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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본 연구는 ‘계절이미지’를 문학사적으로 종합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과 
한‧중 양국 고전시가의 계절이미지를 비교하여 조망한 연구도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중국인 한국어 고급학습자를 상으로 한국의 시조와 중국의 당시
(唐詩)에 나타난 계절이미지 비교를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한국 고전시가를 
더 입체적이고 원활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근래 한국어 교육에서는 한국 문학교육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에 한 이론적인 논의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문학작품을 학습 자료로 
활용하여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단계까지 이르고 있다. 하지만 여러 문학 장
르 중에서 상 적으로 어려운 고전시가를 활용한 한국문학교육은 아직 걸음
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하지만 학습자에게 익숙한 
‘계절’과 연관된 정서를 제재로 다룬 고전시가를 한국어 교육에 도입함으로
써 그들이 가졌던 고전시가에 한 낯섦과 거부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계절과 그에 한 일반적인 정서의 유사성은 한국과 중국 고전
시가에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부분의 시인들은 예리하고 풍부한 계절감각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무형의 ‘계절의 언어’를 아름다운 시의 문장
을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고전시가에 나타난 계절을 살펴보는 일
은 선조들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각 계절에 한 공통의 정서를 통해 고전시가 작품은 자신의 실제 생활과 
동떨어져 지루하고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과거의 작품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동질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현 와 고 의 간
격을 좁히는 과정이자 각자의 삶을 둘러싼 계절을 되돌아보고 그 인식을 새
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학습자는 시인의 시점을 통해서 순수한 
사계를 체험할 수 있으며 인위적 흔적이 없는 선조들의 삶의 모습을 재구성
할 수 있는 효과를 얻는 동시에, 문학 감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계절이미지를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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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전시가 교육의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며, 한국어 교육에서 고전시가도 
충분히 교육적 의미를 가지는 좋은 교육 제재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한다. 
  한국의 시조와 중국의 당시(唐詩)는 양국의 고전시가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절을 가장 풍부하게 다루고 있는 장르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은 자연풍토가 흡사하다는 점에서 계절이미지 또한 비슷
한 방향으로 발전했고, 당시(當時) 선조들의 정서와 사상, 그리고 사회문화적 
환경을 보다 보편적 시각에서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한·중의 표적인 시가 장르
인 시조와 당시(唐詩)의 계절이미지를 연구 상으로 선정했다. 우선 문학에
서 계절이미지의 개념 및 유형을 정리하고, 이것과 문학교육의 내용을 연결
시키며, 비교문학의 접근 원리를 기반으로 계절이미지를 활용한 한국 문학교
육의 의의를 검토하 다. 이어서 시조와 당시(唐詩)에 나타난 계절이미지의 
비교를 통해 한국 고전시가에 한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마련하 다.
  본고에서는 시조와 당시(唐詩)에 투 된 계절이미지의 양상을 각각 ‘실제
적 계절감이 환기한 감각적 이미지’, ‘정서적 계절감이 환기한 비유적 이미
지’, 그리고 ‘관념적 계절감이 환기한 상징적 이미지’등 세 가지로 체계화하

다. 이어서 시조와 당시(唐詩) 속 계절이미지의 특징에서 시간성, 서정성, 
사상성 등 세 측면을 유출해 분석하 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들을 교육 내용의 기초로 삼아서 실제 수업 현장에 적
용하여 학습자의 반응 양상을 분석한 결과는 주로 ‘시조에 한 관심 제고
와 흥미 발견’, ‘계절이미지를 인식하는 방법 습득’, ‘상호텍스트의 발산적 
환기’ 등 세 측면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실험 과정에서 발견한 한
계를 검토하 고 학습자의 요구를 반 하기 위해 본고는 학습자가 적극적으
로 학습활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집단탐구 모형을 도입하고 검증실험을 통
해 수업의 효과를 검토하 다.

핵심어: 시조, 당시, 계절이미지, 비교문학, 한국 문학교육, 집단탐구 모형
학번: 2015-2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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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고급학습자를 상으로 한국의 시조와 중국의 
당시(唐詩)에 나타난 계절이미지 비교를 통해 학습자의 문학능력을 신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교수‧학습의 실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근래 한국어 교육에서는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가 담긴 문학작품 학습의 
중요성과 한국 문학교육의 필요성을 점점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한 이론적인 논의만 이루어지는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문학작품을 학습 자
료로 활용하여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단계까지 이르고 있다. 하지만 여러 문
학 장르 중에 고전시가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아직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어려운 고어와 문법으로 인한 
작품 이해의 장애, 그리고 작품의 작성 연 가 시간적으로 매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초래된 낯섦과 거부감 등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
에서 고전시가는 당 의 의식과 체험을 반 하여 문학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학습자의 상상력을 신장하는 효과가 있을 뿐더러, 짧은 운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산문문학보다 외국 학습자가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나아가 작품 속에는 작가의 감정과 사고, 그리고 가치관 등의 요
소가 하나로 얽혀서 외국인 학습자가 고전문학 교육을 통해 문학적 체험을 
풍부히 할 수 있게 하며, 텍스트 분석능력까지 한층 더 심화하는 효과도 도
모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전시가 진면목을 체험할 수 있게끔 한국 
문학 수업에 고전시가를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끌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계절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한국과 중국 고
전시가에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이 구(1992)는 “동양의 문학에 있어서도 
중국이라든지 일본, 한국의 고전시가문학이 품고 있는 자연의 의미는 문학의 
기반을 이룰 만큼 중요한 요소이며, 사계의 변화와 자연 현상은 그 자체가 
시가문학의 성립 요소이며 표현의 상이 되었다.”1)고 하며, 한국과 중국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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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에 있어서 자연 계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고전시가는 유사한 점이 많을 수밖에 없고 계절
의 표현방법이 사실적이든 비유든 상징이든, 모두 춘하추동 순환하는 사계절
의 모습과 그 변화를 인생이나 심상과 관련지어 자연의 변화와 계절을 표현
하고 있다. 그리고 계절에 한 묘사는 중국 고전시가 특유의 서정적 양식을 
구축하기 위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2) 따라서 중국 학습자에게 익숙한 
‘계절’을 제재로 하여 한국 고전시가 교육에 도입하면, 그들이 가졌던 고전
시가에 한 낯섦과 거부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계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 어떤 계절에 어떤 일을 하는 것
인가를 생각하는 동시에 계절로부터 받은 느낌을 의미한다. 특히 전통적인 
농경, 목축사회에서는 사람들의 계절감은 더욱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왜냐하면 농업사회에서는 먹는 문제가 최우선 순위로 고려가 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절의 특징을 깨닫고, 계절의 순리에 따라 행동
하는 것이 중요하 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 문명사회에서 생활
하고 있는 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계절감’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질 
것이며, 체감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현 사회의 빠른 패턴 생활방식으로 인
하여 자연과 접촉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고, 자연의 세
부적인 변화까지 관심을 가지려는 여유는 더욱 더 없기도 하며, 오랜 시간동
안 지속된 무의식적 무관심으로 인해 사람들의 신체적, 정신적 감관(感官)은 
자연에 해 무뎌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서, 현 사회에서 부분 과일과 야
채는 이미 자연의 순리에 따르지 않고도 수확이 가능하며, 부분의 사람들
은 과일과 야채가 성장하는 과정 및 규칙에 해서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
다 지배적으로 많다. 그리고 여름에는 에어컨이 있고 겨울에는 난방이 있어
서, 계절에 따라서 옷을 걱정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계절감은 자연스럽게 무
뎌지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현  사회의 사람

1) 이 구, 「일본고전시가에 있어서 자연의 의미 - 자연관의 전통과 바쇼(芭蕉)의 경우」, 『동
방문학비교연구총서』 2, 동방비교연구회, 1992, 52쪽.
2) 張暁青, 「中国古典詩歌中的季節表現 - 以中古詩歌為中心」, 中国社会科学院博士学位論 
文, 2012, 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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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과거 선조들의 자연 계절에 한 통찰 능력은 동경의 상이 되었으
면서도 추구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도 하지만, 특히 계절감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만물
의 성쇠(盛衰)와 계절의 변화 등은 그들의 감수성을 더욱 자극하여 마음에 
와 닿게 할 것이다. 사계절이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세월이 흘러가고, 사람들
의 인생 또한 사계의 변화를 통해 성숙하게 변모한다. 중국 유명 작가 한송
낙(韓松落)은 “계절감은 한 사람의 출신이 고귀한지, 아니면 비천한지를 판
단하는 시험지와 같다. 그 이유는, 우수한 교육을 받은 사람, 안정적인 환경
에서 성장한 사람만이 계절에 해서 예리하게 느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
이다.”3)고 하 는데, 이는 계절, 초목(草木), 물후(物候) 등에 해 예리하고, 
박학(博學)하고, 관심을 갖는 등의 태도를 통해서 한 사람의 우수한 문화소
양이 표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분의 시인들은 예리한 계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형의 ‘계절의 
언어’를 아름다운 시의 문장을 통해 잘 표현하고 있다. 독자를 서정적, 탄
(詠嘆)적 역으로 이끄는 것이 계절어(季語)의 가장 큰 기능인데, 이는 즉 
독자를 심미의 경지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시구(詩句)가 묘사하고 
있는 내용을 감상하는 시점으로 바라보면 좀 더 명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시가 전달하고 있는 인생의 의의까지 터득할 수 있게 된다.4) 
따라서 학습자는 시인의 시점을 통해서 순수한 사계를 체험할 수 있으며 인
공의 흔적이 없는 선조들의 삶의 모습을 재구성할 수 있는 효과를 얻는 동
시에 학습자의 문학 감상 능력의 향상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상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계절이미지를 한국 고전시가 교육
에 도입하고자 하는데, 중국인 한국어 고급학습자를 상으로 한국의 시조와 
중국의 당시(唐詩)에 나타난 계절이미지 비교를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한국 

3) “季節感是評判壹個人出身和環境高貴與否的試紙, 因為, 只有良好的教育和安穩的環境, 才
能培育出足夠銳利的對季節的感受和表達.” https://movie.douban.com/review/2272004/
4) “季語所具有的最大功能就是將讀者壹下子帶入抒情、詠嘆的領域，更正確地說, 是把讀者引向
壹個審美的境界: 用欣賞的目光深切體會詩句所描繪的內容, 並從其中體會到深刻的人生意義.”
川本皓嗣, 王曉平 等 譯, 『日本詩歌的傳統 - 七與五的詩學』,  譯林出版社, 2004, 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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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시가를 더 입체적이고 원활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문학교육에서 계절이미지에 관한 이론을 살펴본 다음, 계절이미지 
비교‧학습의 교육적 의의를 밝히고, 한·중 양국의 논저를 참고하여 선정된 
시조와 당시(唐詩) 텍스트를 교육 내용의 기초로 삼아 학습자의 반응 양상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교육 방안을 마련
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한·중 고전시가의 계절이미지 비교를 통한 한국 문학교육을 진행하려면 다
음과 같은 세 범주의 선행 연구들을 검토해야 한다. 1) 시문학 역에서 계절
이미지에 관한 연구 2) 시문학 역에서 이미지를 활용하여 교육적 방안을 
모색한 연구 3) 한국어교육에서 비교문학을 활용한 문학교육 연구들이다. 

 1) 시문학 영역에서 계절이미지에 관한 연구

  시문학 역에서의 계절을 통한 연구는 첫째, 계절에 관한 연구. 둘째, 이
미지에 관한 연구. 셋째, 사시가(四時歌)에 관한 연구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계절에 관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마쓰우라 도모히사(松浦友久, 2007)5)에서는 중국 시가에서 사계배경 작품
의 출현 빈도에 해 연구하며, 서정의 근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춘추
(春秋)’와 ‘하동(夏冬)’의 차이의 문제를 고찰하 다. 또한 춘추 편중의 양상
을 검토하 는데, 이러한 원인으로 춘추 자체에 내재하는 시간적 속성과, 춘
추의 짧음으로 인해 증폭된 명확한 시간의식, 그리고 시적 서정과 역사감의 
공통 원천으로서의 시간의식이 있지만, 하동의 명확한 계절적 특성과 지속

5) 松浦友久, 金銀雅 역, 「中國古典詩의 ‘春秋’와 ‘夏冬’」, 『중국어문논역총간』 21, 중국어문
논역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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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고정적인 특징이 시적 정서를 유발하는 데 부족하다고 규명하고 있다. 
따라서 각 계절이 고전시가 작품에 주는 향과 작품 수의 양상을 연구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상진(2011)6)에서 사계 가운데서도 특별히 가을에 주목하며, 먼저 가을이 
지니는 성격과 시조를 포함한 동서고금의 문학작품에서 가을을 어떠한 방식
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논의하 고, 이를 바탕으로 이러한 가을을 시조에서 
어떻게 정서적으로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사시가(四時歌)에서의 
계절은 단순한 순환을 나타내는 차원이 아닌 인간의 본성 나타낸다는 점, 그
리고 원형이정(元亨利貞)과 인의예지(仁義禮智) 개념을 각 계절과 접목하여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김상진(2014)7)에서는 봄 계절을 연구 상으로 삼아 사시가계 중 연시조
를 중심으로 시조에 등장한 봄 형상을 ‘이념의 정립과 관념의 봄’, ‘전통의 
계승과 관습의 봄’, 그리고 ‘현실의 인식과 행동하는 봄’ 등 세 가지로 봄을 
범주화하여 자신의 논의를 전개했다. 물리적으로는 동일한 계절이 시 적 상
황 및 개인의 감성 등에 따라 계절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규명하며, 시조에서 
관념이 강하게 표현될수록 행동성이 결여되는 특징을 조선 전, 후기로 나누
어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둘째, 이미지에 관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준연(2006)8)에서는 중국 당나라 시인 이상은(李商隱) 시에 보이는 ‘봄’
의 이미지를 정신적 이미지와 상징적·비유적 이미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으
며, 이상은이 봄에 해 느끼는 정신적 이미지는 체로 ‘상실감’ 또는 ‘비
애’에 가깝고, 봄이 상징적 혹은 비유적 이미지로 사용될 때 ‘남녀 간 사랑’
을 의미하는 예시가 많다는 특징을 발견했다. 또한 상당한 보편성을 보이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이상은의 시를 접한다면 이상은의 당시(唐詩)가 내포하

6) 김상진, 「시조에 나타난 가을의 성격과 정서표현」, 『한국시가문화연구』 28, 한국고시가문
학회, 2011.
7) 김상진, 「시조에 나타난 봄의 형상 - 사시가계 연시조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62, 중국
어문학회, 2014.
8) 김준연, 「李商隱 시에 보이는 ‘봄’이미지 연구」, 『중국문학』 47, 한국중국어문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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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전통과 새로운 장조의 노력을 더불어 살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하 다. 그리고 당시(唐詩)가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상징의 가능성 해석
을 이미지를 통해 독자들이 자유롭게 분석할 수 있다고 제시하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셋째, 사시가에 관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신중(1992)9)에서는 한국 사시가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며 개념의 형성 
배경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사시가에 나타나는 독특한 시상 전개 구조와 
강호 인식의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사시가에 표출시키고자 했던 조선시  사

부층의 사유체계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박경미(2010)10)에서는 사시가 양식을 단순한 사시의 순차성이라는 외적인 
규칙으로 이해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내적인 의미도 연구했는데, 
시조체, 한시체, 가사체 사시가의 작품을 통해 사시가에 구현된 삶의 양상과 
사계절의 의미를 고찰하 다. 
  이상의 논의들은 각각 다른 각도에서 고전시가의 의미에 해 분석하고 
추론하고 있지만, 계절을 중요시하는 측면에서는 본 연구와 같은 맥락을 취
하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사계 계절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없
다는 점에 착안하여 특정한 사계 계절이미지를 활용하는 동시에 위의 선행 
연구들을 통해 시사점을 이어 받아 참고하여 논의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2) 이미지를 활용한 시 교육에 관한 연구
 

  황경해(2003)11)의 연구는 학습자 중심의 문학교육의 측면에서 원형 이미
지와 감각적 이미지를 기반으로 작가별 이미지의 특징 및 문학교육적 접근 
방법, 문학교육적 의의를 모색함으로써 이미지 교육의 중요성을 작품의 분석
과 적용 과정의 모색을 통해 재정립하며, 이미지 변용을 중심으로 시적 감수

9) 김신중, 「한국 사시가의 연구」, 전남 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10) 박경미, 「사시가에 구현된 사시의 성격과 삶의 태도」, 경남 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11) 황경해, 「이미지 중심의 현 시 교육 방안 연구」, 이화여자 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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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상상력을 고취시킬 수 있는 문학교육의 한 방법론을 제시하 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전한성(2008)12)의 연구는 고전 텍스트인 「만전춘별사」를 통해 고전시가 
교육 내용 구성을 살펴보았는데, 작가는 고전시가교육의 방향이 텍스트에 내
재된 상세계와 독자의 언어적 삶이 일치하는 쪽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하
며, 이러한 경우 텍스트에 드러나고 있는 다양한 이미지의 쓰임 방식을 파악
하고, 이에 따른 이해를 내면화하면서 표현 과정은 상상력을 필수로 동원해
야 한다는 주장을 하 다. 
  손정은(2013)13)에서 지명은 일차적 인상, 감각적 형상뿐만 아니라 지명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까지 환기하는 것을 지명 이미지라고 규명했다. 또한 시
적자아는 지명 시어가 나타내는 장소의 특성을 중심으로 하여 ‘지각적’, ‘관
념적’, ‘이념적’ 차원의 인식을 드러낸다고 하며, 독자들은 지명이 의미하는 
특성을 중심으로 하여 시어 분석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습자의 교육목표로는 
문학 경험을 확 시키는 동시에 문화적 공감 및 감상을 심화시키는 교육적 
의의를 지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가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 문학 
경험을 획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조은혜(2014)14)에서는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한 시 교육은 ‘의미 이해’ 및 
‘시적 체험’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가진다. 
하지만 텍스트를 면한 후, 독자가 생성하는 이미지와 그 체험을 시 읽기의 
핵심으로 보고 있어서 시어 자체의 의미를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에 한 천
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신애(2016)15)에서는 학습자가 상시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시적 이미지
를 구성하는 현 시 이미지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제안하며, 학습자가 작품
을 ‘수용’ 및 ‘해석’을 하고, 나아가 상상력을 더해 작품의 내적 또는 외적 

12) 전한성, 「이미지 활용을 통한 고전시교육의 내용구성 연구 - 만전춘별사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126, 한국어교육학회, 2008.
13) 손정은, 「지명이미지를 통한 시조 이해 교육 연구」, 서울 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14) 조은혜,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한 시 교육」, 서울 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15) 이신애, 「 상시를 활용한 현 시 이미지 교육 연구」, 서울 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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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반면, 상시의 
활용 가능성은 높지만 흥미를 유발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
다.
  이미지를 활용한 시문학 교육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주로 
친숙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작품이 내포한 의미를 더 잘 이
해하게 하는 연구 동향들이다. 하지만 이 중에서 상시의 경우에는 이미지 
환기를 유도하더라도 시어 고유의 의미를 정확하게 밝히거나 흥미를 유발하
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계절이미지를 활용한 고
전문학 교육은 생활에서도 접할 수 있는 계절의 특징을 부각하여 시조 텍스
트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계절이미지를 통해 시
조 작품을 형상화하는 동시에 흥미를 자극하는데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
하고자 한다.

 3) 비교문학을 활용한 한국 문학교육 연구

  김염(2006)16)에서는 번역과 비교문학의 방법을 한국 현 시교육 현장에 
적용시키는 원리와 내용을 제시하며, 이러한 방법론에서 한국의 표 시인 
김소월과 중국의 표 시인 서지마(徐志摩)를 중심으로 논의하 다. 아울러 
번역과 비교문학의 통합적인 교육 원리에 해서 논의를 진행하 는데, 한국
과 중국의 현 시를 비교하며 교육방법을 제시하 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
다.
  축취 (2012)17)의 연구는 한국의 연암소설과 중국의 『유림외사(儒林外史)』
를 비교 상으로 삼아 연암소설 교육의 설계를 제시함으로써 비교·탐구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어 문학교육의 실제를 탐구하는 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전홍(2015)18)에서는 한편의 시 텍스트를 중심으로 교사의 해석을 일방적

16) 김염, 「중국어권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 현 시 교육 방법 연구 - 번역과 비교문학을 
중심으로」, 서울 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17) 축취 ,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학 교육 연구 - 연암소설과 <유림외서>의 
비교·탐구를 중심으로」, 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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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달하는 기존의 한국어교육에서의 교육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한국
의 시와 상호연관성을 지닌 모국어 시 텍스트를 함께 제시하는 이중독서를 
제안하 다. 이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자신들의 선(先) 이해와 모국어 시 텍
스트 독서 경험을 한국어 시 감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과 이중 독
서의 구체적 교육원리를 제시하고 교수·학습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왕엽(2015)19)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특징을 고려하면서 장소이미지와 비
교 문학의 두 가지 개념을 도입하여 한·중 고전시가에 나타난 서울과 북경의 
장소이미지 양상을 분석·비교하 다. 특히 장소이미지라는 독특한 시각을 통
해 고전시가가 한국어 문화교육, 특히 전통문화 교육에 유용한 제재라는 관
점을 세우고 입증하며 나아가 구체적인 교육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주경(2017)20)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 처음으로 고려속요와 송사(宋詞)를 비
교 상으로 삼아 한·중 양국이 가진 여성상에 한 인식을 중심으로 작품을 
비교·탐구하고, 개인차를 최 한 줄이는 동시에 수업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집단탐구 모형을 도입함으로써 구체적인 교수·학습의 실제를 도출하 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기존의 연구에서는 비교문학을 활용하여 중국인 학습자
가 한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한국과 중국의 문학작품을 비
교 학습 하며 중국인 학습자의 이해도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보 지만, 본
고는 나아가 한국과 중국 고전시가에 나타난 계절이미지의 비교를 통해 한
국 문학작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학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한국의 문화까
지 학습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한다.

