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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연구는 학습 독자가 주체적으로 시 텍스트의 상징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방안을 구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 텍스트는 간접화를 통해 세계에 존
재하는 복잡한 현상에 대한 인식을 전달하며, 상징은 그와 같은 인식을 표현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시 텍스트의 이해에 중요하다. 그러나 그간
의 시 교육에서 상징에 대한 교육은 그것의 수사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초점이 맞
추어졌고 상징의 인식적 기능에 대한 이해는 간과되었다. 이는 상징에 대한 이해
를 단순화하고 해석 과정에서 독자의 주체성을 제약하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문
제가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 텍스트의 상징이 갖는 본질에 적합한 해석 활동의 구조
를 규명하고 그 교육적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시 텍스트 상
징 해석 교육의 대상이 되는 상징의 개념을 밝히고 그 특성을 제시하였다. 상징은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의 은유적 결합이다. 그러나 시 텍스트의 
상징은 그것이 지시하는 의미가 독자의 상상력을 통해 이해되며, 내포의 불확정성
을 갖는다는 점에 그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통해 시 텍스트의 상징은 그것
으로만 드러낼 수 있는 실재에 관한 새로운 진실을 매개하며, 상징 해석은 궁극적
으로 이러한 진실에 관한 이해를 통해 그 본래적 의의를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상징 해석의 구조를 다음의 네 단계로 제시
하였다. 첫째, 상징 기호의 인식 단계에서는 적절성의 원리에 따라 시 텍스트의 상
징을 인식하는 과정을 기술하였다. 둘째, 상징 의미의 추론 단계에서는 텍스트의 
내적 문맥을 중심으로 독자가 상징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을 밝혔다. 셋째, 지시 
현상의 이해 단계에서는 독자가 상징의 은유적 지시 작용을 통해 드러나는 현상을 
파악하는 과정을 밝혔다. 넷째, 상징적 진실의 전유 단계에서는 독자가 상징이 매
개하는 실재에 대한 진실을 독자 자신의 것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 과정이 상징에 대한 자의적 이해로 귀결되지 않도록 상징 해석의 수용
가능성 기준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시 텍스트 상징 해석 구조의 교육적 적용 가능성을 살피기 위해 학습 
독자들의 상징 해석 양상을 살펴보았다. 먼저 상징 기호의 인식 과정에서 학습 독
자들은 시어가 드러내는 통합적・계열적 지표를 통해 상징을 인식할 수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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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에 대한 오독으로 시어의 상징성을 자의적으로 부각시키거나, 대상에 대한 독
자의 선이해를 대입하여 시어의 상징성을 피상적으로 판단하는 양상 또한 나타났
다. 상징 의미의 추론 과정에서 학습 독자들은 상징에 대한 연상, 시 텍스트의 문
맥, 대상들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상징의 의미를 다양하게 추론할 수 있었으나, 자
의적 연상이나 도식적 관계 속에서 상징의 의미를 추론하는 양상 또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시 현상의 이해 과정에서 학습 독자들은 상징의 1차 의미와 2차 의미
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현상을 파악하고 이를 자신의 경험과 대비해 봄으로써 
상징의 긴장성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이를 위해서는 상징의 지시 작용이 갖는 은
유적 성격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했다. 마지막으로 상징적 진실의 전유 과정
에서 학습 독자들은 상징과 연관된 상호주관적 맥락들을 바탕으로 지시 현상이 갖
는 의의를 규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해석 결과가 독자 자신의 선입견을 확
인하는 데 그치거나, 특정 해석 맥락을 통해 지시 현상이 갖는 긴장성을 단순화하
는 양상 또한 나타났다.

이러한 가능성과 한계를 바탕으로 시 텍스트 상징 해석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구안하였다. 먼저, 상징 해석 교육의 내용으로는 상징의 관계성・지시성・다원성에 
대한 이해를 제시하였다. 이에 적합한 상징 해석 교육의 방법으로는 지배소적 상
징을 중심으로 한 관계망 구성, 의미 추론 방식의 다각적 적용, 지시 현상에 대한 
은유적 이해, 해석 맥락의 상호주관적 확장을 제시하였다.

학습 독자들에게 상징은 공인된 해석의 경로를 따라 그 의미를 습득해야 하는 
수사적 장치로 인식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상징 해석은 결국 정해진 정답 찾기 활
동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시 텍스트의 긴장성에 대한 독자의 깊이 있는 이해를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상징에 대한 해석이 세계를 이해하는 독자의 시각
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상징의 인식적 기능에 초점을 맞춘 해석 활동
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그간 해석을 위한 실제적인 교육 내용이나 방법이 제시되
지 못하였던 상징에 대하여 학습 독자가 주체적으로 해석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방법적 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본고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핵심어 : 시 해석 교육, 학습 독자, 상징, 불확정성, 긴장성, 수용가능성, 전유

학  번 : 2011-2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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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 제기  연구 목

시(詩)는 간접화(indirection)에 의해 의미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언어 관
습과 차이를 갖게 되며 해석의 문제를 야기한다. 표현 방식으로서의 간접화는 의미를 
전이, 왜곡, 창조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재현을 위협한다.1) 따라서 실증주의적 관점에
서 보았을 때 시는 비경제적이며 비합리적인 담화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독자에게 의미를 갖는 것은 독자가 속한 세계에 간접화를 통해서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현상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언어로 표현하기 어
려운 모호성・복합성을 지니며 때로는 역설적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현상들이 존재
하며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 언급하기 위해서는 언어 역시 불가분 그와 같은 특성을 
채택해야만 하는 것이다.2) 시의 상징은 이와 같은 복잡한 현상을 표현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시가 간접화를 통해 복잡한 현상을 표현함에 따라 시의 해석(interpretation)은 그
것의 의미를 일상의 언어로 쉽게 풀어서 이해한다는 것 이상의 함의를 갖는다. 시를 
해석한다는 것은 곧 시가 표현하는 복잡한 현상 속에서 의미를 이해(comprehension)
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박한 의미에서의 시 해석이 시의 의미를 논리적으
로 설명(explanation)하는 활동에 그친다면, 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추구하는 
해석은 시가 표현하는 복잡한 현상을 다각도로 조명함으로써 세계에 대한 가치 있는 
인식을 포착하고자 하는 활동으로 나아간다.3) 해석이 독자의 자기 이해나 지평 확장
을 통해 독자의 성장을 이끌어낸다고 보는 해석학의 이론들은 이러한 견지에서 해석
의 본질적인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시의 상징을 해석하는 것 역시 그것의 의
미를 설명하는 활동을 넘어 상징이 표현하는 세계에 대한 가치 있는 인식의 이해로 
나아갈 때 그 본래적 의의를 획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M. Riffaterre, 유재천 역, 詩의 기호학, 민음사, 1989, p.13.
2) P. Wheelwright, 김태옥 역, 隱喩와 實在, 문학과지성사, 1983, p.39.
3) 리쾨르에 따르면 ‘설명’이란 언어의 공통적인 영역에 기초한 것으로 텍스트에 대한 구조적 

분석을 통해 획득되는 객관적 의미에 대한 파악을 말한다. 반면, ‘이해’란 텍스트의 지시에 
의해 열리는 세계명제들을 파악하는 것이자, 텍스트가 창조하는 새로운 존재 양식의 파악
을 의미한다. P. Ricoeur, 김윤성・조현범 공역, 해석 이론, 서광사, 1998, pp.136-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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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시의 상징(象徵, symbol)은 간접화의 한 방법으로서, “1차 의미(the 
primary meaning)가 흘러넘쳐 2차 의미(the latent meaning)를 낳는 의미 구조”4)
로 정의할 수 있다. 이때 1차 의미가 구체적인 사물이나 이미지가 되는 반면, 2차 
의미는 형이상학적인 관념이나 사상, 복합적인 경험을 지시하는 것이 문학에서의 상
징이 갖는 특성이다. 

시의 상징은 복잡한 현상을 하나의 구체적 사물을 통해 함축적으로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의 측면에서는 기능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문화적
으로 반복되어 사용되는 시적 상징은 적합한 문맥에 속할 경우 그것의 1차 의미와
는 무관하게 관습적으로 공유되는 2차 의미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렇게 관습화된 상징이 해석의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는다. 해석에 있어서 문제시 
되는 것은 2차 의미를 확정할 수 없거나, 2차 의미가 다원적으로 결정되는 유형의 
상징이다. 이러한 유형의 상징은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창조되어 세계에 대한 모종
의 진실을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독자의 깊이 있는 사색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석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그간의 시 교육에서 상징 해석 활동이 수행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이른바 주해식 
시 교육으로 언급되는 분석주의적 시 교육에서도 시를 꼼꼼히 읽고 상징의 의미를 해석
하는 활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학습 독자들이 
이해한 대상이 상징의 수사적 의미나 우의적(寓意的) 의미5)에 그쳤다는 데 있다. 학습 
독자들은 윤동주의 ｢서시(序詩)｣(1941)의 ‘바람’이 일제의 탄압을, ‘별’은 화자의 이상
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는 바람이나 별이라는 상징을 통해 
시인이 표현하고자 했던 사색이나 통찰에 대한 이해가 없다. 그 결과, 학습 독자들은 별
이 바람에 스치는 상상적 세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지 못한 채 시인이 험난한 시대 
속에서도 조국 광복의 이상을 추구했다는 식의 교훈을 도출하는 데 그치고 만다.

시 교육에서 상징에 관한 교육 내용은 제4차 교육과정에서 신비평의 관점과 함께 도

4) P. Ricoeur, 양명수 역, 해석의 갈등, 한길사, 2012, p.39.
5) 여기서 수사적 의미란 고전 수사학에서 말하는 전의(轉意, trope)를 통해 전달되는 의미

로, 어휘적 약호 속에 있는 의미론적 공백을 채우거나 담화를 수식하여 더 좋게 하는 기
능을 갖는 의미를 말한다. 고전 수사학에서 전의란 본래적으로 설득이라는 발화자의 명백
한 의도를 상정하기 때문에, 상징은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명확한 관념을 단순히 다른 
단어로 대체한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 우의적 의미란 수사적 의미의 일종으로 작가가 표
현하고자 하는 명확한 관념이 교훈의 형태를 띠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전 수사학에서 전
의의 개념에 대해서는 P. Ricoeur, 앞의 책, 1998, pp.90-97. 참조.



- 3 -

입되었다. 신비평은 시를 유기적 형식을 갖춘 의미체로 보았으며 시에 대한 내재적 접
근법과 과학적 분석 방법을 강조하였는데, 여기서 상징은 비유, 운율 등과 함께 시어의 
의미 작용을 분석하는 개념적 틀로 제시되었다.6) 신비평 자체가 텍스트를 현실에서 자
족적인 실체로 파악함으로써 주물화(呪物化)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방법론이었던 것과 
동시에, 우리의 시 교육은 신비평의 방법을 표피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그것이 갖는 의
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였다.7) 이러한 문제는 역사주의적 시 해석 방법과 맞물려 
시의 상징이 갖는 의미를 텍스트 내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가정하거나, 역사적 상황이
나 시인의 전기적 삶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는 태도를 낳았다.

이러한 태도는 해석에 앞서 이미 타당한 상징의 의미를 전제함으로써 해석 과정에
서 독자의 주체적 역할을 축소시키고, 현실과 시의 상징이 맺는 관계를 단순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그간의 시 교육에서 상징이 표현하는 복잡한 현상이나 인식의 
문제는 간과될 수밖에 없었다. 상징에 대한 이와 같은 협소한 관점은 해석학을 바탕으
로 시 해석 교육의 관점이 조정되고, 독자 중심적인 시 교육관이 자리를 잡으면서 점
차 극복되고 있지만,8) 여전히 구체적인 교육적 실천에 있어서는 상징에 대한 수사적 
6) 윤여탁 외, 현대시 교육론, 사회평론, 2010, p.29. 구체적으로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중

학교 3학년에 “시에 자주 쓰이는 비유나 관습적인 상징을 이해한다.”(문교부 고시 제442
호[별책 5], 중학교 교육과정, 1981.12.)라는 내용이 간략히 제시되어 있다. 상징에 관
한 보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제5차 교육과정에 아래와 같이 제시되는데, 이후 제6차부
터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내용상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3-문-라 시에 자주 쓰이는 비유와 상징을 이해하기
학생들의 취향, 지적 수준에 적합하면서 시 전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잘 짜여진 시를 읽고, 시
에 쓰인 비유와 상징을 이해하도록 한다. 개인의 배경에 따른, 서로 다른 해석은 충분히 수용하고 
서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한 편의 시에서 비유적인 표현을 달리 바꾸어 보고, 시가 전달하
고자 하는 의미가 대등하게 노출되는지 검토해 본다. 한 편의 시에서 상징적 의미로 쓰인 단어를 찾
아보고, 이를 달리 표현할 수 있을지 서로 의견을 교환, 시에 있어서의 상징의 역학을 이해시킨다. 
비교적 최근에 접한 시들을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시에 쓰인 비유와 상징을 음미해 보면서, 한 편의 
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세계를 파악해 본다.

- 문교부 고시 제87-7호,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1987.3.
7) 석경징, ｢문학 비평, 이론과 교육｣, 현대비평과 이론 vol.4, 한신문화사, 1993, p.43.
8)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상징과 관련된 내용성취기준은 중학교 1-3학년군에 제시되어 

있는데, 그 전의 교육과정과 달리 상징이 작품 전체의 의미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바에 
대한 언급이 추가됨으로써 상징과 학습 독자의 해석 활동을 보다 밀접하게 관련시킬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비유, 운율, 상징 등의 표현 방식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표현한다.
작품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비유, 운율, 상징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
품을 이해하고 표현하도록 한다. 한 편의 작품 속에서 다양한 표현 방식이 어떻게 드러나고 어떤 문
학적 효과를 드러내며 나아가 작품 전체 의미를 형성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작품을 통해 이해
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비유, 운율, 상징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
록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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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 내용 및 방법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고는 구체적으로 기존의 상징 해석 교육이 당면한 다음

과 같은 과제를 해명하고자 한다.
첫째, 시적 상징의 의미 작용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간의 시 교육

은 낭만주의 미학의 상징 개념을 원용한 신비평의 관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상징의 의미 작용을 관념적인 수준에서 이해하는 데 머물러 있었다. 따라서 
학습 독자들에게 상징의 의미가 ‘비가시적’, ‘형이상학적’인 특성을 갖는다는 것을 
설명하면서도, 그와 같은 의미의 발생과정 및 이해과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둘째, 학습 독자들이 상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
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간의 시 교육에서는 주로 상징의 개념과 유형을 분류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을 뿐, 시 텍스트의 상징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
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는 상징 해석 과정에서 독자의 주체성이 발현
될 수 있는 계기를 축소시키고, 상징의 의미를 사회・문화적으로 전승되어야 할 
지식의 영역에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는 원인이 된다.

셋째, 상징 해석 활동의 목표를 재고(再考)할 필요가 있다. 그간의 시 교육에서 상
징은 수사적 장치의 일종으로 간주되었으며, 상징 해석 활동의 목표 또한 ‘이상’, ‘부
정적 현실’과 같은 일반화 된 관념을 도출하는 데 국한되었다. 그러나 시에서 상징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현상의 복잡성에 대한 작가의 경험, 인식, 통찰 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독자가 세계를 새롭게 지각하게 하거나 세계를 이해하는 시각을 확장하도록 
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징 해석 활동의 목표는 상징의 수
사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상징이 매개하는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이해하
는 것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상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시 텍스트의 상징 해석 교육을 
설계하였다. 상징의 개념은 논자와 그들의 이론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며, 
상징을 보는 관점에 따라 그 해석의 성격 역시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의 초점은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상징 해석 활동이며, 
따라서 실제적인 교육 가능성과 효과를 염두에 두어 해석 대상으로서 상징의 범주
와 그 해석의 구조를 초점화하였다. 이는 상징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되지 못한
다는 점에서 본고의 한계라 할 수 있으나, 기획성을 본질로 삼는 문학 교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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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 해석 활동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그 교육적 의의를 보다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연구사 검토

여기에서는 시 텍스트의 상징 해석 교육을 구안하는 데 참조를 주는 연구들을 
상징 교육, 해석 활동, 문학 지식에 관한 논의로 대별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상징 교육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은 문학 교육에서 상징이 갖는 위상을 재
고하거나, 기존의 상징 교육이 갖는 도식성을 비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우한용(1996)9)은 문학교육을 “문학적 상징을 이해하고 창조하는 과정에 대한 
교육”으로 정의하고, 시와 소설이 장르의 차이로 인해 다른 특징을 갖지만 동시에 
상징을 매개로 장르의 차이를 넘어서는 문학적 사고의 보편적 특징을 드러낸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 논의는 상징의 해석 과정에 주체의 상상력, 문화맥락적 조건 
등이 개입되며, 상징을 상징으로 읽어내기 위해서는 상징 자체가 개인의 의식공간
과 사회적 맥락에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어야 함을 밝힘으로써 상징 교육이 지향해
야 할 기본적인 관점을 제시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김동환(1996)10)은 시 교육에
서 다루는 상징은 상징주의에서 유래된 이념적 개념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징 교육은 개념 자체보다 그 이해와 해석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을 주장하였다. 이 논의는 상징의 이해 과정을 ‘정체의 확인, 해석의 시도, 작품의 
내면화’의 세 단계로 제시하며 각각의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적 방법을 제
안하였다. 조영복(2004)11)은 시의 상징은 시적 담론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상징을 신화와 같은 특정 맥락을 통해 해석하고자 할 때, 
단순히 상징과 신화를 기계적으로 꿰어 맞추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이 논의는 시 텍스트에서 상징의 의미는 도식적인 독법으로는 온전히 이해
할 수 없는 복합성을 가지며, 상징 해석 활동은 시적 언어가 갖는 다층적이고 창

9) 우한용, ｢詩敎育과 小說敎育 -문학교육에서 상징 해석의 문제｣, 김은전 외, 현대시교육
론, 시와시학사, 1996.

10) 김동환, ｢상징,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김은전 외, 위의 책, 1996.
11) 조영복, ｢시적 언어의 상징적 해석과 문학 교육의 방향｣, 국어교육 vol.114, 한국어교

육학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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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수행되어야 함을 밝혔다.
이상의 논의들은 시 교육에서 상징 해석 활동은 시적 담화라는 특수한 조건을 

바탕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상징의 수사적 의미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그것이 매
개하는 인식, 통찰, 문화적 가치의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본고의 논점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선행 논의들은 상징 해석 교육의 
방향성이나 대강의 절차를 제시하는 데 그쳤을 뿐, 구체적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
시하지는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다음으로 시 해석 교육에 관한 논의들은 주로 해석 활동 일반의 모형과 원리를 규명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최미숙(1993)12)은 시 텍스트의 ‘부재 요소’에 주목하여 독자가 텍스트의 의미 구조
를 능동적으로 채워나가는 데 활용할 수 있는 해석 원리를 구안하였다. 김창원(199
4)13)은 기호-소통론적 관점에서 시 교육이라는 특수한 소통 상황에서 발생하는 시 
텍스트 해석 활동의 성격을 규명하였다. 이 논의는 시 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해석을 매개로 학습 독자를 시 텍스트와 전략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일이며, 이를 통해 
“해석 모형을 끌어오고 거기에 시 텍스트를 투입해서 결과를 산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학습 독자의 능력”인 해석 능력을 신장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김정우
(2004)14)는 해석 능력을 “의미를 생성해가는 가운데 텍스트, 작자, 다른 해석들과
의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그럴듯함을 갖추고 나아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자신을 성장시키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해석 활동에서 텍스트 구조 내적 의미뿐
만 아니라 상호텍스트, 독자의 경험 지평 등을 통한 의미 실현 과정 역시 중요하
게 다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상의 논의들은 각각 논점의 차이는 있지만, 시 텍스트의 해석이 단순히 의미 
이해의 기술(技術)이 아니라 학습 독자가 주체적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실현하는 
과정이라는 점과 시 교육에서는 해석의 결과가 타당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
육적 책략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향을 공유하고 있다. 이후의 논의들은 이러한 바
탕 위에서 학습 독자들이 주체적이면서도 타당한 시 읽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

12) 최미숙, ｢시 텍스트 해석 원리에 관한 연구 - ‘부재요소’의 의미 실현 방식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13) 김창원, ｢시텍스트 해석 모형의 구조와 작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14) 김정우, ｢시 해석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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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체적인 시 해석의 내용 및 방법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미숙(2005)15)은 시 해석 교육은 독자의 주체성을 장려하되, 그것이 무정부주

의적 해석 태도를 양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학습 독자들이 ‘근거 있는 
해석’에서 ‘타당한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 해석 교육의 방법으로 ‘대
화적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였다. 여태천(2005)16) 역시 시 해석이 주체적이
면서도 타당한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구체적인 방법으로 텍스트의 구
조적 의미에 바탕을 둔 상호텍스트적 의미 실현을 제안하였다.

위 논의들은 텍스트의 주체적 해석이 타당한 해석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의 
내적인 의미 구조에 대한 충실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 밖에 텍스트 외부에 존재하는 문학 지식이나 정보, 정설화 된 해석의 권위가 
학습 독자들의 주체적 해석을 저해하게 됨을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의 극복을 위
한 구체적인 시 해석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제안한 연구로는 조영복(2005)17), 
정재찬(2007)18), 노철(2007)19)을 들 수 있다. 

먼저, 조영복(2005)은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1939)를 예로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의 편협함을 지적하며, 역사적 이해에 앞서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시 텍스트
의 내적 상황에 대한 해석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정재찬(2007)은 문학 교육의 
실천 국면에서 실질적으로 정설화 된 해석의 권위를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
하며, 다양한 이설(異說)의 생산을 통해 정설에 대한 상상력의 감싸기(envélop-
pement)의 지속적인 실천을 제안하였다. 노철(2007)은 학습 독자들이 권위적 해
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 해석 활동에 해석자의 사회・문화적 배경, 지식, 직관 
등이 활용되어야 함을 지적하며, 이를 위한 해석 방법으로 형상적 해석과 낭송 중
심의 해석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각각 방법상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학습 독자의 주체적이
면서도 타당한 해석을 위해서는 텍스트의 내적 의미에 대한 구체적이면서도 충실한 
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내적 의미의 파악을 위한 방

15) 최미숙, ｢현대시 해석 교육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시학연구 vol.14, 한국시학회, 
2005.

16) 여태천, ｢현대시 교육에서 텍스트 해석의 문제｣, 한국시학연구 vol.14, 한국시학회, 
2005.

17) 조영복, ｢시 텍스트의 해석과 시 교육｣, 어문논총 vol.43, 한국문학언어학회, 2005.
18) 정재찬, ｢시 교육과 시 해석｣, 문학교육학 vol.23, 한국문학교육학회, 2007.
19) 노철, ｢시 교육에서 해석의 방법 연구｣, 문학교육학 vol.22, 한국문학교육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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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자체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절차화되지 않은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 학
습 독자들의 실제 해석 양상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 해석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여지를 남겼다. 

최근의 해석 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 독자에 비
해 문학 경험이 부족한 학습 독자들이 실제적으로 시 해석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
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강민규(2010)20)는 전문 독자의 비평을 
비계로 삼아 학습자들이 시 해석을 조정 및 확장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조고은
(2010)21)은 동일작가 작품군에서 나타나는 동위소를 중심으로 한 상호텍스트적 시 
해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종원(2013)22)은 학습 독자들 간의 횡적 의사소통을 통
해 해석을 발전시켜 나가는 상호주관적 시 읽기 방법을 제안하였다.

한편 그간의 해석 교육의 연구사에서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영역은 시 텍스트에 관한 
지식과 독자의 해석 활동 간의 상호적인 연관성을 규명하는 일이다. 문학 지식에 관한 
논의는 지식과 해석 활동의 유기적 연관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
다.23) 이러한 논의들은 공통적으로 지식을 구성하는 학습 독자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학습 독자의 시 감상 및 해석 활동이 상징이나 비유 등 시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관한 
방법적 지식을 매개로 이루어질 때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사 검토 결과, 시에서의 상징 해석 활동은 시적 담화라는 특수한 조건을 고
려해야 한다는 것과 상징에 대한 수사적 이해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 학습 독자의 
주체적인 해석을 이끌 수 있는 방향을 지향하되 해석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기준 
및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학습 독자의 상징 해석 활동이 성
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상징에 관한 방법적 지식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는 학습 독자가 시 텍스트의 상징을 해석하
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는 점 역시 확
인하게 된다.
20) 강민규, ｢비평을 비계로 활용한 시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21) 조고은, ｢동일작가 작품군의 상호텍스트적 시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10.
22) 이종원, ｢시 텍스트의 상호주관적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23) 관련된 논의로는 김미혜, ｢문학교육에서 지식의 재개념화를 위한 연구｣, 문학교육학 

vol.19, 한국문학교육학회, 2006.; 윤여탁 외, ｢현대시 교육에서 지식의 성격과 교육의 방
향｣, 국어교육연구 vol.2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1.; 유영희, ｢현대시 교육에
서 문학 지식의 확장과 적용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vol.45, 국어교육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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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상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상징 해석 교육의 실행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통해 학
습 독자들이 시 텍스트의 상징을 해석하는 양상을 검토하였다.

상징 해석 교육은 독자가 상징의 해석을 통해 가치 있는 교육적 경험24)을 획득
할 수 있을 때 그 의의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상징 해석 교육의 대상은 학습 
독자가 해석할 가치가 있으며, 동시에 학습 독자들의 수준에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 하에 본 연구에서는 현장 조
사용 시 작품으로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1941), 정지용의 ｢나븨｣(1941), 서정
주의 ｢국화 옆에서｣(1947)를 선정하였다. 작품의 선정에는 첫째, 시사적(詩史的)
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작가의 작품, 둘째, 상징의 의미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이 
제기된 작품, 셋째, 교육용 텍스트로 수용되었거나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형식과 
내용을 갖춘 작품, 넷째, 학습 독자의 수준에서 이해 가능한 작품이라는 기준을 적
용하였다. 이상의 작품을 제재로, 현장 조사는 사전 실험과 두 차례의 본 실험으로 
실시하였다. 현장 조사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구분 조사 대상 조사 기간 인원 대상 시 텍스트 활동 내용 번호
사전
실험

서울 D고등학교
3학년 3개 학급 2013. 4 27 윤동주, 

｢또 다른 고향｣
*설문 조사
*감상문 작성 Ⅰ

1차
실험

서울 H고등학교
2학년 2개 학급 2013. 4 10 정지용, ｢나비｣ *학습활동 후 감상문 작성

*해석 과정 기술지 작성 Ⅱ
의정부 Y고등학교 
1학년 7개 학급

2013. 5 23 윤동주, 
｢또 다른 고향｣

*학습활동 후 감상문 작성 Ⅲ2013. 7 4 *면담 후 2차 감상문 작성
서울 S고등학교 
1학년 1개 학급 2013. 9 13 서정주, 

｢국화 옆에서｣ *학습활동 후 감상문 작성 Ⅳ

2차
실험

서울 H′고등학교
1학년 1개 학습 2013. 9 14 정지용, ｢나비｣ *학습활동 후 감상문 작성 Ⅴ
서울 S′고등학교
1학년 1개 학급 2013. 10 14 윤동주,

｢또 다른 고향｣ *학습활동 후 감상문 작성 Ⅵ

< 표 1 현장 조사의 개요 >

24) 문학교육은 학습 독자가 문학을 통해 언어 능력의 증진, 개인의 정신적 성장, 개인적 주
체성 확립, 문화 계승・창조 능력의 증진, 전인적 인간성의 함양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표를 두며, 독자가 상징 해석 교육을 통해 획득하는 경험 역시 이와 같은 목표의 
성취에 기여할 수 있을 때 가치 있는 교육적 경험으로서 의의를 획득할 수 있다. 문학교
육의 목표에 대해서는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제2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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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실험은 연구 계획을 구체화하는 한편,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습 독자들의 
상징 해석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따라서 고등학교 3학년 학습 
독자 중에서 제시된 작품에 대한 선행 지식이 없는 학습자 27명25)을 대상으로, 작품
에 나타나는 상징에 대한 인식도를 확인하는 설문을 시행한 후 상징의 의미를 파악하
도록 하고, 이를 중심으로 감상문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결과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
한 학습 독자들이라 할지라도 작품에 대한 선행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체적으로 
작품의 상징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과, 이러한 어려움에는 상
징에 대한 개념상의 혼란과 해석 방법의 부재가 작용함을 확인하였다.26)

1차 실험은 사전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1-2학년 학습 독자들의 상징 
해석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1차 실험에서는 상징에 대한 개념상의 혼
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석 활동에 앞서 학습 독자들이 정규 교육과정에서 익힌 상
징의 개념 및 특성을 재확인하게 하였다. 이후 시 텍스트를 읽고 학습 활동을 통
해 시에 나타난 상징을 해석하게 한 후, 학습 활동 결과를 참조하여 감상문을 작
성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1차 실험 중 실험 Ⅱ에서는 학습 독자들의 해석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
하여 감상문 작성 이후 시 텍스트의 상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의 발상 및 연상 등
을 기술하게 하였다. 그러나 상당수의 학습 독자들이 해석 과정 기술지와 감상문
을 거의 유사하게 작성하거나, 추상적인 표현의 나열에 그치는 등 구체적인 해석
의 과정을 살필 수 있는 사례는 제한적이었다.27) 따라서 실험 Ⅲ에서는 일부 유의
미한 발상을 보인 학습자들을 선별하여, 반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28)을 통해 해석 과정에서의 발상 및 연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25) 실험 대상이 된 학습 독자들은 서울 소재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3개 학급에서 조사에 
자발적으로 응한 학습 독자들로 선별되었으며, 이 중에서 선행 학습을 통해 ｢또 다른 고
향｣을 접한 학습 독자는 없었다.

26) 사전 조사에서 학습 독자들은 감상문 작성 이후 자신이 체감한 해석 활동의 난이도와 
그 이유를 묻는 설문 문항에 답하였다. 여기서 ‘어렵다’ 및 ‘매우 어렵다’라고 답한 학습 
독자 15명 가운데, 33%(5명)가 그 이유를 ‘상징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나 ‘상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로 답하였다.

27) 여기에는 해석 과정 기술지를 작성하는 경험의 부족, 해석 과정을 기술하는 활동 자체가 
독자의 성찰적 사고 및 논리적 표현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발생하는 인지
적 부담, 활동의 성격에 대한 이해의 부족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8) 반구조화된 면담은 연구자가 안내 질문을 가지고 면담에 임하되, 정보 제공자의 인도를 
따르고 면담의 상호작용 중에 발생하는 부분을 면밀히 조사하는 방식의 면담 방법을 말한
다.(J. A. Hatch, 진영은 역, 교육 상황에서 질적 연구 수행하기, 학지사, 2008, p.158.)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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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였다. 면담 후에는 학습 독자들이 나타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석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적 조치를 제공하고, 이를 반영하여 2차 감상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 독자들이 상징 해석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 극복 방안에 대한 시사를 얻고자 하였다.

2차 실험은 Ⅱ장에서 제시한 상징 해석 구조의 교육적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여기서는 1차 실험과 달리 상징의 개념을 그것의 의미적 특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29) 상징 해석의 구조를 바탕으로 구안된 학습 활동을 제시하였
다. 2차 실험에서 학습 독자들에게 제시된 학습 활동은 기본적으로 ①시의 상징 
파악하기, ②문맥을 바탕으로 상징의 의미 추론하기, ③상징이 지시하는 현상 이해
하기, ④상징을 통해 새롭게 획득하게 된 경험 기술하기로 구성되었다. 학습 독자
들은 이와 같은 학습 활동에 따라 시 텍스트를 해석한 후, 과제로 원고지 800자 
이내의 감상문을 작성하였다.

이상의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표 2>와 같다.
구분 자료 내용 실험 번호

자료① 대상 시 텍스트에 대한 학습 활동지 Ⅱ - Ⅵ
자료② 원고지 500자 내외의 개인별 감상문 Ⅰ - Ⅵ
자료③ 감상 과정에 대한 기술지 Ⅱ
자료④ 면담 녹음 Ⅲ
자료⑤ 원고지 800자 내외의 개인별 감상문 Ⅲ, Ⅴ, Ⅵ

< 표 2 현장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 >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로는 상징 해석에 대한 리쾨르(P.

Ricoeur)의 관점을 원용하였다. 리쾨르는 상징의 해석은 궁극적으로 독자의 자기 
이해(comprehension of the Self)를 지향해야 한다는 관점을 취한다. 리쾨르에 따
르면 상징은 그것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통해 “존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한

장 조사에서 안내 질문으로는 ‘자신의 해석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보시오.’, ‘해석 과
정에서 어려웠거나 모호했던 부분을 말해보시오.’를 제시하였고, 학습 독자들이 답변하는 
중간에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연구자가 추가적인 질문을 제시하였다. 
면담은 4명의 학습 독자들 각각 20분씩 진행하였다. 

29) Ⅱ장의 논의에 따라, 상징이 구체적인 사물과 추상적인 관념을 연결한다는 것, 상징의 
의미는 상징과 텍스트 전체의 관계를 파악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 상징은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나 통찰을 전달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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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0)는 사실을 독자에게 일깨워 주며 그 과정에서 세계를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 독자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상징 해석은 “존재하
려는 노력과 존재 욕망을 증언하는 작품들을 통해 그 노력과 욕망을 내 것으로 삼
는”31) 과정이 된다.

상징 해석에 대한 리쾨르의 관점은 학습 독자의 상징 해석 활동이 상징의 수사적 
의미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상징이 표현하는 세계의 복잡성에 대한 인식이나 통찰
의 이해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인식이나 통찰은 외부에서 지식으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 자신의 능동적 해석을 통해 발견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
사하며, 학습 독자들의 상징 해석을 공인된 의미로의 일치도가 아니라 의미 이면의 
진실을 주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태도의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이는 텍스트에 대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해석을 통해 독자의 정신적 성
장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현재의 시 교육과 그 방향을 같이 한다는 점에
서 시 텍스트 상징 해석 교육을 설계하는 데 유용성을 갖는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접근 방법을 통해 시 텍스트 상징 해석 교육을 구안하고자 
다음과 같은 절차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Ⅱ장에서는 시 텍스트에서 상징 해
석의 본질을 그 의미적 특성과 해석의 구조를 중심으로 규명하였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학습 독자 및 전문 독자의 해석 양상을 분석하였으
며, 교육의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Ⅳ장에서는 해석 양상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 텍스트의 상징 해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구안하였다.

30) P. Ricoeur, 앞의 책, 2012, p.94.
31) 위의 책, p.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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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 텍스트에서 상징 해석의 본질과 교육  의의

1. 시 텍스트에서의 상징

(1) 문학  상징의 개념

어원적으로 상징(象徵, symbol)은 “던지다”, “접합하다”라는 뜻의 희랍어 동사 “σύ
μβολου(symbolon)”, “σύμβαλλω(symballein)”에서 유래한 것으로, 어떤 것을 대신
하는 매개물 일반을 말한다.1) 어원적 접근은 상징의 기호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설
명해준다. 즉, 형식적 측면에서 상징은 하나의 기호를 통해 암시적으로 다른 기호를 
지시하는 이중 의미(double-meaning) 작용을 하는 기호인 것이다.

물론 어원적 접근이 상징의 특성을 모두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문
학적 상징을 설명하는 데 있어 어원적 정의는 너무 일반적이어서 별다른 도움을 주
지 못한다. 이는 어원적인 상징 개념이 기호 형식(signata)과 기호 의미(signatum)
가 최종적으로 일치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데 반해,2) 문학적 상징으로 지칭되는 것
들은 “모호성, 개방성, 하나의 최종적 의미를 표현하는 데 무력함”을 그 특징으로 삼
기 때문이다.3) 범학문적으로 통용되는 상징의 특성 역시 사실상 너무 포괄적이거나, 
협소할 수 있다는 점4)에서 논의의 준거로 삼기에는 적절치 않다. 따라서 문학 영역

1) 김은전, ｢상징론: 시와 언어｣,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5, p.3.
“象徵”이라는 용어는 일본인 모리 오가이(森鷗外), 우에다 빙(上田敏) 등의 번역어인데, 
Symbol이 상징으로 옮겨진 경위는 불확실하다. 마광수는 象을 주역의 ｢계사상전(繫辭
上傳)｣에 나오는 “재천성상(在天成象) 재지성형(在地成形)”의 象과 形의 구분에서 가져온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때의 象은 形으로 대표되는 형이하(形而下)적인 것과 대비되는 
형이상(形而上)적인 것, 즉 궁극적 본체 또는 실재의 세계에 대한 표상을 말한다. 徵은 예
부터 징조의 의미로 쓰였으므로, 이를 종합한 ‘상징’은 “인간의 지각을 초월한 만유(萬有)
의 근원인 형이상적 실재의 세계를 간접적으로 나타내어 암시해주는 표징(表徵)”의 의미
를 띨 수 있게 된다. 마광수, 윤동주 연구, 철학과현실사, 2005, pp.26-27.

2) 어원적으로 상징은 동전 같은 것을 둘로 쪼개서 나누어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그것을 맞
추어 봄으로써 서로의 분신을 확인하는 일종의 할부(token of identity)를 말한다. 여기서
의 상징은 동전의 일치와 함께 그것의 파편이 가리키는 대상이 명확히 지시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김은전, 한국상징주의시연구, 한샘, 1991, p.354.

3) U. Eco, 김성도 역, 기호학과 언어 철학, 열린책들, 2009, p.245. 
4) 에코는 랄랑드(Lalande)의 철학 사전(1926)에서 제시된 상징의 개념들을 사례로 들며, 

다양한 영역의 상징 개념들 사이에는 일정한 가족 유사성이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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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상징 개념은 일차적으로 문학의 창작과 수용의 관습 속에서 받아들여지는 상
징 개념에 그 토대를 둘 필요가 있다.

문학에서의 상징은 일반적으로 “가시적(可視的)인 것이 연상 작용에 의해서 형이
상학적인 것을 의미하는 일종의 표현 방식”5)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는 낭만주의 
및 상징주의에서의 논의에 그 기원을 두는 것으로,6) 문학적 상징이 일상적인 설명
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대상의 본질이나 궁극적이고 초월적인 실재(reality)를 포착
하는 문학적 장치라는 것을 함의한다.

이러한 정의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학에서의 상징은 
구체적 사물과 형이상학적인 것의 암시적 결합이다. 이때 이러한 결합이 대상이 환기
시키는 이미지에 의해 매개된다는 점에서 구체적 사물과 형이상학적인 것은 자의적
인 관계가 아니라 내재적인(intrinsic) 연관 관계7)를 갖는 것으로 상정된다. 다음으
로 상징에 의해 매개되는 형이상학적인 것은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암시
되는 것이므로 불분명하고, 반투명한(translucent) 채로 존재하며, 따라서 특정한 의
미나 관념으로 고정될 수 없는 특성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문학적 상징에서 구체적 
사물은 항상 형이상학적인 것, 즉 대상의 본질이나 초월적인 실재와 연관되며, 다른 
구체적 사물이나 일상적 의미와 연결될 경우 그 특수성을 상실하게 된다.8)

을 상징이라는 개념으로 묶어주는 것은 공통적 속성이 아니라 이들이 동일한 가족 유사성
의 네트워크에 속한다는 사실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각각의 영역에서 상
징이라 불리는 기호들 간에는 사실상 그것이 ‘상징’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 외에는 
공통점을 찾기 힘든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책, pp.246-248.

5) N. Frye, ｢詩의 상징｣, 김용직 편역, 상징, 문학과지성사, 1988, p.11.
6) 상징에 대한 괴테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특수한 것이 보편적인 것을 드러내되 보편적인 

것에 관한 몽상이나 보편적인 것의 한낱 그림자로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탐구
될 수 없는 대상의 생생하고 순간적인 발현을 통해서만 비로소 진정한 상징이 성립된다.” 
J. W. Goethe, Werke, München: Hamburger Ausgabe, 1989, S.471.: 임홍배, ｢괴테의 상
징과 알레고리 개념에 대하여 -총체성과 감각적 구체성의 변증법｣, 비교문학 vol.45, 
한국비교문학회, 2008, p.103에서 재인용.

7) 상징에서 원관념과 보조 관념의 내재적 관계는 동기화(motivation)라는 용어로 설명되기
도 한다.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상징에 접근하는 뒤랑은 이러한 동기화의 근원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획득하는 기본적인 지배 몸짓인 자세 지배소, 섭취 지배소, 교접 지배소에
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세 가지 지배 몸짓은 각각 분열과 수직화 도식, 하강과 내면화의 
도식, 리듬 도식의 세 도식(schème)을 파생시키며, 이러한 도식들은 상징의 생산과 이해
의 과정에서 발현되는 상징적 상상력의 인류학적 동일성과 보편성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
가 된다. 송태연, 상상력의 위대한 모험가들 융, 바슐라르, 뒤랑 –상징과 신화의 계보학, 
살림출판사, 2005, pp.105-121.

