미지를 통한 시적 의미의 해석은 표층 차원에서 시작하여 심층으로 이어지는 다층

적 속성을 중심으로 한다. 시어의 의미역이 이렇게 여러 층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작품의 분석과 이해는 이러한 여러 층위를 아우르는 점진적 의미화의 과정으로 구체화

된다.141)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하면, 결국 이미지는 단순히 사물을 구체적, 감각적인 

형상으로 재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지는 표층, 하층 

차원의 의미역을 토대로 심층의 차원에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관념, 사유의 발상, 매듭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142) 여기에는 정체성, 세계관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담론의 

차원으로까지 확대되어 계속된 문화적·역사적 재생산을 낳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미지는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관념이나 실제 경험 또는 상상적 체험

들이 미학적이고 호소력 있는 형태로 형상화시켜 주는 수단이다. 그런데 시인은 작품에

서 자기의 관념을 직접 진술하지 않고 이미지를 통해 전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구체성의 

현실감을 환기시키고 예술적 효과를 나타내지만 대신 시의 의미는 쉽게 포착되지 않게 

할 수도 있다. 이것은 시에서 애매성(ambiguity)이 나타나게 한다. 이런 시적 애매성은 

141) 도시히코와 그레마스(A. J. Greimas) 등이 이러한 의미의 다층적 구조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
다.(이즈쓰 도시히코 저, 이종철 역, 의미의 깊이, 민음사, 2004, 45~78면;  이지은, ｢소설의 중층
구조와 의미의 생성｣, 뷔히너와 현대문학 제33집, 2009, 한국뷔히너학회, 245면.)

142) 신범순‧조영복, 깨어진 거울의 눈, 현암사, 2000, 247~3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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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단어, 어구, 문절 등이 두 개 이상의 의미를 환기하는 시적 긴장을 가리키며, 다

의성(多義性)과 동의어로 쓰이면서 시적 가치기준이 되기도 한다.143)

  시어의 다의 관계는 의미의 확장 과정으로서 인간의 인지 작용의 방향을 엿볼 수 있

게 하는 것이다. 의미의 확장으로서의 다의 관계는 각 언어의 형태의미론적 제약과 사

고방식, 문화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 다의 관계는 시어의 애매성

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애매성은 의사소통에 결정적인 장애 요소가 되는 치명적 결함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자연 언어의 경제성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우

리가 지불하는 감당할 만한 정도의 대가라고도 할 수 있다.144) 

  윌리엄 엠프슨에 따르면 시어의 애매성을 통해 시인의 복잡한 개인적 감정이 함축적

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 시의 깊이와 폭이 커진다고 한다.145) 시어의 애매성은 합리

적 문맥상으로는 두 개로 나타나야 하는 관념이 의미상으로는 하나의 낱말로 나타날 때 

주로 나타난다. 그리고 두 관념이 단일 낱말 속에서 충돌하는 것은 전체 상황에의 ‘긴

장’을 반영한다. 즉 각자의 특수성의 집합이 보편성을 야기하는 것이다.146)

  본 논문에서는 애매성, 모호성, 중의성, 다층성 등 여러 개념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

에서 논의의 효율을 위해 이 개념들을 포괄하여 시적 이미지의 ‘중층성’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고자 한다. 이것은 모두 의미가 겹쳐져 여러 층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

이다. 바슐라르도 이미지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화되면서 다층적인 구조를 이룬다고 

하였는데, 상상력의 작용이 이러한 이미지의 복잡한 다층적 복합 구조를 매개하고 있다

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지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미지의 심층으로 침투하여 의미의 여러 

차원을 해석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미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미를 속단하지 말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잠재적 의미를 포착해내야 한다고 역

설하였다.147) 

  모든 이미지는 기호와 상징의 양극단 사이에 존재한다. 감각 및 지각 자체는 우리에

게 주어지거나 외부에 존재하는 사물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를 가리키는데 

143) 김준오, 시론, 삼지원, 1995, 101~115면 참조. 

144) 이성범, 언어와 의미, 태학사, 1999, 31~34면; 79~92면.

145) 엠프슨의 애매성을 음성적, 어휘적, 문법적, 의미론적 애매성으로 나누어 살피면, ①무엇에 관해 
말할 것인가에 대해 미결정 상태, ②여러 가지 사물을 동시에 말하고 싶어 하는 의도, ③이것이나 저
것 혹은 그 두 개를 동시에 말할 수 있는 가능성, ④하나의 진술이 몇 가지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애매성은 시의 본질적 영역으로, 시인이 의도적으로 애매성을 형성하기도 하고 
비의도적으로 생성되기도 한다.(정정덕, ｢시어의 애매성 연구｣, 어학논지 제3호, 어학연구소, 
1988.);김용직, ｢현대시의 언어적 양상｣, 국어국문학 96호, 국어국문학회, 1986, 5~13면; 오가와 
가즈오/윌리엄 엠프선, 김동룡 옮김, 뉴크리티시즘/애매의 7형, 신아사, 1993; William Empson, 7 
Types of Ambiguity, Penguin Books, 1965.

146) 이승훈, 시론, 고려원, 1979, 96~106면.; William Empson, op. cit.
147) 홍명희, 앞의 책, 65면; 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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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해, 이미지적 사유나 표현은 그 대상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즉, 상상 속에서 

재현해내는 것이 바로 이미지적 사유가 된다. 여기서 기호로서의 이미지는 명확한 세계

의 설명에 적합하며, 그 기호는 약속된 코드에 의해 소통된다.148) 그리고 시어의 지시

성은 기호 중에서 사물과의 인접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지칭하는 기능을 하는 ‘지표’와 

연관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지를 감각적인 것과 지성적인 것 사이의 매개로 간주

하였는데, 이것은 이미지가 의미 및 지식 획득의 능력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리스

토텔레스는 상상과 같은 능력들이 감각과 사고 영역에서 이미지를 변형시키고 조합시키

는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하였다.149)

  이러한 점에서 이미지는 무엇보다도 시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장치가 된다. 

특히 위에서 살핀 것과 같이 다의성·중층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시적 언어의 속성을 고

려한다면 이미지에 대한 이해는 더욱 시급한 교육적 과제가 된다. 서로 이질적인 대상

과 관념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그 시적 긴장이 극단에 달한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다. 

하나의 이미지와 관계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배경지식의 나열, 또는 텍스트의 단순한 해

석만으로는 시조에 나타난 지명 이미지의 양상을 제대로 분석해냈다고 하기 어렵다. 지

명 이미지는 다층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와 같은 양상을 분석해야 하는 이

유도 여기에 있다. 

  인지심리학에서는 이미지 형성의 용이성이 구체성, 추상성의 차원으로 결정된다고 한

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대상 지칭어를 통해 물체의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형성하기는 쉽

지만, 추상적인 개념어를 통해 그 개념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기는 어렵다고 한다.150) 

그런데 시조의 지명은 ‘새원’, ‘삼각산’, ‘청석령’처럼 구체적인 대상이 구체적인 이미지

를 형성하는 경우 외에도, ‘소상강’, ‘동정호’, ‘창오산’ 등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구체적

인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이면서도 추상적인 관념을 형성하기도 한다. 또한 ‘봉래산’, ‘삼

신산’처럼 추상적인 상상의 장소를 지칭하는 지명들이 지니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도 

용이하다. 이렇게 시조 지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논하는 이미지 형성의 과정보다 훨

씬 더 광범위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지명 이미지는 지시적 의미만 지니지 않고 함축적 의미를 동시에 지닐 뿐만 아

니라 두 의미의 병치 속에서 긴장 작용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앞서도 말했듯

이 지명 이미지는 사회·문화적 공유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해석의 통로이자 이

해의 기반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중층적인 차원의 지명 이미지에 대한 인식은 학

습자들에게 시어의 의미에 대한 심층적 분석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148) 유평근·진형준, 앞의 책, 61~66면.

149) 주형일, 앞의 책, 89~90면.

150) 스티븐 리드(Stephen K. Reed), 박권생 역, 인지심리학 : 이론과 적용, 시그마프레스,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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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소감의 역동적 의미 탐구를 통한 경험의 확대

  지명이 대표하고 있는 장소의 의미는 인간의 의도와 경험을 속성으로 한다. 의미는 

변화할 수 있으며,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옮겨질 수 있다. 그리고 의미는 복잡, 모

호, 명확할 수 있다. 지리적 장소는 그 곳에 가는 사람들의 의도와 결합해 의미를 얻게 

된다. 의도성은 특정한 흥미‧경험‧관점을 반영하는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다양성을 포함

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매우 복잡하다.151) 

  문학작품은 우리가 그 작품을 접하지 않았더라면 알지 못했을 경험 지역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가시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특정 지명이나 건축물은 공간에 대한 

정서를 예리하게 하고 확장시킬 수 있다. ‘공간’은 유동적이고 낯선 대상이지만, 그것이 

경험을 통해 친숙하게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변화될 때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처럼152) 

장소의 지위를 부여 받은 지명들은 주변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한

다.153) 따라서 장소를 중심으로 하는 지명 이미지도 궁극적으로는 경험 세계에서 산출

된 것이라는 점에서 상상적‧창의적 이해의 기반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미지는 앞서 언급한 대로 감각 기관에 의한 직접적인 지각 없이도 언어에 

의해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습이나 느낌을 가리킨다. 이미지를 규정하면서 감각적 경험

의 유무가 중요하게 강조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러한 감각적 경험이 반드시 실제 지각

을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겪은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와 연관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추체험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미

지가 우리의 내면세계를 자극하고, 독자의 반응을 유도하여 시를 정서와 연결시켜 주는 

구실154)을 하기 때문이다. 

  휴 프린스에 따르면, 장소에 관한 지식은 지식을 연계하는 데 불가결한 고리가 된

다.155) 지명 이미지의 분석을 통해 의미를 추적할 때 우리는 시인이 원래 작품 속에 표

현하고자 한 의도적 의미(intentional meaning)와 작품 속에 실제로 표현된 실제적 의

미(actual meaning) 외에도 독자가 해석한 의의(significance)를 함께 발견할 수 있다. 

학습자들의 사고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경험 영역에 대한 풍부한 지식 및 

사고와 관련되는 유용한 지식들을 가능한 한 많이 습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식을 이

151)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 외 역, 앞의 책, 112~113면.

152) 이-푸 투안, 구동회·심승희 공역, 앞의 책 참조.

153) 권정은, ｢누정가사의 공간인식과 미적체험｣, 한국시가연구 13권, 한국시가학회, 2003, 214~220
면 참조.

154) 박호영, ｢비유와 이미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김은전 외, 현대시 교육론, 시와시학사, 1996, 
289면.

155) 휴 프린스(H. Prince), “The geographical imagination”, Landscape 11,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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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고 활용하고 산출하는 과정이 의미 있는 사고의 영역이기 때문이다.156) 

  또한 텍스트 바깥의 대상을 지시하는 고유명사로서의 지명은 텍스트 외부를 가리키는 

실제 세계와 문학 속 허구 세계와의 연결을 가능하게 해 준다. 곧 지명은 실재와 동일

시될 수 있는 해석 조건을 마련해 놓음과 동시에 그것의 허구 가능성을 암시한다. 텍스

트에 등장한 고유명사로서의 지명은 이와 같이 실재와 허구의 경계를 넘나들면서157) 

역동적 의미역을 창출한다. 이로 말미암아 텍스트는 실제와 허구 사이의 팽팽한 긴장 

속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중층적‧역동적 의미역에 대한 탐구는 학습자들의 문학 

경험을 확대시키는 데 유용한 교육 방안이 될 수 있다. 

  학습자들의 문학 경험은 지명이 환기하는 장소감의 공유 및 의미 탐구를 통해서 발전

적인 방향으로 확대될 수 있다. 문학작품 속에서 그려지는 장소 및 경관에 대한 묘사는 

그 작품을 창작한 작가의 장소감에서 비롯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학작품 속에 작가

의 관념이 장소 및 공간의 표상으로 구현되어 나타나는 것이다.158) 시조의 지명 이미지

가 드러내는 정서와 관념을 토대로 한 장소감의 탐구를 통해서 학습자들의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장소감의 탐구는 작품을 단지 인쇄된 텍스트 또는 평면의 대상 없는 기호들로 받아들

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양한 기의로 변주되면서 그 기호가 가리키는 ‘실재에 

다가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문에 장소

감을 지속시키면서 문학 작품을 읽게 되면, 그 장소를 표현하는 기호들이 언어로만이 

아니라 실재에 가까워지려고 하면서도 잉여를 남기는 매혹적인 코드들로 표상된다. 장

소감이 초석이 됨으로써 작품 속 다른 요소들에 대한 추체험도 연쇄적으로 견인될 수 

있다.159) 

156) 김호정, ｢텍스트의 함축 의미 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25면.

157) 손정수, ｢소설 속에 등장하는 고유명의 의미｣, 텍스트의 경계-한국 근대 초기 소설 텍스트의 자
율화 연구, 태학사, 2002, 270~276면 참조.

158) 권경록, 앞의 논문, 70면.

159) 한귀은, 앞의 논문. 



- 49 -

(3) 심상지리의 공유를 통한 공감과 감상의 심화

  앞에서 ‘심상지리’를 마음이나 관념 속에서 규정된 지리적 개념, 특정 공간에 대한 지

리적 인식으로 정의하였다.160) 이렇게 주체가 인식하고 상상하는 특정 공간에 대한 지

리적 인식을 가리키는 심상지리 개념은 최근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문화적 시각으로 

확장되고 있다. 심상지리의 중심이 되는 장소를 지질학적 공간을 넘어서는 문화적 공간

으로 보려는 것이다.161) 이-푸 투안에 따르면, 인간의 신체 자세와 구조는 공간과 장소

를 체험하는 수단이 되며, 인간들 사이의 관계는 이러한 체험이 문화적인 의미를 획득

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고 하였다.162) 즉, 이러한 문화적인 의미가 모여 심상지리를 구

축하고 있다.163) 

  물론 심상지리는 그 기초가 되는 지질학적 차원의 현실지리와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문학작품 속에 묘사된 현실지리는 특정 장소의 문화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는 동시에, 1차적인 의미의 제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준

다.164) 어떤 지명이 대표하는 장소감은 현실지리와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지만, 동시

에 그것을 뛰어넘는 상상적 공간 인식을 창출해낸다. 이 과정에서는 우리가 직·간접적

으로 겪은 다양한 경험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

온 구체적 장소에 대한 느낌 및 의식인 장소감이 바로 심상지리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동안의 지명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지명을 어떤 지역을 지칭하고 있는 지시체로서

만 규정하고, 지명에 관한 사전적인 차원의 목록화 된 정보의 탐색을 중심으로 하였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지명이 어떠한 정서와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알

고, 그 장소를 중심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어떤 관련을 맺는지를 살펴보는 일일 것이다.  

문학작품 속의 지명은 특정 장소에 관해 느끼게 되는 지리적 인식이나 무의식적·추상적

인 관념을 가리키는 심상지리가 외연적 지시체를 통해 표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한 그러한 사실들은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의 말과 글을 통해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축적되고 변화하고 있다. 특히 시문학 영역에서 지명 시어는 이와 같은 심상지리를 중

160) 권경록, 앞의 논문, 98면.

161) 박주식, ｢제국의 지도 그리기-장소, 재현 그리고 타자의 담론｣, 고부응 편, 탈식민주의 이론과 쟁
점, 문학과지성사, 2003, 259~261면.

162) 이-푸 투안, 구동회·심승희 공역, 앞의 책, 63면. 

163) 이경수, ｢신동엽 시의 공간적 특성과 심상지리｣, 비평문학 제39호, 한국비평문학회, 2011, 219
면.

164) 최진아, ｢당 전기에 투영된 장안의 현실지리와 심상지리｣, 중국소설논총 제28집, 한국중국소설
학회, 2008, 156~1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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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하는 이미지를 드러낸다. 즉, 지명은 구체적 장소에 대한 심상지리를 바탕으로 

하는 의미 있는 지시체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장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매개하며 무수히 많은 의미들을 엮어내고 있는 의미의 집합체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명은 그 속에 내재된 사실들을 함축적으로 담아낼 수 있다.165)

  문학작품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그 나름대로 축적되어 온 역사적 사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장소들이 문학작품에 반복해서 등장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사연들

은 입체성을 띠게 되며, 일정한 문학적 상징성을 지니게 된다. 현실에서 비롯한 문학적 

상징이 현실과 유기적인 연관을 맺고 입체적인 이미지를 투영하게 되는 것이다.166) 지

명 이미지 역시 이와 같은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심상지리의 일종인 동시에 

그것이 시어를 중심으로 발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지역에 대한 느낌들이 문

화적·역사적 차원의 이미지로 중첩되어 형성된 것이 바로 지명 시어가 표상해내는 심상

지리인 것이다.  

  지명 이미지는 시조의 해석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장치로서 시인이 전달하고 싶은 관

념이나 실제 경험, 또는 상상들을 호소력 있게 형상화시키는 수단이 된다. 즉, 지명 이

미지를 통해 폭넓은 함축적 의미와 정서를 포용하는 복합적 의미가 전달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명 이미지는 여러 시적 의미를 구현하면서 시적자아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명

확하게 하고 정서와 의식을 환기함으로써 정신활동을 자극한다. 즉 지명 이미지는 시적 

화자가 진술하고 있는 제재와의 관계에서 인식의 명료성을 제공한다. 특히 이미지가 감

각적 체험의 재현이라는 점에서 지명 이미지의 환기력은 중요성을 갖는다. 독자가 과거

에 가졌던 어떠한 감각적 체험이 시조 속에 제시된 지명 시어를 접하면서 정서적 반응

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정서적 반응은 지명 이미지가 가지는 문맥적 의미와 함께 새롭

고 풍부한 정서적 의미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서 환기는 공감의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167) 시적자아의 반응과 정서도 이미지를 통해 연결되며, 이것을 

통해 시의 총체적인 의미이자 내적 형식의 정조를 깨달을 수 있다.168) 이것은 시조에 

대한 학습자의 공감과 심화된 감상을 이끌어내는 초석이 된다. 적극적인 문학의 감상 

및 향유를 위해서 지명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심상지리의 공유가 핵심 역할을 하는 것

이다.

  공감이라는 개념은 문학작품의 정서와 독자의 정서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소통하

165) 장의선, ｢지리과 내용 요소로서 ‘지명’의 의미 탐색과 교수-학습의 실제｣,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지명의 지리학, 2008, 377~379면.

166) 김창원, ｢고려시대 백제 지역에 대한 심상지리와 백제 가요｣, 국제어문 제51집, 국제어문학회, 
2011, 63면. 

167) 장도준, 앞의 논문, 211~212면.

168) 이승훈, 앞의 책, 215~2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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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전제로 한다. 공감은 기본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반응인

데, 이것은 주체가 타자를 의식하고 그의 관점을 취해보려는 노력에서 이루어진다. 주

체가 타자에게 공감하는 과정에서는 언어적 상징을 통한 의식 작용을 거치게 되는데, 

이것은 대상의 의미를 탐구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공감의 주체인 자아는 사

회 속에서 발생되었으며, 공감의 대상 역시 사회적인 관계 속에 존재한다. 따라서 공감

이라는 것은 단순히 주체의 자의적으로 결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집단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169) 

  우리는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공감이 문학 텍스트의 수용 과정에서 중요한 과정이 된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감은 느낌이나 생각, 정서 등이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문화 형성의 기반이 될 수 있

다.170) 전달을 전제로 한 공감은 타자의 정서 및 정체성을 가능하게 한 문화적 토대에 

대한 이해를 내포한다. 즉, 이것은 다분히 문화적인 속성을 지니게 되며, 다면적인 차원

을 고려한 시조 감상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문학 텍스트에 구현된 심상지리는 주체

와 대상 간의 직접적인 탐색 활동 이전에 공감 능력을 기르고 감상을 심화하도록 하는 

유용한 교육적 비계가 된다고 볼 수 있다.  

169) 김효정, ｢문학 수용에서의 공감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17~24면 참조.
   흄은 ‘공감’을 상대방의 태도나 느낌, 의견이 자신과 상이하더라도 둘의 관계 속에서 이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려는 경향성으로 정의하였다.(데이비드 흄(D. Hume), 이준호 역,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 
제2권. 정념에 관하여, 서광사, 1996, 65면.) 그리고 막스 셸러는 공감에 대해서 정의할 때 진정한 
이해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판단이나 표상을 통해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공
감의 대상을 향한 ‘지향’이 전제된다고 한다.(막스 셸러(Max Scheler), 조정옥 역, 동감의 본질과 
형태들, 아카넷, 2008, 39~51면.) 여기서는 철학적 공감 개념과 심리학적 공감 개념을 따로 구분하
기보다는 공유·공명·유대의 측면에 주목하여 시적자아의 인식과 경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문화적 맥락
의 차원에서 공감을 다룬다. 

170) 우신영, ｢서사수용에서 공감의 조정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14~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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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조에 나타난 지명 이미지의 양상

  이 장에서는 시조의 지명 시어들이 어떠한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나타나는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미지의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분류 기준과 틀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각 지명 시어들이 어떠한 장소적 특성을 보이며 동시에 어떠한 ‘장소감’을 나

타내는지가 유용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앞서 Ⅱ장에서 살폈던 지명 이미지의 구

성요소 중 ‘장소감’이 다른 요소들에 비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비교적 눈에 쉽게 

띄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각 지명 시어들이 나타내는 ‘장소감’을 중심 기준으

로 삼아 시조에 나타난 지명 이미지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시조의 지명 시어 중, 텍스트 내에서 ‘전경화’1)의 형식을 취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장소감은 각각 ‘실재적 장소감’, ‘관습적 장소감’, ‘역사적 장소감’으로 나뉠 수 있다. 먼

저 실재적 장소감은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지각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것인데, ‘두류산’, 

‘남산’, ‘청량산’ 등 시조의 작가들이 실제 삶을 살아가면서 겪은 체험의 공간을 바탕으

로 작품 속에 표현된 것이다. 그리고 관습적 장소감은 사회에서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구성되어 온 의미역을 중심으로 하는데, 시조의 지명 중 ‘봉래산’, ‘삼신산’, ‘약수’ 등과 

같이 실제 체험 가능성은 없지만 관습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가진 곳인지 알려진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관습적 장소감은 사회적으로 공유된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 그 장소적 

특성과 형태가 유사하게 전해 내려오는 것으로, 문학 향유층이 널리 인정하는 공통된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장소감은 쉽게 말해서 ‘실재’와 ‘관습’이 결

합된 형태의 장소감이다. 즉, 현실 세계에 구체적으로 실재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오랜 

세월동안 이어져 내려온 전고(典故)에서 비롯한 관습적 의미를 중심으로 정서 및 주제

의식을 나타내는 지명의 장소감을 말한다. 예를 들면, ‘창오산’, ‘소상강’, ‘동정호’ 등이 

있는데, 이와 같은 역사적인 장소를 중심으로 하여 실재와 관습이 복합적으로 형성된 

장소감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장소감들은 각각 ‘감각적 이미지’, ‘상징적 이미지’, ‘비유적 이미지’

로 구분되는 지명 이미지를 환기하고 있다. 이 세 이미지들은 앞의 Ⅱ장에서도 밝혔듯

이 각각의 이미지들의 출발점(원천)이 어디인지를 중심으로 한 구분이다. 이 세 유형의 

이미지들의 개념에 대해서는 Ⅱ장에서 상세히 다룬 바 있는데, 뒤에 이어질 각 절의 내

용에서 시조의 지명 시어를 중심으로 환기되는 이미지의 양상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논

1) 전경화란 러시아 형식주의의 주요 개념으로서, 텍스트의 언어 중 어떤 것을 뚜렷하게 보이는 위치에 
내놓거나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전경화 된 시어는 주의의 초점이 된다. 이에 관
해서는 Ⅲ장의 1절 2항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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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할 것이다.

  ‘장소감’을 기준으로 하여 나뉜 각각의 지명 이미지들은 다음 표와 같은 분류 체계를 

보인다.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이 틀을 통해 각각의 지명 시어들이 만들어내는 장소감과 

이미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시적자아의 인식의 내용을 형상화하고 정체성을 드러내는

지 살펴볼 것이다. 

감각적 이미지 상징적 이미지 비유적 이미지

지명 
이미지

의  
성격

장소감 실재적 장소감 관습적 장소감 역사적 장소감

고유명사 
지명 시어의 

의미
지시 함축 지시-함축의 긴장

시적자아의 
인식

지각적 인식 관념적 인식 이념적 인식

지명 이미지로 
드러나는 

시적자아의 정체성
경험적 정체성 공적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

지명의 예

청량산, 두류산, 

새원(신원), 농암, 

남산(목멱산), 

광화문, 한양, 

한강, 인왕산, 

삼각산, 북악, 

압록강, 두만강, 

장백산(백두산), 

청령포, 대동강   

청석령, 초하구

약수, 봉래산, 

삼신산, 심의산, 

곤륜산 

소상강, 동정호, 

창오산, 남양, 

수양산

[표 2] 지명 이미지의 유형 분류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조에 나타난 지명 이미지들은 각각 ‘실재적’·‘관습적’·

‘역사적’ 장소감을 중심 기준으로 하여 구분된다. 이러한 지명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이

미지의 원천에 따른 분류에 의해 각각 ‘감각적’·‘상징적’·‘비유적’ 이미지로 나눌 수 있

다. 그리고 지명 이미지의 나머지 구성요소들인 고유명사인 지명 시어의 의미와 시적자

아의 인식의 표상은 분류 기준으로 제시한 장소감에 따라 역시 각각 셋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각각의 장소감을 나타내는 지명 시어의 중심적 의미는 ‘지시’, ‘함축’, ‘지시

와 함축 사이의 긴장’의 특성을 보인다. 또한 각각의 장소감들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지

명 이미지는 시적자아의 인식의 표상이 되는데, 이러한 인식의 내용으로는 각각 ‘지각

적 인식’, ‘관념적 인식’, ‘이념적 인식’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각각의 인식의 개념에 대해서는 각 절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므로 여기서는 간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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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개념을 정리하도록 한다. 먼저 지각적 인식은 감각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통한 시

적자아의 인식을 말한다. 그리고 관념적 인식은 감각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머릿속에 가

지고 있는 상징이나 함축과 같은 관념을 통한 시적자아의 인식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이념적 인식은 감각과 관념 두 차원을 아우르는 것으로서 시적자아가 역사적 토대를 가

진 장소를 중심으로 진정성 있는 형태를 추구하며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각 유형의 지명 이미지들은 장소감과 시어의 의미, 인식 내용을 바탕으로 하

여 결과적으로 시적자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시적자아가 각 공간에서 추

구하는 정체성은 지명 시어가 드러난 시조 작품의 표현이나 정서와 같은 작품 내적 차

원 외에도 작가의 생애와 관점 및 역사적·문화적 담론과 사회적 공감과 같은 작품 외적 

차원에 깊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이러한 영향 관계 속에서의 시적자아의 

정체성을 각각 ‘경험적 정체성’, ‘공적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경험적 정체성은 시적자아의 삶 속에서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얻게 된 것이고, 공적 

정체성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여 시적자아가 관습적으로 체득하도록 요청된 것이

다.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은 공적 정체성과 유사하면서도 역사적·문화적 특성이 그보다 

더 강한 것으로, 정서적 지향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말한다. 세 유형의 지명 이미지가 

나타나는 텍스트 속 공간은 각각 ‘구체적’, ‘상상적’, ‘전고(典故)’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시적자아의 정체성은 시조의 지명 이미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궁극적 

지향으로서, ‘구체적 공간’, ‘상상적 공간’, ‘전고(典故) 공간’에서 각각 재현되고 확인되

며 추구되는 특성을 보인다. 

  다음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의미가 부여된 공간을 가리켜 ‘장소’라고 하는 문학지리학 

및 현상학적 장소론을 따라 장소감 및 공간의 특성을 분류한다. 구체적 공간은 지각 및 

체험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이고, 상상적 공간은 어떠한 특별한 요소나 성격이 부여된 

추상성을 가지되 감각적인 체험은 불가능하지만 문학적 의미를 드러내는 성격을 지닌

다. 그리고 전고(典故) 공간은 경험적 차원의 성격을 지니는 동시에 관념화된 의미를 중

심으로 오랜 세월 반복적으로 이미지를 축적해 온 공간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 세 공간

은 모두 시조 작품에 나타난 지명 시어들의 공간적 특성에 따른 분류이다. 여기에서 드

러나는 장소감은 지명 시어의 의미 특성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시적자아의 

인식 내용 및 정체성의 분류는 앞에서 나눈 기준에 따라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주제 및 

정서에 따라 궁극적으로 재현, 확인, 추구되는 양상을 귀납적으로 구분한 것이다.

  각각의 유형들을 구성하는 위의 개념들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다음에 이어질 각 절의 

내용에서 다룰 것이나, 세 가지 지명 이미지 유형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대해서는 보다 

명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각 유형에 해당하는 시조 작품들의 예를 들어 

간략히 위와 같은 유형 구분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인 ‘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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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장소감이 환기하는 감각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하여 시어의 지시성 및 시적자아의 

지각적 인식을 잘 드러내주는 작품은 아래 시조이다.

淸凉山(청량산) 六六峰(육육봉)을 아니 나와 白鷗(백구)

白鷗(백구)ㅣ야 헌랴 못미들슨 桃花(도화)ㅣ로다

桃李(도리)ㅣ야 나지 마라 漁舟子(어주자)ㅣ 알가 노라

            -시조문학사전 #2044 이황(李滉)

  여기서 ‘청량산’은 지금까지도 유명한 관광 명소로 불리고 있는 경상북도 봉화군의 

실제 지명인데, 이 청량산은 이황이 벼슬에서 물러나 학문에 정진하면서 후학을 양성하

던 곳이라고 전해진다. 청량산의 실경에는 여러 개의 산봉우리가 있는데, 여기서는 실

제 감각적으로 체험한 장소의 특징을 바탕으로 하여 시적자아의 지각적 인식을 드러내

고 있다. 그리고 ‘육육봉’이 주자가 학문적 경지를 달성한 무이산의 봉우리를 가리킨다

는 점에서, 주자와 같은 도학적 지향을 품고 있는 시적자아의 정체성이 경험적 차원에

서 재현된다. 이 경험적 정체성은 청량산이라는 구체적 공간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유형인 ‘관습적 장소감이 환기하는 상징적 이미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래 시조

가 대표적이다.  

온 몸에 깃치 도쳐 碧海(벽해)를 라 건너

蓬萊山(봉래산) 깁픈 곳에 不老草(불로초)를 야다가

님 계신 九重深處(구중심처)에 드리고져 노라   -역대시조전서 #2122 이의현(李宜顯)

  여기에 나오는 ‘봉래산’은 신선이 살고 불로초가 있다고 전해지는 전설 속 공간인데, 

시적자아는 실제로 갈 수 없는 상상의 장소인 봉래산에 날개가 돋쳐 날아간 뒤 불로초

를 캐어 임에게 보내고자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봉래산이 신선 사상을 중심으로 

하여 만들어진 관념적 인식을 중심으로 하며 함축적인 시어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두 번

째 유형에 해당되는 것이다. 여기서 임이 계신 구중심처는 임금이 있는 궁궐을 뜻하는

데, 시적자아는 봉래산이 가지고 있는 관습적 장소감을 중심으로 하여 임금에 대한 충

절과 간절한 연군지정이라는 공적 정체성을 상상적 공간을 중심으로 확인하고 있다. 

  마지막 유형은 ‘역사적 장소감이 환기하는 비유적 이미지’인데, 이 유형의 대표작은 

다음 시조이다. 

蒼梧山(창오산) 진 후에 二妃(이비) 어듸 간고

 못주근들 셔롬이 엇더고

千古(천고)에 이 알니 댓숩픤가 노라    -시조문학사전 #1965 신흠(申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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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시조의 시적자아는 ‘창오산’이라는 지명을 중심으로 하는 순임금의 두 왕비 ‘이비’

의 고사를 떠올리고 있다. 창오산은 중국 호남성에 있는 실제 지명이면서 동시에 역사

적인 내력을 통해 순임금과 이비의 전고를 형성한 장소이다. 창오산은 순임금이 죽은 

곳인데, 이비가 순임금을 따라 빠져죽은 소상강 근처에 있다. 이 일대는 ‘소상팔경’으로 

묶여서 문학 및 회화 창작의 주된 소재가 되어왔는데, 이러한 문화적 공유의 반복은 이 

지명이 실재적 장소감을 나타내는 실제 장소이면서 동시에 관습적 장소감을 가지고 있

는 역사적 장소라는 점에서 비롯한다. 특히 이와 같이 구체와 관념의 두 차원은 지명 

시어의 의미 중 지시와 함축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긴장을 확대하는 기제가 되는데, 이

러한 긴장관계가 비유적 이미지로 나타나면서 시적자아의 이념적 인식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즉, 창오산은 전고(典故)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를 중심으로 하여 시적

자아가 문화적 정체성을 추구하는 양상이 드러난다.

  시조 작품들의 이와 같은 유형 분류는 기본적으로 그 작품들에 드러난 지명 시어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나뉜 것이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지명 이미지의 유형을 나눈 구조 

자체는 정태적이나, 실제 작품 안에서 지명 이미지가 의미를 드러내는 양상은 역동적이

다. 즉, 작품 속의 여러 요소들과의 관계를 통해 역동적인 의미를 구현하면서 상상력을 

발현하도록 유도한다.

1. 실재적 장소감이 환기하는 감각적 이미지

  이 절에서 살펴볼 지명 이미지는 ‘청량산’, ‘새원’, ‘두류산’ 등 작가가 실제 삶을 살아

가면서 마주치는 장소를 중심으로 하여 형상화된 것들이다. 작가의 실제 생활공간 및 

주변의 자연물들이 실재적 장소감을 형성하고, 그러한 장소감의 표상에 해당되는 지명 

시어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는 ‘감각적 이미지’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절에서

는 실재적 장소감과 감각적 지명 이미지를 중심으로 하여 ‘지시적’ 의미 중심의 지명 

시어가 시조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피고, 시적자아의 ‘지각적 인식’이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양상을 알아볼 것이다. 그리하여 실재적 장소감을 불러일으키는 구체적 공간

에서 현실과 연결된 시적자아의 경험적 정체성이 어떻게 재현되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실재적 장소감이란 지명 시어가 감각적 체험의 가능성을 가진 구체적인 공간에서 만

들어지는 개념이다. 이것은 직접적인 감각 체험을 전제하는 동시에 실제 경관을 바탕으

로 한 실감나는 사실적 느낌을 말한다. 문학 텍스트의 시어로 제시된 이미지는 그것을 

읽는 독자에게 감각적 체험을 재현시키면서, 그 작품에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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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감 있게 살아나게 한다.2) 시적 이미지는 시를 창작하는 주체가 과거에 겪었던 일들

이 기억 속에 남아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되살아나 작품 속에서 재생되어 새롭게 해석

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감각적 체험을 통해 만들어진 정서적·심리적 차원의 상(象)이 구

체적인 지각 가능성을 내포한 채 재생되는 것이 감각적 이미지가 된다.3) 특히 상상력의 

작용으로 인해 이미지들이 결합되어 연결되는 과정이 시적 형상화인데, 구체성을 바탕

으로 한 지명 시어의 의미가 이러한 연상을 만들어내고 문학작품 속의 형상화를 가능하

게 하는 기반이 된다.

  실재적 장소감이 환기하는 감각적 지명 이미지는 삶의 구체적 공간을 환기시키고 그 

삶의 현장성을 살릴 수 있다. 시조의 작가들은 자신의 상황과 정서를 구체적 장소를 지

칭하는 지명을 통해 더욱 실감나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장소와 연관 지어 표

현하는 것은 실감을 위한 장치로 작용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정서와 상

황을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특징이 있다. 

  실제로 실감은 대상의 개별적 성격에서 더욱 뚜렷이 감지되는데,4) 대상에 대한 명제

적 언술을 중심으로 보편적·일반적 개념 위주로 서술하는 것보다 수식을 동반한 묘사적 

언술이 사실감을 불러일으키는 데에는 더 효과적5)이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대상의 

개체적이고 개별적 실체를 지시하는 고유명사 중심의 지명 이미지가 환기하는 장소감도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현실에 존재하는 지명을 지시하는 시어가 시

조 텍스트에 중심적으로 제시될 때에는 텍스트를 실재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하게끔 하

는 해석적 조건이 마련된다. 

  리얼리즘 논의에서는 재현된 것이 예전에 경험한 것과 같지 않더라도 사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개연성’의 실체를 통해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시조의 시적자아가 

지각적으로 인식하는 내용들을 지명 이미지로 재현하는 것은 현실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연성 있는 사실감을 만들어낸다. ‘리얼리즘 시는 현실의 지각을 강화하는 것

보다는 평범함을 충족시키며 상상적인 설명 보다는 그럴듯한 것을 제공한다.’라는 프린

스턴 시학사전의 설명을 참조하면, 결국 일반적으로 진실하고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여

지는 것을 ‘그럴듯하게’ 표현해낸 것도 ‘사실적’인 것의 일종이 된다. 그리고 관찰자의 

주관적인 자각과 표현하는 개성, 그리고 경험적 현실에 의거한 객관적인 사실과 같은 

요인들이 합치될 때, 사실감이 발현된다고 볼 수 있다.6) 그리고 “리얼리즘이란 가능한 

2) 오세영 외, 시론, 현대문학, 1996. 

3) 전한성, ｢이미지 활용을 통한 고전시교육의 내용구성 연구｣, 국어교육 제126집, 한국어교육학회, 
2008, 423~424면.

4) 로만 야콥슨(R. Jakobson), ｢예술에 있어서 사실주의에 관하여｣, 신문수 편역, 문학 속의 언어학, 
문학과지성사, 1989, 11~22면.

5) 고정희, 고전시가와 문체의 시학-윤선도와 정철의 경우, 월인, 2004, 1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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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장 충실히 현재를 재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최대의 개연성”이라고 하는 야콥

슨의 논의에 의해서도 사실감의 발현은 현재와의 개연성에 토대를 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7) 

  이러한 논의는 많은 이들의 동의를 얻어 개연성이 강화된 지명 이미지가 실감의 효과

를 높여준다는 점을 뒷받침해준다. 시조에서 지시적 지명 시어를 중심으로 나타난 지명 

이미지는 실재적 장소감이 환기한 감각적 이미지의 특성을 보인다. 그리고 이 지명 이

미지는 시적자아의 지각과 관련된 인식 내용을 집약적으로 나타낸다. 또한 구체적 공간

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텍스트의 안과 밖을 연결하면서 실감을 불러일으키고, 시적

자아의 ‘경험적 정체성’을 ‘재현’해낸다. 이러한 과정은 모두 ‘실재적 장소감이 환기하는 

감각적 지명 이미지’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 다음 이어지는 논의를 통해 이러한 양

상을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1) 지시적 지명 시어

  앞의 Ⅱ장에서 밝혔듯이, 일반적으로 시어의 의미는 크게 ‘지시적 의미’와 ‘함축적 의

미’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지시적 의미는 지명 시어로 대표되는 기호의 표층에 드러

나 있는 의미이다.8) 즉, 지시적 의미는 기본적으로 대상을 지칭하는 표면적·사전적 의

미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시어의 의미를 나누는 다른 구분으로 ‘구체적 의

미(실제적 의미)’와 ‘관념적 의미(추상적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 구체적 의미는 사실적

이고 개별적인 것을 뜻하며 직접 보거나 접촉함으로써 지각할 수 있는 경우의 의미를 

가리킨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지시적 지명 시어’는 감각 기관을 통한 지각 가능성을 

인식의 바탕으로 하면서 동시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장소를 ‘가리키

는’ 기호를 말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굿맨에 의하면, 문학 텍스트와 같은 예술 기호도 일반적인 언어 기호처럼 무엇을 지

시하는 기능을 한다.9) 그리고 언어 기호로서의 지명은 대상 개념과 그것에 대응하는 인

6) Alex Preminger and T.V.F. Brogan, co-editors ; Frank J. Warnke, O.B. Hardison, Jr., and 
Earl Miner, associate editors., The New P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pp. 1016~1017.

7) 로만 야콥슨(R. Jakobson), ｢예술의 리얼리즘에 대하여｣, 최유찬 외 옮김, 리얼리즘과 문학, 지문
사, 45~47면.

8) 송여주, ｢시화 텍스트 해석 교육 연구-복합 양식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40면.

9) 김정현, ｢N. Goodman의 예술 기호론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52~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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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사용 언어의 음운 형식과의 결합으로 성립된다.10) 따라서 기호의 표면에 드러나 

있어 개별적인 특정 대상을 지시하며, 감각적·구체적인 실재를 토대로 하는 지명 이미

지는 지시적 지명 시어로 드러나게 된다. Ⅱ장에서 지명 이미지의 구성요소로 ‘고유명

사’로서의 지명에 대해 논하였는데, 이 고유명사로서의 지명 시어는 특정 장소를 가리

키는 지시적 의미에다가 지각 가능성을 바탕으로 사실적이고 개별적인 표현으로 뒷받침

되는 구체적 의미를 함께 지닌다는 특성을 보인다. 

  무카로브스키는 “어휘단위인 단어는 실재에 대해 다만 잠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

고 하면서, 가능한 모든 지시 관계의 경계 범위가 의미에 의해 정해진다고 하였다. 그

리고 이러한 경계범위는 특정한 실재물에 대한 실제적인 의미상의 등가물이라기보다 주

어진 단어의 가능한 모든 의미상 능력의 집합이라는 것이다.11)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지시적 지명 시어의 특성이 의미상 등가를 지니는 대상에 대한 지칭 외에도 가능한 의

미 능력의 집합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뒤의 2절에서 따로 함축적 지명 시어에 관해 

논의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지명 시어의 의미적 특성이 ‘함축’의 영역을 전적으로 가리

킨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앞의 Ⅱ장에서도 밝혔듯이 문학 텍스트 속의 시어는 단순히 

지시나 함축 중 오로지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도록 한다. 

  그런데도 이 절에서 굳이 ‘지시적 지명 시어’라고 하여 ‘지시’라는 의미 특성을 강조

한 이유는 실재적 장소감과 감각적 이미지의 차원은 구체적 지시 대상이 현실적으로 존

재한다는 점에 근거한 까닭이다. 현실성에 기초를 둔 장소를 인접성을 바탕으로 ‘지칭’

하는 것이 바로 지시적 지명 시어의 역할이다. 

淸泠浦(청령포)  은 밤에 어엿븐 우리 님금

孤身隻影(고신척영)에 어드러로 거신건고

碧山中(벽산중) 子規(자규)의 哀怨聲(애원성)이 날을 절로 울린다

          -시조문학사전 #2043 문수빈(文守彬)

  위의 시조에 나온 ‘청령포’와 같은 지명은 기본적으로 시조의 중심 공간이 어떤 곳인

지를 지칭하는 역할을 한다. 청령포는 ‘임금’, ‘외로운 몸 외로운 그림자(孤身隻影)’ 등의 

시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실제 지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

인다. 이곳은 조선 제6대 임금 단종이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준 뒤 

일어난 복위 운동에 의해 유배되었다가 사사된 곳이다. 작가인 문수빈은 조선 숙종 때 

가객(歌客)으로 전해지는데, 김수장(金壽長)·김천택(金天澤)등과 더불어 경정산가단(敬亭

10) 장의선, ｢지리과 내용 요소로서 ‘지명’의 의미 탐색과 교수-학습의 실제｣,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지명의 지리학, 푸른길, 2008, 381면.

11) 로만 야콥슨(R. Jakobson) 외, 박인기 편역, 현대시의 이론, 지식산업사, 1989, 84~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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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歌壇)의 일원으로 창작활동을 했다고 한다.12) 중인 가객인 작가가 실제 단종대의 사

대부 신하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시조에는 단종의 죽음에 얽힌 애달픈 역사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의 마음이 사대부들 및 중인 가객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내려온 향유 이

력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가여운 어린 단종 임금의 모습을 떠올리니 눈물이 솟아난다는 시적자아는 구체적으로 

실재하는 곳인 ‘청령포’라는 지명 시어를 초장 첫 구에 제시하면서 자신이 어떠한 공간

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갈지를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풀과 나무가 무성한 푸른 

산(碧山)’, ‘두견새의 슬프게 원망하는 울음소리(子規의 哀怨聲)’ 등의 시어를 통해 청령

포의 장소감이 두드러지는데, 이것은 청령포의 실제 자연을 중심으로 하면서 동시에 시

적자아의 슬픔의 정서가 투영되어 있다.  

大同江(대동강) 달 은 밤의 碧漢槎(벽한차)를 워두고

練光亭(연광정) 醉(취) 술이 浮碧橋(부벽교)에 다 거다

암아도 關西佳麗(관서가려)는 옛분인가 노라         -시조문학사전 #619 윤유(尹游)

  위의 시조에는 ‘대동강’이라는 지명 시어가 초장 첫 구에 등장하면서 지시적 의미를 

중심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시조는 구체적으로 실재하는 장소인 ‘대동강’이 환기하는 

장소감을 바탕으로 한다. 여기에는 달이 밝게 뜬 ‘대동강’이 중심 공간으로 지시되고 있

다. 작가인 윤유는 조선 후기 현종~영조대의 문신으로 전해진다. 이 작품에는 특히 정

자와 다리 같은 대동강 주변의 경물들이 고유명사 형태의 시어로 연속해서 등장하고 있

는데, ‘연광정’, ‘부벽교’가 바로 그것이다. 시적자아는 대동강 일대의 실재적 장소감을 

지명 시어의 지시성을 중심으로 나타내면서 ‘관서지방(평안도)의 아름다운 경치(關西佳

麗)는 여기뿐’이라는 감탄을 표현하고 있다. 뗏목을 타고 대동강물 위를 유유히 떠가며 

취흥을 나타내고 있는 시적자아의 모습은 ‘대동강’이라는 지명을 중심으로 인접된 지표

로 기능하고 있다.

仁王山(인왕산)이 겻 잇고 露積峯(노적봉)이 건너 뵌다

太平(태평) 年豐(연풍)코 仁王(인왕)을 뫼셔시니

마다 萬姓同樂(만성동락)야 壽域中(수역중)에 놀니라        -역대시조전서 #2412

  

  위 작품은 해마다 풍년을 이루는 태평성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진 임금님을 모셔 

모든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살아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 인왕산의 장소감은 

12) 이응백·김원경·김선풍 감수, 국어국문학자료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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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논의한 바와 연결되는데, 인왕산이 위치한 실제 지리적 특징이 그 장소감의 실재

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특히 초장의 구절이 주의를 끈다. ‘인왕산

이 곁에 있고 노적봉이 건너 보인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시적자아가 지각적으로 두 

장소를 인식한 바를 집약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인왕산은 서울 서쪽에 위치한 산이며, 노적봉은 북한산의 만경봉 서쪽 아래에 있는 

봉우리를 가리킨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인왕산은 경복궁 북쪽에 있는 백악

(白嶽) 서쪽에 있는 산이며 도성(都城)이 그 위를 지난다고 한다.13) 그리고 노적봉은 한

성부의 성중에 있는 산인데, 우뚝 높이 솟아 있는 모양이 마치 곡식(穀食)을 한데에 쌓

아 둔 ‘노적가리’와 같은 형상이라서 민간에서 노적봉(露積峯)이라고 불렀다고 한다.14) 

  위의 시조는 노적봉을 건너다보면서 인왕산이 가까운 곳에서 놀이를 하면서 읊은 것

으로 전해지는데, 이러한 놀이의 현실성이 인왕산이라는 지명의 지시성으로 인해 구체

화된다. 즉, 실감을 위한 표현의 토대로서, 인왕산 지명 시어의 지시적 의미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자주 벗들과 함께 서울 주변에 있는 명산과 계곡 등의 

승경(勝景)을 찾아 풍류를 즐기고 기상을 북돋우는 기회를 가졌다. 도성에서 가까운 인

왕산, 삼각산 백운봉 등의 공간은 이러한 이유로 주변의 풍광을 완상하며 독서와 시 창

작을 즐길 수 있는 중요한 문화공간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15) 

  사대부들은 직접 멀리 있는 산수(山水)를 자주 찾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인왕산이나 남산 등 도성 가까운 곳 산 아래 물가에 작은 정자를 마련하거나, 자

신의 집에 아름다운 나무와 꽃, 연못 등으로 꾸며진 원림(園林)을 경영하면서 자연과 가

까이 있고 싶은 소망을 해소하였다. 공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이러한 원림이나 가까운 

누정을 찾아 자신이 추구한 도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16) 

  이렇게 도성의 주변 산수가 풍류 및 유람의 기능을 하였던 것과는 달리, 도성 안의 

구체적 장소들이 임금이 계신 궁궐이라는 의미로 집중되면서 시적자아의 지각적 인식을 

드러내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다.

13) 처음에 도읍을 정할 때, 중 무학(無學)이 인왕산으로 진산(鎭山)을 삼고, 백악과 남산으로 좌청룡(左
靑龍)과 우백호(右白虎)를 삼으려고 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이행 외,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권 비고편-동국여지비고 제2편 한성부(漢城府)(김용국 역)·제2권 비고편-동국여지비고 제1권 경
도(京都)(김규성 역), <한국고전종합DB>, 한국고전번역원.) 

14) 이행 외,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권 비고편-동국여지비고 제2편 한성부(漢城府), 김용국 역, <한국
고전종합DB>, 한국고전번역원. 

15) 최재남, ｢백운봉 등림 시조의 변이 양상과 현실성 검토｣, 진단학보 제111호, 진단학회, 2011, 
216~217면.