18) 전홍, 「상호연관성 기반의 한국 현 시 이해 교육 연구 - 한·중 현 시를 중심으로」, 서
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19) 왕엽, 「한·중 고전시가 비교를 통한 한국 문화교육 - 서울과 북경의 장소이미지를 중심
으로」, 서울 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20) 주경,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고려속요의 여성상 교육 연구 - 송사(宋詞)와의 비교를 중
심으로」, 서울 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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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고에서 분석 상이 되는 작품을 선별하는 작업은 주로 다음과 같은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작품 선정 1차 단계에는 윤여탁(2015)에서 제시했
던 한국어 문학교육에 비교문학 방법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참고
하여 작품을 선정하 다. 이에 따르면 한국 문학 교육 중 비교 상인 문학 
작품은 각각의 문학사에서 표적 정전(正典)에 속해야 한다. 즉, 학습자가 
속한 자국의 문학 작품은 해당 국가의 문학사에서 표 작품으로 평가되어 
초·중·고등학교의 문학교육 과정에서 교수‧학습 되어야 하며, 한국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도 한국문학사에서 표작으로 평가 받은 작품이어야 한다. 또
한, 선정된 문학 작품은 외국인 학습자가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난해하고 
비문법적 표현이 많지 않은 평범한 수준이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 문학교육
을 위한 작품 선정 과정에서 한국어 학습자의 유형이나 한국어 학습의 목표
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21) 
  2차 단계에는 앞에서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시조문학사전』, 『청구 언』, 
『전당시(全唐詩)』 등을 비롯한 한·중 양국의 논저를 참고하 으며, 특히 본고
의 연구 주제인 계절이미지 양상에 적합한 작품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
록된 표작을 중심으로 선출했다. 
  본고에서는 시조와 당시(唐詩)에 투 된 계절이미지의 유형을 각각 ‘실제
적 계절감이 환기한 감각적 이미지’, ‘정서적 계절감이 환기한 비유적 이미
지’, 그리고 ‘관념적 계절감이 환기한 상징적 이미지’등 세 가지로 체계화하

다. 이어서 각 계절이미지는 추가로 몇 가지 양상을 보이며, 첫 번째로 
‘실제적 계절감이 환기한 정신적 이미지’는 ‘자연 계절의 특징을 형상화한 
계절이미지’와 ‘농가생활을 반 한 계절이미지’, 두 번째로 ‘정서적 계절감이 
환기한 비유적 이미지’는 ‘흥(興)으로 발산된 계절이미지’와 ‘유유자적으로 

21) 윤여탁 외, 『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학 정전』, 하우, 2015, 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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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계절이미지’, 그리고 정한(情恨)과 감상(感傷)으로 분출된 계절이미지’
로, 마지막 ‘관념적 계절감이 환기한 상징적 이미지’는 ‘연군/충군지심(忠君
之心)을 투사한 계절이미지’와 ‘원형이정(元亨利貞)을 부여한 계절이미지’ 등 
일곱 가지 이미지 유형으로 세분화하 다. 또한 각 세분화된 이미지에 부합
하는 한국과 중국 작품을 선별하 다.
  이상의 작업을 근거로 본고에서는 아래 표와 같은 작품들을 선정하기로 
하 다.

<표1> 계절이미지의 유형 및 대응 작품 

계절이미지의 유형 한국 작품 중국 작품
실제적 

계절감이 
환기한 
감각적 
이미지

자연 계절의 특징을 
형상화한 계절이미지 신계 , 「전원사시가」 

(하-1, 춘-1, 추-1)

  高骈, 「山亭夏日」 
王维, 「春中田園作」 
孟浩然, 「過故人莊」 농가생활을 반 한 

계절이미지

정서적 
계절감이 
환기한 
비유적 
이미지

흥(興)으로 발산된 
계절이미지

윤선도, 「어부사시사」 
(춘-3)

  賀知章, 「詠柳」 

유유자적으로 
유출된 계절이미지

윤선도, 「어부사시사」 
(하-2)

杜甫, 「江村」 

윤선도, 「어부사시사」 
(동-4)

柳宗元, 「江雪」 

정한(情恨)과 
감상(感傷)으로 

분출된 계절이미지

호석균,
「에나 님을 볼려」 

李白, 「春思」  

매창,
「이화우 흣릴 제」  

李商隱, 「夜雨寄北」  

관념적 
계절감이 
환기한 
상징적 
이미지

연군/충군지심(忠
君之心)을 투사한 

계절이미지

맹사성
 「강호사시가」 

柳宗元
「夏夜苦熱登西樓」 

원형이정(元亨利貞)을 
부여한 계절이미지

이휘일, 「전가팔곡」 
(제2, 3, 4, 5수)

白居易, 「春風」 
白居易, 「池上早夏」 
萬楚, 「題江潮莊壁」  
 祖詠, 「終南望余雪」



- 12 -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우선 한·중 양국의 논저를 참고하여 교육 내용의 기초를 마련한 
뒤, 학습자의 반응 양상을 참조하여 교육 내용을 실제 수업 현장에 적용해보
고자 한다.
  예비실험은 2017년 2월에 한국 S 학교 학원의 중국인 한국어 고급학
습자 12명을 상으로 진행하 다. 예비실험에서는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
진 주제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들의 한·중 고전시가의 계절이미지에 한 인
식, 그리고 시조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한 어
떤 학습 방식을 선호하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조사하 다. 
  예비실험의 주제 인터뷰 문항은 다음과 같다. 

  
  예비실험을 통하여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분의 학생들은 한국 고전시가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반

 이전에 한국 고전시가 작품을 학습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배웠던 
작품에 해 간단히 설명하시오.

 한국어 학습에 있어서 한국 고전시가의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한국 고전시가 학습과정에서의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계절이미지에 한 이해와 연상되는 것에 해 간단하게 서술하시오.
 중국 고시에서 계절이미지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국 고전시가와 중국 고시에서의 계절이미지는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까?
 중국 고시에서의 계절이미지 이해는 한국 고전시가에서의 계절이미지를 이해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문학수업에서 계절이미지를 바탕으로 한중 시가 비교를 하면 흥미를 느낄 수 

있습니까? 어떤 방식의 수업이 더욱 흥미가 있습니까?
 계절이미지를 통한 한국 고전시가 학습 중에서 가장 얻고 싶은 점이 무엇입

니까? 간단하게 서술하시오.
 계절이미지를 통한 한국 고전시가 교습에 한 건의사항을 간단하게 서술하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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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중에서 극히 일부의 학생들만이 실제로 한국 고전시가를 배운 경험이 
있다고 답하 다. 그 이유로는 고전시가의 내용과 언어 자체가 어렵고, 고도
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흥미를 얻지 못한 것으로 추측한다.
  둘째, 계절이미지에 해 학생들의 활발한 반응을 보 다. 계절이미지의 
개념에 한 질문에 답변을 한 한 학생은 ‘계절이미지는 시인이 경물에 한 
주관적인 이해를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 다. 그리고 이하 
학생들도 비슷한 의미로 정의하 다. 또 한 학생은 ‘계절이미지는 쌍방향적
인 것’이라 정의했는데, 이는 계절마다 서로 다른 정서를 작가에게 선사하
며, 반 로 작가들도 계절마다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연상되는 것에 한 답변으로는 ‘계절이미지의 정서’ 혹은 ‘계절감을 
나타내는 경물’을 떠올리는 양상을 보 다. 그 외의 학생들은 ‘계절의 상징
적 이미지’를 연상시켰다.
  셋째, 조사에 응한 약 66% 학생들은 한중고전시가에서 나타나는 계절이미
지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약 
92%의 학생들은 중국고전시가의 계절이미지에 한 이해는 한국고전시가 
계절이미지를 배우는데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비교문
학의 방법이 학습자가 쉽게 시조에 접근하도록 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계절이미지를 주제로 한 고전 문학수업에서 한‧중고전시가 비교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 그 효율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약 75%의 학생들은 
긍정적인 답변을 하 다. 그리고 해당 교육에서 배울 점으로는 주로 한국의 
문화, 한국인의 사고방식, 고  한국어라고 답변하 다. 추가적으로는 중국 
고전시가와의 비교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것을 배울 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마지막 질문 ‘수업에 한 의견’으로는 우선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중요
하다’는 가장 많이 답변하 다. 다음으로 ‘중국 고전시가와의 비교가 필요하
다’, 그리고 ‘소그룹 형식으로 수업 하면 좋겠다’라고 답변하 다.
  예비실험을 통해 얻어낸 시사점을 바탕으로 2017년 5월과 6월에 중국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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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한국어학과 고학년 총 64명의 학습자를 상으로 본실험을 두 차례
로 실시하 다. 두 차례의 실험에서 사용하는 작품이나 학습지, 그리고 교
수·학습하는 과정은 모두 일치하고 단지 계절이미지의 분류 방법을 제공하느
냐의 차이점이 있다. 그 결과 2차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계절이미지의 
분류 방법을 시 이해에 적합한 단서로 활용하는 양상을 보 으며, 1차 실험
에 참여한 학습자보다 계절이미지에 한 이해가 활발한 양상을 보 다. 이
는 교수·학습과정에서 계절이미지의 분류 방법 활용의 효용성을 입증하 다.
  하지만 수업에서 나타난 학습자의 여러 이해 양상을 관찰하는 동시에 그
들이 작성한 실험 답안지와 수업 후 심층면담을 통해, 학습자가 시조를 이해
할 때 개별적인 시어나 특정 부분에만 집착하여 작품을 오독하는 경우가 있
었고, 또 학습자가 시조에 나타난 계절이미지를 이해할 때, 심층적으로 다루
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탐구하기보다는 기존의 자국어 문학 수
업에서 외운 지식을 수동적으로 시조 이해에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 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에서 마련한 학습 내용 및 방법의 긍정적인 
효과는 확 하고 한계점을 검토했으며 이에 근거하여 교수·학습 방안을 보완
하 다. 그리고 2018년 1월에는 검증실험을 통해 보완된 학습 내용과 방법
을 다시 입증하 다. 구체적인 실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 조사대상 및 실험방법

  이러한 실험을 근거로 하여 본고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먼저 Ⅱ장에서
는 문학에서 계절이미지의 개념 및 유형을 정리할 것이다. 또한 본고는 비교

조사 시간 조사 대상 실험 방법

예비실험 2017년 2월
한국 S 학교 학원 중
국인 학습자 12명

설문조사(12부)//개별 텍스트 
학습 // 면담(120분)

1차 
본실험

2017년 5월
중국 B 학교 한국어학
과 4학년 학생 33명

정규수업(240분)//활동지 작
성(33부)//심층면담(200분)

2차 
본실험

2017년 6월
중국 B 학교 한국어학
과 3학년 학생 31명

정규수업(250분)//활동지 작
성(31부)//심층면담(200분)

검증실험 2018년 1월
한국 S 학교 학원 중
국인 학습자 9명

활동지 작성(9부)//심층면담
(1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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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의 방법을 활용하여 한·중 양국의 고전시가를 비교· 비하는 방식을 취
해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시조와 당시(唐詩)의 비교 가능성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계절이미지 비교의 문학 교육적 의의도 함께 밝히고자 한다. Ⅲ장
에서는 먼저 본고에서 선정된 시조와 당시(唐詩) 작품에 나타난 계절이미지
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한 후에 시조와 당시(唐詩)의 계절이미
지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추출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 Ⅳ장에서는 계
절이미지 비교를 통한 한국 문학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실험 과정에서 나
타난 다양한 학습자의 반응 양상과 발견된 문제점을 토 로 실제 교육 현장
에 적용이 가능한 효과적인 한‧중 고전시가 교육의 방안을 마련하고 검증실
험을 통해 교수·학습 방안의 효과를 입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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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계절이미지 비교를 통한 한국 문학교육의 이론적 배경

1. 계절이미지의 정의 및 유형
 
 1) 계절이미지의 정의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계절이미지는 ‘계절’과 ‘이미지’라는 두 개의 개념
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표준국어 사전에 따르면, 계절은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 자연 현상에 의
해서 일 년을 구분한 것이며, 일반적으로는 기온의 차를 기준으로 하여 춘하
추동의 네 계절로 나누고 있다.22) 식물은 따뜻한 봄이 되면 싹을 틔우고 꽃 
봉우리를 맺으며, 여름에는 잎이 푸르게 변하고 꽃이 피며, 가을에는 열매가 
익으며 잎이 떨어진다. 잎이 떨어지고 남은 나뭇가지는 홀로 추운 겨울을 난
다. 생태계의 변화에 식물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나 인간의 생활 모
습도 계절에 따라 변화가 나타난다.   
  한편 이미지는 흔히 ‘심상’23)으로 번역되고 이 말은 ‘감각에 의하여 획득
한 현상이 마음속에서 재생된 것’, 혹은 ‘이전에 경험한 것이 마음속에서 시
각적으로 나타나는 상’24)을 뜻한다. 하나는 독자의 감각적인 경험을 강조하
는 것이고, 하나는 과거의 경험을 상상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다. 즉, 전자는 육체적 지각을 동반되는 것으로 지각과 관계되고, 후자는 상
상력이나 환상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25) 이처럼 이미지의 사전적 정의에
서 이미지는 주로 감각 혹은 지각의 차원에서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미지를 시의 본질26)로 간주할 때, 그 개념은 감각적 이미지에만 
그치지 않는다. 서구에서는 이미지와 상상력을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해 

22)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 사전(상)』, 두산동아, 1999, 396쪽.
23)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 사전(중)』, 두산동아, 1999, 4992쪽.
24) 국립국어연구원, 위의 책, 3883쪽.
25) 이승훈, 『시론』, 태학사, 2005, 192쪽. 
26) “시 텍스트에서 이미지는 시를 구성하고 있는 본질적인 요소이며, 시를 해석해 나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유 희, 『이미지로 보는 시 창작교육론』, 역락, 2003, 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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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질베르 뒤랑(Gilbert Durand)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 고, 이를 통하여 
이미지는 상징, 상상력의 차원으로까지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는, 이미지가 표현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고백하기 어려운 무의식과 고백
된 의식화 사이의 일종의 중개자이다. 따라서 이미지는, 표명 가능한 기표가 흐릿한 
기의를 지시하는 간접적 사고의 유형이라는 의미에서 하나의 상징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의학적인 용어를 빌린다면 그러한 상징은 하나의 ‘징후’라고 불릴 수 있
다. 따라서 이미지는, 그것이 인간 심리 현상의 가장 내 하고 가장 억압된 부분으
로의 침투를 가능케 하는 열쇠가 되는 순간, 단순한 ‘공상’에 불과하다는 고전적인 
평가 절하로부터 벗어나게 된다.27)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식이란 보통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
는 결과를 가리키는 것이다. 또한 인식으로 받아들이는 경험이 축적되는 과
정을 거치면서, 직접적인 경험이 아닌 과거에 축적된 경험을 다시 생산할 수 
있다. 이러한 축적된 경험을 재생하는 과정은 직접적 경험이 아닌 회상이나 
상상으로 이미지를 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어원적으로 살펴볼 때도 이미지 개념에 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는 이미지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단어로서의 ‘아이콘(Eikon)’
이 있다. 이는 닮음의 뜻을 갖는 것으로, 그리스어에서 호머 이래로 시각적 
경험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 으며, 꿈속의 이미지 등 정신적 재현을 표현하
는 데도 사용했다. 또 다른 예로는 비가시적 현상 혹은 비현실과 굳게 맺어
져 있어 때로는 거짓과 연관되기도 하는 ‘에이돌론(Eidolon)’28)이라는 단어
가 있다. 이처럼 이미지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관념적이고 환
상적인 특징을 갖는다. ‘이미지’라는 용어는 모든 지각적 인상을 포괄하는 
감각적 표현으로 간주되기도 하며, 나아가 추상적인 관념의 표현까지 확장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29) 

27) Gilbert Durand, L'imaginaire(1994), 진형준 옮김, 『상상력의 과학과 철학』, 살림, 
1997, 46쪽. (유 희, 『이미지로 보는 시 창작교육론』, 역락, 2003, 109-110쪽 재인용.)
28) 유평근‧진형준, 『이미지』, 살림, 2002, 23쪽.
29) 위의 책, 2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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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독자는 시 텍스트에서 개개의 이미지를 발견하여, 이런 이미지
들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발휘하여 시에서 남겨둔 여백의 의미를 채우고, 새
로운 의미를 생성해 나가는 것이다. 독자는 실제 경험하지 않은 이미지를 상
상 작용을 토 로 만들어내고 체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지가 시인이 세
계와 상을 인식하는 방법이자 독자가 시 텍스트를 통해 시적 세계를 체험
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계절과 이미지에 한 이러한 정의를 종합해서 참고로 하면, 본고에서 제
기되는 계절이미지는 주체인 체험자가 계절과 상호작용하여 형성된 인지적 
차원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계절을 나타내는 시어가 환기하는 
다양한 정서적인 느낌과 이념적 요소의 결합을 통해 마음속에 재생되는 것’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계절이미지의 유형

  다음으로 제3장에서 논할 ‘시조와 당시(唐詩)에 나타난 계절이미지의 양상’
의 분류기준이 되는 ‘계절이미지’의 유형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
으로 통용되는 구분을 따르면 이미지는 체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별된다. 
정신적 이미지(mental image), 비유적 이미지(figurative image), 상징적 
이미지(symbolic image) 등이 그것이다.30) 그 중의 정신적 이미지는 독자의 
정신에 야기되는 감각적 경험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본고에서는 감각적인 
측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mental image’를 정신적 이미지로 해석하면 관념
적 측면이 강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감각적 이미지란 단어를 선택하고자 한
다.31)

30) A. Preminger(ed.), P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563쪽. 
31) 국어교육학사전에서도 문학적 이미지를 ‘감각적 이미지’, ‘비유적 이미지’, ‘상징적 이미
지’로 분류하고 있다. 서울 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국어교육학사전』, 교출판, 1999, 
618-6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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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감각적 이미지

  감각적 이미지는 ‘감각적 체험의 재생’이라는 이미지의 기본개념을 적용하
여 만들어낸 이미지로서,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미각적, 촉각적, 근육감각
적 등의 이미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 맥박, 심장의 고동, 호흡, 소화 따위
의 지각을 형성화하는 기관적(器官的) 이미지도 있다.32) 그리고 이런 이미지
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공감각적 이미지도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감각
으로부터 다른 감각으로, 예를 들면 소리로부터 색채로 이동해’가는 것을 의
미한다.33) 먼저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감각적 이미지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遲日江山麗, 春風花草香.
泥融飛燕子, 沙暖睡鴛鴦.

봄날 강산은 아름답고,
봄바람에 꽃향기 실려오네.
얼었던 땅이 녹으니 제비가 날아오고,
모래가 따뜻해지니 원앙새가 졸고 있네.34)

—— 두보(杜甫), 「절구이수·기일(絕句二首·其一)」  

  위의 시는 봄을 배경으로 한 오언 절구이며, 간결한 문장이지만 풍부한 시
적 정취와 그림 같은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왕계흥(王啓興)은 위 작품
에서의 두 번째 구절을 분석하면서, 시인은 봄날 바람, 봄날 꽃 그리고 꽃향
기를 유기적으로 엮었기 때문에 독자는 스스로의 상상력을 통해서 훈풍, 화

32) 마광수, 『시학』, 철학과현실사, 1997, 136쪽.
33) R. Wellek & A. Warren, Theory of Literature, Penguin Books, 1976, 187쪽. (박
현수, 『시론』, 예옥, 2011, 177쪽에서 재인용.)
34) 본고에 나온 시가번역 중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는 연구자가 직접 번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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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함, 꽃이 만개한 장면, 바람이 가져온 꽃향기 등을 실제 환경에 처해서 느
낀 것처럼 이해하는 예술적 경지에 이르게 일조한다고 했다.35)

  시에서의 맑고 아름다운 봄 배경을 묘사하면서 사용된 잔잔한 봄바람, 코
를 자극하는 꽃향기, 그리고 날아다니는 제비, 졸고 있는 원앙 등은 모두 시
인의 시각, 후각, 촉각 등을 통해서 표출된 것이다. 따라서 땅이 ‘녹다’, 모
래가 ‘따뜻하다’ 등은 오감(五感)과 같은 직접적인 느낌을 토 로 묘사한 것
이 아닌 시인이 봄에 한 기운과 이해가 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렇
기 때문에 직접 만지지 않고도 땅이 녹은 것과 모래가 따뜻한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묘사는 날아다니는 제비의 유연함, 원앙의 한가
한 시각적 느낌을 추가적으로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효과를 가지게 됐다. 이
와 같이 직접적인 감각적 이미지와 간접적인 감각적 이미지가 상호 연결되
면서 시의 전체적 화면이 일관적이고 자연스러운 효과를 나타나게 되었으며, 
생기가 넘치는 초봄의 이미지를 독자 눈앞에 생동감 있게 펼치고 있다.

遙夜泛清瑟, 西風生翠蘿.
殘螢棲玉露, 早雁拂金河. 
高樹曉還密, 遠山晴更多.
淮南一葉下, 自覺洞庭波.

기나긴 밤에 거문고 소리가 흐르는데
서풍이 푸른 초원에 일어나네.
심야가 깊어지니 맑은 검은고 소리 울리고,
서풍이 불어오니 푸른 풀들이 많이 자란다.
남은 반딧불은 투명한 이슬에 몸을 맡기고,
아침 기러기는 찬란한 은하수 스쳐 지난다.
높은 나무들은 잎들이 아직 무성하고,
멀리 산자락은 밝아서 더욱 분명하다.

35) 王啟興 等, 『唐詩鑒賞辭典』, 上海辭書出版社, 1999, 5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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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남 땅에서 잎사귀 하나 떨어져도,
동정호가 일 임을 알겠노라.

—— 허혼(許渾), 「조추삼수·기일(早秋三首·其一)」

  감각적 이미지로는 위와 같은 예도 들 수 있다. 시인은 청아하고 수려한 
문장으로 초가을 저녁에 잔잔하게 흐르는 가야금 소리를 묘사하고 있다. 이
어서 서풍(西風)36)이 푸른 풀밭을 불어 일으킨다고 하다가 이슬이랑 한 몸이 
된 반딧불, 남쪽으로 날아가는 기러기, 멀리 떨어져있는 산자락, 눈앞의 낙
엽 등을 순차적으로 묘사했다. 시인은 청각적인 감각을 시작(詩作)으로 표출
하는 동시에,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 먼 곳에서부터 가까운 곳 순서로 시
각적 감각을 시로 표현하는데, 이는 초가을의 주제와 이미지를 부각하고, 구
성에서의 순서가 더욱 명확하게 나타내는 효과가 있다.
  