8) 김준오는 문학적 상징의 본질적 특성은 개념과 이미지가 동시적이고 공존적으로 제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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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특성에 기초할 때, 문학적 상징은 기표와 기의가 자의적이면서도 1:1의 
대응관계를 갖는 일반적인 기호(sign)나, 구체적 사물을 매개로 작가가 의도한 교
훈이나 관념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알레고리(allegory)와 구분되며, 기호나 알레고리
에 비해 그 생산 및 이해에 있어 다치적(多値的) 사고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문
학적으로 더 가치 있는 표현 형식으로 이해된다.9)

일반적으로 문학에서의 상징10)은 이러한 정의와 특성으로 설명되는 경향이 있지
만, 논자에 따라서는 그 성격이 달리 이해되기도 한다. 특히, 상징 의미의 특성에 
해당하는 ‘형이상학적인 것’은 낭만주의 미학의 이상인 ‘보편적인 것(das Allge-
meine)’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것의 과도한 초월성과 이상성
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11) 틴달(W. Y. Tindall)이나 프롬(E. Fromm)의 경

동일성으로 보고, 동일성의 하위 속성으로 암시성, 다의성, 입체성, 문맥성을 제시한다. 
(김준오, 시론, 삼지원, 2002, pp.197-211.) 그러나 개념과 이미지가 동일성을 갖지만 
다른 하위 속성을 갖지 않는 자연과학에서의 상징을 고려할 때 암시성, 다의성 등을 동일
성의 하위 속성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다의성은 사실상 암시성의 결과이고, 상징이 시 
텍스트 전체의 문맥에 관여한다는 문맥성은 상징이 작품의 지배소로 기능할 때 발현되는 
특성이므로, 여기서는 동일성, 암시성, 입체성만을 기본적인 상징의 특성으로 제시하였다.

9) 에코는 낭만주의에서 제시된 알레고리와 상징의 구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알레고리는 타동적인 반면 상징은 자동적이다. 알레고리는 지성에 말을 걸고, 상징은 지

각에 말은 건넨다. 알레고리는 자의적이고 관습적이나, 상징은 인접적이고 동기화되어 있
다. 상징은 자연적이고 보편적으로 이해 가능한 형상이다. 알레고리는 개별적인 것을 일반
적인 것의 예로 사용한다. 상징은 특수한 것 안에서 일반적인 것을 구현한다. 게다가 상징
들은 다의적이고 무한히 해석 가능하며, 대립물의 조응을 실현한다. 상징은 표현할 수 없
는 것을 표현한다. 상징의 내용은 우리가 가진 이성의 역량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U. Eco, 앞의 책, 2009, pp.265-266.
10) 이하 관습적 상징이나 다른 유형의 상징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고에

서 쓰이는 상징은 문학적 상징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11) 낭만주의 미학의 이상인 ‘보편적인 것’이란 총체성, 통일성, 전일성(全一性)을 갖는 경험

이자 궁극적으로는 언어를 통해 환원 불가능한, 세계의 본질에 관한 경험을 의미한다. 괴
테는 이를 ‘진정한 상징’의 특성으로 제시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특수화되고 이상화된 상
징의 특성이 괴테가 살았던 19세기의 문학에도 거의 구현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한편, 
벤야민이나 드 만은 ‘보편적인 것’의 이상이 현상과 본질의 통일이라는 총체성에 관한 그
릇된 가상에 근거하고 있으며, ‘다양성’, ‘타자성’, ‘차이’로 특징지어지는 현대인들의 경험
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비판한다. 이는 포스트모던적 사유에 부합하는 표현 형식으로 
‘시간성’과 ‘자의성’이 부각되는 알레고리를 옹호하는 근거가 된다. C. Hayes, Symbol and 
Allegory: A Problem in Literary Theory, The Germanic review vol.44, Washington, 
DC: Heldref Publications, 1969, p.275.; 고정희, ｢알레고리 시학으로 본 어부사시사｣, 
고전문학연구 vol.22, 한국고전문학회, 2002, pp.74-75.; 권정임, ｢근대 미학적 알레고리 
논의의 포스트모던적 연속성과 현대성에 관한 연구｣, 미학예술학연구 vol.26, 한국미학
예술학회, 2007, pp.265-27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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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상징을 ‘내적 상태의 외적 기호(the outward sign of an inward state)’12) 또는 
‘내적 체험의 표상’13)으로 정의하는데, 이는 상징이 지시하는 것이 반드시 형이상
학적이거나 초월적인 실재가 아니라, 작품에 따라서는 대상에 대한 복합적인 정서
나 태도와 관련된 것일 수 있음을 함의한다. 헤이즈(C. Hayes) 또한 실제 문학 작
품에 나타나는 표현 형식으로서의 상징은 ‘특수한 것(the specific)’과 ‘보편적인 것
(the general)’의 관계가 아니라 ‘구체적인 것(the concrete)’과 ‘추상적인 것(the 
abstract)’의 관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14) 한편, 어반(U. M. Urban)의 경우 상징
이 지시하는 것은 세계에 대한 새로운 통찰 및 진실을 담고 있는 명제
(proposition)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낭만주의 미학에서 강조하는 상징의 직관적 측
면보다 상징이 갖는 인식적 측면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15)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상징에서 보다 명확하게 본질적인 것은 그 지시
하는 내용의 초월적 성격보다는 그것이 지시하는 방식, 즉 감춤(concealment)과 드
러냄(revelation)16)의 이중적 작용을 통해 1차 의미가 되는 구체적인 것과 2차 의
미가 되는 추상적인 것을 연결하는 의미 작용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상징의 본질에 관한 논의를 어렵게 하는 원인 중의 하나는 개별 작품에 나타
나는 상징적 표현들이 상호 유사성을 가지면서도 하나로 통합하기 어려운 다양한 특
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따라서 상징의 유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문학적 상징의 
유형은 주로 상징이 갖는 환기력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경향을 보인다. 상징은 그것이 
사용된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개별 작품의 문맥, 상징으로 사용되는 대상 자체의 고
유한 특성에 따라 그 의미의 환기력에 차이를 갖는다. 휠라이트(P. Wheelwright)는 
이러한 환기력의 범위에 따라 상징을 특정 시의 주도적 이미지, 개인상징, 조상 전래
의 활력(ancestral vitality) 상징어, 문화의미권적 상징, 원형상징의 다섯 유형으로 
12) W. Y. Tindall, The Literary Symbol,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4, p.5.
13) E. Fromm, ｢상징언어의 본질｣, 김용직 편역, 앞의 책, 1988, p.174.
14) C. Hayes, op. cit., 1969, pp.275-276. 헤이즈는 여기서 ‘추상적인 것’이란 개념이나 관

념, 일반적인 속성, 태도, 마음의 상태, 정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15) 어반은 상징을 비본질적 혹은 자의적 상징, 본질적 혹은 기술적 상징, 통찰 상징의 세 

분류로 나눈다. 여기서 첫째 유형은 순전히 기능적인 용법의 상징으로 알레고리와 유사한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은 상징하는 것과 상징되는 것이 내재적 관련을 갖는 것으로 양자는 
재현관계를 갖는다. 마지막 유형은 세계에 대한 새로운 통찰의 운반체 혹은 매체로서 독
자를 그 ‘안으로’ 인도해 들어가게 만드는 특성을 갖는다. 어반은 시와 종교에서의 상징은 
통찰 상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본다. U. M. Urban, ｢상징 체계의 일반 이론｣, 김용직 
편역, 앞의 책, 1988, pp.95-96.

16) W. Y. Tindall, op. cit., 1974,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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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는데,17) 일반적인 논의에서는 보다 간략한 ‘관습적 상징, 개인적 상징’의 분류
가 주로 사용되고,18) 논자에 따라 원형적 상징19)이나 자연적 상징20)이 추가되는 양
상을 보인다. 그 밖에 상징의 의미적 특성에 초점을 둔 분류,21) 상징의 매체 형태・
텍스트 형태・의미 구조・사회적 담당체에 근거한 분류,22) 상징의 서술 방식・성격
묘사・의미에 초점을 둔 분류23) 등이 제시된 바 있다.

에코(U. Eco)의 경우 기호적 특성에 따른 분류를 제시하는데 여기서 다른 기호 
작용과 구분되는 상징적 방식은, 사물과 관념이 난해한 비례 관계를 가지면서도 
특정한 해석 약호로 환원되지 않는 양상에 한정되는 것으로 설명한다.24) 이 관점
에서 볼 때, 상징주의 시에 나타나는 극도로 암시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상징을 제
17) P. Wheelwright, 김태옥 역, 隱喩와 實在, 문학과지성사, 1983, pp.100-113.
18) N. Frye, 앞의 책, 1988.; M. H. Abrams, 장영규・안중은・김소식 공역, 문학용어해설집

 4th, 대구대학교출판부, 1985.
19) 김준오, 앞의 책, 2002.
20) C. B. Wheeler, ｢상징의 이론과 실제｣, 김용직 편역, 앞의 책, 1988.
21) 채드윅은 구체적 영상들이 시인 내부의 특정한 사상이나 감정이 아니라 광대하고 보편

적인 이상 세계를 지시하는 경우, 이는 개인적 상징과 구별되는 초절적(超絶的) 상징의 
특성을 갖는다고 본다. C. Chadwick, 박희진 역, 상징주의, 서울대학교출판부, 1984, p.3.

22) 링크는 상징을 ‘낯설어진 형상체(Pictura)’로 정의하며, 형상체의 매체 형태에 따라 시각
적-문학적 상징, 문학적 상징, 실용적 상징, 실용적-문학적 상징의 구분을, 텍스트 형태
에 따라 우의(寓意), 괴테 상징, 암호 상징, 알레고리의 구분을, 의미 구조에 따라 은유적 
상징, 대표적 상징의 구분을, 사회적 담당체에 따라 개인적 상징, 집단적 상징의 구분을 
제시한다. J. Link, 고규진 외 공역, 기호와 문학, 민음사, 1994, pp.235-270.

23) 프라이는 비평의 해부에서 상징을 “따로 분리시켜서 비평적 고찰을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문학구조의 단위”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그것의 서술 방식(뮈토스) 및 의미적 
특성(디아노이아)에 따라 모티프로서의 상징, 기호로서의 상징, 이미지로서의 상징, 원형
으로서의 상징, 단자(monad)로서의 상징의 다섯 유형을 제시한다. N. Frye, 임철규 역,   
비평의 해부, 한길사, 2000, p.257.

24) 에코의 분류는 <표 3>과 같다.(U. Eco, 앞의 책, 2009, p.251.) 에코는 엄밀한 유형의 
상징적 방식은 유형 5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일반적 기호적 현상으로서의 기호 생산
생산적 
특성 용이한 비례 관계에 의해 생산되는 표현 난해한 비례 관계에 의해 생산되는 표현

해석적 
특성

유형1
의미 공식에 의해 표
현과 상관관계를 맺으
며 ‘액면 그대로의’ 의
미를 직접적으로 전달

유형2
맥락적 추론에 의거
하여 의미를 간접적
으로 전달

유형3
‘액면 그대로
의’ 의미를 
전달

유형4
수사적 규칙들에 
의거하여 ‘비유
적’ 의미를 전달

유형5
미적 창안

< 표 3 Eco(2009)의 상징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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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 나머지 상징적 표현들은 상당 부분 간접적 의미를 전달하는 다른 기호들과 
그 특성이 중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관습적 상징의 경우 그 의미가 추상
적이긴 해도 사회・문화적으로 통용되는 내용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문학적 상징의 
특성을 갖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따라서 휠라이트는 문학에서 상징은 기본적으로 단일한 의미만을 전달하는 협의 
상징(steno-symbols)이 아니라 긴장 상징(tensive-symbols)이어야 한다는 조건
을 제시한다. 즉, 문학에서의 상징은 그 의미를 전적으로 규정지을 수 없으며, 어
느 정도 탄력성 있는 의미의 초점과 문맥상의 변이를 허용해야 하는 조건인 긴장
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25) 긴장성을 문학적 상징의 조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상징이 그 문학적 효과를 거두려면 시인은 그것에 새로운 문맥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상징이 갖는 환기력의 범위가 넓을수록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과
거의 문학에서의 쓰임이나 문화적 전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별 작품에서 그러한 상징들이 단순히 이전의 의미를 반복하는 데 그치는 경우, 
상징 자체는 인유(引喩)의 일종이 되고 그것의 고유한 문학적 효과는 상실된다.

한편, 문학적 상징에 관한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는 것은 상징과 독
자의 관계이다. 문학적 상징은 형식적으로는 일반적인 기호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상징의 이해 과정에서 독자는 그것을 상징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식의 
기호로 해석할 것인가라는 해석적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해석적 선택의 
가능성은 상징이 작가의 의도가 개입되는 기호학적 전략임과 동시에 “나는 이 텍
스트를 상징적으로 해석하려 한다”라는 독자의 화용론적인 결정의 산물26)이기도 
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학적 상징은 의미-화용론적인 표현 형
식으로서, 상징을 상징으로 인식하게 하는 작가의 기호학적 전략과 그것을 상징으
로 해석함으로써 그 본질을 실현하도록 하는 독자의 해석적 협력의 사이에 존재하
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관계는 상대적으로 관습적 상징에 비해 지속성과 반복
25) P. Wheelwright, 앞의 책, 1983, pp.96-97. 긴장(tension)은 신비평의 핵심 개념 중 하

나로, 테이트(A. Tate)가 ｢시의 긴장(Tension in Poetry)｣이라는 논문에서 처음 사용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 테이트는 ‘밖으로 뻗음’을 뜻하는 extension과 안으로 모임을 뜻하는 
intension을 결합하여 tension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으며, 외연과 내포의 뗄 수 없는 결합 
현상을 일컫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휠라이트가 말하는 긴장성 역시 이러한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상징이 지시적 의미를 바탕으로 그것을 벗어나는 새로운 의미를 지시하
는 특성을 가리킨다. 테이트의 긴장에 대한 설명은 이상섭, ｢뉴크리티시즘, 긴장론적 시학
을 위하여｣, 현대비평과 이론 vol.5, 한신문화사, 1995. 참조.

26) U. Eco, 앞의 책, 2009, p.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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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약한 개인적 상징에서 보다 활발하게 나타나며, 따라서 상징의 개인화 경향
이 두드러지는 상징주의 이후의 현대시에서 보다 적절하게 적용되는 특성이 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문학적 상징의 본질은 그것의 초월성이나 형이
상성과 같은 측면보다는 대상의 긴장성을 드러내는 의미 작용과 그러한 의미 작용
을 실체화하는 독자의 해석적 협력에 관한 이해 속에서 보다 적절하게 규명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시 텍스트에서 상징 의미의 특성

여기서는 문학적 상징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시 텍스트에 나타나는 상
징의 의미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상징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텍스트의 
문맥을 통해 상징이 지시하는 2차 의미에 대한 이해를 지향하므로, 상징 의미의 
특성에 대한 이해는 그 해석의 방향을 설정하는 기반이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징의 기본적 요건은 구체적 대상을 통해 추상적 관념・경
험・정서 등을 지시하는 것이다. 상징에서 1차 의미와 2차 의미는 ‘사자’가 ‘용기’를 
상징하는 것과 같이 대상의 자연적 속성을 매개로 연결되거나, ‘십자가’가 ‘희생’을 상
징하는 것과 같이 문화적 배경을 매개로 연결되는 등 그 양상이 다양할 수 있지만, 기
본적으로 양자는 대상이 환기시키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연결되는 특성을 갖는다.27)

상징의 의미 작용이 이미지에 의존적이라는 것은 그것의 해석에는 필연적으로 독자
의 상상력이 개입하게 됨을 시사한다. 즉, 독자는 상상력을 통해 대상이 환기시키는 
다양한 이미지들에 몰입함으로써 대상의 1차 의미를 그것과 상관적이면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더욱 깊이 있는 의미로 변형할 수 있는 것이다.28) 리쾨르는 이와 같은 과정
을 “상징 속에서 1차 의미라 할 수 있는 문자 의미 또는 물리적 의미가 ‘흘러넘쳐’, 2
차 의미가 되는 영적 또는 실존적이고 존재론적인 의미를 낳는다”고 설명한다.29)

바슐라르에 따르면, 대상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은 대상의 형태를 재현하는 형태
적 상상력(l'imagination formelle)뿐만 아니라, 대상의 본질적인 내면성인 물질로 
27) 융(C. G. Jung)은 상징을 “상당 부분 의식을 초월하는 내용물의 이미지” 또는 “정신이 어

렴풋이 느낄 뿐인 대상을 가능한 한 최선의 방법으로 지칭하는 데 적합한 이미지”로 정의
한다. 송태연, 앞의 책, 2005, p.98.

28) 바슐라르는 상상력을 이미지의 재현 능력이 아니라, 이미지를 변형하고 창조하는 능력으
로 정의한다. G. Bachelard, 정영란 역, 공기와 꿈, 이학사, 2001, p.19.

29) P. Ricoeur, 양명수 역, 해석의 갈등, 한길사, 2012,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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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들고 그것과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물질적 상상력(l'imagination matérielle)을 
포함하는 것이다. 형태적 상상력이 의식의 표면을 스쳐지나가는 것이라면, 물질적 
상상력은 대상이 우리 내부에서 일으키는 파동, ‘존재의 깨어남’과 관계된다. 따라
서 바슐라르는 물질적 상상력의 발현 과정을 ‘존재론적 교감’이라고 부른다.30) 이
러한 교감 속에서 다가오는 대상은 우리에게 일종의 저항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며 
그것을 변화 혹은 변질시키고 싶은 욕망을 촉발한다. 이러한 욕망으로서의 상상력, 
그리고 저항하는 물질을 변화시키려는 우리의 의지를 담고 있는 상상력을 바슐라
르는 역동적 상상력(l'imagination dynamique)이라고 불렀다.31)

이와 같은 관점을 바탕으로 할 때, 상징에 대한 독자의 해석은 문맥 속에서 상
징이 지시할 수 있는 의미들을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대상과 존재
론적으로 교감하는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 특히, 시 텍스트의 상징은 작가의 상
상력을 통해 대상이 일상적・관습적인 상황이 아니라 모호하고 허구적인 상황 속
에서 나타나도록 의도된다는 점에서, 독자가 대상의 새로운 존재론적 가능성을 탐
색하는 물질적・역동적인 상상력을 활성화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는다. 

따라서 시에서 상징으로 제시되는 매체어 또는 1차 의미는 2차 의미의 잔여물
이나 2차 의미를 도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독자의 상상력을 촉발함으로써 상
징의 긴장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상징의 2차 의미
도 1차 의미에 장식적으로 부가된 것이나 1차 의미의 관습적 내포를 넘어, 1차 의
미로는 포섭할 수 없는 존재론적이고 실존적인 의미를 포함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시 텍스트의 상징이 갖는 또 다른 의미적 특성은 그 내포(connotation)32)
의 불확정성(indeterminacy)이다. 이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다의성의 측면이다. 시 텍스트에서 상징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명사로 
나타나며, 그것이 소통되는 문화 속에서 갖는 고유한 지시적 의미를 보존한다. 그
러나 그 명사는 시 텍스트의 함축적이고 모호한 문맥을 바탕으로 그것의 1차 의미
와 일정한 상관성을 갖는 다양한 2차 의미들을 끌어들임으로써 상징이 된다.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상징의 불확정성은 이러한 다의성으로 설명된다. 즉, 하나의 기
30) 채숙희, ｢Gaston Bachelard의 행복의 시학｣, 프랑스어문교육 vol.30, 한국프랑스어문교

육학회, 2008, p.551.
31) 곽광수, 가스통 바슐라르, 민음사, 1995, p.45.
32) 시 텍스트에서 내포란, 언어의 일반적・객관적・사전적 의미인 외연(denotation)과 구분

되는 개성적이고 함축적인 의미를 말한다. 김준오, 앞의 책, 2002, pp.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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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 동시적으로 결합된 여러 의미들이 모두 동등하게 자신의 진리 값을 주장함에 
따라 그 중에서 특정한 의미만을 ‘참’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시 텍스트의 상징이 갖는 불확정성은 1차 의미와 2차 의미의 상관성
의 측면에서 나타난다. 상징이 기호 및 알레고리와 구분되는 기본적인 특성은 1차 
의미와 2차 의미가 일정한 상관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화가 ‘인고’나 
‘절개’의 상징일 수 있는 것은 자연물로서의 국화가 초가을의 추위를 이겨내며 생
명력을 이어가는 속성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국화가 보편적으로 인고나 
절개를 상징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화와 같은 관습적・자연적 상징의 
경우에도 1차 의미와 2차 의미간의 상관성을 결정하는 동기 자체는 궁극적으로 
결정 불가능한 채로 남기 때문이다. 국화는 추위를 견디는 속성 외의 많은 특징을 
소유하고 있으나, 이들 특징들은 인고나 절개와 같은 국화의 상징적 의미에 관여
하지 않는다. 관여된 특징들 가운데 일부만이 취사선택되어 상징성을 갖게 된다는 
사실에서부터 상징의 모호성은 발생하는 것이다.33)

긴장성을 갖는 시 텍스트의 상징에서 이러한 선택 동기의 불확정성은 더욱 강화
된다. 동양에서 국화는 사군자의 문화적 전통으로 인해 주로 남성적인 기품과 관
련된 꽃으로 여겨지지만,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에서는 일상적 시각으로는 파악
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를 드러내는 대상이자, “육체의 갈등과 삶의 고난을 겪어
온 청초하고 성숙한 여인”34)의 이미지로 제시된다. 독자는 해석 과정에서 국화와 
성숙이라는 관념 사이에 존재하는 ‘성장’이라는 상관성을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서 
국화가 성숙의 상징이라고 규정하는 것만으로 이 시의 상징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는 없다. 여기에는 국화라는 사물을 관습적 의미를 넘어서 새로운 시
각으로 바라보게 된 동기에 대한 물음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즉, 국화라는 상징에 
대한 해석은 다른 사물이 아닌 ‘국화’를 통해 어떤 종류의 ‘탄생’이나 ‘성숙’의 관념
을 다루고자 했는가라는 물음의 여지를 남긴다. 이러한 물음은 국화가 갖는 일반
적인 속성, 시 속에서 국화의 이미지를 비유적으로 표상하는 대상인 누님이 갖는 
속성,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는 데 관여하는 소쩍새, 천둥, 무서리, 화자의 불면
과의 관계 등을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답변의 가능성을 갖게 된다.

시 텍스트의 상징이 갖는 불확정성은 독자가 상징의 해석을 통해 대상의 다양한 
존재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리쾨르는 독자가 상징 해석을 통해 
33) U. Eco, 앞의 책, 2009, p.268.
34) 최동호, ｢서정적 자아탐구와 시적변용｣, 어문논집 vol.21, 안암어문학회, 1980, p.153.



- 22 -

궁극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존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한다.”는 “존재의 
모호함”이라고 말한다.35) 이와 같은 존재의 모호함이 갖는 의의가 독자 자신의 언
어를 통해 이해될 때 이는 실증주의적 관점에서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와 대
비되는 ‘실재에 대한 진실’의 성격을 갖게 된다. 

휠라이트에 따르면 독자가 상징을 통해 이해하게 되는 실재에 대한 진실은 “막연
히 간접적으로 적절한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은 채 언급될 수 있는 유형의 진실”36)로
서, 예각성(presential), 통합성(coalescent), 투시성(perspectival)을 그 특징으로 한
다.37) 어반 역시 유사한 관점에서 상징은 감각적 직관을 수단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적합하게 파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관계에 대한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으로 설명한다.38)

상징이 갖는 이와 같은 의미적 특성을 고려할 때, 상징 해석은 상징이 수사적으
로 지시할 수 있는 의미들을 도출하는 활동을 넘어설 필요를 갖게 된다. 따라서 
어반은 상징 해석의 성격을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구분한다.

먼저, 좁은 의미에서의 상징 해석은 상징의 2차 의미들을 발견하는 것, 즉 감추
어져 있는 상징의 내포를 비상징적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39) 즉, “이 상
징은 ‘A’를 의미한다.”라는 해석의 구조로 상징을 이해하는 것으로, 여기서 ‘A’에 
해당하는 것은 상징이 지시하는 추상적인 것의 언어적 표현에 해당한다.

모든 상징은 해석을 요구하고 해석은 해석자의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징 의미의 비상징적 언어로의 표현은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자의 해석이 이 단계에 머무를 때, 이는 상징을 일반화된 관념의 
대리물로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상징 본연의 특성을 파괴하는 것일 
수 있다. 즉, 상징의 불확정성에서 파생되는 정서적, 심미적, 직관적 측면이 해석 과
정에서 지나치게 확실하고 명료한 내용으로 환원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반면, 넓은 의미에서의 상징 해석은 “상징의 실존적 혹은 존재론적 함의를 결정하

35) P. Ricoeur, 앞의 책, 2012, p.94.
36) P. Wheelwright, 앞의 책, 1983, p.38.
37) 위의 책, pp.154-175. 여기서 예각성은 타자를 하나의 실존으로 인식하고 이에 감응하

여 그것이 갖는 본질적이고 불가사의한 특성을 드러내는 것, 통합성은 자아와 비자아, 특
수와 보편의 상보적 관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 투시성은 실재가 갖는 다양한 모습
을 지속적으로 참신한 문맥 속에서 이해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8) U. M. Urban, 앞의 책, 1988, p.121.
39) 위의 책, 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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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며 상징이 ‘말하는’ 것뿐 아니라, 상징이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실재를 결정하는 일”40)을 의미한다. 이는 상징을 형태적 상상력이 아닌 물질적
이고 역동적인 상상력을 통해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궁극적인 목적을 실재에 
대한 새로운 진실의 획득에 둔다. 물론, 어반이 말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해석 역시 
해석자가 활용할 수 있는 비상징적 언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징에 대
한 환원 가능성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징의 직관적・비환원적 
요소의 보존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좁은 의미의 상징 해석과 차이를 갖는다. 즉, 좁은 
의미의 상징 해석이 상징이 지시할 수 있는 관념의 언어적 대리물을 찾는 것으로 그 
목적이 달성되는 반면, 넓은 의미의 상징 해석은 독자가 상징을 통해 세계의 새로운 
존재 방식을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완수되는 것이다.

세계에 대한 독자의 이해는 항상 독자가 갖는 상황성(situatedness)에 의해 제
약되며,41) 독자가 해석을 통해 구명(究明)할 수 있는 세계에 대한 이해는 항상 부
분적이고 일면적인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상징 해석은 그것 역시 비
상징적 언어를 통한 환원이지만 항상 세계에 대한 새롭고 깊이 있는 탐구 가능성
에 대한 물음을 포함하는 환원이라는 점에서, 고정된 의미나 교훈의 도출을 목적
으로 삼는 수사적이거나 우의적인 해석과는 차이를 갖게 된다.

2. 시 텍스트에서 상징 해석의 구조

해석이란 일반적으로 이해에 도달하기 위한 주체의 활동이나 이해를 위한 수단 
및 방법을 지칭한다.42) 따라서 시 텍스트 상징 해석 활동은 간단히는 ‘시 텍스트
에 나타나는 상징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독자의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상징 의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시에서 상징에 대한 이해는 그것이 
지시할 수 있는 2차 의미들을 도출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시 텍스트 전체를 배경으
로 상징이 드러내는 실재에 대한 새로운 진실을 이해하는 차원을 포함하게 된다.

40) 위의 책, p.108.
41) D. C. Hoy, 이경순 역, 해석학과 문학 비평, 문학과 지성사, 1988, p.73. 여기서 이해의 

상황성이란 해석자의 이해란 항상 해석자의 선이해(pre-understanding)에서 시작되는 것
이며, 해석은 반드시 하나의 역사적 과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42) 김정우, ｢시 해석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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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쾨르에 따르면 문학 텍스트에 대한 해석은 독자가 대상에 대한 이해(under-
standing)와 설명(explanation)의 변증법을 거쳐, 다시 설명과 이해(compre-
hension)의 변증법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43) 

먼저, 이해(understanding)와 설명의 변증법은 텍스트가 갖는 의미를 그 언어적 
의미를 중심으로 추측하고 이를 개연성의 논리에 따라 확인(validation)하는 과정이
다. 여기서 대상이 되는 텍스트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저자의 의도로부터 독립적인 
것으로 전제되며,44)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해석은 개별 문장들이 아니라 텍스트 
전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 텍스트를 구성하는 속생적(屬生的, generic) 규칙
들45)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텍스트가 갖는 잠재적 의미의 지평을 다양한 방식으
로 실제화하는 것 등의 특성을 갖는다.

다음으로, 설명과 이해(comprehension)의 변증법은 이해(understanding)와 설명
의 변증법을 통해 객관화된 의미를 바탕으로 텍스트가 열어주는 새로운 명시적 지
시를 창조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여기서 구조적 분석은 텍스트의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추측에 개연성을 부여하는 수단이자 텍스트의 표면적 의미의 심층에 있는 
새로운 의미 관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설명을 거
쳐 획득되는 이해(comprehension)는 구조적 분석의 결과 발견된 텍스트의 심층적 
의미, 즉 “텍스트의 지시에 의해 열리는 세계-명제들(the world-propositions)”46)
을 파악한 상태가 된다.

해석에 대한 리쾨르의 관점을 바탕으로 할 때, 상징 해석이란 텍스트의 표층
적・구조적 문맥을 바탕으로 한 상징의 의미에 대한 추론과, 추론 결과를 바탕으
로 한 실재에 대한 새로운 진실의 파악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순환은 상징에 대한 이해를 특정한 해석 논리나 이론으로 환
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이해(understanding)와 이해(comprehension)를 

43) 이하 이해와 설명의 변증법에 대한 설명은 P. Ricoeur, 김윤성・조현범 공역, 해석 이론
, 서광사, 1998, 제4장. 참조.

44) 리쾨르는 해석의 목표를 저자의 심리적 재구성으로 본 낭만주의적 해석학을 비판하며, 
텍스트를 저자의 의도, 텍스트 생산의 사회・역사적 문맥, 창작 당시 텍스트가 지향하고 
있었던 최초의 청중으로부터 거리를 갖는 자기-충족적인 존재로 본다. 텍스트가 갖는 이
러한 거리는 독자의 ‘생산적 소격화’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과거의 텍스트가 오늘날의 독
자에게도 새로운 발화 사건을 낳을 수 있게 하는 동인이 된다. 위의 책, pp.149-157.

45) 담화를 만들어 내는 생성 규칙을 말하는 것으로, 문학 텍스트의 경우 문학 장르, 텍스트
들의 범주, 텍스트 안에서 교차하는 약호와 구조의 유형들이 포함된다. 위의 책, p.133.

46) 위의 책, 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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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는 설명의 과정은 텍스트 자체가 제기하는 근본적인 물음의 회복을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47) 즉, 상징 해석을 통해 독자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이해는 의미
에 대한 객관화를 거쳐 상징에 대한 충만한 이해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48)으로 상
징의 직관적・비환원적 측면을 포함하게 된다.

다음에서는 상징의 의미적 특성과 리쾨르가 제시하는 이해와 설명의 변증법을 바
탕으로 시 텍스트 상징 해석의 구조를 상징 기호의 인식, 상징 의미의 추론, 지시 
현상의 이해, 상징적 진실의 전유로 제시하였다. 이는 독자가 시 텍스트의 상징을 
인식하고, 그것의 의미를 텍스트 전체를 배경으로 추론한 후, 상징이 지시하는 복합
적 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재에 대한 진실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물론, 본질적으로 해석은 선조적으로 완결되는 과정이 아니라, 순환적49)이고 
역사적인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각각의 단계는 독자의 해석 과정에서 반드시 순차
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상징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과정에서 순환적・
상보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상징 해석의 구조

1) 상징 기호의 인식

시 텍스트에서의 상징은 일반적인 기호와는 다른 의미적 특성을 가지므로, 시 텍
스트 상징 해석 활동 역시 상징에 대한 타당한 인식을 통해서만 온전히 수행될 수 
있다. 물론 상징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대상을 상징처럼 해석하거나, 상징을 축자
적으로 해석하는 것 역시 가능하지만, 그러한 해석은 해석 대상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의적이거나 표피적인 의미의 생산에 그칠 개연성이 높다.

기본적으로 시 텍스트의 상징은 시어의 지시적 의미를 중심으로 한 1차적 독
47) “구조적 분석은 결코 이러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거해 버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훨

씬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그 물음을 회복시킨다. (…중략…) 만일 그렇지 않다면, 생각건
대, 구조적 분석은 무미건조한 게임으로, 숫자나 나누는 대수학으로 환원되어 버릴 것이
다.” 위의 책, p.146.

48) P. Ricoeur, 앞의 책, 2012, p.64.
49) 독자의 이해 과정은 개별적인 부분들을 통해 전체를 구성해 나가고, 다시 전체를 통해 

개별적인 부분들을 규정하는 순환 속에 놓인다. 이 과정에서 전체와 부분의 변증법적 상
호작용에 의하여 이들 각각은 서로에 대해 다른 의미를 제공하며, 따라서 의미는 항상 해
석학적 순환(hermeneutical circle) 속에서 새롭게 형성된다. R. E. Palmer, 이한우 역,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88, pp.13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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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50)의 과정을 거친 후에 인식될 수 있다. 즉, 상징은 1차적 독서의 과정에서 표
면적으로는 일상의 언어와 다를 바 없지만, 무언가 그 이상의 의미가 그것 위에 
덧씌워지거나, 다른 말과의 관계 속에서 지시적 의미가 굴절되거나 확장되면서 기
능을 달리하는 표현으로 인식된다.

이때 시 텍스트에서 지배소(dominant)51)로 작용하는 상징의 경우, 시 텍스트 
전체의 문맥에 관여하게 되므로 그것의 인식 자체는 독자에게 큰 어려움을 야기하
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징성을 갖는 시 텍스트52)에는 지
배소적 상징 외에도 여러 상징 기호들이 상호 연관을 가지며 나타나는 경우가 많
으며 이 경우 지배소적 상징만을 인식한 채 해석 활동을 수행하게 되면 텍스트에 
대한 이해는 부분적이거나 단순화되기 쉽다. 따라서 본격적인 상징 해석 활동에 
앞서 시의 상징을 엄밀하게 인식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시 텍스트의 상징이 고정불변의 실체로 존재하거나 상징의 인식을 위한 절대
적인 규칙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상징은 그것을 상징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작가의 기호학적 전략과 그것을 수용하는 독자의 해석적 선택 사이에 존재하는 가변
적인 지위를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라이는 상징의 인식에 있어서 축자적인(literal) 해석에 무리가 없다면 대
상을 상징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소극적 변별법을 제안한다.53) 이는 독자가 보기에 
지시적 의미에 기초한 해석이 가능한데도 대상을 상징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으며, 시 
텍스트에서 상징을 인식하는 최소한의 기준은 그것이 속한 문맥에서 지시적 의미가 

50) 리파테르는 시의 판독(decoding)을 1차적 독서와 2차적 독서의 과정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1
차적 독서는 언어가 지시적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텍스트의 통합적 전개를 추적해 가는 과정
이다. 반면, 2차적 독서는 텍스트에 대한 구조적 판독을 수행하는 단계로서 표면적인 비문법성
의 심층에 있는 의미적 등가 관계를 파악해 나감에 따라 텍스트를 하나의 통일된 의미단위로 
파악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M. Riffaterre, 유재천 역, 詩의 기호학, 민음사, 1989, pp.18-19.

51) 지배소란 시를 구성하는 다른 모든 요소들의 관계들을 활성화하며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요소로서, 시 텍스트의 통일성・결속성을 창조하는 요소를 말한다. 서혜련,   
｢시 텍스트에 대한 기호학적 접근 방법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p.46.

52) “시는 이른바 ‘드러내면서 감추는 양식’이다. 최소의 언어를 가지고 완결된 의미체계를 
만들어 내는 시는, 한정된 언어 이상의 의미를 담아야 하고 독자는 현시적 의미 이상의 
의미를 읽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 상징주의를 겉으로 분명하게 표방하는 시인의 작
품이나 상징주의 유파의 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는 일반적으로 상징성을 띤다고 보아
야 한다.” 우한용, ｢詩敎育과 小說敎育 -문학교육에서 상징 해석의 문제｣, 김은전 외,    
현대시교육론, 시와시학사, 1996, p.146.

53) N. Frye, 앞의 책, 1988,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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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확하게 실현되지 않는 것임을 함의한다.54) 다시 말해, 시 텍스트가 작가가 독자와 
소통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은 발화라고 볼 때, 상징은 이러한 소통을 원활하게 만드
는 대화의 격률이 어긋나는 지점, 독자의 관점에서 보면 “의미 작용의 과잉(surplus 
of signification)”55)의 느낌을 주는 지점에서 출현할 수 있는 것이다.

토도로프(T. Todorov)는 독자가 상징에 대한 해석을 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적절성의 원리(the principle of pertinence)’를 제안한 바 있는데,56) 이는 프라이의 
소극적 변별법보다 독자의 능동적 적용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조의 대상이 
된다. 토도로프가 제시한 적절성의 원리는 시어의 1차 의미와 문맥적 의미 사이의 
모순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 1차 의미와 2차 의미 사이에 존재하는 연상 관계가 드
러나야 한다는 것의 두 가지 원칙을 갖는다. 이러한 원칙은 시어가 그 문맥 속에서 
지시적 의미의 부적합성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상징의 의미적 특성을 드러낼 때 상징
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함의한다. 토도로프는 상징의 의미적 특성은 텍스트에 나타나
는 특정한 지표를 통해 환기됨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지표로 상징과 텍스트의 내적 
문맥 간의 연결과 관련된 통합적 지표(syntagmatic indices)와 외적 문맥 간의 연결
과 관련된 계열적 지표(paradigmatic indices)를 제시한다.

먼저, 통합적 지표는 특정 발화와, 같은 문맥에 포함되는 다른 발화와의 관계 속
에서 환기되는 것으로 모순되는 문장과 같이 의미적 ‘결여에 기초를 둔 지표’와 중
복어와 같이 ‘과다에 기초를 둔 지표’가 있다. 즉, 문장의 내용을 모순적으로 만들
거나, 텍스트 안에서 독자의 주의를 집중시킬 만큼 반복되는 시어는 그것의 지시
적 의미와는 다른 2차 의미가 연상될 수 있는 조건을 갖는 것이다.

다음으로, 계열적 지표는 상징과 독자의 선이해 간의 차이를 통해 환기된다. 여
기에는 독자가 시어를 보통의 사전이나 문법의 도움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 역
사적으로 형성된 보편적 지혜에 어긋나는 경우, 문화적 타당성에 부적합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즉, 특정한 대상이 그것이 속한 일상적・관습적 문맥을 일탈해서 
나타날 때 그것은 상징으로 인식될 수 있는 조건을 갖는 것이다.

독자들은 해석 과정에서 시어가 드러내는 통합적・계열적 지표를 바탕으로 상징 

54) 퍼스(R. Firth) 또한 상징은 그것의 1차 의미가 무효성(ineffectuality)을 획득할 때 기호
(sign) 대신 사용된다고 본다. U. Eco, 앞의 책, 2009, p.248.

55) P. Ricoeur, 앞의 책, 1998, p.101.
56) 적절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은 T. Todorov, 신진・윤여복 역, 상징과 해석, 동아대학교

출판부, 1987, pp.35-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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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식하고, 그것의 2차 의미를 텍스트의 문맥을 바탕으로 추론하는 과정으로 나
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상징 해석 과정에서 이러한 지표의 인식은 독자에 따
라 상대적일 수 있다. 특히, 계열적 지표의 경우 상징과 관련된 문화적 전통에 대
한 이해도나, 대상에 대한 독자의 경험의 편폭 등에 따라 달리 인식될 수 있는 특
성을 갖는다. 따라서 토도로프가 제안한 적절성의 원리는 텍스트의 상징을 정확하
게 규명하기 위한 규칙이라기보다는, 독자가 대상을 상징으로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전략(strategy)57)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2) 상징 의미의 추론

리쾨르의 해석 과정에서 이해(understanding)와 설명의 변증법은 상징의 의미를 
텍스트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추론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상징이 
환기시키는 이미지, 상징을 둘러싼 시 텍스트의 문맥, 상징이 텍스트에 나타나는 대
상들과 맺고 있는 관계 등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상징의 인식 과정에서 독자는 통합적・계열적 지표를 통해 상징으로 나타나는 
대상에 대한 자신의 선이해와 상징이 텍스트 속에서 부여 받은 의미 사이의 간극
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상징의 2차 의미를 추론하는 과정은 이러한 간극을 좁히
는 과정이며, 이는 일차적으로 시어가 독자에게 환기시키는 다양한 이미지 및 속
성들과 시 텍스트의 문맥을 상호조회하면서 시어의 가능한 2차 의미들을 추측하는 
과정으로 수행된다.