16) 이종묵, ｢조선시대 와유 문화 연구｣, 진단학보 제98호, 진단학회, 2004, 82~83면.; 이종묵, ｢조선 
초·중기 인왕산에서의 문학활동｣, 인문과학 제9집, 서울시립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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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망 교리적의 내 마 슈찬으로

샹하번 초와 근정문 밧기러니

고온님 옥 양 눈의 암암여라              -시조문학사전 #1292, 정철(鄭澈)

광화문 드리라 병조 샹딕방의

밤 다경의 스믈석뎜 티소
그더 딘젹이 되도다 이론 듯 여라     -시조문학사전 #211, 정철(鄭澈)

 

  위의 두 시조에 드러난 장소 지칭어 중 먼저 ‘근정문’은 경복궁 근정전(勤政殿)의 정

문이고, ‘광화문’은 경복궁의 정문을 말한다. 따라서 두 시어들은 모두 임금이 계신 궁

궐인 경복궁이라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칭하고 있다. 작가 정철은 과거에 근정문과 광

화문 근처에서 지내며 임금의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던 날을 그리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보다 넓게는 경복궁이 있는 한양에 대한 아련한 향수가 내포되어 있다. 즉, 

궁궐과 가까운 곳에서 지낼 때의 아름다운 기억이 꿈만 같고 눈에 아른거리는 것으로 

묘사되면서, 근정문·광화문 등의 지시적 지명 시어가 시적화자의 정서적 거점으로 기능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첫 번째 작품의 경우, 신군망(신응시(辛應時))이 홍문관(弘文館)의 교리(校理)로 

있을 적에, 작가 정철이 마침 그 아래 벼슬인 수찬(修撰)에 재직하면서 상하가 서로 번

을 들며 근정문 밖에서 지내던 때를 회상하고 있다. 이때는 명종(명종 21년, 1566년)때

로, 정철이 관직 생활을 시작한 초기에 해당된다.17) 따라서 이 시조는 이후 정철이 정

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벼슬길을 떠나 지방에 있을 적에 임금을 지척에서 모셨던 때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작품 역시 내병조 상직방에서 숙직을 하던 때를 바탕으로 하는 것을 보면 비

슷한 시기에 창작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하룻밤 다섯 경(更)에 스물 석 점(點) 

치는 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당시 기억을 떠올리는 것을 보면, 당시에 밤을 

새우며 숙직을 서던 시적자아의 마음가짐이 새롭게 다가온다. 시적자아는 그때가 마치 

묵은 자취(陳跡)가 되어 꿈인 것처럼 그립고 아련하다고 하면서 임금 가까이에서 지내

던 과거 기억을 지시적 지명 시어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시조들에서는 ‘광화문’, ‘근정문’, ‘내병조 상직방’ 등의 시어가 당시 

경복궁이라는 장소를 지시하는 동시에 그곳의 구체적 장소감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시

적자아의 기억을 세부적으로 묘사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보다 실감 있게 환기하고 있다.

17) 이와 같은 내용은 송시열이 정철의 비명(碑銘)으로 남긴 글을 원전으로 하고 있다. 원전서지는 국
조인물고 권50 우계·율곡 종유 친자인(牛栗從游親炙人);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집부, 국역 국조인
물고,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6 참조.



- 63 -

離別(이별) 던 날에 피눈물이 난지만지

鴨綠江(압록강) 린 물이 프른빗치 전혀 업
우희 허여 셴 沙工(사공)이 처음 보롸 라   -시조문학사전 #1682 홍서봉(洪瑞鳳)

鴨綠江(압록강) 진 後에 에엿분 우리님이

燕雲萬里(연운만리) 어듸라고 가시고

봄플이 프르고 프르거든 即時(즉시) 도라 오쇼셔     -시조문학사전 #1358 장현(張炫)

  위의 두 시조에는 ‘압록강’이라는 지명이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압록강은 중국 동북지

방, 즉 만주(滿洲)와 국경을 이루는 강으로, 한반도와 중국과의 경계를 가늠하게 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되어왔다. 이 압록강은 백두산 최고봉인 병사봉 근처 8킬로미터 부근

에서 발원하여 상류 쪽에서 심한 곡류를 이루며 흘러내려오는데, 그 길이가 매우 길어

서 약 803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한다. 동국여지승람에서는 압록강의 물빛이 오리 머

리의 푸른 빛과 같아서 그런 이름이 생겨났다고 한다. 조선시대의 문인 강희맹도 <과압

록강(過鴨綠江)>이라는 시에서 “학 나는 들 저문 산은 푸르러 눈썹 같고/압록강 가을 

물은 쪽빛보다 더 진하네(鶴野晩山靑似黛 鴨江秋水碧於藍)”라고 하면서 압록강의 푸른 

물빛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18) 이러한 압록강의 감각적 형상은 푸르게 유유히 흘러가

는 자연물로서의 강의 모습인데, 여기에다 쓸쓸한 분위기를 더해 압록강의 이미지가 생

겨나고 있다. 이러한 압록강의 이미지를 이루는 서정성은 그 지리적 위치 및 외형적 특

색에 의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일대를 둘러싼 애절한 사연들로부터 파생되기도 하였

다. 압록강에 얽힌 많은 설화들은 주로 ‘이별, 죽음, 가난, 그리움’ 등을 주된 정서로 하

고 있는데, 특히 피폐해진 삶을 견디기 어려워 죽음을 무릅쓰고 압록강을 건너려다 급

한 물살에 휩쓸려 안타까운 생을 마감한다는 식의 이야기가 많이 전해 내려온다.19) 

  위의 두 시조 중 첫 번째 작품의 작가인 홍서봉은 병자호란 직후 청나라에 볼모로 끌

려가는 봉림대군(훗날 효종)을 수행했던 신하이다. 또한 두 번째 작품의 작가인 장현은 

이들 일행을 배웅하던 사람으로 전해진다. 첫 번째 작품에서 시적자아가 압록강을 건너

면서 본 물빛은 더 이상 푸르지 않다. 이것은 한평생 그곳에서 강을 건너왔던 머리가 

하얗게 센 뱃사공이 처음 보았다고 할 정도로 기이한 현상이다. 피눈물이 날 정도로 원

통하고 참담한 시적자아의 심정은 그토록 푸르던 압록강물의 푸른빛마저 사라지게 할 

정도로 간절하다는 사실이 여기에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두 번째 작품에서는 해가 

진 쓸쓸한 날, 안개와 구름이 자욱한 만 리길을 떠나야 하는 봉림대군 일행에 대한 안

타까운 심정이 드러난다. 먼 청나라 땅에서의 겪을 수난이 하루 빨리 끝나 속히 돌아오

18) 신정일, 새로 쓰는 택리지 6, 다음생각, 2012. 

19) 김태준 편저, 문학지리·한국인의 심상공간 국내편2, 논형, 2005, 304~3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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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바라는 마음을 푸르른 풀이 돋아나는 봄의 이미지와 함께 표현하고 있다.20) 

  이 두 작품들을 통해 본 ‘압록강’에는 나라를 떠나는 마지막 길목이라는 의미에다가 

이별과 슬픔, 애통함의 정서가 함께 드러난다. 이는 구체적이고 실재적인 장소감이 환

기하는 감각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다. 이 절에서 다룰 여러 시조들에서 ‘압록강’과 같

은 지명 시어는 그 지리적 특색 및 작품 내 감각적 묘사에 의한 실재적 장소감을 환기

하고 있다. 즉, 이 절에서 예로 들고 있는 작품들에 있는 지명은 실제로 체험 가능한 실

재적 장소감을 토대로 한다. 실재적 장소감의 환기는 지시적 의미 중심의 지명 시어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특히 시적자아의 지각적 인식을 드러낼 수 있는 기본적인 출발점이 

된다. 이것은 뒤 이어 논의할 ‘시적자아의 경험적 정체성’이 ‘구체적 공간’에서 재현된다

는 내용의 전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다.

(2) 지각적 인식의 집약

  

  지각적 인식은 감각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통한 시적자아의 인식을 말하는데, 감각

적 기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의 모습이 어떤 형상을 지녔으며 어떤 느낌을 주는

지21)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 사전적 의미에서 지각(知覺, perception)이란 감각 기관을 

통해 사물이나 대상, 환경 등을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지 과정을 통

해 얻어진 경험은 지식을 형성하게 된다. 메를로-퐁티의 견해에 따르면, 지각을 통해 

얻어진 경험이란 인간이 직접 ‘몸’으로 체험하여 얻어진 정보체계이다. 세계는 지각이 

일어나는 순간에 주체에게 나타나며, 세계와 주체의 연관성이 의미를 지닌다.22) 여기서 

경험은 인간의 감각기관에 의해 얻어진 것을 의미하며, 인지심리학적인 지각 과정은 감

각 정보를 통합하여 대상을 인식하고 해석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23) 

  어떤 것에 관해 ‘안다’고 말하면서 그에 관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을 때, 이러한 지

식의 측면을 ‘형상적(figurative) 지식’이라고 한다. 객체에 대해 상호작용하는 주체를 

상정할 때, 지각은 형상적 지식 형성에 있어 충실한 정보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

러므로 인간의 지각적 활동은 지식의 형상적 측면의 형성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

다.24) 물론 지식이나 언어가 세계를 있는 그대로 표상한다고 볼 수는 없다. 지식은 객

20) 이응백·김원경·김선풍 감수, 국어국문학자료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8 참조.   

21) 송지언, ｢탈관습적 발상의 국어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30면.

22) 강미라, 몸 주체 권력: 메를로퐁티와 푸코의 몸 개념, 이학사, 2011 참조. 

23) 이정모 외, 인지심리학, 학지사, 1999, 20면.

24) 박병기, ｢지각의 인식론적 위치에 관한 소고｣, 교육연구 제12집, 목포대학교 교육연구소, 1999, 
106~1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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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 실재에 대한 그대로의 그림이라기보다는 실재를 토대로 하되, 경험에 의해서 여과

된 것이다.25) 

  시조의 지명은 감각 이미지를 중심으로 주의가 집중되도록 구조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지명이 환기하는 장소감에 대한 감각적 지각은 경험의 인지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메를로-퐁티는 경험의 인지와 대상에 대한 지각이 공간의 지각에 의해 또렷

해진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26) 그는 ‘지각된 세계’와 관련해서 공간의 중요성을 

역설했는데, 공간은 사물들의 위치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며, 사물들의 관계로부터 나

오는 보편적인 힘이 바로 공간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연속적이고 동시적인 경험의 흐름

으로부터 공간 체험이 가능하다고 보았다.27)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공간 논의에서는 지각의 공간, 지향의 공간, 의미의 공간과 

같이 ‘몸의 체험’에서 형성된 것이 공간의 본성을 이룬다. 그에 의하면 객관적 세계에 

앞서 상호주관적인 공통 체험의 세계가 있는데, 이 체험은 지각하는 자아에 의해 이루

어진다. 지각 활동은 의미를 창출하는 체험의 근원적 활동으로서, 이미지와 같은 상의 

형태를 드러내면서 공간의 특성을 규명해낸다. 메를로-퐁티는 우리의 몸이 체화되면서 

지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장소와 같이 인간이 관여하는 한정된 공간이 장소와 인간의 

상호 감응적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는 영역이다. 그는 장소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을 통

해 장소 이해가 인간의 존재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다. 그리고 그는 현상의 개별성과 고

유성 등의 정의적 특성이나 주관 및 체험을 중시하면서 장소의 의미가 인간이 부여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28) 

  앞의 Ⅱ장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이미지를 나타내는 고유명사로서의 지명 시어는  

텍스트 내에서 단순히 어떤 장소를 지칭하는 기능에만 치중하지 않는다. 물론 일부 사

설시조나 가사 등의 장르를 중심으로 유사한 성격을 지닌 장소들을 열거하는 등의 방식

으로 표현되는 경우는 예외이겠지만, 많은 수의 지명 시어들이 지시적 의미를 중심으로 

확장 가능한 의미역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명 시어들이 오히려 작품의 중심 의미를 

구현하는 경우가 많고 대표적인 이미지를 공유하고 있는 등 이른바 ‘전경’의 속성을 가

지고 있는 것이다. 

  습관적이고 자동적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벗어나 경험 대상을 포착하여 작품의 주제 

의식을 구현하는 전면에 내세우는 것을 ‘전경화’된 요소라고 할 때, 지명 시어가 시조 

25) 장상호, 학문과 교육,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386면

26)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 류의근 역, 지각의 현상학, 문학과 지성사, 2012.
   장석주, 장소의 기억을 꺼내다, 사회평론, 2007, 12면.

27) 메를로-퐁티, 류의근 역, 앞의 책.; 김현정, ｢공간 중심의 강호시조 이해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2012, 27면.

28) 메를로-퐁티, 류의근 역, 앞의 책; 강학순, 존재와 공간, 한길사, 2011, 73~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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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안에서 이와 같은 작용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때, 실재적 장소감이 감

각적 이미지를 환기하여 만들어지는 의미역은 시적자아의 지각적 인식을 집약하여 나타

낸다. 

  러시아 형식주의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인 ‘전경화(前景化, foregrounding)’

는 담화에서 특정 개념을 먼저 언급하거나, 되풀이하거나, 또는 다른 주의 끌기 장치를 

사용하여 주의의 초점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29) 특히 ‘전경’은 독자의 주의를 

특히 요구하지 않는 요소, 즉 습관적이며 예측할 수 있는 요소를 ‘배경’이라고 할 때, 

이 말과 대조되는 말이다. 이것은 대상을 습관화되고 자동화된 맥락으로부터 분리하여 

지각에 인식되도록 하는 행위를 지칭하는데, 경험 가운데 주의를 요구하지 않는 요소들

을 배경으로 후퇴시키고 특정한 요소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입체적인 지각이다.30) 즉 전

경화란 어떤 것을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위치에 내놓는 것. 지각 과정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31) 

  무카로프스키에 의하면, 어떤 작품의 문학성이란 발화를 최대한 전경화하는 데에 있

다.32) 전경과 같은 요소들이 많아질수록 더 완전하고 또렷하게 인식하는 것이 가능해진

다. 특히 텍스트의 전경화는 반복, 특이한 이름, 혁신적 기술, 창조적인 통사 배열, 말장

난, 각운, 두운, 운율 강조, 창조적 은유의 사용 등 다양한 장치에 의해 구현된다. 이렇

게 전경은 배경보다 도드라지는데, 이를 중심으로 문학 텍스트의 나머지 요소가 역동적

으로 조직화된다. 

  전경으로 제시된 시조의 지명은 시조의 초장 첫 구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 등 작품 

속에서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위치에 드러나 있다. 이렇게 시조의 지명은 배경 요소보

다 앞에 위치하거나 더 구체적이어서 눈에 잘 띄도록 초점화되어 있고 현저성이 부여되

어 있다.33) 

長白山(장백산)에 旗(기)를 곳고 豆滿江(두만강)에 을 싯겨

서근 져 션븨야 우리 아니 나희냐

엇덧타 麟閣畫像(인각화상)을 누고 몬져 리오    

                   -시조문학사전 #1786 김종서(金宗瑞)

  이 작품은 장백산(백두산)과 두만강의 두 지명으로 대표되는 국경을 수비하는 시적자

아의 상황을 바탕으로 한다. 장백산과 두만강은 국경지역을 의미하는 지시적 의미를 토

29) 이승복․한기선 공역, 언어심리학, 시그마프레스, 1999.

30) 노자연, ｢경험의 시적 인식과 구조화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27면.

31) 조주관, 러시아문학의 하이퍼텍스트, 평민사, 2002, 140면.

32) 차호일, 문학비평이론, 역락, 2000, 52면.

33) 피터 스톡웰(Peter Stockwell), 이정화·서소아 옮김, 인지시학개론, 한국문화사, 2009, 36~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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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하여 깊고 높은 산, 길고 넓은 강이라는 실재적 장소감을 환기하고 있다. 그러한 

장소감은 변방을 지키고 6진을 개척한 장수의 거칠 것 없는 기개를 드러내기 위한 중

심이 되면서 동시에 시적자아의 지각적 인식을 보여주는 표현이 된다. 

  위 작품에서는 특히 ‘썩은 저 선비’들에 대한 비판이 드러나 있다. 시적자아는 책상머

리에 앉아 입으로만 애국을 떠드는 문약한 사람들을 향해 ‘썩은 선비’라고 멸시하고 있

다. 실제로 이 작품은 김종서가 두만강 건너까지 쳐들어가려고 했으나, 조정 문신들의 

반대로 만주회복의 큰 뜻을 이루지 못한 사실을 토대로 한다.34) 화자는 그 울분을 토로

하면서 그들보다 자신이 먼저 나라에 공이 큰 사람으로서 기린각에 화상이 걸릴 것이라

고 하고 있다.35)

  이 작품과 유사한 상황에서 창작된 다음 시조를 보자.

朔風(삭풍)은 나모긋 불고 明月(명월)은 눈속에 
萬里邊城(만리변성)에 一長劍(일장검) 집고 서서

긴 람 큰 소릐에 거칠거시 업세라             -시조문학사전 #1036 김종서(金宗瑞)

  위 시조의 초장의 경우, 북방의 국경지대의 차디찬 날씨와 악조건을 배경 묘사를 통

해 드러내고 있다. 바람이 몹시 불고 달이 차갑게 느껴질 정도의 시린 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거칠 것이 없는 장부로서의 기백을 나타낸다. 그리고 <장백산에~>의 초장의 

경우, 현재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삭풍은~>와 같이 날씨 조건에 대한 묘사가 아닌,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하면서 드러내고 있다. 장백산은 중국에서 백두산을 이르던 말인

데, <장백산에~>의 초장은 여기에 깃발을 꽂고 두만강에 말을 씻기면서 지내고 있는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이다. <삭풍은~>의 초장과 <장백산에~>의 초장 모두 작가

의 현재 상황 및 처지를 드러낸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나, <장백산에~>의 경우 현재 

화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지명이어서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특징이 

있다. 

  물론 <삭풍은~>의 초장은 만리변성의 모습을 달마저도 눈 속에 차다는 식의 참신한 

표현을 통해 생생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공간의 상태에 대한 묘사가 

생동감을 부여하는 측면도 크다. 그러나 <장백산에~>의 초장에서 ‘장백산’과 ‘두만강’이

라는 지명을 언급하였을 때에는 <삭풍은~>의 초장에서 말하고자 한 상황 묘사까지 포

괄하여 전체적인 이미지로 집약하여 드러내고자 한 의도가 엿보인다. 즉 <장백산에~>

의 초장은 북방 국경지대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장백산과 두만강으로 대표되고 있으며, 

34) 성낙은 편저, 고시조 산책, 국학자료원, 1996, 76면.

35) 기린각(麒麟閣)은 중국 후한의 무제가 기린을 잡을 때에 세운 누각인데, 나라에 공이 많은 11명의  
화상이 걸려 있다고 한다.



- 68 -

그 이미지가 지명 속에 집약되어 있다. 

  <삭풍은~>의 초장은 생생한 묘사이긴 하지만 특정 지명이 가진 전체적인 의미역을 

공유하고 있지는 못하다. <삭풍은~>의 초장이 현장성만을 강조한 표현이라면, <장백산

에~>에서 장백산과 두만강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장성 및 역사성을 동시

에 드러내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위의 두 시조는 모두 김종서가 육진

(六鎭)을 개척할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데, 첫 번째 시조는 ‘장백산(백두산)’과 ‘두만강’이

라는 지명 시어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현재 화자가 처한 상황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알

려주고 있다. 물론 두 번째 시조도 북방의 국경지대의 차디찬 날씨와 악조건을 초장의 

묘사를 통해 실감나게 드러내고 있으나, 화자가 있는 곳인 변방을 지칭하는 시어 ‘만리

변성’은 이보다 뒤로 물러나 있다. ‘장백산’과 ‘두만강’은 우측 시조의 초장이 드러내는 

이미지를 그 시어 속에 내포하고 있는데, 이것은 두 지명이 가지고 있는 북방 국경지대

의 실재적인 경험적 장소감에 기댄 것이며 그에 대한 지각적 인식을 집약하고 있다.

  유사한 관점에서 지명 시어가 시적자아가 처한 상황을 드러내주는 동시에 어떤 장소

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정보가 되는 다른 시조들을 예로 들어 보겠다. 아래 시조에 나오

는 지명들은 모두 실재적 장소감을 가지고 있는 지명을 가리키고 있으며, 당대의 역사

적 현실과 연결되도록 하는 맥락을 만들어낸다.

赤兎馬(적토마) 디게 먹여 豆滿江(두만강)에 싯겨 셰고

龍泉劒(용천검) 드 칼을 선 쳐 두러메고

丈夫(장부)의 立身揚名(입신양명)을 試驗(시험)헐까 노라     

    -시조문학사전 #1824 남이(南怡)

長劍(장검)을 혀 들고 白頭山(백두산)에 올라보니

大明天地(대명천지)에 腥塵(성진)이 겨셰라

언제나 南北風塵(남북풍진)을 헤쳐볼고 노라        -시조문학사전 #1780 남이(南怡)

  위의 두 작품들은 모두 한반도의 국경을 나누는 백두산과 두만강이 중심적인 시적 공

간이 된다. 이 두 작품의 작가인 ‘남이’는 조선 세조 때의 무신으로, 이시애의 난과 여

진 정벌 등에서 공을 세워 세조의 총애를 받았으나 세조가 죽은 후 역모에 몰려 처형된 

비운의 인물이다. 무인으로서의 호방한 기상을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드러내었으며 나

라에 여러 차례 공을 세웠으나, 그의 용맹을 두려워한 무리들의 모함과 정치적 급변 속

에서 반역의 죄를 짓고 28세의 나이에 처형되었던 것이다. 

  남이는 태종의 외증손이자 당대 최고 대신이었던 권람(權擥)의 사위라는 화려한 사회

적 배경을 가진 인물이었는데, 무인으로서의 출중한 능력과 호방한 기질 및 강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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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야망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36) 위 작품들에는 특히 이러한 무인으로서의 호방함과 

기개가 돋보인다. 그러면서 장부의 입신양명을 시험하고, ‘풍진’과 같이 어지러운 국운

을 바로잡아 안팎의 시련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는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37) 이러한 

시적자아의 다짐은 ‘두만강’, ‘백두산’이라는 실재적 공간에서 실현 가능한 체험에 기반

을 둔다. 두 장소를 중심으로 한 시적자아의 지각적 인식이 ‘두만강에 씻겨 세우고~’, 

‘백두산에 올라보니~’ 등 시적자아가 직접적으로 취하는 행동에 의해 집약적으로 전경

화된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실재하는 지명 이미지가 환기하는 감각적 이미지 중심의 장

소감은 시적자아의 체험과 연결되어 경험적 정체성과 연결되는 지점을 나타내고 있다.

靑石嶺(청석령) 지나거냐 草河口(초하구)ㅣ 어듸오

胡風(호풍)도 도샤 구즌비 무스 일고

아므나 行色(행색) 그려내여 님계신듸 드리고쟈       -시조문학사전 #2071 효종(孝宗)

  위 작품의 두 지명은 모두 병자호란 패배 후 효종, 즉 당시 봉림대군이 청나라에 볼

모로 잡혀 갈 때 지난 곳이다. 먼저 초하구는 중국 심양에서 단동가는 길에 나타나는 

작은 마을이고,38) 청석령은 요동(遼東) 지방에 있는 지명으로 과거 고구려 건안성이 있

던 곳이다.39) 북학의에 전해 내려오는 설명을 보면 이 지방은 모두가 깊은 산골짜기

인데, 특히 청석령은 고약한 돌들이 옆으로 내밀어져서 절벽을 이루고 있어 마치 우리

나라의 남한산성 서문과 밖과 같다고 전해진다. 말을 채찍질하면서 지나가려면 수레바

퀴가 돌에 부딪쳐 벼랑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날 정도로 척박한 곳임을 알 수 있

다.40) 

  계산기정에서는 책문에서 심양까지 거리가 모두 445리라고 하면서 “초하구교(草河

36) 정두희, 조선초기 정치지배세력연구, 일조각, 1983.; 최영호, ｢‘남이의 옥(獄)’ 재고｣, 고병익선생 
회갑기념 사학논총 간행위원회 편, 역사와 인간의 대응, 한울, 1984 참조.

37)  다음 한시에서도 남이의 이러한 기개가 잘 드러나 있다. 
백두산 돌은 칼을 갈아 다 없애고/ 두만강 물은 말을 먹여 없어졌네/ 사나이 스무살에 나라 평정 못 
한다면/ 뒷 세상에 그 누가 대장부라 이르리요.(白頭山石磨刀盡/ 豆滿江波飮馬無/ 男兒二十未平國/ 
後世誰稱大丈夫.) (이긍익(李肯翊), 연려실기술 제6권 예종조 고사본말(睿宗朝故事本末) ‘남이(南怡)
의 옥사(獄事)’ 부분 참조.(<한국고전종합DB>, 신석초·이재호 공역본 참조)

38) 열하일기 ‘도강록’에서 장마 때문에 7일 동안 통원보에 발이 묶였던 연암 일행이 “1780년 7월 6
일 시냇물이 줄어들어 다시 길을 떠난다. 초하구에서 점심을 먹고 분수령 고가령 유가령을 넘어 연
산관에서 묵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긴 것을 보면, 당시 사신단 일행이 지나가는 주요 지점이었던 
듯하다.(박지원, 김혈조 역, 열하일기,돌베개, 2009 참조.)

39) 평안북도 의주 근방에 있는 지명으로도 전해진다. 택리지에서는 평안도 지방을 설명하면서 “압록
강 남쪽, 패수(浿水) 북쪽에 위치하며 은나라가 기자를 봉(封)했던 지역이다. 옛 경계는 압록강을 넘
어 청석령(靑石嶺)까지로 『당사(唐史)』에 말한 안시성과 백암성이 이 지역 안에 있었다. 그런데 고
려 초부터 거란에게 차츰 빼앗겨 압록강이 한계가 되었다.”라고 하였다.

40) 박제가, 북학의, 범우사, 200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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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橋) 10리, 답동(畓洞) 2리. 고가령(高家嶺) 6리, 유가령(兪家嶺) 4리, 연산관(連山關) 

5리, 청석령(靑石嶺) 10리, 마천령(摩天嶺) 8리”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초하

구’, ‘청석령’ 등의 지명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41) 사신의 행렬이 연행 노정 중 

지나가기에 가장 험한 고개였다고 하는 청석령은 우리나라의 국경을 지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해주는 곳인 셈이다. 그리고 동시에 고구려 때 강대한 국력과 드넓은 

영토를 자랑하던 과거와, 병자호란으로 인해 국력이 쇠하고 일국의 왕자가 적국에 볼모

로 잡혀가게 되는 현재의 비참한 처지가 겹쳐 떠오르게 한다.

  위 시조에서는 이와 같은 시적자아의 참담한 심정이 ‘청석령을 지나는 것인가, 초하

구는 또 어디쯤이란 말인가’로 해석될 수 있는 초장의 내용을 통해 절절하게 다가오고 

있다. 청석령과 초하구를 지날 때 불어오는 청나라의 바람은 너무나도 차고 매서우며 

궂은 비까지 내린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감각적 이미지들이 두 지명 시어의 장소감을 

형성하면서 시적자아의 지각적 인식을 담아내고 있다. 그리고 특히 초장에 이러한 장소

감을 가진 두 지명을 언급함으로써 그러한 인식을 집약적으로 표현해내고 있는 것이다.

掛弓亭(괘궁정)  다 져믄 날의 큰칼 잡고 니러서니

胡山(호산)은 져거시오 豆滿江(두만강)이 여긔로다

슬프다 英雄(영웅)이 늘거가니 다 졈기 어려워라  

      -시조문학사전 #212, 송계연월(松桂烟月)

  위의 시조도 유사한 방식으로 지명을 제시하는 부분이 돋보이는데, 초장이 아닌 중장

에 배치하긴 하였지만 ‘북방 오랑캐의 산은 저것이요, 두만강이 여기로다’라고 하면서 

역시 지각적 인식을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즉 위의 작품은 국경을 지키는 장수가 

그 용맹을 모두 다 떨치지 못하고 늙어가는 세월에 대한 한탄과 애상감을 담아내기 위

해 이와 같은 서술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위의 <청석령 지나거냐~>와 <괘궁정  다 

져믄 날의~> 이 두 작품은 특히 ‘지명A는 어떠하며 지명B는 어떠하다’ 또는 ‘지명A는 

무엇이며 지명B는 무엇이다’식의 통사구조를 사용하는 것이 눈에 띈다. 이것은 시적자

아의 정서와 인식을 표현하기 위해 실재하는 지명을 뚜렷하게 돋보이도록 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명 시어를 제시하는 통사구조의 방식이 지각적 인식을 부각시켜 드러내

는 것 외에, 시적자아가 직접 느끼고 체험한 바를 토대로 지명 시어의 이미지를 구성하

는 작품도 있다. 아래 시조를 그러한 작품의 예로 들 수 있다.

41) 계산기정 제5권 도리(道里)에 나오는 기록을 참고하였다.(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참조
(http://db.itk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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頭流山(두류산) 兩端水(양단수)를 녜 듯고 이졔 보니

桃花(도화)  은 물에 山影(산영)조차 잠겻셰라

아희야 武陵(무릉)이 어듸오 나 옌가 노라        -시조문학사전 #686  조식(曺植)

  위 시조의 두류산은 지리산의 다른 이름인데, 시적자아는 두류산의 두 줄기로 갈라져 

흐르는 계곡물이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예전에 듣고 지금에 와서 눈으로 본 뒤, ‘무릉도

원’과 같다고 여길 정도로 아름다운 경치에 대한 감흥을 노래하고 있다. 복숭아꽃이 떠

내려 오는 맑은 계곡물에 산 그림자가 아른아른 비치는 모습은 그야말로 이상세계이자 

낙원과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다.  

  위 시조의 작가인 조식은 지리산을 무려 17번이나 올랐다고 한다. 특히 1558년(명종 

13년) 58세 되던 해에 4월 10일부터 4월 26일까지 16일간 문도들과 함께 지리산에 올

라 경승을 탐방한 뒤 남긴 유두류록(遊頭流錄)이 전해지는데,42) 지리산 자락에서 은

둔하며 학문을 하였던 작가 조식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문헌이다. 조식은 유두류록에
서 ‘예부터 빼어난 명산에는 반드시 고사(高士)와 은사(隱士)가 숨어 살고 노닐며 쉬는 

곳이 있다’고 하면서 지리산이야말로 자신의 일생을 마칠 장소라고 생각하였다. 그가 

쓴 ｢두류작(頭流作)｣이라는 시에 ‘천 자나 되는 높은 회포 걸기 어려우니, 방장산 꼭대

기 상상봉에나 걸어둘거나.’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방장산으로 불리던 지리산의 천

왕봉에 자신의 높은 회포를 걸어두고자 한다는 것을 통해 높은 하늘에 맞닿아 있는 지

리산의 꿋꿋한 기상을 닮으려고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43)

  이와 같은 조식의 삶이 잘 남아있는 곳은 ‘백운동 계곡’인데, 그는 이 계곡의 바위에 

‘白雲洞 龍文洞天 嶺南第一泉石(백운동 용문동천 영남제일천석)’이라는 글자를 남겼다. 

또한 그곳에서 “푸르른 산에 올라보니 온 세상이 쪽빛과 같은데 사람의 욕심은 그칠 줄 

몰라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도 세상사를 탐한다.”라는 시를 지어 혼탁한 세속을 피해 

지리산에서 마음의 평온을 찾으려 하였다.44) 

  조식이 지리산의 장소감을 인식하는 데에는 무릉도원이나 방장산 등과 같은 현실세계

를 초월한 이상향의 장소 이미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위의 시조에서 지리

산의 계곡물에 복숭아꽃이 떠내려 오는 상황을 묘사하면서 무릉도원의 전설을 떠올려 

지금 자신이 있는 이곳이 바로 이상적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하다. 그러나 중요

한 점은 조식이 비록 현실을 초월한 이상향의 장소 이미지들을 차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리산 양단수의 실제 모습을 통해 생겨난 관념이다. 즉, 

42) 심경호, 산문기행-조선의 선비, 산길을 가다, 이가서, 2007, 113~114면.

43) 정우락, ｢지리산과 청량산으로 남명과 퇴계 읽기｣, 선비문화 제15집, 남명학연구원, 2009, 
99~100면. 

44) 위의 책, 120면.



- 72 -

지리산의 실재적 장소감을 더욱 잘 와 닿게 하기 위한 비유의 한 방식인 것이지 이상향

의 장소 이미지가 작품 속 지리산의 실재적 장소감을 모두 설명해주는 것은 아니다.  

‘복숭아꽃이 떠내려 오는 맑은 계곡물에 비친 산 그림자’는 지리산의 실재적 장소감을 

실감나게 느껴지게 하는 중심 표현이 된다. 

  여기서 특히 ‘양단수’는 이 작품의 첫 구에 등장하는 ‘두류산’이라는 지명 시어의 실

재적 장소감을 환기하는 중심 소재가 된다. 서로 다른 골짜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줄기

가 하나로 합쳐져 흐르는 것은 산에 있는 많은 계곡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두 갈래

의 물줄기는 서로 유속 및 폭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 두 물줄기가 하나로 합쳐 흐른

다는 것은 융화 또는 조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서로 어우러져 함께 흘러가는 

천지자연의 조화로움이 ‘양단수’에도 나타나있다고 여겨진다. 혼탁한 세상의 부조화가 

아닌 자연 속에서의 융합의 경지를 흠모하였다는 점에서, 지리산은 조식에게 있어 실제 

겪은 체험 속에서 삶의 의미를 구하는 중요 장소였다고 할 수 있다. 

  지리산은 수많은 역사적 경험의 축적으로 다양한 상징과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 지

리산 성모(聖母)와 같은 산신이 살고 신선이 숨어 있는 곳이기도 하였고, 많은 승려와 

선비들이 지혜를 얻고 학문의 근원을 탐구하기 위해 모여드는 지혜와 깨달음의 공간이

기도 하였다.45) 특히 조식과 같은 조선시대 사대부들에게 있어 지리산은 깨달음으로 이

끄는 장소이자 신비로운 이상세계와도 연결되는 것이었다. 지리산이 백두대간의 주맥이 

한반도를 타고 이어졌다는 의미의 ‘두류산’으로 불리게 된 것은 지리산이 오랫동안 몸

을 보전할 수 있는 곳이자 어질고 훌륭한 선비와 장수를 낳는 명당으로 꼽히던 역사적 

담론과 연관된다. 그리고 청학동 전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신선세계, 이상향 등의 이미

지를 가지게 된 것도 역사적 담론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런데 지리산이 이러한 이미지를 갖게 된 까닭이 중요하다. 지리산은 상처받은 백성

들을 품어줄 수 있는 안락함을 가진 동시에 넉넉하고 풍요로운 땅으로 인식될만한 지형

적 특색을 가지고 있다. 택리지에서도 지리산은 골짜기가 깊고 크며 골짜기 밖은 좁

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넓기 때문에 백성들이 숨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고 하

였다. 또한 산 속 깊은 곳에서도 농사가 잘되며 흉년을 모르고 사는 부유한 산이라고 

불린다고 하였다.46) 높은 봉우리와 깊은 골짜기, 비옥한 토양, 풍부한 물산 등의 지리

산의 지리적 특징들이 지리산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밑바탕이 된 것이다. 위 시조에서도 

지리산의 실재적 장소감이 시적자아에게 ‘무릉’을 연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미

지들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작가의 의식과 역사적 담론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과정

에서 실재적 장소감이 환기되어 형상화된 양상에 주목해야만 작품에 대한 심도 있는 감

45) 김아네스, ｢지리산권 문화사와 이상사회론｣, 남도문화연구 제13집, 순천대학교, 2007, 40~41면. 

46) 위의 논문, 42~43면.



- 73 -

상이 가능할 것이다. 

(3) 구체적 공간에서 재현된 경험적 정체성

  경험적 정체성은 간단히 말해서 시적자아의 삶 속에서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얻게 

된 것을 말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경험’은 ‘자신이 실제로 해 보거나 겪어봄 

또는 거기서 얻는 지식이나 기능’47)을 뜻한다. 여기서 전제하는 경험의 의미는 실제로 

실천하거나 겪어보는 지각적·감각적 인식을 동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로부터 도출된 유의미한 결과가 개인의 경험의 특수성이 일반화되고 보편화된 측면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의 요건이 된다. 이러한 실제 지각 및 감각은 ‘구체적 공간’을 토

대로 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데, 상상이 아닌 실재하는 지명의 장소감은 이러한 구체적

인 감각적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체성은 의식의 주체이자 행동의 주체가 이해하며 존재하는 실존 방식을 의

미하는데, 이것은 시간의 지평 위에서 계속해서 통합적으로 성장하는 측면을 중심으로 

한다. 즉 정체성은 주체가 타자 및 세계와 관계 맺음으로써 변화하고, 영향을 받으며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과 통합이다.48) 따라서 시적자아의 경험적 

정체성이라는 것은 결국 주체가 단독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타자 및 세계와 끊

임없이 연결되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어교육에서 경험의 개념은 ‘언어’를 중심으로 한 인간 삶의 광범위한 측면을 아우

르고 있다. 김대행은 언어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세계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

러한 의미 부여의 과정이 곧 언어를 통해 형성되는 경험이 된다고 하였다.49) 언어는 인

간에 대한 이해와 세계에 대한 이해를 내포하고 있다.50) 언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문

학 텍스트는 이러한 이해를 내포한 인지적·정서적 경험을 확장51)하는 데 유용한 질료가 

된다. 국어교육에서는 경험과 체험을 따로 구분지어 논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4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276~377면.

48) 최경미, ｢정체성 형성을 위한 소설 읽기 교육 연구 - 전후소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10, 16면 참조.

49) 김대행, ｢청산별곡과 국어교과학｣, 고전문학과 교육 제7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4, 17면.; 
김대행은 언어의 성격을 사실(fact), 의미(meaning), 과제(task), 정체성(identity)으로 들면서, 국어교
육의 내용을 각각 지식(knowledge), 경험(experience), 수행(behavior), 태도(attitude)로 구분하고 
있다.(김대행, 통일 이후의 문학교육,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8 참조.)

50) 이기상, 하이데거의 실존과 언어, 문예출판사, 1992, 229면.

51) 김상욱, 문학교육의 길찾기, 나라말, 2003, 1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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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철학적으로는 두 개념이 구분되는 측면이 있다. 먼저 ‘경험(Erfahrung)’은 구

체적이고 개별적인 감각적 사건들에 관한 주체의 포괄적인 관찰을 뜻한다.52) 경험은 주

체와 대상의 연관과 접촉을 의미하는 것으로, 객관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측면을 아우른

다는 것이다. 실제로 겪어볼 수 있는 구체적 차원은 ‘체험’이 되며, 이것들이 모여 만들

어낸 일반적인 내용들이 ‘경험’이 된다는 것이 둘의 구분을 시도하였을 때 언급되는 내

용들이다. 즉 경험은 인식의 출발점을 지칭하는 것이고 체험은 내면화된 경험의 특수한 

모습을 지칭하는 것이다.53) 딜타이에 따르면 ‘체험(Erlebnis)’은 객관적·보편적인 측면

보다는 주로 인격적·개성적 주관성의 측면이 강조된다.54) 즉, 경험은 일반적인 느낌을 

주는 데 비해서 체험은 삶과 관련된 개별적이거나 개성적인 경험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는 것이다. 체험은 삶의 본질과 관련하여 겪게 되는 독특하고 고유한 경험으로서 현재

적 개념을 지니면서 동시에 과거-현재-미래에 지속적인 연쇄 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을 의미한다.55) 칸트와 딜타이, 후설의 논의를 토대로 살펴본 ‘체험’ 개념은 공통적으로 

인식에 의하여 주관화된 경험, 주체가 겪은 실재적이고 개별적인 경험을 지칭한다. 가

다머 역시 체험이 객관적인 것에 대한 모든 인식의 기반이 된다고 하면서, 체험은 항상 

주체가 현실적이며 직접적으로 겪는 삶과 연관된 측면을 가리킨다고 한다.56)

  위의 논의에 따르면 창작 주체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체험이 내면화된 형태로 나타난 

것이 ‘체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체험을 토대로 하는 서정시들은 시인의 삶의 

상황과 연관된 사실적인 내용들과 연관된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난 체험과 

연관시켜 이해할 수 있는 실재성 또는 현실성을 바탕으로 체험 서정시를 논의할 수 있

다는 것이다.57) 이렇게 구체적 공간에서 실재적 장소감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지각적 인

식은 ‘체험’과 관련을 맺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이 두 개념을 엄밀하

게 구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경험’이 ‘체험’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토대로 생성되어 보편화된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포괄한다. ‘정체성’에 대

한 논의와 연결 짓기 위해서도 개별적 체험이 일반화된 ‘경험적’ 차원이 더욱 적절하다

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체험의 개별적 차원의 인식 내용 각각보다는 텍스트에 형상화된 

52) 김효명, 영국 경험론, 아카넷, 2002, 48면.

53) 노자연, ｢경험의 시적 인식과 구조화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15면.

54) 백기수, 미의 사색, 서울대학교출판부, 1993, 28면.

55) 최재남, 체험서정시의 내면화 양상 연구, 보고사, 2012, 17~18면.

56) 칸트는 체험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진 감각적 질료가 아니라 오성에 의해 파악된 것과 질료의 공
동 산물’로 보았으며, 딜타이는 체험을 ‘자기의식으로의 재귀성, 곧 내재적 의식화’로 보았다. 그리고 
후설은 ‘어떤 무엇에 관한 의식’으로 체험을 정의했다.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Hans Georg 
Gadamer), 이길우 외 역, 진리와 방법 Ⅰ, 문학동네, 2012, 97~109면 참조.)

57) 최재남, 앞의 책, 16~17면.



- 75 -

인식의 내용이 ‘재현’된 측면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낯선 것을 이해하는 자의 

현재 위치와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이 바로 ‘재현’이다. 재현의 방식에 대한 마이네케의 

언급을 보면, 개인의 고유한 경험에서 오는 진정한 이해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즉, 

“무엇인가가 내게 무엇으로서 나타난다. 무엇인가가 무엇처럼 보인다. 무엇인가가 무엇

을 연상시킨다.” 등의 진술은 모든 이해 행위에는 자신만의 고유한 ‘전이해’가 전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58) 

  르네 웰렉과 오스틴 워렌은 이미지를 정의하면서 감각상 혹은 지각상의 체험을 지적

으로 재생한 것, 즉 기억을 이미지의 본질로 보았다. 다시 말해서 이미지는 과거에 겪

었던 감각적이거나 인식적인 체험을 ‘기억’하여 정신적으로 ‘재현’된 것을 일컫는다.59) 

감각적 이미지는 결국 과거의 감각 경험과 관련된 기억을 바탕으로 표현한 것이다.60)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면, 특정 지명을 중심으로 겪은 시적자아의 경험들이 기억으

로 남고, 그러한 기억을 통해 지명 이미지가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명 이미

지의 토대를 이루는 장소감이 시적자아의 기억을 구조화하고, 새롭게 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 즉 시적자아가 지명 이미지를 통해 갖는 실재적 장소감은 시적자아

의 경험적 정체성을 탐색하고 재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결국 경험적 인식의 재현이 

시적자아의 정체성에 대한 표현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감각적 이미지는 

시적자아의 체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일반화된 경험으로 존재할 수 있기에, 이러

한 경험은 완전히 독립적인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당대의 가치관과 이상적 지향까지 연

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시조의 지명 시어 중 현실에 실재하는 장소를 지칭하는 것들은 사물과 공간에 대한 

다양한 사실들에 대한 지식을 내포하며, 그것을 텍스트 안에서 재현한다. 물론 언어라

는 수단을 통해 문학작품 속에 재현된 사실이 현실적 실체를 중심으로 하는 실재와 완

전히 동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인간은 대상을 객관적으로 재현하는 ‘순진한 눈’

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곰브리치의 논의를 토대로 하면, 우리가 ‘보는 것’은 단지 ‘아는 

것’에 국한된다. 굿맨은 재현은 선택의 문제이고, 정확성이 정보의 문제라면 사실은 습

관의 문제라고 하였다. 사실에 부여한 의미는 인식의 패러다임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당대에 세계를 바라보고 질서화 하는 틀(패러다임) 자체에 대한 앎이 요구되는 것도 바

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61)

58) 김완균, ｢헤르더의 역사적 이해 방식 연구｣, 독어교육 제32집, 독어교육학회, 2005, 315면.

59) 르네 웰렉·오스틴 워렌, 이경수 역, 문학의 이론, 문예출판사, 1995, 269~271면. 

60) 조영복, ｢이미지의 본질과 감각 이미지 논의의 제문제｣, 어문연구 제38권 제4호, 한국어문교육연
구회, 2010, 256면.

61) 권순정, ｢고전시가의 어휘교육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3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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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원 원되여 녈 손님 디내옵
가거니 오거니 인도 하도할샤

자셔히 보노라 니 슈고로와 노라               -시조문학사전 #1101 정철(鄭澈) 

새원 원되여 되롱 삿갓 메오이고 

셰우샤풍의 일간듁 빗기 드러

홍뇨화 빈졔의 오명가명 하노라               -시조문학사전 #1102 정철(鄭澈)

새원 원되여 싀비 고텨 닷고

뉴슈쳥산을 벗사마 더뎟노라

아야 벽뎨62)예 손이라커든 날 나가다 고려       -시조문학사전 #1103 정철(鄭澈)

  위 시조들에 등장하는 ‘새원’은 정철이 시묘살이를 하던 곳으로63) 정철의 별서가 있

던 곳이다. 새원은 지금의 고양군 신원을 가리키는데, 당시의 새원은 조선시대 육로 교

통의 요지로 서울에서 개성으로 통하는 길목이었다. 원주(院主, 역원을 지키는 관리)라

는 관직에 재직하면서 자연을 벗 삼아 삶을 보내는 작가 정철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64) 

그리고 도롱이·삿갓과 같은 은자의 복장으로, 은자의 집 울타리 시비를 닫으며 자연친

화적인 풍류를 즐기겠다는 정철의 심정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첫 번째 시조와 세 번째 

시조에서 시적자아는 가고 오는 사람들이나 고관대작과 같은 손님들의 방문을 수고롭다

고 하면서 홀로 유수청산을 벗 삼아 지내고자 한다.

  홍료화(紅蓼花), 백빈주저(白蘋洲渚)는 원래 ‘은자(隱者)의 강호’라는 관습적 의미를 

나타내는 시어이다. 여기서는 새원이라는 지명이 명시되었기에, 홍료화·백빈주저 모두 

관습적 의미가 있는 자연물이면서 동시에 새원 일대의 실재하는 자연을 묘사하는 역할

도 하고 있다. 시적자아는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자연 풍광을 

온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셈이다. 도롱이와 삿갓을 차려 입고 ‘가늘게 빗기 치는 비바

람(細雨斜風)’을 느끼며 낚시를 하러 나가는 시적자아의 모습은 고전시가에서 자주 등장

하는 ‘강호주인’의 풍모를 갖추고 있다.65) 

  결국 위 작품에서는 새원이라는 실재적 공간에서 부임지의 자연을 돌아보면서 흥취 

62) 지위(地位) 높은 사람이 지나갈 때 구종 별배(驅從別陪)가 잡인의 통행(通行)을 통제(統制)하던 일 

63) ‘정철은 35세이던 1570년 4월에 부친상을 당하여 이후 3년 간 경기도 고양 신원에서 시묘살이를 
사였다. 37세에 벼슬길에 나아간 그는 다시 38세에 어머니 안씨의 상을 당하여 40세 때까지 부친의 
묘소가 있는 고양의 신원에서 시묘하였다.’ (정병헌, 고전문학의 향기를 찾아서, 돌베개, 1998, 75
면 참조)

64) 새원 별서는 서울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면서 많은 양반들이 거주하고 또 지나다니는 곳이었다. 
이러한 서울 근기 별서를 중심으로 생활하던 양반들의 거주지 공간 개념 속에 특이한 정서적 분위기
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러한 분위기가 심상지리를 형성한다고 보았다.(김창원, ｢<관동별곡>의 관찰사 
여정과 심상지리｣, 한국시가연구 제27집, 한국시가학회, 2009, 142~143면 참조.)

65) 고정희(2004), 앞의 책, 56~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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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설렘을 만끽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경험적 정체성이 재현되고 있다. 새원 일대가 

실재하는 구체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그곳의 자연 묘사 부분이 보편적 관습과 맞물리면

서 만들어내는 효과가 독특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여기서 ‘새원’의 이미지를 통해 시적

자아가 재현하고자 한 경험적 정체성은 결국 당대 사대부들의 의식의 바탕을 이루고 있

던 내용에 도달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철의 시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많은 수의 작품들이 사대부의 정치적 사명감과 강호가도의 지향, 은자의 풍모 등과 같

은 주제의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위 시조들에서 표현되는 시적자아

의 정체성은 개별적인 차원의 것이되, ‘강호주인’과 같은 보편적 관습과도 연결된다는 

것이다. 실제 감각적으로 경험 가능한 새원의 지리적 특색과 전경에 보편적 의미가 더

해져 시적자아의 경험적 정체성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새원’은 내용과 작가의 정서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역할

을 한다. 그리고 실제 존재하는 지명이면서 작가 개인의 삶과 연관된 구체적이고 지시

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다. ‘새원’은 작품 속 내용을 종합하고 집약하

는 대표어로 설정되어 있는데, 전경화 된 표지로 작용하면서 작품 내용에 대한 능동적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한다.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구체적 지명

들은 단순한 장소를 지칭하는 것 이상의 특정하고도 복합적인 의미를 기반으로 실제 지

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유사한 지각들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근거로 기능할 

수 있다. 현실 세계의 주어진 표상들을 자유롭게 결합하는 창조적 상상력의 근원에는 

경험이 포함되어 있다.66) ‘새원’은 작가의 경험 세계를 기반으로 한 광범위한 의미역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자들이 경험에 대한 추체험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근거

가 될 수 있다.

