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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이미지를 시 이해의 핵심적 자질로 보고, 독자가 시를 읽고 생성하
는 이미지들을 연결하여 내러티브적 맥락을 구성하는 방식의 시 읽기를 교육적으
로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둔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의 시 읽기를 “이미지 내러티브”
로 규정하였다.
기존의 시 교육에서는 시어의 의미를 규명하거나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는 인지적 방식이 주를 이룬 나머지, 정작 시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이미지 그
자체에 대한 체험이 소홀히 다루어진 측면이 있다. 그 결과 학습 독자들은 시 텍
스트를 읽고 떠올리는 이미지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하여 통일된 의미를 구성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미지 체험을 근간으로 삼되, 개
별 이미지들이 의식 속에 산재(散在)되어 있는 단계를 넘어서 연결을 통한 맥락을
구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 내러티브를 상정해 보았다.
이때 내러티브는 인물이나 사건, 갈등과 같은 서사체의 요소를 완벽히 갖추기
보다는 ‘텍스트를 통해 상기할 수 있는 다양한 이미지들을 질서를 갖춘 이야기
(story)로 의미화’하고자 하는 것에 가깝다. 따라서 “이미지 내러티브”는 개별 이
미지들을 내러티브의 구성소로 인식하고 그것들을 연결하여 전체 텍스트의 의미를
이야기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한 시 교육의 구조가 크게 텍스트 내적 차원과
외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전자를 텍스트를 지배하고 있는 시간성
의 유무를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후자는 독자의 이미지 기억에 대한 체험
을 시 읽기에 재 적용함으로써 이미지 내러티브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
다.
다음으로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한 시 교육의 단계를 개략적으로 상정하여 학습
독자들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전문 독자가 비평문에서 수
행하는 이미지 내러티브의 양상과 비교하여 교육적 설계의 방향성을 확보하였다.
본 조사의 결과를 통해 학습 독자가 개별 이미지를 생성함에 있어 특정 이미지를
임의로 배제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 개별 이미지들을 연결하여 개연성을 확보한
내러티브(narrative)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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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양상 분석을 통해 얻은 시사를 바탕으로 하여 이미지 내러티브를 실제
교수-학습에서 적용이 가능한 교육적 설계로 구체화하였다. 먼저 학습 독자가 시
읽기의 주체로서 텍스트를 미적으로 향유하고 자발적으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이미지의 생
성 및 체험, 개연적 해석 논리 구축 능력의 신장, 독자-텍스트의 연속성 확보라는
교육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한 시 교육 방법으로 자유
연상을 통한 내러티브의 구성소 확보, 마인드맵을 통한 이미지의 관계성 인식, 내
적 대화를 통한 내러티브 맥락의 구성, 집단 대화를 통한 내러티브 맥락의 조정을
제안하였다.
그간 이루어진 시 교육이 시 텍스트 자체가 독자에게 유발하는 개별적인 체험을
도외시했다는 점, 그리고 많은 학습 독자가 시 텍스트를 의미 구성의 대상으로 여
기기보다는 파편적인 언어의 나열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미지 내러티
브를 통한 시 교육은 두 가지 문제의식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는 시 읽기에서 작용하는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이라는 사고의
두 측면을 포괄하는 방법론이라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 핵심어 : 이미지, 내러티브, “이미지 내러티브”, 시적 체험, 의미 구성, 시 교육
* 학 번 : 2012-2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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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시 텍스트의 이미지를 생성하고 연결하여 내러티브적 맥락을 형성하
는 활동을 통한 시 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미지는
시 텍스트의 창작과 수용의 국면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창작의 과
정에서 시인은 시적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다방면으로 떠올리고 그것을 언어적으
로 구체화, 형상화하는 작업을 수행1)하는 한편, 시 읽기의 과정에서 독자는 텍스
트가 드러내는 이미지를 직관적으로 대면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시적 의미를
구성해 나간다. 이때 이미지는 마음속에 구축되는 상이라 할 수 있는데, 독자는 이
를 기반으로 하여 시적 상황을 이해하거나 시적 화자의 정서를 체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미지의 작용에 비추어볼 때 시 읽기 과정에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그것을 중심으로 의미를 구성해나가는 방식은 중요하다. 이러한 방식의 시 읽기는
텍스트의 의미를 보다 풍부하게 구현해줄 뿐 아니라 독자로 하여금 언어를 통한
감각적 체험, 정서적 체험을 개별적인 사건(event)으로 경험하게 해줄 수 있다.
독자는 이미지를 통해 기억이나 경험을 떠올리거나 시적 대상과 대면하는 것과
같은 생동감 넘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미지 체험의 성격은 시 텍스트
가 여타의 텍스트와 본질을 달리 하는 데서도 기인한다. 시 텍스트는 함축성과 상
징성이 강한 언어를 통해 대상의 의미나 정서를 압축적으로 드러내며, 이때 독자
에게 전달되는 의미는 이미지의 형태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시 교육의 장에서 이미지는 시의 구성요소,
혹은 형식적 기법의 차원에서만 다루어지는 정도에 그친다. 주로 이미지는 감각적
인 것에 한정되며 시 교육의 내용은 이미지를 분류하고 시 구절에서 사용된 이미
지의 흔적을 찾는 정도가 대부분이다. 시 읽기에서 감각적 이미지에 한정된 이미
지의 외연을 넓히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이미지가 시 텍스트의 의
1) 유영희, 「이미지 형상화를 통한 시 창작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시 창작 과정으로서의 이미지 형상화는 이미지를 만들고 배열하는 활동으로, 하나의 대상
에 대해 떠오른 여러 이미지를 서로 붙이고, 자르고, 꿰매어서 하나의 이미저리를 만드는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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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구성 혹은 시적 체험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하는가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 교육에서 이미지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시 읽기에 그것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에, 독자가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것
을 나름대로 변형하고 재조직하여 해석 논리를 구축하는 시 읽기 과정을 구안해
볼 예정이다. 또한 독자가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시적 체험의 성
격을 규명하고, 그것이 풍부한 시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미지 간 맥락을
구축하기 위한 사고 유형을 ‘내러티브 사고’로 제안하고자 한다.
독자가 시를 읽은 후 떠올리는 이미지는 시 해석을 위한 내러티브적 맥락 구축
의 질료로 기능할 수 있다. 시 텍스트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내면의 정서에 초점을
두고 있기에 사건의 시간적 흐름을 드러내기보다는 화자의 주관적 정서를 언어로
형상화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해석의 과정에서 독자는 텍스트의 언어를 통해 이
미지를 생성하고 나름대로의 내러티브적 질서를 갖추는 시도를 하게 된다.
시 텍스트로부터 생성되는 이미지를 시 읽기의 중심에 놓고, 독자 스스로 내러
티브적 맥락을 구축해 가는 방식을 교육적으로 구체화할 때 독자는 시적 언어와
교감하며 상상력을 발휘하여 스스로 비평적 언어를 생산하는 주체로 거듭날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독자는 텍스트 차원의 이미지를 지각하고, 이와 연관된 스스로의
체험을 떠올리고 적용하는 시 읽기를 통해 확장된 내러티브적 시 읽기를 시도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이미지를 시의 내러티브적 맥락 구축을 위한 질료로 바라보는 관
점을 취하며, 독자가 텍스트를 접한 후 이미지를 생성하고 변형하여 내러티브적
맥락 구축에 활용하는 양상을 고찰할 것이다. 양상을 통해 얻은 시사를 주춧돌로
삼아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한 시 읽기를 교육적 설계로 구체화함으로써, 학습 독
자가 작가와 대등한 의미 생성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시 읽기를 경험할 수 있도
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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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사 검토
여기에서는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한 시 읽기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선
행 연구의 흐름을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이는 시 교육에서 이미지
에 주목한 논의와 텍스트의 이해와 의미 구성에 개입되는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들로 대별된다. 전자의 경우 그간 이루어진 이미지 교육 논의의 흐름을 파악하
고 문제의식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후자의 경우는 이미지라는 질료를
조직화된 이해의 차원으로 견인하기 위한 사고의 과정에 대한 시사를 얻는 것에
중점을 두고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먼저 시 교육에서의 이미지 관련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황경해(2000)2)
는 시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하되, 이미지의 창출과 변용을 통해 시적 감수성 및
상상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시 교육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다. 시적 상상력의
모태가 되는 원형적 이미지, 시인들의 미적 감수성이 형상화된 감각적 이미지 등
이 표출되는 양상을 살피고 이를 토대로 교육적 방안을 구상해 보고 있다는 점에
서 의의를 가진다. 다만 이미지 중심의 시 교육에 접근함에 있어 ‘원형적 이미지’
와 ‘감각적 이미지’의 분류가 다소 도식적이며, 층위가 동일하지 않아 체계성의 측
면에서 보완이 요구된다.
유영희(2003)3)는 감각적 사고와 창조적 사고가 창작 행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그러한 사고가 이미지 형상화 방식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논구
했다. 또한 이미지 형상화를 이미지 생산 방식과 효과, 이미지의 조직과 표현 방법
이라는 차원에서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창작 단계를 교육적으로 설계하였다. 이
논의는 시 텍스트의 창작에 있어 이미지에 주목하고, 그것에 작용하는 사고와 구
현 과정을 밝히고 교육적으로 설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시 텍스트
의 형성 근거를 이미지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다만 이
미지 형상화를 통한 창작 행위를 설명하는 데 그쳐, 이미지를 통한 해석의 측면은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손진은(2005)4)도 시 텍스트
2) 황경해, 「이미지 중심의 현대시 교육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3) 유영희, 『이미지로 보는 시 창작교육론』, 역락, 2003.
4) 손진은, 「이미지 선택방식을 통한 시 창작 교육 - ‘주변의 소재로 그리기’를 중심으로」,
『어문학』, Vol.87, 한국어문학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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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창작 방법과 과정을 특정 이미지의 선택과 조직의 원리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유영희(2003)의 논의와 상통한다.
노철(2006)5)은 이미지․비유의 개념이 의사소통방식이자 사고활동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수렴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
로 이미지․비유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새롭게 구안한 학습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그
러나 이 연구는 이미지를 의사소통 전략이나 사고 활동으로 확장하여 보고 있어,
시 텍스트의 본질로 이미지를 규정하고 이를 의미 구성의 질료로 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김미혜(2008)6)는 시 교육에서 이미지가 감각적 이미지에 편향되어 다루어지고
있어 감각적 이미지를 구체적인 감각 경험의 재현으로 이해하도록 오도하는 경향
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미지 개념의 외연을 넓힐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이미지 해
석 교육이 이미지 자체에 대한 탐구로 나아가야 하며, 이미지를 매개로 한 작가와
독자의 심리작용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미지 교육
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미지 해석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방향성을 제시하되 교육적 단계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진다.
정은희(2011)7)는 시 교육에서 이미지가 주로 감각적 이미지에 편중되어 교육
되어 온 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다양한 층위의 이미지에 관한 내용을 시 교육
에서 다루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지 교육의 내용을 위계화함으로써
시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현재 시 교육에서 수용되고 있는
이미지 개념의 외연이 협소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층위의 이
미지를 세분화하여 검토하고 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가 다양한 층위
의 이미지를 수용하고 그것을 위계화하는 데 목적을 둔 것에 비해, 본 연구는 시
텍스트의 본질을 이미지로 보고 그것을 질료로 삼아 의미 구성으로 나아가야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5) 노철,「시 교육에서 이미지․비유의 교육과정과 교재의 설계방향」, 『문학교육학』
Vol.19, 한국문학교육학회, 2006.
6) 김미혜, 「시 교육에 있어서 이미지 이해의 문제에 대한 고찰-박목월 초기 시의 이미지
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Vol.25, 한국문학교육학회, 2008.
7) 정은희, 「시 이미지 교육의 위계화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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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텍스트 해석의 과정에서 의미 구성에 기여하는 사고 과정에 주목한
연구가 있다. 먼저, 김남희(2001)8)는 독자가 시 텍스트를 대본으로 하여 의미를
구성해 가는 과정을 넓은 의미에서 연행으로 보고, 그 양상을 서사적 속성 읽기와
서사 구성적 시 읽기로 대별하여 살피고 있다. 전자는 시 텍스트 자체 내에 내재
되어 있는 서사적 속성을 읽어 냄으로써 시 텍스트를 연행하는 양상이라 할 수 있
고, 후자는 시 읽기의 결과로 서사적인 텍스트를 연행해 내는 양상이라 할 수 있
다. 시 텍스트의 서사적 속성에 주목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은 본 연구에서 이
미지 사이의 간극을 채우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내러티브적 사고의 활성화에 주
목했다는 점에서 방향을 같이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서사적 시 읽기를 통해 창의적
문학 능력 신장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한 김유선(2008)9)의
연구도 있다.
최인자(2004)는 서사적 사고의 특성과 그 과정을 밝히고, 서사적 사고력 개발
을 위한 교육 방안을 구안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서사적 사고를 줄거리 구성
능력과 연관 짓되 가설 생성적 사고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사고에 도달
할 수 있는 경로를 가추법과 해석학적 서사론에 기대어 해명하고 있다.10) 이 연구
는 서사적 사고에 주목하고 그것의 구체적인 교육 단계를 설계하려 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바와 상통한다.
손예희(2008)는 시 이해에서 정서적 공감이야말로 주체와 대상 사이의 결속을
가능하게 하는 동인이라고 보고, 이야기가 들어 있는 서술시를 대상으로 사건이나
이야기에 나타난 서사 요소가 독자의 공감을 어떻게 이끌어내고 정착시켜 나가는
지를 분석한다.11) 이는 흔히 ‘서정(抒情)’ 장르로 분류되는 ‘시’가 서사적 사고와
무관하지 않다는 측면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서사적 사고를
통한 공감적 해석의 대상을 ‘서술시’에 한정한 점은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8) 김남희, 「서사적 연행으로서의 시 읽기」, 『국어교육』Vol.105, 한국국어교육연구회,
2001.
9) 김유선, 「서사적 시 읽기를 통한 창의적 문학 능력 신장 방안 : 중학생 학습자를 대상으
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10) 최인자, 「‘모티프’ 중심의 서사적 사고력 교육 - 서사표현교육의 주제론적 접근」,『국
어교육학연구』Vol.18, 국어교육학회, 2004.
11) 손예희, 「서사적 사고를 통한 공감적 시 읽기 교육 연구」, 『국어교육』Vol.126, 국어
교육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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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화(2010)는 서사적 사고력을 통해 시각 이미지를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 보고, 실제적인 해석 활동을 위한 구체적 원리를 구안하였다. 시각 이미지에 활
용된 상징을 해석하고 관습적 의미를 발견하는 것, 연상을 통해 자기 경험을 투사
하는 방식으로 시각 이미지를 해석하는 것, 의미 확장적 추론을 통해 타자와 사회
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서사적 사고를 통해 새로운 매체, 기호, 세계를 해석하는
작업이라고 보고 있다.12) 이 연구는 복합 양식 텍스트를 해석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사적 사고를 강조하고 있는데, 시에 사용되는 언어들이 근본적으로 상징적이라
는 점, 시에 이미지가 주로 사용된다는 점에 비추어보았을 때 시 텍스트 해석과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손예희(2011)13)는 시 교육에서 상상력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고, 상상
력을 통한 텍스트 맥락의 구성 과정을 교육적으로 설계하고 있다. 이에 학습 독자
가 자신에게 제시되는 경험으로부터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상상력을 주체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과정을 ‘상상적 경험’의 과정으로 보고, 그 양상을 텍스트 중심의
재생, 텍스트 맥락의 구성, 텍스트의 주체의 생성으로 살핀 바 있다. 이 연구는 텍
스트 중심의 재생단계에서 이미지에 주목한 점, 그리고 텍스트 간 맥락 형성 과정
을 상상력을 통해 설명해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많은 시사를 주었다.
정래필(2013)14)은 소설을 읽는 과정을 ‘기억 재형상화’의 과정으로 보고, 소설
장르가 지니는 시간적, 구조적, 상징적 특징에 따라 작가의 기억과 독자의 기억이
결합하는 양상을 고찰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기 위해 ‘이미지-기억’에 대해 논구하고 있으며, 기억이 서사적 질
료로서 스토리를 구성한다고 본다. 이는 시 텍스트를 통해 학습자가 지각한 이미
지를 기반으로 내러티브적 맥락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과거 기억 혹은 경
험을 도입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과 상통하는 점이 있다. 또한 기억 재형상화
의 과정에 이미지를 중심에 놓고 그 과정을 규명하려 한 점 또한 본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12) 이인화,
Vol.31,
13) 손예희,
14) 정래필,
2013.

「서사적 사고를 통한 시각 이미지 해석 원리에 관한 연구」, 『문학교육학』
문학교육학회, 2010.
「시 교육에서 상상적 경험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기억 재형상화 원리 중심의 소설 읽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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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선행 연구와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는 시 읽기 과정에서 독
자가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을 밝히고, 시적 맥락 구축을 위해 내러티브적 사고
를 적용하는 방식의 시 교육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마음 속에 맺히는 직관적 상
에 머물렀던 이미지를 시적 의미 구성의 단위로 적극 활용하여 내러티브적 맥락을
구축하는 단계를 경험함으로써 학습 독자가 보다 능동적인 시 읽기 주체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학습 독자들이 이미지 내러티브의 방식으로 시를 읽고 감상문을 작성
하는 양상을 검토함으로써, 학습 독자들의 이미지에 대한 인식 및 시적 의미 구성
의 방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검토는 텍스트 수용 과정에서 학습 독자들
의 반응을 토대로 연구의 출발점을 인식하고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에 대한 시사를
얻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실시한 예비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조사 기간

조사 대상

2013년
4월

인천
S중학교
1학년
4개 학급

감상문 편수

대상 텍스트

2반 37
4반 38
5반 34
6반 38
총147편

김영랑,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비고

① 시를 읽고 자유롭게 감상문을 작성
② 시에서 발견한 이미지를 적어 보는 활동
③ 이미지를 의식하여 감상문을 다시 작성

예비조사 대상으로 중학교 1학년 학습 독자를 선정한 이유는 그들이 본격적으
로 교육 현장에서 시를 접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고 시의 장르적 속성이나 구성
요소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게 되는 시기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
영랑의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를 대상 텍스트로 선정한 이유는 이 작품이 텍스
트 내의 다양한 이미지들의 직조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장에서 다루
어질 때 주로 운율과 관련된 음악성의 측면에 집중된다는 판단에 의해서이다. 따
라서 학습 독자들이 시에서 다양한 이미지들을 생성하고 이를 의식하여 감상문을
다시 작성할 때 보다 폭넓은 시적 감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시 텍스트를 처음
접한 학습 독자가 막연하게 정서를 체험한다는 점이다. 학습 독자들은 김영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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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읽고 ‘슬프다’, ‘울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어딘가 우울해 하는 것 같다’는 등
의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텍스트에 제시된 시적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
과이며 의미화에 실패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감상문에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그 근거를 텍스트 내에서 찾지 못하고 단순한 ‘인상’ 차원에서 서술하
는 데 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발견 가능한 이미지를 적어보는 활동을 통
해서는 학습 독자들의 이미지에 대한 인식이 편협하며, 이미지가 몇몇 시어에만
나타난다고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로부터 이미지 개념이 감각적
이미지의 차원을 넘어서야 하며, 이미지가 일부 시어가 아닌 시 전체에 작용한다
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는 시사를 얻었다. 셋째, 막연하게 서술되었던 시적 상
황에 대한 이해나 정서 표현이 이미지를 토대로 기술됨으로써 보다 텍스트에 근거
한 감상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미지를 통한 시 읽기의 교육적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이러한 시사를 바탕으로 하여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진 본 조사는 이미지를 본격
적으로 의미화에 활용하고 정서 체험의 지점으로 견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
큼 문학 텍스트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
루어졌다. 1차 본 조사는 개략적으로 상정한 이미지 내러티브의 과정에 따라 이루
어졌다. 본고는 반복되는 독서의 과정 속에서 이미지를 받아들이고 의미화하는 양
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15) 1차 독서에서 2차 독서, 그 이후의 독서로 이
어지는 과정을 상정하였다. 이에 1차 독서에서는 이미지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
게 감상문을 작성하게 해 보았다. 2차 독서에서는 텍스트를 읽고 머리 속에 떠오
르는 여러 가지 상이 이미지의 본질에 가깝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전체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게끔 하였다. 그리고 텍스트를 접한 후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
15) 시 읽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반복적인 독서와 그 효과에 관해서는 야우스(Jauß)와 리
파테르(Riffaterre)의 견해를 참조하였다. 먼저, 야우스는 두 가지 독서 단계를 구분하는
데 1차 독서 단계는 ‘심미적 감지’에서 얻어지는 직접적인 이해의 단계이며, 2차 독서 단
계는 ‘성찰하는 해석’으로 시의 의미가 재독을 통해 재발견되는 것을 의미한다. 리파테르
또한 시의 판독은 텍스트의 처음부터 끝까지 통합적 전개를 추적해 나가는 1차 독서, 즉
발견적 독서로부터 지금 판독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방금 읽은 것을 기억해내고 그것에
대해 수정을 가하는 2차 독서, 즉 소급적 단계로 나아감을 밝혔다.
차봉희 편저, 『수용미학』, 문학과 지성사, 1995, p.147.
Michael Riffaterre, Semiotics of poetry, 유재천 역, 『시의 기호학』, 민음사, 1989,
pp.18~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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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어보게 한 후, 이러한 이미지들이 순간적으로 떠오른 후 휘발되어 버리는 것
이 아니라 시 읽기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음을 알렸다. 3차 독서에서는 이미지들 간
의 의미 관계를 모색해 보고, 이미지들에 질서를 부여하는 내러티브적 사고를 동
원하여 시 텍스트에 생략되어 있는 맥락을 상상적으로 복원하여 감상문을 작성하
게 하였다. 그리고 감상의 확장 단계에서는 텍스트와 관련된 독자의 기억이나 경
험을 서사적 질료로 삼아 보다 확장된 맥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차 본 조사는 1차 조사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학습 독자
가 변조된 방식의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양상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Ⅳ장에서 설계
한 교육 방법의 효용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1차 본 조사의
대상이 되었던 학생들 중 13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집단은 정지용의 「향수」를 대상으로 하여 1차 본 조사와 동일한 방식의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두 번째 집단과 세 번째 집단은 Ⅳ장에서 설계한 이미
지 내러티브의 교육 방법을 적용하되, 텍스트 내의 이미지의 직조 방식을 기준으
로 하여 백석의 「여승」과 박목월의 「윤사월」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
시하였다.
감상문을 분석할 때에는 추행법(追行法)을 활용하였다. 추행법이란 문장이나 문
장의 다발들을 하나하나 살펴본 다음 이 문장이나 문장 다발이 기술되고 있는 현
상이나 경험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를 파악하는 방법이다.16) 본 조사의 개요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조사
차수

조사
집단

조사기간 및
조사대상

A
B
1차
C

경기 A고등학교
4개 학급 127명
2013. 8月

D
E
2차

F
G

경기 A고등학교
1차 본 조사
대상 학생
13명
2013.10月

감상문
편수

대상 텍스트

30편

김기림, 「바다와 나비」

33편

김남조, 「겨울 바다」

32편

김광균, 「와사등」

32편

김남조, 「설일」

5편

정지용, 「향수」

3편

백석, 「여승」

5편

박목월, 「윤사월」

비고

정규 수업 활용
각 1차시
설문지 조사만
실시

방과후 수업
각 2차시
설문지 조사 후
개별․집단 면담
실시

16) Van Max Manem,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신경림・안규남 공역, 『체험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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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텍스트는 대체로 이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작품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교과서 수록 빈도가 높아 교육적 수용 가치를 인정받았으나, 조사 대상 학습 독자
들이 실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텍스트를 택하였다. 이는 텍스트에 대한 외적
지식의 개입을 배제하고 텍스트와 학습 독자가 대면하여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
에 주목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김광균의 「와사등」17)은 시인이 이미지즘(Imagism)을 시작법(詩作法)으
로 표방한 만큼 비교적 선명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이에 학습
독자가 수월하게 이미지를 생성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시에 도시문
명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애상적 정서가 지배적으로 드러나 학습 독자의 정서
와도 교호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보았다.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18)도 「와사등」과 마찬가지로 회화적 이미지가 선명
하게 드러나는 시로, 학습 독자가 이미지를 떠올리고 체험하기에 적절하다. 작품에
대해 제기되는 해석 중 일부에는 ‘나비’를 시인과 동일시하여 식민지 시대를 살아
가는 지식인의 자의식과 좌절을 형상화한 것이라는 논리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
는 1930년대의 시대적 맥락을 우선적으로 해석에 대입시키기보다는 시어로부터
독자가 생성하는 이미지에 대한 주목이 먼저 이루어질 때 시 해석이 보다 심도 있
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았다.19) 뿐만 아니라 이 텍스트는 생성되는 이미지들이
해석학적 현상학의 인간과학 연구방법론』, 동녘, 1994, pp.128~132.
17)「와사등」(瓦斯燈)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학습 독자에게는 한자 표기와 한글 표기가 병
기(竝起)된 텍스트를 제시하였다.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이 걸려 있다. / 내 호올로 어딜 가라는 슬픈 信號냐 //
긴-여름해 황망히 나래를 접고 / 늘어선 高層 창백한 墓石같이 황혼에 젖어 / 찬란한
夜景 무성한 雜草인양 헝클어진채 / 思念 벙어리되어 입을 다물다. // 皮膚의 바깥에 스
미는 어둠 /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 // 空虛한 群衆의 행
렬에 섞이어 /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悲哀를 지니고 왔기에 / 길-게 느린 그림자 이다
지 어두워 //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信號기 /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
에 걸리어 있다.//
김광균, 김학동 외 편,『김광균 전집』, 국학자료원, 2002, p.45.
18)「바다와 나비」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아무도 그에게 水深을 일러 준 일이 없기에 / 흰 나비는 도모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 靑무우밭인가 해서 나려 갔다가는 /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저러서 / 公主처럼 지처서
돌아온다. // 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어서 서거푼 /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
김기림, 『김기림 전집1』, 심설당, 1988, p.174.
19) 이남호는 ‘바다와 나비’의 해석이 갖는 문제점을 시 교육의 문제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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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텍스트에서 내러티브적 흐름이 드러나는 것도
선정의 근거가 되었다.
김남조의 「설일」20)은 추상 이미지와 지각 이미지가 적절하게 결합되어 문학
적인 이미지를 창조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또한 새해 첫날을 맞이한 화자가
지난 삶을 회고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있는 시적 상황으로 보아, 학습 독자가
유사한 이미지 기억을 시 읽기에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김남조의 「겨울 바다」21)는 시인의 초기 대표작의 하나로, 선명한 이미지를
통해 고통과 비애, 그리고 나아가 격렬한 감정과 에너지를 다루고 있어22) 주목되
는 시이다. 또한 시 텍스트 내의 이미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배치되고 있어 학
습 독자가 해석 과정에서 이미지를 순행적으로 맥락화하는 양상을 밝히는 데 용이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정지용의「향수」23)는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지는 작품으로 학습 독자들이
있다. 이 시에 무리하게 역사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시가 갖는 미학적 가치나
질을 떨어뜨리고, 학생들의 시 읽기에 과도한 하중을 부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다 위
에 애처롭게 날고 있는 나비의 모습을 구체적 상황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한데, ‘엉
뚱하게 현실 인식이나 모더니즘과 자아 인식’ 등의 의미를 찾도록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남호, 『교과서에 실린 문학작품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현대문학, 2001, p.225.
20)「설일」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겨울나무와 바람 /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 진종일 가지 끝에 걸려 / 나
무도 바람도 / 혼자가 아닌 게 된다 // 혼자는 아니다 /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 나도 아
니다 /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보는 날도 / 하늘만은 함께 있어주지 않던가 // 삶은 언제
나 / 은총의 돌층계의 어디쯤이다 / 사랑도 매양 / 섭리의 자갈밭의 어디쯤이다 // 이적
진 말로써 풀던 마음 / 말없이 삭이고 / 얼마 더 너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 / 황송한
축연이라 알고 / 한세상을 누리자 // 새해의 눈시울이 / 순수의 얼음꽃 승천한 눈물들이
/ 다시 땅 위에 떨구이는 / 백설을 담고 온다 //
김남조, 『김남조 시전집』, 국학자료원, 2005, p.406.
21) 「겨울 바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겨울 바다에 가보았지. / 미지의 새, / 보고 싶던 새들은 죽고 없었네 // 그대 생각을
했건만도 매운 해풍에 / 그 진실마저 눈물져 얼어버리고 // 허무의 불 물 이랑 위에 /
붙어 있었네 // 나를 가르치는 건 / 언제나 시간 / 끄덕이며 끄덕이며 겨울 바다에 섰
었네. // 남은 날은 적지만 / 기도를 끝낸 다음 더욱 뜨거운 / 기도의 문이 열리는 / 그
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 겨울 바다에 가 보았지 // 인고의 물이 / 수심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
김남조, 위의 책, p.332.
22) 서준섭, 「정념과 사랑과 기도의 시 – 김남조 시 연구를 위한 노트」, 『시와 시학』,
2006 봄호, p.51.
23) 「향수」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학습 독자에게는 현대어 표기를 반영한 시 텍스트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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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수월하게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향수」에 표현된 고향
은 ‘여기 지금’이 아닌 ‘저곳 과거’라는 시공간의 거리를 가지는데, 고향에 대한 이
러한 시각적 재구성은 이미지의 공간을 능동적으로 구축24)하는 기능을 한다. 본
연구는 독자가 한 텍스트 내에서 과거와 현재라는 비균질적 시간의 공존을 접하면
서 이미지를 메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백석의「여승」25)도 감각적 이미지가 시 전체를 지배하면서도 역순행적 배열을
통해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자가 주도적으로 이미지를 재구성하고
내러티브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았다. 단순히 시 텍스트에서 이야기적 요소를
추출하는 것을 넘어서 이미지를 통해 이야기를 구성할 때 보다 풍부한 감상이 도
출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박목월의「윤사월」26)은 이미지가 장면 위주로 제시되고 있으면서도 내러티브
시하였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 옛이야기 지주대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 얼룩백이 황소가
/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 ―그 곳이 참아 꿈엔들 잊힐리야. //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 뷔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 엷은 조름에 겨운 늙으신 아버
지가 / 짚벼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 ―그 곳이 참아 꿈엔들 잊힐리야. // 흙에서 자란
내 마음 / 파아란 하늘 빛이 그립어 / 함부로 쏜 활살을 찾으려 / 풀섶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든 곳, // ―그 곳이 참아 꿈엔들 잊힐리야. // 傳說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의와 / 아무러치도 않고 여쁠 것도 없는 / 사철 발벗은
안해가 / 따가운 해ㅅ살을 등에지고 이삭 줏던 곳, // ―그 곳이 참아 꿈엔들 잊힐리야.
// 하늘에는 석근 별 / 알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 서리 까마귀 우지짖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 흐릿한 불빛에 돌아 앉어 도란 도란거리는 곳, // ―그 곳이
참아 꿈엔들 잊힐리야.
정지용, 김학동 엮음,『정지용 전집1』, 민음사, 2005, p.50.
24) 김용희, 『정지용 시의 미학성』, 소명출판, 2004, p.94 참조.
25)「여승」(女僧)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여승(女僧)은 합장(合掌)하고 절을 했다 /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 쓸쓸한 낯이 옛날
같이 늙었다 /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 평안도의 어늬 山 깊은 금덤판 / 나는
파리한 여인(女人)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 여인(女人)은 나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
같이 차게 울었다 / 섶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十年)이 갔다 / 지아비는 돌
아오지 않고 /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 산(山)꿩도 설게 울은 슬
픈 날이 있었다 / 산(山)절의 마당귀에 여인(女人)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
진 날이 있었다
백석, 김재용 엮음, 『백석 전집』, 실천문학사, 2011, p.38.
26)「윤사월」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松花가루 날리는 / 외딴 봉우리 // 윤사월 해 길다 / 꾀꼬리 울면 // 산직이 외딴집 / 눈
먼 처녀사 //문설주에 귀 대이고 / 엿듣고 있다.
박목월, 이남호 엮음, 『박목월 시전집』, 민음사, 2003,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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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성할 수 있을 만한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미지 내러티
브의 방식이 지배적인 시간성이 감지되지 않는 시 텍스트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정지된 상태 내지 풍경에 가까운 시적 상황이 제시된 이 시가
그 효용을 검증하기에 유용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 내러티브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 독자의 비평문을 수집하
여, 전문 독자들이 이미지를 질료로 삼아 전체 텍스트의 의미 맥락을 구성하는 양
상을 살피고자 하였다. 수집한 비평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대상 텍스트
박목월,
「윤사월」
서정주,
「暎山紅」
서정주,
「동천」
김기림,
「바다와 나비」
김남조,
「겨울 바다」
백석, 「女僧」
〃 , 「산비」
노천명, 「사슴」
김승희,
「달걀속의 生」

비평 텍스트
김흥규, 『한국 현대시를 찾아서-윤사월』, 푸른나무, 2001.
오봉옥, 『오봉옥의 서정주 다시 읽기』, 박이정, 2003.
최동호, 『시 읽기의 즐거움』, 고려대학교출판부, 1999.
박명용, 『한국 현대시 해석과 감상』, 글벗사, 1992.
「시 텍스트의 해석과 시 교육-김기림의 「바다와 나비」에 대한
해석 문제를 중심으로」, 『어문논총』Vol.43, 한국문학언어학회,
2005.
정영애, 「김남조 시의 변모 양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이숭원, 『백석을 만나다-백석시 전편 해설』, 태학사, 2008.
이성교, 「노천명의「사슴」」, 『한국현대시작품론』, 문장사, 1981.
이현식 외 엮음, 『대표 시 대표 평론』, 실천문학사, 2000.