한편, 시 텍스트는 함축적이고 복잡한 의미 구조를 통해 엄격하게 언어학적인 구조
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큰 정보량을 전달하는 특성을 갖는다.58) 시 텍스트에서 상징의 
의미가 그것이 속한 문장 안에서 직관적으로 파악되기 어려운 것은 그것이 이러한 복
잡한 의미 구조 속에서 텍스트의 다른 대상들과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징의 
의미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의 표면적 문맥을 넘어 그 심층에 있는 의미 구조 
속에서 상징과 다른 대상들이 맺는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로트만(IU. M. Lotman)에 따르면 시 텍스트를 구성하는 성분들의 내적인 통사론

57) 전략은 ‘행위자가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정
의될 수 있으며, 유연성(flexibility), 통합성(integration), 발견성(heuristic)을 그 속성으
로 삼는다. 천경록, ｢기능, 전략, 능력의 개념 비교｣, 청람어문학 vol.13, 청람어문학회, 
1995, p.321.

58) IU. M. Lotman, 유재천 역, 예술 텍스트의 구조, 고려원, 1991,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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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본적으로 공간적 모델링의 언어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59) 그들 자체가 본질
적으로 비(非)공간적 대상들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대상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시 
텍스트를 구성하게 될 때는 필연적으로 공간적 의미 관계를 갖게 된다. 

｢고-저｣, ｢좌-우｣, ｢원-근｣, ｢개-폐｣, ｢경계가 있는-경계가 없는｣, 그리고 
｢연속적인-불연속적인｣은 전혀 비공간적인 내용들을 가진 문화적 모델들을 구
성하기 위한 재료임이 입증되며 ｢가치 있는-가치 없는｣, ｢선-악｣, ｢내 것-남
의 것｣, ｢접근하기 쉬운-접근하기 어려운｣, ｢죽어야 하는-불후의｣ 등을 의미하
게 된다. 그 도움으로 인간이 그의 정신적 발전의 다양한 단계에서 주위의 세계
를 이해하는 가장 일반적인 세계의 사회, 종교, 정치, 윤리적인 모델들은 변함없
이 공간적인 성격들이 주어진다.60)

공간적 의미 관계는 시 텍스트를 포함한 모든 문화 텍스트의 근본적인 구성형식
으로서, 상징이 시 텍스트 안에서 다른 대상들과 맺고 있는 의미 관계 역시 이러
한 공간적 모델링의 언어를 통해 조직되며 텍스트 밖에 존재하는 다른 문화적 모
델들과 구조적 상관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상징의 의미를 
다른 대상들과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추론하는 과정은 곧 양자의 관계를 공간적 
모델링의 언어를 통해 기술하는 과정을 기초로 이루어질 수 있다.

로트만은 현실의 추상화된 모델인 문화 텍스트61)를 공간적 모델링을 통해 기술
한 것을 “문화 모델”로 정의하고 이것의 기본적 자질로 분할, 차원, 지향성을 제시
한 바 있는데,62) 이는 상징 의미의 추론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유
의 틀이 될 수 있다.

먼저, 분할이란 문화의 공간을 상이한 두 부분인 내부/외부로 나누는 방식을 말한
다. 여기서 내부/외부의 경계는 이원적 대립구조를 낳으며, 그에 따라 긍정/부정, 참/
거짓, 질서/혼돈 등의 이원적으로 위계화된 가치나 의미가 각각의 영역에 부여된다.
59) IU. M. Lotman, 앞의 책, 1991, p.329. 이때의 공간이란 현실에서 마주하는 물리적 공간

이 아니라, “규범적인 공간적 관계들(연속성, 거리 등)과 유사한 관계들이 그 사이에 존재
하는 동종적인 대상들(현상, 상태, 기능, 그림, 다양한 의미 등)의 총화”를 말한다.

60) 위의 책, p.330.
61) 로트만은 문화 텍스트를 특정한 문화유형에 속하는 모든 텍스트를 위한 불변체로 기능하는 

모종의 텍스트-구성체로서 “해당 문화의 입장에서 파악된 현실의 가장 추상화된 모델”로 정
의한다. 김수환, 사유하는 구조 –유리 로트만의 기호학 연구, 문학과지성사, 2011, p.127.

62) 문화 모델의 기본 자질에 대해서는 위의 책, pp.129-1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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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자질인 차원은 내부/외부의 경계를 동일 차원/비동일 차원으로 확장하
는 것을 말한다. 즉, 표면적으로는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지더라도 본질적으로는 동
일한 차원으로 파악함에 따라 대상을 ‘다르지만, 같은 것’이라는 관계에서 파악하
거나, 같은 내부에 속하는 대상일지라도 상호 비동일한 차원에 있는 것으로 파악
함에 따라 ‘같지만, 다른 것’이라는 관계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 자질인 지향성은 대상에 대한 주체의 시점이나 작용과 관계된다. 즉, 대
상이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가(정방향성), 외부에서 내부로 향하는가(역방향성)
에 따라 상호 간의 관계가 달리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지향성의 관점에서 볼 때, 
대상들 간의 의미 관계는 내부/외부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영역에 대한 ‘경
계 이월’의 가능성을 갖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로트만이 제시한 문화 모델의 자질은 시 텍스트를 포함한 문화 텍스트의 의미 
관계를 이루는 기본적인 틀일 뿐, 실제의 시 텍스트는 이러한 관계들의 복잡한 변
형 및 조합으로 구성된다. 특히, 모든 종류의 공간적 관계는 언어적 묘사로 전환되
는 순간 이미 ‘시간 속에서 전개되는 순차성’의 형태를 띤다는 점에서 항상 잠재적
인 성격을 가지며,63) 따라서 동일한 시 텍스트라 할지라도 그 해석의 초점에 따라 
다른 방식의 공간적 관계가 구성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상징 의미의 추론 과정에서 문화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정지용의   
｢나븨｣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①[시기지 않은 일이 서둘러 하고싶기에  난로(煖爐)에 싱싱한 물푸레 갈어 
지피고  등피(燈皮) 호 호 닦어 끼우어 심지 튀기니  불꽃이 새록 돋다  미리 
떼고 걸고보니 칼렌다 이튿날 날자가 미리 붉다  이제 차즘 밟고 넘을 다람쥐 
등솔기 같이 구브레 벋어나갈 연봉 산맥(連峰 山脈)길 우에 아슬한 가을 하늘
이여]  ②[초침(秒針) 소리 유달리 뚝닥 거리는 낙엽(落葉) 벗은 산장(山莊) 
밤  창(窓)유리까지에 구름이 드뉘니 후 두 두 두 낙수(落水) 짓는 소리  크기 
손바닥만한 어인 나븨가 따악 붙어 드려다 본다  가엽서라 열리지 않는 창(窓) 
주먹쥐어 징징 치니 날을 기식(氣息)도 없이 네 벽(壁)이 도로혀 날개와 떤다  
해발(海拔) 오천척(五天尺) 우에 떠도는 한조각 비맞은 환상(幻想)  호흡(呼
吸)하노라 서툴리 붙어있는 이 자재화(自在畵) 한폭(幅)은 활 활 불피여 담기
여 있는 이상스런 계절이 몹시 부러웁다  날개가 찢여진채  검은 눈을 잔나비

63) IU. M. Lotman, 앞의 책, 1991, 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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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뜨지나 않을가 무섭어라]  ③[구름이 다시 유리에 바위처럼 부서지며  별
도 휩쓸려 나려가 산(山)아래 어늰 마을 우에 총총 하뇨 백화(白樺)숲 희부옇
게 어정거리는 절정(絶頂)  부유스름하기 황혼(黃昏)같은 밤.]

- ｢나븨｣ 전문64)

이 시는 산장 안에서의 아늑한 휴식에 대한 묘사(①), 비구름이 유리창에 부딪
치는 소리와 함께 나타난 나비와 화자의 환상적인 만남(②), 다시 비구름이 유리
창에 부딪치며 발견하게 된 외부 풍경에 대한 묘사(③)의 순으로 전개되고 있다. 
여기서 나비는 해발 오천 척이라는 세속에서 벗어난 높이의 공간에 환상처럼 등장
한 사물이자, 아늑한 산장 안에 머물러 있던 화자의 시선을 창밖의 세계로 전환시
키는 계기가 되는 존재라는 점에서 상징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 시에서 나비의 상징성은 해발 오천 척의 고원에서 유리창을 매개로 한 화자
와의 만남 속에서 드러난다는 점에 주목할 때, 나비의 의미는 일차적으로 산장 안/
산장 밖, 산 위/산 아래라는 대립적 관계를 갖는 대상들 속에서 파악될 수 있다. 
분할을 중심으로 볼 때, 이 시에서 나비는 산 위에 있으면서 산장 밖에 있는 존재
다. 따라서 나비는 산 아래에 속한 대상들과 산장 안에 속한 대상들과의 차이 속
에서 그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이를테면, 산 아래의 범속함과 대비되는 고고함의 
의미와 산장 안의 아늑함과 대비되는 척박함의 의미가 결합되어, ‘고고하지만 척박
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와 같은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

차원을 중심으로 볼 때는 이 시에서 나비가 온전히 산장 밖에 속하는 것이 아니
라 유리창이라는 산장 안과 밖의 경계에 위치한다는 데 주목할 수 있다. “주먹쥐어 
징징 치니 날을 기식도 없이 네 벽이 도로혀 날개와 떤다”라는 서술에서 알 수 있
듯이, 반투명하게 산장 안/밖을 매개하는 유리창에 밀착해 있는 나비는 그것을 쫓
는 행위가 오히려 산장의 ‘네 벽’의 울림으로 다가올 만큼 산장 안과 밀접한 상관성
을 갖는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온전히 산장 밖에 존재하는 대상들과는 차별적인 
지위를 갖는다. 즉, ‘산장 밖의 존재이지만 산장 밖의 존재가 아닌’ 또는 ‘산장 밖의 
존재이면서 산장 안에 가까운 존재인’ 이중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시를 지향성을 중심으로 볼 때는 유리창을 매개로 한 나비와 화자의 소통 방

64) 정지용, 이숭원 주해, 원본 정지용 시집, 깊은샘, 2003. 이후의 인용에서 별도의 설명
이 부연되지 않는 경우, 인용문의 밑줄, 굵게 표시한 강조, 번호 표시는 인용자가 설명을 
위해 임의로 부여한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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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주목된다. 표면적으로 볼 때 이 시는 나비의 산장 안으로의 침투, 즉 화자를 
중심으로 할 때의 역방향성만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툴리 붙어있는 
이 자재화 한폭은 활 활 불피여 담기여 있는 이상스런 계절이 몹시 부러웁다”라는 
서술에서 나타나는 나비와 화자 간 시선의 자리바꿈은 여기서 화자를 바라보는 나
비의 시선이 화자 내면의 시선이기도 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즉, 지향성을 중심으
로 볼 때 나비와 화자는 산장 밖/산장 안으로 나누어진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이며 따라서 ‘자기 자신인 타자’65)이자 동전의 양면처
럼 동일한 대상의 서로 다른 측면을 표상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상징과 대상들의 관계를 어떠한 관점에서 조명하느냐에 따라 상징의 의
미는 다양하게 파악될 수 있다. 상징의 의미 추론 과정에서 이러한 관계 구성의 
가능성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중첩되어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의 내포가 갖는 불확정성을 강화하게 된다.

3) 지시 상의 이해

일반적으로 상징은 ‘A는 B이다.’라는 표현 형식에서 ‘A’에 해당하는 관념이 생략되
어 있다는 점에서 ‘원관념이 생략된 은유’로 설명된다. 은유에 대한 고전 수사학의 관
점에서 볼 때, 상징 해석이란 보조 관념인 매체어가 간접적으로 의미하는 원관념을 
찾는 활동이 된다. 이는 특정한 관념을 의미하기 위해 사용된 장식적 기표로 상징을 
바라보는 것으로,66) 실재에 대한 새로운 진실을 매개하는 상징의 의미 작용에 대해
서는 별다른 설명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

따라서 리쾨르는 상징이 갖는 인식적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상징의 지시 작용을 
고전 수사학에서의 은유가 아니라 현대 의미론에서의 은유에 대한 관점을 통해 접근
한다.67) 리차즈(I. A. Richards)는 은유를 원관념과 보조 관념의 긴장과 종합을 통해 
특수한 인식을 매개하는 표현 형식으로 이해한다. 이때 특수한 인식이란 원관념과 보

65) 김신정, ｢정지용 시 연구 –감각의 의미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p.108.
66) 리쾨르는 고전 수사학에서 은유의 기능을 여섯 가지 명제로 제시하는데 이를 요약하자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은유는 비유의 일종이다. 둘째, 은유는 문자적 의미로부터의 일탈
이다. 셋째, 일탈은 유사성의 원리를 통한다. 넷째, 유사성을 통해 문자적 의미를 비유적 
의미가 대체한다. 다섯째, 은유는 번역할 수 있다. 여섯째, 은유는 실재에 대한 새로운 정
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P. Ricoeur, 앞의 책, 1998, p.92.

67) “모든 상징들이 아무리 서로 다를지라도, 은유적 발화에서 작동하는 의미 구조를 기반으
로 해서 그 특징적인 의미론적 핵심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위의 책,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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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관념이 우리의 통상적인 관념을 통해 연결 가능한 대상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불
합리한 관계를 형성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68) 표면적인 이질성 속에서 심층적인 공
통성을 발견함에 따라 이해되는 대상 간의 새로운 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를 때, 은유는 단순히 하나의 사물을 다른 사물로 대체하는 명명 현상이 아니라, 
원관념과 보조 관념이 하나의 은유적 발화(metaphorical utterance)를 구성함에 따라 
새로운 의미 관계를 발생시키는 술어 현상이 된다.69)

상징이 실재에 대한 새로운 진실을 매개할 수 있는 것은 상징의 지시 작용이 이
와 같은 은유적 의미 작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시 텍스트에서 상징은 작품
이라는 특수한 문맥 속에서 그 의미를 드러내며, 작품이 표현하는 허구적 세계 속
에서 대상을 재문맥화(recontextualizing)70)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는 시 텍스트에
서 상징의 2차 의미는 항상 1차 의미의 관습적・일상적 의미를 일정 부분 초월하
게 되며, 상징의 1차 의미와 2차 의미 사이에는 공유되는 속성과 더불어 그러한 
유사성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이질적인 속성들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즉, 시 텍스트의 상징에서도 1차 의미와 2차 의미 사이에는 은유적 발화에서 나타
나는 범주 오류적 특성71)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상징의 1차 의미와 2차 의미의 관계를 은유적 발화로 이해할 때, 상징의 의미
(sense)하는 것과 상징이 지시(reference)하는 것은 구별될 필요가 있다.72) 즉, 
상징이 의미하는 것이 문맥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추상적인 관념이라면, 상징이 
지시하는 것은 1차 의미와 2차 의미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특수한 현상73)이 된
다. 리쾨르는 이를 실재하는 현상 그 자체가 아니라 상상적으로 재구성된 현상, 다

68) P. Ricoeur, 윤철호 역, 해석학과 인문사회과학, 서광사, 2003, p.305.
69) P. Ricoeur, 앞의 책, 1998, p.93.
70) 김용직, ｢상징이란 어떤 것인가｣, 김용직 편역, 앞의 책, 1988, p.43. 여기서 상징의 재

문맥화는 시의 언어 조직을 통해, 이미 쓰여진 상징의 심상에 새로운 국면이 타개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71) 범주 오류(category mistake)는 길버트 라일(G. Ryle)의 용어를 차용한 것이다. 은유는 일
상적인 시각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대상들 사이에 혈연관계를 만들고 이
를 통해 여태껏 주목받지 못했던 새로운 의미 관계를 만드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관상의 오류가 은유의 범주 오류적 특성에 해당한다. P. Ricoeur, 앞의 책, 1998, p.95.

72) 여기서 의미와 지시의 구분은 담화에 대한 프레게의 설명을 차용한 것이다. 리쾨르는 의
미는 순수한 술어적 관계로서 담화의 내적 구성물, 지시는 실재에 관해 무엇인가를 말하
고자 하는 자기 열망으로 의미의 진리 가치(truth value)로 정의한다. 위의 책, p.117.

73) 에코는 은유가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관계를 통해 드러내는 새로운 현상을 두 개의 이미지
가 혼합된 하나의 시각적・개념적 하이브리드로 설명한다. U. Eco, 앞의 책, 2009, p.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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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말해 재기술(redescription)된 실재74)로 설명한다. 상징의 지시 작용이 갖는 이
러한 성격으로 인해 시 텍스트에서 상징은 현실의 재현이 아니라 현실의 본질에 
대한 계시 및 현실 재창조의 가능성을 갖는 것이다.75)

여기서는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76)를 예시로 상징이 지시하는 현상이 갖는 특성
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화 옆에서｣에서 지배소적 상징이 되는 ‘국화’는 실제 식물로서의 국화와 무관한 
자연계의 신비로운 영향 관계 속에서 개화하며, 국화의 관습적 의미인 군자의 자질이 
아니라 젊음의 뒤안길에서도 돌아온 성숙한 여인의 형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문
학적 상징의 성격을 갖는다. 기존의 해석에서 국화의 상징적 의미는 “생명 탄생의 비
밀”77)이나 “생의 성숙 또는 정신화해 가는 삶의 모습”78) 등으로 이해된 바 있다.

국화의 상징적 의미를 ‘생의 성숙’이라는 관념으로 이해할 때, 이러한 관념 자체
가 독자에게 새로운 인식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국화라는 사물이 성
숙이라는 관념으로 대체되었다는 사실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자가 국
화가 갖는 식물적 속성과 누님으로 표상되는 여인의 성숙 사이의 전이 관계에 주
목할 때, 실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드러날 수 있다.

여기에서 누님은 관능과 육감으로 뒤채는 <화사>, 즉 동물적 이미지가 아니
라 정신적 성숙과 투명화를 어느 정도 성취한 <국화꽃>, 즉 식물적 이미지로 
고양되어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이것은 대지와의 수평적 자세로부터 하늘로 

74) P. Ricoeur, 앞의 책, 1998, p.118. 리쾨르가 말하는 재기술은 헤세(M. B. Hesse)의 용어
를 가져온 것으로, 세계를 재생하거나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을 통해 생성하고 창
조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75) “시적 상징을 형성하는 작업은, 재생(再生)이며 재창조의 작업이다. 시적 상징을 통하여 
우리의 경험은 새로운 진리의 발견을 향한 도약대가 된다. 시적 상징은 사람들에게 감화
력을 갖고 전달되어, 어떤 근원적인 사실에 대한 계시를 충격적으로 이루어낸다. 이것이 
진정한 시적 감동의 본질이다.” 마광수, 상징시학, 철학과현실사, 2007, p.99.

76) 이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서정주, 미당 시전집 1, 민음사, 1994.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위해 / 봄부터 솥작새는 / 그렇게 울었나 보다 // 한 송이의 국

화꽃을 피우기위해 / 천둥은 먹구름속에서 / 또 그렇게 울었나보다. // 그립고 아쉬움에 가
슴 조이던 / 머언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 인제는 돌아와 거울앞에 선 /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 노오란 네 꽃닢이 피려고 /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네리고 /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77) 김진국, ｢서정주 시의 시적 자아의 존재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vol.2, 한국문학이론
과 비평학회, 1998, p.200.

78) 김재홍, ｢미당 서정주｣, 김우창 외, 미당연구, 민음사, 1994, p.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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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한 일어섬의, 수직적 상상력의 발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79)

즉, 이 시에서 누님으로 표상되는 성숙이라는 관념은 국화라는 대상과 연결됨으
로써 여인의 성숙이 포함할 수 있는 관능과 육감의 이미지가 탈색된 채 정신적이
고 투명한 성숙의 상태를 지시할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국화라는 사물 역시 충
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남성적이고 의지적인 이미지가 아니
라 세파에 시달리면서도 고통을 마음으로 삭히고,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게 된 모
성적이고 원숙한 이미지로서의 꽃의 가능성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 결국, 이 시에
서 국화는 1차 의미와 2차 의미의 연결을 통해, ‘국화를 통해 드러나는 성숙’ 그리
고 ‘성숙이라는 관념을 통해 발견되는 국화’가 혼합된 새로운 존재의 형상을 드러
내고 있는 것이다. 독자가 이 시에서 국화가 지시하는 현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
와 같이 국화와 성숙 각각에 대해 일상적인 시각이 가리거나 억압하고 있는 존재 
양식(modes of being)80)을 파악하는 과정이 된다.

물론 은유가 원관념과 보조 관념의 병치라는 특수한 수사적 형식을 통해 성립되는
데 반해, 상징은 보조 관념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물만이 드러날 뿐 원관념에 해당하
는 의미 자체는 불확정한 채로 남는다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를 갖는다.81) 즉, 은유
에서 원관념과 보조 관념은 명시적인 1:1의 대응관계가 나타나지만, 상징에서는 독자
의 의미 추론 과정에 따라 1:多의 대응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징
의 해석 과정에서 독자가 이해하게 되는 재기술된 실재는 은유에 비해 다층적이거나 
복합적인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82) 이는 상징이 보다 초월적이고 형이상학적인 
현상과 관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83)

79) 김재홍, 앞의 책, 1994, p.181.
80) P. Ricoeur, 앞의 책, 1998, p.109.
81) 에코는 비록 은유가 다양한 해석에 대하여 개방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언제나 수사

학적 규칙에 의해 지배되며 독자에 의해 실현된 문맥인 공텍스트(co-text)에 의해 통제
된다는 점에서 상징적 방식과 다르다고 본다. U. Eco, 앞의 책, 2009, p.263.

82) 라스무센은 상징적 언어의 특성을 “다의적으로 실재의 여러 수준을 결합함으로써 독특한 
의미 세계를 창조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D. M. Rasmussen, 장석만 역, 상징과 해석,  
서광사, 1991, p.49.

83)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설명을 참조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내 마음은 바다”라고 할 때, ‘내 마음’과 ‘바다’는 각각 낱말의 의미를 가

질 뿐이다. ‘내 마음’이라는 언어가 갖는 국한된 의미와 ‘바다’라는 언어가 갖는 국한된 의
미가 복합되어 또 다른 복합적인 언어로서 활동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바다’라는 시적 
상징이 어떤 시인의 시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될 때, 그것은 언어적 낱말과 낱말의 만남을 



- 36 -

4) 상징  진실의 유

상징 해석 활동은 상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comprehension)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이해는 상징의 지시 작용을 통해 드러나는 실재에 대한 예각성, 통합성, 투
시성을 갖는 진실을 전유(專有, appropriation)하는 과정이 된다.

넓은 의미에서 독자가 상징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진실에는 낭만주의 미학에서 
추구하는 바와 같은 직관적이고 신비적인 체험이 포함될 수 있지만,84) 이해(und-
erstanding)-설명/설명-이해(comprehension)의 순환적인 과정인 해석 활동의 결
과로 획득되는 상징적 진실은 실재에 대한 새롭고 유의미한 인식을 담고 있으면서
도, 독자 자신의 언어를 통해 표현될 수 있는 명제85)의 성격을 갖는다. 리쾨르는 
이를 “텍스트가 열어 주는 생각의 방향에 따라 역동적으로 인지된 텍스트의 의미”
이자 “세계를, 텍스트의 지시를 구성하는 세계를 탈은폐하는 힘”86)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른바 ‘전형성의 폭발’의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의 독자들87)에게 상징적 

통한 복합적 의미의 추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과 관념의 결합을 최후의 목
적으로 갖는다. 즉, ‘바다’는 단순한 사전적 의미의 영역을 넘어, 모성(母性)으로서, 또 창
조의 근원, 생명의 근원 또는 파괴의 근원으로서의 승화된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비단 ‘내 마음’ 뿐만이 아닌 모든 사물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며, 그 사물을 뛰어넘어 존재
하는 본질의 세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마광수, 앞의 책, 2007, pp.71-72.

84) 예를 들어, 크로이처(Creuzer)와 같은 이론가는 상징을 ‘성스러운 현현’으로 파악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상징은 “번역될 수도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메시지”로서 오직 직관이나 
신비적 체험을 통해서만 온전히 이해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에코는 이와 같은 낭만주의
의 관점은 상징에 대한 기호적(semiotic) 해석이라는 개념을 미학적 즐거움의 하나로 단
조롭게 만들어 버리는 것으로 비판한다. U. Eco, 앞의 책, 2009, pp.265-267.

85) 화이트헤드에 따르면 명제는 “순수한 가능태인 영원적 객체(eternal object)와 현실태인 
현실적 존재(actual entity) 사이의 혼성물”로서 완결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유혹(lure)하는 느낌에의 여건이다. 즉, 명제는 현실적 사태를 지시하면서도, 경험 주체의 
현실 창출 가능성을 위한 실현 기준과 원리를 제공한다. 따라서 화이트헤드에게 명제의 
의미를 참과 거짓으로 환원시키는 엄격한 논리적 태도는 거부된다. 오히려 명제의 기본적 
역할은 세계가 새로움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계기와 동력에 있다. 즉, 명제가 제시
하는 진리의 중요성은 그것이 세계에 대한 흥미로움을 증가시킨다는 데에 있는 것이다. 
전철, ｢화이트헤드의 명제론 연구 –화이트헤드의 명제론과 현실의 창조적 전진｣, 철학연
구 vol.116, 대한철학회, 2010, p.356.; 문창옥, 화이트헤드 과정철학의 이해, 통나무, 
1999, p.252.

86) P. Ricoeur, 앞의 책, 1998, p.153.
87) 슈츠(A. Schutz)에 따르면 전형성(typification)이란 “다소 표준화되어 있는 추상화의 형

식”이나 “규격화된 도식들”을 말한다. 김광기는 슈츠의 논의를 바탕으로 현대사회는 이와 
같은 전형성이 폭발적으로 증대되어 세계의 애매모호함과 구체성이 감추어진 사회이며, 
이로 인해 현대인들은 세계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상실하고, 인간들 간의 비예측성의 증
대와 상호작용의 축소를 경험하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역설적이게도 현대인들은 세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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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전유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독자가 상징 해석 과정에서 이해한 
재기술된 실재가 독자의 일상적 세계 속에서의 대상에 비해 더 긴장성을 갖는 것일
수록 그것이 독자에게 유의미하고 새로운 인식을 담은 명제를 생성할 개연성은 높
아지지만 동시에 그러한 명제의 생성 과정 자체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즉, 상징
이 지시하는 현상의 새로움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것이 갖는 의의는 포착하기 어렵
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징이 시 텍스트 안에서 양가성(兩價性)88)을 드러내는 경우 그것이 
지시하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독자가 익숙한 동일성의 논리가 아
닌 역설의 논리89)로의 전환이 필요하게 된다는 점에서, 상징적 진실을 전유하기 위
한 독자의 인지적 부담은 커질 수 있다. 

물론, 상징과의 대면이 독자에게 낯설고 새로운 경험으로 수용되는 것은 독자가 
상징적 진실을 전유하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이다. 그러나 독자의 해석 활동이 그
러한 낯섦을 이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하는 데 머무른다면, 상징 또한 실재에 대
한 잘못된 재현이거나 거짓 명제를 전달하는 기호로 이해되는 데 그치게 된다. 

따라서 독자가 상징 해석 활동을 통해 상징적 진실을 전유하는 과정으로 나아가
과거에 비해 더욱 알 수 없는 애매모호한 것으로 인식하며, 전형성이 제시하는 안정성, 고
정된 자아정체감의 상실을 경험하고 있다. 김광기, ｢양가성, 애매모호성, 그리고 근대성｣, 
한국사회학 vol.37, 한국사회학회, 2003. 참조.

88) 문학에서 양가성은 주로 이분법적 대립을 해체하려는 탈근대적 인식과 연관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양가성의 구체적 실천은 해체주의와 같은 담론으로 나타났으며, 현대시
에서 이는 실제현실과 가상현실의 경계 해체 내지는 넘나듦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바슐라르에 따르면 양가성은 대상에 작용하는 인간의 역동적 상상력이 갖는 본질에 해당
하는 것이기도 하다. 상징 또한 상상력의 작용을 통해 생성되고 이해되는 현상이라는 점
에서 양가성을 나타낼 수 있다. 상징의 양가성은 단순하게는 상징 사전에 제시되는 의미
들만을 살펴보아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뼈’는 신체를 지탱한다는 점에서 본질, 불멸의 
생명 원리를 상징하지만, 동시에 죽음, 생명의 덧없음을 상징하기도 한다. 김정자, ｢문학의 
양가성, 그 한눈팔기의 탈근대적 함의들｣, 김정자 외, 현대문학과 양가성, 태학사, 1999, 
p.13.; 박주현, ｢전봉건 시의 역동적 상상력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pp.12-14.; 이승훈, 문학으로 읽는 문화상징사전, 푸른사상, 2009, p.277.

89) 역설의 논리는 곧 어떤 것이 ‘A’이면서 동시에 ‘非A’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논리를 
말한다. 프롬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서양의 기본적 사유는 동일률, 모순율, 배중
률에 기초한 동일성의 논리였으나, 그 이면에는 헤라클레이토스, 헤겔, 프로이트 등에 의
해 발전되어 온 역설의 논리가 존재했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동일성의 
논리와 달리 역설의 논리는 모순을 통한 실재의 지각을 추구하며, 사고를 통해 해답을 찾
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기지 않는다. 따라서 역설 논리학의 태도는 서양의 정신사
에 관용과 자기 변혁을 향한 노력을 가져왔다. E. Fromm, 최의선 역, 사랑의 기술, 일신
서적출판사, 1994, pp.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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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상징이 지시하는 현상의 긴장성을 이해하고, 그것이 갖는 의의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하는 확장된 사유의 맥락이 필요하게 된다. 즉, 상징과 관계되는 현
실이나 문화적 측면 등에서 상징이 지시하는 것에 부합하는 현상을 발견함으로써 
상징적 진실을 전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문학 비평의 관습에서 이 과정은 상징이 갖는 모호성이나 다의성의 의의를 작가의 
전기나 다른 작품, 작품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맥락, 독자의 삶과 같은 텍스트와 연
관된 해석 맥락을 통해 규명하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에 대한 아래의 비평은 텍스트가 생산된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백골’에 투영
된 작가의 복합적 갈등이 갖는 의의를 밝히고 있다.

〈또 다른 고향〉은 어둠의 세계와 "나" 사이, "백골"과 "아름다운 혼" 사이, 
그리고 "나"와 "지조 높은 개" 사이의 갈등을 복합적으로 조직하여 형상화함으
로써, 윤동주 개인의 체험을 보편적 공감의 장으로 끌어올렸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젊음의 방황과 식민지 시대의 어둠을 하나의 초점으로 융합하여 한
국 현대시의 성공을 이룬 한 전형이다.90)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상징이 지시하는 현상의 의의가 완전하게 규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징은 그 내포의 불확정성으로 인해 독자의 비상징적 언어로 설명하
기 어려운 비의미론적 계기(Non-Semantic Moment)91)를 갖기 때문이다.

독자는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의 백골을 통해 지조를 지닌 순결한 인간이 식민지 
치하의 피지배인으로서 느끼는 복합적인 갈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의 맥
락에서 백골을 버리지 못하고 괴롭게 눈물짓다가 백골 몰래 또 다른 고향으로 향하려 
하는 화자의 상황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림으로써만 이상적인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세계에 대한 비극적 인식92)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백골이
라는 상징은 그것의 물리적 형상이 시 텍스트의 전면에 드러난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부정적인 요소를 화자가 선명하게 직시하고 있다는 사유의 여지를 남긴다. 아래 비평
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백골은 세계에 대한 비극적 인식과 더불어 그러한 비극적 인
식의 극복 가능성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90) 김흥규, ｢윤동주론｣, 권영민 편, 윤동주 연구, 문학사상사, 1995, p.330.
91) P. Ricoeur, 앞의 책, 1998, p.104.
92) 김용직, 한국현대시인연구 (상),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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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고향｣을 지배하는 밤과 어둠을 살펴보자.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자만
이 그 어둠을 뚫고 나갈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어둠 속에서 어찌 “풍화작
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인가. 돌이켜보면 ‘백골’이란 시대의 어둠을 
비추는 빛이 아니었을까. 화자는 ‘백골’의 자기 부정을 통해서만 ‘아름다운 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나 할아버지 등 그 누구의 권유도 물리
칠 수 있는 일대 전기를 마련해 주는 부정의 시어가 ‘백골’이다. 고향을 부정한 
자가 가장 고향을 풍요롭게 한다는 시대사적 변증법이 여기서 성립된다.93)

리쾨르는 상징에 대한 이해는 세 단계를 갖는다고 설명한다.94) 첫째는 단순한 
‘현상학’의 단계로, 상징을 통해 상징을 이해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이는 상징의 의
미를 텍스트 내・외적인 맥락 속에서 파악하는 과정에 상응한다. 둘째는 ‘해석학’의 
단계로, 여기서는 지성으로 상징을 풀면서 의미를 얻게 된다. 이는 상징이 지시하는 
현상을 이해해가며 그것이 매개하는 실재에 대한 새로운 진실에 접근해가는 과정이
다. 마지막은 ‘상징으로 생각하는’ 단계로, 여기서는 상징이 해석자의 삶이나 그가 
속한 세계, 궁극적으로는 해석자 자신에 대한 이해의 계기로 작용한다.

여기서 리쾨르가 ‘해석학’의 단계 이후에 ‘상징으로 생각하는’ 단계를 제시한 것은, 
해석자가 상징이 지시하는 현상의 긴장성을 우의적으로 환원하거나 그것의 직관적・
비환원적 측면을 사상(捨象)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95) 즉, ‘상징
으로 생각하는’ 것은 상징이 갖는 불확정성을 바탕으로 실재를 바라보는 태도와 관련
된다. 틴달은 상징주의 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 독자나 비평가에게 요청되는 자질로 
키이츠(J. Keats)가 말하는 소극적 능력(Negative Capability)를 드는데, 이는 “사실
과 이치에 성급하게 이르려 하지 않고, 불확실성, 신비, 의심 가운데 머무르는”, 그리
고 “반쯤 인식한 선에서 만족하는” 능력96)으로서 리쾨르가 말하는 ‘상징으로 생각하
는’ 단계에서의 독자의 태도와 상응한다. 다만, 키이츠의 소극적 능력이 ‘알 수 없음’ 
자체를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라면, 리쾨르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단계는 ‘알 수 

93) 최동호,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과 이상의 <문벌>의 상호텍스트성 연구｣, 어문연구 
vol.39, 어문연구학회, 2002, p.322.

94) P. Ricoeur, 앞의 책, 2012, pp.331-335.
95) “상징과 그 상징을 해석하는 철학 담론 사이의 해석학적 관계에는 두 가지 위험이 있다. 

하나는 단순히 우의(알레고리)에 빠지는 것이다. (……) 또 다른 위험은 상징을 합리성 영
역으로 그대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다.” 위의 책, p.334.

96) W. Y. Tindall, op. cit., 1974,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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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이 갖는 의의를 끊임없이 탐구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따라서 리쾨르는 상징에 대한 ‘창조적 해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석자가 

상징을 통해 끊임없이 ‘반성’과 ‘사변’을 오가야 함을 강조한다.97) 즉, 독자가 상징
의 의미를 추론하고 그로부터 상징적 진실을 전유하는 과정은 상징에 대한 이해를 
합리적으로 심화시키는 과정이지만 이는 항상 상징의 비합리적인 측면을 의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때 더욱 깊이 있는 인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상
징 해석은 항상 해석자 자신의 상징 이해에 대한 문제제기(problematique)98)를 
포함할 때, 상징이 갖는 본질에 부합하는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상징적 진실의 전유를 통해 독자가 어떤 불변의 진
리나 지식을 획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독자가 반성과 사변을 오가며 
궁극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유한하면서도 그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기 바라는 인
간 실존의 모순적 구조이자 “삶의 터인 존재 한가운데 처한 인간의 상황”99)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대상이 갖는 해석의 가능성을 실현해가며 세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가는 독자 자신에 대한 발견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상징적 진실의 전유 과정은 세계의 모호성에 대한 독자 자신의 무
지를 수용하는 과정이며, 상징을 통해 자신이 익숙하게 알고 있던 세계를 새롭게 발
견함에 따라 세계의 모호성에 대한 독자의 이해 가능성을 확장하는 과정이 된다. 따
라서 상징 해석은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자아(the ego)가 아니라, 항상 타자에 의
해 구성되는 개방적이고 상호주관적인 ‘자기(the Self)’에 대한 이해100)의 계기를 
마련해주는 활동이 된다.

97) P. Ricoeur, 앞의 책, 2012, p.335.
98) 들뢰즈는 우리에게 사유를 강요하는 대상을 ‘기호’라고 부르며, 기호는 대상이 지닌 강도

를 바탕으로 주체에게 감성적 효과를 끼침으로써 주체가 사물을 감각하는 방식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주체는 세계에 대한 습관적 지각에 조건화되어 있는 까닭
에 기호를 통한 사유로 쉽게 나아가지는 못한다. 따라서 기호를 통한 배움이 일어나기 위
해서는 주체가 기호가 제기하는 물음을 의식적인 해석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문제제기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 들뢰즈가 말하는 사유란 이와 같이 기호가 머금고 있는 물음을 구체
적인 문제제기로 이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김재춘・김비아, ｢들뢰즈의 기호론에 따른 문
학교육 방법 탐색｣, 인문연구 vol.64,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pp.161-167.

99) P. Ricoeur, 양명수 역, 악의 상징, 문학과지성사, 1999, p.329.
100) 리쾨르는 데카르트의 코기토(cogito)로 대표되는 근대의 주체 우위의 세계관을 비판하

며, 진정한 자기는 항상 자신 밖의 기호를 통해 매개된다는 관점을 취한다. 이때 상징은 
항상 그것에 대한 주체의 통제를 벗어나 인간 존재에 대한 인식을 매개하는 기호로서, 해
석자의 자기 이해를 위한 효과적인 매개체가 된다. P. Ricoeur, 앞의 책, 2012, p.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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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징 해석의 수용가능성 기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상징 해석 활동은 독자가 상징의 불확정성을 바탕
으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대답의 변증법을 수행해 가는 가운데 세계에 대한 가치 
있는 인식을 이끌어 내는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때, 상징 해석의 목표가 가
치 있는 인식에 놓인다는 것은 독자의 상징 해석 활동이 보다 나은 해석에 대한 
의식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함의한다. 상징 해석 활동이 보다 나은 해석에 대
한 지향성을 갖지 않는다면, 특정한 해석으로부터 또 다른 물음으로 나아가는 과
정은 우연적이거나 파편적인 과정이 되며 그러한 순환 속에서 도출된 인식 또한 
극단적인 상대주의101)의 견지에서 평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징은 그것의 내포가 갖는 불확정성으로 인해 해석 불가능성이 주장되기도 하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상징 해석의 결과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 텍스트에서 상징은 또한 작품이라는 고유한 문
맥 속에서 그 의미 작용을 수행하게 되므로, 그 의미가 무한대로 개방되는 것이 아니
라 일정한 제약성을 갖는다. 따라서 시 텍스트의 상징에 대한 해석은 참/거짓과 같은 
진리 값은 아니더라도 그럴듯함(plausible), 적합한(apt), 합당한(reasonable)과 같은 
유사 참값102)의 성격을 갖는다. 이는 시 텍스트의 상징 해석 활동에 대하여 해석의 
수용가능성(acceptability)103)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01) 이는 마골리스가 설명하는 악성적 상대주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든 주장은 참이면서 
거짓이라는 프로타고라스적 상대주의와, 다양한 입장들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공통
적 토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대적 회의주의 형식을 말한다. 임오주, ｢예술작품 해석에 
관한 상대주의 옹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pp.53-54.

102) 예술 해석에 대한 상대주의를 옹호하는 마골리스는 작품을 물리적으로 구현되고
(embodied), 문화적으로 창발된(emergent) 존재자로 보며, 작품의 물리적 토대에 대한 
기술(description)은 참/거짓으로 판별될 수 있으나, 문화적으로 창발된 성질들에 대한 해
석은 항상 서로 다른 해석의 양립 가능성을 내포하며 따라서 진리에 관한 술어가 아니라 
인식론적 술어를 통해 판단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위의 논문, pp.57-63.

