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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시조 교육의 본질을 학습자의 주체적인 경험에 있다고 보고,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의 원리와 실제 양상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시조를 비롯한 

고전문학의 교육에서는 전문연구자들의 중간자적 지식을 학습자들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것

을 불가피하게 여겨왔으나, 그러한 지식이 문학의 근간인 삶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학습자

들에게 진정한 의미로 다가올 수 없다. 이에 이 연구는 학습자들이 시조 텍스트 세계를 근

본적인 경험대상으로 삼는 시조 경험의 성격을 살피고, 내러티브 구성을 구체적인 경험방

법으로 삼아 그 원리와 양상을 탐색하여 교육적 설계에까지 이르는 과정을 핵심 내용으로 

다룬다.

시조에서 경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양하지만, 경험 사이에도 위계가 있으며 시조에서는 

시조 텍스트 세계가 우선 경험해야 할 대상이 된다. 이때 인간이 삶을 인식하고 받아들이

는 방식의 하나로서 내러티브를 매개하는 것은 시조 텍스트 세계를 펼쳐 시조를 경험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시조는 장르 특성상 매개할 내러티브를 따로 구성하

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내러티브의 내용은 ‘왜 이 시조를 지었는가?’를 중심으로 하며 시

조 텍스트의 세계를 펼치는 작업과 연관된다.

시조는 서정시이면서도 내재적 서사성을 강하게 띠고 있으며, 서정 장르의 감상 및 경험

에도 충분히 서사가 매개할 수 있다는 전제를 확보한 아래,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

험의 원리를 살필 수 있다. 내러티브 구성과 시조 경험의 단계는 맥락, 수행, 위계성을 고

려한 구성주의 교육과의 접점에 의해 재조직될 수 있는데, ‘①핵심사건 생성과 텍스트의 경

험 질료화 ②내러티브 구체화와 경험맥락 형성, ③내러티브 쓰기와 경험의 수행’으로 조직

된다. 그리고 각각의 단계를 거쳐오는 동안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은 서정시로서 

시조의 핵심인 정서(情緖)의 경험으로 귀결된다.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마련한 단계를 적용하여 제작한 학습활동지를 중심으로 실험을 

계획하여 진행하였다. 그로부터 수집한 학습자의 내러티브 결과물과 기타 자료들을 현상학

적으로 분석하여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의 양상과 하위 유형들을 기술하였다. 먼

저 시조 텍스트로부터 핵심사건을 생성하여 서사적으로 텍스트를 인식하는 가운데 학습자

의 경험욕구가 자극되어 텍스트를 경험의 질료로 삼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핵심사건을 구체적인 대상들로 치환하고 하위 사건들을 보충하여 구체화할 때 거시적인 관

계망이 형성되고, 이것이 곧 시조를 경험하기 위한 맥락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내러티브의 이야기 내용을 서술하고 그에 몰입해 대상의 묘사와 감정의 서술을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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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각각 독특한 효과를 낳는 경험의 수행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학습

자-현재’ 혹은 ‘작가-과거’ 중 어느 쪽의 삶을 중심으로 하는가에 따라, 그리고 구체화 및 

서술의 방식에 따라 하위 유형들이 나뉘었다. 또 정서 경험의 측면에서도 각각의 단계가 

성취하는 바를 살필 수 있었다.

몇몇 학습자들은 유사경험이 없거나 심리적 부담을 갖는 등 개인적인 요인으로 문제를 

겪기도 했으며, 과거-현재 사이의 시공간적 거리감으로 인해 시조 경험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리고 내러티브 구성을 통해 시조 텍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인 정서까지 경험할 

수 있으나, 정서 경험의 조건들이 나타난 지점을 초점화하지 않을 때 무의식적으로 지나쳐

버리는 문제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살핀 바를 바탕으로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 교육’의 교육적 실제를 

탐구하기 위해 교육목표를 설계하고, 그 교육내용으로는 ‘이야기 형태의 시조 텍스트 세계 

확보’, ‘개연적 의미 구성을 통한 정서 경험의 강화’, ‘과거-현재 간 연속성의 확장’을 들었

다. 구체적인 교육방법으로는 ‘보조 자료를 활용한 경험 정보자원의 확보’, ‘역할 몰입을 통

한 텍스트 세계의 점유’, ‘관련 어휘 목록화를 통한 정서의 초점화’, ‘소집단 대화를 통한 

내러티브 비교’를 설계하였다.

이 연구는 최근 시조 교육에서 주목받는 경험의 내용과 구조를 밝힌 선행연구들을 발전

시켜 내러티브의 구성이 구체적인 교육적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의의가 있다. 더 나

아가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을 교육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적 실제를 탐구하

고 가능성을 살핀 의의가 있다. 하지만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조 텍스트의 종류를 한정하였

기에 이 연구의 결과를 시조 전체를 살펴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순히 가능성을 넘

어서서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의 교육현장에서의 적용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이 

새로이 요청된다.

핵심어 : 경험교육, 시조 경험, 내러티브, 시조 텍스트 세계, 구성주의, 역사적 사건과 결부

된 시조, 정서 경험, 과거-현재의 연속성, 초점화

학  번 : 2016-2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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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시조(時調) 향유라는 시조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시조를 학습

자들이 주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그 출발점으로 삼고, 시조의 텍스트 세계를 하나

의 이야기로 전환하는 내러티브 구성을 구체적 방법으로 적용하여 그 교육적 실재

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정시로서 시조를 경험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모

습과 그 경험방법으로서 ‘내러티브 구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피고, 교육현장에

서의 실험을 통해 가치 있는 양상들을 확보함을 중점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고전문학은 학습자의 동시대와는 시공간적으로 거리가 크기 때문에 그 교육방법

의 적용에 있어 난점(難點)을 갖고 있으며, 그중 하나는 작품의 서지적인 사항이나 

전기적 사실과 같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적 요구’로서의 지식이 교육을 압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1) 고전문학으로서 시조를 교육한다는 것이 딱

딱한 지식의 형태로 시조를 학습자들이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문

학으로서 향유하게 하는 것이라면, 단지 많은 양의 지식을 학습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넘어선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문학교육이 문학 능력의 향상을 통해 인간다움을 성취하는 교육 활동이라고 

할 때2), 시조 교육에서도 또한 아무리 많은 양의 지식이 전달되더라도 인간으로서 

우리의 삶과 유리되어 전달된다면 그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줄 수 없다, 

그간 시조 교육에서 장르, 문학사, 사상 등의 측면에서 적지 않은 양의 지식을 학습

자들에게 제공해왔음에도 학습자들이 시조를 여전히 낯설고 어렵기만 한 부정적인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이 이를 보여준다.

삶을 근원적인 경험들의 집합으로 보고, 교육을 통해 의미 있는 ‘하나의 경험’을 

끌어낼 것을 주장한 듀이(J. Dewey)의 교육철학3)의 근간인 ‘경험’은 삶과 지식의 

1) 한창훈, 「한국 고전문학교육 연구 동향과 전망」, 『고전문학과 교육』 25, 한국고전문학교
육학회, 2013, 35쪽 참조.

2)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5쪽.
3) 정정철, 「학교교육에서 제공되어야 할 교육적 경험의 특성에 관한 연구」, 『교육철학연

구』 33-1, 한국교육철학학회, 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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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그리고 주체적인 활동을 통해 경험하게 한다는 활동중심의 교육관을 발전시

키는 데 일조하였다. 문학이 기본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언어로 형상화한 것’4)이기

에 삶과 밀접하다는 점은 문학과 경험의 깊은 연관성을 보여주며, 경험의 확대·심화

를 통해서 정신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문학교육의 중요한 목표라는 것은5) 교육

적으로도 문학과 경험의 연관성을 말해준다. 

이때 경험은 기본적으로 “왜 경험해야 하고”, “무엇을 경험해야 하며”, “어떻게 

경험해야 하는가?”의 목적, 대상, 방법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는데6), 그간 시조 교육

에서 경험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까닭은 시조로부터 경험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탐색이 부족했던 것과, 대상이 있더라도 그를 경험할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지 못

했다는 것에 있다. 시조로부터 경험할 수 있는 대상은 ‘시조 텍스트가 다루는 문제

의식과 그로부터 펼쳐지는 세계’, ‘시조만의 독특한 장르적 특징들인 문학사적 위

상’, ‘시가(歌)로서 시조가 갖는 음악적 요소’ 등등이 있을 것이다. 이들은 시조 향

유를 위해 모두 경험되어야 할 것들이며 각각의 경험이 특수한 국면이겠지만, 시조 

텍스트가 펼치는 세계를 경험하는 것은 나머지를 위한 보편적인 기반으로서의 성격

이 강하다. 특히 경험들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누적되어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은7) 경험들 내에서도 어떤 것이 필수적이며 선행되어야 하는 위계가 있음을 말

해주는데, 시조에서 반드시 경험되어야 하며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경험은 삶과 가장 

밀착된 시조 텍스트 세계로부터 시작하는 경험이 되며 그렇기에 이를 ‘시조 경험’이

라는 보편적인 용어로 칭한다. 

그동안 시조 교육에서는 텍스트 세계를 작품이 창작된 과거의 세계로만 생각하여 

학습자들이 자신들이 사는 현재와는 매우 이질적인 그 세계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

하리라 생각해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텍스트의 세계를 중심으로 텍스트를 창작한 

과거공동체의 삶을 반영한 세계와 텍스트를 수용하는 현재공동체8)의 삶을 반영한 

세계가 각각 충분히 경험될 수 있다. 그리고 고전문학인 시조의 경우 둘 사이의 시

공간적 거리가 크다는 것은 오히려 독특하고 폭이 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4) 우한용, 『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9쪽.
5) 최홍원, 『고전문학 경험교육론』, 역락, 2015, 17쪽 참조.
6) 위의 책, 19쪽 참조.
7) 박주희, 「존 듀이의 경험의 개념과 유형 분석을 통한 교육적 의미」, 『인문학연구』 53,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7, 450쪽.
8) 과거공동체는 작가를 포함하는, 텍스트가 창작될 당시의 과거역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

들을 통칭하고자 쓴 표현이며, 현재공동체는 학습자를 포함하는, 텍스트를 수용하는 현
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칭하기 위한 표현이다. 



- 3 -

된다. 하지만 경험대상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더라도 그를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의 

방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원론적인 차원에 머물게 된다. 특히 시공간적 거

리가 너무 크다는 앞선 이유로 학습자의 텍스트 세계 경험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인

식으로 인해,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역사기록이나 작가전기(傳記) 등에서 

뽑아낸 중간언어9)의 형태의 지식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회귀했던 측면이 있다.

최근 내러티브를 전문적인 장르적 서사체가 아닌 인간의 사고과정의 한 방식으

로, 거시적인 개념으로 바라봄에 따라 내러티브를 교육적 방법의 차원에서 다루는 

연구들이 늘고 있다. 내러티브교육과정은 학습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방법에서 

‘내러티브’에 접속하도록 안내해 감으로써 학습자에게 더 좋은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자 하는 노력을 의미한다.10) 경험과 내러티브가 깊은 연관성이 있다면, 경험의 교

육적 방법으로 내러티브 구성의 효용성을 생각해볼 수 있게 한다. 우리가 삶으로부

터 무언가를 경험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삶 자체가 서사적인 만큼 내러티브를 매개

로 하기에11), 본 연구는 삶과 밀착된 시조 텍스트 세계로부터 시작하는 시조 경험 

또한 내러티브 구성을 교육적 방법으로 하여 학습자들이 성취할 수 있다고 본다. 

이때의 내러티브는 이미 존재하는 것을 학습자가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조 경험

을 위해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본 연구의 핵심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시조 교육의 궁극적 목

표인 시조 향유를 위해 ‘경험’이 대두될 필요가 있음을 전제하여, 시조 텍스트 세계

로부터 시작하는 시조 경험을 내러티브 구성을 방법으로 삼아 그 교육적 가능성을 

증명한다. Ⅱ장에서는 서정(抒情)장르로 분류되는 시조에서 텍스트 세계란 무엇이고 

그로부터 시작하는 시조 경험은 무엇인지, 그 방법으로 내러티브 구성이 적합한 이

유는 무엇인지,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의 원리는 무엇인지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살핀다. Ⅲ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설계하고 진행한 실험의 결과

9) 중간언어는 지식을 탐구하는 과정과 분리되어 가르쳐지는 결과물로서, 중간언어를 교육
내용으로 삼는 것은 탐구결과를 과정과 분리된 채로 가르침으로써 단순한 사실을 암기
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으며, 지식이 학생의 내면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머물게 되
는 결과를 초래한다.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학용어사전』, 하우동설, 2011, 634
쪽.) 시조교육에서도 전문연구자가 연구한 결과물로서 작가의 생애나 시조창작과 맞물
리는 역사적 사건들을 단순히 암기할 지식으로 전달하고 학습자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중간언어에 불과할 뿐이라고 할 수 있다.

10) 정진성·임부연, 「내러티브교육과정과 ‘더 좋은 경험’에 대하여」, 『교원교육』 31-1, 한
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2015, 248쪽.

11) 이흔정, 「Bruner의 내러티브 사고양식과 교육」, 『교육문제연구』 20, 고려대학교 교육
문제연구소, 2004, 81~8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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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종합하여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의 양상과 유형을 정리한다. Ⅳ장에서

는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을 적극적으로 교육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

적 실재를 탐구할 것이다. 

2. 연구사 검토

이 절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주제인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텍스트 세계 경험

을 탐구하기 위한 전제를 확보할 수 있는 선행연구들을 검토할 것이다. 참고하는 

선행연구들의 맥락은 크게 ①경험과 내러티브의 교육적 관계를 탐색한 연구들, ②

시(詩) 교육에서 내러티브를 활용하는 연구들, ③고전시가 교육에서 경험의 양상과 

의의를 탐색한 연구들로 나누어진다. 

먼저 경험과 내러티브의 교육적 관계의 탐색은 내러티브를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

고 사고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바라본 관점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 브루너(J. 

Bruner)는 인간의 사고양식을 형식적 논증과 관련한 패러다임 사고(paradigmatic 

thought)와 삶의 문제를 다루는 이야기 형태인 내러티브 사고(narrative thought)로 

구분하였다.12) 내러티브가 삶을 사고하고 재조직하는 사고양식으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경험’과 필연적 관계를 맺게 되었고, 특히 교육이라는 장에서 경험과 내러티

브의 관계를 탐색한 교육연구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클랜디닌과 코넬리(D. Jean Clandinin & F. Michael Connelly)13)는 경험을 이

해하는 방식으로 내러티브 탐구를 제안하고 질적인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내러

티브 탐구란 체험되고 말해진 경험의 이야기로서,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말하

면서 그 이야기를 다시 재확인하고 수정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는 것이다. 경험을 이야기로 조직된 삶으로 보

는 가운데, 그것으로부터 의미를 산출하고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12) 이흔정, 「내러티브의 교육과정적 의미 탐색」, 『한국교육학연구』 10-1, 안암교육학회, 
2004, 152쪽.

   내러티브 사고양식은 그 과정을 나타내는 변화와 결과, 인간 혹은 인간과 같은 의도와 
행위를 다룬다. 그것은 영원한 기적을 경험의 특수하고 상세한 내용들에 두고, 경험을 
시간과 장소에 위치시키려고 노력한다. 패러다임 사고양식이 고도의 추상적 개념과 원
칙에 도달하려는 것과는 달리, 내러티브 사고양식은 우리가 살고 있는 구체적 삶과 경
험에 관련된다. (J. Bruner, Actual minds, Possible world, 강현석 외 옮김, 『교육 
이론의 새로운 지평』, 교육과학사, 2011 참조.) 

13) D. Jean Clandinin & F. Michael Connelly,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소경희 외 옮김, 『내러티브 탐구』, 교육과학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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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러티브의 중요성을 확보한 것이다. 이를 근간으로 국내에서도 경험과 내러티브의 

교육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탐색한 연구들이 이어져 왔다.

이윤복·강현석(2015)14)은 그간 교육에서 대립된 이론이라고 파악했던 듀이(J. 

Dewey)의 경험이론과 브루너(J. Bruner)의 지식구조론, 내러티브 이론이 사실은 

학습자중심을 지향하는 공통점을 갖고, 내러티브가 경험교육의 한 수단으로 통합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경험교육에서 지식은 의미 있는 경험을 기반으로 학습자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다. 내러티브는 의미를 구성하여 경험을 구조화하는 틀이자 경

험의 구체적 방법으로, 경험은 교육현장에서 내러티브가 그 논리적 구조에만 천착

되지 않도록 길을 제공하는 전제로 상호작용한다.

정진성·임부연(2015)15)은 내러티브를 활용하는 내러티브교육과정을 통해 학습자

들이 가져야할 다채로운 학습경험과 지금의 배움을 ‘더 좋은 경험’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수 있음을 실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내러티브교육

과정은 학습자의 교육적 경험을 좀 더 ‘생성적’이고 ‘나를 발견하며’, ‘감성을 타고’ 

지식을 불러오며 ‘학습공동체를 통한 생기 있는 배움’을 가능케 하는 ‘더 좋은 경험’

을 불러일으키는 긍정적 방법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승은(2017)16)은 학습자의 교육과정 재구성 경험과 내러티브 형성 간의 관계를 

살폈다. 경험이란 의미 있는 것으로 조직되고, 조직된 경험이 다음 경험을 위한 선

(先)조건으로 연속성을 가지듯, 내러티브 또한 단순한 나열이 아닌 의미를 형성하도

록 조직되어야 하며 이전의 내러티브와 연관성을 갖거나, 후속 내러티브를 위한 맥

락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경험과 내러티브는 공통된 속성을 바탕으로 교육의 장에

서 통합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경험과 내러티브는 교육적으로 삶을 바

탕으로 하여 공통점들을 공유하고 있는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다. 이로부터 우

리는 내러티브가 경험의 구체적 방법으로 자리할 수 있다는 이론적 배경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교육일반에서 거시적 개념으로서 경험과 내러티브가 

관계를 맺고 있음을 밝혔을 뿐 구체적인 관계의 양상을 탐색함에는 다소 부족한 면

이 있었다. 특히 교육에서의 경험도 매우 큰 개념인 만큼, 구체적으로 무엇을 경험

14) 이윤복·강현석, 「교육과정 개발에서 듀이의 경험과 브루너의 내러티브 이론의 상생 가
능성」,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3,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5.

15) 정진성·임부연, 앞의 논문, 2015.
16) 이승은, 「교육과정 재구성 경험과 내러티브의 형성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

육연구』 17-8,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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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인가에 따라 그 방법으로서 내러티브의 구체적 모습과 둘이 결합하는 양상도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끌어낸 경험과 내러티브 관계에 대한 일

반론을 수용하되, 구체적으로 시조를 경험하는 방법으로서의 내러티브는 어떤 모습

이고 경험의 양상은 어떠한지를 살필 것이다.

다음으로는 시(詩) 교육에서 내러티브를 활용하는 교육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경험

과 내러티브가 교육적 관계를 맺는다 해도, 기존 문학교육에서는 장르적으로 서사

(敍事)와 서정(抒情)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구분함에 따라 시 교육에서 내러티브를 

활용함에 무관심했다. 그러나 특히 현대시를 중심으로 하여 내러티브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조은혜(2014)17)는 현대시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인 이미지를 중심으로 내러티브

를 형성·발전시키는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한 시 교육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때 

내러티브는 서사체의 요소를 완벽히 갖추기보다는 텍스트를 통해 상기할 수 있는 

다양한 이미지들을 질서를 갖춘 이야기(story)로 의미화함에 따라 학습자들이 이미

지 그 자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방법적 대안으로 등장한다. 

김남희(2001)18)는 서사를 ‘세계를 파악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보는 가

운데,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세계와의 조회가 쉽지 않은 대상인 시 텍스트에서 서사

적 단초를 발견하여 이를 의미화하는 과정을 ‘서사적 연행으로서의 시 읽기’로 바라

보았다. 이는 학습자의 시 읽기를 용이하게 하는 방식일 뿐 아니라, 일종의 문제 해

결 과정이자 능동적 의미 구성 과정으로 기능하게 된다. 

손예희(2008)19)는 시 읽기 교육의 목표를 단순한 이해에만 두지 않고, 개별 작

품에 대한 공감에서 시작하여 시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자기화에 이르는 데 

두고, 서사적 사고를 통해 정서적 공감에 이르는 원리를 탐색하였다. 

이승이(2014)20) 또한, 서사를 자신의 경험을 생성하고 소통하는 인지 활동으로 

이해하는 가운데, 독자가 서정시 읽기 경험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서사 원리가 적

용될 가능성을 독자가 읽기 경험을 내면화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언술 행위로서의 

‘서사 행위’와, 독자가 서사 행위의 결과물로서 서정시를 이야기 형식으로 유기적으

17) 조은혜,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한 시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18) 김남희, 「서사적 연행으로서의 시 읽기」, 『국어교육』 105, 한국국어교육연구회, 2001.
19) 손예희, 「서사적 사고를 통한 공감적 시 읽기 교육 연구」, 『국어교육』 126, 국어교육

학회, 2008.
20) 이승이, 「서사 원리를 활용한 서정시 읽기 가능성」, 『현대문학이론연구』 57, 현대문학

이론학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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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재구성한 ‘재구성된 이야기’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상의 연구들은 서정장르로 분류되던 시(詩) 교육에서 내러티브를 배제하던 태

도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시 교육을 위해 내러티브가 활용될 가능성을 밝혔다는 공

통점을 갖는다. 위 연구들은 모두 내러티브를 구조적이고 전문적인 장르로서의 좁

은 서사로 보지 않고 경험 및 사고방식으로서의 큰 개념으로 바라보았으며, ‘이미

지, 정서적 공감, 시 읽기의 즐거움’과 같은 시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또한 내러

티브를 통해 다가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수용하여 문학교육

에서 같은 서정장르로 묶이던 시조(時調) 역시도 내러티브를 통한 교육이 가능함을 

전제한다. 그러나 현대시 위주의 교육연구에서 이미지, 정서, 수사법 등, 시의 속성

을 중심으로 곧장 내러티브를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현대시의 텍스트 세계를 중심

으로 작가와 학습자 사이의 시공간적 거리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작가가 시를 

창작할 때의 언어적, 사상적, 사회문화적 특징이 학습자가 살아가는 지금과 큰 차이

가 없어 비교적 텍스트 세계가 수월하게 경험될 수 있기에 그를 기반으로 이미지, 

정서와 같은 예술성을 곧바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공간적 거리가 매

우 큰 시조의 경우는 시조의 장르·예술성을 곧바로 경험하기 힘들며, 그 이전에 내

러티브를 통해 우선 경험해야 할 무언가가 따로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전문학교육에서 경험의 양상과 의의를 탐색한 일련의 선행연구들

은 앞서 던진 ‘시조에서 내러티브를 통해 우선 경험해야 할 무언가’에 대한 공통된 

답을 던져준다고 할 수 있다.

최홍원(2008)21)은 고전문학의 경험은 텍스트가 갖는 보편성에 주목할 때 텍스트 

세계를 경험질료로 하여 학습자가 ‘지금-여기’의 맥락에서 경험하는 양상과, 텍스트

가 갖는 특수성에 주목할 때 텍스트 상황을 경험질료로 하여 학습자가 ‘그때-거기’

의 맥락에서 경험하는 양상으로 나뉜다고 보았다. 여기서 경험대상은 삶으로 대변

되는 세계, 상황과 같은 것들로 고전문학의 경우 텍스트를 중심으로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이 차별화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조희정(2015)22)은 고전시가의 재미/ 흥미/ 의미를 경험의 측면에서 밝혔는데, 그 

구체적인 경험양상은 감정이입과 공감 체험으로, 전자가 학습자가 시적 화자의 상

황을 중점적으로 취해 자신의 선행 경험을 끌어와 경험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학습

21) 최홍원, 「신흠의 시조와 경험교육 연구」, 『문학교육학』 25, 한국문학교육학회, 2008.
22) 조희정, 「고전시가 감상 국면의 재미·흥미·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29, 한국고전문학

교육학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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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시적 화자의 관점을 중점적으로 취해 마치 자신이 시적 화자가 된 것처럼 상

상력과 외적 정보를 통해 경험하는 것이다. 이 또한 고전문학 경험은 상황 내지는 

관점을 경험하는 것으로 현재 맥락과 과거 맥락으로 구분됨을 보여준다.

이 밖에 서명희(2017)23)는 문학-역사의 융합교육적 측면에서 고전시가 <덴동어

미화전가>는 학습자의 판단 상 공감 혹은 비판의 양상으로 텍스트를 ‘문학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작품과 얽힌 역사적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역사적’으로 경

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때 이 두 가지 양상은 연구의 제목이 가리키는 

것처럼 분리된 채로 남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경험이라는 큰 차원에서 융합·통합되

는 것으로, 이 역시 과거-현재 차원의 경험을 모두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시조에서 내러티브를 활용하여 우선 경험해야 할 

무언가’에 대한 답을 내리자면 그것은 삶과 밀착되어 있는 시조 텍스트 세계이다. 

그리고 텍스트 세계를 기반으로 과거-현재 양극의 삶을 반영하여 각각의 맥락에서 

시조를 경험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이 시조에서 어떤 경험대상을 우선해야 하

는가에 대하여 본 연구에 통찰을 던져주었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는 

다소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앞서 서정시 교육에서도 내러티브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한 바에 따라, 시조 경험에서도 또한 그 방법으로 내

러티브 구성을 적용하여 교육하는 것을 제안한다.

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내러티브 구성을 통해 경험하기 적합한 시조들을 우선 ‘역사적 사

건과 결부된 시조’들로 한정한다. 후에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고전문학으로서 시조 

텍스트 세계는 학습자 혹은 현재의 삶을 반영해서만 내러티브로 구성되고 경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작가 혹은 역사의 삶을 반영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역사적 사건과 결부된 시조’ 외에도 일반적으로 시조 텍스트들은 과거의 것인 만큼 

나름의 역사적 특수성을 모두 갖고 있다 할 수 있지만, 보통의 학습자들이 전부 시

조가 지어진 조선(朝鮮)의 사회·문화적 특징에 대해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

23) 서명희, 「고전시가를 제재로 한 교과 융합적 경험교육」, 『국어교육학연구』 52-2, 국어
교육학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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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특별한 사건과 결부되지 않은 시조 텍스트들에서 역사적 이야기를 상상·반영

하여 텍스트 세계를 경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된다.

‘역사적 사건과 결부된 시조’들은 학습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작가와 얽힌 특별

한 역사적 사건들을 창작 배경으로 가지고 있기에 내러티브를 구성하기 상대적으로 

수월한데, 특히 충(忠), 유배의 고통, 신분제에 의한 제약 등과 같이 역사적 특수성

을 갖는 개념들을 역사적 사건들을 비계로 하여 내러티브에 담아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충(忠)의 개념만을 전달받은 학습자가 오직 시조 텍스트만으로 군신(君臣) 간

의 관계가 얽힌 내러티브를 상상해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시조 텍스트와 결부된 

역사적 사건이 이미 존재한다면 그를 비계로 충(忠)의 개념이 간접적으로 녹아든 

내러티브를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우선 ‘역사적 

사건과 결부된 시조’들을 통해 과거의 특수성을 경험한다면 이후에는 일반적인 시

조 텍스트들에서도 역사적인 내러티브를 상상하여 구성할 수 있다.

‘역사적 사건과 결부된 시조’들은 대개 다음과 같은 시조들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먼저 조선전기 계유정난(癸酉靖難)이라는 사건과 결부된 사육신(死六臣)들의 시조가 

있다. 성삼문(成三問, 1418~1456)의 ‘首陽山 라보며 夷齊 恨노라’나 ‘이몸이 

주거가셔 무어시 될 니’24), 박팽년(朴彭年, 1417~1456)의 ‘가마귀 눈비마자 희

듯 검노라’25), 이개(李塏, 1417~1456)의 ‘房안에 혓는 燭불 눌과 離別 엿관

’26) 등의 시조들은 모두 계유정난을 중심으로 단종 복의 모의가 탄로되어 형벌 

끝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의 노래, 평소부터 품고 있던 절의(節義)의 뜻을 품은 

노래들이다.27)

한편 기녀(妓女)였던 홍낭(洪娘)의 ‘묏버들 갈 것거 보내노라 임의손’28) 시조

24) 『시조문학사전』 상의 원문표기와 번호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정병욱 저, 『시조문학사
전』, 신구문화사, 1982. 앞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모든 시조 텍스트의 원문 표기와 
일련번호는 『시조문학사전』 상의 표기와 번호로 표시할 것임을 밝혀둔다.)

首陽山 라보며 夷齊 恨노라                 이몸이 주거가셔 무어시 될 니
주려 주글진들 採薇도 것가                   蓬萊山 第一峰에 落落長松 되야이셔
비록애 푸새엣 거신들 긔 뉘 헤 낫니          白雪이 滿乾坤제 獨也靑靑 리라
                              (#1231)                                     (#1665)
25) 가마귀 눈비마자 희듯 검노라
    夜光明月이 밤인들 어두오랴
    님向  一片丹心이야 고칠줄이 이시랴 (#17)
26) 房안에 혓는 燭불 눌과 離別 엿관
    것츠로 눈물 디고 속타는쥴 모로는고
    뎌 燭불 날과 갓트여 속타는쥴 모로도다 (#865)
27) 박노준, 「사육신 시조의 절의」, 『세종학연구』 4,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9 참조.



- 10 -

나, 황진이(黃眞伊)의 ‘冬至ㅅ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내여’29), 그 연인이었던 

서경덕(徐敬德1489~1546)의 ‘음이 어린後ㅣ니 일이 다 어리다’30)와 같은 시

조들은 각자 ‘기녀-양반’의 연인관계에서 생겨난 비극적 연애담과 같은 사건들과 

결부되어 있으며 조선시대 기녀들의 신분적 위치에 대한 역사적 정보들과도 연결될 

수 있다.31)

또한 『진본 청구영언』에 30수가 실린 상촌(象村) 신흠(申欽, 1566~1628)의 

<방옹시여(放翁詩餘)> 시조들은 1613년(광해군 5)에 일어난 ‘계축옥사(癸丑獄事)’와 

그로 인한 신흠의 김포로의 방축(放逐)이라는 공통된 역사적 사건과 결부되어 있

다.32)

이 중 본 연구의 실험에 활용한 시조 텍스트 3수는 모두 신흠의 <방옹시여(放翁

詩餘)>에 속한 30수 중 3수를 골라 대상으로 삼았다. 그 전문과 『시조문학사전』

상의 번호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8) 묏버들 갈 것거 보내노라 님의손
    자시 窓밧긔 심거두고 보쇼셔
    밤비예 새닙 곳 나거든 날인가도 너기쇼셔 (#774)
29) 冬至ㅅ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내여
    春風 니불아레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님 오신날 밤이여든 구뷔구뷔 펴리라 (#672)
30) 음이 어린後ㅣ니 일이 다 어리다
    萬重雲山에 어 님 오리마
    지 닙 부 람에 여 긘가 노라 (#713)
31) 임주탁, 「홍낭 시조의 평가·해석과 창작 맥락」, 『코기토』 79,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

소, 2016; 김상진, 「기녀시조의 맥락과 황진이 시조의 팜므파탈」, 박노준 편, 『고전시가 
엮어 읽기』 하, 2003, 86~113쪽 등 참조.

32) 이는 <방옹시여서(序)>의 “萬曆癸丑長至放翁 書于黔浦田舍”의 기록을 근거로 삼는다. (최미
정, 「상촌 신흠의 <방옹시여> 시조에 대한 『주역』적 해석」, 『한국학논집』 65, 계명대학교 한국
학연구원, 2016, 13쪽 참조.)

시조 원문 『시조문학사전』 번호

노래 삼긴 사 시름도 하도할샤

닐러 다 못닐러 불러나 푸돗가

眞實로 플릴거시면은 나도 불러 보리라

#473

寒食 비온 밤의 봄빗치 다 퍼졋다

無情 花柳도 를 아라 픠엿거든

엇더타 우리의 님은 가고 아니 오고

#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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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흠의 위 시조 3수를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위 시조들은 

앞서 말했듯 같은 역사적 사건과 결부되어 있고 그 기록이 비교적 자세히 남아있

다. 이에 학습자들이 작가의 삶을 유추하여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데 수월하다는 장

점이 있다. 그러나 각각의 시조들이 같은 창작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시조 텍스

트가 드러내는 세계의 모습과 문제의식들이 다양하여, 학습자들이 하나의 역사적 

사건만 알아도 그와 결부된 다양한 양상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였다. 

사육신의 시조들은 그 문제의식들이 충(忠)이나 절의(節義)로 모이고 기녀 시조들은 

사랑의 한(恨) 등으로 집약되는 만큼 대체로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 비슷한 하나의 

경험으로 수렴될 확률이 높지만, 신흠의 시조들은 일단 30수나 되고 각각이 드러내

는 문제의식과 둘러싼 내용이 다르기에 하나의 역사적 사건만으로도 다양한 경험을 

학습자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신흠의 시조 30수 중에서도 현대어 번역을 학습자에게 제공했을 때, 시조 

텍스트 자체의 내용과 그 안의 문제의식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의 특수한 시어(詩

語)나 사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 학습자의 수준에도 적절하

다고 판단한 위의 3수를 선별하였다. 또한, 위 3수 시조들이 갖는 문제의식이 학습

자들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드러날 수 있기에 반영하여 내러티브를 구성하기 좋다

는 점도 하나의 이유이다. 그리고 교과서 및 모의고사, 사설 문제집에 자주 등장하

여 학습자들에게 꽤 친숙한 작품들이라는 점에서도 그 선별의 이유를 찾을 수 있

다. 마지막으로 3수 각각이 담는 문제의식과 내용이 분명한 차이가 있기에 다양한 

경험을 위한 앞선 조건에 있어서 또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의 양상을 확인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

기 위해 실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설계하여 진행하였다. 실험은 신흠의 

시조 3수에 대하여 시조 경험과 내러티브 구성의 원리에 따라 제작한 학습활동지를 

냇에 오라바 므스일 셔잇다

無心 져고기를 여어 므슴 려다

아마도 믈에 잇거니 니저신들 엇리

#457

[ 표 1 ] 실험 대상 시조 원문 및 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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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한 수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실제 수업에서의 교수자-학습자 간 대화나 인

터뷰, 학습자가 구성한 학습활동지 결과물 등을 연구 자료로 확보하였다.

본 연구는 우선 해당 시조 3수를 대상으로 하여 예비실험을 각각 다른 고등학교

에서 두 번 진행했는데, 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예비실험은 시조 텍스트에서 내러티브를 구성한다는 것을 학습자들이 어느 정도

로 낯설게 여기고 부담을 갖는지 살펴보기 위해 진행하였다. 또한,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교육활동인지를 전체적으로 가늠하기 

위한 실험이었다. [예비실험-1]에서는 사전 시조 텍스트 분석 작업을 따로 제공하

지 않고, 별다른 지침 없이 대상 시조 3수의 상황을 이야기로 바꿔보도록 요구했는

데, 학습자들은 활동에 어느 정도의 흥미를 느끼면서도 구체적인 지침이 제시되지 

않을 때 다소 완성도가 떨어지는 이야기를 구성하거나, 이야기가 아닌 독후감상문

이나 분석적 비평텍스트를 생산하기도 하였다. 

[예비실험-2]에서는 이야기로서의 내러티브 구성 원리를 고려한 학습활동지 초

안을 제작하고, 실험이 진행되기 전 해당 고등학교 교사와 만나 전체적인 교육실험 

수업의 흐름과 제공할 정보들을 간략하게 협의하였다. 실제 수업은 2차시 총 100

분 동안 진행하였고, 수업 동안 학습자들이 작성한 학습활동지를 다시 수합하여 그 

결과물들을 분석하였다. 이때 학습자들에게 ‘왜 이 시조를 쓰게 되었는가?’의 내용

으로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게끔 요구했으며, 결과적으로 학습자들은 어느 정도 

[예비실험-1]에 비해 완성도 있는 이야기 형태를 띤 내러티브를 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자가 아닌 해당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을 진행했을 때, 대상 시조 텍스

실험번호 실험기간 실험대상 실험인원 실험 개요

예비실험

-1
17.4.15

경기 Y 

고등학교 

2학년

10명

1시간 30분의 시간 동안 학습자들에

게 시조 작품을 설명해주고 두 가지

의 배경서사를 자유롭게 쓰도록 하고, 

일부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구

술인터뷰를 진행함.

예비실험

-2

17.7.17

~ 20.

서울 C 

고등학교 

2학년

16명

배경서사 구성의 원리를 반영하여 연

구자가 제작한 학습활동지를 중심으

로 2차시의 수업(1차시 50분)을 해당 

고등학교 교사가 진행함.

[ 표 2 ] 예비실험의 기간, 대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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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나 관련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교사의 인지 정도가 학습자들의 결과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실험에서는 같은 시조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되,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

하여 수정한 학습활동지를 중심으로 학습자들에게 제공할 정보와 수업시간, 수업에

서의 중요한 교사 발문(發文) 등을 연구자와 대신 수업을 진행할 해당 고등학교 교

사들이 합의하였다. 이는 [예비실험-2]에서 얻은 결과, 최대한 균질한 수업과 정보

를 학습자들에게 제공하여 교수자라는 변인에 의해 학습자들의 결과물이 받는 영향

을 줄이기 위함이었다. 본실험은 각각 다른 고등학교에서 같은 실험을 세 번 진행

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실험번호 실험기간 실험대상 실험인원 실험 개요

본실험-1
17.8.30~

9.7.

경기 

Y고등학교 

1학년

42명

연구자가 제작한 학습활동지를 중심

으로 2차시(1차시 50분) 수업을 연구

자가 직접 진행함. 수업 중 교사-학

생 간 대화를 녹음하고, 일부 학생들

을 대상으로 간단한 활동소감을 받거

나 구술인터뷰를 진행하였음.

(특이사항: 연구자가 수업을 진행, 수

업 중 대화를 녹음 및 전사, 활동 종

료 후 간단한 소감 및 구술인터뷰 확

보.)

본실험-2
17.10.10

~17

서울 

S과고 

2학년

119명

연구자가 제작한 학습활동지를 중심

으로 2차시(1차시 50분) 수업을 해당 

고등학교 교사가 진행함.

(특이사항: 해당 고등학교 국어교사

가 수업을 진행(2명), 수업 자료나 방

식 등 통제 가능한 변인들은 본실험

-1과 최대한 동일하게 맞춤.)

본실험-3
18.2.6~

23

강원

M고등학교

2학년

42명

연구자가 제작한 학습활동지를 중심

으로 2차시(1차시 50분) 수업을 해당 

고등학교 교사가 진행함. 수업 중 교

사-학생 간 대화를 녹음하였음.

(특이사항: 해당 고등학교 국어교사

가 수업을 진행(1명), 수업 중 대화를 

녹음 및 전사, 수업 자료나 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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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실험에서 활용한 학습활동지는 크게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33), 시조

가 3수인 만큼 학습활동지도 그에 맞춰 3가지 종류로 제작하였다. 첫 번째 문항은 

시조 텍스트를 분석하면서 그로부터 내러티브를 구성해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이

야기의 요소와 핵심사건을 찾아 생성하는 활동이다. 학습자들은 시조 텍스트를 교

수자와 함께 분석해나가며 시조의 화자(話者)나 시적 대상, 시적 배경 서술·감정어

(語)등을 통해 이야기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 인물, 배경, 행위들을 찾아내고, 이들

을 조합하여 시조 텍스트가 제기하는 원형적인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핵심사건을 

생성한다. 두 번째 문항은 첫 번째 문항에서 확보한 기본 요소나 핵심사건을 토대

로 학습자 본인의 삶을 환기하고 반영한 내러티브를 구성하여 시조를 경험하는 활

동이며, 세 번째 문항은 신흠의 생애와 계축옥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작가의 

삶을 이해하여 반영한 내러티브를 구성하여 또 다른 양상으로 시조를 경험하는 활

동이다. 

본 연구는 각 문항에 학습자들이 답한 학습활동지를 수합한 후 이를 우선 크게 

연구 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었다. 이때 연구 자

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것은 앞선 각주에 나타난 학습활동지의 2번, 3번 문항

과 관련하여 두 가지 유형의 삶을 반영한 내러티브를 모두 구성했거나, 적어도 하

나의 내러티브는 구성한 경우, 둘 다 구성하지 않았으나 그 이유로 의미 있는 진술

을 적시한 경우34)를 포함한다. 활용가치가 없는 것은 별다른 이유 없이 두 유형의 

33) 학습활동지의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아래의 시조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보자.
  1-1) 위 시조 속 등장인물은 누가 있을까?
  1-2) 위 시조의 화자는 어떤 상황에 놓여있을까?
  1-3) 화자는 어떤 사건을 겪고 시조를 쓰게 되었을까?
  1-4) 앞의 3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종합하여 짤막한 이야기토막을 만들어보자.
2. ‘나’의 생활 속 경험을 시조와 연결해 에세이를 써 보자.
3. 신흠과 계축옥사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여 ‘내’가 신흠이 되어 그날의 일기를 써 보자.

34) 예를 들어 2번 문항에 대해서는 ‘(본인의) 삶 속에서 비슷한 경험을 찾을 수 없어서 구
성하지 못했다.’라고 이유를 밝히고, 3번 문항에 대해서는 ‘2번 문항을 구성하지 못해서 
3번도 못하였다.’나 ‘역사적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해 구성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유를 
밝혔을 경우, 두 유형의 내러티브를 모두 구성하지 못했으나 연구 자료로서 활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통제 가능한 변인들은 본실험-1과 

최대한 동일하게 맞춤.) 

[ 표 3 ] 본실험의 기간, 대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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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러티브를 모두 구성하지 않은 경우이다. 총 42편의 학습활동지를 수합한 Y고에

서는 33편(79%)이, 마찬가지로 42편을 수합한 M고에서는 37편(88%)이, 119편을 

수합한 S과고에서는 102편(86%)이 연구 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계산

되었다. 상대적으로 Y고에서 수치가 낮은 이유는 특수목적학교인 M고, S과고와는 

달리 일반 인문계 학교라는 점에서 기인하는 학습자의 평균 학업 성취수준, 교실 

분위기 등이 일정 관여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교수자 변인인 것으로 해석된다. Y

고의 경우 연구자가 직접 수업을 진행했기에 일종의 ‘특별 수업’으로 학습자들에게 

인식된 측면이 컸던 반면, M고와 S과고에서는 모두 해당 고등학교, 학년의 평상시 

국어수업을 담당하던 교사가 진행했기에 좀 더 학습자들에게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었던 차이가 크다. 그러나 이 변인은 의도한 것이 아닌 실험 여건상 발생한 것으

로, 본 연구에서는 깊이 다루지 않을 것이다.