그리고 2차 본 조사에서는 일부 학습 독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개인 면담과 집단 면담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개인 면담은 가
장 일반적인 형식의 면담으로 면담자와 피면담자 1:1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 면담은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동일한 주제를 중심
으로 대화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특
징이 있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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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면담28)을 통해서는 이미지 내러티브의 방식을 통해 학습 독자들의 이미지
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가 여부를 밝히고, 이미지를 질료로 하여 한 편의 이야기
를 만드는 방식의 시 읽기가 어떠한 점에서 도움이 되는가 등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리고 집단 면담은 학습 독자들이 집단 내에서 대화를 진행하면서 시 감상의
결과를 공유하여 맥락을 조정하거나 협동적으로 내러티브를 재구축하는 양상을 살
피는데 유용하였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다음과 같이 기호화하였다.
자료의 종류

감상문

면담

기호화 방식

예

A(집단 번호) - 작품 명

A – 바다 – 2의 경우,
A반 ‘바다와 나비’ 2번째
감상문

- 텍스트 일련 번호

A(집단 번호) - 면담
종류 – 응답자 일련번호

A-집단-2
A반 집단 면담
두 번째 학생 면담 결과

연구 방법 및 논문의 전개 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는 시 텍스트의
이미지성을 밝히고, 이미지를 통한 시적 체험의 가능성을 밝혔다. 그리고 이미지의
개념을 지각 이미지와 추상 이미지를 포함하는 의식 활동으로 규정하고, 바슐라르
(Bachelard)의 이미지론에 의거하여 독자가 대상을 대면하면서 이미지가 생성되고
변형된다는 사실을 논구하였다. 또한 시 읽기를 문학 텍스트 속에서 이미지들을
찾아내는 행위라고 볼 때, 이미지들을 텍스트 전체의 의미 구성에 활용하기 위한
사고의 기제가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브루너(Bruner)가 제안한 내러티브적 사고
(narrative thought)를 논의의 바탕으로 삼았다. 이때 내러티브적 사고는 시의 내
용을 엄밀한 서사체로 환원한다기보다는 독자가 개별 이미지를 연결하여 해석의
결과를 이야기(story)로 구성하기 위한 기제로 기능한다. 그리고 이미지 내러티브
가 독자가 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접맥될 때 확장될 수 있다고 보고, 독
27) 이용숙・김영천 편, 『교육에서의 질적연구-방법과 적용』, 교육과학사, 1998,
pp.85~87 참조.
28) 개인 면담의 경우 반(半)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의 형식을 택하였다.
이 방식은 피면담자가 개방적인 방식으로 응답할 수 있는 형식의 질문들이 사전에 개발
되어 면담에 사용되는 것이 특징으로, 피면담자는 자신의 입장, 의견,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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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개인의 이미지 기억과 텍스트로부터 생성된 이미지와의 조우를 통해 해석의 외
연이 넓어질 수 있음을 밝혔다. Ⅲ장에서는 전문 독자와 학습 독자들이 실제로 시
텍스트 속에서 이미지를 찾아내고 내러티브적으로 맥락화하는 양상을 살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Ⅳ장에서는 구체적인 교육 목표 및 내용, 방법을 구안해 보았
다.
이상의 방법론을 바탕으로 전개될 본 연구는 이미지의 생성 및 체험과 관련하
여 바슐라르의 논의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고, 이미지를 연결하여 내러티브적 맥
락을 구성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브루너의 내러티브적 사고 및 서사이론에 근간
을 두고 있어 연역적 성격을 띤다. 그러나 이미지 내러티브의 세부 방식 및 교육
적 설계에 있어서는 학습 독자와 전문 독자의 감상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기에 귀
납적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한 시 읽기는 최초의
독서에서 시 전체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텍스트 내부로 진입하여 개별 이미지를 탐
구한 후 다시 텍스트의 전체 의미 맥락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해석학적 순환의 성
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독자는 시 읽기 과정에서 생성한 다양한 이미지들을 체
험함과 동시에 그것에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텍스트의 세계를 보다 의미 있게 경험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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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한 시 교육의 전제

이 장에서는 이미지의 개념과 시 텍스트에서 이미지가 차지하는 위상을 살필 것
이다. 또한 시 읽기에서 이루어지는 이미지에 대한 체험이 곧 시적 체험으로 이어
질 수 있음을 밝히고, 나아가 독자의 상상 행위를 바탕으로 이미지에 대한 창조적
변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탐구할 것이다. 또한 내러티브적 사고를 동원하여 시를
읽어나갈 때 이미지가 맥락 구축의 질료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고, 이미지 내러티
브를 통한 시 교육의 원리를 텍스트 내적 차원과 외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필 것
이다.

1. 시 이해에서의 이미지
(1) 시 텍스트의 이미지성

한 편의 텍스트를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텍스트의 언어는 독자에게 인식의 대상
이 되며, 독자는 그것과의 관계를 통해 의미를 구성하게 된다. 이때 독자가 텍스트
의 언어를 통하여 의식 속에 떠올리는 특정 상(像)을 ‘이미지’라고 볼 수 있다. 독
자는 떠올린 이미지들을 체험하고, 전체 텍스트와의 관련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시 읽기를 수행한다.
사르트르(Sartre)는 이미지를 ‘무엇인가에 대한 의식’1)으로 보며, 의식과 대상
이 맺는 관계라고 보는 입장을 취한다. 그리고 대상이 의식에 나타나는 방식 혹은
의식이 스스로에게 대상을 부여하는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그에게 이미지
란 이미지화되지 않은 구체적 지식을 좀더 정확하게 표상적인 요소에 연결하는 종
합적 행위로, 직관에 의해 한 덩어리로 주어지며 단번에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
이 특징이다. 또한 이미지 의식은 스스로에게 상상하는 의식으로 주어지며, 대상을
이미지로 만들어내고 보존하는 자발성을 특징으로 한다.2)
1) “이미지는 하나의 행위이지 하나의 사물이 아니다. 이미지는 무엇인가에 대한 의식이다.”
Jean Paul Sartre, L’imaginaire, Gallimard, 윤정임 역, 『상상계』, 도서출판 기파랑,
2010, p.288.
2) Jean Paul Sartre, 위의 책, pp.23~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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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텍스트 읽기에 적용하여 보면, 시를 읽는 독자의
의식은 시어 혹은 시어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대상이나 세계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으며, 독자는 텍스트 혹은 텍스트의 언어가 나타내고자 한 대상에 대하여 스
스로 이미지를 생성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때의 이미지는 논리적 사고에 선행
하는 것으로, 텍스트를 읽으면서 직관적으로 독자가 떠올리는 표상의 성격을 띤다
고 볼 수 있다. 이미지에 대한 사르트르의 관점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주체에 능
동적 지위를 부여했다는 점, 또한 이미지를 대상 그 자체가 아닌 의식의 작용의
차원에서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상과 주체의 관계를 텍스트와 독자의 관계와 상응하는 것으로 보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독자의 행위가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행위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텍스
트 중에서도 문학 텍스트에서 이미지의 생성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문학 텍스트는 형상화(形象化)를 본질로 하기 때문이다.3) 작가의
경험을 언어적 구조물로 형상화한 것이 문학 텍스트라면, 독자는 그것을 수용하고
의미화하는 과정에서 작가가 상정했던 형상과의 일치 여부와는 별도로 형상화 과
정을 수행한다.
바슐라르가 문학 텍스트에 드러나는 이미지를 텍스트 이해의 주된 열쇠로 본
것도 문학 텍스트의 형상적 특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비평이란 텍스
트에 담겨 있는 이미지를 찾는 일이라고 보고, 독자는 텍스트를 통하여 이미지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기초하여 자신만의 고유한 상상의 체계를 세워 나간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텍스트 읽기 방식을 ‘몽상의 읽기(lecture en rêverie)’라고 지칭하면
서, 독자의 의식은 텍스트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찾는 과정에
서 텍스트의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몽상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본다.4)
이처럼 독자는 텍스트라는 언어적 대상을 통해 이미지를 생성해 가는 과정을
경험하는데, 바슐라르가 언급했듯 그들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 작가가 궁극적으로
나타내고자 했던 대상을 의식적으로 추체험함과 동시에 자신만의 고유한 이미지의
영역을 구성해 나간다. 이러한 이유로 문학 작품을 읽는 독서 행위, 즉 몽상의 읽
기는 독자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특수한 사건(event)의 성격을 띤다.
3)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 p.51.
4) 홍명희, 「텍스트와 이미지 - 문학 텍스트의 이미지성에 대한 연구」, 『프랑스문화예술
연구』제13집, 프랑스문화예술학회, 2005, pp.378~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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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학 텍스트 중에서도 시에서 이미지는 보다 본질적인 자질로 거론된다.
바슐라르에 의하면 ‘시적 이미지의 현상’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좋은 시의 독자라
면 시를 읽고 난 후 그 시의 이미지들이 그의 상상력에 나타나면서 느끼게 되는
미적 감동 속에서 어떤 놀라운 정신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다.5) 시를 시적 이미지들의 조합6)으로 보는 논의나 이미지의 구조7)로 보는 논의
또한 시 텍스트의 이미지성을 부각시킨 것들이다. 독자는 시를 읽을 때 복잡한 의
미망의 규명을 일차적으로 시도하기보다는 언어가 독자에게 전달하는 이미지를 먼
저 체험하게 된다. 이것은 시에 사용되는 언어가 다른 장르의 언어와 달라지는 지
점이며 독자가 시를 읽을 때 이미지에 보다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처럼 이미지가 창작 주체가 세계와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이자 해석 주체가
언어화된 텍스트를 통해 시적 세계를 구성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 텍
스트의 본질로 이미지성을 거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 읽기
에 있어서도 이미지를 중심에 놓고 이미지 자체에 대해 체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독자가 시어를 통해 생성하는 다양한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목도하고 그
것을 시 전체에 대한 이해와 감상으로 연결할 때 시의 본질을 가장 잘 실현한 시
읽기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이미지의 개념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심상(心象)으로 번
역되는 이미지는 ‘감각에 의하여 획득한 현상이 마음속에서 재생된 것’ 혹은 ‘이전
에 경험한 것이 마음속에서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상’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가진
다.8) 전자는 문학 영역에서 주로 수용되는 정의로, 작품을 대할 때 독자의 정신에
야기되는 감각적 경험을 강조하는 의미이다.9) 후자는 심리학에서 주로 상정하는
5) 곽광수, 『바슐라르』, 민음사, 2010 p.33.
6) 한원순, 「바슐라르의 시적 이미지」, 『불어불문학연구』Vol.15, 한국불어불문학회,
1980, p.268.
7) 오세영, 「이미지 구조론」, 『현대문학연구』, 서울대학교 현대문학연구회, 1970.
시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이미지이며, 시란 결국 이미지의 구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中)』, 두산동아, 1999, p.3883.
9) 이는 프린스턴 시학사전의 이미지 분류 중 ‘정신적(mental) 이미지’에 해당된다. 프린스턴
시학사전에서는 이미지를 정신적(mental) 이미지, 상징적(symbolic) 이미지, 비유적
(figurative) 이미지로 구분한다. 정신적 이미지는 독자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심리적인
사건(event)으로 독자의 감각적 경험과 관련되며, 비유적 이미지는 취의(tenor)와 매재
(vehicle)라는 언어적 용법과 관련된 것이며, 상징적 이미지는 이미지들의 패턴(pattern)
에 관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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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의 개념으로, 과거의 경험을 시각적인 영상으로 떠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지’와 ‘시각적인 것’을 등치시키는 경향은 심리학적 이미지 개념을 반영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지의 사전적 정의에서 공통되는 것은 이미지가 감각
혹은 지각되는 것의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 교육에서 수용되고 있는 이미지 개념도 지각 이미지의 차원에 국한되어 있
다. 주로 이미지는 주로 ‘시의 심상’ 단원에서 다루어지는데, 시에서 감각과 관련된
이미지를 찾아내고 수사법과 연계하여 그 의미를 밝히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교
과서에서 이미지가 다루어지고 있는 양상을 실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단원 학습내용] 이 단원에서는 시조 세 수 ‘이화에 월백고~’, ‘동지ㅅ 기나긴
밤을~’, ‘어부사시사’와 시 ‘바다2’, ‘봄’, ‘알 수 없어요’를 학습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심상의 종류와 효과, 심상과 함께 드러나는 표현 기법에 대해 이해하도록 한다.
[학습활동3] ‘바다2’에 드러난 감각적 심상을 알아보자.
(1) 이 작품의 주된 심상은 무엇인지, 그 심상이 드러난 부분은 어디인지 적어 보자.
(2) 이러한 표현이 주는 느낌과 효과를 말해 보자.
[학습활동4] ‘바다2’에 드러난 비유적 심상을 <보기>와 비교해 보자.10)

교과서에서 이미지는 주로 ‘감각적 심상’에 한정되어 있으며, 감각적 이미지의
종류를 구분하고 텍스트에 드러난 이미지를 찾는 활동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또한 [학습활동4]와 같이 수사법과 연계하여 심상을 이해하고, 그
것과 유사한 비유적 심상을 비교하는 정도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미지를 시의 본질로 볼 때 그 개념은 감각적 이미지에 한정되지 않는
다.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은 상상력을 요하는 정신적 활동으로, 감각적 이미지에
해당되는 지각 이미지와 관념이나 환상을 담아대는 추상 이미지까지를 이미지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다.11) 가령 특정 시 텍스트에서 ‘광합성’, ‘초록빛 식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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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10) 박영민 외, 『문학Ⅰ』, 비상교육, 2012, pp.68~76 참조.
11) 유영희는 앞서 시 창작 교육론을 설계하기 위한 중요 개념으로 ‘이미지화’를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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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열무 싹’, ‘나무들’, ‘넓다란 초록 잎새들’ 등의 이미지는 시각적으로 지각이
가능한 이미지의 범주에 속하며, ‘천국’과 ‘꿈’ 등의 이미지는 구체적 형상화가 어
렵고 관념적 성질을 가진 ‘추상 이미지’라 할 수 있다. 두 이미지는 각각의 양태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서로 혼효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창작 주체는 지각 이
미지를 지각 이미지로 전환하거나 지각 이미지를 추상 이미지로 또는 추상 이미지
를 지각 이미지로 변화시키는 과정12)을 거친다.
이미지의 어원에서도 이미지 개념에 대한 시사를 얻을 수 있다. 이미지는 그리
스어에서 두 가지 단어로 구분된다. 하나는 그림과 같은 구체적인 재현물을 가리
키는 에이콘(eikon, icon)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헛것이라는 의미
의 판다스마(pahntasma, phantasm)이다.13) 전자는 그리스어에서 호머 이래로 시
각적 경험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였으며 실재(實在)를 닮은꼴로 재생해 내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환영, 꿈, 유령의 의미로 사용된다.14) 이와 같이 이미지는 실재
하는 대상을 재현하는 도상적 특징과 실재 존재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관념적이
고 환상적인 특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이미지’라는 용어는 모든 지각적
인상(impression perceptive)을 포괄하는 감각적 표현으로 간주되기도 하며, 나아
가 비가시적 영역까지 담아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리차즈(Richards)는 시 텍스트에서 심상에 대한 감각적 특질이 지
나치게 중요시되는 것을 경계하여, 심상에 뚜렷한 효능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심
상의 선명성보다는 감각과 특이하게 연결을 가지는 심적 현상으로서의 심상의 성
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 파운드(Pound)는 심상을 회화적(繪
畵的)인 표상(表象)으로서가 아니고 즉각적인 지(知)와 정(情)의 복합을 표현하는
있는데, 여기서 이미지화는 상상력과 모호한 경계를 이루면서 그 속에 지각 이미지의 단
계에서부터 추상 이미지의 단계까지 다양한 단계를 포함하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다. 본
고에서 규정하는 이미지의 개념은 유영희의 논의를 따르기로 한다.
<세계>
<사고작용(상상력)>
<창작
<이미지 형상화>
주체>------------지각------추상
이미지
이미지

유영희, 앞의 논문, p.26.
12) 유영희, 앞의 논문, pp.130~140. 참조.
13) 주형일, 『이미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영남대학교출판부, 2006, p.86.
14) 유평근, 『이미지』, 살림, 2002,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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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15)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미지의 개념에 지각의 영역과 추상의 영역이 모두
관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 읽기에서 이미지를 언어를 통해 독자가 생성하는 상으로
보되, 이미지의 존재 방식에 따라 지각 이미지와 추상 이미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16) 즉, 감각 관련 이미지들에서부터 관념이나 사상 등을 담아내는 이
미지들을 포괄하는 것이다. 독자는 시어를 매개로 하여 이러한 이미지들을 생성하
고 그것을 전체 텍스트의 의미망 속에서 맥락화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시 읽기를
진행하게 된다.

(2) 이미지를 통한 시적 체험의 가능성

시적 체험은 텍스트에 대해 비평적 거리를 취하기보다는 텍스트에 형상화된 시
적 상황 및 정서에 직접 참여하고 공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딜타이(Dilthey)는 체
험(Erlebnis)을 ‘자기의식으로의 재귀성(再歸性), 곧 내재적 의식화’로 규정한 바
있다. 이때 체험은 이 체험 안에서 나에게 현전하는 것이 구분되지 않는 상태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체험 개념은 확실한 직접성을 지니게 되며, 체험된 모든 것은
자기가 체험한 것이라 할 수 있다.17) 따라서 체험이란 반성적 사유의 주객 분리를
지양하고, 삶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직접적 혹은 무매개적 체험’이라고
부를 수 있다.18)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독자가 텍스트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행위를
‘시적 체험’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개개인의 체험은 인격적, 개성적 주관성에
존립 근거를 갖는19) 개인 고유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독자는 시적 세계
에 몸소 참여함으로써 시적 진리를 받아들이고 텍스트에 흐르고 있는 정서를 체험
15) 김재근, 『이미지즘 연구』, 정음사, 1973, pp.14~15.
16) 현행 시 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이미지의 범위가 감각적 이미지에 국한된 것을 극복하고
관념을 다룬 추상 이미지까지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미지를 시 읽기의 국면에 적용하
게 하는 것이다.
17) Hans-Georg Gadamer, Wahrheit und Methode,『진리와 방법1』, 이길우 외 역, 문학동
네, 2012, pp.102~105 참조.
18) Richard E. Palmer, 이한우 역, Hermeneutics,『해석학이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2004, p.181.
19) 백기수, 『미의 사색』,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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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통일된 경험을 구성하게 된다.
기존에 이루어진 시 읽기가 지식 위주의 의미 이해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독자
가 텍스트를 접했을 때 일차적으로 생성하는 ‘이미지’에 주목하는 것은 시어가 관
계 맺고 있는 세계에 직접 다가가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보다 생생하고 구체
적인 개별적 체험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시적 이미지는 우리들
이 직접 체험한 언어에 의해 가장 단순한 경험을 가져다준다.20)
바슐라르는 저자의 전기적 요소라든지 전통적인 ‘텍스트 설명’에서 요구하는 무
거운 멍에를 벗고서 순진한 마음으로 작품의 이미지를 환대하는 독자 자신의 의식
으로 직접 다가서는 태도를 요구한다. 그는 현상학이 독자가 체험하는 경탄의 순
간들을 포착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러한 ‘순진한 경탄’은 독자 자신의 역동적인
태도에 의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본다.21) 즉, 텍스트와 독자의 최초의 만남이 시
읽기의 어떤 과정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 읽기에서 독자는 언표화된 시적 세계를 넘어서 은폐된 시적 세계를 알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며 이를 직접 체험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시 텍스트는 의도적으
로 일상적 의미체계에서 벗어난 시어를 사용하거나 이질적인 시어를 병치시킴으로
써 시적 세계에 도달하고자 하는 독자의 시도를 방해하거나 좌절시킨다. 따라서
독자가 텍스트를 처음 접했을 때 행하는 것은 완성된 의미망의 구축이 아닌, 아직
은 체계를 갖추지 않은 불분명한 이미지들에 대한 즉물적이고 직접적인 체험이라
할 수 있다. 이미지는 논리적 사고에 앞서 텍스트의 세계를 직관적인 형상으로 제
시해준다는 점에서 독자의 지각 및 체험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 리비스
(Leavis)는 시적 체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시의 단어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와 느끼거나’
단어가 주는 복잡한 경험을 깨닫는 무언가가 ‘되어 보라고’ 우리를 초대한다. 시의
단어는 단지 시 텍스트에 대한 응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반응을 요구한
다. 이는 르네 웰렉이 ‘모든 시인들을 재는 당신의 “규범”’을 중시하며 제안한 판단적
인 접근방식과는 다른 것이다.22)
20) Gaston Bachelard, La Poétique de l'espace, 곽광수 역, 『공간의 시학』, 민음사,
1997, p.98.
21) 송태헌, 『상상력의 위대한 모험가들 - 융, 바슐라르, 뒤랑 - 상징과 신화의 계보학』,
살림출판사, 2005,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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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시 텍스트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보다는 텍스트 자체가 전달하는 느낌
에 대한 체험이 시 읽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한편 이미지를 통한 시적 세계의 체험은 독자의 정서적 반응을 유도한다. 이는
무엇보다 이미지가 우리의 내면세계를 자극하고, 독자의 반응을 유도하여 시를 정
서와 연결시켜 주는 구실23)을 하기 때문이다. 이미지 자체가 시를 관류하는 정서
를 응축해 놓은 형상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미지와 정서적 감흥은 깊은 상관
관계를 가진다.
엘리엇(Eliot)에 의하면 감정과 이미지는 둘 중 하나가 우선되거나 그 반대가
되지는 않는다. 감정과 이미지는 불가분하게 상호 반응하며, 두 양상은 매우 밀접
하게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그 관계를 우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24) 이미지는
정서를 담아내며, 정서 또한 이미지로 구체화되는 관계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이다. 따라서 독자는 이미지에 의해 텍스트에 간접화되어 드러나는 바를 보고 이
미지의 원천에 질문을 던지고 의미화 함으로써 화자와 같은 정서적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25)
또한 칸트(Kant)에 의하면 감성(Sinnlichkeit)은 대상들에 의해 촉발되는 방식
으로 표상(Vorstellung)들을 얻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감성을 매개로 대상들은 우
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감성만이 우리에게 직관들을 제공한다.26) 이를 시 읽기
에 적용하여 보면 독자는 텍스트라는 대상을 통해 표상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생성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독자의 감성이 촉발된다. 그리고 이는 사고의 정의적 측
면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한편 이미지를 통한 이러한 시적 체험은 독자로 하여금 정서적 감흥을 전달할
뿐 아니라, 존재론적 성장을 일으키기도 한다. 문학적 이미지들은 우리의 정서에
희망을 주고, 진정한 인격체가 되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에 특별한 활력을 부여하
22) F.R.Leavis, The Common Pursuit, Penguin, 1962, pp.212.
23) 박호영, 「비유와 이미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현대시 교육론』, 시와시학사,
1996, p.289.
24) T.S.Eliot,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 Philosophy of F.H.Bradley,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9, p.116.
25) 김남희, 「현대시의 서정적 체험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p.42.
26) Immanuel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백종현 역, 『순수이성비판1』, 아카넷,
2006, p.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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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우리의 신체적 삶에까지도 활성을 북돋워 준다.27) 또한 독자는 텍스트에 형상
화된 세계를 몸소 체험함으로써 인식의 전환을 경험한다. 이는 바슐라르가 언급한
역동적 유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시의 주된 기능은 독자를 변화시키
는 것이며, 이는 이미지가 독자 내부에 촉발하는 역동적 유도에 독자 자신을 내맡
길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단순히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고 주제를 도출하는 시
읽기를 수행하기보다는, 시적 언어가 독자의 마음속에 유발하는 이미지를 통해 그
것을 느끼고 체험하는 시 읽기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바슐라르는 시적 이미지를 통해 존재의 심화에 이르는 것을 ‘울림’이라고 말한
다. 세계 안에서 우리들의 삶이 여러 상이한 측면으로 흩어지는 것이 ‘반향’이라면,
이미지가 존재의 표면을 흔들기보다는 깊은 내면을 건드리고 우리들이 자신의 시
를 말하게 되는 것이 ‘울림’이라는 것이다.28) 이것이 독자가 겪는 시적 체험의 진
실이며, 이미지를 통한 울림은 독자의 내면에 깊은 변화를 가져다준다.
하지만 시 교육에서 다루어지는 이미지는 이미지 자체에 대한 체험이나 독자의
상상작용에 주목하기보다는, 앞서 언급했듯 시의 일부분에 사용된 감각적 이미지
를 찾아내거나 비유라는 수사법의 문제로 치환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이미지는
수사법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문학의 본질인 형상성과 관련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29) 문학은 대상에 대한 창작 주체의 인식을 명료하게 전달하는 서술
적 성격을 띤다기보다는, 언어를 통해 형상화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대상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감나게 전달하고자 한다. 이러한 언어적 형상화 과정에서 필수적으
로 요구되는 것이 이미지이며, 문학 텍스트를 접하는 독자는 언어를 매개로 다양
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문학적 감동에 도달하게 된다.
독자는 시인이 이 시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먼저 파악하기 이전에
시어가 생성하는 이미지를 몸소 체험하고 느끼게 된다. 시인이 창작 과정에서 대
상에 대해 충분한 상상 작용을 거쳐 많은 이미지들을 생성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언어로 정제하여 형상화한 것이 한 편의 시라면, 독자 또한 언어의 구조로 얽혀
있는 시 텍스트를 토대로 다양한 이미지들을 생성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27) Gaston Bachelard, 정영란 역, L'Air et les songes,『공기와 꿈』, 이학사, 2001,
pp.22~23.
28) Gaston Bachelard, 곽광수 역, 앞의 책, pp.90~91.
29) 김대행, 『문학교육 틀짜기』, 도서출판 역락, 2006, pp.183~184 참조.

- 24 -

이남호는 이육사의 「청포도」가 『시의 심상』 단원에 수록되어 있으면서도
심상의 함축적 의미를 알아보거나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어 문제가
된다고 지적30)하며, 오히려 학생들이 이 작품이 지니고 있는 싱그럽고 우아한 분
위기와 표현과 상상의 아름다움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시 읽기
에서 외적 맥락이 지나치게 개입되는 것을 경계하고 이미지 체험이 우선되어야 한
다는 것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1연은 이 단순한 사실을 말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가장 주의를 끄는 단어는 청
포도이다. 청포도는 보통의 자주색 포도보다 싱그러운 느낌이 더하다. 싱그러운 느낌
은 <청>이라는 접두어에서도 온다. 뿐만 아니라 청포도라고 하면 어딘지 귀하고 품
위가 있다는 느낌도 든다. 이러한 청포도에 대한 감각적 느낌은 내 고장 칠월의 분
위기를 형성한다. 그 공간은 무덥거나, 바쁘거나, 번잡스러운 것이 아니라 싱그러우
며 풍요로우며 여유가 있다.31)

인용문에서는 ‘청포도’가 시 전체에서 어떠한 의미적 위상을 차지하는가를 탐구
하기 이전에, 언어가 표상하고 있는 대상의 이미지를 상상하고 체험하는 것에서부
터 시를 읽어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독자는 시어가 표상하는 대상
으로부터 이미지를 떠올리는 경험을 통해 시적 세계에 보다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3) 이미지의 상상적 운용

독자가 텍스트로부터 이미지를 생성하고 의미화하는 양상은 개별 독자에 따라,
그리고 독서의 순간마다 달라질 수 있다. 이는 텍스트의 이미지를 독자가 생성하
고 의미화하는 데 있어 주관적인 상상작용이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독
자에 의해 이미지가 생성되고 변형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미지의 생성 과정은 대체로 최초의 독서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
의 시어는 일상적인 언어 사용 맥락과는 분리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시인
30) 이남호, 『교과서에 실린 문학작품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현대문학, 2001, p.186.
31) 이남호, 앞의 책, p.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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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의도적 장치를 통해 의미를 은폐하곤 한다. 독자는 은폐되어 있는 의미를 해소
하고 의미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시 읽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러한 논
리적 의미화의 작업 이전에 이미지를 체험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때 생성되는 이미지의 모습은 개별 독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베
르그송(Bergson)에 의하면 ‘지각’은 인간이 대상을 접한 후 그것의 전체적 국면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개념적 직관에 의해 이미지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때 신체는 자신이 받은 자극들을 ‘분석하고’, ‘선택’하는 비결정성의 지
대로서 우리의 행동의 중심을 차지한다. 이 신체가 걸러낸(filter) 이미지들이 바로
‘지각(perception)’이며, 지각작용이란 바로 신체에 의한 ‘이미지들의 선택’ 작용을
의미한다.32) 베르그송의 논의에 따르면 동일한 대상을 자신만의 신체적 중심에 의
해 받아들이고 지각하기 때문에 개별 독자는 이미지의 지각과정에서 상이한 이미
지들을 선택할 수 있다. 이는 한편의 시를 읽고 개별 독자가 떠올리는 이미지가
저마다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다시 말해 대상으로서 텍스트를 접한 독자에 의해 걸러진 이미지가 의식
속에 ‘전경화’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텍스트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독자는 특정한 이미지를 의식의 중심으로 내세우고 그 외의 이미지는 의식의 후면
에 위치시키게 된다. 다시 말해 독자는 많은 이미지들 중 텍스트 전체의 의미화
및 감상에 도움이 될 만한 이미지를 전경화33)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미 구성을 시
도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지들의 생성은 이처럼 독자의 선택 및 조정 행
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텍스트를 접하면서 최초로 생성된 이미지는 독자의 상상
력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변형’을 거친 결과물이다. 독자가 발휘하는 상상력을 애
초의 이미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이미지들을 변화시키는 능력34)으로 볼 때,
32) 김선주, 「『물질과 기억』에 나타난 베르그송의 이미지 존재론 연구」, 서울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2009, p.25.
33) 전경화(前景化, foregrounding)란 문학 작품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상호관계 속에서 계
측 구조를 띠며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한 요소들 중에서 일군의 요소는 지배소
(dominant)로서 전경화되고, 나머지 요소들은 후경(後景)으로 물러난다는 것을 의미한
다. 프라그 언어학파의 티냐노프와 무카로브스키가 러시아 형식주의자인 쉬클로브스키의
‘낯설게하기’ 개념을 발전시켜 사용한 개념이다.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 『문학비평용어사전(하)』, 국학자료원, 2006, p.773.
34) Gaston Bachelard, 정영란 역, 앞의 책,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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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가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것을 텍스트 전체의 의미 구성으로 끌어올리는 과정
은 단순한 지각이 아닌 창조의 성격을 띤다고 말할 수 있다.
바슐라르는 형태적 이미지(image formelle)와 물질적 이미지(image matérielle)
를 구분하는데, 전자는 시각적 이미지에 속하고 후자는 정신적 이미지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35) 형태적 이미지는 하나의 대상이 주어졌을 때 그것의 외적 형태로
생겨나는 이미지들이다. 반면 물질적 이미지는 대상을 형태가 아닌 물질성에 기반
하여 떠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상상력은 차단되어 있지 않은 대상의 내부로
들어가 그것의 표면적인 변화에 무관한 실체를 파악할 것처럼 느껴 그 실체를 막
연히 상상하게 된다. 가령 형태적 이미지로서 ‘얼음 덩어리’를 상상할 때 우리들이
희고 투명하게 번쩍이는 굳은 형태를 그리는 반면, 물질적 이미지의 단계에서 우
리들은 상상력을 통해 얼음 덩어리에서 물을 보게도 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수증
기까지 보게 하는 것이다.36) 이는 독자의 상상력이 이미지들을 생성하는 데서 나
아가 변형시킬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독자가 시적 이미지를 생성하고 변형하는 과정에 대해 바슐라르가 언급한
이미지의 ‘여가작용’(與價作用, la valorisation) 논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이미지는 주체와 외계 사이 관계의 표징의 하나로 나타
나며, 표상적인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이미지의 표상성은 과거의 기능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의 기능이 되는데, 바슐라르가 이미지의 표상성을 미래를 위한 상상력
의 힘에 예속시킬 때 그는 이미지가 ‘여가되었다’고 말한다.37)
여가작용의 첫 번째 단계는 감각적 성질을 ‘과장’하는 것이다. 이미지는 대상의
성질을 강조하거나 부정함으로써 대상을 ‘비객관화’ 한다. 가령 포플러나무의 이미
지가 상승하는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여가되었을 때, 그것은 나무의 하늘로 치솟
은 형태가 강조됨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대상에 새로운 성질
을 주려는 단계이다. 이때 물질적 이미지는 언제나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는 것이
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여가작용이 대상의 감각적 성질과 전혀 관계 없이 이루어
지는데, 이것 역시 대상을 물질성으로 파악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이때 상상력은 대
상에 작용을 가하는 여가작용의 작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대상에 포용된다. 마지
35) 홍명희, 『상상력과 가스통 바슐라르』, 살림, 2010, p.34.
36) 곽광수, 앞의 책, pp.41~43.
37) 곽광수, 위의 책, pp.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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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으로는 상상력이 전적으로 자유롭게 실현된다.38)
이처럼 이미지의 생성 과정에서 독자는 대상의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선택 작용 및 상상력을 발휘해 변형을 가한다. 이에 대해서는 베
르그송의 이미지론을 통해 부연이 가능하다. 베르그송은 사물과 표상의 연속선상
에서 이미지의 지각과 형성과정을 설명한다.39) 그에 의하면 이미지를 지각하는 단
계에서 형성된 ‘지각 이미지’는 신체가 대상의 일부분을 추출하여 선택한 것이기에
대상이 되는 ‘물질 이미지’와는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걸러진 지각
이미지는 순수 기억 자체의 능동적인 작용을 통해 재구성과 재창조의 과정을 겪어
‘기억 이미지’로 변형된다. 즉, 이미지는 지각되고 의식 속에 재배열되는 과정에서
질적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다.40) 다시 말해 독자는 신체, 즉 자신을 중심으로 하
여 물질 이미지를 ‘선택’함으로써 지각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며, 이러한 지각 이미
지는 독자의 능동적 상상 작용에 의해 독자의 의식 속에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되
어 나타난다. 이처럼 텍스트로부터 독자가 이미지를 지각하고 변형하는 과정은 신
체의 역할과 독자의 상상적 행위에 비추어 볼 때 능동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2.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한 시 교육의 원리
이 절에서는 이미지 내러티브의 개념을 밝히고, 그 구조를 체계화하고자 한다.
이미지 내러티브의 구조는 크게 텍스트 내적 차원과 외적 차원으로 구분이 가능하
다. 텍스트 내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미지 내러티브는 이미지의 직조 방식에
따라 텍스트를 지배하는 시간성에 따르는 것과 무시간성에 가까운 이미지들에 시
간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별할 수 있다. 텍스트 외적으로는 텍스트에서 생성한
이미지들의 관계성을 인식한 독자가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 기억을 시
읽기에 동원함으로써 시적 체험을 심화시키고 해석 논리를 확장하는 방식이 있다.
38) 곽광수, 앞의 책, pp.68~90 참조.
39) 베르그송의 이미지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우리에게 있어 물질은 ‘이미지들’의 총체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지’로 의미하는 것은
관념론자가 표상이라고 부르는 것 이상의, 그리고 실재론자가 사물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는 덜한 어떤 존재 - ‘사물’과 ‘표상’ 사이의 중간 즈음에 위치한 존재-이다.”
Henri Bergson, Matière et mémoire, 박종원 옮김, 『물질과 기억』, 아카넷, 2005, p.22.
40) 김선주, 앞의 논문, p.46.