103) 일반적으로 해석의 유사 참값을 판별하는 기준은 해석의 타당성(validity) 또는 수용가
능성이 두루 쓰이나 논자에 따라서는 양자를 구별하기도 한다. 특히, 예술해석의 목적론적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스테커는 목적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예술 해석
의 특성을 수용가능성이라는 용어로 설명한다.(위의 논문, p.78) 여기서는 해석의 타당성
을 ‘해석자의 해석 행위의 결과 그 해석 담론이 가지고 있는 정적이고 결과적인 특성’으로 
수용가능성을 ‘동료 학습자나 교사와의 소통을 염두에 둔 동적이고 과정적인 특성’으로 구
분한 김정우의 논의에 따라 수용가능성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김정우, 앞
의 논문, 2004, 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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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리쾨르의 논의에 따라 제시한 상징 해석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독자가 
텍스트 외부의 해석 맥락을 곧바로 대입하여 상징의 의미를 도출해 내는 것이 아
니라 텍스트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상징의 의미를 추론해내고 그것이 갖는 의
의를 텍스트 외부에 존재하는 독자의 경험, 현실 세계, 문화와의 연관 속에서 규명
하는 과정을 상정한다. 따라서 상징 해석 활동의 수용가능성에 대한 판단 또한 상
징과 텍스트 내적 문맥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과정에 그 초점이 놓이게 된다. 여
기서는 이와 같은 관점을 바탕으로 해석의 수용가능성에 대한 올슨(S. H. Olsen)
의 논의를 검토한 후, 상징 해석 활동의 수용가능성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개연성 기

해석은 기본적으로 대상과의 ‘관련성(relevance)’을 기본 조건으로 하며,104) 따
라서 상징 해석 활동은 ‘대상 텍스트에 나타나는 상징’에 대한 해석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즉, 상징 해석의 수용가능성은 일차적으로 그것이 대상 텍스
트의 문맥을 기초로 한 것인지, 그리고 상징이라는 표현 형식에 적합한 이해의 과
정을 보이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될 수 있다.

올슨은 해석의 계층 구조에 있어서 기술(description)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속성
의 충족도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해석의 개연성(plausibility)을 제시한다. 즉, 해석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규범을 바탕으로 내적인 논리의 체계를 갖춘 해석은 그럴듯한 
해석의 지위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올슨은 개연성의 기준으로 완전성(complete-
ness)과 정확성(correctness)을 제시하고 있다.105)

완전성은 독자의 해석이 문학 텍스트의 분절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포괄적인 설명
을 기하고 있는가를 판별하는 기준을 말한다. 올슨은 문학 텍스트의 분절(segment)
은 기본적으로 주제, 격조, 지위, 문체적 자질과 같은 국면을 가지며,106) 문학 텍스
트의 해석은 분절이 갖는 이러한 네 국면이 상위 수준의 기술에 대하여 어떠한 기여

104) 김정우, 앞의 논문, 2004, p.130.
105) 이하 올슨의 개연성 기준에 대한 설명은 S. H. Olsen, 최상규 역, 문학이해의 구조, 

예림기획, 1999, pp.189-216. 참조.
106) 올슨은 해석 과정에서 특정한 패턴을 부여할 수 있는 텍스트의 부분을 분절로 보고 이

를 비평의 기본 단위로 설명한다. 문학 작품의 분절은 텍스트의 한 대목(passage)으로 이
루어져있으며, 그 대목의 내용인 주제(subject), 대목에 대한 발언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격조(tone), 대문의 주체와 관련된 지위(status), 대목의 수사적 특성과 관련된 문체적 자
질(stylistic features)의 국면을 갖는다. 위의 책, pp.12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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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는지를 다룰 때 보다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상징 해석 활동의 경우, 
완전성은 문학 텍스트의 해석이 갖는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면서 상징의 의미적 특
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반영해야 한다는 규준으로 간략화하여 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 상징에 대한 축자적 이해나, 수사적 이해는 지시적 의미를 초월하는 상징의 
의미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라는 점에서, 상징에 대한 신비주의적 해석107)
은 해석 텍스트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통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완전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된다.

정확성은 특정한 분절에 대한 기술을 평가할 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올슨은 
이것이 삶의 다른 국면에서의 관례, 작가가 작품 속에 집어넣은 해석 개념, 문학적 
관례의 세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다고 본다. 올슨이 제시한 정확성 판단의 기준 중
에서 문학적 관례는 대상에 대한 재문맥화를 수행하는 문학적 상징에 대한 해석을 
평가하는 데는 적합한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상징 해석의 정확성은 주로 
삶의 다른 국면에서의 관례, 즉 상징에 대한 독자의 연상이 갖는 소통가능성의 측
면과 작가가 작품 속에 집어넣은 해석 개념, 즉 상징을 상징으로 인식되게 하는 작
가의 기호학적 전략에 대한 독자의 이해도의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전자
의 측면에서 볼 때, 1차 의미와 2차 의미의 상관성에 대한 과도하게 주관적이거나 
개인적인 접근은 지양된다. 후자의 측면에서 볼 때, 상징 해석의 정확성은 독자의 
상징 인식에 관여하는 통합적・계열적 지표에 대한 이해도, 상징의 의미 추론에 관
여하는 명시적인 문맥에 대한 이해도 등을 기초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2) 다 계성 기

해석 행위는 좁은 의미로 볼 때 대상이 갖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활동이 
며, 상징 해석 역시 이러한 활동으로 수행될 수 있다. 그러나 상징에 대한 객관적
이거나 과학적인 이해는 상징의 분석 단위를 문장 이하의 차원으로 한정할 때만 
가능하며, 그 결과 이해되는 내용이란 개별 문장 안에서 상징이 지시할 수 있는 
수사적 의미나 상징이 맺을 수 있는 단편적인 의미 관계에 불과한 것이다. 반면, 
107) 상징에 대한 신비주의적 해석의 사례로는 유대교의 카발라주의를 들 수 있다. 카발라주

의자에게는 성서의 모든 부분이 신의 말씀의 현현에 해당하며, 따라서 성서에 등장하는 
공백, 단어의 조합 등 모든 기호들을 신성한 에너지의 응결체로 대한다. 이와 같은 해석 
태도에서 텍스트는 단지 해체의 유희 자체의 상징이 되며, 해석이란 차이와 치환의 유희
에 불과한 것이 된다. 에코는 상징에 대한 신비주의적 접근은 오늘날의 해체주의적 실천
과 유사성을 갖는 것으로 진단한다. U. Eco, 앞의 책, 2009, pp.28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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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 해석 활동이 갖는 보다 본질적인 의의는 상징이 드러내는 실재에 대한 새로
운 진실의 이해에 있으며, 이러한 진실은 상징이 속한 개별 문장이 아니라 텍스트 
전체를 배경으로 한 해석의 과정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

의미론의 전략 수준은 어휘의미론, 구조의미론이 있다. 대체로 문제의 수준을 
작게 볼 때 구성이 정교해지며, ‘과학적인’ 탐구가 가능해진다고 본다. 그러나 
그처럼 단순한 것으로 돌아가면 상징의 기본 기능이 사라진다. 상징은 그보다 
높은 수준인 ‘드러내는’ 수준에서 노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나 세상, 
경험이나 실존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108)

이런 관점에서 상징 해석 활동의 목표를 상징적 진실의 전유에 둘 때, 그 수용가능
성은 해석 결과의 ‘그럴듯함’ 뿐만 아니라, ‘다관계성(multiple relatedness)’의 측면에
서도 평가될 필요가 있다. 올슨에 따르면 다관계성은 대상에 대한 기술이 그와 동일한 
수준에 있는 다른 기술에 대한 그럴듯한 기술임과 동시에, 그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 
속에 포섭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의 충족도와 관련된다.109) 즉, 상징에 대한 해석은 
텍스트 전체를 배경으로 드러나는 상상적 세계에 대한 이해와 부합해야 하며, 동시에 
상징의 긴장성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이해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해 줄 때 보다 수용
가능한 해석이 되는 것이다. 올슨은 해석의 다관계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포괄
성(comprehensiveness), 긴밀성(consistency), 판별성(discrimination)을 제시하였다.

먼저, 포괄성은 작품을 구조적 완결체로 보는 입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정한 
대목에 대한 해석은 작품 전체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즉, 텍스트의 의미 구조 안에서 저항(resistance)이 적은 해석일수록 보다 
수용가능한 해석이 된다는 것이다. 

긴밀성은 해석은 일관된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대부분의 해석은 최초의 
가정에 의해 허용되는 모든 가능한 결과를 포용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해석의 긴밀성은 여러 해석들 사이의 비교를 통해서만 판단될 수 있는 상대적인 
기준이 된다. 

판별성은 해석은 작품의 예술적 기능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작품이 갖는 중의성(ambiguity), 복합성(complexity)과 같은 심미적 현상
108) P. Ricoeur, 앞의 책, 2012, pp.89-90.
109) 해석의 다관계성에 대한 올슨의 설명은 S. H. Olsen, 앞의 책, 1999, pp.216-2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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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명할 수 있는 해석일수록 보다 수용가능한 해석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슨이 제시한 다관계성 기준은 보다 공적이고 명시적인 판단 근거를 갖는 개연

성 기준에 비해 상대적이며 가치 지향적인 성격을 갖는다. 즉, 다관계성 기준은 항
상 다른 해석과의 비교를 통해 성립되는 기준이며, 해석 활동의 목표가 ‘그럴듯한’ 
해석을 생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독자 자신에게 보다 ‘가치 있는’ 해석을 생성하는 
데 놓일 때 그 의의를 갖는다. 이는 예술 작품에 대한 해석의 목표는 작품의 의사소
통적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매개하는 미적 경험을 최대화하는 것이어
야 한다는 가치 최대화 관점(value maximizing theory)110)과 상응한다.

3. 시 텍스트 상징 해석 교육의 의의

(1) 상징 해석의 구체화 능력 신장

기존의 분석주의적 시 교육에서 상징의 의미는 객관화된 지식과 같은 것으로 여겨
졌다. 따라서 개념적으로는 상징의 다의성이 강조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이미 공인
된 2-3가지 정도의 의미를 학습 독자에게 전수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던 것
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습 독자가 실질적인 상징 해석 능력을 신장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는 학습 독자들이 교사가 제공하는 상징에 대한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
아들이는 객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 그 자신의 능동적 해석을 통해 상징의 의미
를 해석하고, 그것이 갖는 의의를 판단 및 수용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상황은 결국 학습 독자들에게 상징에 관한 명제적 지식만이 편중되어 
가르쳐질 뿐, 실제 해석 활동 과정에서 적용되고 확인될 수 있는 절차적 지식에 대한 
제시가 미비하다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111) 시 텍스트 상징 해석 교육은 
학습 독자가 주체적으로 상징 기호의 인식부터 상징적 진실의 전유로 나아가는 과정
을 상정함으로써 분석주의적 시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10) 신운화, ｢작품 해석에 있어서의 온건한 의도주의｣, 미학 vol.68, 한국미학회, 2011, 

p.121.
111) 문학교육에서 절차적 지식에 대한 강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여전히 교육 내

용으로 구체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유영희, ｢현대시 교육에서 문학 지식의 확장과 적용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vol.45, 국어교육학회, 2012, p.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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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문학교육 논의에서 분석주의적 시 교육의 극복 방향은 독자 중심의 해석 방식
을 도입하는 것으로, 독자 반응 비평이나 수용미학은 그러한 주장의 이론적 근거로 
기능하였다. 시 텍스트 상징 해석 교육 역시 독자의 능동적 해석 활동을 전제로 한다
는 점에서 독자 중심의 해석 논의와 그 방향성을 같이 한다.

시 텍스트에서 상징은 특정한 해석 약호에 의해 환원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해석 과
정에서 독자의 주체성이 발현될 수 있는 효과적인 매개가 된다. 독자는 상징을 해석하
는 가운데 자신이 일상적으로 알고 있던 대상이 텍스트 내적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새
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의 능동적인 상상과 의미 부여
를 통해 대상이 갖는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다. 이는 수용미학에서 말하는 텍
스트의 ‘미확정성의 자리(Unbestimmtheitsstelle)’,112) 또는 ‘빈자리(Leerstelle)’를 독
자가 능동적으로 채워나가는 과정인 텍스트의 ‘구체화(Konkretisation)’에 상응한다.

수용미학자인 이저(W. Iser)가 말하는 구체화란 실제 세계를 작가가 언어로 형상
화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텍스트의 허구성을 독자의 ‘상상화(Imaginieren)’를 통해 새
롭게 재구성하는 과정에 해당한다.113) 시 텍스트의 상징을 해석하는 것은 상징이 암
시적으로 지시하는 재기술된 실재를 독자가 능동적 의미 부여를 통해 가치 있는 진실
로 수용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수용미학에서 말하는 구체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효과
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물론, 상징에 대한 독자의 능동적인 상상만을 중시하게 될 때, 해석의 결과가 자의
적인 것이 되기 쉽다는 점 역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시 텍스트 상징 해석 교육은 무
엇보다 상징이 텍스트의 문맥이나 다른 대상들 간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얻게 되
며, 그러한 관계를 텍스트의 부분이 아니라 텍스트 전체로 확장시킬 때 상징의 본래
적 특성이 드러난다고 봄으로써 해석의 자의성을 경계한다. 즉, “하나의 해석이 이 
텍스트의 해석이지 다른 어떤 텍스트의 해석이지 않기 위해서는 그 해석이 어떤 의
미에서든 텍스트 자체에 의해 논리적으로 결부되어야 한다”114)는 점은 상징 해석 교
육에서도 중요한 전제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수용미학에서의 말하는 구체화 역시 
텍스트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텍스트의 구조와 독자의 상호작용115)으로 설명

112) W. Iser, 이유선 역, 독서행위, 신원문화사, 1993, p.289.
113) 차봉희, ｢독자반응비평이란?｣, 차봉희 편역, 독자반응비평, 고려원, 1993, pp.61-62.
114) T. Eagleton, 김명환・정남영・장남수 공역, 문학이론입문, 창작과비평사, 1989, 

p.109.
115) W. Iser, ｢텍스트와 독자의 상호 작용｣, 차봉희 편역, 앞의 책, 1993, p.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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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징에 대한 독자의 주체적 해석과 텍스트 내적 문맥 간의 
조응을 중시하는 상징 해석 교육은 학습 독자의 구체화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실제
적인 과정이 될 수 있다.

(2) 시 텍스트의 심미  이해 능력 신장

상징에 대한 수사적 접근의 문제점은 상징의 해석을 통해 획득될 수 있는 독자
의 심미적 경험의 문제를 간과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상징의 2차 의미를 도출하는 
데 머무르는 해석 활동은 상징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나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
는 의미만을 중시하게 됨에 따라 ‘정보 추출적인(efferent) 독서’의 성격을 띠게 된
다. 그러나 시 텍스트 상징 해석 교육은 상징이 텍스트를 통해 드러내는 현상을 독자
가 상상력을 통해 지각하고, 의미화하는 과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독자의 심미적 경
험을 바탕으로 대상을 이해하는 ‘심미적 독서(aesthetic reading)’의 성격을 띤다.

로젠블랫(L. M. Rosenblatt)에 따르면 심미적 독서는 정보 추출적인 독서와 달
리 텍스트를 통해 얻어질 정보, 문제에 대한 논리적인 해결책, 수행되어야 할 행동
들보다 “독서 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갖는 것
이다.116) 즉, 심미적 독서는 시 텍스트의 단어들이 불러일으키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이는 상징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것이 독자에게 환
기시키는 재기술된 실재에 주의를 기울이는 상징 해석 활동과 상응한다. 

한편, 심미적 독서는 그것이 갖는 주관적인 성향으로 인해 시 해석 활동보다는 시 
감상 활동에 적합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해석 과정에서 상징적 진실의 전
유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상징이 지시하는 현상이 독자 자신에게 낯설
고 유의미한 것으로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상징 해석 활동과 시에 
대한 심미적 독서 사이에는 연속적이고 상보적인 관련을 설정할 수 있다.117) 이러한 

116) L. M. Rosenblatt, 김혜리・엄혜영 공역, 독자, 텍스트, 시 –문학 작품의 상호 교통 이
론, 한국문화사, 2008, p.43.

117) 같은 관점에서 로젠블랫 역시 비심미적 독서와 심미적 독서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
정하고 있다. “한 끝에 있는 비심미적인 독서가 서서히 변하여 다른 끝의 심미적인 독서
에까지 이어지는 어떤 연속선을 생각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입
장, 즉 그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 그의 “심리 상태”가 의식의 한 가운데로 받아들이
는 것을 허용하거나 차단해 버리는 것들은 서로 대립하는 양 극단 사이의 방법들이 가지
각색인 것만큼이나 다양하다.” 위의 책,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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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심미적인 입장이 필수적인 이유는 단순히 실제적으로 독자가 인지적인 요
소들을 구조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경험된 의미에 일차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118)이라는 로젠블랫의 견해는 상징 해석 활동에서 독자의 심미적 경험이 갖는 
역할을 적절하게 설명해준다.

한편, 시 텍스트의 상징 해석 활동은 상징이 갖는 불확정성을 토대로 대상에 대한 
독자의 경험 자체를 다원적인 것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시 텍스트에 대한 학습 독자
의 심미적 이해 능력의 신장을 위한 효과적인 과정이 된다. 대상에 대한 다원적인 
경험은 동일성의 논리에 익숙한 현대의 독자들에게 낯설고 때로는 당혹스러운 것이
다. 그러나 학습 독자가 해석을 통해 그러한 경험을 자신에게 유의미한 것으로 수용
할 수 있다면, 이는 이질적인 것에 대한 공정성(Gerechtigkeit)의 태도119)를 실천하
는 것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학습 독자의 시각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는 
시 텍스트 상징 해석 교육이 비고츠키가 말한 바, “모순의 확립과 파괴를 통해 삶의 
이면에 들어 있는 실재를 이해”하게 함으로써 학습 독자의 성체변화(transub-
stantiation)를 이끄는 심미적 정서120)의 계발에도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시 텍스트에 한 자기화 능력 신장

시 텍스트의 의미가 텍스트에 객관적으로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와 독
자의 능동적인 대화를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 이해의 상황성이란 
텍스트 해석의 기본 조건이 된다. 즉, 해석자의 경험, 상황, 선행 지식과 같은 것
들은 올바른 이해의 장애물이 아니라, 이해 그 자체를 가능하게 해 주는 지평이나 
전망이며,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방향타 역할을 하는 것이다.121) 따라서 시 텍스
트 해석 활동은 해석자의 자기 정체성의 확인 과정이자, 새로운 세계와의 교섭을 
118) 위의 책, p.79.
119) 이는 아도르노의 용어로 작품에 대한 형식적이고 파괴적인 통일성이 아니라, 작품의 내

재된 “개별적 충동들”을 따라가며 그것들을 공정하게 다루려는 노력의 태도를 말한다.  
W. Welsch, 심혜련 역, 미학의 경계를 넘어, 향연, 2005, p.134.

120) 박현진, ｢비고츠키 예술이론의 교육학적 함의｣, 도덕교육연구 vol.19, 한국도덕교육학
회, 2008, p.136. 비고츠키가 말하는 심미적 정서는 예술 작품이라는 기호의 이면에 들어
있는 특유의 지적 정서들이 예술에서의 독특한 표현방식에 의해 대립과 갈등을 거쳐 상호 
변형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고등 정신기능을 통해서만 형성될 수 있는 이상적 상태의 
정서를 말한다.

121) G. Warnke, 이한우 역, 가다머: 해석학, 전통 그리고 이성, 민음사, 1999,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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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자기 성장의 과정이 될 수 있다.
학습 독자의 성장을 도모하는 시 해석 교육에서는 기본적으로 해석의 대상이 되

는 텍스트가 독자에게 낯선 것이라는 점과, 해석의 결과는 텍스트를 독자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학습 독자에게 해석 대상이 전혀 낯선 
존재가 아닐 때 해석이란 결국 이미 이해된 내용을 반복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으
며, 해석이 대상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학습 독자 자신
에게는 어떠한 새로운 변화도 발생하지 않는 공허한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 해석 교육은 학습 독자가 시가 표현하는 의미의 낯섦을 발견하고, 이
를 능동적으로 자기화하는 과정을 목표로 하게 된다. 상징 해석 교육에서 독자가 
발견하는 의미의 낯섦은 상징이 일상적 언어가 갖는 지시성을 갖지 않는다는 데서 
비롯된다. 시 텍스트에서 상징이 지시하는 것은 현실이 아닌 ‘상상 세계’이며, 이 
상상 세계는 세계에 대한 독특한 해석을 낳는 것이다.122)

그러나 기존의 시 교육에서는 작품에 대한 공인된 해석을 바탕으로 도출된 상징
의 의미를 문화적 지식으로 전수하는 차원에서 종결되었으며, 따라서 학습 독자에
게 유의미한 자기화 경험을 제공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상징을 특징짓는 특성 중
의 하나는 그것의 지속성과 반복성123)으로, 이는 특정한 대상이 갖는 상징성은 그
것이 생산된 문화적 배경과 일정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함의한다. 따라서 상
징에 대한 이해는 독자의 문화적 지식의 외연을 확장하고 독자가 속한 공동체에 대
한 이해를 깊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문화 교육으로서 문학 교육이 갖
는 의의에도 부합하게 된다. 그러나 문화 교육의 관점이 ‘있어야 할 전범 또는 규
범’으로서의 문화를 학습하는 데 치우칠 때, 실제로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는 문화
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눈을 키우는 데는 소홀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
다는 지적124)은 그간의 상징 해석 교육의 한계를 짚는 데도 적용될 수 있다.

시 텍스트에서 상징은 문화를 계승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텍스트 고유의 문맥을 통
해 문화를 창조하는 힘을 갖는다.125) 시 텍스트 상징 해석 교육은 상징의 불확정성에

122) M. Collot, 정선아 역, 현대시와 지평구조, 문학과지성사, 2003, p.217.
123) R. Wellek & A. Warren, 이경수 역, 문학의 이론, 문예출판사, 1995, p.274.
124) 정현선, ｢모더니즘시의 문화교육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p.73.
125) 문학은 어떤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삶의 방식을 형상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화가 되

며, 이때의 문화는 공동체의 전통이라는 구심력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하나하나가 독자적 
형상을 추구함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열어 가는 원심력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
서 문학 교육은 문화적 전통의 계승과 동시에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내는 능력을 증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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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파생되는 다양한 해석 가능성 가운데, 학습 독자 자신에게 새롭고 유의미한 인식을 
제시하는 의미를 실현해내고, 이를 통해 시 텍스트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확장하
는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써, 학습 독자가 상징의 문화 창조 행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텍스트 외부에 존재하는 지식이나 맥락에 따라 상징을 환원하거나, 독자 
자신의 선입견을 상징에 투사하는 행위를 지양한다는 점에서 시 텍스트에 대한 학습 
독자의 실질적인 자기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126)

것을 목표로 하게 된다.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pp.56-61.
126) 고정희에 따르면, 현대의 학습 독자들이 교육의 상황 속에서 자신과 시・공간적 거리감

을 갖는 텍스트를 전유하기 위해서는 텍스트가 창작된 문맥으로부터의 거리두기, 텍스트
의 언어에 집중하기, 텍스트의 제자 되기의 태도가 필요하다. 즉, 학습 독자가 선입견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예단하기 전에, 텍스트가 열어주는 생각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이 갖는 
타자성을 인정하는 태도가 수반될 때, 텍스트에 대한 이해는 진정한 의미에서 독자 자신
의 것으로 수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정희, 고전시가 교육의 탐구, 소명출판, 2013, 
pp.209-2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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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 텍스트에서 상징 해석의 양상

Ⅱ장에서 제시된 상징 해석 활동의 구조는 학습 독자들의 상징 해석 활동이 정향
되어야 할 이상적인 해석의 경로로 볼 수 있으며, 실제 학습 독자들1)의 해석이 꼭 
이러한 과정에 부합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시 텍스트 상징 해
석 교육은 이와 같은 이상적인 상징 해석 구조와 실제 학습 독자의 상징 해석 양상 
사이의 간극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Ⅰ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학습 독자의 상징 해석 양상을 살피기 위해 시행한 
현장 조사는 상징에 대한 개념적 이해, 상징 해석과 관련된 학습 활동의 수행, 자유 
양식의 감상문 작성의 순서로 진행된 1차 실험과, 상징 해석의 구조를 기초로 구안
된 해석 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감상문을 작성하도록 한 2차 실험으
로 이루어졌다. 이 장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집된 자료들을 Ⅱ장에서의 이론
적 논의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수행된 전문 독자의 해석과 비교함
으로써 그 가능성과 한계를 밝혔다.

1. 지표를 통한 상징 기호의 인식

시 텍스트에서 상징은 대상들 간의 질서 속에서 그 의미를 드러내며,2) 이는 독
자가 상징을 인식하는 양상에 따라 상징이 갖는 의미의 관계망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독자가 상징을 인식하는 방식은 상징에 대한 주체적이고 다
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된다. 여기서는 현장 조사에서 학습 독자들이 
상징 기호를 인식하는 양상을 토도로프가 제안한 통합적 지표와 계열적 지표로 나
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문학 교육에서 실제 독자 또는 현실적 독자란 이상적 독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만날 수 있는 현실적인 독자로서 해석 과정에서 오류에 빠질 수 있으며 
그릇된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는 독자, 대화와 토론을 통해 혹은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오류를 교정할 수도 있는 ‘과정 중의 독자’를 의미한다.” 최미숙, ｢기호・해석・독자의 문
제와 문학교육학｣, 문학교육학 vol.38,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p.141.

2) P. Ricoeur, 양명수 역, 해석의 갈등, 한길사, 2012,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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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  지표를 통한 인식

토도로프가 제안한 적절성의 원리 중 통합적 지표는 시어가 속한 문장의 특성을 
통해 환기된다. 토도로프는 그 대표적인 예로 ‘결여에 기초를 둔 지표’와 ‘과다에 
기초를 둔 지표’를 제시한다.

먼저, 결여에 기초를 둔 지표는 시어가 속한 문장이 모순이나 역설, 모호하고 중
의적인 내용을 포함할 때 나타난다.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3)의 경우, “백골을 들
여다보며 /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 백골이 우는 것이냐 / 아름다운 혼이 
웃는 것이냐”는 구절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모호한 인식이 그와 같은 사례에 
해당한다. 과다에 기초를 둔 지표는 시 텍스트 안에서 특정 시어가 강조되어 반복
될 때 나타난다. ｢또 다른 고향｣의 경우 여러 행에 걸쳐 등장하는 고향, 백골 등의 
시어가 이와 같은 지표를 드러낸다.

독자가 시어가 드러내는 통합적 지표를 정교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문맥의 지시적 의미에 대한 충실한 이해 능력을 필요로 한다. 문맥에 대한 오류적 
오독(error reading)4)이 발생한 경우 시어가 드러내는 통합적 지표가 실제 문맥을 
통해 드러나는 것보다 과장되어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Ⅰ-D4-또 다른 고향-감상문]
어둠 속에서 부는 불꽃 바람은 고요 속에서 일렁이는 나의 욕망으로 그 자체

로 격렬한 독립에의 의지일 것이다.

｢또 다른 고향｣의 “어둠 속에 곱게 풍화 작용하는 / 백골”이라는 구절에서 풍화 

3) 이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열린책들, 2004.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 내 백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 /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 어둠 속에 곱게 풍화 작용하는 / 백골을 들여다
보며 /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 백골이 우는 것이냐 /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
냐 // 지조 높은 개는 / 밤을 새워 어둠을 짖는다. // 어둠을 짖는 개는 / 나를 쫓는 것일 
게다. // 가자 가자 / 쫓기는 사람처럼 가자 / 백골 몰래 /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4) 우문영은 오독을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일면성이나 주관을 강조하여 작품이 가지고 있는 
전체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오류적 오독과 작가의 창작 의도뿐만 아니라 텍스
트에 담긴 표면적, 이면적 의미를 찾아내어 자신만의 텍스트를 구성하는 창조적 오독
(misprision)으로 구분한다. 우문영, ｢오독이 비평교육에 미치는 영향 연구｣, 청람어문교
육 vol.45, 청람어문교육학회, 2012, p.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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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이라는 시어는 암석이 공기나 물 등의 작용으로 흙으로 변하는 과정이라는 지
시적 의미를 갖는다. 이 구절에서 ‘곱게’라는 수식어가 일반적으로 그것이 사용되는 
맥락에 비추어 봤을 때 이질적이긴 하나, 기본적으로는 백골이 점차 소멸되고 있다
는 지시적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구절에 해당한다. 따라서 ‘풍화 작용’의 상징성은 
그것의 주체가 되는 백골에 따라 부여되는 것일 뿐, 텍스트의 문맥 속에서 그 자체
가 상징으로서의 지표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반면, 위 학습 독자는 풍화 작용의 
지시적 의미를 ‘불꽃 바람’으로 오독함으로써 그것의 상징성을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오류적 오독을 통해 상징 기호를 인식한 경우, 이후 그것의 의미에 대
한 추론 활동은 텍스트의 명시적인 문맥과 무관하게 전개될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해석의 수용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 이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상
징 기호의 인식 활동이 시 텍스트의 문맥에 대한 1차적 독서의 객관성을 확보한 
이후에 수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2) 계열  지표를 통한 인식

상징 기호를 인식하는 데 활용되는 계열적 지표는 시어가 텍스트 안에서 수행하
는 작용과 대상에 대한 독자의 선이해 사이의 차이에 의해 드러난다.

｢또 다른 고향｣의 2행에서 독자는 “내 백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는 구절을 통
해 백골이라는 시어가 그것의 지시적 의미 이상을 환기한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우선 ‘내 백골’이라는 구절은 ‘내가 소유한 백골’이나 ‘나 자신의 백골’, ‘나와 관
련된 백골’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세 경우 모두 일상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사전적으로는 송장의 살이 썩고 남은 뼈를 의미하는 백골이 나를 따라와 
방에 누웠다는 서술부의 상황은 독자의 상식을 초월해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시에
서 백골은 ‘눕는다’, ‘운다’ 등 그것의 관습적 의미인 죽음이나 공포 등이 적용되기 어
려운 행위를 수행하는데, 이 또한 독자가 인식할 수 있는 계열적 지표에 해당한다.

｢또 다른 고향｣의 백골과 같이 계열적 지표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어의 경우 대
부분의 학습 독자들은 그것의 상징성을 쉽게 인식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시어
에 따라서는 계열적 지표의 인식 정도가 독자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또 다른 고향｣의 4연에 등장하는 ‘지조 높은 개’는 개라는 동물이 일반적으



- 54 -

로 주인에게 보이는 충성심이 아니라, ‘지조’라는 개인의 의지 및 신념을 갖춘 대상
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계열적 지표를 드러내는 시어로 이해된다. 그러나 아래 전
문 독자의 해석에서 나타나듯이 이러한 지표는 독자에 따라 그 성격이 달리 파악될 
수도 있다.

[문혜원-또 다른 고향-2005:211]
이때 ‘지조 높은 개’는 저항적인 상징이라기보다는 ‘지조가 높다고 알려져 있

는 개는’이라는 일반적인 수사로 읽힌다. 이 부분은 ‘지조 높은 개’에 비교해서 
자신을 부끄러워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다. 평범한 개 짖는 소리를 
반성의 계기로 삼는다는 것은, 화자가 깨어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자신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5)

인용문의 전문 독자는 지조 높은 개는 ‘지조가 높다고 알려져 있는 개’라는 수사
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4연의 상황은 지조 높은 개에 
의해 화자가 수동적으로 윤리적인 각성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고향에서는 평범한 
것인 개의 짖음마저도 반성의 계기로 삼는다는 점에서 화자의 능동적인 각성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해석은 위 전문 독자가 개에게 부여된 ‘지조 높은’이라는 속성을 문화적으
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 사전적인 뜻에 충실할 때, 지조는 
개가 주인에게 보이는 충성심보다는 인간적인 속성에 가까운 것이기에 ‘지조 높은 
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사 이상의 함의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지조라는 관
념이 충성심이라는 관념과 완전히 구별되는 독자적인 뜻만을 지니는 것은 아니며,6) 
동물에 인간적 속성을 투영하는 것 역시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예라고 볼 때, 충
성심 높은 개를 지조 높은 개로 표현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표현이라고 확
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조 높은 개를 단순한 수사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해석적 선택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이처럼 계열적 지표를 통한 상징의 인식은 대상에 대한 독자의 선이해에 따라 다양
5) 문혜원, ｢백골, 아름다운 혼, 그리고 또 다른 고향｣, 시와시학 vol.57, 시와시학사, 

2005, p.211.
6) 지조는 사전적으로 “원칙과 신념을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 나가는 꿋꿋한 의지 또

는 그런 기개”로 정의되는데, 이때 원칙과 신념이 국가나 상관에 대한 충성이 될 때 지조
는 충성심과 유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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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식의 결과가 독자가 이후 상징의 의
미를 추론하는 데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독자의 선
이해가 공적으로 소통 가능한 성격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가) [Ⅲ-Y22-또 다른 고향-학습 활동 1]
여기서 지조 높은 개는 그냥 개다. 다른 의미는 없다. 개가 사납게 짖으니 무

섭다는 거다.

(나) [Ⅲ-Y19-또 다른 고향-학습 활동 1]
일반적인 개라면 밤에 잠이나 더 자지 밤을 새며 짖지는 않을 것이다.

위 사례들은 학습 독자들이 상징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텍스트에 나타
나는 상징을 인식하게 한 후, 특정 시어를 상징으로 또는 상징이 아닌 것으로 판단
하게 한 근거를 밝히도록 한 학습 활동의 결과이다.7) 두 경우, 시어의 상징성에 대
한 인식 결과는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계열적 지표의 판단 근거로 대상에 대한 
피상적인 인상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독자가 대상에 대한 피상적이거나 자의적인 이해에 기대어 상징 기호
를 인식한 경우 그 결과는 공적인 소통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학습 독자의 해
석이 교실 안에서 공유할 수 있는 상태로 외화됨으로써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평
가받게 되는 것이 교육의 장에서의 해석 활동이 갖는 조건임을 고려할 때,8) 교
수・학습 상황에서 계열적 지표의 판단 과정은 대상에 대한 학습 독자의 개별적이
고 구체적인 선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되, 이 과정에서 활용되는 선이해는 해석 
공동체 안에서의 소통가능성을 갖는 범주로 제한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7) 제시된 발문은 다음과 같다. 
   “학습 활동 1. 시 텍스트에 나타난 대상들 중에서 상징으로 보이는 것들을 골라내고, 그렇

게 판단한 근거를 적으시오.(상징이 아니라고 판단한 대상들 역시 그 근거를 적을 것)”
8) 김정우, ｢시 해석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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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  맥락을 통한 상징 의미의 추론

시 텍스트에서 상징의 의미는 텍스트의 내적 맥락과 상징이 다른 대상과 맺고 있
는 의미 관계를 바탕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독자는 상징이 환기시키는 이미지를 문
맥과 조응시키거나, 상징이 텍스트 안에서 다른 대상들과 맺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
어 그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를 연상과 문맥의 조회를 통한 추론과 
의미 관계의 구성을 통한 추론으로 나누어 그 해석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물
론, 실제 해석 과정에서 두 방식이 엄밀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독자가 상징의 
의미를 시 텍스트 전체와의 관련 속에서 추론하기 위해서는 두 방식이 상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상징 해석 교육의 설계를 위한 구체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각각의 해석 방식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1) 연상과 문맥의 조회를 통한 추론

시 텍스트에서 상징은 그것의 지시적 의미가 문맥 속에서 적합하게 실현되지 않
는 기호로 인식되며, 독자가 상징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상 작용을 통해 
상징과 문맥 사이의 간극을 좁힐 필요가 있다. 서정주의 ｢동천(冬天)｣(1966)에 대
한 아래 전문 독자의 해석은 그러한 간극의 인식을 통해 해석의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을 잘 드러내 준다.

[한계전-동천-2002:24]
가령 이 시에서 ‘눈썹을 꿈으로 씻었다’라는 내용과 ‘매서운 새가 그 눈썹을 비끼

어 간다’는 내용은 부분적으로는 무의미하고 비논리적이라는 생각까지 든다. 그러나 
이처럼 추상화되어 제시된 이미지 속에서 우리는 관념의 진술 내지 표백을 읽어낼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을 이해하는 관건은 무엇보다도 시적 심상이 부여하는 배경
적 요소를 그려내는 데 있다. 이 시에서 우리는 긴 능선과 검은 하늘, 맑은 초승달
과 쓸쓸히 날아가는 새가 그려진 한 폭의 담백한 수묵화를 연상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러한 신비감 속에서 우리는 이 시의 상상적 의미를 구성해낼 수 있다.9)

9) 한계전, 한계전의 명시 읽기, 문학동네, 2002,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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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적 관습에 기대 그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징이 아닌 경
우, 독자는 기본적으로 앞의 사례와 같이 상징의 1차 의미가 환기시키는 다양한 이
미지나 속성들을 그것을 둘러싼 텍스트의 문맥에 조회해 나가는 가운데 그것의 가
능한 2차 의미들을 추측할 수 있게 된다. 아래 학습 독자의 해석은 이와 같은 추론 
방식의 전형적인 사례가 된다.

[Ⅱ-H8-나븨-감상문]
나비가 무엇일까. 이 시를 처음 읽었을 때 드는 생각이었다. 나비가 무엇 이

길래 시인은 이것을 가엾다고 생각했을까. 나비라면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하늘
을 날아다니며 맘껏 원하는 곳을 갈 수 있는 이미지를 떠오르게 만든다. 그러나 
이 시에서 나비는 날지 못한다. 나비가 상징하는 것이 시를 통해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없는 시인 자신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반적으로 추론은 텍스트에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정보를 근거로 명시적으로 나타
나지 않은 정보를 파악해 내는 활동이며,10) 그 근거가 논리적이고 객관적일수록 추
론의 결과는 타당한 것이 된다. 그러나 상징의 경우, 위에 제시된 사례와 같이 텍스
트의 문맥뿐만 아니라 대상에 대한 독자의 주관적인 연상이 추론 과정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추론 활동에 비해 그 타당성 판단의 기준이 보다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특성을 갖는다. 즉, 특정 독자에게는 자연스러운 연상이 다른 독자에게는 이
질적인 것으로 수용될 수도 있지만 설령 양립 불가능한 연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것이 곧바로 해석의 참/거짓을 가르는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징에 대해 자유로운 연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연상을 바탕으로 추론된 
모든 의미들이 수용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연상을 통해 추론한 의미
가 수용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의미가 텍스트의 명시적 문맥에 조
응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갖기 때문이다.

[Ⅲ-Y20-또 다른 고향-감상문]
이 시의 시대적 배경이 일제강점기라 하면 고향은 조국으로 상징된다. 화자가 조

국으로 왔을 때 백골로 상징되는 일본순사가 따라왔다. 이를 보아 화자는 독립투사
로 예상된다. (……) 보이지 않는 곳(어둠 속)에서 조금씩 침략정책(풍화 작용)을 

10) 이삼형, ｢텍스트 이해와 추론｣, 텍스트언어학 vol.7, 텍스트언어학회, 1999, p.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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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본을 보고 있자니 화자의 독립을 향한 마음(아름다운 혼)이 요동친다.

위 학습 독자는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의 백골을 ‘일본순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백골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죽음이나, 시신 등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므
로, 독자가 이러한 이미지들을 텍스트가 창작된 시대적 상황에 대응시킬 때, 백골
로부터 일본순사를 연상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일본순사라는 의미가 이 텍스
트의 문맥에 조응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내 백골”이 암시하는 화자와 백
골의 관계를 일본순사라는 의미로 설명하기 어려울 뿐더러, 3연의 “곱게 풍화 작
용”하는 백골과 일제의 침략 간의 연결 역시 ‘곱게’라는 긍정적 묘사로 인해 성립하
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또 다른 고향｣에서 백골이 “내 백골”로 제시되는 한, 백
골은 아래 전문 독자의 해석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화자와 무관한 대상이 아니라 
화자와 밀접하게 연관된 대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적 제약을 갖는다.