위처럼 수합한 학습활동지를 크게 연구 자료로서 활용가치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눈 뒤, 전자를 다시 3개 유형으로 나누었다. ①두 가지 유형의 내러

티브를 모두 나름대로 구성한 경우와 ②2번 문항과 관련하여 학습자 본인의 삶을 

반영한 내러티브만 쓴 경우, ③특수한 요인으로 2번 문항과 관련한 내러티브를 제

대로 구성하지 못했거나 3번 문항과 관련하여 작가의 삶을 반영한 내러티브만 쓴 

경우로 나누었다. 33편이 연구 자료로서 활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계산된 Y고에서

는 18편이 ①번 유형에, 5편이 ②번 유형에, 10편이 ③번 유형으로 드러났다. 37편

이 연구 자료로서 활용가치가 있던 M고에서는 30편이 ①번 유형에, 2편이 ②번 유

형에, 5편이 ③번 유형으로 나타났다. 총 102편이 연구 자료로서 활용가치가 있던 

S과고에서는 74편이 ①번 유형에, 10편이 ②번 유형에, 18편이 ③번 유형으로 드

러났다. 이때 ②번과 ③번 유형은 뒤에 Ⅲ장의 4절에서 그 원인과 함께 분석할 문

제사례들과 연결되며, 각각 연구 자료로서 활용가치가 있는 학습활동지에서 차지하

는 비율이 Y고, M고, S과고 순으로 45%, 19%, 28%로 계산되었다. 공통적으로 ②

번보다는 ③번 유형의 한계사례들이 많게 나타났으며, 각각이 특수한 원인을 가지

고 있지만, Y고, S과고, M고 순서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에는 각 학교 특성의 변

인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Y고 학습자들이 1학년인 이유도 있겠으나, 일

반 인문계 학교인 Y고와는 달리 M고와 S과고는 특수목적학교로 평균적인 학습자 

학업 성취수준이 높다는 점, 또한 문학에 한해서는 과학중심학교인 S과고보다 M고

의 학습자 수준이 좀 더 높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위에서 살핀 학습활동지에서 생성된 학습자들의 내러티브 결과물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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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중심적인 분석 자료로 삼고, 보충적으로 획득한 구술인터뷰 자료나 수업 중 교

수자-학습자 간 대화를 녹음하여 전사한 자료, 활동 소감 자료 등을 활용하여 Ⅲ장

에서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의 양상을 기술할 것이다. 이때 자료를 분석

하여 그로부터 ‘시조 경험’이라는 현상의 양상을 살피는 방법은 현상학적 연구를 거

시적으로 따른다. 현상학적 연구는 어떤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자료를 수집

하고, 무엇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중심으로 그 본질을 기술하

는 질적 연구방법이다.35) 특히 학습자가 구성한 내러티브 결과물은 학습자들이 텍

스트 세계를 기반으로 시조를 경험하며 생성한 것으로, 이를 자료로 삼아 Ⅱ장에서 

살필 원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분석하여 어떤 양상으로 경험했는지를 기술하는 것

이다.36) 또한,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물에서 나타난, 주목할만한 문제사례들을 종합

하여 살펴보고, 이를 Ⅳ장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도출의 근거로 삼을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본 연구의 이어질 방향을 정리하자면, Ⅱ장에서는 시조 텍스트 

세계와 그로부터 시작하는 시조 경험을 밝히고, 과거-현재 각각의 삶을 반영하여 

시조를 경험하는 방법으로서 내러티브 구성을 살핀다. 또한, 서정 장르인 시조를 내

러티브로 경험할 수 있는 이론적 전제를 마련한 뒤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

험’의 원리를 탐색할 것이다. Ⅲ장에서는 본실험에서 얻은 자료의 분석을 통해 ‘내

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의 실제 양상과 하위 유형을 살핀다. 또한, 주목할만

한 문제사례들을 유형화하고 살펴, Ⅳ장의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도출의 근거로 삼

는다. Ⅳ장은 Ⅱ장의 마지막에서 살필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의 교육적 

의의를 바탕으로 교육적 실재를 살피기 위해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교육내용 및 교

육방법의 설계를 구상하는 내용으로 마련할 것이다. 

35) 조영달, 『질적 연구 방법론: 학교와 수업 연구의 새 지평』, 近思, 2015, 178쪽.
36) 이 점에서 구체적으로는 연구자 입장에서 의미 있는 진술을 설정하고, 이를 학습자들

의 결과물에서 찾아 그 양상을 연구자가 추론하고 변형하여 일반적인 내용으로 재-기술
하는 무스타커스(C. Moustakas)의 방법을 따른다고도 할 수 있다. (J. Creswell,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조
흥식 외 역, 『질적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학지사, 2015, 229~23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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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의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것이 시조를 경험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탐색한다. 경험 및 내러티브는 상당히 큰 개

념이기에 우선 그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 특히 시조에서는 경험할 수 있는 대상이 

여럿 있기에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경험해야 할 대상”으로서 시조 텍스트 

세계를 살펴 본 연구에서 말하는 “시조 경험”을 정의한다. 또한, 텍스트 세계란 곧 

삶의 모습을 띠는 만큼 삶을 반영하여 경험하는 방법으로서 내러티브 구성에 주목

한다. 이어서 본래 서정시로 분류되는 시조가 내러티브와 만날 수 있는 이론적 전

제를 살피고, 선행연구들을 활용하여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의 원리’와 

교육적 단계를 도출할 것이다. 즉, Ⅱ장 전체의 논의는 이어지는 Ⅲ장의 실험에서 

내러티브 구성을 통해 시조를 경험할 수 있음을 실질적으로 증명하고 그 양상을 얻

기 위한 이론적 배경을 확보함에 목적을 둔다. 

1. 시조 경험과 내러티브 구성

본 연구는 시조 경험이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성취될 수 있

다고 보고, 그 원리를 탐색하여 실제 양상을 보이는 것에 주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본 연구가 말하는 “시조 경험”의 정의를 근본적인 경험대

상이자 출발점인 ‘시조 텍스트 세계’와 함께 살피고, 그를 위한 내러티브는 무엇인

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경험이라는 개념이 경험대상에 따라 구체적인 모습을 

달리하며 내러티브 또한 큰 개념인 만큼, 논의의 전개를 위해서 개별 경험대상의 

특징과 그 경험방법으로서 구성하는 내러티브의 특징을 살피는 것이다. 

 교육연구에서 내러티브 탐구의 중요성을 언급한 클랜디닌과 코넬리(D. Jean 

Clandinin & F. Michael Connelly)는 내러티브가 경험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 최

선의 방법이라고 보았는데37), 구체적으로 무엇을 경험하는가에 따라 그 방법으로서

의 내러티브도 구체적인 모습을 달리할 수 있다. 이에 우선은 시조에서 경험할 수 

37) 김대군, 「교육연구에서 내러티브 탐구」, 『현상해석학적 교육연구』 8-2, 한국교육현상
해석학회, 2011, 6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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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대상 중 필수적이자 경험의 출발점으로 ‘시조 텍스트 세계’를 내세워 “시조 경

험”의 특징을 살피며, 그에 맞는 경험방법으로서 구성되는 내러티브는 어떤 모습인

지 탐색하는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1) 텍스트 세계에 기반한 시조 경험

경험이라는 말은 ‘A가 B를 경험한다.’와 같이 경험주체와 경험대상을 전제하는 

개념이다.38) 그렇다면 교육에서의 경험을 그 주체를 학습자로 통일할 때, 결국 개

별 경험의 개념 및 성격은 그 경험대상이 무엇인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서론

에서도 살펴보았듯, 시조에서 경험할 수 있는 대상은 여럿이 있다. 시조 텍스트가 

다루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펼칠 수 있는 세계를 경험할 수도 있고, 시조의 장르

적 특징이나 문학사적 위상 혹은 시가(歌) 즉 노래로서의 시조를 경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시조에서 경험대상이 많지만, 경험대상을 지나치게 확장하면 오히려 

모든 내용이 경험 영역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험적 접근의 본질이 흐

려질 위험이 있다.39)

이에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가’와 ‘반드시 경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의 물음으

로 나누어 중핵부에 자리하는 후자의 “경험해야 할 것”을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고전문학 경험의 구조를 밝힌 최홍원(2015)은 언어 형식, 기법, 수사적 자질과 같

은 것들은 “경험될 수 있는 것”으로, 텍스트 세계를 통한 의미의 경험을 “경험해야 

할 것”으로 구분하였다.40) 문학이 ‘가치 있는 삶을 언어로 형상화한 것’41)으로 정

의된다면, 하나의 텍스트는 언어적 예술이기에 앞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릇이 

된다. 듀이(J. Dewey)는 경험을 사변적인 것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생명체와 환경 

사이에서 행해지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면서42), 경험과 삶의 불가분리성을 주장하

였다.43) 그렇다면 텍스트 세계는 문학에서의 경험대상 중 그 자체로 가장 삶과 밀

38) Oxford의 철학사전의 “경험(experience)” 항목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A beginning on this task may be made by observing that experiences have 
contents: it is the world itself that they represent to us as being one way or 
another, and how we take the world to be is publicly manifested by our words 
and behaviour. (Simon Blackburn, The Oxford dictionary of philosoph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2008.) 
39) 최홍원, 『고전문학 경험교육론』, 역락, 2015, 31쪽.
40) 위의 책, 31~32쪽 참조.
41) 우한용, 『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9쪽.
42) J. Dewey, Art as Experience, 박철홍 옮김, 『경험으로서 예술』 1, 나남, 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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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된 것으로, 듀이를 따를 때 가장 근본적인 문학에서의 경험대상이 된다.

텍스트 세계는 리쾨르(P. Ricoeur)의 해석학에서도 중요한 개념인데, 이는 텍스

트가 제안하는 세계로, 독자는 자신의 좁은 이해로 텍스트를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앞에 펼쳐지는 세계의 명제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응답하는 것이다.44) 

‘텍스트가 제안하는 세계’라는 것은 우선 창작 당시의 맥락 혹은 독자의 맥락을 배

제하고 오직 텍스트 자체가 펼치는 세계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45) 또한, 

우리가 텍스트를 단순히 한 문장의 명제나 의도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식

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완연한 삶으로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는 우선 문학을 특별한 예술 작품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닌, 삶의 체험이 견고하게 

내재된 텍스트46)로 보는 것과도 관계한다.

여러 경험은 고유의 가치가 있으나, 인간의 성장을 지향하여 서로 나중의 경험들

에 영향을 주는 지속성의 원리를 가져야 하며,47) 그 시작은 삶으로부터 출발하여 

점차 고양되는 것이어야 한다. 즉 모든 경험은 지나간 경험의 영향을 받아 이후에 

오는 경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48), 이는 경험들 사이에 위계와 순서가 있음을 암

시한다. 텍스트가 다루는 문제의식을 넓게 펼친 ‘텍스트 세계’를 경험하는 것은 문

학에서의 경험들 사이에서 첫 번째의 위계와 순서에 위치하며, 특수한 국면임과 동

시에 궁극적으로 향유에 이르는 길목에 놓인 각 경험을 통과하는 보편적이고 근본

적인 것이다. 

아래 그림은 시조 향유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지향하여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정

리할 때, ‘시조 텍스트 세계’가 반드시 경험해야 할 대상이자, 가장 먼저 경험할 때 

다른 대상들을 수월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43) 이선이, 「듀이에서 경험의 의미」, 『감성연구』 15,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7, 195쪽.
44) P. Ricoeur, Du texte à l`action, 박병수·남기영 편역, 『텍스트에서 행동으로』, 아카

넷, 2002, 132~133면 참조.
45) 이는 그동안 텍스트 세계를 오직 창작 당시의 맥락이 개입된 과거의 세계로만 보고 학

습자들의 경험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던 그간 시조 교육의 관점을 비판하는 것
이기도 하다. 우선 텍스트 자체가 펼치는 원형적 세계가 있고 후에 과거 혹은 현재의 
맥락을 개입해 구체적 세계를 그려갈 수 있다면, 고전문학인 시조의 텍스트 세계 또한 
충분히 학습자들이 경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6) 김상욱, 『문학교육의 길찾기』, 나라말, 2003, 31쪽.
47) J. Dewey, Experience and Education, 강윤중 옮김, 『경험과 교육』, 培英社, 2011, 

32·44쪽 참조.
48) 박주희, 「존 듀이의 경험의 개념과 유형 분석을 통한 교육적 의미」, 『인문학연구』 53,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7, 4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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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앞서 설명한 것처럼 텍스트 세계는 그것이 품고 있는 명제에 적합한 방식으

로 응답함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데, 과거의 문학인 시조의 경우 현대-수용자의 입

장에 서는가, 과거-창작자의 입장에 서는가에 따라 ‘적합한’의 의미와 펼쳐지는 시

조 텍스트 세계의 경험 양상이 상당히 달라지며 이것이 고전문학으로서 시조의 특

별한 가치가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조 텍스트 세계를 중심으로 과거-현재의 

두 경험 양상을 모두 살필 것이다. 

한편 텍스트 세계를 근본적인 경험대상으로 삼는 경험은 학습자가 텍스트 세계를 

마주하여 텍스트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을 경험하는 것인 만큼, 가장 본질적인 경험

이 된다. 시조 텍스트 세계로부터 시작하는 경험 또한 서정시인 시조 텍스트가 전

하는 핵심, 즉 정서(情緖)를 경험하는 본질적인 것이 된다. 이에 그를 다소 보편적

인 용어인 “시조 경험”으로 칭하고자 한다. 왜 시조 텍스트 세계를 경험대상으로 

하는 경험이 시조의 정서 경험으로 귀결될 수 있는지, 그 실제 양상은 어떠한지는 

후에 자세히 언급할 것이다.

종합하자면, 시조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할” 대상이자, 삶을 근원으로 삼는 경험

의 보편적 성질에 따라 삶과 밀착한 “근본적인” 경험대상은 시조의 텍스트 세계가 

된다. 이 텍스트 세계로부터 시작하는 경험은 서정시로서 시조 텍스트가 핵심적으

로 전하고자 하는 정서(情緖)의 경험으로 귀결되는 만큼 “시조 경험”이라는 용어로 

칭한다. 하지만 시조의 경우 텍스트 세계를 장르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고 

확연히 드러내는 소설(小說)과 같은 서사문학과는 다르게 텍스트 세계를 경험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 이는 경험을 교육적으로 다룰 때 제기되는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에 해당하는 문제로, 본 연구에서는 후술할 내러

티브 구성을 그 해답으로 제시한다.

시조 향유

시조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

시조 텍스트 세계
운율/

노래로서의 시조
시조의 문학사적 

위상 및 사상성

시조 장르만의

특수한 예술성시조 경험

[ 그림 1 ] 가장 근본적인 경험대상으로서의 ‘시조 텍스트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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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삶을 경험하기 위한 내러티브 구성

삶의 모습을 띠는 시조 텍스트 세계가 필수적이면서도 근본적인 경험대상임에도 

지금까지 왜 시조 교육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리쾨르가 텍스트 세계를 텍스트를 창작한 저자의 의도, 텍스트 생산의 사회·

역사적 문맥으로부터 거리를 둔 것이라 했다면49), 시조 텍스트가 창작된 과거와 학

습자가 사는 현재 사이의 시공간적 거리는 시조 텍스트 세계 경험을 방해하는 근본

적인 원인이 아닌 오히려 부차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학이 결국 인간이 생산하고 수용하는 것이라면, 텍스트 세계는 객관적으로 외

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으며 텍스트가 갖는 

문제의식은 인간의 삶과 밀착한 것일 수밖에 없다. 이때 삶이 근본적으로 내러티브

의 근원이자, 우리가 내러티브를 통해 삶을 사고하고 재현하고 경험할 수 있다면 

시조 텍스트 세계를 쉽게 경험하지 못한 것은 서정시로의 장르 특성상 텍스트 세계 

경험을 매개할 내러티브를 시조에서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주로 서사로 번역되는 ‘내러티브’는 꽤 오랫동안 서양에서는 희곡을 제외한 문학

적 서사만을 가리키는 말이었다.50) 그러나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가 세상에

는 무수한 형태의 서사가 존재한다고 하였듯이51), 점차 내러티브는 대부분의 이야

기 모두를 가리키는 광의의 개념으로 변모해왔다. 특히 삶과 관련하여 내러티브는 

우리 삶을 채우고 있는 실재(reality)와 사건들(events)이 지니는 의미를 형성해나

가는 방식이자 동시에 그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이다.52) 브루너(J. Bruner)는 인간

의 사고 양식을 “패러다임적 사고”와 “내러티브적 사고”로 나누고, 이 중 후자를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해석학적인 사고로 현실을 묘사하는 구체적이고 상황맥락

적인 사고방식이라 하였다.53) 리쾨르(P. Ricoeur) 또한 인간이 외부의 시간(삶 그 

자체)을 스스로의 시간으로 만들어 해석하기 위해 서사(내러티브)가 매개로 필요하

49) 고정희, 「텍스트 중심 문학교육의 이론적 기반과 읽기 방법」, 『문학교육학』 40, 한국
문학교육학회, 2013, 70쪽.

50) 한일섭, 『서사의 이론-이야기와 서술』, 한국문화사, 2009, 13쪽.
51) 위의 책, 17쪽.
52) C. Lauritzen & M. Jaeger, Integrating Learning Through Story: The Narrative 

Curriculum, 강현석 외 공역, 『내러티브 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 학이당, 2007, 77
쪽 참조.

53) 이흔정, 「Bruner의 내러티브 사고양식과 교육」, 『교육문제연구』 20, 고려대학교 교육
문제연구소, 2004, 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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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았다.54)

즉 광의의 개념에 따라 내러티브는 삶을 해석하고 주체적으로 경험하기 위한 방

식이 된다. 이에 내러티브는 삶의 형태를 띤 텍스트 세계를 기점으로 시조를 경험

하는 것과도 관계를 맺게 된다. 경험과 내러티브는 모두 인간의 삶에 대해 반추하

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이를 재구성하고 재조직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

는데55), 이때 시조 경험이라는 것은 다소 비가시적인 데 비해 내러티브는 상대적으

로 가시적인 결과물을 갖는다는 점에서 내러티브의 매개를 해당 경험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내러티브를 시조 경험을 위해 매개할 수 있다 해도, 서정시로서 시조의 

경우는 경험을 위해 매개할 내러티브 자체가 장르 특성상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

가 있다. 소설(小說)과 비교할 때 소설은 작가가 주목한 삶의 문제의식과 그를 품은 

텍스트 세계를 여실히 내러티브를 갖춰 드러내고 있지만, 서정시인 시조는 그렇지 

않다.56) 그렇다면 시조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내러티브를 학습독자가 ‘구성’하여 

매개하게끔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때 구성되는 내러티브는 시조 텍스트가 

갖는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왜 이 시조를 짓게 되었는가?”의 이야기 내용을 갖게 

된다. 시조 텍스트가 갖는 원형적인 핵심을 발견하고, 외부 정보를 동원하여 하나의 

완전한 삶이자 이야기로 구체화해가는 것이 내러티브 구성이며 그 결과물로서의 이

야기가 곧 내러티브가 된다. 

그렇다면 시조 경험을 위해 구성되는 내러티브는 얼핏 몇몇 고전시가와 함께 전

하여 시가 텍스트의 의미를 해명하는 단서를 제공해주는 배경설화와 유사해 보인

다. 예를 들어 고대가요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의 의미를 함께 전승되는 배경설

화를 통해 밝히는 작업에서 배경설화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57) 하지만 배경설화는 

54) P. Ricoeur, 김동윤 역, 「서술적 정체성」, 석경징 외 엮음, 『현대 서술 이론의 흐름』, 
솔, 1997, 49~69쪽 참조.

55) 신혜원·강현석, 「반성적 사고와 내러티브의 구성주의적 관련성 탐구」, 『교육과정연구』 
35-3, 한국교육과정학회, 2017, 184쪽.

56) 관련하여 리쾨르(P. Ricoeur)는 서사와는 달리 서정에 대하여 “사색하는 사유의 서정
성은 이야기하는 기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근본적인 것에 들어간다.”라고 하였다. 이
는 곧 서정은 장르특성상 이야기를 감추거나 생략하여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P. Ricoeur, Temps et récit 3: Le temps raconté, 김한식 옮김, 『시간과 
이야기 3: 이야기된 시간』, 문학과지성사, 2004, 521쪽 참조.)

57) <공무도하가>와 그 배경설화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하영, 「<공무도하가>의 성격과 
의미」, 백영 정병욱 선생 10주기추모논문집 간행위원회, 『한국고전시가작품론』 1, 집문
당, 13~23쪽.”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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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존재하여 시가(詩歌) 텍스트와 함께 전승되어 본래부터 1:1의 관계를 갖는 것

이다. 반면 시조 경험을 위한 내러티브는, 외부에 존재하는 1:1로 관계를 맺지는 않

던 정보들을 규합하여 시조 텍스트가 던지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 구성되는 것이다. 

이미 존재하여 바꿀 수 없는 배경설화와는 달리, 적합하기만 하면 다양한 정보들이 

사용될 수 있고 같은 정보라도 관계를 맺는 방식을 달리해 다양한 내용이 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삶을 경험하는 방법으로 광의의 개념으로 발전해 온 ‘내러티브’를 매

개하는 것이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때 삶의 모습을 띠는 시조 텍스트 세계를 

기반으로 한 시조 경험도 내러티브를 매개하여 수월하게 성취할 수 있다. 그러나 

시조는 서정시이기에 경험을 매개할 내러티브가 본래부터 확연히 드러나 있지는 않

아 따로 ‘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왜 이 시조를 짓게 되었는가?”를 중

심 내용으로 갖는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것을 통해 시조를 경험하는 구체적인 방법

으로 삼는다. 

앞서 과거-현재 어느 입장에 서는가에 따라 시조 경험의 양상이 달라진다고 했

듯이 경험을 매개하기 위해 구성되는 내러티브도 과거-현재 어느 쪽의 삶을 구체적

인 모습으로 반영할 것인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내러티브를 구성하

는 것은 시조 텍스트 세계를 완전한 삶의 모습으로 구체화하여 경험을 매개하기 위

함인 만큼, 학습자가 직접 구성한 내러티브의 내용은 시조 경험의 성취 여부와 양

상을 살피기 위한 가시적 결과물로도 기능할 수 있다. 앞으로 본 연구의 논의에서 

말하는 ‘내러티브’는 이 항의 기술을 따른다.

2.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의 전제

이 절에서는 내러티브 구성을 통해 시조를 경험할 수 있는 이론적 전제를 살펴보

고자 한다. 지금까지 문학교육에서는 시와 서사를 대립하는 장르로 인식하여 서사

적 요소를 지닌 일부 서사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정시는 내러티브와 무관하다고 

보았다. 이에 내러티브 구성을 통해 텍스트 세계를 기반으로 한 경험을 성취할 가

능성이 충분하다 해도 당장에 서정시인 시조와 내러티브를 접목하는 것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내러티브가 구조주의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장르 개념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인지 활동으로 이해되면서58) 시 교육에서도 내러티브를 접목할 

가능성을 입증한 연구들이 늘었으며, 시라는 장르 자체도 정신적, 심리적, 혹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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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인 ‘사건의 연속’을 나타내고, 사건을 특수한 관점에서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59) 

우한용(1997)은 시는 내부구조로서 이야기 혹은 신화(mythos)를 지니고 있으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만드는 현실적 지시물이 없기에 이야기가 잘 만들어지지 않고 

의미가 모호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한다.60) 이는 반대로 시를 읽을 때 드러나 있지 

않은 현실적 지시물들을 보충해가며 내러티브를 구성해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시 읽기와 내러티브 구성을 접목하기를 시도한 김남희(2001)에서

는 그 전제를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 하나는 ‘시 텍스트 자

체에 내재한 서사적 속성을 읽어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 읽기에 서사가 매개

로 작용하는 과정의 탐색’이라 할 수 있다.61) 

그렇다면 내러티브 구성을 통해 시조를 경험하는 전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

려해야 한다. 시조 텍스트 자체에 내러티브를 구성할 수 있는 시간적 흐름이나 사

건의 진행과 같은 서사적 요소가 내재해 있는지, 그로써 내러티브 구성이 시조 경

험을 매개하는 구체적 과정과 모습은 어떠한지, 나아가 내러티브 구성으로 동시에 

정서(情緖)라는 서정시로서 시조의 핵심을 경험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는지를 살

펴볼 것이다. 결국, 교육적으로 내러티브 구성이 좋은 방법이 된다 하더라도, 대상 

텍스트 자체에 최소한의 서사성이 있는지, 실제로 내러티브 구성이 텍스트 세계를 

기반으로 한 경험을 매개하는 과정은 어떠한지, 궁극적으로 서정시로서 시조의 핵

심까지 나아가 경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제로 확보해야 함을 의미한다.

1) 시조의 서사적 속성

시조는 초, 중, 종장의 3장 구조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 3장 구조를 음악이

나 운율과 관련하여 살핀 연구들이 있는 한편, 의미와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의미전

개구조로 파악하여 살핀 연구들이 있다. 문학에서 구조를 “텍스트 안에 함께 나타

나 있는 단위 요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62)라 한다면, 시조의 의미구조는 기

58) 이승이, 「서사 원리를 활용한 서정시 읽기 가능성」, 『현대문학이론연구』 57, 현대문학
이론학회, 2014, 219쪽.

59) 제여매, 「시와 서사학」, 『독어교육』 49,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2010, 309~310쪽 참
조.

60) 우한용, 앞의 책, 1997, 145쪽.
61) 김남희, 「서사적 연행으로서의 시 읽기」, 『국어교육』 105, 한국국어교육연구회, 2001, 

32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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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으로 초, 중, 종장이 의미관계를 맺으며 하나의 주제를 향해 전개되는 방식을 

말하게 된다.63) 시조의 정형시로서의 특징이 3장 구조이고, 이 3장 구조가 의미관

계를 맺으며 전개되는 의미구조라면 이는 시조가 서정시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내

재적으로 서사적 속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시조의 구조를 ‘대상(object)-관계(relation)-의미(meaning)’의 순차적 전개를 갖

춘 ORM 구조로 파악한 김대행(1995)은 시조는 대상과 의미 사이에 대상과 주체가 

관계하는 항이 추가되어 직관적으로 대상을 파악하는 데서 한 걸음 나아간 사변(思

辨)의 흔적을 보여준다고 하였다.64) 사변이라는 말을 인식 혹은 사고과정과 같은 

맥락으로 파악한다면, 앞서 내러티브를 인간의 보편적 사고방식으로 보았던 바에 

따라 시조의 구조에도 내러티브가 내재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임종찬(1981)은 시

조의 의미구조를 의미 단위를 이루고 장의 결합양상과 ‘그러니’ 혹은 ‘그러나’ 등의 

접속 관계에 따라 총 5가지로 분류하였다.65)

송지언(2012)66)은 시조의 의미구조 유형을 총 6가지67)로 나누었는데, 이 연구는 

각각의 장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을 밝힘으로써 좀 더 시조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서사성이 잘 드러날 수 있게 하였다. 예를 들어 ‘계기-발견-감흥’의 구조유형은 특

정한 계기에 의한 자연물의 발견과 거기서 빚어지는 감흥의 표출로 이어지는 순차

적 전개를 취하는데,68) 그 예시로 든 시조는 다음과 같다.

졋소릐 반겨 듯고 竹窓을 밧비 여니

細雨長堤에 쇠등에 아로다

아희야 江湖에 봄들거다 낙대 推尋여라 (#1866)

초장에서는 피리 소리가 들려온 것이 계기가 되어 대나무 창을 열었고, 그로 인

62) Tzvetan Todorov, Qu'est-ce quele structuralisme? 2 Poétique, 곽광수 역, 『구
조시학』, 문학과지성사, 1985, 83~84쪽 참조.

63) 송지언, 「시조 의미구조의 경험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9쪽.
64) 김대행, 「시조 형식의 의미」, 『시조학논총』 11, 한국시조학회, 1995, 16~17쪽.
65) 시조 의미구조의 5가지 전개방식 유형에 대한 표는 임종찬, 「시조문학의 의미구조: 각

장은 서로 어떤 의미연결로 이어져 있는가」, 『코기토』 20,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81, 61쪽 참조. 

66) 송지언, 앞의 논문, 2012.
67) 위 연구에서 나눈 시조 의미구조의 6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계기-발견-감흥’ ②‘발견-연상-감흥’ ③‘문제-진단-대처’ ④‘가정-대안-실행’ ⑤‘주장-근
거-강조’ ⑥‘가정-대안-실행’
68) 송지언, 앞의 논문, 2012, 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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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중장에서 가는 비가 오는 와중 소등을 타고 가는 아이를 발견하게 된다. 종장에

서는 초·중장의 사건을 바탕으로 낚시를 하러 가는 봄의 감흥을 표출하고 있다. 송

지언은 여기서 ‘피리 부는 목동’, ‘봄비에 푸르러진 강둑’, ‘강둑 위의 목동’ 등의 인

접한 대상들이 연합하여 ‘봄 풍경’이라는 하나의 심상을 완성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주목할 점은 이러한 대상들이 하나의 작은 이야기 아래서 인접하여 등장하고 있다

는 것이다. 시모어 채트먼(Seymour Chatman)은 서사는 내적으로 연속되는 사건들

이 지속되는 시간 운동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는데,69) 위 시조는 “① 피리 소리를 

들음 ⇒ ② 竹窓을 엶 ⇒ ③ 소등에 탄 아이를 봄 ⇒ ④ 춘흥을 느끼고 낚싯대를 

推尋”과 같이 각각의 사건들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이어져 있어 서사적 속성을 띠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버이 사라신제 셤길 일란 다여라

디나간 휘면 애다 엇디 리

평생애 고텨 못 일이 잇인가 노라 (#1386)

한편 위 시조는 시간성이 잘 드러나지 않아 서사로 보기 힘든 ‘논증’70)에 가까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시조는 청자와의 교감을 유지하는 문학으로, 단순한 논증인 

속담, 격언과는 구별되어 청자가 공감할 수 있는 경험적 사실들을 내재한다는 점에

서 문학성을 지니는 것이다.71) 위 시조는 ‘부모가 살아있을 때 효도 하라.’는 주장

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를 읽고 공감하는 독자에게는 각자 부모가 살아계실 

때,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후의 사건들과 그 안의 감정들이 환기된다. 이 경우는 다

소 서사성이 덜 드러날 뿐, 시조 역시도 문학인 이상 서사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

니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시조는 3장 구조 자체가 의미를 갖고 전개되는 구조로, 시간의 흐름

을 갖춘 사건들과 당연히 그 사건들을 이루는 인물, 배경, 행위와 같은 서사적 요소

들을 텍스트에 내재적으로 갖추고 있다. 이들은 충분히 시조로부터 내러티브를 구

성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대상 텍스트가 갖추고 있는 최소한의 서사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첫 번째 전제를 만족시킨다 할 수 있다.

69) H. Porter Abbott, The Cambridge Introduction to Narrative, 우찬제 외 옮김, 
『서사학 강의-이야기에 대한 모든 것』, 문학과지성사, 2010, 41쪽 참조.

70) 위의 책, 35쪽 참조.
71) 송지언, 앞의 논문, 2012, 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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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조 경험을 위한 내러티브 매개 과정

서사를 서정과 대립하는 좁은 장르 개념으로 파악할 때 서사 작품과 서정 작품에

서 각각의 텍스트 세계를 읽어내는 것은 서로 다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구조적이고 좁은 개념을 벗어날 때 보편적인 문학 독서에서 

무언가를 인지하거나 의미를 생성·전달하는 방식으로서 내러티브를 이해할 수 있다

면72) 시조에서 텍스트 세계를 필수적인 경험대상으로 삼아 그로부터 어떤 의미를 

결과로 획득하는 과정에도 내러티브나 그 구성이 매개할 수 있다.

시조 경험을 위한 내러티브의 매개 과정을 탐색하는 것은 리쾨르(P. Ricoeur)의 

‘삼중-미메시스(mimesis)이론’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 미메시스(mimesis)는 대상

을 있는 그대로 모방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으로, 삶의 세계와 인간 행

동들을 마치 피륙을 짜나가듯이, 서술형태로 생생히 엮어내는 구체적 행위를 뜻한

다.73) 리쾨르는 삶을 이야기하고 이야기된 이야기를 통해 다시 경험하는 순환 논리

의 체계를 세우기 위해 세 겹의 미메시스 개념을 제시하는데74), 미메시스Ⅰ(전형상

화: préfiguration)은 행동의 뜻을 체험된 시간의 층위에서 바로 푸는 것이고, 미메

시스Ⅱ(형상화: configuration)는 전(前)단계에서 풀어낸 것을 줄거리로 꾸며 이야기

로 옮기는 과정, 미메시스Ⅲ(재형상화: refiguration)은 두 단계를 거쳐 형성된 텍스

트의 세계와 독자의 세계가 교차하여 의미론적 혁신이 일어나는 단계이다.75) 이때 

미메시스는 원초적인 삶을 창작물로 재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형태를 띤 창작

물을 재차 경험하는 것에도 적용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겹의 미메시스 과정에 

‘이야기’가 끼어든다는 것이다.

이를 시조 경험에 적용하면 우리는 시조 텍스트를 접하고 그 안의 원형적인 삶의 

세계와 문제의식을 우선 있는 그대로 거칠게 인식하고 만나며(미메시스Ⅰ), 이를 이

야기로 형상화하는 활동을 통해(미메시스Ⅱ) 자신의 세계와 교차시켜 의미를 얻는 

과정(미메시스Ⅲ)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때 이야기로 옮기는, 즉 내러티브 구성의 

성격을 띠는 미메시스Ⅱ는 단순히 미메시스Ⅰ과 Ⅲ의 사이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둘을 적극적으로 잇는 매개의 기능을 하며76), 미메시스Ⅲ에 이르러 독자가 얻게 되

72) 이승이, 앞의 논문, 2014, 222쪽 참조.
73) 김동윤, 「미메시스·뮈토스·카타르시스 개념의 재해석과 서술이론에 대한 고찰」, 『인문

과학논총』 32,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999, 155쪽.
74) 김한식, 「폴 리쾨르의 이야기 해석학」, 『국어국문학』 146, 국어국문학회, 2007, 220쪽.
75) 위의 논문, 221~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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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작품의 의미77)와 그 의미를 가로질러 작품의 대상 지시, 다시 말해서 언어

로 옮겨진 삶의 경험이 포함된다.78) 즉 우리는 이야기를 만드는, 내러티브 구성과 

같은 작업을 끼고 있는 세 겹의 미메시스 과정을 통해 원형적인 삶의 문제의식을 

다루는 시조 텍스트 세계를 펼쳐 시조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리쾨르(P. Ricoeur)는 서정을 말함에 있어서 “사색하는 사유의 서정성은 이

야기하는 기법을 거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곧바로 근본적인 것에 들어간다.”라

고 하였는데79), 이때 서정의 방식인 재묘사와 서사의 방식인 재형상화는 서로 역할

을 바꿀 수 있고, 그로써 서사와 극, 서정은 최종적으로 결합한다고 보았다.80) 이는 

서정이 재묘사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근본적인 것, 궁극적인 의미로 독자들을 인도

하지만, 이는 이야기하는 재형상화의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우

리가 곧바로 시조의 궁극적 의미를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고(혹은 그렇게 할 수 없

고), 삶의 형태를 띠는 시조 텍스트 세계를 경험하는 것을 거쳐 나아가고자 한다면 

더더욱 재형상화, 세 겹의 미메시스 과정을 매개해야 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근본적으로 삶의 형태를 띤 무언가를 경험함에는 이야기로의 형상화, 

미메시스Ⅱ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세 겹의 미메시스 과정이 매개하며, 이는 시조

의 텍스트 세계를 기반으로 나아가는 시조 경험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과정은 시조 

텍스트에서 삶의 원형과 문제의식을 찾고, 내러티브를 구성해 이야기로 형상화하고, 

텍스트가 담는 핵심 의미의 발견 및 수용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3)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서정시의 정서 경험

내러티브 구성이 단지 단편적으로 시조의 텍스트 세계를 이야기로 전환하는 것만

76) P. Ricoeur, Temps et récit, T.1:L'Intrigue et le récit historique, 김한식·이경래 
옮김, 『시간과 이야기 1: 줄거리와 역사 이야기』, 문학과지성사, 1999, 127쪽 참조.

77) 이러한 의미에는 일상적인 것을 변모시키고 기존의 규범을 위반함으로써 얻어지는 미
적 경험이나 카타르시스가 포함된다, (김한식, 앞의 논문, 2007, 229쪽.) 여기서 카타르
시스는 문학의 상징이나 은유, 이야기와 같은 담론형태에서 발생하는 즐거움, 채워지지 
않는 욕망, 결핍을 충족하고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즐거움의 전반을 말한다. (김한식, 
「문학과 카타르시스-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중심으로」, 『프랑스어문교육』 18, 한국
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04, 464쪽.)

78) P. Ricoeur, 김한식·이경래 옮김, 앞의 책, 1999, 173쪽.
79) P. Ricoeur, Temps et récit 3: Le temps raconté, 김한식 옮김, 『시간과 이야기 3: 

이야기된 시간』, 문학과지성사, 2004, 521쪽.
80) 위의 책, 521~5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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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충족하고 만다면 궁극적인 시조 교육의 차원에서는 그리 훌륭한 교육적 방법이

라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러티브 구성이 시조의 텍스트 세계를 이야기로 펼

쳐 경험함을 통해 서정시인 시조의 정서를 경험하는 것까지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인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시조 텍스트 세계가 근본적인 경험대상으로서 

정서(情緖)로 대표되는 서정시로서 시조의 핵심을 경험하는 “시조 경험”의 출발점

이 됨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이 작업은 필요하다.

한때 개별 장르의 다른 장르와 구분되는 내적 특성을 살피고자 했던 신비평은, 

서정시에서 역사적 시간이 무화(無化)되고 공간적 형식을 통해 여러 이질적인 체험

들이 상징적으로 동일시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81) 이는 시(詩)라는 독립적인 공

간적 형식에서는 작가, 독자 등의 개별적인 서사적 체험은 무화되고 하나의 통합된 

의미만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집결된다는 것으로, 시간성을 완전히 배제하여 서사 

작품과는 장르적으로 완벽히 구분하여 서정 작품을 바라보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텍스트를 모든 서사적 체험의 맥락에서 분리해 내적인 장르 특성만으로 해부하고자 

한 신비평은 후에 많은 비판을 받았다.82)

노래 삼긴 사 시름도 하도할샤

닐러 다 못닐러 불러나 푸돗가

眞實로 플릴거시면은 나도 불러 보리라 (#473)

위 시조를 예로 들 때 신비평의 견해로 시어(詩語) ‘노래’는 시간이 무화된 매우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이 된다. 하지만 우리가 위 시조를 읽고 감상함에, ‘노래’

를 시간성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작가가 체험한 고민과 그

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에 불렀던 ‘노래’가 되었건, 독자 개인의 고민과 관련한 현재

의 ‘노래’가 되었건 특정한 시간성과 그에 내재한 체험이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

81) 고정희, 『고전시가 교육의 탐구-시공간적 거리감, 전유, 정서를 중심으로』, 소명출판, 
2013, 65쪽.

82) 테리 이글턴(Terry Eagleton)은 신비평이 시를 시간적 과정과 분리함으로써 기실 텍
스트를 모든 사회·역사적 맥락으로부터 분리시켰으며, 이에 따라 시에 낭만주의의 ‘상
징’처럼 어떤 합리적 논의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고 그것을 해부하는 
기법을 개발하는 집단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공고화시켰다고 비판하였다. (Terry 
Eagleton, Literary Theory: An Introduction, 김명환 외 역, 『문학이론입문』, 창작과
비평사, 1989, 65~67쪽 참조.) 이는 사실 시와 각 맥락에서의 시공간이 무관한 것이 아
님에도 이들이 분리된 것처럼 생각되어온 것은 신비평이 굳힌 이데올로기 때문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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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기에 같은 시의 같은 시어를 보아도 독자마다 감상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

이다. 이는 개별적인 체험의 시간 좌표를 삭제하고 이를 초월하여 모두에게 상징적

으로 동일시된 결과만이 시(詩)에 형성된다고 본 신비평의 주장에 맞선다. 이때 오

직 서정시만의 독립적 특성이라고 생각되었던 통합된 정서, 상징화된 의미와 같은 

것들도 결국은 시공간의 체험들이 교차하는 가운데 획득되는 것이다.

시공간의 체험들이란 다시 서사와 연관된다. 리쾨르(P. Ricoeur)는 모든 인간의 

행위가 시간의 성격을 띠며 그로써 시간을 인간의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서술

(≒미메시스)이 필요하다고 하였다.83) 불변하는 물리적 시간이 있다고 해도 인간의 

감각으로는 결코 그를 파악할 수 없고, 오직 인간이 그 시간 속에서 행동하고 행동

을 서술하는 작업을 통해 점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정시를 감상할 때도 

그 안에 숨은 시공간의 체험들을 ‘서사’를 매개하여 교차할 필요가 있으며 결국 서

정시가 외적인 결과가 서사와는 다소 이질적인 것이라도 그 감상 및 경험과정에는 

반드시 ‘서사’가 개입된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특히 정서(情緖)를 중심으로 살필 때, 정서란 것은 ‘슬픔’, ‘기쁨’, ‘분노’, ‘즐거움’

과 같이 단편적이고 일반적인 감정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김성룡

(2010)은 어떠한 신체적 상태를 경험하고 이를 유발한 상황에 대한 감정의 상태를 

이미 존재하는 ‘공포’와 같은 감정어의 의미 범주에 넣어두는 것이 ‘정서’에 가까운 

것이 아닌지 논의하였다.84) 즉 정서라는 것은 ‘신체적 상태(≒행위)’, ‘유발 상황(≒

시공간적 배경)’과 같은 시공간의 체험을 이미 그 개념 속에 내포하는 것이다. 이에 

어떤 문학작품에서 정서를 경험한다는 것도 텍스트 세계를 열어 시공간의 체험을 

대입할 매개를 확보하고 그로부터 정서를 결과물로 전유하는 것이다. 

이때 고정희(2013)는 그간 문학 및 문학교육에서 이어지던 정서(情緖)에 대한 논

의를 살피면서 문학교육이 요구해야 할 정서의 개념으로 ‘작가의 감정과 시적 대상

의 분위기 사이에서 형성되는 일차적 정서와 독자가 이러한 문학 텍스트의 정서와 

만나 전유하는 이차적 정서’를 모두 포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85) 그렇다면 

정서 경험이란 작가 쪽에서의 감정체험과 독자 쪽에서의 감정체험을 모두 중시하면

서도 우선, 텍스트 속 시적 대상과 분위기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 것이라 말할 수 

83) P. Ricoeur, 김동윤 옮김, 「서술적 정체성」, 석경징 외 엮음, 『현대 서술 이론의 흐
름』, 솔, 1997, 49쪽.

84) 김성룡, 「정서(情緖)와 문학교육」, 『고전문학과 교육』 2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0, 15쪽 참조.

85) 고정희, 앞의 책, 2013, 2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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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86)

본 연구에서 시조 텍스트 세계를 열기 위해 구성하는 ‘내러티브’에는 상대적으로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시적 대상, 상황, 배경과 주체의 행위 등이 자세히 드러나게 

되어 학습자가 일차적 정서를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직접 학습자들이 내

러티브를 쓰며 텍스트 세계에 뛰어들기에, 형성된 대상 및 분위기와 접촉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관점을 능동적으로 취하며 이차적 정서를 환기하는 것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결국, 서정시로서 시조의 핵심인 정서를 경험한다는 것도 ‘텍스트 세계’라

는 앞서 말한 가장 근본적인 경험대상에서 시작되며 본 연구에서 시조 텍스트 세계

를 열기 위해 학습자들이 구성하는 내러티브에도 역시 정서를 대면하고 경험한 양

상이 드러나는 것이다. 후에 Ⅲ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내러티브를 구체화하고 경험맥

락을 형성하거나, 내러티브 내용에 몰입해 경험을 수행할 때 어떠한 양상으로 시조 

텍스트 세계가 매개하여 정서의 경험까지 행해지는지를 실험으로부터 얻은 자료들

을 통해 그 실제를 보일 것이다.

정리하자면 서정시인 시조에서 무화(無化)되었다고 생각되던 시공간적 체험들을 

내러티브를 매개로 되살려 교차함을 통해 특히 정서와 같은 서정시로서의 핵심 또

한 획득하고 경험할 수 있다. 정서의 경험이 단순한 감정의 획득이나 감정에 의한 

재단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텍스트 세계와의 대면을 통해 여러 조건을 만족하는 가

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은 시조 텍스트 세계

의 경험으로부터 시작하여 정서의 경험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확보한 

이 내용을 Ⅲ장에서 실제 양상을 보일 것이다.