- 28 -

(1) 이미지 내러티브의 개념

내러티브(narrative)41)는 문맥에 따라 서사체, 이야기, 이야기하기, 담론, 담화
등 다양한 의미로 번역될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주로 ‘서사(敍事)’로 번역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는 다시 문학적 서사, 예술적 서사, 사실 서사 등으로 학자
에 따라 다르게 개념화되는데, 서양의 서사이론에서는 오랫동안 희곡을 제외한 문
학적 서사만을 서사로 간주하곤 하였다. 하지만 롤랑바르트(Roland Barthes)가
“세상에는 무수한 형태의 서사가 존재한다.”42)고 언급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서사
의 개념은 점차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최근에는 어디에나 서사가
있다는 광의의 서사 개념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어교육에서의 내러티브, 즉 서사43) 개념은 주로 서사체(敍事體) 전체와 서사
체에 관한 분석 또는 문학 작품과 문학 작품에 관한 분석 내용을 포함한다. 이렇
게 실체로서 존재하는 내러티브44)는 주로 소설, 서사시, 극, 신화, 전설, 역사 등
의 언어적 서사물을 가리키지만, 국어교육의 장에서는 주로 ‘소설’ 장르에 대한 논
의가 이루어져 왔다.
한편 브루너는 내러티브를 실체나 산물로서 존재하는 이야기나 형식으로 보는
것을 탈피, ‘사고’로서 그것을 설명한다. 내러티브의 결과물보다는 내러티브를 구성
41) 폴킹혼(Polkinghorne)에 의하면 내러티브란 ‘의미 만들기’의 한 형식으로, 각각의 문장들
을 특정한 형식의 담론 속으로 포함하는 사건의 상황에 대한 묘사를 함께 끌어옴으로써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 과정에서 고차적 의미 배열이 만들어지며, 내러티
브는 명백하게 독립적이고 관련성이 없는 존재의 요소들을 전체의 관련된 부분으로 보
이도록 하는 렌즈로서 기능한다.
Donald E. Polkinghorne, Narrative knowing and the human sciences, 강현석 외 공역,
『내러티브, 인문과학을 만나다』, 학지사, 2009, p.89 참조.
42) 한일섭, 『서사의 이론-이야기와 서술』, 한국문화사, 2009, p.17.
43) ‘서사’란 시간적인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여 서술한 것으
로, 그것이 사실이든 허구든 사건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담론의 체계, 그리고 그들이
연결되고 대립되고 반복되는 여러 관계들을 지칭한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엮음, 『국어교육학사전』, 대교출판, 1999, p.409.
44) 랑킨(Rankin)은 내러티브를 이야기 혹은 생산물(story or product)로서의 내러티브, 의
식의 양식(mode of consciousness)로서의 내러티브,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으로
서의 내러티브로 구분한다.
J. Rankin, what is narrative? Ricoeur, Bakhtin, and process approaches,
Concrescence 2002 Vol.3, 2002,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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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는 사고의 작용에 주목한 것이다. 그는 인간의 사고양식을 패러다임적 사고
(paradigmatic thought)와 내러티브 사고(narrative thought)로 구분한다. 패러다임
적 사고는 훌륭한 이론, 치밀한 분석, 논리적 증명, 건전한 토론, 추론된 가설에
의해 안내된 경험적 발견을 중시한다. 반면 내러티브 사고는 그 과정을 나타내는
변화와 결과, 인간 혹은 인간과 같은 의도와 행위를 다룬다.45)
패러다임적 사고가 ‘설명’을 지향하는 것과는 달리 내러티브 사고는 ‘해석’을 지
향하는데 해석이 추구하는 것은 이해이며 그것의 주요 수단이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내러티브 해석은 모든 다른 대안들을 배제하거나 제외하지 않기 때
문에 타인의 해석에 대해 개방적인 성격을 띤다. 브루너는 ‘이해’는 근본적으로 논
쟁의 여지가 있고, 불완전하게 입증할 수 있는 명제들을 어떤 체계적인 방식으로
조직하고 맥락화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46)고 보며, 이를 위해 ‘내러티브 사고’가
요구된다고 본다. 브루너는 패러다임적 사고에서 내러티브 사고로의 전환을 ‘해석
적 전환(interpretive turn)’이라고 명명한다.
그런데 두 가지 양식들은 모두 ‘인과관계(casuality)’를 함축하며 그 유형은 명
백히 다르다. 가령 then이라는 용어는 “만약 x라면, y이다”라는 논리적 명제와 “왕
이 죽었다. 그리고 나서 왕비가 죽었다”라는 내러티브 이야기체에서 서로 다르게
작용한다. 전자는 보편적 진리의 조건들을 위한 탐구활동으로 이끌고, 후자는 죽음
에 대한 슬픔, 자살, 부정 행위와 같은 두 가지 사건 사이의 특정 연결에 대한 탐
구활동으로 이끈다.47) 따라서 내러티브 사고를 동원할 때 요구되는 ‘인과성’은 개
별적인 대상을 보다 ‘그럴듯하게’ 연결할 수 있는가의 문제, ‘개연성(probability)’
의 요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구성하는 작용은 부분들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러
한 작업은 ‘해석학적인 순환’(hermeneutic circle) 과정에 해당된다. 또한 ‘전체-부
분-전체’를 거쳐 도출된 의미의 덩어리들은 해석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
다. 이는 내러티브 사고를 통한 해석이 다양한 해석 가능성에 대해 관용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45) Jerome Bruner, Actual minds, possible worlds, 강현석 외 공역, 『교육 이론의 새로운
지평 : 마음과 세계를 융합하기』, 교육과학사, 2011, p.37.
46) Jerome Bruner, The culture of education, 강현석 외 공역, 『교육의 문화』, 교육과학
사, 2005, p.229.
47) Jerome Bruner, 강현석 외 공역, 앞의 책, 2011,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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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론의 관점에서 시는 서사의 본질적 속성을 공유하고 있지는 않다. 카이저
(Kayser)에 의하면 대부분의 서정시는 정조의 순간적인 고조를 띤 대상의 내면화
를 본질로 한다. 서정적인 것 속의 세계와 자아는 자기 표현적 정조(情調)의 자극
속에서 융합하고 상호 침투하며, 심령적인 것이 대상성에 깊이 파고들어서 그 대
상성이 내면화된다는 것이다.48) 따라서 텍스트 내에 스토리를 내재하고 있는 서술
시가 아닌 경우, 시간성 내지 사건의 흐름을 전제하는 서사와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듯 시가 장르적으로 서사적 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하더라
도 독자가 시를 읽고 감상하는 과정에서 생성한 이미지들을 질서화하고 연결하여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내러티브적 사고는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본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행위가 인간의 본성이라는49) 논의에 비추어 볼 때 한 편
의 시를 읽고 그것을 통해 이야기를 구성하는 독자의 행위는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다. 가령 인간의 개입은 텍스트를 서사화한다는 관점 하에, 박목월의 「불
국사」같은 서경시를 이해할 때도 서사성을 도입해야 감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는 논의는 이를 뒷받침한다.50) 이처럼 실제 시를 읽는 많은 독자들은 시인이 제공
한 파편적인 이미지들을 토대로 독서를 반복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을
시도한다.
독자가 텍스트를 읽으면서 내러티브적 사고를 동원하는 과정과 그 양상은 텍스
트의 장르적 본질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소설과 같은 서사 텍스트를 읽을 때의
독자는 서사체에 포함되어 있는 사건의 흐름을 따라가거나 시간의 순서로 재배치
하는 행위 등의 방식으로 내러티브적 사고를 동원할 것이다. 하지만 서사 텍스트
와는 달리 시 텍스트는 단일한 화자의 발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순간의 고
양된 정서를 언어로 형상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텍스트 자체에서 사건이나
48) Wolfgang Kayser, Sprachliche Kunswerk, 김윤섭 역, 『언어예술작품론』, 예림기획,
1999, p.494.
49) 매킨타이어(MacIntyre)에 의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말하는 동물이다.” “우리
는 내러티브에 의해 우리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삶을 내러티브로 살기 때문이다.”
Alasdair C. MacIntyre, L'Intelligence collective,『덕의 상실』, 문예출판사, 1984,
p.126.
50) 박목월의 「불국사」의 경우 달밤에 불국사에 들른 시인의 불국사 구경이라는 서사를
골격으로 조직되어 있다는 관점이다.
우한용, 「서사의 구조, 문화, 윤리 그리고 교육」, 『우한용 교수님 정년퇴임 기념 강연
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12,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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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의 갈등 혹은 시간성을 포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는 시 읽기 과정에서 내러티브적 사고를 동원하는데, 이
는 시 텍스트를 단순히 ‘인물, 사건, 배경’ 등 서사의 요소를 완벽하게 갖춘 서사체
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전략이 아니라 ‘텍스트를 통해 상기할 수 있는 다양한 이미
지들을 질서를 갖춘 이야기(story)로 의미화’하고자 하는 성격에 가깝다.
서사 텍스트를 읽을 때 독자는 인물의 행위 내지 사건의 발생과 문제의 해결
등에 주목하겠지만, 시 텍스트를 읽을 때 독자는 화자의 발화 혹은 시어가 형성하
는 여러 가지 방식의 이미지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 읽기에 동원되는
내러티브 사고와 그 적용 과정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서사 텍스트와는 달리 시
읽기에 적용 가능한 사고의 질료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시 읽기에 동원되는 내러
티브적 사고의 질료가 독자가 생성하는 ‘이미지’로 보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독자가 시를 읽으면서 생성하는 다양한 이미지는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 즉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정서나 관념을 구체적 형상으로 압축적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미지는 시 속의 다른 이미지들과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하며 텍스
트 전체의 의미 형성에 기여한다. 하지만 많은 시 텍스트에서 이미지는 서로간의
맥락을 표면에 드러내기보다는 생략된 형태로 제시하는데, 이는 많은 학습 독자가
생성한 이미지 대부분을 전체 텍스트의 의미망 속으로 유입시키지 못하고 시 읽기
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독자가 생성하는 개별 이미지들의 체험을
유도하고, 이를 전체 텍스트의 의미구성에 적극 활용하는 사고가 읽기 과정에 동
원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원될 수 있는 사고가 ‘내러티브적 사고’다.
본고는 이에 독자가 생성한 다양한 이미지들을 연결하여 전체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이미지 내러티브”로 보고자 한다. 이때 이미지 내러티브
의 최소 요건은 첫째로 독자가 텍스트를 읽고 생성하는 이미지 및 이미지에 대한
체험이며, 둘째로는 이미지들을 연결하고 맥락화51)하는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이미지 내러티브”라는 용어에 사용되는 ‘내러티브’는 이야기(story)를 만들어내
고자 하는 인간의 사고 작용을 의미한다. 서사론에서 스토리(story)가 하나의 사
51) 맥락화(contextualization)는 특정한 텍스트를 읽으면서 독자가 텍스트의 의미를 실현하
기 위해 의도적으로 텍스트의 소통 맥락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중 일부를 부각시키
는 것이다.
김미혜, 『비평을 통한 시 읽기 교육』, 태학사, 2009, pp.59~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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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과 다른 사건을 연관시키고 거기에 시간적인 흐름을 부여한 것52)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해 구성하고자 하는 이야기(story)는 사건 대신
이미지를 그 질료로 삼아 이미지 간 생략된 관계를 복원하고 시간적 흐름에 따라
연결하거나 시간성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한 시 교육의 구조

이 단계는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관계 맥락을 내러티브적 사고
의 활성화를 통해 질서화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독자는 시가 본질적으로 화자
의 발화라는 점, 세계에 대한 인간의 내면세계를 형상화한 장르라는 점을 감안하
여 특정 이미지가 화자가 전체 텍스트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와 어떤 의도적 관
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추론해 나가야 한다.
이때 이미지는 내러티브적 사고를 구체적으로 시 읽기에 적용하기 위한 질료이
자 최소 단위로 기능하게 된다. 토도로프(Todorov)에 의하면 이야기의 최소 단위
는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 서사물의 최소단위라고 밝힌 모티프(motif)53)에 해당
하는

서사명제이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는

명제와

명제들의

결합인

연쇄

(sequence)로 이루어진다.54) 이를 이미지 내러티브에 적용한다면 모티프 혹은 서
사명제에 해당되는 의미구성의 최소 단위를 ‘이미지’로 볼 수 있으며, 독자는 이미
지와 이미지를 나열하고 재배치하는 재구성 과정을 거쳐 독자적인 의미맥락, 즉
시퀀스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독자가 생성한 개별 이미지는 대개 정서적
반응을 유도하거나 느낌이나 분위기에 대한 인식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개별 이
미지는 정서적 반응과 밀착 관계를 형성하면서 내러티브의 구성소가 된다. 즉, [개
52) 김민수, 『이야기, 가장 인간적인 소통의 형식 : 소설의 이해』, 거름, 2002, p.34.
53)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에 의하면 작품의 주제 요소를 환원시키면 더 이상 환원이 불가능
한 가장 작은 요소와 마주치게 된다. 가령 “저녁이 되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노파를 죽
인다” “영웅이 죽는다” 등의 환원 불가능한 이러한 주제 요소를 모티프라 한다. 그리고 서
로 관련된 모티프들은 작품의 주제를 연결하는 띠를 형성한다. 이미지와 모티프는 각각
전자는 확실하고 가시적이며, 후자는 불확실하고 비가시적인 특성을 가진다는 차이가 있
으나 내러티브 구성의 과정에서 ‘최소한의 질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점에 보다 방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Victor Shklovsky 외, 문학과 사회연구소 역, Russian formalist criticism,『러시아 형식주
의 문학이론』, 청하, 1989, pp.104~105 참조.
54) 석경징, 『서술이론과 문학비평』,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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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이미지+정서, 느낌(정의적 반응)]이 기본적인 내러티브 구성단위가 된다.
그런데 이미지 내러티브의 질료로서의 이미지는 그 성질에 따라 두 가지로 구
분된다. 채트먼(Chatman)은 스토리의 구성 성분을 ‘사건들(events)’과 ‘존재자들
(existents)’로 크게 나눈 바 있다. 사건들이 전적으로 시간의 사슬 안에 속해 있
다면, 존재자들은 상대적으로 시간 논리에 엄격하게 묶여 있지 않다. 사건들과 존
재자들이라는 구분은 과정(process)과 정태(stasis), 또는 동사(Do/Happen)와 형
용사(Is)의 구분에 상응하는 것이기도 하다.55)
이를 시 읽기에 적용해 보면 시 텍스트를 구성하는 이미지들 또한 ‘사건들’과
‘존재자들’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구분된다. 전자가 우세한 경우 이미지가 서사적
단초로 기능할 수 있으며, 텍스트를 지배하는 시간적 흐름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텍스트 안에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 서술시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미지를 배열한 시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이미지가 ‘존재자들’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시 텍스트는 사건의 전개나
그에 따른 변화를 다루기보다는 특정 장면을 묘사하거나 인물의 정서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텍스트는 시간 논리에 엄격하게 묶여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데, 내러티브를 구성하고자 하는 독자는 시 읽기 과정에서 개별 이미지들에 시간
성을 ‘부여’하거나 혹은 특정 이미지가 함축하고 있는 시간성을 ‘재구’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시 텍스트 내의 이미지의 존재 방식 및 이미지의 성격에
따라 이미지 내러티브의 적용 방식은 달라지게 된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텍스트 내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미지 내러티브
의 방법을 두 가지로 상정해 볼 수 있다. 독자는 시 텍스트에 직조되어 있는 이미
지의 배열 양상에 의거하여 개별 이미지들의 관계맥락을 이야기로 구성하는데, 이
는 크게 텍스트를 지배하는 시간성에 의거하는 경우와 독자가 스스로 시간성을 부
여하거나 재구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전자를 ‘텍스트 맥락을 토
대로 한 이미지의 연결’로, 후자를 ‘상상적 추론을 통한 내러티브의 형성’으로 지칭
55) 박진, 「채트먼의 서사이론 : 서사시학의 새로운 영역」, 『현대소설연구』, 한국현대소
설학회, 2003, pp.362~363.
제랄드 프랭스(Gerald Prince)도 마찬가지로 사건(event)을 상태적(stative)인 것과 행
동적(active)인 것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Gerald Prince, Narratology : the form and function of narrative, 최상규 역, 『서사학
-서사물의 형식과 기능』, 문학과지성사, 1988,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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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미지 내러티브는 텍스트 내적 차원의 의미 구성의 단계에만 한정된다
고 할 수는 없다. 이미지를 생성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주체인 독자의 고유한 지평
이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과정에 개입하기 때문이다. 독자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생
성한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지평에 형성되어 있는 이미지를 활성화, 체험하게 된
다. 두 가지 차원의 이미지는 서로 결합하여 보다 확장된 내러티브적 맥락을 구성
하는데, 본고는 이를 ‘이미지기억을 통한 내러티브의 확장’으로 보고자 한다.

① 텍스트 맥락을 토대로 한 이미지의 연결
텍스트를 지배하는 맥락에 시간성이 두드러지고 이미지가 ‘사건들(events)’의
성질에 가까울 경우 독자는 시간적인 연관성(temporal relation)을 의식하여 이미
지들을 맥락화하거나 재구성한다. 사건이 시간적인 연관성을 확보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서사의 구성 원리이다.
텍스트의 맥락을 토대로 이미지를 연결하여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먼저 이미지를 발생의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 즉 순행
적으로 제시된 이미지들을 연대기적으로 배열하여 맥락화하는 것이 있으며, 다음
으로 연대기적 일탈 혹은 변조(Anachrony)된 형태로 제시된 이미지들을 재구성하
는 방식이 있다.
먼저 순행적으로 제시된 이미지를 맥락화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리몬 케넌
(Rimmon-Kenan)에

의하면

이러한

방식은

사건의

결합

원리

중

‘연결

(enchaining)’56)에 해당된다. 이는 시간을 단순한 연속체로 의미화하는 것으로, 한
사건이 또 다른 사건 다음에 일어날 때 그 사건들이 일직선적인 연대기적 관계 내
에서 스토리의 통합체를 따라서 분배되는 것을 뜻한다. 모든 스토리는 어느 정도
사건들을 연결시키고, 그 결과 시간성(temporality)의 최소 시퀀스를 생성하게 된
다.57)
56) 리몬 케넌은 사건의 결합 원리로 연쇄(enchainment), 삽입(embedding), 연합(joining)을
언급한 바 있다.
Shlomith Rimmon-Kenan, Narrative fiction, 최상규 역, 『소설의 시학』, 예림기획,
1999, pp.47~48.
57) Steven Cohan & Linda M. Shires, A theoretical analysis of narrative fiction, 임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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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텍스트 안에서 생성된 이미지들의 연대기적 시퀀스를 재구성하는 일은 독자
의 상상력을 요구한다. 많은 시 텍스트는 이질적인 이미지들을 병치시키거나 의도
적으로 의미를 왜곡시킴으로써 연대기적 관계를 은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자에게는 이미지들 간의 인과성 및 논리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연대기적 시퀀
스를 메타적으로 구축하려는 시도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독자는 시어를 통해
생성한 이미지 간의 논리적 관계성을 탐구하고, 특정 맥락에 놓인 이미지의 의미
를 추론함으로써 개연성(probability)58)을 확보하게 된다.
대부분의 독자들이 시를 읽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의식 속에
파편화되어 있는 이미지들의 내적 맥락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미지간의 논리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시 읽기에서 중요한 지점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이미지들이 연대기적 일탈 혹은 시간 변조의 형태로 제시되는 경우가
있다. 연대기적 일탈이란 스토리(story)의 배치와 파블라(fabula)의 연대기적 순서
의 차이를 의미한다. 서사론에 의하면 스토리가 순차(ordering)의 결과물이라면,
파블라는 상상력의 산물이다.59) 시간 변조의 형태로 제시되는 사건은 과거나 미래
중에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회상, 두 번째는 예견의 형태가 있다. 과거 장면으로의
순간적인 전환을 뜻하는 ‘플래시백’과 이야기 도중에 미래의 어떤 장면을 삽입하는
‘플래시포워드’가 이러한 시간 변조 현상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다.60)
시 텍스트 중에는 종종 시간적 질서를 교란시키는 이미지들이 개입됨으로써 텍
스트의 자연스러운 맥락 형성이 방해되는 경우가 있다. 독자는 이때 이미지들의
시간적 관계를 메타적으로 인식하고 재구성함으로써 내러티브를 구성할 수 있다.
의도적으로 변조된 형태로 배치되어 있는 이미지들의 관계를 의식하고, 이를 바탕
으로 시적 허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역, 『이야기하기의 이론 – 소설과 영화의 문화 기호학』, 한나래, 1997, p.89.
58) 토도로프에 의하면 개연성, 다른 말로 ‘핍진성’은 작품이 그 자신의 법칙이 아닌 현실에
일치된다고 우리를 확신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 텍스트의 법칙에 의해 가장되었으
면서도, 현실에 대한 언급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가면을 뜻한다.
Tzvetan Todorov, Poétique de la prose, 신동욱 역, 『산문의 시학』, 문예출판사,
1992, p.98.
59) 스토리(story)는 이야기의 순재료에, 파블라(fabula)는 이야기를 인공적인 방식으로 재
배열한 플롯(plot)에 해당된다.
최예정, 김성룡 공저, 『스토리텔링과 내러티브』, 글누림, 2005, p.65.
60) Mieke Bal, Narratology :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narrative, 한용환 외 역, 『서
사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99, pp.9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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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상적 추론을 통한 내러티브의 형성
시는 소설과 달리 개인의 순간적인 정서를 다루는 만큼, 텍스트의 표면에 시간
성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때 독자는 제시된 시적 상황으로부
터 앞뒤 맥락을 유추하여 시간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독자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이미지 간에 시간적 흐름을 부여함으로써 ‘그럴듯한’ 상황을 스스로 구성하는 것이
다. 이는 독자가 상상적 추론을 통해 제시된 이미지에 대해 존재 이유를 부여하고
인과 관계를 생성해 가는 행위라는 점에서 능동적 성격을 띤다.
이러한 유형에 해당되는 시 읽기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먼저 장면이나
시적 상황을 구성하고 있는 몇 개의 이미지들에 독자가 시간성을 부여하는 경우이
다. 리쾨르(Ricoeur)에 의하면 인간의 삶 속에서 파편화된 사태들은 처음-중간끝이 있는 서사라는 형식 속에 의미화 됨으로써 통일성이 부여되는데, 이야기의
시간적인 통합은 서사주체에 의한 ‘줄거리 만들기’ 혹은 ‘플롯 구성하기’(la mise
en intrigue, emplotment)와 같은 구성 행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61) 이때 구성
되는 이야기는 리쾨르에 의해 “이질적인 것의 종합”(synthèse de l’hétérogène)으
로 정의되며, 줄거리를 꾸민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관계를 설정하
는 것이다. 사건들의 무질서한 연쇄를 모종의 관계로 이해하면서 질서와 화음을
부여하고 삶과 역사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다.62) 독자는 시 텍스트
에 정지된 장면의 형태로 머물러 있는 이미지들에 과거 – 현재 – 미래라는 시간성
을 부여하여 내러티브를 구성함으로써 통일된 시적 허구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방식의 시 읽기는 앞서 언급한 연결(enchaining)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이미 텍스트를 지배하고 있는 시간성에 근거하여 연대기적으로 맥락화
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시간적 관계를 독자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스스로 ‘부여’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독자의 능동적 참여가 더욱 요구된다.
다음으로 시간성이 압축되어 있는 이미지를 토대로 이야기를 재구(再構)하는 방
식이 있다. 텍스트의 이미지들이 ‘존재자들’, 즉 상태를 제시하는 경우에 가까워 시
61) 임경순, 『국어교육학과 서사교육론』, 한국문화사, 2003, pp.43~44.
62) 김한식, 「폴 리쾨르의 이야기 해석학」, 『국어국문학』Vol.146, 국어국문학회, 2007,
p.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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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성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독자는 텍스트에서 시간의 역사를 담지하고
있는 특정 이미지에 주목하여 이야기를 재구해낼 수 있다. 시에서 의미나 정서 혹
은 관념을 응축적으로 드러내는 매개는 이미지이다. 시는 짧은 분량 안에 과거, 현
재, 미래의 시간을 압축하기 때문에 낱낱의 단어가 역사의 무게를 지니기도 하고,
사건이 이미지로 요약되기도 한다.63) 독자는 이미지에 축적된 역사를 상상적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텍스트에 인과적 질서를 첨가하게 된다.
이처럼 독자는 텍스트의 이미지들에 토대로 상상적 추론을 하여 내러티브적 맥
락을 구성하며, 특정 이미지에 존재 이유를 부여하게 된다. 시 텍스트에서 지배적
시간성이 감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간성을 압축하고 있는 이미지를 질료로 하
여 내러티브를 구성할 때 텍스트에 내재된 이야기의 심층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64) 이로써 시 텍스트에 제시된 장면은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 관
계와 흐름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가진 장면이 된다.

③ 이미지 기억을 통한 내러티브의 확장
이미지 기억을 통한 내러티브의 확장 단계는 이미지와 텍스트 외부를 연결하는
것으로 독자와 텍스트가 만나는 지점에 주목한다. 독자는 백지 상태의 존재가 아
니며, 나름대로의 경험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텍스트를 접하게 된다. 텍
스트가 생성하는 자극은 독자의 이미지 기억을 의식적 차원으로 끌어 올리게 되
며, 이는 텍스트의 이미지와 결합하여 해석에 다시 적용된다. 이러한 과정은 텍스
트 내부에서 생성된 이미지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독자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결
합하여 재질서화 한다는 점에서 내러티브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을 구조화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63) 노철, 「시의 요소로서 ‘이야기’의 기능과 구조」, 『국제어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국
제어문학회, 2008, p.81.
64) 노철은 이야기를 통해 묘사, 서술이 이루어진다고 보며, 시 텍스트에 겉으로 드러난 언
술이 일관된 스토리를 이루지 않더라도 심층에는 욕망의 스토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노철,「현대시에서 ‘이야기’의 층위와 ‘이야기시’의 형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Vol.42, 2009, pp.85~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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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읽고 독자가 생성한 이미지는 텍스트 내적 차원에서 의미망을 형성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는다. 이미지는 독자의 내면을 깊게 파고들어 이미 독자의 의식
속에 생성되어 있던 이미지 기억을 자극하고 활성화시킨다. 이때 이미지 기억이란,
독자가 삶의 경험 속에서 이미지의 형태로 축적해온 기억을 의미한다.
독자는 텍스트를 접하고 자신의 지평과 텍스트의 지평을 융합하게 되는데, 이때
이미지 기억은 독자의 지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다. 이처럼 이미지 기억의 동
원 단계는 텍스트에 드러난 이미지나 그것을 바탕으로 형성된 맥락이 독자의 경험
과 맞물리는 지점을 모색한 후, 내러티브 사고를 통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단계
를 의미한다. 이는 시 읽기를 통한 다양한 체험이 텍스트의 차원을 넘어 독자의
의식 내지 경험과의 연계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기억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이미지와 같은 물질적인 요소, 대개는 물질
적인 요소에 감각이 매개되어 이루어지곤 한다. 즉 물질성과 감각성이 결합하여
시공간을 뛰어넘게 하는 현상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현상 하에서는 기억주체 안에
쌓인 수많은 감각들과 인상들이 서로 중첩되고 연쇄되어 하나의 시공간에 고착됨
없이 다채로운 대상들을 활발히 불러내곤 한다.65) 시 읽기에서 독자가 생성하는
이미지는 매개적 기능을 담당하면서 독자의 의식 속에 축적된 이미지 기억을 활성
화시킨다. 이는 이미지를 매개로 텍스트의 안과 밖을 연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지 기억은 과거의 생생한 이미지가 약화되어 나타난 것, 혹은 과거
있었던 사실의 충실한 재현이라기보다는 과거와 그 과거를 회상하는 현재의 의식
의 결합으로 그 자체를 하나의 창조행위로 볼 수 있다.66) 독자가 이미지 기억을
동원하여 새로운 내러티브적 맥락을 구성해 나간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65) 지주현, 『백석 시와 서술적 서정성』, 푸른사상, 2013, p.111.
66) 유평근, 앞의 책, pp.39~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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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텍스트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수동적 주체가 아닌 자신의 기억을 텍스
트와 연계하여 의미를 재구성해 나가는 능동적인 주체라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이처럼 독자는 이미지 형태로 저장된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을 조화67)시
키거나 이미지 기억을 동원하여 텍스트의 이야기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
다. 이는 텍스트 내의 이미지가 독자의 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미지 기억을
자극하여 상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확장적 내러티브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한 시 교육의 의의
(1) 시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시 읽기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한 시 교육이 그간 이루어졌던 인지적 시 읽기와 다른 점
은 시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이전에 이미지 자체의 체험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이
다. 독자가 시 감상의 진정한 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시적 체험을 경험해
야 하며, 이는 주지하였듯이 독자가 직접 ‘이미지’를 느끼고 맛보는 체험이 있어야
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독자는 이미지 자체로부터 파생되는 정서나 느낌을 체
험해 봄으로써 보다 생생하며 감각적인 시 읽기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시적 체험의 과정에서 이미지는 독자에게 정서적 감흥을 유발한다. 이미지는 의
미를 담아내거나 대상을 표상하는 기능을 넘어서 시적 정서를 구체적 형상으로 응
축해서 드러낸다. 따라서 이미지 자체를 떠올리고 체험하는 것은 시 텍스트를 관
류하는 정서를 감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내포된 의미를 해독(decoding)
하는 것에 머무르는 인지적 시 읽기가 아닌, 느낌과 감정, 정서와 같은 정의적 사
고를 포함하는 시 읽기를 지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엘리엇에 의하면 시를 읽은 독자의 ‘마음의 눈’에는 가지가지의 영상이 일어나
며, 그 다음으로는 마음의 동요가 일어난다. 이 경험은 큰 갈래와 작은 갈래로 갈
라지는데, 전자는 지적인 흐름이며 후자는 정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흐름이다.68)
67) Robert H. Mckim, Thinking Visually, 김이환 역, 『시각적 사고』, 평민사, 1995,
p.133.
68) 이창배, 『T.S.엘리엇 문학비평』, 동국대학교출판부, 1999, p.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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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읽기에서 독자가 가지는 경험의 종류는 텍스트에 형상화된 세계를 ‘아는
것’과 동시에 ‘느끼는 것’이며, 후자는 경험의 큰 갈래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시 읽기에서 이미지를 중심에 놓는 것은 시 텍스트 자체
에 대한 체험을 우선시하고 ‘느끼는 것’에도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 또한 국어교육에서는 인지적 사고력의 측면에 치우진 교육 내용의
구성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가 있어 왔고 정의적 사고를 포괄하는 교육 내용에 대
한 요구가 제기되어 왔는데, 시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시 읽기는 인지적 사고와
정의적 사고69)를 아우르는 지점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도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다.