更深月色半人家, 北斗闌干南斗斜.
今夜偏知春氣暖, 蟲聲新透綠窗紗.

깊은 밤의 달빛은 방의 절반이나 채우고,
북두칠성은 사라져가고 남두육성도 기울어간다.
오늘 밤에 비로소 봄의 따뜻함을 느끼고,
푸른 창호지 너머로 벌레 울음 소리가 새삼스럽게 들려온다.

—— 유방평(劉方平), 「월야(月夜)」 

  위의 시는 자연에서의 물후(物候) 변화에 착안하여 창작한 시며, 초봄의 
달 뜬 초저녁 배경을 묘사하고 있다. 특히, 제 3구와 4구에서는 감각적 각도
에 입각하여 달이 뜬 봄의 기운을 함축적 이미지를 묘사하고 있다. 우선, 

36) 여기서 서풍(西風)은 가을바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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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의 따뜻함’은 시인의 계절 변화에 한 민감성을 의미하고, 민첩한 감각
으로 찬기가 떠난 후에 온기를 느끼고 있는 것을 뜻하는데, ‘따뜻함’은 시인
의 촉각적 감각으로 느낀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시인은 ‘벌
레 울음’이란 이미지를 묘사했는데, 자연에서 작은 벌레가 봄의 온기를 가장 
먼저 느끼고, 자신도 모르게 울음으로 표출한 것이다. 촉각적 이미지와 청각
적 이미지는 상호 보완하면서 초봄의 기운을 전면적으로 유출하고 있다.37) 
하지만 초봄의 벌레 울음소리는 드물며, 규칙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시
인은 푸른 창문을 통해서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심지어 더욱 더 선명
하고 아름다운 운율로 곤충의 울음이 귀가에 맴돌고 있는 것이 초봄의 선율
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38) 이로서 시인은 더욱 더 봄의 메시지를 느끼
고 있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인이 묘사하고 있는 ‘푸른 창문’의 푸른색
은 저녁에 식별하기 어렵지만, 시인 마음속에 넘치는 봄기운 덕분에 푸른색
이 강조되어 보 을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유추할 때, 시인은 촉각적 청각
적 이미지를 통한 묘사를 통해 시인의 봄이 오는 환희에 해 표현하고 있
다.
  이상과 같은 예처럼 시인은 신체가 느끼는 다양함 감각을 시에서 이미지
로 표현할 수 있으며, 독자의 가슴에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데 목적으로 두고 
있다. 독자는 이러한 감각적 이미지로 인하여 시적 상에 한 감각적 경험
을 불러일으켜 상상력을 동원하게 되며, 전체적인 시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 비유적 이미지

37) “一寫人, 一寫蟲, 蟲值春至而始鳴, 人聞蟲聲而知春, 人和物就是如此心心相印, 息息相通. 
‘偏知’ 是所感, ‘新透’ 是所聞. 一感一聞, 相輔相成, 將觸覺和聽覺融合, 把初春的氣息全盤托
出.” 唐嗣德, 「意味蘊藉 春意盎然」, 『語文月刊 3』, 華南師範大學文學院, 1998, 8쪽.
38) “…其运用的主要意象便是虫声, 又有‘新透绿窗纱’补加, 更给人以清新右爱的感觉. 因为这
虫声本来已是够清脆悦耳的了, 再让它通过‘绿窗纱’, 似乎将它过滤了一遍, 将那些不规整的杂
首全都清除掉, 剩下的当然全是乐音了.” 于非, 『中国古代文学作品选』, 高等教育出版社, 
2002, 3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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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유적 이미지는 비유어로서의 이미지로 제유법, 직유법, 환유법, 은유법, 
의인법 등의 수사적 방법으로 표현되는 이미지가 표적으로 나타난다. 비유
적 이미지가 갖는 인식론적 의미는, 상이한 두 사물을 병치함으로써 과학적 
의식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실재적 진리의 통찰이 어느 정도 가능해진다는 
점이다.39) 즉 비유적 이미지는 비유 자체의 속성에 기 어, 이질적이며 모순
되거나 충돌하는 요소들이 하나의 체계 속에 통합되어 있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하여 개체적이거나 감각에만 의존한 인식으로는 드러내기 힘든 이상을 
드러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40) 먼저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비유적 이미
지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江碧鳥逾白, 山青花欲燃.
今春看又過, 何日是歸年.

강물이 푸르니 새는 더욱 하얗고,
산자락 푸르니 꽃잎이 타오르는 듯하다.
올 봄도 그냥 지나가니,
언제쯤 고향에 돌아가려나.

 —— 두보(杜甫), 「절구이수·기이(絕句二首·其二)」 

  본시의 제 2구 “산자락 푸르니 꽃잎이 마치 타오른다.”는 시인이 꽃을 비
유적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고, 산 정상의 푸른색에 의하여 붉은색 꽃이 마치 
곧바로 타오를 것 같은 불과 같다고 묘사하는데, 이와 같은 강력한 화면은 
봄날의 생기 가득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마치(欲)’는 꽃을 의인화한 
것이고, 봄꽃의 하늘거리는 다채로운 자태를 시의 묘사를 통해 전달하고 있
다.

39) 마광수, 앞의 책, 139쪽.
40) 손정은, 「지명이미지를 통한 시조 이해 교육 연구」, 서울 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19쪽.



- 24 -

  
糝徑楊花鋪白氈, 點溪荷葉疊青錢.
筍根稚子無人見, 沙上鳧雛傍母眠.

흩뿌려진 버드나무 꽃잎이 하얀 담요 같고,
떠다니는 연꽃잎은 청동돈 쌓인 모습 같네.

나무밭 작은 죽순 사람들이 발견 못하고,
모랫가 천둥오리 새끼는 어미 곁에서 잠들었네.

—— 두보(杜甫), 「절구만흥구수·기칠(絕句漫興九首·其七)」

  위의 시는 아름다운 한 폭의 초여름 풍경을 그림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여름은 버들나무 꽃잎이 흩날리는 계절인 동시에 연꽃이 만개하는 계절이기
도 하다. 시인은 앞의 두 구절에서 비유적 이미지를 통해 길에 깔려있는 버
들나무 꽃잎을 하얀 담요로 비유하고, 연못에 떠있는 푸른 연꽃잎을 물 위에 
한 겹씩 쌓인 청동 돈으로 비유한 것이 몹시 생동적이고 생생해서 꽃이 만
개하고 잎이 무성한 여름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葉聲落如雨, 月色白似霜.
夜深方獨臥, 誰為拂塵床. 

잎이 지는 소리는 마치 빗소리 같고,
달빛은 마치 서리 내린 듯 희다.
깊은 밤에 홀로 침 에 누웠는데,
누가 침  위의 먼지를 털어줄까?

—— 백거이(白居易), 「추석(秋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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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시는 늦가을 저녁에 혼자 있어서 외롭고 처량한 시인의 모습을 배경
으로 하고 있다. 창밖의 가을바람은 나뭇가지를 훑고 지나가고, 시인은 가을 
이미지 표성이 뚜렷한 낙엽과 가을 달을 묘사했다. 그리고 낙엽이 떨어지
는 소리를 비가 내리는 소리로 비유하고, 밝고 맑은 달을 하얀 서리로 비유
한 것은 가을의 외롭고 쓸쓸한, 그리고 슬픈 분위기를 두드러지게 한다.
 
樓倚霜樹外, 鏡天無一毫.
南山與秋色, 氣勢兩相高.

누각은 서리 내린 숲속 옆에 자리를 하고,
거울과 같이 맑은 하늘 구름 하나도 없네.
남산과 가을 하늘은,
서로 높은 기세를 뽐내고 있네.

  —— 두목(杜牧), 「장안추망(長安秋望)」 

  위의 시에서 시인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을 하늘을 먼지 하나 없는 
깨끗한 거울로 비교하여, 높고 맑은 가을 하늘의 전형적인 특징을 표현한 동
시에 시인 스스로 가을에 마음이 후련하고, 기분이 유쾌한 느낌, 그리고 맑
고 투명한 심경을 표출하고 있다. 마지막 두 구에서는 구체적인 유형의 높은 
남산 이미지를 묘사하면서 추상적이고 무형의 추색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
다.41) 이어서 추색의 기색을 노래한 것은 시인의 정신과 품격이 추색과 같이 
명정하고, 드넓고,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에서의 예와 같이 비유적 이미지는 다른 사물과의 비교를 통해 이미
지를 구체적으로 부각하여, 통합적이며 포괄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41) “南山是具體有形的個別事物, 而‘秋色’卻是抽象虛泛的, 是許多帶有秋天景物特點的具體事
物的集合與概括, 二者似乎不好比擬, 而此詩卻別出心裁地用南山襯托秋色.” 赵丽雅, 『唐诗鉴
赏解析』, 延边人民出版社, 2002, 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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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감각적 이미지는 특정 감각을 바탕으로 사물의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묘사하지만, 비유적 이미지는 서로 다른 두 사물을 비교하여 상호간 특징을 
나타낼 뿐, 실질적 특징은 부각되지 않는다. 이러한 묘사 방식과 관점에서 
봤을 때 감각적 이미지와 비유적 이미지는 차이가 있다.

  (3) 상징적 이미지

  상징은 구체적인 상을 통하여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어떤 것을 지시하는 
것이다.42) 상징적 이미지는 시인의 경험, 취향, 기질 등에 의해서 우연히 이
루어지기도 하고, 원형적 상징이나 신화 또는 종교 등에 한 시인의 지식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43) 따라서 상징적 이미지는 관념이나 이
념적인 요소가 이미지와의 결합을 뜻하고, 또 이러한 요소는 이미지에 의해 
암시적으로 환기된다. 먼저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상징적 이미지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初聞征雁已無蟬, 百尺樓臺水接天.
青女素娥俱耐冷, 月中霜裏鬥嬋娟.

기러기 울음소리 들리기 시작하니 매미는 이미 사라졌고,
백척 높은 누각에 올라보니 물과 하늘이 붙어 있다.
청녀(青女)44)와 소아(素娥)45)는 추위를 모르고,
달빛 아래 서리 내리는데 미모를 다툰다.

—— 이상은(李商隱), 「상월(霜月)」 

42) 박현수, 앞의 책, 364-365쪽.
43) 마광수, 앞의 책, 141쪽.
44) 서리의 여신 혹은 서리를 가리킨다.
45) 항아(嫦娥)라고도 하며 달을 지칭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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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시는 늦가을 물가에 자리한 높은 누각에서 눈부시게 비치는 서리 내
린 달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늦가을이란 계절에는 슬프고 침울하지만, 서리 
가득한 달빛으로 인하여 오히려 밝고 맑게 느껴진다. ‘서리여신’과 ‘상아’는 
신화에서 나타난 인물형상인데, 시인은 그들의 ‘두려워 않는 추위’, ‘미모의 
우위 가린다’ 등의 상징적 이미지로 서리와 달의 우수한 성품을 의미하고 있
다.46) 이와 같이 시인은 작품을 통해서 가을 저녁의 아름다운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맑게 갠 가을의 혼백, 그리고 서리 내린 달의 정신 등으로 시인이 혼
탁한 세속에서 광명정 (光明正大)한 세상에 한 염원을 담고 있다. 나아가 
숭고하면서 신성한, 또한 정직하면서도 세속에 합하지 않는 고귀한 심경에 

한 갈망을 알 수 있다.
  
羽翼摧殘日, 郊園寂寞時. 
曉雞驚樹雪, 寒鶩守冰池.
急景忽雲暮, 頹年浸已衰. 
如何匡國分, 不與夙心期.

새의 날개가 부러진 날에,
교외 원림이 적막한 계절.
아침 닭은 나무 위의 눈을 보고 놀라 울고,
겨울 오리는 얼어붙은 연못을 지키고 있네.
성급한 햇살은 금새 저녁 구름속으로 숨고,
연로한 이몸은 어느새 시들어가는구나.
국가를 다스려야 할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꼬,
차라리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할까보다.

46) “青女, 素娥在詩裏是作為霜和月的象征的, 詩人所描繪的就不僅僅是秋夜的自然景象, 而是
勾攝了清秋的魂魄, 霜月的精神.” 馬茂元 等, 『唐詩鑒賞辭典』, 上海辭書出版社, 1983, 113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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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은(李商隱), 「유거동모(幽居冬暮)」 

  위의 시는 늦겨울을 배경으로 하고, 나아가 곤경을 상징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제 3, 4구에서의 ‘아침 닭’과 ‘겨울 오리’는 시인 스스로를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다. 아침의 닭은 나무에 내린 눈으로 인한 밝은 것을 보고 아침
이 밝은 것으로 착각하여 울었다고 했는데, 눈에 뒤덮인 나무 위에 살고 있
는 닭의 모습을 자신의 곤경에 처한 모습을 뜻하는데, 이러한 조건에서도 아
침이 밝은 것을 알리며, 끊임없이 진취하려는 시인의 노력을 전달하고 있다. 
연못은 얼었지만, 이러한 추위 속에서도 그 곳을 지키는 오리는 자신이 곤경
에 처했지만 고유의 성품을 잃지 않고, 조국에 보답하려는 노력을 상징적으
로 의미하고 있다.47) 겨울의 이러한 두 상징적 이미지는 시인의 정치적 이념
이 현실사회와의 모순과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시인의 애
국 정서를 반 하고 있다.
 
客路青山外, 行舟綠水前.
潮平兩岸闊, 風正一帆懸.
海日生殘夜, 江春入舊年.
鄉書何處達, 歸雁洛陽邊.   
                              
나그네 길 청산(靑山)을 벗어나,
배를 저어 녹수(綠水)를 건넌다.
물결은 고르고 양쪽 언덕 드넓은데,
순풍이 불어오니 돛을 높이 올린다.
바다에 해 뜨니 어둠은 사라지고,
강가에 봄이 오니 묵은 해가 들어간다.
고향으로 보낸 서신은 언제쯤 도착할까?

47) “…鴨子戀戀於冰池畔，也可喻詩人政治上的操守.” 劉逸生·陳永正, 『李商隱詩選』, 三聯書
店, 1980, 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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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는 기러기는 낙양 근처를 맴돈다.

—— 왕만(王灣), 「차복고산하(次北固山下)」 

  위의 시는 늦겨울, 초봄에 시인이 여행 중에 본 푸른 나무와 맑은 물, 양
안의 드넓은 웅장한 모습 등을 묘사하고 있다. ‘강가의 봄’은 새로운 한 해
를 상징하고, ‘봄’은 새롭고 아름다운 사물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동
시에 “봄이 와서 지난해가 간다.”는 계절의 교차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다. 지난해는 떠나지 않으려 하지만, 새로운 것이 지닌 힘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은 떠나게 된다. 봄이 추운 겨울을 떠나보내는 것은 계절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며, 새로운 것과 지나간 것의 교차는 자연의 순리라고 전달하는 동시
에 생활에서의 보편적인 철학적 의미를 표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상징적 이미지는 인간의 원형적 사고나 잠재의식과 관련 맺
고 있다는 경우가 많다.48) 그리고 상징적 이미지는 시인의 감각적 능력을 초
월하여 자신의 가치관, 세계관을 투 한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비유적 이
미지는 여러 사물과의 비교를 통해 다양한 경험과 총체성을 효과적으로 표
출하지만, 상징적 이미지는 특정 상징을 바탕으로 관념적 이미지를 도출한다
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계절이미지의 비교문학적 접근

 1) 한국어 문학교육에서의 비교문학적 접근

  ‘비교문학(comparative literature)’이란 용어를 하나의 학문적 용어로 사
용하게 된 것은 19세기 중엽부터로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다. ‘비교’라는 용
어와 ‘문학’이라는 용어를 개별적 언어로 사용할 때는 아무런 혼란을 주지 
않는 반면, ‘비교문학’은 문자 그 로인 ‘문학의 비교’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

48) 마광수, 앞의 책, 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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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특수한 의미와 성격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이 용어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용어가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교문학’이란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것은 1816년 노엘(Noel)과 라플라스
(Laplace)에 의해서 지만, 이를 문학연구의 한 방법으로 처음 사용한 것은 
1827년 빌맹(Villemain)이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비교문학의 창시자
는 빌맹(Villemain)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87년 리옹 학에서 비교문
학 강좌가 개강되며 학문적 과제로서의 비교문학이 실제로 탄생하게 되었다. 
비교문학은 일종의 문학연구의 방법으로 두 문화권 이상의 문학작품을 비교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비교문학은 프랑스에서 20세기에 걸쳐 생
트 뵈브(Sainte-Beuve)와 브륀티에르(F.Brunetière)， 발당스페르제
(F.Baldensperger), 방 티켐(VanTieghem), 까레(J. M. Carré), 귀아르(M. 
F. Guyard）등에 의하여 프랑스학파 비교문학에 한 이론이 정립되어 갔
다.49) 프랑스학파 비교문학의 특징은 첫째, 국제적인 문학 교류사를 전제로 
한다. 둘째, 수용과 향 관계가 있는 문학 비교를 중시하는 동시에 향 및 
수용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셋째, 문학작품 본연
의 비교를 강조한다. 넷째, 문학 간 향관계가 없는 비교는 ‘비교’가 아닌 
‘ 비’로 본다.50) 비교문학 역에 있어서 유사성의 비연구는 작품 간의 
비교를 통해서 어떠한 유기적 향관계를 상정하지 않더라도 그 유사현상을 
선택하여 해석하는 것이며, 인간의 사상 혹은 감정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 비연구는 결국 세계 여러 나라의 유사한 문학적 소재, 모
티브, 이데아 등과 같은 것을 그 연구 상으로 하기도 한다.51)

  한편 미국학파의 학자들은 문학적 향과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한 극히 
제한된 문학과 문학 간의 비교를 고수해온 전통적인 프랑스 비교문학의 방

49) 오지혜·윤여탁, 「한국어교육에서 비교문학을 활용한 현 시 교육 연구」, 『국어교욱』 131, 
한국어교육학회, 2010, 551-589쪽; 조진기, 『비교문학의 이론과 실천』, 새문사, 2006, 
11-23쪽.
50) 윤호병, 『비교문학』, 민음사, 2005, 47쪽.
51) 김학동, 『비교문학론』, 새문사, 1983,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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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을 비판하고, 유사성의 비연구에서는 문학이론과 비평을 비교문학의 
역으로 도입하면서 그 역을 크게 확 하 다. 반드시 문학적 향관계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비교의 상으로 삼지 않았던 폐쇄성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라도 그 유사성을 비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학자들의 호
응을 불러일으켰다.52) 문학비평과 문학사의 분리 불가능성 및 역사적으로 볼 
때 비 향적이고 비수용적인 현상까지도 비교할 수 있다는 르네 웰렉(Rene 
Wellek)의 견해는 미국학파 비교문학의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53) 이
러한 관점이 미국에서 수용되면서, 해리 레빈(Harry Levin), 바이스슈타인 
(Ulrich Weisstein), 레마크(H. H. Remark) 등을 거쳐 비교문학의 개념은 
특정한 나라의 제약을 뛰어넘는 문학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문학과 예술(회화, 조각, 건축, 음악), 철학, 역사, 사회과학(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과학, 종교 등을 비교하는 연구까지 그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54)

  이처럼 프랑스학파는 ‘ 향관계’ 연구를 주장하고 각 나라 작가와 작품의 
직접적 향관계를 고집한 반면, 미국학파는 ‘평행관계’ 연구를 제창했고 서
로 다른 나라의 문학 간의 내재적, 공통적 특징을 논의하여 그들의 이동(異
同)을 분석했다. 오늘날 비교문학의 새 동향은 유사성을 비하는 평행연구
가 더 활발하다.55)

  한국어교육에서 비교문학 교육 관점 또한 앞에서의 논의와 같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서로 다른 문학의 향 및 수용 관
계에 초점을 두는 ‘비교 연구’, 나머지 하나는 비 향적 및 비수용적 현상까
지 포함한 총체성을 가지고 있는 연구 방법인 ‘ 비 연구’다. 첫 번째 분류
에 있어서는 한국 문학작품에 향을 준 외국 문학작품과의 관계를 찾아 탐
구함으로써 한국문학에 한 이해와 해석하는 문학능력을 함양하는 것에 초
점을 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분류는 서로 향을 주었거나 혹은 비단 수

52) 김학동, 위의 책, 54쪽. 
53) 윤호병, 앞의 책, 48쪽.
54) 위의 책, 50-51쪽.
55) 조동일, 「비교문학의 방향전환과 서설」,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지식과산업사, 1992, 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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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국가의 문학작품을 비하고, 또한 다
른 장르의 문학작품과 비하여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사회, 문화,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 한 이해 및 세계문학으로서의 이해에 초점을 둔다.56)

  한국어교육에서 한국 문학작품을 배우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자국 문학과의 비교를 통해 각 민족 문학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연결될 때 더 큰 의미를 갖는다. 한국과 중국은 수천 년 동
안 같은 유교문화권에 속해 있었고, 문학 또한 수천 년의 교류사를 갖고 있
어서 많은 공통된 요소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한중 양국의 역사적 
차이가 서로 다른 문화를 축적하게 했으며, 이로 인해 문학 작품을 둘러싼 
정치, 역사, 심리 등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상이한 요소 또한 갖고 있다. 
한국과 중국 문학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비교하고 조해보는 것은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한국어학습의 취미를 증 시키는 데 일조한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문학은 문화의 정수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듯이 한국어 문학교육에
서 비교문학을 도입하는 것은 단지 각자 문화의 유사점과 차이점의 확인만
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닌, 세계 보편적 혹은 특수적 맥락에서 한국 문학 작품
을 이해하는 동시에 자국 문학작품 및 사회문화적 맥락과 비를 통해서 전 
세계 보편적 정서를 이해하고, 그리고 한국 및 자국 문화의 특수성 등을 이
해하는 데도 일조한다. 즉 한국어 문학 교육에서 비교문학의 접근은 각자 문
학의 정신적 자산을 교환하는 도구로서 문학 작품 자체의 감상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한 이해, 나아가 세계 문화를 이해하게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인 의의가 있다.