[김상봉-또 다른 고향-2011:93]
우리의 시인이 고향에 돌아와 만난 것은 자기가 아니라 제 백골이었다. 그 백

골이 “내 백골”인 한에서 그것은 나와 무관한 타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하
지만 그것은 부정된 자기, 주체의 능동성 다시 말해 생명을 빼앗긴 자기이다. 
그런즉 존재하지만 또한 존재하지 않는 자기, 다만 “풍화 작용” 속에서 없음으
로 소멸해가는 자기가 곧 “내 백골”인 것이다.11)

물론, 시 텍스트의 상징은 그것이 속한 문장뿐만 아니라 텍스트 전체를 배경으로 
그 의미를 드러내므로, 상징의 의미를 추론하는 근거는 “내 백골”과 같은 문장 성분 
차원을 넘어서 시 텍스트가 표현하는 상상적 세계 전반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시 텍스트의 문맥은 함축적이고 모호한 언어로 직조되며 독자가 능동적으로 채워 
넣어야 할 많은 ‘빈자리’를 갖는다. 따라서 상징 의미의 추론 근거를 상상적 세계 
전반으로 확대하는 과정은 텍스트의 ‘빈자리’를 독자의 상상력을 동원해 구체적인 
상황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수반하게 된다.

11) 김상봉, ｢윤동주와 자기의식의 진리｣, 코기토 vol.70,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1,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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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주-나븨-2005:119]
화자는 “손바닥만한” 나비가 유리창에 “따악 붙어”서 안쪽을 “드려다 보는” 풍

경을 본다. 유리창에 붙은 나비를 화자가 가엾게 보는 것은 산장 안팎의 대비된 
정황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가엾게 생각하여 나비를 쫓으려고 유리창 가까운 
벽을 두드렸는데, 갑자기 자신이 있는 산장의 공간이 나비의 날개와 함께 떠는 
것을 화자는 체험한다. 바로 이 경험이 화자의 내면에 큰 충격을 준다. 유리창
에 붙어서 따뜻한 산장 안을 들여다보는 나비의 모습은 더 이상 객관적인 사실
의 풍경이 아닌 화자의 내면을 되비추는 내면의 풍경으로 전환된다.12)

위 전문 독자는 정지용의 ｢나븨｣에 나타나는 ‘나비’가 “자아가 자기의 본래성으로 
돌아가 행복한 자기동일성의 상태에 머무를 수 없는 자기부정과 분열의 상태”를 상
징한다는 해석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해석이 텍스트 내적인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나비와 화자 사이의 동일화와 분열의 과정이 설득력 있게 설명될 필요가 있다. 그
러나 시 텍스트의 문맥에 그러한 과정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며, 단지 
함축적으로 전개된 나비와 화자의 만남을 통해 암시될 뿐이다. 따라서 위 전문 독
자는 ㉠과 같이 나비와 화자의 접촉이 일어나는 장면을 상상력을 동원해 구체적으
로 묘사함으로써 의미 추론의 근거를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해석의 수용가능성을 고려할 때, 독자가 텍스트의 ‘빈자리’를 상징을 중심으로 재
구성하는 것은 상징에 대한 독자의 연상을 텍스트의 전체적인 문맥에 보다 밀접하
게 조응시키는 과정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해석의 포괄성과 긴밀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재구성된 
상상적 세계가 상징의 1차 의미에서 2차 의미로의 초월 과정을 설득력 있게 설명
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Ⅲ-Y1-또 다른 고향-1차 감상문]
일터에 나가 밤늦게까지 일하다 집이라는 고향에 들어와 백골이라는 어린 자

식과 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장면이 1연이다. 3연에서는 무럭무럭 잘 자라
는 아이를 곱게 풍화 작용하는 백골이라 하고 그것을 보며 화자가 감동의 눈물
을 흘리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다.

12) 김문주, ｢한국 현대시의 풍경과 전통: 정지용과 조지훈의 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2005,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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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Ⅲ-Y1-또 다른 고향-면담]
면담자 : 백골을 어린 자식이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풍화 작용은 왜 무럭무

럭 잘 자라는 게 되는 거야?
Y1 : 백골이 풍화 작용하는 건 그게 더 늙는 거니까, 백골이 아이라면 아이

가 자라는 게 될 것 같았고요. 일단 곱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잘 자라는 아이를 
보는 부모의 심정 같은 게 느껴졌어요.

면담자 : 근데 어쨌든 풍화 작용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니까 아이한테 쓰기
에는 좀 어색하지 않을까?

Y1 :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애가 백골로 나타나는 거니까 좀 
야위고 약한 것 같고, 그러니까 풍화 작용하는 것도 병약하게 자라는 것?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다) [Ⅲ-Y1-또 다른 고향-2차 감상문]
이 시의 화자는 일터에 나가 밤늦게까지 일하다 마음의 고향인 집에 들어와 

백골처럼 야윈 어린 자식과 한 방에서 잠을 잔다. 아이를 곱게 풍화 작용하는 
백골이라 하는 것으로 보아, 화자의 집안은 넉넉지 못한 것 같다. 많이 굶어서 
병약해진(풍화 작용하는) 아이를 쳐다보는 화자의 눈에서는 슬픔의 눈물이 흐
른다. 아이도 화자의 슬픔을 느끼며 같이 눈물을 흘리는 것 같다.

Ⅲ-Y1 학습 독자는 1차 감상문에서 ｢또 다른 고향｣의 문맥을 인용문 (가)와 같
이 가난 속에서 슬픔을 삭이는 한 가정의 상황으로 재구성하였다. 그러나 1차 감상
문에서는 이렇게 재구성된 상황만이 제시될 뿐, ‘백골=어린 자식’, ‘풍화 작용=성장’
으로 이어지는 연상의 과정은 설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해석 결과가 텍스트의 명시
적인 문맥과는 무관하게 자의적인 연상을 통해 도출된 듯한 인상을 준다.

면담 과정에서 이 학습 독자는 의미 추론 과정을 구체화하라는 면담자의 요청을 
받고, 이를 반영하여 2차 감상문을 작성하였다. 인용문 (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차 감상문에서는 백골과 어린 자식이 ‘야윈’이라는 속성을 바탕으로 연결된다는 점, 
풍화 작용은 ‘병약해지는 아이’와 연관된다는 점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으
며, 이에 기초하여 텍스트의 상상적 세계 또한 보다 인과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상
황으로 조정되고 있다.13)

13) 물론, Ⅲ-Y1 학습 독자의 해석은 2차 감상문에서도 독자 자신의 주관적 연상에 대한 의
존도가 높고 시 텍스트의 문맥을 자의적으로 생략하거나 과장했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수
용가능성이 높은 해석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시 해석 교육의 목표를 학습 
독자들이 ‘근거 있는 해석’을 통해 ‘타당한 해석’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것(최미숙, ｢현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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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분석을 통해 문맥과 연상의 조회를 통해 수용가능성이 높은 상징의 의미
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추론 근거를 텍스트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추
론 과정에서 상징에 대한 연상, 시 텍스트에 나타나는 명시적 문맥, 추론된 상징의 
의미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 의미 계의 구성을 통한 추론

시 텍스트에서 상징은 항상 다른 대상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부여 받으며 
그러한 관계 속에서 다른 대상들을 상징화한다. 따라서 독자가 상징의 의미를 추론
하기 위해서는 시 텍스트 안에서 상징이 다른 대상들과 맺고 있는 관계를 구체적으
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 텍스트에서 상징과 다른 대
상들이 맺는 의미 관계는 기본적으로 분할, 차원, 지향성의 자질을 지닌다. 여기서
는 이러한 자질을 통해 파악되는 의미 관계의 성격을 대립 관계, 복합 관계, 소통 
관계로 설정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의미 추론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립 계의 구성

그레마스(A. J. Greimas)에 따르면, 기호가 갖는 의미 작용의 기본 구조는 기호학
적 4각형으로 표상될 수 있는 연접과 이접의 의미 관계로 이루어진다.14) 이 모델의 
기본틀은 모든 의미 작용은 기본적으로 이원적 대립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로트만 
역시 문화 모델의 가장 일반적인 공통 자질로 ‘내부’와 ‘외부’의 이분법적 대립을 형성
하는 ‘경계’의 존재성을 제시한 바 있다.15)

대립 관계는 기본적으로 대상들을 분명하게 구획 지어진 독립적인 존재로 가정하므
로 상징의 의미를 그것과 대립적 관계를 갖는 대상을 바탕으로 명료하게 추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예를 들어, ｢또 다른 고향｣에서 백골과 아름다운 혼을 대립 관
계를 갖는 대상으로 파악할 때, 백골이 ‘소심한 자아’라면 아름다운 혼은 그와 상반되
는 속성을 갖는 ‘능동적, 실천적 자아’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16)

해석 교육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시학연구 vol.14, 한국시학회, 2005, pp.67-68.)
에 둘 때, Ⅲ-Y1 학습 독자의 2차 감상문은 해석의 근거를 보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단
계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14) 김성도, 구조에서 감성으로,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pp.128-130.
15) 김수환, 사유하는 구조 –유리 로트만의 기호학 연구, 문학과지성사, 2011, p.129.
16) 이숭원, 교과서 시 정본 해설, Human & Books, 2008, p.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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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학습 독자들이 시 교육을 통해 습득하는 상징 해석의 기본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대상이 갖는 상징성을 ‘긍정/부정’의 도식을 기초로 인식하고 그 의미를 파
악하는 것이다. 이는 대립 관계를 단순화시킨 것으로, 시 교육 현장에서는 일제 강
점기에 창작된 시의 경우 긍정적 느낌을 주는 시어는 ‘독립에 대한 염원’을 상징하
는 것으로, 부정적 느낌을 주는 시어는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상황’을 상징하는 것
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아래 학습 독자의 해석 양상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Ⅲ-Y16-또 다른 고향-감상문]
내가 처음 이 시를 보았을 때의 해석은 독립운동과 관련되었던 것이다. ‘고향’

은 조국, ‘백골’은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하지 못한 본인의 허물, (……) ‘어둠을 
짖는 개’는 독립을 추구하는 지사, ‘또 다른 고향’은 독립이라고 생각하여 독립
을 향한 시인의 의지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였다.

이와 같은 긍정/부정 도식에 기초한 해석은 시 텍스트에 대한 학습 독자들의 창
의적 해석을 제약하고 시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곧바로 시대적 상황으로 환원시키
게 만드는 원인으로 비판받기도 한다.17) 그러나 이원적 대립구조가 학습 독자가 
상징을 해석하는 데 있어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아래 사
례와 같이 이원적 대립구조 안에서도 독자가 내부/외부의 영역에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 [Ⅱ-H4-나븨-감상문]
화자가 유리창에 갇혀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산장은 유리창 안에 갇힌 감옥 

같은 공간이다. 반면 유리창 밖은 나비가 자연을 보고 다닐 만큼 자유로운 공간
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나비는 화자가 누리지 못하는 자유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Ⅱ-H5-나븨-감상문]
이 시에서 유리창 안은 여유롭고 편안한 세계이며 유리창 밖은 편안하지 않

17) 조영복, ｢시적 언어의 상징적 해석과 문학 교육의 방향｣, 국어교육 vol.114, 한국어교
육학회, 2005, p.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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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세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나비는 시인과 달리 일제 강점기 속에
서 고통 받는 민중을 뜻할 수 있다.

위의 학습 독자들은 ｢나븨｣에서 ‘나비’의 상징적 의미를 유리창이라는 경계를 중
심으로 나누어진 ‘산장 안/산장 밖’이라는 대립구조 속에서 파악하고 있다. 여기서 
(가)는 전자에 부정적 가치를, 후자에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반면, (나)는 전자
에 긍정적 가치를, 후자에 부정적 가치를 부여함에 따라 나비의 상징적 의미에 대
한 상반된 해석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대립 관계에 기초한 해석이 반드시 학습 독자들의 주체적 해석을 제약하
는 결과를 낳는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학습 독자들을 시 해석 활동에 입문시키
는 성격을 갖는 교육의 상황에서, 대상들 간의 대립적 관계를 파악하는 활동은 학
습 독자들이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율적인 해석의 틀이라는 점에서 의
의를 갖는다.

그러나 대립 관계에 기초한 해석은 기본적으로 상호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들을 
독립적인 존재로 상정한다는 점에서, 상징과 텍스트 내의 다른 대상들이 갖는 복합
적이거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를 갖는다.

예를 들어, 앞서 인용한 (가), (나)의 학습 독자는 모두 나비를 산장 밖에 속하
는 존재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상징의 의미를 추론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에는 나
비가 내/외부를 투명하게 연결하는 유리창이라는 매개를 통해 화자와 상호작용 하
는 대상이라는 점이 간과된다.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시의 나비는 유리창
을 매개로 화자와 시선의 자리바꿈을 하거나,18) 화자에게 가여움과 두려움이 뒤섞
인 복합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등 유리창 내부의 존재인 화자와 밀접한 연관성
을 드러낸다. 따라서 이 시에서 나비는 단순히 그것이 속한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화자와 대립되는 존재로만 볼 수 없는 복합성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
외부의 독립성을 상정하는 대립 관계는 나비의 복합성을 파악하기에는 경직된 해석
의 틀이 된다.
18) Ⅱ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툴리 붙어 있는 이 자재화 한폭은 활 활 불 피여 담기어 

있는 이상스런 계절이 몹시 부러웁다”는 구절이 이에 해당한다. 남기혁은 이러한 시선의 
전도가 시적 화자의 내면을 향한 심판자의 눈, 혹은 성찰적 시선을 표상하는 것으로 근대
의 시각 체계인 원근법적 시선을 해체하는 ‘겹눈’의 시선에 대한 시인의 사유를 상징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남기혁, ｢정지용 중・후기시에 나타난 풍경과 시선, 재현의 문제｣, 국
어문학 vol.47, 국어문학회, 2009, pp.13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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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대립 관계는 학습 독자들이 상징이 맺고 있는 의미 관계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율적인 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립 관계가 학습 독자들을 도식
화된 해석으로 이끌지 않기 위해서는 이원적 대립구조 안에서도 가치를 부여하는 방
식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인식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립 관계는 상
징이 다른 대상들과 복합적・역동적 의미 관계를 갖는 경우 그 효용이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교육의 상황에서는 학습 독자들이 대립 관계에 기초한 해석만을 절대시하
는 태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석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 구성의 가능성을 경험하고, 
각각의 관계 구성 방식이 갖는 장단점을 균형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2) 복합 계의 구성

대립 관계는 모든 문화 모델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 구조로 기능하지만 실제 시 
텍스트에 나타나는 상징의 의미 관계는 이분법적 대립구도로 온전히 설명할 수 없
는 복합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표면적으로는 다른 영역에 속하지만 심
층적으로는 동일한 차원의 세계에 속하거나, 반대로 표면적으로는 다른 영역에 속
하지만 심층적으로는 동일한 차원의 세계에 속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상징이 
다른 대상들과 이와 같은 관계를 가질 때, 상징의 의미는 중립항(neutre)이나 복합
항(complexe)19)의 성격을 갖게 된다. ｢또 다른 고향｣에 대한 아래 전문 독자의 해
석은 그러한 의미 관계의 복합성에 대한 인식을 잘 드러내 준다.

[김흥규-또 다른 고향-1995:329]
그러면 "아름다운 혼"은 무엇인가? 이 시의 문맥을 통해 검토해 보면, 나를 

따라온 "백골"이 누운 육신의 고향(북간도)에 안주할 수 없는 영혼, 진실로 평
화와 광명이 있는 다른 세계를 갈구하는 정신이다. (……) "백골"은 어떤 초월적 
세계의 추구를 제약하는 지상적⋅현실적 연쇄에 속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나
"는 이 둘이 결합된 실존적 인간이며, 또한 이 둘의 갈등을 의식하는 자아다.20)

19) 중립항과 복합항은 브륀달(V. Brøndal)이 대립 범주 구조의 일부로 제시한 것이다. 브륀달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구조를 지배하는 근본적 사실은 긍정항과 부정항 사이의 차이이지만, 언어
적 사실은 이와 같은 단순한 이원성이나 양극성으로 환정되지 않는 측면을 드러낸다. 브륀달이 
그러한 사례로 제시한 것이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항과, 긍정이면서 동시에 부정인 복합항이
다. 브륀달은 형태론의 경우, 1인칭도 2인칭도 아닌 3인칭이 중립항의 사례가 되며, 과거이면서 
현재인 과거-현재 시제가 복합항의 사례가 된다고 본다. 김성도, 앞의 책, 2003, pp.13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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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에서 백골이라는 상징이 해석상의 논란을 가져오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일반적으로 죽음, 부패와 같은 이미지를 갖는 백골이 화자인 ‘나’ 그리고 
이상적・초월적 이미지를 갖는 아름다운 혼이라는 대상과 ‘눈물’로 표출되는 내밀한 
감정을 공유하는 특수한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이 시의 백골은 그것
의 일상적・관습적 의미를 넘어설 수 있는 고유의 문맥을 부여받는다.

인용문은 백골의 의미를 다른 대상들과의 관계 속에서 논리적으로 구체화시킨 대
표적 해석으로 평가받고 있다.21) 이 전문 독자는 ｢또 다른 고향｣의 3연에 나타나
는 ‘백골 – 나 – 아름다운 혼’의 상징적 의미를 화자인 ‘나’를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
는데, 여기서 아름다운 혼은 ‘나’가 추구하는 초월적 정신인 반면, 백골은 아름다운 
혼을 추구하는 ‘나’를 제약하는 현실적 제약 조건으로, ‘나’는 두 외부 영역의 중간
에서 양자의 갈등을 의식하는 자아로 이해된다. 

이 해석에서 특징적인 것은 백골과 아름다운 혼이 ‘나’라는 실존적 인간의 일부이
면서 동시에 ‘나’와는 차별화되는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
실적 조건으로서 백골에는 아름다운 혼이 부재하고, 초월적 정신으로서 아름다운 
혼에는 백골이 부재하지만, ‘나’ 속에는 양자가 부분적으로 존재하며 서로 길항 관
계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백골’, ‘나’, ‘아름다운 혼’은 ‘나’라는 경계를 중심으로 서
로 미묘한 중첩을 이루게 된다.

｢또 다른 고향｣의 백골이 갖는 이와 같은 복합적 성격을 고려할 때, 백골에 대한 
학습 독자들의 의미 추론 과정은 대립 관계보다 복합 관계에 기초하여 수행될 때 
더 높은 판별성을 갖는 결과를 낳을 수 있게 된다.

(가) [Ⅲ-Y13-또 다른 고향-감상문]
이 시는 고통, 부담, 걱정을 나타내는 백골을 달고 사는 화자가 풍화 작용하는 

백골을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고통이나 부담, 걱정이 없는 편안한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중략…) 결국 화자는 백골이 완전히 사
라진 또 다른 고향으로 감으로써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20) 김흥규, ｢윤동주론｣, 권영민 편, 윤동주 연구, 문학사상사, 1995, p.329.
21) 최동호,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과 이상의 <문벌>의 상호텍스트성 연구 –시어 ‘백

골’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vol.39, 어문연구학회, 2002, 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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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Ⅲ-Y8-또 다른 고향-감상문]
이 시의 화자는 고향에 돌아간 날 밤 잠에 들기 전, 과거의 가족의 기대, 미

래에 대한 걱정 등의 고통이 떠올랐다. 곱게 풍화 작용하는 백골이라는 구절에
서, 고통이 점점 사라졌다고 볼 수도 있다.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에 우는 것인
지 현재가 힘들어 우는 것인지 앞으로 힘들어 질 예상을 하고 우는 것인지는 
화자 자신도 모른다. (…중략…)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는 
고통을 피해 마음의 안식처로 향한다는 것이지만, 과연 고통을 피해서 그런 곳
에 다다를 수 있을까?

(가)의 학습 독자는 ‘백골 – 나 – 아름다운 혼’의 관계를 ‘고통 – 고통의 극복 추
구 – 고통이 없는 상태’로 해석하고 있다. 여기서는 ‘백골/나-아름다운 혼’의 이원
적 대립 관계가 구성되고 있으며, 백골은 부정적 의미로, ‘나’와 아름다운 혼은 긍
정적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백골의 풍화 작용을 보며 흘리는 눈물 
역시 기쁨의 눈물로 이해된다. 반면, (나) 학습 독자의 경우 3연에서 ‘백골 – 나 – 
아름다운 혼’이 눈물을 흘리는 상황을 ‘과거에 겪었던 고통으로 흘리는 눈물 – 현재 
겪고 있는 고통으로 흘리는 눈물 – 미래에 겪을 고통으로 흘리는 눈물’로 이해하고 
있다. 즉, (나) 학습 독자는 ‘백골 – 나 – 아름다운 혼’을 표면적으로는 독립된 대상
들이지만 그 이면에는 ‘고통’이라는 동질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 구성의 차이로 인해, 두 학습 독자 모두 화자가 지향하는 또 다른 고
향을 고통이 없는 마음의 안식처라는 의미로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화자가 또 다른 
고향으로 나아가는 계기에 대해서는 상반된 이해를 보이고 있다.

(가)에서 또 다른 고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에는 일말의 고민이나 갈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고통은 소멸되어야 하는 것이고, 풍화 작용을 통해 점차 소멸
되고 있으며, 남은 것은 고통이 완전히 소멸된 또 다른 고향으로 향하는 일뿐이기 때
문이다. 반면, (나)에서는 또 다른 고향으로의 이행이 결코 쉽지 않은 일로 파악된다. 
화자는 이미 ‘과거 – 현재 – 미래’로 이어지는 고통의 운명 속에 자신이 놓여 있음을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고향으로의 이행은 그와 같은 비극적 운명에 대한 극
복과 대결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 학습 독자는 마지막 연에서 “백골 
몰래 /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는 화자의 의지가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를 
반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 (나)의 해석 모두 나름의 해석 논리를 세운 ‘근거 있는 해석’으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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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나)의 해석은 백골을 ‘곱게’ 보려하고, 또 다른 고향으로 ‘몰래’ 향하게 되는 
화자의 복합적인 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
성과 판별성을 갖춘 해석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복합 관계에 기초한 해석은 ｢또 다른 고향｣과 같이 상징이 맺고 있는 관
계가 명료하게 분절되지 않고 중첩되는 경우 유용성을 갖는다. 그러나 여기서 관계
의 복합성에 대한 인식은 항상 대상들 간의 공통점뿐만 아니라 차이점에 대한 인식 
역시 포함한다는 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대상들이 내부/외부라는 경계로 분절
되지 않는 점이지대를 갖는다고 해서 대상들이 갖는 본래적 차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의 학습 독자는 ‘백골 – 나 – 아름다운 혼’의 밀접한 상관성을 파
악하고 있지만 여기서 아름다운 혼이 흘리는 눈물을 화자가 미래에 겪을 고통을 예
상하고 흘리는 눈물로 해석한 것은 ‘과거 – 현재 – 미래’라는 시간적 질서를 단순하
게 적용한 것으로, 아름다운 혼이라는 시어가 환기하는 이상적이고 초월적인 성격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즉, 이 학습 독자의 해석에서는 백골과 아름다운 혼 
사이의 ‘시간성’이라는 공통점만이 인식되고 있을 뿐, 백골이 갖는 물리적・세속적 속
성과, 아름다운 혼이 갖는 정신적・초월적 속성 간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은 간과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복합 관계의 구성을 통한 의미의 추론은 대상들 간의 심층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학습 독자의 섬세한 인식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인식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복합 관계에 기반을 둔 추론은 단순히 해석상의 모호함이나 혼란스러움
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도 있다.

3) 소통 계의 구성

시 텍스트에서 상징은 시가 표현하는 상상적 세계 속에서 다른 대상들과 상호작
용하는 구체적 대상으로 제시된다. 소통 관계는 이와 같은 상징과 대상 간의 동적
인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내부 영역에서 외부 영역으로 나아
가는 정방향성과 외부 영역에서 내부 영역으로 나아가는 역방향성의 틀을 갖는다.

[박수현-또 다른 고향-2005:216]
개는 지조 높은 존재로, 나는 어둠으로 각각 대응된다. 지조 높은 존재가 나를 쫓

아내고 있는 것이라면, 나는 어둠의 천박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개의 짖음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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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알아채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의 깨달음이 있는 셈이다. 어떤 깨달음인가 
하면, 백골과 같은 존재로 세상을 살고 있는 나의 부끄러움에 대한 깨달음이다.22)

위 해석은 ｢또 다른 고향｣의 지조 높은 개와 화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주목하고 
있다. 화자를 중심으로 할 때 지조 높은 개의 짖음은 화자의 외부에서 내면으로 침
투하는 소리로, 이를 통해 화자는 또 다른 고향으로의 이행을 준비하게 된다. 따라
서 지조 높은 개는 외부에서 화자를 각성시키는 고고한 존재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독자는 상징이 다른 대상과 맺는 상호작용의 방향성을 바탕으로 그 의미
를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시 텍스트에 따라서는 이러한 소통의 방향성이 혼재되
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경우 상징은 텍스트의 의미 구조를 역동적으로 구
성하는 매개항(mediation)23)의 성격을 갖게 된다.

정지용의 ｢나븨｣에서 ‘나비’는 유리창이라는 산장 안과 밖의 경계를 중심으로 매
개항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시에서 나비는 화자가 ‘시키지 않은 일’24)을 즐기기 
위해 찾은 내밀한 휴식의 공간에 불현듯 등장한 타자이다. 그 돌연한 출현은 화자
가 나비를 ‘환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나비가 단순한 환상으로 치부
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방 밖의 낙수(落水)를 온몸으로 받아 온 까닭에 호젓한 산
장 안을 척박한 바깥세상과 대비되게 만들고, 나아가 ‘이상스런 계절’로 인식되게 
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화자와 나비의 시선의 전도 이후에 화자는 
나비의 시선에 무서움을 느끼게 된다. 즉, 나비를 통해 화자는 방 밖의 세계의 관
점에서 산장 안의 자신을 성찰할 수 있게 된 것이며, 이는 화자에게는 대면하고 

22) 박수현, ｢부끄러움과 자기 다짐｣, 시와시학 vol.57, 시와시학사, 2005, p.216.
23) 매개항은 이항 대립적 의미 관계로 구성된 시의 의미 관계를 경계 짓거나 연결하는, 시 

텍스트의 구성요소로 정의할 수 있다. P. J. Richard, Signs place in Medias Res: Peirce’s 
concept of Semiotics Mediation, ed., by Elizabeth Mertz & P. J. Richard, Semiotic 
Mediation: Sociocultural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s, Orlando, Florida: Academic 
Press Inc., 1985, p.25.

24) 신범순은 ｢나븨｣에서 ‘시키지 않은 일’이란 권력으로부터 강제된 일이 아닌 진정한 자유
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식민지 시대를 염두에 둘 때, 이러한 자유가 실현되는 산장의 
공간은 그 자체로 하나의 꿈이며, 꿈의 공간에 들어오지 못하는 비 맞은 환상으로서의 나
비는 오히려 현실을 비유한다. 이런 관점에서 ｢나븨｣에 나타나는 내/외부의 역동적인 상호
작용은 이상과 현실의 경계 속에서 억압적 권력을 극복할 수 있는 활동적인 힘을 모색하
고자 한 시인의 사상적 지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신범순, ｢정지용 시에서 
시인의 초상과 언어의 특성｣, 한국현대문학연구 vol.6, 한국현대문학회, 1998, 
pp.15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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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김문주-나비-2005:120]
서툴러 붙어있는 이 “自在畵” 앞에서 화자는 한편으로 창밖의 나비가 되어 안

쪽을 보고, 한편으로는 창 안쪽에서 떨고 있는 창밖의 나비를 본다. 나비와 동
화되고 분리되는 과정에서 부러움과 무서움이 발생한다. (……) 그러나 문제는 
산장 안과 밖의 존재가 모두 자기라는 점에 있다. (……) 보고 싶지 않은 감춰
진 자기를 대면하는 공포가 이 무서움의 정체이다.25)

이처럼 이 시에서 나비는 산장 안/밖, 자아/타자의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로 나타
나며 정방향성이나 역방향성과 같이 단일한 소통의 방향성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성
격을 갖는다. 이러한 소통의 혼재 상태는 기본적으로 복합 관계에서 나타나는 영역
의 혼재 상태와 유사하다. 그러나 소통 관계에서는 대상들 간의 지향성에 보다 초
점을 맞추며, 영역의 혼재 상태가 복합 관계와는 다른 각도에서 의미화될 수 있다.

브륀달의 대립 범주 구조에 따르면 복합항은 다시 독자가 해석의 강세를 긍정항에 
두느냐 부정항에 두드냐에 따라 긍정 복합항(complexe positif)이나 부정 복합항
(complexe negatif)으로 파악할 수 있다.26) 이에 따를 때, 나비가 수행하는 역동적
인 상호작용 역시 그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경계적 존재이지만 방 안으로 들
어가고자 하는 존재’라는 긍정 복합항이나, ‘경계적 존재이지만 방 밖의 세계 속으로 
사라지는 존재’라는 부정 복합항의 의미 관계를 갖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대상들의 의미 관계는 대립 관계에서 소통 관계로 갈수록 더욱 복합적이고 역동적
인 성격을 갖는다. 복잡하고 모호한 의미에 대한 사고 경험이 부족한 학습 독자들이 
이러한 의미 관계를 인식하고 의미화하는 일은 쉽지 않다. 특히, ｢나븨｣와 같이 복합 
관계와 소통 관계가 동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의 경우 이러한 어려움은 배가될 
수 있다. 그러나 학습 독자들이 그러한 관계를 인식하는 능력조차 갖추지 못한 것은 
아니다. 아래와 같이, 학습 독자들이 시 텍스트 안에서 상징이 갖는 역동적인 의미 관
계를 인식하였으나 그것을 해석 과정에서 의미화하지 못한 경우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25) 김문주, 앞의 논문, 2005, p.120.
26) 브륀달은 복합항과 긍정/부정 복합항을 각각 ‘강세가 주어지지 않은 복합항’과 ‘강세가 

주어진 또는 하위 분할된 복합항’으로 구별하고, 의미 구조의 복잡성은 ‘중립항 → 부정항/
긍정항 → 복합항 → 부정 복합항/긍정 복합항’의 순으로 증가한다고 본다. 김성도, 앞의 
책, 2003, pp.13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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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H10-나븨-감상문]
‘해발 오천 척’위에서 나비의 모습을 보았을 때, 화자는 나비의 모습이 마치 

자신과 비슷하다고 느꼈을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나비는 화자의 실현되지 않는 
바람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해발 오천 척 위에 있다는 것은 화자가 무언가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고, 거기서 마주친 환상은 화자의 어떠한 일
에 대한 바람 갖다. 그런데 이것이 비를 맞았다는 건 그 일이 실현되기가 많이 
어렵다는 걸 뜻하는 건 아닐까 생각된다.

[Ⅱ-H10-나븨-감상 과정 기술지]
이 구절에서는 화자가 나비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나비는 창 밖에 

있고 화자는 창 안에 있으니 화자는 나비가 아닐 수도 있고, ㉠뒷부분에 나비가 
화자를 노려본다는 것도 좀 어색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부분에서 화자
와 나비가 섞이는 느낌? 그래서 이 부분은 해석하기 좀 어려웠지만, 나비는 화
자의 일부이지만 화자가 갖지 못한 어떤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비를 화자의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이나 이상 같은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Ⅱ-H10 학습 독자는 감상문에서 나비를 ‘화자의 실현되지 않은 바람’의 상징으
로 해석했다. 여기서 해발 오천 척이라는 높이에 위치한 산장은 이상적 공간, 산장 
밖의 공간은 비가 내리는 현실적 공간으로 대립적으로 의미화되고, 나비는 화자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공간에 속해 있으니 결국 화자의 좌절된 이상을 상징
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위 학습 독자는 대립 관계와 복합 관계를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나비가 갖는 복합적인 성격에 대한 해명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단
순히 나비가 창 밖에 있다는 이유로 ‘자유’ 또는 ‘일제의 침략에 의한 고통’의 상징
이라고 본 학습 독자들에 비해 판별성이 높은 해석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Ⅱ-H10 학습 독자는 자신이 해석 과정에서 발견했던 나비와 화자의 역동적
인 상호작용을 감상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학습 독자가 ‘실현되지 않는 바람’이라는 의미를 추론한 데는 나비와 화
자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이 바탕이 되고 있다. 즉, 나비와 화자의 시선의 
교류를 통해 양자의 혼재 양상을 인식하고 이를 화자에서 나비로 향하는 지향성에 초
점을 맞추어 ‘화자의 일부이지만 화자가 갖지 못한 것’이라는 의미를 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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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감상문에서 나비의 의미는 산장의 고/저와 안/밖이라는 보다 정태적인 관
계 속에서 해명되고 있다. 이는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학습 독자가 상징과 
대상 사이에서 발생하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의미화하기 낯선 것으로 수용한 데
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교수・학습 과정에서 소통 관계와 같이 역동적인 의미 관계를 포착할 수 있는 
틀은 그것을 의미화할 수 있는 표현 방법과 같이 제시될 때, 학습 독자들이 해석 과정
에서 보다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3. 상 성 조명을 통한 지시 상의 이해

독자의 상징 해석 활동이 상징에 대한 수사적 접근을 넘어서, 실재에 대한 새로
운 진실의 전유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석의 초점이 상징이 의미하는 것에서 상징
이 지시하는 것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은 독자가 해석 과정에서 상징의 
1차 의미와 2차 의미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현상이 지시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지
시되는 현상은 독자가 경험하는 실재와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에 대해 물음을 던지
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 수행될 수 있다. 다음에서는 학습 독자가 상징이 지시하는 
현상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는 과정을 상징의 1차 의미와 2차 의미의 관계를 구체
화하는 양상과 상징이 지시하는 현상의 긴장성을 대상에 대한 독자 경험과의 대비
를 통해 파악하는 양상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시 상의 구체화

시 텍스트의 상징은 1차 의미가 되는 구체적인 것과 2차 의미가 되는 추상적인 
것이 분리되지 않고 동화된 상태로 제시되며,27) 독자가 상징의 지시 작용을 이해
하기 위해서는 1차 의미와 2차 의미의 동화된 관계를 은유적 발화로 재구성할 필
요가 있다. 즉, 1차 의미와 2차 의미의 유사성과 차이로 이루어진 특수한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상징이 지시하는 현상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27) P. Ricoeur, 김윤성・조현범 공역, 해석 이론, 서광사, 1998,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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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창-또 다른 고향-1995:172]
개가 충성스러운 짐승인 것은 사실이라 하겠지만, 개에 대한 일반적인 연상을 

생각할 때, 윤동주가 하필이면 충의의 사표로서 개를 들었다는 것은 기이한 일
이다. (……) 즉 한쪽으로 그것은 지사적인 인물로서 어둠의 증인이 되는 사람
을 가리키고 다른 한쪽으로 그것은 지사는 지사되 "어둠을 짖는" - 즉 여기서
는 어둠의 소리만을 낸다는 뜻에서 "어둠을 짖는" 일 이외에는 하늘의 소리도 
아름다운 혼의 세계도 알지 못하는 우직한 존재, 아직 사람의 경지에 이르지 못
한 동물적 존재를 가리킨다.28)

｢또 다른 고향｣에서 지조 높은 개는 화자가 또 다른 고향으로 이행하게 되는 각
성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존재로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는 시인에게 민족의식
을 불러일으켜 주는 충신이나 독립지사 등 고고한 인품을 갖춘 사람을 상징하는 것
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해석과 같이, 상징이 의미할 수 있는 고고한 인
품의 사람이라는 관념과 인간에 비해 열등한 동물인 개를 연결 짓는 것은 부자연스
러운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즉, 지조 높은 개의 1차 의미와 2차 의미 사이에는 
유사하면서도 차이를 갖는 특수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1차 의미와 2차 의미의 관계는 독자가 그것을 구체화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현상을 지시할 수 있다. 앞의 전문 독자와 같이 상징을 통해 동물적 존재에도 
이르지 못하였다는 자조를 읽어낼 수도 있지만,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본성이라 할 
수 있는 동물성 차원에서부터 들려오는 치열한 양심의 목소리를 읽을 수도 있는 것
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조 높은 개는 단순히 충신이나 독립지사를 의미하는 것을 넘
어 현실에 대한 특정한 대응 태도를 형상화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학습 독자들은 상징을 해석할 때 1차 의미와 2차 의미의 관계에 대해서
는 대체로 무관심한 경향을 보인다. 이는 학습 독자들에게 상징 해석이란 일종의 
‘암호 풀이’ 과정으로 인식되는 데서 기인한다. 아래 학습 독자와 같이 상징이 지시
할 수 있는 관념들을 나열하는 식의 해석이 나타나는 것은 이와 같은 인식이 반영
된 결과라 할 수 있다.

[Ⅲ-Y12-또 다른 고향-감상문]
이 시의 백골은 화자에게 닥친 시련이며 ‘나’는 그러한 시련 속에서 고통 받

는 화자이며, 아름다운 혼은 화자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이상향에서의 삶이다. 
28) 김우창, ｢손들어 표할 하늘도 없는 곳에서｣, 권영민 편, 앞의 책, 1995, 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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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는 어둠 속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지조 높은 개(독립운동가)의 꾸짖
음으로 마음을 정하고 시련(백골)을 넘어서 시련이 존재하지 않는 곳, 이상향
(또 다른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러난다.

상징의 1차 의미와 2차 의미를 은유적 발화로 재구성하는 것은 텍스트에 명시적
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관계에 주목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암호 풀이식 해석에 익
숙한 학습 독자들이 해석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실천하기에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
다. 이는 학습 독자들이 상징에 대한 수사적 접근 태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석의 초점을 상징이 지시하는 현상의 측면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직
접적인 계기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 [Ⅲ-Y2-또 다른 고향-1차 감상문]
화자에 대한 계속된 억압과 간섭을 막기 위한 독립투사나 지식인들을 ‘지조 

높은 개’로 표현하여 밤 새워 어둠을 떨치기 위해 노력한다를 ‘밤새워 어둠을 
짖는다’로 표현한 것 같다.

(나) [Ⅲ-Y2-또 다른 고향-면담]
Y2 : ㉠지조 높은 개는 지적으로 좀 높고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생

각을 해서. 밤을 새워 어둠을 짖는다 그러잖아요. 어둠을 향해 짖는다고 생각을 
해서 어둠을 일제에 대한 억압? 이니까 그런 억압을 떨치자 이렇게 생각을 해
서 어둠을 짖는다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면담자 : 지적으로 높고 그런 사람을 왜 개로 표현했을까?
Y2 : 음…. ㉡개라고 다 멍청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것보다는 좀 더 용

맹하고 충성스러운? 좀 도덕적이고 그런 것과 관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
든 독립운동을 하다보면 좀 개처럼 막 싸우고 물고 이래야 할 것 같고.

(다) [Ⅲ-Y2-또 다른 고향-2차 감상문]
3연 ‘지조 높은 개는 / 밤을 새워 어둠을 짖는다’에서 지조 높은 개들은 ‘독립

투사들’을 의미하는 것 같다. 여기서 독립투사들을 하찮은 개로 표현한 이유는 
㉢화자에게 독립을 울부짖는 독립투사들의 행동이 매우 충직하긴 하지만, 그냥 
편안한 인간의 삶보다는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매우 각박하고, 처량해 보이는 느
낌을 더하기 위해 ‘개’로 표현하였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런 독립투사들은 
밤낮 가리지 않고 하루 종일 어둠을 향해 저항하고 있었으나 사회적으로 대접
받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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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Y2 학습 독자는 1차 감상문에서 지조 높은 개를 독립투사나 지식인의 상징
으로 해석하였으며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면담 과정에서 이 
학습 독자는 개라는 동물과 독립투사나 지식인이라는 대상 사이의 상관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을 받았고 양자의 유사성과 차이에 대한 인식을 
㉠, ㉡과 같이 재고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라는 동물이 갖는 용맹함과 충성심과 같
은 자연적인 속성이 부각되어 인식되었으며, 이를 통해 해석의 결과가 ㉢과 같이 
지조 높은 개와 독립투사라는 대상의 관계를 통해 지시되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읽어내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처럼 해석 과정에서 1차 의미와 2차 의미의 상관성을 구체화하도록 하는 구
성적 질문29)을 제시하는 것은 상징의 추론 가능한 의미를 찾는 데 정향된 학습 
독자들의 사고를 상징이 지시하는 현상의 측면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이를 참조하여, 2차 실험에서는 학습 독자들에게 상징의 1차 의미와 2차 
의미의 상관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학습 활동을 제시하였다.30)

[Ⅵ-S′1-또 다른 고향-학습 활동 3]
백골의 의미가 화자 자신의 현실에 안주하려는 생각이라면, 그것을 몸의 일부인 

‘백골’로 표현함으로써 현실에 안주하려는 생각이 외부로부터의 방해 요소가 아닌 
자신에게 더 밀접하게 연관된 것임을 드러내고, 자신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느낌을 준다. 이렇게 나 자신과 떼려야 뗄 수 없고, 버릴 수도 없는 생각이기에 그
것이 사라지는 것을 곱게 볼 수밖에 없고, 또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위 학습 독자는 의미 추론 과정에서 백골의 의미를 ‘현실에 안주하려는 생각’으
로 해석했다. 이 경우 백골을 곱게 보려 하고, 백골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화자의 양가적인 감정이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 학습 독자는 학
습 활동을 통해 신체의 일부로서 백골이 갖는 속성과 2차 의미 사이의 상관성을 

29) 구성적 질문은 문학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습 독자의 비평적 사고(critical thought)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제기될 수 있는 질문 유형의 하나로, 학습 독자가 텍스트의 의미를 
평가하고 재구성하여, 이를 자기 성찰 및 새로운 자기 형성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특성을 갖는다. 선주원, ｢질문하기 전략을 통한 문학 교수・학습 과정 연구｣, 국어교육학
연구 vol.18, 국어교육학회, 2004, p.262.