農巖(농암)에 올라보니 老眼(노안)이 猶明(유명)이로다

人事(인사)이 變(변)달 山川(산천)이 가가

巖前(암전)에 某水某丘(모수모구)이 어제본 예라 

           -시조문학사전 #501 이현보(李賢輔)

  위 시조에 나타나 있는 ‘농암’은 텍스트 내의 서술로 보아 이현보의 고향 예안(禮安)

의 분천(汾川)에 있던 바위를 가리키는 고유명사인 듯하다. 그런데 이 농암이라는 바위

로 인해 이 일대의 지명이 농암으로 불리기도 했다는 기록을 통해 볼 때, ‘농암’이 바위

를 가리키는 것이기는 하나 시조의 전체적인 장소감은 분강이 흐르는 농암 일대를 토대

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문에 ‘농암’이라는 고유명사 지명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66) 황윤정, ｢상상적 이해의 문학 교육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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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 있지 않지만, 작가의 작품 창작의 배경에는 분명히 실재적 장소감이 영향을 미

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주변 자연 환경과 지리적 특성에서 비롯한 장소감을 바탕으

로 ‘농암’의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바위 앞의 물과 언덕’이라는 표현은 농암 바

위 주변의 실제 경관을 바탕으로 한 진술인데, 이 경관이 오랜 세월의 흐름에도 변함없

어 어제 본 듯하다는 시적자아의 언급은 농암의 이미지를 핵심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그리고 ‘농암에 올라보니~’라고 하면서 시조의 초장 첫 구에 ‘농암’이라는 시어를 전면

적으로 배치한 것이 돋보이는데, 이것은 농암을 둘러싼 자연 경물의 속성 및 상태에 대

한 시적자아의 지각적 인식을 초점화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현보는 32세(연산군 4년, 1498년)에 문과 병과에 급제한 이후 완전히 관직에서 은

퇴하고 고향으로 물러난 76세가 되기까지 오랫동안 관직에 머물렀다. 그가 관직에 머무

르는 동안 관료사회는 극심한 대립으로 어지러웠고, 그 결과로 네 차례에 걸친 사화(士

禍)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소용돌이를 겪은 이현보는 어지러운 정치 현실을 벗

어나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소망하였고, 76세가 되던 해에 비로소 그 뜻을 이룰 수 있었

다. 이현보가 중앙 관직에 있을 때에는 사간원정언으로서 정치적 득실에 대한 직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지방관이 되었을 때에는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에 힘썼고 간간히 자연

을 찾아 어지러운 세상을 잊고자 하였다. 그래서 중앙 정치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고, 

관료사회의 첨예한 정치적 갈등에 개입하여 주도권을 장악한다든다 당파를 통해 이권을 

도모하려고 하지 않았다. 아마도 현실을 바르게 다스리고자 하는 의지 및 본래 기대와

는 다르게 전개되는 정치 세태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자연 속에서 무욕의 풍류를 즐기

고자 하는 소망이 더욱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67)

  중요한 점은 작가인 이현보가 ‘농암’이라는 구체적 공간을 중심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지향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현보는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인 

예안의 분천(汾川)에서 한가로이 지내며 귀거래를 실현하였다고 전해진다. 그는 고향집 

앞에 흐르는 분강(汾江)에서 자주 뱃놀이를 하였고, 여기에 있는 농암 근처에 부모님을 

위한 작은 집인 애일당(愛日堂)을 지었다. 위의 시조에는 그와 같은 체험이 내면화되어 

있는 것이다.68) 위의 시조에는 이현보가 오랜 벼슬생활 후 고향으로 돌아온 감회와 만

족감이 잘 드러나 있다. 산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고, 강과 모래사장이 펼쳐진 분천의 

산수는 이현보에게 있어 오랜 고향으로서의 안락함과 만족, 편안함을 주는 공간이었던 

것이다. 변함없는 산천과 옛 자취는 그에게 강호가도의 정신을 실현시키도록 해주는 중

67) 전재강, 사대부시조 작품론, 새문사, 2006, 48~52면.; 이현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으
나, 주로 유학자로서의 자기 수양 및 신하로서의 충성, 그리고 자연에의 동경에 뜻이 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대다수이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부모를 봉양하는 일에 관심이 깊었으며 효심이 뛰어났
다고 전해진다. 

68) 최재남, 체험서정시의 내면화 양상 연구, 보고사, 2012, 80~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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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매개체였던 셈이다.69)

  지금은 안동호 건설로 수몰되어 그 자취를 볼 수 없지만, 청량산에서 흘러나와 지금

의 도산서원 앞을 가로지르던 분강(汾江)은 조선시대 영남 사림들의 풍류 활동이 활발

히 이루어진 곳이었다. 분강은 낙동강의 지류인데, 물이 흘러 농암 아래에 이르면 배를 

띄우고 노를 저을 수 있을 만큼 넓고 깊어진다.70) 이 농암 바로 아래는 물살이 세차게 

스치며 급한 여울을 이루기 때문에, 그 위에 지은 초막에 앉아 있으면 물소리 때문에 

아래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 바위를 가

리켜 ‘귀머거리 바위:농암(農巖)’이라고 불렀는데,71) 이와 같이 이현보는 ‘농암’이 환기

하는 실재적 장소감을 토대로 하여 위 시조를 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현보는 위 시조에서 ‘농암’에 나타난 실재적 장소감을 토대로 어지러운 바깥 정치

와 다툼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지내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냈다. 농암’이라는 지명에는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상황에 대한 언급뿐만 아니라, 현 상황에 대한 만족 및 과거에 대

한 추억이 함께 드러나 있다. 시적자아의 과거 기억을 바탕으로 구조화된 지명 이미지

가 감각적 형상으로 실재와 밀접한 장소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현보가 자신의 호를 ‘농암’이라고 지은 까닭도 농암 주변에서 자신이 실제로 느꼈

던 감흥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가 남긴 ｢애일당중신기(愛日堂重新記)｣의 내용을 참고하

면, 이현보가 농암의 실재적 장소감을 바탕으로 하여 실제 거처하던 구체적 현실 공간

을 바탕으로 경험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시골집이 좁고 누추하여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없었기에 마침내 바위 곁에 집

(애일당)을 지었다. 예전에는 바위에 이름이 없었다. 민간에서는 이색암(耳塞巖, 귀먹

바위)이라 한다. 그 앞에 큰 강이 있고 위쪽에 급한 여울이 있어, 물 흐르는 소리가 

울려퍼지면 사람들의 말소리를 듣지 못하게 막아버린다. ‘이색’이란 이름은 아마도 여

기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은둔하여 벼슬살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들의 

거처로는 참으로 마땅하다. 그리하여 이 바위를 농암(農巖)이라 하고 아울러 늙은이

(이현보 자신을 가리킴)의 호로 삼았다.72)

  이렇게 안동시 도산면 분천리 일대의 실재적 장소감은 이현보에게 경험을 통한 인식

을 드러내주는 토대가 되었다. 즉, 분천의 자연은 경험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주된 체험 

공간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9) 신두환, ｢농암 이현보의 시가에 나타난 ‘졸박’의 문예미학｣, 대동한문학회지 제34권, 대동한문학
회, 2011, 239; 244~255면.

70) 이종묵, 조선의 문화공간 2, 휴머니스트, 2006, 32면.

71) 성낙은 편저, 고시조 산책, 국학자료원, 1996, 130면.

72) 이현보, ｢애일당중신기｣, 농암집(農巖集). 해석은 이종묵, 앞의 책, 2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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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천과 지리적으로 가까이에 있던 청량산 역시 같은 차원에서 작가의 경험적 정체성 

형성의 바탕이 되어왔는데, 아래 시조에 이와 같은 측면이 잘 드러나 있다. 학문 수양

과 사대부로서의 도학적 이상 추구라는 목표 의식을 갖고 자연 속에서 언제나 자아 성

찰에 매진했던 퇴계 이황의 시조인데, 여기에 나오는 청량산 역시 그러한 이황의 정체

성을 구체적 공간이라는 특성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淸凉山(청량산) 六六峰(육육봉)을 아니 나와 白鷗(백구)

白鷗(백구)ㅣ야 헌랴 못미들슨 桃花(도화)ㅣ로다

桃李(도리)ㅣ야 나지 마라 漁舟子(어주자)ㅣ 알가 노라

    -시조문학사전 #2044 이황(李滉)

  위 작품에서는 ‘청량산’이라는 구체적으로 실재하는 지명이 등장한다. 이 청량산은 경

북 봉화군 재산면과 명호면, 안동시 도산면과 예안면에 걸쳐 있는 산으로, 영암 월출산, 

청송 주왕산과 더불어 3개 기악을 이룬다고 한다.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청량산을 ‘사

면의 석벽이 높고 위엄이 있으며 기이하고 험준하다’라고 평했다. 주세붕도 유청량산

록(遊淸凉山錄)을 통해 청량산이 단정하면서도 엄숙하고, 밝으면서도 깨끗하여 비록 작

지만 선경(仙境)을 지닌 산이라고 하며 이 산을 애호하였다. 특히 영남 사림들에게 청량

산은 친숙한 일상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높은 절벽을 자랑하는 빼어난 경치의 명산이었

다. 그리고 이곳은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정감을 가지며, 학문적 이념과 정서적 도락을 

구현할 수 있는 매개가 되었다.73)

  퇴계의 고향인 안동 도산면 온혜리에서 불과 40리 거리에 있는 청량산은 특히 퇴계

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이었다. 퇴계가 유청량산록(遊淸凉山錄)에 쓴 발문

(跋文)을 보면 “이 산은 실제로 내 집의 산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부형을 따라 괴나리

봇짐을 메고 이 산을 왕래하며 독서했는데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살펴보면 청량산이 퇴계에게 물리적·정신적으로 깊은 유대가 있

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74) 실제로 유성룡(柳成龍)의 아들 유진(柳袗)은 1614년 

청량산을 유람한 뒤 지은 <유청량산일기(遊淸凉山日記)>(수암집)에서 청량산의 풀 한 

73) 박원식, 천년산행-산에 들어 옛사람을 보다, 크리에디트, 2007, 238~241면.
 일례로, 다음과 같은 작품을 들 수 있다. 이현일(李玄逸), 갈암집(葛庵集) 별집 제1권, <권천장(權天

章)이 보내 준 시에 차운하다.> : 예전에 작은 뜻을 품고서 / 한 번 조선을 일으켜 보려 했었네/ 그
러나 마음과 일이 부딪치는 일마다 어그러져/ 어느덧 늙은이가 되었네/ (중략) 책을 가지고 다시 돌
아오니/ 집은 푸른 낭떠러지 끝에 기대었네/ 청량산에 돌아온 것을 스스로 기뻐하니/ 세상의 부귀공
명에 어찌 다시 끌리겠는가/ 부러운지고 그대는 큰일을 하려고/ 밤낮으로 안연을 외는구나/ 시름이 
깊어 멍하니 말을 잊으니/ 가슴속의 회포를 누구와 얘기할까.(후략)(夙昔抱微志/ 一顧興朝鮮/ 心事觸
境違/ 潦倒成居然 (중략)携書復歸來/ 家倚蒼崖巓/ 自喜返淸凉/ 世念那復牽/ 羨君方有爲/ 日夕誦顔淵/ 
窮愁嗒忘言/ 中情誰與宣.(후략))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홍기은 역 참조.

74) 박원식, 앞의 책, 242~24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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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 나무 한 그루에도 퇴계의 덕이 담겨 있다고 하고 있다. 그는 특히 ‘세상에 나아간 

퇴계 선생이 물러난 후 이 산에서 밝은 도를 강하고 학문을 바로 세웠다’라고 하면서 

퇴계 덕을 칭송하고 있다. 특히 청량산의 험준한 모습에서 충신이 어려운 때를 만났

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뚝 서서 뜻을 지키는 것을 연상하는 부분에서 이러한 흠모

의 경지가 잘 드러난다.75)

  이황은 주자가 무이산에서 육육봉을 경영한 사실과 도연명의 ｢도화원기｣의 내용을 염

두에 두고 위 작품을 지었다. 청량산의 열두 봉우리를 무이산의 서른여섯 봉우리와 같

다고 여기고 있는 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76) 위의 작품에서 퇴계는 ‘청량산’에

서 무욕의 상징인 ‘백구’와 벗하며 뜻을 지키고 욕심과 허물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

을 노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화려하지만 빠르게 사라지고 마는 ‘도화’가 야

단스러우며 믿음직스럽지 않다고 하면서, 어진 선비를 상징하는 ‘도리’에게 떠나지 말라

고 간청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청량산’과 퇴계에 얽힌 사연을 참조로 할 때, 이 시조에서 퇴계가 청

량산에 대한 개인적이며 직접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실재적 장소감을 가지고 있

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앞에서 장소감을 갖는다는 것은, 그 장소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공감하며 스스로의 정체감이나 실존과 연관을 맺는다는 의미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청량산’과 같은 구체적 공간에서 재현된 퇴계의 경험적 정체성은 청량산의 실재적 장

소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그리고 청량산의 봉우리들마다 자신의 정체성을 투영하

고자 하였던 퇴계 심정이 ‘청량산’이라는 지명 이미지에 집중적으로 재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벼슬살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여 꿈속에서도 은거의 삶

을 소망했던 이황은 꿈속의 혼령이 선산을 그리워하는 처지를 표현한 시를 통해 관료생

활에 대한 회의와 자연 속에서 학문에만 전념하고자 하는 의지의 간절한 실현을 드러내

었다.77) 청량산은 당시 은거를 희구하던 이황의 ‘정신적 지향처’라는 상징적 공간이었

75) 이종묵, 앞의 책, 209면.

76) 청량산에는 최고봉인 장인봉을 비롯해 외장인봉·선학봉·축융봉·경일봉·금탑봉·자란봉·자소봉·연적봉·
연화봉·탁필봉·향로봉 등 12개 봉우리가 있다. 조선시대 이전의 청량산은 불심이 가득한 산이었기에 
봉우리 이름도 보살봉, 의상봉, 반야봉, 원효봉 등 불교와 관련된 이름 위주였다. 퇴계 이황이 청량산 
봉우리를 중국의 무이산과 연관시키면서 '육육봉'으로 부르는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청량산의 봉우
리의 이름이 되었다. (김기영, ｢청량산의 시가문학적 형상화와 그 의미｣, 충청문화연구 제1집, 충남
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2008, 107면.)  

77) 반생토록 속마음이 쇠처럼 굳세지 못하여/ 선산의 묵은 빚 오래도록 갚기 어려웠네/ 꿈속의 혼 다
시 맑고 빼어난 곳 가로지르는데/ 육체의 부림 아직도 먼지구덩이에 떨어져 있네/ 이태백은 여산에 
들어가 햇빛 읊조렸고/ 한유는 화산에 올라 하늘빛을 흔들었지/ 뛰어나 작품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보내주어 펴주니/ 천 길 절벽에서 바람에 치마를 날리는 듯하네.(半生心腸未鐵剛/ 仙山宿債久難償/ 
夢魂時復凌淸峭/ 形役今猶墮軟香/ 白入匡廬吟日照/ 韓登華岳撼天光/ 巨編何幸投來看/ 千刃還疑共振
裳.) ｢제주경유유청량산록후(題周景游遊淸凉山錄後)｣, 퇴계집 권2, 민족문화추진회 편, 한국문집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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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이다. 실제로 이황은 1555년 11월이 되어서야 그리워하던 청량산에서 한 달간 머

무르며 독서와 시작(詩作)에 몰두할 수 있었다. 한양에 머무를 때에 늘 꿈에서도 청량산

을 그리워했던 이황이 오랜 숙원을 이루게 된 것이다.78) 청량산에서 백구와 단 둘이서 

학문과 마음 수양에만 정진하고자 하였던 이황의 소망은 그의 시조나 한시 작품 속에서 

정체성의 재현으로 드러나고 있다.

讀書人說遊山事  글 읽기와 산놀이가 비슷하다 하지마는

今見遊山似讀書  이제 보니 산놀이가 글 읽기와 같구나.

工力盡時元自下  공력이 다하면 응당 내려오고

淺深得處摠由渠  깊이를 얻는 것은 모두가 자기에게 달린 것

坐看雲起因知妙  앉아서 구름 일어나는 것 보고 묘함을 알고

行到源頭始覺初  가다가 근원에 이르면 사물의 시초를 깨닫네.

絶頂高尋勉公等  그대들이여, 절정 높은 곳을 찾으라.

老衰中輟愧深余  노쇠하여 중도에 그만 둔 내가 부끄럽구나.     -｢독서여유산(讀書如遊山)｣79)

  

 이황은 위의 시를 통해 청량산에서 학문에만 매진하며 수양하던 삶의 의미를 되짚어보

고 있다. 여기서 인내가 요구되는 등산의 과정은 지식인들이 학문하는 과정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80) ‘청량산’을 오르는 경험적 행위와 그 장소의 실재적 장소감

이 작가 이황이 중심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표출하는 매개로 작용하고 있다. 

이황 자신의 정체성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도’를 배우는 것이 청량산을 오르는 일

과 같다는 점에서 청량산의 이미지가 이황의 정신적 성숙 과정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또한 청량산의 이미지는 그의 문학작품 속에 언급되는 정체성 실현의 내용을 재현하는 

중심 질료가 되고 있다. 

  이황의 산행과 구도적 실천이 녹아있는 청량산은 경상북도 봉화에 있는 단순한 자연

물로서의 산이 아니라 도학자들의 결집지로서의 기능을 하는 동시에 학습장이 되었다. 

산을 찾아 정신적 이완과 관료적 유흥을 즐기던 풍류적 공간의 산이라는 틀을 벗어나  

조선의 무이산(武夷山)과 같은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배경에

는 이황의 경험적 정체성의 실천이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淸凉山(청량산) 六六峰(육

육봉)을 아니~>에서 시적자아는 도화꽃을 따라 어부가 청량산을 찾아올까 우려한다. 

그는 청량산의 선경을 자신과 백구만이 아는 비밀 장소, 도학 성지로 만들고자 한 것이

간 제30권, 민족문화추진회, 2006, 293면.

78) 우응순, ｢청량산 유산문학에 나타난 공간인식과 그 변모 양상-주세붕과 이황의 작품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34권 제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 436~437면.

79) 퇴계집, 민족문화추진회 편, 앞의 책, 126면.

80) 우응순, 앞의 논문, 4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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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황에게 있어 청량산은 불변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도학자들의 구도의 공간이었기

에 당연히 혼탁한 정치와 단절하여 순수한 학문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세

속 공간과 격리되어 있는 청량산에서 이황은 주자가 무이산에서 정사(精舍)를 경영하며 

제자를 키워 주자학의 기반을 튼튼히 했듯이 청량산을 중심으로 성리학의 맥이 강고히 

이어지기를 바란 것이다.81)

淸凉山(청량산) 景(경)됴흔  芒鞋(망혜) 竹杖(죽장) 신고

三尺(삼척) 一壺酒(일호주)로 處處(처처)의 안자 노니

아마도 世事(세사)을 다 니니 갈 줄 몰라 노라  -한국시조대사전 #3999 신교(申灚)

淸凉山(청량산) 六六峯(육육봉)아 퇴계선생 너와 같이 노시더니

청산은 萬古靑(만고청)이로다마는 우리 선생 어데 가신고

아마도 선생의 덕은 너와 같이 마치리라.            -한국역대산수유기취편, 박종(朴琮)

  위의 두 시조는 모두 먼저 논의했던 이황의 <淸凉山(청량산) 六六峰(육육봉)을 아
니~>와 연결되는 작품들이다. 먼저 첫 번째 시조에서 시적자아는 청량산의 경치 좋은 

곳에 찾아가 거문고와 술로 세상의 번잡한 일과 시름을 다 잊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준

다. 이 시조의 작가인 백석정(白石亭) 신교(申灚)는 17세기 후반의 문인으로, 고향인 충

북 청원군 낭성면 관정리 지담가 바위 위에 정자 백석정을 짓고 산수와 더불어 살았다

고 전해진다. 그는 1690년(숙종 16년) 아우인 신하과 신협이 각각 승지와 정언에 오르

면서 음직(蔭職)으로 북부참봉에 올랐다가, 벼슬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고향으로 돌아와 

자연을 벗하며 1703년 63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유유자적한 생애를 보냈

다고 한다.82)  

  신교는 1699년경 광주에서 지낼 때, 경북 안동 및 청송 지방의 명승지를 탐방하고 

감회를 읊은 시조를 남겼는데, 위 작품도 그때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주왕산, 

청량산, 분천 등의 장소가 퇴계 이황 선생의 학덕(學德)을 입은 후학들이 스승의 덕을 

기리고 학자의 도를 실천하며 교류하는 중심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83) 신교 역시 

이황 선생의 학문과 수양의 경지를 흠모하며 계승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다는 점에서 

청량산에서 세상을 잊고 지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다. 즉, 이 시조는 망혜

와 죽장이라는 은자의 차림새를 하고 청량산에 오른다는 점에서 많은 사대부들이 강호

에서 은거하며 세속의 일을 잊고 살아가고자 하였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여

81) 위의 논문, 440~441면.

82) 남상득, ｢백석정 신교의 생애와 문학｣, 어문연구 제34집, 어문연구학회, 2000, 227~228면.

83) 이수봉, ｢백석정 신교의 가사와 시조｣, 겨레어문학, 제9·10합집(김일근박사 화갑기념호), 건국대국
어국문학연구회, 1985, 3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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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나타나는 청량산의 모습은 번잡한 세상과 대조되는 이상향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청량산의 장소 이미지는 퇴계 이황이 청량산을 희구하던 배경을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같다. 이 작품 역시 이황의 정신적 경지와 학문 세계를 흠모하고 그의 정체성을 

따르려 하였던 후학들의 마음이 투영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84) 

  두 번째 시조에서는 직접적으로 ‘퇴계 선생’이 청량산의 봉우리들과 벗하며 지내던 

일이 언급되어 있다. 시적자아는 현재 퇴계 선생은 세상에 없을지라도 만고에 푸른 청

산과 같은 퇴계의 덕은 맞추어 빛날 것이라고 하면서 청량산에 서린 퇴계 이황의 뜻을 

기리고 있다. 이 시조의 작가인 당주(鐺洲) 박종(朴琮)은 18세기의 문인으로 <백두산유

록(白頭山遊錄)>, <청량산유록(淸凉山遊錄)> 등의 작품을 통해 실제 자연의 풍광에 대

한 체험을 글로 남겼다. 특히 산천 형세를 자세하게 묘사하여 현실감 있게 표현하는 동

시에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거나 자연에 깃든 성현의 덕을 글로 담아내었다고 한다.85)

   위의 시조는 박종이 1780년 8월 청량산을 유람하고 남긴 ｢청량산유록｣에 수록되어 

있는데, 청량산을 찾은 박종은 산의 모든 경물이 이황의 뜻과 절개와 연결되어 있다고 

표현하였다. 박종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황의 청량산 시조에 화답하는 형식으로 위의 시

조를 창작하였다고 하는데,  아래의 인용문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

다.86)

“······만 길 높게 솟은 절벽을 올려다보면 굽힐 수 없고 범할 수 없는 선생의 뜻과 

절개를 볼 수 있다. 외로운 구름이 절벽에 머물고 밝은 노을이 골짜기에 깃들이는 

곳에는 깨끗하고 그윽한 선생의 흥취가 남아 있다. 풀과 나무가 푸르게 무성하고 이

끼와 꽃이 흐드러진 곳에는 도탑고 예스러운 선생의 자태가 남아 있다. 이와 같으니 

선생의 시대가 비록 멀지만 선생의 덕을 청량산에서 구한다면 충분할 것이다. 그러

니 늦게 태어난 것을 어찌 탄식하겠는가?”87)

  이 시조들 외에도 많은 한시 작품들이 유사한 견지에서 퇴계의 덕을 기리고 그의 정

신적 경지를 흠모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작품들이 모두 ‘청량산’

의 지명 이미지를 되풀이해서 형상화하여 시적자아의 정체성을 재현해내고 있다는 점이

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체성은 경험적 차원의 실제 장소에 투영되었는데, 그러한 장소

감을 가진 지명이 시대의 흐름에도 변함없이 연결되는 ‘시공간적 유물’이 된 것이다. 

  이 외에도 한시 도산잡영과 시조 <도산십이곡>에 나타난 퇴계의 생활모습은 그의 

84) 김기영, 앞의 논문, 108~109면 참조.

85) 손혜리, ｢당주 박종의 <백두산유록> 연구｣, 대동한문학 제26집, 대동한문학회, 2007, 311~317
면.

86) 이종묵, 앞의 책, 216면.

87) 박종, ｢청량산유록｣, 정민 편, 한국역대산수유기취편(韓國歷代山水遊記聚編), 민창문화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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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생활공간이자 그를 둘러싼 자연공간인 ‘도산’에 주체적인 의미 부여를 통해 갖

게 된 장소감을 토대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88) 특히 퇴계가 주자의 ｢무이정사

잡영(武夷精舍雜詠)｣을 받아들여 도산의 산수와 화훼, 건축물을 시로 읊으면서 성리학의 

이념을 담은 장소로 만들어나가는 모습이 도산잡영에 잘 나타나 있다. ‘도산’은 경북 

안동시 도산면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곳에는 퇴계가 벼슬에서 물러나 서원

을 짓고 학문에 몰두하던 도산서원이 있다. 

  앞에서 예로 든 시조 <청량산 육육봉을~>에 나타난 퇴계의 정체성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보다 잘 알기 위해서 도산서원의 건축물과 도산서원 주변의 자연 경관을 

창작의 소재로 삼은 <도산십이곡>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퇴계가 학문에 뜻을 두고 고

향에 돌아간 뒤의 생활모습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도산이라는 지명이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산’은 퇴계가 부여한 의미에 따라 이루어진 장소이며, 그 장소에서 

이루어진 구체적 사건과 경험들은 바로 퇴계의 ‘삶’이 되었기 때문이다. 퇴계는 

1557~1561년에 도산서원(陶山書院)을 지었는데, 도산서원의 건축물들과 주변의 자연 

경물들에 대해 성리학의 이념을 담은 이름을 붙이고 날마다 그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였

다.89) 

  <도산십이곡>은 작품 본문에 직접적으로 ‘도산’이라는 지명이 나오지는 않지만, 도산

에 지은 도산서원 안의 구체적인 장소들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장

소를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환기하는 이미지를 통해 시적자아가 주체적으로 담아낸 실재

적 장소감과 경험적 정체성 재현이라는 측면에서 예로 들어볼 수 있겠다.

春風(춘풍)에 花滿山(화만산)고 秋夜(추야)에 月滿臺(월만대)라

四時佳興(사시가흥)이 사과 한가지라

믈며 魚躍鳶飛 雲影天光(어약연비 운영천광)이야 어 그지 이시리

天雲帶(천운대) 도라드러 玩樂齋(완락재) 蕭灑(소쇄)듸

萬卷 生涯(만권 생애)로 樂事(낙사)ㅣ 無窮(무궁)얘라

이 에 往來風流(왕래풍류) 닐러 무슴고         -이황,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90)

  위의 구절들은 천연대와 천광운영대 주변을 산책하며 물가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보면서 시경의 구절을 되새기고 생명감이 넘치는 천지자연의 오묘한 이치에 마음의 문

88) 박청미, ｢공부의 의미 탐색: 퇴계의 ‘공부론’에 나타나는 즐거움을 중심으로｣, 교육철학 제44집, 
교육철학회, 2009, 65면. 

89) 권오영, ｢퇴계의 <도산잡영>의 이학적 함의와 그 전승｣, 한국한문학연구 46호, 한국한문학회, 
2010, 95면 참조.

90) 정병욱 편저, 시조문학사전, 신구문화사,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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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열리는 경지를 담고 있다. 그리고 자연물과 노닐며 고취된 흥은 완락재로 들어와 다

시 고요한 학문 탐구의 세계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된다. 오가며 느끼는 풍류

와 흥취가 자유로운 사색과 정신 수양 속에 조화롭게 융합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퇴계는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성리학적 이념과 뜻을 되새기는 깨달음을 얻

고 있다. 즉 퇴계는 도산서원이라는 구체적 공간과 주변의 자연물을 통해 감응되고, 자

연경물에 대한 합일과 의미 부여를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의 과정까지 나아

가고 있다.

  퇴계는 주변 자연과 어우러지게 도산서원의 안팎을 구획하고, 각각의 공간에 이념과 

뜻을 담은 이름을 붙이며 항상 그것을 통해 마음속을 정화하고 가다듬으려 하였다. 농

운정사, 완락재 등과 같은 건축물 외에 도산서원 주변의 자연경물에도 천연대, 천광운

영대 등의 이름을 붙이며 뜻을 취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퇴계는 자신의 성리학적 이념

과 수양의 의지를 주변 자연물과 건축물과 같은 공간에 투영시켜서 주변의 물(物)이 친

밀하면서도 의미 있는 표상으로서의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표적으로 퇴계가 거처하며 밤낮으로 책을 읽고 사색에 잠겼던 도산서원의 완락재와 

천연대, 천광운영대에 관한 도산잡영의 관련 부분을 보면 이러한 내용을 재확인할 수 

있다.91) 도산의 안팎을 오가며 흥에 겨워 읊조린 시들은 퇴계가 글공부를 하는 간간이 

주변 자연 경물을 통해 정신을 맑게 하며 뜻을 가다듬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러한 시

를 짓는 행위를 통해 도산서원 안팎의 물(物)은 퇴계에게 더욱 친밀하고 의미 있는 장

소로 기능하고 있다. 

  천연대와 천광운영대는 도산서원 주변의 실경(實景)을 바탕으로 하는 장소이다. 이황

은 당시 도산의 전반적 형세를 묘사하면서 이 두 장소에 대해서 “그 위를 쌓아 臺(대)

를 만드니 우거진 소나무는 해를 가리고, 위로 트인 하늘과 아래로 흐르는 물에는 새와 

고기가 날고 뛰며 좌우의 翠屛山(취병산) 그림자가 물에 일렁이며 푸르름을 머금고 있

어, 강산의 승경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므로 ‘天淵臺(천연대)’라 했다. 그 서쪽 산록 또한 

이를 본떠 대를 쌓아 이름을 ‘天光雲影臺(천광운영대)’라 했는데 승경이 천연대에 못지

않다.”92)라고 하며 실경을 바탕으로 한 자연 이미지가 창작의 토대가 되었음을 밝히고 

91) <천광운영대(天光雲影臺)> : 거울 같은 활수에 하늘빛 구름 그림자 비치니/ 책을 읽고 깊은 깨달음
이 네모난 연못에 있었네/ 내 이제 맑은 연못가에서 뜻을 터득하니/ 주자께서 당년에 감탄하던 것과 
흡사하다네.(活水天雲鑑影光/ 觀書深喩在方塘/ 我今得在淸潭上/ 恰似當年感歎長.)

 <천연대(天淵臺)> : 솔개는 날고 물고기는 뛰는 것 누가 시켰나/ 활발히 유행하는 묘한 이치 하늘과 못
에서 보겠네/ 강대에서 종일토록 마음과 눈이 열리니/ 명(明)과 성(誠) 담은 중용을 반복해서 외우
네.(縱翼揚鱗孰使然/ 流行活潑妙天淵/ 江臺盡日開心眼/ 三復明誠一巨編.)

 <완락재(玩樂齋)> : 경을 주로해도 도리어 의를 모아야 하니/ 잊지 않고 조장하지 않으면 무르익어 통
하리/ 흡사 주염계의 태극의 묘리에 나아간 듯/ 이 즐거움은 천년을 지내도 같음을 믿노라.(主敬還須
集義功/ 非忘非助漸融通/ 恰臻太極濂溪妙/ 始信千年此樂同.) 

  (권오영, 앞의 논문의 해석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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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성기옥은 이러한 점을 강조하여 <도산십이곡>에 등장하는 자연이미지들은 모두가 도

산의 실경을 배경으로 한 것이고, 이 작품이 함의하는 우주론적 인식의 세계는 이런 자

연의 경험을 통해 도달한 확산적 의미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유란(幽蘭)이 재곡(在谷)

하니~’, ‘산전(山前)에 유대(有臺)하고 대하(臺下)애 유수(有水)ㅣ로다’ 등의 서술을 통해 

도산의 자연 경관이 전경화된다. <도산십이곡>의 자연은 경험을 통해 인식된 것이므로, 

퇴계가 살던 당시 도산의 실제 모습을 떠올리지 않고서는 이들 시편에 표현된 자연의 

아늑한 정취 및 마음의 평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어렵다.93)

  ‘도’를 추구하고 학문에 정진하며 정신적인 수양을 지속하는 정신은 퇴계 이황 외에

도 많은 사대부들 사이에서 주변의 현실 세계에 실재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반복되며 이

어져 내려왔다. 그러한 장소감은 특정 지명을 문학작품 창작에 활용하는 근거가 되었고,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며 거듭해서 재현되어 왔다. 지리적 실제 공간이 가지고 있는 구

체적이고 감각적인 형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지명 이미지가 당대의 학문 경향 및 문화

적 담론과 연결되어 시적자아의 주제적 의식을 재현해내는 질료가 되는 것이다.

가노라 三角山(삼각산)아 다시보쟈 漢江水(한강수)야

古國山川(고국산천)을 나고쟈 랴마
時節(시절)이 하 殊常(수상)니 올동말동 여라

              -시조문학사전 #3  김상헌(金尙憲) 또는 소현세자(昭顯世子)

  위의 시조의 삼각산은 북한산의 다른 이름으로 볼 수 있는데,94) 신증동국여지승람
에서 서술한 ‘한성부’에 대한 설명을 보면, 삼각산과 남산, 한강 등이 도성의 대표적인 

산천으로 나타나 있다.95) 삼각산과 한강은 한양을 구성하는 구체적 장소이자 도성으로

92) ｢퇴계집｣ 권3 시 도산잡영병기, 7b-8a, 민족문화추진회 편, 한국문집총간 제29권, 민족문화추진
회, 2006, 102면.

93) 성기옥, ｢<도산십이곡>의 재해석｣, 진단학보 제91호, 진단학회, 2001, 257; 264면 참조. 

94) 신증동국여지승람 한성부의 기록이나 고려사의 기록,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북한지에 따르면 지금의 북한산을 가리키는 삼각산이라는 명칭이 고려와 조선 시대에 일반화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삼각산은 인수봉·백운봉·만경봉 세 봉우리가 삼각을 이루어 나란히 있는 모습 때
문에 유래되었는데, 근래에까지 삼각산이란 이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조선 후기 북한산성이 
축성된 내용을 기록한 북한지가 출간된 이후 북한산이란 이름이 자연스럽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중부편, 국토지리정보원, 2008.)  
95) “삼각산이 진산(鎭山)이 되었는데 낙산(駱山)이 왼쪽에 높이 솟고, 모악(母岳)이 오른쪽에 자리 잡았

으며, 목멱산(木覓山)이 앞에 읍하고 한강[漢水]이 그 앞에 흐른다. 서쪽은 압록강으로 경계를 삼고, 
동쪽은 동해[桑暾]에 접하였다. 북쪽으로 화산(華山, 삼각산)을 의지하여 자리 잡고 남쪽으로 한강에 
임하였는데 토지가 평탄하고 넓으며 백성이 많고 부유하여 번화하다.”라고 한다.(이행 외, 신증동국
여지승람 제3권 비고편-동국여지비고 제2편 한성부(漢城府), 김용국 역, <한국고전종합DB>, 한국고
전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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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면모를 드러내는 장소감을 가진다. 따라서 이 두 지명은 고국을 떠나는 시적자아

의 서글픈 심정을 더 부각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지명 이미지를 드러낸다. 시적자아는 

조선의 수도인 한양을 떠나는 애통함과 근심을 두 지명이 환기하는 구체적 장소감을 중

심으로 하여 투영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에 한양은 단순히 조선의 수도(首都)라는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었다. 당대 

사대부들은 한양과 가까운 한강 나루터 강변에 별서를 두고 ‘중앙’으로서의 서울과의 

접근성을 중시하였다. 강호에 은거하는 형태의 삶을 유지할 때에도 이것은 마찬가지였

고, 주변의 사대부들과 함께 연대를 이루며 문학 창작 활동을 하는 등 자신들이 중앙과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을 고수하려 하였다.96) 자신의 거주지가 서울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다시 올라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이 클 것이므로 사대부들은 

가능한 한 임금이 계신 도성이 있는 서울 가까운 곳에 거처를 마련하려고 애썼던 것이

다.97) 당대 사대부들에게 한양이라는 장소는 자신의 사대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동료들 간의 결속을 놓치지 않도록 하며, 임금과의 연결 고리를 상징하는 중심 지점으

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렇듯 중앙 중심의 의식은 사대부들에게 ‘경복궁’, ‘광화문’과 같은 작은 범위의 장소

에서부터 ‘한강’, ‘삼각산’, ‘남산’ 등 ‘한양’을 대표하는 지명들에까지 유사한 장소감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조선 초기 처음 수도를 ‘한양’으로 정한 후 사대부들은 그들이 생

각하는 왕도의 이상을 투영하여 한양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주력하였다. 신도읍지의 형

상화를 조선의 정당성과 하늘에서 정해 준 운명과 연결시켰고, 그러한 수도의 위세가 

왕조의 지향과 맞물린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98) 그러다가 조선이 안정기에 들어선 

15세기 후반에 오면, 왕조의 태평성세와 개인의 유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도

성은 많은 백성들이 거주하는 번화한 모습을 보이며 태평한 나날을 이어가고, 사대부들

은 관인의 삶을 살면서도 처사로서의 여유로운 생활방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곳이 된 

것이다. 

이 몸 허러내여 낸믈의 오고져

이 믈이 우러녜여 한강 여흘 되다면

그제야 님 그린 내 병이 헐 법도 잇니            -시조문학사전 #1673 정철(鄭澈)

  위의 시조에 나오는 한강은 임금이 계신 한양을 대표하는 시어가 된다. 정철의 <관동

96) 김창원, ｢지역문학 연구의 방법과 방향-조선후기 근기(近畿) 지역 국문시가를 예로 하여｣, 우리어
문연구 제29집, 우리어문학회, 2007, 249~250면.

97) 김창원, ｢조선후기 근기(近畿) 지역 강호시가의 지역성-김광욱의<栗理遺曲>을 대상으로｣, 시조학
논총 제28집, 한국시조학회, 2008, 67~69면.

98) 이러한 내용은 악장가사에 실려 있는 정도전(鄭道傳)의 <신도가(新都歌)>에 특히 잘 드러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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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곡(關東別曲)>에 “진주관(眞珠舘) 죽서루(竹西樓) 오십천(五十川) 린 믈이/ 태백산

(太白山) 그림재 동해(東海)로 다마가니/ 리 한강(漢江)의 목멱(木覓)에 다히고져”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삼척에 머물면서 죽서루 앞을 지나는 오십천을 보며 느끼

고 있는 작가의 상상력이 확장되는 양상이 잘 드러나 있다. 태백산의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는 오십천의 힘을 빌려서 한강과 목멱이 있는 도성의 임금에게 자신의 충정을 전

달하고 싶은 마음이 표현된 것이다.99) 위 시조에서도 이러한 상상력이 유사하게 전개되

는데, 내 몸을 헐어내어 냇물에 띄우면, 그 냇물이 울면서 흘러가 한강물에 합쳐질 것

이라는 예상을 통해 임을 그리워하는 자신의 마음을 절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한강, 목

멱 모두 실재적 장소감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 공간인데, 임금을 향한 충정이라는 시적

자아의 지향에 따라 경험적 정체성이 표현되고 있다. 

  한편, 구체적 공간을 뜻하는 지명 시어가 시공간의 유물로 기능하는 것을 ‘남산’을 중

심으로 한 시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의 Ⅱ장에서 지명 이미지의 주된 기능으로 

경험이 집약된 시공간의 유물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는데, 시공간의 유물이 되는 

과정은 감각적 이미지의 차원에서 환기되는 장소감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南山(남산) 기픈 골에 두어이랑 니러두고

三神山(삼신산) 不死藥(불사약)을 다 야 심근말이

어즈버 滄海桑田(창해상전)을 혼자 볼가 노라        -시조문학사전 #380 신흠(申欽)

  위의 시조의 작가인 상촌(象村) 신흠(申欽, 1566-1628)은 젊은 시절 남산 아래에 살

면서 지봉(芝峯) 이수광(李睟光)과 더불어 노래를 지어 부르곤 했다고 전해진다.100) 그

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인식과 정치현실에 대한 염증의 정서를 다수의 시를 통

해 남겼다. 특히 벼슬을 잃고 홀로 외로이 산속에 칩거하며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부정 

및 비판을 표현하거나, 체념과 도피 의식 및 취흥의 풍류를 드러내기도 하였다.101) 

  위 시조에서는 남산이라는 지명의 ‘깊은 골짜기’라는 특성과 한양에 있는 산이라는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창작의 발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푸른 바다가 뽕나무 밭이 될 

정도로 변화하는 세상을 보리라는 언급을 통해, 세상에 대한 비판과 그로부터 스스로를 

고립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그런데 소인배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군자의 세상으로 변하

는 것은 불사약을 먹고 기다려야 할 정도로 요원한 일이다.102) 여기서 배경이 되는 장

99) 고정희, 고전시가와 문체의 시학, 2004, 157면.

100) 김창원, ｢신흠 시조의 특질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제16집, 한국고전문학회, 1999, 85면.

101) 조성진, ｢신흠 시조의 성격과 그 일신의 면모｣, 국문학연구 제20집, 국문학회, 2009, 91~95면.

102) 고정희, ｢신흠 시조의 사상적 기반에 관한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제1집 제1호, 청관고전문학
회, 1999, 2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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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남산’이지만, 이 작품은 실제 남산의 장소감만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중장의 

‘삼신산’은 신선이 사는 곳이라고 전해지는 상상의 공간인데, 이 삼신산의 전설에서 비

롯한 관습적 장소감도 작품 창작에 활용되고 있다. 시적자아는 불사약을 심고 캐는 신

선이 되어 세상이 변하는 것을 바라보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南山(남산) 린 골에 五穀(오곡)을 초 심거

먹고 못나마도 긋지나 아니면

그밧긔 녀나믄 富貴(부귀)야 랄줄이 이시랴      -시조문학사전 #381 김천택(金天澤) 

南山(남산)에 鳳(봉)이 울고 北岳(북악)에 麒麟(기린)이 논다

堯天舜日(요천순일)이 我東方(아동방)에 밝아셰라

우리도 聖主(성주) 뫼옵고 同樂昇平(동락승평) 리라  

           -시조문학사전 #385 오경화(吳擎華)

  위의 두 시조에도 ‘남산’이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첫 번째 시조에서는 남산 근처에서 

오곡을 심어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소박하고 만족스런 삶을 살겠다는 지향이 드러난다. 

그리고 두 번째 시조에서 남산은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절에 임금을 모시고 태평성대를 

누리고자 하는 소망을 투영하는 곳이다.103) 남산은 여기서 태평한 시절 속에서 욕심 없

이 유유자적 살아갈 수 있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할 수 있는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

다. 그리고 세속적인 부귀를 마다하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며 유유자적한 

삶을 살겠다는 시적자아의 지향이 남산의 실재적 장소감을 통해 드러나 있다.

  두 시조 모두 남산이라는 지명이 실재 공간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하는데, 앞에서 나

온 두 신흠의 시조와 유사한 점은 모두가 ‘생활공간’을 지칭한다는 것이다. 신흠과 같은 

사대부가 말하는 남산의 이데올로기와 김천택, 오경화 등 중인 가객이 말하는 남산의 

이데올로기는 서로 다르지만, 남산이라는 구체적 공간이 시적자아의 사적 정체성을 강

하게 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중인 가객들에게 남산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가까운 생활공간이자 그러한 지향을 드러내는 감각적 이미지를 환기하는 공간이 

된다. 

  이와는 달리 삶에 대한 남산이 오로지 여가 및 유흥의 공간으로만 나타나는 예도 있

어 주목할 만하다.  

103) 위의 세 작품 중 마지막 작품은 생몰연대 등의 정보가 잘 알려지지 않은 오경화의 작품으로 알려
져 있다. 이 작품 외에도 두 수의 시조가 같은 작가의 것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보면, 당대 가객
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이응백·김원경·김선풍 감수, 국어국문학자료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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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님 南山(남산)의 가새 됴흔 期約(기약) 닛디마오

닉은술 漸漸(점점) 싀고 지진 곳煎(전) 세여가
자내 아니옷가면 내혼잔들 엇더리       -권섭(權攝), <獨自往遊戱有五詠>

                              

  위의 시조는 옥소(玉所) 권섭(權攝, 1671-1759)의 <五詠>이라는 5수의 연시조 중 하

나이다. 권섭이 지은 <五詠>이라는 5수의 연시조는 매우 흥미로운 작품이다. 제1수에서 

권섭이 시절이 좋으니까 전에 기약한 대로 남산에 가자고 말하는데, 제2수에서 여러 문

관(文官)들이 어제 곡성(曲城)을 보고 오늘 또 남산 가잔다며 “미친 사람”이라고 꾸짖으

면서, 우리들은 과거에 급제하고 호사(好事)를 하여야겠다고 답한다. 그러자 제3수에서 

권섭이 다른 객들을 향해 남산을 다녀 온 뒤에 ‘승유편(勝遊篇)’을 지어 후세에 전하자

고 한다. 제4수에서 다른 객들도 ‘숨차고 오금 아파서’ 못 가겠다고 거절하고, 차라리 

더운 방에서 배 위에 아기를 앉혀 놓고 귀여워하겠노라고 말한다. 제5수에서는 결국 벗

들이 있든지 없든지 남들이 비웃든지 말든지 좋은 시절에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회포를 

풀고 오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으로 끝맺고 있다.104)

  권섭은 평생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는데, 그런 점에서 ‘관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보통 사대부들이 남산을 시 창작의 중심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 남산

은 서울 안에 있는 산이면서 동시에 관인의 삶 속에서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기능하고 있다.105) 그런데 권섭은 벼슬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에게 있어 남산은 오로지 

유람을 가는 곳으로만 의미를 지닌다. 권섭은 자신이 벼슬하지 않고 이렇게 남산에서 

좋은 시절을 즐기며 마음껏 구경 다니는 것이 세속의 명리를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비웃

음을 살 만한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름다운 경치를 통해 회포를 푸는 삶에 대한 만족

감이 중요하므로 그러한 비웃음은 아랑곳하지 않겠다고 한다. 권섭은 과거를 포기한 사

대부로서, 그에게 있어 남산은 그저 유락의 공간이자 과거급제와는 다른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 

  서거정의 <한도십영(漢都十詠)>에 보면, 봄철 남산에 올라 꽃을 즐기는 내용을 다룬 

‘목멱상화(木覓賞花)’에 이와 같은 남산의 장소감이 잘 드러나 있다.106) 목멱산은 남산

의 원래 명칭인데,107) 서거정의 <한도십영>에도 남산은 풍류를 즐길만한 아름다운 공

104) <五詠> 전문은 박요순, ｢옥소 권섭의 시가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참조.

105) 김태준 외, 문학지리·한국인의 심상공간 국내편1, 논형, 2005, 35~36면.