3.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의 원리

이 절에서는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의 원리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내러티브 구성과 그를 통한 시조 경험을 교육의 차원에서 탐구한다. 내러

티브 구성과 시조 경험은 모두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것으로, 학습자의 주체성과 

86) 이러한 정서 경험은 단지 작품 속에 있다고 여겨지는 정서를 지식으로 알거나 독자가 
작품을 접하고 일시적으로 갖는 감정체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조희정(2013)에서도 
정서의 파악은 단지 ‘고전시가 작품 속에 이러한 정서가 담겨 있다.’ 혹은 ‘고전시가를 
접한 나는 이런 정서를 느낀다.’ 정도의 언급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두 정서가 교감하
는 단계로 나아가야 함을 알 수 있다. (조희정, 「고전시가 학습자의 정서 체험 양상 연
구」, 『문학교육학』 42, 한국문학교육학회, 2013, 415~41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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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인 수행을 그 원리의 측면에서 강조해야 한다. 또한, 양상을 탐구하고 그 

교육적 활용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내러티브 구성 및 시조 경험이 연속적인 흐름

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 과정 및 단계를 나누어 살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교육적 차원에서 내러티브 구성과 시조 경험의 성격을 조

망하여 그 단계를 도출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하고, 고전문학 경험구조나 서사적 

표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되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을 세 개의 

단계로 재조직하여 그 내용을 살필 것이다. 또한, 세 단계를 통과해 정서의 경험

으로 귀결되는 원리를 좀 더 상세히 밝힐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Ⅲ장에서 실험

을 통해 실제 양상을 살피는 이론적 기반이 될 것이다.

1) 내러티브 구성과 시조 경험의 교육적 성격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은 일반론의 차원에서 그 구조와 내용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조직된 학습경험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때 학습경험이란 기

본적으로 학습자의 수행을 전제로, 연속성과 계열을 가진 채 조직되어야 하는 교육·

학습의 실재라고 할 수 있다.87) 내러티브를 구성하고 시조를 경험하는 것은 학습자 

본인이며 이에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의 원리는 우선 학습자의 능동성과 

주체적인 수행성, 그리고 각 요소 간 연속성과 계열을 고려하여 단계를 조직해야 

한다.

교육의 차원에서 내러티브 구성과 그를 통한 시조 경험을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수행한다는 사실과 단계나 과정을 거쳐 만들어간다는 사실은, 교육에서의 능동성, 

활동성, 구성적 과정을 말하는 구성주의와 만날 수 있게 한다.88) 구성주의에서 강

조하는 주요 학습원리 중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의 

단계를 조직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준다.

① 학습은 구성적, 능동적 과정이다. 지식은 경험으로부터 구성되며 학습은 학습자가 

87)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학용어사전』, 하우동설, 2011, 769~770쪽.
88) 교수-학습과 관련한 구성주의의 기본 가정은 지식이 경험을 통해 구성되며, 학습은 구

성적 과정이자 능동적 과정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경험은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그를 통
한 지각과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로써 구성주의는 교육의 수행성과 능동성, 구성적 
과정의 성격을 표방한다고 할 수 있다. (김종문 외, 『구성주의 교육학』, 교육과학사, 
1998, 158~15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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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내적으로 표상하는 구성적 과정이자, 의미를 개발하는 능동적 과정이다.

② 학습은 원래 사회적, 대화적 활동이다. 교실은 다양한 활동과 반성적 사고, 대화

가 이루어지는 대화 공동체로 보아야 한다. 지식은 개인적 이해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와 사회적 협상을 통해 진전된다.

③ 학습은 상황에 기초하여 일어난다. 학습이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풍부한 

맥락, 실세계 상황이 반영된 상황에서 진행되어야 한다.89)

①은 구성주의적 학습은 능동성과 과정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②는 구성주의적 학습이 단순히 사고나 대화의 결과만을 중

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고와 대화가 이루어지는 활동의 수행 그 자체를 중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③은 구성주의적 학습이 일종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수행에 앞서 어떠한 맥락의 설정이 교육적으로 중요함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문학수용의 차원에서 구성주의를 끌어온 구성주의 문예학은 근본적으로 텍스트는 

정신적 모델 구성을 위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작용하며, 텍스트 이해는 능동적

이고 창조적인 정신적 구성 행위라는 관점을 전제한다.90) 슈미트(S. J. Schmidt)는 

독자가 문학을 수용하는 행위를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보고, 커뮤니케이션의 수

단이자 질료인 텍스트 그 자체 ‘커뮤니카트 재질(Kommunikatsbasis)’과 그것을 독자

가 수용한 결과물로서의 의미구성체인 ‘커뮤니카트(Kommunikat)’를 구분한다.91) 

이때 커뮤니카트 생산의 과정은 ①텍스트, ②커뮤니카트 형성, ③커뮤니케이션 과정

을 통한 의미 구성이 되는데92), 이때 ‘①텍스트’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

라 커뮤니카트를 형성하기 위한 질료로 기능하는 것이다. 또한, ‘②커뮤니카트 형성’

은 행위자인 독자가 가진 ‘인지도식’을 중심으로 행해지는데, 이때 어떤 인지도식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커뮤니카트를 형성해낼 수 있음은93) 맥락 형성의 중요

89) 위의 책, 160~161쪽 참조. 구성주의의 학습원리로 제시된 9가지의 원리 중 경험 및 
내러티브의 일반적 성격과 중첩되는 원리를 제외하고, 본 연구의 시조 경험 및 배경서
사의 단계나 구성원리를 도출하는 데 시사점을 던지고 있는 것들을 가져온 것이다.

90) 이상구, 『구성주의 문학교육론』, 박이정, 2002, 80쪽.
91) 이광복, 「구성주의 문예학과 그 문학교수법적 함의」, 『독어교육』 17, 한국독어독문학

교육학회, 1999, 242~243쪽.
92) H. Hauptmeier & S. J. Schmidt, Einführung in die empirische Literaturwissensch
aft, 차봉희 옮김, 『구성주의 문예학』, 민음사, 1995, 90~94쪽.
93) 행위자들은 그때그때의 행위조건 아래에서 커뮤니카트에 상이한 의미들을 할당 첨가해 

넣는다. 어떤 유형의 커뮤니카트라는 의미가 할당·부여되게 될 것인지는 행위자들이 수
용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의미부여행위의 전략에 달려있다. (위의 책, 1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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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뒷받침한다. ‘③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한 의미 구성’은 최종적인 의미 획득을 

위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활동의 수행을 강조한다 할 수 있다.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에서 기반이 되는 ‘시조 텍스트 세계’나 그를 매

개하는 내러티브는 구성주의 문예학에서 말하는 ‘커뮤니카트’의 일종이라 할 수 있

다. 앞서 커뮤니카트가 형성되는 과정과 그 안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

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 능동성과 과정적 성격에 따라 학습독자가 직접 수행하는 활동을 단계나 원리에 

따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활동의 질료가 되는 대상(텍스트)과의 접촉, 활동의 직

접적인 수행, 수행을 통한 의미 획득 등을 포함한다.

② 활동의 수행은 그에 앞서 형성된 맥락 속에서 행해진다. 맥락은 어떤 인지도식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각 맥락에서 얻게 되는 의미 또한 달라질 수 있다. 

③ 수행으로서 대화(커뮤니케이션)가 중요하며 이는 ‘나-작가’ 사이의 외적대화뿐 아

니라 ‘나’ 자신과의 내적대화를 포함한다. 이때 학습자가 직접 활동을 수행함에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므로, 수행 그 자체를 독립된 단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적용하자면, ①‘활동의 질료가 되는 대상을 확보하는 것’을 첫 단계로 삼아

야 하고 ‘②맥락의 형성’을 또 하나의 단계로 설정할 것을 요청하며, ‘③의미를 얻기 

위한 직접적 수행’을 마지막 단계로 설정해야 한다.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

험에 위 세 단계를 구체적으로 적용해 정리한다면 다음 표와 같다.

              
교육적 성격/단계 내러티브 구성 시조 텍스트 세계 경험

활동의 질료 마련 핵심사건 생성 텍스트의 경험 질료화

활동의 맥락 형성 내러티브의 구체화 경험맥락 형성

활동 수행과 결과 내러티브 쓰기 경험의 수행과 효과 획득

[ 표 4 ] 교육적 성격에 따른, 

내러티브 구성과 시조 경험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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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의 단계

앞서 살펴보았듯 내러티브 구성과 그를 통한 시조 텍스트 세계의 경험은 교육 활

동의 하나로 일정한 단계를 거쳐 수행되는 것이다. 또한, 각각이 따로 수행되는 것

이 아니라 내러티브 구성이라는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의 단계를 수행하면 그에 

대응하는 시조 경험의 단계가 함께 결합하여 수행되는 것이다. 이에 이 절에서는 

[표 4]에서 보인 내러티브 구성과 시조 경험의 각 단계의 이론적 근거와 결합을 그 

내용으로 기술할 것이다. 

내러티브 구성의 측면에서는 서사적 표현원리 내지는 서사 구성원리를 밝힌 선행

연구들에 기반을 두되, 교육 활동의 성격을 강조하여 “①내러티브의 핵심사건 생성, 

②내러티브의 구체화, ③내러티브 쓰기”로 단계를 재조직한다. 시조 텍스트 세계 경

험의 측면에서는 고전문학 경험의 구조와 내용을 밝힌 최홍원(2015)이 “①경험 질

료로서 텍스트, ②공감을 통한 동일화, ③거리두기를 통한 가치평가”로 그 구조를 

밝힌 것94)을 수용하되, 역시 교육적 성격을 강조하여 “①텍스트의 경험 질료화, ②

경험맥락 형성, ③경험의 수행과 효과 획득”으로 단계화한다.

 (1) 핵심사건 생성과 텍스트의 경험 질료화

내러티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이야기 내용의 기본이 되는 요소들을 갖추는 

작업이 우선 필요하다. 토도로프(T. Todorov)는 서사를 이루는 기본 요소로 “스토

리”와 “담화”를 구분하는데, 여기서 스토리는 이야기(narrative)의 뼈대로 인물, 모

티프, 사건, 시공간 등이 포함된다.95) 서사의 전반을 논의한 포터 애벗(H. Potter 

Abbott) 또한 서사를 “스토리”와 “서사담화”로 구성되는 사건들의 재현으로 보았으

며, 이 중 스토리의 구성 요소로 사건과 실체(=인물), 스토리세계를 들고 있다.96) 

시조를 경험하기 위해 구성되는 내러티브는 우선 스토리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며 

서사담화적 성격은 부차적이다. 이는 좁은 장르로서가 아닌 광의의 개념으로 넓은 

범주의 서사체를 포함하는 내러티브를 적용하는 흐름과 관계한다. 이처럼 광의의 

내러티브 개념을 받아들여 그 구성 과정을 논의한 연구들은 그 첫 단계를 ‘두 남자

94) 최홍원, 앞의 책, 2015 참조.
95) 이민용, 『스토리텔링 치료』, 학지사, 2017, 63~64쪽.
96) H. Porter Abbott, 우찬제 외 옮김, 앞의 책, 2010, 47~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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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한 여자 사이의 사랑’과 같은 “놀라운 사실로부터의 출발”이나97) ‘소년과 소녀

가 (어디에서)만난다.’ 같은 “처음상황”으로 설정하고 있다.98)

이 연구들의 공통점은 ‘사건을 겪는 주체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시공간적 배

경’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사건 그 자체를 마련하는 것을 이야기 구성의 첫 단계로 

삼는다는 것이다. 즉 보편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을 연구한 논의들에서 그 공통

된 출발점을 서사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인 인물, 배경, 행위와 그로 이루어진 핵심

사건을 생성하는 것을 들고 있듯이, 시조 텍스트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 구성하는 

내러티브 또한 그 이야기 내용생성의 첫 단계를 ‘핵심사건’의 생성으로 설정하는 것

이다. 이때 임경순(2003)은 이러한 ‘핵심사건’ 내지는 중심사건을 ‘모티프’라는 개념

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역시 구체적인 이야기의 사건 배열과 줄거리 구성과 같은 

구체적 작업은 문제의식으로서 모티프가 결정되는 것에서 시작한다.99) 

이처럼 핵심사건을 생성하는 것이 내러티브를 구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 할 때, 

시조 텍스트에서 핵심사건을 찾아 생성하는 작업은 시조 경험을 위해 텍스트 자체

를 경험의 질료로 만드는 것과 이어진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특

정 사건을 선택하고 경험의 질료로 만들어 사고할 필요가 있다. 문학에서의 경험 

또한 마찬가지로 텍스트는 독자가 그것을 경험하기 위한 질료로 만들기 전에는 아

무 의미도 갖지 않는 단순한 문자의 나열에 불과할 뿐이다. 특히 텍스트 세계를 펼

쳐 경험하기 위해서는 문제의식을 갖춘 삶 자체의 모습으로 텍스트를 질료화해야 

한다. 그렇기에 핵심적인 사건을 텍스트로부터 생성하는 것은 문제의식을 찾아 그

를 세계를 펼치는, 텍스트의 경험 질료화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최홍원(2015)에 따르면 ‘보편적 타당성(universal validity)’은 텍스트가 제기하는 

문제가 삶에서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독자의 적극적인 수용과 재창

조를 가져오는 기제로 작용한다. 한편 ‘필연성(necessity)’은 텍스트와의 연계와 영

향이 작자뿐만 아니라 청중에게도 강력하게 작용함을 뜻한다.100) 이는 즉, 우리가 

문학 텍스트를 읽을 때 텍스트가 인간의 보편적인 삶에 대하여 던지고 있는 문제의

식에 반응하여 이를 정치하게 탐구하는 과정을 거쳐, 그 과정에서 해당 문제를 필

97) 최인자, 「“모티프” 중심의 서사적 사고력 교육」, 『국어교육학연구』 18, 국어교육학회, 
2004, 478~479쪽 참조.

98) 최시한, 「스토리텔링 교육의 방법 모색」, 『대중서사연구』 24, 대중서사학회, 2010, 
428~431쪽 참조.

99) 임경순, 『서사표현교육론 연구』, 역락, 2003, 222~225쪽 참조.
100) 최홍원, 앞의 책, 2015, 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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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적으로 청중인 우리의 삶과 관련하여 통찰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문학 

텍스트는 그것을 마주한 독자들에게 훌륭한 경험 질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텍스트가 삶의 형태로 경험 질료화되었다는 것은 질료화된 텍스트가 우리

의 경험욕구를 자극한다는 점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때 문학이 경험으로서 갖는 가

치에 대하여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잡아끄는 경향이 있고, 우리를 인간적인 방

식으로 끌어들인다.”101)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문학 텍스트가 이

야기, 즉 내러티브를 매개로 우리의 경험욕구를 자극한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내러티브 구성을 위한 첫 단계는 핵심사건을 생성하는 것이다. 이때 

시조 텍스트로부터 핵심사건을 생성하는 작업은 텍스트가 갖는 문제의식을 끄집어

내고 그로부터 삶의 모습을 띠는 텍스트 세계를 발견하여 텍스트를 경험 질료화하

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는 내러티브가 삶의 경험을 매개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사고

방식이라는 앞선 전제들에 의한 것이며, 동시에 우리가 내러티브를 매개로 의도에 

따라 단편적으로 삶을 굴절해 보여주는 텍스트로부터 완연한 삶을 경험하고 의미를 

얻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된다는 것과도 관계한다.

(2) 내러티브 구체화와 경험맥락 형성

핵심사건이 생성되었다면, 이를 구체화해 이야기다운 내용을 갖춘 내러티브로 만

드는 작업이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 작업은 원론적으로 구체화할 내용을 구상하

는 차원과 실제로 표현하는 수행의 차원을 나누어 다룰 필요가 있다. 이 중 전자(前

者)는 학습자가 생성한 핵심사건과 그를 이루는 하위 요소들을 하나의 틀 아래에서 

구체적인 대상들로 치환하거나, 하위 사건들을 추가하여 핵심사건을 중심으로 질서

를 갖춰 배열하는 것으로, 이야기다운 내러티브의 모습을 갖춰가게 한다는 점에 ‘구

체화’라는 말을 붙인 것이다.

핵심사건은 구체적 내러티브를 만들어갈 가능성을 제공할 뿐, 내러티브 그 자체

는 될 수 없다. 내러티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사건과 관련해 그것을 이루는 구

성 요소들과 관련 사건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102) 앞서 리쾨르

(P. Rico eur)의 이론에서 ‘서술적 형상화(configuration narrative)’에 해당하는 단

101) 위의 책, 61~62쪽. 해당 책에는 현상학에서도 문학이 간접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인간 
경험으로서 갖는 가치를 7개의 항목으로 설명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때 진술들은 모
두 “이야기”라는 주어를 취하고 있다.

102) 임경순, 앞의 책, 2003, 223~224쪽 참조.



- 38 -

계인 미메시스Ⅱ에 대한 논의는 ‘서술’이라는 그 행위 자체에서 서술되는 이야기의 

코드나 문법을 밝히는 논의를 포함하는데, 이에 대하여 리쾨르는 “사건을 조직적으

로 배열할 것”과 “행동주체, 목적, 수단, 상호작용, 상황 등과 같은 이질적 요인들을 

하나의 전체로 고려하여 구성할 것”을 들고 있다.103) 임경순(2003) 또한 모티프를 

중심으로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누구와 함께(혹은 맞서)’ 등의 관계가 구체적으

로 설정되어 전체적인 이야기의 의미 계열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104) 이는 

곧 핵심사건을 내러티브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각 요소를 통합할 수 있는 거시적 

틀이 마련되고, 그에 따라 원형적 요소들을 구체적 대상들로 치환하고 부족한 하위 

사건들을 보충하여 구조화해야 함을 말한다.

이때 구체화를 위해 텍스트 외적으로 동원해야 하는 정보자원은 ‘학습자-현재’의 

것과 ‘작가-과거’의 것이 있다. 시조 텍스트는 특성상 텍스트 내적 정보만으로는 이

야기로 구체화할만한 구체적 대상이나 하위 사건들을 찾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에 

내러티브로 핵심사건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핵심사건이 드러내는 문제의식을 중심

으로 비슷한 삶의 체험을 빌려와 거시적 틀로서 반영해야 하는데, 그 삶의 체험이 

‘학습자-현재’ 차원의 것과 ‘작가-과거’ 차원의 것으로 나뉜다는 것이다. 학습자들

은 우선 자신에게 익숙한 본인이 직접 겪은, 혹은 들었던 유사한 체험을 반영할 수 

있는 정보자원으로 하여 구체화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 후에 작가 생애나 역사

적 사건에 대한 배경지식을 부여받으면 이를 또한 반영할 수 있는 정보자원으로 하

여 마찬가지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때 같은 정보자원에서 치환할 구체적 대상들과 보충할 하위 사건들을 끌어오

는, 내러티브 구성 차원의 구체화 단계는 시조 경험을 위해 경험맥락을 형성하는 

단계와 이어진다. 우리의 삶이 맥락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시조 텍스트 세계를 

기반으로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맥락을 통하게 된다. 언어 수행에서 맥락은 관

습이나 의식, 수행 주체의 개인성, 사회·문화적 상황, 시공간 속의 물리적·심리적 형

태의 정보 등을 포괄한다.105) 이러한 맥락과 그 요소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무언가

103) 김한식, 「미메시스 해석학을 위하여」, 『불어불문학연구』 79, 한국불어불문학회, 
2009, 173~174쪽 참조. 

   위의 두 가지 특성 외에 “연대기적 시간과 비연대기적 시간을 매개할 것”이라는 세 번  
   째 특성을 또한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적인 서사체가 갖는 서사담화 차원의 이중시간  
   구조의 논리와 연결되는 것으로 본 연구의 배경서사를 구체화하는 논의에서는 제외한다.
104) 임경순, 앞의 책, 2003, 225쪽 참조.
105) 진선희, 「삶의 맥락이 독자의 시적 체험에 작용하는 양상 분석」, 『국어교육연구』 42, 

국어교육학회, 2008, 1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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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의미를 찾아낼 수 있게 된다. 

학습자들은 앞선 단계에서 원형 그대로 질료화된 텍스트 그 자체로는 바로 텍스

트 세계를 열어 경험할 수 없다. 그것은 어떤 구체적인 대상 및 상황에 대한 단서

를 제공해줄 수 있는 맥락이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의미의 구성이 개

인적,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역동적으로 진행되는 만큼106) 맥락이 있어야 원형

적인 삶으로부터 우리가 의미를 능동적으로 찾아가며 경험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이다. 마찬가지로, 학습자들이 원형 그대로 질료화된 텍스트로부터 그 세계를 펼쳐 

완전한 경험을 수행하고 그 의미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구체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경험의 맥락을 형성107)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앞서 시조 경험이 텍스트 세계가 던지는 물음에 적합한 방식으로 답을 해가며 시

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경험맥락은 그 적합한 방식을 도출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이때 경험맥락 역시도 수용자인 ‘학습자-현재’의 차원과 창작자인 ‘작가-과거’의 차

원으로 나뉘어 형성될 수 있는데, 고전문학에서 경험교육을 논의한 연구들은 이러

한 점에서 공통된 견해를 보인다.108)           

고전문학에서 경험을 논의한 연구들은 경험에 있어 ‘학습자(독자)-현재’의 맥락과 

‘작가-과거’의 맥락을 전제하고, 두 맥락 모두가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시조에서도 

106) 이주섭, 「구성주의 관점에서 본 듣기, 말하기 교육」, 『한국초등국어교육』 18, 한국초
등국어교육학회, 2001, 35쪽 참조.

107) 이때 맥락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맥락이 단순히 인간의 삶을 둘러싼 선험
적인 환경적 용기(container)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의식적으로 자신의 특정 
목표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생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경선·나일주, 「교수-
학습 환경에서의 맥락설계 원리 및 모형 개발 연구」,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7-1, 한국
교육정보미디어학회, 2011, 4쪽 참조.

108) 최홍원(2015)은 고전문학이 가지고 있는 인간 삶에의 보편성·공통성에 기반하여 그것을 현재 
독자의 ‘지금-여기’의 시각에서 경험할 수 있고, 고전문학이 과거의 것으로서 갖는 이질성은 ‘그
때-거기’의 시각에서 또 다른 경험을 할 수 있게 한다고 보았다. (최홍원, 앞의 책, 2015, 
128~142쪽 참조.) 조희정(2015) 또한 고전문학과 학습자 사이의 교감은 ‘감정이입’과 ‘공감’으로 
구분되며, 각각 전자는 학습자가 자신이 시적 화자의 위치에 서 있다고 가정하고 같은 상황에 
처하였을 때, 후자는 시적 화자가 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면서 시적 화자의 정서를 상상하는 
것으로 경험 양상을 나누었다. (조희정, 「고전시가 감상 국면의 재미·흥미·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29,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5.) 고영화(2007)는 고전시가의 경험이란 ‘과거성’에 
대한 경험이면서도 재구성적이며 성찰적이어서 현재에 대한 통찰까지를 포함한다고 보았으며, 
(고영화, 「충절(忠節)을 주제로 하는 시조의 경험 교육 내용 연구」, 『문학교육학』 24, 한
국문학교육학회, 2007, 195·211쪽.) 주재우(2008)의 연구 또한 <열하일기>를 독자가 경험할 
때 독자 맥락뿐 아니라 당대의 시선으로 낯선 대상을 이해하는 과거 맥락의 경험이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주재우, 「고전기행문학과 경험 교육-<열하일기>를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1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8, 105~10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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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질료화된 시조 텍스트로부터 텍스트 세계를 펼쳐 경험할 때 이를 전자

의 맥락에서 경험할 수도 있으며 후자의 맥락에서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때 

각 경험맥락이 형성되는 것은 내러티브 구성에서 핵심사건을 구체화하기 위해 각각 

같은 정보자원을 동원하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습자-현재’

의 차원에서 학습자 기억 속 유사한 사건을 정보자원으로 구체적 대상과 하위 사건

을 끌어오면 자연스럽게 핵심사건과 섞여 거시적 관계망이 형성된다. 그리고 이 거

시적 관계망이 경험의 차원에서는 경험맥락이 되는 것이다. 이 자세한 양상은 Ⅲ장

에서 실제 자료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3) 내러티브 쓰기와 경험의 수행

앞서 내러티브 구체화 단계가 어떤 이야기를 내용으로 할 것인가를 구상하는 단

계라면 지금의 ‘내러티브 쓰기’ 단계는 구상한 내용을 직접 학습자들이 완성된 이야

기로 써나가는 것이다. 쓰기의 인지적 과정과 인지적 변인들에 초점을 둔 Hayes와 

Flower(1980)의 모형은 ‘계획’, ‘변환’, ‘교정’의 절차로 쓰기의 인지적 과정이 이루

어진다고 했으며109), 이중 아이디어를 글로 옮겨 적는 ‘변환(translating)’의 설정은 

직접 쓴다는 행위가 갖는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때 ‘쓴다’는 수행을 강조하는 것은 

내러티브의 내용을 직접 쓰면서 학습자들에게 특별한 인지작용이 일어나며 그 인지

작용이란 삶의 흔적들을 재조직하여 얻은 새로운 의미 획득뿐 아니라 정신적 효과

까지도 포함하는110), 독립적인 단계이기 때문이다. 

이때의 정신적 효과는 ‘몰입 경험(flow)’과 같은 것을 포함하는데, 몰입 경험이란 

“어떤 일을 하면서 고도의 집중상태에서 즐겁게 몰입하는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말

한다.111) 몰입은 학습자들이 쓰고 있는 내러티브의 내용에 깊이 빠져 이를 생생하

고 실제성이 있는 사건으로 생각하게 하는 임장감(臨場感, the sens of the reality)

과 관계하는데, 그렇기에 학습자가 쓰는 내러티브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인지 아

닌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학습자를 서술의 주체로 놓을 때 학습자가 쓰면서 몰입하게 되는 대상은 내러티

브 안에 펼쳐지는 경험사건과 그를 겪는 경험자아가 되는데, 이로써 서술주체인 학

109) 신현숙, 「쓰기에 대한 메타인지 시각과 쓰기수행의 관계: 쓰기신념의 매개효과」, 『교
육학연구』 43-4, 한국교육학회, 2005, 84쪽에서 재인용.

110) 임경순, 앞의 책, 2003, 47쪽 참조.
111) 권석만, 『긍정심리학-행복의 과학적 탐구』, 학지사, 2008, 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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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는 완전히 이들에 빠져들어 내러티브에서 펼쳐지는 이야기 자체를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 경험사건과 경험자아를 어떤 정보자원에서 가져와 어떤 방식으로 구상

했는가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각각이 독특한 효과와 이어지게 되는

데, 그 자세한 양상은 Ⅲ장에서 살핀다.

어쨌건, 내러티브의 내용을 직접 쓰는 단계에서 학습자들은 시조 텍스트 세계에 

빠져들어 시조 경험을 수행하게 된다. 텍스트 세계가 가상의 공간인 만큼, 경험하는 

주체(학습자)는 상상을 통해 텍스트와 관계를 형성하며, 이를 물리적 참여와 구별하

여 ‘심리적 참여’로 규정하기도 한다.112) 그렇기에 시조 경험의 단계에서 직접적인 

수행의 단계를 마련한 것이며, 내러티브를 직접 ‘쓰는’ 행위를 통해 경험도 수행되

는 것이다. 만약 학습자가 내러티브의 구체화 단계에서 내용을 구상하는 것에만 그

치고 완전한 이야기로 ‘쓰지’ 않는다면, 시조 경험의 측면에서는 경험맥락만 형성하

고 실제 경험을 수행하여 각각의 독특한 효과를 얻지는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앞서 말한 ‘학습자-현재’, ‘작가-과거’의 경험맥락 아래서 시조 텍스트 세계

를 펼쳐 경험을 수행하는 학습자들은 각각 특별한 경험의 결과 및 효과를 획득할 

수 있다. 최홍원(2015)은 ‘지금-여기’의 시각과 ‘그때-거기’의 시각으로 경험함에, 

각각의 종착점에서 얻을 수 있는 의미를 ‘인간 이해의 심화’와 ‘인식 지평의 확장’으

로 정의하였는데113), 이는 ‘학습자-현재’ 맥락에서의 경험 수행은 텍스트가 열어놓

는 보편적인 문제의식에 대한 이해의 심화를, ‘작가-과거’ 맥락에서의 수행은 그 문

제의식에 대처하는 타자(他者)에 대한 이해의 확장으로 각각 특수화되는 것이라 해

석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내러티브 구성의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서술하는가에 

따라서 하위의 경험 효과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는데, 역시 자세한 내용은 Ⅲ장

에서 살필 것이다.

정리하자면 내러티브의 구체화 단계를 통해 구상한 내용을 완성된 이야기로 쓰는 

수행을 통해 시조의 경험 또한 수행된다. 이는 내러티브의 내용 자체가 가시적으로 

펼쳐진 시조 텍스트 세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행의 단계를 독립적으로 설정한 

이유는 분명 해당 단계를 거쳐야만 목적하는 경험의 최종 결과 및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며, ‘쓰기’를 어떻게 하고 ‘경험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양상이 

달라지는 것을 곧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이 어떤 단계를 거쳐 성취될 수 

112) 최홍원, 앞의 책, 2015, 64쪽 참조.
113) 최홍원, 앞의 책, 2015, 134~136쪽, 140~14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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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를 살펴보았으나, 이는 아직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이론적 설계에만 해당할 

뿐 실험을 통해 얻은 자료들을 분석하여 그 실제를 보이는 가운데 양상까지 탐구해

야 할 것이다. 이에 지금까지 살핀 이론적 단계를 바탕으로 그를 고려한 실험을 계

획하고 그로부터 얻은 결과물들을 분석해 실질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을 이어질 Ⅲ

장의 주 내용으로 삼을 것이다.

4.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의 교육적 의의

이 절에서는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이 갖는 교육적 의의를 살핀다. 

서론에서 문제를 제기했듯, 그동안 학교에서의 시조 교육은 시조와 학습자 사이의 

시공간적 거리로 인해 전문가에 의한 중간언어적 지식을 학습자의 능동적 활동이

나 흥미와 관계없이 전달한 경향이 있었다. 이는 학습자들이 시조를 주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자신과는 동떨어진 어려운 단편적 지식의 덩어리로만 인식하게 

하였다. 본 연구는 시조 교육에 있어 시조 텍스트 세계를 기점으로 경험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것이 그 적합한 방법이 되리라 가정하여 그 

이론적 기반을 탐색해왔다. 여기서는 내러티브 구성을 통해 시조를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갖는 본질적인 교육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주체적 시조 향유 능력의 향상

문학이 향유되는 장을 크게 교실 내부와 외부로 나눌 수 있을 때, 교실 외부의 

향유란 일상생활에서 자발적으로 문학을 소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러나 고전문학은 현대문학에 비해 교실 외부의 향유층은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

다.114) 그렇다면 현재의 고전문학 향유는 교실 내부 학습자들에게로 시선이 옮겨질 

수밖에 없는데, 교실 내부의 향유가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띤다 하더라도 단지 주

어진 지식을 암기하고 정해진 독서 방법을 따르거나 때로는 따르는 수행조차 없이 

결과물만을 받는 것은 향유라 일컬을 수 없다.

특히 고전문학인 시조와 학습자 사이에 놓인 시공간적 거리는 학습자가 자신의 

114) 류수열, 「고전문학 향유 리터러시의 위계화 시론」, 『고전문학과 교육』 36, 한국고전
문학교육학회, 2017,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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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마만을 활용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하기 힘들게 하며, 이로 인

해 어휘풀이, 작가 생애, 작품 창작 상황과 같은 배경지식들의 제공이 시조 교육에

서 불가피하게 여겨진다.115) 그러나 학습자가 시조가 창작되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교육현장에서는 그러한 배경지식들을 단편적인 

중간언어116)적 지식으로 학습자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으며, 이

는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시조를 향유하지 못하고 어렵고 따분한 대상으로 여기도록 

만들었다.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은 학습에 있어 학습자가 직접 활동을 수행하는 

능동성과 주체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의 단계

를 구조적 측면이 아닌, 수행의 측면에서 구성주의의 도움을 받아 재조직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학습자들은 직접 내러티브를 구성하고 그를 통해 시조 텍스트 세계를 

펼치고 시조의 정서까지 경험하는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키마를 활성화하

거나 새롭게 주어진 지식을 활동에 적용함으로써 실제적 지식으로 전화시킨다. 오

우크쇼트(Oakeshott)가 말하는 ‘실제적(practical) 지식’이란 추상화된 지식을 구체

적으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흥미나 열정까지를 포함하며, 그로써 배움이 단

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배우는 능력을 신장하는 것

으로 그 성패를 학습자의 마음상태에 두게 된다.117) 이처럼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은 지식이 소용되더라도 학습자가 그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

니라 능동적으로 활동에 활용하도록 하여, 주체적으로 교실 내부의 시조 향유에 임

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시조 텍스트 세계는 시조에서 경험할 수 있는 대상 중 가장 근본적이

며 다른 대상들을 경험하는 것의 기반이 된다고 하였다. [그림 1]에서처럼 시조로

부터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을 충분히 경험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시조 향유에 

닿게 된다. 시조가 현대에서 더는 주류 문학 장르로 창작되거나 소비되지 않기에, 

우선은 교육현장에서라도 시조를 학습자들이 동떨어진 지식 덩어리로만 받아들이지 

115) 고정희, 앞의 논문, 2012, 170쪽.
116) 브루너(J. Bruner)에 따르면 교과는 지식의 원천으로서의 ‘지식의 구조’와 그것의 외

부적 표현물인 ‘중간언어’가 맞붙어 있는 중층구조이다. 이때 겉으로 드러나 있는 중간
언어는 단순히 ‘직접전달(instruction)’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학습(learning 
by discovery)’의 형태로 지식의 구조가 가리키는 이상적 경지로 도약해야 하는 것이
다. (박채형, 「브루너의 발견학습에 대한 인식론적 고찰」, 『교육학연구』 42-4, 한국교육
학회, 2004 참조.)

117) 고정희, 앞의 논문, 2012, 171~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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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주체적으로 향유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시조 텍스트 세계로부터 시

작하는 본 연구의 “시조 경험”은 시조 향유에 이르는 모든 다른 경험과정의 출발점

이자 근간이기에, 내러티브 구성이라는 가시적 방법으로 시조를 경험하는 것은 주

체적으로 시조를 향유하는 능력을 향상하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학습자들이 교실 내부에서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으로 시조 향

유에 흥미를 갖게 될 수 있다면, 이후 교실 외부나 혹은 다른 시조를 경험함에 주

체적으로 임할 수 있는 태도 능력을 기르게 될 수도 있다. 듀이(J. Dewey)는 어떠

한 학습 자료가 학생의 활동을 일으키고 그것을 일관성 있게 또 지속적으로 수행하

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면 그 기능이 바로 흥미라고 하였다.118) 학습자들은 내러티

브를 직접 구성하는 활동을 하며 흥미를 갖게 될 수 있고, 이것이 추후의 시조 향

유에 주체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시조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는 것에 가닿는다고 할 수 있다.

2) 문학 소통의 활성화

언어 소통 모형 내지는 의사소통 모형 등을 바탕으로 한 문학 소통에 대한 논의

들은 기본적으로 ‘작가-문학 텍스트-독자’라는 문학 소통의 관계 구조를 제공한다

는 공통점을 갖는다.119) 한때 이 중 문학 텍스트와 독자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둘 사이의 적극적 대화와 상호작용을 탐구한 연구들이 있었으나, 고전문학교육에서

는 시공간적 거리로 인해 작가 측면의 소통까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찍이 

김흥규는 오늘날에 대한 타자로 존재하는 고전문학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선 작품

을 그 시대적·문화적 지평과 더불어 이해해야 함을 전제로 내세운 ‘역사적 이해의 

원근법’을 제안하였으나, 이는 거꾸로 ‘지금 이 시점’에서의 문제의식을 약화한 측면

이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120) 조희정(2006)은 역사적 원근법이 현대적 관점에

서 고전문학에 제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 제기를 봉쇄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구심을 

표하며, 고전문학과 현대 학습독자가 대면하는 지점에서 고전문학이 주는 유효한 

118) J. Dewey, Democracy and Education, 이홍우 번역·주석, 『민주주의와 교육』, 교육
과학사, 2007, 209쪽.

119) 김순규, 「문학 소통의 구조와 교육」, 『한국초등국어교육』 36,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2008, 147쪽.

120) 고정희, 「고전문학의 시공간적 거리감과 문학사적 교육」, 『고전문학과 교육』 14, 한
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 9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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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는 무엇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121) 그러나 이때 조희정의 논의

는 ‘고전문학을 그 시대적·문화적 지평과 더불어 이해하고 가르친다.’라는 김흥규의 

기본 전제를 내재하는 것으로122), 고전문학을 중심으로 한 소통은 그 과거 의미와 

현재 의미 중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지 않고 둘 사이의 적극적인 상호작용 및 대화

를 전제해야 함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주체의 순수한 의식에서 출발하는 근대적 관점과 결별하고 타자의 존재와 상호주

관성을 강조하는 것이 근대와 현대를 가르는 패러다임의 변화인 만큼123), 고전문학

교육에서도 텍스트를 중심으로 양극에 있는 ‘작가(과거)’나 ‘독자(현재)’ 중 어느 하

나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 결국, 고전문학을 중심으로 한 문학 소통이란 과거와 현

재의 끊임없는 대화와 상호작용에 입각한 것으로, 더는 고전문학이 현재를 살고 있

는 독자의 주관에 의해서만 재단된다거나 현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동떨어져 있는 

완벽한 과거의 타자로서만 인식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고전문학을 배우는 학

습자의 고전에 대한 창조적 계승 태도와 이어지는 것으로, 실제로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과거와 현재를 잇는 문학 소통을 활성화할 때 길러질 수 있는 것이다.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은 텍스트가 다루는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바탕으

로 ‘학습자-현재’ 측면의 내러티브 구성 및 경험과 ‘작가-과거’ 측면의 것들을 모두 

중시한다. 학습자는 직접 내러티브를 구성할 때 과거-현재 양쪽의 삶을 반영하여 

펼쳐지는 시조 텍스트 세계를 근간으로 경험을 수행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아우르며 문학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다. 학습자는 ‘학습자-현재’, ‘작가-과

거’ 두 가지의 삶을 반영하여 내용을 마련한 내러티브를 모두 구성하는 가운데 시

조 텍스트가 다루는 문제의식과 둘러싼 세계를 오늘날 자신과 관련하여 경험하면서 

그것을 거울삼아 과거를 이해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작가와 관련하여 경험하면서 그

것이 오늘날의 자신에게는 어떤 의미와 통찰을 던져주는가를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로써 시조 텍스트를 중심으로 과거의 특수성과 현재의 보편성이 만날 수 없는 평행

선에 놓인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임을 자각하

고, 적극적으로 과거를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그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고자 하는 진

정한 과거-현재의 만남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121) 조희정, 「고전 리터러시의 “시공간적 거리감” 연구」, 『국어교육』 119, 한국어교육학회, 
2006, 86~87쪽.

122) 고정희, 앞의 논문, 2007, 92쪽.
123) 황수영, 「소통의 이론과 그 철학적 기반」, 『개념과 소통』 2-1, 한림대학교 한림과학

원, 2009, 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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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경험을 위한 거점화

앞서 본 연구에서 시조 텍스트 세계를 시조의 가장 근본적인 경험대상으로 삼고 

이를 시조 교육 및 향유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은, 삶과 밀착해 있는 경험을 우선 

성취하는 것이 고차원적인 경험의 학습을 위한 긍정적인 거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듀이(J. Dewey)는 경험의 연속성을 말하며, 각각의 경험은 목적이자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을 위한 수단이 된다고 하였다.124) 시조에서 가장 삶과 밀착되

어 있으며 삶의 모습을 갖춘 텍스트 세계를 가장 근본적인 경험대상으로 삼는 것은 

시조의 장르적 특징이나 문학사적 위상과 같은 고차원적인 경험대상을 경험 및 학

습하는 것과 전체적인 ‘시조 교육 및 향유’라는 틀 아래에서 연속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 둘을 분리하여, 계열과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후자를 

지식의 덩어리로 학습자들에게 주입하는 경향을 띠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로 

학습자들이 시조의 가치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어렵고 낯선, 나와는 동떨어진 

지식의 덩어리로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사실은 시조와 관련된 경험대상들을 경험 및 

학습하는 것이 연속성을 가지고 통합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내러티브 구성을 통해 우선 시조 텍스트 세계를 근간으로 서정시

로서 시조의 핵심인 정서까지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그 이론적 배경과 실재를 

탐구한다. 그러나 이를 통해 시조가 경험되면 이는 단편적 경험으로 끝나버리는 것

이 아니라 이후 새로운 경험대상, 특히 시조의 장르적 특징이나 문학사적 위상과 

같이 학습자들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것들을 경험 및 학습할 수 있는 거점으로 기

능하게 된다. 

미적 범주의 경험은 대상이 가지고 있는 미적특질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만들어내는 적극적 경험이자 주체-대상 간의 상호작용으로 성취하

는 것으로125), 앞서 언급했듯 듀이(J. Dewey)는 미적 경험이 일상의 경험을 아우

르는 총체적인 고양된 경험이라 하였고126), 미적 경험을 성취하는 심미적 교육의 

연구에 천착해 온 그린(Greene) 또한 심미적 문식성이란 사물과 경험, 세계를 깊이 

응시하고 탐구하며 상상력을 통해 질서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 보았다.127) 결

124) 박주희, 「존 듀이의 경험의 개념과 유형 분석을 통한 교육적 의미」, 『인문학연구』 
53,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7, 451쪽.

125) 오윤주, 「심미적 경험으로서의 소설 교육」, 『문학교육학』 55, 한국문학교육학회, 
2017, 176~177쪽 참조.

126) J. Dewey, Art as Experience, 박철홍 옮김, 『경험으로서 예술』 1, 나남, 2016,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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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미적 경험이란 혼자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매우 특수한 경험이 아니라 삶과 밀

착된 가장 근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고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시조의 미적 특질을 이루는 다양한 특징들 또한 그것만을 독립적으로 학습

자들이 경험하기보다는 본 연구의 ‘시조 텍스트 세계로부터 시작하는 시조 경험’이

라는 근본적인 선행 경험의 보조를 받을 때 수월하게 경험 및 학습될 수 있는 것이

다. 학습자들은 더는 그 텍스트의 세계를 경험하지도 못한 채 억지로 전문적인 지

식을 이해하거나 외워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문학이 ‘가치 있는 

삶을 언어로 형상화한 것’이라는 말은 결국 가장 근본적으로 문학 생산을 자극한 

삶이 존재한다는 의미로, 이 삶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텍스트 세계를 거쳐 경험하

지 않은 채 부차적인 대상들만을 더듬는 것은 결코 해당 작품을 긍정적으로 수용하

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은 가장 근본

적인 시조에서의 선(先)-경험으로 남아있는 다른 경험을 위한 거점으로서 자리하는 

의의가 있다.