30) 학습 독자들에게 제시된 발문은 다음과 같다.
    “학습 활동 3. 상징의 의미가 A라면, A를 바로 그 대상으로 표현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

과는 무엇인가?(대상과 A는 서로에게 어떤 느낌, 이미지, 생각 등을 더해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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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조명하는 가운데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 즉, ‘백골’과 ‘현실에 
안주하려는 생각’ 사이에서 세속적 삶을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그
것을 신체의 일부와 같이 쉽게 버릴 수 없는 것으로 여기는 태도를 읽어냄으로써 
백골에 대한 화자의 복합적인 심리를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상징 의미의 추론 활동은 상징이 환기시키는 이미지와 문맥의 상호조
회 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학습 독자가 추론한 의미에는 1차 의미와 2차 의미
의 상관성을 조명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
서 1차 의미와 2차 의미를 은유적 발화로 재구성하는 것은 의미 추론의 과정에서 직
관적・무의식적으로 인지된 양자의 상관성을 보다 의식적이고 구체적으로 조명하는 
과정이 된다. 그러나 의미 추론의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해석의 개연성이 중시되는 
만큼 학습 독자들의 사고가 주로 1차 의미와 2차 의미 사이의 유사성의 측면에 초점
화되어있는 경향을 보인다. 상대적으로 1차 의미와 2차 의미 사이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은 간과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1차 의미와 2차 의미의 상관성을 조명하는 과정
은 아래와 같이 단순히 의미 추론의 결과를 재인하는 데 그칠 수도 있다.

[Ⅵ-S′5-또 다른 고향-학습 활동 3]
백골은 부정적 현실로부터 극복해야 할 존재이다. 백골이라는 사물은 화자가 

극복해야 할 상황이 어렵고 매우 힘든 듯한 이미지를 준다. 시인은 이를 통해 
자신이 처한 부정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 같다.

상징이 지시하는 현상을 이해하는 과정은 실재에 대한 예각성, 통합성, 투시성을 
갖는 진실을 전유하는 계기가 된다. 이런 관점에서 상징의 1차 의미와 2차 의미의 
상관성을 구체화하는 것은 상징의 가능한 2차 의미를 추론하는 것과는 다른 목표를 
갖는다. 즉, 여기서는 이미 의미 추론 과정에서 확인된 해석의 논리를 확증하거나 그 
개연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상징이 바로 그 의미와 관계맺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적, 정서적, 형상적 효과를 파악하는 데 초점이 놓이는 것이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1차 의미와 2차 의미의 상관성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의미 
추론의 결과를 재인하는 데 그치는 것은, 독자의 해석 활동이 이미 독자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나,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지식을 획득하는 데 머무르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습 독자들이 상징의 1차 의미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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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의미의 관계가 갖는 은유적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인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은유적 발화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유사점과 차이점의 긴장 속에서 세계에 대한 
특수한 인식을 표현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적 기능은 상징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한
다는 점을 학습 독자들이 인지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징에서 1차 의미와 2차 
의미의 연결을 통해 어떤 새로운 현상이 드러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조명하도록 하는 
활동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지시 상의 긴장성 악

상징을 통해 지시되는 현상은 실재 그 자체가 아니라 재기술된 실재의 성격을 갖는
다. 따라서 독자가 상징이 지시하는 현상을 이해하는 과정은 이와 같은 재기술의 실체
를 규명하는 과정을 수반하며, 해석 과정에서 이는 상징이 지시하는 현상과 대상에 대
한 독자의 경험적 인식을 대비함으로써 그 긴장성을 파악하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Ⅳ-S1-국화 옆에서-감상문]
내가 알고 있는 국화는 원래 ㉠꽃잎이 많고 색이 고와서 그리기 재밌는 대상

이다. 대국 같은 경우는 예쁘고 하얗지만, 핏기 없는 얼굴처럼 보이기도 해서 
새침한 여성 같다. 작고 노란 소국은 순박한 시골 처녀 같다. (……) 원래는 국
화꽃에 대한 나의 생각이 이토록 고난을 겪어도 꿋꿋하게 일어나고 더욱 성숙
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이미지는 아니었으나 이제는 ㉡의지적이고 원숙한 꽃
이라는 생각이 든다. (……) 때로는 그 작은 한 송이 또한 매우 큰 무게감을 가
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Ⅳ-S1 학습 독자는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평소 정물로 접한 국화에 대해 ㉠
과 같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노란 꽃잎의 소국(小菊)31)을 ‘순박한 시골 처녀’의 
느낌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인용된 감상문에서 이 학습 독자는 국화에 대한 이와 같

31) 김흥년은 동일 소재가 나타나는 서정주의 ｢향수｣ 등을 바탕으로, ｢국화 옆에서｣의 국화는 
고향의 풍취를 느끼게 하는 가을꽃인 감국(甘菊)일 확률이 높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
다.(김흥년, ｢국화꽃의 이미지 연구｣, 인문평론 vol.30,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p.49.) 그러나 자연과의 신비로운 상호작용 속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 국화를 ｢향수｣
에 나타나는 ‘밭길 가의 들국화’와 유사한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국화 옆에
서｣에서 재문맥화된 국화의 성격을 고려할 때 국화에 대한 상상은 독자에 따라 다양한 가
능성이 열려 있다고 봄이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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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험적 인식과 ｢국화 옆에서｣의 국화를 대비함에 따라 ㉡과 같이 국화라는 사물
이 드러낼 수 있는 새로운 존재 방식에 대한 인식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
다. 즉, 성숙한 누님의 이미지로 드러나는 국화를 통해 그 외양의 순박함과 풋풋함 
이면에 있는 강인함과 원숙성이라는 내면적 속성을 생각하게 됨으로써 한 송이 국
화가 갖는 무게감에 대해서 사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상징이 지시하는 현상과 대상에 대한 독자의 경험적 인식의 대비가 항상 
긴장성의 확인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석 과정에서 독자가 이
해하게 된 지시 현상이 실재에 대한 학습 독자의 기존의 경험과 인식에 어느 정도 
부합하면서도 그와는 다른 새로운 사실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32) 

(가) [Ⅴ-Ｈ′9-나븨-학습 활동 433)]
내가 보기에 나비는 나약한 곤충이다. 그런 나비를 비 맞은 환상이자 화자에

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로 표현함에 따라 작은 것이 갖는 강인함, 진짜 아름다움 
같은 걸 드러내는 것 같다. ㉢실제 나비가 그러한 지는 잘 모르겠다. 어떻게 보
면, 지나치게 판타지 같은 내용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나) [Ⅴ-Ｈ′6-나븨-학습 활동 4]
나비는 좀 불쌍한 곤충이다. 생김새도 그렇고. 그런데 나비를 ‘실패한 이상’으

로 해석하고 나니 ㉣나비 자체가 더 측은하고, 불쌍하게 생각되었다. 나비처럼 
조금은 소외되고 외로운 존재가 있는지 주위를 조금 돌아보게 된다.

(가) 학습 독자는 ｢나븨｣의 해석 과정에서 겉보기에는 약해 보였던 나비의 이면
에 있는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상징이 지시하는 현상의 긴장성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과 같이 대상에 대한 독
32) 상징의 지시 현상이 갖는 긴장성을 파악하는 것은 대상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무화시키

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의 유입을 통해 기존의 지식 체계의 질서를 재편하고 외연을 
확장하는 과정이다. 이는 피아제의 이론에서 동화와 조절의 순환적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
는 인지 발달의 과정에 부합한다. 여기서 동화의 조건이 현존의 사고방식 속에 새로운 환
경의 자극을 통합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상징이 지시하는 현상 대한 이해 또한 
대상에 대한 독자의 경험적 인식과 일정한 상관성을 갖는 것일 때, 독자의 인지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언주 외, 인지 발달과 교육, 양서원, 1993, p.27.

33) 2차 실험에서는 상징이 지시하는 현상과 독자의 경험적 인식을 대비하기 위한 활동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발문은 다음과 같다.

   “학습 활동 4. 상징이 A를 의미한다면, A라는 의미와 연결된 상징은 자신이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대상과 어떠한 상관성을 갖는지 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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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경험적 인식과 상징이 지시하는 현상이 서로 동떨어진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이 학습 독자에게 나비라는 상징이 지시하는 현상은 독자 자신의 삶과는 무
관한 순전히 허구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데 그치고 있다.

반면, (나) 학습 독자의 경우 대상에 대한 자신의 경험적 인식과 상징이 지시하
는 현상 사이의 간극이 인식되지 않고 있다. 즉, 나비를 ‘불쌍한 곤충’으로 본 평소 
자신의 인식과 ‘실패한 이상’을 의미할 수 있는 나비 상징 사이의 유사성만이 인식
될 뿐, ｢나븨｣에 나타나는 나비가 비록 처량한 처지에 있다할지라도 어떻게 이상으
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 지에 대한 사유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에서 나비가 이상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해발 오천 척 높이의 산장에 홀연
히 등장하여 환상처럼 사라진 대상이기 때문이다. 즉, 여기서의 나비는 환상성과 
신비로움이 극화된 문맥 속에서 등장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나) 학습 독자의 경
험적 인식 속 나비와는 다른 속성을 포함하게 된다. 그러나 (나) 학습 독자는 이상
으로서 나비가 갖는 성격을 조명하지 못하고 ㉣과 같이 나비에 대한 경험적 인식을 
강화하는 데 그치고 있다.

위 사례를 통해 학습 독자가 상징이 지시하는 현상의 긴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징의 1차 의미와 2차 의미의 상관성을 조명하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상징이 지시하는 
현상과 대상에 대한 독자의 경험적 인식 사이의 대비 과정이 양자의 연관성과 차이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상징이 지시하는 현상의 긴장성은 대상에 대한 독자의 경험의 편폭에 따
라 달리 이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래 사례와 같이 상징이 사용되는 문화적 전
통에 대한 독자의 이해도가 높을 때 상징이 지시하는 현상은 별다른 긴장성을 갖
지 않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김흥년-국화 옆에서-2012:42]
사군자의 하나인 국화는 주로 양반 사내의 군주에 대한 절개를 의미한다지만, 

춘향이 같은 미천한 아낙네의 정조(貞操)의 상징이기도 하다. 우리는 군주에 대
한 절개를 맹세하는 양반이 스스로 남성인 군주에 대해 자신을 여성화시켜 오
상고절을 뜻하는 사군자의 꽃으로 나타내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사군자가 양
반 남성의 상징이라고 해서 사군자의 꽃이 남성적 젠더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 
상징화의 과정은 이렇다. 사군자의 꽃으로 상징화될 양반 남성이 먼저 여성화돼 
있어야 하고, 그렇게 여성화된 존재라야 꽃으로 상징화되는 것이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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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주의 ｢국화 옆에서｣는 동양 문화권에서 관습적으로 충의나 절개를 상징하는 
국화를 재문맥화함으로써 문학적 상징으로 승화한 사례로 평가된다.35) 특히, 국화
에 투영된 누님의 형상은 시인이 작품의 구상 단계에서부터 염두에 두었던 것으
로,36) 사군자의 문화적 전통과 누님의 형상 사이의 간극은 이 시에서 국화가 갖는 
긴장성을 부각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위 전문 독자와 같이 국화가 갖는 여성성은 그것과 관계된 문화적 전통을 
어떤 관점에서 파악하느냐에 따라 그다지 낯설지 않은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즉, 우리의 문화적 전통에서는 실제적으로 사군자로서 국화를 표현할 때도 그것을 
남성적 이미지에 국한하지 않았으며 국화가 여성의 정조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경우
도 빈번하다는 점에 착안하면, 국화에 투영된 누님의 이미지는 비록 정조를 지키는 
여성의 형상은 아니지만 자신의 의지와 신념을 지키는 여성상으로서 국화와 관련된 
문화적 전통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물론, 전문 독자에 비해 문학 경험이 부족한 학습 독자들의 경우 상징이 지시하
는 현상의 긴장성을 인지할 개연성이 높으며, 문학을 통한 학습 독자의 정신적 체
험의 확대・심화를 목표로 하는 문학 교육37)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수・학습 과정에서는 학습 독자에 따라 상징의 지시 현상이 갖는 
긴장성의 이해도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상징이 지시하는 현상과 대상에 대한 학습 독자의 경험적 인식을 대비하는 과정
은 교수・학습 과정에서 활동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은 반응이 나타나더라도 그러한 
반응의 발생 원인에 대해 학습 독자 스스로 성찰해 보게 하거나, 상징이 지시하는 
현상과 대상에 대한 독자의 경험적 인식 사이의 상관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과정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34) 김흥년, 앞의 논문, 2012, p.42.
35) 김용직, ｢상징이란 어떤 것인가｣, 김용직 편역, 상징, 문학과지성사, 1988, p.43.
36) “그래서 내가 어느 해 새로 이해한 이 정일(靜溢)한 40대 여인의 미의 영상은 꽤 오랫동안

-아마 2, 3년 그 표현의 그릇을 찾지 못한 채 내 속에 잠재해 있다가, 1947년 가을 어느 해
어스름때 문득 내 눈이 내 정원의 한그루의 국화꽃에 머물게 되자, 그 형상화 공작(工作)이 
내 속에서 비로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서정주, 시창작법, 叡智閣, 1982, p.108.

37)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pp.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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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석 맥락의 확장을 통한 상징  진실의 유

시 텍스트의 상징에 대한 독자의 해석 활동은 상징이 매개하는 실재에 대한 진
실을 전유함으로써 완수된다. 상징적 진실이란 “세계-내-존재(being in the 
world)의 새로운 존재 방식, 즉 세계 속에 살기, 그리고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가능성을 세계에 투사하기와 같은 새로운 존재 방식”38)을 표현하는 명
제로서 상징이 지시하는 재기술된 실재를 바탕으로 구성될 수 있다. 

물론, 상징적 진실을 독자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독자 스스로 자신이 지
금껏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세계에 대한 자동화된 인식을 극복하고 텍스트가 
열어주는 모든 새로운 생각들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가 요청된다는 
점39)에서 전유의 과정이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해석 활동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독자가 상징적 진실의 전유에 이르는 과정은 상징의 불확정성
을 매개로 한 지속적인 반성과 사변의 변증법을 수반하게 된다. 

이상적인 해석의 과정에서 반성과 사변의 변증법은 독자와 텍스트 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실제적인 시 텍스트의 상징 해석 과정에서는 문
학 비평의 관습에 따라 독자의 경험, 작가에 대한 정보, 시 텍스트와 관련된 사
회・문화적 배경 등의 상호주관적 맥락40)을 활용하게 된다. 문제는 이와 같이 텍
스트 외부의 해석 맥락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상징의 긴장성이 해석 맥락의 명증성 
속으로 환원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상징 해석 활동을 통해 독자가 획
득하게 되는 명제는 실재에 대한 일반화되어 있거나 관습화된 진실에 그칠 수 있
다.
38) P. Ricoeur, 앞의 책, 1998, p.109.
39) 리쾨르는 텍스트를 전유하는 독자를 ‘텍스트의 제자’로 부른다. 텍스트의 제자로서의 독

자는 자신의 나르시시즘적 자아를 텍스트에 덮어씌우는 존재가 아니라 자아를 버리고 텍
스트의 세계에 복종하는 존재가 된다. 김영한, 하이데거에서 리꾀르까지 –현대 철학적 해
석학과 정신적 해석학, 박영사, 1987, p.597.

40) 만하임은 “의미는 자기충족적이며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넘어서서 이의 
표현에 전제가 되는 포괄적인 의미 맥락의 참조를 통해서 생성”되는 것으로 보며, 텍스트
를 둘러싼 상호주관적 맥락을 고려함으로써 해석의 상대주의가 지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김미혜는 시 텍스트의 해석 과정에서 독자가 참조할 수 있는 상호주관
적 의미 맥락으로 작가 변인, 독자 변인, 상호텍스트적 맥락, 해석공동체의 관습 등을 제
시한 바 있다. 김병철, ｢해석학적 방법으로서의 Karl Mannheim 지식사회학 연구｣, 서울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p.59.; 김미혜, ｢텍스트 해석에 있어서 타당성의 조건에 관한 
연구｣, 국어국문학 vol.135, 국어국문학회, 2003, pp.46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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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징 해석 과정에서 맥락화(contextualization)41)가 실재에 대해 예각성, 
통합성, 투시성을 갖는 진실을 전유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관습화
된 상징 해석에 대한 문제제기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는 학습 독자들이 
이와 같은 상호주관적 맥락을 활용하여 상징적 진실의 전유로 나아가는 양상을 활
용된 상호주관적 맥락의 성격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1) 독자 맥락으로의 확장

리쾨르에 따르면 전유란 “텍스트 자체로부터 새로운 존재 양식을 부여받음으로
써 자기-투사의 능력을 확장하게 되는”42) 과정이다. 이는 상징 해석 활동에서 전
유의 과정이 상징을 텍스트 외부의 맥락으로 환원하거나 상징에 대한 선입견을 텍
스트에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와 텍스트의 상징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
하여 독자 자신이 지금껏 알지 못했던 실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획득하는 과정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징적 진실의 전유에 이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징에 대한 독자의 능동적인 내적 대화43)가 수반되어야 한다.

상징은 그것의 지시적 의미를 일정하게 초월하게 된다는 점에서 허구적 성격을 
갖지만, 동시에 이러한 초월 작용은 상징이 시 텍스트라는 폐쇄적인 담화 구조를 
넘어서 현실을 지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상징이 지시하는 재
기술된 실재는 현실과 전혀 무관한 허구적 형상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현실의 
복잡한 상황을 압축적이면서도 적확하게 지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독자
가 상징의 지시 작용이 갖는 이와 같은 특성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상징이 지시하
는 현상은 아래 학습 독자의 사례와 같이 삶의 특정한 단면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41) 독자가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맥락을 선별하고, 텍스트를 특정한 

맥락 속에 위치 짓는 과정을 의미한다. 김미혜, 비평을 통한 시 읽기 교육, 태학사, 
2009, pp.60-71.

42) P. Ricoeur, 앞의 책, 1998, p.156.
43) 최미숙에 따르면, 대화란 단순히 두 주체가 말을 주고받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다른 관점 혹은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시적 사유 방식을 성찰할 수 있으며, 새로
운 시적 사유를 추동시킬 수 있는 상호 소통 형태”를 의미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해
석 과정에서의 내적 대화란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독자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시적 사고들 간의 대화”로 정의된다. 최미숙, ｢대화 중심의 현대시 교수・학습 방법｣, 국
어교육학연구 vol.26, 국어교육학회, 2006, pp.23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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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S′1-또 다른 고향-감상문]
혼란스러운 상황이 오면 그 외부사항에만 신경 쓰고 나 자신에 대해서 신경 

써본 적이 없다. 이 시의 화자처럼 자아 분열의 과정 속에서도 나 자신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와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이 
시를 읽어보면서 나 자신에 대해 물어보고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상징의 해석은 궁극적으로 독자의 자기 이해에 기여함으로써 그 의의를 갖는다. 따
라서 독자가 위 사례와 같이 해석 과정에서 이해한 바를 독자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상징 해석 본연의 의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독자의 성찰적이고 능동적인 해석 태도의 형성을 도모하는 시 해석 
교육에서도 이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독자의 자기 이해란 결국 상징이 열어주는 ‘생각’44)을 따라 이루어져야 한
다는 것 역시 이 과정에서 중시될 필요가 있다. 즉, 상징이 텍스트를 통해 지시하는 
현상과 무관하게 독자 자신의 경험이나 선입견을 상징에 투사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자신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기 
이해의 본래적 성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가) [Ⅵ-S′5-또 다른 고향-감상문]
나도 인생에 적어도 한 번쯤은 방황과 여러 내적 갈등이 생길 것이다.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바로 이 시가 떠오를 것이다. 이러한 갈등을 빨리 해결, 극복
함으로써 나는 한 층 더 성장할 것이고, 내 인생 나름대로의 이상향, 또 다른 
고향에 갈 것이다. 나는 좌절하지 않고 꼭 극복하고 싶다. 

(나) [Ⅵ-S′7-또 다른 고향-감상문]
자신이 지향하는 세계로 가기 위해선 무엇인가를 극복해야만 한다. 그 극복해

야 할 존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시각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
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자신의 목표를 위해 나의 부정적인 면들을 과
감히 버리고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극복해 나간다면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44) 리쾨르에 따르면 상징철학의 역사는 신화시대에 충만했던 언어에 대한 상실과 회복의 역사
에 해당한다. 현대인은 기술(테크닉) 언어가 지배적인 세상에 살고 있으며, 상징의 해석은 이
러한 시대 속에서 상징이 불러일으키는 ‘생각’에 따라 충만하고 ‘꽉 찬’ 언어를 다시 찾으려는 
노력이 된다. P. Ricoeur, 양명수 역, 해석의 갈등, 한길사, 2012, pp.32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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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 (가), (나)의 학습 독자들은 ｢또 다른 고향｣의 해석을 통해 좌절을 극복하
는 의지나 부정적인 면을 긍정적으로 극복하는 태도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고 기술하
고 있다. 이는 해석을 통해 삶에 대한 의지적 태도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
를 갖지만, 이러한 깨달음이 시 텍스트의 상징이 열어주는 생각에 기초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두 학습 독자가 기술한 깨달음은 모두 백골에 투영된 화자의 복합적인 
심리적 갈등 상황에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 사례와 같이 학습 독자들은 상징이 지시하는 현상을 통해 독자 자신의 삶을 반
성하고, 이로부터 교훈을 이끌어내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가 학습 독자의 인
격 함양을 도모하는 문학 교육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우의
화 과정에서 상징이 지시하는 현상의 긴장성이 단순화된다면, 해석 활동이 상징에 대
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이끌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상징 해석 활
동의 목표를 상징적 진실의 전유에 둘 때 이러한 결과는 결국 독자에게 내면화된 가
치관을 텍스트를 통해 확인하는 데 그쳤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제한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징이 지시하는 현상의 긴장성과 독자의 삶의 지평45)
이 보다 밀접하게 조응될 필요가 있다. 아래의 경우 독자 자신의 삶의 지평과 상
징에 투영된 복합적 갈등 상황 사이의 보다 밀접한 상호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해석 과정에서 단순히 자신의 선입견을 확인하는 차원에 머무른 학습 독자
들에 비해 진전된 해석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Ⅵ-S′13-또 다른 고향-감상문]
여기에서 나는 화자가 자신을 표현한 ‘백골’이 나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일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 ㉠나에게는 정말 큰 꿈이 있지만 그 꿈을 이뤄가기엔 세상
의 벽이 높고, 그래서 나의 가능성에 한계를 그어 놔버린, 시대에 휩쓸려 살아
가는 나 자신이 ‘백골’ 같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이 시의 화자가 
지향하는 것처럼 결국엔 백골도 고향도 버리고,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으로 갈 
수 있을까? 백골이 나의 부정적 자아라 할지라도 그것은 끊임없이 노력하며 극
복해 나가야 할 부분이자, 나를 결국 나답게 만들어 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향이 암담하다고 해서 그것을 버리고 또 다른 고향을 찾는 화자의 
태도는, 어쩌면 당대의 시대 속에서 정말로 치열한 고민의 결과일지 모르겠지

45) 현상학에서 지평(horizon)이란 경험에 ‘구조’ 자체를 부여하는 것으로, 인간의 공간 지각 
뿐만 아니라 시간의 내면 의식, 상호주관 관계를 지배하는 ‘체험된 세계’의 총체를 의미한
다. M. Collot, 정선아 역, 현대시와 지평구조, 문학과지성사, 2003,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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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지금의 나로서는 공감하기 어려웠다. ㉡화자는 아름다운 고향으로 지조 높
은 개에게 쫓겨서 간다. 그러나 나는 아름다운 혼을 쫓아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
고 있다. 나에게 친구들은 지조 높은 개처럼 나보다 월등히 높은 존재는 아니지
만, 나와 함께 같은 꿈을 지향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인 것 같다. 아직 이
루지 못했지만, 나를 반성하게 만들어 주고 ‘같이 가자’라고 목표를 향하는 길에 
손을 내밀어 주는, ㉢그 손을 잡고 서로의 ‘아름다운 혼’을 더욱 굳건히 해주는 
존재들이 있기에 나는 내 백골을 버리지 않을 수 있다.

Ⅵ-S′13 학습 독자는 ㉠과 같이 백골이 지시하는 화자의 현실에 대한 태도를 자
신의 삶에 견주어보고 이를 통해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와 독자 자신
의 태도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다. 화자의 태도는 당대 현실에서의 치열한 고민
의 산물일 수 있지만 화자와 다른 시공간에 놓여있는 독자 자신에게는 더욱 유의미
한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 학습 독자는 ㉡과 같이 지
조 높은 개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이 시의 화자는 지조 높은 개라는 윤리
적으로 우위에 있는 존재에 의해 백골에 대한 자신의 번민과 갈등을 추스르지도 못
한 채 또 다른 고향으로 향하게 되지만, Ⅵ-S′13 학습 독자에게는 자신을 반성하게 
해주면서도 같은 길을 걸어가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학습 독자는 ㉢
과 같이 아름다운 혼의 추구는 개인의 각성과 그에 따른 결단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
이 아니라 같은 고민을 품은 동료들과의 연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단한 자기 극복
의 과정을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다는 이해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이처럼 Ⅵ-S′13 학습 독자는 상징이 지시하는 현상과 독자 자신의 삶 사이의 관
련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는 가운데 그것이 갖는 의의를 규명하고 있다. 이 과
정에서 상징이 드러내는 화자의 복합적 심리가 곧바로 단순화된 교훈으로 환원되지 
않고 그 자체로 독자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이 열어
주는 생각에 따른 자기 이해의 과정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가장 중립적이고 비정치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미(美)’의 영역까지 식민 
지배를 내재화하는 논리로 작용하고 있었던 당대의 현실46)에서 또 다른 고향으로의 
46) 1930년대에 일본은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을 합리화한 ‘대동아공영권’ 사상을 보급하였다. 

이때 ‘미’는 대동아공영권 사상의 보편화를 위한 근거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아시아는 이
미 미적으로 하나이며 따라서 정치적・경제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로 표명되었
다. 윤동주는 1940년을 전후로 하여, 딜타이나 월터 프랭크 등의 미학 이론서를 탐독하
며, 현실에 대한 미적 대응논리에 천착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왕신영, ｢1940년대 전후의 
윤동주 -‘미’에 대한 천착을 중심으로｣, 비교문학 vol.60, 한국비교문학회,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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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추구하는 시인의 고뇌는 비록 그것이 외부적 각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할지라도 도피적이거나 수동적인 태도로만은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대
립적 견해는 Ⅵ-S′13 학습 독자의 전유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의 가능성47)으로 존재
하며, 이는 상징에 대한 독자의 해석이 일회적인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인 반
성과 사변의 순환적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잠재적인 계기가 된다.

(2) 작가 맥락으로의 확장

상징은 불분명하고 모호한 현상을 지시함으로써 그것과 연관된 정서나 생각을 
구체화하게 만든다.48) 이러한 정서나 생각이 갖는 긴장성에 부합하는 상황을 독자
의 삶의 지평 속에서 발견하기 어려울 때, 독자는 그러한 정서나 생각을 발생시킨 
발화자의 의도를 추체험(追體驗, Nacherleben)49)함으로써 그것이 갖는 의의를 규
명할 수 있게 된다.

[Ⅴ-H′2-나븨-감상문]
나 스스로도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실감하고 가끔 우울해질 때가 있지만 ㉠

작가가 지식인으로서 열심히 이상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 얼마나 괴로웠을지는 생각하기가 힘
들다. 나비를 가엽게 여기고 한낱 나비의 눈짓에 두려움을 느끼는 화자의 태도
는 그러한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마음이 드러난 게 아닐까. 이런 관점에서 ㉡｢나

47) 메이에르에 따르면 물음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해석은 그와 연관된 또 다른 대답을 낳을 수 
있는 잠재적인 물음의 성격을 갖는다. 이에 대한 메이에르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의미가 물음-대답의 관계로 정의될 수 있다면, 이것은 또한 이 발화들이 대답하기를 구성한
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석학적 질문 과정에 대한 대답으로 나타나기
도 한다. (……) 대답들은, 마치 (응답적) 결론들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자신들이 
해결하도록 요청 받은 문제의 재구성 혹은 전위를 이루는 듯이, 다시 한 번 물음들로 변환될 
수 있다.” M. Meyer, 이영훈・진종화 공역, 언어와 문학,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 p.79.

48) W. Y. Tindall, The Literary Symbol, Bloomington: Ind-Indiana University Press, 
1974, pp.12-13.

49) 딜타이는 추체험을 “영향의 전개를 거슬러 추적하는 역진적 작업(inverse Operation)”으
로 정의한다. 딜타이는 추체험의 두 계기로 행위자들의 사회적 환경과 삶의 외적 상태를 
생생하게 ‘현재화(Vergegenwärtigung)’하는 것과 ‘상상력(Phantasie)’을 통해 해석자 자신
의 삶의 연관에 내재한 행동양식, 감정, 욕구, 지향 등의 특정 측면을 부각시키거나 배제
함으로써 타인의 정신적 삶을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제시한다. 신진욱, ｢삶의 역사성과 추
체험｣, 담론 201 vol.12, 한국사회역사학회, 2009, pp.123-124.



- 86 -

븨｣는 자신의 이상이 여전히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그 희망의 날갯짓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 날갯짓이 점차 사그라지는 것에 대해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한 인간의 괴로움을 표현하는 시라고 생각한다. 

위 학습 독자는 정지용의 ｢나븨｣에서 나비에 대한 화자의 복합적인 심리는 곧 
작가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과 같이 작가의 발화 의도
를 상상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비에 대한 화자의 복합적인 심리가 
㉡과 같이 현실에 대한 대응 태도의 측면에서 의미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Ⅴ-H′2 학습 독자가 상상적으로 재구성한 발화 의도는 작가에 대
한 단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작가가 실제로 상징에 투
영하고자 했던 의도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50) 그러나 상징 해석 과정에서 독자
가 추체험할 수 있는 발화자를 반드시 상징을 창조한 실재하는 인격체로서의 작가
와 동일시할 필요는 없다.

시 텍스트의 해석 과정에서 작가와 독자는 일상적인 대화 상황에서의 발화자와 
청자와 달리 상호 독존(獨存)을 전제로 하는 존재들이며,51) 해석 과정에서 독자와 
대화하는 작가란 텍스트 외부에서 작품의 의미를 결정짓는 데 권위를 행사하는 인
격적 실체가 아니라, 작품의 문체 속에서 개별화된 인격체로 존재하는 작가가 된
다.52) 이는 학습 독자들이 상징 해석 활동에서 추체험해야 할 발화자는 시 텍스트
의 실질적인 발화 주체인 화자를 통해 실현되는 작가53)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50) 선행 연구 및 비평에서 ‘나비’에 투영된 시인의 의도로는 ‘자의식과의 대면에 대한 두려
움’, ‘동양적 정신세계를 지탱할 수 없어 흔들리는 모습’, ‘자기동일성의 상태에 도달할 수 
없는 식민지 근대적 자아의 근원적인 존재상황’ 등이 제시된 바 있다. 순서대로, 김문주, 
앞의 논문, 2005, p.120.; 여태천, ｢절정에서 만난 환상｣, 최동호・맹문재 외, 다시 읽는 
정지용 시, 월인, 2003, p.304.; 김신정, ｢정지용 시 연구 –감각의 의미를 중심으로｣, 연
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p.109. 참조.

51) 김정우, 앞의 논문, 2004, p.23.
52) P. Ricoeur, edited, translated and introduced by J, Thompson, Hermeneutics and the 

Human Sciences: Essays on Language, Action and Interpret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p.189.: 서상문, ｢Ricoeur 전유의 교육해석학적 함의와 도덕교육
｣, 교육철학 vol.40, 한국교육철학회, 2010, pp.127-128에서 재인용.

53) 화자는 시 텍스트에서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고 있는 발화의 주체이자, 시인으로부터 독
자에게로 향하는 소통을 매개하는 시적 장치에 해당한다. 시 텍스트는 시인에 의해 창작
된 것이므로 화자가 시인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인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
시에 시 텍스트는 문자화된 형태로 소통되는 ‘구성된 발화’이며, 따라서 발화의 주체를 항
상 시인 그 자신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진가연, ｢화자를 중심으로 한 시 감상의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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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물론, 작가란 그 역할을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하더라도 텍스트에 대한 모범적인 

독자로 기능할 수 있으며,54) 독자가 상징이 지시하는 현상의 긴장성을 이해하는 
데 작가의 실제 의도가 전적으로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해석 과정에서 작
가의 실제 의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것은 상징을 창조하는 작가의 의도 자체가 불
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시인들이 시 텍스트에서 상징을 활용하는 이유는 어떤 것을 숨겨 표
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설명된다.55) 이러한 설명이 시 텍스트에 나타나는 모든 상징의 창작 배경을 설명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상징의 불확정성에는 그것의 배경이 되는 발화자의 불분명
한 의도, 동기, 심리가 반영된다는 점은 추정할 수 있다. 즉, 상징의 불확정성을 
수용한다면 그것의 발화 의도 또한 그에 준하게 불확정적인 것, 최소한 복합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56) 예를 들어, ｢또 다른 고향｣에서 백골이 지시하
는 바가 불분명한 것은 아래 전문 독자의 지적과 같이 그에 투영된 작가의 의도 
자체가 모호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일 수 있다.

[마광수-또 다른 고향-2005:117]
‘백골’의 상태로 나아갈 것인가, ‘아름다운 혼’의 상태로 나아갈 것인가, 시인

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우유부단함에 대한 일종
의 방어기제(防禦機制)로서 이런 모호한 표현을 계속 쓰고 있다. 울고 있는 것
의 주체가 무엇인지조차도 시인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온갖 상념이 한데 어
우러져 그의 내부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백골이 우는 것인지 내
가 우는 것인지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인지 구별할 수조차 없다.57)

한편, 상징에 투영된 작가의 의도는 작가가 상징의 창작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
한 경우에도 명료하게 해명되지 않을 수 있다.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p.15.
54) U. Eco, 김광현 역, 해석의 한계｣, 열린책들, 1995, p.167.
55) 오규원, 현대시작법, 문학과지성사, 1993, p.288.
56) 에코는 진정한 상징적 방식은 “발신자와 수신자 둘 다 진정으로 원하면서도 결정적인 해

석의 윤곽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로 제한된다고 말한다. U. Eco, 김성도 역, 기호학과 
언어 철학, 열린책들, 2009, p.258.

57) 마광수, 윤동주 연구, 철학과현실사, 2005,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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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젊은 철의 흥분(興奮)과 모든 감정소비를 겪고 인제는 한 개의 잔잔
한 우물이나 호수와 같이 형(型)이 잡혀서 거울 앞에 앉아있는 한 여인의 미의 
영상(映像)이 내게 마련되기까지에는, 이와 유사한 많은 격렬(激烈)하고 잔잔한 
여인의 영상들이 내게 미리부터 있었을 것임은 물론입니다. (……)

또는 저 에집트의 여왕 크레오파트라와 같이 오만(傲慢)하고 요염(妖艶)한 
여인, 또는 산악(山岳)과 같이 든든하고 건실하고 관대(寬貸)히 아름다워 우리
가 그 무릎아래 가서 포근히 쉬어보고 싶은 여인, 또는 성모마리아와 같이 다수
굿하고 맑고 성스러운 여인 또는 저 진이(眞伊)와 같이 스스로도 멋지고 또 고
차원의 온갖 멋을 이해할 수 있는 여인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성질의 여러 가
지 형태의 여러 가지 여인의 미의 영상이 우리의 속에 계속해서 있을 수 있습
니다. (……)

요컨대 나는 인생이란 되도록 오래 체험하고 살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따름입니다.58)

인용된 ｢국화 옆에서｣의 창작 과정에 대한 시인의 술회는 시 텍스트의 국화에 투영
된 작가의 의도, 동기, 심리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음으로써 국화의 상징적 의미
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가 실제 작품 속 국화
가 매개할 수 있는 상징적 진실의 가능성을 온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독자는 인용문으로부터 시인이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수많은 여인들의 미의 영상
이 국화에 응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누님의 형상은 단순히 국화에 대한 장식적
인 묘사가 아니라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가치나 인식을 함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기대어 누님으로부터 “크레오파트라와 같이 오만하고 요염
한 여인”을 떠올리거나, 시 텍스트의 주제를 “인생이란 되도록 오래 체험하고 살 
가치가 있는 것”에 국한지어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는 어디까지나 상징의 창작 과
정에서 떠오른 시인의 상념일 뿐, 이것이 시 텍스트의 내적 질서 속에서 드러나는 
초자연적인 국화의 성격을 적절하게 밝혀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징을 창조한 작가의 실제 의도는 독자가 상징적 진실을 전유하는 과정
에서 일정한 방향성과 참조점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독자가 전유해야 할 
상징적 진실의 성격을 결정해 주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즉, 작가의 실제 의도와 
텍스트를 통해 실현된 의도는 다를 수 있으며,59) 양자의 간극은 독자가 상징의 긴
58) 서정주, 앞의 책, 1982, pp.107-108.
59) 이는 문학 작품에서 발화자의 의도는 문학적 의미에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작품의 내적 

구조와 창작의 맥락상, 합법적으로 특수성에 호소하면서 최적의 상태로 가설화(hypo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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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을 작가에 대한 특정한 정보로 환원하지 않도록 하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학습 독자들이 작가 맥락과의 생산적 소격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해석 

과정에서 작가에 대한 정보와 내적 문맥을 바탕으로 한 독자 자신의 해석 사이의 
관련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명하는 태도가 요청된다.

[Ⅵ-S′1-또 다른 고향-감상문]
㉢<또 다른 고향>의 창작 당시의 전기적 자료를 읽으면서 이 시의 의미는 

내가 생각하였던 해석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른들의 기대감으로 인
해서 가지게 되는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 더 잘 알게 된 것 같다.(사실 알기보단 
우리도 현실에서 많이 받고 있다) 이러한 부담감이 없는 자신이 하고 싶어 하
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또 다른 세계를 원하였던 게 아닐까 싶다.

위 사례와 같이 독자가 작가에 대한 정보에 과도한 권위를 부여할 때, 상징이 
지시하는 복잡하고 모호한 현상은 작가가 경험한 특정 사건에 대한 우화로 단순화
될 위험이 있다.60) 특히, 작가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부족한 학습 독자들의 경
우 ㉢과 같이 작가에 대한 정보와 자신이 해석 과정에서 이해한 내용61) 사이의 
차이가 발생할 때,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한 탐구 과정 없이 곧바
로 자신의 해석을 수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상징에 대한 해석 활동이 이와 같이 작가 맥락의 권위에 학습 독자의 해석을 종
속시키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면, ‘낯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전유의 과정이 
발생하기는 어려우며, 이는 해석을 통한 정체성 확인을 목표로 하는 시 해석 교육

sized) 혹은 구성(construct)된다고 보는 가설적 의도주의(hypothetical intentionalism)의 
관점에 해당한다. 이런 관점에서 레빈슨은 작가의 실제 의도는 해석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유의미하지만, 텍스트로 구현되지 않은 실제 의도는 그에 대한 작품 외적인 증거가 있
다고 해도 해석의 타당성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신운화, ｢작품 해석에 있어서의 
온건한 의도주의｣, 미학 vol.68, 한국미학회, 2011, pp.108-109.