(2) 이미지 기반의 내러티브 구성능력 신장

독자들이 시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유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에는 성
공하지만 전체 이미지에 비추어 개별 이미지를 조직화하는 것에 실패하는 데 있
다. 특히 시 텍스트의 장르적 특성상 이미지의 의미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 잠재적 의미 관계를 이해하고 맥락을 구성해 나가는 것은 독자의 몫이 된다.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한 시 교육은 이미지를 의미 구성의 기반으로 삼아 통일
성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의 시 읽기를 지향한다. 텍스트 내의 이미지의
직조 방식에 따라 내러티브적 맥락을 부여함으로써 독자는 파편화된 상태에 머물
러 있던 이미지의 관계를 질서화하는 구성 능력을 기르게 된다.
롤랑 바르트는 문학에서 글 쓰는 자 외에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고전비평의 관점을 비판하며 ‘저자의 죽음’과 동시에 ‘독자의 탄생’을 말한 바 있
다.70) 이는 텍스트를 궁극적인 작품으로 완성시키는 것은 창작주체보다는 독자이
며, 독자가 또 다른 저자가 되어 텍스트를 변형하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야 한
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해 독자는 이미지의 관계성을
69) 인지 중심적 사고가 개념과 같은 상징을 매개로 하는 추상적 논리적 과정이라면, 정의
중심적 사고는 상상의 체험(virtual experience)을 통한 사고이다. 텍스트의 이해에서 인
지 중심적 사고와 정의 중심적 사고는 모두 관련되며 두 사고는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상승작용을 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이삼형 외, 『국어교육학과 사고』, 도서출판 역락, 2007, pp.50~54 참조.
70) Roland Barthes, Le Plaisir du texet, 김희영 역, 『텍스트의 즐거움』, 동문선, 1997,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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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고 맥락을 복원함으로써 작가와 대등한 의미 생산의 주체가 된다.
또한 이미지를 통해 이야기를 만드는 방식의 시 읽기는 그간 시 교육에서 이루
어진 ‘구체화’ 방식을 넘어서는 ‘구성행위(Kompositionsakt)’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미지의 상징적 의미를 풀어내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지들을 연결하여 통
일성을 갖춘 시적 허구를 창조해 간다는 면에서 구성행위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독자에 의해 구성된 내러티브는 최초의 독서 단계에서 생성된 이미지들이 전체
텍스트의 의미망 속에서 유의미한 관계성을 확보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 최초의
독서에서 의미 파악이 불가능했던 이미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것이다. 즉, 내
러티브의 구성이 개별 이미지의 의미 이해에 기여하며, 이로써 시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이해와 공감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독자는 이미지 내러티브의 방법을 통해 시를 읽음으로써 이미지의 의미를 이해
함과 동시에 시적 허구를 창조하는 생산적 주체의 위치에 서게 된다. 이를 통해
파편화된 이미지들의 관계를 메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시의 의미 관계를 거
시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기를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내러티브의 구성 능력의 신
장이 시를 읽고 즐기는 능력과 연계되는 지점이다.

(3) 독자 중심의 상상적 사고 추동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한 시 교육은 두 가지 측면에서 독자의 상상적 사고를 증
진시킨다. 먼저 독자가 문학 텍스트를 읽고 이미지들을 생성하고 변형하는 과정에
서 독자의 능동적 참여와 상상력이 요구된다. 바슐라르는 회화 이미지와 문학 이
미지를 구분하며, 문학 이미지는 상상력의 표출 그 자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회화
이미지의 경우에는 물리적인 실현이 필연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므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나, 문학 이미지는 상상력의 도약에 어떤 물리
적 장애가 없는 상상력의 직접적인 산물71)이라는 것이다.
이미지에 가치를 부여하거나 변형하는 과정에서도 독자의 상상력은 활성화된다.
개별 독자에 따라 동일한 시어를 대했을 때 생성하는 이미지나 체험의 결과가 달
라지는 것 또한 문학 이미지가 수용되는 과정에서 독자의 상상력이 개입한다는 사
71) 곽광수, 앞의 책, pp. 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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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방증한다. 이처럼 독자는 시어를 통해 이미지를 생성하고 변형하는 과정 속
에서 능동적으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한편 독자가 생성한 이미지들을 연결하는 과정에도 상상력이 요구된다. 이미지
에 내러티브적 맥락을 부여하는 과정에서도 독자는 이미지의 존재 이유에 대해 의
문을 가지거나 전후 관계를 추론하는 등 상상행위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이미
지를 연결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데 이르는 과정에서 ‘내러티브적 상상력(narrative
imagination)’이 요구되는 것이다.
브루너는 내러티브의 주체가 자아와 세계에 대한 인식, 태도 등에 근거하여 자
신만의 새로운 세계를 창조(self-generated discovery)한다72)고 주장한다. 이는
독자가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해 구성하게 되는 의미의 세계가 단순히 텍스트 내에
그려진 세계를 ‘재현’하는 수준을 넘어선다는 것을 의미하며, 독자의 창조적인 ‘재
구성’ 단계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다음 면담을 통해 얻은 학습 독자의
답변을 통해 이미지 내러티브의 방식이 독자의 상상적 사고를 추동하는 데 기여하
는 바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E – 개인 – 3]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상상해 보는 것이 무조건 선생님이 하는 말만 받아들이는
것보다 좋아요. 선생님이 하는 말에만 한정을 두면 우리의 생각이 없고 시의 관점
이 동일하게 되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미지를 통해 한 편의 이야기를 만드는 방
식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항상 선생님이 내용풀이 해주기를 기다리기만 했는데,
내가 직접 해보니 자유로운 느낌이 들고 직접 참여하는 기분이 들어요.

문학 교육에서 상상력의 중요성은 익히 강조되어 왔다. 문학작품의 이해와 감
상 과정에서 독자 요인이야말로 중요하며, 작품을 독자가 읽어내는 과정에서 작가
가 만들어낸 텍스트라는 공간과는 별도의 영역이 마련된다는 이유에서이다. 하지
만 시 교육에서 학습 독자들은 문학 작품을 귀납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기존의 평
가를 연역적으로 확인하려는 경향이 많았다.73)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해 시를 읽는
72) 이흔정, 「브루너의 내러티브 사고양식과 교육」, 『교육문제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문
제연구소, 2004, p.84.
73) 윤여탁, 『시 교육론-시의 소통구조와 감상』, 태학사, 2010, p.1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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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는 스스로 작품의 이미지를 체험하고 질서화 함으로써 새로운 시적 세계를 구
성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작가에 버금가는 상상력을 요한다고 할 수 있다.

(4) 경험의 연계 및 재적용을 통한 인식의 확대

시적 언어로부터 생성되는 이미지는 독자로 하여금 읽기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
즉 이미지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의식을 자극한다. 이때 독자는 텍스트의 이미
지와 관련되는 경험을 상기하고 그것을 다시 텍스트 해석에 적용함으로써 자신이
구축할 수 있는 시적 세계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내러티브적 의미 구성의 질료로 이미지를 상정하고 있다. 그런데 생
성되는 이미지는 텍스트를 근간으로 삼지만, 그것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주체가
독자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독자의 의식 영역이 의미 구성에 개입될 가능성을 주
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독자는 텍스트의 이미지를 자신의 고유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며, 이미지 내러티브의 과정에 독자의 경험을 개입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한 시 읽기가 단순히 텍스트 내적 맥락을 형성하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독자와의 유의미한 결합관계를 형성하며 확
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텍스트의 이미지가 독자의 의식에 자
리 잡고 있는 경험을 자극하고, 독자는 자신의 경험을 다시 텍스트 해석에 적용함
으로써 순환적이고 확장적인 구도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도를 시 읽기에 적용함으로써 독자는 텍스트를 자신과의
유의미한 관계 속에서 이해하게 된다. 이는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심리적 간극을
좁히는 데 기여한다. 해석자는 어떤 텍스트를 이해할 때 언제나 이해되는 텍스트
를 해석자 자신이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에 적용해서 이해하게 된다74)는 가다머
(Gadamer)의 논의는 이미지 내러티브의 과정에 관여하는 독자의 경험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74) Hans-Georg Gadamer, 임홍배 역, 앞의 책, 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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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한 시 이해의 양상

이 장에서는 전문 독자와 학습 독자가 이미지 내러티브를 적용하여 시 읽기를
수행하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본고는 독자가 텍스트를 접하면서 생성한 이미지
를 질료로 삼아 의미를 구축하는 양상을 총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이미지 내러
티브의 절차를 개략적으로 상정하여 학습 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하에서는 과정에 따른 학습 독자들의 수행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미지 내러티브를 시 이해에 교육적으로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된
다.1)

①
전체
이미지의
표상

②
→

개별
이미지의
생성

③
→

이미지의
관계화

④
→

이미지
내러티브의
표현

앞 장에서 언급했듯 “이미지 내러티브”는 학습 독자가 시 텍스트를 접하고 전체
이미지를 표상하는 1차 독서에서 출발하여, 2차 독서와 3차 독서로 이어지는 반복
적인 독서 과정 속에서 개별 이미지들을 생성하고 그것들을 구조화하게 된다. 이
는 시 텍스트의 의미가 반복되는 읽기의 과정 속에서 보다 구체화되고 심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본 연구는 먼저 텍스트를 접하면서 독자가 전체 이미지와 개별 이미지를 생성
하는 양상을 살피고, 그 이미지에 대한 체험이 이미지 내러티브의 질료가 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Ⅱ장에서 텍스트 내 이미지의 직조 방식에 따라 이미
지 내러티브를 적용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논구한 것을 토대로 하여, 텍스
트 내에 시간성이 강하게 감지되는 텍스트와 미미하게 감지되거나 감지되지 않는
텍스트로 구분하여 이미지 내러티브의 수행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그리고 텍스트
내적 맥락을 구축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독자가 이미지와 연계된 자신의 이미지 기

1) 단, 실제 시 읽기 과정에서 제시된 개별 단계들은 연대적(連帶的)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논의의 편의를 위해 도식적으로 구분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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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을 활용하여 텍스트의 맥락을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또한 학
습 독자가 이미지 내러티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장애 요소를 주시하고
그 원인을 살핌으로써 교육적 설계를 위한 방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1. 이미지의 활성화 및 체험
(1) 전체 이미지의 표상

시 텍스트는 상징성과 함축성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시적 의미는 의도적으로
은폐되어 있거나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시어는 독립적 의미를 가지기
도 하나, 대개 다른 시어와의 의미 관계를 기반으로 치밀하게 직조되어 있다. 따라
서 독자가 1차 독서에서 완벽한 의미 구성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텍스
트를 반복해서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축적된 읽기 경험을 통해 의미를 구성해 나간
다. 1차 독서에서 독자는 시어의 세세한 의미나 이미지를 떠올리려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표상함으로써 추후 시 읽기의 기반을 마련한다.
가다머에 의하면 텍스트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텍스트에서 최초의 의미가
드러나는 순간부터 텍스트 전체의 의미를 미리 염두해 두게 된다. 더 나아가 그런
의미가 드러나는 것도 텍스트를 특정한 의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읽어나갈 때에
만 비로소 가능하다. 미리 기대치로 상정되는 의미는 당연히 계속 의미를 탐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수정되겠지만, 애초에 상정했던 의미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곧 텍스트에 대한 이해의 핵심이다.2) 따라서 이미지 내러티브의 과정
에서 독자가 생성하는 전체 이미지는 ‘기대’의 성격을 띠며, 추후 생성되는 여러
가지 개별 이미지와의 관계를 통해 수정되거나 보완된다.
다음은 전문 독자가 「윤사월」을 읽고 작성한 비평문으로, ㉠에는 텍스트를
읽고 생성한 전체 이미지가 드러나 있다. 독자는 ‘산 속의 풍경’과 ‘눈 먼 처녀’를
중심으로 한 이미지를 떠올림과 동시에 후자로부터 ‘표현할 길 없는 그리움’이라는
파생된 정서를 읽어 냄으로써 추후 시 읽기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2) Hans-Georg Gadamer, Wahrheit und Methode, 임홍배 역,『진리와 방법2』, 문학동네,
2012,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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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은 어떤 산 속의 풍경을 담담하게 노래하면서, 그 속에 눈 먼 처녀의 표현
할 길 없는 그리움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작품은 전반부(1,2연)과 후반부(3,4연)
로 나뉜다. 그림이나 사진에 비유한다면, 앞 부분은 화면을 크게 잡았고, 뒷 부분은
눈 먼 처녀의 모습을 또렷하게 확대하여 보여준다.3)

윤사월 산 속의 풍경과 눈 먼 처녀의 이미지가 두 축을 이루어 시상이 전개된
다는 사실 및 두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표현할 길 없는 그리움’이라는 정서를 이
해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시 텍스트 전체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은 개별
이미지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김남조의「겨울 바다」를 읽은 학습 독자들이 1차 독서의 단계에서 생성
한 텍스트의 전체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B-겨울-10]
㉠겨울 바람이 부는 찬 겨울 바다를 보는 사람이 서 있는 장면이 떠오르고 ㉡쓸
쓸하고 그립고 슬픈 분위기가 느껴진다.

[B-겨울-32]
매서운 바람이 부는 겨울 바다 앞에 우두커니 서서 바다를 바라보는 ㉢외로운 한
남자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B-겨울-10]과 [B-겨울-32]의 학습 독자가 공통적으로 떠올린 텍스트의 전
체 이미지는 ‘바람이 부는 겨울 바다를 바라보는 화자의 모습’이라는 시각적 이미
지이다. 텍스트를 전체적으로 읽어 내린 학습 독자가 시적 상황을 시각적 장면의
형태로 의식 속에 표상한 것이다. [B-겨울-10]의 학습 독자는 떠올린 이미지로
부터 ‘쓸쓸함’, ‘그리움’ ‘슬픔’이라는 파생된 정서를 결합시키고 있으며, [B-겨울
-32]의 학습 독자는 화자의 이미지에 ‘외로움’이라는 정서를 부가하여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김흥규, 『한국현대시를 찾아서』, 푸른나무, 2001, pp.24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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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독자는 1차 독서에서 텍스트를 읽고 전체 이미지를 표상하게 되는데,
이때 이미지는 느낌, 정서 등을 파생시키게 된다. 그리고 동일한 시어가 표상하는
이미지는 독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미지로부터 파생되는 느낌, 정
서가 부가되면서 독자는 텍스트를 읽어나가는 방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즉,
텍스트를 관류하는 정서와 전체 이미지를 파악함으로써 텍스트의 주제를 추측할
수 있으며 독자 나름대로의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또한 전체 이미지는 이후에 이루어지는 반복적인 독서 과정을 통해 수정되고 보
완되기도 하는 순환적인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즉 독자는 이후에 이루어지는 2차
독서와 3차 독서를 통해 텍스트의 전체 이미지에 비추어 개별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 의미나 파생되는 정서와의 결합을 시도한다. 또한 개별 이미지를 의미적으로
관계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표상한 전체 이미지 및 이미지로부터 설정된 가설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전체 이미지에 수정을 가할 수 있다.

(2) 개별 이미지의 생성

텍스트에 근거한 꼼꼼한 읽기(Close reading)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독자가 텍
스트 내부로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한다. 독자는 텍스트 전체에 대한 이미지
를 떠올린 후, 2차 독서의 단계에서 텍스트를 다시 한번 읽어나가며 시어 혹은 시
구, 연 등으로부터 개별 이미지를 생성한다. 개별 이미지를 생성함과 동시에 이루
어지는 이미지에 대한 충분한 체험은 이미지 내러티브의 기반이 된다. 이때, 이미
지 체험은 개별 이미지를 떠올린 후 이미지로부터 파생되는 정서나 느낌을 직접
체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서정주의 「영산홍(暎山紅」4)을 읽고 전문 독자
가 개별 이미지를 생성하고 체험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비평문이다.

‘영산홍 꽃잎에는 / 山이 어리고’, 영산홍은 진달래와 철쭉 사이의 색깔을 지니고
있지요, 5~6월에 핍니다. ‘산이 어린다’는 말은 산그늘이 다가온다는 말이겠지요. ㉠

4) 「영산홍」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영산홍 꽃 잎에는 / 山이 어리고 // 山자락에 낮잠 든 / 슬픈 小室宅 // 소실댁 툇마루에
/ 놓인 놋요강 // 山넘어 바다는 / 보름 살이 때 // 소금 발이 쓰려서 / 우는 갈매기 //
서정주, 『미당 시전집1』, 민음사, 1994, p.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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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홍 꽃잎’에 산그늘이 어리는데, 그 ‘산자락에 낮잠 든 / 슬픈 소실댁’이 있대요.
산그늘이 집 뒤뜰에까지 어리니까 돗자리라도 펴고 소실댁이 낮잠을 즐기고 있는 것
이겠지요. 누구의 소실댁일까? 소실댁이니까 논밭에 가서 일을 하지 않는 거지요. ㉡
첩으로서의 소실댁은 공공연하게 일하는 이미지가 아닌 숨어서 서방만을 기다리는
이미지, 일을 한다 해도 텃밭이나 가꾸는 이미지, 색기가 도는 이미지 등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의 ‘소실댁’은 ‘슬픈 소실댁’이고, ‘산자락에 낮잠’이나 청하는
‘소실댁’이어서 색기가 도는 이미지라기보다는 보통 사람의 소실댁, 그 어떤 불가피
한 사연이 있는 보통 사람의 소실댁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테안경 끼고 요
정집 툇마루를 삐까번쩍 지나다니는 사람의 ‘소실댁’은 아니겠지요. (중략) ‘소실댁
툇마루에 / 놓인 놋요강’, 이 대목이 이 시의 백미이지요, 절창도 보통 절창이 아니
지요, ‘놋요강’은 옛날엔 재산이었습니다. 시집갈 때 제일 먼저 준비해가는 물건이지
요. 사기요강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놋요강’을 소실댁은 짚새기 같은 걸로 정
성껏 닦아서 툇마루에 터억, 걸쳐놓은 것입니다. 이 ㉣‘놋요강’의 이미지는 설움의
이미지, 기다림의 이미지, 애절함의 이미지, 애잔함의 이미지 등 온갖 이미지가 담겨
있지요. 우리는 여기서 상상력을 발동시킵니다. ㉤‘소실댁’이 짚새기로 ‘놋요강’을 정
성껏 닦는 모습에서부터 이 ‘놋요강’을 ‘툇마루’에 걸쳐놓은 모습, 이 ‘놋요강’에 햇살
이라도 비치면 반짝이는 모습, 이 ‘놋요강’이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모습 등이
떠오르지요, ‘놋요강’은 사기요강과 같이 화려하지만 가볍고 날렵한 이미지, 그러면
서도 서러운 이미지가 있지요. ㉥‘놋요강’은 닦아놓을 때에만 빛이 나지 그러지 않으
면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는 줄 알아요? 이런 이미지가 ㉦‘소실댁’의 이미지, ‘영산홍’
의 이미지와 딱 맞아 떨어지지요. ‘소실댁’은 자기를 늘 가꿔야만 하는 이미지, 남자
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늘 절절매는 이미지, 자기의 처지에서 비롯된 자기연민이
가득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영산홍은 화려한 듯 하지만 서러운 이미지를 갖고
있지요. 그 색깔에서부터 생김새에 이르기까지가 말입니다. 이런 이미지들이 절묘하
게 맞아떨어지면서 ‘툇마루에 놓인 놋요강’을 살리는 거지요. (후략)5)

위 비평문은 전문 독자가 시어를 통해 개별 이미지를 떠올리고 의미적 연결을
시도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6) 먼저 전문 독자는 ㉠에서
5) 오봉옥, 앞의 책, pp.149~151.
6) 단, 비평문에서는 본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미지’ 개념과 이미지에 대한 ‘느낌, 정서, 분
위기’의 차원이 혼재되어 ‘이미지’라는 용어로 동일하게 서술되어 있으므로 그 분석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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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듯 시 텍스트를 읽고 가장 먼저 ‘영산홍’의 붉은 이미지와 소실댁이 산자
락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장면을 떠올린다. 이는 텍스트의 전체 이미지에 해당된
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소실댁’, ‘놋요강’ 등의 시어로부터 개별 이미지를 생성하고 체험함으로
써 의미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전문 독자는 ㉡에서처럼 ‘소실댁’이라는 시어
가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적 자장 안에서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있으나, ‘소실댁’
을 수식하고 있는 ‘슬픈’이라는 시어를 근거로 하여 다른 개별 이미지를 생성한다.
즉 ‘첩’으로서의 소실댁이라는 일반적 의미로부터 생성할 수 있는 ㉢과 같은 이미
지가 아닌, ‘산자락에 낮잠’이나 청하는 사연이 있는 표정을 하고 있는 소실댁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놋요강’에 대해서도 독자는 개별 이미지를 떠올리고 다양한 정서적
체험을 하고 있다. ㉣에는 소실댁이 깨끗하게 닦아 툇마루에 걸쳐 놓은 ‘놋요강’의
이미지로부터 파생되는 정서, 즉, ‘설움’, ‘기다림’, ‘애절함’, ‘애잔함’ 등이 언급되고
있다. 그리고 ㉤은 그러한 정서를 유발하는 ‘놋요강’의 시각적 이미지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독자는 놋요강이 닦아놓을 당시에는 깨끗하게 빛이 나
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빛을 잃고 초라해 보인다는 사실(㉥)에 비추어 놋요강
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정서를 결합시키고 있다.
나아가 독자는 ㉦에서 볼 수 있듯 ‘소실댁’의 이미지, ‘영산홍’의 이미지, ‘놋요
강’의 이미지의 의미적 연결을 도모한다. 겉은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한
스러운 사연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간다는 의미적 접점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독자가 떠올리는 개별 이미지 및 체험
의 결과물이 의미 구성의 기본 질료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자가 ㉦에서
의미적 접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각 시어로부터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느낌이나 정서를 파악했기 때문이다. 가령 ‘소실댁 툇마루에 / 놓인 놋요
강’이라는 시구를 이해하는 데 있어 단순히 놋요강이 놓여 있는 시각적 이미지만
을 떠올리는 것에 머무르고,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설움’이나 ‘기다림’과 같은 정
서를 읽어내지 못했다면 다른 시어들과의 의미적 접점을 확보하는 것에 실패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독자가 시 텍스트의 시어, 시구 등으로부터 떠올리는 개별
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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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및 그에 대한 체험은 [개별이미지+정서, 느낌(정의적 반응)]의 방식7)으로
서로 결합되며 내러티브 구성의 단위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습 독자가 개별 이미지를 생성한 결과를 감상문을 통해 살펴보았다.
개별 이미지의 생성 과정에 관해서는 시어나 시구, 연 단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
롭게 이미지를 발견하되, 상상력을 발휘해서 최대한 많은 이미지를 발견할 것을
권장하였다.「겨울 바다」를 읽고 학습 독자들이 생성한 개별 이미지들의 양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8)
[B-바다-15]
‘겨울 바다’는 차갑고 파란 이미지로, 다가가기 어려운 느낌이 든다. ‘보고 싶던 새
들은 죽고 없었네’는 싸늘하고 서늘한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어둡고 쓸쓸한 느낌이
다. ‘겨울 바다에 섰었네’는 화자가 추운 겨울날 바람을 이기며 서 있는 장면이 떠오
른다. ‘매운 해풍’은 세고 따가운 바람의 촉감이 떠오른다. 왠지 맞으면 아플 것 같
다. ‘수심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는 웅장한 이미지로, 기둥의 깊이가 굉장히 깊
을 것 같고, 하늘을 가리키며 상승하는 듯한 이미지이기도 하다. ‘불’은 뜨거운 이미
지로 열정적인 느낌이 든다.

[B-겨울-17]
‘겨울 바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차가운 바람이 부는 바다의 이미지를 떠오르
게 하며, 고독한 분위기를 만든다. ‘보고 싶던 새들은 죽고 없었네’라는 구절은 노을
이 져 빨간 하늘을 배경으로 아무것도 없는 이미지로, 외로움과 슬픔을 느끼게 한다.
‘뜨거운 기도’에서 무릎 꿇고 어두운 곳에서 울며 기도하는 화자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데 여기에서 간절함이 느껴진다. ‘불’은 활활 타오르는 이미지로, 희망과 따
뜻함을 뜻하는 것 같다. ‘물’이 이루고 있는 ‘기둥’은 왠지 모르게 듬직한 이미지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준다.

7) 결합의 구조가 실제 내러티브 구성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어
나타날 수 있다.
8) 학습 독자들은 ‘웅장한 이미지’와 같이 느낌과 이미지를 결합하여 서술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본고에서는 이를 이미지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정서, 느낌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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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겨울-32]
‘겨울 바다’라는 시어는 차가운 이미지로 생명의 기운이 사라진 느낌이다. 그리고
1연에서 겨울 바다에 화자 말고는 아무도 없는 장면이 떠오르고, 외롭고 쓸쓸한 기
분이 든다. 보고 싶던 새들은 죽고 없었다는 데서 두려움마저 느껴진다. ‘매운 해풍’
은 날카로운 이미지로 따끔따끔하게 찌르는 느낌이다. 그리고 3연은 신비로운 이미
지로 뜨거운 느낌이 들며, 4연은 차분한 이미지가 느껴진다. 그리고 6연에서는 숭고
한 이미지로, 열정적이고 밝은 분위기가 느껴지며, 8연은 물이 기둥을 이루고 있는
장면이 연상되면서 웅장한 이미지가 떠오른다.

제시된 세 개의 인용문을 살펴보면 동일한 시 텍스트를 읽고 학습 독자들이 각
각 생성한 이미지나 파생되는 정서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B겨울-17] [B-겨울-32]의 학습 독자는 ‘겨울 바다’라는 시어에 대해 차가운 이미
지를 연상하여 각각 ‘고독한 분위기’나 ‘생명의 기운이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을 느
끼는가 하면, [B-겨울-15]에서는 마찬가지로 차가운 이미지를 떠올림과 동시에
‘파란’ 시각적 이미지를 떠올림으로써 ‘다가가기 어려운 느낌’, 즉 두려움의 정서를
느끼고 있다. 이처럼 동일한 텍스트를 접한 학습 독자가 각기 떠올리는 이미지는
다를 수 있으며, 이미지를 통해 파생되는 정서나 분위기도 개별 독자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수심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구절에 대해서는 세 학습 독자들은 모두
바다에 물기둥이 솟아오르는 시각적 이미지를 연상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동일
한 이미지에 대해 학습 독자가 느낀 정서 내지 부여한 가치는 다르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습 독자가 이미지와 이미지에 대한 느낌을 결합하여 서술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B-겨울-32]는 ‘웅장한 이미지’를 떠올리는가 하면 [B-겨울-17]은
‘듬직한 이미지’를 떠올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준다’고 하여 그동안 시 텍스트
를 지배하던 과거 지향적 시선을 돌려 미래로 향하게 하였다. 또한 [B-바다-15]
는 물기둥의 웅장한 이미지를 떠올리면서도 그 깊이와 하늘을 향한 무한한 상승성
을 발견하고 있어 앞의 두 학습 독자와는 다른 여가작용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학습 독자들은 텍스트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되, 자신이 구축하고자
하는 의미 맥락에 따라 다른 가치를 부여하였다.
다음으로 학습 독자들이 시 텍스트에서 어떠한 개별 이미지를 생성해 냈는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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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볼 수 있다. 학습 독자가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주목한 텍스트의 요소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B-겨울-15]

[B-겨울-17]

[B-겨울-32]

① 1연 – 시어 ‘겨울 바다’
② 1연 – 시구 ‘보고 싶던
새들은 죽고 없었네’
③ 1연 – 시구 ‘겨울 바다
에 섰었네’
④ 2연 – 시어 ‘매운 해풍’
⑤ 3연 - ‘불’
⑥ 8연 – 시구 ‘수심 속에

① 1연 – 시어 ‘겨울 바다’
② 1연 - ‘보고 싶던 새들
은 죽고 없었네’
③ 3연 ‘불’
④ 6연 ‘뜨거운 기도’
⑤ 8연 ‘물’ ‘기둥

① 1연 -시어 ‘겨울 바다’
② 1연 전체
③ 2연 – 시어 ‘매운 해풍’
④ 3연 전체
⑤ 4연 전체
⑥ 6연 전체
⑦ 8연 전체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세 명의 학습 독자 중 누구도 ‘미지의 새’의 이미
지에 주목한 이가 없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1연 전체의 이미지, 즉 화자가 새들조
차 죽고 없어진 겨울 바다를 바라보는 장면의 이미지와 그 이미지를 관류하는 정
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의 이미지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새’의 이
미지를 떠올리고 그에 대한 충분한 체험이 이루어질 때 ‘새’의 상실과 ‘겨울 바다’
의 이미지가 발산하는 쓸쓸한 정서를 연계시킬 수 있다.
또한 [B-겨울-15]에서 학습 독자는 1연에서 충분히 개별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는 것에 반해, 나머지 시어나 시구, 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양상을 보인다.
「겨울 바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황량하고 쓸쓸하게 펼쳐진 ‘겨울 바다’가 표상
하는 이미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에 대한 화자의 인식, ‘물’과 ‘불’의
이미지, ‘기도’의 행위를 통해 화자의 인식이 변화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
하다. 하지만 학습 독자는 시 텍스트 내에서 화자의 인식이 변화되는 과정에 기여
하는 여타의 이미지들에 주목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학습 독자가 개별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
에서 의미 파악이나 이미지 연상이 용이한 시의 부분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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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구체적으로 연상이 용이한 지각 이미지의 생성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만,
‘기도’나 ‘시간’과 같은 관념 이미지에 대한 탐구는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텍스트의 의미 구성에 요구되는 이미지
가 누락되거나 특정 이미지의 체험 비중이 낮아지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수 있
다. 개별 이미지의 생성과 체험의 결과물이 내러티브의 구성단위로 기능한다는 사
실을 고려할 때, 특정 이미지가 이유 없이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 개별 이미지의
생성은 이미지 내러티브의 결과물이 막연한 인상의 나열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보다 세부적으로 행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습 독자가 텍스트의 전
체 이미지에 비추어 시어, 시구, 행, 연 전체를 자세히 살피고 텍스트의 맥락 구성
에 기여할 만한 이미지를 배제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적 처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이미지의 내러티브적 질서화
(1) 지배적 시간성에 근거한 맥락화

시 텍스트 자체에 시간성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 독자들은 이미지들을 순행적으
로 배열하거나 재구성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시간적 변화의 흐름을 축으로 삼아
이미지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전후 맥락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시적 상황에 대
한 정보나 인물의 행위, 정서를 추론하려는 상상력이 동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시 텍스트에 드러나는 시간성은 크게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이미지가 배열되어
있는 것과 이미지가 변조된 형태로 배치되어 있어 독자에 의한 시간적 재구성을
요하는 것이 있다. 전자의 경우 독자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며 텍스트의 상황을
이해하거나 정서를 체험하며, 후자의 경우 독자는 의식 속에서 이미지를 재배치함
으로써 시간적 질서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① 순행적 이미지의 맥락화
시 텍스트 내부에 이미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배열되어 있는 경우, 독자들은
텍스트에 제시된 순서를 골격으로 삼아 이미지들을 생성하고 연결하려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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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즉, 생성한 이미지들의 순서를 바꾸어 재배열하거나 재구성하기보다는 시
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된 이미지들 사이에 생략된 맥락을 복원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의식하여 변화의 전후 관계 혹은 인과
관계를 이해하기도 하였다.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에 대한 다음 비평문에서는 이미지를 순행적으로 맥
락화하여 내러티브적 의미를 구성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9)

나비는 끝없이 펼쳐진 청무우밭이 익숙하다. 푸르고 넓게 펼쳐진 ①바다는 ②청
무우밭의 이미지와 유사하다. 나비는 바다를 청무우밭으로 오인하고 바다로 내려
앉았다가 겨우 빠져 나온다. ③나비의 물에 절은 날개와 지쳐 돌아온 ④공주의 이
미지는 어리고 연약하며 애처로운 느낌을 준다. ‘바다’는 ‘나비’가 처음 접하는 새
로운 세계이며 그래서 낯설다. 그러나 그것이 극단적이고 치명적인 ‘공포’를 불러
일으키는 배타적인 공간인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새로운 세계는 동경의 세계
일 수도 있으며 호기심과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공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비’
가 지쳐 돌아온 연유는 ‘바다’ 그 자체가 극단적인 공포를 주었다기보다는 ‘꽃이
피지 않아’서, 곧 꽃을 찾지 못해서이다. 나비는 ⑤‘꽃’을 찾아 떠난 것이다. (중
략)
청무우밭은 아직 꽃 필 시기가 아니고, 그래서 찾아간 바다는 ‘꽃’이 없다. 나비
는 바다로 내려가 본 후에야 ‘꽃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그래서 서글픈 것이
다. 청무우밭과 바다, 그리고 ⑥새파란 초승달의 이미지는 푸르고 푸르다. 푸른 빛
은 ‘서글픈’ 심정과 관계가 있다. (중략) 나비 허리에 비스듬히 걸린 ‘초승달’을
‘시리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서글픈’ 이미지와 조응한다.
앞의 연들과 관련지어 생각하면, 삼월이어서 꽃이 아직 피지 않았고, 나비는
‘꽃’을 찾아 바다를 찾는다. ‘꽃’이란 무엇일까. 나비에게는 ‘꽃’이 문제인 것이다.
그것이 ‘청무우밭’이든 ‘바다’이든 ‘꽃’을 찾으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꽃’은
나비에게는 ‘가치 있는 것, 본질적인 것, 궁극적인 것’의 의미를 가진다. 이를 ‘존
재의 탐구’라 부르든 ‘삶의 의미’의 탐색이라 부르든 마찬가지일 것이다. 나비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이 ‘꽃’을 찾지 못했기에 나비는 지쳐서 돌아온다. ‘나비의 허리
9) 전문 독자의 글은 완성된 비평문의 형태를 띠므로, 이미지 내러티브의 ‘과정’이 표면적으
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전문 독자가 시 텍스트를 읽고 이미지를 생성, 변형하
고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은 비평문의 문장을 분석함으로써 파악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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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리다’는 것은 ‘서글픈 것’이다. 그 서글픔은 정면으로, 직선으로 걸린 초승달
의 이미지에서보다는 ‘가는’ ‘서리’에 위태롭게 걸린 초승달의 이미지에서 보다 선
명하게 드러난다.10)

위 비평문을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한 시 읽기의 결과물이라고 보았을 때, 전문
독자가 시를 읽고 생성했을 개별 이미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바다 - 푸르고 넓게 펼쳐진 바다의 이미지 - 새로운 세계에 해당됨.
② 청무우밭 - ‘바다’와 유사한 빛깔의 이미지
③ 나비 – 날개가 물에 절은 채 돌아온 나비의 이미지
④ 공주 – 가녀린 공주의 이미지 - 연약하고 애처로운 느낌을 줌.
⑤ 꽃 – 아름답게 핀 꽃의 이미지 – 가치 있는 것, 본질적인 것, 궁극적인 것
⑥ 새파란 초승달 – 푸른 초승달의 이미지 - 서글픈 심정을 유발함.