127) 오윤주, 앞의 논문, 2017, 1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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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의 양상

이 장에서는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의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이를 통

해 확인하고자 하는 핵심은 다음과 같다. 우선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의 

단계에 맞춰 활동함을 통해 ‘내러티브 구성’의 구체적인 시조 경험방법으로서의 의

의를 증명한다. 그리고 내러티브 구성을 통해 시조를 경험하는 유형들을 나누어 그 

변별적 내용과 효과를 살필 것이다. 이는 본실험에서 얻은 학습활동지 결과물들을 

중심으로 수업 중 교수자-학습자 간 대화 녹음 전사자료, 활동 중 및 종료 후 확보

한 구술인터뷰 자료, 활동 소감 자료 등을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여 기술하

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또한,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의 실험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사례들을 분석하여 이후 교육적 설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따로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본실험은 학습자 수준, 교수자의 경력, 교수자-학습자 간 유대관계 등

과 같이 곧장 통제하기 힘든 변인들을 제외하고 수업자료, 수업방법, 수업시간 등의 

조건을 최대한 동일하게 하여 각각 3개의 다른 고등학교(Y고, S과고, M고)에서 진

행하였다. 각 학교에서 얻은 자료유형은 <Y고-학습활동지 결과물, 수업 대화 녹음 

전사자료, 구술인터뷰 자료, 일부 활동 소감>, <S과고-학습활동지 결과물, 일부 활

동 소감>, <M고-학습활동지 결과물, 수업 대화 녹음 전사자료, 일부 활동 소감>이

다.128)

본실험의 수업은 Ⅱ장에서 이론적으로 밝혀놓은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

의 단계에 따라 제작한 학습활동지를 중심으로 그 순서에 따라 진행되었다. 학습활

동지는 크게 4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며, 대상인 신흠의 시조 텍스트만을 바꿔 

3가지 유형으로 제작했다. 

학습활동지의 첫 부분은 대상 시조 텍스트를 분석하여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출발

점이라 할 수 있는 인물, 행위, 배경과 같은 기본 요소를 찾고 핵심사건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발문으로 이루어져 있다.129) 활동 시작 전 학습자들에게 시조로부

128) 각 학교에서 얻은 자료유형이 다른 이유는 연구자가 실험을 요청한 학교의 내부사정
에 기인한다. 또한 ‘일부 활동 소감’이라고 한 이유는 활동을 마친 후 간단한 소감을 요
청할 때 강제성을 두지 않고 소감 작성 여부를 학습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겼기 때
문이다.

129) 1. 아래의 시조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보자.
      1-1) 위 시조 속 등장인물은 누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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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왜 이 시조를 짓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 것이라 소개하고, 그러기 

위해 우선 시조 텍스트의 상황을 분석하고 이야기를 만들기 위한 재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학습활동지의 두 번째 부분은 학습자 본인의 삶 속 기억을 앞서 진행한 시조 텍

스트의 분석결과에 연결하여 ‘학습자-현재’ 중심의 삶을 반영한 내러티브를 구성하

는 것이다.130) 이때 학습자에게 ‘내러티브’라는 용어를 직접 노출하지 않고 형식에 

자유를 부여하되 앞서 Ⅰ장의 예비실험 결과에서 설명했듯 이야기가 아닌 서사체를 

생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에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여기서 학습자들이 생산

한 결과물들이 ‘학습자 중심의 내러티브’가 된다.

학습활동지의 세 번째 부분은 학습자들이 신흠(申欽)과 대상 텍스트의 창작배경

을 파악하고 그 입장이 되어 작가-과거 중심의 내러티브를 구성하기에 필요한 정보

들을 보인 것이다.131) 이 정보들은 신흠에 대한 간단한 인적정보, 계축옥사(癸丑獄

      1-2) 위 시조의 화자는 어떤 상황에 놓여있을까? (시간적·공간적 배경)
      1-3) 화자는 어떤 사건을 겪고 시조를 쓰게 되었을까? (중심사건)
      1-4) 앞의 3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종합하여 짤막한 이야기토막을 만들어보자.

130) 2. ‘나’의 생활 속 경험을 시조와 연결해 에세이를 써 보자.

 ∙왜 이 시조를 쓰게 되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할 것.
 ∙시조의 인물/상황/사건을 ‘나’의 생활경험 속 인물/상황/사건들로 대체할 것.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을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것.
 ∙나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에세이 형식으로 쓸 것.

<조 건>

131) 3. 다음은 시조의 작가 신흠(申欽)에 대한 설명이다. 참고하여 신흠과 계축옥사에 
        대해 알아보자.

      3-1) 신흠은 누구?

      

   
     3-2) 계축옥사(癸丑獄事)와 《방옹시여》

신흠(申欽, 1566~1628)은 조선중기의 문신이다. 학문과 문장에 뛰어나서 벼슬하기 전부터 
이미 명성을 떨쳤다. 벼슬에 나가서는 붕당(朋黨)에 연연하지 않고 간결하고 충직한 성품과 
뛰어난 문장솜씨로 선조(宣祖, 14대 왕)의 총애를 받았다. 광해군(光海君, 15대 왕)이 즉위
한 후 계축옥사 사건에 연루되어 벼슬자리를 잃고 김포, 춘천 등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 
인조(仁祖, 16대 왕) 반정과 함께 사면된 후 다시 벼슬자리에 올라 영의정의 자리에까지 올
랐다. 선조에 대한 충심이 강하고, 생각이 깊으며 문장이 뛰어나 같은 사림들로부터도 신망
이 두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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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와 대상인 시조 텍스트 3수가 속한 《방옹시여》에 대한 정보들로 이루어졌다. 

고등학교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들을 연구자가 핵심적인 내용을 해

치지 않는 선에서 재구성하여 학습활동지에 실었다. 교수자들이 이 부분을 수업할 

때 서로 각자가 알고 있는 내용을 덧붙여 또 다른 변인을 만들지 않도록 최대한 학

습활동지에 실린 정보만을 다루기로 협의했으나,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용어

설명 및 문장해석 수준에는 자유를 두었다. 

학습활동지의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학습자들이 신흠의 생애와 계축옥사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가-과거’의 삶이 반영된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것이다.132) 이때

에도 학습활동지의 두 번째 부분과 마찬가지로 ‘내러티브’라는 용어를 직접 노출하

지 않고 학습자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야기를 쓸 수 있도록 “일기”라는 말로 대체

하였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학습자들이 생산한 결과물들이 ‘작가 중심의 내러티브’

가 된다.

학습활동지의 각 부분은 위계와 순서를 고려하여 배치된 것으로, 특히 학습자 중

광해군은 선조와 첫째부인 공빈 김씨 사이의 아들로 총명하고 수완이 좋아 임진왜란(壬辰倭
亂)이 일어났을 때 선조를 대신하여 의병을 모집하고 왜적에 맞서 싸우기도 하였다. 이를 인
정받아 세자(世子)로 책봉되었다. 하지만 임진왜란이 끝난 후 선조는 새 부인을 맞아 늦둥이 
아들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얻었는데, 세자인 광해군보다 영창대군을 더 예뻐하였다. 심지어 
광해군의 세자 자리를 뺏고 영창대군에게 주려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죽었다. 죽기 전 
광해군이 영창대군을 질투하여 해칠까봐 평소 아끼던 신하인 신흠에게 부탁하였다. 
선조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광해군은 1613년 결국 위협적인 존재이던 영창대군에게 죄를 씌
우고 강화도로 쫓아낸 뒤 방에 불을 지펴 가둬죽였다. 이때 영창대군의 나이가 9살이었다. 
신흠은 선조가 영창대군을 부탁한 신하라는 이유로 김포, 춘천으로 유배되었다. 충성을 바치
던 선왕(先王)이 부탁한 영창대군의 죽음과, 함께 선왕을 모시던 동료신하들이 대부분 죽거
나 유배 가는 것을 지켜만 보는 심정을 담아 시조를 지었고, 이 시조들을 모아 신흠의 호 방
옹(放翁)을 붙여 《방옹시여》라고 부른다. 

132) 4. 신흠과 계축옥사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여 ‘내’가 신흠이 되어 그날의 일기를 써   
     보자.

 
 ∙시조를 바탕으로 ‘왜 신흠이 이 시조를 쓰게 되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내용  
   으로 구성할 것.  
 ∙3번의 정보를 바탕으로 인물/상황/사건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것.
 ∙2번 ‘나’의 에세이에서 내가 겪었던 감정을 바탕으로 신흠의 감정을 추론해보자.
    ∙에세이의 상황/사건 속에서 나는 어떤 감정을 표출하고 있었는가?
    ∙신흠과 에세이 속의 나는 어떤 부분이 비슷한가?
    
    ∙신흠의 감정은 나와 비슷했을까? 아니면 달랐을까?

<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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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부분이 작가 중심의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부분보다 앞에 

배치된 까닭은 뒤에서 설명할 전이(轉移)의 효과를 고려한 것이다. 수업은 3개 학교 

모두에서 총 2차시(1차시 50분)로 진행했으며 전체 학습자를 학급 수 등의 사정에 

맞게 3등분하여 한 명의 학습자가 한 가지 유형의 학습활동지로 수업을 들을 수 있

도록, 즉 대상 시조 텍스트 3수 중 하나만을 우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Ⅲ장 하위 각 절의 내용은, “1. 텍스트의 서사적 인식을 통한 경험 욕구의 촉발”

의 경우 학습활동지의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문항에서의 결과물과 기타 자료(수

업 대화 녹음 전사자료 등)로부터, “2. 관계망 형성을 통한 경험맥락의 형성”, “3. 

이야기 서술을 통한 경험의 수행과 효과”의 내용과 하위 유형의 경우 학습자-현재 

중심과 작가-과거 중심으로 나누어 학습활동지의 두 번째, 네 번째 부분에 해당하

는 결과물인 내러티브들과 기타 자료(구술인터뷰 자료, 활동 소감)로부터 귀납적으

로 마련하였다. 예시로 든 자료들은 앞서 Ⅰ장의 연구방법에서 밝혔듯 Y고-79%, S

과고-86%, M고-88%의 비율을 보인 ‘연구 자료로서 활용가치가 있는 것들’의 3개 

유형 중 ‘두 가지 유형의 내러티브를 모두 나름대로 구성한 경우’에 해당하는 일부

이다. 모든 자료를 다 실을 수 없기에 특히 양상을 드러내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일부를 실었다. ‘연구 자료로서 활용가치가 있는 것들’ 중 남은 2개 유형은 4절에서 

문제점의 사례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를 나타낼 일련의 표기는 다

음과 같은 형식을 따른다.133)  

1. 텍스트의 서사적 인식을 통한 경험 욕구의 촉발

앞서 Ⅱ장에서 살펴보았듯, 내러티브를 구성하기 위해서 우선 인물, 배경, 행위와 

같은 기본적인 서사 요소들을 마련하여 배경서사의 핵심사건을 생성하는 것이 시조 

경험을 위해서 텍스트를 경험할 수 있는 질료로 만드는 것과 이어진다고 하였다. 

이 절에서는 학습활동지의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문항들의 결과물과 수업 대화 

녹음 전사자료 등을 토대로 어떠한 구체적 모습으로 핵심사건의 생성이 텍스트의 

경험 질료화로 이어지는지의 양상을 보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삶을 내러티브로 재구성할 때에는 삶 자체가 이미 인물, 행위, 배경 

133) 본 연구의 자료는 내러티브 외의 자료들의 경우 [학교명- 해당 시조의 첫 구절-자료
유형(구술인터뷰, 수업 대화 녹음 전사, 학습활동지 문항, 활동 소감)]으로 표기하고 내
러티브 자료들의 경우 [학교명-해당 시조의 첫 구절-내러티브 유형(학·내(학습자 중심 
내러티브), 작·내(작가 중심 내러티브))-학습자 일련번호] 순서로 표시하기로 한다. 



- 52 -

등을 전제하고 있기에 핵심사건을 생성하는 작업이 수월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장

르의 특성상 다소 은폐되어있는 서정시에서 서사의 기본 요소들을 확보해 핵심사건

을 생성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조는 의미

의 전개구조를 갖는 3장 구조로 인해 내재적으로 충분히 서사적 속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시조 텍스트에서도 서사의 기본 요소들을 발견하고 핵심사건

을 생성하는 것이 학습자 수준에서 충분히 가능한 작업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서정시에서 서사성을 꺼내어 연결하려 했던 연구들은 자아와 세계의 대립 및 갈

등을 전제로 하는 서사의 파토스(pathos)적 정서134)를 서정시에서 찾기 위해 화자

의 발화양태나 시간성, 비극성 등에 주목하여 논의를 펼쳤다.135) 이러한 연구들을 

공통적으로 가로지르는 전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였다.’라는 서사의 근원을 서

정시 텍스트에서 찾고자 한 것에 있다. 각 시조 텍스트의 문면에 그대로 드러나 있

거나 혹은 숨겨져 있지만 추론이 가능한 ‘화자(話者)’, ‘시적 대상’, ‘시적 배경’, ‘서

술어·감정어(感情語)’ 등의 요소들은 각각 인물, 배경, 행위와 같은 내러티브 구성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로 전환될 수 있으며, 각 시조 텍스트의 초장-중장-종장이 형

성하는 의미의 흐름에 따라 이들을 조합하여 내러티브의 핵심사건을 생성할 수 있

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시조 텍스트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분석 

이후 그 결과를 핵심사건 생성 작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시조 텍스트 자체를 서사적

으로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노래 삼긴 사 시름도 하도할샤

닐러 다 못닐러 불러나 푸돗가

眞實로 플릴거시면은 나도 불러 보리라 (#473)

134) 슈타이거(E. Staiger)에 따르면 서정시는 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자아와 
세계가 조화를 이루는 감정인 ‘서정(lyric)적 정서’을 내세우지만, 서정시 또한 서사성을 
갖는다는 관점의 연구들은 일군(一群)의 서정시에서도 자아와 세계의 대립 및 갈등의 
‘파토스(pathos)적 정서’가 드러나며, 이를 드러내는 요소들을 찾아내려고 한다. (이종
대, 「신경림 시의 서사성 연구」, 『동악어문논집』 30, 동악어문학회, 1995, 309~310쪽 
참조.)

135) 서정시 장르에 나타난 서사성과 그 요소를 탐구한 연구들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이종대, 앞의 논문, 1995; 김은영, 「김동환의 시에 나타난 서사성 연구」, 『사림어문연

구』 10, 사림어문학회, 1994; 이명례, 「백석 시의 서사성 연구」, 『어문논총』 10, 청주
대학교, 1994; 박상영, 「고려속요에 나타난 서사성의 한 양상」, 『한국시가연구』 32, 한
국시가학회, 2012.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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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시조에는 기본적으로 시적 상황을 직접 겪건, 관찰하건 이를 전달하는 화자

(話者)가 있다. 화자는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학습자가 가장 주목하는 대상으로 이야

기에서 중심인물의 자리로 기능할 수 있다. 위 시조에는 화자가 ‘나’라는 시어로 직

접 등장하고 있으며 시조 분석을 통해 무언가 풀어야 할 시름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필수적인 인물은 아니지만, 시조의 초장(初章)에 등장

하는 ‘노래 만든 사람’도 부수적 인물로 설정할 수도 있다. 한편 위 시조에는 직접 

시적 상황의 시간적·공간적 배경이 나타나 있지 않다. 시(詩)는 그 특성상 과거·현

재·미래의 시간 양상이 제대로 분별되지 않는 무시간적 구조136)를 띠는 경우가 많

고 그에 따라 특정한 구체적 시공간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학습자가 부족한 배경에 대한 것을 일련의 정보망이나 상상력을 통해 채워갈 수 있

다. 위 시조의 초장-중장-종장을 순차적으로 따라가면서 찾아낸 기본 요소들을 조

합한다면 ‘(주인공이) 걱정거리가 있어 마음이 답답하여 노래를 불러 시름을 해소하

고자 한다.’137)라는 가장 기초적인 핵심사건이 생성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학습자

들은 교수자와 함께 시조 텍스트를 분석하여 그중에서 서사의 기본 요소들을 찾고 

핵심사건을 생성하는 작업을 수월하게 진행하였다. 아래는 그 사례이다.

[M-‘노래 삼긴 사’-학습활동지 문항]138)

136) 이승훈, 「서정시의 시간 분석」, 『현상과인식』 23, 한국인문사회과학회, 1982, 142쪽.
137) 본 연구에서 기술하는 각 핵심사건은 학습활동지의 문항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도출한 

내용을 평균적으로 기술한 것임을 밝혀둔다. 즉, 학습자들마다 구체적으로 답변한 내용
에는 얼마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답변들에서 자주 등장하는 핵심용어와 문장구성
을 중심으로 하나의 대표적인 문장으로 기술함을 밝혀둔다.

138) 해당 각주의 자료는 본실험에서 활용한 학습활동지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문항과 
그에 대한 학습자의 답변을 스캔하여 첨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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寒食 비온 밤의 봄빗치 다 퍼졋다

無情 花柳도 를 아라 픠엿거든

엇더타 우리의 님은 가고 아니 오고 (#2277)

위 시조의 종장에는 떠나가고 오지 않는 ‘님’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이를 통해 

‘님’을 기다리고 있는 화자까지를 중심인물로 설정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무정(無

情)한’이라는 감정 관련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화류(花柳)’도 부수적 인물로 설정할 

수 있다. 초장의 한식(寒食)은 음력 3월의 절기로 ‘봄빛’이라는 시어와 함께 계절적 

배경이 봄임을 말해주고 있다. 공간적 배경은 확정할 수 없지만, 꽃과 버드나무가 

보이는 어딘가 정도로 추측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초장-중장-종장을 따라가며 찾

아낸 요소들을 조합하면 ‘님이 가고 오지 않는 주인공이 봄의 만연함을 맞아 피어

난 꽃과 버드나무를 보고 부재(不在)를 슬퍼하고 있다.’라는 핵심사건을 생성할 수 

있다. 아래는 학습자들이 위 시조를 분석하여 서사 요소들을 찾아낸 사례이다.

[M-‘寒食 비온 밤’-학습활동지 문항]

냇에 오라바 므스일 셔잇다

無心 져고기를 여어 므슴 려다

아마도 믈에 잇거니 니저신들 엇리 (#457)

위 시조는 화자가 사건의 관찰자로 한발 물러선 상태에서 ‘해오라기’와 ‘(물)고기’

가 중심인물로 드러난다. 물론 화자도 관찰자로 등장하긴 하지만 학습자의 선택에 

따라 부수적 인물의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다. 위 시조의 시간적 배경은 낮, 해오라

기가 주로 서식하는 여름 정도로 추론할 수는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아니고,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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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공간적 배경인 ‘한 물’ 또는 ‘냇가’가 중요한 배경 요소가 될 수 있다. 초장-중장

-종장을 따라가되 자신의 가치판단을 바탕으로 관찰한 광경을 기술하는 화자를 살

려 요소들을 조합하면 ‘주인공은 같은 물에 사는 무심한 물고기를 잡아먹는 해오라

기를 관찰하고 불편한 감정을 내비치고 있다.’라는 핵심사건을 생성할 수 있다. 아

래는 학습자들이 위 시조를 분석하여 요소들을 찾아낸 사례이다.

[M-‘냇에 오라바’-학습활동지 문항]

학습자들은 교수자와 함께 시조 텍스트를 분석하여 내러티브의 핵심사건을 생성

하는 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런데 생성한 핵심사건에는 마치 방정식에서

의 미지수처럼 구체화 되어있지 않은 원형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가령 ‘주인

공’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는 누구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자리에 누구를 

위치시키는가에 따라 그려지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이

러한 구체화 되어있지 않은 원형적 요소들을 인지하고 그로부터 자극을 받게 되는

데, 이는 시조 텍스트를 서사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한 쉽게 이뤄질 수 없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시조 텍스트로부터 핵심사건을 생성하여 서사적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비어있는 부분과 구체화 되어있지 않은 부분들을 발견하고 이를 상상력이나 정보의 

동원을 통해 채워가려는 자극을 받게 된다. 이는 시조 텍스트로부터의 핵심사건이 

텍스트 세계의 일부를 보여주나, 이것이 학습자들이 경험하고자 하는 연속적이고 

완전한 삶의 모습을 갖춘 텍스트 세계는 아니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경험욕구를 자

극하게 되는 것이다.139) 이때 비로소 앞서 Ⅱ장에서 살핀 것처럼 시조 텍스트는 단

139) 이와 관련하여 조희정(2015)은 고전시가의 시적 상황 속에서 모호성을 추출하는 것을 
학습자들을 시적 상황에 접근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보기도 하였다. (조희정, 「고전시가 
감상 국면의 재미·흥미·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29,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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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 문자의 나열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그 세계를 경험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는 

경험의 질료로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노래 삼긴 사’ 시조에서 학습자들은 ‘주인공이 걱정거리가 있어 마음이 답답하

여 노래를 불러 시름을 해소하고자 한다.’라는 핵심사건을 생성할 수 있었다. 이는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마주하는 ‘걱정으로 인한 마음의 피폐함과 해소 욕구’라는 

텍스트가 갖춘 원형적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학습자들은 더 나아가 

‘어떤 걱정거리인가?’, ‘무엇이(어떤 사건이) 그러한 걱정을 일으켰나?’, ‘어떤 노래

를 부르고자 하며, 그 노래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와 같은 부분들을 구체화하

여 완전한 삶의 모습을 지닌 텍스트 세계를 통해 경험하고자 한다. 아래는 ‘노래 삼

긴 사’ 시조로부터 핵심사건을 생성한 후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에 일어난 수업 

대화를 녹음, 전사한 자료의 내용이다.

교사: (‘노래 삼긴 사’ 시조와 관련하여) 이야기토막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런  

      데 여러분은 이것을 보고 완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나요?

학생: 아니요.

교사: 왜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학생: 뭔가 구체적인 것도 없고 기-승-전-결도 없는 것 같고요. 뭔가 더 있어야  

      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사: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야기답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학생: 일단 걱정거리가 뭔지 확실히 하고 왜 걱정하는지도 말하고요. 노래도 무슨  

      노래인지 알면 더 나을 것 같은데.......

[Y-‘노래 삼긴 사’-수업 대화 녹음 전사]140)

핵심사건만으로는 이야기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는 무언가 의미라

는 결과물을 얻을 수 없었다는 말이다. 시조 텍스트는 특히나 서정시라고 하는 장

르적 특징으로 인해 그것을 핵심사건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완전한 삶의 모

습을 갖춘 텍스트 세계가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학습자들은 무언가 불만을 

느끼게 되고, 논리적·감정적으로 부족한 것들을 감지하고 “무슨 걱정거리가 왜 생겼

는지를 말해야 한다.”라는 식의 요청을 하게 되었다. 이때 학습자들은 능동적으로 

140) 수업 대화 녹음은 Y고와 M고에서 실시했으며, 본문에 서술한 내용은 녹음한 대화를 
전사하되 수업과 관계없는 말이나 적절치 못한 표현 등을 연구자가 편집·윤문하여 기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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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경험의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상상력이나 정보들을 동원하여 완전한 텍스

트 세계를 채워나가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때로는 시조 텍스트의 그 모호함으로 인해 오히려 텍스트 세계를 열어 경험하기

가 더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오히려 이는 학습자들의 고차원적인 사고를 

자극하여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경험하려는 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 특히 

이는 그 모호함이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스스로 완

전한 삶으로서 텍스트 세계를 열어 경험하려는 과정 속에서 맞닥뜨린 것이라면 더

욱 그렇다. 이른바 지속적인 경험 활동노선의 발달 가운데서 불확실함과 모호함이 

사고를 자극하고 적극적인 탐구심을 일으킨다는 것과 같다.141) 

교사: (‘寒食 비온 밤’ 시조와 관련하여) 이야기토막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보고 완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라면 그 이  

      유는 무엇인가요?

학생: 뭔가 좀 부족해요. 앞뒤도 없고 좀 설정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교사: 그렇다면 어떻게 더 이야기답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학생 1: 일단 ‘님’이 누구인지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 왜 헤어졌는지도...

학생 2: 저거 꽃도 뭔가 다른 것을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Y-‘寒食 비온 밤’-수업 대화 녹음 전사]

마찬가지로 위 수업 대화 녹음 전사자료에 나타난 것처럼 ‘寒食 비온 밤’ 시조의 

경우처럼 비어있는 부분이 크거나, 찾아낸 서사 요소들이 그 언어가 가리키는 일차

적 대상이 아닌 무언가를 은유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학습자들은 더 경험욕구

를 자극받는다고 할 수 있다. ‘寒食 비온 밤’ 시조는 계절적 배경이 ‘봄’으로 확정되

어 있으나 공간적 배경이 확실치 않고, ‘花柳’와 같은 요소는 실제 꽃과 버드나무를 

가리키는 것보다는 무언가 은유하고 있는 대상이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준다. 이때 

학습자들은 이들이 무언가 이차적 의미를 은유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탐구하여 텍

스트 세계에 반영하고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받기도 한다.

 

교사: (‘냇에 오라바’ 시조와 관련하여) 이야기토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것을 보고 완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나요?

141) J. Dewey(1938), Experience and Education, 강윤중 옮김, 『경험과 교육』, 培英社, 
2011, 111~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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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아니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한데요.

교사: 어떤 부분이 그렇다고 생각하나요?

학생: 원래 새가 물고기 먹는 것은 당연한 거일수도 있는데 왜 부정적으로 보는  

      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교사: 이렇게 한번 생각해봅시다. 여기서 해오라기와 물고기가 혹시 다른 사람,  

      대상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을까요?

학생 1: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화자가 물고기 같았던 일이 있어서   

        불편하게 보는 것 같은데.

학생 2: 옛날에 좀 노는 애였으면 해오라기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Y-‘냇에 오라바’-수업 대화 녹음 전사]

‘냇에 오라바’ 시조에 등장하는 ‘해오라기’와 ‘물고기’, ‘한 물’은 더욱 은유적

인 속성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렇기에 ‘냇에 오라바’ 시조가 앞선 두 

시조보다 상대적으로 학습자의 더 높은 수준의 사고를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학

습자들은 우선 해오라기가 물고기를 잡아먹는 당연한 자연의 섭리를 불편하게 바라

보는 화자의 입장을 스스로 납득할 수 있도록, 시적 상황에 앞서 일어났던 사건을 

논리적으로 보충하여 완전한 텍스트 세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사건을 관찰하

는 ‘화자’와 핵심을 직접 겪는 ‘해오라기’나 ‘물고기’ 중에서 어떤 대상을 중심된 경

험자아로 설정할 것이며 셋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사고의 요청을 

자극받는다.

이처럼 학습자들은 시조 텍스트로부터 핵심사건을 생성한 후 무언가 부족하고 원

형적인 상태를 인지하고, 그로부터 갖춰진 완전한 이야기를 만드는 다음 작업을 생

각하게 된다. 이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경험주체가 되어 문제의식을 중심으

로 완전한 삶의 모습을 지닌 텍스트 세계를 펼쳐 경험욕구를 신장해 텍스트를 경험 

질료화하는 것과 이어진다. Ⅱ장에서 문학이 보편적으로 가진 이야기적 속성을 매

개하여 우리의 경험욕구를 자극한다고 했듯이, 만약 시조 텍스트를 서사적으로 인

식하지 않았다면 그로부터 학습자가 시조 텍스트 세계를 펼쳐내어 경험욕구를 신장

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았을 것이다. 학습자들은 시조 텍스트를 서사적으로 인식하

는 가운데 시조 텍스트의 상황이 완전한 세계로서는 무언가 빠져있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체로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

세로 시조 경험에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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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망 형성을 통한 경험맥락의 형성

핵심사건을 생성하는 단계에서 학습자들은 충분한 이야기가 구성되었다고 생각하

지 않았다. 핵심사건은 이야기의 원형으로 발전 가능성을 가진 기초일 뿐 완성된 

이야기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심사건을 이루는 서사의 기본 요소들

을 특정한 대상들로 설정하고 사건들을 보충하여 논리적으로 재배열 및 구조화하는 

구체화 작업이 필요한데, 기본 요소들과 배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건의 수(數)가 

갖춰진 상태에서 핵심사건을 구체화하는 것과 그렇지 못하고 부족함이 있는 상태에

서 구체화하는 작업은 다소 차이가 있다.

앞서 보았듯, 시조 텍스트로부터 생성한 핵심사건은 서사의 기본 요소가 모두 갖

춰져 있지 않을 수도 있고, 특히나 핵심사건을 전후로 배열·조직할 수 있는 최소한

의 사건의 수(數)가 부족하기도 하다. 여기에 더하여 당장에는 어떤 의도나 사회·역

사적 문맥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상황과는 거리가 먼, 매우 보편적이고 원형적인 

상황만이 주어졌을 뿐이다.142) 이에 부족한 서사 요소나 사건을 보충하거나 원형적

인 요소나 사건을 구체적 대상으로 치환하는 두 방향으로 내러티브의 구체화가 이

루어질 수 있다. 

부족한 것들을 보충하고 구체적인 대상으로 치환하기 위해서는 시조 텍스트 외에 

이용 가능한 정보자원143)을 요구하게 된다. 학습자들이 가장 쉽게 이용 가능한 정

보자원은 자신의 기억 속 유사한 사건이다. 시조 텍스트가 다루는 문제의식과 핵심

사건은 보통 살아오며 한 번쯤은 그와 비슷한 일을 겪었을 법할 정도로 보편적인 

속성이 있기에 그 기억을 자원으로 반영하여 구체화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본 연

구의 대상 시조 텍스트들이 ‘역사적 사건과 결부된’ 것들인 만큼, 그와 관련한 작가

142) 이것은 텍스트를 작가와 창작 상황으로부터 떼어내어 ‘텍스트의 자율성’을 강조한 해
석학의 논의와 공유하는 지점이 있다. 리쾨르(P. Ricoeur)는 우선 ‘텍스트의 의미론적 
자율성’을 강조하여, 저자의 의도, 텍스트 생산의 사회·역사적 문맥, 창작 당시 텍스트
가 지향하고 있었던 최초의 청중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을 해석학의 출발로 삼았다. 
(고정희, 「텍스트 중심 문학교육의 이론적 기반과 읽기 방법」, 『문학교육학』 40, 한국문
학교육학회, 2013, 70쪽 참조.) 

143) ‘이용 가능한 정보자원(the resources available)’은 영국의 CLIP(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에서 정의한 ‘information 
literacy(정보 문식력)’의 요소 중 하나로, 말하자면 학습자들이 탐색하고 평가하고 활용
할 수 있는 정보의 샘을 일컫는다. (서진원, 「구성주의 학습기법의 발전방안으로서의 학
교도서관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4,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7, 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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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애나 텍스트 창작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정보자원으로 반영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

이때 핵심사건을 바탕으로 내러티브를 구체화하기 위해 같은 정보자원에서 보충

하거나 치환할 대상 및 사건을 끌어오는 것은 개념망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게 하여, 

전체적인 이야기의 의미 계열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어진다.144) 이 개념망 혹은 ‘관

계망’은 개별 요소들과 사건들을 통합해 전체 이야기의 통일성을 관장한다. 당연히 

학습자들이 ‘본인-현재’와 관련하건, ‘작가-과거’와 관련하건 같은 정보자원에서 대

상 및 사건들을 끌어옴에 따라 해당 내러티브는 통일된 거시적 관계망을 지향하게 

되며, 이는 시조를 경험하는 측면에서는 구체성과 실제성을 가진 경험을 가능케 하

는 ‘경험맥락’의 형성과 일치한다. 학습자 자료로 예시를 보이자면 다음과 같다.

누구에게나 그런 시절이 있었듯이, 나 역시도 짝사랑의 경험을 했다. 짝사랑은 늘 그렇

듯이 행복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기쁘고 설레지만 때로는 슬프고 비참하고 괴롭고 외로

울 때도 많았다. (중략) 그러던 중 그녀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

고 그 남자친구가 내 친구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런 내 입장을 잘 대변했던 노래가 지드래곤의 ‘그XX’였다. 분명 그녀의 남자친구는 나보

다 더 나은 점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 친구가 그녀를 소홀히 대함을 알고 있음에도 말할 

수 없었던, 비참했던 나의 모습을 잘 표현한 노래였기에 그 노래를 들으며 공감했고 조금

씩 위안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들은 지 거의 100번에 가까워졌을 때 비로소 

걱정을 모두 덜고 그녀를 잊었다.

[S-‘노래 삼긴 사’-학·내-65]145)

위 내러티브는 학습자가 ‘노래 삼긴 사’ 시조로부터 학습자 본인의 기억을 반

영하여 구성한 결과물이다. 여기서 학습자는 해당 시조의 핵심사건인 ‘주인공이 걱

정거리가 있어 마음이 답답하여 노래를 불러 시름을 해소하고자 한다.’를 바탕으로 

내러티브를 구체화하기 위해 ‘짝사랑의 경험’, ‘짝사랑한 대상이 자신의 친구와 만나

게 된 사건’, ‘특정 대중가요를 듣고 마음의 위안을 받게 된 사건’과 같이 부족한 요

소나 사건들을 보충하거나 ‘노래’, ‘시름’과 같은 원형적인 것들을 구체적인 대상으

로 치환하였다. 이들은 모두 학습자의 기억이라는 같은 정보자원에서 온 것으로 해

당 내러티브는 ‘친구가 좋아하는 이성의 연인이 되어 시름이 생겼던 것을 노래로 

144) 임경순, 『서사표현교육론 연구』, 역락, 2003, 225쪽.
145) 내러티브 자료는 중요하지 않거나 매우 개인적인 정보가 드러나는 부분을 편집하는 

등 다소 연구자의 윤문을 거쳐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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푼다.’라는 관계망을 지향하게 되며, 이 관계망은 학습자가 시조를 경험할 때는 경

험의 맥락으로 작용해 구체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내러티브를 구체화하는 과정에 관계망이 형성되고 이것이 경험의 측면에

서는 경험맥락의 형성이 될 때, ‘학습자-현재’를 중심으로 한 정보자원으로부터 내

러티브를 구체화하고 경험맥락을 형성하느냐, 혹은 ‘작가-과거’를 중심으로 하느냐

에 따라 그 양상이 다소 달라진다. 또한, 어떤 대상을 끌어오고 어떤 방식으로 끌어

오는가에 따라서도 각각의 하위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절에서 이를 유형화하

여 다양한 양상의 실재를 보일 것이다. 

1) 학습자-현재의 삶을 반영한 상황 맥락 형성

별다른 추가적인 배경지식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선 학습자들은 생성한 핵심사

건과 유사한 자신의 삶에 관한 기억을 끌어와서 내러티브를 구체화할 수 있다. 시

조 텍스트와는 달리 학습자-현재의 삶은 무언가 부족하거나 단절되어 있지 않고, 

연속적이고 완전한 형태를 띠고 있기에 그로부터 구체적인 대상이나 앞뒤의 사건들

을 끌어올 수 있는 것이다. 조희정(2015)은 고전시가의 교육적 경험을 말함에 그 

첫 번째 양상을 ‘시적 화자의 자리에 위치’로 들었는데, 이는 시적 화자가 처한 상

황 자체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양상에 가깝다.146) 본 연구에서 학습자가 본인 기억 

의 삶을 반영하여 내러티브를 구체화하고 경험맥락을 형성하는 것은 낯선 시조 텍

스트 세계 안 화자의 위치에 상대적으로 익숙한 자신을 위치하여 우선 그 텍스트 

세계에서 벌어지는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에 가깝다. 이에 이 단계에서 학습자

-현재의 삶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형성되는 경험맥락은 시조 텍스트 세계에서 벌

어지는 상황 자체에 구체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상황 맥락’이라 칭한다.

앞서 살펴보았던 S고등학교 65번 학습자의 내러티브를 다시 살핀다면, 짝사랑에 

관한 본인의 기억을 반영하여 내러티브를 구체화함에 형성된 경험맥락은 ‘어떠한 

걱정거리로 인해 시름이 생겨 노래로 해소한다.’라는 상황 자체에 구체성을 부여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때 같은 상황 맥락이라 하더라도 내러티브를 구체화할 때 

학습자 본인이 실제 당사자였던 일을 연상하여 구체화했는가, 혹은 본인이 들었던 

혹은 알고 있는 타자의 일을 덧붙여 보충하여 구체화했는가에 따라 상황 맥락이 형

성되는 양상과 내용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 

146) 조희정, 앞의 논문, 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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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상(聯想)의 구체화와 수렴적 상황 맥락 형성

시조 텍스트가 다루는 문제의식과 그를 담고 있는 핵심사건이 원형적이면서 보편

적이라는 사실은, 학습자들 또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당 문제의식 및 핵심사건

과 관련한 유사한 일을 겪었을 확률이 높다고 말할 수 있게 한다. 학습자들은 만약 

자신이 직접 그 유사한 일을 중심에서 겪은 당사자일 때 그 기억을 연상(聯想)하여 

그로부터 내러티브를 구체화할 수 있다. 

이때 학습자가 당사자로서 겪은 기억을 연상해 내러티브를 구체화할 때 형성되는 

경험 측면의 상황 맥락은 상당한 구체성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매우 개별적인 특수

성을 띠게 된다. 이는 그 누구도 아닌 학습자 본인이 직접 당사자로서 겪었던 삶을 

반영하여 시조 텍스트 세계의 상황을 이해하고 맥락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이 상황 

맥락에는 그 어떤 타자의 체험도 섞여들어 있지 않고, 오직 학습자 본인이 문제의

식 및 핵심사건에 맞춰 연상한 유사한 체험만이 내재해 있기에 매우 개별적이고 특

정적인 성격을 띠게 되며 이를 ‘수렴적’ 상황 맥락 형성이라고 할 것이다. 학습자가 

구성한 내러티브 자료로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피자면 다음과 같다.

(중략) 내 성격과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점점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못난 내 모습만 찾으면서 삶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던 시기가 있었

다. 그 때 악동뮤지션의 ‘시간과 낙엽’이라는 노래를 듣고, ‘시간이 흐른 뒤 지금을 넘어야 

할 수많은 산들 중 하나를 모르고 있던 중이라고. 내가 넘어온 수많은 산들과 같은 하나

였지만 처음이라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렇게 쉽게 좌절한 것이라고 추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내 성격과 다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위한 

한 발자국을 내딛어 보았다. 그렇게 언젠가는 내가 하고 있는 고민들이 해결되기를 빌었

었다...

[S-‘노래 삼긴 사’-학·내-22]

위 내러티브는 ‘노래 삼긴 사’ 시조로부터 학습자가 자신의 기억을 반영하여 

구성한 것이다. 학습자는 시름을 풀어주는 노래를 자신이 들었던 구체적인 대중가

요로 치환하는 한편 시름을 일으킨 원인과 같은 요소들을 보충하여 내러티브를 구

체화하였는데, 이는 모두 학습자 본인이 당사자였던 기억 속 삶을 연상하는 양상으

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때 경험의 상황 맥락은 원형적인 문제의식인 ‘인간이 살아가

며 갖게 되는 시름과 노래를 통한 해소’로부터 그 시름을 ‘개인의 성격과 사회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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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사이의 괴리’에 따른 문제로, 노래를 악동뮤지션의 ‘시간과 낙엽’으로, 노래로부

터 받은 해소의 메시지는 ‘지금의 시련은 단지 처음이기에 낯선 것이지 충분히 극

복할 수 있는 것이다.’로 개별적이고 특수한 체험 속 상황 맥락으로 수렴적으로 형

성됨을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여느 고등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시험 보는 날은 슬픈 감정이 가득 차게 된다. 

대부분 시험 성적 혹은 미래에 관한 걱정일 테지만 나는 그 슬픔의 색이 조금 다르다. 중

학교 2학년 내 첫사랑, 그 기억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중략) 우리는 서로를 한 

시간이라도 더 보고 싶어 6시에 함께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기도 했고, 학원이 끝나면 분

식집에 가서 수다를 떨었다. 그리고 대망의 중간고사 당일 우리는 시험이 끝났다는 것보

다는 학교가 일찍 오전에 끝났다는 것에 더욱 기뻐하며 함께 놀이공원에 가서 가장 달콤한 

오후를 보냈다. 그러나 그날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었다. 서로의 부모님이 교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헤어졌다.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이별이었기에 그 고통이 너무 컸다. 어느 

누구는 피는 꽃을 보면 그리운 이가 떠오른다고 했다면, 나는 시험지에 핀 동그라미, 유난히 

아련한 시험 종료 후의 오전 시간이 되면 그가 떠오른다...

 [Y-‘寒食 비온 밤’-학·내-7]

한편 위 내러티브는 ‘寒食 비온 밤’ 시조로부터 학습자가 구성한 것이다. 이별의 

대상인 ‘님’을 중학교 2학년 시절 본인의 첫사랑으로, 이별을 환기하는 ‘봄’, ‘花柳’

와 같은 요소들을 ‘시험 종료 후의 오전’, ‘시험지에 핀 동그라미’라는 구체적 대상

으로 치환하고 그 계기로는 부모님의 간섭에 의한 이별을 보충하였다. 이 또한 학

습자 본인이 직접 겪은 기억 속 삶에서 연상한 것으로 이때의 상황 맥락은 ‘대상과

의 이별과 그로 인한 슬픔’이라는 원형적인 문제에 대해 ‘부모님이라는 타의(他意)

에 의한 연인(戀人)과의 이별’이라는 특수한 것으로 수렴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이는 이별의 대상과 원인이 매우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수

렴적인 상황 맥락 형성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몇몇 학교 친구들이 별로 친하지도 않은 아이들한테 장난을 쳤을 때 

많은 아이들이 그다지 재미있어 하지 않고 그냥 무심하게 대응했던 적이 있었다. 그랬더

니 일부 장난기가 심한 학생들이 자기들을 무시하고 공부만 하려는 나를 포함한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화가 나서 반응을 할 때까지 콕콕 꼬집어대는 등의 방식으로 괴롭히기 시작했

었다. 솔직히 그런 학생들은 목적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그만두게 하거나 반성하게 하는 

것은 기대도 할 필요가 없었지만, ‘너희들도 당하면 엄청 기분 나빠할 것이면서 도대체 남

한테는 그렇게 해서 뭐가 그리 좋은 건지, 설마 남을 괴롭히면서 얻는 쾌감으로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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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푸는 것인지’ 정말 되묻고 싶었었다...

[S-‘냇에 오라바’-학·내-36]

위 내러티브는 ‘냇에 오라바’ 시조로 학습자가 기억 속 삶을 반영해 구성한 

것이다. ‘냇에 오라바’ 시조는 화자가 관찰자로 물러선 가운데 ‘해오라기-물고

기’의 관계가 은유하는 ‘갑을관계, 강자-약자관계, 지배자-피지배자 관계’가 핵심적

인 문제로 대두된다. 학습자는 학창시절 같은 학급에서 벌어진 학우들 사이의 권력 

관계에서 벌어진 일을 본인 또한 직접 겪은 상태에서 이를 연상하여 내러티브를 구

체화하였다. 이때 상황 맥락은 학창시절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부정적인 권력 

관계를 가리키는 특수한 상황으로, 상당히 수렴적으로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학습자들은 자신이 당사자로서 직접 겪은 기억 속 삶을 연상하여 반영하

는 방식으로 내러티브를 구체화하며 이때 형성되는 상황 맥락은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으로 시조 텍스트 세계를 수렴적으로 좁히는 양상을 띠게 된다. 아무래도 본 

연구에서 활용한 시조 텍스트 3수의 문제의식이 꽤 보편적인 만큼, 학습자들이 유

사한 일을 겪은 경우가 많았으며 이에 ‘연상의 구체화-수렴적 상황 맥락 형성’의 

유형이 대다수의 내러티브 결과물에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2) 차용(借用)의 구체화와 발산적 상황 맥락 형성

차용의 구체화란 말 그대로 자신이 직접 겪지 않은 다른 사람의 체험을 빌려와 

반영하여 내러티브를 구체화한다는 것이다. 내러티브를 서술하는 서술주체와 이야

기 내용을 겪고 있는 경험주체가 동일인물이 아니더라도 서술주체가 학습자라는 실

제적인 존재일 때, 해당 내러티브는 경험전달적 성격을 가지며 허구적 서사와 구별

된다.147) 즉 학습자들은 자신이 당사자로 직접 겪지 않았더라도, 들어서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의 체험을 차용(借用)하여 내러티브를 구체화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때 형성되는 경험 측면의 상황 맥락은 여러 상황이 공존하여 뒤섞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만큼 발산적으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다른 사람의 체

험을 학습자가 차용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단 한사람의 체험이라면 그 또한 개별적

이고 특수한 상황 맥락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습자가 구성한 내

147) 정래필, 「경험서사를 활용한 소설 창작교육의 내용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9,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6, 779~78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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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티브 결과물들을 귀납적으로 살펴볼 때, 차용의 방식은 그 자체만이 내러티브의 

구체화 방식에 쓰인 것이 아니라 본인의 기억을 연상하는 방식과 함께 활용되어 부

족한 것을 보충하거나 새로운 시각으로 나아가는 양상으로 쓰임에 차이가 있다. 학

습자가 자신이 당사자로서 겪은 기억을 연상하면서도 한편 다른 사람의 체험을 차

용해 덧붙여, 여러 체험을 뒤섞어 더 정합성 있는 상황을 그리거나 그로부터 새로

운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기에 ‘발산적’ 상황 맥락 형성이 일어난다고 한 것이다. 