60) 윤동주의 경우 시인의 전기적 상황을 바탕으로 시 텍스트를 우의적으로 이해하는 경향
에 대한 반성이 여러 논자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예를 들어, 남진우는 저항 시인으로서
의 윤동주에 대한 선입견이 그의 시에 나타나는 빛/어둠 이미지의 복합성을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암울한 시대적 상황과의 대비라는 알레고리적 상황으로 도식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남진우, ｢윤동주에 나타난 향암성의 상상력｣, 한국문예비평
연구 vol.38, 한국문예비평학회, 2012, pp.166-167. 

61) 위 학습 독자는 지시 현상의 이해 과정에서 백골에는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생각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그러한 생각 자체를 자신과 떼어 내기 힘들다는 고뇌가 함축되어 있
는 것으로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장 3절의 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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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의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62) 따라서 교수・학습 과정에서는 학습 독자들
이 상징에 투영된 작가 의도의 복합성과 모호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가가 기술한 창작 의도 및 작가에 대한 전기적 정보에 학습 독자 자신
의 해석을 일방적으로 종속시키지 않도록 하는 태도를 갖게 할 필요가 있다.

(3) 사회・문화  맥락으로의 확장

일반적으로 상징은 “우리의 지각 경험 가운데 비교적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요소”
이자 “지각 경험 자체만으로 전달되지 않거나 충분히 전달될 수 없는 더욱 광범한 
어떤 한 의미 혹은 일련의 의미”와 관계한다.63) 이와 같은 지속성과 반복성은 상징
이 그것과 관계된 사회・문화적 배경과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

휠라이트의 상징 분류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상징은 그 환기력의 범위에 따라
인류 보편적인 성격을 갖기도 하며, 이 경우 해석 과정에서 적용 가능한 사회・문화
적 맥락이 무한정하게 확대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장 조사에 참여한 학습 독자들의 
경우 상징과 연관된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선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으며, 
해석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맥락을 활용하는 양상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64) 

현장 조사에서 학습 독자들은 주로 작품이 창작된 시대적 상황을 바탕으로 상징
의 지시 현상이 갖는 의의를 규명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학습 독자들에게 역
사주의적 해석 방법이 익숙한 것과 더불어 현장 조사에서 제시된 텍스트가 일제의 
식민 지배가 정점에 다다른 특수한 시기에 창작되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
다. 상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생산된 시대적 상황에 대한 정보가 미치는 
영향력은 아래 학습 독자들의 감상문에서도 확인된다.

62) 김정우는 해석이란 본질적으로 인간이 세계내적 존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인
식하며, 성장시켜 가는 과정으로 보고, 정체성 형성을 위한 시 텍스트 해석 교육의 내용으
로 해석에 대한 성찰적 태도와 능동적 태도의 형성을 제시하고 있다. 김정우, 앞의 논문, 
2004, pp.144-151.

63) P. Wheelwright, 김태옥 역, 隱喩와 實在, 文學과知性社, 1983, p.94.
64) 여기에는 현장 조사에서 학습 독자들이 해석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가적 지식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제시된 텍스트가 학습 독자가 선행 학습으로 배우지 않은 낯선 텍
스트였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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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H4-나븨-감상문]
평소에 생각해 보지 않은 장면이라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 시의 상징을 이해

하기 위해서는 시가 창작된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시인에 관한 설명이 첨부되어
야 할 것 같다.

[Ⅴ-H′8-나븨-감상문]
상징이 뭔가를 전달하는 건 알겠는데 그걸 표현하기는 어렵다. 나는 시가 창

작된 시대적 배경과 같은 배경지식을 알고 읽는 것과 알지 못하고 읽는 것이 
차이가 크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위 학습 독자들은 감상문 작성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주체적으로 상징의 지시 작
용이 갖는 의의를 규명하지 못한 학습 독자들로, 감상문에서 자신들이 해석의 지
체를 겪은 원인을 시대적 상황에 대한 정보의 부재에서 찾고 있다. 단편적인 사례
이긴 하나, 학습 독자들이 상징을 해석하는 데 있어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상징이 갖는 현실과 허구의 이중적 적합성65)을 고려할 때, 학습 독자들
이 상징과 연관된 사회적 맥락에 대한 배경지식을 갖고 있다 해도 상징이 지시하
는 현상의 긴장성과 사회적 맥락이 맺는 구체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다. 이 과정에서 상징이 지시하는 현상의 긴장성이 사회적 맥락을 통해 
단순화되는 양상도 나타난다.

[Ⅴ-H′10-나븨-감상문]
처음에는 나비가 자유로우면서도 구속된 이중적 존재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 

시가 창작된 시대에 대해 알고 읽어보니 색다르게 다가온다. 1941년은 일제 말기
이다. 그 당시는 우리나라의 암흑기였다. ㉠이런 면으로 보면 아늑하고 따뜻한 산
장 안은 독립을 이룬 후의 대한민국 같은 이상적 공간이 되고. 자유로움의 상징인 
나비는 독립의 꿈을 나비를 방해하는 비는 일제의 억압을 의미하는 것 같다.

65) 상징은 지시적 의미를 바탕으로 연상 작용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현실 세계와 관련되지
만, 동시에 문맥을 통해 지시적 의미를 초월하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됨으로써 허구적 성
격을 갖는다. 이때 상징의 1차 의미와 2차 의미가 상관성을 갖는 특성으로 인해 현실과 
허구는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는 균형관계를 이루게 되며, 상징은 현실과 허구, 실재와 비
실재를 포함하는 이중적 적합성을 갖게 된다. U. M. Urban, ｢상징 체계의 일반 이론｣, 김
용직 편역, 앞의 책, 1988,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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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학습 독자는 학습 활동을 통해 나비를 자유로우면서도 구속된, 양가성을 갖
는 존재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감상문에서 이러한 나비의 양가성은 당대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학습 독자의 선이해를 통해 단순화되고 있다.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Ⅴ-H′10 학습 독자는 시가 창작된 시대적 배경을 이상과 현실이 명확히 대
립했던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따뜻한 산장 안은 이상, 나비는 
이상의 추구, 나비에게 고난을 안겨주는 비는 일제의 억압이라는 도식화된 이해로 
나아가고 있다.

이처럼 해석 과정에서 사회적 맥락을 활용하는 것은 독자가 상징의 지시 작용이 
갖는 긴장성을 의식하지 않을 때, 상징에 대한 관습적・도식적 이해를 재생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반면, 아래 학습 독자의 경우 상징의 지시 작용이 갖는 긴장
성과 사회적 맥락 사이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조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서 보다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Ⅴ-H′1-나븨-감상문]
‘나비’는 모순되어 있다. 환상적이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저자의 

‘나븨’는 저자가 처해있던 당시의 상황과 관련 있어 보인다. 
이 시가 써진 1941년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 대한 일본의 탄압이 가장 심

했던 때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븨’는 동경이자 두려움이었던 ‘독립운동’의 의
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모순된 ‘나븨’의 모습은 저자에게 희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우리는 해방된 나라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라가 해
방을 맞을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즉,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극한의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논리적이지 않은 비범한 존재가 필요했고 그러한 희망이 구
체화된 생명이 ‘나븨’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나븨’는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지켜주는 존재이기도 하다. 
시에서 나비는 방 안과 밖을 연결시켜 방 안의 가치를 더욱 증폭시키고 방 밖
의 새로운 가치를 인식시켜 준다. 다시 말해, 저자를 비롯한 ㉣당시의 사람들이 
일제에게 빼앗기지 않았던 가치들을 지켜내고 발전시키려던 마음 역시 ‘나븨’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Ⅴ-H′1 학습 독자는 의미 추론 과정에서 발견한 나비의 복합적 성격을 당대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위 학습 독자는 나비의 복합적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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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맥락을 통해 단순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 속에서 나비와 유사한 
긴장성을 갖는 대상, 인식, 가치 등을 발견해내는 해석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위 학습 독자는 나비가 매개할 수 있는 현실에 대한 다양한 대응 태도를 읽
어냄으로써 상징의 지시 현상이 갖는 의의를 그것의 긴장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규
명하고 있는 것이다.

상징은 텍스트의 지시적 의미를 초월하는 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작품 밖에 있는 
가치의 세계를 끌어들이게 된다.66) 따라서 시 텍스트의 상징과 그것이 사용된 사
회・문화적 배경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해석 과정에서 연관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는 것은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인간과 사회가 지향하는 바람
직한 가치의 측면으로 확대시켜 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67) 그러나 이 과정
에서 시 텍스트의 상징이 그것이 생산된 사회・문화적 배경으로부터 재문맥화되어 
긴장성을 갖는 지시 작용을 수행한다는 점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즉, 상징은 사
회・문화적 맥락으로부터 영향을 받지만 동시에 그것의 불확정성을 바탕으로 사
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간과할 
때, 상징에 대한 해석은 Ⅴ-H′10 학습 독자의 사례와 같이 텍스트 외부적인 정보
를 기초로 형성된 선입견을 상징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에 그칠 수 있다.

66) W. L. Guerin 외, 최재석 역, 문학비평입문, 한신문화사, 1994, p.78.
67) 김성진, ｢비평 활동 교육의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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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 텍스트 상징 해석 교육의 설계

1. 시 텍스트 상징 해석 교육의 목표

시 텍스트 상징 해석 교육은 학습 독자들이 상징 해석의 구조를 바탕으로 상징
을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석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시 텍스트 해석 능력을 향
상시키려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이다. 이 활동은 특정 시 텍스트의 상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 텍스트들에 나타나는 문학적 상징
의 의미를 학습 독자들이 주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시 해석 능력의 계발
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인 교육의 목표로는 ‘시적 상징의 긴장성 이해’, ‘상징 해석
의 방법적 지식 획득’, ‘상징 해석의 문제제기적 성격 이해’를 제시할 수 있다.

(1) 시  상징의 긴장성 이해

시 텍스트의 언어는 일상의 언어에 기반을 두지만 그것의 미적 효과를 극대화하
기 위해 인공적으로 구성한 언어라는 특성을 갖는다.1) 이러한 인공성은 시에서는 
시어 자체에 내재된 다양한 표현적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시어가 
단순히 메시지 전달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는 
기반이 된다. 즉, 시의 언어는 자동화된 인식을 극복하고 세계를 새롭게 보려는 지
향성을 갖는다는 점2)에서 일상의 언어와 긴장 관계를 갖는다.

시적 언어가 갖는 긴장성에 대한 이해는 시 텍스트를 일상의 문법으로 환원하지 
않고 그것의 고유한 장르적 특성에 맞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가 된다는 점
에서 독자가 시적 능력(poetic competence)3)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건
1) 오성호, 서정시의 이론, 실천문화사, 2006, pp.54-55.
2) R. Jakobson, 박인기 편역, 현대시론의 전개, 지식산업사, 2001, pp.26-27.
3) 김창원은 시적 능력을 “시를 시로서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시와 시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시에 시로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그 요소로 시 텍스트
의 인지 후 그에 대해 시적으로 반응하려는 태도, 시적 사고와 시적 언술의 특성을 알고 
비시적 텍스트의 참조 아래 시적 텍스트를 다루는 능력, 시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하고 비
시적 텍스트로 재진술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 김창원, 시교육과 텍스트 해석,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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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며, 시 텍스트의 고유한 문맥 속에서 상징이 갖는 의미를 실현하도록 하는 
상징 해석 교육 역시 상징의 긴장성에 대한 이해를 일차적 목표로 삼게 된다.

상징은 인간의 추상화 작용이 언어적으로 실현된 것4)으로, 원시시대에 비해 고
차원의 언어를 사용하는 현대의 학습 독자들은 이미 수많은 상징 언어 속에서 살
아가고 있다. 그러나 일상에서의 상징이 기호나 알레고리와 거의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과 달리, 시 텍스트에 나타나는 문학적 상징은 관습성을 벗어나 새로운 의
미와 인식을 전달하며, 그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독자의 상상력에 의해 다양
한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특성을 갖는다.

물론, 그간의 시 교육에서도 상징은 일상의 언어와 다른 특수한 표현으로 이해
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 상징이 드러내는 긴장성이 독자가 시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명제화된 지식으로 전달되는 데 그쳤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학습 독자들의 해석 양상에서 살필 수 있는 바와 같이 해석 과정
에서 독자의 삶의 지평과 상징 사이의 구체적인 관련성이 조명되지 않을 때 상징
에 대한 이해는 도식적이거나 우의적인 것이 되기 쉬우며, 이 경우 상징의 긴장성
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는 요원한 것이 된다. 이는 시 텍스트의 상징이 갖는 긴장
성은 학습 독자들에게 명제적 지식으로 주입될 것이 아니라, 학습 독자가 상징에 
대한 수사적 접근을 지양하고, 상징이 갖는 인식적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 
활동을 수행하는 가운데 경험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시 텍스트 상징 해석 교육은 학습 독자가 상징의 해석 과정에서 자신의 
상상, 경험 등을 능동적으로 해석의 자원으로 활용하고 상징을 통해 실재에 대한 
이해의 폭을 새롭게 확장하는 과정으로 설계됨으로써 시적 상징의 긴장성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목표로 하게 된다.

4) 카시러는 생물학자 윅스킬이 생물은 인지계통(Merknetz)과 작용계통(Wirknetz)이 있으며 
두 계통의 협동과 평형이 없으면 유기체가 살아남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착안하여, 인
간의 경우 이 두 계통 사이를 연결하는 ‘상징계통’이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생물체와 
달리 물리적인 세계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상상이나 연상을 통해 물리적 세계를 초월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상징계통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이런 관
점에서 볼 때, 인간의 지식, 사고, 언어는 모두 상징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상징적 동물로서의 인간은 언어적 형식, 예술적 심상, 신화적 상징, 종교적 의식에 깊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위적인 매개물의 개입 없이는 아무 것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존재로 이해된다. 신응철, 캇시러의 문화철학, 한울, 2000, pp.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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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징 해석의 방법  지식 획득

그간의 시 교육에서 상징에 관한 교육 내용은 문학론의 연구 내용을 ‘중간언
어’5)로 제시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었을 뿐, 학습 독자의 성장을 도모하는 교육의 
논리에 따라 재구조화되지 못했다. 따라서 시적 상징에 대한 이해는 ‘해’는 긍정적, 
‘어둠’은 부정적, 소쩍새는 문화적으로 ‘한’을 상징하는 대상으로 설명하는 식의 단
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학습 독자들이 수
업이라는 인공적인 환경을 벗어나 일상의 독서 경험 속에서도 시 텍스트의 상징을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전유할 수 있는 대습관6)으로서의 상징 해석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징 해석 교육이 상징에 대한 사실적 지식이나 개념적 지식뿐만 아니
라 해석을 위한 방법적 지식7)의 획득을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물론, 시 텍스트의 상징은 다양한 인간 경험의 영역에 그 의미 작용의 근원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상징의 의미를 파악하는 고정된 방법이나 절차가 존재하는 것
은 아니다. 그러나 문학 읽기의 교육적 가치가 문학 텍스트를 읽는 것 자체를 즐
기고 그로부터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삶의 세계를 확충하는 데 있는 것8)으로 볼 

5) 이는 브루너의 용어로 학문 영역에서 통용되는 기본적인 원리나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의
미한다. 브루너는 교육이란 학자들이 탐구해 놓은 결과를 중간언어의 형태로 전달하는 것
이 아니라, 학자들이 현상을 탐구할 때 하는 생각 그 자체인 지식의 구조를 학습 독자들
이 재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진정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주장한다. 박재형, ｢발견학습
에 대한 인식론적 고찰｣, 교육학연구 vol.42, 한국교육학회, 2004, p.48.

6) 습관은 인격의 체제가 상황적 특징으로 인하여 그 구성적 요소들을 표출시킨 동태적 특징
이며, 문학 능력이 한 개인의 지식과 사고에 일관성과 조화, 세련성을 부여하고, 이것이 
일관된 행동으로 정착될 때 우리는 이를 습관으로 지칭할 수 있다. 대습관으로서의 인격
은 이러한 습관들의 체제를 의미하며, 인격의 성장은 곧 습관 체제의 재구성이 된다. 이돈
희, 교육적 경험의 이해, 교육과학사, 1993, pp.33-34.;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
울대학교 출판부, 2000, p.48.

7) 시 교육에서 사실적 지식이란 개별 작품이나 시인에 관한 기본 정보 등 국문학의 연구를 
거쳐 사실로 입증된 사항들을 가리킨다. 개념적 지식은 시라는 담론 형식에 주요하게 나타
나는 속성에 관한 지식을, 방법적 지식은 학습 독자들이 시를 수용하거나 생산하는 과정에 
작용하는 절차적 지식을 의미한다. 윤여탁 외(2011)에서는 현대 사회의 바람직한 지식 교
육은 학습자들을 능동적・실천적인 지식 생산자로 성장하게 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해 
학습 독자들이 삶의 다양한 국면에서 문학적 실천을 하는 데 필요한 방법적 지식의 조정 및 
발전 과정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여탁 외, ｢현대시 교육에서 지식의 성격
과 교육의 방향｣, 국어교육연구 vol.2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1, pp.237-238.

8) 우한용, ｢문학독서 교육의 이론과 실천을 위한 기반 검토｣, 선청어문 vol.32, 서울대학
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2004,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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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시 교육의 상황에서 학습 독자들의 상징 해석 활동은 학습 독자들이 그들 자
신의 삶을 자원으로 활용하여 해석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최적 경험(optimal 
experience)9)을 획득하는 방향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 텍스트 상징 해석 교육은 독자가 상징에 관한 단편적인 배
경지식이나 텍스트 외부에 존재하는 해석 논리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의 
관점에서 상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삶의 지평을 
확장하는 경험을 갖게 하는 교육이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 텍스트 상징 해석 
교육은 학습 독자들이 상징 기호를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텍스트 전체를 바탕으로 
그 의미를 추론하며, 그것이 매개하는 실재에 대한 새로운 진실을 이해하는 과정
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해석의 구조를 상정하고, 학습 독자들이 이러한 해석
의 구조를 상징 해석을 위한 방법적 지식으로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된다.

(3) 상징 해석의 문제제기  성격 이해

그간의 시 교육에서 상징의 의미는 교사가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표준화된 답변
으로 수렴되었다. 이는 결국 상징 해석의 결과를 공인된 해석 맥락으로 환원하는 
것으로, 학습 독자들이 상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주체성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
를 마련해 주지 못했다. 상징 해석 활동의 목표를 공인된 상징의 의미를 도출하는 
것에 두는 한, 학습 독자들이 수행한 해석의 수용가능성은 항상 확정된 진리 값에 
비추어 판단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그 교육의 실체는 상징에 대한 수사적 접근
을 넘어서기 어렵다.

학습 독자가 상징에 대한 수사적 접근을 넘어 주체적으로 상징의 의미를 실현하
고 그로부터 실재에 대한 새로운 진실을 전유하는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
사와 학습 독자 모두 ‘존재의 모호함’을 드러내는 상징의 해석적 가능성을 수용하
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는 상징 해석 교육의 목표가 시 텍스트의 상징은 
본질적으로 불확정성을 갖는 기호이며, 이러한 불확정성으로 인해 상징 해석은 항
상 특정한 해석 논리로 완전하게 환원될 수 없는 문제제기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
9) 최적 경험이란 칙센트미하이(M. Csikszentimihalyi)의 용어로 주체가 어떤 외적인 조건에 

압도당하지 않고 주어진 과제에 몰입하여 자기 힘으로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의 운명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 느끼게 되는 경험을 의미한다. 김미혜, ｢지식 구성적 놀
이로서의 시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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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하는 것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와 같이 상징의 불확정성을 강조할 때 이는 자칫 어떠한 해석도 용인될 

수 있다는 무정부주의적 태도를 낳을 수 있다는 점 역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
히, 상징은 해석 과정에서 독자의 주관적인 연상과 경험이 개입할 여지가 많은 표
현 형식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

학습 독자는 사적인 독서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한 편의 시를 읽고 해석하는 
주체로서의 위상을 갖지만, 동시에 아직 미숙한 해석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해
석의 과정과 결과를 조정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교육 대상으로서의 위상을 갖는
다.10) 이런 관점에서 시 텍스트 상징 해석 교육은 학습 독자들을 상징 해석의 능
동적 주체로 상정하되, 이러한 능동적 주체는 자신의 해석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
며, 해석 과정을 자발적으로 성찰하는 태도를 갖는 주체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징 해석의 문제제기적 성격을 이해하는 과정은 해석 결과에 대한 무분
별한 비판을 제기하는 것과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즉, 해석에 대한 학습 독자의 
문제제기는 해석 결과의 수용가능성을 높이고, 상징 해석의 과정이 대상에 대한 
학습 독자 자신의 선입견을 확인하는 것에 머무르거나 상징을 폐쇄적인 해석 논리
로 환원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할 때 그 교육적 의의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학습 독자가 자신이나 타인의 상징 해석에 대해 제기하는 물음
은 해석에 대한 성찰적 사고11)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이처럼 시 텍스트 상징 해석 교육에서 상징의 문제제기적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학습 독자들이 해석의 관습성과 자의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향성을 갖는
다. 따라서 여기서의 문제제기는 학습 독자의 성장을 이끌어내야 하는 교육의 본
질에 따라, 단순히 세계에 대한 해체나 균열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독
자가 해석을 통해 보다 많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12)을 갖도록 하는 데 그 초점이 
놓이는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10) 김정우, ｢시 해석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p.36.
11) 최홍원은 성찰적 사고를 “대상을 통해 자기를 이해하는 일련의 인간사고 행위를 가리키

는 것으로, 사물을 대상으로 그 의미를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발견・이해함으로써 세계와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와 태도를 정향(定向)하는 의식 활동”
으로 정의한다. 최홍원, ｢시조의 성찰적 사고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pp.21-22.

12) 가다머에게 이해는 그 자체가 경험이며, 해석을 통한 경험은 해석자에게 더 많은 지식을 
가져오는 대신, 보다 더 많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가져오는 것으로 파악된다. D. C.
Hoy, 이경순 역, 해석학과 문학 비평, 문학과 지성사, 1988, pp.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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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 텍스트 상징 해석 교육의 내용

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습 독자의 상징 해석 활동은 독자 자신의 상황성
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상징 해석의 구조에 따라 구안된 활동을 순차적으로 수
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상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
라서 해석 과정에서 학습 독자들이 자율적으로 해석을 수행하면서 정해진 교육의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석 활동의 과정에서 성취되어야 할 목표에 
부합하는 구조화된 교육 내용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상징의 
관계성 이해’, ‘상징의 지시성 이해’, ‘상징의 다원성 이해’를 제시하였다.

(1) 상징의 계성 이해

시 텍스트에서 상징의 의미는 기호 자체에 내재해 있거나 텍스트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독자의 연상과 텍스트의 문맥 사이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바탕
으로 구성되는 성격을 갖는다. 이때, 상징에 대한 이해가 독자의 상상력에 의존한
다는 점, 상징의 2차 의미는 텍스트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상징에 
의미를 부여하는 시 텍스트의 문맥이 함축적이고 모호한 속성을 지닌다는 점으로 
인해 상징은 다양한 의미 실현의 가능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상징이 다양한 의미 실현의 가능성을 갖는다는 것이 독자가 생산한 모든 
해석이 수용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징의 의미는 텍스트의 문
맥이나 텍스트에 나타나는 다른 대상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정한 제약을 갖게 되
며, 이와 같은 요소들에 대한 고려 없이 독자의 주관적 연상에만 의존하여 상징을 
해석할 경우 그 해석은 수업과 같은 공적인 상황에서의 소통가능성을 갖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학습 독자가 이와 같은 상징 해석의 관계적 성격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상징 해석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 내용이 된다.

시 텍스트의 상징은 다른 문학적 담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문맥 속에서 1차 
의미가 갖는 환기력을 통해 2차 의미를 지시해야 하므로, 이러한 환기력이 시 전
체의 문맥 속에 퍼져 있는 특성을 갖는다.13) 따라서 상징 해석 활동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상징의 의미에 대한 독자의 추론이 상징이 나타나는 부분적 문
13) 김진희, ｢시의 상징｣, 오세영 외, 현대시론, 서정시학, 2010, 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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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가능성 기준 내용
규범성 상징에 대한 해석이라는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정확성 상징에 대한 연상이 교실 안에서 소통 가능한 내용이어야 하고, 

의미 추론의 근거를 텍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포괄성 텍스트 안에서 상징과 관련된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긴밀성 추론된 의미 각각은 텍스트에 대한 일관된 설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판별성 상징의 긴장성이 갖는 의의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

< 표 4 상징 해석의 수용가능성 기준 >

맥을 넘어서 시 텍스트 전체를 배경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 독자들이 상징 기호의 인식단계와 상징의 의미를 추론하는 

단계에서 상징과 텍스트 전체와의 관련성을 지속적으로 의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
육 내용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먼저, 상징 기호의 인식 단계에서는 학습 독자들이 특정한 상징 기호는 항상 다
른 기호들을 상징화하는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이해하고, 상징 기호들 간의 관계
망을 포괄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상징 의미의 추론 단계에서는 학습 독자들이 상징과 관련된 텍스트의 문맥을 구
체적으로 이해하고, 상징과 텍스트에 나타나는 다른 대상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며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교수・학습 과정에서는 이 과정이 활성화되기 
위해 학습 독자들이 해석의 수용가능성 기준을 숙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기
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14)

다음으로 학습 독자들에게 상징과 텍스트 안의 다른 대상들 간의 관계를 포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고의 도식15)과 그러한 도식을 통해 포착된 관계의 의미 구조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6)

14) 2장 2절에서 제시한 상징 해석의 수용가능성 기준 참조.
15) 여기서 도식은 경험을 의미 있게 조직하는 사고의 언어적 모형을 말하는 것이다. 존슨에 

따르면 그것은 세계 해석에 동적인 질서를 부여하는 구조화된 사고방식을 의미한다. M.
Johnson, 이기우 역, 마음 속의 몸-의미・상상력・이성의 신체적 기초, 한국문화사, 
1992, pp.72-87.

16) 이는 로트만의 문화 모델과 브륀달의 대립 범주 구조를 원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본고 2장 2절의 1항 및 3장 2절의 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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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도식 상호작용의 성격 관계의 의미 구조

(S=상징/A=내부영역/B=외부영역)
대립 
관계 

상징을 중심으로 내부와 외부가 나누어지며, 
각각은 대립적 의미를 갖는다. ① S는 A이며, B와 대립한다.

복합 
관계 상징이 내부/외부의 경계에 위치한다. ① S는 A이면서 B이다.

② S는 A도 B도 아니다.

소통 
관계 

상징이 ‘내부→외부’의 지향성을 갖거나 ‘외부
→내부’의 지향성을 갖는다. 또는 ‘내부↔외부’
의 상호적인 지향성을 갖는다.

① S는 A를 지향한다.
② S는 B를 지향한다.
③ S는 A와 B를 지향한다.
③ S는 A이면서 B를 지향한다.
④ S는 B이면서 A를 지향한다.

< 표 5 의미 관계의 도식 >

제시된 세 관계 도식 중에서 상징의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데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대립 관계 도식이다.17) 그러나 대립 관계 도식은 상징이 텍
스트 안에서 수행하는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를 갖
는다. 반면, 복합 관계와 소통 관계는 대립 관계 도식에 비해 보다 복합적이고 역
동적인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그러한 관계를 명료하게 의미화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교수・학습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습 독자들이 
대립 관계 도식을 바탕으로 상징의 의미를 파악하도록 하되, 상징의 성격, 학습 독
자의 수준, 해석 활동의 목표에 따라 복합 관계 도식과 소통 관계 도식을 활용하
도록 하는 방향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2) 상징의 지시성 이해

상징은 문맥을 통해 1차 의미와 일정한 상관성을 가지면서도 그것을 일정 부분 
초월하는 2차 의미를 갖게 된다. 이때 1차 의미와 2차 의미 사이에는 은유적 관계
17) 여태천(2005)과 최미숙(2012)에서는 시 해석 교육에서 학습 독자가 자의적 해석을 극

복할 수 있는 기본적 방안으로 대립 관계에 기초하여 시 텍스트의 의미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여태천(2005)에서는 이항 대립적 의미 관계를 매개하는 대
상을 고려함으로써 정태적인 구조 분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데, 이는 본고에서 제시하는 소통 관계의 도식에 해당한다. 여태천, ｢현대시 교육에서 텍
스트 해석의 문제｣, 한국시학연구 vol.14, 한국시학회, 2005, pp.241-251.; 최미숙, ｢기
호・해석・독자의 문제와 문학교육학｣, 문학교육학 vol.38,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pp.14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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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성되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 실재에 대한 새로운 현상이 지시된다.
학습 독자들이 상징이 지시하는 현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징이 

의미하는 ‘무엇’으로 정향된 학습 독자들의 사고를 상징과 ‘무엇’이 맺는 관계에 대
한 사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내용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Ⅲ장
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상징의 지시 작용에 대한 이해 과정은 학습 독자들이 1차 
의미와 2차 의미 사이의 유사점뿐만 아니라 차이점 또한 인식할 수 있을 때 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교수・학습 과정에서는 상징의 지시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학습 독자들에게 상징의 1차 의미와 2차 의미가 갖는 은유적 
관계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때 은유적 관계에 대한 설명은 “원관념이 생략된 은유”와 같은 상징의 형식적 
측면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1차 의미와 2차 의미 사이의 이미지나 속성의 전이를 
통해 새로운 의미 관계를 창조하는 은유의 인식적 기능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이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설명 도식18)이 상징의 지시 작용이 갖는 은유적 성격을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그림 1 상징의 은유적 지시 작용

제시된 설명 도식은 상징의 1차 의미와 2차 의미 각각이 환기시키는 이미지나 
속성이 텍스트의 문맥을 바탕으로 전이됨으로써 실재에 대한 재기술이 발생하게 
18) 이는 은유의 의미작용에 대한 콜로의 설명을 본고의 논의에 맞게 변형한 것이다. 콜로는 

은유를 서로 다른 지평을 갖는 존재들 간의 교류이자 상호 활성화로 파악하며, 이러한 상
호 활성화는 원관념과 보조관념 각각의 문맥 의소들이 텍스트의 문맥을 바탕으로 전이됨
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해서는 M. Collot, 정선아 역, 현대시와 지평구조, 
문학과지성사, 2003, pp.294-3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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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이는 1차 의미와 2차 의미 사이에는 서로 완전하게 전이 
되지 않는 중심 속성이 존재한다는 것, 상징이 지시하는 현상은 그 구체적 특성을 
1차 의미와 2차 의미의 관계 속에서 드러낸다는 것, 상징의 지시 작용에 대한 이
해는 기본적으로 상징이 문맥 속에서 수행하는 의미 작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함의함으로써, 상징의 지시성에 대한 이해가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유용하다.

(3) 상징의 다원성 이해

상징 해석 활동은 학습 독자가 시 텍스트의 상징이 갖는 인식적 기능을 이해하
고, 그것이 갖는 의의를 주체적으로 의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Ⅲ장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습 독자들이 상징 해석 활동을 통해 획득하게 된 진실은 
독자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일반화된 사실의 차원에 머물러 있거나, 시 
텍스트의 부분적 측면에만 적용될 수 있는 편협성을 보이기도 한다. 학습 독자의 
상징 해석 활동이 이 단계에서 마무리될 때, 이는 해석의 무정부주의에 대한 승인
이거나 상징에 대한 환원주의적 접근의 재생산에 머무르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교
육적 의의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독자가 상징 해석의 결과를 독자의 삶을 포함
한 다양한 해석 맥락에 적용해 보고, 그러한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상징이 갖는 
의의를 다각적으로 사유해 보는 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상징 해석 활동에서 텍스트와 연관된 상호주관적 맥락들
을 활용하는 과정은 특정한 해석 맥락을 통해 상징의 의미를 수렴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해석 맥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상징 해석의 결과가 갖는 의의
가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그 가운데 독자 자신에게 가장 유의미한 명제
를 도출할 수 있는 해석 맥락을 선별하는 과정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는 시 
텍스트 상징 해석 교육에서 상호주관적 맥락을 활용하는 과정은 상징 해석의 맥락
을 다원화19)하는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19) 다원주의는 “가장 넓은 의미로는, 세계의 원리나 근원적 요소 혹은 근원적 본질 등이 다
수 존재하며, 이 다수는 어느 통일이 다른 하나로 환원되거나 그로부터 도출될 수 없으며 
또 하나의 통일체로 집약될 수도 없다고 가정하는 모든 학설”을 의미한다. J. Hoffmeister, 
Ẃ́örterbuch der philosophischen Bergriffe, Hamburg, 1955, pp.474ff.: E. Hahn, 서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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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독자가 상징 해석의 맥락을 다원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징 해석 과
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상호주관적 맥락에 대한 독자의 이해가 필요하다. 즉, 학습 
독자가 시 텍스트를 둘러싼 작가 맥락, 독자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등의 성격과 
해석 과정에서의 활용 방법을 장르 지식의 차원에서 숙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다양한 상징 해석 맥락의 활용이 해석 결과의 실질적인 다원화를 이
끌어내기 위해서는 상호주관적 맥락에 접근하는 학습 독자들의 관점과 태도를 조
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학습 독자들은 해석 활동을 통해 명시적인 답을 얻
고자 하는 경향을 가지며, 상징 해석 활동에서 상호주관적 맥락을 활용하는 과정
은 학습 독자 자신의 해석 결과를 특정한 해석 맥락을 통해 확증하거나 환원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기 쉽다. 따라서 상호주관적 맥락의 활용 과정은 다양한 해석 맥
락의 제시와 더불어 학습 독자가 특정한 해석 맥락을 통해 완전하게 환원되지 않
는 상징의 불확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이는 상징 해석 과정에서 상호주관적 해석 맥락은 이미 해결된 문제의 결과를 
통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습 독자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문제 상황20)을 구성
하기 위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3. 시 텍스트 상징 해석 교육의 방법

여기서는 시 텍스트 상징 해석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상정하는 상징 해석 교육은 시 텍스트의 상징이 환기(evocation)하는 것
을 통해 독자에게 형성된 반응(response)21)을 일차적인 해석의 자원으로 활용한
다는 점에서 반응 중심 교수・학습법에 적합하다. 따라서 시 텍스트 상징 해석 교

역, ｢다원성과 총체성의 변증법: 다원주의 이데올로기 비판｣, 이론 vol.16, 진보평론, 
1996, p.114에서 재인용.

20) 영은 문제 상황을 도식화된 이해를 재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일종의 계기적 상황으로 정
의한다. R. E. Young, 이정화 외 역, 하버마스, 비판이론, 교육, 교육과학사, 2003, p.55.

21) 이는 로젠블랫의 구분으로, 여기서 환기는 ‘텍스트와 심미적으로 교류하는 동안 독자가 
자신의 언어적・문화적 삶의 과거 경험에서 끌어온 아이디어・감각・느낌・이미지를 선택
하여, 작품에 담긴 새로운 경험과 종합하는 과정’으로, 반응은 그러한 ‘환기에 대한 반응’
으로 정의된다. L. M. Rosenblatt, The Literary transaction: Evocation and Response, 
Theory into Practice vol.21, Children's Literature, 1982, p.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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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은 기본적으로는 ‘반응의 형성(텍스트와 학생의 거래) → 반응의 명료화(학생과 
학생의 거래) → 반응의 심화(텍스트와 텍스트의 상호관련)’22)의 교육 절차 속에
서 이루어질 수 있다. Ⅱ장에서 제시한 상징 해석의 구조를 적용한다면, 반응의 형
성 단계에는 상징 기호의 인식과 의미 추론 과정이, 반응의 명료화 단계에는 지시 
현상의 이해 과정이, 반응의 심화에는 상징적 진실의 전유 과정이 상응할 수 있다.

그러나 상징 해석 활동에서 지시 현상에 대한 이해는 상징이 1차 의미와 2차 
의미 사이의 관계 속에서 드러내는 현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이라는 점에
서 반응의 명료화보다는 반응의 구체화의 성격을 가지며, 반응의 심화를 위해 활
용되는 대상 역시 다른 작품뿐만 아니라 상징과 연관된 독자・작가・사회적 맥
락・상호텍스트적 맥락과 같은 다양한 해석 맥락들을 포함한다는 차이를 갖는다.

이러한 과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방법으로는 ①지배소
적 상징을 중심으로 한 관계망 형성, ②의미 추론 방식의 다각적 적용, ③지시 현
상에 대한 은유적 이해, ④해석 맥락의 상호주관적 확장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이러한 교육 방법의 교수・학습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아래
와 같은 검증 실험을 수행하였다.

조사 대상 조사
기간

조사
인원 대상 시 텍스트 활동 내용 실험 

번호
서울 J 고등학교 

2학년
2013
12. 26 윤동주

｢또 다른 고향｣ * 학습 활동, 감상문 작성 Ⅶ
서울 Y고등학교 

1학년
2013
12. 10 서정주

｢국화 옆에서｣ * 학습 활동, 감상문 작성 Ⅷ

< 표 6 검증 실험의 개요 >

검증 실험은 본 실험과 마찬가지로 서울 소재 인문계 고등학생 1,2학년을 대상
으로 시행되었으며, 교육 방법이 갖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학습 독자들에게 학
습 활동을 수행하기 전과 후에 각각 감상문을 작성하게 하였다.

22) 경규진, 「반응 중심 문학교육의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pp.16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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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수・학습의 제

이 절에서는 시 텍스트 상징 해석 교육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텍스트의 요건, 
제시되어야 할 개념적 설명, 교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본고에서 상정하는 시 텍스트 상징 해석 활동의 대상은 Ⅱ장에서 개념화
한 문학적 상징이다. 따라서 현장 조사에서 제시한 텍스트들과 같이 상징의 형식
적 요건을 충족하면서 비평사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산출되어 특정한 의미로만 이
해하지 않아도 되는 작품, 학습 독자의 수준에서 그 의미를 해석 가능한 작품, 상
징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해석 맥락에 개방되어 있는 작품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텍스트가 교수・학습을 위한 효과적인 제재가 된다.

다음으로, 학습 독자들에게는 해석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상징의 의미적 특성, 
상징 해석의 절차, 상징 해석의 수용가능성 기준에 대한 설명이 제시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개념적 설명은 학습 독자들이 관습적 상징을 해석하는 것과 같이 텍스
트의 외부의 정보를 직접적으로 대응시켜서 상징의 의미를 해석하는 태도나, 상징
의 수사적이고 우의적 의미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태도, 상징에 대한 신비
주의적, 자의적 해석 태도를 지양하도록 함으로써 학습 독자들이 문학적 상징을 
해석하는 데 적합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는 데 그 목표를 둔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학습 독자들이 상징의 긴장성을 주체적으로 의미화할 수 있
도록 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교실 상황에서 교사와 학습 독자의 대
화는 이상적 독자와 현실적 독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종적(縱的) 대화의 특성을 갖
는다. 분석주의식 시 교육에서 이러한 종적 대화는 교사가 상정하는 권위 있는 해
석에 학습 독자를 일방적으로 수렴시키는 기능을 갖지만, 시 텍스트 상징 해석 교
육에서의 종적 대화는 교사가 학습 독자에게 의도를 가진 질문을 던짐으로써 학생
들의 해석을 주체적이면서도 수용 가능한 것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교사가 수행하는 역할 역시 상징과 관련된 문화적 지식의 전수자가 아니라 
학습 독자들을 상징에 대한 보다 주체적이고 구체화된 사유로 이끄는 전문적 중개
인23)의 성격을 갖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교사 자신도 문학적 상징이 갖는 불확정성을 수용함으로써 타당하

23) 최미숙, ｢대화 중심의 현대시 교수・학습 방법｣, 국어교육학연구 vol.26, 국어교육학
회, 2006, p.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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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적절한 해석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태도를 바탕으
로 교사는 학습 독자들이 해석을 통해 자신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던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석 과정에서의 사고를 전환・확장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학습 독자들이 주목하지 못한 의미 관계를 환
기시키거나, 학습 독자들이 추론한 2차 의미와 1차 의미 간의 관계로 사고의 초점
을 전환시키는 것, 해석을 통해 해소되지 않는 상징의 불확정성을 발견할 수 있도
록 하는 것 등이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 된다.