106) <木覓賞花(목멱상화)> 徐居正(서거정) : 성 남쪽 하늘에 닿은 산이 놓였는데/ 열두 청운교를 디디
고 올라가니/ 옥부용을 꽂아 세운 듯한 화산(백악)/ 금포도를 물들여 낸 듯한 한강/ 장안 만호엔 집
집이 꽃밭/ 누대에 비치어서 붉은 비가 오는 듯/ 청춘이 얼마뇨, 마음껏 구경하자/ 해는 정히 긴데 
갈고를 재촉하세.(尺五城南山政高/ 攀緣十二靑雲橋/ 華山揷立玉芙蓉/ 漢江染出金葡萄/ 長安萬家百花塢
/ 樓臺隱暎紅似雨/ 靑春未賞能幾何/ 白日政長催羯鼓) (*갈고(羯鼓)를 재촉하세: 당명황(唐明皇)이 갈고(羯鼓) 

치기를 좋아하였는데 봄에 궁중에서 갈고를 두드리니 봉오리만 맺혔던 꽃이 활짝 피었다.) 서거정 편, 속동문
선 제4권, 경인문화사, 1970.;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양주동 번역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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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 표현되어 있다. 권섭의 경우 남산은 임금을 향한 충절의 지향점이 아니라 자신

의 주변에 있는 경치 좋은 산일뿐이었다. 가까이 즐기며 찾을 수 있는 곳으로 풍류를 

드러내는 경험적 공간으로서의 장소감이 지각적 인식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金樽(금준)에 가득 술을 玉盞(옥잔)에 밧들고셔

心中(심중)에 願(원)기 萬壽無疆(만수무강) 오소서

南山(남산)이 이을 알아 四時常春(사시상춘) 시라

                       -시조문학사전 #291 익종(翼宗)

  위의 시조의 작가로 전해지는 익종(翼宗, 1809-1830)은 조선 순조 임금의 세자로서 

실제로 왕위에 오르지는 못했으나 후에 헌종 즉위 후 왕에 추존(追尊)된 인물이다. 여기

서 남산은 시적자아가 기원하는 임금의 만수무강의 뜻을 알아 사계절 봄기운을 나타내

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앞에서 벼슬을 했던 사대부, 중인 가객, 벼슬하지 않은 사대부의 

‘남산’에 대한 인식이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살폈는데, 위의 시조의 작가인 익종

이 왕세자의 신분이라는 점에서 앞의 시조들과 의미적 지향이 약간의 차이를 보임을 확

인할 수 있다. 특히 태평한 세월을 보내고 싶은 소망을 표현한 김천택의 남산 시조나 

속세와 떨어져 살아가고자 하는 신흠의 남산 시조와는 달리 남산이 단순한 공간이 아니

라 시적자아의 뜻을 알아주는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임금을 모시고 태평성대를 누리고픈 소망을 나타낸 오경화의 남산 시조도 어떻게 보

면 위의 시조와 유사한 주제 의식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만, 작가의 정체를 알고 난 이

후에 다시 두 시조를 비교해보면 표현 방식이나 남산이라는 곳이 지니는 의미 같은 것

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익종이 왕세자라는 점에서 오경화의 남산 시조

가 보통 백성들이 관습적으로 태평성대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과는 달리 보다 직

접적인 상황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각적 이미지가 사실적 자연에서 출발하는 것이지만, 또한 관념

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시공간의 유물이 후대로 전승되면서 장소

감이 달라지고, 장소의 해석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시공간의 유물

을 경험하고 느끼며 인식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변화는 개인의 정체성의 차이와도 관련

이 크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같은 자연적 공간으로서의 남산을 통해 드러내는 인식적 

지향이 다르며 재현하고 있는 경험적 정체성의 내용도 달라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봄을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경치를 지닌 곳이라는 점은 남산의 공통된 실재적 장소감

107) 남산의 본래 이름은 목멱산(木覓山)인데, 목멱산이란 옛말의 ‘마뫼’로 곧 남산이란 뜻이다. 한양이 
조선의 도읍(都邑)으로 정해지면서 도성(都城)의 남쪽에 위치하는 산이라 남산이라고 불렀다. 다른 
말로 인경산(引慶山)이라고도 한다. (이행 외, 민족문화추진회 편, 신증동국여지승람, 솔출판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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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같은 ‘남산’이라도 작가의 계층과 창작 배경, 시대 등 따라 담론의 기반 및 크

로노토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이 사실은 시공간의 유물인 지명 이미지가 고정되

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알려준다. 따라서 작가의 현실적 삶과 관련하여 지명 시어를 해석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크로노토프는 의미상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적자아의 경험적 가능성 및 이념 지향 등

과 맞물려 얼마든지 현재화될 수 있는 것이다. 시공간의 유물로서의 ‘남산’의 이미지는 

여러 작가층 및 시대의 삶의 경험이 축적되어 온 것인데, 여러 시대에 걸친 서로 다른 

경험의 의미가 점진적으로 축적된다는 것은 사실을 아는 것은 현실을 조망하는 관점을 

갖추도록 한다. 시공간의 유물이 지속된다는 것은 서로 멀리 떨어진 시기들에 속하는 

현상들이 문학 작품 속에 공존하는 것을 설명해준다. 시공간의 유물은 과거로부터 이어

져내려온 것이라는 점에서 오늘날의 문학 향유자들이 다른 시대의 문학에서 나타난 현

상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된다.108) 

108) 고정희, 고전시가 교육의 탐구, 월인, 2013, 80~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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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습적 장소감이 환기하는 상징적 이미지

 

  이 절에서는 ‘봉래산’, ‘삼신산’, ‘심의산’ 등 실재하지 않는 상상의 장소 중심으로 하

여 환기되는 이미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시조의 지명 중에서는 구체적인 실체가 없

이 관념 속에만 존재하는 상상적 공간을 통해 중심적 이미지를 환기는 경우가 많다. 이

러한 장소들은 대체로 함축적 의미를 중심으로 하며 관습적 장소감을 환기시킨다. 관습

적 장소감이란 당대의 질서화 된 인식틀에 해당하는 공동체적 관습이 한 장소에 얽혀 

있으면서 역사적 흐름에 따라 반복적으로 구축되어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관습

적 장소감은 특히 상상적 공간을 지칭하는 지명 시어들에 함축되면서 상징적 지명 이미

지를 환기한다. 그리고 지명의 관습적 장소감은 그것을 둘러싼 시적자아의 관념적 인식

이 축적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관념적 인식을 갖게 된 시적자아는 주어진 관습의 

틀 안에서 나름대로의 상상력을 발휘하되, 그 본질적 의미에 공감하는 형식으로 자신의 

공적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다음 이어지는 논의에서 이러한 양상에 대해 구체적인 

작품의 예를 통해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특정한 지리적 공간을 중심으로 작가의 여행 경험을 술회한 기행가사를 보면, 공간 

및 장소의 지리적 특성만 서술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이나 장소에 대한 당대의 해석

도 함께 개입되어 있다. 이러한 당대의 해석은 사회적 관습의 형태로 작가의 문학 창작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관습은 공간의 자각을 위해서 그 공간에 의미를 부여

하도록 이끈다.109) 사회적 관습이 텍스트 사이를 이어주는 동시에 인식을 표상하는 원

동력이 된다는 뜻이다. 특히 지명과 같은 시어들이 대표하는 공간에는 그 자연 경관과 

같은 구체적 속성 외에도 유래나 설화 등과 같은 관념적 요인들로 인해 새로운 이미지

가 생겨나기도 한다. 다만, 이 이미지라는 것이 완전히 독창적인 형태의 것이라기보다

는 관습의 틀을 차용한 의미에서 생겨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특히 이러한 관습의 틀은 상상의 공간을 뜻하는 지명 시어들의 경우 두드러지게 나타

나는데, 그 이유는 그 공간의 본질이 바로 실재가 없이 ‘상상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

해서 시조를 창작하는 작가들이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까닭이다. 실제 경험 가능성이 없는 지명들에 장소감이 나타난다는 것이 얼핏 생

각하면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의 Ⅱ장에서도 밝혔듯이 장소

감이라는 것은 반드시 감각적 체험을 통해서만 얻어지지는 않는다. 그 장소가 현실에 

있는 곳이든 없는 곳이든 간에 장소감은 그 장소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언급하는 내용

109) 염은열, ｢기행가사의 ‘공간’ 체험이 지닌 교육적 의미｣,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편, 중세 여행 체험
과 문학교육, 월인, 2012, 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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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사람들의 입과 글을 통해 전달된 장소감은 그 지명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내용 

및 느낌을 만들어낸다. 즉, 당대의 질서화 된 관념이 관습적 틀로 만들어져 있을 때, 여

기서 비롯한 장소감은 한 개인의 머릿속에 관념적 인식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하이

데거는 ‘이해의 선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가다머도 이와 유사한 개념인 ‘선입견’이 

이해를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기능한다고 하였다. 굿맨도 사실이 습관의 문제라고 하면

서, 사실에 부여한 의미는 인식의 패러다임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고 보았다. 당대에 세

계를 바라보고 질서화 하는 틀(패러다임) 자체에 대한 앎이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110) 

  관습적 장소감은 현재와의 개연성을 형성하는 사회적 관습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

다. 대상을 재현함에 있어서 삼차원의 공간을 평면 위에 투사하는 방법, 재현 대상의 

색채, 추상화, 단순화, 재현할 특성의 선택은 모두 관습적이다. 언어체계를 알지 않고는 

구체적인 발화를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림의 제시 역시 관습적이고 전통적

인 것에 토대를 두고 있다. 전통에 따른 그림의 이미지는 우리가 접촉하는 연상을 좇아

서 그 대상을 직접 읽어내는 표의문자 또는 공식이 되며, 그 인식은 순식간에 일어난다. 

  즉, 당대의 질서화 된 틀을 ‘관습’이라고 본다면, 그 지명을 들었을 때 관념적으로 떠

올리게 되는 느낌에 문화적·사회적 관습이 공통적으로 녹아있다고 볼 수 있다. 당대의 

질서화 된 틀이 만들어낸 공유된 의미 기반을 토대로 한 관습적 장소감은 지명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형성하며 상징적 이미지를 환기하게 된다. 시조를 창작하는 작가들은 지

명을 언급하면서 정서를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

다. 그리고 시조가 창작될 당시에 그 지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관습적 장소감 덕분에 이러한 의도를 실현시킬 수 있었다. 즉 그 시조가 창작될 

당시에는 분명히 그 시조의 어휘로 사용된 지명에 관한 공유된 정서와 의미 기반이 존

재하고 있었고, 시조를 감상하는 독자들 역시 그 의미를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상징은 문학 텍스트로 고정되기 이전의 공동체 문화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한 언어

문화 안에서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온 관습적인 인식틀과 상징체계가 텍스트 속에 내재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텍스트 안에 축약되어 있는 상징들은 반복과 통합을 통해 문

화적 기억을 활성화시키면서 그러한 문화가 고립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111) 관습

과 상징이 연결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앞의 Ⅱ장에서 상징적 이미지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면서 ‘상징(象徵)’이 의미의 확대 

110) 권순정, ｢고전시가의 어휘교육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32면 참조. 

111) 송효섭, 문화기호학, 아르케, 1999, 186~1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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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을 강조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상징은 사회적·문화적 규약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고

도 하였다. 퍼스의 논의에 따르면 상징은 다의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징적 

의미를 공유하는 세계의 관습 및 코드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고 한다. ‘상징’은 생

각의 연상 작용으로서 다의적이며 관습에 대한 공유로 나타난다는 것이다.112) 그리고 

문학적 상징에서는 이미지와 관념이 결합하며, 관념은 이미지가 암시적으로 환기하는 

것이라고 한다.113) 관습적 장소감이 시어의 상징적 이미지와 연결되는 지점도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것은 뒤에서 서술할 ‘함축적 지명 시어’의 특성과도 연결되는 개념이다.

(1) 함축적 지명 시어

  앞의 Ⅱ장에서도 논의한 바 있는 시어의 ‘함축적 의미’는 그 시어가 풍기는 분위기, 

다의성, 암시력, 연상, 상징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즉 함축성은 한 장소가 내포하는 

관념적·추상적인 의미 및 다의성을 포함한다. 문학작품에서 나타나는 지명 시어들은  

연상, 상상, 정서적 환기와 같은 함축적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 관습적 장소감을 중

심으로 하는 지명 시어들은 대부분 함축적 의미를 통해 풍부한 시적 의미를 구현해낸

다. 함축적 의미는 기본적으로 다의적이며 유동적인 특성을 가지는데, 시적자아가 처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어떤 낱말이나 대상이 가

진 지시적 의미 이외에 문맥이나 상황에 따른 암시적, 내포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

로 ‘함축’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함축적 의미는 문맥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지시적 

의미들을 묶어서 만들어진 의미역을 토대로 한다. 함축적 지명 시어의 의미는 지시적 

의미에 속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의 총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명 시어의 함축성은 지명의 장소감이 상징적 이미지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두

드러진다. 리쾨르는 상징이 잠재적 의미에 참여하도록 해서 그 상징의 의미에 동화시키

는 움직임이라고 하면서 상징적 이미지에 적극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러면서 상징적 

이미지가 그 이미지를 낳은 시간적·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총체적인 인간 경험을 품은 

하나의 함축적 의미체가 된다고 하였다.114)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상징은 그 속

에 숨어있는 의미가 가지는 풍부한 함축성을 토대로 생동감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리

고 이러한 상징적 이미지의 의미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상상력이 필요하다.115) 

112) 유평근·진형준, 이미지, 살림, 2002, 61~66면.

113) 이승훈, 앞의 책, 257면 참조.

114) 유평근·진형준, 앞의 책, 162면.

115) 송태현,  이미지와 상징, 라이트하우스, 2007, 1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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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中(심중)예 無限辭說(무한사설) 靑鳥(청조) 네계 부치너니

弱水(약수) 三千里(삼천리)를 네 能(능)히 건너 갈다

가기사 가고져 허건이와 나자가 근심일셰       -역대시조전서 #1799 안민영(安玟英)

靑鳥(청조)ㅣ야 오노괴야 반갑도다 님의 消息(소식)

弱水(약수) 三千里(삼천리)를 네 어니 건너 온다

우리의 萬端情懐(만단정회)를 네 다 알가 노라                -시조문학사전 #2878

엇지여 못오더니 무음 일노 아니 오던다

너 오 길의 弱水(약수) 三千里(삼천리)와 萬里長城(만리장성) 돌러듸 蚕叢及魚鳧

(잠총급어부)에 蜀道之難(촉도지난)이 가리였더냐 네 어이 그리 아니 오던다

長相思(장상사) 淚如雨(누여우)터니 오날이야 만나괘라          -시조문학사전 #1460

  위의 시조들에서 나타나는 ‘약수(弱水)’는 신선이 살았다고 전해지는 중국 서쪽의 전

설적인 강으로서, 길이가 3,000리나 되며, 부력이 매우 약하여 기러기의 털도 가라앉는

다고 한다.116) 고려도경에 전하는 바에 따르면, 선가(仙家)의 삼신산(三神山) 가운데 

하나인 봉래에 도달하려면 약수를 넘어가야만 한다고 한다.117) 전설로 전해지는 약수는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곳으로 묘사되어 관습적 장소감을 형성하고 있다. 부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도저히 배를 띄울 수 없어 건너는 것이 불가능한 곳이라는 것이다. 

이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약수의 장소감은 상상의 내용을 통해 형성된 관습적

인 것이다. 위의 세 작품 모두에서 ‘약수’는 문맥 상 임과 시적자아 사이의 ‘거리감’을 

강조하는 의미로 쓰였다. 이러한 ‘약수’의 의미는 바로 실제 존재하는 곳도 아닐 뿐더러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라는 점에서 ‘함축성’을 바탕으로 문맥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시조에서 시적화자는 마음속의 하고픈 수많은 말을 ‘청조(靑鳥)’ 즉 푸른 새

에게 부쳐 전하고자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시조에서 시적화자는 사랑하는 임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약수를 건너오는 청조에 대한 반가움을 표현하고 있다. 청조(靑鳥)는 반가

116) 조기형, 한자성어·고사명언구사전, 이담북스, 2011. 

117) 서긍(徐兢), 고려도경(高麗圖經) 선화봉사고려도경 제34권, 해도(海道)1 봉래산(蓬萊山) 부분 참
조.(<한국고전종합DB>에 있는 차주완 번역본 인용.)

     여기서는 아마도 전설의 봉래산에서 유래하여 이름 붙여진 실제 지명 ‘봉래산’을 찾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듯 하다. “봉래산은 바라보면 심히 먼데, 앞이 높고 뒤가 내려갔다. 뾰족하게 치솟아 있는 것
이 사랑스럽다. (중략) 선가(仙家)의 삼신산(三神山) 가운데 봉래가 있는데, 그곳은 약수(弱水)를 넘어
가서야 도달할 수 있다. 지금은 바로 앞에서 ‘선가의 봉래’를 보게는 안 될 것이므로, 틀림없이 지금 
사람이 이것을 가리켜 그렇게 이름 지었을 것이다. 이곳을 지나면 다시는 산이 나오지 않는다. 오직 
연이은 파도가 솟았다 내렸다 하며 내뿜어 두들기고 들끓어 오르고 하는 것만이 보일 뿐이다. 선박
이 뒤흔들려 배안의 사람들이 토하고 현기증이 나서 쓰러지고 제몸을 가누지 못하는 자가 십중 팔구
나 된다.”라고 하면서 봉래산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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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사자(使者)나 편지를 이르는 말인데, 푸른 새가 온 것을 보고 동방삭이 서왕모의 사

자라고 한 한무(漢武)의 고사에서 유래한다. 이 두 시조들에서 약수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곳이라는 관습적 장소감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시적자아가 직접 건너갈 

수 없기에 푸른 새에게 대신 건너가달라고 부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임에게 시적자

아의 마음을 전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는 함축적 의미를 드러낸다. 그리고 

시적자아와 임과의 사이를 약수가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약수가 아득

한 거리감을 뜻한다는 것이 이러한 문맥을 통해 잘 표현되고 있다. 

  세 번째 시조에서 시적자아는 기다리는 임이 왜 오지 않는지를 궁금해 하고 있다. 자

신에게 오는 길이 약수나 만리장성을 넘어오는 것처럼 험난하여 그런 것이냐고 물으며, 

오지 않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도 시적자아가 전

하고픈 말과 듣고 싶은 소식이 얼마나 간절하며 임을 기다리는 그리움이 얼마나 절절한

지 드러내기 위해 약수의 관습적 장소감을 활용하였다. 앞의 두 시조들과 마찬가지로 

약수는 건너갈 수 없는 아득히 멀리 떨어진 사이라는 함축적 의미를 드러내는 지명 시

어인 것이다.

神仙(신선)을 보려고 弱水(약수)를 건너가니

玉女(옥녀) 金童(금동)이 다 나와 뭇고야

歲星(세성)이 어듸나 간고 긔 날인가 노라          -시조문학사전 #1297 신흠(申欽)

  위의 작품에서는 약수의 관습적 장소감이 거리감에 대한 것보다는 신선과 선녀가 있

는 봉래산으로 가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 그러면서 그곳의 선녀가 시적

자아에게 ‘세성(목성)’ 즉 하늘의 별과 같은 신선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을 통해 신

선적 풍모와 삶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 역시 약수의 관습적 장소감이 

중심적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는 위의 작품들과 공통적이다. 그런데 앞의 세 시조들

과는 달리 위의 시조에서 시적자아는 사람이 절대 건너갈 수 없는 약수를 건너가 신선

을 만나고 있다. 앞의 세 시조들에서 약수는 사람이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곳이라는 관

습적 장소감을 토대로 하여 거리감을 강조하는 함축적 의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위의 

시조에서 약수는 신선만이 건널 수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시적자아의 신선적 풍모와 도

학적 지향을 드러내는 용도로 활용되었다. 

  위 시조는 시적자아가 약수를 건너가서 만난 선녀와 선동의 말을 통해 자신의 본래 

정체가 신선임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시적자아는 ‘세성(歲星)’, 즉 목성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늘의 신선과 같은 모습을 함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

적자아는 속세를 벗어나 자연에 은거하며 신선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음을 말하려는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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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러한 주제의식과 연결 지어 볼 때 약수는 사실상 시적자아가 속세를 떠나서 건넌 

곳이라는 의미를 드러낸다. 여기서의 약수라는 지명도 역시 일반 속세 사람은 건널 수 

없는 곳이라는 관습적 장소감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관습적 장소감이 속

세와 강호자연 사이의 거리를 강조하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위의 두 시조

와 함축성의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비슷한 맥락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위 시조의 작가인 신흠은 벼슬에서 물러나 은거하며 지은 작품들을 통해 노장사상을 

기반으로 한 도학적 풍모에 대한 관심을 많이 드러냈는데, 위의 시조 역시 비슷한 맥락

에서 창작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시조에서 신흠은 서왕모의 복숭아를 훔쳐 먹어 장수

하였다는 속설이 전해지는 전한(前漢)의 문인 동방삭(東方朔)의 고사를 통해 자신도 같

은 신선의 모습을 지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118) 물론 신흠은 시조에서 은자의 형

상을 표현함에 있어서 단순히 속세를 떠나 완전히 단절된 모습으로만 나타내지 않는다. 

그의 사상적 특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은거의 삶 속에서도 현실에 대한 비판 및 관심을 

드러내며 유가적 도를 지향하는 정체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119) 

심의산 세네 바회 감도라 휘도라 드러

오뉴월 낫계즉만 살얼 지픤 우희 즌서리 섯거 티고 자최눈 디엿거 보앗다 님아

님아

온 놈이 온 말을 여도 님이 짐쟉 쇼서            -시조문학사전 #1305 정철(鄭澈)

   심의산은 불가에서 우주의 중심에 있는 산이라고 일컫는 ‘수미산(須彌山)’을 가리킨

다. 불가에서는 세상이 아홉 개의 산과 여덟 개의 바다가 겹쳐져 있는 모습이라고 보았

는데,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이 바로 수미산이다. 세상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거

대한 산의 중턱에는 사천왕이 있고 그 꼭대기에는 제석천(帝釋天)이 산다고 한다. 5세

기 전반의 장아함경-｢세기경｣과 6세기 후반의 기세경의 기록에 따르면, 심의산은 

수직으로 솟아올라 굽은 곳이 없으며, 아래는 좁고 위가 넓다고 한다. 그리고 온갖 나

무들이 자라고 나무들은 갖가지 향기를 내며 온 산에 가득하다고 한다.120)

  이 작품에서 ‘수미산’은 사실 불가에서 말하는 우주의 중심이라는 의미보다는 ‘아무도 

가보지 못한 상상 속의 공간’으로, 실제로 가보았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118) 김창원, ｢신흠 시조의 특질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제16집, 한국고전문학회, 1999, 103~105
면.

119) 김용재, ｢신흠의 생애와 시조세계｣, 인문과학논문집 제37집, 대전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4, 
46~47면.; 고정희, ｢신흠 시조의 사상적 기반에 관한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제1집, 태학사, 
1999; 김창원(1999), 앞의 논문 등에서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신흠의 시조가 그의 문학적 지향 
및 정체성과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논의는 뒤의 3절에서 자세히 다루어질 것이다. 

120) 임영애, ｢곤륜산, 수미산, 그리고 삼단팔각 연화대좌｣, 강좌미술사 제34호,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0, 14~15면.;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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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기 위해 쓰였다. 그런데 그 산에서도 서너 바위를 감돌아 휘돌아 들어간 곳은, 

정말 그 누구도 실제로 가 본 적이 없는 미지의 공간이 된다. 위의 시조에서는 오뉴월 

무더운 날 ‘심의산’에 때에 맞지 않게 살얼음이 지펴 있으며 그 위에 된서리도 섞어 치

고 있고 밟자마자 녹아버릴 정도로 살짝 자취를 남기는 눈도 내리고 있는 상황이 나타

난다.121) 시적자아는 실제로 가 볼 수 없는 장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 거짓일 것이므로, 임께서 잘 알아서 헤아려달라고 빌고 있다.122) 

  이렇게 진실이 아닌 것에 의해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말을 믿어달라고 호소하는 시적

자아의 모습이 갈 수 없는 전설 속의 산이라는 심의산의 관습적 장소감이 만들어내는 

함축성의 내용이 된다. 작가인 정철은 관직에서 물러나 있으면서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의 진실을 전달하려는 의지를 위의 시조를 통해 표상하였다. 이러한 의식의 문학적 

표상은 다음 항에서 서술할 시적자아의 관념적 인식 및 공적 정체성과도 연결되는 부분

이 크다.123)

이제 못보게도 얘 못볼시 的實(적실)커다

萬里(만리) 가 길헤 海口絶息(해구절식)고 銀河水(은하수) 건너 여 北海(북해) 

리지고 風土(풍토)ㅣ 切甚(절심)듸 深意山(심의산) 가마귀 太白山(태백산) 

기슭으로 골각골각 우닐며 돌도 바히 몯어더 먹고 굶어 죽 희 내 어듸 가

셔 님자보리

아야 님이 오셔든 주려 죽단 말 심도 말고 이 그리다거 어즐病(병) 어더서 갓

고 만 나마 달바조 밋트로 아장 밧삭 건니다가 쟈근 쇼마 보신 後(후)에 나마

우희 손을 언 가레 추혀들고 쟛바져 죽다 여라    -시조문학사전 #1693

   위의 시조에서도 실제로 갈 수 없는 깊고 깊은 산이라는 심의산의 함축적 의미가 반

복되고 있다. 여기서는 공적 정체성의 차원까지는 연결되는 인식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심의산이라는 지명이 함축성을 바탕으로 시적 의미를 구현하고 있는 것에서

는 동일하다. 사랑하는 임을 만날 수 없는 안타까움과 이별의 슬픔 및 그리움이 절실

하게 표현되어 있는 이 시조의 시적자아는 은하수, 심의산 등 실제로 가볼 수 없는 장

소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신의 정서를 함축하고 있다. 어디에서도 임을 찾을 수 없는 

절망감과 그리움이 심의산이 지니는 관습적 장소감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시적자아는 

나중에 임이 오거든 자신이 임을 기다리다가 그리움에 사무쳐 죽었다고 전해달라면서 

연모의 절실함을 부각시키고 있다. 

121) 임주탁, ｢송강 시조의 우의적 관습｣, 인문학지 제9집, 충북대 인문과학연구소, 1993, 5면.

122) 고정희(2004), 앞의 책, 185면.

123) 임주탁, 앞의 논문,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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萬壑千峰(만학천봉) 雲深處(운심처)에 杜季亮(두계량)이 밧철 가라

三神山(삼신산) 不老草(불로초)을 여긔저긔 시머더니

門前嶋(문전도) 탄 선관이 오락가락                  -역대시조전서 #982

假伶(가령) 주글지라도 明堂(명당)이 뷘듸 업
三神山(삼신산) 不死藥(불사약)을 다 야 머글만졍

海中(해중)에 새 뫼 나거든 게가 둘려 노라                 -시조문학사전 #24

父母(부모) 養育之恩(양육지은)을 갑풀 길히 專(전)혀 업다

三神山(삼신산) 不老草(불로초)을 竭力(갈력)히 求得(구득)야

高堂(고당)에 鶴髮雙親(학발쌍친)를 늙지 말게 리라           -역대시조전서 #1294

  위의 세 작품에 나오는 ‘삼신산(三神山)’은 중국 전설에 나오는 봉래산(蓬萊山), 방장

산(方丈山), 영주산(瀛州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이 삼신산은 동쪽 바다에 있다고 

하며 신선이 살고 불로초가 있는 곳이라고 전해지지만, 실제로 가본 사람은 없는 상상

의 장소이다. 신선사상을 수반한 삼신산의 심상은 민간신앙과 무속(巫俗) 등에 깊이 침

투하여 다양한 함축적 의미를 드러내는 용도로 널리 쓰였다. 중국의 삼신산을 본떠 금

강산을 봉래산, 지리산을 방장산, 한라산을 영주산으로 불러 이 산들을 한국의 삼신산

으로 일컫는 것도 그 한 예이다. 이 중에서 특히 금강산은 일찍부터 신선이 사는 선산

이라고 불려오다가, 16세기에 봉래산으로 지칭되기 시작하면서 원래 이름보다 ‘봉래산’

으로 더 많이 불렸다. 이 외에도 전라북도 부안에 있는 변산(邊山)도 역시 ‘영주산’ 또

는 ‘봉래산’으로 불렸던 기록이 있다. 

  여기서 첫 번째 시조의 경우는 구름에 싸여 첩첩이 겹쳐진 깊고 큰 골짜기와 많은 산

봉우리들이 있는 곳에 삼신산 불로초를 심어 키우는 신선의 모습을 중심으로 하고 있

다. 삼신산의 장소감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묘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삼신산’이라

고 하면 으레 첫 번째 시조에서 표현한 것과 같이 바다 건너 사람의 손길이 닿기 어려

운 첩첩산골짜기의 신선과 불사약의 관습적 장소감의 요소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다

음으로 두 번째 시조의 경우는 죽음을 가정하고, 현실적으로 가볼 수 없는 삼신산의 불

사약을 다 캐어 먹는 상황을 가정하면서 종장에서 시적자아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

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적 효과도 삼신산이 가지는 관습적 장소감에 기댄 것으로 보인

다. 세 번째 시조의 경우도 같은 관습적 장소감에 기대되, 삼신산 불로초가 늙으신 부

모님께 효를 다하는 정성어린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매개체로 쓰이고 있다.

  바다 위에 있는 삼신산의 모습을 본떠 조형물을 만들고 ‘신성한 산’으로서의 삼신산

의 이미지를 반복해서 소비하는 산대놀이 연행 등의 전통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삼신산 

설화는 조선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지의 문화적 관습을 형성하는 중심 소재였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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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궁궐의 중건이라든가 사신의 방문 등과 같은 중요한 일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삼신산 

설화를 바탕으로 하는 연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삼신산의 이미지가 불로초가 있는 

신비로운 장소라는 의미를 중심으로 한 함축적 의미가 반복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

다.124) 삼신산과 같은 상상적 공간이 가지는 함축성을 시조 안에서 작품을 연결하는 맥

락의 근거로 활용할 때에는 무엇보다 관습적 장소감이 그 중심적 토대가 되는 것이다.

(2) 관념적 인식의 표출

  관념적 인식은 감각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상징이나 함축과 같

은 관념을 통한 시적자아의 인식을 가리킨다. 앞의 Ⅱ장에서도 밝혔듯이 관념적 인식은 

사전적인 의미에서 ‘관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추상적인 속성을 내포하며 마음속 개

념이나 생각, 의식의 내용을 말한다. 그리고 시적자아가 어떠한 대상에 관해 가지게 되

는 마음속 개념을 뜻하는데, 의식과 연결되어 현실 및 상상의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리킨다. 관념적 인식은 ‘심적 형상’ 또는 ‘인상의 이미지’ 등의 말로 설명될 수 있는데, 

이것은 관습적 틀과 같은 장소감을 중심으로 텍스트 창작의 발상적 계기로 작용한다.125)

  관습적 장소감이 시적 발상을 이끌어내어 지명의 상징적 이미지를 환기하는 과정에 

시적자아의 관념적 인식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관념적 인식들이 

관습적 장소감을 불러일으키는 지명 시어들, 특히 상상 속 공간에 대한 내용들로 구체

화된다는 것이다. ‘봉래산’과 같은 지명 시어는 시적자아가 그 지명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념적 인식을 표출해주는 매개가 된다. 그리고 그러한 지명을 통해 상징적 이미지가 

환기되는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여러 사람들의 관념적 인식들이 모여 만들어낸 

의미들의 집합은 관습적 장소감의 토대가 되며, 이렇게 형성된 지명의 상징적 이미지들

은 또다시 풍부한 의미 함축성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있다. 

  앞으로 다루게 될 논의를 통해서 관념적 인식의 집합체가 만들어낸 함축적 의미가 이

어져오면서 만들어진 지명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상상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 및 불로초와 연관된 관념적 인식을 만들어준 ‘봉래산’을 뒤에 이

어질 논의의 대표적인 예로 삼는다. 봉래산을 중심 시어로 하고 있는 시조들에 이와 같

은 관념적 인식의 내용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124) 사진실, ｢동아시아의 ‘신성한 산’ 설행에 나타난 욕망과 이념｣, 공연문화연구 제12집, 한국공연
문화학회, 2006, 277~279면.

125) 위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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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의 不死藥(불사약)과 져믄의 不老草(불로초)는

蓬萊山(봉래산) 第一峯(제일봉)에 가면 어더 오려니와

아마도 離別(이별) 업슬 藥(약)은 못 어들가 노라.             -시조문학사전 #1007

  위의 시조에서 시적자아는 불사약이나 불로초는 ‘봉래산’에 가기만 하면 얻을 수 있

는 것이지만, 이별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약은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

다. 이러한 발상은 실제로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의 장소인 봉래산의 이미지

를 다시 한 번 비틀어서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코 쉽게 얻을 수 없는 봉래

산의 불사약도 나의 이별을 막는 약의 존재 여부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것이라는 설정

이 특이하다. 늙음을 막는 불사약은 그래도 그것이 존재한다고 풍문으로나마 전해지는 

장소가 있지만, 나의 이별을 막을 수 있는 약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막막한 심

정이 봉래산의 지명 이미지를 통해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다. 

  봉도(蓬島), 봉호(蓬壺), 봉래(蓬萊), 봉래각(蓬萊閣), 봉구(蓬丘), 봉산(蓬山) 등의 다양

한 이름으로 불리는 봉래산은 예로부터 신선이 살고 불로초가 있다고 전해지는 전설 속

의 산이다. 대한화사전(大韓和辭典)과 사원(辭源)의 蓬萊·蓬萊閣·蓬萊宮·蓬島·蓬壺 

부분의 해설을 참조하여 정리하면 ‘봉래산’은 크게 다음 다섯 가지 정도의 함축적 의미

를 가지고 있다.126)

① 삼신산 가운데 하나로 신선이 살고, 불로장생의 명약이 있다는 산.

② 금강산(金剛山)의 다른 명칭.

③ 임금이 계신 궁궐을 비유하는 말.

④ 경치가 수려한 자연 공간.

⑤ 인간의 몸으로는 갈 수 없는 아주 먼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위에서 예로 든 작품에서 ‘봉래산’은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미인 ‘불로장생의 명

약이 있는 신선이 사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진시황도 구하지 

못한 그 곳의 불사약을 구해다가 임금에게 바친다는 설정은, 시적자아의 신하로서의 공

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기(史記) ｢봉선서(封禪書)｣에 의하면, 동쪽 바다를 떠다니는 오신산(五神山)이 서

쪽 끝으로 흘러가버릴 것을 염려한 천제가 커다란 자라를 시켜 지고 다니게 하였는데, 

거인이 자라를 잡아먹어 나머지 두 산은 멀리 흘러가버리고 봉래산(蓬萊山), 방장산(方

丈山), 영주산(瀛州山)만 남아 삼신산(三神山)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중에서 ‘봉래

126) 諸橋轍次 著, 대한화사전(大韓和辭典), 경인문화사, 1989. 
     廣東, 廣西, 湖南, 河南辭源修訂組, 商務印書館編輯部 編, 사원(辭源), 상무인서관, 1988, 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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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삼신산을 가장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127) 이 봉래산에는 신선이 살고 있으며 불

사(不死)의 영약(靈藥)이 있다고 전해진다. 일찍이 삼신산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

는데, 그곳에서 사는 새와 짐승은 모두 빛깔이 희고, 금·은으로 지은 궁궐이 있다고 한

다. 삼신산은 멀리서 바라보면 구름같이 보이는데, 그곳에 가까이 다가가 보면 산이 물 

아래에 거꾸로 있는 것처럼 보이며 바람이 배를 끌고 가서 도저히 그곳에 다다를 수가 

없다고 한다.128) 사기 ｢봉선서｣에 의하면, 전국시대 말, 발해 연안의 제왕 가운데 그

곳을 흠모하지 않은 자가 없을 정도여서 삼신산을 찾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그 중에

서도 진(秦)나라 시황제(始皇帝)가 신선설(神仙說)에 가장 열광하여 봉래산 탐험을 통해 

장생불사약을 얻기를 소원했지만, 끝내 얻지 못하고 죽었다고 전해진다. 봉래산에 가서 

불로불사의 명약을 구해오라는 진시황의 명을 받은 서불(徐市)이 소년과 소녀 수천 명

을 이끌고 배에 올랐는데, 결국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일화도 유명하다.

  이렇게 진시황이 불사약을 구하려다가 실패한 전설 속에 등장하는 ‘삼신산’ 및 ‘봉래

산’은 속세의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없는 초월적 공간이라는 함축적 의미를 중심으로 많

은 문인들의 관념적 인식을 형성해왔다. 이 삼신산은 도달할 수 없는 곳이자 실재하지 

않는 상상의 공간이다. 따라서 삼신산을 보았다는 사람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는 

것은 아무래도 바다에서 대기의 굴절 및 기온 역전으로 인해 생기는 신기루 현상을 본 

것이 아닐까 한다. 먼 곳에 있는 실물이 솟아올라 보이거나 거꾸로 보이는 착각을 일으

키는 신기루 현상과 드넓은 수평선 같은 중국의 동해안의 신비로운 자연환경은 이러한 

삼신산 신화의 발생의 촉매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129) 보았다고 하는 사람은 있는데 

도달할 수 없는 곳이라는 점에서 삼신산의 이미지는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삼신산이 동경의 대상이자 이상향으로서의 관념적 인식을 획득하게 된 것도 같은 맥락

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뫼흘 허러내여 져 바다흘 메오며는

蓬萊山(봉래산) 고온 님을 거러가도 보련마는

이 몸이 精衛鳥(정위조) 야 바자닐만 노라              -한국시조대사전 #3284

  ‘정위조’의 고사를 바탕으로 하는 이 시조에서도 시적자아는 봉래산에 있는 임을  무

척이나 만나고 싶지만, 현실이 가로막혀 갈 수가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봉래산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앞서 설명한 내용들로 인해 확인되는 부분이다. 현실적으로 절대로 

127) 사진실, 앞의 논문, 266면.

128) 김한규, ｢중국의 이상 사회 전설｣, 남도문학연구 제17집, 순천대학교, 2009, 14면.

129) 김한규, 위의 논문, 15면.; 정용수, ｢동아시아 해양신선문화의 성립 과정과 그 경로｣, 동양한문학
연구 제31집, 동양한문학회, 2010, 322~3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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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 불가능한 봉래산에 계신 임을 보려면 지금의 상태로는 실현이 어렵다는 것이다. ｢
산해경(山海经)｣에 등장하는 정위조는 염제(炎帝)의 딸이 죽었다가 환생한 새이다. 이 

새는 폭풍으로 물에 빠져 죽은 자신의 처지가 억울하여 돌과 나뭇가지를 물어다가 바다 

속에 던져 넣으며 바다를 평평하게 메우려고 헛되이 노력하였다고 한다.130)

  이렇게 ‘봉래산’, ‘정위조’ 등의 시어는 실제 존재한다고 증명할 수는 없으나 공동체의 

상상 및 사연의 축적을 통해 만들어진 함축적 의미를 지닌다. 특히 봉래산과 같이 아득

히 멀고 찾아갈 수 없는 전설속의 장소라는 점이 임금에게 가지 못하는 현실의 제약을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게 한다. 임과 시적화자의 아득한 거리감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시적 화자는 산을 헐어내어 바다를 메우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다면 고운 임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하여 현재 임의 곁에 있지 못하는 처지를 더욱 안타깝게 표현하고 있

다. 그렇지만 역시 그 일은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에, 시적 화자는 전설 

속의 정위조처럼 부질없이 오락가락 거닐면서 머뭇머뭇 맴돌고만 있을 뿐이라고 한다.  

蓬萊山(봉래산) 잇는 벗이 不死藥(불사약)을 보내 주나

나는 아직 靑春(청춘)이라 먹어서는 不孝(불효)로다

北堂(북당)에 鶴髮(학발) 兩親(양친)에게 奉獻(봉헌)할가       -한국시조대사전 #1823

蓬萊山(봉래산) 親舊(친구)가 살드리 보냇구나 不死藥(불사약)을

내 나히 半白(반백)이요 먹음직도 다마는

우리 兩親(양친)이 계신 故(고)로 먹을 말지                 -한국시조대사전 #1824

蓬萊山(봉래산) 못은 벗이 不老草(불로초)를 보내엿
귀 밋치 셰여시니 먹엄則(즉) 다마
北堂(북당)에 雙親(쌍친)이 겨오니 들이올가 노라   -한국시조대사전 #5432

  위 시조들은 봉래산의 불사약을 자신이 직접 구한다는 설정에서 벗어나, 봉래산에 있

는 ‘벗’이 자신에게 불사약을 보내주었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 ‘벗’은 사실 봉래산에 살

고 있는 신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선이 자신의 친구이며 귀한 불로초

를 살뜰하게 챙겨 보냈다는 점에서 자신 역시 신선과 같은 풍모를 지니고 싶다는 소망

을 반영하고 있다. 앞서 임금에 대한 충심의 표현으로 ‘봉래산’의 지명 이미지를 활용한 

130) 정위조의 고사는 다음과 같다. 북방(北方)의 발구산(发鸠山) 정상에는 자상수(柘桑树)가 많이 자라
고 있고, 이 나무위에 이름이 정위라고 불리는 한 마리의 새가 있었다. 원래 정위는 염제(炎帝)의 총
애하는 딸로 이름은 여와(女娃)였으며 어느 날 동해로 놀러갔다가 갑작스런 폭풍에 휩싸여 빠져 죽
었다가 한 마리의 새로 환생하여 정위조(精卫鸟)로 불렸다고 한다. 정위조는 부리가 희고 다리는 붉
은 색이었으며 머리위에는 무늬가 있고, 항상 ‘정위’라는 소리를 내어 자기 이름을 외쳐 부르는 것 
같았으며 이 새는 동해를 메우려는 생각으로 서산으로 날아가 돌과 나뭇가지를 물어다가 바다 속에 
던져 넣기를 계속하였다고 한다. (이현국, 중국시사문화사전, 인포차이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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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는 달리, 보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시적자아의 내적 소망을 표현하고 정체성을 확인

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것은 불사약을 임금이 아닌, 북당에 계신 머리가 하얗게 센 늙으신 부모님께 드린

다는 내용에서도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첫 번째 작품은 늙으신 부모님에게 불사약을 

드려 효(孝)를 다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약은 봉래산에 있는 벗(신선)이 

보내주는 것이다. 여기서는 어떠한 장소감이 나타나지 않으며, 당대 관습을 통해 형성

된 자동화된 관념적 인식이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관념적 인식의 표출은 지명 이미지

의 상징적 속성이 구축되는 과정을 잘 드러내준다. 봉래산의 지명 이미지가 임금에 대

한 충심의 간절한 표현이라는 관념에서 부모에 대한 효의 상징적 함축으로 전이되고 있

는 것이다. 

  아래 작품에서는 이와 같은 봉래산의 이미지가 시적 화자의 신선적 풍모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松下(송하)의 저 童子(동자)야 너의 스승 어디 갓노

蓬萊山(봉래산) 벗님 라 藥(약)을 캐러 갓나이다

반드시 此山中(차산중)에 잇으럿만 구름 깁허                 -한국시조대사전 #2410

九曲水(구곡수) 나린 물이 南江水(남강수) 되단 말가

월궁의 친 션녀 濯足(탁족)랴 네 왓난냐

우리도 蓬萊(봉래)로 가난 길이니 함 놀가                   -한국시조대사전 #400

자다가 니 窓(창) 밧긔 아 왓다

不老草(불로초) 왓오니 혜실가 마실가

그 아 蓬萊山(봉래산) 아로다 슈고로이 왓도다             -시조문학사전 #1763

  여기서 시적 화자는 봉래산이 드러내주고 있는 ‘신선이 살고 있는 탈속적인 이상적 

공간’이라는 관습적 인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봉래산에 있는 신선과 벗하며 

유유자적한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시적 화자의 말 속에서, 상상의 공간인 봉래산의 이

미지가 시적 화자의 관념을 표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봉래

산에 살고 있는 신선이 동자를 통해 자신에게 불로초를 보내왔다는 설정도 이러한 삶의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초월적이고 신비로운 선계로서의 삼신산의 하나인 봉래산이 현실에 실재하는 

‘금강산’의 별칭이라는 점에 주목할 때에도 이와 같은 이미지는 크게 퇴색되지 않는다. 

실제로 아래 작품에서의 봉래산은 신선이 살고 있는 전설 속의 산이라는 의미보다는 금

강산의 별칭으로서의 의미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당대 사람들은 예로부터 봉래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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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념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뛰어난 절경을 가진 산들에 주로 ‘봉래산’이라는 이

름을 붙이면서 봉래산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적용하려 하였다. 지금도 ‘봉래산’이라는 이

름을 가진 산들이 여럿 존재하는 것을 보더라도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봉래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산은 전국적으로 여러 개 있는데, 전라남도 고흥

군 외나로도에 있는 산과 부산시 영도구에 있는 산의 이름도 ‘봉래산’이다. 그런데 결국 

이와 같은 ‘봉래산’이라는 지명이 유래된 근원을 따져보면, 예로부터 ‘봉래산’이라는 지

명이 가지고 있었던 초월적 선계라는 공론들이 공통된 의미 기반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관념적 인식을 바탕으로 경치가 수려한 산에 봉래산이라는 지명을 

붙임으로써 그 지명이 가지는 상징적 이미지를 동시에 환기해온 것이다.

山(산)마다 玉(옥) 잇스며 玉(옥)마다 眞品(진품)리랴

蓬萊山(봉래산) 第一峯(제일봉)에 玉眞(옥진)이라 난 玉(옥)니

아도 玉中眞品(옥중진품)은 너 인가 노라               -한국시조대사전 #2030

  여기서 봉래산은 여름의 금강산을 달리 이르는 말로 쓰인다고 생각되는데, 불사약이

라든가 신선이라든가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지 않는 것도 그러한 생각을 뒷받침해주

고 있다. 옥중진품이 바로 봉래산 제일봉의 아름다운 경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 

시조에서 ‘봉래산’의 이미지는 실제로 여행을 가서 보고 느낄 수 있는 사실적인 장소감

도 함께 환기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금강산의 다른 이름인 이 ‘봉래산’의 이미지 역시 

‘신선이 살만큼 아름답고, 학이 날아다니고, 흰 구름에 잠겨 있으며, 깊은 산골짜기 어

딘가에 왠지 장생불사약을 품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하는 신비로운 곳’이라는 관

념에 기대고 있다. 사실상 별개의 장소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현실에서 유람할 수 

있는 금강산과 초월적 선계인 상상적 지명 봉래산은 동일한 관습적 장소감을 토대로 하

며, 관념적인 인식을 담고 있는 것이다. 

  기이하고 수려한 수많은 봉우리들이 있는 금강산은 일찍이 신선이 사는 산으로 불려

오다가, 16세기 즈음에 삼신산의 하나인 ‘봉래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

다.131)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금강산의 많은 봉우리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림과 같

은 경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132) 이 외에도 많은 문인들의 글에서 금강산은 ‘흰 바위

로 이루어진 ‘일만 이천 봉’들이 하늘을 찌를 듯한 형세를 갖추고 있으며 구름 위로 솟

아오른 신비한 산’으로 표현되는데, 특히 하늘과 맞닿아 있어 현실을 초월한 선계라는 

131) 김태준 편저, 문학지리·한국인의 심상공간 국내편2, 논형, 2005, 257면.

132) ‘산은 무릇 1만 2천봉이고 바위가 우뚝하게 뼈처럼 서서 동쪽으로 창해를 굽어보며, 삼나무와 전
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 하여 바라보면 그림 같다.’라고 서술하고 있다.(민족문화추진위원회, 신증동
국여지승람 제6권, 1970, 71~9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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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가상의 공간인 ‘봉래산’으로 불릴 정도로 속세와 뚜렷하

게 대비되는 신성하고도 초월적인 장소라는 것이다. 특히 ‘구만리, 천리, 천길, 천만’ 등 

무한한 거리감을 표현하는 수사를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

다.133)

  따라서 <유이양문록> 같은 소설에 나타난 금강산이 백운대, 만세교, 단발령, 팔담, 은

정동, 청룡소, 대화굴 등 실재하는 지명을 바탕으로 하지만, 사실상 봉래산과 같은 신비

한 선계와 동일한 공간을 의미한다134)는 논의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속세의 사람들이 갈 수 없는 삼신산은 초월적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비해, 

축석령을 지나 만세교, 통구현, 단발령 등을 넘어 도착할 수 있는 현실의 산인 금강산

의 사실적이고 실재적인 이미지는 훨씬 더 친숙하게 다가온다. 그러나 원래 이 소설에

서의 금강산은 신선이 사는 초월적 공간이라는 설정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일상적인 

삶의 공간에도 존재하는 금강산의 현실적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봉래산이 금강산과 별개

의 명칭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봉래산은 금강산의 초월성을 강조한 명

칭일 따름이다.135) 봉래산이 지니는 관습적인 장소감을 토대로 한 관념적 인식이 현실

의 공간인 금강산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는 뜻이다.     

(3) 상상적 공간에서 확인된 공적 정체성

  공적 정체성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여 시적자아가 관습적으로 체득하도록 요청

된 것을 말한다. 작가의 세계관이나 관념에 부합하는 지명의 이미지는 주로 자아의 공

적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내면적 의식과 관련이 있다. 쇼어는 문화가 인식의 틀로 

내면화된 상태를 ‘culture in mind’로 개념화 하였는데,136) 지명을 토대로 한 공간 인식

에도 당대의 문화를 중심으로 한 ‘마음 속 인식의 틀’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 공간 및 

장소를 표현하는 방식이나 인식 방법은 물론이고, 구획 방식과 그를 위해 동원한 관념

적 틀, 그리고 그 결과로 형상화된 지명의 이미지가 모두 공동체의 공적 자산을 토대로 

한 관습에서 비롯하고 있다. 즉, 작가는 공동체에서 중시하던 관념에 입각하여 실제 공

133) 염은열, ｢금강산 가사의 지리적 상상력과 장소 표현이 지닌 의미｣, 고전문학연구 제38집, 한국
고전문학회, 2010, 10면.

134) 이지영, ｢중국 배경 대하소설에 나타난 금강산의 의미-<유이양문록>을 중심으로｣, 어문론총 제
49호, 한국문화언어학회, 2008, 14면 참조.

135) 이지영, 위의 논문, 15~16면.

136) Bradd Shore, Culture in Mind, Oxford Univ. Pres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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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인식하고 그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 부여의 

내용 역시 기존의 관념적 인식틀이 확인-강화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서137) 이와 같은 지명 이미지는 시적자아의 공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결과를 낳는다. 

  공간의 공적 정체성은 특정 사회의 다양한 지식 공동체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장소의 

물리적 특성과 다른 증명 가능한 구성 요소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된 것으로 구성되

는 합의의 산물이다. 장소에 대한 사실을 제공하는 지역지리가 그런 합의된 정체성의 

토대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공적 정체성은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다. 즉, 공적 정체성은 특정 사회의 다양한 지식 공동체

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장소의 물리적 특성과 다른 증명 가능한 구성 요소들에 대해 어

느 정도 동의된 것으로 구성된다.138) 

  이러한 ‘공적 정체성’은 얼핏 생각해보면 다음 절에서 다루고 있는 ‘문화적 정체성’과 

같은 내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기 쉽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공적’ 차원과 ‘문화적’ 

차원을 구분한 이유는 각각의 정체성들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인식의 종류를 다르게 설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공적 정체성은 ‘관념적 인식’을 중심으로 하여 봉래산 등과 

같은 상상적 공간에서 ‘확인’되는 형식으로 드러난다. 반면에 문화적 정체성은 관념보다

는 더 통일되고 체계적인 차원의 ‘이념적 인식’을 중심으로 소상강 등과 같은 역사적 

공간에서 ‘추구’되는 것이다. 두 정체성이 모두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만들어졌다는 점

에서는 공통적이지만 그 정체성을 표현해내는 인식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에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지명 이미지는 자연 상태의 지리적 공간에 대한 관찰이나 그로부터 받은 인상을 넘어

서 그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역사적 이해와 연관을 맺는다. 특히 특정 장소를 

중심으로 한 인문학적인 담론의 형성은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되어 온 문화와 연결되며, 

의미 있는 공간의 구획 역시 문화적 담론의 영향으로 이루어진다.139) 시적자아의 공적 

정체성은 바로 이러한 문화적 담론 안에서 언어생활의 주체들과 연결된 고리 안에서 발

현되는 것이다. 특히 시조를 창작한 작가들의 공적 정체성은 사대부로서의 도의적 명분

과 의식적 지향점과 이어져 있다. ‘봉래산’의 이미지를 작품 창작 과정에서 중심적으로 

활용하였던 시조 작가들의 마음속에 공적인 차원의 정체성이라는 문화적 공유 의식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137) 염은열, ｢기행가사의 ‘공간’ 체험이 지닌 교육적 의미｣,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중세 여행 체험과 
문학교육, 월인, 2012, 102~103면 참조.

138)  이-푸 투안, 앞의 책, 128~134면 참조.; 염은열, 앞의 글, 102~104면.

139) 이동재, ｢한국문학과 지리산의 이미지｣, 현대문학이론연구 제29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6, 
2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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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몸에 깃치 도쳐 碧海(벽해)를 라 건너

蓬萊山(봉래산) 깁픈 곳에 不老草(불로초)를 야다가

님 계신 九重深處(구중심처)에 드리고져 노라   -역대시조전서 #2122 이의현(李宜顯)

  위의 시조의 작가로 전해지는 이의현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서, 청렴하고 검소하여 

청백리로 이름났다고 한다. 경종 때 신임사화에 연루되어 유배되었다가 영조 1년에 풀

려나 2년 뒤 우의정에 올랐으며, 그 후에  정미환국으로 쫓겨났다가 박필몽 등의 반란

을 평정하여 영의정이 되었다. 사대부로서 유배지에서도 언제나 임금에 대한 충정심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히 요구되는 공적 정체성이었다. 이 작품에서 시적자아는 봉래산의 

불로초를 구해다 바칠 정도로 간절하게 임을 사모하고 있음을 드러내는데, 이러한 정서

는 시적자아에게 요구되는 공적인 차원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고 있다.