학습자가 구성한 내러티브 자료로 그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하자면 다음과 같다.

  

어느 날 문득 기분이 안 좋은 날이 있었다. 기분이 안 좋아진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

저 나에게 많은 일이 주어지고 그것을 한 번에 해결하려는 힘듦이 겹치자 심적으로 힘들

어했던 것 같다. 그날 하루는 내가 무엇을 하든 행복해지지 않았고 내가 평소에 즐겨 듣

던 발랄한 댄스 음악보다는 서정적이고 감미로운 발라드 음악이 듣고 싶어졌다. 발라드도 

가삿말을 잘 들어보면 나에게 에너지를 주고 감정이입을 시켜줄 수 있는 것인데, 왜 그 

당시 난 멜로디만을 듣고도 ‘그들도 이러한 노래를 만드는데 힘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동

질감을 느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나만 힘든 것이 아닌데 왜 내가 힘든 티를 

내며 위로만 받길 원했던 것인지 반성을 하게 되었다. 가끔은 나 혼자의 감성에 취할 때

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내가 남들보다 더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잘못되었다...

[Y-‘노래 삼긴 사’-학·내-38]

위 내러티브는 ‘노래 삼긴 사’ 시조로부터 학습자가 구성한 것이다. 여기서 학

습자는 많은 과업과 그 해결에 힘이 부쳤던 자신의 기억을 연상하면서도 동시에 자

신이 듣던 발라드 음악을 만든 작곡가(혹은 가수)의 체험까지 차용하려는 흔적을 

보였다. ‘노래 삼긴 사’ 시조는 텍스트 자체에, 화자가 듣고 있는 ‘노래를 만든 사

람’이 등장하기에 이에 주목한다면 차용의 구체화 방식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위 학습자 또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는 못했지만 발라드 음악을 만든 

사람의 ‘음악을 만들기까지의 힘들었던’ 체험을 상상하고, 이를 연상한 본인의 힘들

었던 기억 속에 위치시켜 마지막에 깨달음을 얻는 새로운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도

록 발산적인 상황 맥락 형성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학습자가 실제 해당 발라

드 음악을 만들었던 작곡가 혹은 가수의 뒷이야기를 자세히 알고 있었다면 더 자세

히 기술할 수 있었겠으나, 그렇지 못했기에 다소 짧게 내러티브에 드러났을 뿐 그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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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몇 달 뒤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수개월, 혹은 수년간 사랑하는 사람과 이

별할 예정이다. 고1이 무슨 사랑하는 사람이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 그 사람은 정

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중략) 수년간 같은 절기들이 반복될 것이고 그때마다 내가 사랑

하는 그 사람을 항상 마음속에 그릴 것이다. 거리가 거리인지라 몇 년 이별해 있는 동안 

만날 기회가 몇 번 되지도 않을 것인데 그 만나는 며칠을 위해 황진이의 ‘동짓달 기나긴 

밤’에 나온 것처럼 이별해있던 날들의 밤을 잘라 다시 만나는 날의 밤에 길게 붙이고 싶

을 것이다. 사랑하는 임과의 의도치 않은 이별은 세상에서 가장 아픈 이별일 것이다...

[Y-‘寒食 비온 밤’-학·내-10]

위 내러티브는 ‘寒食 비온 밤’ 시조로부터 학습자가 구성한 것이다. 일단 위 학습

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오랜 기간 이별을 맞이하게 될 자신의 상황과 자신이 

사랑하는 이별 대상을 연상하여 내러티브를 구체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

에서 학습자는 자신이 느끼는 이별에의 안타까움과 이별 대상에의 애틋한 애정을 

강조하기 위해 ‘동짓달 기나긴 밤’ 시조에 드러나는 황진이의 체험을 차용하였다. 

이는 새로운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시조 텍스트 세계가 핵심 문제로 삼는 

‘이별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슬픔’을 자신이 연상한 삶이 여실히 갖추고 있음을 보

여, 그 상황의 정합성을 강조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 할 수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가장 존경했던 사람인 안철수 의원이 떠오른다. 청년들의 압도적인 지

지를 받으며 2012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 그는 국민적 영웅과 같았다. 모두가 좋아했고 

나눔의 아이콘처럼 생각되었던 그 사람을 정치계가 꼬드겼다. 계속 원래의 자리에 있었더

라면 지금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존경의 시선을 보내고,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될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고생도 많이 하는 그 모습이 더욱 안타깝다. 왜 헌신적이고 사회에 이바지하던 사람을 정

치계는 정치판으로 끌어들인걸까. 얼마 전 아버지에게도 정치계에서 제의가 왔다고 했다. 

오래 고민하신 끝에 거절했다고 알려주셨는데, 너무 다행이라 생각했다. 지금처럼 아버지

께서 원래 하시던 일을 하시면 좋겠다. 왜 정치계에서는 관심도 없던 사람을 끌어들여서 

그렇게 고생하게 만드려는 것일까. 이미 다 같이 대한민국이라는 한 물에서 각자 방식대

로 이바지하고 있는데 그만 잊어주면 안 되는 것일까...

[M-‘냇에 오라바’-학·내-40]

위 학습자는 ‘냇에 오라바’ 시조로부터 내러티브를 구체화할 때 자신이 존경

하던 국회의원과 아버지에 얽힌 자신의 생각을 연상하는 가운데 그들의 체험을 차

용하였다. ‘냇에 오라바’ 시조는 화자가 관찰자로 물러선 상태에서 ‘해오라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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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가 은유하는 ‘강자, 약자’ 혹은 ‘가해자, 피해자’의 체험이 중심에 자리한다. 

만약 학습자 본인이 ‘해오라기’ 혹은 ‘물고기’의 위치에서 직접 어떠한 일을 겪은 당

사자가 아니라면, 위 M고 40번 학습자처럼 다른 사람의 체험을 차용해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의 시조 텍스트 세계에는 국회의원의 체험 속 상황, 아버지의 체

험 속 상황, 그리고 이 둘을 보고 생각하는 학습자 본인의 상황이 뒤섞여 상황 맥

락이 특정적인 하나로 수렴되지 않고 발산적으로 형성된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살펴본 것처럼 학습자-현재의 삶을 반영하여 내러티브를 구체화할 때는 시조 텍

스트 세계의 상황 자체를 우선 이해하고 경험하기 위해 상황 맥락이 형성된다. 이

때 대부분 학습자 본인이 당사자였던 기억을 연상하여 구체화하는 가운데 상황 맥

락은 수렴되어 형성되며, 때로는 다른 사람의 체험을 차용하여 구체화해 정합성을 

부여하거나 새로운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게 상황 맥락을 발산적으로 형성할 수도 

있다. 이 두 유형은 서로 아주 이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각각이 다소 변별적인 효과

를 불러올 수 있기에 나누어 기술한 것이다.

2) 작가-과거의 삶을 반영한 관점 맥락 형성으로의 전이

고전문학의 텍스트 세계를 열어 경험한다는 것의 의의는 앞서 말한 것처럼 수용

자인 학습독자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경험하는 것에만 있지 않다. 현재를 사는 나와

는 시공간적으로 다른 삶을 산 과거의 타자는 같은 문제의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고 대처했는지를 경험하는 것이 고전문학을 배우는 가치인 것이다. 앞서 고전시가 

감상국면에서의 교육적 경험을 논한 조희정(2015)은 ‘시적 화자의 관점’을 취하여 

시적 화자의 행동과 처지를 이해하는 활동을 하나의 단계로 설정하였는데148), 해당 

연구에서 학습자의 선행 경험을 끌어와 시적 화자에 감정이입하는 활동과 앞선 활

동을 구분했다는 점을 본다면, 시적 화자의 관점을 취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학습

자와는 다른 타자(他者)의 관점을 취해 같은 문제의식에 대한 대처방식, 태도의 차

이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작가-과거의 삶에 대한 정보자원을 바탕으로 그를 반영하여 내러티

브를 구체화하는 것은 경험맥락의 형성 측면에서는 같은 문제의식에 대해 본질적으

로 나와 시공간적으로 매우 다른 삶을 산 타자는 얼마큼 다르게 펼쳐지는 세계를 

148) 조희정, 앞의 논문, 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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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았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관점 맥락을 형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시공간

적 거리가 큰 타자의 관점 맥락을 형성할 수 있음은 상황에 대한 이해의 전이(轉

移)149)로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시조가 창작된 과거 조선(朝鮮)과는 매우 다른 현재

를 살고 있는 학습자가, 주어지는 배경지식만으로도 충분히 시조 텍스트 세계의 상

황을 새로 마련하고 거기서 타자의 관점을 바로 취할 수는 없다. 같은 문제의식을 

두고 우선 학습자-현재의 삶을 반영해 상황 맥락을 구성하여 그 상황을 이해하고 

난 후 그 이해를 전이하여 작가-과거의 상황을 정보를 받아 구현할 때 타자의 관점 

맥락을 형성해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새싹과도 같은 유년 시절은 모든 사람이 단 한 번만 누릴 수 있는 황금기이다. 애석하게

도 우리는 그 유년기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채 허비해버리고는 만다. 계산적이지 않고 

순수했던 그 시절은 순식간에 지나가버렸고 어느새 나는 성인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 이

별은 자연의 순리라 너무 자연스럽게 인지하지도 못한 채 헤어진 것이다. 때때로 길을 가

다가 어린 아이들을 만나거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햇살을 받아 녹기 시작하는 봄이 되

면, 저 생명력이 한때는 나에게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때의 감정은 열등감, 

질투심, 시기, 원망 그것보다는 그저 스스로를 안타깝고 불쌍하고 어리석게 여기는 감정이

라 생각한다...

[M-‘寒食 비온 밤’-학·내-25]

지키려고 애써왔던 무언가가 사라질 때의 상실감은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다. 내가 지

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온 것인지. 영창대군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것은 내 책임이 크

다. 그러나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상왕전하의 부재다. 살아계셨다면 이 변고를 막을 수 있

었을 것만 같은데, 하늘을 보아도 땅을 보아도 살아계실 때의 얼굴만이 떠오른다. (중략) 

이제는 더 이상 슬픔도 분노도 느껴지지는 않는다. 다만 아무것도 해낸 것이 없는 내 자

신이 너무나 어리석고 안타까워 보일 뿐이다. 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공허함을 어찌하면 

좋을까...

[M-‘寒食 비온 밤’-작·내-25]

위 내러티브 2편은 같은 학습자가 ‘寒食 비온 밤’ 시조에 대해 학습자-현재의 삶

149) 전이(轉移)란 하나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 그 후 다른 맥락에서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를 내재하며, 학습의 영역에서는 앞에 실시했던 학습이 뒤에 실시할 학습
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때 전자가 후자를 촉진하도록 작용할 경우 ‘정적
전이(positive transfer)’, 방해할 경우 ‘부적전이(negative transfer)’로 구분할 수 있
는데, 학습에서의 전이는 주로 정적전이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사)한국기업교육학
회, 『HRD 용어사전』, 중앙경제, 2010, 2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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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영해 구체화한 것과 작가-과거의 삶을 반영해 구체화한 것이다. 학습자는 전

자의 내러티브를 구체화하면서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는 대상과의 이별과 그에 무력

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황 맥락을 형성하였다. 후자의 내러티브를 구체

화할 때 그것이 전이되어 영창대군 내지는 상왕전하가 부재한 이별과 그에 무력하

기만한 유신(遺臣)의 상황을 마련하고, 그 상황에 닥친 작가 신흠의 관점 맥락을 형

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학습자가 먼저의 활동으로 이별을 둘러싼 특수한 상황 

맥락을 형성해 이해할 수 있었기에 신흠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것이라 전이하여 

관점 맥락을 형성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이때 전이가 원활히 일어나기 위해서는 

신흠의 생애나 텍스트 창작과 관련한 역사적 정보들이 추가적으로 제공되어 이들을 

바탕으로 내러티브의 구체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정보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

들을 포함한다.

본 연구의 실험 대상으로 사용한 시조 텍스트 세 편은 모두 상촌(象村) 신흠(申

欽, 1566~1628)의 작품으로, 신흠은 조선중기의 문인으로 학문에 뛰어나 관직에 

진출하기 이전부터 문명(文名)을 떨쳤고, 관직에 나가서 장중하고 간결한 성품과 뛰

어난 문장력으로 선조(宣祖)의 신망을 받았다.150) 선조가 얼마나 신흠을 신망했는

가는 신흠의 장남 신익성(申翼聖)이 선조의 딸인 정숙옹주(貞淑翁主)의 부마(駙馬)

로 간택된 것과 1607년 신흠이 선조로부터 영창대군(永昌大君)의 보필을 부탁받은 

‘유교칠신(遺敎七臣)’의 한 사람이 되었던 것151)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시조 텍스트 세 편은 모두 <방옹시여(放翁詩餘> 30수에 속한 작품들로, <방옹시

여서(序)>의 “萬曆癸丑長至放翁 書于黔浦田舍”의 기록을 근거로 신흠이 김포로 방

축된 시기 이후에 쓰인 것으로 본다.152) 이 방축에는 1613년(광해군 5년)에 일어

난 ‘계축옥사(癸丑獄事)’가 연관되어 있는데, 이는 선조 말엽부터 왕위 계승을 둘러

싸고 광해군을 지지하던 대북파와 영창대군을 지지하던 소북파 사이의 암투가 이어

져, 대북파의 이이첨(李爾瞻)이 중심이 되어 영창대군의 왕위 추대 음모의 누명을 

씌워 관련자들을 숙청하고 영창대군 본인 또한 강화도에 위리안치(圍籬安置)하였다

가 살해한 사건이다.

이때 신흠 또한 사건에 연루되어, 선조로부터 영창대군의 보필을 부탁받은 유교

칠신으로 몰려 삭탈관직을 당하고 김포의 상두산(象頭山)으로 방축당하게 된다.153) 

150) 민족문화추진회 편, 『국역 상촌 신흠 문집』, 한국학술정보(주), 2008, 9쪽.
151) 위의 책, 5~6쪽 참조.
152) 최미정, 「상촌 신흠의 <방옹시여> 시조에 대한 『주역』적 해석」, 『한국학논집』 65, 계

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6,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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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신흠은 당시의 심정을 “20년 동안 근신해 온 사람으로서 이런 惡名(오명)을 

입게 되었으니 차라리 酷刑(혹형)을 받고서 죽고 싶다.”라고 토로하였다.154) 이처럼 

정치적인 환란(患亂)을 겪으면서 자신을 아끼던 선조와 선조로부터 부탁받은 영창

대군의 죽음, 자신과 동료들의 수난과 방축생활의 어려움으로부터 느낀 참담함과 

슬픔 등을 바탕으로 <방옹시여> 시조들을 창작했을 것이다. 실제 <방옹시여> 30수

를 신흠이 현실에서 가지는 여러 시름을 한시(漢詩)로는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여, 

그 시름들을 푸는 방편의 하나로 일련의 의도를 가지고 창작한 연작시의 측면으로 

파악하기도 한다.155)

이러한 추가적 정보들을 활용하여 학습자-현재의 삶을 반영한 상황 맥락을 전이

해 신흠을 중심으로 내러티브를 구체화해 시조 텍스트 세계의 상황을 마련하고, 비

로소 그의 관점을 취해 시조를 경험할 관점 맥락을 형성할 수 있다. 이때도 마찬가

지로 신흠의 생애나 계축옥사에 관한 정보자원을 바탕으로 내러티브를 구체화할 

때, 주어진 정보들을 개별적이고 특수하게 수렴된 상황에 맞추기 위해 재구성하느

냐, 주어진 정보를 벗어나 상황을 상상하여 창작하느냐에 따라 형성되는 관점 맥락

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 

 (1) 재구성의 구체화와 단편적 관점 맥락 형성

앞서 살펴본 신흠의 생애나 계축옥사에 관한 추가적 정보들은 그 자체로 바로 시

조 텍스트 세계 속 신흠이 처한 상황이나 신흠이 취하는 관점을 말해주지는 않는

다. 이 정보들은 텍스트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할 뿐, 이들을 끌어와 시조 텍스트 

세계의 상황을 해명할 수 있도록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각 텍스트의 문제의식에 맞

춰 재구성해야 한다. 특히 전(前) 단계에서 학습자-현재의 삶을 반영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던 시조 텍스트 세계의 상황을 전이하여, 작가의 생애나 역사적 사

건에 관련한 정보들에서 대체할 수 있는 요소와 사건들을 찾아 재구성하여 작가-과

거의 삶을 반영한 시조 텍스트 세계의 상황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때 재구성의 구체화 작업을 통해 마련된 텍스트 세계에서 형성되는 타자의 관

153) 박해남, 『상촌 신흠 문학의 궤적과 의미』, 보고사, 2012, 35쪽 참조.
154) 우응순, 「신흠 시의 일국면-방축기의 작품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추진회 편, 『상촌 

신흠의 문학세계』, 민족문화추진회, 1997, 83~85쪽 참조.
155) 박해남, 「신흠의 시조 창작 배경과 작품 양상」, 『반교어문연구』 23, 반교어문학회, 

2007, 10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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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맥락은 상황을 겪는 당사자인 작가, 즉 신흠의 관점을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형

성된다. 대개 전 단계에서 보편적으로 일단 기억 속의 일을 겪었거나 전달하는 학

습자 본인의 체험을 내러티브에 반영하는 만큼, 학습자 본인을 곧바로 ‘신흠’으로 

대체하여 신흠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체험과 그를 이루는 상황을 마련하기 위해 주

어지는 정보들을 이리저리 재구성하여 구체화한다. 그렇기에 우선 이때 취할 수 있

는 타자의 관점 또한 신흠에 집중되어 단편적인 관점 맥락이 형성된다.

남들 다 한다는 고3생활을 나는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일찍 경험했다. 그만큼 조급함도 

많았고 걱정도 앞섰다. 항상 내 눈앞에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뿐이었고 내 자신은 꼴찌

인 것 같은 기분이었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애써 억눌러봐도 결국 내 마음도 한계에 다다

르고 자괴감, 우울함, 걱정, 미안함 등의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때 우연히 들었던 노

래가 내 마음을 달래주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그 노래를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고 내 감정에 솔직해지게 되었다. 아직도 그런 부정적 감정

들을 바로 마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지나고나면 지금 감정도 다 의미가 있으리

란 메시지를 통해 어느정도 용기를 갖게 되었다.

[M-‘노래 삼긴 사’-학·내-9]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 어린 것이 무엇을 안다고. 방금 영창대군께서 고통스런 생을 마감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얼마전부터 들려오던 동료들의 죽음에도 난 꿋꿋이 유배가 끝날 

날만을 기다리며 버텼건만, 대군의 죽음은 내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렸다. (중략) 선왕의 

마지막 부탁도 지키지 못한 나는 어떤 낯짝으로 선왕을 뵈어야 한단 말인가. 게다가 나는 

이제 바람 앞에 놓인 촛불, 한치 앞도 모르는 삶은 더 이상 살 이유도 의미도 없는 것 같

다. 이 마음을 노래로 만들어 불러 지금을 잊을 수 있다면 노래를 부르리. 오늘도 달빛 아

래 홀로 쓸쓸하게 노래를 부른다.

[M-‘노래 삼긴 사’-작·내-9]

위는 같은 학습자가 ‘노래 삼긴 사’ 시조로부터 구성한 두 유형의 내러티브다. 

‘노래 삼긴 사’ 시조에서 ‘노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신흠의 생애나 계축옥

사에 관한 추가적 정보에서는 그 대상을 찾기 쉽지 않다. 우선 위 학습자는 부정적 

감정을 해소해주었던 대중가요에 얽힌 본인의 기억을 연상하여 내러티브를 구체화

하고 상황 맥락을 형성하였다. 이후 신흠으로 옮겨와 신흠의 입장에서도 부정적 감

정이 생기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노래를 듣거나 부르는 상황을 마련하기 위

해 영창대군의 죽음이라는 계축옥사와 관련한 정보를 재구성하여 내러티브를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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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한 것이다. 이때 학습자가 새로 펼쳐진 텍스트 세계를 통해 경험하기 위해 취할 

타자의 관점 맥락은 ‘신흠’ 한 사람으로 집중하여 단편적으로 형성됨을 볼 수 있다.

새싹과도 같은 유년 시절은 모든 사람이 단 한 번만 누릴 수 있는 황금기이다. 애석하게

도 우리는 그 유년기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채 허비해버리고는 만다. 계산적이지 않고 

순수했던 그 시절은 순식간에 지나가버렸고 어느새 나는 성인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 이

별은 자연의 순리라 너무 자연스럽게 인지하지도 못한 채 헤어진 것이다. 때때로 길을 가

다가 어린 아이들을 만나거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햇살을 받아 녹기 시작하는 봄이 되

면, 저 생명력이 한때는 나에게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때의 감정은 열등감, 

질투심, 시기, 원망 그것보다는 그저 스스로를 안타깝고 불쌍하고 어리석게 여기는 감정이

라 생각한다...

[M-‘寒食 비온 밤’-학·내-25]

지키려고 애써왔던 무언가가 사라질 때의 상실감은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다. 내가 지

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온 것인지. 영창대군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것은 내 책임이 크

다. 그러나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상왕전하의 부재다. 살아계셨다면 이 변고를 막을 수 있

었을 것만 같은데, 하늘을 보아도 땅을 보아도 살아계실 때의 얼굴만이 떠오른다. (중략) 

이제는 더 이상 슬픔도 분노도 느껴지지는 않는다. 다만 아무것도 해낸 것이 없는 내 자

신이 너무나 어리석고 안타까워 보일 뿐이다. 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공허함을 어찌하면 

좋을까...

[M-‘寒食 비온 밤’-작·내-25]

앞서 이 항의 첫머리에서 살펴보았던 예시이다. 여기서도 M고 25번 학습자는 이

별 대상인 어린 시절을 떠나보내며 원망보다는 스스로를 안타깝게 여기고 책망한 

기억을 연상해 상황 맥락을 형성했었다. 그리고 신흠의 입장으로 옮겨와 신흠이 스

스로를 책망하고 어리석게 여길 이별과 그 대상은 무엇인지를 역사적 정보에서 끌

어와 재구성하여 선조(宣祖) 및 영창대군과의 사별(死別)로 구체화했다. 이때도 역

시 이별을 직접 겪고 남겨진 당사자로서 신흠에 집중하여 관점 맥락이 단편적으로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따돌림을 당했었다. 원인은 나의 웃음소리였다. 남을 비웃는 것 

같은 나의 웃음소리는 친구들과 선생님의 관심을 끄는데 충분한 동기를 주었고, 이는 친

구들 사이에서도,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안 좋은 학생으로 불리는 것에 도움을 주

었다. (중략) 세상은 외면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갑’과 ‘을’, 다른 말로 하면 지배자와 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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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자가 존재한다. 그때의 나는 물고기, 물고기 중에서도 매우 작아 한입거리인 피라미였

고, 나를 지켜만 보던 방관자 아이들은 조금 큰 물고기, 따돌림을 주도하던 녀석들은 해오

라기였다. 그 해오라기들은 큰 물고기들은 지나가게 두고 꼭 피라미들을 잡아먹었고, 큰 

물고기들 또한 해오라기를 피하면 피라미들을 잡아먹기 일쑤였던 것 같다...

[S-‘냇에 오라바’-학·내-88]

억울한 일로 춘천으로 유배 온 지도 어언 4년이다. (중략) 내가 누군가에 의해 죽게 된

다면 우중충한 날씨 말고 이런 좋은 날씨에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 있다. 산책

이 하고파 오을 챙겨입고 밖으로 나왔다. 근처의 냇가에 가 오랜만에 흐르는 물소리를 들

으며 여유를 찾고자 했다. 이때 어디선가 해오라기가 날아오는 것이 아닌가. 다가가니 해

오라기가 얼굴을 냇가에 집어넣더니 물고기를 잡아들고 금방 날아가 버렸다. 그 상황을 

보고 나는 알 수 없는 감정에 빠졌다. 내에서 꾸준히 헤엄만 치다가 해오라기에게 잡힌 

그 물고기가 어쩌면 나라에 성의를 다하다 된통 유배를 당하여 죽음을 기다리는 내 처지

와 너무나 비슷했기 때문이다. 그 즉시 산책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날씨가 좋았으

나 외려 다른 날보다 더 생각이 많아지는 하루가 되었다.

[S-‘냇에 오라바’-작·내-88]

‘냇에 오라바’ 시조로부터 같은 학습자가 구성한 두 가지 유형의 내러티브다. 

학습자는 우선 당사자였던 자신의 기억을 연상하여 내러티브를 구체화할 때 본인을 

‘물고기’의 위치에 두면서 권력관계에서 약자의 위치에 서는 상황 맥락을 형성하였

다. 그 후 신흠으로 옮겨와, 신흠 또한 권력관계에서의 약자인 ‘물고기’의 위치에 서

기 위해서 ‘해오라기’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며 왜 그러한 권력관계가 생겨났는지

의 상황을 마련하기 위해 역사적 정보를 재구성하였다. 직접적으로 광해군(光海君)

이나 계축옥사에 관련한 표현이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충분히 해당 정보를 이해하

고 재구성하여 내러티브에 녹여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서 권력관계의 약자

로서 상황을 겪은 당사자인 신흠의 관점을 단편적으로 취해 관점 맥락을 형성하고 

있음을 또한 알 수 있다.

이처럼 학습자들은 우선 자신과 현재의 삶을 반영하여 내러티브를 구체화하고 상

황 맥락을 형성한 후 이를 전이하여 유사한 상황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작가 생애나 

텍스트 창작과 관련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정보들을 재구성하여 내러티브 구체화를 

진행한다. 그리고 새로이 작가-과거의 삶이 반영되어 펼쳐진 시조 텍스트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 학습자가 택하는 타자의 관점 맥락은 당사자인 작가(신흠) 혹은 역

사적 사건의 주인공의 관점으로 집중하여 단편적으로 형성된다.



- 74 -

 (2) 창작의 구체화와 입체적 관점 맥락 형성

학습자가 전 단계에서 형성한 상황 맥락에 주어지는 역사적 정보들로부터는 대체

할만한 요소를 찾기 힘든 것들이 끼어있는 경우, 학습자들은 나름대로 상상력을 발

휘하여 창작의 양상으로 내러티브를 구체화할 수도 있다. 이때 창작이란 역사적 사

건과 전혀 무관하게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역사적 틀 

아래서 필요한 에피소드156)들을 만들어 추가하는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학습

자들이 구성한 내러티브 결과물들을 귀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주로 전 단계에서 

당사자인 본인의 매우 특수한 체험을 반영하거나 그 외에 다른 인물들의 체험을 언

급했을 경우 창작의 구체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들에게 주어진 정보가 작

가인 신흠을 중심으로 한 객관적 정보이기에 같은 역사적 사건을 겪은 다른 인물들

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 외적으로 다소의 상상력이 개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창작의 구체화를 통해 내러티브를 구체화하면 마련한 상황 속에 당사자인 작가 

혹은 주인공 외에 다른 인물들도 등장하고 그 비중도 늘어나기 때문에 입체적인 관

점 맥락이 형성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학습자가 여러 인물들의 관점 중 하나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 그 관점으로 경험한다는 것이 아니다. 작가 혹은 주인공

의 관점을 중심으로 하되 상황과 연루된 다른 인물들의 관점까지를 생각하여, 서로 

비교하거나 작가 혹은 주인공의 관점을 강조하는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구체적

인 예시를 내러티브 결과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략) 평소 같았으면 빨리 준비를 마치고 다음 할 일을 하나씩 해나갔을 텐데, 그 날따

라 머리가 터질 듯 복잡했고 겨울방학 때부터 나를 계속 우울하고 힘들게 했던 내 삶의 

정돈된 질서를 흩어놓은 고민과 상념들이 내 머리 위를 짓눌렀다. (중략) 그때 꽂고 있던 

이어폰에서 Maroon5의 ‘Misery’라는 곡이 흘러나왔다. 그날은 가사가 귀에 하나하나 들

어와 박혔다. 난 지금 절망 속에 있다. 침묵이 날 서서히 죽이고 있다. 평소에는 가사를 

유심히 들은 적 없는, 그저 신나는 노래였지만 이제는 가수가 부르는 이 노래의 가사에서 

부르는 사람의 고통이 느껴졌다. 이입해 노래를 따라 부르고 싶었으나 면학실이라 차마 

그러지는 못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노래의 가사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

[M-‘노래 삼긴 사’-학·내-14]

156) 주로 에피소드(episode)는 어떤 이야기나 사건의 줄거리 사이에 끼어든 토막이야기를 
말하는 것으로, 부수적인 작은 줄거리나 주된 줄거리와 크게 관계없이 삽입되어 있는 
이야기를 말한다. (김광요 외, 『드라마 사전』, 문예림, 2010, 257~2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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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난 자신컨대 내 모든 재능과 능력으로 오직 한 왕을 위해 그를 바쳐왔고,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자 자부심이었다. 이토록 단단했던 내 삶과 신념은 선왕의 죽음, 영창대군

의 죽음 등으로 모두 산산 조각났다. (중략) 외딴 초가에 유배된 지금 내 처지는 너무나도 

비참하기만 하다. 그나마 나에게 들려오는 것은 어느 아낙네가 매일 밤 부르는 노랫소리

이다. 오늘은 밤이 맑고 서늘하여 노랫말이 더 또렷하게 들려온다. 들어보니 아낙이 사랑

하는 남편을 잃고 서럽게 우는 이야기이다. 한쪽 가슴이 메어오는 듯하다. 저 아낙은, 저 

노랫말을 지은 작자는 과연 지금의 나만큼 서러울까. 한 소절 목놓아 아낙처럼 따라 부르

면 이 혼란스러움이 조금이라도 가실까...

[M-‘노래 삼긴 사’-작·내-14]

위 두 내러티브는 같은 학습자가 ‘노래 삼긴 사’ 시조로부터 구성한 두 가지 

유형의 내러티브이다. 먼저 학습자는 본인-현재의 삶을 반영하여 내러티브를 구체

화할 때 자신이 들었던 노래를 부른 가수의 고통을 언급하였다. 자세히 기술되진 

않았으나 절망과 침묵 속에 가라앉는 기분과 그를 불러일으킨 일을 겪은 자신과 유

사한 감정과 일을 그 가수가 겪었으리라 추론한 것이다. 그러나 신흠의 임장으로 

옮겨올 때 학습자에게 주어진 역사적 정보에는 어떤 노래가 있었고, 그 노래를 부

른 사람은 어떠한 유사한 일을 겪었는가에 대한 것이 없었기에 학습자는 나름대로 

남편을 잃고 슬픈 노래를 부르는 아낙의 소리를 듣는 에피소드를 창작해 추가한 것

이다. 이때 신흠처럼 아끼던 누군가를 잃고 노래로 감정을 푸는 아낙의 관점이 중

첩되어, 벌어지는 텍스트 세계 속 상황을 바라보는 신흠의 관점을 더 강조해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여느 고등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시험 보는 날은 슬픈 감정이 가득 차게 된다. 

대부분 시험 성적 혹은 미래에 관한 걱정일 테지만 나는 그 슬픔의 색이 조금 다르다. 중

학교 2학년 내 첫사랑, 그 기억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중략) 그리고 대망의 중간

고사 당일 우리는 시험이 끝났다는 것보다는 학교가 일찍 오전에 끝났다는 것에 더욱 기

뻐하며 함께 놀이공원에 가서 가장 달콤한 오후를 보냈다. 그러나 그날이 우리의 마지막 날

이었다. 서로의 부모님이 교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헤어졌다.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

한 이별이었기에 그 고통이 너무 컸다. 어느 누구는 피는 꽃을 보면 그리운 이가 떠오른다고 

했다면, 나는 시험지에 핀 동그라미, 유난히 아련한 시험 종료 후의 오전 시간이 되면 그가 

떠오른다...

 [Y-‘寒食 비온 밤’-학·내-7]

(중략) 어딘가 아이소리가 들리는 듯해 돌아보니 마을의 아이들이 이슬을 퉁기며 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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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중략) 그러다 아이의 표정이 어두워 보여 다가가니 버드나무의 거친 몸통에 쓸린 

흰 손이 눈에 띄었다. 조심스레 아이를 불러 약을 발라주었는데, 아이의 눈을 보니 꼭 돌

아가신 영창대군이 비쳐보였다. 지금쯤 이 아이의 또래였을 그를 지켜주는 것이 나의 일

이었는데. 아이를 다치게 한 버드나무가 창밖 너머로 보였다. 아이는 이토록 아파하는데 

꿈쩍 않고 잎을 털어대는 그 모습이 매정했다. 마치 영창대군의 무정한 형님과 같아 보였

다. 울음이 그친 아이는 다시 나가 꽃과 함께 뛰놀기 시작했다. 눈을 감았다 뜨면 영창대

군이 저 속에서 함께 뛰놀고 있으면 좋겠다.

  [Y-‘寒食 비온 밤’-작·내-7]

위는 ‘寒食 비온 밤’ 시조로 같은 학습자가 구성한 두 유형의 내러티브다. 먼저 

학습자는 본인이 직접 겪었던 이성친구와의 이별을 연상해 내러티브를 구체화하였

다. 이때 시험 종료 날, 시험지의 동그라미 등을 이별을 환기하게 하는 구체적 대상 

혹은 계기로 설정하였는데, 신흠의 입장으로 옮겨올 때 신흠이 어떤 대상이나 계기

로 이별 대상(영창대군 혹은 선조)을 환기하게 되는지는 학습자에게 주어지는 정보

만으로는 알아내기 힘들다. 즉 쉽게 말하자면 해당 시조 텍스트의 ‘봄’이나 ‘花柳’의 

구체적 대상이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이에 학습자는 영창대군과 나이가 비슷한 마

을 아이가 놀다 버드나무에 손이 쓸리는 에피소드를 창작해 활용하였다. 이때 버드

나무에 손이 쓸려 고통스러워하는 아이의 관점, 죽은 영창대군의 관점이 형성되어 

이별 대상이 겪은 고통을 느끼게 하고 그로써 신흠의 관점을 강화하는 것이다. 

자습실에서 의자를 움직이다 의자 바퀴로 벌레를 밟은 적이 있었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고 그날은 공부를 거의 제대로 하지 못했다. 생각해보면 내 삶도 그러한 과정이었다. 

나도 모르게 내 주변 사람들, 또는 모르는 사람들을 밟아가며 살고 있었다. 물가의 해오라

기는 같은 물에 있는 고기를 먹으려 기다린다. 만약 내가 해오라기라면 나는 먹힌 고기의 

희생에 대해 미안함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을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있기 위해서 누

군가 손해를 봐야 했지만, 난 그 사람들에게 일말의 감정조차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내가 

큰 성취를 하여 높이 올라있어도 그것은 시체의 산 위에 올라선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두려워졌었다...

[S-‘냇에 오라바’-학·내-56]

(중략) 불안했다. 해오라기는 금방이라도 물에 부리를 넣어 고기를 먹을 것만 같았다. 문

득 나를 귀양 보낸 광해군에게 공감이 되기도 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고기를 먹는 해

오라기가 될 수도 있었던 나를 가만히 둘 수는 없었던 것이겠지. 난 과연 유배를 가지 않

았다면 같이 물고기를 먹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지만 난 그런 걸 원하지 않았다. 같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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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존재로서, 같은 나라의 신하들로서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 물론 내가 계속 관

직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는 모르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물고기가 된 

지금 해오라기가 고기를 먹을까봐 계속해서 불안한 것이 아닐까.

[S-‘냇에 오라바’-작·내-56]

위는 ‘냇에 오라바’ 시조로부터 같은 학습자가 구성한 두 유형의 내러티브다. 

학습자는 자습실에서 벌레를 밟았던 자신의 기억을 통해 내러티브를 구체화하며 스

스로 ‘해오라기’였던 상황과 그로부터 깨달음을 얻는 상황을 마련하였다. 이를 전이

하여 신흠의 입장으로 옮겨올 때 ‘해오라기’의 위치에 있는 광해군에의 공감과 신흠 

본인이 ‘해오라기’의 위치에 섰을 때를 상상하는 내용을 창작하였다. 이는 학습자에

게 주어진 정보만을 활용하게 했을 때는 기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같은 상황을 

두고 지금은 ‘물고기’인 신흠, ‘해오라기’인 광해군, 만약의 상황에 ‘해오라기’가 될 

수도 있었던 신흠의 관점들을 모두 드러내 입체적인 관점 맥락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전 단계에서 상황 맥락을 형성한 후 이를 과거의 타자 관점에서 재차 들

여다보기 위해 관점 맥락을 형성할 때, 주어진 작가 생애나 텍스트 창작과 관련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정보를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여 내러티브를 구체화하기도 하고 

새로운 에피소드를 창작하여 구체화하기도 한다. 이때 전자에서 형성되는 관점 맥

락은 당사자인 작가 혹은 주인공에 집중하여 단편적으로 형성되고, 후자에서는 다

른 인물들의 관점을 드러내 활용하는 만큼 입체적으로 형성됨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이렇게 내러티브를 구체화하여 시조를 경험할 수 있는 경험맥락을 형성하

고 난 후에는 내러티브를 직접 쓰고 그로써 시조 경험을 직접 수행하는 과정이 뒤

따른다. 두 과정이 완벽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설명했듯 교육적 성

격에 의해 둘의 양상을 나누어 보는 것이 적합하기에, 이어서는 내러티브 쓰기와 

시조 텍스트 세계 경험수행의 양상을 마찬가지로 학습자-현재 중심과 작가-과거 

중심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정서 경험의 측면: 정서 유발 조건의 확보

한편 내러티브를 구체화하여 경험맥락을 형성하는 것은 “시조 경험”의 정서 경험 

측면에서는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 및 대상과 같은 조건들을 확보하는 것을 충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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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서 경험이 학습자가 주관적으로 텍스트를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가 이

끄는 정서의 세계로 자신을 내던지는 것157)과 유사하다면, 역시 정서 경험을 위해

서는 학습자가 자신을 내던질 수 있는 텍스트 세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 된다. 

그리고 이 텍스트 세계는 시적 대상이 갖는 정취나 상황이 마련하는 분위기와 같은 

정서 유발 조건들을 여실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길이가 짧은 정형시로서 시조는 텍스트 문면에 드러난 언어 그대로는 위

와 같은 조건들을 갖춘 텍스트 세계를 학습자들이 바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 본 연

구에서 과거-현재의 정보자원들을 동원해 내러티브를 구체화하고 경험맥락을 형성

하는 단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체적인 대상과 사건, 행위를 갖춘 텍스트 세

계를 열어냈으며, 따라서 정서 경험을 위해 정서 유발 조건들을 여실히 확보하는 

것 또한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이나향(2017)은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에서 아

내의 정서를 학습자들이 풍요롭게 느끼기 위해 부부의 삶, 배우자의 죽음을 다루는 

매체 텍스트를 동원할 것을 논의하는데158), 이 역시 정서 경험을 위해서는 정서를 

유발하는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갖춘 세계의 확보를 의도하는 본 연구의 방향과 유

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학습자들의 내러티브 결과물들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들 다 한다는 고3생활을 나는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일찍 경험했다. 그만큼 조급함도 

많았고 걱정도 앞섰다. 항상 내 눈앞에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뿐이었고 내 자신은 꼴찌

인 것 같은 기분이었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애써 억눌러봐도 결국 내 마음도 한계에 다다

르고 자괴감, 우울함, 걱정, 미안함 등의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때 우연히 들었던 노

래가 내 마음을 달래주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그 노래를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고 내 감정에 솔직해지게 되었다. 아직도 그런 부정적 감정

들을 바로 마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지나고나면 지금 감정도 다 의미가 있으리

란 메시지를 통해 어느정도 용기를 갖게 되었다.

[M-‘노래 삼긴 사’-학·내-9]

(중략) 불안했다. 해오라기는 금방이라도 물에 부리를 넣어 고기를 먹을 것만 같았다. 문

득 나를 귀양 보낸 광해군에게 공감이 되기도 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고기를 먹는 해

157) 고정희, 『고전시가 교육의 탐구-시공간적 거리감, 전유, 정서를 중심으로』, 소명출판, 
2013, 48쪽.

158) 이나향, 「고전문학의 정서 향유를 위한 상상적 경험 쓰기 교육 연구」, 『어문연구』 
45-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7, 460~46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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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기가 될 수도 있었던 나를 가만히 둘 수는 없었던 것이겠지. 난 과연 유배를 가지 않

았다면 같이 물고기를 먹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지만 난 그런 걸 원하지 않았다. 같은 물

에 있는 존재로서, 같은 나라의 신하들로서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 물론 내가 계속 관

직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는 모르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물고기가 된 

지금 해오라기가 고기를 먹을까봐 계속해서 불안한 것이 아닐까.

[S-‘냇에 오라바’-작·내-56]

M고 9번 학습자가 ‘노래 삼긴 사’ 시조로 구성한 학습자 중심 내러티브를 보

면, 자신에게 시름을 불러일으켰던 상황 및 마주한 대상(노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는 가운데 자괴감, 우울함, 걱정, 위안, 용기 등의 감정들이 등장함을 볼 수 있다. 

즉 학습자는 텍스트 세계를 나타내는 내러티브를 구체화하고 경험맥락을 갖춤에 따

라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대상의 정취 및 상황의 분위기와 같은 조건들을 확보하고 

그로부터 정서를 발견해갈 수 있었던 것이다. S고 56번 학습자가 ‘냇에 오라바’ 

시조로 구성한 작가 중심 내러티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신흠 및 계축옥사에 관한 

정보를 받아 내러티브 형태로 시조 텍스트 세계를 펼침에, 신흠의 관점에서 정서를 

유발한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그로부터 정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좀 더 살피기 위해 본실험에 참여한 학습자들 중 일부를 선

발하여 사후실험을 하였다. 사후실험은 학습자가 본인이 직접 구성한 내러티브를 

다시 보고 해당 시조에 대한 감상을 자유롭게 말한 다음, 맨 처음 시조만 보았을 

때와 비교해 변화가 생겼는지, 그 변화에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는

지, 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답하도록 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

다.159) 사후실험에 참여한 학습자들 모두가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것이 시조 감상의 

159) 사후실험은 1페이지로 구성된 문항지를 학습자별로 제작하여, 해당 학습자를 직접 만
나 작성하게 하거나 해당 학교 교사를 통해 문항지를 전달해 작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사후실험은 각 학교의 여건에 따라 Y고와 S과고에서만 진행할 수 있었으
며 그 인원은 Y고 6명, S과고 5명으로 총 11명이다. 사후실험 문항지의 각 문항을 밝
히자면 다음과 같다.