 2) 시조와 당시(唐詩)의 비교 가능성

  우리가 중국시를 언급하게 될 때 보통 당시(唐詩)를 연상하게 된다. 이는 

56) 윤여탁, ｢비교문학을 적용한 외국어로서의 한국 현 문학 교육 방법｣, 『한국언어문화학』
6-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09, 53-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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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도 시가 당나라에 이르러 가장 절정기에 이르 을 뿐만 아니라 
인구에 회자하는 유명한 시인도 특히 당나라에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
다. 중국 명  문학 평론가인 호응린(胡應麟)은 『시수(詩藪)』 외편(권 3)에서 
“ 단하구나, 당  시의 흥성함이여! 그 체제에는 삼언(三言)·사언(四言)·칠언
(七言)·잡언(雜言)·악부(樂府)·가행(歌行)·근체(近體)·절구(絕句) 등 갖추지 않은 
것이 없구나.”라고 평가하 다.57) 당시(唐詩)는 역  최고의 수준을 이룩한 
개성적이고 뛰어난 위치를 차지하는 입장에서 양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제
재, 형식, 기교, 사상 등 여러 면에서 전성기를 맞게 되었다.58) 당나라 때는 
중국 서정시의 최전성기이다. 태평성 인 당 에는 비로소 많은 시인들로 하
여금 비범한 재능을 시작(詩作)에 쏟게 하고 창작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
다. 
  시조는 한국문학사에서 가장 완결된 구성을 이룬 정형 시가 을 뿐만 아
니라, 오늘날까지 그 생명이 이어져 오는 유일한 시가 장르이다.59) 전통적 
시가 양식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 창작·가창되었다. 또한 
언문일치(言文一致)의 시가로 발전하여 한민족의 정신과 정조를 가장 잘 표
현해 낼 수 있는 시 형식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그 문학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60)

  중국의 당시(唐詩)들을 수록한 서적인 전당시(全唐詩)에는 2,900여 작가의 
시 4만 9천 여수가 수록되어 있다. 위로는 제왕(帝王), 귀족(貴族), 문사(文
士), 관리(官吏)로부터 아래로는 승려, 도사, 기녀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
들의 작품이 두루 실려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시가는 당나라 때에 있어 
이미 보편화된 일종의 문학양식으로서 단지 소수 고급문사들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위진(魏晋) 시기로부터 내려온 시는 부분 귀족시인들
에 의해 창작되었기 때문에 시가는 자연스럽게 궁정풍(宮廷風) 또는 귀족의 

57) “甚矣, 詩之盛於唐也, 其體, 則三, 四, 五, 六, 七, 雜言, 樂府, 歌行, 近體, 絕句, 靡弗
備矣.” 김명원, 「당시의 연변과정 연구」, 경기 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3쪽에서 재인용.
58) 위의 논문, 56쪽.
59) 김병국, 『한국 고전문학의 비평적 이해』, 서울 하교 출판부, 1995, 244쪽.
60) 김제현, 「시조와 한시의 비교 연구」, 『어문연구』 2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1, 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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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향으로 쓰 으며 묘사의 상도 귀족생활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 다. 이
에 비해 당시(唐詩)는 내용면에서 산수시(山水詩), 궁정시(宮廷詩), 전원시(田
園詩), 변경시(邊境詩), 회시(詠懷詩), 유선시(遊仙詩), 사회시(社會詩), 애
정시(愛情詩)등 주제가 다양하게 전개되어 산수자연을 다룬 것은 물론 사회
와 인생의 전반적인 문제까지 다루고 있어 시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 고, 시
의 경지를 확 시켰으며, 시의 생명을 강화시켰다. 이러한 진보된 현상은 당
나라 이전의 시가에서는 거의 없었던 것이었다.
  한편 한국시가에서 시조는 공적 기능이 사적 기능으로 변모된 최초의 양
식이다. 특히 조선시 에 주로 성행했던 시조는 점차 집단적 이상 혹은 염원
이 깃들지 않게 되었고, 궁중과도 더 이상 연관되지 않게 되었으며, 개인적 
정서, 서정 그리고 의지 등을 펴나가는 기능만이 남게 되었다.61) 이는 즉, 
시가는 군주와 귀족에 한한 것이 아닌, 민간 시인의 손으로도 전이된 점에서 
당시(唐詩)의 특성과도 흡사하다. 부분의 시가들이 지식층이나 사 부와 
같은 양반 계층, 혹은 민중이라는 이분법에 따라 창작층이 분류되는 반면, 
시조는 양반으로부터 기녀에 이르기까지 그 향유 계층이 다양했던 만큼 한
민족의 사상, 감정, 생활 등을 폭넓게 표현해 낸 시가 양식이다. 
  시조의 내용면에서는 주로 송축(頌祝), 절의(節義), 훈민(訓民), 한정(閑情), 
강호가도(江湖歌道), 안빈낙도(安貧樂道), 애정(愛情) 등 주제가 있는데, 『청
구 언』과 『해동가요』같은 가집이 간행되면서 경험과 감정을 표현하는데 있
어 시조는 더 가치 있는 장르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시조의 내용은 애정과 
이별, 인정물태(人情物態), 사회비판 등 다양한 역으로 확산되었다. 
  당시(唐詩)는 기승전결(起承轉結)의 형식으로 의미를 구성한다. 기승전결은 
한 편의 시를 4단계로 시상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절구의 경우는 
한 구씩, 율시는 두 구씩 기승전결을 이룬다. ‘기(起)’는 ‘시상의 발상’, ‘승
(承)’은 ‘전개’, ‘전(轉)’은 ‘전환’, ‘결(結)’은 ‘끝맺음’을 말한다. 
  시조는 조선시  사 부들의 언어문화 속에서 사 부 외의 사람들이 그들
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형식으로 개발되었으며, 생

61) 강명혜, 「시조의 변이 양상」, 『시조학논총』 24, 한국시조학회, 2006,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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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줄거리를 간명하게 표현하면서도 곧장 종장으로 가지 않고 초, 중장을 
거쳐 여유 있는 3장의 형식을 이루었다.62) 하지만 현존하는 한국 고유의 정
형시로서 시조의 정형성을 밝히는 작업은 오랜 과제로 이어져 오고 있다. 
초, 중, 종장인 3단 구조를 시조 의미구조의 기본으로 삼는 것이 가장 자연
스러워 보이지만, 다른 견해들도 있다. 예를 들면 2단 구조를 지지하는 견해
가 있는데, 이는 언어적 의미구조를 주목해 시가의 초, 중장의 병렬에 이은 
종장에서의 접속, 종결로 보고 있다는 견해가 있고, 가곡창에서 음악적 흐름
의 변화에 주목하는 경우에는 율격적 변화에서 초, 중장과 종장으로 2단 구
조로 나뉘는 것을 주장한 연구도 있다. 또 4단 구조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시
가의 종장 첫 음보를 독립적인 감탄사 즉 낙구로 보아 시조가 한시와 같은 
기승전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63) 하지만 시조는 서론, 본
론, 결론에 이르는 의미 단위가 모여 3장의 형식을 이루고 있다는 견해가 가
장 지배적이다. 시조의 3단 구조는 민족 고유의 사상과 사고방식의 한 표상
이며, 한국만의 미의식에서 창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64) 시가의 의미구조가 
기승전결로 이루어진 것은 세계 시가의 일반적인 구성 원리65)로서 시조의 3
단 구성은 매우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은 기후적으로 흡사하며, 지리상으로도 근접하다. 그리고 
사계가 뚜렷하다는 등의 공통점들은 양국의 계절이미지가 비슷한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이에 따른 비교가치도 상승하게 된다. 고

 동아시아는 농경사회 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
요했다. 따라서 중국에서 고안되었던 24절기는 한국을 포함한 부분의 아시
아권 국가에서 사용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한국과 중국의 계절이미지 관련 
문학이 량으로 생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시조와 당시(唐詩)의 시 적 차이에 하여 이한창(1986)66)의 연구는 본고

62) 장재호, 『한국시조문학론』, 태학사, 1999, 17-21쪽.
63) 송지언, 「시조 의미구조의 경험 교육 연구」, 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64) 김제현, 앞의 논문, 123쪽.
65) 김 행, 『한국시가구조연구』, 삼 사, 1982, 22쪽.
66) 이한창, 「韓日古詩歌に現われた自然觀の比較硏究 : 時調と萬葉の自然素材を中心にして」, 
『제주 학교 논문집』 16, 제주 학교, 1986, 193-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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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이 연구의 연구 상인 『만요슈』(萬葉集)와 시조는 
창작시  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비교 상으로 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전제하 다. 그러나 이 연구의 의의는 어휘, 음운, 문법, 표기법 등 어휘적 

향관계의 연구가 아니고 문예적인 면에서 진행하는 연구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비록 이 연구는 계절이미지를 주제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
구 상의 창작시  간의 차이가 있어도 비교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에서 본 연구와 동일한 맥락을 취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근체시는 당 (唐代)로 진입하면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
지만, 송 (宋代)에 진입하면서 점차 쇠퇴하게 되는데, 중국의 봉건사회 말기
인 명 (明代)와 청 (淸代)에는 전제주의(專制主義)가 심화됨에 따라 중국 
전통문화에서의 철학과 종교는 당시의 시인에게 새로운 사회적 시각이나 심
미적 시각을 시사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향으로 중국인의 감정도 자
연스럽게 평범하면서 세속적으로 변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시가 중심의 
정통문화가 쇠락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면 희곡과 소설 등 세속문학이 발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시인이란 정서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단으
로, 그들의 정서적 체험은 중국인의 정서적 방향을 좌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명 (明代)와 청 (淸代)의 시가가 조선시 의 시조와 시기적으로 
가깝지만, 위에서와 같은 이유로 두 부류의 작품을 비교하는 것은 문학적 접
근에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첫째, 시조와 당시(唐詩)는 양적, 질적으로는 
양국의 고전시가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동시에 각국의 

표적인 서정시이며, 계절이 나타나는 작품의 수가 다른 장르보다 많은 편
이다. 둘째, 시조와 당시(唐詩)는 모두 사 부 계층 위주이지만, 다양한 작가
군이 구성되는 공통점이 있다. 셋째, 시조와 당시(唐詩)는 구조상으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주제가 제한되지 않고 발
전했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넷째, 한국과 중국은 자연풍토가 흡사하다는 점
에서 계절이미지 또한 비슷한 방향으로 발전했다. 그러므로 당시(當時) 선조
들의 정서와 사상, 그리고 사회문화적 환경을 보다 보편적 시각에서 관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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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3. 계절이미지 비교의 한국 문학교육적 의의

 1) 계절이미지의 친화성과 교육적 운용

  인간은 누구나 계절에 민감하고, 각 계절이 주는 다양한 인상과 정서는 우
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각 계절이 갖고 있는 상징성과 
이미지를 고전교육의 매개체로 활용할 때 학습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 계절
과 인간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며, 인간의 삶 
자체는 자연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간이 창조한 언
어예술인 문학에는 어떤 식으로든 인간 삶의 한 양상으로서 자연 계절이 반

된다. 인간을 둘러싼 외부세계로서 자연 계절을 해석하는 방식은 인간 문
학 속에 형상화를 이루며 생동감 있게 표현된다. 따라서 문학 속에 드러난 
여러 가지 자연 계절의 이미지에 한 학습은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흥미롭
고도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더욱이 한국 고전시가 교육에서 문학작품 속 계절이미지를 살피는 것은 
고전문학 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고전문학 학습의 장애 요소 가운데 하나는 바로 고전시가 작품과 그것을 감
상하는 학습자 사이에 놓인 결코 짧지 않은 ‘역사적 거리’다. 고전문학 작품
에는 선조들의 사회와 문화에 한 인식과 경험이 반 되어 있음에도 불구
하고, 교육에 있어서는 고전시가가 불러졌던 과거 사회의 모습은 지금 우리
가 살아가고 있는 현 사회와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이다. 그렇기에 학생들은 
고전시가를 과거의 사실로만 인식하거나 수업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 행
해지는 과정으로만 이해하여 자신과 연결시키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
서 학습자는 고전시가를 배울 때 문화적 이질감을 항상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고전시가에 나타난 계절의 이미지를 살펴보는 일은 선조들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는 시작이 될 뿐만 아니라, 고전시가 작품이 우리의 삶과 동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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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지루하고 어렵기만한 과거의 작품이 아니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
이며, 이는 현 와 고 의 간격을 좁히는 과정이자 각자의 삶을 둘러싼 계절
을 되돌아보고 그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시조 작품에서 한자가 그 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
은데 한국 학생은 이해하기조차 어렵지만 중국 학생에게는 오히려 좋은 단
서가 될 수도 있다. 학습자는 시조를 접할 때 생소함을 덜 느낄 것이며, 작
품을 감상할 때 자연스럽게 거부감을 줄이게 될 것이다. 게다가 비교 상이 
되는 중국의 문학 작품을 함께 보면서 학습자가 자신의 배경지식을 환기하
고 양국의 문학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 문학의 
이해능력뿐만 아니라 자국의 문학에 해서도 또한 깊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고전시가를 난해하게 생각하는 중국 학습자들에게 유의
미한 교육적 효과를 충분히 기 할 수 있다.

 2) 문학적 감수성과 상상력의 신장

  고전시가는 개인의 성격뿐만 아니라, 집단의 성격까지 두루 반 되어 있는 
열린 구조로, 독자의 주관적 이해 및 감상의 폭을 넓혀준다. 그리고 독자의 
상상력, 창조력, 종합적 이해력 또한 극 화 시켜주는 장점을 지니고 있
다.67) 이러한 문학작품이 학습자의 상상력과 공감을 끌어내 학습에 몰입하게 
도와주기도 한다.
  문학작품을 읽는 것은 작품을 심미(審美)하는 동시에 작품이 재탄생되게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독자는 시를 읽는 과정에서 시 텍스트로부터 다양한 
정서와 심미적 가치를 인식하고 내적으로 조절하는 기회를 획득한다. 독자는 
작품의 내용과 작가의 감정을 전제로 하고, 작품 속에 내재한 이미지를 통해 
독자 스스로의 감정과 상상력을 전면적으로 끌어 올리게 된다. 또한 생활 속
에서 겪은 직접 혹은 간접적인 경험과 축적된 심미적 경험을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은 작품 속에 자신을 투입시켜 그곳에서 예측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

67) 권오경, 『고잔시가작품교육론』, 월인, 1999,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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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하게 할 수 있는 동시에 독자가 능동적으로 문학작품에 해 탐구하고 내
포된 의미를 이미지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심층적 내용을 이해하게 된다. 계
절이미지가 드러내는 느낌과 정서, 관념 등을 토 로 한 계절간의 탐구를 통
해서 학습자들의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 집단문화의 뿌리로서의 고전시가에 나타난 계절
이미지의 상징과 인식에 해 배움으로써 한국인들의 의사소통 과정에 숨어 
있는 상징적인 코드들을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상징적인 코드들을 통해 중
국인 학습자들은 문화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하면서 문학적 감수성을 
획득하게 된다. 
  또한 계절이미지를 비교하는 고전시가 교육은 시적 언어로부터 생성되는 
이미지를 통해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 즉 이미지 기억을 떠올
릴 수 있도록 의식을 자극한다. 이처럼 계절이미지가 드러내는 느낌과 정서, 
관념 등을 토 로 한 계절감의 탐구를 통해서 시 텍스트의 이미지와 관련되
는 경험을 상기하고 그것을 다시 텍스트 해석에 적용함으로써 자신이 구축
할 수 있는 시적 세계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으며, 학습자들의 경험 세계의 
폭도 넓힐 수 있다.
  이와 같이 감수성 획득 외에 상상력 또한 신장할 수 있다. 시는 인간의 사
상과 정서를 운율 있는 언어로 표현해 놓은 예술이다. 또한 논리성과 합리성
을 띤 글과 달리 시인의 상상력이 작품의 예술성과 창조성에 기여하므로 시
를 교육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에는 상상력의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
다.
  상상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상상력을 통해 작품을 문자 그 로 
접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방식과 관점으로 사물을 보게 하기 때문이다. 이
는 즉, 창조력과 결부한 새로운 관점을 통해 사물을 보면서 단순한 외적 현
실을 이미지화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외적 현실로부터 자신의 사
고와 감정을 거쳐서 새로운 세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68) 따

68) 김상욱, 「시적 상상력의 유형과 그 문학 교육적 함의」, 『한국초등국어교육』 18, 한국초
등국어교육학회, 2001,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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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문학적 상상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교육을 통해 창조적인 인간을 만
들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계절이미지는 시조 학습 과정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장치로서 시인이 전
달하고 싶은 실제 경험이나 관념, 또는 상상들을 호소력 있게 형상화시키는 
수단이 된다. 다시 말해, 계절이미지를 통해 폭넓은 함축적 의미와 정서를 
포괄하는 다양한 의미가 전달되는 것이다. 학습자는 작가가 형상화한 시적 
세계를 살펴가면서 감정이입을 경험하며 문학체험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
지적‧정의적 발달과 상상력 등이 포괄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3)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의 배양

  상호문화적 능력(intercultural competence)은 다른 문화에 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당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자신의 문화를 상 화시킬 수 
있는 능력69)을 말하는데, 이는 학습자 자신이 속한 문화에 한 배경 지식을 
기반으로 하면서 학습 상으로 설정한 목표 언어(target language)뿐만 아
니라 그 문화 구성원들의 가치, 신념, 태도, 정서 등과 접한 관련을 맺는
다.70) 이와 같이 기존 문화에 한 지식 및 관념 등의 독립적 문화 현상에 

한 이해 능력과는 별도로 두 종류 이상의 문화 간에서 의사소통하고 행동
이 가능한 ‘상호문화 능력’은 개인과 서로 다른 문화집단의 다양한 문화를 
융화시키는 과정에서 타문화에 한 인식과 이해존중 등에 반응하고 소통하
는 능력이다.
  상호문화적 능력은 한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어휘나 문법처럼 전면에
서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요소는 아니지만 한국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가, 
그리고 한국어 학습을 수월하게 이행할 능력이 있는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상호문화적 능력 향상을 목

69) 서울 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한국어교육학 사전』, 하우, 2014, 「상호 문화적 능력」 항
목 참조.
70) 김혜진‧김종철, 「상호 문화적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의 ‘흥’이해 교육 연구 – 고전 문학 
제재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1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5, 80-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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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운 되는 한국어교실에서는 학습자가 낯선 문화인 한국 문화의 표면적 
지식과 내한된 지식을 자기 인식 속에서 주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고전시가는 문화 간의 소통의 중요한 매개이기 때문에, 고전시가를 학습하
는 자체도 일종의 문화교류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고  지식인들의 시가를 
통해 그들의 사상과 감정을 이해하고, 그 시 의 현실과 역사를 인식하는 동
시에 중국 시가에 담긴 중국 지식인의 사상이나 정서를 상호 비교하게 된다. 
더 나아가 학습자로 하여금 자기의 문화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다시 인식하
도록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문화에 한 정확한 인지를 바탕으로 타
문화와의 비교를 통해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편견이나 오해 등
을 다시 수정할 수 있다. 또한 문화 간 다양성을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기에 
더욱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타문화에 한 학습을 수행할 수 있으며, 
올바른 상호문화적 태도를 함양하게 되어 결국에는 상호 문화적 소통 능력
을 신장하는 데 효용성이 있다고 본다.  
  한국 고전문학사에서 자연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한 문학이 조선시  
사 부 계층이 산출한 시가문학이라고 한다면, 사시가(四時歌)는 그 표적
인 예에 해당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고전시가에 나타난 계절을 살펴보는 일
은 당 (當代)에 살았던 선인들의 사회를 이해하는 시작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한국적인 것, 조선시  문학 현상과 충절의식, 유교사상, 권농의식 
등의 문화현상에 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한국 시가를 
중국 당시(唐詩)와 비교함으로써 한국과 중국 문화 사이에는 더욱 원활한 의
사소통이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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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계절이미지 비교를 통한 한국 문학교육의 내용

1. 시조와 당시(唐詩)에 나타난 계절이미지의 유형

  본고에서 다루려는 ‘계절이미지’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선례는 없지
만 임성철(2010)의 한국 사시가 내용상의 분류방법과 김신중(1992)의 한일 
고시가에 나타난 자연을 분류하는 방법은 본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김신중(1992)71)에서 한국 사시가의 내용을 사 부층의 강호생활을 노래한 
강호한적류(江湖閑適類), 임금에게 배척받은 신하의 억울한 마음을 하소연한 
고신원정류(孤臣冤情類), 부녀자의 내 한 심사를 노래한 규방모정류(閨房慕
情類), 농촌의 일상을 담은 전가실상류(田家實狀類), 기타 물시(詠物詩), 제
화시(題畫詩), 단순서정시(單純敘景詩) 등으로 나눈 바가 있다. 임성철(201
0)72)에서 시조와 민요시가의 자연을 풍토적 자연, 종교적 자연, 생활환경적 
자연 등 세 가지로 분류하 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한중 고전시가를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며 시조와 당시에 나타난 계절의 유형을 앞에서 논의
했던 이미지의 유형과 응하여 다음과 같은 세 종류의 계절이미지를 도출
하 다. 1) 실제적 계절감이 환기한 감각적 이미지 2) 정서적 계절감이 환기
한 비유적 이미지 3) 관념적 계절감이 환기한 상징적 이미지 등이 있다.
  본 장에서는 시조와 당시(唐詩)에서의 계절이 어떠한 이미지로 형상화되었
는지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계절이미지의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정
한 분류 기준과 틀이 필요하다. 시어는 시를 특징짓는 데에 가장 큰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순수시는 순수시 로, 사회시는 사회시 로, 
자연시는 자연시 로 각기 그 나름 로의 특성에 알맞게 시어를 택하게 되
고, 이런 까닭에서 우리는 시의 내용과 맥락을 통해 그 시를 특징짓고 분류
할 수 있듯이, 시어로써도 시를 특징짓고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73) 또한 시

71) 김신중, 「한국 사시가의 연구」, 전남 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72) 임성철, 『한일 고시가의 자연관 비교 연구』, 지식과 교양, 2010.
73) 윤태원, 「王維 詩의 感覺的 이미지 考」, 연세 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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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계절감은 전체 분위기를 주도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
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절을 나타내는 계절어(季節語)들이 어떠한 특
징을 보이며, 동시에 어떠한 계절감을 드러내는지가 관건이라고 판단해서 계
절이미지를 유형화하 을 때 시조와 당시(唐詩)에 나타나는 계절감을 중심으
로 한 기준을 삼는다. 그리고 계절감은 각각 ‘실제적 계절감’, ‘정서적 계절
감’, ‘관념적 계절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다음 이어지는 논의를 통해 이러
한 양상을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계절이미지의 유
형을 나눈 구조 자체는 정적(靜的)이나, 실제로 작품 안에서 계절이미지를 
드러내는 양상은 비교적 역동적이며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때문
에 이러한 기준조차 애매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 독자는 작품의 계절이
미지를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감상해야 한다.