(2) 교수・학습의 방법

1) 지배소  상징을 심으로 한 계망 구성

학습 독자들은 기본적으로 시어가 드러내는 통합적・계열적 지표를 바탕으로 상
징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Ⅲ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단순히 학습 독자들에게 
주체적으로 상징을 인식해보라는 태도만을 강조할 경우, 텍스트의 문맥을 오독한 
결과로 시어의 상징성을 자의적으로 부각시키거나 상징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를 
텍스트에 대입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학습 독자들이 보다 정교하게 
시어가 가진 상징성을 판별하기 위해 시 텍스트의 지시적 의미와 텍스트의 전체적
인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배소적 상징을 중심으로 상징 기호들 
간의 관계망을 구성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지배소적 상징을 중심으로 한 관계망 구성은 시 텍스트에서 지배소적 기능을 수
행하는 상징을 중심으로 다른 기호들의 상징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시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작가가 독자와 소통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은 발화24)이며, 텍
스트 내적인 통일성과 결속성을 갖는다. 이는 시의 모든 요소들이 다 균질적인 정보
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그 중에는 다른 요소들을 활성화하고 이를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이끄는 가장 정보성이 강한 요소인 지배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물론, 지배소는 독자의 해석 능력, 해석 의도, 해석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현동
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지만, 대부분의 경우 지배소 수준에서는 해석 공동체 내부
의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25) 특히, 시 텍스트에서 지배소적 성격을 갖는 상징은 2

24) R. A. York, The Poem as Utterance, Methuen:  London and New York, 1986, pp.9-10.
25) 김창원, 앞의 책, 1995,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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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의미를 불러일으키는 환기력이 시 전체의 문맥 속에 퍼져 있고 다른 대상들과 
역동적인 의미 관계를 맺는 매개항으로 기능하므로 학습 독자들에게 보다 안정적
으로 인식되는 특성을 갖는다. 

지배소적 상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른 시어들의 상징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상징에 대한 보다 초점화되고 맥락 중심적인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용성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이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행될 수 있다.

먼저, 학습 독자들은 시어의 지시적 의미에 기초하여 문맥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이 과정을 통해 문맥 속에서 그 지시적 의미가 적확하
게 실현되지 않는 기호들을 잠재적 상징 기호로 추려낸다. 다음으로, 잠재적 상징 
기호들 중에서 텍스트의 전체적인 상황이나 텍스트의 다른 대상들과 가장 많은 관
련성을 갖는 대상을 지배소적 상징으로 선별하고 지배소적 상징과의 관련성을 중
심으로 다른 시어들의 상징성을 확인한다. 검증 실험에서 학습 독자들이 수행한 
활동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지배소적 
상징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어

백골

시어 영향 시어 영향
고향 

밤. 어둠. 방 
나 

아름다운 혼 

백골이 있는 공간
백골이 있는 곳
백골을 소유. 백골과 
눈물 흘림
백골과 눈물 흘림

바람. 소리
지조 높은 개 
또 다른 고향

 

백골을 없애는 작용
어둠과 나를 쫓음
백골 몰래 가는 곳

< 표 7 Ⅶ-J2 학습 독자의 활동 사례 >
위 학습 독자는 ｢또 다른 고향｣의 지배소적 상징을 ‘백골’로 인식하고 백골과 긍

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 관계를 갖는 시어들을 중심으로 관계망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텍스트에 나타나는 상징 기호들을 문맥을 바탕으로 상호 간의 긴밀한 연관 
관계 속에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은 학습 독자가 이
후의 해석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다 높은 포괄성과 긴밀성을 갖는 해석을 
생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물론, 지배소적 상징과 다른 시어들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틀은 긍정적/부정적 영
향과 같은 것뿐만 아니라, 동일 영역/다른 영역, 동적 관계/정적 관계, 직접적 관계
/간접적 관계 등으로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 독자들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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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다양한 관계 설정의 가능성을 주지시키고, 학습 독자들 각자가 구성한 상
징 기호의 관계망을 비교하도록 함으로써 상징과 텍스트 전체의 연관성을 다각도
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2) 의미 추론 방식의 다각  용

시 텍스트에서 상징의 의미는 대상에 대한 독자의 연상, 문맥에 대한 이해도, 상
징과 텍스트의 다른 대상들 간의 의미 관계를 파악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실
현될 수 있으며, 상징 해석 교육에서는 학습 독자들이 상징이 갖는 이러한 가능성
을 탐색해가는 가운데 실재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의미를 
추론해 낼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교수・학습 상황에서 이는 상징의 의미
를 추론할 수 있는 방식들을 다양하게 적용해 보는 활동으로 수행된다.

그러나 해석 과정에서 학습 독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추론해 낸 의미들이 모두 
상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이끄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학습 독자들이 대상에 
대한 단편적인 인상에 기초하거나, 경직된 해석의 도식에 기초하여 상징의 의미를 
추론할 경우 그 결과는 자의적이거나 도식적인 해석을 낳는 데 그칠 수 있다. 따
라서 이 단계에서 상징에 대한 학습 독자의 의미 추론 활동은 해석의 수용가능성
을 의식하는 가운데 수행될 필요가 있다.

학습 독자들이 상징 해석 활동에서 고려해야 할 수용가능성 기준에는 완전성, 
정확성을 포함하는 개연성 기준과 포괄성, 긴밀성, 판별성을 포함하는 다관계성 기
준이 있다. 학습 독자의 해석이 갖는 수용가능성을 제고하는 데는 이상의 두 가지 
기준이 모두 활용될 수 있으나 상징 해석 활동의 목표를 실재에 대한 새로운 진실
의 획득에 둘 때, 학습 독자의 의미 추론 활동은 해석의 객관성과 관련된 개연성 
기준을 충족하는 데서, 작품이 표현하는 심미적 현상을 구명하는 것과 관련된 다
관계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갖게 된다.

이를 위해 이 단계에서는 먼저, 학습 독자들에게 상징과 관련된 명시적인 문맥
을 파악하는 활동을 제시한다. 텍스트의 문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상징 기호
의 인식 단계에서의 축자적 읽기 활동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볼 때, 여기서는 상
징의 의미를 추론하는 데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문맥을 텍스트에 대한 자세
히 읽기(close reading)26)를 수행하면서 선별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다. 

26) 문학교육에서 신비평식의 자세히 읽기의 방법은 기계적인 분석적 읽기, 단순 지식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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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또 다른 고향｣의 경우, 백골을 해석하는 데 “내 백골”, “곱게 풍화 
작용하는 / 백골”, “백골을 들여다보며 / 눈물짓는 것”, “백골이 우는 것이냐”, “백
골 몰래 /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와 같이 백골에 직접적인 의미적 제약을 
가하는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 수행될 내용이 된다. 

다음으로, 학습 독자들은 상징이 환기시키는 연상, 상징과 다른 대상들이 맺는 
의미 관계를 앞의 단계에서 파악한 명시적 문맥에 적용해가며 상징의 가능한 2차 
의미들을 추론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상징의 의미는 독자의 상황성에 따라 다르게 실현될 수 있으며 의미 추론 단계
에서 특정한 추론 방식만을 강조하는 것은 학습 독자의 수동적인 해석 태도를 재
생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해석의 수용가능
성을 고려할 때, 이 단계에서 학습 독자의 추론 활동은 상징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는 문장 차원에서 텍스트 전체의 문맥 및 의미 관계로 그 근거를 확대하는 지향성
을 가질 필요는 있다. 이를 위해 의미 추론 활동 이후 추론된 의미를 바탕으로 시 
텍스트의 첫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의 상황을 구체화해보도록 하는 활동을 제시하
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27)

이와 같은 활동 이후, 교사는 학습 독자들이 각자 추론한 의미들의 수용가능성
을 검토할 수 있는 질문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자 스스로 가장 설명력이 
높다고 판단되는 의미를 선별할 수 있게 한다. 검증 실험에서 이 과정은 해석의 

입과 같은 폐해를 낳은 것으로 비판되어왔다. 그러나 신비평에 대한 비판은 문학 해석의 
기본적 방법으로서의 자세히 읽기에 대한 비판과는 분리될 필요가 있다. 텍스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독자의 자세히 읽기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글턴은 해석에서의 문제는 “얼마나 집요하게 텍스트에 매달리느냐가 아니라, 그
렇게 할 때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본다. T. Eagleton, 박령 역, 시를 어
떻게 읽을까, 경성대출판부, 2010, p.10.

27) 학습 독자들에게 제시한 발문 및 그 수행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학습 활동 2. 각자 추론한 상징의 의미를 적용하여 이 시의 첫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의 

전체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보자.
   “어느 날 화자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기 전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두운 방에서의 자기 자신은 ‘우주’라는 신공간에 존재하고 있고, 하늘에서 자기 자신의 모
습이 보입니다. 어둠 속 자기 자신을 통찰하고 순환되는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어두운 내면의 ‘나’가 괴로워 우는 건지 새로운 ‘나’가 그 모습을 보고 괴롭고 반성의 눈물
인지 아니면 이 사이에서의 반성의 자세에 깨달은 ‘나’의 눈물인지 끝까지 굽히지 않은 아
침은 어둠을 쫓아내 아침이 오는 걸 보여주고, 새로운 ‘나’는 과거의 ‘나’ 몰래 자신이 지
향하는 삶 속으로 도망 혹은 걸어갑니다.”         [Ⅶ-J17-또 다른 고향-학습 활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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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관계성을 검토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아래의 질문을 통해 수행되었다.

[Ⅶ-J17-또 다른 고향-학습 활동 3]
1. 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때, 자신이 해석한 의미가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
을 찾아보고 그 원인을 적어보자.
→ 지조 높은 개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 왜 지조 높은 개는 백골을 쫓지 않고 
나를 쫓는지, 지조 높은 개는 나가 백골 ‘몰래’ 또 다른 고향으로 가라는 뜻으로 
짖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2. 자신의 해석 내용이 아래 상황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

       ① 화자가 백골을 ‘곱게’ 풍화작용하는 것으로 이유
       ② 백골, 나, 아름다운 혼이 뒤섞이는 상황의 의미
       ③ 또 다른 고향에 가기 위해 백골 ‘몰래’ 가야하는 이유

→ ①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 다시 해석이 필요하다. ②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미래의 나가 모여서 현재의 상황을 생각하는 것 ③은 과거의 
부끄러운 자기 자신을 숨기려는 의지

위 사례와 같이 학습 독자들은 자신이 추론한 의미를 텍스트 전체에 적용하는 
가운데 그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독
자가 최종적으로 선별한 의미 역시 상징의 불확정성으로 인해 설명력의 한계를 드
러낼 수 있다. 이때 교사는 이와 같은 해석의 한계는 단순히 해석의 실패를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임을 주지시
킴으로써 학습 독자가 상징에 대한 더 깊이 있는 탐구로 나아갈 수 있는 의욕28)
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3) 지시 상에 한 은유  이해

학습 독자들이 상징이 지시하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징의 은유적 지시 
작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 상징이 텍스트를 통해 드러내는 현상의 긴장성을 
28) 교사는 의미 추론 활동의 마무리 단계에서 학습 독자들이 자신의 해석 과정을 성찰할 

수 있도록 보다 모범적인 해석의 사례를 제시할 수도 있다. 이는 학습 독자들이 정향되어
야 할 해석의 수준을 예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지만, 동시에 학습 독자가 교
수・학습 과정 이후에 예시된 수준의 해석을 스스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의욕을 뺏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S. H. Olsen & H. G. Widdowson, 최상규 
역, 문학의 이해, 학연사, 1986, pp.41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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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먼저, 상징의 은유적 지시 작용을 이해하는 과정은 “1차 의미와 2차 의미는 어

떤 점에서 상관성을 갖는가?”, “상징이 표현하는 의미는 바로 그 상징으로 표현됨
으로써 어떠한 효과를 얻는가?”와 같은 질문을 학습 독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답하
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질문들을 통해 학습 독자들은 자신이 추론
한 상징의 의미가 특정한 상징으로 표현됨으로써 얻게 되는 느낌, 이미지, 생각 등
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Ⅲ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상징의 은유적 지시 작용을 이해하는 과정
은 학습 독자들이 1차 의미와 2차 의미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균형 있게 의
식하지 못한다면 의미 추론의 결과를 반복하거나 부연하는 데 그칠 수 있다. 이 
경우, 교사는 1차 의미와 2차 의미 사이의 상호 전이를 촉진하기 위해 양자 중에
서 보다 구체적인 성격을 갖는 1차 의미에 대한 연상을 다양하게 활성화시키는 방
법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긍정적/부정적, 정태적/역동적, 중심적/주변적과 같은 상호 긴장성을 
갖는 연상의 틀을 통해 1차 의미에 대한 연상의 폭을 확대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
으로 1차 의미와 2차 의미 사이의 관계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29)

(가) [Ⅶ-J14-또 다른 고향-1차 감상문]
처음에 백골은 죽음, 자신의 음울한 기분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였다.

(나) [Ⅶ-J14-또 다른 고향-학습 활동 4-1]
긍정적 이미지로는 역사, 전통(오래되었다는 점에서),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

분이라는 점에서 삶의 본질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부정적 이미지로는 죽
음, 공포, 지옥, 공허함, 부스러기, 껍데기 등 약한 인간의 육체와 관련된 것들
을 떠올릴 수 있다.

29) 검증 실험에서 학습 독자들에게 제시된 발문은 다음과 같다.
    학습 활동 4-1. 상징이 자신에게 떠오르게 하는 이미지나 속성들을 자유롭게 떠올려 보

고, 이를 그것이 주는 ‘긍정적/부정적’ 느낌에 따라 정리해 보자.
    학습 활동 4-2. 앞의 활동을 참조하여, 상징의 의미를 A라 할 때, A를 바로 그 상징으

로 표현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적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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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Ⅶ-J14-또 다른 고향-학습 활동 4-2]
백골은 고집스럽고 억지스러운 느낌. 더욱 더 황폐한 느낌. 본질적인 느낌을 준

다. 다른 것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시각적 이미지가 강하고 강렬한 느낌을 준다. 
자신의 부정적인 내면이 매우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 왔다는 것, 그것을 쉽게 파
괴할 수 없다는 것 등의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동시에 그러한 부정적인 내면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다는 것, 결국에는 부서뜨릴 수 있다는 생각도 들게 한다.

Ⅶ-J14 학습 독자는 1차 감상문에서 백골을 통해 죽음, 음울함 등의 부정적인 
속성을 환기하였다. 이 학습 독자는 의미 추론 과정에서도 백골의 의미를 ‘화자의 
부정적인 내면’으로 추론하였으며, 이 경우 상징의 지시 작용을 살피는 것은 ‘부정
적인 속성을 통해 부정적인 내면을 떠올리게 한다’는 식의 동어 반복적인 기술로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이 학습 독자는 상징이 환기시키는 이미지나 속성
을 자유롭게 떠올려 보는 학습 활동을 통해 백골의 속성을 인용문 (나)와 같이 다
양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상징의 지시 작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는 인용
문 (다)와 같이 백골에 투영된 복합적인 심리나 태도에 대한 이해를 보다 구체화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학습 독자들은 상징이 지시하는 현상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다음 단계에서 학습 독자들은 이와 같은 현상이 갖는 긴장성을 대상에 대한 
독자 자신의 경험적 인식과의 대비를 통해 확인한다. 이는 “상징의 1차 의미와 2
차 의미가 연결됨으로써 자신의 일상적 경험 속의 대상과 상징이 어떠한 차이를 
갖게 되는가?”, “대상에 대한 자신의 경험, 생각, 이미지 등이 시를 해석하고 나서 
변화된 점이 있는가?”와 같은 형태의 질문을 통해 수행될 수 있다.

[Ⅶ-J10-또 다른 고향-2차 감상문]
이 시에서는 화자 내면의 의지가 부족한 모습, 나약한 모습으로 매우 동적으

로 화자를 괴롭히는 모습이라면, 현실에서의 백골은 단단하고 강한 느낌이자 죽
어서 정적으로 변한 대상이다. 이 둘의 공통점은 단단하고 그것을 버리기가 쉽
지 않다는 것이지만, 시에서는 죽은 백골이 아니라 살아있는 백골에 대해 말하
고 있고, 그 때문에 현실에서의 백골보다 더 슬프다. 살아있는 채로 죽은 것이
나 다름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인용문은 독자 자신의 경험 속 대상과, 상징이 지시하는 현상 간의 유사점과 차
이점을 균형 있게 인식하는 가운데, 상징이 지시하는 현상의 긴장성을 구체적으로 



- 114 -

파악한 사례에 해당한다. 그러나 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과정은 시 
텍스트의 상징과 대상에 대한 독자의 경험 사이의 조응이 밀접하게 이루어지지 않
은 경우 대상에 대한 선입견을 재확인하는 차원에 머무를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사는 이 단계에서 학습 독자들 간의 횡적 대화30)를 활성
화시킴으로써 학습 독자들이 상징의 긴장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발생한 원인에 대
해 성찰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이는 해석 활동의 
경로에 따라, 또는 대상에 대한 경험을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 상징이 지시하는 현
상의 긴장성이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 상징의 지시 현상이 갖는 
긴장성에 대해 성공적으로 사유하지 못한 학습 독자들도 또 다른 해석의 경로를 
취함으로써 대상의 새로운 존재 방식에 대한 발견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같은 관점에서, 상징의 긴장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
한 전문 독자의 비평을 비계31)로 제시하는 것 역시 이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된다.32)

4) 해석 맥락의 상호주  확장

해석 맥락의 상호주관적 확장은 학습 독자들이 상징의 지시 현상이 갖는 의의를 
텍스트와 연관된 해석 맥락들을 바탕으로 규명하는 과정이다. 교수・학습 과정에

30) 횡적 대화란 다른 독자들과 시적 사유를 공유함으로써 독자 개인의 시적 사유의 폭을 
넓히고 조정하는 과정이다. 이에 관해서는 최미숙, 앞의 글, 2006, pp.241-243.

31) 비계(scaffolding)란 학습자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잠재적 발달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학습의 과정에서 학습자의 과제해결을 위해 제공되는 조력(助力)에 해당한다. 비평
을 비계로 활용하여 시 읽기의 교육적 구도를 설계한 논문으로는 강민규, ｢비평을 비계로 
활용한 시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참조.

32)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의 경우, 아래와 같은 비평이 그 예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국화인가. 동백꽃이나 진달래 또는 장미 등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국화란 말인가. 이는 원형의 완전성을 지닌 국화가 누님의 이미지와 결부됨으로써 설명이 
가능해진다. 사군자 중의 하나인 국화꽃은 고절(孤節)로서 절개를 상징하는 대표성을 지
니고 있으며, 꽃상여 등에서 쓰이듯이 죽음을 조상하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시인은 ｢국
화 옆에서｣를 통하여 이전의 사군자 이미지에서 여성의 이미지를 새롭게 읽어냄으로써 국
화의 이미지를 재창조하고 있다. 만약 국화의 자리에 계열체를 형성하는 다른 꽃들이 대
치된다면 그 의미는 달라지게 된다. 그 대상이 장미꽃일 경우 누님보다는 연인을 연상하
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말과 얼룩말을 비교할 때 그 차이를 결정짓는 요인이 형태가 아
니라 얼룩무늬인 것처럼, 국화와 다른 종류의 꽃을 비교할 때도 어떠한 척도를 적용하느
냐에 따라 의미는 달라지게 된다.” 정창영, ｢서정주의 <菊花옆에서> 분석 시론｣, 현대문
학이론연구 vol.8, 현대문학이론학회, 1997, pp.23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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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는 상징이 지시하는 현상을 텍스트 외부의 해석 맥락에 적용하는 활동과, 상
징과 텍스트 외부의 해석 맥락 사이의 관계를 조명하는 활동으로 제시될 수 있다.

먼저, 상징이 지시하는 현상을 텍스트 외부의 해석 맥락에 적용하는 활동은 텍
스트의 상상적 세계로 정향된 학습 독자들의 사유를 상징과 연관된 보다 다양한 
실재의 측면으로 확장하는 활동이다.

시 텍스트의 상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학습 독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해석 
맥락은 잠재적으로는 무한하게 확장될 수 있지만, 모든 해석 맥락이 상징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깊이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학습 독자의 수준, 
상징의 성격, 텍스트와 해석 맥락 간의 관련성 등의 변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
러나 기본적으로 이 활동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학습 독자들에게 제시
되는 해석 맥락이 상징의 긴장성에 부합하는 성격을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상징에 대한 수렴적인 이해만을 가능하게 하는 단편적인 정보나 관습화
된 지식이 제시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독자가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독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 상징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는 것, 상징이 지시하는 현상의 복합적 성격을 해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해석 맥락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33)

한편, 해석 맥락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학습 독자들에게 제시
되는 해석 맥락의 성격에 따라 상징적 진실의 전유 과정이 특정한 방향으로 정향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또 다른 고향｣의 백골과 아름다운 혼의 관계에 
대한 아래 전문 독자들의 해석상의 차이는 해석 맥락의 선별이 학습 독자의 전유
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가늠케 한다.

(가) [김우창-또 다른 고향-1995:172-173]
세 번째의 "아름다운 혼"을 유럽의 낭만주의 문학에서 중요한 개념이었던 아름

다운 영혼(La belle âme Die Schöne Seele), 특히 《빌헬름 마이스터》 중의 
〈아름다운 영혼의 고백〉에 나오는 아름다운 영혼에 대한 언급이라고 본다면, 그
것은 그때그때의 감각적⋅체험적 쾌락과 고통을 넘어서고 또 그것을 밑거름으로 
하여 삶을 하나의 조화된 통일체로 완성해 가는 성장의 원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33) 고정희는 학습 독자들에게 제공되는 배경지식이 실제적 지식으로 전화되기 위해서는 그
것이 학습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번역되어야 하며, 학습 독자들의 추론을 가
능케 하는 원리로 적절히 재구성된 것이어야 함을 밝힌 바 있다. 고정희, ｢배경지식을 활
용한 고전시가 교육 연구｣, 국어교육 vol.138, 한국어교육학회, 2012, p.1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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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은 이러한 세 개의 분신 중 우는 것이 누구냐고 묻고 있는데, 우는 것은 이 
세 분신 모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중에도 다양하고 조화된 생의 통일성을 관장
하는 영혼 (……) “아름다운 혼”이 희생된 삶의 가능성을 생각하여 운다고 하는 것
이 적절할 것이다.34)

(나) [이성우-또 다른 고향-2003:315-316]
요컨대 ‘魂’은 사람의 생장을 맡은 양의 기운으로서 정신이나 지각 기능을 주

관하며, ‘魄’은 사람의 생장을 돕는 음의 기운으로서 육체나 활동 기능 등을 주
관한다. 문제는 이 ‘魂・魄’의 기운이나 조화의 정도에 따라 사람이 神明의 경지
에 이르기도 하고 그 반대로 죽음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윤동주의 
｢또다른故鄕｣에서 시적 자아인 ‘나’는 ‘白骨’과 ‘아름다운 魂’으로 분리되는 의식 
현상을 드러내는데, 이는 곧 ‘魂・魄’의 기운이나 조화가 깨진 상태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다시 말해 ‘魄’과 ‘魂’ 사이의 조화가 끝내 이뤄지지 못했
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윤동주의 시세계는 완결되었
다기보다는 도중에 중단되었다는 평가 쪽이 더한 설득력을 얻는다.35)

(가)의 전문 독자는 ｢또 다른 고향｣의 아름다운 혼을 낭만주의 문학에서의 ‘아
름다운 영혼’의 개념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있다. ‘아름다운 영혼’은 낭만주의 미학
에서 미(美)와 선(善)의 통일이라는 이상36)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백골
과 아름다운 혼의 분화 상태는 결국 삶을 하나로 통일시키고자 하는 ‘아름다운 영
혼’의 정신이 실현되지 않는 상태로 이해된다.

반면, (나)의 전문 독자는 백골과 아름다운 혼의 분화를 동양에서 사람의 정신과 
육체를 주관하는 초자연적 요소를 가리키는 말인 ‘혼백(魂魄)’의 분열 상황으로 파악
하고 있다. 동양의 사상에서 혼백은 양자의 조화에 의해 신명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백골과 아름다운 혼의 분화 상태는 혼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상태로 이해되며, 마지막 연에서 백골 몰래 또 다른 고향으로 향하는 화자의 태
도는 이러한 조화가 끝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위 전문 독자들의 해석과 같이 상징이 지시하는 현상의 의의는 그것이 적용되는 
해석 맥락의 성격에 따라 다른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 ｢또 다른 고향｣의 백골은 
34) 김우창, ｢손들어 표할 하늘도 없는 곳에서｣, 권영민 편, 윤동주 연구, 문학사상사, 

1995, pp.172-173.
35) 이성우, ｢견고한 거울과 또 다른 고향 –윤동주 시의 자아 성찰과 새로운 세계의 모색｣, 

한국근대문학연구 vol.4, 한국근대문학회, 2003, pp.315-316.
36) W. Henkmann & K. Lotter, 김진수 역, 미학사전, 예경, 1998, p.195.



- 117 -

(가)의 해석과 같이 독일 낭만주의 미학의 맥락 속에서 파악될 때, ‘감각적・체험
적 쾌락과 고통’으로서 ‘아름다운 영혼’의 성취를 위해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 된다. 
따라서 백골 몰래 또 다른 고향으로 향하는 화자의 태도는 자신의 이상을 성취하
기 위한 행보로 파악될 수 있다. 반면 (나)와 같이 동양의 ‘魂魄’의 맥락 속에 적용
될 때, 백골은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아름다운 혼과 조화되어야 할 대상이 
된다. 따라서 백골 몰래 또 다른 고향으로 향하는 화자의 행보는 이러한 조화의 실
패 상황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는 “작품을 통해 섣불리 관념적 해결책을 내놓지 않
으려는 시인의 정직성”의 반영이자, 식민지 시대를 벗어나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한 
시인이 부단한 자아 성찰과 그에 따른 갈등을 심미적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평가37)의 근거가 된다.

이처럼 상징과 연관된 해석 맥락들 사이에 상호 긴장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때, 학습 독자들에게 특정한 해석 맥락만을 제시하는 것은 학습 독자의 전유가 발
생할 수 있는 폭을 협소화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교사는 이와 같은 경우, 상호 긴장 관계를 갖는 해석 맥락들을 제시하고 학습 독
자들이 각각의 해석 맥락 속에서 상징이 지시하는 현상의 의의가 어떻게 달리 파
악될 수 있는지를 경험하도록 하는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상징 해석의 다
원성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면서도, 고립적이고 파편적으로 존재하는 해석 맥
락들을 제시했을 때보다 학습 독자들이 서로의 해석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명시
적인 기반을 갖게 함으로써 수업 안에서 학습 독자들 간의 횡적 대화를 활성화시
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다음으로 상징과 해석 맥락 사이의 관계를 조명하는 것은 특정한 해석 맥락으로 
완전하게 환원되지 않는 상징의 문제제기적 특성을 발견하는 활동이다. 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석 과정에서 텍스트 외부의 해석 맥락을 활용하는 것은 단순
히 상징에 대한 선입견을 확인하거나, 상징의 긴장성을 특정한 해석 맥락을 통해 
단순화하는 데 그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습 독자들이 상징과 해석 
맥락 사이를 상호주관적 관점38)에서 조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37) 이성우, 앞의 논문, 2003, pp.316-317.
38) 읽기에 대한 주관주의적 관점은 주체-객체의 이분법을 통한 이해의 과정을 상정한다. 

이런 관점에서 텍스트 외부의 해석 맥락을 활용한 상징에 대한 이해는 해석 맥락에 독자
의 이해가 종속되거나, 독자의 이해에 해석 맥락이 종속되는 일방향적인 가능성만이 존재
한다. 반면, 읽기에 대한 상호주관적 관점은 다른 주관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해
의 과정을 상정한다. 이 경우, 텍스트 외부의 해석 맥락을 활용한 상징에 대한 이해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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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Ⅶ-J17-또 다른 고향-학습 활동 539)]
㉠전기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시는 결국 가정의 세속적 성공 요구에 대

한 일탈을 원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백골 몰래 가려는 것은 결국 그러
한 가정의 요구를 아예 버릴 수는 없다는 생각을 보여주고요. 그런데 이런 해석
은 지조 높은 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주지는 못합니다. ㉡왜 지조 높은 개는 
백골이 아니라 나를 쫓는 것일까요? 세속적 요구를 따르는 자신보다, 그것을 어
물쩍 피하려 하는 자기 자신을 더 부끄럽게 여긴 까닭일까요?

(라) [Ⅷ-Y2-국화 옆에서-학습 활동 5]
㉢서정주 시에서 ‘국화’는 모두 그리움을 회상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렇

지만 ｢국화향기｣에선 주로 슬픔이 담긴 꽃인 반면, ｢첫사랑의 시｣에선 설렘이 
담겨 있다. ㉣｢국화 옆에서｣의 그리움에는 슬픔과 설렘이 다 드러나 있는 것 같
다. 그래서 국화 옆에서의 그리움은 다른 시에 비해 더 무게감이 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에 나오는 ‘찬란한 슬픔’의 그리움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위 사례는 학습 독자들이 상징에 대한 자신들의 해석을 부가적 지식40)으로 제
공된 텍스트 외부의 해석 맥락에 적용해 보고, 그 결과를 전 단계에서 도출한 상
징의 지시 현상에 대한 이해와 대비해 보게 한 것이다. 여기에서 ㉠에서 ㉡으로, 
㉢에서 ㉣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식 차이가 특정한 해석 맥락에 의해 
온전히 환원되지 않는 상징의 특성을 드러내는 지점이 된다.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사는 학습 독자들이 발견해 낸 이와 같은 상징의 불확정성의 발생 원인을 탐구

자의 이해와 텍스트 외부의 해석 맥락의 동등한 관계 맺음을 통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이
해를 목표로 하게 된다. 읽기에서 상호주관성의 관점에 대해서는 이종원, ｢시 텍스트의 상
호주관적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pp.13-16. 참조.

39) 검증 실험에서 실험 Ⅶ는 작가의 전기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실험 Ⅷ에서는 작가의 창
작 의도에 대한 정보와, 국화라는 유사 소재가 쓰인 동일 작가의 상호텍스트를 독자가 참
고할 수 있는 해석 맥락으로 제시하였다. 사용된 자료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실험 Ⅶ : 송우혜, 윤동주 평전, 세계사, 1998, pp.241-244.; 정병욱, ｢잊지 못할 윤동
주의 일들｣, 나라사랑 vol.23, 외솔회, 1976, pp.137-138.

   실험 Ⅷ : 서정주, 시창작법, 1982, pp.107-108.; 서정주, ｢국화향기｣, 미당 시전집 1
, 민음사, 2002.; 서정주, ｢첫사랑의 시｣, 80소년 떠돌이의 시, 시와시학사, 2000.

40) 부가적 지식(additional knowledge)이란 학습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事前 知
識, prior knowledge)’이나 ‘세계 지식(world knowledge)’ 이외에, 교육의 장면에서 텍스
트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특별히 제공되는 지식을 말한다. 그로스
(Gross)는 이 같은 지식들을 포함하여 배경지식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
져 있는 사전 지식으로서의 스키마(schema) 개념에 비해 폭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고정희, 앞의 논문, 2012, pp.177-1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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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도록 하고, 학습 독자들이 위 사례의 ‘㉠-㉡’, ‘㉢-㉣’과 같은 인식 차이를 
종합할 수 있는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
을 수행하게 된다.

시 텍스트 상징 해석 활동은 일차적으로 이와 같은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다. 
그 결과는 학습 독자가 수행한 해석 활동의 충실도에 따라 상징적 진실을 전유한 
상태가 될 수도 단순히 독자의 선입견을 확인한 상태에 그칠 수도 있다. 어떤 경
우이든, 상징 해석 활동의 마무리 단계는 학습 독자가 자신의 해석 결과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의욕을 갖도록 하는 
과정이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해석의 마무리 단계에서 발견하게 되는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단지 
상징 해석에는 정답이 없다는 식의 공허한 결론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
한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학습 독자가 이후에 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대상과 
독자 자신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습 독자가 자신이 해석 과정에서 제기한 물음들을 학습 독자 
자신의 시적 영향사 안에서 누적적으로 활용하고 그것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41)

41) 김미혜는 개인의 시적 영향사를 가시화하고 학습 독자가 자신의 시적 영향사를 시 읽기
의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재편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학습 방법으로 해석 텍스트의 묶
음인 포트폴리오(portfolio) 만들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학습 독자가 특정 작품의 상
징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다양화해가며, 그것의 더욱 깊은 의미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통시적으로 확인하는 데도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김미혜, ｢지식 구성적 놀이로서의 
시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 pp.18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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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상징의 인식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상징 해석 활동의 구조를 규명
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그간 추상적 관념을 전달하는 수사적 기법으로 여겨지던 상징을 그것의 은유
적 지시 작용을 바탕으로 실재에 대한 새로운 진실을 매개하는 표현 형식으로 재
조명하고, 해석을 통해 상징이 매개하는 실재에 대한 진실을 전유하게 되는 과정
을 학습 독자 및 전문 독자의 해석 양상을 토대로 밝혔다.

시 텍스트에 나타나는 상징은 때로는 작가조차도 그 실체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현상을 지시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학습 독자들이 이와 같은 복잡
하고 모호한 현상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그들 자신의 언어로 이해하기는 쉬운 일
이 아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학습 독자들이 정향될 상징 해석의 구조를 상징 기
호의 인식, 상징 의미의 추론, 지시 현상의 이해, 상징적 진실의 전유의 네 단계로 
설정함으로써 학습 독자들이 시 텍스트의 상징이 드러내는 긴장성을 갖는 진실에 
보다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시 텍스트 상징 해석 활동은 시에 나타나는 상징에 대한 주체적인 인식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학습 독자들에게는 상징이 드러내는 통합적・계열적 지표
들을 전략적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요청된다. 상징의 의미에 대한 추론은 기본적으
로 텍스트의 내적 문맥과 독자의 상상력의 상호 교섭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학습 
독자들은 대상에 대한 연상을 문맥에 조회하거나, 상징과 다른 대상들 사이의 의
미 관계를 바탕으로 상징의 의미를 다양하게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 독자들
이 추론한 의미가 보다 높은 수용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추론의 근거를 텍스트 
전체로 확대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시 현상의 이해과정에서 학습 독자
들은 상징의 1차 의미와 2차 의미의 상관성, 상징이 지시하는 현상과 학습 독자의 
경험 사이의 상관성을 구체적으로 조명함에 따라 상징의 긴장성을 보다 구체적으
로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상징의 지시 
작용이 갖는 은유적 성격을 이해하고, 상징과 학습 독자의 경험적 인식 사이의 관
계를 다각적으로 조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상징적 진실의 전유 과정에서 학습 
독자들은 상징의 긴장성이 갖는 의의를 그것과 연관된 상호주관적 맥락을 바탕으
로 규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실질적인 전유의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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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이 지시하는 현상의 긴장성을 상호주관적 맥락으로 환원하지 않는 능동적 해석 
태도가 요청된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시 텍스트 상징 해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교육의 목표로는 ‘시적 상징의 긴장성 이해’, ‘상징 해석의 방법적 지
식 획득’, ‘상징 해석의 문제제기적 성격 이해’를 제시하였고, 이와 같은 목표를 성
취하기 위한 교육 내용으로 상징의 관계성・지시성・다원성에 대한 이해를 제시하
였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교육 내용이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한 교수・학습의 
전제와, 교육 내용을 구현하기 위한 교수・학습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먼저, 상징 
기호의 인식 과정에서는 학습 독자들이 시 텍스트의 지배소적 상징을 중심으로 상
징 기호들 간의 관계망을 구성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상징 의미의 추론 과정에
서는 학습 독자들이 해석의 수용가능성에 대한 고려 속에서 다양한 의미 추론 방
식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지시 현상의 이해 과정에서는 학습 독자들이 
상징의 지시 작용이 갖는 은유적 성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적 질문 및 
비계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상징적 진실의 전유 과정에서는 학습 독자들이 상징과 
연관된 해석 맥락들을 상호주관적 관점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시 텍스트 상징 해석 교육은 상징에 대한 학습 독자의 주체적인 해석 태도를 함
양하는 것을 지향한다. 그러나 이때의 주체성은 대상의 복잡성을 단순화시키는 차
원의 것이라기보다는 복잡성을 그 자체로 수용하고, 복잡성의 가능성을 적극적으
로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얻는 태도와 관련된다. 시 텍스트의 핵심적 자
질 중의 하나인 상징의 본질적 특성을 독자 중심의 시 해석 활동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안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시 텍스트 상징 해석 교육의 가능성을 비교적 제한적인 대상
과 목표를 통해서만 검증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상징의 형이상학적 특성이 보
다 강조되는 근대 이전의 시가와, 상징을 통한 의미의 소통가능성을 거부하는 일
부 상징주의 및 초현실주의 시에서 상징 해석의 양상은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검
토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습 독자들이 이해한 상징의 의미를 상징의 근원이 
되는 신화나 이데올로기, 인간 경험의 심층에 있는 원형적 사고 등과 어떻게 결부
시켜서 교육할 것인가 하는 점 역시 시 텍스트 상징 해석 교육에서는 본질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영역이 된다. 후속 연구들을 통해 이러한 가능성이 구현
되고 본 연구의 미흡한 점들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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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eaching Interpretation of Symbol in Poetry Education

Park, Ju-Hyeong

This study suggests teaching methods that enable learners to 
interpret symbols in poetry actively. Poetry conveys cognition of complex 
phenomena that exist in the world through indirection. As a effective means 
to express such cognition, symbol is an important device to understand poetry. 
However, up until now, education in poetry has focused only on understanding 
rhetorical meaning of symbol, not cognitive function of symbol. This is a 
problem in that it causes to simplify the understanding of symbol, and to 
constrain activeness of readers’ interpretation.

So, this study investigates structures of interpretation which is 
suitable for nature of poetic symbol, and then examines if it could be applied 
in the literary classroom. First of all,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ncept and 
the characteristics of symbol for the education of symbol interpretation in 
poetry. Symbol is basically a metaphorical combination of the specific and the 
abstract. Poetic symbol, however, has additional characteristics as below. 
First, the latent meaning of poetic symbol could be understood through 
readers’ imagination. Second, the connotation of poetic symbol remains 
indeterminate after interpretation. With these characteristics, poetic symbol 
conveys tensive truth of reality. So interpretation of poetic symbol will meet 
the essential significance by understanding such truth.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is study proposes the structure of symb
ol interpretation with four phases. First, the recognition phase describes the pr
ocess to recognize symbol in poetry on the bases of the principle of pertinenc
e. Second, the inference of the meaning phase describes the process to infer 
meaning of symbol through internal context of poetry. Third, the comprehens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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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of referenced phenomena phase describes the process to comprehend tension 
of the phenomena revealed by metaphorical interaction. Fourth, the appropriatio
n of symbolic truth phase describes the process to make the truth of reality t
urning into a reality of the readers’ own. The criteria of acceptability is then 
proposed to prevent the arbitrary interpretation of symbol.

This study looks into how learners interpret poetic symbol, in order 
to see whether the structure of symbol interpretation’s educational design 
would be possible and practical. In the recognition phase, the learners were 
able to recognize symbols through poetic diction’s syntagmatic indices or 
paradigmatic indices. Some learners, on the other hand, showed arbitrary or 
superficial recognition. In the inference of the meaning phase, the learners 
were able to infer the complex meaning of symbols based on the association 
of the symbol, the context related to the symbol,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ymbol and the other objects. But some learners showed to infer the meaning 
of the symbol in arbitrary association or schematic relationships. In the 
comprehension of referenced phenomena phase, the learners were able to 
comprehend phenomena referenced by the symbol in the metaphorical 
interaction between the primary meaning and the latent meaning of symbol. 
They could also comprehend the phenomena’s tension by contrasting it with 
their ordinary experience about the specific; however, they were not capable 
to comprehend the phenomena’s tension unless they understood the 
metaphorical characteristics of symbolic reference. Lastly, in the appropriation 
of symbolic truth phase, the learners were able to comprehend the truth of 
reality by utilizing intersubjective contexts. But some learners showed to 
reconfirm their biases or to simplify symbol’s tension to the particular 
intersubjective context.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is study has planned detailed contents 
and teaching methods for the education of symbol interpretation in poetry.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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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tents of the education, symbol’s relativeness, referentiality, multiplicity 
are suggested. As teaching methods, Constitution of relational net focusing on 
dominant symbol, Application of multilateral inference methods, Metaphorical 
comprehension of referenced phenomena, and Intersubjective extension of 
interpretational contexts are suggested.

To learners, symbol is recognized as rhetorical device to understand 
its meaning through official interpretation. From this point of view, symbol 
interpretation is only accepted as the process to find the correct answer that 
was decided in advance and this constrains the learners’ thoughtful 
understanding of symbol’s cognitive function. Therefore, to expand learners' 
vision of reality, the education of symbol interpretation have to provide 
learning activity focused on symbol's cognitive functio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methodological framework for the learners’ active 
interpretation of symbol which has not been suggested to practical educational 
contents and methods.

* Kew words : the education of symbol interpretation in poetry, learner, 
symbol, indeterminacy, tension, acceptability, approp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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