   1. 본인이 구성한 이야기와 시조를 다시 보고 해당 시조에 대한 감상을 자유롭게 말씀  
   해주세요.

   2. 맨 처음 시조만 보았을 때와 비교해 감상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하나요?
      (예,  아니오)
  
   3.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면, 이야기를 구성해보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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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는데, 그에 대한 이유를 밝힌 문항지 상의 4번 

문항에 대한 답변들을 주목할만하다.

이야기를 구성하기 전에는 시조의 화자가 겪고있는 상황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그런데 

이야기를 구성해보니 이 시조를 적어 내려가는 화자의 마음상태, 정서, 상황 등을 잘 알게

된 것 같다. 시는 산문이 아니라서 함축적이고 간결한 표현을 사용해 자신의 감정을 절제

하거나 과정해 드러내곤 하는데, 이야기를 구성해보면 화자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내막

을 알 수 있어서 감정이입이 더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다. 내가 화자의 입장이 되어 시조

를 써내려가던 그 날을, 상황을 생각해보니 정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다.

[S-사후실험-2]

시조를 보고 이야기를 구성해보면서 이 짧은 작품 속에 작가는 어떤 말을 담으려 했을까

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그 시간 속에서 내 경험까지 떠올려보며 담긴 감

정을 이해하고 그에 공감하는 방법을 알게된 것 같다. 또 시조에는 어떤 이유로 님과 함

께 하지 못하는가가 나와 있지 않아 궁금증을 더하지만 내가 구성한 이야기를 통해 님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해석의 막연함도 덜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Y-사후실험-1]

위 두 학습자들의 답변에서 “겪고 있는 상황을 몰랐는데 이야기를 구성해 화자의 

마음, 상황, 정서, 내막을 잘 알 수 있었다.”라던가 “이야기를 통해 죽음으로 이별원

인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와 같은 진술들은 시조의 정서를 경험하기 위해 학습자

들이 구체적으로 화자가 처한 상황, 상태 등을 아는 것을 필요로 했으며, 이야기 구

성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내러티브를 구체화하고 경험맥락을 형성하는 것은 완전한 이야기의 형태

를 갖춘 구체적인 시조 텍스트 세계를 여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써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정서 유발 조건들을 갖추게 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정서 경험으로 귀결되는 

“시조 경험” 자체를 완수하도록 하는 단계가 되는 것이다.

   4. 도움이 되었다면,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된 것 같은지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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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야기 서술을 통한 경험의 수행과 효과

내러티브를 구체화하고 경험의 맥락을 형성하였다면 실제로 내러티브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그로써 경험을 수행하여 효과를 획득하는 과정으로 이어가야 한다. 우선 

경험을 전하는 서사에서 경험을 직접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사건들이 실제로 있었

던 이야기라는 인식을 주며 서술주체(학습자)에게 사건들이 어떠한 인상으로 정신

과 몸에 각인되도록 한다.160) 그 인상의 각인이란 서술하는 사건이 사실이건 허구

이건 서술주체에게 실제성을 느끼게 하여 이야기 내용에 적극적으로 몰입161)하도

록 함을 포함한다. 

이때 서술주체인 학습자가 이야기를 직접 서술함으로 그 내용에 몰입하게 되었음

은 구성한 내러티브 결과물에 나타난 서술의 상세함과 구체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이 서술하는 이야기 내용에 실제성을 느끼고 빠져듦에 따라 대상 및 상

황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한다거나, 느껴지는 감정이나 성찰의 내용을 상세히 

드러낼 수도 있다. 

어젯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더니, 오늘 아침에는 공기가 매우 밝고 산뜻했다. 맑은 공

기를 맡고자 밖에 나가 산책을 했다. 막 돋아난 어린 잎 끝마다 봄비가 맺혀 있었고, 거친 

버드나무도 촉촉이 젖어있었다. 어딘가 아이소리가 들리는 듯해 돌아보니 마을의 아이들

이 이슬을 퉁기며 놀고 있었다. (중략) 버드나무를 어루만지는 아이의 작은 손은 여린 잎

사귀 같았다. 그러다 아이의 표정이 어두워 보여 다가가니 버드나무의 거친 몸통에 쓸린 

흰 손이 눈에 띄었다. 조심스레 아이를 불러 약을 발라주었는데, 아이의 눈을 보니 꼭 돌

아가신 영창대군이 비쳐보였다. 지금쯤 이 아이의 또래였을 그를 지켜주는 것이 나의 일

이었는데....... 아이를 다치게 한 버드나무가 창밖 너머로 보였다. 아이는 이토록 아파하는

데 꿈쩍 않고 잎을 털어대는 그 모습이 매정했다. 마치 영창대군의 무정한 형님과 같아 

보였다. 울음이 그친 아이는 다시 털고 나가 꽃과 함께 뛰놀았다. 눈을 감았다가 뜨면 영

창대군이 저 속에서 함께 뛰놀고 있으면 좋겠다.

  [Y-‘寒食 비온 밤’-작·내-7]

160) 임경순, 『서사표현교육론 연구』, 역락, 2003, 45~47쪽.
161)  이러한 몰입은 ‘임장감(臨場感: the sense of the reality)’ 혹은 실감 체험과 관계

가 있는데, 예술을 통해 인간이 원하는 것 중 하나가 가능한 가장 실제인 것처럼 체험
하고 싶어 하는 임장감의 체험이기 때문이다. (김형래, 「‘몰입’ 개념으로 본 3D 입체 영
화의 미래」, 『외국문학연구』 41,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1, 84쪽.)



- 82 -

위 내러티브는 앞서 ‘寒食 비온 밤’ 시조로부터 Y고 7번 학습자가 작가-과거의 

삶을 반영하여 구성한 것을 다시 예시로 든 것이다. 이야기 내용인 ‘마을 아이와의 

만남’이나 ‘아이가 버드나무에 상처를 입는 사건’ 등은 학습자가 창작한 허구에 가

깝다. 그럼에도 이야기 내용이 사실이냐 허구냐에 관계없이 학습자는 실제성을 느

끼고 날씨, 아이들과 버드나무의 모습, 떠오르는 영창대군에 대한 감정 등을 상세히 

서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내러티브의 이야기 내용에 몰입해 상세히 서술하면서 동시에 학습자들은 

시조 텍스트 세계에 뛰어들어 경험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당연히 내러티브가 시조 

텍스트를 기반으로 그 세계를 내용으로 펼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러티브를 통

한 형상화 단계에까지 이르러 형상화된 것은 독자가 그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어

떤 세계로 펼칠 때만 완전한 규모를 갖게 된다.”162)는 것을 리쾨르(P. Ricoeur)의 

논의로부터 살필 수 있듯, 주체가 어떤 행위를 통해 능동적으로 뛰어들 때 형상화

된 시조 텍스트 세계로 완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그 어떤 행위란 당

연히 내러티브의 이야기를 직접 ‘서술’하는 것이며 그로써 학습자들은 시조 경험을 

수행하고 그에 맞는 효과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Y고 7번 학습자의 예시에

서처럼 이야기 주인공(신흠)의 감정이나 성찰의 내용이 자세히 언급된다는 것 자체

가 이미 경험이 수행되었음을 증명한다.

마찬가지로 내러티브 쓰기와 시조 경험의 수행 또한 ‘학습자-현재’를 중심으로 

하느냐, ‘작가-과거’를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 경험효과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어떤 방식으로 내러티브의 이야기 서술을 진행하는가에 따라서도 미시적으로 

각 경험과 효과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앞서와 같이 이를 유형화하

여 학습자가 구성한 내러티브 결과물을 통해 그 실질적인 모습을 기술할 것이다.

1) 학습자-현재의 삶을 중심으로 한 문제의식 이해의 심화

최홍원(2015)은 고전문학의 텍스트 세계를 경험 질료화하고 실제 경험할 때 ‘지

금 여기’의 시각과 ‘그때-거기’의 시각으로 각각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때 전

자의 시각으로 경험하는 것은 텍스트 세계에 녹아든 인간 삶의 보편성·공통성에 기

반하여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의 심화로 이어진다고 하였다.163) 이를 적용하자면 

162) P. Ricoeur, Temps et récit, T.1:L'Intrigue et le récit historique, 김한식·이경래 
옮김, 『시간과 이야기 1: 줄거리와 역사 이야기』, 문학과지성사, 1999, 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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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 텍스트 세계가 취하는 문제의식이 시대의 특수성을 초월하는 인류에의 보편성

을 갖는 만큼, ‘지금-여기’ 즉 학습자-현재의 삶을 중심으로 시조 텍스트 세계를 펼

쳐 경험하는 것은 지금 나와도 관련될 수 있는 문제의식 그 자체에 대한 이해의 심

화를 경험효과로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앞서 경험맥락의 측면에서 상황 맥락이 중점적으로 형성된 것과도 관련한

다. 상황 맥락이란 시조 텍스트 세계가 갖는 문제의식 자체가 펼칠 수 있는 상황을 

학습자에게 익숙한 본인의 기억이나 현재의 삶을 반영해 맥락을 형성하는 것으로, 

학습자들은 시조 텍스트 세계의 상황을 중심으로 경험함으로써 문제의식 그 자체에 

대한 깊은 생각과 성찰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몇몇 학교 친구들이 별로 친하지도 않은 아이들한테 장난을 쳤을 때 

많은 아이들이 그다지 재미있어 하지 않고 그냥 무심하게 대응했던 적이 있었다. 그랬더

니 일부 장난기가 심한 학생들이 자기들을 무시하고 공부만 하려는 나를 포함한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화가 나서 반응을 할 때까지 콕콕 꼬집어대는 등의 방식으로 괴롭히기 시작했

었다. 솔직히 그런 학생들은 목적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그만두게 하거나 반성하게 하는 

것은 기대도 할 필요가 없었지만, ‘너희들도 당하면 엄청 기분 나빠할 것이면서 도대체 남

한테는 그렇게 해서 뭐가 그리 좋은 건지, 설마 남을 괴롭히면서 얻는 쾌감으로 스트레스

를 푸는 것인지’ 정말 되묻고 싶었었다...

[S-‘냇에 오라바’-학·내-36]

위 내러티브는 앞서 연상의 구체화-수렴적 상황 맥락 형성의 예시로 살펴보았던 

학습자의 자료이다. 여기서는 ‘냇에 오라바’ 시조가 다루는 ‘강자-약자’ 사이의 

부정적인 권력 관계라는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자면, 학습자는 자신을 포함한 

학생들이 괴롭힘을 당했던 기억을 중심으로 내러티브의 이야기 내용을 마련하고 서

술함을 통해 몰입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핵심이 되는 문제의식에 대한 생각을 기술

하여 마무리했다. 이처럼 학습자들은 익숙한 자기 체험으로 상황을 마련하고 서술

하여 몰입함에 따라 문제의식 자체에 대한 이해의 심화를 효과로 하는 경험을 수행

한다는 것이다. 이때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야기 내용을 서술하는 방식이 고백적인

지, 전달적인지에 따라 문제의식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양상도 다소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실재를 이어 살펴볼 것이다.

163) 최홍원, 『고전문학 경험교육론』, 역락, 2015, 128~13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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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백적 서술과 미시적 이해 심화

기본적으로 학습자-현재의 삶을 반영하여 내러티브 이야기 내용을 마련하고 서

술할 때, 학습자 본인이 직접 겪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서술하기에 고백적 방식으로 

서술하게 된다. 흔히 글쓰기의 한 방식인 ‘자기 고백적 글쓰기’ 내지는 ‘자전적(自傳

的) 글쓰기’는 회상 주체로서의 ‘나’가 주관적 감정이나 경험한 일을 진실히 고백하

는 것이다.164)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 ‘고백적 서술’이라 함은 학습자가 시조 텍스

트 세계의 상황을 오롯이 자신의 것처럼 그 묘사와 감정의 표출을 고백적으로 쓰는 

것을 말한다.

고백적 서술은 당연하게도 시조 텍스트 세계에 학습자 본인의 입장으로 조응하여 

경험하는 것으로, 이때 텍스트 세계에는 학습자가 관심을 가지고 초점화하여 뛰어

들 수 있는 지점들이 마련된다.165) 그 지점 중 핵심이 바로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고백적 서술이 학습자 본인의 입장을 중점적으로 내세우는 만큼 문제의식

을 본인의 입장에 비추어 그 깊이 내지는 심각성을 중심으로 이해를 심화하게 된

다. 쉽게 말하자면 A라는 문제의식에 대하여 고백적 서술을 통해 학습자 본인의 상

황을 경험하여 A를 바라보기 때문에, A가 개인의 삶에 있어 얼마나 깊이가 있고 

중요한 문제인지를 중심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학습자들이 

구성한 내러티브 결과물을 통해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무릇 학생이라면 자신의 진로와 미래에 대해서 한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 역시도 그랬었다. oo고등학교에 원서를 접수하고 며칠 동안 내가 과연 이 고

등학교에 지원한 게 옳은 일이었는지 고민했다. 슬럼프였다.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고등

학교였고 원서까지 접수했지만 이 학교를 떨어지면 어디를 가야하나 하는 생각도 막막했

고, 내가 과연 그 수준 높은 면접을 통과할 것인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중략) 옥상달빛의 

노래인 ‘수고했어, 오늘도’를 듣게 되었다. 귀에 꽂히는 멜로디도 아니고 노래를 아주 잘 

부르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땐 이 노래에 완전히 빠져 지냈다. 이 노래는 옆집언니에게 듣

는 위로였고 휑한 가슴을 채워주는 노래였으며, 하루를 너무 나쁘게도, 너무 좋지도 않게 

보낸 나에게 수고했다고 해주는 심심한 안부의 말이었다. 요즘도 나에게 말한다. 수고했

어, 오늘도...

[S-‘노래 삼긴 사’-학·내-83]

164) 김규훈, 「열린 문학교육에서의 자기 고백적 글쓰기」, 『대학작문』 3, 한국리터러시학
회, 2011, 208쪽.

165) 최홍원, 앞의 책, 2015, 133~13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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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노래 삼긴 사’ 시조로 학습자가 구성한 내러티브이다. 학습자는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느낀 슬럼프와 그로 인한 시름을 한 대중가요를 통해 해

소하고 위로받았던 본인의 일을 고백적으로 서술하였다. 그러면서 해당 시조 텍스

트가 갖는 문제의식인 ‘인생의 시름과 노래를 통한 해소’에서 ‘시름’과 ‘노래’의 의

미에 집중하여, 본인의 입장으로 시름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노래라

는 것은 시름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경험했

음을 엿볼 수 있다.

(중략) 초등학교 때 키운 강아지를 엄마의 막내 임신 소식과 함께 다른 가족에게로 떠나

보낸 적이 있다. 엄마는 분명 막내가 5살이 넘는 날이 오면 다시 데려와 키우겠다고 했지

만 지금 막내가 7살이 되었어도 강아지를 그 후로 본 적이 없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감

정은 익숙하면서도 낯설다. 나는 누군가에게 정을 주는 일에 능숙했고 추억을 쌓는 것을 

좋아했다. 내가 좋아하고 아끼는 것들을 내 곁에서부터 떠나보내는 일은 나를 매번 울게 

만들었다. 가끔 우리 강아지를 생각하면 속이 울렁거리며 울적한 감정이 마구잡이로 통통 

튄다. 나는 강아지를 보러갈 수도 없었고 연락할 방법도 더는 없었다. 이제 정말 내가 키

웠던 우리 또또를 추억 속에 담아둘 때가 찾아오고 있다. 아주 예전부터 천천히 찾아오고 

있던 우리 강아지에 대한 기억의 잠식이 진행된다. 왜 우리 또또를 다시 보지 못할까.

[Y-‘寒食 비온 밤’-학·내-11]

위 학습자는 ‘寒食 비온 밤’ 시조의 문제의식인 ‘(이별)대상과의 이별과 슬픔’에서 

이별의 대상을 어릴 적 키우던 강아지로 두고, 이별 후 다시 보지 못하는 슬픔과 

대상에 대한 기억이 점차 사라져가는 안타까움을 고백적으로 서술하였다. 그러면서 

이별로 인해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감정에 대한 느낌, 정을 붙인 대상들을 떠나보내

야 하는 이별 상황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강아지와 이별했던 본인의 입장에 비추어 

깊이 생각하여 해당 시조의 문제의식에 대한 이해를 심화했다고 할 수 있다.

해오라기는 고기를 잡아먹어야만 살 수 있다. 당연한 것 같은 그 모습이 왜 나는 불편했

을까. 어쩌면 해오라기와 고기가 우리 주변에도 있어서가 아닐까. oo고에 입학하고 처음

으로 제대로 된 경쟁을 맛보게 된 우리들은 모두 해오라기이자 물고기였다. 우리의 숙명

은 내신등급을 잘 받아내는 것이었고, 함께 한 울타리 속에 살고 있는 친구들을 밟고 올

라서야만 생존할 수 있었다. (중략) 우리는 때로 무심한 친구들을 ‘견제’해야 했고, 때로는 

‘견제’당해야 했다. 해오라기가 생존을 위해 고기를 잡듯, 우리도 성적을 위해 어쩔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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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약육강식의 세계를 살아야했다. 누군가의 훌륭한 성장이 다른 이의 간접적인 슬픔이 

될 때, 씁쓸함을 느꼈다. 우리도 언젠가는 공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존을 위해 서로

를 잡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면 좋겠다...

[M-‘냇에 오라바’-학·내-27]

위 내러티브는 ‘냇에 오라바’ 시조에 대하여 학습자가 자신을 비롯한 동료 

학생들 모두 ‘물고기’이자 동시에 ‘해오라기’가 되어야 했던 학창시절을 이야기 내용

으로 삼아 고백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학습자는 기본적으로 경쟁의 결과로 나타나

는 강자-약자의 권력 형성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자신을 포함한 동급학생들을 그

러한 약육강식의 관계에 강제로 노출하는 학교의 경쟁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

을 던졌다. 이 또한 학창시절을 고백적으로 서술한 위 학습자 본인의 입장을 중심

으로 약육강식의 권력 관계라는 해당 시조의 문제의식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음을 

보여준다.

 (2) 전달적 서술과 거시적 이해 심화

학습자들 중 일부는 자신이 겪은 일을 고백적으로 서술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체

험을 내러티브의 내용에 삽입하여 전달적으로 서술하는 경우를 보이기도 하였다. 

여기서 ‘전달’이란 흔히 소설에서 말하는 관찰자적 시점으로 서술자가 사건에 개입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자신의 체험을 고백적으로 말하면서도 동시

에 다른 사람의 체험을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때 같은 문제의식에 대하여 여러 체험들이 섞여 들어오기에 문제의식이 인간 

보편적으로 주는 메시지나 의미를 중심으로 거시적으로 그 이해를 심화하게 된다. 

즉 A라는 문제의식에 대하여 학습자 본인의 관련된 체험과 다른 사람들의 관련된 

체험을 모두 조망하기 때문에, A가 인간의 삶에 있어 얼마나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인지를 거시적으로 성찰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A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다는 것

이다. 구체적인 예시를 학습자들의 내러티브로부터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어느 날 문득 기분이 안 좋은 날이 있었다. 기분이 안 좋아진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

저 나에게 많은 일이 주어지고 그것을 한 번에 해결하려는 힘듦이 겹치자 심적으로 힘들

어했던 것 같다. 그날 하루는 내가 무엇을 하든 행복해지지 않았고 내가 평소에 즐겨 듣

던 발랄한 댄스 음악보다는 서정적이고 감미로운 발라드 음악이 듣고 싶어졌다. 발라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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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삿말을 잘 들어보면 나에게 에너지를 주고 감정이입을 시켜줄 수 있는 것인데, 왜 그 

당시 난 멜로디만을 듣고도 ‘그들도 이러한 노래를 만드는데 힘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동

질감을 느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나만 힘든 것이 아닌데 왜 내가 힘든 티를 

내며 위로만 받길 원했던 것인지 반성을 하게 되었다. 가끔은 나 혼자의 감성에 취할 때

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내가 남들보다 더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잘못되었다...

[Y-‘노래 삼긴 사’-학·내-38]

위 내러티브는 앞서 ‘노래 삼긴 사’ 시조로부터 학습자가 차용(借用)의 방식으

로 구체화했던 예시로 보인 것이다. 학습자는 많은 과업을 한꺼번에 해결하려다 생

긴 자신의 시름을 고백적으로 서술하다가 발라드 노래를 만든 사람들의 시름을 생

각하고 전달적으로 서술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노래를 만든 사람들의 체험이 

자세히 전달되지는 않았으나, 마지막에 학습자가 보인 성찰의 내용은 ‘시름’이라는 

문제의식의 핵심에 대해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찾아올 수 있

는 것이며 이에 혼자만이 모든 힘듦을 다 짊어지고 있다는 태도를 반성한 것이다. 

이는 문제의식에 대해 학습자가 본인의 입장에서만 그 깊이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문제의식의 보편성을 경험하여 그로부터 끌어낸 성찰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넘어가던 겨울이었다. 집 앞을 늘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던 

소나무처럼, 영원할 것 같았던 가족 중 한 사람이었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그때 우

리 가족은 헤어 나올 수 없을 것 같았던 슬픔을 겪었다. 그러나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차차 각자의 자리를 찾아 돌아갔다. 계절은 언제 추웠냐는 듯 다시 따뜻해지기 시

작했다. 풀이 자라고 꽃이 피고 곤충들이 속삭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작년 이맘때 봄처

럼 그대로인데 왜 할아버지는 다시 보이지 않는 것일까...

[S-'寒食 비온 밤‘-학·내-39]

간단하긴 하지만 ‘寒食 비온 밤’ 시조로 학습자가 구성한 위 내러티브에는 학습

자 본인 외에도 가족들의 할아버지와의 이별 체험이 전달되기도 하고, 돌아오지 않

는 할아버지와 상반되어 봄이 되자 다시 소생한 풀, 꽃, 곤충들의 모습이 전달되기

도 한다. 이로써 학습자는 누군가와의 사별(死別)이 관련된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는 슬픔과 더불어 계절의 순환과 함께 소생하는 자연물과 달리 유한한 사람의 생

으로 인한 이별의 문제를 좀 더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경험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일이 있은 후 조사를 담당했던, 나에게 징계를 내린 선생님께서는 “네가 의도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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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에도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우고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문자를 보내셨다. 난 결코 납

득이 가지 않았다. (중략) 우리는 신입생 선발이 완료되었다는 말에 그들에게 호기심을 갖

고 페이스북 그룹에 들어갈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떤 선배가 신입생인척 그들의 

그룹에 끼어 도를 넘는 장난을 쳤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내 룸메이트였던 행정위원은 그 

선배를 우리 방으로 불러 과격한 언행으로 사안을 따졌었다. 이후 장난을 친 선배는 대뜸 

룸메이트와 나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나는 오히려 큰 싸움을 막으려했던, 어쩌면 같은 

방에만 있던 ‘무심한 물고기’였는데, 자신이 먼저 장난을 쳐서 사태를 키운 ‘해오라기’는 

나를 물 밖으로 끌어냈다. 모든 일은 변호사였던 그 선배의 아버지가 총괄했고, 나는 결국 

한 번의 변명도 못한 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았다. 무심한 물고기가 해오라

기에게 갈기갈기 찢기는 기분이 이러했을까?...

[M-‘냇에 오라바’-학·내-40]

‘냇에 오라바’ 시조는 화자가 물고기와 해오라기의 일을 바라보는 입장에 있

는 만큼 전달적 서술이 개입할만한 여지가 상대적으로 더 큰 텍스트라고 할 수도 

있다. 위 M고 40번 학습자는 자신이 관찰자로 있었던 선배와 룸메이트 사이의 언

쟁을 전달하다가도 상황이 바뀌어 자신 또한 ‘물고기’가 되어버린 일을 고백적으로 

서술하였다. 또한, 사건의 징계를 맡은 선생님의 문자까지 전하며 전체적으로 해오

라기가 물고기를 먹는 권력 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람들의 입장을 조망하여, ‘강자-

약자’ 구도의 문제의식이 주는 보편적인 심각성을 이해하는 것까지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2) 작가-과거의 삶을 중심으로 한 지평 확장으로의 전이

한편 최홍원(2015)에 따르면 ‘지금-여기’가 아닌 ‘그때-거기’의 시각으로 경험한

다는 것은 역사적 맥락이 갖는 이질성과 특수성을 경험하게 하여, 지금-여기의 학

습자가 발견하지 못하고 겪어보지 못한 인식의 세계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나아가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가능성을 갖는다.166) 쉽게 말하자면 시조 텍스트 세계를 

펼치고 경험함에 작가와 텍스트 창작 당시의 역사적 사건을 토대로 같은 문제의식

에 대하여 과거의 타자는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문제의식에 대한 이해

의 지평을 학습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과거에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시조 텍스트 세계가 취하는 문제의식이 본디 작가-과거와 관련하지만, 학습

166) 최홍원, 앞의 책, 2015, 137~14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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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시공간적 거리가 매우 크기 때문에 앞서 학습자-현재의 삶을 중심으로 문제의

식 자체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 후에 이를 전이하여 작가-과거의 삶을 중심으로 같

은 문제의식에 대처하는 타자를 이해하여 지평을 확장한다. 이는 경험맥락의 측면

에서 작가-과거의 삶을 반영하여 관점 맥락을 중점적으로 형성하는 것과도 관련한

다. 관점 맥락이 같은 문제의식이 펼치는 텍스트 세계의 유사한 상황을 전이한 후 

작가 혹은 역사적 사건의 주인공 관점을 택하여 경험하게 하는 것이기에, 학습자들

은 타자의 관점 아래서 경험을 수행함에 본인이 알지 못했던 타자의 지평에까지 이

해를 확장할 수 있다.

영창대군께서 돌아가셨다. 선왕께서 밀명을 내리셨던 나와 친구들, 그중에서도 나를 뺀 

신하들, 친구들이 죽어갔다. 사실상 나도 죽은 것이다. 지키지 못했다. 명을 수행하지 못

했다. (중략) 세상에 나와 같은 불충한 신하가 또 어디에 있을까. (중략) 창호 밖에 내리는 

비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살아야겠다고. 살려달라고. 내가 이곳을 벗어나 복직한다면, 모

든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이다. 내가 겪고 있는 시름과 걱정, 아픔을 

씻어내고 죄책감을 덜 수 있게 말이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진실을, 아니 알면서도 모르

는 진실을 담아 노래했다. 그 가사가, 그 가락이, 그 의미가 자연과 하늘에 닿아 내 소원

을 이루게 해달라고 빌며...

 [S-‘노래 삼긴 사’-작·내-65]

위 내러티브는 ‘노래 삼긴 사’ 시조로 학습자가 작가-과거의 삶을 반영해 구성

한 것이다. 내러티브에서 ‘나’는 신흠이 되어 ‘시름을 노래로 푼다.’는 문제의식에 

대해 어떤 시름이 있으며 노래로 풀어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신흠의 입장에

서 상세히 서술하였다. 학습자는 자신이 신흠인 것처럼 내러티브의 이야기 내용에 

빠져들어 몰입하고, 그로써 낯선 과거의 타자인 신흠이 문제의식에 대처하는 방식

을 경험하고 지평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 역시 서술방식에 따라 지평 확장의 양상

도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 실재를 이어 살펴볼 것이다.

 (1) 연극적 서술과 공감적 지평 확장

연극에서 연기(演技, acting)의 기초는 ‘마치 ~인 것처럼(as if)’의 상태로 이것은 

모방과 창조 사이의 긴장관계를 유발하는 동일시(identification)의 상태로 배우를 

이끈다.167) 학습자들은 자신을 마치 신흠인 것처럼 상상하여 내러티브의 이야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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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몰입하여 서술하게 되는데, 이는 연극적이라 할 수 있다. 이때의 연극이란 장

르로서의 극(劇)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적 놀이로 ‘가장하기’ 등을 통해 내가 아닌 

타자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행위이다.168) 학습자들이 과거 작가를 연극적으로 서

술할 수 있는 전제는 연극이 갖는 자체의 전이성(轉移性)에 있는데169), 학습자-현

재의 삶을 중심으로 시조 텍스트 세계를 서술하고 그려낸 것이 전이되어 낯선 과거 

타자의 이야기를 연극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것이다.

학습자들이 연극적으로 서술하는 과거의 대상은 작가 혹은 역사적 사건의 주인공

으로, 학습자 본인과 같은 문제의식과 마주하여 대처하는 해당 대상들을 연기함에 

따라 공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 즉, 같은 문제의식에 대한 타자의 대처로 

지평이 확장될 때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해 이질적인 세계가 펼쳐지지만, 학습자 본

인이 전 단계에서 심화한 문제의식에 대한 이해를 전이하여 비슷한 감정과 태도를 

공유할 수 있는 타자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시로 학습자들의 내러티

브 결과물들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중략) 저 하늘이 나를 얼마나 지나갔는지 짐작조차 할 수가 없다. 내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단 한순간도 놓칠 수가 없어 쉽게 눈을 감지도 못하고 있다. 이 한을 풀지 못해, 

이 마음 펼치지 못해 저 달과 나는 오늘도 노래를 부른다. 언젠가 다시 나를 찾으시거든 

저 달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달려가야지. 달이 없을 땐 가만히 앉아 그를 찾고, 달이 있을 

땐 달과 함께 노래만 부르는 모습이 서럽기도 하구나. (중략) 이 노래가 저 달에게 닿기를 

내 이 가슴으로 저 달을 품고 다시 한 번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진실로 풀릴 것이면 매

일 저 달과 함께 이 노래를 불러보리라. 언젠가는 저 달을 다시 만나 닿기를 외치며 매일 

노래를 부르리라...

[S-‘노래 삼긴 사’-작·내-69]

학습자들은 ‘노래 삼긴 사’ 시조로부터 학습자-현재의 삶을 중심으로 내러티브

를 구성함에 ‘인간의 시름과 노래로의 해소’라는 문제의식에 대한 이해를 나름대로 

각자의 입장으로 심화하였다. 위 학습자도 마찬가지로 시름이 주는 괴로움과 노래

를 통한 일시적 해소를 이해한 가운데 신흠의 입장에서 어떤 시름이 있으며, 어떤 

167) Gevin Bolton, Acting in Classroom Drama: A Critical Analysis, 김주연·오판진 
공역, 『교실연기란 무엇인가?』, 연극과인간, 2012, 291~292쪽 참조.

168) 위의 책, 81~87쪽 참조.
169) Richard Courtney, Play, Drama, and Thought, 김주연·오판진 공역, 『교육연극 

입문』, 연극과인간, 2014, 15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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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 고통을 겪는지 등을 마치 신흠이 된 것처럼 연극적으로 서술하였다. 그러면서 

시름의 원인과 질은 차이가 있지만 같은 문제의식을 겪으며 괴로워하는 사람으로서 

신흠에 공감적 시선을 던지며 지평을 확장하게 되는 것이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양 비는 지치지도 않고 내렸다. 내가 모시던 분은 이젠 우러러 

볼 수도 없는 곳에 가 계시고 나와 함께 하던 자들도 그 뒤를 따랐다. 나 홀로 이렇게 앉

아 죽은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살아있는 것도 아닌 삶을 이어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허

망한 나날인가. 그들의 날에는 꽃이 피었겠지만 나의 남은 생과 내 곁을 떠난 자들의 앞

길에는 비에 맞아 흩어진 꽃잎들만이 있을 뿐이겠지. 봄은 계속 돌아오지만 떠난 사람은 

오지 않는다. 단지 그들이 떠난 길에 눈물 흘리며 뒤따라가 옅은 흔적을 이 글로나마 남

길 뿐이지. 그러다보면 언젠가 호기심 많은 자가 그 흔적을 따라오다 봄을 맞이하기도 전

에 억울한 마지막을 맞았던 사람이 있음을 알아주겠지...

[Y-‘寒食 비온 밤’-작·내-22]

위는 ‘寒食 비온 밤’ 시조로부터 학습자가 구성한 작가-과거의 삶을 반영한 내러

티브다. 학습자는 신흠의 입장에서 이별 대상이 되는 사람들과 이별 후의 감정을 

연극적으로 상세히 서술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이별 원인과 감정의 질은 다

르지만, 똑같이 이별의 회한(悔恨)을 겪는 신흠을 공감적으로 바라보며 지평을 확장

하게 된다. 이때 다음과 같은 학습자의 활동소감은 주목할 만하다.

신흠이 겪은 상황이 나와는 어쨌든 다른 것이지만 그래도 비슷한 감정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니 조금은 이해가 된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그냥 좋아하던 사람과 헤어진 것이지만 

신흠은 평생 모시던 왕이 부탁한 사람이 죽어서 느낀 슬픔이라 더 무거운 감정이지 않았

을까 생각이 든다.

[Y-활동 소감]

학습자들에게 주로 이별의 문제의식은 이성친구와의 이별로 우선 이해된다. 위 

활동소감의 학습자는 이성친구와 이별했던 본인과 충성을 다해 모시던 왕과 사별

(死別)한 신흠의 감정에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같은 문제의식에 비슷한 감정을 가

졌을 것이라는 생각에 신흠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위 활동소감의 내용

은 전 단계에서 심화한 문제의식에 대한 이해를 전이해 타자를 공감적으로 바라보

며 지평을 확장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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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많은 것을 한 사람이 되었고 그와 

동시에 나는 멀어졌다. (중략) 해오라기가 송사리를 낚아챈다. 한놈, 두놈, 금세 다섯놈까

지 먹어치웠다. 그 모습이 어찌나 부덕하던지 내 안에서 왠지 모를 분이 차올랐다. ‘그만 

죽여라.’ 나는 옷이 젖는 것도 모르는 채 냇가로 뛰어갔다. 그리고 해오라기를 쫓아내고 

다시 돌아와 냇가에 앉았다. 분은 서러움과 두려움으로 바뀌었고, 아마 그 이유는 나의 처

지를 알고 내가 분이 난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S-‘냇에 오라바’-작·내-42]

‘냇에 오라바’ 시조로 학습자-현재의 삶을 반영해 내러티브를 구성할 때 ‘물

고기’의 입장에서 문제의식을 이해했을 경우, 신흠에 대한 연극적 서술과 공감적 지

평 확장이 더 강하게 일어난다. 계축옥사와 얽힌 정치적 분쟁에서 신흠은 ‘물고기’

와 같은 약자의 위치에 서 있으며, 위 학습자는 그러한 신흠의 위치에 이입하여 연

극적으로 그 상황과 감정을 서술하였다. 그러면서 ‘강자-약자’의 관계에서 약자로서 

같은 문제의식을 겪는 신흠을 공감적으로 이해하며 지평을 확장하게 되는 것이다.

 (2) 창조적 서술과 평가적 지평 확장

한편 연극적 서술이 작가나 역사적 사건의 주인공이 마치 자신인 것처럼 그가 마

주한 세계와 느낀 감정들을 서술하는 것이라면, 연극적 서술이 기반이 되는 가운데 

그 외의 인물들이나 그와 얽힌 에피소드들을 창조하여 서술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창조적 서술’이라 부르고자 한다. 앞서 창작의 구체화에서도 설명했듯, 창조적 서술

이란 여러 인물이 등장하고 각각에 학습자가 연극적으로 뛰어든다는 것은 아니다. 

작가 혹은 역사적 사건의 주인공을 연기하는 가운데, 다른 인물이나 에피소드를 창

조하여 연기하는 인물을 강조하거나 비교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창조적 서술을 통한 지평 확장의 양상은 ‘평가적’ 지평 확장이라 하고자 한

다. 연극적 서술로 우선 연기하는 인물에 공감하여 지평을 확장하는 가운데, 다른 

인물과 에피소드를 추가해 견줌으로써 전자의 지평을 강화하여 이해하거나 평가적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평이 확장된다는 것이다. 신흠을 예로 들자면 공감적 지

평 확장이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신흠은 이렇게 대처했다.’라고 공감하는 양상이라

면, 평가적 지평 확장이란 ‘신흠의 대처방식을 그 당시에 비추어봤을 때(혹은 나의 

체험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에 가까운 양상이라 할 수 있다. 구

체적으로 학습자의 내러티브 결과물을 통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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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하늘을 우러러 날던 뻐꾹새들도 하늘이 울어 자취를 감추네. 무엇 때문에 그렇게 구

슬픈지 하루 종일 비가 그칠 기미도 보이지 않는가. 내 벗들아 아직도 그리 원통하여 하

늘에 우는가! 나도 곧 그리로 갈테니 길이나 닦아두소. 하루하루 이 곳을 찾는 이 아무도 

없다가도 문을 쿵쿵 두들기는 소리에 한 번, 임금의 지시를 받고 찾아왔다는 소리에 두 

번, 아아 이제 가는구나 하다가 내 벗들이 죽었다는 말에 세 번. 내 심장이 멀쩡할 때가 

없네. 광해여. 영창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온 나라가 이롭게 태평성대할 걱정을 하소서. 

안타까운 이들의 목숨을 어찌 위로하려나. 붓을 잡은 지금까지도 비는 끊임이 없는데...

[S-‘노래 삼긴 사’-작·내-2]

위 내러티브에서 학습자는 독특한 어미와 ‘붓을 잡은 지금’과 같은 표현을 통해 

이야기 자체를 신흠이 부르는 ‘노래’로 생각하는 발상을 한 동시에, 비가 오는 상황, 

임금의 사자(使者)가 찾아와 벗들의 죽음을 전하는 일들을 창조하여 서술하였다. 그

러면서 노래의 내용 또한 신흠 자신의 시름뿐 아니라 죽은 동료들의 원한을 달래주

는 것까지를 포함하여, 노래 자체의 메시지를 강화하고 붓을 들어 그 노래를 직접 

쓰는 신흠의 체험의 무게를 보통의 시름과 견주어 평가할 수 있는 양상으로 지평을 

확장하게 되는 것이다. 

(중략) 영창대군이 강화도로 유배되어 좁은 방에 갇혀있을 때 부디 살아만 계시기를 바

랐지만 결국 끝까지 나는 선왕께 부족한 신하로만 남게 되었다. 임께서 살아계실 때, 동료 

신하들과 한마음으로 임을 모시던 그날들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는 지금처럼 궁이 살벌하

지 않았다. 피와 복수의 장소가 아니었다. 선왕께서 봄을 느끼시고 싶다며 모든 신하들을 

데리고 행차했을 때, 흐드러지게 핀 버드나무와 꽃 아래에서 나에게 시를 한 수 지어보라

고 하셨다. 그 자리에서 봄의 정취와 조선의 아름다움에 대한 시를 지어 올리니 매우 좋

아하며 칭찬하셨다. 그러나 수년의 세월이 지나고 다시 봄은 찾아왔으나 더 이상 이 봄은 

그날의 봄이 아니게 되었다. 꽃도 버드나무도, 봄빛도 온 세상에 퍼졌지만 그날의 봄은 다

시 오지 않는다...

[M-‘寒食 비온 밤’-작·내-11] 

위 내러티브에서 학습자는 신흠의 입장에서 이별 대상인 선왕(宣祖) 및 동료 신

하들과 함께 봄나들이에서 시를 짓던 과거를 회상하는 에피소드를 만들어 삽입하였

다. 이는 학습자가 신흠을 연기하면서도 주어진 정보에는 없던 것을 상상해 마치 

그러했던 것처럼 창조하여 서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별이라고 하는 문제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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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신흠의 체험과 감정을 더 강화하여 그 슬픔의 무게를 평가하는 양상으로 

지평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 말 없이 지켜보는 하늘 아래 사람들은 오글오글 모여 말이 너무도 많다. 태어난 자

식을 사랑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마음이며, 배다른 형제를 질투하는 마음 역시 하늘 아

래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전 대의 신하들을 숙청하려 하는 선왕들도 많았으니 이 역

시 하늘의 섭리일 수도 있다. 하지만 왜 굴레를 벗어나는 일은 없는 것인가. 왜 어린 삶을 

그대로 바라보고 지켜줄 수 있는 기회는 허락되지 않는 것인가. 영락없이 고기를 잡아야 

하는 해오라기이지만 오늘만큼은 못 본 척 유유히 날아가 주기만을 바랐다. 목구멍에 넘

어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일인 것을 왜 한 순간의 결정은 너무나도 비극적인가? 다 같

은 궁의 일원이자 한 명의 아이였던 대군, 애타는 아버지였던 선조 전하, 동생을 죽게 할 

만큼 속을 잃은 광해, 그리고 그를 지켜보며 떠나온 나 모두가 아쉽고 아쉬운 존재들일 

뿐이다...

[M-‘냇에 오라바’-작·내-33]

위 학습자는 ‘냇에 오라바’ 시조로부터 구성한 내러티브에서 신흠뿐만 아니

라 계축옥사를 둘러싼 영창대군, 선조, 광해군 등 다른 인물들까지 언급하였다. 신

흠을 연기하는 가운데 그가 다른 인물들의 입장까지 그려보고 판단하는 내용의 등

장은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할 수 없는 창조적 서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당시 

‘물고기’로서의 신흠의 입장과 그가 취한 대처방식을 다른 인물들과 견주어 평가할 

수 있는 지평 확장의 양상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

3) 정서 경험의 측면: 정서의 대면과 내면화

내러티브를 쓰고 그 내용에 몰입해 경험을 수행하는 것은 정서의 측면에서는 학

습자가 직접 시조 텍스트 세계에 마련된 정서 유발 조건들을 마주하여 정서를 대면

하고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는 말하자면 시적 대상의 정취

와 상황의 분위기에서 형성되는 일차적 정서를 독자가 만나 전유하는 이차적 정

서170)를 획득하는 것에 가깝다. 전(前)단계에서 시조 텍스트 세계에 정서를 유발하

는 구체적인 시적 대상과 상황을 마련해두었더라도 여기에 학습자가 직접 뛰어들지 

않는다면 정서를 온전히 경험했다 보기 힘들다. 

170) 고정희, 앞의 책, 2013, 27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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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은 자신의 체험을 끌어와 펼친 텍스트 세계에 몰입했을 때 문제의식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면서, 그 문제로 인해 환기되는 정서를 대면하고 재-경험하거나 

새로운 성찰로 나아가는 등 내면화한다. 또한, 신흠의 체험으로 펼친 텍스트 세계를 

연극적으로 경험하면서 신흠의 지평에서 환기되었을 정서를 마주하고 경험할 수 있

게 된다. 이를 학습자들의 내러티브 결과물들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의 여느 고등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시험 보는 날은 슬픈 감정이 가득 차게 된다. 

대부분 시험 성적 혹은 미래에 관한 걱정일 테지만 나는 그 슬픔의 색이 조금 다르다. 중

학교 2학년 내 첫사랑, 그 기억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중략) 우리는 서로를 한 

시간이라도 더 보고 싶어 6시에 함께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기도 했고, 학원이 끝나면 분

식집에 가서 수다를 떨었다. 그리고 대망의 중간고사 당일 우리는 시험이 끝났다는 것보

다는 학교가 일찍 오전에 끝났다는 것에 더욱 기뻐하며 함께 놀이공원에 가서 가장 달콤한 

오후를 보냈다. 그러나 그날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었다. 서로의 부모님이 교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헤어졌다.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이별이었기에 그 고통이 너무 컸다. 어느 

누구는 피는 꽃을 보면 그리운 이가 떠오른다고 했다면, 나는 시험지에 핀 동그라미, 유난히 

아련한 시험 종료 후의 오전 시간이 되면 그가 떠오른다...

 [Y-‘寒食 비온 밤’-학·내-7]

저 하늘을 우러러 날던 뻐꾹새들도 하늘이 울어 자취를 감추네. 무엇 때문에 그렇게 구

슬픈지 하루 종일 비가 그칠 기미도 보이지 않는가. 내 벗들아 아직도 그리 원통하여 하

늘에 우는가! 나도 곧 그리로 갈테니 길이나 닦아두소. 하루하루 이 곳을 찾는 이 아무도 

없다가도 문을 쿵쿵 두들기는 소리에 한 번, 임금의 지시를 받고 찾아왔다는 소리에 두 

번, 아아 이제 가는구나 하다가 내 벗들이 죽었다는 말에 세 번. 내 심장이 멀쩡할 때가 

없네. 광해여. 영창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온 나라가 이롭게 태평성대할 걱정을 하소서. 