전문 독자는 ‘푸르고 넓게 펼쳐’져 있다는 사실에서 ①과 ②의 유사성을 찾아내
고 중심 이미지에 해당되는 ‘나비’(③)가 ‘바다’로 향하게 되는 이유를 추론한다.
이때 ‘바다’(①)가 ‘나비’가 접하는 새로운 세계라는 점에 주목하며 ‘공포’의 대상이
아닌 호기심과 기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힌다. 이는 전문 독자가 떠
올린 바다의 푸른 이미지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정서가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나
기대에 가깝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전문 독자가 떠올린 바다에 대한 이미지 및 정
서는 ‘나비’가 돌아온 이유에 대해서도 기존의 해석11)과 다르게 접근하게 해 준다.
‘나비’가 ‘바다’에서 돌아온 것은 바다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찾고자 하던 ‘꽃’(⑤)이
없어서라는 것이다. ‘꽃’의 부재(不在)는 텍스트를 관류하는 ‘서글픔’이라는 정서를
유발하며, ‘새파란 초승달’(⑥)에서도 서글픔을 읽어내는 계기가 된다. 이처럼 전문
독자는 시어로부터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 이미지에서 파생되는 정서를 체험함으로
10) 조영복, 「시 텍스트의 해석과 시 교육-김기림의 「바다와 나비」에 대한 해석 문제를
중심으로」, 『어문논총』Vol.43, 한국문학언어학회, 2005, pp.310~311.
11) 수심을 모르고 현해탄을 건너다가도 어린 날개가 지치면 포기하고 되돌아올 수 있는 존
재로 ‘나비’를 보는 관점에서 볼 때 ‘바다’는 나비를 지치게 만드는 두려움의 대상이다.
김윤식, 「정지용과 김기림의 작품 세계」,『근대시와 인식』, 시와 시학사, 1991,
pp.3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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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다른 이미지와의 의미적 연결을 찾아낼 만한 계기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전문 독자는 나아가서 이미지들의 의미적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서 나아
가 텍스트를 지배하고 있는 시간의 흐름에 의거하여 이미지들을 배열하고 맥락화
하였다. 이는 이미지의 구조화 단계에서 나아가 이미지를 연결하여 이야기를 구성
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전문 독자가 이미지를 순행적으로 맥락화한 과정을 구조
화 시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나비(③)가 바
다(①)를

‘청무

우밭’(②)으로 오
인하고 내려감
나비의 시도

‘바다’에서

‘공주’(④)처

‘새파란 초승

⇒ ‘꽃’(⑤)을 발견

⇒ 럼 지쳐서 돌

⇒ 달’(⑥)을 뒤로

하지 못함

아옴

귀환의 계기

한 나비의 모습

나비의 귀환

귀환한
현재의 모습

중심 이미지에 해당되는 ‘나비’가 ‘바다’로 향했다가 다시 육지로 귀환하는 계기
와 과정을 텍스트를 지배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미지를 배치하고 맥락화 함으
로써 설명해 내고 있는 것이다. 시어나 시구, 행, 연 등으로부터 개별 이미지를 떠
올리고 이미지의 느낌이나 정서를 체험하는 것, 그리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다른
이미지들과의 연결 지점을 찾고 통일성을 갖춘 한 편의 이야기를 구성해 내는 것
은 시 텍스트의 의미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성해낼 수 있게 해 준다.
반면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에 대한 학습 독자의 감상문을 살펴보자. 이미지
를 기반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구성해 볼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 독자
의 감상문에서는 시간적 흐름을 고려한 연결이 이루어지기보다는 각 개별 이미지
에 대한 의미나 정서만 드러나 있어 파편화의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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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바다와 나비 – 2]
쓰러질 듯이 연약한 날개짓을 하는 흰 나비에게서 서글픔이 느껴진다. 나비는 바다
가 위험한지도 모르고 청무우밭이 푸르스름해서 바다와 같은 것으로 본다. 바다는
나비를 더 약하게 만드는 존재이다. 점점 지쳐가는 나비는 바다에도 꽃이 피기를 바
라고 있지만 3월은 아직 춥고 식물들이 생명력을 찾기에는 어려워 나비는 서글프다.
바다에 비친 초생달의 모습은 나비를 더욱 서글프게 만든다.

위 학습 독자가 이미지 내러티브의 과정에 따라 이미지를 생성하고 연결하는 과
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학습 독자가 최초의 독서에서 시를 읽고 머리 속에 그
린 전체 이미지는 ‘나비가 파란 바다가 무밭인 줄 알고 내려가는데 물에 젖어 돌
아오는 장면’이었다. 그가 텍스트 내부로 진입하여 떠올린 개별 이미지와 그로부터
파생된 느낌이나 정서는 다음과 같다.

① 흰 나비 – 날아가다가 쓰러질 듯한 연약함.
② 청무우밭(바다) – 푸르고 생동감 넘치는 이미지로 나비를 약하게 만드는 존재인
것 같다.
③ 삼월달 – 춥고, 새학기를 시작함. 조용하고 생명력이 아직 없는 느낌이다.
④ 초생달 – 차갑고 비정한 느낌이다.

학습 독자는 ①～④에 해당되는 이미지들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각 이미지의
의미를 밝혀내는 데는 성공하였다. 학습 독자는 ①에서 작고 하얀 나비의 이미지
를 떠올림으로써 ‘연약’하다는 인상을 받은 반면, 푸르게 펼쳐진 ‘바다’(②)의 이미
지를 통해서는 생동감을 느낀다. ‘강’과 ‘약’의 대비를 통해 학습 독자가 규정한 ‘바
다’는 위험한 존재이며, 나비를 약하게 만드는 존재가 된다. 즉 ‘바다’의 경우 ①과
②의 이미지 대비를 통해 나비를 약하게 만드는 존재로서의 강하고 위협적인 이미
지가 부각된다. 이는 앞서 살펴본 전문 독자의 접근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개별 이미지인 ③과 ④는 바다에 다가갔다가 돌아오는 나비의 이미지와의 관련
속에서 설명된다. ‘삼월달’(③)은 나비의 소망을 이룰 수 없는 불모의 환경으로 이
해되며, 바다에 비친 ‘초생달’(④)의 이미지는 나비의 좌절을 강조하는 성질의 것
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개별 이미지들을 관계화하는 과정에서 그것들이 공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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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비의 ‘서글픈’ 정서를 지향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를 통해 학습 독자가 이
미지간의 관계를 통해 대략적인 시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도달했다는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학습 독자는 텍스트를 지배하고 있는 시간성을 의식하지 않고 정지된
상태로서 이미지들의 이해에 접근한 나머지, 나비의 시도와 귀환이라는 ‘여정’을
읽어내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을 이야기로 구성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한 의미 구성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즉, 개별 이미지들
의 연결 고리를 찾아내는 데는 성공하고 있으나 시간적 흐름을 고려하여 이들을
배열하고 맥락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시 텍스트에 내재된 이야기
의 심층 구조를 놓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 텍스트 자체를 지배하고 있는 시간
성이 발견될 경우 학습 독자가 시간성에 의거하여 이미지의 관계를 설명하고 변화
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교육적 처방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겨울 바다」에 대한 전문 독자의 비평문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미지의 맥락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시적 화자는 미지의 ‘새’를 보기 위해 겨울 바다에 간 사람이다. 추위 속에서도
생명을 잉태하는 계절인 ‘겨울’은 김남조의 시에서 ‘모성’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겨울뿐만 아니라 바다 또한 여성과 모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한 ‘바다로 나아가는 것’을 강력한 어머니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킬 필
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하나의 상징체계라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새
는 새로운 삶의 원천에 대한 자유로움의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상징 의미
에 근거할 때 시적 화자는 새들의 죽음을 보면서 ‘모성’의 죽음을 떠올리고 눈물을
흘린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화자는 그 자리에서 빨간 노을이 밀물의 물 위에
서 불붙어 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눈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은 불을 만나 다시 물이
되는 순환을 체득한다. 서로 대립되는 불과 물이 만나 출렁이면서 새로운 힘이 시간
속에서 발현되는 동력을 발견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또한 시적 화자 스스로를 깨우치게 하는 것은 언제나 ‘시간’임을 깨닫게 되는데, 이
시간은 시적 화자를 슬프고 허무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
로에게 남은 날이 적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는 ‘견딤’ 그리고 ‘극복’의 실체이다. “남
은 날이 적다는 것”은 유한한 인간의 한계와 죽음을 깨닫게 한다. 시간만이 자신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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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는 것으로 슬픔을 치유할 수 있다는 “시간이 약이다”라는 전래 의식과 상통한
다. 또한 자신도 다가올 죽음을 생각하면서 남은 날이 적지만 더욱 뜨겁게 생을 살아
야겠다는 긍정적 인식이기도 하다.
4연에서 시적 화자는 새로이 눈뜬 시간관념으로 기도를 올린다. “기도를 끝낸 다
음 /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는 절대자인 신을
향한 간구이다. 기도로 정화(淨化)된 시적 화자는 바다의 수심 속에 ‘인고의 물’이
기둥을 이루고 있음을 보는데, 이 수심 속의 물기둥은 시적 화자에게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힘을 갖게 된다.12)

위 비평문에서 미지의 새를 보기 위해 겨울 바다에 간 화자의 모습을 떠올리는
㉠은 시에 대한 전문 독자의 ‘전체 이미지’에 해당된다. 이후로 개별 이미지에 대
한 탐구가 이루어지는데,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시어와 의미를 정리해 보면 다음
과 같다.

① 겨울 - 추위 속에서도 생명을 잉태하는 겨울 - ‘모성’과 연결됨.
② 바다 - ‘모성’과 연결됨.
③ 바다로 나아가는 것 - 강력한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서 자신을 해방시킴.
④ 새 -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새의 이미지 - 자유로움
⑤ 새들의 죽음 - 모성의 죽음
⑥ 빨간 노을이 밀물의 물 위에서 불붙어 타고 있는 장면 – 순환성 및 깨달음의
인식
⑦ 시간 - 견딤과 극복의 실체, 유한한 인간의 한계와 죽음을 깨닫게 함. 남은
날이 적지만 더욱 뜨겁게 생을 살아야겠다는 긍정적 인식을 가능케 함.
⑧ 기도 - 신에 대한 간구. 정화
⑨ 인고의 물, 기둥 - 화자에게 새로운 힘을 갖게 함.

앞 절에서 「겨울 바다」를 읽고 학습 독자가 떠올린 개별 이미지들의 양상을
살핀 바 있다. 이때 대부분의 학습 독자가 ‘겨울 바다’라는 시어에 결합시킨 정서
는 ‘외로움’ ‘쓸쓸함’ 등이었다. 그러나 전문 독자의 경우 ‘겨울’을 추위 속에서도
12) 정영애, 「김남조 시의 변모 양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p.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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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잉태한다고 보고 있으며, ‘바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어 외로움
이나 쓸쓸함이라는 단일한 감정보다는 ‘포근함’과 같은 또 다른 정서를 부가하여
복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개별 독자에 따라 ‘이미지’에 정
서를 결합하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뿐 아니라 의미화 역시 다른 방향으로도 이
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겨울 바다」의 경우 시 텍스트 자체에 시간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데, 전문 독자는 개별 이미지들을 텍스트에 제시된 시간적 흐름에 따라 배열하고
그것을 맥락화 한다. ①에서부터 ⑨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순행적으로 배열하고 그
의미적 연결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①～⑤는 화자가 ‘보고 싶던 새’들이 죽고
없어진 ‘겨울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시적 장면에 해당된다. 그리고 ‘허무의 불 물
이랑 위에 / 붙어 있었네’라는 구절에서 떠올린 이미지에 해당되는 ⑥은 전문 독자
가 이를 통해 순환성을 깨닫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인 정서와 결합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된다.
‘시간’(⑦)은 구체적 실체를 파악할 수 없는 대상으로 지각 이미지의 범주에서
벗어난다. 즉, 추상적 인식을 요구하는 관념 이미지에 해당된다. ‘시간’은 ‘흐른다’
는 속성을 가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인간에게 적용될 때에는 ‘유한성’의 의미가 부
가된다. 전문 독자는 ‘시간’이라는 시어를 ‘남은 날은 적지만’이라는 시구와 연결하
여 ‘뜨겁게 생을 살아야겠다는 긍정적 인식’으로 받아들인다. 이는 ‘시간’이라는 시
어로부터 떠오르는 이미지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정서가 긍정적 지향임을 뜻한다.
‘기도’(⑧) 또한 절대자에게 대한 간구의 행위로서 그 자체가 가시적인 이미지
는 아니다. ‘기도’의 이미지는 그 대상이 ‘신’이라는 사실과 결합하여 ‘정화’의 의미
를 띠게 되고, 이는 ‘기도’의 이미지로부터 파생되는 정서가 상황에 대한 절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희구(希求)에 가깝다는 것을
알 게 한다. 한편 ‘인고의 물이 / 수심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라는 구절에서
독자가 떠올린 ⑨의 이미지는 ‘새로운 힘을 갖게 된다’는 서술에서 알 수 있듯 화
자의 인식이 전환된 상태를 의미한다.
전문 독자는 제시된 상황에서부터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는 일련의 과정을 텍스
트의 이미지들을 순행적으로 맥락화함으로써 파악하고 있으며, 그 연결 과정을 개
연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시 텍스트에 내재된 이야기의 심층 구조를 효과적으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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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내고 있다. 이 과정을 구조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②
③
④
⑤
제시된 상황

⇒

⑥

⇒

인식전환의
최초 계기

⑦
⑧

⇒

인식전환의
과정

⑨

인식 전환의
결과

이처럼 텍스트 내의 이미지를 위와 같이 순행적으로 맥락화 하여 내러티브를
구성할 때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육지의 끝이자 바다의 시작인 바닷가에서 대립
과 갈등을 겪고 마침내 상황을 긍정하는 극복의 플롯”13)이라는 텍스트 내부의 이
야기의 심층 구조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이루어진 시 해석이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규명하는 데 천착했다면, 이미지를 내러티브로 구성함으로
써 개별 이미지가 전체 텍스트의 의미세계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가 혹은 텍스
트 내 다른 이미지와 어떠한 의미적 연결 지점을 가지는가를 알 수 있게 된다. 이
로써 독자의 의식 속에 산재되어 있던 이미지들은 ‘흐름’의 형태로 통일성을 가지
게 된다. 다음으로「겨울 바다」에 대한 학습 독자의 감상문을 살펴보도록 한다.

[B-겨울-19]
시한부의 인생을 선고받은 화자는 죽을 날을 얼마 안 남기고 겨울 바다에 가 보
았다. 도착한 겨울 바다에는 아무것도 없이 쓸쓸하고 외로움만 남아 있었다. 화자는
그것을 보며, 자신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자신의 마음 속에서 물과 불이 함
께 뒤엉키는 것을 느꼈다. 그 느낌을 받은 화자는 불의 뜨거움과 차가운 물의 감정
을 느끼며 다시 한번 자신의 열정을 확인하게 되고, 물과 불이 뒤엉켜 있던 것이 해
소되면서 화자의 속으로 남은 인생을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한다. 또한 화자는 처음
엔 그저 황량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기만 했던 바다에서 드디어 자신이 깨우친
열정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겨울 바다에서 위로 솟구치는 물줄기를 보며 자신의 남은
인생을 여태껏 살아왔던 날보다 더 열심히 살아 보겠다고 다짐한다.
13) 김재홍, 『한국 현대시의 사적 탐구』, 일지사, 1998, p.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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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해 시를 읽어내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본 조사의 과정에
서 학습 독자가 생성한 개별 이미지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① 겨울 바다에 서 있는 화자의 쓸쓸한 이미지
② 황량한 겨울 바다의 이미지
③ 뜨겁고 열정적인 불의 이미지
④ 차갑고 냉정한 물의 이미지
⑤ 솟구치는 물줄기의 상승하는 이미지

학습 독자는 ①에서 느낀 화자의 쓸쓸함이 ⑤의 상승하는 물줄기를 보며 열심
히 살아 보겠다는 삶의 의지로 전환되는 과정을 위에 제시된 이미지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 독자가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는 과정을 이미지의 논리적 관계를 바탕으로 개연성 있게 구성해내
는 것에 비해, 학습 독자는 ㉠에서 알 수 있듯 ‘물’과 ‘불’의 긴장이 극적으로 해소
되는 것만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즉,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는 과정을 ③과 ④를 동원하여 설명하는 부분에서 논리적인 비약이
일어나 해석의 개연성을 상실하고 있다. ‘불의 뜨거움’과 ‘차가운 물의 감정’이 어
떻게 화자가 ‘자신의 열정을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지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물’과 ‘불’의 대립적 이미지의 긴장이
해소되는 것뿐 아니라, ‘시간’에 대한 인식이나 ‘기도’를 통한 절대자의 지향이라는
행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해
개별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독자가 임의대로 생략하거나 배제한 추상 이미
지들이 내러티브의 구성 과정에서도 탈락됨으로써 개연성이 결여되는 결과가 나타
났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이처럼 학습 독자는 시 텍스트에 이미지가 순행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경우 그
것을 맥락화하여 시적 허구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하지만 맥락화의 과정에
서 의미를 조밀하게 구성해내지 못하고 논리적 비약을 함으로써 ‘개연성’의 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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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학습 독자로 하여금 이미지들의 관계성을 파
악하고 맥락을 구축할 때 해석의 개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처방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미지 내러티브의 결과물이 오독으로 이어지는 것
을 방지하고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② 변조된 이미지의 재구성

시인은 드러내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기 위해 이미지의 시간적 흐름에 변조
(Anachrony)를 가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변조란, 텍스트 내에서 이미지가 과거로
부터 현재 혹은 미래로 진행되는 시간적 흐름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미지가 ‘과거→현재→미래’의 흐름에 맞추어 직조된 것이 아니라, ‘과거←현재’
(회상)의 방식과 같이 연대기적 흐름에서 일탈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미지가 직조된 텍스트를 읽을 때 독자는 변조된 이미지에 맥
락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이미지간의 인과관계를 이야기로 재생산함으로써 형상화
된 시적 세계를 이해하게 된다. 즉, 독자는 변조된 이미지를 독서 과정에서 의식적
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내러티브적 맥락을 구축하는 것이다.
가령 백석의 「여승」의 경우 현재의 시점에서부터 출발하여 과거로 돌아가
사건을 순차적으로 그려낸다는 점에서 시간 구성의 역전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시적 긴장과 탄력의 증가에 기여하는 일종의 ‘낯설게 하기’로, 시간 구성의 역전성
을 순차적으로 바로잡으면 ‘2-3-4-1’연의 구성으로 전개될 것14)이다. 즉, 시 텍
스트 내의 이미지 배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현재
를 기점으로 하여 과거의 사건을 조망하는 변조된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때 독자는 텍스트의 이미지들을 시간적으로 재구성하여 내적 맥락을 구축해
나간다. 그리고 이미지의 선후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개연성을 갖춘 시적 허구를
구성하게 된다.
다음은 「여승」에 대한 전문 독자의 비평문이다.

14) 지주현, 앞의 책, p.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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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은 우연히 만난 여승이 합장을 하고 절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독자인
우리들은 이 장면에 호기심을 갖게 된다. 그 여승에게서 풋풋한 가지취의 냄새가 난
다고 하니 호기심은 더욱 강화된다. 가지취의 냄새에서 연상되는 바, 그윽하고 정갈
하게 생각했던 그 여승의 얼굴은 뜻밖에도 매우 쓸쓸해 보이고 오랜 세월의 여파가
스쳐간 것처럼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다. (중략) ㉠여승의 내력은 그 다음 연에서
비교적 소상히 피력된다. ㉡아주 오래 전 평안도 금광 부근을 지날 때 거리에서 옥
수수를 팔던 파리한 여인이 있었다. 그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는데 여인은 어린 딸
아이가 보채자 그 아이를 때리며 스스로 참담한 생각이 들어서인지 “가을밤같이 차
게 울었”던 것이다. 그들의 가혹한 운명을 스스로 방기하듯 차갑게 울던 그 비탄 어
린 장면을 화자는 기억하고 있다. ㉢그 다음의 3연과 4연은 여승에게 들은 파란의
사연일 것이다. 여인의 남편은 꿀을 찾아 다니는 벌처럼 어디론가 나가 십 년이 지
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금점판에 나가 옥수수 행상을 한 것은 금광촌에 사람들이 많
이 오가고 돈이 유통되는 곳이어서 행상하기에 적합했기 때문이지 남편을 찾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만일 남편이 금광으로 갔다면 남편을 찾아 금점판을 전전했
다든가 하는 어구가 들어갔을 터인데 화자는 그냥 “지아비 기다려 십년이갔다”고만
말했다. 결국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딸아이는 세상을 떠났다. 어린 딸의 죽음을 직접
말하지 않고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갔다”고 한 데서 어린 생명의 죽음에 대한
처연한 슬픔을 삭이려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모든 것을 잃은 여인은 속세의 인연
을 끊고 입산하여 여승이 된 것이다.(후략)15)

위 비평문을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한 시 읽기의 결과물이라고 보았을 때, 전문
독자가 시를 읽고 생성했을 개별 이미지를 추론해 볼 수 있다.

①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 합장하고 절을 하는 여승의 이미지
②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 풋풋한 가지취의 후각적 이미지 – 그윽하고 정갈
한 느낌
③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 깊은 주름이 새겨진 여승의 이미지 – 쓸쓸한 느낌
④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 거리에서 옥수수를 팔던 파리한
여인의 이미지

15) 이숭원, 『백석을 만나다-백석시 전편 해설』, 태학사, 2008, pp.14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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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여인은 나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 보채는 딸아이의
울음 소리와 여인이 우는 장면의 이미지, 서늘함의 이미지
⑥ ‘섶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이 갔다’ - 여승의 지아비가 꿀을 찾아
다니는 벌처럼 어디론가 떠나는 장면
⑦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 돌무덤에 핀 도라지꽃의 이
미지
⑧ ‘산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여인이 속세의 연을 끊고 여승이 되는 장면의 이미지

전문 독자가 생성한 ①~③의 이미지는 현재와 가장 가까운 시점의 개별 이미지
들이라 할 수 있다. 합장하고 절을 하는 여승의 이미지, 가지취의 내음새가 연상케
하는 그윽하고 정갈한 느낌, 뜻밖에도 깊은 주름이 새겨진 여인의 얼굴에서 쓸쓸
한 느낌을 받게 됨으로써 1연의 이미지가 생성되고 독자의 시적 상황에 대한 이해
또한 이루어진 것이다.
④~⑦까지는 현재의 시점이 과거로 전환되어 이미지가 제시되어 있다. 전문 독
자는 거리에서 옥수수를 팔던 파리한 여인의 이미지(④), 그리고 보채는 딸아이를
때리며 우는 여인의 이미지가 ‘가을밤’의 서늘한 이미지(⑤)와 연계되어 여승의 가
혹한 운명을 강조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여인의 남편이 꿀을 찾아다니는 ‘섶벌’의 이미지에 비유(⑥)된 것이 지아
비를 잃고 홀로 남겨진 여인의 외로움과 슬픔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본다.
또한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는 시구로부터 돌무덤에 핀 도라지꽃의 이
미지를 생성(⑦)하고 어린 딸의 죽음을 떠올린다. 마지막으로 전문 독자는 ⑧에서
와 같이 여인이 속세의 인연을 끊고 여승이 되는 장면의 시각적 이미지를 생성하
는데, 이때의 이미지는 현재와 시간적으로 가깝다.
텍스트 내부의 시간의 흐름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가까운 시점에 해당되는 개별
이미지들은 ①②③⑧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의 사연을 풀어내는 개별 이미
지들은 ④⑤⑥⑦에 해당된다. ①-②-③-④-⑤-⑥-⑦-⑧의 순서로 직조되어 있
는 이미지들을 시간의 흐름대로 순차적으로 배열하면 ④-⑤-⑥-⑦-⑧-①-②③이 될 것이다.
시를 읽는 독자들이 개별 이미지들을 연결하여 내러티브를 구성할 때 텍스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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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으로부터 시간의 흐름을 읽어내는 일은 필수적이다. 전문 독자의 경우, 시간의
흐름을 메타적으로 인식한 후 이미지를 재구성하여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
독자는 1연에 제시된 여승의 얼굴에서 세월의 흐름을 간파함으로써 제시된 상황
이 현재에 가깝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2연부터 여승의 내력이 소상히
서술된다는 것(㉠), ‘아주 오래전(㉡)’이라는 비평문의 구절로 보아 텍스트의 상황
이 과거 시점에 해당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3,4연이 여승
에게 들은 파란의 사연이라고 추측(㉢)함으로써 이 부분이 여승이 겪은 과거의 체
험의 서술이라는 것 또한 인지하고 있다. 독자는 이와 같이 텍스트에 제시된 시간
이 변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흐름을 메타적으로 인식함으로써 텍스트
의 이미지들을 내러티브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독자는 이처럼 변조되어
있는 이미지들에 시간적 질서를 재부여하고 내러티브를 구성함으로써 시 텍스트
전체의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정지용의 「향수」를 읽고 학습 독자가 작성한 이야기 형식의 감상문이
다. 이 작품은 화자가 현재의 시점에서 유년시절, 성인이 되어 가정을 이룬 모습
등 과거의 영역에 해당되는 시절의 고향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는 구조로 이루어
져 있다. 화자는 지금 고향을 떠나 타향에 머물고 있는 외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아내까지 있는 성인으로 제시되어 있다. 고향을 떠난 성인의 처지에서 자신
의 고향을 회상하면서 그리워하는 것이 바로 이 작품의 세계이다.16) 즉, ‘과거→현
재’라는 시간의 순차적 흐름이 아닌, ‘현재→과거’의 방향으로 이미지가 배치되어
있으며, 각 연은 과거 고향의 모습을 삽화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
다. 학습 독자가 시를 읽고 떠올린 전체 이미지와 개별 이미지를 살펴보자.

[E-향수-2]
전체 이미지 :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고향에 와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상상하면서
그리워하고 되돌아가고 싶어 하는 장면이 떠오른다.

16) 박노균, 「정지용의 시작품 분석 - 「향수」와 「유리창1」」, 『개신어문연구』Vol.19,
개신어문학회, 2002, p.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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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이미지 :
① 논밭의 풍경과 냇가를 배경으로 소가 있는 풍경
② 아버지가 방 안에서 졸고 계시는 모습
③ 어린 시절 풀숲에서 놀고 있는 화자의 모습
④ 누이가 밭일을 돕는 모습
⑤ 가족끼리 오순도순 모여 얘기를 나누는 모습

학습 독자는 후렴구를 제외하고 각 연 별로 개별 이미지를 생성하였다. 그리고
화자가 회상하고 있는 고향의 모습에 따라 주로 ‘장면’에 해당되는 시각적 이미지
를 떠올리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2연의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와 같이 청각
적 이미지가 시각적 이미지로 전이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지 않았다. 이는 학습 독자가 구체적인 형상으로서 지각이 가능한 이미지들의
생성에 있어서는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으나, 두 개 이상의 이미지의 전이가 이
루어질 경우 그것을 생성 과정에서 배제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음은 학습 독자가 생성한 개별 이미지들을 텍스트를 지배하고 있는 시간적 흐
름을 고려하여 구조화하고 내러티브를 구성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감상
문이다.

[E-향수-2]
㉠나는 지금 할아버지이다. 나는 지금 어린시절에 살던 고향에 와 있다. 내가 어릴
때 살던 고향은 소도 키우고 냇가도 있고 논과 밭이 많은 곳이다. 어린 시절 아버지
는 밭에서 일하고 오셔서 너무 피곤해 하셨는데, 어릴 때 봤던 아버지는 듬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한없이 작은 아버지였던 것 같다. ㉡어린시절에 나는 친구들
이랑 밭에서 놀고 부메랑 날린 것을 찾으러 풀숲에 가곤 했다. ㉢나는 나보다 어린
동생과 같이 어머니 밭일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저녁에는 초가집에서 호롱불을 켜
고 가족끼리 오순도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잘 준비를 했다. 나는 이 고향에 와서 내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리워하고 있다.

㉠에서 알 수 있듯 학습 독자는 시 텍스트 내의 이미지가 ‘과거→현재’라는 순
차적 구성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 즉 변조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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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현재의 화자가 지난날의 고향을 회상하는 시적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
이다. 그리고 과거 회상이라는 시간 구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되, 생성한 개
별 이미지들을 연결하여 내러티브를 구성해 내고 있다.
그러나 학습 독자가 회상하고 있는 시간이 유년 시절에만 머물러 있을 뿐 아니
라, 유년 시절의 시점을 중심으로 나머지 이미지들이 포섭되고 있어 문제가 된다.
즉, 텍스트 내에는 고향을 떠올리는 현재, 성인이 된 화자가 아내와 함께하던 시
절, 유년 시절의 이미지가 시간적으로 혼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메
타적으로 인식하여 재구성하기보다는 어린 시절의 시선으로 나머지 이미지들을 포
섭하여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향수」가 담고 있는 시간성을 ‘시제’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분석해 보면, ‘유년
시절’이라는 고정된 시점으로만 이미지가 배열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
다. 가령 첫 연의 ‘회돌아 나가고’ ‘울음을 우는 곳’, 셋째 연의 ‘말을 달리고’ ‘돋아
고이시는 곳’, 아홉째 연의 ‘발을 옮기고’ ‘돌아 앉어 도란도란거리는 곳’은 현재시
제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황소가 ‘게으른 울음을 울’거
나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리고’ 아버지가 ‘짚벼개를 돋아고이시’며, 초라한 지붕들
이 ‘불빛에 돌아 앉어 도란도란거리는’ 것은 현재 행위나 상태만은 아니다. 이것은
과거에 이미 있었고 현재에도 존재할 수 있는 연속성을 가지고 화자의 기억 속에
서 재생되어 현실처럼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다섯째 연의 ‘휘적시든 곳’,
일곱째 연에서 ‘이삭줏든 곳’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연의 시제는 ‘-든’(현재 맞춤
법은 ‘-던’)으로 과거시제로 되어 있다. 즉, 이 부분은 과거 회상이다. 이 과거 행
위의 부분에서 다섯째 연은 화자의 유년기 추억이고, 일곱째 연은 누이와 아내의
행위에 얽힌 추억이다.17) 다시 말해, 「향수」는 현재의 시점에서 떠올리는 과거
고향의 이미지를 기본으로 하되, 그려진 고향의 이미지는 ‘유년 시절’, ‘성인이 된
화자’ 등 그 내부에서도 다양한 시간의 층위를 갖는다.
그러나 학습 독자는 텍스트의 이미지들이 시간의 순행적 흐름에서 벗어나 있다
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으나, 변조된 이미지들 간의 세부 관계를 메타적
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과거의 특정 순간을 기준으로 하여 여타의 이미지들을
포섭하고 있다는 문제를 보였다. 특히 ㉢의 경우 이미지가 ㉡의 시점에 해당되는
17) 송재일, 「정지용의 「향수」」,『현대 대표시 연구』, 새미, 2001, p.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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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로 포섭되면서 이삭을 줍던 아내의 모습에 관한 언급은 배제되어 버리고 동
생과 같이 어머니 밭일을 도와주던 자신의 모습으로 치환되어 버리는 오독이 나타
났다. 그리고 ㉣도 마찬가지로 ㉡의 시점에서 기술됨으로써 텍스트를 지배하고 있
는 ‘진행’ 내지 ‘흐름’의 문제가 간과되었다. 시간성의 메타적 인식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생긴 이러한 문제는 내러티브 구성의 문제로도 이어진다. 이미지들의 관계
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텍스트의 시간적 흐름 안에서 그것을 재구성하는 것은 텍스
트 해석의 개연성을 확보하고 통일된 시적 허구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
다.
작가는 창작 과정에서 상징이나 은유와 같은 언어의 이중구조를 통해 해석의 모
호성을 의도하기도 하지만,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에 위배되는 구조로 이미지를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직접적인 의미 파악을 방해한다. 시 읽기 과정에서 독자는
뒤틀린 이미지를 재배열하고 재구성하여 의미를 구성해 냄으로써 작가와 대등한
의미 생산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
따라서 학습 독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텍스트를 지배하고 있는 시간성을 전체적
으로 인식하고, 그 흐름을 토대로 이미지들을 메타적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이다. 시
간성에 대한 거시적 조망 능력이 뒷받침될 때 개별 이미지들을 유연하게 연결하여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개연성 또한 증대된다고 본다.