 1) 실제적 계절감이 환기한 감각적 이미지 

  실제적 계절감은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지각 가능성을 중심으로 분류한 것
인데, 시조의 작가들이 자신이 실제 삶을 살아가면서 체험하고 느낀 계절을 
작품 속에 표현한 것이다. 예를 들면, 봄을 노래한 시의 경우 봄철의 특징을 
나타내는 봄바람·봄비·꽃·새 등 자연현상 혹은 동식물들의 등장을 통해서 봄 
그 자체 특유의 생동감이나 화창함을 느껴지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혹은 일
상에서 농사와 관련된 것을 소재로 해서 봄의 계절감을 나타내는 경우도 이
에 해당한다. 고 에는 농사가 주업인 관계로 계절별 기후변화의 주기가 농
사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기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시
조에 등장하는 계절도 역시 현실성을 기반으로 삼으면서 계절의 특징과 인
간의 행동, 그리고 노동에 주목한다. 당시(唐詩)도 마찬가지로 전원생활과 산
수자연은 당(唐)나라 시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상이 되면서 시작
(詩作)의 상이 되어 작품으로 이어지고 있다.  
  작가의 주관이 개입되어 인식되는 사물의 실체를 작가의 주관에 맞게 보
다 확실히 전하고자 하는 노력은 감각적인 이미지를 창출해 낸다.74)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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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을 통하여 감지하는 상의 많은 부분이 듣고 보는 데에서 오는 것
과 마찬가지로, 많은 계절어들은 청각적 느낌과 시각적 느낌이 많다. 하지만 
그 외에 촉각과 후각, 미각 등 느낌도 있다. 즉 계절어들은 인간의 오감(五
感)을 자극하는 것을 통하여 감각적 이미지를 주는 것이다. 

  (1) 자연 계절의 특징을 형상화한 계절이미지

  시인은 사계를 상상이 아닌, 시각, 촉각, 후각 등 다양한 감각적 체험을 
바탕으로 계절의 특징을 계절어로 형상화하 으며, 과장된 묘사가 아닌 실제 
자연풍경과 생활의 체험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다. 다음 신
계 의 「전원사시가」는 시인이 고향으로 내려가 지내면서, 몸소 체험한 자연
의 특징을 계절어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원사시가」 - 신계영

봄날이 졈졈 기니 잔설(殘雪)이 다 녹거다
매화(梅花) 셔 디고 버가지 누르럿다   
아야 울 잘 고티고 채전(菜田) 갈게 야라         (춘-1)

잔화(殘花) 다 딘 후의 녹음(綠陰)이 기퍼간다
백일(白日) 고촌(孤村)에 낫의 소로다
아야 계면됴 불러라 긴 조롬 오쟈               (하-1)

흰 이 서리되니 이 느저잇다
긴 들 황운(黃雲)이  빗치 피거고야
아야 비 술 걸러라 추흥(秋興) 계워노라        (추-1)

74) 위의 논문,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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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계 은 선조 11년에 태어나 현종 19년에 향년 93세에 생을 마감할 때까
지 다섯 왕조에 걸쳐 생활하 다. 25세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 지만 출
세하지 못하 고, 처음 출세했다 말할 수 있게 된 때는 43세로, 알성시(謁聖
試)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에 입사(入仕)하면서부터이다. 79세가 되
던 해에 고향 예산으로 내려왔고 총 36년간의 벼슬살이를 했었다.75) 그의 
시가 작품 배경이 정치적 좌절 혹은 패배로 인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치사(致仕)후 고행에 머물며 지은 것들이 부분이며, 「전원사시가」는 바로 
그 때에 탄생하 다. 
  「전원사시가」는 제목 그 로 전원(田園)과 사시(四時)에 한 노래다. 전원
의 풍경은 사시의 변화에 맞추어서 정연하게 드러난다. 총 10수로 이루어진 
「전원사시가」는 1연에서 8연에 걸쳐 춘하추동을 각각 2수씩 노래하고, 전원
에서의 생활은 일 년 사시(四時)의 순환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사계 중의 3수를 선택해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춘-1)에서의 ‘잔설(殘雪)’은 겨울의 이미지이고, ‘매화(梅花)’는 초봄에 피
는 것으로 개 초봄의 이미지를 지닌다. 그리고 ‘버들가지 푸르 다’고 하
며 봄의 정취를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하-1)의 초장에서 계
절을 분명하게 짐작 할 수 있다. 봄에 화사했던 꽃이 하나씩 지고, 녹음(綠
陰)이 깊어간다는 표현으로 봄이 지나 여름으로 접어드는 초여름의 이미지를 
상징한다.76) ‘녹음(綠陰)’은 푸른 색 자체가 짙다는 의미인데, 이러한 이미지
만으로도 여름의 푸른 정경을 잘 나타내고 있다. 중장에서는 인적이 없는 고
촌과 그 곳에 울리는 닭의 울음소리가 비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적함을 깨
는 것은 다름 아닌 아이에게 권유하는 계면조 노래 소리이다. 이는 또 청각
적 측면에서 여름의 한적함을 묘사하고 있다. (추-1)에서 ‘황운(黃雲)’은 넓
은 들판에 벼가 누렇게 익은 모습을 묘사하는 말인데, 넓은 들판에 벼가 누
렇게 익은 모습을 시각적으로 제시하며 가을 들판의 모습을 형상화하 다. 
이렇게 ‘서리’와 ‘황운’ 등을 통해 전원의 가을 정취를 역시 시각적으로 드러

75) 윤덕진, 『선석 신계  연구』, 국학자료원, 2002.
76) 김상진, 「신계 의 <전원사시가> 고찰」, 『시조학논총』, 한국시조학회, 2006, 113-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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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있다. 시 전체를 봤을 때 전원의 실제 모습들에 한 색채 묘사는 또한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고, ‘녹(綠)’, ‘백(白)’, ‘황(黃)’등 여러 색채어(色彩語)를 
활용하여 실감나게 정감을 드높 다. 
  조선시  「전원사시가」 (하-1) 작품의 비교 상으로 중국 당(唐)나라 고변
(高騈)의 「산정하일(山亭夏日)」 작품을 선정했는데, 그 이유로는 동일하게 여
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시인이 실제 체험한 계절의 특징을 계절어
로 묘사했다는 점에 있다.

「산정하일(山亭夏日)」 - 고변(高騈)

綠樹陰濃夏日長,
樓臺倒影入池塘。
水晶簾動微風起,
滿架薔薇壹院香。

푸른 나무 짙은 그늘 기나긴 여름날
누 의 그림자는 연못 속에 잠기었네.
수정 발 흔들리며 미풍이 불어오고
시 에 장미 만발하니 온 뜰 안이 향기롭구나.

  제 1구에서 ‘여름은 길기만 하고’라는 것은 시인의 게으름과 한산한 모습
을 생동감 있게 묘사했는데, 햇빛이 강력할수록 그늘이 더 짙은 법으로 앞에
서의 ‘녹음은 짙게 드리운’은 즉 무더운 날씨를 암시한 것이다. 따라서 제 1
구에서는 ‘짙은 녹음’과 ‘긴 여름’을 통해 여름의 특징을 전달하고 있다. 작
가는 여름 바람인 ‘미풍’을 제 3구에서 거론하고 있지만, 미풍은 느끼기 어
려운 미세한 바람이다. 하지만 작가는 연못 위 바람으로 인해 생긴 물결을 
보며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묘사하고 있다. 마지막 구에서는 정
원에 꽃향기가 가득하다고 하고, 시 전체를 여름 특유의 짙은 향기로 물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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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역할을 하며 시인의 시각에서 촉각, 그리고 이어서 후각 등 감각으로 
느낀 것을 아름다운 단어를 통해 표출하고 있는 동시에 시인이 여름의 아름
다운 정취에 취한 것을 느낄 수 있다.

  (2) 농가생활을 반영한 계절이미지
 
  농경사회에 있어서 계절은 한 해 농사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농사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농사의 결과가 경제에도 직접적인 향을 줄 
수 있는 중 한 사안이기 때문에 계절은 고 사회 만인의 관심이었고, 시인
은 계절에 따라 변모하는 농가의 생활과 자연풍경을 계절어로 표출했다.
  「전원사시가」 (춘-1) 초장에서는 ‘잔설(殘雪)’이 등장함으로써 (춘-1)은 아
직 겨울의 흔적이 남아 있는 봄, 즉 겨울에서 봄으로 접어드는 계절로 맹춘
(孟春)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눈이 녹고 매화가 피는 봄을 맞아 울타리를 
고치고 소에게 여물을 먹여 논밭갈이 할 것을 독려하는 모습을 통해 농가 
특유의 봄날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따라서 「전원사시가」 (춘-1)은 당(唐)
나라 왕유(王維)의 「춘중전원작(春中田園作)」과 비교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데, 그러한 근거로는 동일한 봄 이미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농가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있다. 

「춘중전원작(春中田園作)」 - 왕유(王維)

屋中春鳩鳴，樹邊杏花白。
持斧伐遠揚，荷鋤覘泉脈。
歸燕識故巢，舊人看新歷。
臨觴忽不禦，惆悵遠行客。

번역본77)

77) 번역본은 아래와 같은 책을 인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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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봉 위에선 봄 비돌기 울고
마을 주변에는 살구꽃 하얗게 피었거니.
도끼 들고 멀리 위로 뻗친 가지를 베고
호미를 메고 땅속에 있는 샘 줄기를 살펴보네.
강남 갔다 돌아온 제비 옛 둥지를 알아볼 제
옛 주인은 새 달력을 보고 있네. 
술잔 앞에 놓고도 문득 마시지 못하고
먼 길 떠난 나그네 생각에 서글퍼지네. 

  왕유(王維)는 중국 당(唐)의 시인이자 화가로서 자연을 소재로 한 서정시에 
뛰어나 ‘시불(詩佛)’이라고 불리며, ‘시선(詩仙)’이라고 불리는 이백(李白), ‘시
성(詩聖)’이라고 불리는 두보(杜甫)와 함께 중국의 서정시 형식을 완성한 3  
시인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그의 시 작품은 전원생활과 자연의 정취들을 
나타내는 작품들이 주를 이며. 높은 예술적 성취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널
리 알려져 있다. 왕유(王維)의 시가 작품은 체로 간결한 시어에 색채를 적
절히 운용하여 담백한 풍경을 보여준다. 송(宋) 때의 소식(蘇軾)은 그의 시와 
그림을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詩中有畵, 畵中有詩).”라
고 평하 다.
  이 시는 봄의 전원 풍경과 농사일을 주제로 한 시다. 「춘중전원작(春中田
園作)」의 도입부의 열 글자를 통해 봄의 정취를 짙게 느낄 수 있다. 산비둘
기와 흰 살구꽃 등을 통해서 청각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를 동시에 전달
하고 있는데, 이는 초봄의 자연적 순리(順理)를 들어내고 있다. 겨울에는 비
둘기가 자취를 감추지만, 봄이 가까워지면 일찌감치 농가의 마을로 날아와서 
지붕위에 앉는다. 그리고 마을에 있는 살구꽃도 봉숭아꽃이 피기 이전에 앞 
다투며 개화하는데, 이 모습은 마치 흰 눈이 소복이 쌓여 있는 것처럼 마을 
전체가 흰 살구꽃 중에 숨어 있다. 시인은 봄의 전원 풍경이 너무 아름답다

왕유 지음, 박삼수 역주, 『왕유 시 전집』, 현암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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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느끼고 봄의 기운과 모든 정취를 생기가 넘치게 묘사하고 있다. 제 3, 4 
구에서는 ‘지(持)’, ‘벌(伐)’, ‘하(荷)’, ‘첨(覘)’ 등의 동작을 표현하는 형용사가 
시각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뽕나무 가지를 치는 것’과 ‘도랑의 물길을 
살피는 것’ 등은 농사일 중에서도 초봄에 시작하는 한 해의 첫 농사일에 속
한다. 이와 같이 봄 이미지에서 농사 소재 또한 조화롭게 묘사하고 있다. 시
인은 예리한 감각을 통해서 봄의 번 과 농부의 환희를 동시에 전달하고 있
으며, 결말에는 고향을 떠난 사람들에 한 그리움을 표출하고 있다. 시 전
체적으로 봄 이미지와 농사일의 묘사를 통해 능동적이고 활발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순수하고 소박한 느낌도 같이 전달하고 있다.
  「전원사시가」의 (추-1)에서는 넓은 들판에 벼가 누렇게 익은 모습을 생생
하게 묘사하고 있다. 또한 국화 피고 곡식이 무르익은 가을에 술과 안주로 
취흥을 즐기는 모습을 통해 작가는 전원에 파묻혀 농가의 유족한 삶과 한적
함을 표현하고 있다. 다음 당(唐)나라 맹호연(孟浩然)의 「과고인장(過故人
莊)」도 풍족한 가을의 농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작품으로 선
정했다.

「과고인장(過故人莊)」 - 맹호연(孟浩然)

故人具雞黍, 邀我至田家。
綠樹村邊合, 青山郭外斜。
開軒面場圃, 把酒話桑麻。
待到重陽日, 還來就菊花。

번역본78)

오랜 벗이 닭과 기장 준비하고
시골집으로 나를 불러 가노라니,

78) 번역본은 아래와 같은 책을 인용하 다.
류종목 외, 『시가: 중국고전문학정선 1』, 명문당,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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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나무들 마을 가에 모여 자라 있고,
청산은 교외에 비스듬히 보 다.
창문 열어 채마밭과 마당을 바라보며
술잔 들고 뽕과 삼에 해 이야기한다.
장차 중양절 되기를 기다려
다시 와서 국화에 다가가 봐야지. 

  작가 맹호연(孟浩然)은 당(唐)나라의 전성기인 성당(盛唐) 때 활동한 시인
이다. 전원의 한적한 정취를 노래한 시를 많이 남겨 ‘자연파(自然派) 시인’으
로 불리고 있다. 그의 생애 전반기에는 고행(苦行)이여서 시 짓는 일을 즐기
고, 채소와 숲의 나무들을 가꾸면서 동네 사람들의 재난을 구제해주며, 분쟁
을 풀어주는 등의 처사(處事)하는 삶을 살았다. 40세 때 진사(進士)에 응시하

으나 실패했고, 그 후 몇 년간 방랑 생활을 경험하면서 산수시(山水詩) 창
작에 임한 바 있다. 49세 때에 장구령(張九齡)이 형주장사(荊州長史)로 있을 
때 잠시 그의 밑에서 막료(幕僚)로 있었지만, 관직에 더 오르지 못하고 곧 
사직하여 귀향하 다.79)

  본시는 백묘(白描) 수법(手法)을 사용하여 초가을을 맞아 농가의 소박하면
서도 정겨운 농촌사람들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시상 전개는 시간의 흐
름을 따라 전개가 되는데, 초반에는 친구의 마을에 도착하여 환 받은 것으
로부터 시를 시작한 뒤, 시인이 돌아오는 도중에 보았던 농촌 전경을 묘사하
고, 다시 친구와 담소를 하는 정겨운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에는 다음 중양절(重陽節)에 다시 올 것을 기약하고 있다.80) 제 3, 4구에서
는 푸른 나무는 농촌을 둘러싸고, 푸른 산은 비스듬히 외곽에 둘러 있는데 
이는 역시 소박한 언어를 통해 한적한 가을 푸근한 자연 속에 존재하는 평
범한 농촌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제 5, 6구 ‘개헌면장포, 파주화상마(開軒
面場圃，把酒話桑麻)’ 부분은 시인이 기분이 좋다는 것을 또 알 수 있다. 창

79) 배다니엘, 『唐代 自然詩史』, 푸른사상, 2015, 180쪽, 
80) 류종목 외, 앞의 책, 333쪽. 



- 51 -

문을 열면서 바깥 풍경과 실내 풍경이 어우러져서 자연스러운 느낌과 편안
한 느낌을 동시에 전달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실내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
를 나누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손님과 주인 모두 환희에 가득차고 
농사와 관련된 잡담을 나누고 있는 장면은 마치 독자들이 그들의 옆에서 잡
담과 잔을 부딪치는 맑은 소리까지 들릴 것 같이 생동감이 넘친다. 시인이 
독자들의 시각과 청각 또한 자극하고 있다. 또한 ‘장(場)’과 ‘포(圃)’는 각각 
‘마당’과 ‘채마 밭(場圃)’을 의미하는 것으로 초가을의 푸른 나무와 산에 둘
러싸여서 넓은 공간과 날씨의 시원함을 전달하고 있다. 상마(桑麻)는 가을을 
나타내는 이미지로 중국 시가에서 가을의 명사로서 빈번히 다루어진 소재
다. 푸른 나무(綠樹), 푸른 산(青山), 집(家), 마당과 채마 밭(場圃), 뽕과 마
(桑麻)가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풍성한 가을 전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2) 정서적 계절감이 환기한 비유적 이미지

  사계절이 변화하면서 기후와 기온 등의 차이가 생기고, 이로 인하여 사람
들에게 신체적과 심적으로 많은 향을 끼친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희로
애락(喜怒哀樂)과 비교되거나 감정의 기복과 접한 연관을 맺기도 한다. 예
컨  다음과 같은 것을 그러한 예로 들 수 있다. 

  저 희로애락(喜怒哀樂)의 발동은 날씨의 맑고 따뜻하고 춥고 더운 것과 함께 그 
실상이 일관된 것이다. 희기(喜氣)는 따뜻한 것이 되어서 봄에 해당하고 노기(怒氣)
는 맑은 것이 되어서 가을에 해당하고 낙기(樂氣)는 태양이 되어서 여름에 해당하고 
애기(哀氣)는 태음이 되어서 겨울에 해당한다. … 춘기(春氣)로는 사랑을 하고 추기
(秋氣)로는 엄하게 하고 하기(夏氣)로는 즐거워하게 하고 동기(冬氣)로는 슬퍼하게 
한다.81)

  이는 계절의 순환에 의해 인간의 감정이 조절된다는 내용인데, 인간의 희
로애락과 같은 감정변화가 우주의 보편적 질서 속에서 생겨난다는 입장을 

81) 董仲舒, 남기현 역, 『春秋繁露』, 자유문고, 2005, 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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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다. 이처럼 계절과 인간의 감정을 서로 연계하는 사고방식은 매우 
오래전부터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문학가는 특히 감수성이 풍부하고, 
끊임없이 사고하며, 자연스레 문학작품으로 그들의 의식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리고 문학가로서 기후의 변화와 만물의 변화는 그들의 심리적 정서에서 
일반사람들에게 보다 더 큰 파급력을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문학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자연을 형상화하고 인식하
여 감을 얻어 비유적 이미지를 통해 작품에 묘사하는데, 이러한 감정 표현
은 정서의 고조, 평온, 저조 등의 방식으로 반 되었다.

  (1) 흥(興)으로 발산된 계절이미지 

  각 계절로부터 시인이 전달받은 흥은 작품에도 반 되었으며, 활기찬 감성
을 바탕으로 창작된 작품의 배경은 시인이 계절의 특징을 유쾌한 감성으로 
승화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다음 윤선도의 「어부사시사(漁
父四時詞)」 (춘-3)에서는 이러한 흥겨운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어부사시사」 (춘-3) - 윤선도

동풍(東風)이 건듣 부니 믉결이 고이 닌다.
돋 라라 돋 라라
동호(東湖) 도라보며 셔호(西湖)로 가쟈스라.
지국총(至匊蔥) 지국총(至匊蔥) 어와(於思臥)
압뫼히 디나가고 뒫뫼히 나아온다.