안타까운 이들의 목숨을 어찌 위로하려나. 붓을 잡은 지금까지도 비는 끊임이 없는데...

[S-‘노래 삼긴 사’-작·내-2]

Y고등학교 7번 학습자가 ‘寒食 비온 밤’ 시조로부터 구성한 학습자 중심 내러티

브를 보면, 연인과의 행복했던 시절과 타의로 이별하게 된 상황, 이별을 환기시키는 

대상들이 구체적으로 갖춰진 가운데 만약 학습자가 직접 이야기에 뛰어들어 접촉하

고 대면하지 않았다면 고통, 그리움과 같은 정서들을 경험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

는 물론 학습자의 의지에 따라 정서 유발 조건들만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연스럽게 내면화까지 나아가 정서 경험을 완수한 것이다. S고등학교 2번 학습자가 

‘노래 삼긴 사’ 시조로 신흠의 입장에서 구성한 내러티브에서도 학습자는 본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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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타자(他者)인 신흠을 연기하는 가운데 주어진 구체적 정서 유발 조건들을 마

주하고 환기되는 원통함, 두려움, 안타까움 등의 복합적인 정서를 내면화할 수 있었

던 것이다.

이처럼 내러티브를 쓰면서 그 내용에 몰입하고 경험을 수행하는 단계는 전 단계

에서 마련한 정서 유발 조건들이 갖춰진 시조 텍스트 세계에 학습자들이 직접 뛰어

들어 조건들을 마주하고 환기되는 정서를 대면해 내면화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하

는 단계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했던 사후실험 중 문항 4번의 답변을 좀 더 살펴보

면 이것이 더 확실해진다.

(중략) 시는 산문이 아니라서 함축적이고 간결한 표현을 사용해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거

나 과정해 드러내곤 하는데, 이야기를 구성해보면 화자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내막을 

알 수 있어서 감정이입이 더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다. 내가 화자의 입장이 되어 시조를 

써내려가던 그 날을, 상황을 생각해보니 정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다.

[S-사후실험-2]

막연하게 그리움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내기 애매하다. 이 그리움을 본인의 

경험에 대응해 표현해 봄으로써 그 감정을 구체적으로 느껴 볼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관직이나 정치적 동지를 그리워하는 시조였지만 본인에게는 그 그리움이 다른 의

미로 다가왔으며 이야기를 구성함으로써 그 의미와 이유를 구체화할 수 있었다.

[S-사후실험-4]

즉 학습자들은 “내가 직접 화자의 입장이 되”거나 특정 감정을 “본인의 경험에 

대응해 표현”함으로써도 정서를 이해하거나 느껴보는 것에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

다. 특히 아래 학습자의 답변에서는 어떤 입장으로 어떤 텍스트 세계에 뛰어드는가

에 따라 획득되는 정서와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언급하여, 이야기 구성을 통

해 다양한 정서의 내면화에 이를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결국 직접적인 

수행을 강조했던 마지막 단계 또한 정서 경험에 있어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정서를 

대면하고 내면화하는 것으로 이어져 완전한 “시조 경험”의 성취로 귀결됨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의 단계에 따라 실험으로 확보한 학습

자들의 결과물을 토대로 그 양상들을 살펴보았다. 이때 학습자가 다양한 만큼 그 

각각의 결과물들은 양상에 꼭 맞는 것도 있는 한편 여러 양상이 겹쳐 나타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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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의 경계에 걸쳐있는 것들도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학습자들의 결과물들

이 여러 양상과 하위 유형으로 나뉜다는 점이 이 활동이 정보에 천착하여 천편일률

적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내러티브 구성 및 시

조 경험의 주체가 되었음을 말해준다는 것이다. 물론 그럼에도 문제가 될 만한 사

례로 분류될 수 있는 학습자 결과물도 존재하였는데, 다음 절에 이를 이어서 살펴

보고자 한다.

4.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의 문제점

이 절에서는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에 나타난 문제점 및 가능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앞서 Ⅲ장의 전반에서는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것이 시조를 경험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서 작용하는 사례들을 분석하는 가운데 그 실제 양상과 하위 

유형들을 살필 수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긍정적으로 결과가 보인 가운데, 특수한 변인이나 활동 자체의 한

계로 인해 그렇지 못한 문제사례들이 일부 내러티브 결과물들에서 도출되었다. 이

때 특수한 변인에 의해 일어난 문제점이란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과정에 어떠한 요

인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시조 경험이 원활히 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활

동 자체의 한계란 내러티브 구성 및 시조 경험이 특별한 초점화 활동을 거치지 않

는다면 어떠한 경험 및 학습을 위한 거점을 마련하지만 놓치고 마는 것을 말한다. 

특히 “시조 경험”이 정서의 경험으로까지 귀결되는 것이라면, 내러티브를 구성하여 

시조 텍스트 세계를 펼침으로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서를 경험하기 위한 지점

들을 확보할 수 있으나, 좀 더 정서 자체를 초점화하고 추가적인 교육활동을 고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을 교육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해결해야할 것들이며, 이들을 해결함을 통해 Ⅳ장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도출하

는 근거로 삼기 위해 독립된 절로 따로 기술한다.

1) 개인적 요인으로 인한 문제점

이야기 생산능력과 그에 관여하는 요인들을 살펴 생산에 문제를 끼칠만한 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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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탐구할 수 있게 하는 연구들171)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는 본 연구처럼 내러티브

를 매개로 한 ‘경험’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서사 생산능력 자체를 구조적으로 

살핀 것이기에, 해당 연구들을 참고하기보다는 본실험에서 얻은 자료들에서 문제의 

원인과 양상을 귀납적으로 살펴보았다.

개인적 요인으로 인한 문제점은 학습자 개인의 변인으로 인해 학습자-현재의 삶

을 반영한 내러티브 구성부터 제대로 성취하지 못한 사례들을 말한다. 이 문제사례

들은 앞서 Ⅰ장의 연구방법에서 기술한 ‘연구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있는 사례들’ 

중 학습자-현재의 삶을 반영한 내러티브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172) 그리

고 ‘연구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있는 사례들’ 중 이 문제사례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

율은 Y고-30%, S과고-17%, M고 14%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학습자의 평균적인 

학업성취 수준, 교실 분위기, 교수자-학습자 간 관계 등의 변인이 끼어들어 있겠으

나, 중요한 것은 이 문제사례들이 그 비중이 작지 않다는 것이며 여기에서는 학교

나 교실 차이와 같은 불특정 변수보다 공통으로 작용하는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것

이다. 

먼저, 학습자들은 시조 텍스트가 던지는 원형의 삶의 문제의식과 유사한 일을 겪

어보거나 듣지 못하여 학습자-현재의 삶을 반영한 내러티브 구성을 적절히 하지 못

하는 경우를 보였다. 아래의 학습자는 ‘寒食 비온 밤’ 시조에 대해서, 해당 유형의 

내러티브 구성과 관련한 학습활동지 상의 문항에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나에게 임이 될 만한 것들이 가고 오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 시조

에 연결되는 나의 경험을 찾을 수 없었다. 나에게는 이러한 특별한 일이 없었다.

[Y-‘寒食 비온 밤’-학·내-13]

‘寒食 비온 밤’ 시조가 던지는 문제의식은 ‘소중한 대상과의 이별과 그로 인한 슬

픔’ 정도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위 학습자는 무언가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이나 대

171) 대표적인 예로 “임경순, 「이야기 생산 능력에 대한 연구」, 『국어국문학』 122, 국어국
문학회, 1998.”

172) 재차 밝히자면 ‘연구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있는 사례’란 학습활동지에서 2개 유형의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것과 관련 있는 문항에 대해 ① 두 문항에 모두 답한 것(2개 유형
의 내러티브를 모두 구성한 것), ② 한 문항에만 답한 것(1개 유형의 내러티브만 구성한 
것), ③ 두 문항에 모두 답하지 않았으나 의미 있는 진술을 남긴 것(2개 유형의 내러티
브를 모두 구성하지 않았으나, 해당 문항의 답변란에 의미 있는 진술을 남긴 것 혹은 
구술인터뷰 등을 통해 그 이유가 밝혀진 것)의 3가지 양상을 보인 것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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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잃거나 그들과 헤어진 경험을 아직 해보지 못한 이유로 그를 반영한 내러티브

를 구성하고 시조 텍스트 세계를 펼치지 못한 것이다.

(중략) 얼마 전에는 나와 비슷한 위치에 있던 많은 신하들이 죽어나갔다. 그들은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였을까. 나는 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

게 마음을 졸이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인가. 모두가 한 궁궐에서 함께 살아가던 사람들일 

뿐인데 왜 서로를 이토록 아프게 하는 것인지, 마치 냇가에 서서 고기들을 해하려하는 해

오라기 같구나. 차라리 나를 잊어주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S-‘냇에 오라바’-작·내-80]

위 학습자는 ‘냇에 오라바’ 시조로 작가-과거의 삶을 반영한 내러티브는 구

성했으나, 학습자-현재의 삶을 반영한 내러티브는 구성하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비

슷한 경험이 없다.’라는 진술로 일축하였다. 이 또한 ‘해오라기-물고기’와 같은 강자

-약자의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학습자 본인이 겪거나 듣지 못했기 때문으로, 다

만 신흠과 계축옥사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는 만큼 그 정보를 문제의식에 대입하여 

추론을 통해 작가의 삶을 반영한 내러티브만은 어느 정도 구성할 수 있던 것이다. 

그러나 학습자의 삶을 반영한 내러티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이가 

충분히 일어나지 못해, 다소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피상적으로만 그려져 시

조 경험까지 적절히 성취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두 번째로 학습자들은 사적인 요소들을 내러티브에 서술하여 노출하는 것을 꺼리

거나, 심리적 방어173)의 이유로 내러티브를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이기

도 했다. 이때 학습자들은 좀 더 상세하게 서술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감추거나, 텍

스트 자체와 별다를 바 없는 원형적이고 보편적인 상황을 가져와 내러티브를 구성

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릴 적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면 사자나 호랑이 같은 동물들이 사슴같이 약한 동물들 모

르게 숨어 있다가 한순간에 덮쳐 사냥하는 모습이 자주 나왔다. 이 모습을 보면서 다 같

이 살아가면 좋을 텐데 잡아먹히는 사슴이 불쌍하다고 생각했었다. 해오라기가 물고기를 

173) 방어 혹은 방어기제(防禦基劑)는 인간의 생활 경험에서 직면하는 충동, 욕구, 열등감, 
불안에 대응하여 자기를 보호하는 심리적 양식으로, 초기에는 정신병리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였으나 인간의 갈등상황에서 발생되는 생활방법의 한 방편으로까지 의미가 확대
되었다. (구본권, 「방어기제에 관한 고찰」, 『論文集』 25-1, 강남대학교, 1994, 273~27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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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하는 것을 본 사람처럼 나도 사자나 호랑이가 사슴을 살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

다.

[S-‘냇에 오라바’-학·배-112]

위 내러티브는 그 내용이 단순히 ‘냇에 오라바’ 시조를 분석하여 얻은 핵심

사건에서 ‘해오라기-물고기’를 ‘사자·호랑이-사슴’으로 바꾸고 그 감정이나 느낀 점 

또한 시조 텍스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불쌍함’과 같은 것을 재-서술한 것에 그

쳤기에 문제사례로 분류하였다. ‘냇에 오라바’ 시조가 갖는 문제의식은 학교생

활을 하는 학습자들에게는 또래 집단 사이의 권력 관계 문제와 깊게 연관되고, 이

는 글로 표현하여 남에게 보이기가 민감하고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시조 텍스트와 유사한 경험을 겪지 못했거나 심리적 거부감 등과 같은 학

습자의 개인적인 요인으로 학습자-현재의 삶을 반영한 내러티브 구성부터 잘 성취

하지 못하는 문제사례들이 도출되었다. 물론 학습자들의 서사 구성능력 자체를 문

제 삼을 수도 있겠으나, 서사 구성능력만이 문제라면 문자형태로 겉으로 제대로 드

러나지만 못했을 뿐 학습자의 머릿속에서는 시조 텍스트 세계가 충분히 펼쳐져 경

험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위에서 살핀 사례들은 시조 경험에까지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서 교육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게 하는 문제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시공간적 거리로 인한 문제점

앞서 보았듯 두 유형의 내러티브 구성과 시조 텍스트 세계 경험 활동의 사이에는 

선후(先後)의 위계174)가 형성된다. 류수열(2007)은 고전문학의 교육적 성층을 밝히

며 문학작품의 의미를 각각 작가가 원래 의도한 ‘의도적 의미’와 작품 속에 실제 표

현된 ‘실제적 의미’, 독자가 해석한 ‘의의’로 나누었다.175) 이는 곧 텍스트에 표현된 

실제적 의미를 바탕으로 작가 쪽을 중시한 의미와 독자 쪽을 중시한 의미가 구성될 

174) 여기서 사용하는 ‘위계’의 개념은 ‘학습위계(learning hierarchy)’에 가까운 개념이
다. ‘학습위계’란 학습과제에서 어떤 최종적 문제의 해결이나 원리를 학습하기 위해 선
행해서 학습해야 할 보다 단순한 선행학습 능력을 연역적으로 분석하여 얻은 선행학습
능력(요소) 혹은 학습소인(學習素因) 간의 관계를 말한다. 이는 학습위계상 하위에 있는 
능력요소를 선행해야 상위 능력요소를 학습할 수 있다는 전이(轉移)의 원리를 내포한다.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학용어사전』, 하우동설, 1995, 775쪽.)

175) 류수열, 「고전문학의 교육적 구도와 성층」, 『한국언어문학』 66, 한국언어문학회, 
2007, 159쪽.



- 101 -

수 있다는 것인데, 이때 의도적 의미의 구성은 시대적 배경이나 작가의 전기적 생

애와 같은 별도의 정보를 통해 추리해야 하는 과제가 부여된다는 점에서176) 학습

자가 구성하는 ‘의의’에 비해 더 난도가 높은 작업이며, 그로부터 선행활동의 도움

을 받을 수 있는 작업임을 가정할 수 있다.

이는 전이의 원리가 작용하기에 학습자-현재의 삶을 중심으로 한 활동의 보조를 

받아 작가-과거의 삶을 중심으로 한 활동이 가능한 것인데, 특히 어떤 역할이 자신

에게 잘 맞거나 자신의 과거 경험이나 정서를 자극할 때 전이가 더욱 활성화된

다.177) 당연하게도 앞서 실제 사례들로 확인했듯이 학습자와 신흠 모두가 시조 텍

스트가 열어놓는 같은 문제의식을 겪었기에 작가-과거의 삶을 반영해 내러티브를 

구성하고 시조를 경험할 때 앞선 활동에서 마련한 상황 맥락이나 문제의식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전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이가 일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신흠을 자신과는 관계없는 완벽

한 타자로만 인식하여 두 유형의 활동 사이에 어떤 위계도 서지 않고, 상호영향의 

주고받음도 없는 문제사례들이 몇몇 결과물들에서 보였다. 이들은 ‘연구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있는 것들’ 중 학습자-현재의 삶을 반영한 내러티브가 구성되었으나, 

작가-과거의 삶을 반영한 내러티브가 구성되지 않은 사례들로 그 비율이 Y고 15%, 

S과고 11%, M고 5%로 나타났다. 학습자의 평균적인 학업성취 수준이 높다고 판단

되는 M고에서 가장 낮은 비율이 나타난 것은 이 문제사례를 일으킨 원인이 학습자

의 학업성취 수준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추측하게 한다. 

아래는 Y고에서 한 학습자가 ‘寒食 비온 밤’ 시조에 대해 학습자-현재의 삶을 반

영한 내러티브는 구성했으나 작가-과거의 삶을 반영한 내러티브는 구성하지 않은 

사례에서 전자의 내러티브를 예시로 가져온 것이다.

따뜻한 햇살이 비춰 눈이 녹으면 푸름을 따라 자신의 때가 왔다는 듯이 새싹이 하나둘 

활짝 분홍 꽃이 핀다. 모두들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각자 옆구리에 연인들을 끼고 세상을 

다 가진 마냥 그 어여쁜 꽃들을 즐기기 시작한다. (중략) 그럴 때마다 난 도대체 내 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따스하고 푸르른 봄같이 찾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바랐다. 왜 내

게는 님이 없는가의 외로움에 사무쳐 기다림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였다...

[Y-‘寒食 비온 밤’-학·내-14]

176) 위의 논문, 160쪽 참조.
177) 이선형, 「연극치료에서 투사 연구」, 『드라마 연구』 38, 한국드라마학회, 2012, 21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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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학습자는 ‘寒食 비온 밤’ 시조로 작가-과거의 삶을 반영한 내러티브를 구성하

지 못한 이유에 대해 ‘신흠과 계축옥사에 대한 것이 어려워서 잘 이해되지 않고 받

아들여 지지가 않는다.’라고 답하였다. 이러한 답변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겪

었지만, 신흠과 학습자들 사이의 시공간적 거리가 매우 크기 때문에 본실험의 학습

활동지에서처럼 글로 된 문헌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상황의 전이가 일어

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제의식을 바

탕으로 작가, 시조 텍스트의 창작 배경에 대한 인지적 이해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시공간적 거리로 인해 문헌상의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이해가 쉽지 않은 것

이다. 특히 이는 학습자의 평소 학업성취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크게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비교적 고전문학이나 과거 역사에 대한 학업성취가 평소 잘 되어

있던 M고 학습자들이 5%라는 낮은 비율을 보인 것이 그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아래는 또 한 유형의 문제사례로 S고의 한 학습자가 두 유형의 내러티브를 모두 

구성하긴 했으나, 작가-과거의 삶을 반영한 내러티브가 이전 유형과는 아무 연관성 

없이 구성되어 전이가 일어나지 않은 문제사례로 분류된 것이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려줬으면 좋겠다.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하다. 선왕께서는 괜

히 유서에 나와 그들을 언급하여 이런 봉변을 당하게 한 것인지. 그냥 우리에게 따로 영

창대군을 부탁한다고 비밀리에 말씀하셨으면 되는 것을. 끝까지 무능한 것을 보여주는구

나. 오늘 또 누군가가 죽었다고 들었다. 내 차례는 언제일까. 빨리 죽이던지 차라리 결정

을 해줬으면 한다...

[S-‘냇에 오라바’-작·내-99]

위 학습자는 두 유형의 내러티브를 모두 구성하기는 했다. 그러나 학습자-현재의 

삶을 반영한 내러티브에서는 해당 시조 텍스트의 문제의식인 ‘약육강식’의 구도를 

잘 파악하여 상황을 구성했으나, 작가-과거의 삶을 반영한 내러티브에서는 신흠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선입견으로 오히려 신흠이 자신을 보필자로 지목하여 화(禍)를 

입게 했다는 이유로 선조(宣祖)를 원망한다거나 학습자 본인의 선조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바탕으로 ‘무능하다’ 등의 표현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더구나 그 과정에

서 원 시조 텍스트가 열어놓는 ‘약육강식’의 문제의식은 사라지고 말았다. 조금은 

독특하게 상황을 구성하더라도 학습자 본인과 과거 작가가 같은 문제의식을 겪는다

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전이의 핵심인데, 위 학습자는 주어진 정보도 제대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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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했고 본인이 가진 선입견을 강하게 투여한 나머지 전이가 일어나지 않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내러티브를 구성하고 만 것이다.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 유형의 문제사례들에서는 고전문학

교육의 난제(難題) 중 하나인 과거 타자와의 큰 시공간적 거리가 걸림돌이 되고 있

었으며, 따라서 작가, 시조 텍스트 창작 당시의 역사적 사건들을 잘 이해하여 전이

를 활성화하고 작가-과거의 삶을 반영한 내러티브의 구성과 시조 경험까지 잘 성취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교육적인 해결책을 고려하게 한다.

3) 정서 경험 강화를 위한 초점화의 필요성

문학을 예술성을 중심으로 볼 때 문학은 제반 사회적 영역과는 독립적으로 존재

하는 예술의 한 영역이 되며, 작품 바깥 세계와는 독립적인 작품 안 세계를 전제하

여 그 구조와 작품의 내적 맥락이 던지는 해석 주체의 정서적·심미적 체험 과정에 

주목하게 한다.178) 이것을 시조에 적용해보자면 시조의 예술성이란 서정시로서 시

조가 갖는 언어적인 예술성으로, 곧 서정시의 가장 변별적인 속성인 ‘정서’를 전유

함을 통해 예술성까지를 경험 및 학습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179) 이때 학습

자들은 내러티브 구성을 통해 시조의 텍스트 세계를 펼침으로써 서정시로서 시조가 

갖는 예술성의 핵심인 정서까지 경험할 수 있었다.

앞선 절들에서 살핀 예시 외에, 다른 학습자의 결과물 중 작가-과거의 삶을 중심

으로 구성한 내러티브를 예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 왕을 모시던 신하로서 이보다 더 볼품없는 일은 없을 것이다. 새벽은 당신의 죽음을 

남몰래 문 앞에 두고 아침이 다가오자 쓸쓸함만을 남기고 나몰라라 떠났다. 당신의 죽음

에 선왕께, 신하들에게 머리를 조아려 진심으로 나의 무능력함을 사죄하고 싶다. 오늘은 

날씨가 아주 시리다. 얇은 천 고작 걸친 미천한 몸뚱이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온다. 당신이 

죽어가던 그곳은 아주 뜨거웠을 텐데, 그 생각을 하면 차라리 이 시린 온도를 당신께 전

해주고 싶다. (중략) 혹시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부디 평범한 집의 아들로 태어나길 바란

178) 임주탁, 「홍낭 시조의 평가·해석과 창작 맥락」, 『코기토』 79,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
소, 2016 참조.

179) 이때 정서의 전유란 낯선 타자로서 저자의 심리와 사물의 정서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텍스트 정서’에 대한 학습자의 감수성을 높이고, 그를 통해 학습자 본인에 대한 새로운 
이해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고정희, 『고전시가 교육의 탐구-시공간적 거리감, 전
유, 정서를 중심으로』, 소명출판, 2013, 280~28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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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하면 내가 그 집의 종이 될 테니 그때는 그저 어린아이같이 순박한 웃음만을 흘

려줬으면 한다...

[Y-‘寒食 비온 밤’-작·내-20]

위 학습자는 ‘寒食 비온 밤’ 시조로부터 작가 중심의 내러티브를 구성할 때 강화

도에서 영창대군이 갇혀 죽은 방의 뜨거움과 유배지에서 신흠이 맞는 찬바람의 대

조에 몰입하여 신흠이 느꼈을 죄책감과 무력함을 여실히 경험했다고 할 수 있다. 

서정시의 정서란 것이 화자의 심리와 시적 대상이 지닌 정취가 적극적으로 소통하

는 가운데 형성되고 이를 다시 독자가 대면하여 소통하는 것인 만큼180), 그 구체적

인 대상 및 상황이 마련되고 이에 독자가 뛰어들어 직접 체험하는 것이 정서 경험

을 위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즉 해당 정서가 유발되는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대면하여 환기되는 정

서를 내면화하는 것인데, 만약 위 학습자가 ‘정치적 패배=슬픔’이라는 단순한 형태

로 시조 텍스트의 정서를 전달받았다면, 이는 진정으로 학습자가 정서를 경험했다

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학습자는 내러티브를 구성하며 시조 텍스트 세계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면서,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이나 ‘새벽을 갓 지난 아침의 찬바람’

과 같은 대상이 주는 분위기를 마련하여 마주함에 따라 정서까지 경험할 수 있는 

지점을 생성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정서 경험까지 이루어지는 지점이 확보된다는 것은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의 핵심임에도, 몇몇 학습자들은 내러티브 구성으로 우선 시

조 텍스트 세계를 그리는 자체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정서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정서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였다. 분명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이 정서 경험으로까지 귀결될 수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알맹이를 잃은 채 껍데기만을 취하는 교육적 상황

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의 모든 단계가 완료된 이

후에 경험된 정서를 초점화하여 좀 더 직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학습자들의 내러티브 결과물에서 앞서 Ⅲ장의 정서 관련 절들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서 경험과 관련한 지점들을 활용해 정서를 초점화하여 다룰 수 있는 추가적인 교

육활동의 설계를 통해 본 연구가 의도한 시조 경험의 완수, 나아가 궁극적인 시조 

향유에까지 다다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180) 고정희, 앞의 책, 2013, 28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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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의 내용을 재차 정리하자면, Ⅲ장의 전반에서 내러티브 구성을 통해 시조를 

경험하는 양상과 하위 유형들을 살펴보았으나, 동시에 이를 긍정적으로 성취하지 

못한 문제사례들과 한계 등을 또한 발견하여 교육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들을 모아 

크게 3가지의 문제 양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문제사례들은 각각에 대해 추

후 Ⅳ장의 ‘배경서사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 교육’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설계하

는 근거로서도 작용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Ⅳ장에서 재차 언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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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 교육의 설계

1.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 교육의 목표 

굳이 내러티브를 구성하여 시조를 경험하는 이유는 시조의 장르적인 이유로 학습

자들의 경험을 매개할 텍스트 세계가, 비교적 길이가 짧고 함축적인 시어(詩語)가 

많은 시조 자체만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시조 텍스

트 세계를 이야기의 형태로 구성하여 펼치는 방법을 제안하여 그 이론적 배경을 밝

히고, 실제로 학습자들이 내러티브 구성을 통해 시조 텍스트 세계를 확보하고 시조 

경험을 완수하는 양상을 단계 및 유형별로 나누어 탐색하였다. 

지금까지 살펴온 논의의 전반을 좀 더 교육현장에 맞춰 적용하기 위하여 구상하

는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 교육’이란 두 가지 층위를 모두 아우르게 된

다. 하나는 내러티브 구성으로 시조 텍스트 세계를 수월하게 펼칠 수 있도록 교육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펼쳐낸 시조 텍스트 세계로부터 시작하여 정서 경험으로 귀

결되는 “시조 경험”을 완수하는 것이다. 이에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 교

육’의 목표는 두 층위의 성취를 만족시킴과 동시에 앞서 Ⅱ장의 4절에서 밝힌 교육

적 의의들에 다가가기 위해 취해야 할 일련의 교육적 조치들이 지향하는 바로 진술

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하자면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 교육’은 어디까지나 내러티브 구성

이라는 활동을 중심으로 시조 텍스트 세계를 펼쳐 진행하는 “시조 경험”의 교육적 

의의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교육적 현상들을 아우르는 것이며, 그 목표

는 기본적으로는 취할 수 있는 교육적 조치들이 지향하는 공통된 바를 진술하는 것

이 된다. 

Ⅲ장의 전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던 학습자들의 사례를 되짚어본다면 내러

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으로 학습자들은 우선 문학적 소통 및 경험의 매개로서 

구체성을 갖춘 텍스트 세계를 이야기의 형태로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의 체험이나 작가의 체험을 능동적으로 텍스트 세계에 대입함으로써 학습자 스

스로가 의미 구성 및 정서 경험의 주체로 발돋움할 수 있었으며, 공감 혹은 평가적 

자세로 경험주체인 자신 혹은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태도를 갖출 수도 있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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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을 교육현장으로 옮겨올 때는 위와 같은 긍정적 

효과들을 지향하는 바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학적 소통 및 시조 경험의 매개로서 시조 텍스트 세계를 내러티브 구성

을 통해 구체적인 모습으로 펼쳐낼 수 있다.

둘째, 주어진 지식 및 체험을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주체적으로 시조 텍스트 세계

로부터 의미를 구성하고 시조의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

셋째, 획득한 의미와 정서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의 타자를 공감적 혹은 평가적으

로 바라볼 수 있는 태도를 갖출 수 있다.

그런데, Ⅲ장의 4절에서 살펴보았던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에서의 문

제사례들은 위의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사체험의 부재나 심리적 요인과 같은 개인적 요인으로 

내러티브 구성에 실패하는 문제사례는 연속되는 시조 경험의 완수를 위해 매개할 

시조 텍스트 세계를 펼치는 것을 방해한다. 정서 경험이 이루어지나 이를 초점화하

지 않으면 학습자들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문제는 학습자를 의미 구성 및 정서 경험

의 주체로 세우는 것을 방해한다. 또한, 시공간적 거리로 인해 과거의 타자를 제대

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동떨어진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문제점은 타자를 나와 

연결된 의미 있는 대상으로서 공감적 혹은 평가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방해한다.

이때 이러한 문제사례들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 또한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

조 경험’이 갖는 긍정적인 효과들을 교육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특별한 교육적 조

치들을 설계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해당 교육적 조치들이 지향하는 바이자 근거가 

바로 앞서 진술한 세 가지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 교육의 세 목표들을 모두 성취할 때 

시조라는 독특한 장르로부터 텍스트 세계를 펼치는 구체적인 방법을 터득하고, 펼

친 텍스트 세계를 매개해 의미와 정서를 내포하는 “시조 경험”을 수행하여 과거의 

타자를 오늘날의 나와 동떨어진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시조를 중심으로 상호영향

을 주고받는 존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는 앞서 Ⅱ장의 4절에서 밝힌바, 시

조 향유 능력을 신장시키고 긍정적인 쌍방향적 문학 소통을 활성화하며 시조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른 대상들을 경험하고자 하는 거점을 마련하는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의 교육적 의의들과 이어지는 목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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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 교육의 내용 

이 절에서는 앞서 세운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 교육’의 세 가지 목표

를 바탕으로 한 교육내용을 살필 것이다. 각각의 교육내용들은 교육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되, 앞서 Ⅲ장의 4절에서 밝힌 문제사례들을 고려하여 

모든 학습자들을 긍정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은 시조 텍스트로부터 핵심사건을 

발견해 서사적으로 상황을 인지하여 텍스트를 경험 질료화하고, 먼저 학습자-현재 

중심의 정보자원을 동원해 내러티브의 구체화와 쓰기, 경험맥락의 형성과 수행을 

진행하며 이를 전이하여 작가-과거 중심의 정보자원을 동원해 마찬가지의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과 목표에 따라 교육내용을 도출해본다면 다

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이야기 형태의 시조 텍스트 세계 확보, 둘째, 개연적 의

미 구성을 통한 정서 경험의 강화, 셋째, 학습자-현재와 작가-과거 간 연속성의 확

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이야기 형태의 시조 텍스트 세계 확보

시조 텍스트 세계는 학습자들이 뛰어들어 시조 경험을 할 수 있는 매개이자 가상

의 공간이다. 리쾨르(P. Ricoeur)의 해석학에서 말하는 3단계 과정 중 2번째 단계

인 ‘이해(comprehension)’의 단계에서 독자는 텍스트의 의미로부터 텍스트 세계로

의 지시를 따르게 되며 마지막 ‘자기화(appropriation)’ 단계에서 그 세계를 다양하

게 변형, 적용하게 된다.181) 즉 그렇기에 텍스트 세계는 독자의 주체적인 해석 및 

경험을 위한 선(先)조건으로 드러나야 하는 가상의 매개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에 시조 경험을 위해서도 시조 텍스트 세계의 확보가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교

육내용이 된다.

그리고 이 시조 텍스트 세계에는 독자가 접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과 분위기

를 형성해주는 상황 등이 상세히 갖춰져 있어야 한다. 앞서 Ⅲ장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듯이 정서의 경험으로 귀결되는 시조 경험을 위해서도 시조 텍스트 세계에는 

정서를 유발하는 문제의식, 시적 대상의 정취, 처한 상황의 분위기 등이 구체적으로 

181) 이찬주, 「리쾨르 텍스트 해석학의 교수-학습론적 이해」, 『교육철학연구』 34-2, 한국
교육철학학회, 2012, 146~14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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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춰져 있어야 학습자들이 그에 뛰어들어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시조의 

장르적 특성상 짧은 길이와 함축적 시어로 이루어진 텍스트 자체로는 학습자들이 

텍스트 세계를 확보하기 어렵기에 본 연구에서는 내러티브 구성을 방법으로 삼아 

이야기 형태를 띤 텍스트 세계를 펼쳐 학습자들이 시조 경험을 수월하게 할 수 있

도록 제안한 것이다.

이야기를 구성하기 전에는 시조의 화자가 겪고있는 상황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중략) 

시는 산문이 아니라서 함축적이고 간결한 표현을 사용해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거나 과정

해 드러내곤 하는데, 이야기를 구성해보면 화자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내막을 알 수 있

어서...

[S-사후실험-2]

시조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나 의미를 함축적으로 전달해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야기

를 구성하면서 시인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니 그 상황이나 감정에 대해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았다...

[S-사후실험-1]

위는 앞서 본실험을 거친 학습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한 사후실험에서의 답변을 

다시 가져온 것이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 학습자들은 ‘시(詩)’의 형태에서는 그 내

막이라 할 수 있는 시조 텍스트 세계를 쉽게 확보하지 못한다. 이때 이야기의 형태

로 ‘세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텍스트 세계를 확보하고 그로써 상황, 

감정 등의 경험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류수열(2017)은 고전문학을 향유하기 위한 리터러시를 위계화하면서 총 5가지의 

리터러시를 주장하였는데, 각각 ‘전고 리터러시’, ‘스토리 리터러시’, ‘주제 리터러

시’, ‘평가 리터러시’, ‘성찰 리터러시’로 나눈다.182) 전고 리터러시는 개별적인 어휘

나 구절의 이해를 비롯하여 전체적인 해석의 단계로 나아가는 해석 리터러시를 포

함하는 것으로183), 시조 텍스트를 하나의 서사적 상황으로 보고 개별 시어(詩語)나 

장(章)의 일차적 의미를 연속적인 세계의 형태로 확보하는 작업은 전고 리터러시를 

충족한다. 스토리 리터러시는 한마디로 작품의 서사적 전개, 줄거리를 기억하는 것

으로184), 어떤 내용이나 주제를 하나의 이야기로 전달하는 방식인 스토리텔링185)

182) 류수열, 「고전문학 향유 리터러시의 위계화 시론-<토끼전>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36,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7.

183) 위의 논문,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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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식으로 시조의 내용을 이야기 형태의 텍스트 세계로 펼치는 작업 또한 이를 

충족한다. 이외에도 작품의 주제의식을 파악하는 주제 리터러시186)는 주제라 할 수 

있는 핵심사건을 기초로 텍스트 세계를 펼치는 것, 작품가치의 자기화 과정과 맞물

리는 감상 및 평가 리터러시와 성찰 리터러시187)는 시조 텍스트 세계를 매개로 학

습자-현재, 작가-과거의 두 차원에서 각각 시조 경험을 하는 과정과 결과 그 자체

에서 충족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내러티브 구성을 통해 이야기의 형태로 시조 

텍스트 세계를 확보하는 것은 시조를 경험 및 향유하는 리터러시들을 충족시키는 

기반인 만큼 필수적인 교육내용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학습자들이 서사와는 완전히 분리된 서정 장르로 시조를 접해온 

만큼, 시조 텍스트로부터 이야기 형태의 텍스트 세계를 확보하는 작업이 모든 학습

자들이 완벽히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음을 또한 문제사례들에서 앞서 확인하였

다. 특히 유사경험의 부재와 같은 학습자 개인적인 문제나 시공간적 거리가 일으킨 

문제로 인해 원형적인 수준에서 구체적인 텍스트 세계로 나가지 못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이에 ‘이야기 형태의 시조 텍스트 세계 확보’라는 첫 번째 교육내용은 

위와 같은 문제사례들을 또한 고려하여 이들을 해결할 구체적인 교육방법까지 확보

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학습자들이 내러티브 구성을 통해 시조 경험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

선 시조 텍스트 세계를 이야기 형태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교육내용이 되어야 한다. 문학 텍스트로부터 무언가를 경험한다는 것이 학습자들이 

텍스트 그 자체를 접하고 곧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세계라는 가상의 

매개공간을 필요로 한다면, 시조로부터도 그 텍스트 세계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 요

청된다. 그리고 이야기 형태의 시조 텍스트 세계는 구체적인 모습의 대상과 상황 

등을 갖추는 만큼 시조 경험에 유리하고, 필요한 리터러시들을 만족한다는 점에서

도 ‘이야기 형태의 시조 텍스트 세계 확보’가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 교육

내용의 하나로 자리하게 된다. 

184) 위의 논문, 13쪽.
185) 고경민,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한국어 말하기 교육 방안」, 『스토리&이미지텔링』 5, 

건국대학교 스토리&이미지텔링연구소, 2013, 40쪽.
186) 류수열, 앞의 논문, 2017, 15쪽.
187) 위의 논문, 17~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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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연적 의미 구성을 통한 정서 경험의 강화

앞선 단계에서 이야기 형태로 시조 텍스트 세계를 확보하였다 해도 학습독자가 

그에 뛰어들어 직접 의미를 구성하고 정서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시조 경험을 했다

고 말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 내러티브를 직접 쓰고 그 내용에 몰입하거나 

경험을 수행하는 단계를 따로 설정한 것이다. 핵심사건을 찾는 활동 등을 학습자가 

직접 한다고 해도 원형적인 형태로 텍스트를 경험 질료화하는 것까지는 어찌 보면 

텍스트의 움직임, 지시를 따라가는188) 다소 수동적인 것이라면, 이 원형으로 질료

화된 텍스트에 특별한 정보자원을 동원하여 맥락을 형성하고 뛰어드는 것은 오롯이 

학습자의 몫으로 학습자를 내러티브 구성 및 시조 경험의 주체로 떠오르게 한다.

Ⅲ장에서도 살펴보았듯 학습자는 우선 자신의 유사체험을 다시 환기하거나 작가

의 체험을 주어지는 배경지식들을 통해 파악함으로써 원형으로 질료화된 텍스트에 

대입할 준비를 마쳐야 한다. 그 후에 직접 뛰어들어 갖춰진 요소들 중에서 어떤 것

을 배경화하고 초점화할지를 선택하고, 선택한 요소들을 구체화하거나 새로운 요소

들을 덧붙이는 등 주체적으로 텍스트 세계를 점유하여 경험 효과로서의 특별한 의

미들을 확보해나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시조 경험의 완수를 매개한 구체화된 시조 텍스트 세계는 앞

서 구성주의 문예학에서 말하는 독자가 텍스트를 수용한 의미구성체로서의 ‘커뮤니

카트(Kommunikat)’에 가깝다. 기본적으로 구성주의 문예학은 동일한 문학 텍스트

에 대해서도 상이한 여러 상황(맥락)에 따라, 독자의 관심사 등에 따라 문학 텍스트

가 다르게 이해·수용된다고 보는데189), 그렇다면 커뮤니카트는 독자가 주체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가운데 만들어진 결과물로서 같은 문학 텍스트에서도 여러 커뮤니

카트가 생겨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Ⅲ장에서도 볼 수 있었듯 기본적

으로 학습자-현재, 작가-과거 어느 쪽을 중심으로 하는가, 학습자가 어떤 구체화 

방식이나 서술방식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같은 시조 텍스트에 대해서도 다양한 내러

티브가 구성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시조 경험 양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학습자의 

주체적인 의미 구성 작업이 과정에서 일어났으며 결과물로서의 다양한 내러티브와 

그에 담긴 시조 텍스트 세계는 주체적 의미 구성의 증거임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188) 이찬주, 앞의 논문, 2012, 146쪽 참조.
189) 이만석, 「구성주의 문학교육의 이론과 실제: 인물 중심 소설교육의 적용 방안」, 서울

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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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때 텍스트 세계를 통해 의미를 구성해가는 작업은 학습자의 주체성을 

강조해야 하지만, 원 시조 텍스트 층위와 동원하는 정보자원 층위의 한정범위를 모

두 고려하여 개연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 개연성을 갖는다는 것은 학습자가 

원 시조 텍스트가 갖는 문제의식과 설정, 동원한 정보자원들의 자장을 벗어나 아무 

상관없는 의미를 무분별하게 획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내

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의 첫 단계에서 원 시조 텍스트를 자세히 분석하여 

그 안에서 내러티브 요소를 찾고 핵심사건을 마련하도록 한 만큼, 학습자들은 대부

분 개연성이 없는, 무분별하게 발산된 의미의 결과물로서의 내러티브를 구성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학습자들의 내러티브 결과물은 그러한 위험성을 고려

하게 한다.

벌써 봄이 왔는지 날씨는 따뜻했고 봄내음이 났다. 날씨는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요동치는가. 나는 삶을 이리도 열심히 살아왔건만 왜 내 삶은 이렇게도 

나에게 매정한 것인가. 어린 영창대군을 지키기엔 상황이 너무 좋지 않으니, 그저 선왕께 

죄송할 뿐이다. 대군을 지킬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고, 남은 사람마저 떠나면 가여운 대군

께서는 어찌 될까. 오늘도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린다. 차라리 빨리 죽었다면 걱정 없이 이

리 초조하지도 않았을 텐데. 아니다. 차라리 맨 마지막까지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나는 

매우 혼란스럽다. 내가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고 하늘이 내 간절함을 알아준다면 나를 이 

불지옥에서 꺼내주겠지...

[S-‘寒食 비온 밤’-작·내-108]

위 S고등학교 108번 학습자는 ‘寒食 비온 밤’ 시조로부터 신흠에 대한 정보를 받

아 작가-과거 중심 내러티브를 구성했으나, 신흠의 개인적인 감정에 너무 집중하여 

치우친 나머지, 원래 ‘寒食 비온 밤’ 시조가 갖는 문제의식인 ‘이별’과 ‘이별대상’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시피 되었다. 종종 몇몇 학습자들은 상황이나 감정의 구체화

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원 시조 텍스트의 문제의식이나 동원한 정보자원의 사실관

계를 벗어나 무분별하게 의미를 확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막기 위해 학습자들이 시조 텍스트 세계를 구체화하고 그에 뛰어

들어 경험을 수행할 때 원 시조 텍스트와 정보자원의 자장 아래서 개연성 있게 의

미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이 중요한 교육내용으로 부각되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하

게도 이러한 개연성 있는 의미 구성 작업은 정서의 경험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개연성을 갖춘 내러티브와 그 내용으로서 구체화된 시조 텍스트 세계는 학습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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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당 시조의 정서를 경험하기 위한 최적의 매개가 된다. 이는 정서를 유발하는 

시적 대상의 정취, 상황의 분위기와 같은 조건들이 구체적으로 그 속에 드러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거시적인 관계망 속에서 같은 문제의식을 지향하여 얽혀

있는 만큼 학습자들이 그로부터 충만하면서도 일리 있는 정서를 경험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쉽게 말하자면 개연적인 의미 구성을 통할 때 우리는 ‘寒食 비온 밤’과 같

은 이별의 정한(情恨)을 담고 있는 시조로부터 ‘기쁨’, ‘만족감’과 같은 다소 엉뚱한 

유형의 정서를 경험하지는 않으며, 단순하지 않은 매우 충만한 정서를 경험하게 된

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러티브에 시조 텍스트 세계의 조건들을 구체화하는 데 너

무 집중한 나머지, 정서를 놓치거나 무의식적으로 경험한 정서를 초점화하지 않아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쳐버리는 문제사례들을 Ⅲ장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주지하다

시피 어디까지나 개연적 의미 구성은 단지 학습자가 구성하는 내러티브의 내부 정

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조 경험”의 완수라 할 수 있는 정서 경험을 강

화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학습자들로 하여 개연성을 고려하여 의미

를 구성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확보한 의미 속에서 정서 경험과 관련한 것

들을 초점화하여 의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동시에 교육내용으로 살펴야 할 것이

다.