(2) 추론을 통한 인과적 질서의 첨가

시 텍스트 자체에 시간성이 미미하게 드러나거나 잘 감지되지 않는 경우, 독자
들은 시간성을 스스로 형성함으로써 이미지들을 질서화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
로써 파편화된 상태로 의식 속에 존재했던 개별 이미지들은 시간성을 바탕으로 연
결되며, 내러티브 구성을 통해 통일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때 내러티브적 의미 구
축의 질료가 되는 이미지는 주로 사건들(events)보다는 존재자들(existents), 다시
말해 시적 대상의 ‘상태’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독자들은 상태의 성격을 띤 이
미지들을 토대로 하여 내러티브 구성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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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간적 질서 부여를 통한 상황 구성

시간적 흐름이 미미하게 드러나거나 무시간적 정경만 제시되어 있는 시를 읽은
독자는 이미지를 연결하여 의미화하는 과정에서 시간성을 ‘부여’하여 상황을 구성
할 수 있다. 이는 독자가 이야기 생성의 주체로서 텍스트에 펼쳐진 장면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백석의 「산비」와 그에 대한 전문 독자의 비평문이다. 아래의 비평문에
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이 작품은 정지해 있는 대상의 정관을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어 텍스트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시간성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산(山)뽕잎에 빗방울이 친다
멧비둘기가 난다
나무등걸에서 자벌기가 고개를 들었다 멧비둘기 켠을 본다
- 백석,「산비」18) 전문
이 시는 일반적인 비를 소재로 한 것이 아니라 산에 내리는 비를 소재로 한 것이
다. 인적이 드문 깊숙한 산 속에 펼쳐진 고요하고 신비롭고 쓸쓸하면서도 정감 있는
원시적인 자연 풍경의 몇 순간을 스냅 사진 같은 영상으로 포착했다. 산뽕나무는 우
리나라 전역에 자생하는 나무로 비교적 잎이 넓고 크다. (중략) ㉠산뽕잎에 갑자기
빗방울이 듣자 가지에 앉아 있던 멧비둘기가 공중으로 날아오른다.(중략) 그뿐 아니
라 가지에 붙어 있던 자벌레도 고개를 들고 멧비둘기 쪽을 바라보았다고 했다. ㉡자
벌레는 위장술이 뛰어난 벌레다.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뭇가지와 구분이 가지 않는
다.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고 멧비둘기가 날아오르자 자벌레도 고개를 들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서 멧비둘기 쪽을 바라보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어린아이
같은 동심의 시선이 작용하고 있다. 생활에 쫓기는 어른이라면 이런 자연의 변화에
별 관심이 없을 것이다. 자연을 투명하게 관조하고 미세한 변화까지도 정밀하게 관
찰할 때 이런 정경의 단순한 극점이 포착된다. 앞의 <청시>처럼 움직이는 듯 하면
서도 정지해 있는 대상의 정관을 이미지로 제시했을 뿐 서사의 개입이나 감정의 표
현은 배제되어 있다.

18) 백석, 앞의 책,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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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비」에서 생성 가능한 이미지는 크게 ①빗방울이 치는 산뽕잎, ②날아가는
멧비둘기, ③나무등걸에 앉아 고개를 들어 멧비둘기 쪽을 바라보는 자벌기의 이미
지 세 가지이다. 독자는 ①로부터 비교적 잎이 크고 넓은 산뽕잎에 빗방울이 떨어
지는 이미지를 떠올리며, ②에서 멧비둘기가 공중으로 비상하는 이미지를 상상한
다. 그리고 ③에서 ‘나무등걸’과 ‘자벌기’의 색채적 유사성을 토대로 하여 ‘자벌기’
의 이미지를 상상해 본 후 자벌기가 멧비둘기 쪽을 바라보는 이미지를 떠올린다.
그런데 앞서 언급하였듯 텍스트에서 ①～③의 세 가지 이미지는 특정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변화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기보다는, 그 관계가 생략되어
있어 텍스트 표면으로부터 시간성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텍스트에서는 ①～③의
관계를 시간성을 토대로 인식할 만한 언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오히려 서
사의 개입이 배제된 정지된 장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독자는 의미 연결망을 통해 장면을 구체화 시키는 데에서 나아가 개별
이미지들에 시간적 ‘흐름’을 부여하여 내러티브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에서 ①과 ②는 관련성이 배제된 파편적 이미지가 아니라, 산뽕잎에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고 그 소리를 듣고 놀란 멧비둘기가 공중으로 날아오르게
된다는 인과관계 즉,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해된다. 스냅 사진 같은 영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 배치됨으로써 유의미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에서 알 수 있듯 나뭇가지와 유사한 색채를 가지고 나무에 붙어 있던
‘자벌레’는 고개를 들어 멧비둘기 쪽을 바라보는데(③), 그 행위의 이유를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고 멧비둘기가 날아오르는 상황의 발생(②)에서 찾고 있다. 이로
써 ①～③의 이미지는 시간의 흐름 속에 놓이게 되고 특정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
의 원인이나 결과가 되는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존재자들(existents)’의 속성을 가진 이미지들은 독자에 의해 시간성이
부여됨으로 인해 단순한 의미적 연결 상태를 넘어서 시간적 선후관계를 가지는 이
야기(story)로 구성된다.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해 시를 읽음으로써 텍스트에 표면
화되지 않은 시간적 흐름을 독자가 스스로 부여하게 되고, 개별 이미지들은 전체
텍스트의 의미망 속에서 구성된 이야기의 형태로 이해된다. 이는 본고가 지향하고
자 하는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한 시 읽기의 적절한 실례라 할 수 있으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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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인간의 내러티브적 본성의 발현이라 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학습 독자가 정지된 장면에 시간성을 부여하여 시 읽기를 수행하는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학습 독자가 김광균의 「와사등」을 읽고 생성한
전체 이미지와 개별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C-와사등-32]
전체 이미지 :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퇴근길에 사람들 사이에 끼어가는 화자의
모습 - 무기력함과 쓸쓸함이 느껴짐

개별 이미지
① 차단한 등불 – 차갑고 냉철한 이미지 – 외로움이 느껴짐
② 1연 – 무표정하게 등불을 바라보는 화자의 이미지
③ 2연 – 고층아파트와 야경이 어우러진 도시의 이미지
④ 3연 – 화자 혼자만 동떨어져 있는 듯한 이미지
⑤ 4연 – 등에 많은 짐을 지고 있는 듯한 화자의 이미지
⑥ 5연 – 근심에 싸여 있는 화자의 이미지 - 답답함이 느껴짐

학습 독자는 ‘차단한 등불’이라는 시구에서 ‘차갑고 냉철한 이미지’를 떠올리고,
각 연별로 개별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다. 주로 화자의 모습과 관련된 시각적 이미
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도시의 이미지도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이미지는 사건들(events)보다는 존재자들(existents)에 가까운 속성을 가진다.
이는 「와사등」이라는 작품이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의 전개보다는 정경이나 인물
의 정서를 다루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시간성이 텍스트의 지배
적 요소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학습 독자가 생성하고 있는 이미지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연 단위를 근
거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연에서 화자가 무표정하게 등불을 바라보는
시각적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 그 예이다. 시어 또는 시구에 주목한 것은 ‘차단한
등불’에 그친다. 학습 독자가 이처럼 연 단위로 이미지들을 생성하고 개별 시어 또
는 시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이미지들을 포착하지 못하는 것은 학습 독자가 개별
이미지들을 바탕으로 구성하게 될 내러티브적 맥락 또한 구체화되지 못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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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어진다.
다음은 학습 독자가 개별 이미지들을 바탕으로 하여 내러티브를 구성한 감상문
이다.

[C-와사등-32]
화자는 바쁜 일상 속에 못 보고 지나왔던 그 똑같은 길을 느긋하게 걸어오며 여
러 생각에 잠긴다. 사람들의 표정을 보며 저 사람은 뭐가 그리 재미있을까, 슬플까.
네온사인 간판을 보며 답답함도 느껴진다. 복잡하고 뒤엉킨 느낌. 저 간판도 오래갈
까. 도시의 밤은 여전히 밝다. 별도 안 보이고, 똑같은 말들만 써놓은 것 같은 네온
사인 간판으로 둘러싸인 도시는 낮이나 밤이나 휴식이란 보이지 않고, 지친 일상과
피곤한 얼굴을 보기가 좋지 않아 별이 도시에는 빛을 못 펴서 시골로 간 것 같다.
옛 것은 떠나가고 새로운 것이 여기저기 나오는 도시는 풍성하지만 화자는 외톨이이
다. 인심도 떠나가고 별도 떠나가고 나무도 떠나가고 이제는 옆집 정도 떠나간다.

학습 독자의 경우 이미지들 간의 관계에 시간성을 부여하여 내러티브를 구성하
기보다는 생성한 개별 이미지를 포함하여 화자의 정서와 장면을 묘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①~⑤에 해당되는 이미지들이 대체로 화자의 모습이나 도시의 풍경인데,
독자는 이러한 이미지들과 파생된 정서를 기반으로 하여 감상문을 작성하고 있는
것이다. 즉, 한 편의 이야기를 만든다기보다는 정서와 장면을 구체화하거나 심리를
추론하는 정도의 감상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와사등」은 단순히 찬란한 도시의 풍경화가 아니라, 겉으로 보면 국제
적 도시의 면모를 띨 정도로 번화하게 변해가는 서울 한복판에 서서 도시를 묘지
처럼 느끼면서도 아무런 말도, 행동도 하지 못하는 지식인의 비애를 형상화19)한
작품이다. 따라서 개별 이미지들이 상태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된 장면에 시간성을 부여함으로써 내러티브를 구성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가령 등불 내지 가스등을 의미하는 ‘와사등’이라는 시어는 뒤에 이어질 ‘황혼’이
라는 시어가 등장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낮에서 초저녁으로 이어지는 시
19) 정순진, 「김광균의 「와사등」- 나약한 지식인의 표상」」, 『현대 대표시 연구』, 새
미, 2001, p.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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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흐름을 내포한다. 또한 ‘긴 여름해 황망히 나래를 접고’라는 시 구절은 새를
통해 급작스럽게 찾아오는 어둠의 속도감을 성공적으로 포착해 내고 있다.20) 그리
고 이어지는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양 헝클어진 채 / 사념 벙어리되어 입을
다물다’라는 2행으로 이루어진 시 구절은 저녁에서 밤으로 이어진 시간의 변화를
담고 있으며, 화자를 둘러싸고 있는 풍경이 변화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풍경의 변화는 화자의 ‘사념’을 더 많아지게 한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도시의 ‘찬란한 야경’을 ‘무성한 잡초’에 비유하여 두 가지 시각적 이미지의 연계를
의도하고 있는데, 이는 신선한 감각적 자극을 일깨울 수 있는 부분으로 학습 독자
가 개별 이미지들의 생성 과정에서 주의했다면 보다 풍부한 감상으로 이어졌을 것
이다. 그리고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나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라는
시구를 통해서는 화자가 공간을 이동했을 가능성 또한 추론해 볼 수 있다. 초저녁
에서 밤으로 이어지는 시간의 변화, 그리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도시의 풍경을
배경으로 하여 거리를 걷는 화자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 왔기에’라는 구절에서는 화자가 지나온 세
월이 순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고, 상념에 잠긴 표정을
하고 있는 화자의 이미지나 힘겨운 세월을 겪어내고 있는 화자의 과거의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와사등」은 언뜻 보면 도시의 풍경화에 그칠 수 있을지도 모르나, 시
간의 흐름을 담아내고 있는 시어들에 주목하고 그 관계성에 주목하여 독자가 시간
성을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시간성에 입각할 때 화자가 느끼는
감정의 이유를 추론할 수 있게 되고, 그 변화의 과정 또한 개연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독자가 부여한 시간성을 바탕으로 구성할 수 있을 내러티브의
구조를 텍스트의 시어나 시구를 중심으로 밝히면 다음과 같다. 독자는 아래의 구
조를 바탕으로 하여 이미지를 생성하고 연결하여 내러티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
다.

20) 정순진, 위의 책, p.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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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 왔기에’
(이전의 세월)

‘와사등’
‘황혼’

⇒

‘야경’
‘군중의 행렬’

‘저녁’

‘밤’

⇒

‘와사등’

‘밤’

「와사등」을 읽고 작성한 학습 독자의 감상문을 한 편 더 살펴보도록 하자.

[c-와사등-12]
거리에 서 있는 화자는 외로워 보인다. 고층 빌딩을 묘석에 비유하고 야경을 잡초에
비유한 것으로 보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또한 1연에서 등불이 하
나 비어 있다고 해서 어딘가 많이 허전해 보이고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 하다는 생각
이 든다. 또한 거리와 아우성 소리에 눈물겹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외로워 보인다.
아마 혼자 있어 외롭기에 평범한 것에도 눈물겹다고 표현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본
다.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 시의 화자는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절망감에 빠져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외로움에 빠진 게 아닌가 싶다.

학습 독자가 시를 읽고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군중들이 가득한 거리에 홀로
서 있는 화자의 이미지로, 그들은 이 이미지로부터 외로움의 정서를 읽어낸다. 그
리고 거리에 군중들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화자가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를 짐작
해 본다. 각각 ‘묘석’과 ‘잡초’에 비유되는 ‘빌딩’과 ‘야경’을 토대로 부정적인 화자
의 정서를 추론해 내며, ‘등불’로부터 허전함과 상실감이라는 정서를 읽어낸다. 그
리고 이러한 추론을 통해 화자의 외로움이 특정 대상을 상실한 데서 연유한 것이
라고 결론을 내린다. 즉, ‘소중한 대상의 상실→ 화자의 외로운 정서의 유발’이라는
구조에 따라 시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시 해석의 빈 틈(gaps)에 해당되는 부분을 ‘소중한 대상의 상실’이라는
사건으로 메웠다고 하더라도, 화자의 ‘외로운 정서’의 원인으로 ‘잃어버림’을 추론
할 만한 근거를 텍스트에서 발견할 수 없어 개연성이 떨어진다. 또한 고층빌딩, 야
경, 등불, 거리를 서성이는 화자의 이미지를 연결하여 내러티브적 맥락을 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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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단순히 ‘외로움’이라는 정서를 지향하는 것으로 포섭하여 서술하고 있어 본
고에서 지향하는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한 시 읽기 방식이 적용되었다고 보기는 어
렵다.
「와사등」을 대상으로 학습 독자가 작성한 두 편의 감상문을 살펴보았다. 두 편
의 감상문에서 공통적인 것은 학습 독자가 상태적 속성이 주를 이루는 이 작품에
시간성을 부여하기보다는, 개별 이미지들 모두를 지배적 정서에 포섭되는 것으로
서술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텍스트로부터 생성한 개별 이미지들 간
의 인과관계 혹은 선후관계를 추론하여 이야기(story)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처방이 요구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이미지가 어
떠한 관계 맥락에 놓이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관계와 시간적 흐름을 바탕으
로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는 내러티브적 사고 능력이 요구된다.

② 압축된 이미지에 근거한 이야기의 재구

‘존재자들(existents)’의 성질을 가진 이미지들로 이루어진 시 텍스트에서 내러티
브를 형성하는 것은 특정 이미지가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담아내고 있을 때 가능하
다. 시에서 이야기는 압축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시는 짧은 분량 안에 과거, 현
재, 미래의 시간을 압축하기 때문에 낱낱의 단어가 역사의 무게를 지니기도 하고,
사건이 이미지로 요약되기도 한다.21) 따라서 독자는 생성한 이미지의 무게를 가늠
하고 시간성을 부여함으로써 그 역사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서정주의 「동천」22)은 매우 정교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짧은 시행 안에 많
은 이야기와 상징성을 함축하고 있는 시이다.23) ‘한 편의 동양화’를 연상시키는 것
으로 주로 평가되는 이 시는 하늘에 떠 있는 초승달과 그 앞을 날아가는 새의 모
21) 노철, 「시의 요소로서 ‘이야기’의 기능과 구조」, 『국제어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국
제어문학회, 2008, p.81.
22) 「동천」(冬天)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내 마음 속 우리 임의 고운 눈섭을 / 즈문밤의 꿈으로 맑게 씻어서 / 하늘에다 옴기어
심어 놨더니 / 동지 섣달 나르는 매서운 새가 / 그걸 알고 시늉하며 비끼어 가네
서정주, 『미당시전집1』, 1994, p.185.
23) 장창영, 「미당(未堂) 서정주의 <동천(冬天)>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Vol.6, 현
대문학이론학회, 1996,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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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순간적인 영상으로 포착해 낸 것으로 이해되곤 한다. 그러나 이미지에 압축
되어 있는 이야기를 재구(再構)하여 시간성을 발견함으로써, 「동천」을 읽고 내
러티브를 구성하는 것 또한 가능해진다.
다음은 압축된 이미지에 근거하여 이야기를 재구하는 방식으로 이미지 내러티
브를 수행한 「동천」에 대한 전문 독자의 비평문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오래도록 님을 사랑해왔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요 다른 것은
할 수 없고 오직 우리 님의 고운 눈썹만을 떠올릴 수 있을 뿐이다. 그 님의 눈썹
을 오래고 오랜 밤의 꿈 속에서 그리면서 기다려 왔는데 ㉡문득 겨울밤에 떠 있
는 초승달을 보니 그것이 바로 내가 마음속에 그리던 우리 님의 눈썹이 아니겠는
가. 나는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겨울 하늘을 날아가는 새
가 그것이 바로 당신이 간절히 염원하던 님의 눈썹이라고 시늉하고 알려 주면서
㉢그 새도 감히 바로 지나쳐 가지 못하고 비끼어 날아간다.24)

㉠에서 전문 독자는 ‘즈문밤’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시적 화자가 님을 그려온 지
난 세월들을 재구해 낸다. 비록 순간적인 영상을 포착하고 있는 시이지만, 텍스트
의 표면에서 시간성을 담지하고 있는 시어에 주목하고 시어로부터 이미지를 생성
함으로써 그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님을 오래도록 그리워하며
님의 고운 눈썹만을 떠올리는 화자의 모습이라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내러티브의
맥락에 첨가한다. 실제로 ‘즈문밤’은 장구한 기간 동안 요구되는 시적 자아의 인내,
신념, 그리움의 심화 등의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25)
압축된 이미지를 통해 역사를 재구함으로써 5행으로 이루어진 짧은 시는 ‘오랜
세월 님을 그리워 하는 화자 → 겨울 밤 초승달을 보며 님의 고운 눈썹을 떠올리
는 화자 → 달을 비끼어 가는 새’로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 속에 놓이게 되고, 시
읽기의 과정 속에서 이야기로 구성될 수 있게 된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시의 개
별 이미지들을 관계화 할 때 의미 관계의 개연성은 더욱 공고해진다.
㉡에서는 ‘초승달’과 ‘님의 눈썹’이 단순한 형태적 유사성을 넘어서서 어떻게 의
미적 관계를 맺는가가 서술되고 있고, 새의 저돌적인 비행(㉢) 또한 ‘달’과의 관계
24) 최동호, 『시 읽기의 즐거움』, 고려대학교출판부, 1999, pp.108~109.
25) 장창영, 앞의 논문,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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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심으로 이해된다. 즉, 개별 이미지들을 중심으로 내러티브가 구성됨으로써 독
자가 생성했을 ①오래도록 님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모습, ②임의 고운 눈썹, ③임
의 고운 눈썹을 깨끗하게 씻는 모습, ④눈썹 모양으로 떠 있는 달, ⑤달을 비끼어
가며 날아가는 매서운 새의 이미지들은 의미적 관련성을 확보하게 된다.
다음은 「동천」을 읽고 다른 전문 독자가 작성한 비평문으로, 이미지 내러티브
의 방법과는 변별되는 시 읽기를 보여준다. 즉, 이미지를 질료로 하여 내러티브적
맥락을 구성하기보다는 시어 각각의 상징적 의미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
다.

이 시에서 천체(달)의 운행을 시늉하는 ‘매서운 새’는 영원한 무한을 동경하는 인
간의 야망과 시를 상징한다. 삼라만상이 꽁꽁 얼어붙은 불모의 ‘동지섣달’을 살면
서도, 그래도 천체의 운행을 시늉해 보는 한 마리 ‘매서운 새’의 모습을 통하여 여
러 가지 의미에서 불모의 시대에서 구도자적인 견지를 취한 미당 자신을 발견하
는 것이다. ‘동천’은 영원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만나는 위치이기 때문이다.26)

전문 독자는 ‘매서운 새’를 시인과 동일시하여 구도적인 삶에의 지향으로 이 시
를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매서운 새’를 영원한 무한을 동경하는 인간의 상징으로
보며, ‘동지섣달’은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와 대비되는 불모의 세계로 이해하고 있
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시 이해는 시인의 시작(詩作) 및 삶의 지향이라는 외적
가치를 텍스트 이해에 개입시킨 것으로, 시의 이미지 자체에 대한 충분한 천착을
출발점으로 놓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본고가 지향하는 바와 차이를 가진다. 또한
이미지 내러티브의 방식이 이미지 간의 관련성을 찾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미지
를 배열함으로써 이미지의 존재 이유를 규명하려 하는 것에 비해 위의 비평문은
정지된 장면의 상태, 즉 ‘한 폭의 동양화’를 구체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다음은 노천명의 「사슴」27)에 대한 전문 독자의 비평문이다. 「사슴」은 앞서
26) 박명용, 『한국 현대시 해석과 감상』, 글벗사, 1992, pp.258~259.
27) 「사슴」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구나 / 관이 향기로운 너는 /
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 / 물 속의 제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 잃었던 전설을 생각해내
곤 / 어찌할 수 없는 향수에 / 슬픈 모가지를 하고 먼데 산을 바라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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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동천」과 마찬가지로 시 텍스트를 지배하는 시간성이 강하게 감지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슴이 물가에 서서 제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먼데 산을 바라보는
‘장면’이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시어는 제1연 제1행의 <슬픈 짐승>이다. ㉠이 슬
픈 짐승의 모습은 우선 긴 모가지와 먼 데 산을 쳐다보는 것에서 볼 수 있다. ㉡이
슬픈 짐승의 원래 모습은 제1연 4행에서 밝힌 대로 무척 높은 족속이었다. 이러한
사슴이 ㉢어느 날 문득 물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게 되었다. 여기에서 사슴은 희
랍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소스 같이 자기 모습에 도취되었다. 자기 도취를 떠나서 거
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찾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것은 다시 한번 자기를 확
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략) 사슴이 물 속에서 찾아낸 그림자는 무엇일까? 그것
은 ㉣제2연 2행에 있는 <잃었던 전설>이다. 이 전설이 사슴을 슬프게 만든 큰 요
인이다. 이것은 두말한 나위 없이 사슴이 행복했던 시절의 이야기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척 높은 족속이 누리던 영화인 것이다. 그러한 영화는 추억으로 열려 오
는 것이다. 추억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아름다운 것이다. 과거의 슬프고 괴로웠던 일
도 사람에 따라서는 추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사슴’은 항상 슬펐다.28)

「사슴」에서 이야기를 압축하고 있는 이미지는 ‘관’, ‘잃었던 전설’이라는 시어
로부터 생성이 가능하다. 사슴의 뿔을 은유하고 있는 ‘관’의 이미지는 고귀한 속성
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4행의 ‘무척 높은 족속’이라는 시구와 의미적으로 연결된
다. 그리고 텍스트를 관류하는 ‘슬픔’이라는 정서의 원인을 과거 영화의 상실로 보
는데, 이는 ‘잃었던 전설’이라는 시구로부터 파악이 가능하다. 전문 독자는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사슴의 과거 사연을 추적하고 현재와의 연결고리를 확보하
고 있다. 즉, ‘현재’에 해당되는 ‘사슴’의 이미지가 ‘슬픈’ 정서와 결합하여 형상화
되는 원인을 ‘과거’에 사슴이 무척 높은 족속으로서 누리던 영화를 상실한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텍스트에 내재되어 있던 사연을 해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슴」은 텍스트 자체에 시간성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
노천명, 『노천명전집』, 솔출판사, 1997, p.44.
28) 이성교, 「노천명의 「사슴」」, 『한국현대시작품론』, 문장사, 1981, pp.19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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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파악이 가능한 것은 ㉠에서처럼 슬퍼 보이는 사슴의 모습이다. 독자는 시 읽
기의 과정에서 ‘관’, ‘잃었던 전설’이라는 시구를 통해 생성한 이미지를 토대로 하
여 이미지가 담아내고 있는 시간성을 가시화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무척 높은 족
속으로서 영화를 누리던 사슴(㉡)→높은 족속으로서의 지위의 상실(㉣)→영화를
잃어버린 현재의 모습(㉢)’이라는 시간적 흐름을 갖춘 이야기를 구성한 것이다.
이처럼 텍스트를 직조하고 있는 이미지가 존재자들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텍스
트로부터 시간성이 잘 감지되지 않을 경우, 독자는 이야기를 압축하고 있는 시어
나 시구를 기반으로 하여 시간성을 재구함으로써 내러티브를 구성할 수 있다. 현
재의 정지된 장면이 과거의 어떠한 사연이 있었기에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추론함으로써 보다 능동적인 시 읽기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설일」에 대한 학습 독자의 감상문이다. 「설일」은 앞서 제시된 작품
들과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지배하고 있는 시간성이 감지되지는 않는다.

[D-설일-32]
이 시에서 ㉠화자는 혼자 겨울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있다. 그리고
혼자 있는 겨울나무는 바람과 같이 있고 혼자 있는 자신은 하늘 아래 있기 때문에
하늘과 같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화자는 삶이 언제나 은총의 돌
층계에 있다고 하는데, 화자는 자신의 삶에서 언제나 신의 축복을 받으며 계단을 오
르는 것에 대해 감사해 한다. 그리고 화자는 과거의 불평했던 것을 더 너그러운 마
음으로 불평을 삭이고 한층 더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사는 것 같다. 그리고 인생을
황송한 잔치로 여기며 긍정적으로 항상 감사하게 사는 화자가 보인다.

「설일」은 바람에 흔들리는 겨울나무를 바라보는 장면과 그것으로부터 얻는
화자의 깨달음을 시적 상황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사건의 전개
로 인한 변화나 인물간의 대립과 같은 내러티브적 요소나 시간성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앞서 살펴본 전문 독자의 시 읽기에서 그러했듯 과거의 이야기를 압
축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이미지를 통해서 내러티브를 재구할 수는 있다.
위 시에서 이야기를 담고 있을 만한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시구는 ‘은총의 돌
층계’와 ‘섭리의 자갈밭’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시어는 화자의 지난 세월을 압축적
으로 드러내 주며, 현재 화자가 바람에 흔들리는 겨울나무와 내리는 눈을 보며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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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음을 얻는 계기가 된다. 독자는 시 읽기의 과정에서 두 이미지를 통해 텍스트에
드러나지 않은 과거의 시간을 재구해 냄으로써 내러티브를 구성할 수 있다. 과거
로 거슬러 올라가 현대 화자의 상황과 깨달음에 대한 이유를 탐색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습 독자의 감상문을 살펴보면 이야기를 압축하고 있는 이미지들에
대한 천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 독자는 ㉠에서 알 수
있듯, 홀로 서 있는 화자가 바람에 흔들리는 겨울나무의 모습을 바라보는 장면과
그 의미에 대해 감상문을 작성하였다. 감상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개별 이미지는
①겨울나무, ②바람, ③화자, ④은총의 돌층계이다. 학습 독자는 화자가 바람에 흔
들리는 겨울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을 묘사적으로 서술하되, ‘은총의 돌층계’
라는 시어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화자의 인식을 토대로 삶의 자세를 추론하였다.
학습 독자는 이야기를 응축하고 있는 시구인 ‘은총의 돌층계’에 대해 ‘화자는 자
신의 삶에서 언제나 신의 축복을 받으며 계단을 오르는 것에 대해 감사해 한다’
(㉡)고 파악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는 ‘은총’이라는 시어에 주목할 뿐, ‘돌층계’
가 표상하는 삶의 고난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은총’이라는 신
의 선물과 ‘돌층계’가 표상하는 삶의 고난이 결합됨으로써 생성되는 복합적인 이미
지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화자가 지나온 삶이 축복과 고난이라는 상반된 경험의
결정(結晶)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이야기가 압축되어 있는 이미지인 ‘은총의 돌층계’, ‘섭리의 자갈밭’이라는
시구는 텍스트에서 대등한 위상을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 독자는 ‘은총의
돌층계’의 이미지만을 시 읽기에 동원하고 ‘섭리의 자갈밭’이라는 시구의 이미지는
시 읽기에서 임의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물론 독자가 시 읽기 과정에서 특정 이미
지를 선택하고 배제하는 것은 해석 주체로서 가지는 권리라 할 수도 있으나, 선택
과 배제의 과정에서 그 타당성과 논리가 결여되면 해석 결과의 개연성은 떨어진
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학습 독자가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시어나
시구에 주목하여 이야기를 재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시 읽기의 과정에서 특정 시어를 임의로 배제함으로써 해석 결과의 개연성
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 독자로 하여금 시간성이 미약
하게 드러나는 시 텍스트 또한 내러티브로 구성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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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풀어내기도 하지만 이미지를 통해 압축적으로 제시한다는 사실을 고려하
여 시를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처방이 필요하다. 또한 앞서 제시된 시 읽기
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되는 점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이나 그것을 시 읽기에 동
원하는 과정에서 학습 독자가 임의로 특정 이미지를 배제하는 것이다. 학습 독자
가 이미지를 임의로 배제하여 개연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적 처방이 필요
하다.

3. 이미지 기억을 통한 내러티브의 확장
이 절에서는 이미지를 생성하고 의미화하는 과정에서 독자 차원에서 동원되는
이미지가 있다고 보고, 독자가 이러한 이미지를 시 읽기에 동원함으로써 내러티브
를 확장하는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언표화된 시어를 통해 독자가 생성하고 체험
하는 이미지는 텍스트 내부의 문맥을 통해 맥락화가 이루어지기도 하나, 이미지와
관련된 독자의 기억이 내러티브 구성 과정에 개입될 수 있다.
독자가 동원하는 이러한 이미지들은 일종의 지평(horizont)이라고 할 수 있
다.29) 시 읽기에서 독자는 텍스트를 접하기 이전에 텍스트 읽기 혹은 여타의 경험
을 바탕으로 축적된 지식을 가지는데 이는 독자의 지평을 구성한다. 작가와 텍스
트, 그리고 독자가 만들어가는 소통의 구조 속에서 독자는 텍스트 내부의 정보를
토대로 상상력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독자적인 주체로서 자신의 지평을 기반으로
능동적으로 작품과 소통하게 된다. 수용미학적 관점에 의하면 독자는 작품에서 이
미지와 자신의 기대지평(Erwartungshorizont) 사이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고 융합함으로써 능동적인 독서를 수행한다.30)
이처럼 이미지 기억들은 지평으로서 독자의 의식 속에 독서나 삶의 경험을 통
해 축적되어 있으며 시 읽기에 종종 동원된다. 독자는 시를 읽어 나가며 텍스트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하고 변형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이미지 기억을 떠올리고 텍스트와의 접점을 찾는다. 이는 시의 이
29) 지평이라는 용어는 인간사유가 유한한 조건의 제약을 받으며 시야가 확장되는 발전의
법칙도 그런 제약 하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Hans-Georg Gadamer, 임홍배 역, 앞의 책, 2012. p.187.
30) 차봉희, 『수용미학』, 문학과 지성사, 1995, pp.35~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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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독자로 하여금 텍스트를 삶 속으로 내면
화할 수 있게 해 준다.
다음은 김승희의 「달걀속의 生」31)을 읽고 이미지 기억을 해석에 적용시켜 텍
스트의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 전문 독자의 글이다.