  여기서 ‘봉래산(蓬萊山)’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예로부터 신선이 살고 불로초가 있다

고 전해지는 전설 속의 산이다. 이러한 전설에서부터 인간의 몸으로는 갈 수 없는 아주 

먼 곳이라는 관습적 장소감이 함께 파생되었다고 여겨진다. 여기서 봉래산은 새로 변하

여 푸른 바다를 날아가야만 도달할 수 있는 곳으로서, 그런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질 정

도로 간절히 임(임금)에게 연모와 충정을 다한다는 것이 강조된다. 위의 시조에서는 날

개가 있어야만 갈 수 있는 머나 먼 곳이라는 봉래산의 관습적 장소감을 토대로 하여 

‘봉래산 불로초’를 통해 드러낼 수 있는 관념적 인식이 함께 작용하여 시적자아의 소망

과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 몸이 주거가셔 무어시 될니

蓬萊山(봉래산) 第一峯(제일봉)의 落落長松(낙락장송) 되야이셔

白雪(백설)이 滿乾坤(만건곤)할 제 獨也靑靑(독야청청) 리라  

          -시조문학사전 #1665 성삼문(成三問)

  위의 작품은 사육신(死六臣) 가운데 한 사람인 성삼문이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가 잡

혀 사형을 당하러 갈 때 읊은 시조라고 전해진다. 여기서 봉래산은 그 유래와 밀접한 

의미를 지니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파생된 함축적 의미를 갖는다. 즉, 신선이 살고 있

는 초월적 선계의 장소라기보다는 임금에 대한 강한 충정과 절개를 드러내기 위한 상징

적 이미지를 환기한다. 물론 이 봉래산은 강원도 영월군에 위치한 실제 산을 가리키기

도 한다.140) 그런데 성삼문이 이 시조에서 ‘봉래산’을 언급한 것은 단순히 단종의 유배

지가 있는 영월의 산이기 때문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앞에서 봉래산의 중층적 이미지에 

140) 봉래산은 실제로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의 북동쪽에 우뚝 솟아 있는 산인데, 성삼문이 이 작품에서 
‘봉래산’을 언급한 것은 단종의 유배지가 영월이었기 때문으로도 추측된다.(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
원, 한국지명유래집-중부편, 국토지리정보원,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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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설명하면서 봉래산이 임금이 계신 궁궐을 상징하는 의미도 함께 가진다고 하였다. 

여기서도 그와 같은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여 ‘봉래산 제일봉’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이 ‘임금이 계신 성스러운 곳’이라는 함축적 의미도 사실상 원래 봉래산이 어

떠한 곳인지에 대한 관념적 인식의 작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앞에서 봉래산의 이미지

가 실제 건축물 및 경치 좋은 명산을 가리키는 대표적 명칭으로 자리 잡게 된 상황을 

설명한 바 있는데, 위의 시조에서 ‘봉래산’을 가져온 것도 같은 맥락에서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예를 통해 다시 한 번 상상의 공간인 봉래산의 설화를 바탕으로 한 관습

적 장소감이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봉래산이 그와 같은 관습적 장소감을 중심으로 하여 시적자아의 공적 정체성을 나타내

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위 시조의 ‘봉래산’이라는 지명에는 간신들이 들끓는 어지러운 시국일지라도 결코 변

하지 않고 홀로 지조를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굳은 결의와 신념이 상징적 차원에서 드러

나 있다. 그리고 ‘흰 눈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겨울에도 홀로 푸른, 가지가 길게 축축 늘

어진 키가 큰 늙은 소나무’라는 절개에 대한 관념이 시적자아의 인식의 근간을 이룬다.  

위 작품과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다음 시조에서도 지조에의 결의를 통한 사

대부의 공적 정체성 확인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大丈夫(대장부) 百年後(백년후)에 아모 것도 되지 말고

蓬萊山(봉래산) 上上峯(상상봉)에 落落長松(낙락장송) 되엿다가

白雪(백설)이 滿乾坤(만건곤)커든 獨也靑靑(독야청청).         -한국시조대사전 #1179

  위의 두 시조들에서는 공통적으로 봉래산 가장 높은 봉우리에 있는 ‘낙락장송’이 나

오는데, 이 낙락장송 역시 ‘지조와 절개’라는 관념적 인식 및 사대부들의 공적 정체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시어이다. 낙락장송은 봉래산과 함께 나오는 경우 외에도 아래와 같

이 나타나기도 한다.

어와 버힐시고 낙낙댱숑 버힐시고

져근덧 두던들 동냥 되리러니

어즈버 명당이 기울거든 므서로 바티려노     -시조문학사전 #1393 정철(鄭澈)

  위 시조에도 ‘낙락장송’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특정한 산에 있다는 진술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점이 독특하다. 이 시조에서는 낙락장송이 나라의 기둥이나 들보가 될 만한 

훌륭한 인재를 뜻하는 동량지재(棟梁之材)로 표현되어 있다. 잠시만 두면 국운이 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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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힘이 되어주고 기울어져 가는 정치 현실에서도 나라를 단단히 받쳐줄 만한 훌륭한 

인재로 쓰일 것인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베어버린 현실에 대한 개탄이 드러나 있

다. 즉, 낙락장송과 같이 뛰어난 인재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는 시적자아의 마음이 나타난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이 바로 ‘낙락장송’이 당대 선

비들의 가치관을 대표하고 공적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중심적 매개체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몸이 되올대 무어시 될이 

崑崙山(곤륜산) 上上峯(상상봉)에  落落長松(낙락장송) 되얏가

群山(군산)에 雲滿(운만)거든 홀로 웃둑 이라     -시조문학사전 #1660 권필(權鞸)

  위 시조에서는 봉래산과 유사한 이미지를 가지는 ‘곤륜산’이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상 앞에서 설명한 시조들과 유사한 통사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원래 곤륜산(崑崙山)은 영험이 강한 신선들의 땅이라 일컬어지는 전설상의 공간으로, 옥

(玉)이 나며 하늘에 이르는 높은 산으로 여겨지다가 전국시대(戰國時代) 말기부터는 서

왕모(西王母)가 살며 불사(不死)의 물이 흐른다고 전해진다. 이 산의 위치는 중국 북서

쪽 끝에 있다고 전해지지만 실제 공간은 아니며, 산의 정상이 북극성과 마주보고 있다

고 한다. 즉, 우주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포박자(抱朴子)』에 따르면 곤륜산

에는 440개의 문과 다섯 개의 성, 열두 개의 누각이 있고, 이 산에 살 수 있는 것은 신

들이나 신선들뿐이라고 한다. 또한 이 산의 모양은 위쪽이 넓고 아래쪽이 좁은 역삼각

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상에는 신기한 식물들이 자라나며 보통 사람들은 아예 올라갈 

수조차 없는데, 만약 등산에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그는 정상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를 먹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전한다. 그리고 어떤 설에 의하면 이 산 

주위에는 사물을 띄울 힘(부력)이 없는 '약수(弱水)'가 흐르고 있어서 보통 방법으로는 

절대로 접근할 수 없다고도 한다.141)

  이 곤륜산은 봉래산만큼 많은 시조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상상적 공간이

면서 동시에 관습적 장소감이 환기하는 상징적 이미지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봉래산의 

경우와 같은 함축성을 나타낸다. 군산(群山)은 여러 산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러 산들

에 구름이 가득하다는 것은 시적자아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이 없는 채로 기존의 체제에 순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의 우의적 표현이다. 구름 속

에 갇혀 있는 것처럼 어두운 상태인 사람들과는 달리, 시적자아는 곤륜산과 같이 영험

하고 상서로운 산에 우뚝 서 있는 ‘낙락장송’과도 같다. 이렇게 시적자아는 어지러운 현

실에서 자신이 가져야할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곤륜산과 낙락장송의 이미지를 통해 드러

141) 마노 다카야, 임희선 옮김, 낙원, 들녘,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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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첫 번째 시조의 작가로 전해지는 석주(石洲) 권필(權鞸)은 조선 중기의 문인인

데, 일평생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조선 사회에 대한 비판을 끊임없이 나타내면서 자유

분방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 출생이나 성장 배경 등을 보면 충분히 벼슬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갖추었지만, 권필은 그것을 거부하고 방외인을 자처하였다. 그리하여 기

존 정치 질서 속에 편입되지 않으면서 많은 시를 통해 당대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 비판

의 목소리를 담아내었다고 한다.142) 권필은 어린 나이에 과거에서 장원을 했음에도 한 

글자를 틀려 출방(黜放)당하는 비운을 겪었고, 그 이후에 완전히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

렸다고 한다. 그리고 송강 정철의 풍류를 사모하여 정철이 강계로 귀양 가 있을 때에도 

그를 만나기 꺼려하는 뭇 사람들과는 달리 기꺼이 찾아가 만났다고 전해진다. 그가 스

승으로 모셨던 정철이 파란만장한 정치 이력을 가졌던 점도 권필이 평생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살아가게 된 원인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권필은 벼슬에는 뜻이 

없었으나 사회 현실이나 정치의 모순을 비판하는 것에는 적극적이었다. 현실의 모순을 

외면하지 않고 옳다고 여기는 일에 주저 없이 나섰기에 특히 현실 풍자의 글을 많이 남

겼다고 한다.143)

  이러한 작가의 배경을 토대로 유추해보건대, 위의 시조에서 시적자아가 드러내고자 

하는 정체성 역시 같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흔들리

지 않고 지조와 절개를 지키며 바른 목소리를 낼 줄 아는 문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바로 

그것이다. ‘낙락장송’은 시적자아의 내면 의식을 형성하고 있는 정체성의 내용을 보여주

는 시어인 셈인데, 이러한 정체성은 당대의 ‘공적 정체성’의 내용과 일치한다.

  한편, ‘봉래산’의 이미지가 궁궐에도 적용되면서 임금이 계시는 궁궐을 의미하는 것으

로 많이 쓰였다. ‘봉래궁(蓬萊宮)’은 당나라의 조회가 열리던 대명궁(大明宮)의 별칭인

데, 고종(高宗) 용삭(龍朔) 3년(663)에 대명궁을 봉래궁이라 불렀다 한다.144) 이와 같은 

명칭의 유래와 유사하게 조선에서도 궁중의 구조물에 봉래궁이라는 이름을 붙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연산군은 경회루 연못 서쪽에 만세산을 만들고 산 위에 아주 화려한 5

개 궁의 모형을 지은 후, 그 이름을 각각 만세궁, 봉래궁, 일월궁, 예주궁, 벽운궁이라 

하고, 여기에서 항상 호사스런 연회를 즐겼다는 기록이 있다.145) ‘봉래궁’이라는 명칭은 

142) 성범중, ｢석주 권필의 삶과 시｣, 한국한시작가연구 제8집, 한국한시학회, 2003, 4239~432면.

143) 김은희, ｢석주 권필 문학의 일성격-방외인적 경향을 중심으로｣, 덕성여대논문집 제29집, 덕성여
자대학교, 1998, 12~13면.

144) 강관식, 조선후기 궁중화원 연구 上, 돌베개, 2001, 51면.; 허청웨이, 김동휘 역, 중국을 말한다 
9-당나라의 기상, 신원문화사, 2008, 158면.

145) 허균, 사료와 함께 새로 보는 경복궁, 한림미디어, 2005, 39면.; 공준원, 오궁과 도성 : 왕도를 
새긴 오궁과 오상을 쌓은 도성, 세계문예, 2009, 1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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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선계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회루가 자리한 연못의 3개의 섬이 각각 봉래

(蓬萊), 방장(方丈), 영주(瀛州)의 삼신산을 상징한다는 기록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세종 때 대제학을 지낸 변계량이 왕에게 지어 올린 <화산별곡(華山別曲>에

서도 경회루의 ‘봉래’를 언급했는데, 이때의 ‘봉래’가 바로 임금이 계신 곳을 의미한

다.146) 이 외에도 백제의 궁남지, 신라의 임해전지 등 삼국시대의 궁궐을 비롯하여 조

선 초기에 꾸며진 궁궐 내 연못들이 봉래, 방장, 영주의 삼신산을 표방하는 경우가 많

았다.147) 이런 배경에서 시조 작품에 등장하는 ‘봉래산’이 임금이 계신 궁궐을 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라 추측된다. 

예서 애 드러 두세번만 붓츠면은

봉산 뎨일봉의 고온님 보련마
다가 못 일을 닐러 므리                  -시조문학사전 #148, 정철(鄭澈)

  위의 작품에서 ‘봉산(봉래산)’은 임금이 계시는 궁궐의 의미와 불로초가 있는 전설 

속의 산이라는 의미가 통합되어 있다. 시적화자는 실제 있지도 않은 날개가 마치 있는 

것인양 가정하여 그 날개를 통해 임이 있는 곳으로 날아가고픈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소망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일임을 종장에서 인식하였으나,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끝맺고 있다. 다음 작품을 보자.

봉산 님겨신 오경 틴 나믄 소
성너머 구름 디나 창의 들리다

강남의 려옷 가면 그립거든 엇디리                -시조문학사전 #934, 정철(鄭澈)

  여기서는 공간적으로 임금이 거처하는 궁궐이 시적화자의 심리적 거점이 되고 있다. 

여기서 시적화자는 궁궐을 조금 벗어난 어느 객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데, 거기에서는 궁궐에서 시각을 알리는 소리를 울릴 때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곳

이다. 궁궐에서 임금을 직접 가까이 모시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임금 곁에서 벼

슬을 할 때 행복하게 듣던 오경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강남148)에 내

려가게 되면 그러한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기에 그리움이 더욱 심화될 것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149) 

146) 경회루 광연구 높기도 높을사 넓으나 넓어 시원도 하다/ 인애는 걷히고 맑은 기운 불어든다. (중
략) 위 올라보는 경계 어떠하니 잇고/ 봉래 방장 영주 삼신산/ 위 어느 시대에 찾아볼꼬. (<조선왕조
실록> 세종7년 4월 2일 조.)

147) 김수봉, 환경과 조경, 학문사, 2003, 116면.

148) 작자의 고향인 전남 창평을 뜻한다.

149) 전재강, 앞의 책, 2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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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 설명한 시조들에서 시적자아는 공동체에서 중시하는 관념에 입각하여 봉래

산이라는 장소를 인식하고, 거기에 당대인들이 지니고 있었던 공론들(topos)에 대한 지

식을 투영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토포스’ 논의에서 장소는 자신

을 직접 감싸고 있는 것을 파악하는 데서 출발하지만, 그 형상 자체는 아니라고 한다. 

즉, 장소는 무수히 많은 가능성을 지니며 자연적인 경계를 갖는 공통의 속성을 갖는다. 

이 개념에서는 자연을 파악함에 있어서도 물질적인 차원의 의미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

라 상징적인 측면도 염두에 두고 있다. 토포스적 차원에서의 장소는 사물을 감싸고 있

는 경계 사이의 틈이 확장되는 것인데, 이러한 논의는 상상적 공간에서 존재의 근거 및 

상징 공간으로서의 의미 가능성을 시사한다.150) 

  상상적 공간의 자질은 실제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분명히 두어 현실을 중심으로 이해

하는 방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다. 그리고 상상적 공간은 어떠한 모형을 전제로 그와 흡

사한 모방에서 만들어낸 세계라는 차원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151) 이 절에서는 

‘봉래산’, ‘삼신산’과 같은 상상적 공간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시적자아의 공적 정체성

을 다루었다. 이러한 상상적 장소들에 대한 관념적 인식이 표현의 차원에서 확인·강화

되는 경우, 시적자아가 드러내고 싶은 공적 정체성이 더 확실해진다. 물론 ‘충(忠), 효

(孝)’ 등의 공적 정체성은 다른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주제의식으로 드러날 수 있다. 그

런데도 특히 함축적 의미를 중심으로 관습적 장소감과 관련된 상징적 이미지로 이것을 

확인하는 효과는 더욱 큰 것이다. ‘봉래산’, ‘삼신산’은 사람의 몸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

는 험난한 길을 전제하고 있는 가상의 공간이지만 그곳에는 불사약과 같이 누구나 바라

는 보물이 숨겨져 있다. 그토록 험한 길을 뚫고 하늘을 나는 새로 변해서라도 꼭 가고자

하는 의지만으로도 시적자아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표현하는 것이 더욱 절실한 것이다.

  사실 봉래산이나 삼신산 등은 실재하지 않는 상상적 공간을 나타낸다는 점 때문에 시

공간의 유물로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삼신산의 이미지는 

시대의 흐름에도 크게 변하지 않는 일정한 관습적 장소감을 통해 상징적 의미를 유지하

고 있다. 특히 금동대향로나 삼신산의 이미지를 본 따서 만든 산대(山臺), 삼신산을 나타

낸 그림, 조각, 삼신산과 관련된 요소들로 꾸민 정원이나 궁궐의 건축물, 정자 등이 바로 

삼신산 이미지를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도록 하는 시공간의 유물이 된다. 무엇보다 삼

신산의 이름들을 별칭으로 가지게 되었거나 아예 삼신산의 이름 중 하나로 불리게 된 많

은 산들이 이러한 관념적 인식이 시공간을 따라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150) 나카무라 유지로(Nakamura Yūjirō), 박철은 역, 토포스-장소의 철학, 그린비, 2012, 20~99면 
참조.

151) 장일구, 경계와 이행의 서사 공간-공간으로 읽는 한국 서사문학, 서강대학교출판부, 2011, 
56~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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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사적 장소감이 환기하는 비유적 이미지

 

  이 절에서 다룰 논의들은 ‘창오산’, ‘소상강’, ‘동정호’와 같이 실제 인물이 살았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전고(典故)를 가진 역사적 장소로 남아있는 지명들을 중심으로 한다. 

이러한 지명들은 역사적 장소감을 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장소감을 중

심으로 전경화된 시조들에 나타난 지명 이미지를 검토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창

오산’이라는 지명 시어는 지시와 함축의 두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 즉, 실재하는 구

체적 장소이면서 동시에 관념적 의미를 가진 장소이기 때문에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모

두 가지는 비유적 이미지로 나타나게 된다.  

  역사적 장소감은 특히 현실에 실재하면서 동시에 오랜 역사적 관습의 반복으로 이미

지를 형성하게 된 시조의 지명 시어를 중심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장소

감은 실재적 장소감과 관습적 장소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장

소의 정체성에 공감하는 능력, 인간의 실존과 개인적 정체성의 초석으로서의 장소와 맺

는 연관성 등이 역사적 장소감이 환기하는 의미가 된다. 그리고 이 장소감은 지명의 비

유적 이미지가 시어의 긴장 관계를 중심으로 생겨난다는 논의의 근거를 이룬다. 

  이 역사적 장소감은 인간의 참된 삶을 토대로 한 ‘진정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중

요한 점은 이 진정성이 실제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지각적 인식을 중요한 전제 조건으

로 한다는 점이다. 하이데거는 인간이 자기 실존에 대한 자유와 책임을 인식한다는 의

미에서 ‘현존재(Dasein)’라는 존재양식을 가리켜 진정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여기서 ‘현

존재’는 우리 인간의 삶이 특정의 사회적·역사적 조건 혹은 공간적·시간적 처지와 분리

하여 생각할 수 없는 존재라는 점에 기초를 둔다.152) 따라서 현존재가 거주하고 있거나 

머무르고 있는 장소와 생활세계는 현존재 그 자체의 구성요소여서 불가분의 관계를 맺

는다. ‘세계-내-존재’라는 말도 이러한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

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세계의 의미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도, 또는 의식적으로 어떤 

상황의 변화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도 인간은 세계에 직접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

식하고 있다.153)

  또한 역사적 장소감은 시어의 의미 및 이미지의 다층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다. 즉, 시

어의 의미가 구체적인 현실성과 추상적인 관념성의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내용들

에서 형성되는 ‘긴장’을 중심으로 한 개념이다. 그러한 이유로 ‘긴장 작용’을 중심 원리

로 하는 ‘비유적 이미지’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휠라이트는 ‘의미의 변환, 전이, 결

152) 마르틴 하이데거(M. Heidegger), 이기상 역 존재와 시간, 살림, 2006 참조. 

153) 에드워드 렐프,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9, 1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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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긴장’등을 은유와 같은 비유적 이미지의 발생의 중요한 기본 원리로 들었다.154) 그

러면서 존재의 발견과 인식은 반사적, 즉 ‘긴장’의 과정을 통한 상상적 행위에 의해 증

대될 수 있다고 보았다.155) 

  그리고 이렇게 개별적 구체성과 보편적 추상성이 만나 이루는 시적 긴장은 이미지의 

중층적 의미를 만들어낸다. 그 긴장 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비유적 지명 이미지는 역사

적 장소감이라는 특성을 토대로 시적자아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데 중심적 역할

을 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시어의 긴장과 비유적 이미지의 특성에 주목하여, 지명 

이미지가 실재와 관습이 섞여 나타나는 역사적 장소감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살

핀다. 그리고 이러한 시어의 의미 및 장소감의 특성이 시적자아의 이념적 인식을 표명

하는 데 중심적으로 활용되는 것도 논의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시적자아가 역사적 장

소감을 가진 전고(典故) 공간에서 문화적 정체성을 추구하는 과정에까지 나아가는 양상

을 알아볼 것이다.

(1) 지시와 함축의 긴장으로 이루어진 지명 시어

  앞의 Ⅱ장에서 다룬 비유에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비유가 서로 다른 대상과 개념간의 ‘긴장(tension)’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

이다. 테이트에 의하면 시적 언어의 의미는 지시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 둘 사이의 거리

와 탄력에 의한 긴장을 통해 확산된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서로 잡아

당기는 팽팽한 힘이 고조되며, 그 시적 효용이 극대화된다고 한다.156) 이렇게 좋은 시

의 의미 구조는 내포와 외연의 가장 먼 양극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긴장 관계에서 발견된

다. 테이트는 시적 긴장을 ‘시에서 발견되는 모든 외연과 내포를 완전히 조직한 총체’라

고 하면서157) 이상적인 시의 의미는 양 극단에 있는 이질적인 사물 및 낯선 대상들 간

의 결합에서 효율적으로 구현된다고 보았다. 이렇게 지시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 사이의 

먼 거리로 인한 탄력과 장력에서 비롯한 시적 긴장은 다양한 여러 연상 및 심상들 간의 

갈등과 역동성을 조장한다. 고정희는 <중놈이 젊은 사당년을 얻어~>라는 사설시조를 

154) 필립 휠라이트, 김태옥 역, 앞의 책 참조.

155) 이승훈, 앞의 책, 241~242면.

156) 알렌 테이트(Allen Tate), On the Limits of literature, 김수영․이상옥 공역, ｢시에 있어서의 텐슌
｣, 현대문학의 영역, 대문출판사, 1970, 100면.; 박진환, 한국현대시인연구, 자유지성사, 1999, 
329면.

157) 상허학회, 한국문학과 탈식민주의, 깊은 샘, 2005, 112면.; 알렌 테이트, 김수영․이상옥 공역, 앞
의 책, 100면.; 김준오, 시론, 1984, 1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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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이와 같은 시적 긴장을 설명하고 있다. 시부모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풍성한 음식

이라는 함축적 의미를 중심으로 채택된 사물 시어들의 실상은 소박하기 이를 데 없는 

음식들이라는 점이 바로 이와 같은 긴장을 형성한다는 것이다.158) 

  이러한 논의들을 참고로 하면, 지시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 사이의 긴장이 작품의 시

적 의미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어준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따라서 시조에서 ‘역사적 

장소감’을 환기하는 지명 시어는 지시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 사이의 거리가 먼 특성을 

지니는 대표적인 예가 된다. 따라서 그 긴장이 한층 고조되어 시의 의미를 풍부하게 해

줄 수 있다. 시적 언어는 다양한 관념과 경험들이 녹아들어가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하

고 있는데, 그러한 이미지가 매개하는 시적 의미가 긴장의 극단에 있는 경우에는 긴장

이 희박할 때보다 훨씬 더 독자의 참여를 유발하게 된다. 문제는 이렇게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고 있는 시어들의 의미를 어떻게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느냐이다. 여러 관념과 

경험들이 중층적으로 엮여 있는 시어의 경우에는 그 긴장이 더욱 클 것이므로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아래에서 예로 들고 있는 지명 시어는 모두가 구체적 지시 대상을 가지는 동시에 관

습으로 굳어진 관념적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들이다. 즉, 현실에 실재하는 장소

라는 외연을 가지면서 슬픔의 정서를 중심으로 한 관념적 내포를 함께 드러내는 지명들

이다. 예로부터 창오산, 소상강, 동정호와 같은 역사적 장소를 중심으로 전해져 내려오

는 고사(故事)들은 이와 같은 관념적 내포를 형성하는 토대가 되었다. 이 고사는 중국의 

문인들 외에 조선의 많은 문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창오산·소상강·동정호 등이 유독 

많은 한시 및 시조, 가사 작품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蒼梧山(창오산) 崩(붕)코 湘水(상수)ㅣ 絶(절)이래야 이내 실음이 업쓸슬

九疑峰(구의봉) 굴음이 갓이록 새로왜라

밤中만 月出于東嶺(월출우동령)이 님뵈온 듯 여라  

             -시조문학사전 #1962 이해(李海)

  위의 시조에 나오는 ‘창오산’은 호남성 영원현(湖南, 寧遠)의 동쪽에 있는 산인데, 여

기서 순임금이 죽었다고 전해진다. 이 창오산은 구의산(九疑山)이라고도 하는데, 모양이 

비슷한 아홉 개의 봉우리(구의봉)가 있어 이렇게 이름 붙여졌다고 한다. 이 창오산에 얽

힌 유명한 고사로 순임금과 그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의 슬픈 이야기가 있다. 이비는 

순임금의 부인들이자 자매지간인 아황과 여영을 가리킨다. 이비는 전국을 순시하던 순

임금을 찾아 천하를 헤매어 다녔는데, 소상강을 지날 때 마침 순임금이 죽었다는 소식

158) 고정희, ｢사설시조의 사물 분류 방식과 그 시적 의미｣, 고전문학연구 제41호, 한국고전문학회, 
2012, 246~247면.; 25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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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듣고 순임금의 뒤를 따라 소상강에 투신하여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瀟湘江(소상강) 긴 대 베혀 하늘 밋게 뷔를 야

蔽日浮雲(폐일부운)을 다 쓸어 리고져

時節이 하 殊常(수상)이 쓸말 여라           -시조문학사전 #1195 김류(金瑬) 

瀟湘江(소상강) 긴  뷔혀 낙시 여 두러메고

不求功名(불구공명)고 碧波(벽파)로 나려가니

아마도 事無閑息(사무한식)은 나인가 노라                  -시조문학사전 #1196

  위의 시조들에 나오는 소상강은 이비(二妃)가 순임금을 따라 죽은 곳으로 알려져 있

다. 그리고 이 고사로 인해 이비는 남편을 따라 죽은 열녀의 효시로 칭송되었다. 여기

서 유명해진 말로 ‘소상반죽(瀟湘斑竹)’이 있는데, 이것은 중국 소상강에서 나는 아롱무

늬 진 대나무를 말하는 것이다. 이비가 순임금의 부음을 듣고 흘린 피눈물이 대나무에 

묻어서 생긴 핏빛 반점이 바로 그 대나무에 있는 무늬라는 것인데, 슬프면서도 굳은 절

개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객관적상관물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두 시조들에서 시적자아는 공통적으로 소상강의 긴 대나무를 베어 자신이 하고

자 하는 일의 중심적 도구로 삼고 있다. 먼저 첫 번째 시조에서는 해를 가린 뜬구름(蔽

日浮雲)을 쓸어버릴 수 있는 빗자루가 되고 있다. 특히 첫 번째 시조에서 소상강의 대

나무를 베어 하늘에 미칠 정도로 큰 빗자루를 만든다는 표현은 시적자아의 뛰어난 상상

력을 볼 수 있는 발상이다. 그런데 해를 가린 뜬구름과 같은 간신배들을 다 쓸어버리고 

싶은 시적자아의 소망은 시절이 매우 어지러운 탓으로 그 실현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

다. 이 시조의 작가인 김류는 인조반정을 통해 광해군을 폐하고 인조를 왕위에 올리게 

한 중심인물이다. 여기서는 아마도 이이첨(李爾瞻) 등이 정권을 잡고서 정치를 혼란스럽

게 하던 때를 우의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간신배들이 들끓는 정치 현

실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었다.

  여기서 소상강에 얽힌 이비의 충절이 서린 얼룩무늬 대나무가 지니는 의미는 관념과 

구체의 결합이 이루어낸 비유적 표현에 해당된다. 즉, 이비를 중심으로 한 충절의 관념

이 ‘반죽’으로 구체화되었다는 것은 사실 내포와 외연·함축과 지시가 양쪽에서 팽팽한 

긴장을 형성해서 만들어내는 확장적 의미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소상강의 대나무뿐 아

니라 그 대나무가 자라는 ‘소상강’이라는 지명 역시 같은 이유로 지시와 함축 사이의 

긴장이 만들어내는 비유적 이미지와 연결된다. 다시 말하지만, 소상강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 장소이면서 동시에 순임금, 이비와 같은 역사적 실존 인물들과 연결된 

지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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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시조에서 소상강의 대나무는 공명을 거부한 시적자아가 한가로이 자연을 즐

길 수 있는 낚싯대가 되고 있다. 푸른 물결을 바라보면서 한가로이 낚시를 즐기는 시적

자아의 모습은 앞의 시조에서 현실에 대한 비판을 드러낸 시적자아의 모습과 사뭇 다르

다. 여기서의 소상강은 앞의 시조와는 달리 절개나 지조의 이념적 인식을 드러내는 장

치로 쓰인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적자아의 이념 지향이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시적자아는 소상강과 같은 자연 근처에서 ‘공명(功名)’을 구하지 않는 ‘은일(隱

逸)’의 도를 실현하고자 한다. 

  그런데 왜 하필 그 장소가 소상강인 것일지 생각해보면, 소상강이 가지고 있는 역사

적 장소감이 그대로 활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소상강은 아름다운 경치라는 실재적 

장소감 외에도 이비의 충절이 서려있다는 관습적 장소감을 함께 드러내는데, 이러한  

장소감은 시적자아가 공명을 구하지는 않되 사대부의 도리를 지키고자 하는 시적자아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도록 도와준다. 실제로 이 시조는 작가가 전해지지 않아 정확히 사

대부의 창작인지는 검증하기 어려우나, 공명을 구하지 않는 은자의 모습을 지향하고 있

다는 점에서는 당대 사대부들의 의식적 지향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념적 

인식에 대한 부분은 뒤에 이어질 논의에서 보다 상세히 다룰 것이다. 

  앞에서 소상강이라는 지명은 역사적 장소감을 환기한다고 하였다. 즉, 소상강은 원래의 

지리적 특색과 연결된 실재적 장소감 외에도 그곳에 얽힌 인물들의 사연에서 비롯한 관

습적 장소감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장소감은 소상강을 작품 창작의 주요 소

재로 활용하는 작가들이 실제로 그곳에 가보지 않았더라도 만들어지고 향유되는 것이다. 

君山(군산)을 削平(삭평)턴들 洞庭湖(동정호)ㅣ 너를랏다

桂樹(계수)를 버히던들 이 더옥 글거슬

두고 이로지 못고 늙기 셜워 노라                 -시조문학사전 #243

玉(옥)으로 白馬(백마)를 삭여 洞庭湖(동정호)에 흘니싯겨

草原長隄(초원장제)에 바 늙얏다가

그말이 풀어 먹거든 님과 離別(이별)리라                   -시조문학사전 #1529

  이와 같은 역사적 장소감을 중심으로 지시와 함축의 긴장을 중심으로 의미를 나타내

는 지명 시어로는 위의 시조에 나타난 ‘동정호’도 해당된다. 동정호는 중국 호남성에 있

는 호수의 이름인데, 소상강과 지리적으로 인접해있다. 그리고 소상강에 빠져죽은 이비

의 사당이 현재까지도 남아 있는 곳이다. 이러한 동정호 역시 역사적 장소감을 환기하

면서 구체와 관념 사이를 가로지르는 긴장 작용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소상강과 같은 기

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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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념적 인식의 표명

  이념적 인식은 감각과 관념 두 차원을 아우르는 것으로서 시적자아가 역사적 토대를 

가진 장소를 중심으로 진정성 있는 형태를 추구하며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 스피노자는 

우리가 많은 것을 ‘지각’하여 ‘보편 개념’들을 형성한다고 하였는데, 이 지각과 보편 개

념은 ‘개별적인 것’과 ‘기호’에 의해 형성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을 듣거나 읽게 되

면 그것을 통해 사물을 상기하고, 사물과 유사한 관념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그러한 과

정을 통해 우리는 사물을 상상하게 되고, 그러한 상상의 기호로부터 보편 관념들이 형

성된다는 것이다.159) 즉, 개별적인 사물과 거기에서 상상된 관념이 동시에 작용하여 보

편 개념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보편 개념이 바로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이념적 

인식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지각 가능성에 기초를 둔 개별적 구체성

과 관념의 영역인 보편적 추상성의 양쪽이 함께 작용하는 차원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념적 인식은 그러한 이유로 역사적 장소감과 연결되는 것이다. 

  역사적 인물들이 살다 간 지명이나, 특정한 사건과 같은 역사적 토대를 가지고 있는 

지명들은 대체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품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상태로서, 현재까지 그 장소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지명들

은 그러한 구체성에 더하여 관습적·관념적인 의미역까지 함께 가지고 있다. 이렇게 구

체와 관념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대부분 비유와 같은 수사법에 기반을 둔 이미지를 형

성하면서 중의적인 의미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러한 구체와 추상의 두 극

단이 팽팽한 긴장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 만들어지는 지명 이미지는 실재와 관념의 사

이에서 이념적 인식을 표명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달 밝고 셔리친 밤에 울고가 외기러기

瀟湘(소상)으로 가느냐 洞庭(동정)으로 向느냐

져근 듯 말 暫間(잠간) 드러다가 님계신듸 드려라              -시조문학사전 #593

달 밝고 셜이 치는 밤에 울고 가는 기러기야

소상 동졍 어듸두고 녀관 한등에 잠든 나를 우느냐

밤즁만 네 우름소 잠못 니러                   -시조문학사전 #594

벽 외기러기 洞庭 瀟湘江(동정 소상강) 어 두고

旅館寒灯(여관한등)의 든 날을 오다

우리도 千里(천리)예 님 離別(이별)고 못 드러 노라       -시조문학사전 #1093

159) 이현복, ｢스피노자와 인식의 종류｣, 철학연구 제91집, 대한철학회, 2004, 2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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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下(월하)에 任生覺(임생각)되 任(임)의 消息(소식) 바히 업
四更(사경) 우름 울고 瀟湘洞庭(소상동정) 외기러기 을 보고 번 길게 우난고나

언졔나 그리던 任(임) 만나 왼밤 잘고 노라                 -시조문학사전 #1607

  위의 작품들에는 공통적으로 소상강과 동정호에서 구슬프게 울고 있는 기러기가 등장

하고 있다. 달이 밝고 서리가 치는 밤 또는 새벽녘에 날아가는 외기러기의 울음소리는 

시적자아의 애상감을 고조시킨다. 위 시조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이별의 정황을 바탕으로 

한 ‘임’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나는데, 시적자아는 그러한 애절한 그리움으로 인

해 편히 잠들지 못하고 있다. 소상강과 동정호를 중심 시어로 하는 한시 및 시조들은 

대부분 시름, 고독, 쓸쓸함, 그리움 등의 정서를 중심으로 하는데, 위의 시조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 ‘기러기’, ‘달’, ‘서리’ 등의 시어는 소상강과 동정호의 실재적 

장소감을 만들어내는 중심 소재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장소들에 얽혀있는 순임금과 

이비, 굴원 등의 구슬픈 사연은 관습적 장소감을 구성하여 시적자아의 정서를 형상화하

는 바탕을 이루고 있다. 특히 ‘연군’과 ‘충정’의 마음을 기러기에 의탁하여 임에게 실어 

보내고자 하는 공통 설정에서는 시적자아의 이념적 지향이 드러난다. 이것은 일종의 이

념적 인식으로 작용하여, 소상강과 동정호의 이미지를 통해 표명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 장소감은 구체적인 개별성과 역사적인 보편성이 중첩되어 이루어

진다. 경험적·구체적 현실과 연관이 있어야 인간의 참된 삶과 연관된 진정성이 생겨나

며, 이것이 시적자아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해내는 구심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역

사적으로 실재하였던 장소를 토대로 이러한 역사적 장소감의 측면을 논하는 이유도 여

기에 있다. 삶과의 경험적이고 직접적인 측면과 관념화된 간접적인 측면 사이의 연관성

이 시적자아의 ‘이념적 인식’이라는 개념에 보다 적극적인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구체

와 추상을 아우를 수 있는 역사적 공간이 시어의 지시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 사이의 긴

장 작용을 만들어내는 비유적 지명 이미지의 토대가 된다는 점도 같은 측면에서 논할 

수 있다.

  이렇게 소상강, 창오산, 동정호 등의 지명이 환기하는 역사적 장소감은 시적자아의 

이념적 인식을 촉발하는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다. 그리고 역사적 토대와 완전히 분리된 

자아의 독자적인 의식만을 반영해서는 ‘이념’이라고 일컫기 어렵다는 점에서, 관습과 문

화가 만들어낸 ‘관념’이 이념적 인식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맥락으로 연결되는 다른 시조를 더 살펴보면 이와 같은 내용을 더욱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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洞庭湖(동정호) 은 이 楚懷王(초회왕)의 넉시 되야

七百里 平湖水(칠백리 평호수)의 다 비최여 뵈 은

아마도 屈三閭(굴삼여) 魚服忠魂(어복충혼)을 굽어볼까 노라 

           -시조문학사전 #670 이후백(李後白)

  위 시조에 등장하는 지명인 ‘동정호’는 중국 고사에서 유래한 시어이다. 이 지명은 구

체적인 실제 장소를 바탕으로 할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거쳐 형성된 역사적인 관습

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즉, 실제 장소에서 비롯했으나, 역사적인 보편성

을 얻게 되어 중층적인 의미역을 가지게 된 것이다. 구체적인 실재와 더불어 역사적 보

편성이라는 관념적 의미를 지닌 지명들이 가지는 내부적인 거리 및 긴장이 역사적 장소

감의 환기에 중요한 시적 장치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중국 호남성의 동정호의 남쪽에 있는 소수와 상수 두 물줄기를 합쳐서 소상이라고 하

는데, 이 두 강이 합류하는 곳은 예부터 경치가 뛰어나기로 유명하였다고 한다. 소상강 

부근에 있는 아름다운 여덟 개의 경치를 일컬어 ‘소상팔경’이라고 하는데,160) 소상팔경

은 일찍부터 아름다운 경치의 대명사처럼 인식되었고, 많은 한시와 시조, 소설 등에서 

소상팔경이 주요 창작 소재 및 배경으로 활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 소상팔경은 

본래 실재하는 자연의 경치를 토대로 하였으나 문학작품에 계속해서 활용되는 과정에서

는 하나의 관념화된 경치가 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161) 즉, 소상팔경을 토대로 한 작

품들의 창작 기저에는 동일한 소재의 반복적 선택에 의해 형성된 관습적 성격이 자리하

고 있으며, 시대의 추이에 따른 변모 역시 수반되어 있다. 

  특히 위의 시조에서 ‘동정호’는 ‘소상팔경’ 중 ‘동정추월(洞庭秋月)’, 즉 동정호에 비치

는 가을달의 배경이 되는 아름다운 곳이다.  동정호는 중국 호남성 북부에 있는 드넓은 

호수인데, 그 안에는 섬이 많고 아름다운 풍광으로 유명하다. 여기에는 순임금의 죽음

을 비탄하여 호수에 몸을 던진 아황(娥皇)과 여영(女英) 두 명의 비(妃)를 모시는 사당

이 현재도 남아있다고 한다.162) 여기서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 외에도, 칠백 리에 이르

는 넓은 호수에 밝은 달이 비추는 모습이 동정호의 실제 자연에 토대를 둔 표현이라는 

160) ‘소상팔경’ 화제(畵題)는 북송대의 문인이자 화가였던 송적(宋迪)이 낙양에 머물면서 이 일대를 방
문해 시를 짓고 그림을 남겨서 성립되었다는 설과, 송적 이후 11세기 말~12세기 초에 나타난 회화 
제재였다고 하는 설이 있다.(동기창, 화안, 시공사, 2003, 35면 참조) 이러한 소상팔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사낙안(平沙落雁): 평평한 모래밭에 내려앉는 기러기/ 원포귀범(遠浦歸帆): 멀리 강에
서 포구로 돌아오는 배/ 산시청람(山市晴嵐): 산마을에 피어오르는 맑은 아지랑이/ 강천모설(江天暮
雪): 강과 산에 내린 저녁 무렵의 눈/ 동정추월(洞底秋月): 동정호에 뜬 가을 달/ 소상야우(瀟湘夜雨): 
소상강에 내리는 밤비/ 연사만종(煙寺晩鍾): 안개 쌓인 절에서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연사모종(烟寺暮
鐘))/ 어촌석조(漁村夕照): 강과 마을의 해질 녘 노을

161) 정운채, ｢소상팔경을 노래한 시조와 한시에서의 경의 성격｣, 국어교육 제79호, 한국국어교육연
구회, 1992, 263면.

162) 주숙하, 중화문화스케치, 숭실대학교출판부, 2009,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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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실재적 장소감’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지명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동정추월’을 노래한 사대부 및 중인층 작가들 중에는 실제로 이곳에 가본 다

음에 작품을 창작했다기보다는 대부분 그림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했거나 이미 관념화된 

동정추월의 이미지를 배경지식으로 하여 창작한 경우가 많다. 그런 이유로 ‘동정호’를 

중심으로 하는 시조들이 반복적으로 유사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163) ‘소상

강’과 ‘동정호’를 나타낸 그림들을 보아도, 소상팔경이라는 소재가 양식화된 틀로 존재

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64) 이러한 틀로 인해 관념적으로 고정된 동정호의 이미

지는 당대 작가들이 설사 실제 그 장소에 가본 이후에도 새롭고 독창적인 의미보다는 

기존의 관습을 확인하고 강화하도록 만드는 측면이 더 컸다.  이렇게 동정호의 장소감

은 실재적 장소감 외에도 오랜 세월을 거쳐 형성된 역사적인 관습에서 만들어진 관습적 

장소감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동정호·멱라수 일대를 아우르는 비극적인 역사적 사실에서 비롯한 정서는 밝은 

달이 비추는 넓은 호수의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고 느끼게 하는 일종의 관념틀로 존재

하고 있다. 즉, 그 장소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감상하기 위해서는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 외에도 관념적 해석틀의 내용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지명 시어들 중 대표적인 것으로 ‘동정호’, ‘소상강’, ‘창오산’, ‘수양산’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역사적 장소감을 바탕으로 하여 시적자아의 이념적 인식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이비의 고사와 연결되는 지명인 ‘소상강’과 ‘창오산’이 나오는 다음 두 시조를 살펴보

면 이와 같이 실재와 관념이 복합된 역사적 장소감을 중심으로 한 지명 이미지가 가지

는 정서적 차원의 의미 및 작가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더욱 잘 알 수 있다.  

蒼梧山(창오산) 聖帝魂(성제혼)이 구름 조차 瀟湘(소상)에 려

夜半(야반)의 흘너드러 竹間雨(죽간우) 되온 은

二妃(이비)의 千年淚痕(천년누흔)을 시서볼까 노라   

          -시조문학사전 #1963 이후백(李後白)

소상강(瀟湘江) 細雨(세우)중의 누역 삿갓 뎌 老翁(노옹)아

뷘  흘니 저어 向(향)니 어드메뇨

李白(이백)이 기경비상천(騎鯨飛上天)니 風月(풍월) 실너 가노라

          -시조문학사전 #1198 이후백(李後白)

163) 전경원, ｢소상팔경한시의 함의와 정서적 기여-‘동정추월’을 대상으로｣, 겨레어문학 제28집, 겨레
어문학회, 2002, 56면.

164) 김신중, ｢소상팔경가의 관습시적 성격｣, 고시가연구 제5집, 한국고시가문학회, 1998, 125~12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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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도 설명하였지만, ‘창오산’은 순임금이 죽은 곳으로 전해지며 ‘소상강’은 순임금

을 찾아 헤매던 두 왕비들이 순임금의 죽음을 전해 듣고 따라 죽은 곳이다. 이 고사는 

많은 이들의 입을 통해 전해졌고, 지금까지도 창오산과 소상강의 지배적 이미지를 형성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165) 위의 시조 중에서 첫 번째 작품에서는 창오산에 내리는 밤

비를 그곳에서 죽은 순임금의 혼인 ‘성제혼’에 비유하면서, 자신을 따라 죽은 이비에 대

한 순임금의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종장에서 ‘순임금의 혼이 대나무 사

이에 내리는 비가 되어 소상강을 적시는 이유는 이비의 한 서린 눈물자국을 씻어보고자 

하는 것’이라는 표현에서 순임금의 넋이 이비를 위로하는 마음이 잘 드러난다. 순임금

의 혼이 이비의 절절한 ‘충’과 ‘열’을 빗줄기로나마 어루만져준다는 것은 이비의 심정에 

공감하며 그 뜻을 인정해주고 높이 기린다는 의미이다. 

  이 시조에서 시적자아는 작품 창작의 토대가 된 사연의 주인공 중 한 사람으로 설정

되어 있는데, 시적자아가 가지고 있는 이념적 인식이 ‘창오산’이라는 지명 시어가 환기

하는 장소감을 중심으로 표명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여기서의 이념적 인식의 내용

은 작품의 주제의식과도 연결되는 ‘충’과 ‘열’에 대한 지조가 될 것이다. 작가는 그러한 

고귀한 뜻을 지조 있게 지켜낸 이비의 안타까운 죽음에 순임금의 혼이 슬퍼하며 눈물로 

위로한다는 설정을 통해 이와 같은 이념적 인식을 잘 드러내고 있다. 

  두 번째 작품에서 시적자아는 소상강에 내리는 가랑비를 맞으며 도롱이를 입고 삿갓

을 쓴 노옹(老翁)에게 빈 배를 저어 향하는 곳이 어딘지를 묻고 있다. 종장은 아마도 노

옹의 대답으로 보이는데, 이백(李白)이 고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풍월(風月)을 실어 

가노라고 하고 있다. 이 시조에 나타난 노옹은 시적자아와 완전히 독립된 대상이라기보

다는 오히려 시적자아의 이념적 인식을 대신해서 드러내주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 시선

(詩仙)이라고 불리던 이백의 경지를 흠모하고 있는 노옹의 모습은 시적자아가 가지고 

있는 이념적 지향을 표상해준다.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되었다는 전설을 가진 이백의 

풍류가 소상강의 주변 경관 및 은자로 보이는 노옹의 차림새, 가랑비가 내리는 중에 빈 

배를 저어간다는 설정에서 볼 수 있는 당대 강호시가의 관습성 등이 합치되어 ‘소상강’

이라는 지명이 환기하는 역사적 장소감의 토대가 되고 있다.

  위의 두 작품에 나오는 ‘창오산’과 ‘소상강’은 개별적 차원에서는 소상팔경에 속하는 

165) 소상강에 관련된 다음 한시의 예를 통해 살펴보면, 소상강에 내포되어 있는 이미지를 더욱 잘 이
해할 수 있다. 구의산의 구름은 우뚝 솟은 봉우리를 가리고/ 소상강에 내린 밤비에 물결은 싸늘하다/ 
순임금 한번 가신 뒤 다시 돌아오시지 않으니/ 상부인의 거문고 소리는 텅 빈 산에 시름만 자아내누
나/ 곡조도 끝나고 노랫소리도 그쳐 쓸쓸한 가운데/ 수심만 울적하게 맺혀 가을 난초도 슬퍼만 보인
다/ 강가의 푸른 대나무는 몇 줄기나 되는가/ 오늘도 맑은 눈물이 아롱아롱 맺혀 있구나.(九嶷雲掩靑
巑岏/ 沅湘夜雨波生寒/ 重瞳一去不復返/ 湘靈鼓瑟愁空山/ 曲終聲盡空明間/ 愁思鬱結傷秋蘭/ 臨江翠竹
凡幾竿/ 至今淸淚猶斑斑.) - 조선 전기, 성현(成俔) 「소상곡(瀟湘曲)」, 허백당집(虛白堂集) 「풍아록
(風雅錄)」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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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을 대표하지만, 그 지명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보다는 훨씬 정서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창오산’과 ‘소상강’이라는 지명을 둘러싼 역사적 사연에 대한 사

람들의 공감이 이념적 차원의 이상을 형성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 당대 사람들이 그 

두 지명을 듣거나, 그 두 장소를 구체적 형상을 지닌 풍경으로 나타낸 그림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 두 지명을 중심으로 창작된 문학작품을 대할 때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관

념적 차원의 인식이 바로 ‘이념적 인식’이 되는 것이다. 

  앞에 나온 시조 <동정호 밝은 달이~>와 위의 두 시조 <창오산 성제혼이~>, <소상강 

세우중의~>의 작가인 청연(靑蓮) 이후백(李後白)은 조선 중기의 정치가이자 시인이다. 

위의 세 작품들은 모두 청련집(青蓮集)에 전하는 연시조 <소상팔경>의 수록작들인데, 

소상팔경에 대한 관념적 인식이 창작의 실마리가 되었다. 이후백이 태어난 함양군은 덕

유산과 지리산 등과 같은 높은 명산 가까이에 있는데, 15세 때 백부와 함께 하동현의 

화개와 악양에서 뱃놀이를 즐기면서 지리산의 구름과 안개(雲霞), 두치강(섬진강)의 안

개 낀 풍경(煙波)을 노래한 소상팔경가를 지었다고 전해진다. 이 소상팔경가가 8수로 

된 연시조 <소상팔경(瀟湘八景)>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의 고사에 기반을 둔 인명

이나 지명 및 한시구가 많이 등장하는 점으로 인해 관념적이고 상투적이라는 평을 듣기

도 한다.166) 

  실제 소상강 주변은 아니지만 지리산과 섬진강이라는 실제 자연 경관을 즐기면서 이

러한 경치가 중국의 소상팔경과 연결될 것이라고 여겼기에, 이후백이 이 연시조 <소상

팔경>을 지을 때 소상팔경의 관습성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즉, 작가인 이후

백 역시 소상강 일대의 지명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장소감을 체득하였기에 자신

의 정서 및 지향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그러한 지명 이미지를 활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3) 전고(典故) 공간에서 추구된 문화적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은 공적 정체성과 유사하면서도 역사적·문화적 특성이 그보다 더 강한 

것으로, 정서적 지향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문화적 정체성은 전고(典

故)를 중심으로 한 역사적 장소감을 원천으로 한다. 여기서 전고(典故)란 전례(典禮)와 

고사(故事)라는 본래의 의미 외에 ‘전거가 되는 고사’라는 의미로 문학 작품을 창작할 

때 사용된 기존의 사건이나 시구의 인용을 말한다.167) 창오산, 소상강, 동정호 등의 지

166) 김기현, ｢이후백론｣, 고시조작가론｣, 한국시조학회 편, 백산출판사, 1986, 136~144면.