  초봄은 한겨울에서 따뜻하게 전환되는 시기로 만물이 생기를 되찾게 되는
데, 시인 또한 활기를 찾게 되었다는 것을 동풍(東風)이란 이미지로 표출했
다. 천성이 민감한 시인은 동풍이 부는 봄이 되면 감수성이 풍부해지는 동시
에 이를 작품으로 표현한다. 동풍의 이미지는 자연으로부터 부여되는 계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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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와 비유적 의미를 동시에 갖추고 있는데, 계절적 의미에서는 겨울이 지
나고 봄이 될 때 동풍이 불고, 더불어 꽃이 피고, 잎사귀가 푸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유적 의미에서는 동풍과 초봄이란 이미지를 결합하여 봄에 
자연이 무한한 생기를 찾는다는 밝고 상쾌한 이미지를 부여하고, ‘동풍’의 
‘건듣’과 ‘믉결’의 ‘부니’ 등의 묘사를 통해 의인화(擬人化)하며 봄의 바람의 
자유로움을 표출하는 동시에 시인의 유유자적한 즐거움을 비유적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다.
  초장에서 동풍이 불어 수면에 파도를 형성하는 묘사를 했는데, 마치 시인
의 마음도 기쁨에 파도가 치는 것과 같이 표현했다. 봄의 잔잔한 바람과 잔
잔한 파도는 시인의 출항하기 적절한 환경과 흥겹고 한가한 내적 묘사를 은
유(隱喩)적 이미지로 묘사했다. 중장과 종장에서는 ‘동호(東湖)에서 서호(西
湖)로’, ‘앞산에서 뒷산으로’라고 하며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묘사를 통해 
시인의 흥취(興趣)를 표출했다. 동쪽 바다를 의미하는 동호와 서쪽 바다를 
의미하는 서호는 넓은 바다 이미지를 묘사하며, 시인의 마음이 트인 것을 함
축적인 이미지로 묘사했다. 또한, 앞산과 뒷산으로 묘사된 나무가 우거진 섬
들은 봄의 기운을 받아 푸른 잎이 싹을 틔우는 나무를 연상하게 하며, 어촌
의 아름다움과 여유로움이 자연스럽게 풍겨나는 풍류적 한정가(閑情歌)임을 
보여주고 있다. 여음구를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며 어부 생활의 흥취를 고조
시키고, 후렴구에서는 의성어를 사용하여 경쾌한 느낌을 주는 동시에 생동감
과 현장감을 부여했다. 넓은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즐기는 여유로움과 풍요로
움을 만끽하는 즐거움 속에서 인간세상의 욕망을 멀리할수록 인생의 참 멋
을 즐길 수 있다는 도인(道人)같은 비움의 심경에서 강호한정의 여가생활을 
엿볼 수 있다. 
  (춘-3)에서 ‘동풍(東風)-물결-돛-동호(東湖)-서호(西湖)’의 이미지를 통해 
순풍에 돛을 달고 동호에서 서호를 바람 부는 로 배를 띄워 놓고 즐기는 
여유로움에서 자연친화적인 여가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82) 추운 겨

82) 김광, 「강호한정에 나타난 여가문학적 이미지 탐색 - 고산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를 중심
으로」, 『문학춘추』 93, 문학춘추사, 2015, 2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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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이 지나 봄이 되면서 동풍을 벗 삼는 시인의 의도는 서정적인 자아표현과 
존재인식을 의미하고 있다. 흥겹고 한가한 시인의 생활과 은사(隱士)의 풍요
로운 정취를 자연스럽게 결합하면서 흥이 넘치는 풍류객의 모습을 묘사했는
데, 자유롭게 자연과 더불어 즐기고자 하는 자연합일의 정취를 표출했다. 다
음 작품 「 류(咏柳)」에서도 시인은 여름의 서늘한 바람과 버드나무를 통해 
흥겨운 여름 이미지를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류(咏柳)」 - 하지장(賀知章)

碧玉妝成一樹高, 
萬條垂下綠絲絛.
不知細葉誰裁出,
二月春風似剪刀.

푸른 옥으로 치장한 높은 버드나무, 
수만 개의 가지마다 푸른 끈을 늘어뜨고 있네. 
누가 저 잎을 가늘게 잘라놓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월 봄바람이 가위질을 한 것 같구나.

  본 작품의 제 1구에서 버드나무가 푸른 옥으로 치장했다고 하는데, 이곳에
서의 ‘푸른 옥’은 버드나무의 나뭇잎을 비유한 것으로 산뜻하고 반짝이며 빛
나는 듯한 이파리 색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제 2구에서는 버드나
무의 가지에 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아래로 늘어지는 광경이 마치 천만 
개의 줄과 같다고 비유하며 나뭇가지의 부드러움을 비유법으로 표현한 것이
다. 이어서 이러한 버드나무가 가위와 같은 봄바람으로 인하여 버드나무 잎
이 가늘게 오려졌다고 한다. 시인은 지속적 비유법을 사용하며 봄에 버드나
무를 형용하고, 제 3구와 제 4구에서는 봄바람에 연관하여 묘사하는데, 이는 
독자로 하여금 봄에 피어나는 꽃과 풀도 봄바람으로 인한 싱그러운 장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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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상케 한다. 본시는 시인이 비유적 이미지를 통해 버드나무의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나아가 봄이 자연에게 주는 생명력과 무한한 창조력을 통해 봄의 
아름다움을 찬미하고 있는 동시에 시인이 봄에 한 애정 또한 드러내고 있
음을 분석할 수 있다.

  (2) 유유자적으로 유출된 계절이미지 

  유유자적은 흥겨운 감성에 비해 다소 차분한 감정으로, 흥이 없는 혹은 평
범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계절적 특징을 바탕으로 계절이미지를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유유자적은 무료한 모습이 아니라 평온하고 안일함을 의미하
며 시인의 해탈한 모습을 묘사하는 경우와 태평성 를 배경으로 묘사하는 
경우 등이 있다. 다음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하-2)에서는 너무 덥지 않은 
여름에 시인이 낚시를 하지만, 흥에 젖은 모습이 아닌, 소탈하고 평온한 시
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어부사시사」 (하-2) - 윤선도

년닙희 밥 싸 두고 반찬으란 쟝만 마라.
닫 드러라 닫 드러라
쳥약립(靑蒻笠)은 써 잇노라, 녹사의(綠蓑衣) 가져오냐.
지국총(至匊悤) 지국총(至匊悤) 어와(於思臥)
무심(無心) 구(白鷗) 내 좃가 제 좃가.

  초장에서 연꽃은 한여름에 피는 꽃으로, 밥을 싸는 연잎은 여름 이미지를 
함축하고 있으며, 반찬을 갖추는 것은 세속에서의 삶의 방식을 의미함으로 
“년닙희 밥싸두고 반찬으란 장만마라.”라 하여 세속의 습관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 속에 잠겨 자연 그 로의 소박미를 즐기는 초연(超然)함을 비유적 이미
지로 표출하고 있다. 중장에서 여름 이미지인 ‘청약립(靑蒻笠)’과 ‘녹사의(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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蓑衣)’는 소나기가 잦은 여름철 우천(雨天)을 비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동시
에 시인이 부귀공명(富貴功名)을 버리고 어촌마을에서 소박함과 검소함을 의
미하며, 초장의 ‘연잎’과 같은 비유적 이미지를 통해 세속에서 벗어난 삶 속
에서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심경을 표출했다. 또한 청(靑)과 녹(綠)은 푸른 
여름 이미지뿐만 아니라 시인의 청렴함과 자연과의 혼연일체(渾然一體)를 의
미한다. 종장에서의 백구(白鷗)는 세속에 얽매이지 않은 은사(隱士)를 의미하
는 은유법(隱喩法)으로 날개만 펼치면 근심과 번뇌(煩惱)를 잊고 떠날 수 있
기 때문에 유유자적(悠悠自適)한 시인의 모습을 비유적 이미지로 묘사했다. 
“백구(白鷗)를 쫓는가.”는 시인이 갈망하는 자유로움을 의미하고, ‘백구(白鷗)
가 쫓는가.’는 의인화(擬人化)를 통해서 시인이 이미 백구(白鷗)와 같은 자유
로운 처지가 되었다는 것을 비유적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으며, 백(白)은 초
장의 청(靑)과 녹(綠)과 같은 청렴함을 의미하는 동시에 여름 이미지의 맑고 
깨끗함을 의미하고 있다. 시인은 비유적 이미지를 통해서 자신이 이미 화창
한 여름과 같은 환경에서 세속과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처지로 자연 속에
서 유람할 수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 또한 “내가 백구(白鷗)를 쫓는가, 백구
(白鷗)가 나를 쫓는가.”라고 의문을 던지며, 백구(白鷗)가 나를 쫓든 시인인 
‘내(我)’가 ‘백구(白鷗)’인 ‘물(物)’을 쫓든 상관없이 ‘나(我)’나 ‘너(物)’의 부분
적 집착에서 벗어나 전체인 자연을 위해서는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초
연(超然)해야 하며, 이러한 ‘무아지경(無我地境)의 초연한 경지는 여백(餘白)’
이라 하며 이 초연의 경지를 동양화의 여백으로 표현하 다.83)

  시인은 하사(夏詞)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유유자적(悠悠自適)한 여유와 낭
만적인 마음에서 순수한 자연과 더불어 자기의 삶을 잊고자하는 마음을 보
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연도취를 즐기고 싶어 한다.84) 시인은 백구(白鷗) 이
미지를 통해 자신의 한가하면서도 초연(超然)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비교
이미지를 통해 안분지족(安分知足)하고 있다는 것을 표출하고 있다. 
  또한 당(唐)나라 중국의 예로 두보(杜甫)의 「강촌(江村)」에서 궁핍하다고 

83) 박경희, 「孤山의 <漁父四時詞> 硏究」, 건국 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36쪽.
84) 김광, 앞의 논문, 2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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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낄 수 있는 묘사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 흐름에서 시인은 아름다운 마을의 
여름 이미지를 부각하며 평온한 정서를 표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촌(江村)」 - 두보(杜甫)

淸江一曲抱村流
長夏江村事事幽
自去自來梁上燕
相親相近水中鷗
老妻畵紙爲棋局
稚子敲針作釣鉤
多病所須唯藥物
微軀此外更何求

맑은 강 한 굽이 마을을 감싸고 흐르는데
기나긴 여름의 강촌은 만사가 한가롭다.
마음 로 처마를 들고나는 것은 제비요
서로 친하고 서로 가까운 것은 물속의 갈매기로다.

늙은 아내는 종이에 바둑판을 그리고
어린 아들은 바늘을 두드려 낚싯바늘을 만든다.
다병한 몸에 필요한 것이란 오직 약물뿐
이 미천한 몸이 이것 밖에 또 무엇을 바라리오.

  당(唐)나라의 안사의 난(安史之亂)은 당나라 전국적인 혼란을 초래했고, 두
보(杜甫) 또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전역을 떠도는 신세로 전락했다. 기원 
759년 말, 여러 고초를 겪은 끝에 전쟁터로부터 멀리 떠날 수 있게 되었는
데, 그 장소가 서문외(西門外)의 완화계반(浣花溪畔)으로 현재 사천성(四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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省)의 청두(成都)이다. 두보(杜甫)는 훗날까지 이곳에 정착하게 되는데, 시에
서 지칭하고 있는 강촌(江村) 또한 같은 장소다. 본시는 정착한 이듬해 여름
에 창작한 것으로, 시인의 평온한 정서를 느낄 수 있다.
  초여름의 이곳은 굽은 강물 줄기가 마을을 둘러싸며 흐르는 시골풍경으로 
강물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평온하게 느껴진다. 제 1구의 “마을을 감싸고 
흐른다.”는 의미의 포촌류(抱村流)에서는 의인법(擬人法)을 사용했는데, 시인
의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에 한 애정이 느껴지는 동시에, 강물도 마을을 좋
아해서 안고 있는 것처럼 묘사했다. 그리고 시인은 측면 묘사를 통해서 강물 
이상으로 여름철 강촌(江村)의 경관까지에 한 애정을 표출하고 있다.
  제 2구에서는 ‘긴 여름’이란 의미의 ‘장하(長夏)’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시인이 만족하면서, 유유자적하고, 한가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러 고
초를 겪었던 시인이 근심과 걱정을 떨쳐낸 후에 비로소 이러한 아름다운 여
름 경관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게 되었다. 여름의 제비도 시인의 마음을 
변하듯이 활발하고 장난기가 발동되어 처마 밑을 드나들고 있다. 그리고 갈
매기도 친근하고 정겨움을 보이는데, 마치 한 쌍의 부부를 보는 것 같다. 제
비와 갈매기를 통해서 시인의 속내를 표출하고 있고, 제 3구와 제 4구에서
의 ‘처마 밑의 제비’를 의미하는 ‘량상연(梁上燕)’을 통해서 제비의 자유로움
을 말하고 있지만, ‘드나들다’를 의미하는 ‘자거자래(自去自來)’를 말하면서 
시인의 유유자적함을 은유법(隱喩法)으로 묘사했다. 그리고 ‘물 위의 갈매기’
를 의미하는 ‘수중구(水中鷗)’를 통해서 갈매기들의 친 함과 애정을 말하고 
있지만, ‘친 하고 애정이 있다.’를 의미하는 ‘상친상근(相親相近)’을 말하면
서 부인과의 사이는 서로 사랑하고 정이 넘친다는 것을 은유법(隱喩法)으로 
묘사했다. 제 5구와 제 6구에서는 노부부가 서로 마주앉아 바둑을 두며 더
위를 잊고, 어린 아이는 푸른 강변에 앉아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
들은 근심과 걱정이 없어 보인다. 시골에서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만사가 
뜻에 어긋나지 않고, 가족과 둘러앉아 단란함을 만끽한다. 강촌의 모든 자연
과 사람들은 여유롭고, 만물은 각자의 성질에 귀속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행
복한 모습을 보인다. 두보(杜甫)는 인생의 절반을 떠돌이로 살았고, 강촌(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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村)에 정착하면서 비로소 안도할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강촌
(江村)의 이러한 여름 분위기 속에서 시인은 평온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
하면서, 자신의 아늑하고 흡족한 생활을 작품으로 충분히 담아내고, 생활에 

한 만족감과 열정을 동시에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작품의 특징은 여름 이미지에서뿐만 아니라 겨울 이미지에서도 나
타나는데, 다음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동-4)에서는 추운 겨울 이미지를 묘
사하고 있지만, 시인은 아름다운 배경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부사시사」 (동-4) - 윤선도

간밤의 눈 갠 후(後)에 경물(景物)이 달랃고야.
이어라 이어라
압희 만경류리(萬頃琉璃) 뒤희 쳔텁옥산(千疊玉山).
지국총(至匊悤) 지국총(至匊悤) 어와(於思臥)
션계(仙界)ㄴ가 불계(彿界)ㄴ가, 인간(人間)이 아니로다.

  (동-4)는 눈이 내린 후에도 노를 저어 바다로 나가는 시인의 모습을 통해 
바다에 한 애정을 표출했다. 초장에서 눈이 내린 후에 경관이 달라졌다고 
하며 눈이 쌓이지도 얼지도 않는 바다의 겨울 이미지를 통해 시인의 한결같
은 청렴함을 비유하고 있다. 추운 겨울철에 한기(寒氣)를 잊고 망망 해(茫茫
大海)에 나가서 즐기는 여유로움은 속세를 벗어난 시인이 도인(道人)과 같은 
비움의 자세를 갖는 것을 의미하며 생동감 넘치는 표현을 통해 독자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다. 중장에서 유리(琉璃)와 옥산(玉山)은 비유적 이미지로 시
인이 세속에서 벗어나 더 높은 경지에 올라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만경(萬
頃)’과 ‘천첩(千疊)’을 통해서 이러한 경지가 무궁무진(無窮無盡)하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다. 또한 ‘앞희’와 ‘뒤희’를 통해서 욕심이 없는 마음은 과거에도 
마찬가지이었고,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를 은유법(隱喩法)을 
통해서 시인의 일괄적인 마음가짐을 표출하고 있다. 중장에서의 모든 단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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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구법(對句法)과 은유법(隱喩法)을 통해서 시인의 마음을 변하는 동시
에 강조되는 효과가 있다. 종장에서 시인은 선계(仙界)의 아름다운 경관과 
불계(佛界)의 비움을 동시에 겸비하고 있으며, 시인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경관은 세속에서 벗어난 자신에게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비유하면서 시
인의 내적과 외적인 소양(素養) 모두 안빈낙도(安貧樂道)의 경지에 이르 다
는 것을 의미한다. 전반의 비유적 이미지를 통해서 자신이 이른 높은 경지를 
묘사하고, 후반에서 “인간(人間)이 아니다.”라고 하며 자신과 속세와의 선
(線)을 그었다. “선계(仙界)인가 불계(佛界)인가 인간세계가 아니라.”는 눈 덮
인 겨울이 주는 인상을 표현한 것으로, 이는 곧 ‘이상주의의 표방이며 온전
적(隱適的)사고의 발상’85)인 것이다. 자연을 실제보다 환상적으로 미화한 것
은 인간세계에 한 불평불만을 자연계에 몰입함으로써, 정치적 패배로 인한 
공허한 섭리를 보상받으려한 데서 나왔다고 생각된다. 즉 이 작품에서의 자
연은 자기 위안의 상으로 인식86)하 을 뿐만 아니라 이상세계의 경지를 
동경하는 차원에까지 고양된 것이다.
  이와 비슷한 당(唐)나라 유종원(柳宗元) 「강설(江雪)」에서도 겨울 이미지를 
바탕으로 시인의 한적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강설(江雪)」 - 유종원(柳宗元)

千山鳥飛絕，萬徑人蹤滅。 
孤舟蓑笠翁，獨釣寒江雪。

모든 산에는 새들 날지 않고,
온 길에 사람의 자취 사라졌네.
조각배엔 도롱이에 삿갓 쓴 늙은이,
눈내리는 찬 강물에서 홀로 낚시를 한다.

85) 문 오, 『孤山尹善道硏究』, 太學社, 1983, 187쪽.
86) 元容文, 「尹善道文學硏究」, 고려 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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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구 의 ‘모든 산에는 새들 날다(千山鳥飛)’ 부분과 제 2구의 ‘온 길에 
사람 발자취(萬徑人踪)’ 부분 모두 무한한 상상력을 내포한 은유법을 통해서 
각각 자연의 번잡함을 의미하고, 나아가 세속의 분쟁을 시적 환경으로 암
시하고 있다. 시인은 각각 앞의 문구에 이어서 ‘끝내다’를 의미하는 ‘절(絶)’
과 ‘없애다’를 의미하는 ‘멸(滅)’ 등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했는데, 쓸쓸하고 
적막한 환경을 더욱 더 돋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즉 겨울철 수많은 
산에는 새 한 마리도 보이지 않고, 끝없이 펼쳐진 넓은 광야에는 사람의 자
취 또한 보이지 않는데, 한산하고 환경 속에서 흰 눈만이 수많은 산을 뒤덮
고 있어서, 하늘을 더 넓게 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다음으로 시인은 
이미지 조합을 원근법 방식으로 눈이 내리는 추운 날에 강가 위에서 낚싯
를 들고 있는 노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시에서는 공기까지 얼게 만드는 
강추위 날씨에, 눈과 찬바람까지 불고 있지만, 노인 한 명은 삿갓을 쓰고 작
은 돛단배에서 낚싯 를 들고 낚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시인
은 낚시를 하고 있는 노인의 모습을 클로즈업하여, 전체적 환경묘사까지 이
어지게 했는데, 독자들은 이러한 묘사를 통해 유유자적한 노인의 자태를 느
낄 수 있게 되고, 각종 번뇌 또한 잊고 있음을 포착할 수 있으며, 모든 정신
을 눈이 내리는 강가에서 낚시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노인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만 같다. 이와 같이 폭설이 내리는 한겨울에는 만물이 종적을 감
추지만, 정적을 이루는 광활한 강 위에는 노인 한 명이 유유자적하게 있고, 
그는 추운 겨울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같이 스스로가 하고 싶은 일을 하
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세속적인 것에 구애받지 않고 초연적인 품
격을 보여준다. 중국문학가 오소여(吳小如)의 「강설시감상(江雪詩鑑賞)」에서
는 “시에서 묘사하고 있는 노인은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잊은 
채로 낚시에만 전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고독하게 보이기도 하지
만, 노인의 성격은 청렴하고 고결할 것만 같고, 심지어 위엄 있어 보이기까
지 한다. 실체가 없는 것이 환술(幻術)로 실존하고 있는 인물처럼 미화된 노
인의 모습은 유종원(柳宗元)의 사상적 감정을 시 중의 노인 모습에 기탁하여 
형상화 한 것이다.”87)라고 평하 다. 늙은 어부의 모습은 중국문학에서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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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이미지로 형상화 되었다. 굴원(屈原)의 「어부사(漁父辭)」 중에서는 
‘굴원기방, 유우강담(屈原旣放, 遊于江潭)’이 있고, 「강설(江雪)」에서는 늙은 
어부의 모습도 ‘담박녕정(淡泊寧靜)’한 특정 이미지를 연상하게 한다.88) 「상
설(江雪)」은 문학계에서 뛰어난 작품성이 인정되며 늙은 어부의 모습을 형상
화 하는 데 일조하 고, 독자들이 같은 맥락으로 형상화된 모습을 이해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다. 고결한 늙은 어부의 모습의 실체는 시인의 화
신(化身)이며, 시인은 자연에서 마음속의 평화를 찾았다. 
  시 전체에서는 추운 겨울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산, 길, 배, 그리고 늙
은 어부의 삿갓까지 눈이 쌓여 있지만, 시인은 결코 환경 묘사에서 눈과 결
합하여 묘사하는 데 노력하지 않았으며, 추운 강에 내린 눈 ‘한강설(寒江雪)’
과 같이 눈이 잘 쌓이지 않는 강과 눈을 연계해서 묘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쉽게 연상이 되지 않는 강과 눈을 연계하면서 마치 눈이 잘 쌓이지 않는 강
까지 눈이 소복이 쌓인 것 같은 생각을 주는 동시에 이러한 겨울의 눈은 많
이 내린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겨울철의 풍경을 독자 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는 것 같이 묘사했고, 강물과 하늘이 하나로 되어 차가운 겨
울의 고요한 분위기를 돋보이게 하기도 했다. 시를 통해서 시인의 주관적 의
도는 겨울의 풍경을 묘사하는 것이지만, 자연스럽게 늙은 어부의 정신세계를 
시 안에 스며들게 했다. 하얀 눈은 순결함을 뜻하고, 여러 긍정적인 것을 상
징하기도 한다. 동시에 시인의 얼음과 같이 투명하고 맑은 고귀한 품격을 의
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시 중에서 늙은 노인이 하고 있는 것은 물고기를 낚
는 것이 목적이 아닌 차갑고 순결함을 얻고자 하는 것을 상징하며, 품위가 
느껴지기도 하고, 우아한 자태와 한정아취(閑情雅趣)적인 생활은 세속에서 

87) “那個老漁翁竟然不怕天冷, 忘掉了壹切, 專心地釣魚, 形體雖孤獨, 性格卻顯得清高孤傲, 
甚至有點凜然不可侵犯似的。這個被幻化了的美化了的漁翁形象, 實際正是柳宗元本人思想感情
的寄托和寫照.” 吳小如, 「江雪詩鑑賞」, 『唐詩鑒賞辭典』, 上海辭書出版社, 1983.
88) 임흥택(林興宅)은 예술적 측면으로 「강설(江雪)」을 분석하면서 “우선, 정형적인 의미를 함축
하고 있는 ‘어부’ 이미지를 선택하 다 …  ‘굴원기방, 유우강담(屈原旣放, 遊于江潭)’에서 의미
하는 어부의 이미지를 기점으로, 늙은 어부는 ‘낙박낙척(落泊落拓)’이라는 이미지가 확실히 형성
되었다.”라고 하 다. 林興宅, 「超世拔俗的心靈的‘桃花園’」, 『名作欣賞』 4, 1985,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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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하는 모든 사람들의 동경 상에 걸맞은 모습이다.