이 시에서는 냉장고 속에 온순히 꽂혀 있는 달걀과 부화해서 병아리가 된 달걀이
서로 대조를 이룬다. ㉠누구나 그런 기억은 갖고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시절 학교
앞에서 종이봉지에 넣어서 한 마리, 두 마리씩 팔던 그 샛노란 병아리들, 그 병아리
를 받아 가슴에 안아 쥘 때의 느낌들 말이다. 너무나 가벼워 안쓰러워하던, 따스한
체온과 파닥거리는 심장박동에 흠칫 놀라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나도 갖고 있다. 아,
얘들도 심장이 뛰는구나, 살아 있는 거로구나.
시인은 그 병아리들, ‘바글바글’ 끓다가 ‘보글보글’ 기어오르던 그들을 보면서 살
아 있음의 즐거움을 새삼 떠올린다. 그러나 왜 그들을 보면서 시인은 눈물짓는 것일
까? 그건 아마도 생명 그 자체가 주는 엄숙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떠나온 집 냉장고,
냉장고 제일 위칸에 가지런히 박혀 있을 달걀들이 생각나서일 것이다.
㉡살아서 꼼지락거리는 병아리는 생명을 잃고 차가워진 달걀들을, 어쩔 수 없이
환기시킨다. 부화할 수 없는 운명을 지닌 채 냉장고에 박혀 있는 그들, 생명을 안고
있는 존재들이지만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그들은 운명적으로 절망적인 존재들
31) 「달걀속의 生 ․ 2」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냉장고 문을 열면 달걀 한 줄이 / 온순히 꽂혀 있지, / 차고 희고 순결한 것들 / 아무리
배가 고파도 / 난 그것들을 쉽게 먹을 수 없을 것 같애 // 교외선을 타고 갈 곳이 없이 방
황하던 무렵, / 어느 시골 초등학교 앞에서 / 초라한 행상 아줌마가 팔고 있던 / 수십 마
리의 그 노란 병아리들, / 마분지 갑 속에서 바글바글 끓다가 / 마분지 갑 위로 보글보글
기어오르던 / 그런 노란 것들이 / (생명의 중심은 그렇게 따스한 것) / 살아서 즐겁다고
꼬물거리던 모습이 / 살아서 불행하다고 늘상 암송하고 있던 / 나의 눈에 문득 눈물처럼
다가와 고이고 / 그렇다면 나는 여태 부화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을까, / 아아, 얼마나
슬픈가, / 차가운 냉장 칸 맨 윗줄에서 / 달걀 껍질 속의 흰자위와 노른자위는 / 무슨 꿈
들을 꾸고 있을까, / 중풍으로 쓰러진 아버지 병실에서 / 입원비 걱정을 하고 있는 우리
가난한 형제들처럼 / 흰자위와 노른자위도 / 무슨 그런 절망의 의논들을 하고 있는 것인
가 // 사계절 전천후 냉장고 / 하얀 문을 조용히 열면 / 추운 달걀의 속삭임 소리가 들리
는 것 같다. // 엄마 엄마 안아줘요 따스한 품속에 / 어미 닭에 안기지 못하고 만 달걀들
처럼 / 희망소비자 가격보다 더 싸게 팔려온 / 너희들처럼 / 나도 역시 여권이 분실된 사
람 / 희망의 온도가 차츰 내려갈 때 / 오히려 절망은 조용하고 초연해지는 것 같지, 절망
과 체념의 목소리. //
김승희, 『달걀속의 生』, 문학사상사, 1989, pp.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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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래서 시인은 말한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 난 그것들을 쉽게 먹을 순 없을
것 같애.” 그 절망 덩어리를 어떻게 먹어치우겠는가. 게다가 하얀 달걀들은 저마다
“엄마 엄마 안아줘요”라고 시인에게 속삭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냉장고 속에 꽂혀
있는 그 달걀들은 가엽고 안쓰럽다. 대형 슈퍼마켓에서 희망소비자가격보다 더 싸게
팔려와 그들은 이루지 못한 부화에의 꿈을 꾸는 것일까? 아니면 영원히 안기지 못할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는 것일까? 절망적인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조용해서 ‘초연’
해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인은 냉장고 속의 그 달걀에서 바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부화하
지 못한 생명과 같은 존재가 현재의 시인이다. 이 시가 절실하게 읽혀지는 이유는
시인이 스스로를 냉장고 속의 달걀과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냉장고 속의 달걀을 바라보는 시인의 언어에는 자기연민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다. 냉장고 속의 흰 달걀의 절망적인 모습과 자신의 현실이 교차되면서 시는 비로
소 육체를 얻는다. 자기 역시 살아서 오히려 슬픈 사람이고, 아버지의 입원비를 걱정
해야 하는 가난한 처지이다. 더구나 그는 여권을 분실해 어디론가 떠날 수조차 없다.
도망갈 통로마저 막혀 버린 것이다. 결국 시인은 도통 희망이 없는 존재인 것이다.
그런데 시인은 냉장고 속의 달걀처럼 희망의 온도가 점차 내려가면서 오히려 그 절
망을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운명이 그런 것이라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지 않
겠느냐고 그녀는 자문 자답하며 체념하는 것이다.(후략)

32)

위 시를 읽고 독자가 생성했을 만한 개별 이미지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정의적 반
응을 텍스트의 직조 순서를 고려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냉장고 문을 열면 꽂혀 있는 희고 차가운 달걀의 이미지 - 생명력 상실, 절망감
② 초라한 행상 아주머니가 팔고 있던 수십 마리의 노란 병아리들의 따스한 이미지
– 생명력을 느낌
③ 부화되지 못한 채 놓인 달걀과 유사한 화자의 모습 - 생명력 상실, 절망감
④ 중풍으로 쓰러진 아버지의 병실에서 입원비 걱정을 하고 있는 우리 가난한 형제
들의 모습 – 절망감
⑤ 어미 닭에 안기지 못하고 만 달걀들의 이미지
⑥ 여권을 분실한 것 같이 절망하는 화자의 모습 – 절망과 체념
32) 이현식, 장영무 외 엮음, 『대표 시 대표 평론』, 실천문학사, 2000, pp.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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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별 이미지들은 ‘과거→현재’라는 순차적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배열
되었다기보다는 ‘현재→과거→현재’의 순으로 직조되어 있다. 즉, 현재의 시점에
서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고 다시 현재의 자신의 모습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의
구성이다. 이러한 점에서 「달걀속의 生」은 변조된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방식으
로 이미지 내러티브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작품이다. 위에 제시된 개별 이미지들
을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여 재배열해 보면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

ⓐ
이미지 기억
∥
②

①⑤
⇒

④

⇒

∥ 연결됨
③⑥

과거

현재

전문 독자는 이러한 구조를 고려하여 이미지들을 배열, 내러티브를 구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독자는 텍스트에 제시된 ‘병아리’의 이미지를 통해 대부
분의 독자들이 가지고 있을 법한 자신의 기억을 떠올리고 난 후, 그것을 ㉠처럼
해석에 끌어들인다. 독자는 텍스트 내부의 이미지를 토대로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병아리들로부터 생명의 감각을 체험했던 이미지 기억을 동원한다. 위의
구조화된 도식에 따르면 ②를 통하여 ⓐ에 해당되는 이미지 기억을 떠올리고 이를
해석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이미지 기억은 독자가 텍스트로부터 생성한 개별 이미지를 충분히 체험
하는 데 기여한다. 어느 시골 초등학교 앞에서 목격한 ‘병아리’의 이미지는 현재
냉장고 안에 꽂혀 있는 달걀의 이미지와 대조된다. 그리고 전자의 이미지로부터
충분한 생명력을 체험해낼 때 현재 달걀의 이미지로부터 체념과 절망의 정서를 느
낄 수 있다. 따라서 ②를 통해 ⓐ를 떠올리는 것은 텍스트로부터 생성한 이미지를
독자와 유관한 것으로 만들어주며, 추후 이어질 다른 이미지와의 의미 관계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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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실제로 비평문에서 ㉠의 기억은 ㉡와 대조되며, ㉢라
는 인식을 가능케 한다. 그리고 달걀에 대한 인식(㉡)이 화자와 동일시(㉣)되는
의미적 접점의 형성에 기여한다.
이처럼 독자는 이미지를 통해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미지 기
억을 해석에 동원함으로써 텍스트의 이미지와 자신의 연속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
미지 기억과 접점을 확보한 텍스트의 이미지는 전체 이미지 및 개별 이미지와의
관련 속에서 의미의 맥락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도출
된 해석의 결과물은 독자와 유의미한 관계를 맺게 되며, 텍스트에 대한 공감의 가
능성은 높아진다.
하지만 이미지 기억을 통해 내러티브 맥락을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유의할 것은
단순히 ‘시의 내용(전반부) + 자신의 경험(후반부)’의 구조로 감상이 이루어져서
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개별 이미지의 체험에 독자의 이미지 기억이 개입되며, 이러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다시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방식이 본고에서 지향하는 바
이다.
다음은 독자의 이미지 기억을 시 읽기에 동원하고 있는 예로, 김기림의 「바다
와 나비」에 대한 학습 독자의 감상문이다.

[A-바다-13]
이 시에는 ㉠흰 나비가 겁 없이 아무 것도 모르고 바다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온
다. ㉡이 장면을 보니 어렸을 때의 내가 떠오른다. 얕은 물에서 수영을 배우던 내가
옆에 있던 깊은 물이 더 파랗고 깨끗해 보이길래 호기심으로 그냥 들어갔다가 머리
위까지 물이 차서 다시 나온 적이 있다.

위 인용문에서 학습 독자가 시 읽기의 중심 이미지로 선택한 것은 ‘호기심 많
은 나비의 이미지’이다. 그리고 학습 독자는 새파란 바다를 청무우밭으로 착각하여
다가갔다가 물결에 절어서 돌아오는 나비의 이미지를 보고, 어린 시절의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나비의 심정을 이해해 보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학습 독자는 ㉠의
시적 이미지를 일부 추출하여 이미지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고 있기는 하
지만, 자신의 기억과 텍스트와의 관련을 탐구하여 그것을 텍스트 맥락 구성에 다
시 적용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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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가 텍스트의 이미지를 토대로 하여 자신의 이미지 기억을 떠올리고 그것을 충
분히 체험한 후 텍스트 이해의 밑거름으로 삼는 것과는 달리, 학습 독자는 단순히
텍스트의 이미지를 소재로 삼아 관련이 될 만한 경험을 떠올리는 데서 머무를 뿐
이미지 기억에 관한 체험을 다시 텍스트의 맥락 구성에 끌어들이지 못한다는 것이
다. ㉠에 대해 떠올린 이미지 기억(㉡)은 ‘시의 내용 + 경험’이라는 단순 구조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이미지 기억을 근거로 텍스트에 대한 심화된 해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의 이미지를 보다 풍부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자신의 이미지 기억으로부터
발견하고, 두 가지 이미지의 접점을 발견하여 해석에 적용함으로써 의미적 확장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텍스트의 이미지를 계기로 삼아 관련된 자신의 경
험을 서술하는 것은 이미지 내러티브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학습 독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개별 이미지를 토대로 이미지 기억을 떠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미지 기억에 대한 체험의 내용을 다시 내러티브의
구성 맥락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의 감상이 단순히
시를 읽고 관련된 경험을 서술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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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한 시 교육 설계

이 장에서는 Ⅲ장에서 살펴본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한 시 이해 양상을 토대로
하여 실제 교수-학습현장의 시 읽기에 적용이 가능한 교육적 설계를 시도해 보고
자 한다. 본 연구는 학습 독자가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해 시를 읽어나가는 과정에
서 겪었던 장애요소를 주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 목표를 상정하고 내용을 추출하였으며, 내용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법을 구안해 보았다. 나아가 1차 본 조사를 실시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2차 본 조사를 실시하여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한 시 교육의 유용성
을 점검해 볼 것이다.

1.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한 시 교육의 목표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한 시 교육은 학습 독자가 시 읽기의 주체로서, 텍스트를
미적으로 향유하고 자발적으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한
다. 학습 독자는 시 텍스트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체험함으로써 텍스트를 맛보고
즐길 수 있게 되며, 이러한 체험을 의미 구성의 국면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시의 본
질에 근간을 둔 읽기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그간 이루어진 시 교육
이 수사학적, 분석적으로 이루어져온 나머지 텍스트와 학습 독자와의 직접적 만남
이 도외시되어 온 것을 지양하는 것이며, 텍스트와 학습 독자의 무매개적 만남을
출발점으로 하여 정의적 사고력과 인지적 사고력을 포괄하는 시 읽기 능력을 향상
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1)
다음으로 상위 목표를 바탕으로 ‘시적 체험 능력의 신장’, ‘의미 구성 능력의 신
장’, ‘삶과 문학의 연계성 확보’라는 하위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다. 먼저, 독자는

1) 듀이(Dewey)에 의하면 지적인 측면과 정서적 측면은 인간 활동에서 통합적으로 작용하
며 정서는 합리성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시 읽기에서도 의미의 구성이라는 인지적 작
용과 독자가 경험하는 정서적 체험은 혼융된 사고의 형태로 작용한다.
John Dewey, Theory of Valuation,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9,
pp.64~65. 정호표, 「인지로서의 정서와 정서교육의 방향」, 『교육철학』Vol.13, 한국교
육철학회, 1995, p.27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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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텍스트의 이미지를 몸소 체험하고 느끼고 정서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이해와 더
불어 감상의 단계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 ‘놀이’(Spiel)를 예술의 본질로 규정한
가다머에 의하면, 예술의 놀이에 완전히 몰두하는 관객과 단순한 호기심에서 보는
것을 즐기는 사람 사이에는 명백히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2) 이는 예술 작품의 감
상에 있어 수용자가 판관의 자세로 임하기보다는, 몰아(沒我)의 자세로 작품을 ‘체
험’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 읽기에서도 독자는 시 텍스트 자체를 체험하고,
그것을 충분히 음미하는 것을 감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의미 구성 능력의 신장은 이미지를 질료로 하여 한 편의 이야기를 만듦으
로써 시 텍스트의 맥락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의 신장을 의미한다. 문학 교수-학
습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주된 활동을 이해와 표현이라고 할 때, 전자를 수렴성(收
斂性, astringency)으로, 후자를 발산성(發散性)으로 볼 수 있으며 양자는 상호 계
기적이며 보완적으로 작용한다.3) 이미지 내러티브의 방법을 통해 학습 독자는 텍
스트의 표면에 드러난 의미를 이해함과 동시에 의미 구성의 주체로서 독자적인 시
적 허구를 생산해 낸다는 점에서 수렴적 사고와 발산적 사고의 교호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학습 독자는 텍스트 자체가 함의하는 의미를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만의
텍스트를 생산해내는 표현의 주체의 면모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의 과정은 시 텍스트의 의미를 단순히 서사화하는 것에 머무
르는 것이 아니라, 학습 독자에게 친숙한 이야기 형태의 구성을 통해 시적 세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힌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서정적 체험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 개별 면담의 결과를 통해 학습 독자가 구성한 내러티브가 텍스
트를 관류하는 정서에 공감하게 하고 시적 세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기
여함을 확인할 수 있다.
[F – 개인 – 2]
원래라면 그냥 읽고 지나쳤을 단어나 구절이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미지를 통해 한편의 이야기를 만드니까 시의 전체적인
흐름을 더 잘 알게 되었어요. 그냥 밑줄 긋고 선생님 말씀을 받아 적는 것보다 이
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보니 시의 ‘화자’의 마음이나 감정 같은 것도 더 잘 알게
되었어요.
2) Hans-Georg Gadamer, 이길우 외 역, 앞의 책, p.181.
3)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 p.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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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삶과 문학의 연계성 확보이다. 이는 시 읽기가 학습 독자의 삶과 무관한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독자가 자신의 지평을 바탕으로 시를 읽을 때 텍스트의
의미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미지 기억이 텍스트의 이미지 이해
에 개입됨으로써 구성 가능한 맥락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독자는 시
텍스트와 자신을 무관한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자신과의 연속성 속에서 텍스트를
바라보고 의미를 확대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을 위한 몇 가지 전제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서는 시 텍스트, 교사, 학습 독자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시 텍스트의 요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미지 내러티브는 시간성이 두
드러지는 텍스트와 그렇지 않은 텍스트 양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교적 다
양한 시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2장 1절 (1)항에서 논의하였던 시 텍스트의
이미지성에 비추어볼 때 시 읽기에서 이미지를 그 출발로 보고자 하는 관점은 많
은 시에 두루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창작되는 현대시의 스펙트럼
이 넓어지고 있고 이미지 이외의 요소들이 핵심적 자질로 부각되는 텍스트가 속속
창작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최소한 이미지들의 연결을 통해 의미의 구성이
가능한 텍스트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요건이 규정되어야 한다. 단, 이때 ‘가능
한 의미’는 단일한 의미를 뜻하지는 않으며 이미지 간 연결을 통해 최소한의 맥락
구성이 가능한 것을 뜻한다.4)
다음으로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한 시 교수-학습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자. 텍스트에 대한 학습 독자의 반응은 매우 중요하지만 기존
의 지식 위주의 시 읽기 방식에 익숙한 학습 독자에게 시를 읽고 이미지를 생성하
고 체험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어려운 읽기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교수학습의 상황에서 적절한 개입과 암시5)를 통해 학습 독자들의 반응을 유도해 내고,
4) 가령 이미지가 자유연상에 의해 나열됨으로써 문법적 구문이 파괴되고 거의 모든 관련이
단절되어 있는 조향의 「바다의 층계」는 이미지 내러티브의 적용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
다. 「바다와 층계」원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모래밭에서 / 수화기 / 여인의 허벅지 / 낙지 까아만 그림자 //
김준오, 『도시시와 해체시』, 문학과 비평사, 1992, pp.54~55 참조.
5) 국어 교사는 가능한 말을 많이 하지 않음으로써 학생 안에 잠재해 있는 모든 내면적 자원
들(inner resources)을 모두 동원하여 글을 이해하거나 작품을 감상하도록 기회와 책임과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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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독자가 스스로 시적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단계로 이끌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교수-학습 환경 조성의 측면에서 학습 독자의 시적 체험을 유도하고 보다
창의적인 의미 구성을 장려하기 위해 개방적인 분위기를 형성해야 하며, 학습 독
자에게 적절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조력을 할 수 있다.6)
마지막으로,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한 시 읽기를 수행하는 주체가 학습 독자라
는 점에서 ‘태도’의 문제가 중요시된다.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한 시 읽기에서 유독
학습 독자의 태도가 문제시되는 이유는 그것이 기존 시 교육에서 이루어져 온 의
미 중심의 시 읽기, 인지적 시 읽기와는 변별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한 시 읽기는 학습 독자를 시적 체험 및 의미 구성의 주체로 보는
관점을 취하고 있기에, 학습 독자가 시 읽기에서 담당하는 비중이 크며 그들의 적
극적 참여가 없이는 유의미한 결과에 도달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습 독자는 텍스
트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가지고 몰입해야 하며, 작가와 대등한 의미 구성의 주체
로서 스스로 해석의 세계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이미
지 내러티브를 통한 시 읽기는 학습 독자가 텍스트를 대면하여 수행하는 고유한
행위라는 점에서 오독(誤讀)을 낳은 우려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학습 독
자는 해석 결과를 타 학습 독자와 공유하여 자신이 구축한 해석의 세계를 조명하
고 이를 바탕으로 해석 논리를 조정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는 무비판적
으로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해석 공동체 내의 민주
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서로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한 시 교육의 내용
이미지 내러티브의 과정을 교육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교육 내용을 도출하여 보
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이미지의 생성 및 체험, 둘째, 개연적 해석 논리
구축 능력의 신장, 셋째, 독자-텍스트의 연속성 확보이다.

이삼형 외, 앞의 책, p.93.
6) 교사와 학생은 질문을 통해 서로에게 사고와 반응을 요청함으로써 상대방의 의식에 영향
을 주고받고, 이를 통해 앎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전숙경, 「수업언어로서의 ‘질문’에 대한 이해」, 『교육철학』 제50집, 한국교육철학학회,
2010, pp.17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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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지의 생성 및 체험

Ⅲ장에서의 양상 분석을 통해 학습 독자가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생성하기는
하나 특정 이미지들을 임의로 배제하거나 생략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추상 이미지와 같이 학습 독자들이 그 상을 쉽게
떠올릴 수 없거나, 시어와 시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여러 이미지가 결합되거나
전이되어 이미지가 직조된 텍스트의 경우에 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의 의미를 이해하고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데 있어 특정 이미지의 역
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제할 경우 구성된 의미 맥락의
개연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시 텍스트에 이미지와 이미지간
의 맥락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특정 이미지는 텍스트 내의 다른 이미지와 모
종의 의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 독자로 하여금 1차 독서에서 형성한 전체 이미지에 비추어 시어,
시구를 통해 개별 이미지를 충분히 생성할 수 있게 하는 교육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지를 충분하게 생성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의 조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교육 방법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텍스트에 포진되어 있는 다양한 층위의 이미지들을 생성한 후에는 그
이미지들에 대한 충분한 체험이 이루어져야 한다.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이미지의
체험은 학습 독자가 스스로 시를 맛보고 즐기는 행위라는 점, 깊이 있는 체험이
시적 의미를 구성하는 데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미지 체험은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
한 시 교육이 그간 이루어진 시 교육과 변별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그간 이루어진
시 교육이 텍스트의 잠재된 의미를 규명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면, 이미지 내러
티브를 통한 시 교육은 그 중심을 학습 독자가 시어를 통해 생성하는 이미지의 체
험을 출발점으로 상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독자는 시어를 근간으로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창조적 행위를 통해 시를
관류하는 정서를 체험하고 이미지가 독자에게 전달하는 느낌을 생생하게 전달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학습 독자들이 시 읽기의 주체로서 텍스트의 다양한 이미지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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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 체험하는 과정이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학습 독자들이 시
를 읽어 나가면서 전기적 사실이나 역사적 배경과 같은 외적 맥락에 포섭되지 않
고, 텍스트와 대면하여 스스로 시 읽기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적 방향을 제시해
준다.

(2) 개연적 해석 논리 구축 능력의 신장

학습 독자들이 이미지 내러티브를 시 읽기에 적용하는 양상을 분석한 결과, 이
미지들의 관계성을 인식하고 그 연결을 시도하기는 하나 해석의 결과로서 구축된
맥락이 개연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원칙적
으로 해석이 무한함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추측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해석
이든 텍스트의 논리성에서 출발해야 한다7)는 에코의 주장에서도 알 수 있듯, 이미
지의 연결을 통해 구축된 세계는 의미적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시 텍스트가 다른 장르의 텍스트와는 달리 해석의 빈틈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미지간의 틈을 조밀하게 메우는 것은 독자의 몫이다. 그리고 이미지 간의
의미적 여백이 충분히 메워지고 논리성을 가지게 될 때 해석의 결과는 ‘그럴듯함’,
즉 개연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미지 내러티브에서 여백을 메우고 개연성을 실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
는 것은 이미지의 존재 이유를 규명하는 행위이다. 이미지에 대해 충분하게 체험
하고 이미지의 텍스트 내 존재 이유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는 것은 이미지
를 둘러싼 앞뒤 맥락을 복원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 독
자는 이미지를 충분히 체험함과 동시에 다른 이미지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텍스
트에서 이미지가 어떠한 의미적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져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독자가 생성해낸 이미지들의 관계에 대한 메타적 인식 능력이
요구된다. 이미지들의 관계를 거시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이에 비추어 독자는 나름
대로의 의미망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학습 독자가 개별 이미지의 존재 이유를 규명하는
7) Umberto Eco, Limiti dell'interpretazione, 김광현 역, 『해석의 한계』, 열린책들, 2009,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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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천착함으로써 이미지를 둘러싼 맥락을 복원하고, 이미지들 간의 관계를 메타
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개연적인 해석 논리를 구축하는 것은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
한 시 교육에서 중요한 내용 요소가 된다. 학습 독자들이 시어를 통해 많은 이미
지를 생성하는 지점에는 도달하지만, 그것을 맥락을 유기적으로 엮어내는 의미 구
성의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그러한 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를 뒷받침한다.

(3) 독자

–

텍스트의 연속성 확보

독자 반응 비평의 관점에 의하면 텍스트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
라, 독자에 의해 모습을 드러내고 의미가 구성되는 대상이다.8) 이러한 관점에 의
거할 때 독자는 텍스트를 고정적인 대상으로 인식하여 그것을 향해 다가가기보다
는, 적극적으로 독자 자신의 기대지평과 텍스트와의 상호 관련성을 모색하는 자세
로 텍스트를 대해야 한다.
하지만 시 교육의 장에서 많은 학습 독자는 텍스트와 자신의 삶이 연속선상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며, 텍스트는 독립적 실체로 존재하는 의미 규명
의 대상이 뿐이다. 즉, 독자와는 무관한 세계로 인식되는 것이다. 하지만 문학이
본질적으로 인간의 삶을 다루고 그것을 언어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는 사실에 비
추어 볼 때, 학습 독자가 접하는 텍스트는 독자의 삶과의 관련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지 내러티브는 텍스트를 근간으로 하여 생성되는 이미지들을 질료로 하여
내러티브적 사고를 동원한다는 점에서 ‘텍스트’를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으로 삼는
다. 하지만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한 시 읽기는 텍스트 내부의 의미 맥락 구축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기억과의 관계성을 모색하고 이
를 텍스트의 해석에 적용하는 순환 구도를 통해 확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내러티브를 수행하는 학습 독자에게 이미지 기억의
동원이 요구될 때, 대다수의 학습 독자들은 이미지 기억과 관련된 경험을 서술하
는 것에 그치는 모습을 보였다. 텍스트의 이미지가 독자의 이미지 기억을 활성화
8) 차봉희 편저,『독자반응비평』, 고려원, 1993, pp.58~6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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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다시 텍스트와 연계되는 순환적 구도가 아니라, 텍스트의 이미지가 단순히
독자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매개로 기능했다는 점에서 양자의 연속성이 확보되었다
고 보기는 어렵다.
텍스트의 시어를 근거로 생성된 이미지와 이미지 기억을 연계하여 확장된 내러
티브를 구성하는 것은 학습 독자로 하여금 자신과 텍스트가 만나는 지점을 적극적
으로 모색하게 하고, 이로 인해 텍스트 감상의 결과를 내면화 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학습 독자와 텍스트 사이의 심미적 거리를 줄여 주고, 학습 독자가 시 읽기
에 보다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한 시 읽기의 교육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3.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한 시 교육의 방법
이 절에서는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한 시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구안해 보고
자 한다. 이는 교수-학습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시 읽기가 텍스트를 외적 맥락에
대응시켜 가며 의미를 밝혀 나가는 것이 아닌, 텍스트로부터 출발하여 이미지를
체험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의미를 구성, 확대해 나가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시 읽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궁극적인 상으로 본다. 따라서 이미지 내
러티브를 통한 시 교육 방법을 구안함에 있어 학습 독자가 개별 이미지의 의미를
규명하는 데 몰두하는 것보다는 이미지를 체험하는 것이 전제로서 필연적으로 요
구된다. 나아가 텍스트의 전체 이미지를 떠올리고 텍스트 내에 포진되어 있는 이
미지를 발견, 생성하는 과정을 거쳐 의미 구성의 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해석학적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고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 방법을 구안한 후, 박목월의 「윤사월」과
백석의 「여승」을 대상으로 하여 검증실험9)을 실시하였다. 시를 읽고 자유롭게
9) 검증실험(2차 본 조사)은 1차 본 조사를 통해 확인한 학습 독자의 이미지 내러티브 수행
양상을 토대로 교육 방법을 구안하여 실시하였다. 2차 본 조사의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1차 독서] 위 시를 읽고 자유롭게 감상문을 작성해 봅시다.
2. [2차 독서] 위 시를 읽고 떠오르는 전체적인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위 시를 읽고 떠오르는 개별 이미지를 최대한 많이 적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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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문을 작성한 것과 교육적 처치를 적용한 후의 시 읽기를 비교함으로써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한 시 교육의 유용성 및 가능성을 피력하고자 한다.

( 1) 자유연상을 통한 내러티브의 구성소 확보

앞 장에서 살펴본 학습 독자들의 시 읽기 양상을 통해 확인한 바는 그들이 시
를 읽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파악하기 쉬운 이미지에만 주목하거
나 특정 이미지를 임의대로 배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가령 김남조의
「겨울 바다」를 읽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미지의 새’의 이미지에 주목하
지 않는다거나, 「설일」을 읽고 ‘은총의 돌층계’ ‘섭리의 자갈밭’과 같은 추상 이
미지와 지각 이미지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시구에 관하여는 이미지를 생성하지 않
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한 시 교육에서 ‘이미지’를 내러티브의 최소단위,
즉 구성소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꼼꼼한 시 읽기를 위해서는 특정 이미지를 임의
대로 배제해서는 안 되며 시어, 행, 연 등 시의 부분들로부터 이미지들을 생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습 독자로 하여금 시의 많은 부분에 주목하여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미지로부터 파생되는 정서를 체험하게 하는 교육적 처방이 필요하다.
본고는 학습 독자가 시를 읽고 이미지를 생성하여 내러티브의 구성소를 확보하
기 위해서는 어떠한 평가나 가치판단을 내리기 이전에 충분한 양의 이미지를 생성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자유연상(Brain Storming)’을 교육적 방법으로 활용
해 보고자 한다.
자유 연상 기법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오스본(Osborn)에 의해 고
안된 것으로 떠오르는 낱말을 제한 없이 받아들이고 어떠한 모형이나 형식 없이
어휘 중심으로 기록하는 목표 지향적인 아이디어 창출 기법을 말한다. 자유 연상
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원리는 ‘판단유보’(deferment of judgment)와 ‘많은 양
개별 이미지들의 관계를 그림(마인드맵)으로 표현해 봅시다.
3. [3차 독서] 떠올린 이미지들과 그에 대한 느낌, 이미지들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편의 이
야기가 있는 감상문을 작성해 봅시다.
4. 여러분이 작성한 감상문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발표 및 토의 – 집단 면담)
- 친구들의 감상 메모 :
- 친구들의 발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깨닫게 된 사실에 대해 적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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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서 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quantity breeds quality)는 것이다.10)
‘판단유보’는 학습 독자가 텍스트에 대해 생성하는 이미지에 대해 다른 학습 독
자 혹은 교사의 개입이나 판단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상
(imagination)은 격려되고 검열(censorship)은 최소화11)하여 학습 독자들이 자유
롭게 시를 읽고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권장되어야 한다. ‘많은 양 가운데서
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두 번째 원리는 학습 독자의 직관적 반응의 결과가
휘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많은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을 의
미한다. ‘판단유보’와 ‘많은 양’의 산출을 지향하는 자유연상기법은 학습 독자가 이
미지를 의미적으로 구조화하기 이전에 텍스트에 직관적으로 반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은 학습 독자가 박목월의 「윤사월」을 읽고 자유연상의 방식으로 개별 이
미지를 떠올리고 체험한 예와 교육적 처치 이전에 시를 읽고 작성한 감상문을 비
교한 것이다.

[G-윤사월-1]
최초 감상문
산속에서

꾀꼬리가

우는 소리를 그 산의 산
지기인 눈이 안 보이는
한 처녀가 몰래 앞서 듣
지 못하고 몰래 꾀꼬리
가 ‘윤사월 해 길다’라
고 하는 것을 엿듣고 있
는 것 같다.