167) 정용목, ｢고시조에 나타난 전고 연구 : 진본 청구영언을 중심으로｣, 숭례어문학 제1호, 명지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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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은 역사적 인물들과 연관된 고사를 품고 있다는 점에서 전고를 중심으로 의미를 드러

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 다루어 온 역사적 장소들은 모두가 ‘전고 공간’의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유협은 문심조룡에서 “전고의 원용이란 문학 창작에 있

어서 외부에서 사실을 끌어와 그 개념을 유형화하고 옛것을 빌어서 현실을 설명하는 기

법‘168)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전고의 개념에서도 잘 드러나는 것처럼 전고는 시에 도

입된 외부의 사건으로 시의 주제가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옛것으로 현실을 설명

하기 위한 것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전고의 사용은 시의 창작과 수용 국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선 전고는 고

도로 압축적이고 정제된 시의 율격을 살리면서도 한 줄의 시구 속에서 2~3개의 어휘를 

통해 서사의 구체적 맥락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데, 지명에 담긴 전고 역시 이러한 맥

락을 집약한다는 특징이 있다. 게다가 옛것을 활용하여 ‘현실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전

고는 그 자체가 고전의 재해석 및 현실적 변용이라는 긴장을 내포하고 있다. 전고가 되

는 사건에 대한 충실한 해석을 기반으로 이를 시적 세계에서 자연스럽게 펼쳐냄으로써 

현실의 독자들에게 새롭게 의미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고는 시

적 긴장을 통해 풍부한 의미를 담아낸다는 점에서 비유적 이미지의 작용과 긴밀하게 연

결된다.169) 

  또한 전고는 공유된 의미를 환기하여 문화적 동질성을 확인하도록 해준다. 따라서 작

가와 독자 간의 공통된 소통의 장을 구성함으로써 공감을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적 의의를 갖는다.170) 전고를 중심으로 한 시조를 감상하기 위해서

는 독자에게 일정한 경험이 요구되는데, 그 경험의 바탕이 바로 공유된 문화적 공감에

서 비롯한 정체성이 된다. 여기서 전고의 활용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범주 안에서 이루

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작가와 독자들에게 문화적으로 공유된 전범을 전제하여야 가능

해진다. 비록 그 범위는 시대적으로 조금씩 변화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범주 안에서 상

호텍스트성이 유지되는 것이다.171) 

  이는 곧 사회적 공론이 어떤 주제를 무엇과 연관 지어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지

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풍성한 전고는 작가의 박학함을 드러내주는 장치가 되는 동

교 숭례어문학회, 1984. 82면. 

168) <문심조룡 권8 事類 제38>, 최신호 역, 문심조룡, 현암사, 1975, 154면. (정용목, 위의 논문, 
82면에서 재인용.) 전고를 사용하는 수사를 ‘전고수사’라고 하는데 ‘용사’라고도 부른다. 최신호는 ‘용
사란 경서나 사서 또는 제자(諸子)의 시문이 가지는 특징적 개념이 사적을 2~3의 어휘에 집약시켜서 
원관념을 보조하는 개념소생이나 개념배화에 원용하는 수사법’이라고 정의했다.(최신호, ｢초기시화에 
나타난 용사이론의 양상｣, 고전문학연구 제1집, 1971, 117면.)

169) 서명희, ｢용사의 언어문화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30~69면 참조.

170) 위의 논문, 49면; 64면 참조.

171) 김성룡, ｢용사의 이해｣, 호서어문연구, 제4권 제1호, 호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6, 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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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시의 감상 방식이 정서적 공감뿐만 아니라 인식적 측면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독자는 자신이 소유한 지식을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시를 해석하고 의미

화하면서 인식론적 감상의 즐거움을 맛본다. 이와 같은 해석과 수용의 관습을 공유함으

로써 작가와 독자는 문화적 동질감을 느끼고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작가

-작품-독자가 형성한 문화적 공론장에 참여함으로써 각 주체는 문화적인 정체성을 형

성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의 사건이 현재화됨으로써 전고의 대상이 된 사건은 더욱 문화적·역사적

으로 의미가 두터워진다. 김성룡은 용사를 통해서 대상 어구가 발생한 연원의 세계로 

안내하기 때문에 용사의 초점 어구는 언제나 의미의 과잉이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용사의 미학은 독자로 하여금 작품의 세계가 아니라 또 다른 세계로 전환하는 것을 강

제하는데서 생겨난다고 한다.172) 이는 작품이 작품 내적 세계뿐만 아니라 외적 세계, 

심지어 같은 시공간이 아니라 과거의 시공간으로 안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작품의 역사

적·문화적 함의를 더욱 깊어지게 한다. 게다가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는 현재 

작품과 독자가 만나는 순간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고가 가지는 의의는 더욱 강조된다. 

이처럼 전고는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 유의미하게 해석됨으로써 매번 재발견과 현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러한 과정이 앞서 말한 문화적 공론장에서 받아들여지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고를 이해하며 시를 감상한다는 것은 이러한 문화 공동체

의 역사적 두께를 내면화한다는 것이다. 

  에릭슨은 단절된 시간적 괴리를 과거와의 연결을 통해 채움으로써 연속성을 확립하려

는 노력이야말로 정체성 구성의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라고 하였다.173) 그리고 홉스봄은 

‘만들어진 전통(invention of tradition)’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면서 이것이 과거와의 연

속성을 내세운다는 공통점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 만들어진 전통은 첫째로 실재하는 것

이든 인위적인 것이든 특정한 집단 공동체들의 사회 통합이나 소속감을 구축하거나 상

징화한다. 그리고 둘째로 제도, 지위, 권위 관계를 구축하거나 정당화하며, 셋째로 사회

화나 신념, 가치 체계, 행위규범을 습득하도록 하는 목표를 갖는다. 이와 같이 전통을 

‘만들어내는’ 활동 역시 문화적 정체성 형성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174) 개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구별하는 것은 결국 전통과 연결된 문화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된다

는 것이다.175) 

172) 위의 논문, 60면. 

173) 칼 융(C. G. Jung)/에릭 에릭슨(E. H. Erikson), 이부영/조대경 역 현대의 신화/아이덴티티, 삼
성출판사, 1982.

174)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 박지향‧장문석 역,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2005, 33면.

175) 박해광‧송유미, ｢문화적 정체성과 전통-광주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제3권 제2호, 한국
문화사회학회, 2007, 86~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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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적 정체성은 시적자아 개인의 경험적 차원의 정체성과 당대인들의 문화적 관습을 

공유하는 공적 정체성이 함께 공존할 때 실현 가능하다. 경험적 정체성과 공적 정체성이 

언제나 합치되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는 않지만,176) 이 둘의 조화를 ‘지향’하고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념적 인식이며, 역사적 토대에 기반을 둔 문화적 정체성

이 된다. 이것은 ‘소상강’, ‘동정호’ 등과 같이 지시하는 구체적인 실체가 있으면서 동시

에 역사적 관습으로 형성된 관념이 중첩된 상징적 지명 이미지에 의해 극대화된다. 

  앞서 예로 들었던 동정호, 소상강, 창오산 일대의 공간은 텍스트 내에서 상징화된 형

태로 끊임없는 재생산의 배경이 되었다. 그러면서 사대부들의 문학 작품에서 늘 ‘열

(烈)’과 ‘충(忠)’의 이념적 지향을 추구하는 매개체로 기능하였다. 특히 동정호, 소상강, 

창오산과 연관되어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많은 이야기들은 대부분 슬픔의 정서를 함

축하고 있고, 시조의 작가들은 이러한 정서를 중심으로 충신들의 절개의 정신을 드러내

었다.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앞에서 예로 들었던 이후백의 시조를 다시 보면서 시적자아

의 문화적 정체성이 역사적 장소감을 가진 전고 공간에서 어떻게 추구되고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한다.

洞庭湖(동정호) 은 이 楚懷王(초회왕)의 넉시 되야

七百里 平湖水(칠백리 평호수)의 다 비최여 뵈 은

아마도 屈三閭(굴삼여) 魚服忠魂(어복충혼)을 굽어볼까 노라 

           -시조문학사전 #670 이후백(李後白)

  위의 시조는 ‘동정호’라는 전고 공간의 의미를 형성하는 ‘회왕, 굴원’ 등과 같은 역사

적 인물의 비극적 일생에 창작의 바탕을 두고 있다. 여기서는 ‘동정추월’ 같은 소상팔경

의 문학적 주제를 효과적으로 재해석하였을 뿐 아니라, 굴원의 충혼과 관계된 정서를 

함께 투영하였다. 진(秦)나라와 열강이 패권을 다투던 어지러운 시절, 온갖 협잡이 난무

하는 정치현실에서 배척당한 굴원은 <어부사(漁父辭)>에서 “온 세상이 혼탁하나 나 홀

로 깨끗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취해 있으나 나 홀로 깨어 있었다. 이런 까닭에 내가 추

방당했다.”라고 탄식하면서 세상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멱라강에 몸을 던졌다. 이러한 

사연으로 인해 호남성 동북쪽을 거쳐 상수(湘水)로 흐르는 멱라강은 충신 굴원의 넋이 

서려있는 곳이 되었다. 

  이 일대를 아우르는 소상강 지역은 예로부터 좌천이나 유배 지역으로 여겨졌다. 이곳

은 중앙과 거리가 먼 변두리로서, 충의(忠義)가 좌절된 시인의 아픔이 남아 있는 곳인 

176) 퇴계 이황도 벼슬에서 물러나 학문에만 힘쓰고자 한 이상적 지향과 사대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충
의 도리와의 갈등을 표현하였다.(고정희, ｢배경 지식을 활용한 고전시가 교육 연구-<도산십이곡>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제138집, 한국어교육학회, 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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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이다.177) 굴원이 좌절하여 멱라강에 뛰어들기 전 어부와 나눈 다음 대목은 특히 유명

한데,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문학 창작에서 두고두고 재생산되어 왔다.

어부는 빙그레 웃으면서 뱃바닥을 치고 가면서 노래하여 가로되, 창랑의 물이 맑으면 

내 갓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면 내 발을 씻으리라. 마침내 가 버리니 다시 더불

어 말할 자가 없었다.

  조선의 신하라면 응당 굴원과 같은 충정을 가져야만 한다는 사대부들의 정체성은 역

사적인 배경을 가진 장소를 중심으로 한 이미지를 통해 더욱 잘 드러나게 된다. 좌천되

거나 유배를 가게 되더라도 언제나 임금을 향한 충의는 꺾이지 말아야 한다는 사대부들

의 공통된 인식이 드러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념적 인식은 역사적 현실과 함께 연결

되면서 시적자아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심적으로 작용하는 지명 이미지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비유적 

이미지’에 속하는 것으로, 의미의 중층적 차원을 기반으로 한다. 또한 지시와 함축의 사

이에서 만들어지는 긴장을 수반하는 풍부한 시적 표현을 바탕으로 한다. 앞에서도 밝혔

듯이, 일상적인 언어적 용법으로 ‘소상강’, ‘동정호’, ‘창오산’ 등의 지명은 구체적이고 

특수한 대상을 지시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역사적 기반을 내용으로 하는 ‘관념’이라는 

추상적인 차원이 함축적 의미로 융합되어 있다.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지명의 비유적 이미지는 지시적인 특성을 지니면서 동시에 함

축적인 특성을 지니는 것이다. 그리고 지명의 비유적 이미지는 지시와 함축의 공존에서 

오는 긴장을 바탕으로 하며, 이러한 구조적 맥락에서 비롯한 중의성을 토대로 중층적 

의미를 드러낸다. 즉, 구체와 추상, 실재와 관념의 양쪽을 연결하는 역사적 장소감은 긴

장 관계에서 생겨난 중층적인 의미를 환기하고 있다. 이러한 중층성은 가능성의 무한함

을 전제하는 것으로, 텍스트의 직접적인 전달만으로 파악되기 어려운 암시적이고 간접

적인 속뜻 내지는 겹뜻을 형성한다.178) 따라서 팽팽한 시적 긴장의 양극단을 모두 아우

를 수 있는 성격의 지명 시어는 이념적 인식이 표명되는 과정을 거쳐 문학작품을 통해 

시적자아의 문화적 정체성이 추구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瀟湘江(소상강)  은 밤의 돌아오는 져 길억아

湘靈(상영)의 鼓瑟聲(고슬성)이 엇나 슬프관듸

至今(지금)에 淸怨(청원)을 못익의여 져도록 운은다 

          -시조문학사전 #1197 이정보(李鼎輔)

177) 권석환 외, 중국문화답사기 1, 다락원, 2004 참조.

178) 김정우, 시해석교육론, 태학사, 2006, 52~5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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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陽(남양)179)에 누은 션뷔 밧갈기만 일삼든이

草堂春日(초당춘일)에 무슨을 엇관듸

門(문) 밧긔 귀 큰 王孫(왕손)은 三顧草廬(삼고초려) 건이

          -시조문학사전 #390, 이정보(李鼎輔)

  이정보는 위의 작품들에서 주로 역사적 인물의 심정에 대한 정서적 공감을 통해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표출했다. 특히 첫 번째 작품에서는 ‘소상강’의 기러기의 

슬픈 울음이 그곳에 서린 이비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시적자아 

역시 이에 공감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작품에서는 유비가 제갈량에게 삼고초려하는 

장면을 통해, 숨어있는 재능 있는 선비를 등용하여 그의 이상을 마음껏 펼치도록 해야 

한다는 지향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는 이념적 지향을 실현하게 된 제갈량

에 대한 부러움의 시선도 함께 느껴진다.180)

  첫 번째 시조에는 특히 소상강의 이미지를 통해 형성된 슬픔의 정서가 잘 형상화되어 

있다. 그리고 두 장소들이 간직하고 있는 비극적 역사를 전고로 활용하여 ‘열(烈)’과 ‘충

(忠)’이라고 하는 주제를 잘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장소의 이미지들은 기본적으로는 역

사적 관습을 통해 그 장소가 저절로 환기하고 있는 관념에 토대를 두되, 시적 화자가 

그 장소에 대해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여기서 

드러나는 슬픔의 정서도 결국은 완전한 개인적 차원의 정서는 아니며, 문화적 관습을 

수용하여 재체험하고 있는 정서라고 볼 수 있다.

  이정보(李鼎輔)는 숙종~영조 대의 문인으로 많은 시조 작품을 남겼다.181) 그중에서 

특히 고사를 회고하는 작품들은 주로 한나라 때의 사적을 들면서 작가의 소회를 드러내

고 있는데, 대부분 고사들에 대한 평면적 나열이 주가 되기는 하지만182)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고에 대한 공감이 바탕을 이룬다는 점이다. 이정보뿐 아니라 많은 문인들이 

공통적으로 작품의 소재로 활용하였던 중국 고대 인물들에 얽힌 전고가 중심 시어가 된

다는 점에서 문화적 정체성이 내면화되었던 상황을 추측할 수 있다.  

  최고로 아름다운 경관을 지닌 승지(勝地)로서의 소상강, 동정호 일대가 지니는 관념화

된 의미와 ‘고독, 설움, 그리움’ 등과 같은 정서는 당대의 문학 향유층의 의식 세계를 

179) 중국 하남성 신야현의 서쪽. 이곳에 제갈공명이 숨어 살던 와룡강이 있다. 

180) 남정희, ｢이정보 시조 연구- 현실 인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제8권 제1호, 한국시
가학회, 2000, 237~240면. 

181) 이정보의 시조들은 크게 사대부적 의식과 서민적 의식, 참여와 은둔을 동시에 지향하는 이중적 지
향을 드러낸다고 한다.(김상진, ｢이정보 시조의 의미구조와 지향세계｣, 한국언어문화 제7집, 한국언
어문화학회, 1989.)

182) 그의 평시조 65수를 주제별로 살펴 정리하면 ① 고사회고(古事懷古)의 작품 9수 ② 강호한정의 작
품 6수, ③ 상사(相思)의 작품 6수 ④ 기탁풍자(寄托諷刺)의 작품 6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고
사를 회고하는 경우 외의 주제들은 자기수양이나 연군과 절개의 정신, 강호한정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구수영, ｢이정보 론｣, 고시조작가론｣, 한국시조학회 편, 백산출판사, 1986, 323~3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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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자극하며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매개체가 되어왔다.183) 실경(實景)을 바탕

으로 하되, 관념적 세계에 뿌리를 둔 이 지명들의 이미지는 일종의 상징 및 관습 체계

로 존재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창작의 기초로 작용한 것이다. 그리고 작가와 독자 모두 

함께 공유하는 공감대가 이 지명들의 장소감 및 인식의 내용을 형성하게 한다. 이러한 

공동체적 차원의 이념적 인식이 전제되어야만 이 장소들이 나타내고 있는 정체성의 내

용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蒼梧山(창오산) 진 후에 二妃(이비) 어듸 간고

 못주근들 셔롬이 엇더고

千古(천고)에 이 알니 댓숩픤가 노라     -시조문학사전 #1965 신흠(申欽)

  위 시조는 앞서 설명한 바 있는 소상강·창오산 일대의 고사를 토대로 하고 있는데, 

특히 시적자아가 이비의 사연에 대해 공감하면서 그들의 정서를 절실하게 느끼며 상상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이비가 느꼈을 서러움을 ‘이 뜻’이라고 표현하

는 것은 역사적 인물의 슬픔과 고뇌를 ‘자기화’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시적자아는 함께 

죽지 못한 이비의 ‘설움’이 어떠했는지 생각해보고, 이러한 높은 뜻을 알아주는 것은 오

로지 대나무 숲뿐이라고 하면서 은연중에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이 지향하는 것을 드러

내고 있다. 

  위 시조의 작가인 상촌 신흠(象村 申欽)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선조~인조 임금대의 

시대적 난관을 겪으며 파란만장한 벼슬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선조 승

하 이후 1613년(광해군 5년) 계축옥사로 인해 서인과 남인들이 대거 축출될 때 신흠 

역시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후 신흠은 광해군이 두 번씩이나 대사헌에 제수하였

음에도 모두 사양하였고, 영창대군의 보필을 부탁한 선조의 유지를 따르는 유교칠신(遺

敎七臣)의 한 사람으로 지목받아 파직된 후 김포로 낙향하여 은거하게 되었다.184) 

  김포로 방축된 이후 신흠은 상두산 아래 고향 마을 상촌을 신선계로 여기고 소박한 

은거를 꿈꾸면서 그러한 삶을 설계하는 소소한 일상적 행위와 거기에서 느껴지는 감회

들을 즐겨 노래하였다. 위 시조 역시 이 시기에 창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은거 생

활 중에 불현 듯 솟아나는 선조 임금에 대한 추모와 그리움의 정서를 담은 것으로 보인

다.185) 위 시조에서 시적자아는 창오산을 둘러 싼 이비의 사연과 처지에 공감하면서 자

183) 전경원, 앞의 논문, 74면.

184) 김용재, ｢신흠의 생애와 시조 세계｣, 인문과학논문집 제37집, 대전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4, 
24면.; 손승철, ｢상촌 신흠선생의 생애와 사상｣, 강원문화사연구 제7집, 강원향토문화연구회, 
2002, 49~50면.

185) 김석회, ｢상촌 신흠 시조 연구｣, 국어교육 제109호, 한국어교육학회, 2002, 319~3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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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 동일하다고 여기고 있는 동시에, 이 세상에 자신의 설움과 충성어린 고귀한 뜻을 

알아주는 이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안과 절박함, 어지러

운 정치 현실에 대한 우려와 근심 등이 순임금과 이비의 고사에서 느껴지는 쓸쓸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중심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186) 

  즉, 신하된 자로서 충성을 다하여 섬기던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당연한 것이며, 

그러한 지극한 연군의 정서가 소상강과 동정호의 고사를 통한 지명 이미지에 의해 극대

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은 유가적 도의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사대부들

의 이념적 인식과 맞물려 있다.187) 그리고 이러한 유가적 이념성은 당대 사대부들의 문

화적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정체성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지명 이

미지는 구체적 현실에 기반을 둔 지시적 시어와 추상적·상상적 차원을 포함하는 함축적 

시어 사이의 긴장이 이루는 효과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시적 긴

장이 시적자아가 추구하고자 하는 ‘연군’이라는 문화적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주

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소상강과 같은 전고 공간을 통한 애절한 연군의 정서 표현은 대표적인 가사 작품인 

정철의 <사미인곡>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乾건坤곤이 閉폐塞야 白雪셜이  빗친 제

사은니와 새도 긋쳐 잇다

瀟쇼湘상 南남畔반도 치오미 이러커든

玉옥樓누 高고處쳐야 더옥 닐너 므리

陽양春츈을 부처 내여 님 겨신  쏘이고져

茅모簷쳠 비쵠  玉옥樓누의 올리고져

  이 작품은 임과 떨어져 홀로 있는 여인이 간절하게 임을 그리는 내용의 노래인데, 시

적화자가 현재 있는 곳이 바로 ‘소상강’으로 설정되어 있다. 여기서 시적화자는 자신이 

소상강에 빠져 죽은 이비의 분신이며, 거기에 굴원 및 가의와 같은 충신의 이미지가 복

합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존재이다.188) 이러한 내용을 통해 전고 공간인 소상강을 중심

으로 한 이비의 충심어린 마음이 당대 사대부들의 문학 창작에 중심 소재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화적 차원에서 이념 지향을 형성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며 사

대부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관심사가 되어왔다는 것도 함께 알 수 있다. 

  소상강과 창오산, 동정호 외에도 ‘수양산’ 역시 전고 공간으로 기능하는데, 이 ‘수양산’

186) 위의 논문, 321면.

187) 고정희, ｢신흠 시조의 사상적 기반에 관한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제1집, 태학사, 1999, 249면.

188) 김창원, ｢고려시대 백제 지역에 대한 심상지리와 백제 가요｣, 국제어문 제51집, 국제어문학회, 
2011, 60~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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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명 이미지를 중심으로 하는 작품으로 대표적인 것으로 다음의 시조를 들 수 있다.

首陽山(수양산) 나린 물이 夷齊(이제)의 怨淚(원루)ㅣ되야

晝夜(주야) 不息(불식)고 여흘여흘 우 즌

至今(지금)에 爲國忠節(위국충절)을 못 슬허 노라

          -시조문학사전 #1229 홍익한(洪翼漢)

  위의 시조의 작가인 홍익한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병자호란 때 청나라와의 화의를 

반대하고 결사 항전을 주장하다가 인조의 항복 이후에 중국 선양(瀋陽)으로 끌려가 참

형에 처해진 삼학사(三學士) 중 한 사람이다. 송시열은 그의 묘비명을 통해, 홍익한이 

선양에서 고문을 당하던 당시에 청나라인들에게 “사해(四海) 안은 모두 형제가 될 수 

있으나 천하에는 두 아비를 둔 아들이 있을 수 없다”, “신자(臣子)의 분의(分義)는 마땅

히 충효(忠孝)를 다해야 할뿐이다”, “천지 사이에 어찌 두 천자가 있겠는가?” 등 당당히 

말하며 자신의 가죽을 벗겨 어서 죽이라고 하였다고 전한다.189) 이렇게 홍익한이 모진 

고문과 회유에도 척화의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기꺼이 죽음을 택했다는 점에서 지조

와 절개의 대표이자 충절의 상징으로 널리 숭상되었다. 

  위의 시조에는 병자호란으로 인해 조선이 크게 굴욕을 겪었는데도 많은 신하들이 화

친을 택하거나 충절을 꺾는 기회주의적 선택을 하는 현실을 꼬집고, 조선을 향한 올곧

은 절의와 지조를 지킨 선비들이 원한을 품고 죽어야만 했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시적자아는 수양산의 물은 백이와 숙제의 원한 맺힌 눈물인데 밤낮으로 

쉬지 않고 울며 흘러가는 뜻은 지금의 위국충절을 슬퍼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서 

수양산은 중국 산서성(山西省) 포주(蒲州) 서남쪽에 있는 산이고, ‘이제(夷齊)’는 수양산

에서 굶어죽은 백이와 숙제를 가리킨다. 백이와 숙제는 주 무왕이 은나라를 평정하고 

천하 제후들이 주나라를 떠받들 때에 이를 부끄럽게 여겨 주나라의 곡식과 녹봉을 받지 

않고 수양산(首陽山)에 숨어 고사리를 뜯어먹고 살다가 죽었다고 전해진다.190) 

  백이와 숙제가 굶주려 죽게 되었을 때 읊었다는 다음 노래를 통해서도 한 나라만을 

섬기는 이들의 절개를 알 수 있다.

서산(수양산)에 올라 고사리를 뜯네.

폭력을 폭력으로 바꾸면서 그 잘못을 모르는 무왕.

189)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국역국조인물고, 1999.

190) 은(殷) 나라 제후 고죽군(孤竹君)의 두 아들 백이(伯夷)와 숙제(叔齊)는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은
(殷)나라 주왕(紂王)을 치는 것을 말렸는데도 무왕이 은나라를 토멸하여 주왕조를 세우자, 이것이 인
의(仁義)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여 주나라의 곡식을 먹기를 거부하였다. 그리고는 수양산에 들어가 은
둔하며 고사리를 캐 먹으며 지내다가 결국 굶어 죽었다고 한다.(전관수, 한시어사전, 국학자료원, 
2007.; 한정주, 영웅격정사, 포럼, 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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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농, 순임금, 우왕의 태평성대는 홀연히 지나갔구나.

이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아, 돌아가리라! 이미 다한 내 운명이여.            - 사마천, 사기 ｢백이·숙제 열전｣191)

  신하된 자로서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고 하며 기꺼이 굶어죽는 것을 택한 백이와 숙

제의 이야기가 위의 시조의 작가 홍익한의 생애와 유사한 점이 많아 보인다. 같은 이념

적 정체성을 수양산의 이미지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리고 이러

한 지향이 비단 홍익한과 같은 특정 인물 뿐 아니라 많은 사대부들의 이념을 확인시켜

준다는 점도 중요하다. 많은 사대부들이 백이와 숙제의 절개를 높이 평가하고 그러한 

충절이 궁극적인 이념 지향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수양산’이라는 역사적 장소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백이와 숙제가 지향한 이념적 정체성이 수양산의 전고(典故)를 

통해 문화적인 차원으로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양산은 역사적 인물 및 사연

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생겨난 역사적 장소감을 통해 사대부들의 이념적 인식을 표명하

는 장치가 된다. 그리고 수양산이 가진 전고 공간의 특성은 문화적 차원의 정체성을 추

구할 수 있는 중요 매개가 되고 있다.

首陽山(수양산) 라보며 夷齊(이제)를 恨(한)노라

주려 주글진들 採薇(채미)도 것가

비록애 푸새엣 거신들 긔 뉘 헤 낫니         -시조문학사전 #1231 성삼문(成三問)

  위의 시조의 작가인 매죽헌(梅竹軒) 성삼문(成三問)은 사육신(死六臣) 중 한 사람으로

서,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역모죄가 발각되어 죽음을 맞은 인물로 예로부터 절개를 

지키는 충신으로 추앙되어왔다. 위의 시조에서 성삼문은 의리와 절개의 상징으로 선비

들에게 숭상을 받았던 백이와 숙제를 오히려 비판하고 꾸짖으면서 자기 자신의 절개가 

더욱 대단함을 표현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고사리를 캐 먹었던 땅도 결국은 자신

들이 반대했던 주나라 무왕의 것이기 때문이었다.192) 여기서 ‘수양산’이라는 지명이 ‘수

양대군’을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설명도 이 시조의 창작에 영향을 준 역사적 

배경에 토대를 둔 것이다. 위 시조의 시적자아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고사

를 가진 장소를 토대로 만들어진 역사적 장소감을 활용하고 있다. 전고 공간에서 추구

된 문화적 정체성의 표현이 작품 속에서 설득력 있는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 근거도 바

로 여기에 있다.  

191) 고전연구회, 천년을 이어져온 논쟁, 포럼, 2006, 128~129면.

192) 김경윤, 한국 철학의 이 한 마디, 청어람미디어, 2003, 1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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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올샤 오 에 首陽隱士(수양은사) 보완제고

正色愀然(정색추연)고 날려  말
至今(지금)에 叩馬(고마)던 忠義(충의)를 못 이져 더라

           -시조문학사전 #849 박인로(朴仁老)

  위의 시조에서도 수양산의 역사적 장소감과 지명 이미지가 나타나 있다. ‘수양은사’는 

앞에서 설명한 ‘백이와 숙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고마(叩馬)하던 충의’란 이

제의 고사에서 주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치려고 말을 타고 떠날 때 그 말을 붙들고 간

(諫)하던 일을 뜻한다. 이제의 충의를 높이 기리는 뜻이 잘 드러나 있는데, 이러한 문화

적 정체성은 왕실 문인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왕실 문인, 조선 후기 중인 가객들과 같

이 시조를 창작하는 주체의 신분 또는 작가의 관심사 등에 따라 유지 또는 변모를 보이

게 된다.

壁上(벽상)에 돗은 柯枝(가지) 孤竹君(고죽군)의 二子(이자)ㅣ로다

首陽山(수양산) 어듸 두고 半壁(반벽)에 와 걸렷는다

이제는 周武王(주무왕) 업쓴이 아 난들 엇더리   -시조문학사전 #912 이화진(李華鎭)

  위의 시조의 작가인 이화진은 조선 후기의 문신인데, 앞의 시조의 작가인 박인로보다 

약간 더 후대의 사람이다. 위 시조에서 고죽군의 두 아들은 백이와 숙제를 가리키는데, 

시적자아는 수양산에 있어야 할 백이와 숙제의 혼이 어찌 지금 이곳 근처 절벽에 돋아 

있는 나뭇가지로 환생했느냐고 한다. 절벽에 난 소나무 가지를 보고 백이와 숙제의 고

사를 떠올렸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시적자아가 있는 구체적 공간의 사물과 백이·숙제

의 고사에서 온 충절의 관념과 합해져서 이루어내는 비유적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

다. 수양산의 지명 이미지가 형성된 근거는 이념적 인식에 있는데, 여기서도 그러한 이

념적 인식이 나뭇가지와 같은 사물을 비유하고 이미지로 형상화하도록 만드는 토대가 

된다. 여기서 ‘수양산’은 실재하는 공간으로서 시공간의 유물로 남아 실제 경험의 유무

와는 관계없이 시적자아의 인식을 형성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근거가 되

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시공간의 유물로서의 수양산의 이미지가 나타내는 주제나 정서들이 왕실 

문인의 경우나 더 후대의 중인 가객들의 경우에 따라 달라지거나, 시대가 바뀌었으나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어 흥미롭다.

首陽山(수양산) 린 믈이 釣魚臺(조어대)로 가다니

太公(태공)이 낙던 고기 나도 낙가 보련마
그 고기 至今(지금)히 업스니 물동말동 여라      -시조문학사전 #1230 낭원군(朗原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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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아 首陽山(수양산)아 伯夷叔齊(백이숙제) 어듸 가니

萬古淸節(만고청절)을 두고간 줄 뉘 아니

어즈버 堯天舜日(요천순일)이야 친히 본가 노라  -시조문학사전 #1047 낭원군(朗原君)

叩馬諫(고마간) 不聽(불청)커 首陽山(수양산)에 드러가셔

周粟(주속) 아니먹고 츰내 餓死(아사)키
千秋(천추)에 賊子(적자)의 음을 것거보려 홈이라  -시조문학사전 #139 김천택(金天澤)

首陽山(수양산) 고사리 고 渭水濱(위수빈)에 고기 낙고

儀狄(의적)의 비즌 술과 太白(태백)의 노든 달과

舜帝(순제)의 五絃琴(오현금) 가지고 翫月長醉(완월장취) 리라

             -시조문학사전 #1228 (12잡가 중 <수양산가>)

  앞의 두 시조는 선조의 아들로서 시조를 즐겨 지었다고 전해지는 낭원군의 작품으로 

전해지고 있고, 뒤의 두 시조는 중인 가객의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낭원군의 두 시조는 

각각 수양산이나 강태공의 고사를 통해 시적자아가 현재 강가에서 유유자적하며 낚시하

는 풍경의 의미와 연결되거나, 백이와 숙제가 만고청절을 두고 갔는지 수양산에게 물으

며 현재의 태평성대에 대한 감탄과 만족을 나타내고 있다. 수양산과 백이·숙제의 전고

를 활용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문화적 담론으로 만들어져 작가에게 계승될 때에 반드시 

같은 의미로만 활용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신하된 자도 아니며 중인 신분의 가객으로 알려져 있는 김천택의 작품 <고마

간 불청커늘~>을 보면, 앞의 초·중장은 백이와 숙제가 주 무왕의 말을 붙잡고 간하던 

일, 수양산에서 주나라의 음식을 먹지 않고 지내다 굶어죽은 일을 그대로 옮겨오고 있

다. 종장에서 이것이 적자, 즉 불충 또는 불효한 사람의 마음을 꺾어보려 하는 뜻이라

고 하면서 백이와 숙제의 충절의 이념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다. 

  마지막 작품은 12잡가 중 <수양산가>로서, 중국 영웅호걸들의 생애를 읊으며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고, 풍류로 인생을 즐기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양산의 고사리를 캐

고 위수의 물가에서 고기를 낚아 의적이 빚은 술과 함께, 이태백이 놀던 달을 즐기며 

순임금의 오현금을 타고 놀고자 하는 내용이다. 여기서는 중국 역대 인물들의 고사가 

그 내용적 의미보다는 하나의 운치 있는 풍류를 만들어내는 관념어로만 기능하고 있다. 

수양산의 고사리가 충절의 상징이었던 것과는 달리, 술안주의 하나로서 풍류를 즐기는 

수단이 된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 처음 수양산이 가지고 있던 이념적 인식은 많이 퇴

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양산이 시공간의 유물로 남아 시를 짓는 

사람의 의식 세계에 남아있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수양산의 지명 이미지는 시대에 따라 

변모되고 재해석되며, 시적자아가 처한 상황 및 지향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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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명 이미지를 통한 시조 이해 교육의 설계

1. 지명 이미지를 통한 시조 이해 교육의 목표

  지명 이미지를 활용한 시조 이해 교육의 목표를 설정할 때 가장 중심으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지명 이미지가 학습자들의 실제 현실에 가까이 닿아있다는 점이다. 특정 지

역이나 장소에 대한 일정한 느낌이 정서를 형성하고, 심리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사례들

이 바로 지명 이미지가 지니는 교육적 효용의 근거가 된다. 장소감 또는 지명 이미지라

는 개념어로 굳이 지칭하지 않더라도, 특정 지명을 둘러싼 관념 및 인상을 통해 사고하

게 되는 현상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명 이미지는 시조의 어려운 한자 어휘 등으로 인

해 주제 및 정서 등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학습 부담을 토로하는 학습자들을 보다 친숙

한 시조 학습으로 이끄는 비계가 될 수 있다. 외부적 현실과 내재적 정서와의 연결이 

지명 이미지를 통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교육적 가능성이 뒷받침된다. 

  지명 이미지를 통한 시조 이해 교육은 언어적 표현의 형태를 지닌 지명 시어를 둘러

싼 외부적 정보의 의미와 관계를 파악하는 분석 능력을 기르는 것을 기초 목표로 한다. 

그리고 학습자가 사고와 경험을 확장하여 시조 텍스트의 주제적·정서적 핵심을 적극적

으로 재해석하고 자기화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가 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명 시어를 

활용한 시조 창작의 토대가 되었던 사회적·역사적·문화적 차원의 공유 의미와 유대감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시공간의 유물로 남아 있는 지명 이미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

감하고 심화된 시조 감상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종적인 교육 목표가 된다.

  따라서 이 장에서 다루게 될 시조 이해 교육의 과정은 다음과 같은 교육 목표를 중심

으로 하여 내용, 방법의 차원으로 구조화된다. 

교육 

목표
텍스트 분석 능력 향상 상상력의 추동과 경험의 확장 문화적 공감과 감상의 확대

교육 

내용

시적 의미를 구현하는 

인식 맥락

장소감 중심으로서의 

문학 경험

정체성 탐색으로서의 

자기지식

교육 

방법

 인식 맥락 추론하기 문학 경험 획득하기  자기지식 구성하기

․ 내용 요소 탐색하기

․ 의도와 관점 추리하기
․ 연관된 경험 발견하기 ․ 문화적 공감 표현하기

                [표 3] 지명 이미지를 통한 시조 이해 교육 과정

  위의 표에서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에 대하여서는 다음 절에서 서술할 것이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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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각각의 교육 목표를 상술하기에 앞서 시조 이해 교육에서 중시하여야 할 이해의 성

격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해를 다면적인 것으로 볼 때 공감이나 자기화의 측면

이 포함되는데, 지적인 요소에 대한 판단 및 분석뿐만 아니라 감상의 차원으로 나아가도

록 하는 것이 바로 이해 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 된다. 문학교육과정에서도 이해 교

육이 문학작품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그 의미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감상의 영

역까지 포괄하고 있다.1) 특히 문학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 외에도 창조적인 체험을 통한 

감수성의 함양, 인간의 삶에 대한 총체적 이해 등이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2)

  리쾨르는 텍스트에 대한 분석이나 설명과 같은 이해(understanding)의 차원과 자기 

자신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전유(appropriation)를 포함하는 이해(comprehension)의 차

원이 모두 이해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3) 위긴스와 맥타이도 이해의 영역에 대해 밝히

면서 설명과 해석, 의미의 발견, 맥락에 따른 활용, 관점의 형성 및 적용, 공감과 통찰, 

비판 및 자기지식으로의 전이 등을 중요하게 다룬 바 있다.4) 이러한 논의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명 이미지를 통해 시조를 이해하는 교육 목표를 제시할 때 단순히 텍

스트에 대한 분석이나 추론만을 다루지 않고 관점의 형성, 통찰의 향상, 공감 및 자기

지식으로의 전이, 정체성 확장 등의 측면을 아우르고자 한다. 

  또한 딜타이는 사실 그대로의 정확한 이해를 넘어 사태를 더욱더 깊이, 더 잘 아는 

것을 통해 상황에 몰입하고, 내적 연관으로 파고 들어가는 과정을 이해의 방향으로 보

았다.5) 이러한 몰입과 연관성에 대한 이해 과정은 어떤 원리나 관계를 파악하고 발견하

는 사고 과정과 맞물려 있다. 따라서 텍스트에 제시된 정보적 의미와 관계를 파악하고,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의미를 재구성하고 발견해내는 사고의 과정을 시조 이

해 과정의 본질로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시조 이해 교육’의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인지적 차원의 앎이나 

내용 분석에 관련된 것만을 다루지는 않는다. 물론 텍스트 내용에 대한 인지적·분석적 

1) 이지호, ｢문학교육에서의 ‘이해’와 ‘감상’의 문제｣, 한국국어교육연구회 논문집 제57집, 한국어교육
학회, 1996, 23~27면 참조.

2) 최지현, 문학교육과정론, 역락, 2006, 101~103면.

3) 폴 리쾨르(Paul Ricoeur), 김윤성·조현범 역, 해석이론, 서광사, 1994, 124~128면.

4) 설명(explanation)은 정교하고 적절한 이론과 예증을 통해 정당하고도 타당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고, 해석(interpretation)은 의미를 제공하는 해석 및 관련성이며, 적용(application)은 지식을 새로운 
상황이나 다양하고 실제적인 맥락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리고 관점(perspective)
은 비판적이고 통찰력 있는 시각과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고, 공감(empathy)은 타인의 감정
과 세계관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타인이 느끼는 것을 함께 
느끼기 위한 훈련된 시도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자기지식(Self-Knowledge)은 관점의 형성 과정, 한
계,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와 행동 패턴 등을 깨닫는 것이다.(그랜트 위긴스·제이 맥타이(Grant 
Wiggins&Jay Mctighe), Understanding by Design, 강현석 외 공역, 거꾸로 생각하는 교육과정 개
발:이론편, 학지사, 2008, 103~137면.)

5) 위의 책, 138~139면.



- 140 -

사실 파악은 이해 활동에 선행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적 이해에만 

그쳐서는 학습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단계로 나아가기 어렵다. 따라서 내용에 대한 

분석 이후에 설명과 추론, 맥락 발견 능력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목표를 중심으로 이

해 교육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토대로 하여 표현 및 공감, 관점, 태도 형성 

등의 상상적·창의적 이해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 능력을 구성하는 사고 작용으로는 주로 논리적 해석과 판단, 개념 파악과 분석, 

내용과 구조의 파악 등을 포괄하는 인지 중심적 사고를 들 수 있다.6) 그러나 작가의 세

계관에 대한 것이나 상상의 과정과 어떠한 표현의 의도 등을 아는 것은 이러한 인지적 

차원의 사고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반응과 연상, 윤리적 판단과 가치관, 세계관 등

을 포괄하는 정의적 사고의 영역도 함께 기여한다.7) 그리고 학습 과정에서 이러한 사고 

능력은 종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학습자는 이렇게 인지 중심적 사고와 

정의적 사고를 중심으로 하여 이해를 형성한다. 작품 이해를 위한 핵심적인 사항을 아

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왜 그럴까 하는 추론을 통해 텍스트에 충실하면서도 새롭게 텍

스트의 의미를 발견하고 감상하며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의적 적용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해의 과정이 되는 것이다.8) 

  인지적 토대 위에서 주어진 사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려는 분석이나 추론 외에도, 

이해하는 사람의 주관적 참여를 허용하면서 보다 유연한 성격을 지니는 상상력의 개입

과 표현이 함께 일어나야 진정한 이해 교육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여기에는 상대방의 

경험과 정서, 세계관, 정체성에 대해 느끼고 수용하는 공감적 이해가 전제된다.9) 이러

한 점에서, 지명 이미지는 효과적인 시조 이해 교육을 설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교육적 

자료로 기능하게 된다. 구체적인 장소에서 비롯했으나 그러한 의미에만 그치지 않고 그 

지명이 가리키는 어떤 공간의 고유한 이미지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지명은 시조의 중요 

어휘로서의 위상을 가진다. 그리고 지명 이미지는 삶의 구체적 공간을 환기시키고 그 

삶의 현장성을 살려서 공동체의 시공간을 재구하고 의미화 하는 역할을 한다.10)

  앞에서 간단히 언급한 위긴스와 맥타이의 이해 논의는 지명 이미지를 통한 시조 이해

의 교수-학습 설계를 보다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해라는 것

6) 국어 사고력의 유형에는 사실적 사고, 추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논리적 사고의 인지 중심적 사고와 
정서적 사고, 심미적 사고, 윤리적 사고가 있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편, 교육학 대백과 사전 제
1권, 하우동설, 1999.)

7) 이삼형 외, 국어교육학, 소명출판사, 2000, 168면.

8) 서혁, ｢국어적 사고력과 텍스트의 주제적 이해｣, 국어교육학연구 제7권 제1호, 국어교육학회, 
1997,  154~160면.

9) 로저스가 말하는 공감은 상대방의 내면세계를 민감하게 지각하는 존재 방식을 뜻한다.(칼 로저스
(Carl Rogers), 오제은 역, 사람-중심 상담, 학지사, 2007, 151~174면.)

10) 이근화, ｢백석 시의 고유명과 조선시의 현장｣, 어문논집 제57집, 민족어문학회, 2008, 3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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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설명’과 ‘해석’을 할 수 있고, ‘적용’을 통해 앎을 확장할 수 있으며, ‘관점’을 형성하

고 ‘공감’을 하여 결론적으로는 ‘자기지식’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즉, 우리가 ‘이해’의 목

표를 달성했다고 할 때는 설명 가능하고, 그것의 의미와 관련성을 해석할 수 있으며, 

새로운 상황이나 다양하고 실제적인 맥락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어

야 한다. 그리고 비판적․논리적으로 판단 가능한 관점을 형성하고, 타인의 감정과 세계

관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감이 이루어지며, 나의 관점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지 그 과

정을 아는 자기지식으로 마무리될 때, 진정한 ‘이해’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개념·현상·사실·자료에 대한 정교한 앎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통해 설명하는 능력

은 단순한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왜 그런지, 어떻게 그런지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추론 

능력을 길러준다. 그리고 해석은 이해의 대상과 관련한 개인적·역사적 차원의 이해의 

선구조를 활용하여 적절히 의미를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인데, 텍스트를 학습자의 삶과 

연결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적용은 새로운 상황이나 다양한 맥락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맞추어 사용하는 능력이며, 관점은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논리적이

고도 비판적인 통찰력을 갖는 것을 말한다. 또한 공감은 학습자가 텍스트를 통해 시적

자아의 감정이나 세계관, 인식, 정체성 등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며, 자기지

식은 사고력을 키우고 인식을 확장하기 위해 앞에서 말한 다섯 가지 능력을 토대로 내

면화하고 성찰하는 것을 키워주는 능력이다.11) 이를 참고로 지명 이미지를 통한 시조 

이해 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1) 텍스트 분석 능력 향상

   텍스트 분석 능력은 지명 이미지를 통한 시조 이해 교육의 목표 중 학습자의 시어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가장 먼저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다. 개념 파악, 분

석, 기억 및 재생에 관련된 사고를 사실적 사고12)로 볼 수 있는데, 지명 시어가 환기하

는 의미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러한 사고 과정을 수반한 교육 내용이 조직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보 차원의 지식들이 어떻게 얽혀서 일정한 체계를 이루고 의미를 구현

하는지 그 과정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사실과 개념 사이의 관계

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지식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다.13)

11) 그랜트 위긴스·제이 맥타이, 강현석 외 공역, 앞의 책, 114~141면.; 이주영, ｢자기 이미지 구성을 
중심으로 한 강호가사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38면 참조.

12) 서혁, 앞의 논문, 136면.

13) 김명희, ｢이해를 위한 교수모형을 적용한 국어과 교육과정 개발｣, 독서연구 제6집, 한국독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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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시조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이해는 작품 해석에 바탕이 되는 사실이나 정보, 장

르적 특징과 관련된 지식, 문학 이론과 표현 기법 등과 같은 부분만을 그 대상으로 삼

지는 않는다. 얽어서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떠한 매커니즘으로 이들을 연

결 짓고 의미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시조 이해 교육의 중심을 이룬다. 

즉 시조 이해 교육의 목표로는 설명 가능한 어떠한 틀이나 체계를 분석해내는 것이 중

요하다. 또한 많은 정보 차원의 지식들이 얽혀서 어떠한 과정과 원리를 통해 의미를 구

현하는지 그것을 아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학습자가 미리 알아 두면 좋은 정보 같은 

것들은 텍스트 내의 시어 분석과 함께 작품의 내용을 ‘아는’ 것에 해당된다.

  자료로 제시된 중요한 정보에 대한 읽기는 인지적 차원의 텍스트 해석에 해당되는 것

이다. 텍스트의 어휘적 의미가 무엇이며 어떠한 표현 기법이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어

떠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등을 아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된다. 핑어후트(K. 

Fingerhut)는 텍스트의 분석이 선행하고 이를 토대로 생산적 과정이 전개된다고 보면서 

창의적으로 텍스트를 읽는 데에는 생산적 동인과 분석적 동인이 함께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핑어후트는 텍스트의 창조적 작업은 언제나 분석적 작업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서, 이해의 본질이 인지적 차원에 있다고 한다.14) 뒤이어 설명할 교육 목표가 중심

으로 삼고 있는 추론적 사고는 정보 차원의 지식의 분석에서 시작된다. 지명 이미지를 

구성하는 내용 요소들이 작품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아는 것은 학습자의 

분석력을 향상시키는 필수적 과정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시조 이해 교육에 있어서 ‘작가가 왜 그렇게 표현했는가’, ‘어떠한 맥락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가’,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타내려는 바는 무엇인가’ 등과 같

은 주제적 맥락에 대한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교육 목표를 실

현하기 위한 사고 과정은 학습자가 시조의 지명 시어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의문점을 해

결하고, 생각할 수 있는 관련성을 바탕으로 분석적·추론적 문제 해결을 진행하는 것이

다. 학습자가 화자, 청자, 텍스트의 상황 맥락, 진술 태도 등에 대한 물음과 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한 과정에서 이러한 학습 능력이 발달된다.15) 

   이러한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고 과정은 분석, 유추, 문제 해결, 비판, 감상 

등으로 제시될 수 있다. 지명 이미지를 통한 시조 이해는 문자 텍스트의 의미를 재구성

하는 것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현재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해낼 수 있는 맥락의 새로운 

2001. 여기서는 이해의 영역을 지식, 방법, 목적, 형식으로 나누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해가 드러
난다고 보았다. 인용 부분은 지식 영역에 해당하는데, 이 외에도 지식을 활용하는 이유에 대해 알고, 
그것을 어떤 부분에서 확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필수적인 질문을 탐구하는 것이 목적 영역이며, 에
세이 쓰기·발표하기·대화하기 등 다양한 수행을 통한 것이 형식 영역이라고 한다.

14) 권오현, ｢이해의 생산성과 문학교육｣, 국어교과교육연구 제2집, 국어교과교육학회, 2001, 4~5면.

15) 서혁, 앞의 논문, 1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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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발견해 내는 적극적인 사고의 과정인 것이다.16)

(2) 상상력의 추동과 경험의 확장

  우리는 보통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 곳에 대해 상상한 관념이나 이미지를 가지게 되

는데, 이렇게 ‘상상한 지리’에 입각한 새로운 경관 인식은 다분히 주관적인 시선과 관점

에 의해 이루어진다. 상상한 지리는 실제 지리와는 다른 것으로, 상상한 자의 이념과 

현실, 이상, 정서 등에 의해 변형된 것이며 구체적인 실제 공간을 추상화한 얼개로서의 

인지 도식이다. 지리적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진 이러한 도식은 실제 경험을 위한 초점

을 부여함으로써 한층 더 깊이 있고 풍요로운 감상을 가능하게 한다. 