  (3) 정한(情恨)과 감상(感傷)으로 분출된 계절이미지

  계절이미지는 앞의 흥겹거나 유유자적한 정서와는 반 로 슬프고 비통한 
정서를 표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감성은 고요하고 한적한 배경에 슬픈 의
미를 더해 유도되기도 했다. 다음 호석균 「에나 님을 볼려」가 이러한 작품
의 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에나 님을 볼려」 - 호석균

에나 님을 볼려 잠 일울가 누엇드니
벽 달 도록 자규성(子規聲)을 어이 리.
두어라 단장춘심(斷腸春心)은 너나 내나 달으리.

  초장에서는 제목처럼 시인이 ‘님’에 한 그리움으로 인하여 잠을 못 이루
는 모습을 묘사하며 저녁이라는 시간적 공간이란 점도 시사하고 있다. 꿈에
서라도 그리운 사람을 보고자 하는 시인의 간절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심정
적으로는 감상(感傷)이란 것과 행동적으로는 잠을 못 이루는 심경에 이입하
게 한다. 또한 ‘꿈’은 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로,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님을 애타게 만나고 싶어 하는 시인의 간곡함을 시사하고 있다. 중장에
서는 ‘새벽달이 지새도록’이라 하며, 간절함이 밤새 이어졌다는 것을 강조하
는 동시에 ‘자규성(子規聲)’을 통해 애절함을 전달하고 있다. 자규(子規)는 봄
을 상징하는 새이며, 애절한 시인의 심정을 자규의 구슬픈 울음소리에 비유
하여 봄 이미지의 슬픈 감수성을 전달하고 있다. 즉, 자규와 동병상련하는 
시인의 구슬픔은 형상화 되어 독자로 하여금 연상하게 한다. 동시에 자규성
은 시인의 감정을 이입하는 상으로써 시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암시해 보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종장에서는 ‘단장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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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斷腸春心)’이라 하며 슬픔의 정도가 생명에 향이 갈 정도로 간곡하다고 
하는데, 이어서 ‘춘심(春心)’은 봄에 한 감성보다는 비유적으로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님에 한 그리움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앞에서 자규의 울음소리가 자신의 그리움과 비교를 하 지만, 종장에서는 자
신의 그리움과 슬픈 감정이 자규보다 더하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봄 이미지는 생명이 재생한다는 의미에서 활기찬 의미와 남녀 간의 그리
움 등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본시는 자규와 춘심을 통해 비유적 이
미지로 봄을 묘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묘사로 독자에게 시인의 슬픈 감성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자규는 외적으로는 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애절한 의미를 비유적으로 전달하게 된다. 또한 
중장에서는 자규와 동병상련한 모습을 보이지만, 종장에서는 시인의 슬픔 감
성이 한 층 더 깊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음 이백(李白) 「춘사(春思)」에서도 봄 이미지 중 함축적으로 비통한 의
미를 갖추고 있는 정서를 통해 부녀자의 그리움과 슬픔을 묘사하고 있다.

「춘사(春思)」 - 이백(李白)

燕草如碧絲, 秦桑低綠枝.
當君懷歸日, 是妾斷腸時.
春風不相識, 何事入邏幃.

연 땅의 풀은 파란 실과 같고, 
진 땅의 뽕나무는 푸른 가지 낮게 드리웠소.
임께서 돌아오기 손꼽으실 날은, 
이 몸 애간장이 끊어지는 때.
봄바람은 눈치도 없이, 
어인 일로 비단 휘장 안으로 들어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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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사(春思)」는 제목에서처럼 부녀자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제로 하고 있
으며, 이를 겉으로 표출한 시이다. 중국의 고전시가에서의 전통적인 언어적 
습관 관점에서 봄을 뜻하는 춘(春)은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첫째
는 자연의 봄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남녀 간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의미이다. 특히 고 의 부녀자들은 봄이 되면 먼 길을 떠난 님을 더욱 더 그
리워하는 감정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이러한 비유적 의미가 생긴 것이다. 본
시에서의 제목 ‘봄을 그리워한다’는 의미의 「춘사(春思)」 또한 두 가지의 의
미를 내재하고 있다. 
  풍경을 묘사한 제 1구와 제 2구는 “연(燕)지역의 풀은 파란 실과 같고, 진
(秦)지역의 뽕나무는 푸른 가지가 낮게 드리운다.”는 의미의 연초여벽사, 진
상저녹지(燕草如碧絲, 秦桑低綠枝) 중에서의 연(燕)지역은 남자가 떠난 장소
이며, 진(秦)지역은 여자가 기다리는 장소를 각각 의미한다. 연(燕)지역은 춥
고, 진(秦)지역에서도 멀기 때문에, 진(秦)지역의 뽕나무가 푸른 가지를 낮게 
드리울 때면, 연(燕)지역의 풀은 싹을 틔우기 시작할 때라서 푸른 색채가 짙
다. 봄의 풀이란 의미의 춘초(春草)란 이미지가 처음 등장한 것은 초사·초은
사(楚辭·招隱士) 중 “왕손유혜불귀, 춘초생혜처처.(王孫遊兮不歸, 春草生兮萋
萋.)”89)라는 구절에서 연유한 것이다. 후세에 수많은 학자들은 서한(西漢)의 
회남소산(淮南小山)이 회남왕(淮南王) 유안(劉安)을 그리워하며 창작한 시라
고 인지하고 있다. 그 근거로는 유안(劉安)이 자주 장안(長安)에 방문하여 한
제(漢帝)를 만났지만, 당시의 조정(朝廷)상황이 험난하기도 했고, 회남소산(淮
南小山)은 유안(劉安)의 손님이기도 해서, 유안(劉安)이 장안(長安)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빠른 시일 내 돌아와서 혹시나 당할 수 있을 음해(陰害)를 피
했으면 하고 있다. 화창한 봄날에 소산(小山)은 회남(淮南)을 기다리지만, 그
림자조차 보이지 않고, 길옆에 푸른 풀만 항상 무성하게 자리하고 있다.90) 
풀들은 규칙성 없이 길의 양옆으로 무성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풀은 육로로 
누군가를 보낼 때 자주 감정을 이전 시키는 매개체가 되었다. 이와 같이 이

89) “王孫遊兮不歸, 春草生兮萋萋.” (그 는 떠나서 돌아 오지 않으니 봄풀 자라나 무성하
네.) 王逸, 『楚辭章句補註』，吉林人民出版社, 2005, 238쪽.
90) 高文, 「古典詩詞中春草意象的原型分析」, 『名作欣賞』 20, 2008,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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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李白)의 「춘사(春思)」에서도 「초사·초은사」(楚辭·招隱士)의 춘초(春草) 이
미지를 인용했고, 독자들에게 봄의 풀 이미지를 통해 그리운 감정을 연상하
게 했다. 
  뽕을 채집하는 것은 고  중국 부녀자들의 주요 생산 활동인 동시에, 부녀
자들이 뽕나무 밭에서 일하는 모습 또한 가장 인상적인 모습에 속하게 되며, 
뽕은 여성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함유하게 되었다. 시에서의 여성 눈앞에는 
진(秦)지역의 뽕이 있지만, 마음속에는 연(燕)지역의 풀이 있다고 말하며, 여
성은 무의식적으로 봄날의 햇빛을 바라보는데, 이러한 묘사는 자연스럽게 독
자들의 감수성을 유발하고 먼 길을 떠난 님에 한 그리움을 그리는 동시에,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오기를 고 (苦待)하고 있음을 표현한다. 봄이 다가오면 
만물은 생기를 되찾게 되고, 자연스럽게 내적인 감정까지 강력하게 겉으로 
표출된다. ‘진상저녹지(秦桑低綠枝)’ 까지 읽었을 때, 감미로운 사랑을 간절
히 원하고 있는 부녀자의 이미지가 독자들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지만, 현실
에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조적인데, 이러한 점
에서 독자들의 동정심과 비통함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효과를 준다. 이처럼 
전형적인 이미지 개념을 입한 시 「춘사(春思)」는 독자들이 서글픈 감수성
에 빠지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러한 외적인 사물이 본연 가지고 있는 특
징은 독자들의 주관적인 내적 감정을 유발하고 연상하게 하는 동시에, 역사
적인 의미부여를 계승과 연장을 통해서 중국의 한 문화와 인식으로 축적되
었다.
  시인은 마지막 두 구에서 봄바람을 의인화하 는데, 이러한 봄바람이 허락 
없이 규방(閨房)에 들어가서 커튼을 여는 행동은 여성의 남편에 한 그리움
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며, 봄바람의 진입은 남편이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바라
는 것을 의미하고, 봄바람에 한 원망과 남편에 한 꾸짖음은 봄바람 이미
지와 비교를 통해 여성이 일편단심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는 확고함을 
말하고 있다.
  앞에서의 두 작품은 봄 이미지 중 감상적인 정서를 유발했다고 한다면, 다
음 매창의 「이화우 흣릴 제」에서는 가을 이미지의 고독하고 슬픈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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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의 감정과 비유하여 묘사하고 있다.

「이화우 흣릴 제」 - 매창

이화우(梨花雨) 흣릴 제 울며 잡고 이별(離別) 님,
추풍낙엽(秋風落葉)에 저도 날 각가.
천 리(千里)에 외로온 만 오락가락노매.

  초장에서의 ‘이화’는 배꽃을 뜻하며, 봄에 피었다 지는 까닭에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연상할 수 있다. 이화우(梨花雨)는 배꽃이 비처럼 떨어지는 
모습을 가리킨 표현인데. 배꽃이 비처럼 흩날릴 때의 이별의 정황이 생생하
게 그려져 있다. 
  중장에서는 추풍을 통해서 가을계절을 직접 거론하며, 봄에서 가을까지 오
랜 시간동안 임과의 이별에 한 슬픔과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시인은 황금빛 들판, 맑은 하늘, 단풍이 가득한 풍경 등의 가을이미지를 뒤
로한 채 ‘추풍낙엽(秋風落葉)’만을 인식하고 있다. 가을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하는 슬픔에 잠기면서, 시인은 가을이미지를 쇠락의 계절로 인식하게 
되었다.91) 이와 같이 계절은 시인들의 심층적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으
며, 시인들의 정서적 개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시인들은 계절의 이러한 
경치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지만, 실경과 같은 계절을 통해서도 다양한 개인적 
정서를 발현하고 있다.
  다음 당(唐)나라의 이상은(李商隱) 「야우기북(夜雨寄北)」에서도 비가 오는 
가을 이미지를 바탕으로 시인의 서글픈 감정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야우기복(夜雨寄北)」 - 이상은(李商隱)

91) 김상진, 「시조에 나타난 가을의 성격과 정서표현」, 『한국고시가문화연구』 28, 한국고시
가문학회, 2011, 309-3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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君問歸期未有期，
巴山夜雨漲秋池。
何當共剪西窗燭，
卻話巴山夜雨時。

약속한 날에 돌아올 수 있느냐고 그 는 물었지만,
파산의 밤비로 가을 연못이 불었소.
언제 함께 서쪽 창의 등잔 심지를 자르면서,
밤비 내리는 파산의 이 밤을 이야기하려나.

  시의 제목에서 “저녁의 비를 북녘으로 보낸다.”는 의미는 의미의 「야우기
북(夜雨寄北)」은 시인이 시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려는 의도를 보여
준다. 이와 동시에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려는 시간과 환경이 비가 내리는 저
녁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고, 시 전체적으로 무게감과 복잡한 심경을 표출하
고 있다. 제 1구에서는 시인이 고향으로 몹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제 2구에서는 “파산(巴山)의 저녁에 비
가 내려 연못의 수위를 높인다.”는 의미의 ‘파산야우창추지(巴山夜雨漲秋池)’
는 생동감이 넘쳐서 이러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질 것 같다. 파산(巴山)의 가
을 저녁에 내리는 비가 연못의 수위를 높이고, 이러한 풍경묘사는 시인의 장
기간 타향살이의 적막함을 강렬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표출했다. 특히 “가을 
연못의 수위를 높인다.”는 의미의 ‘창추지(漲秋池)’는 시인이 섬세하고 생동
감 있게 눈앞의 풍경을 묘사하고, 독자들은 이러한 문장을 읽으며 상상력을 
자극받게 된다. 이것은 사실묘사인 동시에 서정묘사이기도 하는데, 시인의 
수많은 언외지의(言外之意)를 함축하고 있다. 추운 가을의 칠흑 같은 저녁에 
시인 마음 속 깊이 있는 감수성을 자극하여 끊임없이 내리는 가을비와 같이 
적적하다는 감정을 표출했다. 이는 연못의 수위가 늘어난 이유가 가을비 때
문만이 아니라, 가을비가 자극한 시인의 그리움, 답답함, 외로움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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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날씨와 환경을 시인의 복잡하게 얽혀있는 감
정으로 연상하여 빗물이 연못을 넘치는 것이 시인의 가슴속에서 넘쳐 흘러
나오게끔 했다. 중국에는 “가을비는 추위를 동반해 온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가을비가 한 번 올 때마다 점점 더 추워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이유로 가을비는 사람들에게 처량하고 외로움을 전달한다. 그리고 타지(他
地)인 파산(巴山), 가을저녁을 의미하는 ‘추야(秋夜)’, 그리고 비를 의미하는 
‘우수(雨水)’ 등의 이미지의 조합은 시인에게 더욱 더 구슬프고 추운 분위기
를 전달했다. 마지막 구에서 파산의 저녁 비를 의미하는 파산야우(巴山夜雨)
가 다시 한 번 나오는데, 이곳에서의 풍경묘사는 허구를 상상해서 썼고, 작
가가 희망하는 미래를 상상해서 묘사한 것이다. 시인은 시간과 공간의 거리
감을 망라하고 미래와의 간격을 좁히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기를 간절
히 원하는 감정을 그 로 표출하며, 파산(巴山)에서 가을 저녁에 빗물을 감
상하고, 다시 만나는 날을 기 하며 기쁨에 가득 찰 것이라는 믿음에 또 하
루의 저녁을 보낸다. 제 1구와 제 4구에 동일하게 파산야우(巴山夜雨)의 비
가 나오지만, 제 1구에서는 금일의 외로움과 안타까움을 의미하고, 제 4구에
서는 미래에 한 희망과 기쁨을 의미하고 있다. 왕국유(王國維)는 『인간사
화(人間詞話)』에서 “유아지경(有我之境)은 자아의 감정을 이입시켜서 경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경물 모두가 자아의 색채를 띠게 된다.”92)라고 했는데, 이
는 시에서의 환경묘사를 하는 문자는 모두 시인의 감정을 다양한 개체를 통
해서 표출된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시인의 심경에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물의 묘사에도 필연적으로 변화가 발생하고, 작가의 감정적 변화를 그 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풍경묘사가 서로 다른 의미를 전달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3) 관념적 계절감이 환기한 상징적 이미지

  앞에서와 같이 상호 다른 계절은 감각적이고 정서적으로 모두 시인에게 

92) 王國維 지음, 조성천 역, 『인간사화』, 지식을만드는지식,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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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 향을 주어서 자연스럽게 계절에 한 인식과 관념을 형성하 다. 
또한 계절을 인식한다는 것은 계절이라는 상에 하여 정서적으로 반응하
는 행위이며, 각 계절마다 그에 한 정서적 반응은 달라지게 마련이다. 하
지만, 이념보다 정서가 약하면 정서는 자연스럽게 이념의 지배를 받게 되었
고, 시인은 어떠한 상에 정서적 반응이 아니라 자신의 이념에 따라 관념의 
시각으로 상을 바라보게 된다. 따라서 계절이 작품에 등장하더라도 계절감
은 등장하지 않거나 혹은 등장하더라도 미약하게만 표현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93) 또한 이러한 개념의 축적과 융합된 이미지가 계절이미지의 상징적 
의미가 생성되었다.
  시인은 계절에 한 특징을 자신의 이해를 통해 개념형성을 하고, 이를 이
념과 도덕적 수양으로 연계하여 계절 주제의 시가를 단순한 계절찬미 목적
이 아닌 사상 표출의 도구로 사용한 경우도 있는데, 상징적인 이미지가 계절
이미지와 접목되면서 계절을 통해 시인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다. 즉, 계절
을 표면적 혹은 정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상이념과 도덕적 깨
달음을 전달하는 도구로도 사용하 다. 계절은 사계가 순차적으로 끊임없이 
바뀌지만, 계절 자체가 지니는 속성과 특징은 변치 않는다는 점에서 시인은 
자신의 이념과 사상 등도 변치 않고 속세에 떨어졌다는 특징을 연계하 다. 
또한 계절의 각 특징은 정서적 이상으로 시인의 처세와 이념의 굳건함을 다
채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인
간세계를 ‘세속’이라고 가정한다면, 계절의 특징이 전달되는 자연세계는 세
속에서 벗어난 상위 세상이라고 하여, 자신의 도덕적 가치를 보편화된 세상
과 거리를 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 시인이 
표출하고자 하는 생각을 계절의 특징과 연관시켰다.
  자연 중심인 고  농경사회에서는 계절의 향은 부정할 수 없는 자연의 
질서고, 이러한 질서 속에서 자신의 이념을 계절의 특징을 통해서 표출하며, 
특정 이념이나 정신을 표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3) 김상진, 앞의 논문, 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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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군/충군지심(忠君之心)을 투사한 계절이미지

  계절이미지는 앞에서와 같이 개인의 서정적 감정을 작품에 투 하기도 했
지만, 관념적 계절감을 시인의 가치관에 접목하여 계절의 특징에 특정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따라서 계절은 시인이 자신의 충군지심을 투사하는 도구로
도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맹사성 「강호사시가」에서는 계절의 모
든 특징은 군주의 은혜라 하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강호사시가」 - 맹사성

강호(江湖)에 봄이 드니 미친 흥(興)이 절로 난다.
탁료계변(濁醪溪邊)에 금린어(錦鱗魚)ㅣ 안주로다.
이 몸이 한가(閒暇)옴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춘사)

강호(江湖)에 녀름이 드니 초당(草堂)에 일이 업다.
유신(有信) 강파(江波) 보내니 람이다.
이 몸이 서옴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하사)

강호(江湖)에 이 드니 고기마다 져 잇다.
소정(小艇)에 그믈 시러 흘리 여 더뎌 두고,
이 몸이 소일(消日)옴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추사)

강호(江湖)에 겨울이 드니 눈 기픠 자히 남다.
삿갓 빗기 고 누역으로 오슬 삼아,
이 몸이 칩지 아니옴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동사)

  맹사성은 고려 말기부터 조선 초기까지 문관을 지냈고, 세종(世宗)은 시인
의 충군(忠君)정신을 인정하여 시인의 노부를 병간호 목적으로 여러 차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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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건의를 했지만 모두 허락하지 않은 신 시인을 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
察使)로 임명해 노부를 근무지 근처에서 돌볼 수 있게 배려했다. 시인은 성
은(聖恩)에 입어 충심이 더욱 높아지고, 나이가 들어 관직에서 물러 난 후에 
「강호사시가」를 창작해 자신의 여전한 충심을 표출했다.94)

  「강호사시가」는 사계의 흐름에 따라 변모하는 강호를 주제로 하고 있는 
동시에 사계는 변화하지만 군주의 은총은 항시 존재한다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봄철의 강호는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계절로 몹시 바쁜 계절이지만 
시인은 분주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탁료(濁醪)와 금린어(錦鱗魚)를 즐기며 한
가로울 수 있는 것은 군주의 은덕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어서 
무더운 날씨로 고된 기간인 여름에 시인은 할 일이 없으며 서늘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군주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이고, 동
시에 중장에서는 강파(江波)가 유신(有信)하다는 것과 바람이 보낸다는 것은 
시인 자신이 군주에 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이러한 믿음이 자연스
럽게 흘러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가을철은 한 해의 농사를 
보상받는 계절로 수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분주한 계절에 속하지만, 시인이 
그물을 싣고 소정(小艇)을 타고 고기잡이를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여유로움
을 의미하고 있으며, 살찐 물고기는 풍요로움을 암시하고 있다. 겨울에는 눈
이 쌓여도 춥지 않고 지낼 만하다고 하면서, 자신이 춥지 않다고 느끼는 것 
또한 군주의 은혜를 입어서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봄날의 분주함, 여름날의 더움, 가을날의 바쁨, 겨울의 춥다는 
등 보편적 인간 존재의 말초감각을 통한 계절 감각과 달리, 마음을 통한 각 
계절과의 감응에 따른 중화의 경지에서 발현되는 호연지기라는 점에서, 이는 
심성수양의 사시가흥인 자득지락임을 추정할 수 있다. 즉 천도의 바른 운행
에 감응하기 위한 호연지기를 기르는 심성수양의 자득지락인 것이다.95) 이와 
같이 본시는 모두 자연의 계절과는 동떨어진 풍요로운 생활을 노래하고 있

94) 이현자, 「四時歌系 聯時調에 나타난 江湖自然 認識」, 『시조학논총』 17, 한국시조학회, 
2001, 258쪽.
95) 양희철, 「<강호시사가>」와 <사시가>」의 결속과 구조」, 『淸大學術論集』, 청주 학교 학술
연구소, 2015,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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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계절의 의미보다는 자신의 정신세계를 노래하 다.96) 시인은 모든 계
절에도 군주의 은혜가 투사되어 분주한 봄과 가을에 유유자적할 수 있게 되
고,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는 각각 청량함과 따스함을 느끼는 등 실제적인 
계절이 요구되는 일이나 질서에서 벗어나 각 계절의 정취를 나름 로 누릴 
수 있다. 
  맹사성은 전통적인 관료이면서 학자이며, 자신의 도덕관이나 정치적 견해
를 문학작품을 통해서도 드러내려고 하 다. 본시는 이러한 성격이 두드러지
게 나타난 작품이다.97) 시에서 사계의 변화에 따른 조화로움을 묘사한 것으
로 ‘취옹지의불재주(醉翁之意不在酒)’98)와 같은 상징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
다. 즉, 강호의 색채는 약하고 군은의 그것은 강하며99), 사계를 빌려 군주에 

한 충의 사상을 전달하는 데 비로소 진정한 목적이 있다.  
  하지만 중국 당나라 학자 유종원(柳宗元)의 작품인 「하야고열등서루(夏夜
苦熱登西樓)」에서는 무더운 여름철 이미지를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유종원(柳宗元)과 맹사성이 군주에 한 인식과 충이 상이한 차원에 있기 때
문이다. 
  관념적 계절감은 계절을 통해서 군주를 찬양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다음 
유종원(柳宗元) 「하야고열등서루(夏夜苦熱登西樓)」에서는 사계가 아닌 여름 
한 계절의 무더운 날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살기가 느껴지는 더위는 
군주의 통치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군주를 질책하는 
것이 아닌, 충군지심으로 인하여 걱정을 하고 있는 시인의 감정이 드러나고 
있다. 