정리하자면, ‘개연적 의미 구성을 통한 정서 경험의 강화’란 학습자들이 확보한 

시조 텍스트 세계에 뛰어들어 주체적으로 의미를 구성해가는 수행의 개념을 강조하

면서도 이것이 원 시조 텍스트와 동원하는 정보자원의 자장을 넘어서 무분별하게 

발산됨을 막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또한, 개연적 의미 구성이 결과적으로 시조 

경험의 완수라고 할 수 있는 정서의 경험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학

습자를 인도하는 교육내용이 된다.

3) 과거-현재 간 연속성의 확장

고전문학인 시조를 배우는 당위 중 하나는 그것이 담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현대

적으로 재구성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것이다. 최홍원(2017) 또한 ‘고전문

학’이라는 용어가 고전(古典)으로서의 특수성과 문학(文學)으로서의 보편성을 바탕

으로 ‘그때 거기’서 비롯되는 생성 당시의 특수성이 ‘지금 여기’서 향유되는 감상과 

만나는 가운데 발생하는 길항을 고전문학교육의 국면으로 보았다.190) 이것은 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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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더는 과거의 역사적 특수성과 현재의 보편성 중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는 것

이 아니라 둘 사이의 연속성을 파악하고 온고지신(溫故知新)의 가치를 지향해야 함

을 의미한다.

고전문학은 외국의 문학과는 달리 오늘날의 우리와 역사적으로 연결된 타자이다. 

과거와 현재의 단절을 부각하여 한쪽에 천착하면 할수록 학습자는 암암리에 고전문

학과 현대문학 사이에 전통이 단절되었다는 내용을 전달받게 된다.191) 즉 과거를 

낡은 것으로 치부하여 오직 우리와 가까운 현재의 입장에서만 과거의 특수성을 재

단해버리는 것은 온고지신의 진정한 문학적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고전

문학 텍스트를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 사이의 의미 있는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는 과거의 역사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우선 중시되어야 한다.

과거에 대한 이해는 관련한 지식을 많이 부여받는 것만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과

거를 온전히 체험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서술 행위의 간접적 담론을 매개로 하는 것

으로, 우리가 객관적 형태로 남아있다고 여기는 ‘기록’, ‘사료(史料)’, ‘유물’ 등의 ‘자

국’들로부터 서술 행위를 통해 그 ‘자취’를 탐색해갈 때 비로소 그 과거는 우리가 

체험한 ‘흔적(trace)’이 된다.192)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은 주어진 시조 

텍스트 세계를 작가-과거를 중심으로도 펼쳐내어, ‘자국’으로 존재하고 있던 시조 

텍스트와 결부된 역사적 사건들을 현재에 있는 학습자들이 수용하는 ‘흔적’으로 만

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로써 학습자들이 시조 텍스트와 관련한 과거의 특수한 

상황과 작가를 자신이 속한 현재와 아주 단절된 대상이 아니라, 충분히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연속적인 대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역사성을 강조한 나머지 시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문연구자의 해석을 중

간언어로 전달함을 불가피하게 여기거나, 보편성과 학습자를 강조하여 고전만이 갖

는 특수성을 함몰시키는 것을 불가피하게 여기는 것이 잘못된 이유는, 애초에 교육

현장에서 역사성과 보편성이 양립 불가능한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193) 보편성을 먼

저 경험하게 하고 나서 역사적 특수성을 발견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전이(轉移)

190) 최홍원, 「고전문학 제재의 수록 맥락과 교육적 인식의 탐색」, 『고전문학과 교육』 3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7, 10쪽,

191) 고정희, 「고전문학의 시공간적 거리감과 문학사적 교육」, 『고전문학과 교육』 14, 한
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 92~93쪽.

192) P. Ricoeur, Temps et récit 3: Le temps raconté, 김한식 옮김, 『시간과 이야기 
3: 이야기된 시간』, 문학과지성사, 2004, 233~235쪽 참조.

193) 염은열, 「고전시가 연구 및 고전시가 교육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고전문학과 
교육』 1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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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힘에 기댈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은 자신의 기억을 중심으로 먼저 학습자-

현재의 체험을 반영해 내러티브를 구성하고 그에 따르는 양상 및 유형으로 시조를 

경험하여 문제 상황과 문제의식 자체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를 심화할 수 있는 동시

에, 이를 전이하여 작가-과거의 체험을 반영한 내러티브를 구성하여 시조를 경험하

고, 같은 문제에 대한 대처방식 측면에서 특수성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의 단계를 잘 따라온 학습자들은 하나의 시조 텍

스트에 대하여 두 가지의 내러티브를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이 결과물로서 확보한 

두 내러티브를 교육적 제재로 삼아 과거와 현재를 잇는 문학적 소통을 활성화하고 

둘 사이의 연속성을 확장하는 것을 또 하나의 교육내용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과거의 작가 또한 자신과 유사한 문제의식을 겪으며 삶에 대해 고뇌한 

동지로서 공감할 수도 있고, 작가가 살았던 과거의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그 삶

의 질이 학습자 본인과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볼 수도 있다. 이를 학습자가 같은 

시조 텍스트로부터 구성한 두 가지 내러티브 결과물들을 예시로 하여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다른 환경 속에서 겉돌던 나에게 학교에서 돌아와 옛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는 것은 당

시 나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 중 특히 친했던 친구가 있었다. 생각도 잘 맞고 취향도 

비슷해서 서로 허물없이 지낸 것이 5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1학년 겨울, 그 친

구는 캐나다로 유학을 떠났고 몇 번 서로 메일을 주고받다 그만 연락이 끊겼다. 서로의 

삶에 여유라곤 없었는지, 우린 각자를 잊고 지냈다. (중략) 만나자는 말을 하고 싶었으나 

혹시나 서로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말을 하지 못했다. 그때 김연우의 ‘재회’라는 

노래를 듣게 되었고 주저 없이 전화를 걸어 만나자는 말을 하게 되었다...

[M-‘노래 삼긴 사’-학·내-33]

 

영창대군이 죽은지 벌써 4년이 지났다. 국왕은 자신의 형제를 불에 달구어 죽였다. 대군

을 지키던 나와, 선왕의 유지를 따른 신하들은 모두 형장의 이슬로 혹은 팔도의 끝으로 

흩어졌다. 나 하나 다시 사대문을 볼 수 없다 해도 상관없으나, 죽은 대군과 선왕의 부탁, 

동고동락하던 동료들을 보자니 그 어떤 미물이라도 내 슬픔을 느낄 것이다. (중략) 저잣거

리 사람들이 한데 모여 듣는 가락을 듣자니 슬픈 가락은 내 이야기 같고, 또 노래를 지은 

이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지를 생각하였다...

[M-‘노래 삼긴 사’-작·내-33]

‘노래 삼긴 사’ 시조로부터 두 유형의 내러티브를 구성한 M고등학교 33번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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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는 두 내러티브를 다시 살펴 비교하면서 ‘노래’라는 매개체를 통해 각자 가지고 

있던 시름과 답답한 감정을 해소했던 자신과 신흠 사이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공감

할 수도 있으며, 각자 가지고 있던 시름의 무게 차이, ‘노래’가 주는 효과의 차이 등

을 발견하고 평가해볼 수도 있다. 그러면서 학습자는 ‘노래 삼긴 사’ 시조가 결코 

과거에만 종속된 것이 아니며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자들에게 울림을 주

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할 수도 있다.

이처럼 학습자들은 두 유형의 내러티브를 순차적으로 모두 구성하면서, 서사가 

가지는 힘을 빌려 상대적으로 낯선 작가-과거의 삶을 수월하게 수용하고 내면화할 

수 있으며 메타적인 관점에서 학습자-현재 층위의 경험과 작가-과거 층위의 경험

을 비교하여 새로운 의미로 나아갈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그 방향이 어

느 쪽으로 귀결되건 이는 분명히 과거를 제대로 수용함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매우 

이질적이고 분리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둘이 시조 텍스트를 중심으로 연속적으

로 이어져 있음을 학습자들이 깨닫게 한다. 따라서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

험의 교육내용으로 시조 텍스트 세계의 확보나 정서 경험의 강화 외에도, 두 유형

의 내러티브를 놓고 ‘과거-현재 간 연속성을 확장’하는 것을 설정하는 것이다.

3.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 교육의 방법 

이 절에서는 앞서 살핀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경험 교육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

체적인 교육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교육방법은 문제점을 유발한 요인들을 제거하

거나 부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보충하며 교육내용의 방향을 지향하는 것으로 

우선 살피되, ‘학습자의 평균적인 학업성취수준’, ‘학업 분위기’, ‘교수자-학습자 

간 유대관계 정도’ 등과 같이 불확정적인 변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해결을 

당장 모색하기 힘든 것들을 제외하고 즉각적인 범위에서 학습자들이 보편적으로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하고 그 교육적 의의들을 

성취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들을 주로 살펴볼 것이다.

1) 보조 자료를 활용한 경험 정보자원의 확보

학습자-현재를 중심으로 기억 속의 체험을 떠올리거나 작가-과거의 배경지식을 

통해 그 체험을 이해하는 것은 모두 구체화된 시조 텍스트 세계를 펼치기 위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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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할 정보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시조 텍스트로부터 내러티브의 구성 요소들을 

발견하고 핵심사건을 생성하는 단계를 교수자가 도움을 줄 때 거의 모든 학습자들

이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었기에 실질적으로 동원할 정보자원들을 잘 확보하는 것

이 특별한 교육방법을 요청하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동원할 정보자원은 학습자-현재에 초점을 맞추는가, 작가-과거에 초점을 맞추는

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전자(前者)의 경우는 학습자들이 시조 텍스트의 문제의식과 

유사한 체험을 기억 속에 가지고만 있다면 쉽게 확보할 수 있는 한편 후자(後者)의 

경우 배경지식들을 토대로 특수한 체험을 인지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

다. 그리고 우리는 앞서 Ⅲ장 4절의 문제사례에서도 살펴보았듯 학습자-현재에서도 

유사한 체험이 없거나 심리적인 부담 등으로 인해 정보자원을 제대로 동원하지 못

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보았다. 이때 각각 보조 자료를 동원하여 학습자-현재의 정

보자원을 확보하거나 작가-과거의 정보자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교육방법을 구상할 

수 있다.

나에게 임이 될 만한 것들이 가고 오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 시조

에 연결되는 나의 경험을 찾을 수 없었다. 나에게는 이러한 특별한 일이 없었다.

[Y-‘寒食 비온 밤’-학·내-13]

위는 앞서 ‘寒食 비온 밤’ 시조로부터 ‘대상과의 이별과 그 슬픔’이라는 핵심사건 

및 문제의식을 생성했음에도 기억 속에 유사한 체험이 없어 내러티브를 제대로 구

성하지 못한 예시이다. 이처럼 ‘寒食 비온 밤’ 시조를 놓고 보았을 때도, 학습자들은 

이별의 체험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환기하지 못하거나 혹은 인생에 있어 아직 

매년 마음을 먹먹하게 하는 소중한 대상과의 이별 체험이 없었을 수도 있다. 또한, 

작가 신흠의 입장에서 배경지식만으로는 이별의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그 대상은 

누구였는지 잘 이해하지 못해 정보자원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때 소중한 

대상과의 이별을 모티프로 하는 영화, 만화 작품과 같은 보조 자료를 접함으로써 

학습자들은 자신의 체험을 기억해내거나 보조 자료 속 인물의 체험을 빌려 활용할 

수도 있고 역사적 인물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

우선 보조 자료 중에서 현재의 체험과 관련한 것은 당연히 학습자가 흥미를 갖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여야 하며 보조 자료 속 체험을 이루는 시공간적 배경이나 사

회·문화적 환경과 같은 것들이 원 시조 텍스트의 그것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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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와야 한다. 예를 들어 이별을 모티프로 하는 보조 자료

는 ‘寒食 비온 밤’ 시조가 생성된 중세의 배경과는 거리가 있되, 학습자들의 이해 

부담이 늘어나는 서양의 작품, 구조가 복잡한 작품보다는 단순하면서도 학습자가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제재를 다루는 작품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체험

과 관련한 것은 작가의 전기(傳記), 당시의 시대 상황을 다룬 다큐멘터리, 시대극 

드라마와 같은 자료들이 활용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원 시조 텍스트와 관련해 학

습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것들로 신중히 선택되어야 한다.

하나의 예시를 들자면, 최근 국내에서 리메이크 되기도 한 도이 노부히로(土井裕

泰) 감독의 일본 원작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2004)>194)는 사별(死別)한 아내

와 비가 오는 계절에 기적처럼 다시 만나 추억을 만들고 비가 그치는 계절에 다시 

헤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로 ‘寒食 비온 밤’ 시조가 그리는 상황과 유사한 측면

이 많다. 특히 작중 아내를 그리워하는 남자주인공 ‘타쿠미’의 입장을 강조하여 학

습자들의 기억 속 체험을 자극해 환기할 수도, ‘타쿠미’의 체험 자체를 내러티브를 

구성하기 위한 정보자원으로 확보할 수도 있다. 교수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학

습자에게 던지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주인공 ‘타쿠미’가 다시 아내와 헤어질 때 어떤 심정을 느꼈을지 상상해 봅시다.

-주인공 ‘타쿠미’가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게 되는(생각하게 되는) 계기는 무엇이

었나요?

-‘나’에게도 타쿠미처럼 소중한 대상과 원치 않게 헤어진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대상을 계속 생각나게 만드는 계기는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비슷한 일이 없었다면) 내가 타쿠미라고 생각하고 타쿠미의 입장이 되어 다음 

활동을 진행해봅시다. 

학습자들은 아내와 헤어지는 타쿠미의 심정을 상상해 보면서 자신 역시 마찬가지

로 소중한 무언가와 이별하며 슬프거나 안타까워했던 일이 있었는지를 떠올려볼 수 

있다. 또한, 타쿠미가 ‘비’라는 매개체를 중심으로 아내를 다시 만나고, 헤어지고, 

그리워하는 것처럼 자신의 이별 체험을 계속 생각나게 만드는 물건이나 상황과 같

194) 국내에는 2005년 개봉했으며, 최근에는 이장훈 감독이 한국판으로 리메이크한 버전
이 2018년에 개봉하였다. 12세 관람가로 교육자료로 활용하기에 선정적인 부분이 없고 
학습자들이 인지적 부담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서사의 흐름을 갖추고 있어, 일본영화임
에도 적합한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예시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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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계기는 무엇인지도 떠올려볼 수 있다. 이렇게 체험을 떠올리는 것이 내러티브를 

구성하기 위한 정보자원의 확보가 된다. 혹은 아직 이별의 체험이 살아오며 없었던 

학습자들은 타쿠미의 체험을 빌려와 내러티브를 구성할 정보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신흠의 시조들 외에도, 보통 문학작품으로서 시조들은 현대의 다른 문학 및 매체

작품들에서도 자주 활용되는 모티프나 핵심사건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

한, ‘역사적 사건과 결부된’ 시조들은 해당 역사적 사건 및 연루된 인물(작가)에 대

한 정보를 담은 자료들을 갖는 경우가 많아 교수자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교수자는 학습자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적절한 보조 자료를 선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내러티브를 구성할 적절한 정보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

하는 질문들을 구성하는 것을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의 한 교육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2) 역할 몰입을 통한 텍스트 세계의 점유

보조 자료 등을 활용해 정보자원을 확보하고 그로써 구체화된 시조 텍스트 세계

를 이야기 형태로 구성했다면, 학습자가 그 텍스트 세계에 직접 뛰어들어 마치 자

신에게 일어난 일처럼 점유하는 단계가 뒤따라야 한다. 앞서도 언급한 바 있듯, 학

습자가 구성한 내러티브에는 시조 텍스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경험사건과 그를 겪고 

있는 경험자아가 존재한다. 경험사건과 경험자아가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으면 있

을수록 학습자가 뛰어들어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낼 가능성이 크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경험사건과 경험자아가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얼마큼 몰입하여 마치 자신이 생생하게 겪는 것처럼 느끼는가도 

중요하다. 사실 구체적 서술이 먼저인지, 몰입이 먼저인지 그 선후(先後)를 명확히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누차 말하듯 문자로 남는 내러티브 결과물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에 학습자가 뛰어들어 점유하는 수행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학습자-현재를 중심으로 내러티브를 구성하고 시조 텍스트 세계를 펼쳤다면, 그

때의 경험사건은 과거 학습자가 겪었던 일, 경험자아는 그 당시 학습자 본인이 될 

것이다. 여기서 경험자아로서 학습자의 모습은 현재 시조 경험을 수행하고 있는 학

습자와는 다르다. 그리고 만약 학습자가 보조 자료 속 다른 인물의 체험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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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작가-과거를 중심으로 작가의 체험을 취해 내러티브를 구성했다면 그때의 경

험자아는 본질적으로 학습자와 다른 누군가가 된다. 따라서 학습자-현재를 중심으

로 했건, 작가-과거를 중심으로 했건 시조 텍스트 세계에 뛰어드는 작업은 다소 연

극적인 성격을 가지며, 경험자아의 역할에 학습자가 몰입하여 경험사건을 겪고 텍

스트 세계를 점유하는 것이다.

교수자는 학습자가 구성한 내러티브 결과물을 읽고 이를 좀 더 학습자가 머릿속

에서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들을 피드백으로 던져줌으로써 학습자들의 역할 몰입을 

활성화할 수도 있다. 혹은 학습자들이 동원한 정보자원 외의 정보들을 더 제공함으

로써 역할 몰입을 자극할 수도 있다.

나의 동료였던 ooo, ooo이 지난 이틀 동안 광해군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광해군은 앞으로도 나의 벗과 자신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곧 나도 죽일 것이 

분명하다. 광해군이 이제는 그러한 살생을 그만두었으면 한다. 유배 온 이곳에서 유일하게 

보이는 생명체는 냇가의 해오라기와 물고기뿐이다. 서로 유일한 생명인 물고기를 마구 잡

는 해오라기를 보니 광해군이 생각난다...

[Y-‘냇에 오라바’-작·내-5]

위 내러티브는 한 학습자가 ‘냇에 오라바’로부터 신흠의 입장에서 구성한 것

이다. ‘해오라기=광해군’으로 두고 나름대로 이야기를 구성했으나, 그 내용이 다소 

단순하고 감정이 드러나지 않아 역할 몰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든 사

례다. 이때 교수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 및 정보들을 제공하여 학습자의 역할 몰입

을 자극하고 그로써 텍스트 세계를 점유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내러티브에 표현하

도록 유도할 수 있다.

-유배지에 앉아 주변 사람들의 좋지 못한 소식을 들으며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신흠의 감정이 어떠했을지를 더 생각해봅시다.

-왜 신흠의 입장에서 광해군을 ‘해오라기’와 같다고 느꼈을지 계축옥사에 대한 

정보를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생각해봅시다.

-계축옥사에는 광해군 일파의 주도하에 포도대장이 개입하여 강압적인 체포와 

노골적인 형벌을 동원하고, 포도청을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는 폭력기구로 사용했

다는 주장이 있습니다.195) 한 나라의 왕과 수사기관이 한통속이 되어 범인을 정해

195) 출처는 차인배, 「光海君 前半 逆獄事件과 捕盜廳의 活動」, 『역사민속학회』 27,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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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처리하는 과정을 바라본 신흠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생각해봅시다.

-신흠이 만약 광해군과 대화할 수 있었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지 상상해 봅

시다.

 

위와 같은 질문들은 학습자들로 하여 좀 더 신흠의 역할에 몰입하여 신흠의 입장

에서 ‘냇에 오라바’ 시조의 텍스트 세계를 점유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 만약 위 

Y고등학교 5번 학습자가 그처럼 역할 몰입하여 텍스트 세계를 점유하게 된다면 좀 

더 내러티브를 구체화하고 시조 경험의 효과를 풍부하게 가져갈 수 있게 될 것이

다. 교수자는 개별 학습자와 그 내러티브 결과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각 적

합한 질문을 구성하거나 추가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자의 역할 몰입을 활성화하고 

그를 통해 텍스트 세계를 점유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관련 어휘 목록화를 통한 정서의 초점화

앞서 강조했듯,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은 정서 경험을 항상 고려해야 

하며 그로 귀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설계해야 할 교육방법 중 하나는 학습자가 구

성한 내러티브로부터 정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분명 내러티브 구성을 

통해 이야기 형태로 확보한 시조 텍스트 세계에는 학습자들이 정서를 경험할 수 있

는 조건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는 특히 학습자와 본질적으로 다른 과거 

작가의 정서를 경험할 때 확실히 유용하다.

오늘도 동료가 한 명 죽었다. 나도 이제는 곧 죽을 것이다. 죽는게 두렵지만 그렇게 또 

죽음에 벌벌 떠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나는 영창대군을 지키지 못했다. 선왕께서 나

같은 하찮은 것에게 하신 마지막 부탁 딱 하나마저 지켜드리지 못했다. (중략) 나라를 위

해 내 한 몸을 바쳤는데 돌아오는 것은 죽은 동료와 영창대군의 비보뿐이다. 한편으로는 

죽음이 무섭지만 이렇게 홀로 남겨지는 것도 고통스럽다. “먹구름 낀 하늘이라 할지라도 

빛은 있으리라,”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름다운 목소리와 노랫가락을 듣고 조금은 위안을 

삼았다.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충성심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언젠가 다시 빛이 생기리

라...

[M-‘노래 삼긴 사’-작·내-8]

역사민속학회, 2008, 21~2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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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학습자가 ‘노래 삼긴 사’ 시조로부터 구성한 작가 중심의 내러티브이다. 

해당 내러티브에는 ‘죽음에 벌벌 떠는’, ‘선왕이 하찮은 나에게 내린 마지막 부탁마

저 지키지 못한’. ‘죽음이 무서워도 홀로 남겨지는 것이 고통스러운’ 신흠이 처한 상

황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비보’,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래의 가사’와 같은 대상들

이 상세하게 드러나 있다. 만약 학습자가 단지 ‘이 시조의 정서=슬픔’이라는 공식화

된 지식만을 전달받았다면, 그 슬픔의 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경험’할 수는 없

었을 것이다. 

이처럼 분명 내러티브 구성으로 정서를 경험할 조건들이 구체적으로 갖춰진 시조 

텍스트 세계가 열리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앞서 Ⅲ장의 4절에서 학습자들이 내러티

브 자체를 구체적으로 그리는 것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정서의 경험에는 무관심

했거나, 단지 무의식적으로 정서를 경험하고 지나쳐버리는 문제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교육방법의 하나로 학습자들이 본인이 구성한 내러티브를 다시 보고 

그로부터 정서와 관련한 요소들을 초점화하고 정서를 경험하도록 재차 유도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미 학습자들이 구성한 대부분의 내러티브에 정서와 관련한 요소들이 충분히 갖

춰져 있기에, 정서 경험을 위해서 굳이 아주 새로운 활동을 방법으로 설계할 필요

는 없다. 애초 정서란 것이 감정어와 감정을 유발하는 상황, 감정을 투사하는 대상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면, 학습자의 내러티브에서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 대

상의 정취를 나타내는 어휘, 상황을 묘사하는 어휘를 나누어 목록화하고 이들을 하

나의 문장으로 연결하여 정서의 핵심을 보일 수 있다. 교수자는 다음과 같은 목록

화 활동을 구상할 수 있다.

어젯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더니, 오늘 아침에는 공기가 매우 밝고 산뜻했다. 맑은 공

기를 맡고자 밖에 나가 산책을 했다. 막 돋아난 어린 잎 끝마다 봄비가 맺혀 있었고, 거친 

버드나무도 촉촉이 젖어있었다. 어딘가 아이소리가 들리는 듯해 돌아보니 마을의 아이들

이 이슬을 퉁기며 놀고 있었다. (중략) 버드나무를 어루만지는 아이의 작은 손은 여린 잎

사귀 같았다. 그러다 아이의 표정이 어두워 보여 다가가니 버드나무의 거친 몸통에 쓸린 

흰 손이 눈에 띄었다. 조심스레 아이를 불러 약을 발라주었는데, 아이의 눈을 보니 꼭 돌

아가신 영창대군이 비쳐보였다. 지금쯤 이 아이의 또래였을 그를 지켜주는 것이 나의 일

이었는데. 아이를 다치게 한 버드나무가 창밖 너머로 보였다. 아이는 이토록 아파하는데 

시조학습
활동지

<이야기로부터의 정서 발견> �신흠(申欽)의� 시조(時調)�
oo 고등학교  반  번호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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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쩍 않고 잎을 털어대는 그 모습이 매정했다. 마치 영창대군의 무정한 형님과 같아 보였

다. 울음이 그친 아이는 다시 털고 나가 꽃과 함께 뛰놀았다. 눈을 감았다가 뜨면 영창대

군이 저 속에서 함께 뛰놀고 있으면 좋겠다.

1. 위 이야기에서 화자의 정서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어휘나 표현들을 유형별로 

   찾아 정리해 봅시다.

  1-1) 감정 관련 어휘 및 표현

  1-2) 화자가 교감하고 있는 대상 관련 어휘 및 표현

  1-3) 화자와 대상이 맞이하고 있는 상황 관련 어휘 및 표현

 2. 1에서 찾아낸 어휘 및 표현들을 조합하여 화자의 정서에 대하여 논해 봅시다.

주어지는 내러티브는 앞서 Ⅲ장에서 Y고등학교 7번 학습자가 ‘寒食 비온 밤’ 시

조로 구성한 작가 중심의 것을 예시로 넣어둔 것이다. 위처럼 학습자들이 직접 구

성한 내러티브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정서 관련 어휘를 목록화하는 1번 문항과 그

들을 합쳐 초점화한 정서의 핵심을 표현하는 2번 문항으로 이루어진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1번 문항에서 학습자들은, 1-1)에서는 ‘그리움, 연민, 매정함(을 느낌)’ 등

을, 1-2)에서는 ‘영창대군과 비슷한 나이의 어린아이, 아이를 상처 입힌 버드나무’ 

등을, 1-3)에서는 ‘다친 아이를 치료하며 영창대군을 떠올린다. 아이를 다치게 하고

도 무정한 버드나무에서 광해군을 떠올린다.’ 등과 같은 예상답안을 작성할 수 있

다. 그리고 이를 조합하여 2번 문항에서는 ‘부탁받은 사람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보

낸 후 어린아이가 버드나무에 쓸려 상처 입은 장면을 보고, 비슷한 나이였을 그 사

람을 떠올린다. 그리움과 연민의 감정을 내비치는 동시에 이별을 일으켜 상처를 준 

대상도 떠올리며 그 매정함과 무심함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예상답안을 마련하여 

‘寒食 비온 밤’ 시조의 정서를 초점화할 수 있다.

교수자는 좀 더 정서를 초점화하기 위한 어휘의 양을 늘리고 목록화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같은 시조 텍스트로부터 구성한 내러티브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모둠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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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형태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휘 목록화를 통해 정

서를 초점화하는 것이, 학습자들이 중간언어의 형태로 정서를 부여받고 외우는 것

이 아니라 자신이 구성한 내러티브를 비계로 정서를 전유하고 경험하는 중요한 교

육방법이 된다는 것이다.

 

4) 소집단 대화를 통한 내러티브 비교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의 단계를 모두 마친 학습자에게는 학습자-현재

를 중심으로 한 내러티브와 작가-과거를 중심으로 한 내러티브, 두 가지가 결과물

로 남게 된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텍스트 세계를 중심으로 현재와 과거 양쪽의 경

험을 모두 성취했다는 점으로도 충분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지만, 두 내러

티브를 비교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메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과거-현재 사이의 

연속성을 확장하고자 하는 마지막 교육내용에 가닿을 수 있다.

이때 내러티브 비교는 한 명의 학습자가 자신이 구성한 두 내러티브를 비교하기

보다는, 다른 학습자의 내러티브와도 상호-비교할 수 있도록 소집단 대화를 구성하

는 것이 좋다. 이는 Ⅲ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 및 서술을 진행하는가에 따라 

경험의 여러 하위 유형들이 나왔고 학습자마다 동원하는 정보자원 및 초점화하는 

요소가 다 다르기에, 같은 시조 텍스트로 내러티브를 구성했다 하더라도 다양한 결

과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학습자는 동료 학습자들이 시조 텍스트 세계에서 어떤 요소에 집중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점유하여 경험했는지 자신과 비교해보며 지평을 확장할 수도 있고, 텍스

트를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의 체험이 얼마큼 유사하고 다른지 비교하며 그 이유를 

탐색하고 평가하는 쪽으로 지평을 확장할 수도 있다. 이를 학습자들이 구성한 내러

티브 결과물들로 예시를 보이자면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몇몇 학교 친구들이 별로 친하지도 않은 아이들한테 장난을 쳤을 때 

많은 아이들이 그다지 재미있어 하지 않고 그냥 무심하게 대응했던 적이 있었다. 그랬더

니 일부 장난기가 심한 학생들이 자기들을 무시하고 공부만 하려는 나를 포함한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화가 나서 반응을 할 때까지 콕콕 꼬집어대는 등의 방식으로 괴롭히기 시작했

었다. 솔직히 그런 학생들은 목적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그만두게 하거나 반성하게 하는 

것은 기대도 할 필요가 없었지만, ‘너희들도 당하면 엄청 기분 나빠할 것이면서 도대체 남

한테는 그렇게 해서 뭐가 그리 좋은 건지, 설마 남을 괴롭히면서 얻는 쾌감으로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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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푸는 것인지’ 정말 되묻고 싶었었다...

[S-‘냇에 오라바’-학·내-36]

자습실에서 의자를 움직이다 의자 바퀴로 벌레를 밟은 적이 있었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고 그날은 공부를 거의 제대로 하지 못했다. 생각해보면 내 삶도 그러한 과정이었다. 

나도 모르게 내 주변 사람들, 또는 모르는 사람들을 밟아가며 살고 있었다. 물가의 해오라

기는 같은 물에 있는 고기를 먹으려 기다린다. 만약 내가 해오라기라면 나는 먹힌 고기의 

희생에 대해 미안함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을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있기 위해서 누

군가 손해를 봐야 했지만, 난 그 사람들에게 일말의 감정조차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내가 

큰 성취를 하여 높이 올라있어도 그것은 시체의 산 위에 올라선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두려워졌었다...

[S-‘냇에 오라바’-학·내-56]

(중략) 불안했다. 해오라기는 금방이라도 물에 부리를 넣어 고기를 먹을 것만 같았다. 문

득 나를 귀양 보낸 광해군에게 공감이 되기도 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고기를 먹는 해

오라기가 될 수도 있었던 나를 가만히 둘 수는 없었던 것이겠지. 난 과연 유배를 가지 않

았다면 같이 물고기를 먹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지만 난 그런 걸 원하지 않았다. 같은 물

에 있는 존재로서, 같은 나라의 신하들로서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 물론 내가 계속 관

직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는 모르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물고기가 된 

지금 해오라기가 고기를 먹을까봐 계속해서 불안한 것이 아닐까.

[S-‘냇에 오라바’-작·내-56]

위 세 개의 내러티브는 ‘냇에 오라바’ 시조로 S고등학교 36번 학습자가 구성

한 학습자-현재 중심의 내러티브와, S고등학교 56번 학습자가 구성한 학습자-현재, 

작가-과거 중심의 내러티브 두 개다. S고등학교 36번 학습자가 56번 학습자의 내

러티브와 자신의 것을 비교할 때, 오직 물고기 입장으로만 경험한 자신과는 달리 

해오라기의 입장으로도 경험한 56번 학습자의 내러티브를 보고 지평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흠의 입장으로 넘어가서도 과연 정치적 싸움의 패배자로만 

신흠을 바라보고 경험해야 할지, 승리자가 될 수도 있었던 신흠까지 생각하고 경험

해야 할지 학습자 간 대화를 진행할 수도 있다.

36번 학습자와 56번 학습자가 같은 소집단에 속한다고 가정하면, 과연 ‘냇에 

오라바’ 시조의 텍스트 세계를 물고기의 입장으로만 경험해야 할 것인지, 해오라

기의 입장까지 생각해야 할지 대화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신흠을 오직 정치적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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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의 피해자로만 바라보아야 할지 아닐지를 대화할 수도 있다. 또한, 학습자들이 속

한 또래 집단에서의 약육강식과 신흠이 속한 정치적 싸움의 차이를 고려하여 적합

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과거와 현재를 유기적으로 비교·대조하며 연속성을 

확장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교수자는 소집단 사이의 대화가 유기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대화의 중간중

간에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이나 정보를 던질 수도 있고, 애초에 같은 시조로 내러티

브를 구성했더라도 경험 유형에 차이가 있는 학습자들끼리 묶어 좀 더 생산적인 대

화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소집단을 구성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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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시조(時調) 교육의 핵심을 시조 경험으로 보고, 시조에서 경험할 수 있

는 대상 중 그 텍스트 세계를 가장 근본적인 경험대상으로 하여 내러티브 구성을 

방법으로 삼는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 교육’의 이론적 배경을 Ⅱ장에서 

탐색하고 실험을 통해 그 실제 양상과 하위 유형들을 Ⅲ장에서 살펴보았다. 나아가 

실험에서 나타난 문제사례들을 유형화하고, 이들을 고려하여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으로 취할 수 있는 교육적 의의들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목표, 

내용, 방법의 실재들을 Ⅳ장에서 보였다.

그간 시조 교육의 현장에서는 학습자와 텍스트 사이에 놓인 시공간적 거리로 인

해 전문연구자들이 밝힌 중간언어적 지식을 학습자들에게 주입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문학의 진정한 의미는 언어를 통해 가치 있는 삶을 

재현하는 것으로, 그 삶과 유리된 채 관련 지식을 전달하기만 한다면 학습자에게 

해당 문학작품이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없다. 듀이(J. Dewey)에 의해 정립되기 시

작한 경험교육은 삶으로부터 의미 있는 경험을 끌어내는 교육으로, 문학이 삶을 다

룬 것이며 문학을 배우는 목적 중 중요한 하나가 삶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라는 점

에서 문학교육과 깊은 관련성을 맺는다. 이에 본 연구 또한 시조 교육에 있어 삶으

로서 시조의 텍스트 세계를 근본적인 경험대상으로 삼고, 삶과 경험을 매개하는 광

의의 개념으로서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것을 경험방법으로 설정하여 그 가능성을 증

명하고 실제 양상을 보이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때 시조 경험은 시조 텍스트 세계를 가장 기본적인 경험대상으로 삼아 서정시

로서 시조 텍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즉 정서(情緖)를 경험하는 것으로 귀결된

다. 시조 경험은 텍스트를 중심으로 작가-과거와 학습자-현재 양쪽의 층위에서 모

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향후 시조의 장르적 특징, 문학사적 위상, 노래로서의 

향유 방식과 같은 다른 경험대상들을 경험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

좁은 의미의 장르적 서사가 아닌, 인간의 사고방식과 삶을 대하는 태도 전반을 

일컫는 넓은 의미로 내러티브 개념이 확장됨에 따라 비가시적인 경험의 구체적인 

교육방법으로 내러티브 구성에 주목할 수 있으며, 이에 시조 경험 또한 내러티브 

구성으로 성취될 수 있다고 보았다. 시조 경험을 위한 내러티브 구성은 ‘왜 이 시조

를 짓게 되었는가?’와 관련하여 시조 텍스트 세계를 펼치는 작업으로, 시조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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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현재 층위와 작가-과거 층위의 경험으로 나뉘는 만큼, 내러티브 또한 학습

자-현재의 체험을 반영하여 구성되는 것과 작가-과거의 체험을 반영해 구성되는 

것으로 나뉘게 된다.

이어 서정장르인 시조를 경험하기 위해 내러티브를 접목할 수 있는 전제를 선행

연구가 내세운 조건에 따라 살펴본 후 그를 바탕으로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의 원리를 살피고 단계를 설계하였다. 우선 시조 경험과 내러티브 구성 모두가 

학습경험 차원의 교육활동으로서 학습자의 능동성, 수행성, 위계성, 맥락의 중시 등

을 특징으로 갖는다는 점에서 구성주의 교육과의 접점을 찾고 그의 일반적 원리에 

따라 단계를 재조직하였다.

이에 내러티브 구성과 시조 경험의 단계를 합쳐 ①‘핵심사건 생성과 텍스트의 

경험 질료화’, ②‘내러티브 구체화와 경험의 맥락 형성’, ③‘내러티브 쓰기와 경험

의 수행과 효과 획득’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내러티브 구성으로 시조를 경험할 

때 어떠한 원리로 시조의 정서(情緖) 경험으로 귀결되는지를 또한 살펴보았다. Ⅲ

장에서는 이론적으로 마련한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의 단계에 따라 설

계한 실험을 통해 학습자가 성취하는 실제 양상과 그 하위 유형을 살피는 내용으

로 구성하였다.

우선 학습자들은 시조 텍스트로부터 핵심사건을 생성하는 가운데, 시조 텍스트 

자체를 서사적으로 인식하여, 완전한 이야기라 하기는 부족한 지점들을 인지하고 

채워가려는 자극을 받았다. 그 자극은 단절된 삶의 일부에서 완전한 삶을 경험하고

자 하는 학습자의 경험욕구를 자극하는 것으로 이어져 해당 시조 텍스트를 경험 질

료화하는 것을 만족시켰다. 그리고 핵심사건을 이루는 요소들을 구체적 대상으로 

치환하고 스토리라인을 이루기 위해 부족한 하위 사건들을 보충할 때 그 정보를 각

각 ‘학습자-현재’ 혹은 ‘작가-과거’와 관련한 같은 정보자원에서 끌어옴에 따라 거

시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 관계망은 시조 경험의 측면에서는 학습자의 

경험을 온전한 하나로 응집시키는 경험맥락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학습

자들은 직접 내러티브의 내용을 서술하고 몰입하여 임장감(臨場感)을 느끼는 가운

데 감정 및 성찰의 서술이나 외적 환경의 묘사를 상세히 하게 되었으며, 내러티브 

내용 자체가 구체화된 시조 텍스트 세계인 만큼 그에 뛰어들어 시조 경험을 수행하

고 효과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현재’와 ‘작가-과거’ 어느 쪽을 중심으로 하는가에 따

라 달라지는 양상과 구체화나 서술의 방식에 따른 하위 유형들을 구분하여 ‘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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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 구체화 및 경험맥락 형성’에서의 4가지, ‘내러티브 쓰기 및 경험의 수행’에서

의 4가지 하위 유형을 실제 학습자들의 내러티브 결과물들을 통해 분류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실험을 통해 얻은 문제사례로 다음의 세 가지 양상을 도출할 수

도 있었다. 먼저 유사경험의 부재나 심리적 방어와 같은 학습자의 개인적인 요인으

로 인해 문제가 생긴 것, 두 번째로는 과거와 현재 사이의 시공간적 거리로 인해 

문제가 생긴 것, 마지막으로 내러티브 구성을 통해 정서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으

나, 초점화하지 않으면 해당 경험을 인식하지 못하는 양면성의 한계가 그 문제양상

들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해당 문제사례들과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이 갖는 교

육적 의의들을 고려하여 Ⅳ장에서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텍스트 세계 경험 

교육’의 목표와 내용, 그에 맞는 교육방법들을 설계하였다.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이 갖는 교육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습

자의 능동성을 바탕으로 경험을 매개할 시조 텍스트 세계를 확보하게 하며, 그로써 

시조의 정서까지 충만하게 경험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시조 향유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또한, 두 가지 유형의 내러티브 구성과 시조 경험을 모두 중시하면서 텍스

트를 중심으로 한 과거-현재 사이의 문학적 소통을 활성화하여 과거-현재의 연속

성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을 

근간으로 하여 그간 학습자들에게 단지 지식의 형태로 어려운 것으로 다가오던 시

조의 여타 요소들을 수월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의 양상을 다량의 자료를 통해 그 유

형을 나누어 보인 의의가 있지만, 확실한 양상을 보이기 위해 특정한 역사적 사건

과 결부된 시조 텍스트들로 대상을 한정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여건상 평균적으로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고등학교의 학습자들을 많이 살펴보았다는 점과 Ⅳ장에서의 

교육설계에 따른 검증실험을 마련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따른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뚜렷한 역사적 사건과 결부되어 있지 않은 시조 텍스트들로도 마찬가지

의 경험을 학습자들이 할 수 있는지를 살피는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학습자

의 학업성취 수준, 교수자와의 유대관계와 같은 거시적 변수들까지 고려하여 본 연

구의 Ⅳ장 교육설계를 적용한 검증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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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ijo Empirical Education

based on the Composition of Background Narrative

Yeonseok, Roo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essence of the Sijo education lies on 

the independent experience of the learners, then conduct the 

theoretical principles and the actual appearance of the Sijo empirical 

education based on the composition of background narrative.  In the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including Sijo, we have considered it 

inevitable to simply impart the intermediate knowledge to the learners, 

but it is impossible to come to the true meaning of knowledge unless 

the knowledge itself is linked to the life which underlie the literature. 

This study will find the aspect of the "Sijo experience" which use the 

world of the Sijo text as the most fundamental object for experience, 

and the educational application by using the composition of background 

narrative as the constructive method. 

There are a lot of objects that can be experienced in Sijo, but there 

are also hierarchy and sequence among them, and the world of the 

Sijo text would be the very first object. Mediating the narrative can 

be the constructive method of opening the world of the Sijo text then 

experiencing the Sijo, cause the narrative also being the basic way of 

recognizing and accepting life. But we need to organize the specific 

narrative separately because of the Sijo’s genre characteristics and the 

narrative’s story will be related to “Why did you make this Sijo?”.

Under the precipitation that although Sijo is a lyric poem, the 

narrative temper is strongly epic in its structure and the appreciation 

and experience of the genre of lyricism can also be mediated by 

narrative, we can construct the principles of the Sijo experience based 

on the composition of background narrative. Each of the principles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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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combin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ructural education, then 

be organized like "①Creating the core events and the materialization 

of the text.", "②Actualizing the narrative and composing the context.", 

"③Writing the narrative and performing the experience.". As follow 

those processes, the Sijo experience will satisfy the emotional 

experience of lyric poems. 

This study planned class type experiments with activity paper to 

prove the combine of the principles and steps, then analyzed the 

results of students’ background narrative and other data in a 

phenomenological way to describe the aspects and the types of the 

Sijo experience. First it was possible that finding and identifying the 

basic elements and core events of background narrative from the Sijo 

text can stimulate the learner’s desire for experience and make the 

text the material of experience. Second, when replacing the natural 

things with the specific ones and supplementing the substitute events 

can form the network among the objects of story, it can be also 

related to the formation of the specific context for experience. Lastly, 

when learner immersed into the narrative and made descript very 

specifically, it can also be related to the acquisition of a unique effect 

from the performance of the Sijo experience. The specific types were 

devide by whether the phenomenon laid on the present one or the 

past one.

On the other hand, some problems arose because of certain factors. 

Learners may not be able to form the background narrative due to the 

lack of parallel experience or psychological distance about the classics 

and historical connection. Although it was also able to experience the 

emotion of the lyric poems by composing the background narrative, 

but learners couldn't focus on it and go too far from it. 

Based on the actual aspects identified by the theoretical exploration 

and experiment, this study established the educational goal of the “Sijo 

empirical education based on the composition of background narrative”, 

and then also suggested each three points of specific educational 

contents and methods of the Sijo empirical education.

This study holds the values as proving that the composing the  

background narrative can be the constructive educational metho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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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jo experience, and designing the specific educational application. 

However, the study also holds the limits like sorting out the several 

Sijo texts for the experiment, and requires more follow-up studies 

which would deal more advanced generalization or theorization.

Key Words : empirical education, narrative, the world of the Sijo 

text, structural education, Sijo with historical events, experience of 

the emotion in lyric poems, continuity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focusing

Student Number :  2016-2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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