  시조 이해 교육에서 다루는 상상력의 핵심은 이성의 요소와 정서의 요소를 모두 포괄

하며 현실 원칙을 초월하는 ‘의미의 구성적 능력’이 된다. 이렇게 상상력을 구성적 요소

로 규정하고 나면, 언어를 통해 세계에 대해 인식하고, 인식을 통해 발견된 세계의 실

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세계와 조정 작용을 하며,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검토하면서 가능

한 모델을 구축하는 지향적 단계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 문학교육론에서는 이러한 관

계를 고려하여 상상력의 종류를 인식적 상상력, 조응적 상상력, 초월적 상상력으로 나

누고 있다. 작품 해석을 심화하는 것을 인식적 상상력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조응적 상

상력은 현실에 대한 비판 및 세계와의 상호조정과 인간적 가치의 체험과 실현 등을 다

룬다. 그리고 현실에 대한 비전 및 가치의 발견과 제시, 삶의 방향 탐구, 세계를 재구성

하는 능력 등이 바로 초월적 상상력의 영역이 된다.17) 이 세 영역의 상상력들은 모두 

문학의 ‘함축’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경험의 세계를 초월하여 더 깊은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학 능력의 차원 외에 장소감을 형성하는 근원과 관계된 성격 중심으로 본다

면, 지명 이미지가 추동하는 상상력을 ‘지리적 상상력’으로 볼 수 있다. 지리적 상상력

은 세계를 대상화하고 조망하기 위한 시선의 구조를 만들어내며, 자신이 위치한 공간에 

대한 관심과 사유를 드러낸다.18) 과거 문학작품 중 특히 기행에 관한 한시나 가사, 그

16) 박갑수 외, 국어표현․이해교육, 집문당, 2000, 195~196면.

17) 프라이가 제시한 언어 용법의 세 가지 분류에 따르면, 언어의 용법에는 인간이 자기가 처한 세계에 
대한 의식과 자각을 표현하는 자기표현의 언어, 세계에 대한 작용 혹은 역할을 하면서 작업을 수행
하는 언어로서 실용적 감각의 언어, 마음속의 비전 혹은 모델을 구축하는 문학적 언어가 있다. 이러
한 언어의 용법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상상력을 형성하기 때문에 상상력은 구성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2012, 46~58면 참조.)

18) 홍순애, ｢근대계몽기 지리적 상상력과 서사적 재현｣, 현대소설연구 제40호, 한국현대소설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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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지도나 그림, 지리서 등에는 당대 사람들이 특정 공간에 대해 상상한 이미지가 드

러나 있다.19) 

  이러한 지리적 상상력은 시조 텍스트 속에 시어로 구성되어 있는 장소에 대한 지리적

인 특성, 물리적인 묘사, 체험 내용과 같은 감각적 요소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그

러한 감각적 요소에는 그 지명이 가리키는 장소를 다루는 당대의 해석이나 가치관, 역사

관뿐만 아니라 그 장소를 중심으로 하는 인간들의 삶의 양상 등도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다. 보통 지리적 상상력의 산물로 알려져 있는 지도에도 물리적 형상 그 자체가 아니

라 인간이 세계를 보고 해석한 ‘의미로서의 세계’가 표현되어 있으며, 한 사회가 지리적 

대상을 보는 방법이 집합적인 표상으로 나타나 있다.20) 따라서 지리적 상상력은 외부를 

보는 시선이 단순한 지역적 차원에 머무는 것을 벗어나 전체를 조망할 줄 아는 확산적 

사고를 매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확산적 사고를 바탕으로 경험이 확장되는 것이다.

  물론 문학작품에 형상화된 지리적 상상력의 결과가 그것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일종의 

선입견으로 작용하여 실제 공간에 대한 불가피한 왜곡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거

꾸로 생각해보면 이것은 사람마다 주목하거나 감흥을 받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도 함께 전제하고 있다.21) 즉, 오히려 실제와 상상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부여하여 다양한 차원의 감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러한 지리적 상상력을 추동하는 힘이 바로 지명 이미지에 있다. 따라서 지명 이미지

를 통해 지리적 상상력을 추동하는 일은 학습자의 경험을 확장하는 교육 목표를 위한 

필수적 과정이 된다. 

(3) 문화적 공감과 감상의 확대

  시조에 나타난 지명 시어의 의미와 장소감, 이미지의 양상, 시적자아의 인식의 내용 

및 정체성 등에 대해 아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통해 작품에 대한 능동적인 이해와 감상

이 이루어져야만 더욱 의미 있는 시조 교육이 된다. 여기서의 감상은 단순히 즐긴다는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감동의 요소를 지각하고 인식하며 판단을 통해 평가하는 것

과 연결된다. 그리고 감상자와 감상 대상의 고유한 특질과 심리적 흐름이 서로 긴밀하

2009, 372~377면.

19) 염은열, ｢금강산 가사의 지리적 상상력과 장소 표현이 지닌 의미｣, 고전문학연구 제38집, 한국고
전문학회, 2010, 8면. 이러한 상상의 내용은 <동국여지승람>, <택리지>와 같은 저서에 그 실체를 파
악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정리되어 있다.

20) 앙드레 슈미드, 정여울 역, 제국, 그 사이의 한국, 휴머니스트, 2007, 477면.

21) 염은열, 앞의 논문, 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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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상호작용한 결과가 중요하며, 지각을 통한 심리적 경험이 즐거움 외에도 가치 평가

나 공감, 감동 등을 모두 포괄한다.22)

  이 교육 목표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토대에 기반을 두고 발전하는 깨달음과 자기화

된 감상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지식으로의 전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지명 

이미지를 문화적 차원에서 공유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을 말한다. 가다머에 따르면 역

사적이고 언어적인 상황은 이해의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는 지

평이나 전망이 된다. 이에 따르면 해석자와 대상의 지평 융합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것

이 바로 역사적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텍스트 속에 언어적 형태로 나타난 시어가 된

다.23) 그리고 지명 이미지는 공동체의 문화적‧역사적 맥락을 토대로 형성된 의미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이데거가 말하는 ‘이해의 선구조’로 작용할 수 있다. 학습자의 

지평 융합을 위한 의미 있는 선입견 또는 이해의 선구조가 바로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온 문화적 의미역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지명 이미지를 통해 시조에 있는 역사적·문화

적 요소들의 해석과 감상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여러 사람들이 문화적 공감을 축적하여 형성한 지명 이미지는 그들이 삶에서 겪은 복

합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시조 텍스트 속에 함축된 삶의 모습에 대한 관심은 그 

삶을 둘러 싼 세계 및 사태와의 연결을 통해 공감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과거에 시

조를 향유하던 독자들에게는 작가가 활용한 장소감이나 지명의 전고 등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작품 속 화자의 정서에 더욱 공감할 수 있을 만큼의 암묵지가 형성되어 있

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현대의 학습자들은 과거의 독자들과 동일한 암묵지가 형성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조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과정에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지명 이미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까지 시공간의 유물로 남아 문화적 간극을 메우는 

공통된 구조적 맥락이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학습 비계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지명 이미지를 통한 시조 이해 교육은 학습자들이 시조에 드러난 문화적 요소

들에 공감하고, 그것을 자신에게로 확대하여 지금의 문화와도 연결 짓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 또한 그러한 공감은 학습자들의 능동적인 감상으로 이어져 적극적인 문

학 향유로 이어지게 한다. 이러한 교육 목표의 타당성은 이해 교육이 사실적이고 인지

적인 학습 외에도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차원에서 주체적인 ‘감상’에 이르는 영역까지 

포괄해야 한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특히 시조 이해 교육은 단순히 시어의 정보 차원의 

의미나 작가의 세계관 등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습자의 영역으로 확대되는 창의

적인 적용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22) 조하연, 문학 감상 교육 연구-고려속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21~27면.

23) 조지아 윈키(Georgia Warnke), 이한우 역, 가다머-해석학, 전통 그리고 이성, 민음사, 1999, 
149~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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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명 이미지를 통한 시조 이해 교육의 내용

  이 절에서는 학습자들이 지명 이미지를 중심으로 시조를 이해하는 교육 내용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실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학습 활동에 대한 분석을 토

대로 교육 내용을 구체화하고 유의미한 교육 방법 마련의 토대로 삼고자 한다. 

  실제 수업에서 의미 있게 활용 가능한 학습활동을 구성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 학습

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제 수업을 총 4회 수행하였다.24) 학습지 실험은 정규교과인 ‘문

학’ 시간 중 주 1회 정기적으로 가지는 문학 감상 수업에 편성되었다. 이 수업은 ‘문학

과 현실 공간’이라는 감상 주제 아래, 공간의 특성과 작품 속에 나타나는 삶의 현실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파악함으로써 작품의 감상 능력을 높이고, 동시에 자신이 살

아가고 있는 현실 공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총 2차시 4회에 걸쳐 이루어진 실제 학습 활동 수행 역시, 학습자

들이 자신을 둘러싼 현실 공간 및 삶의 경험 사이의 연관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과정의 하나로 활용되었다. 즉, 학습자들이 문학 감상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 및 

정서 등을 인식하고 확인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학습 과정으로 도입된 것이다.

  학습지 수업을 시행한 목적은 학습자가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치고는 했던 지명들이 

가지는 시적 의미에 관심을 기울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명 시어를 통해 시조 이해의 

폭을 넓혀 적극적인 감상에 이르도록 하는 것에 있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장소감’이

나 ‘지명 이미지’라는 개념의 명칭을 수업 내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시조의 지명이 

나타내는 어떠한 느낌이나 의미, 떠오르는 관념이나 이미지 등을 떠올려보는 것을 중요

한 목적이나 전제로 삼았다. 학습자들이 이러한 활동을 통해 시어에 대한 감수성을 키

우고, 지명 이미지가 형상화되는 양상을 확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학습 관점이 

되었다. 시조에 나타난 시어 중 지명에 해당하는 것들에 관심을 기울여 이루어진 수업 

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교육 내용의 추출에 유용한 자료가 된다.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실제 이루어진 학습 활동의 결과물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 지명 이미지를 통한 시조 이

해 교육의 내용을 각각 제시하고자 한다.

 

24) 이 수업은 서울시 서초구의 E고등학교 2학년 3개 학급(총 73명)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이루어
졌는데, 학급은 자연계 남학생 1개 반, 자연계 여학생 1개 반, 인문계 여학생 1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시 학습지 실험은 3개 반 모두에서 이루어졌으며 총 73명의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였다
(2013년 5월 21~22일). 그리고 2차시 학습지 실험은 1차시 학습을 수행한 학급 중 한 학급에서만 
이루어져 총 22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2013년 5월 28일). 수업을 진행한 교사는 국어교육을 전공
한 31세 여성으로 6년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학교에서는 2년째 2학년을 대상으로 문
학 교과를 담당하여 가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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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커버스커, <여수밤바다>

 (가) (      산) 양 갈래 흐르는 물을 예전에 듣고 이제 보니

복숭아 꽃 뜬 맑은 물에 산 그림자조차 잠겼구나

아이야 武陵(무릉)*이 어디요 나는 여기인가 하노라        - 조식(曺植)

 (나) 이별 하던 날에 피눈물이 났는지 말았는지

(      강) 흐르는 물이 푸른빛이 전혀 없네

[들어가기] 다음 노래를 듣고, ‘여수’라는 지명이 어떤 분위기를 주는지 친구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
시다.

1. 아래 작품들을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1) 시적 의미를 구현하는 인식 맥락

  지명 시어가 어떤 느낌을 주는지, 그러한 느낌을 자아내는 요소는 무엇인지 찾아보는 

과정에서 수행한 학습 활동은 특히 시적 의미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

고 시조 텍스트 안에서 시적 의미를 구현하는 시적자아의 인식 맥락에 대한 추론을 통

해 주제 의식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 수 있다. 이것은 시적자아가 그 지명을 통해 표

현한 의도 및 텍스트 내에서 활용되는 맥락은 무엇인지, 지명의 어떠한 지리적·역사적 

특색이 창작 및 향유 맥락에 영향을 주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된다.

  앞의 Ⅱ장과 Ⅲ장에서 지명 이미지를 설명하면서 다루었듯이, 지명 시어는 지시적 의

미가 중심적인 고유명사이면서 동시에 함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감각과 추상의 

양 측면을 아우르는 이미지 형상화의 본질을 잘 드러내준다. 뷔넨베르제는 이미지가 

‘구체와 추상, 현실과 사고, 감각적인 것과 지적인 것의 중도에 있는 혼란스러운 범주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실제적·물질적 대상과 추상적·관념적 대상들이 특정한 지시

에 의해 재현되는 지명 이미지의 속성도 이와 연결된다.25) 특히 비유적 이미지를 중심

으로 한 지명 이미지는 감각적인 것과 지적·관념적인 것의 중간에서 형성된 긴장으로 

문학적 의미를 폭넓게 드러낼 수 있다. 그 외에 지시적 의미를 중심으로 하는 감각적 

지명 이미지나 함축적 의미를 중심으로 하는 상징적 지명 이미지 역시 시조의 문학적 

의미 구성의 중심축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지명 이미지의 의미적 특성과 연결된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은 학습 

활동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내용은 시적자아의 인식 맥락

을 추론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조 텍스트의 주제를 구성

하는 시어의 의미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학습활동지 1차시>

25) 유평근·진형준, 이미지, 살림, 2002, 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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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위의 머리 허옇게 센 사공이 처음 본다 하더라         - 홍서봉(洪瑞鳳)

 (다) 온 몸에 날개가 돋쳐 푸른 바다를 날아 건너

(      산) 깊은 곳에 불로초(不老草)를 캐어다가

님 계신 구중심처(九重深處)에 드리고자 하노라           - 이의현(李宜顯)

 (라) 여기서 날개를 들어 두세 번만 부치면

(      산) 제일봉(第一峯)의 고운 님 보련마는

하다가 못하는 일을 일러 무엇하리                       - 정철(鄭澈)

             
* 무릉: 도연명의 도화원기에 나오는 말로, ‘이상향’, ‘별천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중국 진(晉)나라 

때 호남(湖南) 무릉의 한 어부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배를 저어 가다가 어딘지 모를 계곡 깊숙한 곳까지 

다다르게 되었다. 어부는 복숭아꽃이 아름답게 핀 계곡의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다가 계곡 물이 솟아 나

오는 곳 근처에 있는 작은 동굴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진(秦)나라의 난리를 피하여 온 사람들

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한가롭고 즐거운 모습이었는데, 대략 500년 동안이나 

바깥세상과 단절되어 있었기에 세상의 변천은 물론이고 그 동안 많은 세월이 지난 줄도 몰랐다고 한다. 

어부는 며칠 동안 그 곳에서 푸짐한 술과 안주로 대접을 받은 뒤 바깥세상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나중

에 다시 그 곳을 찾아가려 해도 복숭아꽃이 만발해 있는 그 평화로운 마을을 끝내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 낙락장송: 가지가 길게 축축 늘어진 키가 큰 소나무.

(1) (가)~(라)의 밑줄 친 (   ) 안에는 모두 지명 시어를 넣을 수 있습니다. 아래 보기 중에서 어떤 산 
또는 강이 들어가면 좋을지 골라서 자유롭게 아래의 빈 칸을 채워보세요.

기쁨산      충성산      사랑산      풍류산      감탄산      그리움산

고독산      절망강      원망강      절개강      슬픔강      행복강      

(2) 위와 같은 지명을 고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각 작품의 본문에 나오는 표현들을 토대로 각자 
생각한 이유를 정리해봅시다.

  위와 같은 활동지 문항을 중심으로 구체화된 교육 내용은 특히 시조의 지명 이미지가 

구성하는 시적 의미 파악에 초점을 둔다. 실제 수업에서는 도입 활동으로 2012년 봄에 

크게 유행했던 대중가요 ‘여수 밤바다’를 들려주고 ‘여수’라는 지명이 어떤 분위기를 주

는지 자유롭게 말해보도록 했다. 노래를 듣고 난 뒤 이루어진 활동은 학습자 스스로 시

조를 읽고 시조의 정서를 잘 살릴 수 있는 지명을 구성해 보는 것이었다. 문항 1-(1)에

서 주어진 <보기>는 시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를 하나의 단어로 구성해서 지명처럼 제시

하였기 때문에 시조에 드러난 정서를 파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시적 

정서를 ‘기쁨, 충성’과 같이 한 단어로 집약시키는 것이 시조의 정서가 단 하나뿐인 것

처럼 오해하도록 만드는 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명을 <보기>로 제시한 이

유는 후속 활동에서 이 부분을 실제 지명으로 바꾸게 되면 지명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

게 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학습자들이 1-(1), (2)를 해

결하기 위해 시조를 감상하는 과정에서 현대어 풀이를 질문하는 경우 교사는 개별적으

로 답변을 해주어야 학습자가 설명을 통해 주체적 감상이 멈추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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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조의 원문에 있는 지명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밑줄 친 부분에 원문의 
지명을 받아 써보세요. 

(4) 시적자아가 특히 원문의 지명을 활용해서 창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봅시다. 그 지명들이 
어떤 특징이 있기에 작품의 중심 시어로 사용하게 된 것일까요?

<참고자료> 
* 두류산(지리산)

◦ 지리산은 산세가 높고 웅대하며 백두산의 산맥이 뻗어내려 여기에 이른 것이라 두류(頭流)라고도 부른
다. 

◦ 전해오는 이야기에 태을(太乙, 북극의 신)이 그 위에 살고 있으니 많은 신선들이 모이는 곳이며, 용상
(龍象)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도 한다. 

◦ 지리산은 깊고 넓고 높은 특징으로 인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동시에 민중의 한이 서려있는 많은 이
야기를 품고 있다. 실제로 지리산과 관련 있는 이야기들은 임진왜란 때 혹은 동학운동 때 또는 의병항
쟁 때 왜군을 피하여 들어간 사람들의 한 맺힌 이야기들이 많다. 

* 압록강
◦ 압록강은 중국 동북지방, 즉 만주(滿洲)와 국경을 이루는 강으로, 한반도와 중국과의 경계를 가늠하게 

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되어왔다.
◦ 동국여지승람에서는 압록강의 물빛이 오리 머리의 푸른빛과 같아서 그런 이름이 생겨났다고 한다. 이

러한 압록강의 감각적 형상은 푸르게 유유히 흘러가는 자연물로서의 강의 모습에 쓸쓸한 분위기가 더
해진다.

◦ 압록강에 얽힌 많은 설화들은 주로 ‘이별, 죽음, 가난, 그리움’ 등을 주된 정서로 하고 있는데, 특히 피
폐해진 삶을 견디기 어려워 죽음을 무릅쓰고 압록강을 건너려다 급한 물살에 휩쓸려 안타까운 생을 
마감한다는 식의 이야기가 많이 전해 내려온다. 

* 봉래산
◦ 봉래산(蓬萊山)은 영주산(瀛州山)·방장산(方丈山)과 더불어 삼신산의 하나로, 신선이 살고 있으며 불사

(不死)의 영약(靈藥)이 있는 곳으로 전해진다. 그곳에서 사는 새와 짐승은 모두 빛깔이 희고, 금·은으
로 지은 궁전이 있어, 멀리서 바라보면 구름같이 보이며, 가까이 다가가 보면 물밑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 배는 바람에 이끌려 도저히 그곳에 다다를 수가 없다고 한다. 

◦ 봉래산에 가서 불로불사의 명약을 구해오라는 진(秦)나라 시황제(始皇帝)의 명을 받은 서불(徐市)이 소
년·소녀 수천 명을 이끌고 배에 올랐다가 결국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사건은 특히 유명하다. 

◦ 신선사상을 수반한 봉래산의 이미지는 민간에 깊이 침투하였고, 뛰어난 절경을 가진 산들에 주로 ‘봉래
산’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관습적 의미를 반복해왔다. 봄의 금강산을 이르는 별칭이 ‘봉래산’이라는 
것도 이와 같은 관습적 의미에서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학습활동지 1차시> 

  앞에서 먼저 제시하였던 학습 활동지에 이어진 위의 문항들도 시적 의미를 구현하는 

인식 맥락을 추론하도록 하는 방향에서 설계되었다. 여기서 제시된 1-(3), (4)의 활동은 

지문에 나온 시조 작품들의 정서가 반영된 지명이 무엇인지 실제로 확인하고, 지명 이

미지가 시조의 정서를 드러내는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둔 것

이었다. 그리고 이 학습지는 수업 내용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기 위해서는 실제 작품에 

나타난 지명을 알려주는 동시에 보충자료를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스스로 추론해보는 활

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위의 학습지를 수행하면서 ‘지리산’, ‘압록강’ 등 학

습자들이 익히 알고 있는 지명이 자료의 제시를 통해 새로운 맥락의 추리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압록강’에 대한 자료를 대하면서 국경을 이룬다는 특성 

외에도 푸른 물빛이라는 특성이 시조의 시적자아에게 중요한 표현 맥락으로 활용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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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이해하는 과정이 의미 있었다. 지명 이미지를 통한 시조 이해 과정에 있어서 이러

한 자료의 제시로 이루어지는 추론 활동이 학습자들이 보다 구체적인 상상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위의 학습지로 수행된 실제 수업에서는, ‘봉래산’의 경우 ‘금강산’과 같은 이름이라고 

알고 있는 학습자들이 몇 명 있었고 그 경우는 ‘경치가 아름다운 산’이라는 관념을 가

지고 있었는데, 지문에 제시된 시조에서 (가)가 아니라 (다), (라)가 봉래산이라는 점을 

알게 되자 의아함을 나타내었다. 아마도 많은 학생들이 ‘봉래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

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불로초’가 있다거나, 이곳에 ‘고운 님’이 있다는 것이 어

떤 의미로 작용하였는지 바로 와 닿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궁금증들은 

맥락을 추론하기 위한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학습지 수행에서 발견된 가능성 및 한계를 통해 인식 맥락 추론에 해당되는 

교육 내용을 추출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을 구상함에 있어서 4번 문항의 경우처럼 학습

자들이 스스로 답을 재구성하여 쓸 수 있도록 유도하여 그 지명 이미지를 이루는 근거

를 생각해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방향에서 교육 내용을 구성할 때에는 지

명에 대한 배경지식을 자료로 제공한 뒤 학습자들이 새롭게 느낀 점이 있는지 묻고 실

제로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을 덧붙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학습자들이 보다 

다양한 형태로 자료를 접하도록 사진 및 지도 자료를 추가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시적

자아가 자신의 인식 내용을 지명 이미지를 통해 드러내는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학습자

들이 평소에 어떤 지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장소감을 토대로 하여 자료 해석 및 추론의 

과정으로 구조화되는 것이 유용하다. 따라서 사진 및 그림, 보다 쉬운 문체로 설명된 

적절한 분량의 자료 등이 추론 능력 향상을 이끌어내는 맥락 이해 교육 내용의 중심축

이 된다. 지명의 유래 및 역사와 같은 정보적 차원의 자료와 자연적 경관을 보여주는 

시각적 자료를 통한 간접 경험은 학습자들에게 일종의 실감을 느끼도록 하여 교육적 효

과를 높여준다. 

  그리고 시적 의미 파악하기를 위한 교육 내용을 제시함에 있어서 학습자들의 기존 지

식을 활성화하고 시조의 시어로 쓰인 지명 이미지의 중심을 이루는 느낌에 대한 인식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시조 이해가 지식들을 통합하여 일관된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외적·내적 요소들의 상호 작용이라고 본다면, 이해를 촉발하는 외부 

정보 및 자료 외에도 이해 활동을 하는 당사자들의 내적 조건(특히 사전 지식, 목표, 흥

미, 기대)에서 받는 영향이 중요하다. 이렇게 새로운 정보가 뒤따르는 정보에 영향을 주

면서 사전에 가지고 있던 지식을 확대해주고 활성화해주는 상호 영향 관계라는 점에서, 

지명 이미지를 통한 시조 이해 교육의 내용은 텍스트 안에 존재하는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을 담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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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어 의미 탐색에 이어서 마련될 교육 내용은 지명 시어가 환기하는 장소감을 중심으

로 시적자아가 지명 시어를 활용하여 창작하게 된 인식의 맥락을 파악하도록 구성될 필

요가 있다. 그리고 시어의 이미지와 시적 인식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지명 시어가 환기

하는 장소감이 시적 발상의 토대로 기능하는 양상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시어에 

대한 감수성을 형성하고 발달시키는 과정을 통해 시적 표현의 의도와 발상의 맥락을 파

악하는 것이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해 교육의 중요 내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Ⅲ장에서 시조에 나타난 지명 이미지가 각각 실재적 장소감, 관습적 장소감, 역사

적 장소감을 바탕으로 하여 학습자의 지각적 인식, 관념적 인식, 이념적 인식을 보여준

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개념화된 용어로 제시하지 않더라도, 학습자들이 시조의 

주제적 맥락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설명의 내용을 이룬다. 

  실제로 지명들은 과거에만 존재했던 장소를 가리키든, 현재까지 유지되는 장소를 가

리키든 학습자들의 주의 집중을 불러일으키곤 한다. 예를 들어 화성, 홍대, 강남, 대치

동, 서래마을, 정동진 등의 지명들이 현대 학습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그 지명이 

대표하는 이미지를 공유하고 발화 속에서 활용하는 것과 같이, 시의 작가나 그 시를 향

유하던 독자층 역시 같은 과정을 거쳤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과거에는 모든 주

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의미를 대표하였으나 현재는 그 의미의 공유 기반이 축소되거

나 사라진 경우, 현대 학습자들이 그 작품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시의 

작가가 개인적인 체험이나 주관을 바탕으로 의미를 부여한 지명의 경우, 그 창작 배경

과 작가의 개인사에 대해 모른다면 시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적자아의 인식 맥락을 추론해보는 교육 내용을 마련하여 

해결해볼 수 있다.

(2) 장소감 중심으로서의 문학 경험

  문학 경험의 획득은 학습자가 자신의 개별적인 경험 및 기억들을 불러일으키도록 하

는 독립적 계기를 통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이것은 문학 작품 안에 언어적 형태로 재

현된 경험이 의미화되면서 완성된 형태로 달성된다. 특히 지명 이미지의 원천인 장소감

을 중심으로 문학 경험이 형성되는데, 학습자들이 이와 같은 장소감을 비교적 동일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이 문학 경험의 전달을 가능하게 한다. 

  아래 학습 활동지는 장소감을 중심으로 한 문학 경험의 획득이라는 교육 내용을 마련

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학습자들이 지명의 장소감을 형성하는 여러 요인들을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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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각, <눈물 젖은 두만강> (원곡: 김정구)

 (가) 赤兎馬(적토마)* 살찌게 먹여 豆滿江(두만강)에 씻겨 세우고

龍泉劒(용천검)* 잘 드는 칼을 선뜻 빼어 둘러메고

丈夫(장부)의 立身揚名(입신양명)*을 試驗(시험)할까 하노라     - 남이(南怡)

 

 (나) 長白山(장백산)*에 旗(기)를 꽂고 豆滿江(두만강)에 말을 씻겨

썩은 저 선비야 우리 아니 사나이냐

어떻다 麟閣畫像(인각화상)*을 누가 먼저 하리오               - 김종서(金宗瑞)  

 (다) 蒼梧山(창오산) 해 진 후에 二妃(이비)*는 어디 갔는고

함께 못 죽은들 설움이 어떠하던고

千古(천고)에 이 뜻 알 이는 대나무 숲인가 하노라        - 신흠(申欽)  

 

 (라) 瀟湘江(소상강) 달 밝은 밤에 돌아오는 저 기러기야

강에 서린 혼령의 북과 거문고 소리가 얼마나 슬프기에

지금의 맑은 원한을 못 이기어 저렇게도 우느냐               - 이정보(李鼎輔) 

*적토마: 중국 삼국 시대에 관우가 탔었다는 준마를 가리키는데, 달리는 것이 매우 빠른 말.
*용천검: 옛날 장수들이 쓰던 보검(寶劍).
*입신양명: 출세하여 이름을 세상에 떨침.
*성진: 비린내가 나는 먼지라는 뜻으로, 어지러운 세상을 이르는 말.
*장백산: 백두산의 다른 이름.
*인각화상: 麒麟閣(기린각)은 중국 후한의 무제가 기린을 잡을 때에 세운 누각인데,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신

하의 얼굴을 그려 여기에 걸어둔다고 함.
*이비(二妃): 이비는 순임금의 부인들인 아황과 여영을 가리킴.

[들어가기] 다음 노래를 듣고, ‘두만강’이라는 지명이 어떤 분위기를 주는지 생각해봅시다. 

1.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1) 일반적으로 ‘지명(地名)’은 땅이름, 즉 지방·산과 강·지역 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라)에 나
타난 산이나 강의 이름을 가리키는 ‘지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지명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곳이라면, 이 지명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자유롭게 써보세요.

• 두만강 : • 창오산 :
• 장백산(백두산) : • 소상강 :

(2) 각 작품들에서 지명들을 중심으로 표현된 내용을 참고로 하여, 여러분이 각 지명들에서 어떤 느낌
을 받는지 자유롭게 써보세요.

형식으로 접한 뒤 문학 경험의 형태로 전이시켜 기존의 경험들과 통합할 수 있도록 교

육 내용을 설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 학습지에서는 먼저 시적 의미 파악을 중심으로 시

적자아의 인식 맥락을 추론해보는 활동을 수행하기 이전에, 시조에 나타난 지명을 중심

으로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지명 이미지를 생각해 보는 활동을 첫 번째에 배치했다. 이

는 1차 학습지가 시조의 정서를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측

면을 도외시했다는 반성에서였다. 

<학습활동지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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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 문항들은 학습자들이 기존에 해당 지명에 대해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장소감과 같은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지금까

지 간접적 경험의 형태로 가지고 있었음에도 언어적으로 의미화하지 못했던 느낌들을 

친숙함을 기준으로 파고들어 외현화하는 것이다. 시조의 지명이 가지는 장소감을 매개

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경험의 간접적 획득은 이해의 한 영역에 해당된다. 딜타이에 따

르면 이해는 삶을 이해하는 특수한 계기이며, 인식적 기능이나 합리적 이론화와 구별되

는 행위이다. 그리고 단순히 사고하는 것을 넘어 타자의 세계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추체험하는 과정이다.26) 그리고 슐라이어마허의 논의에 따르면, 이해는 주체의 능동적

인 의욕과 노력의 산물이다.27) 즉, 기존의 것보다 더욱 잘 이해하려는 상상 차원에서의 

능동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제대로 된 주체적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명 이미지에 함축된 장소감과 같은 요소들은 이와 같은 경험의 획득 및 상상

력의 발현에 중요한 질료가 된다. 바슐라르는 특히 시적 이미지가 독자의 상상력의 표

출로 나타난다고 보고, 이미지의 환기력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그는 시적 이미지가 독

자의 상상력이 작용하는 기회를 이루며, 그 존재 생성의 힘을 촉발시킨다고 하였다. 그

러면서 독자의 내부적 표상 작용이나 ‘상상’을 통해 언어에 의한 이미지가 실제적인 힘

을 발휘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문학 이미지는 상상력에 의해 직접적으로 산출되는 것이

며, 기호에 의해 이미지가 전달된다고 보았다. 즉, 문학 이미지는 상상력의 표출 그 자

체이며, 이러한 문학 이미지의 창조 과정에는 주체와 객체의 이미지 사이에 간극을 두

지 않는다는 것이다.28) 

  바슐라르는 이미지의 현상에 있어서 확실한 것은 그것이 대상의 나타남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즉 감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감각적 요소는 

이미지의 외관이 되는 것이며 이미지가 표상성을 가지도록 하여 주체와 외부 사이의 관

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미지의 표상성이야말로 시적 상상력의 출발점이 되며, 미래

를 향한 도약대가 된다는 것이다. 대상이 상상력을 결정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것이 

가진 감각적인 요소에 의해서이다. 여기서 상상력의 활동은 작가에게 있어서는 창조활

동이 되며, 독자에게 있어서는 ‘울림’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미지의 표상적인 요소가 

역동적인 상상력의 활동에 핵심적인 영향을 주며, 대상의 성질을 강조하거나 부정함으

로써 독자들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간다고 보았다.29) 

  이러한 바슐라르의 논의를 참고로 하면, 시조 텍스트에서 장소감을 중심으로 한 지명 

26) 팔머(Richard E. Palmer), 이한우 역, ｢딜타이: ‘정신과학’의 정초로서의 해석학｣, 해석학이란 무엇
인가, 문예출판사, 1990, 170~171면 참조.

27) 딜타이(Wilhelm Dilthey), 이한우 옮김, 체험‧표현‧이해, 책세상, 2002, 132면.

28) 곽광수, 가스통 바슐라르, 민음사, 1995, 39~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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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만강 푸른 물에 노 젓는 뱃사공
흘러간 그 옛날에 내 님을 싣고
떠나간 그 배는 어데로 갔소
그리운 내 님이여 
그리운 내 님이여
언제나 오려나

강물도 달밤이면 목메어 우는데
님 잃은 이 사람도 한숨을 지니
추억에 목 메인 애달픈 하소
그리운 내 님이여 
그리운 내 님이여
언제나 오려나

1) 백두산의 동쪽은 큰 바다에 닿아 있고, 남쪽은 철령(鐵嶺)에 닿
아 있으며, 서쪽은 황해도와 평안도에 접하였다. 험한 산봉우리
가 백두산에서부터 일어나서 남쪽으로 철령까지 뻗쳐 있다.(세
종실록지리지) 백두산은 여진(女眞)과 조선(朝鮮)의 경계에 있
는데, 한 나라의 눈썹처럼 되어 있다. 산 정상에는 큰 못이 있
는데, 둘레가 80리이다. 이 못은 서쪽으로 흘러서 압록강(鴨綠
江)이 되고, 동쪽으로 흘러서 두만강(豆滿江)이 되는데, 두만강
과 압록강 안쪽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이다.(택리지)

2) 함경도는 조선 초기에 육진(六鎭)을 쌓고 우리의 영토로 만
들기 위한 의지를 보인 적이 있기도 하였으나, 우리 땅으로 
병합되기 전까지는 대체로 여진족들의 거주지이며 그들의 
활동무대였다. 숙종 때에 이르러서야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
우고 두만강과 압록강을 국경선으로 확정지었다고 한다. 

3) 두만강은 중국·소련과 국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역사상 
매우 중요한 강이었다. 함경도 지방에 기근이 들 때마다 수많
은 우리 선조들이 이 강을 넘어 간도 지방으로 이주하였고 이
들로 인하여 청나라와 국경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였다. 20세기
에 들어서는 일제의 핍박을 피하여 수많은 우리 민족들이 이 
강을 건넜다. 특히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두만강 일대는 일제
의 핍박에 의해 고향을 잃고 만주로 유랑하던 우리 민족들의 
한과 설움이 투영된 공간이었다. 개항 이후 두만강은 민족적 
수난기에 근대문학에서 이별의 처연한 슬픔을 간직한 곳, 혹은 
고국 땅의 마지막 문턱의 의미로 상징화되었다.  

4) 오른쪽은 1936년에 발표되어 지
금까지도 애창되고 있는 <눈물 
젖은 두만강>의 가사이다. 최근
에는 가수 허각이 KBS 불후의 
명곡- ‘팔도대표명곡’ 편에서 
재해석하여 부르기도 하였는데, 

2. 다음 자료를 읽고, 각 지명들의 지리적인 위치 및 특징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화적․역사적 의미를 가
지는지 생각해봅시다. 

이미지가 경험의 획득을 이루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시조에 등장하는 구체적 고유

명사 지명들은 단순한 장소를 지칭하는 것 이상의 특정하고도 복합적인 의미를 기반으

로 한다. 따라서 실제 지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유사한 지각들에 이를 수 있도

록 하는 경험적 확산의 근거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이미지의 외관을 이루는 

감각적인 요소가 지명 시어에 집약되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즉, 지명 시어는 장

소감을 중심으로 한 지명 이미지를 표상하여 학습자의 경험 형성을 도우며, 지리적 상

상력을 발현하도록 돕는 근거가 된다.

  앞의 학습활동지에 이어서 제시된 아래 문항들은 이러한 학습자의 상상력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학습자가 가진 경험 및 공동체의 경험의 

통합으로 확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습활동지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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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곡의 애절함과 감동을 잘 담아냈다는 평을 들었다. 이 노래는 일제의 핍박에 의해 가족과 고향을 
뒤로 하고 두만강을 건너 북간도 등지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동포들의 한을 담고 있다. 당
시에 조국을 잃고 일제에 쫓기던 동포들에게 두만강 북쪽의 혹독한 환경은 그 고통을 더욱 가중시
키는 것이었다. <눈물 젖은 두만강>의 작곡가인 이시우는 1935년 여름, 악극단 ‘예원좌’를 따라 유
랑공연을 다니다가 두만강 건너편 북간도의 어느 여관에서 만난 한 여인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게 
되었다고 한다. 이 여인은 국경수비대의 일본 헌병에게 잡혀간 남편을 찾아 두만강을 건너 북간도
까지 왔다고 하였는데, 이미 남편은 총살을 당한 후였기에 슬픔과 애통함에 밤을 새워 울고 있었던 
것이다. 이 여인의 애통한 사연이 이 노래의 기원이 된 것이다. 이렇게 두만강에는 당시 일제에 대
한 한민족의 저항과 고통이 애달픈 한이 되어 서려 있다. 

  왼쪽의 그림은 김득신(金得臣, 1754~1882)의 소상팔경도 중에서 ‘소상
야우(瀟湘夜雨)’이다. 소상야우는 중국 호남성 소상강 지역의 밤에 비오는 
풍경을 말하는데, 구슬프고 처량한 정서를 표현하는 관습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소상강의 밤비 내리는 풍경은 그 배경이 된 장소들이 간직하
고 있는 비극적 역사를 토대로 하여 애상감을 자아낸다. 
  창오산은 구의산(九疑山)이라고도 하는데, 호남성 영원현(湖南, 寧遠)의 
동쪽에 있는 산이며, 여기서 순임금이 죽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소상강
은 이비(二妃)가 순임금을 따라 죽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비는 전국을 
순시하던 순임금을 찾아 천하를 헤매어 다녔는데, 소상강을 지날 때 마침 
순임금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순임금의 뒤를 따라 소상강에 투신하여 생
을 마감했다고 한다. 이 고사로 인해 이비는 남편을 따라 죽은 열녀의 효
시로 칭송되었다.
  여기서 유명해진 말로 ‘소상반죽’이 있는데, 이것은 중국 소상강에서 나
는 아롱무늬 진 대나무를 말하는 것이다. 이비가 순임금의 부음을 듣고 흘
린 피눈물이 대나무에 묻어서 생긴 핏빛 반점이 바로 그 대나무에 있는 무
늬라는 것인데, 슬프면서도 굳은 절개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객관적상관물
이라고 할 수 있다.

(1) 위의 자료들을 읽고 난 뒤 ‘두만강’, ‘백두산’과 같은 지명들에 대해 어떠한 느낌을 가지게 되었나
요? 아래에 자유롭게 써보세요.

(2) 위에서 답한 것과 여러분이 앞의 1-(2)에서 생각해보았던 것을 비교해서 내용이 달라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3) (가)와 (나)의 시조에서 특히 시적자아가 지명을 시어로 활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료 1)과 2)
를 참고로 하여 생각해봅시다. 

(4) (다), (라)에서 시적자아가 ‘창오산’, ‘소상강’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아래 자
료를 참고로 하여 간단히 설명해보세요.

  여기서 2-(3) 문항의 지명을 시어로 활용한 이유를 추리해보는 질문에서는 ‘지명이 

주는 느낌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냥 말로 주저리하기보다는 지명으로 함축시켜서 하려

고’,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 있어서’, ‘지명을 통해서 시적자아의 생각이나 느낌

을 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지명의 정서와 느낌을 사용하기 위해’, ‘그 지명에 

대한 분위기나 느낌이 있기 때문에’, ‘단어 하나로 여러 의미를 담을 수 있다’ 등의 답

변이 상당수 있었다. 이 결과들은 학습자들이 지명 이미지를 시조 창작에 활용하게 된 

발상의 근거에 가까이 다가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지명 시어가 시적자아의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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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경험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드러내주는 유용한 시적 장치가 된다는 점을 발견해냈다

는 것도 알 수 있다. 또한 (다)와 (라) 시조와 역사적 배경을 설명한 자료를 통해 처음

에는 전혀 몰랐던 지명인 창오산과 소상강에 서린 슬픔과 그리움의 정서를 잘 느낄 수 

있었다는 반응이 많았다. 그리고 시조에 제시된 두만강에서는 국경으로서의 느낌만 가

졌으나 대중가요 <눈물 젖은 두만강>과 일제강점기의 두만강의 이미지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한과 설움이 서려있는 장소로서의 이미지를 느끼게 되었다는 답변도 많았다.

  두 차시에 걸쳐 이루어진 학습지 수업을 통해 학습자가 기존에 지니고 있는 지명 이

미지를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시조에 나타난 지명 이미지로 나아가는 학습 활

동을 구성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현대의 대중가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조와 대중가요에 공통된 지명을 비교하는 활동이 학습자들의 주의 환기 및 

지명의 장소감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명이 어떻게 다른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을 포함하여 현재

까지 실재하는 지명의 이미지에 과거의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 대한 이해가 중

요하게 작용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시인의 내적 체험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것은 이미지가 시인이 전달하고 싶은 관념이나 실제 경험 또는 상상적 체험들을 미학적

으로 그리고 호소력 있는 형태로 형상화시키는 가장 구체적인 수단임을 뜻한다.30) 시조

에 나타난 지명 시어가 특정한 장소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미지를 나타낸다는 것은, 

학습자들이 그 지명의 장소감을 형성하는 문화와 역사와 같은 경험들을 획득하도록 하

는 원천이 된다. 따라서 고전시가와 학습자와의 시공간적 거리감에서 오는 학습 부담 

및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지명 이미지를 시공간의 유물로 제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

육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실재적 장소감을 불러일으키는 지

명 중 특히 ‘남산, 한강, 청량산, 지리산’ 등의 예가 학습자들에게 유용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시조의 작가들이 지금의 학습자가 처한 현실에도 존재하는 지명 공

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느꼈는지를 아는 것은 문학 경험의 획득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근

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봉래산이 금강산의 이름의 유래가 된 사연과 이상향의 상

징으로 기능하는 봉래산의 함축적 의미에 대한 이해, 소상강과 창오산을 표현한 그림이

나 여행지로서의 체험의 가능성 등을 수업에 활용하는 것도 유용한 교육 내용으로 설정

될 수 있을 것이다.

30) 김진석, ｢문학교육과 심상｣, 교육논총 제7집,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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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체성 탐색으로서의 자기지식

  

  지명 이미지는 학습자들의 경험적·공적·문화적 차원의 정체성을 재현하고 확인시키며 

추구하도록 하는 중요한 구성 맥락이 된다. 시조의 지명이 표상하고 있는 이러한 시적

자아의 정체성의 내용과 연결된 자기지식 구성을 교육 내용으로 삼을 수 있다. 하이데

거(M. Heidegger)는 현 존재의 상황성에 근거하여 항상 미래와 관계되는 것이 바로 이

해라고 하였는데,31) 시조의 이해 교육은 현재의 학습자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살아가는 

원천으로 작용하는 문화적 유산 및 역사적 의의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존재에 대한 

이해와 연결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지명 이미지가 공유되고 통용되어 온 소통의 배경

을 알고, 그러한 문화적 공감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것은 학습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깊이 있는 감상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시조 이해의 목표를 작가의 의도나 상황에 대한 것으로만 설정하는 것은 본질에 접근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이해 교육을 위해서는 단순히 있는 

사실을 안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노력으로 대상이나 사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 내용은 학습자들이 시조에 나

타난 지명 이미지를 비계로 하여 당대의 해석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물론, 현재의 이

해 주체인 학습자가 느끼고 생각하는 정서와 인식의 내용을 새롭게 알게되도록 구성되

어야 한다. 

  지명 이미지를 통한 시조 이해는 텍스트를 둘러싼 내적, 외적 세계의 실체와 맥락에 

대한 앎을 바탕으로 자기 주체적인 노력이 덧붙여질 때 의미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지

명 이미지를 통한 시조 이해 교육의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언어, 사회·문화, 개인의 

심리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32) 즉 학습자들의 언어 능력을 토대로 규범이

나 관습, 사회 및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한 정체성이나 가치 의식을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내용은 체계를 가진 것이면서 동시에 학습자에게로 전이될 수 있

는 것이어야 한다. 앞에서 교육 내용으로 들었던 바와 같이, 정보 차원의 지식들이 얽

혀서 어떠한 과정과 원리를 통해 의미를 구현하는지 알고 난 뒤에는 그것을 통해 학습

자의 관점과 자기지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삶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자 세계관 및 정체성의 발현이라고 본다면, 이것이 시조 창작 당시에는 어떻게 

31) 황윤정, ｢상상적 이해의 문학교육 방법 연구-서사무가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10, 22~25면. 

32) 언어요인은 음성 언어나 문자 언어를 해독하는 능력, 언어 규범이나 장르적 관습, 문체 등을 파악하
는 능력이며, 사회․문화 요인은 화자나 필자의 성향, 이데올로기 등을 고려하는 능력, 사회적 가치․문
화적 배경 등을 고려하는 능력이다. 개인 심리 요인은 지식․기억․연상 등 기본적인 사고 능력, 분석․조
직․추론․평가 등의 고등 사고 능력이다. (이삼형 외, 위의 책, 184~1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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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라)에 나온 지명들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다면 어떤 지명으로 바꾸면 좋을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험과 연결해서 왜 그런 지명을 생각해냈는지 간단히 이유를 써보세요. 

(6) (가)~(라)에서 마음에 드는 작품을 하나 골라서, 밑줄 그은 지명이 어떤 모습의 공간일지 상상해
서 간단한 그림으로 나타내보세요.(학습지 뒷면에 그려주세요.)

실현되었으며 현재의 관점에서 나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하다. 

  아래의 학습 활동들은 시조에 발현된 문화적 유대감의 측면에서 지명 이미지를 공유

하여 학습자들이 자기지식의 구성과 표현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내는 교육 내용들을 담

고 있다. 

<학습활동지 1차시>

  1차시의 (1)~(4) 문항이 시조 자체의 정서와 지명 이미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면, 

(5), (6)은 학습자의 현실 속에서 시조를 재해석하고자 하는 문항들이다. 여기서 ‘자신의 

경험’과 연결 지어 살펴보도록 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개성적 답을 쓴 학

생들이 많았다. 예를 들어 ‘2반, 수원, 상도동, 소룡리, 브로드웨이’ 등이 그것인데, 지문

에 제시된 시조의 지명들이 ‘가지 못하는 먼 곳’이라든가 ‘오매불망 그리고 소망하는 

곳’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하면서도 개성적 공감이 돋보이는 경우였다. 또한 ‘자신의 경

험’이 아니라 현대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지명 이미지가 드러난 경우도 있었는데 ‘마포

대교·한강·한강다리’ 등의 답은 많은 사람들이 자살과 같이 죽음을 생각하는 슬픈 곳이

라는 점에서, ‘병원’은 아픈 사람들을 보면 슬픔을 느낀다는 점에서, 그리고 ‘비 오는 수

용소 앞’은 암담함, 슬픔, 원통함이 느껴진다는 점에서 학습자들이 자신의 현재적 상황

과 문화에 비추어 창의적으로 적용해내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그 외에도 지명의 장소감 및 특징과 관련한 문화적인 의미를 고려하여 답한 것으로는 

‘여의도(아름다운 벚꽃길), 한라산, 구룡산, 부산 해운대, 서해안(백령도에서 죽은 병사

들을 생각하면 슬픔), 땅끝마을,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서울(사람 찾기 힘들어서), 미시

시피강, 요단강, 블랙홀, SKY·서울대, 청계산, 우면산, 월출산, 대모산, 설악산, 치악산, 

하와이, 몰디브, 금강산, 아르헨티나(지구 반대편의 먼 곳), 양재천(푸른 빛이 하나도 없

음)’ 등이 있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어떤 지명으로 바꾸면 좋을지 물어보았으나, 지명

이 아닌 장소(ex.군대, 내 방)나 인물(ex.비스트, 남자친구), 감정(ex.기쁨, 눈물강), 추

상적인 개념(ex.나의 꿈), 활동 또는 계획(ex.다이어트), 사물(입영열차) 등을 답으로 쓴 

경우도 더러 있었다. 이러한 답은 ‘지명’을 써보라는 문제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명 자체보다는 그 정서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답을 써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러한 답을 쓴 이유들을 읽어보면 시조에서 그 지명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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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赤兎馬(적토마)* 살찌게 먹여 豆滿江(두만강)에 씻겨 세우고

龍泉劒(용천검)* 잘 드는 칼을 선뜻 빼어 둘러메고

丈夫(장부)의 立身揚名(입신양명)*을 試驗(시험)할까 하노라         - 남이(南怡)

 
 (나) 長白山(장백산)*에 旗(기)를 꽂고 豆滿江(두만강)에 말을 씻겨

썩은 저 선비야 우리 아니 사나이냐

어떻다 麟閣畫像(인각화상)*을 누가 먼저 하리오                   - 김종서(金宗瑞)  

 (다) 蒼梧山(창오산) 해 진 후에 二妃(이비)*는 어디 갔는고

함께 못 죽은들 설움이 어떠하던고

千古(천고)에 이 뜻 알 이는 대나무 숲인가 하노라            - 신흠(申欽)  

 (다) 瀟湘江(소상강) 달 밝은 밤에 돌아오는 저 기러기야

강에 서린 혼령의 북과 거문고 소리가 얼마나 슬프기에

지금의 맑은 원한을 못 이기어 저렇게도 우느냐                   - 이정보(李鼎輔)

(5) (가)~(라)의 네 지명들인 ‘두만강, 백두산, 창오산, 소상강’ 중에서 어떤 것이 작품의 전체적인 느
낌과 정서를 잘 드러낸다고 생각하나요? 한 가지만 골라 답하고, 그 이유도 함께 써봅시다.