자유 연상을 통해 생성한 개별 이미지
- ‘송홧가루’의 이미지는 ‘외딴 봉우리’ 라는 시어의 외
롭고 쓸쓸한 느낌을 아름답게 바꾸어주는 것 같다.
- ‘윤사월’의 이미지는 해가 가장 늦게 지는 느긋하고 포
근한 이미지가 떠오른다.
- ‘꾀꼬리’의 이미지는 눈 먼 처녀가 듣는 유일한 것이니
까 희망적인 느낌을 준다.
- ‘눈 먼 처녀’의 이미지는 외딴 집에 있어 고독하고 애
절한 느낌 같지만, 문설주에 귀 대고 엿듣고 있다는
걸 보면 희망적이고 적극적인 면도 있는 것 같다.12)

10) 전경원, 「브레인스토밍에 관한 문헌 고찰」, 『창의력교육연구』Vol.1, 한국창의력교육
학회, 1997, p.33.
11) 정재찬, 「현대시 교육의 방향」, 『문학교육학』제19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6,
p.394.
12) ‘어휘’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자유 연상을 할 경우 이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체험이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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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시를 읽고 학습 독자가 작성한 감상문을 보면 개별 이미지들을 떠올리
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정서나 느낌을 체험하기보다는, 시적 상황을 나열하는 데
머무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지기’와 ‘눈 먼 처녀’를 동일시하고 있고,
‘꾀꼬리’가 ‘윤사월 해 길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적 상황을 이해한 것으로 보아 시
의 맥락을 잘 이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 반면, 자유 연상 기법으로 개별 이미지를
생성하게 유도한 결과를 살펴보면 학습 독자가 개별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것이 주
는 정서나 느낌, 혹은 분위기까지 체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최초 감
상문에서 누락되어 있었던 ‘송홧가루’의 이미지에 주목하고 있으며, ‘윤사월’, ‘꾀꼬
리’, ‘눈 먼 처녀’의 시어로부터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 느낌이나 정서를 체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유 연상을 통해 이미지를 생성함으로써 감상이 보다 구체
화된다고 할 수 있다.
Ⅲ장에서 학습 독자가 이미지 내러티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이미지를 임
의대로 배제하고 생략한 채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유연상기법을 이미지 생성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
고 시 텍스트의 다양한 이미지들을 체험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교사는 학습 독자가 자유연상 기법을 통해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특정 이미지를 누락할 경우 적절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미지 생성을 유도할 수
있다.13) 이때 질문은 특정 사고에 고착되어 있는 학습 독자가 의문을 가지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학습 독자들의 상상력을 추동할 수 있는 기제로 기능하게
된다. 가령 [F-여승-1]의 학습 독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총 4연 중 2연과 3연에
해당되는 이미지만을 집중적으로 생성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그 양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될 우려가 있으므로, 학습 독자에게 되도록 텍스트의 ‘시어’와 떠오르는 이미지 및 그에
대한 느낌을 문장 형식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13) 전숙경, 위의 논문, p.168.
교사의 질문은 질문의 목적에 따라 학생의 현재 상태를 알기 위해 하는 일종의 시험적 질
문, 지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질문, 전혀 새로운 세계로의 전환을 가져오는 질문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 시험적 질문 : (지난시간에 배운) 과거제도가 언제 도입되었지요?
- 지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질문 : 운명은 주어진 것일까요, 개척하는 것일까요?
- 전혀 새로운 세계로의 전환을 가져오는 질문 : 학생의 고착화된 사고를 깨뜨리고 전
환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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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여승-1]
-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라는 구절에서 ‘도라지꽃’은 보라
색이니까 죽음을 암시하는 것 같다. 그래서 쓸쓸한 느낌이 든다.
- ‘돌무덤’이라는 단어 중 ‘돌’은 단단한 이미지, 차가운 이미지가 떠오르고, ‘무덤’이
라는 시어와 합쳐져서 약간 가난함 같은 것도 떠오른다.
- ‘가을 밤’에서는 차갑고 추운 이미지가 떠오르고 외로움, 쓸쓸함, 우울함이 느껴진
다.

- 여인이 딸을 때리며 가을밤 같이 차게 울었다는 구절로 미루어 보았을 때 서러움,
미안함 등도 담겨 있는 것 같다.

이때 교사는 학습 독자가 1연과 4연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질
문을 하였고, 학습 독자는 그것에 해당되는 개별 이미지를 생성하였다. 교사와 학
생 사이에서 이루어진 대화에서 그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교

사 : ㅇㅇ이가 찾아내는 이미지가 조금 후에 감상문을 쓸 때 재료가 될
거예요. 그런데 1연과 4연에서는 이미지를 발견할 수 없을까요?

[F-여승-1] : 있을 것 같아요.
교

사 : 1연에서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F-여승-1] : 얼굴에 주름이 있는 여자 승려가 가지런히 손을 모으고 절을 하는
장면이 떠올라요. 그리고 ‘가지취 내음새’에서는 숲 속을 걸어 다
닐 때의 향기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고 풋풋한 느낌이 든다고 할까
그래요.
교

사 : 잘했어요. 그렇다면 4연에서는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죠? 이미지
들이 주는 느낌이나 기분은 어떤가요?

[F-여승-1] : 삭발을 하는 여승의 모습이 떠올라요. 그리고 산꿩의 울음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슬프고 서러운 느낌을 줘요.

이처럼 교사는 학습 독자들이 자유연상을 통해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충분
히 많은 이미지들을 생성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학습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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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특정 이미지들을 이유 없이 배제할 때 적절한 개입을 통해 학습 독자들이 이미
지 생성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이미지 내러티브의 방법은 자유 연상 기법을 통해 어떠한 판단이
나 검열 없이 충분히 많은 이미지들을 생성하며, 그 이미지들에 대한 느낌이나 정서,
분위기를 기록하는 것이다. 특정 이미지들을 배제하거나 생략하지 않고 시를 이루는
부분들을 주목함으로써 내러티브 구성소를 확보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독자가 생성해 낸 이미지와 이미지에 대한 체험의 결과는
추후 해석의 질료이자 기반이 된다. 학습 독자들은 전체 이미지와 생성한 개별 이
미지들 생성하고 체험함으로써 텍스트를 지배하는 정서를 이해하게 되며, 이는 독
자가 이미지에 내러티브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참조 가능한 정보로 자리매김 하게
된다.

( 2) 마인드맵을 통한 이미지의 관계성 인식

학습 독자가 이미지와 이미지들 간의 개연성 있는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미지들의 관계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에서 이미지는
의미나 정서를 압축적으로 담아내고 있으며 이미지 간 맥락은 생략되는 경우가 많
으므로, 생략된 맥락을 복원하고 연결하는 것은 독자의 몫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지와 이미지의 의미적 관계를 인식하고 탐구하기 위한 전략이 요청된다.
학습 독자들이 생성한 이미지들의 관계성을 인식하고 구조화하기 위해서는 마인
드맵을 활용할 수 있다. ‘마인드맵’(mind map)은 1971년 영국의 토니 부잔(Tony
Buzan)이 개발한 방법으로, ‘생각의 지도’로 번역된다. 이는 마음속에 넘쳐흐르는
사고력과 상상력, 그리고 읽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기억하는 모든 정보를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이미지와 핵심단어, 색상 및 상징적 기호 등을 통해 자유롭게 펼
쳐 보이고 독창적이고 종합적인 구조로 조직화한 것을 말한다.14)
자유연상과 달리 마인드맵에서 중시되는 것은 ‘구조’와 ‘조직화’이다. 이것을 시
텍스트 감상 과정에 적용하여 보면 직관적 반응이 무질서하게 나열되어 있는 차원
에서 나아가 그것을 범주화하고 조직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즉, 자신이 표현
14) 김윤정, 「마인드맵을 활용한 초등학생의 미술 감상능력 신장 방안」 , 『미술교육연구
논총』, Vol.16, 한국교육대학교 미술교육학회, 2004,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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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응 혹은 감상 표현들이 어떠한 다른 표현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파악하
고, 나아가 그것이 텍스트의 어떠한 부분에서 산출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는 반응과 반응, 감상과 감상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며, 언어적으로 질서화
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시 텍스트 감상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독자는 마인드맵을 통해 주가지, 즉 주개념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통합하고, 범주화하고, 위계적으로 조직화하고, 새로운 연상결합을 찾아내고, 마인
드맵의 전체맥락에서 처음에 ‘어리석거나’ ‘엉뚱하게’ 보였던 생각들을 다시 고려해
본다.15) 다시 말해 생성한 개별 이미지들 중 중심 이미지를 전경화하고 이미지들
가운데 자신이 구축할 의미 맥락에서 무가치한 것을 후경화하는 구조화 과정을 진
행하는 것이다. 학습 독자들은 텍스트의 전체 이미지에 비추어 개별 이미지들을
마인드맵의 형식으로 연결해 나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지 기억이 개별 이미
지와 연결되는 지점을 맵핑(mapping)하여 해석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다.
다음은 학습 독자가 마인드맵을 통해 개별 이미지를 구조화한 것이다.

[F-여승-1]

15) Tony Buzan 외, Use your memory : understand your mind to improve your memory
and mental power, 권봉중 역, 『토니 부잔의 마인드맵 북』, 비즈니스맵, 2010, p.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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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독자는 ‘여인’이 ‘여승’이 되기까지의 변화에 주목하고, 그 사이에 지아비와
딸을 잃은 여인의 사연을 배치해 놓고 있다. 이를 통해 이들이 텍스트의 시간성을
메타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여인’이 ‘여승’으로 이어지는 구조
안에 ‘딸의 죽음’과 ‘지아비의 죽음’, ‘시간의 흐름’을 배치해 놓음으로써 텍스트를
관류하는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고 변화의 계기가 될 만한 이미지를 조직화하고 있
는 것이다.
또한 ‘여인’, ‘가을밤’, ‘딸’, ‘도라지꽃’ 등의 시어로부터 생성한 이미지들을 관계
화함으로써 여인이 여승이 되기까지의 사연에 보다 개연적인 논리를 부여하고 있
다. 특히 ‘딸’과 관련하여 생성한 개별 이미지와 그에 대한 정서, 느낌을 구조화하
고 있는 부분에서는 ‘딸’, ‘도라지꽃’, ‘돌무덤’이라는 시어로부터 연상되는 이미지
와 그에 대한 정의적 반응을 구조화함으로써 ‘딸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추론하고
있다.
앞서 Ⅲ장에서 학습 독자들이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해 시 읽기를 수행하는 과정
에서 이미지들의 관계를 개연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논리적 비약을 통해 이야기
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6) 특히 특정 이미지에서 다른 이미지로
인식이나 관심이 전환될 때, 그 전환의 과정이나 이유를 개연적으로 풀어내지 못
하는 것이 문제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마인드맵을 통하여 개별 이미
지를 구조화하는 것은 이미지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개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박목월의 「윤사월」을 읽고 학습 독자가 이미지들을 마인드맵을 통해
구조화한 결과물이다.

16) Ⅲ장에서 학습 독자가 「겨울 바다」를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해 읽는 과정에서 개연성
을 확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불의 뜨거움’과 ‘차가운 물의 감정’이 어떻게 화자
가 ‘자신의 열정을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지 개연성을 확보하며 설명해 내지 못하
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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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윤사월-1]

위의 마인드맵에서 학습 독자는 이미지를 ‘긍정적 이미지’와 ‘외롭고 쓸쓸한 이
미지’로 양분하고 있는데, 이는 시 텍스트에 제시된 이미지의 공간적 성격을 의식
한 것으로 보인다. 「윤사월」의 시적 공간은 크게 ‘눈 먼 처녀’가 있는 외딴 집의
내부와 봄의 풍경이 펼쳐져 있는 바깥 공간으로 구분된다. 학습 독자는 전자를 긍
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후자를 외롭고 쓸쓸한 것으로 인식하여 양자를 대립적
관계로 구조화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립적 구조화는 ‘눈 먼 처녀’라는 시어에서 ‘애환’이나 ‘절박함’이 느껴지
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학습 독자는 ‘눈 먼 처녀’와 ‘윤사월’, ‘꾀꼬리’라는 이미지
를 연결해 놓고 있는데, 이는 ‘윤사월’과 ‘꾀꼬리’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눈 먼 처
녀’와 의 대비를 통해 부각됨을 의미한다. 이처럼 ‘윤사월’, ‘꾀꼬리’, ‘눈 먼 처녀’
등의 시어로부터 생성되는 이미지는 학습 독자의 의식 속에 산재되어 있는 단계에
서 벗어나 마인드맵을 통해 조직화, 구조화 된다.
한편 학습 독자가 개별 이미지들을 관계화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생성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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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된 학습 독자의 이미지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송화가루’의
이미지와 관련하여 등굣길에 본 흩날리는 벚꽃을 떠올린 독자는 자신의 이미지 기
억과 그에 대한 체험을 떠올렸고, 이를 이미지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과정에 재 적
용하였다.
앞 장에서 학습 독자들이 이미지 기억을 통해 내러티브를 확장시키는 과정에
서, ‘시의 내용(전반부) + 자신의 경험(후반부)’이라는 단순한 구조로 감상문을
작성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 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한 시
읽기에서 요구되는 이미지 기억은 텍스트로부터 생성한 이미지를 자신의 기억에
비추어 보고, 그것에 대한 체험을 다시 맥락 구축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
는 학습 독자들이 마인드맵을 통해 이미지들의 관계성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이미
지 기억을 상기시킬 만한 적절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미지 내러티브의 확장에 조
력할 수 있다.
교사는 학습 독자들이 이미지들의 관계를 인식하고 구조화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내러티브적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구조의 유형을 시범적으로 제시하여
학습 독자들이 해석의 비계(scaffolding)17)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비계가 ‘책임
의 이양’을 특성으로 하는 만큼, 학습 독자들이 점차 스스로 관계적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교사는 학습 독자에게 생각의 전환을 가능케 하거나 추론을 활성
화시킬 수 있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학습 독자가 이미지들을 관계화 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예를 들어 [F-여승-1]에서 학습 독자는 ‘돌’의 단단하고 차가운 이미
지와 ‘무덤’을 연결 지으면서 ‘가난함’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한다. 교사는 이에 대해
“어떤 점에서 ‘돌’과 ‘무덤’이 ‘가난함’을 떠올리게 했나요?”라는 질문을 하였고, 학
습 독자는 “무덤을 왠지 돌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돌로 아무렇게나 쌓아올린 무
덤에 딸을 묻고 슬퍼하는 여인의 모습이 떠올라서 가난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요.”라는 답변을 하였다.
이처럼 학습 독자는 생성한 개별 이미지들을 전체 이미지를 의식하며 구조화하
17) 비계란 학습자의 과제해결에 주는 조력으로, 학습자의 자율적인 학습이 가능해지면 지원
을 줄이고 점차 학습자에게 책임을 이양하는 것이 중요한 특성이다.
L.S.Vygotskii, M.Cole 엮음, Mind in society, 정회욱 옮김, 『마인드 인 소사이어티비고츠키의 인간 고등심리 과정의 형성과 교육』, 학이시습, 2009, pp.134~1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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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 속에서 이미지들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며, 텍스트의 이미지를 토
대로 이미지 기억을 떠올리고 연결 지음으로써 의미 구조를 확장시킬 수 있다. 또
한 마인드맵에 구조화된 이미지를 점검함으로써 이미지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
를 내러티브의 구성에 활용할 수 있다.

( 3) 내적 대화를 통한 내러티브 맥락의 구성

생성한 이미지들의 관계성을 인식하고 구조화를 수행한 학습 독자들은 이미지
들에 ‘시간적인 흐름’을 부여하여 이야기(story)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앞 장에서 학습 독자들은 시 텍스트를 관류하는 지배적 시간적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된 상태로만 이미지들을 인식하였고, 시간성이 드러나지 않는 텍스
트의 경우 개별 이미지들을 지배적 정서에 포섭되는 것으로 이해하여 시간적 맥락
을 부여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한 시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개별 이미지들의 관
계성을 인식하고 이미지들에 시간적 흐름을 부여하는 것이다. 시 텍스트가 표상하
고 있는 이미지가 정지된 상태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이미지를 단서로 삼아 특정
이미지가 현재의 이미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텍스트 내 개별 이미지들이 시간성을 바탕으로 조직되어 있을 경우
그것을 맥락화 하고 재구성할 수 있으며, 시간성이 드러나 있지 않을 경우 개별
이미지의 존재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다른 이미지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시간
성을 재구하거나 부여함으로써 내러티브가 구성되는 것이다.
이렇듯 개별 이미지들을 시간적 흐름으로 인식함으로써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능력이 요청된다고 볼 때, 학습 독자들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적 방법은 ‘내
적 대화(inner dialogue)’라고 할 수 있다. 이미지가 독자에게 특정 느낌을 전달하
고 특정 의미를 가진다면 학습 독자는 이미지에 대해 물음을 던져야 한다. 이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어떤 것이 그 밖의 것과 어떻게 연
결되는지에 대한 물음이다.18) 어떤 것이 그 밖의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인식
하고 선후 관계를 추론함으로써 내러티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18) Donald E. Polkinghorne, 앞의 책,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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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독자들은 시를 읽기 위해서는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에 생략된 관계 및 시
간의 흐름에 대해 의문을 가져야 한다. 이미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텍스트 내의 의미세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것은 텍스트에는 드러
나지 않은 과거의 이미지와 어떠한 관련을 가지는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
고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다음은 학습 독자가 박목월의 「윤사월」을 읽고 이미지 내러티브의 방법을 적
용한 전과 후의 감상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G-윤사월-3]
이미지 내러티브 적용 전
(최초 감상문)

이미지 내러티브 적용 후

㉠윤사월에 소나무 한그루가 우두커니 서 있
고 꽃가루가 휘날리고 있다. 소나무 위에서는
꾀꼬리가 외롭게 울고 있다. 소나무 앞 산지기
네 집에 얹혀 사는 ㉡눈 먼 처녀는 ㉢어두컴컴
눈이 안 보이는 여자가 소나무

한 방에 홀로 누워 있다가 외로운 꾀꼬리 울음

의 꽃가루 날리는 곳 앞에서 꾀꼬

소리를 듣고 더 크게 듣고 싶어서 ㉣문설주에

리 울음소리를 들으려고 기둥에

기대어 꾀꼬리 소리를 몰래 엿듣고 있다. 소심

기대 서 있는 모습이 떠오른다. 엿

한 처녀는 집주인 산지기한테 혼자서 나와 꾀

듣고 있다는 표현이 문설주에 숨

꼬리 울음소리를 듣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들

어서 듣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킬까봐 조마조마하다. ㉤처녀는 꾀꼬리 소리를

든다.

엿듣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간다. 처녀는 꾀꼬
리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아름다운 꾀꼬
리의 모습과 꽃가루가 휘날리는 나무와 아름다
운 풍경을 볼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슬퍼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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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독자는 구조화한 이미지들에 다시 살아 있는 맥락을 부여하여 이야기를 구
성하고 있다. 시 텍스트로부터 생성 가능한 이미지는 주로 꾀꼬리의 울음소리, 송
화 가루가 날리는 풍경, 문설주에 귀를 대고 엿듣는 처녀의 모습 등 정지된 장면
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습 독자는 ㉠을 배경으로 하되, 눈 먼 처녀(㉡)
의 심정과 행위의 동기를 추측하여 이미지에 시간의 흐름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어두컴컴한 방에 혼자 누워 있는 처녀(㉢)→ 눈 먼 처녀가 문설주에
기대어 있는 상태(㉣)→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처녀(㉤)’라는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학습 독자가 개별 이미지들의 관계를 구조화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미지들
의 존재 이유를 내적 대화를 통해 규명하려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가령 ㉣의 이미
지에 대해서도 ‘왜 그러할 수밖에 없었을까’하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어두컴컴한
방에 홀로 누워 있다가 외로운 꾀꼬리 울음소리를 듣고 더 크게 듣고 싶어서’라는
이유를 추론하는 것이 그 예이다. 또한 ㉤은 텍스트에 제시되지 않은 이미지를 상
상적으로 구성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꾀꼬리의 울음소리’, ‘꽃가루가 휘날
리는 나무’와 같은 아름다운 풍경과 ‘눈 먼 처녀’라는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 충분
히 추론이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학습 독자들은 개별 이미지들을 구
조화하는 데서 나아가, 이미지들 간에 생략되어 있는 맥락 및 이미지들의 존재 이
유를 추론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개연성을 갖춘 내러티브를 구성할 수 있
게 된다.
이미지 내러티브를 적용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여 제시한 [G-윤사월-3]를 살펴
보자. 최초의 시 읽기에서 학습 독자는 텍스트에 제시된 장면 이상의 것을 추론하
거나 상상해 내지 못한다. 반면, 개별 이미지들을 생성하여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정서나 느낌을 체험하고, 그것들의 관계를 바탕으로 내러티브를 구성한 학습 독자
의 감상문에는 개별 이미지들에 대해 학습 독자가 느끼는 정의적 반응이 포함되어
있으며 맥락 또한 보다 구체화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의 이미
지를 질료로 삼아 한 편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방식의 시 읽기가 기존의 시 읽기와
의 차별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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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집단 대화를 통한 내러티브 맥락의 조정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한 시 교육은 시를 읽고 독자가 생성하는 이미지와 그로부
터 파생되는 정서, 느낌을 내러티브의 구성소로 삼는 만큼 개별 독자에 따라 내러
티브 구성의 결과물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독자들이 자신의 시적
사유를 공개하고, 타인의 사유와 동등하면서도 횡적인 대화를 통해 시적 사유의
폭을 넓히고 조정하는 과정19)이 필요하다. 즉 집단 대화를 통해 자신이 구성한 내
러티브 맥락을 다른 학습 독자와 공유하자는 것이다.
이때 이루어지는 공유는 브루너가 말한 협동적 내러티브의 성격에 가깝다. 협
동적 내러티브는 제로섬(zero-sum)게임이 아니다. 브루너에 의하면 서로 연합하
여 의미를 만드는 것은 헤게모니, 즉 단지 강자의 스토리의 버전을 약자에게 원치
않는 것을 억지로 동의하게 하는 그런 것일 필요가 없다.20) 따라서 자신의 해석을
무리하게 타인에게 강요하거나 납득시켜서는 안 된다. 학습 독자들은 동일한 텍스
트에 대해 자신이 구성한 의미세계와 다른 학습 독자가 구성한 의미세계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다른 학습 독자가 구축한 세계에 대해 이해해하고 공감해야
한다. 듀이에 의하면 교육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과정으로, 경험은 상호작용을 통
해 발달한다.21)
뿐만 아니라 개별 학습 독자의 감상 과정에서 해석 논리 속으로 끌어오지 못했
던 부분을 다른 학습 독자가 구축한 해석 논리를 통해 재조명함으로써 학습 독자
의 문학 경험은 확대될 수 있다. 학습 독자가 수행한 이미지 내러티브의 결과물이
다른 학습 독자의 시 읽기에 해석의 비계(scaffolding)로 기능할 수도 있는 것이
다. 이처럼 자신의 기대지평을 근거로 텍스트를 읽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편협한 해석 혹은 특정 관점에 치우진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다른 교육
주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관점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시 읽기에서 대화
가 필요한 이유이다.
즉, 이미지 내러티브라는 사고의 과정 및 결과물은 이야기 형식의 감상문을 통
19) 최미숙, 「대화 중심의 현대시 교수·학습 방법」, 『국어교육학연구』 제26집, 국어교육
학회, 2006, p. 241.
20) Jerome Bruner, 강현석 외 공역, 『교육의 문화』, 교육과학사, 2005, p.240.
21) John Dewey, 엄태동 편저, 『경험과 교육』, 원미사, 2001, p.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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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소통의 장에 공론화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개별 독자가 구축한 내러티브적 맥
락은 보완되고 수정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감상의 결과가 소통의 장에 제안되
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사유의 흐름을 이해하는 과정은 텍스트에 대한 이해뿐 아
니라 텍스트를 받아들이는 다른 학습 독자의 사고와 정서, 즉 시적 체험의 모습을
를 살피는 길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2차 조사에서 실시한 집단 면담에서는 실제
로 학습 독자들이 서로 달리 수행한 이미지 내러티브의 결과를 공유하고 있는 양
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22)

[F-집단-1]
저는 떠나버린 지아비를 10년 동안 기다리는 여승의 이미지에서 애틋함을 느꼈어
요. 그런데 ㉠‘산꿩이 울던 날도 있었다’라든가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 같이
떨어진 날도 있었다’에서는 옛날에 많이 슬퍼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슬픔을 가라앉힌,
종교적으로 승화했다고 해야 할까?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F-집단-3]
전 사실 시를 읽고 쓸쓸하고, 춥고, 외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왠지 ㉡머리
를 깎은 여인이 여승이 되어 눈물을 흘리는 장면도 떠올랐어요. 슬픔이 가라앉은 승
화보다는 한 같아요.

「여승」에 제시되어 있는 여인의 모습은 해석의 여백을 가진 이미지로 독자에
게 주어진다. 그리고 인용문의 ㉠와 ㉡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학습 독자들은 동일한
이미지에 대해 각각 다른 체험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간이 흐른 후 여승이
된 여인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 이미지를 종교적 승화로 이해하는가, ‘한(恨)’의
연장선으로 이해하는가에 따라 구성되는 내러티브의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의 이미지 체험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학습 독자가 「여승」을 읽고 구성한 내러티브의 결과물을 기반으로 집단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딸’의 이미지를 ‘죽음’으로 의미화하는 경우와 세상 물정을
22) 본 연구는 협동적 내러티브가 이루어지는 양상을 살피기 위해 먼저 학습 독자들이 수행
한 이미지 내러티브, 즉 개별 이미지를 구조화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이야기 형식의
감상문을 소집단 내에서 발표하게 한 후, 이에 대해 집단 면담을 실시하는 방식을 취하
였다.

- 110 -

모르는 천진난만함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의미화하는 경우로 다르게 파악한 부분이
나타났다. 전자에 해당되는 의견을 가진 학습 독자는 딸아이가 좋아했던 ‘도라지
꽃’의 이미지와의 관련 속에서 자신이 형성한 맥락을 개진하였다. ‘도라지꽃’이 보
라색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시신의 빛깔과 연결된다는 점을 들어 죽음의 이
미지이며, 무섭고 쓸쓸한 느낌을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딸이 살아 있다는
전제 하에, 천진난만한 딸의 이미지만을 떠올리고 돌무덤을 좋아하여 자주 간다는
식의 이미지 내러티브를 형성한 학습 독자의 경우 내러티브에 개연성을 부여하지
못하였고, 오독(誤讀)에 해당되는 해석의 결과는 수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협동적으로 내러티브적 맥락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집단 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의 성격을 띤다. ‘집단 지성’은 레비(Lévy)가 제안한 개념으로, ‘어디
에나 분포하고, 지속적으로 가치가 부여되며, 실시간으로 조정되고, 역량의 실제적
동원에 이르는 지성’을 의미한다.23) 협동적으로 이미지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것은
해석 공동체 내의 개인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개인이 독자적으로 구축한
시적 허구를 자유롭게 조정하고 갱신해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집단 지성과 맥을 같
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유의미한 결과를 창출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이는 옳은 해석과 그른 해석을 구분하고 전자가 후자에게 자신의 논리를 강
요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구축한 세계를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이해의
국면을 열어주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해석 공동체 내에서 학습 독자들은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해 구성한 시적
세계의 모습을 공유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 독자는 자신이 주시하지 못했던 시
적 세계에 대해 조명하게 되고, 텍스트 전체를 보는 거시적 안목을 기를 수 있게
된다.

23) Pierre Lévy, L'Intelligence collective, 권수경 역, 『집단지성 - 사이버 공간의 인류학
을 위하여』, 문학과지성사, 2001, p.38.
집단지성은 Lévy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한
개념이나, 개인의 지식 구성 능력이나 집단 내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지식의 구성
을 긍정한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시사를 준다.

- 111 -

Ⅴ

. 결론

본 연구는 학습 독자가 이미지를 질료로 하여 한 편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방식
의 시 교육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는 시 텍스트의 이해 과정에서 이미지에 대한
체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체험과 이해의 결과물이 의
식 속에 파편적으로 머무르는 단계를 넘어서 질서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문
제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시 읽기를 수행하는 많은 학습 독자들은 몇 개의 이미지를 단편적으로 기억할
뿐 개별 이미지의 관계를 탐구하거나 통일된 의미의 체계를 구성하는 데에는 어려
움을 겪는다. 따라서 학습 독자로 하여금 이미지들을 질서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하
는 대안이 요구되는데 본고는 이를 ‘내러티브’로 보았다.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인
간의 본성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미지들을 질료로 하여 내러티브를 구성하
는 방식의 시 읽기는 학습 독자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할 만한 대안이라고 판단하
였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의 시 읽기를 “이미지 내러티브”로 규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한 시 교육이 크게 텍스트 내적 차원과
외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전자를 텍스트를 지배하고 있는 시간성
의 여부를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후자는 텍스트 외부에서 별개로 이루어지
는 이미지 내러티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독자가 텍스트의 이미지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이미지 기억에 대한 체험을 활성화하고 이를 텍스트 내부의 이미지
이해에 재 적용함으로써 이미지 내러티브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
고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한 시 읽기가 실제 이루어지는 양상을 살피기 위해 전문
독자와 학습 독자의 감상문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때 양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개
략적인 과정을 상정하였고, 과정에 따른 양상을 분석하였다.
또한 양상을 통해 얻은 시사를 바탕으로 실제 교수-학습상황에 적용 가능한 교
육적 설계를 시도하였다.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한 시 교육의 내용을 ‘이미지의 생
성 및 체험, 개연적 해석 논리 구축 능력의 신장, 독자- 텍스트의 연속성 확보’로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교육 ‘방법’으로 구체화하여 ‘자유연상을 통한 내러티
브의 구성소 확보’, ‘마인드맵을 통한 이미지의 관계성 인식’, ‘내적 대화를 통한
내러티브 맥락의 구성’, ‘집단 대화를 통한 내러티브 맥락의 조정’이라는 네 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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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였다. 제시된 방법은 시를 읽고 전체 이미지를 최초로 생성하는 지점에서부
터 출발하여 해석학적 순환을 반복하여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염두하여 구
안하였다.
이렇듯 “이미지 내러티브”를 시 읽기에 적용하는 것은 그간 이루어진 해석 위주
의 시 교육을 넘어서 감상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사고력과 정의적 사고력의
동시 증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유의미하다. 시를 읽고 이미지
를 떠올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느낌이나 정서를 체험하는 것을 해석의 첫 단계로
삼기에, 시어의 의미를 규명하거나 사회·문화적 맥락에 시어의 의미를 대응시키는
기존의 시 읽기에서 간과되었던 정의적 사고력까지도 증진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학습 독자는 의식 속에 파편화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개별 이미지들을
내러티브로 구성함으로써 이미지를 텍스트 전체의 의미망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시 교육이 시어의 의미를 ‘구체화’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미
지 내러티브를 통해 시 교육은 구체화를 넘어서 이야기(story)로 ‘구성’하도록 함
으로써 이미지들을 보다 관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개별 이미지들은 구성
된 관계 속에서 의미를 획득하게 되며, 이로써 이미지에 대한 독자의 이해나 공감
의 폭도 넓어지게 된다. 다시 말해 최초의 독서에서 생성했던 이미지들은 독자가
능동적으로 구성한 의미망 속에서 다시 이해되고 체험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한 시 교육은 ‘의미 이해’ 및 ‘시적 체험’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미지를 시 텍스트를 구성하는 중심 요소로 규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방식을 지향하는 만큼, 텍스트 내에
존재하는 여타의 형식 요소, 즉 행과 연의 배치나 운율과 같은 요소들을 포괄하는
논의를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노정한다. 또한 텍스트를 대면한 후
독자가 생성하는 이미지와 그 체험을 시 읽기의 핵심으로 보고 있어, 시어 자체의
의미를 정치하게 밝혀내는 것에 대한 천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미지 내러티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의 다른 구성 요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시어의 정치한 의미 규명의 문제를 아우를 수 있는
후속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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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Education of poetry through “image narrative”
Regarding image as the core requisite for poetry interpretation, this study
suggests a poetry-reading method that constructs a narrative context by linking
to readers produced images, and it defines reading poetry by this way as
“image narrative”.
Cognitive method, which reveals meaning of poetical words or interprets
that of text, has been used as the main way of teaching poetry. Meanwhile,
experience of the image itself, the essence of poetry, has been treated lightly.
As a result, only with that conventional method, learners have not yet reached
to the phase where readers are in a position to compose an unified image by
finding out the organic relation of images derived from text reading. Thus,
setting image experience as a keystone, this study proposes ‘narrative’, an
alternative method that the respective images are able to construct a context,
which is beyond the phase that they remain dispersed.
The concept of ‘narrative’ in this study does not have all the components of
narration, such as character, event, and conflict. It is rather a story-making
process with various images produced by reader. Therefore, ‘image narrative’
regards respective image as a component of narrative, links them, and makes
the full text meaning into a story.
This study suggests the structure of poetry education by using image
narrative can be classified as internal dimension and external dimension, and
the former is divided whether it has a temporality or not. The latter
re-applies readers’ experience about image memories to poetry reading, and
eventually expands the extension of image narrative.
Next, this study briefly set the phase of poetry education using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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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rative beforehand, and then surveys learners with the defined concept.
After that, the survey data is compared with another image narrative, which is
performed by professional critics. As a result, the direction of education plan
is set by the comparison and analysis. The result of this study ascertains that
learners are apt to exclude certain images on the process of image production,
and they find it hard to link individual images and construct a narrative with
probability.
Also, based on the result gained from aspect analysis, this study gives
shape to image narrative as an educational plan that is applicable to actual
teaching and learning. The purpose of the new method is to attain ability that
learners can enjoy text aesthetically and spontaneously construct a meaning.
To achieve the goal, this study presents certain education contents, which are
image production and experience, improving ability of making a logic that has
a probability, and getting continuity between reader- and text.
Also, it suggests four methods of poetry education through image narrative
as follows : getting narrative components by brainstorming, recognition of
image relationship through a mind-map, construction of narrative context by
inner – dialogue, and modification of narrative context by a group
conversation.
Considering that existing way of poetry-education has overlooked respective
experience from the poetry text itself and learners usually regard poetry text
as enumerated bits of languages rather than a source of meaning construction,
poetry education through image narrative would be an alternative way that
solves the previous two problems. Additionally,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e
sense that image narrative would be a meaningful methodology in that it
encompasses two aspects of thinking, cognitive area and affective domain.

* 핵심어 : image, narrative, “image narrative”, poetic experience, meaning
construction, education of poetry,
* 학 번 : 2012-2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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