(6) (가)~(라)의 시조들을 다시 읽어보세요. 시적자아가 가장 중요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정서 및 태
도, 주제의식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나온 자료들과 선생님의 설명을 참고로 하여, 아래 빈 칸을 
채워봅시다.

* (가)와 (나) 시조는 각각 ‘두만강’과 ‘장백산’이라는 지명을 중심 시어로 활용하면서 국경을 수비하는 장
수의 용맹함과 호방한 기을 드러내고 있다. 입신양명, 인각화상 등의 시어는 세상에 이름을 널리 알리
고 나라에 공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데, (가)와 (나) 두 시조 모두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는 것을 통해 
나라를 지키는 장수의 포부와 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나) 시조의 시적자아는  특히 ‘썩은 
저 선비’에 대한 비판을 통해 위의 주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한 두만강과 장백산은 현재 시적자아
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단서가 되는 지명인데, 현장감과 사실을 불러일으켜  
시적자아가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주제를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 (다)와 (라) 시조는 각각 ‘창오산’과 ‘소상강’이라는 지명을 시조의 첫 구로 활용하고 있다. 창오산은 순
임금이 죽은 곳이며, 소상강은 순임금의 부인들인 이비(二妃)가 순임금을 따라 죽은 곳이라고 전해진
다. 시적자아는 창오산과 소상강에 얽힌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 이야기의 인물들이 느꼈을 설움, 슬픔, 
원한 등의 정서를 상상해보면서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하고 있다. 특히 (다)에서는 기러기, (라)에
서는 대나무 이 순임금과 이비의 처지를 가장 잘 알아주는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순임금과 이비가 
과연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생각하면서 그 뜻이 얼마나 슬프고 처절하였을지 상상해보고 있는 시적자아
는 결국 자신과 이비하면서 임금에 대한 충절에서 비롯된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게 된 맥락과 유사한 것도 많았기에 학습자들이 지명의 장소감을 발상의 맥락을 구성하

는 중요 내용이 된다는 점에 어느 정도 접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조 이해 교육 내용을 마련할 때, 시공간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

지는 시조 텍스트가 지명 이미지를 통해 문화적 공감대를 가까이 인식할 수 있도록 돕

는 과정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림으로 나타낸다든지, 자신과 연관된 지명을 예로 

드는 활동을 수행하면서 제시된 교육의 내용이 현재의 학습자들이 스스로 연관성을 찾

아낼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학습활동지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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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제시된 것처럼 자기지식 구성을 위한 교육 내용을 다룬 2차 학습지는 학습자가 

지니고 있던 지명 이미지로부터 시작하여 시조의 지명 이미지로 확장해 나가도록 조직

하는 것이 추가되었다. 이 학습 활동지는 앞서 1차시의 활동지가 주로 지명의 장소감 

및 정서적 의미 구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보완하여 제시된 것이다. 따라서 학

습자들이 지명 이미지를 아는 것을 통해 시조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주요 수행 목표로 추가되었다. 2-(6) 문항의 답을 통해 학생들

이 제시된 자료를 통해 시조의 주제의식을 서술하는 내용을 채워 넣을 수 있는지를 알

아보았다.  학습자들이 이러한 답을 모두 다 잘 써내지는 못하였지만, (가)와 (나) 시조

가 ‘공을 세우겠다는 의지’, ‘장수의 용맹함’, ‘신하의 충성심’, ‘나라를 위해 싸우는 충직

한 마음’을 드러낸다는 답변이나, ‘입신양명’, ‘기러기’, ‘대나무 숲’ 등의 시어를 찾아내

는 지적 차원의 답변들은 정답과 일치했다.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기는 했으나, 정답

에 해당되는 내용과 유사한 방향으로 답안을 써낸 경우도 많았다.33) 

  지명을 시어로 활용한 이유를 추론해보는 질문에서는 ‘지명이 주는 느낌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냥 말로 주저리하기보다는 지명으로 함축시켜서 하려고’ 등의 답변이 상당

수 있었다. 이 결과들은 학습자들이 지명 이미지를 시조 창작에 활용하게 된 발상의 근

거에 가까이 다가갔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학습자들이 지명 이미지 자체에 대한 이

해에서 그치지 않고 제시된 시조의 중심 맥락이나 주제의식, 정서적 차원, 표현의 의도 

등과 같은 이해로 확장될 수 있도록 심화 학습의 내용을 정교하게 만들어낼 필요가 있

다. 

  학습지 수행 결과,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시조의 주제적 정서를 하나의 단어로 찾아내

는 활동은 비교적 쉽게 접근 가능한 교육 내용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지명

<2-(6)의 정답>
* (가)와 (나) 시조는 각각 ‘두만강’과 ‘장백산’이라는 지명을 중심 시어로 활용하면서 국경을 수비하는 장수의 용

맹함과 호방한 기상을 드러내고 있다. 입신양명, 인각화상 등의 시어는 세상에 이름을 널리 알리고 나라에 
공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데, (가)와 (나) 두 시조 모두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는 것을 통해 나라를 지키는 장
수의 포부와 충절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나) 시조의 시적자아는  특히 ‘썩은 저 선비’에 대한 비
판을 통해 위의 주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한 두만강과 장백산은 현재 시적자아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단서가 되는 지명인데, 현장감과 사실감을 불러일으켜  시적자아가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주제를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 (다)와 (라) 시조는 각각 ‘창오산’과 ‘소상강’이라는 지명을 시조의 첫 구로 활용하고 있다. 창오산은 순임금이 
죽은 곳이며, 소상강은 순임금의 부인들인 이비(二妃)가 순임금을 따라 죽은 곳이라고 전해진다. 시적자아는 
창오산과 소상강에 얽힌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 이야기의 인물들이 느꼈을 설움, 슬픔, 원한 등의 정서를 상
상해보면서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공감하고 있다. 특히 (다)에서는 기러기, (라)에서는 대나무 숲이 순임
금과 이비의 처지를 가장 잘 알아주는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순임금과 이비가 과연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생각하면서 그 뜻이 얼마나 슬프고 처절하였을지 상상해보고 있는 시적자아는 결국 자신과 이비를 동일시하
면서 임금에 대한 충절에서 비롯된 한과 설움, 슬픔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33) 다음은 실험 수행에 앞서 2-(6)문항의 답에 해당되는 것으로 제시한 것이다. 학습자들에게는 이 답
을 먼저 알려주지 않고 학습자 스스로 교사의 설명과 자료 해석을 토대로 빈 칸을 채워 넣을 수 있
도록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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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배경지식을 제공했을 경우에 지명 시어가 시조의 정서를 드러내는데 어떤 기여

를 하는지 추론해보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그런데 지명 이미지를 통한 

시조 이해 교육의 내용을 마련할 때에는 가장 먼저 학습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단

편적인 지명에 대한 이미지가 시조 감상 과정에서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지명 시어가 토대로 하고 있는 장소감의 내용들이 시적 정서를 심화할 

뿐 아니라 인식의 맥락을 형성해주고 주제적 의미를 구현한다는 점을 잘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봉래산’과 같이 학습자들에게 생소하며 실제 경험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상적 공간을 중심으로 한 지명의 경우, 시조에서 형상화된 표현의 맥락이 학습자들의 

시조 내용 이해와 직결된다. 

  가다머는 이해가 사실 수용의 차원을 넘어 참여와 생산의 영역으로 이행하는 것이라

고 하면서, 이해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지평들의 융합과정이라고 하였다. 그에 의하

면 이해는 이해 대상의 지평과 이해 주체의 지평 사이의 무한한 만남이며, 이러한 만남

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이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를 참고하면, 텍스트와 독자 간

의 끊임없는 대화와 그들을 둘러싼 수많은 지평들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조를 대상으로 하는 이해 교육에서는 학습자와 작가의 시간적·공간적 상황

이 서로 다르다는 근본적인 특성 때문에 두 지평의 만남을 위해 항상 새로운 해석학적 

개입이 열려있다는 것도 확인된다.34) 따라서 학습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해의 선

구조로서의 지명 이미지를 이끌어내고 확장시키도록 더욱 정교하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적 함의가 풍부한 지명 이미지를 중심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일련의 교육 과정을 통해 시조가 지명 이미지를 통해 시적 정서와 경험을 집약적으로 

드러내준다는 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34) 권오현, ｢이해의 생산성과 문학교육｣, 국어교과교육연구 제2집, 국어교과교육학회, 2001, 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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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명 이미지를 통한 시조 이해 교육의 방법

  

  앞에서 시적자아 및 작가, 배경이 되는 공간의 특성 및 경험·관념·이념적 지향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분석 외에도, 장소감에 대한 인식을 출발점으로 삼아 그러한 표

현의 발상 기저를 추론해내고 맥락을 파악하는 사고가 중요한 교육 내용이 된다고 하였

다. 그리고 그러한 발상과 맥락을 자기화하여 시어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 학습자 자

신의 주변을 둘러싼 많은 문학 및 실제 현상들과의 연결 고리를 확인하는 것도 교육 내

용의 핵심이 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 현대소설, 현대시, 대중가요 등에 나타난 지명

의 정서에 관한 표현 외에도 자신의 일상생활 공간을 둘러싼 구체적 장소들이 만들어내

는 심리적 형상들을 떠올려보고 의미 있는 형태로 표현해보는 활동이 유용하게 제시될 

수 있다.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지명 이미지를 통한 시조 이해 교육의 방법을 구체적인 

활동의 예시를 통해 확인해볼 것이다.

(1) 내용 요소 파악하기

  내용 요소 파악하기 활동은 지명이 지시하는 장소가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찾아내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그리고 그 구성 요소들이 지명 이미지를 구성하는 과정 

이해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학습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지명의 장소감에 접근하기

• 지명 이미지의 개념 확인하기

• 지명 이미지를 형성하는 텍스트 내 구성 요소 구분하기

• 참고 자료를 통해 지명 시어의 느낌 및 의미 해석하기

• 장소감을 구성하는 중심 이미지 찾아보기

  지명의 장소감에 대한 접근은 지도나 사진 자료, 대중가요 등 시조 텍스트보다 훨씬 

친숙한 자료들을 통한 수업의 도입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지명 이미지의 개념을 확인

하고 그것이 어떠한 요소로 이루어지는지 시조의 표현을 중심으로 찾아보는 활동도 가

능하다. 지명 시어를 구성하는 의미, 장소감, 인식과 같은 요소들에서 만들어진 지명 이

미지의 개념을 확인하고, 지명 이미지를 구성하는 특징들인 감각적, 관습적, 문화적 정

보들을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지명의 느낌을 형성하는 텍스트 내의 구성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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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왼쪽의 지도는 ‘광화문’ 주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광화문’이라는 지명을 떠올릴 때, 어떠한 느낌이나 생각이 
드는지 아래 빈 칸에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광화문:

                                                        

                                                        

* 일반적으로 ‘지명(地名)’은 땅이름, 즉 산과 강의 이름이나 어떤 지방․
지역 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 다음 노래를 듣고, 아래 물음에 답해봅시다.

 (가) 이제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해갔지만 
덕수궁 돌담길엔 아직 남아 있어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엔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힌 조그만 교회당 
향긋한 오월의 꽃향기가 가슴 깊이 그리워지면 
눈 내린 광화문 네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 이문세, <광화문연가>

소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구분하는 활동도 추가될 수 있다. 특히 지명의 느낌을 형성하

는 텍스트 내의 구성 요소로는 장소감을 토대로 한 묘사적 표현, 감정을 드러내는 단어, 

어조 등이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을 파악하는 활동은 지명 이미지의 사실적 차원의 이

해를 돕는 핵심 활동이 된다. 특히 구성 요소들을 구분하는 활동은 사실을 인지하는 사

고의 기본 과정인 ‘변별하기’와 같은 차원의 활동으로서, 작품의 내외적 사실을 확인하

고 인지 내용을 목록화하는 것이다.

  특히 장소감을 구성하는 중심 이미지를 찾아보는 활동은 시적자아가 그 장소에서 느

낀 정서가 무엇인지를 파악한 뒤, 어떠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그러한 정서가 드러났는지

를 살펴보도록 한다. 특정 지명을 바탕으로 드러난 장소감이 어떠한 표현이나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는지, 어떤 시어들을 쓰고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다. 장소감을 구성하는 

중심 이미지를 찾을 때에는 반드시 ‘이것은 감각적 이미지이고, 저것은 상징적 이미지

이다.’라는 식으로 유형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 특히 학습자들에게는 이와 같

은 이미지의 유형 분류가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구분 짓는다

는 것이 반드시 이러한 이론적 분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보다 

쉽게 내용 요소를 분석하도록 하려면, 수업을 설계함에 있어서 먼저 앞의 Ⅲ장에서 구

분한 시조 지명 이미지의 특성을 참고로 하여 주로 어떤 차원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을

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 단계에서 제시될 수 있는 학습 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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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노래에서 ‘장소’를 가리키는 단어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찾아서 써보세요.

(2) 위의 장소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정서를 나타내고 있나요?

(3) 광화문의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는 표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찾아서 밑줄을 그어봅시다.

(4) 위 노래에서 밑줄 친 ‘광화문 네거리’는 화자에게 어떤 의미를 지닌 장소일까요? 

  위의 예시는 ‘광화문’이라는 지명을 중심으로 하는 시조를 이해하기 위해 그곳의 장

소감을 형성하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문항 1-(1), (2), (3)은 

모두 장소감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위한 사실적 분석 활동에 해당된다. 그리고 1-(4) 

문항은 밑줄 친 제시문의 시어와 같은 장소가 내용 요소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먼저 

파악한 뒤에, 시적자아의 의도와 관점을 추리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질문이다. 

  특히 ‘들어가기’ 활동에서 지명의 장소감에 접근하기 위한 지도 자료를 제시하고, 원

래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던 장소감의 내용들을 끌어내도록 유도하였다. ‘광화문’이라는 

지명이 단순히 ‘경복궁, 서울 시청, 청와대, 이순신 동상, 세종대왕 동상, 교보문고’ 등 

그 장소의 범위 안에 들어있는 구체적 장소들만 상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중심

지’, ‘촛불집회나 시위’, ‘각종 문화행사’, ‘낭만이 있는 곳’ 등의 사회적·문화적 의미와 

연결된 느낌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바로 ‘장소감’의 형성과 관계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대중가요 <광화문연가>를 통해 같은 장소이지만 받아들이

는 사람의 경험과 인식에 따라 느낌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필

요하다. 그리고 광화문 시조를 통해 과거의 사대부인 정철은 같은 공간을 어떻게 다르

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내용 요소 파악하기 활동은 뒤

이어 서술할 시적자아의 의도와 관점 추리 활동을 위한 기초 과정으로서의 사실적 이해 

과정에 해당된다.

(2) 의도와 관점 추리하기

  

  이 단계의 활동은 학습자들이 지명의 장소감을 토대로 시조의 지명 이미지를 활용한 

시적자아의 의도와 관점에 대해 추리해보면서 인식의 맥락에 대해 이해하도록 유도한

다. 정서 표현과 실감의 장치로 지명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 모두에 공

통되는 암묵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명 이미지의 암묵적 지식으로

서의 성격을 중심으로 시적 발상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단

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학습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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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의 (가)와 같은 장소가 등장하는 다음 작품을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해봅시다.

 (나) 광화문 달려들어가 내병조(內兵曹) 상직방(上直房)에

     하룻밤 다섯 경(更)에 스물 석 점(點) 치는 소리

     그 사이에 이미 지나간 일이 되었도다 꿈이었던 듯 하여라     - 정철(鄭澈)

* 내병조 상직방 : 궁궐 안 치안을 담당하는 관리들이 숙직하는 방.

* 하룻밤 다섯 경에 스물 석 점 치는 소리: 밤새 궁을 지키는 동안 들었던 시각을 알리는 소리

(1) 위 시조의 ‘광화문’은 어떤 느낌을 주는 장소로 묘사되어 있나요?

(2) 위 시조의 ‘광화문’의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는 표현이나 시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3) 위 시조에서 ‘광화문’은 시적자아에게 어떤 의미를 지닌 장소일까요? 

• 작가의 심상지리 형성 과정 추측하기

• 지명 이미지를 통한 시적 발상 원리 적용하기

• 시적자아의 지명 이미지 구성 의도 상상하기

• 작가 및 지명 관련 정보를 통해 지명 이미지 활용 맥락 유추하기

• 지명의 장소감에 관계된 실재, 관습, 역사와 시적자아의 인식 연결하기

•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배경지식 적용하기

  지명 이미지를 통한 시적 발상의 원리를 적용해보고, 시적자아의 지명 이미지 구성 

의도를 상상해보는 활동이 이 단계에서 수행될 수 있다. 작가나 지명과 관련된 정보를 

얻어 지명 이미지의 활용 맥락을 유추해보는 것도 인식 맥락 이해하기에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다. 그리고 지명의 장소감에 관계된 실재, 관습, 역사와 시적자아의 인식의 연

결성을 알아보는 것은 다소 어려운 활동이기는 하나,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설명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적절히 제시된다면 시조의 이해를 심화하고 감상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배경지식은 기본적으로 학습자들에게 

정보로서만 기능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실제로 작가의 심상지리가 어떻게 형성

되는지 그 과정을 추측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통한 정보의 확인이 중요하다. 이 단계의 

활동들은 특히 작가의 생애나 창작 경향 등을 알려주는 자료나 지명에 얽힌 유래 및 역

사적 전고(典故), 구체적 자연 경관 및 지리적 특색 등을 포함한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학습활동의 예는 먼저 앞의 내용 요소 탐색하기 활동에

서 들었던 학습지에 이어서 아래와 같은 문항들을 덧붙여 실현할 수 있다. 여기서 

2-(1), (2) 문항은 내용 요소 파악하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도와 관점을 추리하는 활

동들의 처음 또는 가운데에 배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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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시조의 시적자아가 ‘광화문’이라는 시어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래 자료를 
참고로 하여, 아래 빈 칸에 들어갈 내용을 이어서 적어보세요.

 광화문은 경복궁의 정문이다. 경복궁이 있던 당시의 한양은 단순히 

조선의 수도(首都)라는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었다. 당대 사대부들

에게 한양이라는 장소는 사대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들 간

의 결속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공간이었다. 따라서 광화문 근처에 

있다는 것은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사

회적·정치적·문화적 중심에 속해있다는 뜻이 된다.

➜ 시조 (나)의 시적자아는 과거에 자신이 임금이 계시던 궁궐과 가까운 곳에서 지내던 때를 그리워하고 
있다. 광화문에 들어갈 수 있고, 궁에서 시각을 알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때에는 임금을 가까이
에서 모시며 사대부로서의 본분에 충실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때의 추억이 이미 지나간 일이 되었고, 
지금은 꿈인 것만 같다는 것은 현재 시적자아가 임금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따라서 시적자아는 ‘광화문’이라는 시어를 통해                        을(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2-(3), (4) 문항은 학습자들이 제시된 시조의 시적자아가 왜 그러한 지명 시

어를 활용하게 되었는지 추리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을 파악

하는 것이 시조의 주제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구조화되었다. 

시조의 지명 이미지를 통해 형성된 주제적 의미와 시적자아의 인식 내용은 개인적 의미

에서 시작하여 관습적·문화적인 의미로 확장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시조의 작

가들이 지명을 사용하여 시조를 창작한 이유를 추리해보도록 학습 과제를 제시하는 것

은 시조의 주제적인 측면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도록 이끌어 준다. 지명 이미지를 활용

한 시조의 창작이 시적자아의 정서와 인식, 정체성 등을 더욱 간결하고도 집약적이며 

절실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다.

(3) 연관된 경험 발견하기

 

  연관된 경험을 발견하는 활동은 기본적으로 장소감 및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

루어지는데, 여기서는 먼저 시조의 지명과 자신이 알고 있는 지명과의 유사점과 차이점 

등에 기초를 두고 정서를 체험하고 실감을 느낄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한 지명은 변화하는 여러 개의 중첩된 이미지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르게 

드러낼 수 있다. 그런데 그 시조의 지명이 지시하는 장소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일 경우, 

학습자들은 그 장소에 대해 다른 어떤 시어보다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지명 시어들을 보고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선호도별로 분류해볼 수

도 있고,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싶은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지 목록으로 정리할 수도 있

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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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조를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해봅시다.

이 몸 헐어내어 냇물에 띄우고저

이 물이 울며 흘러가 한강 여울 된다하면

그제야 임 그리는 내 병이 나을 법도 있나니                   - 정철(鄭澈)

* 여울: 강이나 바다의 바닥이 얕거나 폭이 좁아 물살이 세게 흐르는 곳.

1. 위의 시조의 시적자아가 특히 ‘한강’이라는 지명을 활용해서 작품을 창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봅시다. 한강이 어떤 특징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인가요?

• 지명 시어에 대한 기존 지식 활성화하기

• 동일 정서를 환기하는 지명 생각하기

• 지명이 가리키는 장소와 정서적 표현의 연관성 찾아내기

• 학습자의 경험과 연결된 지명 이미지 탐색하기

• 지명 시어를 중심으로 텍스트 간 이미지 비교하기

  지명 시어에 대해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의 기존 지식을 활성화하는 것은 텍스트 내용 

요소 탐색을 위한 기초 학습이 된다. 그리고 지명에 대한 장소감이나 동일 정서를 환기

하는 지명을 떠올려보는 활동은 시조의 지명이 작품 전체의 질서와 의미를 형상화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이끈다. 그리고 지명이 가리키는 장소가 텍스트 내에 표현된 정서적 

의미가 어떤 점에서 연관되는지를 찾아내는 활동, 학습자의 경험과 연결된 지명 이미지

를 탐색하는 활동, 지명 시어를 중심으로 현대시, 대중가요, 다른 시조 등 상호텍스트 

간 비교하기와 같은 활동도 추가될 수 있다. 또한 지명이 제시하는 경관에 대한 설명을 

담은 서술이나 지리적 정보, 사진, 그림, 지도 등을 통해 어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장소

감이 형성되는지 알아보는 활동도 이 단계에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박물관 견학이나 현장 학습 등도 중심으로 연관된 경험을 발견하는 데 좋은 방

법이 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먼저 장소감이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게 되는지에 대해 

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 후에 학습자들은 공간 확장과 장소 체험을 통해 

‘문학 작품 속 장소’에 대한 장소감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명

을 단지 인쇄된 텍스트 또는 평면의 대상과 같은 의미 없는 기호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재에 다가가는 경험을 통한 다층적 기호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앞서 제시한 광화문과 연결된 활동 외에 학습자들과 친숙한 장소인 ‘한강’을 중심으

로 한 다음 시조에 대한 학습 활동을 통해서도 학습자의 경험 발견을 이끌어낼 수 있

다. 먼저 수행한 학습활동의 분석을 통해 학습자들이 알고 있는 지명들이 더 활발한 관

심을 이끌어낸다는 점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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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적자아가 ‘한강’이라는 지명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래 자료를 참고로 하여 
간단히 설명해보세요.

* 정철의 <관동별곡(關東別曲)>

소양강(昭陽江) 린 물이 어디로 든단 말인고.

고신거국(孤臣去國)에 백발(白髮)이 많기도 많구나.  

동주(東州) 밤 겨우 새워 북관정(北寬亭)에 오르니,

삼각산(三角山) 제일봉(第一峰)이 웬만하면 보이리로다.

* 삼각산은 지금의 북한산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이다. 그리고 한강은 조선시대 도성 한양을 

흐르는 강의 이름이다. 특히 한강은 강원도 금강산 부근에서 발원한 북한강과 태백에서 발

원한 남한강이 양수리에서 합류하여 북서방향으로 서울을 통과하여 흐르다가 황해로 흘러

간다. 북한강은 남한강과 합류하기 전 춘천의 소양강과도 합류된다.   

3. 위의 자료의 <관동별곡>에서 시적자아가 밑줄 친 부분과 같이 말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4. ‘한강’과 유사한 정서를 가지는 지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위의 학습 활동지에서 예로 든 정철의 <관동별곡>은 제1차 교육과정부터 제7차 교육

과정에 이르기까지 교과서에 꾸준히 수록되어 교육되어 온 텍스트이다. 교육과정을 아

우르며 가장 중요한 문학 작품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며 교육되어 온 <관동별곡>은 학

습자들에게는 괴로운 기억을 더 많이 남기는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석을 위해 필

요한 고어 어휘나 한자어, 고사, 관동 지방의 지명이나 구체적인 지역 환경 등에 대한 

지식이 방대하여 학습자들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 주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교수-학습

이 이루어지는 수업 현장에서도 현실적 제약 등으로 인해 텍스트의 의미 파악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어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관동별곡을 난해하고 어려운 작품으로만 여기고 있어 실제적인 ‘이해’를 지향하는 교육

이 힘든 실정이다. 

  그러나 <관동별곡>에 등장한 지명을 낯설고 어려운 한자어라는 측면에서만 접근하지 

않고 작가의 경험에서 비롯한 의도를 나타내는 특별한 장치라는 점에서 접근한다면, 보

다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해진다. 특히 정철이 <관동별곡>에서 몇몇 지명들을 공동체적 

관습에 기대어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뚜렷이 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시적자아의 인식 

외에 정체성의 형성에 대한 확인으로 이어지는 교육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즉, 시조의 

작가가 자신의 주변에 있는 구체적 공간을 어떠한 장소감을 바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경험이 어떠한 의도와 맥락으로 제시되는지를 알아보는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맥락에서 이러한 표현으로 의도를 드러내는지 이해하는 활동은 

학습자들의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데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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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적 공감 표현하기

  여기서는 문화적 공감을 지명 이미지를 중심으로 표현하는 활동들이 창의적 이해의 

차원에서 학습자들의 감상의 폭을 넓히고 상상력을 키워주는 데 유용하다는 점을 밝히

고자 한다. 앞에서 정서 및 정체성을 형성하는 문화적 토대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공감은 대상을 향한 지향과 자기화를 필요로 한다고도 하였다. 

따라서 그러한 공감을 표현하면서 자기지식으로 구성하는 것은 창의적 적용의 중심적인 

교육 방법이 될 수 있다. 창의적 적용은 단순한 해석이나 따라 말하기를 넘어서 텍스트

와 독자 간의 끊임없는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것은 특히 문화적 토대에 대한 

상상력의 차원과 연관되는데, 학습자가 그러한 사고 내용을 직접 표현 활동으로 외면화

하는 것이 창의적 적용에 도움이 된다. 

  학습자들은 처음 시조의 지명 시어를 접할 때, 그 지명이 실재하는 것인지 상상 속의 

것인지, 아니면 역사적인 장소를 말하는지 쉽게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학습자들에게 

시조의 지명 시어는 그저 어렵기만 한 한자 어휘에 불과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

나 그 지명의 유래나 특색, 그 지명을 둘러싼 많은 문화적인 의미, 설화, 인물, 사회상 

등을 알려준다거나, 구체적인 사진 자료나 영상 자료, 기행문 등을 보조 자료로 활용하

여 수업을 구성한다면 어쩌면 다른 한자 시어보다 더 쉽게 느끼게 될 지도 모른다. 학

습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통로를 제시해주기만 한다면, 능동적인 시조 이해와 감

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계에서 수행할 수 있는 활동들은 다음과 같다.

• 시적자아의 정체성과 주제적 의미 형성 과정 설명하기 

• 학습자와 밀착된 공간에 지명 이미지 대입하기

• 지명이 가지는 문화적 의미에 대한 공감 나타내기

• 유사한 이미지를 가진 다른 지명으로 대체하여 다시 쓰기

  이 활동들은 실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1, 2차시의 학습지에서도 ‘봉래산, 압

록강, 두류산, 창오산, 소상강’ 등의 지명을 중심으로 다루어졌다. 자신의 경험과 연결 

지어서 시조의 지명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해보는 활동이라든가, 가장 마음에 들고 공감

이 가는 지명 이미지는 무엇인지를 이유와 함께 설명하는 활동, 유사한 이미지를 가진 

다른 지명을 생각해보는 활동 등이 그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교육 방법들은 시조 텍스트 자체에 대한 개념적 분석을 강조했던 교육 

방법이나 시적자아가 지명 이미지를 특정한 의도로 활용하고 있는 발상의 맥락에 대한 

추론과 같은 교육 방법보다 확장된 지향을 가지고 있다. 즉, 이 활동들이 시적자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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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淸凉山(청량산) 六六峰(육육봉)을 아는 이 나와 白鷗(백구)

   白鷗(백구)야 헌사하겠느냐 못 믿을 것은 桃花(도화)로다

   桃李(도리)야 떠나지 마라 漁舟子(어주자) 알까 하노라         - 이황(李滉)

 (나) 퇴계 이황은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에 내

려온 뒤, 청량산을 자주 찾으며 이곳을 매

우 아꼈다. 위의 시조에서 이황은 청량산

의 열두 봉우리를 주자가 학문적 경지를 

달성한 무이산의 육육봉(서른여섯 봉우리)

과 같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황은 이곳

에서 학문에 힘쓰며 자신의 정체성을 가

다듬었다고 한다. 이후 이황의 제자들이 

모여 스승이 머물며 학문을 연구하던 자리에 청량정사를 세웠다. 이황의 학문적 경지를 흠모

한 수많은 학자들이 이곳을 찾아왔으며, 그를 존경하는 선비들에게는 청량산을 유람하며 시

를 짓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 되었다.

(가) 시조의 시적자아는 ‘청량산’에서 무욕의 상징인 ‘백구’와 벗하며 뜻을 지키고 욕심과 허물없이 살

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노래하였다.. 특히 화려하지만 빠르게 사라지고 마는 ‘도화’가 야단스러우며 믿

음직스럽지 않다고 하면서, 어진 선비를 상징하는 ‘도리’에게 떠나지 말라고 간청하고 있다. 

[들어가기]
-MBC <일밤-아빠! 어디가?> 경북 봉화마을 편 동영상 자료-
얼마 전, 방영된 예능 프로그램 <아빠! 어디가?>에서 다섯 명의 아이들은 경북 봉화마을에 있는 ‘청량산’에 올랐습니
다. 위인들의 발자취를 찾으면서 청량산의 ‘청량정사’에서  퇴계 이황과 관련된 일화를 공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
로 청량산은 수려한 경치 뿐 아니라 문화적 차원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 온 산입니다.
  
* ‘청량산’과 관련된 다음 시조와 자료를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해봅시다.

1. (가) 시조에서 ‘청량산’은 작가 이황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 장소인가요?

2. 아래 내용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전시가의 시어 중에서 ‘청량산’과 유사한 이미지를 
환기하는 지명이나 사물, 장소 등으로는 무엇을 들 수 있나요?

3. 여러분에게는 ‘청량산’과 같은 느낌을 주는 장소가 있나요? 어떤 곳이며, 어떤 느낌을 주는지, 왜 그
런지 아래에 간단히 써보세요.

• 장소:                       • 느낌:                     
• 이유:

창의적 적용 능력과 공감력을 길러줄 수 있는 것은 시조 텍스트나 시적자아 및 작가의 

측면 외에 그것을 수용하는 학습자의 영역으로 이해의 과정이 이동되기 때문에 가능하

다. 특히 시적자아의 정체성과 주제적 의미 형성 과정 설명하기 같은 활동들은 모두 학

습자들의 적극적인 자기화의 전제가 된다. 학습자의 경험과 연결된 지명 이미지를 탐색

하고, 학습자와 지리적·정서적·사회적으로 밀착된 공간에 시조 학습을 통해 알게 된 지

명 이미지를 대입해보는 활동도 같은 맥락에서 학습자의 자기지식을 구성하는 것이 된

다. 또한 지명이 가지는 문화적 의미에 대한 공감을 나타낸다거나, 유사한 이미지를 가

진 다른 지명으로 대체하여 다시 써보는 활동은 학습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해의 

선구조를 활성화시켜 사고의 폭을 넓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문화적 공감을 표현하는 

활동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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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활동지에서 예로 든 청량산 시조는 제7차 문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이다.35) 

청량산이 작가인 퇴계 이황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핵심 공간이 된다는 점을 중심

으로 학습자들이 자신에게도 청량산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인지, 어떤 

느낌을 주는지, 왜 그런지 서술해보는 활동은 학습자의 자기지식 구성을 위한 활동이 

된다. 학습자와 연결된 다른 지명으로 표현하는 활동은 학습자들의 문화적 공감을 통해 

상상력을 자극하고 자기의 것으로 내면화된 지명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도와준다. 이러

한 활동은 앞에서 예로 들었던 소상강, 창오산 등 역사적 장소감을 환기하는 전고(典故) 

공간이나, 봉래산 등 관습적 장소감을 환기하는 상상의 공간 등을 중심으로 한 학습지

에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텍스트 간 비교 활동 역시 학습자들의 자기지식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용한 

학습 과제가 된다. 주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시조 텍스트 외에도 현대시나 대중가요의 

지명 이미지를 상호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하는 활동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시조와 현대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지명36)과, 시어로 쓰이는 지명은 

다르지만 환기하는 이미지가 유사한 지명37)을 각각 비교하는 활동이 가능하다. 예를 들

어, 황지우 <산경>·<백두산 가는 길>, 김용권 <보길도>, 송수권 <지리산 뻐꾹새>, 김성

우 <지리산 쌍계사로 가는 길> 등의 현대시 작품에서 중심적으로 나타난 지명들은 시

조에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다. 

  여기서 특히 황지우의 <산경>은 그의 시집 게 눈 속의 연꽃에 수록된 작품으로, 

‘남산경’, ‘무등산경’, ‘인왕산경’ 등의 절로 이루어져 있다.38) 이 시는 기발한 시적 상상

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산해경을 패러디하고 있는데, 드러내고자 하는 중심적인 주제

는 당대 체제의 억압 속에서의 광주라는 도시가 갖는 이미지이다. 황당하고도 신비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산해경의 구조를 유사하게 패러디한 황지우의 <산경>은 당대 이데

올로기에 의해 억눌려있었던 해석 체제의 복원과 상상력의 발현이라는 차원에서도 주목

할 만한 작품이다.

  그리고 유사한 이미지를 환기하되 다른 지명이 나타난 대중가요를 찾아보는 활동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현대시의 경우, 백석 <남신의주유동박시봉방>·<통영>·

<고향>, 박재삼 <추억에서>, 김소월 <진달래꽃>·<삼수갑산>·<삭주구성> 등의 현대시에 

35) 박갑수 외, 문학(상), 지학사, 2003, 145면.

36) 김정구 <눈물 젖은 두만강>, 나훈아 <대동강 편지>, 남진 <압록강 푸른 물에>, 브라운아이즈 <비
오는 압구정>, 이문세 <광화문 연가>, 김흥국 <59년 왕십리>, 10cm <한강의 작별>, 혜은이 <제3한
강교>, 심연옥 <한강>, 나무자전거 <강원도> 등에 나타나는 지명들이 이와 같은 예가 된다.

37) 형돈이와 대준이 <올림픽대로>, 동물원 <혜화동>, 윤건 <홍대 앞에 눈이 내리면>, 김현철 <춘천가
는 기차>, 10cm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버스커버스커 <여수밤바다> 등의 지명이 환기하는 이
미지는 그리움, 설렘, 애상감, 슬픔 등 시조에 나타난 지명 이미지와 유사한 정서를 나타낸다.

38) 황지우, 게 눈 속의 연꽃, 문학과 지성사,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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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는 지명들은 시조의 지명과 그 지칭하는 대상은 다르지만, 유사한 정서를 환기하

고 같은 차원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어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시조의 지명 시어를 빈칸으로 남긴 뒤, 이와 유사한 이미지를 환기하는 다른 현대 지

명으로 대체하여 넣어보는 활동도 제시될 수 있다. 이 활동은 앞의 활동지에서도 반영

하였기에 따로 예는 들지 않는다. 학습자들을 이렇게 지명 시어를 생각해서 넣어보는 

과정에서 지명의 장소감에 대해 고민해보는 기회를 갖는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 말

고도 학습자가 자신의 생각과 연관 지어 지명을 새롭게 지어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상

상력을 자극하는 효과도 있다.

  고전시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과거와 현대의 세계관과 인식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다. 지명 이미지가 시공간의 거리감에서 오는 단절과 괴리를 극복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이러한 인식의 내용을 표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작품에 대

한 ‘이해’와 ‘감상’은 독자가 작품의 문면에 유의하며 작품에 작용하는 다양한 맥락을 

함께 고려할 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 작품에 작용하는 사회 ․ 문화

적 맥락이나 문학사적 맥락, 다양한 상호 텍스트적 맥락 등을 고려하고 활용하는 것이

어야 한다. 

  유사한 이미지를 가지는 다른 지명으로 대체해서 다시 써보는 활동은 거리감에서 오

는 단절을 극복하는 동시에 상상력을 바탕으로 새롭게 창의성을 표현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다. 현재와 과거의 문화적 공감의 차이 및 아직까지도 유사하게 유지되는 공감

의 내용을 발견해낼 수 있는 사고 능력이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더욱 향상될 것이다. 

그리고 소극적 접근만 시도하는 외부의 동떨어진 문학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가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표현해낼 수 있는 창의적 적용 역시 이러한 활동을 통해 가능해지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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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시조의 지명 이미지를 활용하여 이해 교육을 신장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따라 시조의 지명 시어들이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교육적 자료가 된다는 관점에서, 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시조 지명 이미

지의 목록을 유형 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Ⅱ장에서는 지명 이미지의 개념에 대해 밝히

면서 먼저 지명 이미지를 정의하고, 지명 이미지의 성격과 기능에 대하여 논하였다. 지

명 이미지의 시어로서의 특성 중에서 특히 고유명사로서의 측면에 주목하여, 지시 및 함

축, 그리고 이 둘이 복합된 긴장 등의 시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지명 이미

지는 그 지명이 나타내는 장소감의 표상이며, 그 지명이 가리키는 장소를 인식하는 사고

를 중심으로 하는 인식의 표상이라는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지명 이미지

의 기능으로는 특정한 장소에 대한 문화적 유대감을 표현하고, 공동체적 인식 기반을 드

러내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시적자아의 정체성이 어떠한 양상으

로 나타나게 될지 알려주는 지표가 되며, 개인 및 사회의 개별적·공통적 경험이 두루 집

약되어 있는 시공간의 문화적 유물이 된다는 것도 함께 확인하였다. 이렇게 지명 이미지

가 가지는 고유한 기능에 대해 살핀 다음, 지명이미지가 가지는 교육적 의의를 정리하였

다. 지명 이미지는 중층적 이미지 해석을 통해 시어 분석 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소감에 

대한 역동적 의미 탐구를 통해 문학 경험을 확대시켜준다. 또한 지명을 중심으로 만들어

지는 심상지리의 공유를 통한 문화적 공감과 감상을 심화 가능하다는 의의가 있다. 

  이어서 Ⅲ장에서는 시조에 나타난 지명 이미지가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을지 그 양상

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지시, 함축, 긴장 작용 등 지명 이미지가 시어로서 갖는 의미적 

측면 보다는 지명이 ‘장소감’의 차원에서 가장 뚜렷하게 구분되고 부각된다는 점에 주

목하였다. 그리하여 장소감의 내용에 따라 실재적 장소감, 관습적 장소감, 역사적 장소

감으로 구분하여 지명 이미지 분석의 기준으로 삼았다. 지명 이미지는 이러한 각각의 

장소감이 환기하는 양상에 따라 ‘감각적 이미지’, ‘상징적 이미지’, ‘비유적 이미지’로 나

타나게 된다. 먼저 ‘실재적 장소감이 환기하는 감각적 이미지’에서는 지시적 지명 시어

의 특성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시적자아의 지각적 인식이 집약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실재적 장소감을 환기하는 지명 시어들은 ‘구체적 공간’으로 구획된다고 보았고, 그러한 

구체적 공간에서 시적자아의 경험적 정체성이 재현되는 모습을 살폈다. 다음으로 ‘관습

적 장소감이 환기하는 상징적 이미지’에서는 지명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중심으로 하여 

시적자아의 관념적 차원의 인식이 표출된다고 보았다. 그러한 인식을 토대로 하면서 관

습적 장소감을 가장 두드러지게 환기하는 지명 시어들이 상상적 공간으로 나타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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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그러한 상상적 공간에서 공적 정체성이 확인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

로 ‘역사적 장소감이 환기하는 비유적 이미지’에서는 특히 앞에서 지명 시어의 의미적 

특성으로 살폈던 지시와 함축이 서로 복합되어 만들어내는 시적 긴장이 비유적 이미지

로 형상화된다고 보았다. 그러한 의미를 통해서 실재와 관념, 구체와 추상 등의 관계가 

공존하면서 양쪽 측면을 모두 잘 드러낼 때 달성되는 진정성 있는 이미지의 영역을 중

요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은 ‘이념적’ 차원으로 구분되는데, 현실에 실재하면서 

동시에 관념적인 의미역도 가지고 있는 역사적 장소들이 이념적 인식의 표명과 연결된

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은 전고(典故)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공간에서 

‘문화적 정체성’이 추구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

  Ⅳ장에서는 지명 이미지가 시조 이해 교육에 있어서 유용한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설계하였다. 먼저 시조 이해 교육이 중심적으로 다

루어야 할 측면이 지적 영역의 정보 습득에만 있다고 보지 않고, 판단과 적용 및 자기

화, 감상의 심화 및 공감, 비판 등의 사고와 연결되는 적극적인 차원으로 보았다. 이러

한 관점에서 지명 이미지를 통한 시조 이해 교육의 목표를 각각 텍스트 분석 차원, 경

험 차원, 공감과 감상의 차원으로 나누고 이것을 향상하고 확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다

루었다. 그리하여 텍스트 분석 능력 향상, 상상력의 추동과 경험의 확장, 문화적 공감과 

감상의 확대의 세 가지로 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교육 내용과 방

법을 구상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학습자들의 실제 수업 자료를 근거로 하여 학습 과

정 설계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였다. 교육의 내용으로는 시적 의미를 구현하는 인식 맥

락 추론, 장소감 중심으로서의 문학 경험 획득, 정체성 탐색으로서의 자기지식 구성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명 이미지를 통한 시조 이해 교육 방법으로

는 먼저 분석 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으로 내용 요소 파악하기, 의도와 관점 추리하기의 

두 가지를 들었고, 나머지 교육 목표들을 실현할 수 있는 활동으로 연관된 경험 발견하

기, 문화적 공감 표현하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시조의 지명이 여러 층위의 이미지를 환기하고 있으며 시적자아의 

인식 및 정체성을 드러내준다는 점을 핵심으로 하여, 지명 이미지가 시조에 대한 학습

자의 종합적인 이해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낸 데 

있다. 그리고 그 동안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던 지명 시어가 다양한 의미를 지니면서 

시조 이해 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의의도 있다. 그러나 이해 교육

의 활동 구상이 더욱 다양하지 못하고 제언 정도에만 그친 것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

다. 또한 지명 이미지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핀 것을 학습자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교육 내용으로 정교하게 구상함에 있어서 보다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에 관해서는 차후에 보완해야 하는 과제로 남겨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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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Study on Understanding Si-jo Education 

Through ‘The images of place name’

Son, Jung-eun

  On the basis of the observation that poetic words for place names in Si-jo

(時調) arouse specific images in reader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aspects of  

hat are realized in Si-jo, allowing the design of effective education plans to 

improve learner’s understanding of and ability to interpret and compose Si-jo. 

More concretely, on the assumption that poetic words for place names in Si-jo 

improve reader’s thinking skills and imagination and serve as useful 

educational materials for the purpose of transmitting aspects of cultural 

sympathy,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aspects of the images that poetic 

words for place names elicit.

  In general, a place name, for example of a mountain, stream, province, or 

region, is an official name given to a specific geographical entity. Place names 

evoke various emotions, cultural meanings, and similar concepts. The image of 

place name refers to a certain feeling, impression, or sensible response 

aroused by poetic words that are primarily used to designate a place name. 

However, the image of place name has more meaning than this; place names 

have a certain logic, origin, and historical and cultural base, so that they are 

also accretions of experience, history, myth, associations with certain 

individuals and cultural practices, and so on, besides their basic geographical 

status. Therefore, this paper defines the images of place name as ‘the various 

feelings aroused by poetic words of place names and the various related 

perceptual, ideational, and ideological cognition’.

  The images of place name has three characters: the referent of the place 

name as a proper noun, its implications, and the tension between reference 

and implications. These three components constitute word’s meaning. The 

important thing is that these three components help convey the sense of place 

that the poetic words of the place name arouse and in doing so, revea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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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etic image. In other words, the images of place name is a poetic word, a 

proper name, and a representation of the poet’s sense of the place. The 

images of place name is also a representation of the poetic self’s cognition, 

on the perceptual, ideational, and ideological levels. This image of place name 

expresses cultural connectedness to a specific place, constituting also a 

perspective from which to understand the community. It is an indication of 

how the poetic self’s identity is expressed and serves as a site of cultural 

heritage value where individual and common experiences are integrated. 

Moreover, the images of place name focus on the characteristics of 

multilayered images, sense of place, and mental geography, and have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of improving the analytic skills of poetic words, 

expanding learner’s literature experience and enhancing cultural empathy and 

appreciation.

  This study focuses on developing a method to deepen learner’s 

understanding of poetic words in Si-jo and their cultural base, focusing on the 

images of place name. Keeping in mind the components elaborated above, this 

study divides images of place names in Si-jo into three types: mental images, 

which arouse with the sense of a substantial place; symbolic images, which 

arouse with a conventional sense of place; and figurative images, which 

arouse with a historical sense of place. Each sense of place becomes the 

context for poetic expression in connection with the poetic self’s perceptual 

cognition, ideal cognition, and ideological cognition. The aspect of the images 

of place name connected with the sense of place appears together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unique meanings of the poetic words of place name 

revolving around the images. Representative place names of each type in Si-jo 

are Cheong-ryang Mountain, Bong-rae Mountain, and Chang-o Mountain, 

respectively. The images of these place names reveal different levels of 

identity according to their spatial characteristics and the sense of place they 

arouse. The images of place name in Si-jo incorporates elements of 

‘substantial space’, ‘imaginative space’, and ‘recording space’, and the identity 

of the poetic self related to each space can be divided into ‘experiential’, 

‘official’, and ‘cultural’ dimensions. The images of place name becomes the 

foundation for the identity of the poetic self to be represented, confirmed, and 

pursued in these sp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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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design the Si-jo understanding education through the images of place 

name, this study first set the education goals as improvement of text analytic 

skills, imagination drive and extension of experience, and expansion of cultural 

empathy and appreciation. Moreover, for the educational contents to actualize 

the education goals, this study presented the context inference of the poetic 

self’s cognition to arrive at the poetic meaning from the images of place name 

as an important aspect. Furthermore, it presented educational contents that 

help learners to acquire literature experience by focusing on the sense of 

place and to form self-knowledge by exploring identity. In particular, by 

focusing on the understanding of core educational tasks such as ‘poetic 

words’, ‘sense of place’, and ‘cultural connectedness’, this study put emphasis 

on the educational contents that can enhance the appreciation skills of Si-jo, 

going beyond the dimension of mere knowledge acquisition of the learners. 

Moreover, the method to concretize this educational aspect was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grasping the elements of contents, inference of intention and 

perspective, discovery of related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cultural 

empathy―and detailed activities for each category were presented.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shows that poetic words for place names 

in Si-jo, which have been neglected, can be a rich foundation of poetic 

knowledge and experiential and cultural depth of meaning. I hope it will help 

learners develop an understanding of the sense of place or mental geography 

that past Si-jo writers have created and understand its origins in experience, 

custom, and cultural sympathy. Furthermore, I hope they will be able to 

imagine and experience a broad range of impressions and feelings of place 

names by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the images of place name.

  

* Keywards : place name, Si-jo(時調), image, the images of place name,  

understanding education, poetic words as a proper noun, sense 

of place, mental geography, the poetic self’s cognition, identity, 

literature experience, cultural connectedness


	Ⅰ.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2. 연구사 검토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Ⅱ. 지명 이미지의 개념과 시조 교육적 의의 
	1. 지명 이미지의 정의 
	2. 지명 이미지의 성격과 기능 
	(1) 지명 이미지의 성격 
	1) 고유명사로서의 지명 
	2) 장소감의 표상으로서의 지명 
	3) 인식의 표상으로서의 지명 

	(2) 지명 이미지의 기능 
	1) 장소에 대한 문화적 유대감의 표현 
	2) 시적자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지표 
	3) 경험이 집약된 시공간의 유물 


	3. 지명 이미지의 시조 교육적 의의 
	(1) 중층적 이미지 해석을 통한 시어 분석 능력 증진 
	(2) 장소감의 역동적 의미 탐구를 통한 경험의 확대 
	(3) 심상지리의 공유를 통한 공감과 감상의 심화 


	Ⅲ. 시조에 나타난 지명 이미지의 양상 
	1. 실재적 장소감이 환기하는 감각적 이미지 
	(1) 지시적 지명 시어 
	(2) 지각적 인식의 집약 
	(3) 구체적 공간에서 재현된 경험적 정체성 

	2. 관습적 장소감이 환기하는 상징적 이미지 
	(1) 함축적 지명 시어 
	(2) 관념적 인식의 표출 
	(3) 상상적 공간에서 확인된 공적 정체성 

	3. 역사적 장소감이 환기하는 비유적 이미지 
	(1) 지시와 함축의 긴장으로 이루어진 지명 시어 
	(2) 이념적 인식의 표명 
	(3) 전고(典故) 공간에서 추구된 문화적 정체성 


	Ⅳ. 지명 이미지를 통한 시조 이해 교육의 설계 
	1. 지명 이미지를 통한 시조 이해 교육의 목표 
	(1) 텍스트 분석 능력 향상 
	(2) 상상력의 추동과 경험의 확장 
	(3) 문화적 공감과 감상의 확대 

	2. 지명 이미지를 통한 시조 이해 교육의 내용 
	(1) 시적 의미를 구현하는 인식 맥락 
	(2) 장소감 중심으로서의 문학 경험 
	(3) 정체성 탐색으로서의 자기지식 

	3. 지명 이미지를 통한 시조 이해 교육의 방법 
	(1) 내용 요소 파악하기 
	(2) 의도와 관점 추리하기 
	(3) 연관된 경험 발견하기 
	(4) 문화적 공감 표현하기 


	Ⅴ. 결론 
	자료 및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