96) 정항표, 「군은의 표현과 서정성의 문제」, 『한국고전시가작품론2』, 집문당, 1992, 509쪽.
97) 위의 책, 506쪽.
98) “취옹지의부재주(醉翁之意不在酒), 재호산수지간야(在乎山水之間也).”는 북송(北宋)의 문
학가 구양수(歐陽脩)의 「취옹정기(醉翁亭記)」 중의 한 구절이다. 중국 안휘성(安徽省) 저현(滁
峴)에 있는 구양수(歐陽脩)는 주량이 약해 쉽게 취했지만 정자에 올라가 벗과 음주를 하는 
것을 즐기고 스스로를 취옹이라고 자칭했다. 하지만 음주(飮酒)를 즐기는 이유는 문장에서 
“취한 노인의 낙(樂)은 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수를 보는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서다.”라
고 하고 있다. 후 에 ‘취옹지의부재주(醉翁之意不在酒)’는 본연의 의미는 다른 곳에 있다는 
뜻으로 풀이가 된다. 
99) 정항표, 앞의 책, 5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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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야고열등서루(夏夜苦熱登西樓)」 - 유종원(柳宗元)

苦熱中夜起, 登樓獨褰衣.
山澤凝暑氣, 星漢湛光輝.
火晶燥露滋, 野靜停風威.
探湯汲陰井, 煬竈開重扉.
憑闌久仿徨, 流汗不可揮.
莫辯亭毒意, 仰訴璿與璣.
諒非姑射子, 靜勝安能希.

번역본100)

열기에 괴로워하다 한밤중에 일어나
홀로 옷을 걸치고 누각에 올랐다.
산택에는 더운 기운이 엉기어 있고
은하수에는 밝은 빛이 잠기어 있다.
뜨거운 태양은 젖은 이슬 말리고
들은 조용히 위세 떨치던 바람 그쳤다.
그늘진 우물에서 길어 올린 물도 끊인 물 같고
겹 문을 여니 부뚜막에서 불 때는 것 같다.
난간에 기 어 오래도록 서성이니
흐르는 땀 주체할 수 없구나 
화육(化育)의 뜻 판별하기 어려워
고개 들어 북두칠성에게 호소해본다.
정녕 고야자(姑射子)101)가 아니니

100) 번역본은 아래와 같은 책을 인용하 다.
柳宗元 지음, 오수형 외 옮김, 『유종원집』 4, 소명, 2009, 146쪽.
101) ‘고야자(姑射子)’는 막고야 산의 신인을 말한다. 『장자』 「소요유」에 “막고야(藐姑射) 
산에 신인(神人)이 살고 있는데 피부는 얼음과 같고 처녀처럼 아름다웠다(…중략…) 큰 
가뭄에 금석(金石)이 녹아 흐르고 토산(土山)이 불타오르는 데도 뜨거워하지 않았다.”는 
구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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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이겨내기를 어찌 바랄 수 있으랴? 

  유종원(柳宗元)은 충군애민(忠君愛民)정신과 정직한 품행, 그리고 감언(敢
言)한  자세로 일생을 살았다. 시인은 정혁신(永貞革新)에 참여했었고, 정
폐(政弊)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을 했었지만 실패로 끝나 주(永州)로 유배
(流配)를 보내지게 된다. 왕권통치의 중심에서 변방지역으로 떠나게 되며, 의
지와 상관없는 전원에서의 노년을 비통해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시인은 다량의 작품을 창작했고, 혼란한 정치적 회오리 밖에서도 
진심으로 충군애민정신을 잃지 않았다. 본시는 시인의 이러한 정신을 드러낸 
시 중에 하나다.
  주는 중국 광동성(廣東省)과 호남성(湖南省)의 접경지역으로 외진 지역
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아열  계절풍 기후로 여름에는 오랜 기간 
동안 고온이 지속된다. 또한 북방에서 유배된 시인은 기후에 해 예민하게 
반응을 했고, 시에도 반 하게 되었다. 즉, 시인이 느끼기에 이렇게 기이하
게 더운 여름을 예리하게 관찰을 해서 본시에 정확하게 접목하고 있다. 시에
서 시인은 심야에도 잠에 들지 못하고, 묵묵히 일어나서 바람을 쐬러 서루
(西樓)로 올라갔으며, 긴 여름의 심야를 부분을 이렇게 보냈을 것인데, 반

로 뙤약볕이 극심한 낮에는 얼마나 더웠을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본시는 
간략한 몇 자로 무더운 여름의 날씨를 묘사하며, 백성들의 고충도 자연스럽
게 표출하고 있다.
  제 3구에서 제 6구까지는 시인이 서루에 올라가서 보고 느낀 것 중에서 
특히 극심한 무더위로 인해 불에 타오르고 있는 듯한 환경을 돋보이게 묘사
하고 있다. 심야에도 낮의 더위가 가시지 않아서 화로와 같은 열기가 남아 
있고, 한여름의 기온이 하루 종일 그 로 유지가 되었다. 뙤약볕으로 만물이 
익어 가고, 생명을 윤택하게 할 이슬은 종적을 감추었다. 이러한 묘사는 자
연현상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당(唐)
나라 중기(中期) 때 폭정(暴政)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생활은 불구덩이에 있는 
듯이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을 쳤다.102) 시인은 주에 있는 기간 동안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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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생활과 고충에 해 이해하려는 노력
을 보 다. 시인이 본시를 창작한 시기는 당(唐)나라가 흥성에서 쇠퇴하는 
과도기에 있었으며, 권력층의 사치와 부패는 더욱 심해지고, 백성들의 고통
에는 개의치 않았다.
  시 전반에서의 열악한 환경에 한 묘사를 바탕으로 마지막 4구에서는 시
인의 느낌을 직접적으로 토로했다. 시인은 이렇게 숨이 막히는 환경에서 시
인을 포함한 백성들은 숨이 끊어질 것 같고, 북두칠성을 바라보며 하늘에 
해 “이러한 사태가 지속되면 만물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라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행동은 군주에게 직접 외치는 것과 같은 상징적
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군주가 혹독한 백성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고, 살
기 어려운 상황을 천하의 ‘더위’를 제거함으로써 개선해주기를 진심으로 희
망하고 있었다.  
  시인 필하의 여름철 심야는 독자로서 보기만 해도 독자에게 두려움이 전
달된다. 시인은 주의 기후를 세심하게 관찰하여 표현하고, 엄 한 구상을 
상징적 묘사로 표출하는데, 이는 시의 예술성을 한 층 더 높이는 동시에 시
의 함축된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시를 구성한 몇 글자는 글자 이상의 내용
을 의미하며, 글자가 함축한 의미를 확장하여 독자들의 상상력과 자유로운 
연상을 유도하고 있다. 
  조선시 의 맹사성과 당(唐)나라의 유종원(柳宗元)은 모두 충군애민정신이 
있는 시인이며, 또한 같은 여름 이미지 배경으로 창작을 했지만, 독자들은 
두 작품에서 왜 전자는 시원한 느낌의 여름을, 후자는 무덥고 힘겨운 여름을 
느끼게 되는 것인지 의구심을 품을 수 있다.
  「강호사시가」에서 전달되는 충의 사상은 매수의 끝에 반복되는 ‘역군은이
샷다’를 통해 알 수 있다. 이것은 ‘만천하 왕토 아님이 없고, 만백성 왕의 신
하 아닌 이가 없다(普天之下 莫非王土 率土之民 莫非王臣)’이란 임금의 은

102) “诗人写夏夜酷热使人难以忍受，这不仅仅是一种自然现象，而且又暗示着一种严重的社

会问题: 唐王朝的暴政，使老百姓陷于水深火热之中...” 
http://lib.huse.cn/lzy/news_view.asp?newsid=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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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를 읊을 때 흔히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의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성징을 
가지며, 관직에서 은퇴하여 한거(閑居)하는 강호의 세계와 그에 앞서 몸담았
던 정치 현실의 세계가 모두 ‘군은’의 역 안에 있다는 의식을 말해준
다.103) 맹사성의 작품을 통해 시인의 충군지심에는 군주권리치상(君主權利至
上) 사상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반면 유종원(柳宗元)은 작품을 통
해서 군주를 둘러싼 정치 현실을 비판하고, 군주에 한 근심을 표출하면서 
군주의 선정을 펼쳐줄 것을 소망하는 노력이 보인다. 이것은 군주를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통해서 자신의 충을 표출했다.
  비록 두 시인 모두 동일하게 여름을 주제로 창작을 했지만, 여름 이미지가 
독자에게 전달하는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독자는 스스로
의 상상력과 시의 창작 배경의 이해를 바탕으로 시인의 심정과 처지 등을 
이해할 수 있는 동시에 시인의 언외지의(言外之意)까지 발굴하게 되는데, 이
는 상징적 이미지의 가치이기도 하다.

  (2) 원형이정(元亨利貞)을 부여한 계절이미지

  원형이정(元亨利貞)개념은 「주역(周易)」에 처음 기록되었고, 후 에 학자들
은 「주역(周易)」을 풀이하려는 시도를 했다. 그 예로, 주희(朱熹)는 원형이정
이라는 우주의 질서와 춘하추동이라는 자연적 순환의 질서는 그 로 인의예
지(仁義禮智)라는 인간의 질서와 완전히 상통한다고 주장했다.104) 또한 태극 
개념에서 천도(天道)인 춘하추동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되풀이 되는 과정이 
인도(人道)인 인의예지(仁義禮智)와 일맥상통하다고 주장한다. 학자들은 원형
이정(元亨利貞) 개념을 수학공식과 같이 광범위 학문에 입시켜 논술을 펼
쳤고, 사계 개념에도 입해 연구할 수 있다.
  원형이정(元亨利貞)에 사계를 입하여 이해하려는 시도는 중국 남북조(南
北朝) 때 주홍정(周弘正)이 「주역의소(周易義疎)」를 편찬하면서 원(元)은 봄, 

103) 김학성·권두환 편, 『고전시가론』, 새문사, 1984, 393-394쪽.
104) 주광호, 「주희 태극론의 ‘생생’의 원리」, 『철학연구』 98, 한철학회, 2006, 2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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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亨)은 여름, 이(利)는 가을, 정(貞)은 겨울로 해석105)한 것이 있다. 당(唐)
나라 때 「주역(周易)」을 해석하던 공 달(孔潁達)도 「주역정의(周易正義)」에
서 “원(元)은 시초를 의미해서 봄의 특성과 부합하고, 형(亨)은 만물이 형통
한다는 의미에서 여름의 만물이 잘 자라나는 특성과 가장 부합하며, 또한 이
(利)는 도의(道義)의 통일을 의미로 가을의 수확하는 계절 특성과 가장 부합
하다. 그리고 정(貞)은 사물의 마침과 저장을 의미함으로 겨울철 곡물을 저
장하는 특징과 가장 부합하다.”106)라고 주장했다. 
  사계와의 의미를 추가적으로 부여하여 풀이를 시도한 주희(朱熹)는 「주역
본의(周易本義)」에서 “원(元)은 생명의 시작을 의미하며 천지의 덕목(德)은 
이때보다 먼저 있지 않다. 이는 계절 중에 봄을 의미하고, 사람은 이때 인
(仁)자하여 가장 선(善)하다. 형(亨)은 생명이 통함을 의미하며 만물이 이때만 
되면 가장 아름답다. 이는 계절 중에 여름을 의미하고, 사람은 이 때 예(禮)
가 있어 가장 아름답다. 이(利)는 생명의 통달함을 의미하며 만물은 안정을 
찾고 서로 방해하지 않는다. 이는 계절 중에 가을을 의미하고, 사람은 이때 
의(義)가 넘쳐 분수와 조화를 이룬다. 정(貞)은 생명의 완성을 의미하며 실리
(實理)를 모두 갖추고 각자 위치에서 충족하고 있다. 이는 계절 중에 겨울을 
의미하고, 사람은 이 때 지(智)를 얻어 만사의 간(幹)이 된다. 간(幹)이란, 나
무의 몸통에 가지와 잎이 서로 의존하여 서있는 것을 뜻한다.”107)라고 주장
했다. 
  또한 주희(朱熹)는 곡물을 예로 들면서 원형이정(元亨利貞)을 더욱 생동적
으로 설명했는데, “원형이정(元亨利貞)의 예를 씨앗의 비유를 들어, 현상계의 
발산과 수렴·생성과 소멸이라는 순환과정과는 무관하게 모든 존재를 포함한 

105) “元，於時配春；亨 於時配夏；利 於時配秋；貞 於時配冬.” 孔穎達, 『周易正義』, 中國
致公出版社, 1999, 1쪽.
106) 위의 책, 19쪽.
107) “元者 生物之始 天地之德 莫先於此 故於時爲春 於人則爲仁而衆善之長也. 亨者 生物之
通 物至於此 莫不嘉美 故於時爲夏 於人則爲禮而衆美之會也. 利者 生物之遂 物各得宜 不相
妨害 故於時爲秋 於人則爲義而得其分之和. 貞者 生物之成 實理具備 隨在各足 故於時爲冬 
於人則爲智 而爲衆事之幹. 幹 木之身而枝葉所依以立者也.” 周易本義 乾卦 ｢文言傳｣의 元
亨利貞에 한 朱熹의 註, 146쪽. 서근식, 「<주역> 원형이정(元亨利貞) 해석의 비교 연구」, 
『정신문화연구』 40, 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60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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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생명력 혹은 생명의 의지는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108)

  이처럼 원형이정(元亨利貞)을 사계 개념과 접목해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은, 사계를 원시적인 덕목(德目) 관점으로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적 
상 이상으로 승화하면서 생태의 아름다움을 내포한 춘하추동(春夏秋冬)은 새
로운 의미를 함축하게 된다.
  다음 이휘일 「전가팔곡」에서의 계절이미지는 감정표현이 아닌, 철학적 의
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원형이정(元亨利貞)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에 

응하여 각 계절의 특징과 철학적 성질을 접목하려는 노력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전가팔곡」 - 이휘일

농인(農人)이 와 이로 봄 왓 바틔 가새.
압집의 쇼보 잡고 뒷집의  보내.
두어라 내집부 하랴  니 더욱 됴타.             (제2수)

여날 더운 적의 단 히 부리로다.
밧고랑 쟈니  흘너 희 듯네.
어와 입립신고(粒粒辛苦) 어늬 분이 알실고.        (제3수)

을희 곡셕 보니 됴흠도 됴흘셰고
내 힘의 닐운 거시 머거도 마시로다.
이 밧긔 천사만종(千駟萬鐘)을 부러 무슴 리오.       (제4수)

밤의란 츨 고 나죄란 를 부여
초가(草家)집 자바고 농기(農器)졈 려스라.
내년(來年)희 봄 온다 거든 결의 종사(從事)리라.    (제5수)

108) 주광호, 앞의 논문, 2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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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시가에서의 원형이정(元亨利貞) 예는 이휘일의 「전가팔곡」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본시는 시인이 농촌에 거주하면서 창작한 시지만, 시인은 사
부의 품행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했으며, 업농자(業農者)이기보다는 감농자(監
農者)에 준하는 위치에서 공동체의 구성원을 독려하며 나름의 방식으로 농업
활동에 참여했으리라 생각된다.109) 
  시인은 농사일에 직접 참여하는 것보다 감시자 역할로써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풍년이 되기 위해 실질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하는지 등을 지도
를 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시인의 작품에는 농가의 일상이 자연스럽게 투
되었다. 하지만 시인은 관직에 등용되지 못하여 향촌에 남은 것이 아닌, 자
신의 선택을 통해서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향촌의 질서를 정비하고 농에 
관심을 두었다.110) 또한 시인은 농민의 삶에 근접하면서도 여전히 성리학적 
세계관을 견지하는 사 부적 면모를 잃지 않았다.111) 따라서 본시에서는 통
상적인 전원시의 특징보다 성리학적 이념이 함축되어 있고, 사계의 향촌 농
사일을 묘사하며 원형이정(元亨利貞) 이념을 자연스럽게 표출하고 있다. 
  본시의 제 2수에서는 원(元)에 해당되는 봄의 생산을 묘사하고 있으며, 초
장에서 농인이 만물의 시초를 맞이하기 위해서 밭을 나가는 것은 봄철의 분
주함을 의미하고, 중장과 종장에서 앞집과 뒷집의 소와 농기구를 빌리는 행
위, 내 집과 다른 집의 구분 없이 농사일을 분주하게 매진하는 행위는, 봄철 
향촌의 농사일은 선후(先後)없이 진행이 되는 동시에 상부상조(相扶相助)하
면서 새로운 생산을 위해 시인뿐만이 아닌 향촌 공동체의 공통된 행위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원(元)은 시초(始初)를 의미하며, 봄 또한 일 년의 농
작물을 위해 씨를 뿌리고, 밭을 가꾸는 등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의미한다. 
  제 3 수에서는 형(亨)에 해당되는 여름의 향촌을 묘사하고 있으며, 초장과 
중장에서는 무더운 날씨와 뙤약볕 등 열악한 조건에서도 봄철에 시작한 농
사일을 이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종장에서는 고된 환경에

109) 신성환, 「17세기 재지사족의 향촌질서 재편과 <전가팔곡>」, 『우리어문연구』 52, 우리어
문학회, 2015, 289쪽.
110) 위의 논문, 311쪽.
111) 이현자, 앞의 논문, 2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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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농사를 해야 하는 것은 ‘입입(粒粒)’과 같이 여름철에 만물이 잘 자라나기 
때문이며, 원형이정(元亨利貞)에서의 형(亨) 또한 만사형통이란 의미로 여름
의 고단한 환경에서의 농사일이 분주한 것은 여름에 만물이 활기를 얻어 성
장하기 때문인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제 4수에서는 이(利)에 해당되는 가을의 향촌을 묘사하고 있으며, 초장에
서 농인이 결실에 한 보람을 느끼고, 봄의 분주했던 농사일과 여름의 고된 
농사일에 한 보상을 받는 계절이란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중장에서는 농
인 스스로의 힘으로 맺은 결실이기 때문에 맛있다고 하면서 상징적 이미지
로 보람찬 마음을 표출하고, 종장에서는 ‘천사만종(千駟萬鐘)’이라 하면서 수
확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이(利)는 얻음이 있어 풍족한 의
미를 가지고 있으며, 농인의 풍족한 수확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제 5수에서는 정(貞)에 해당하는 겨울을 묘사하고 있으며, 초장과 중장에
서는 삿자리를 꼬고 띠풀을 베는 등 다음 해의 농사일을 밤과 낮에 분주히 
준비하는 모습을 묘사했다. 종장에서는 내년에 봄이 온다고 하면서 겨울이 
농사일에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비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출하며, 일 
년 중 겨울은 마지막이 아니고 사계는 순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
(貞)은 만물의 마침과 저장 등을 의미하는데, 일 년을 봄에 씨앗을 뿌리며 
시작하고, 여름의 노동과 가을의 수확을 거치며 한 해의 마무리를 짓는 의미
에서 마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겨울철에 먹을 수확물을 저장하는 
것을 뜻한다.
  본시의 배경은 농촌생활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제 2수에서 제 5수까지
는 춘하추동(春夏秋冬) 사시(四時)로 구분하여 원형이정(元亨利貞) 개념과 접
목하여 이해할 수 있다. 즉, 봄에는 원(元)에 준하는 생산 준비, 여름에는 형
(亨)에 준하는 무성한 밭의 묘사, 가을에는 이(利)에 준하는 수확, 겨울에는 
정(貞)에 준하는 마무리 등의 특징을 돋보이는 동시에 제 5수에서의 순환의 
의미까지 부여하여 사계에 따라 변모하는 향촌의 특징을 시에 담았다. 독자
가 원형이정(元亨利貞)이란 상징적 이미지를 고려하지 않고 본 작품을 접하
면 단순한 농촌생활의 사계를 묘사한 시가로 생각되는데, 원형이정(元亨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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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을 고려하고 접한다면 작품의 심층적인 해석이 가능해지고 철학적 특징은 
더욱 부각된다. 
  다음 백거이(白居易)의 「춘풍(春風)」은 이휘일의 「전가팔곡(田家八曲)」처럼 
사계를 모두 배경으로 하지 않고, 봄 이미지와 원형이정(元亨利貞)에서의 원
(元) 성질만을 접목하여 시작(詩作)하 다. 따라서 순환하는 개념은 찾아볼 
수 없지만, 원(元) 성질인 ‘시작’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다.

「춘풍(春風)」 - 백거이(白居易)

春風先發苑中梅, 櫻杏桃李次第開.
薺花榆莢深村裏, 亦道春風為我來.

봄바람에 정원 안의 매화꽃이 가장 먼저 피어나고,
앵두, 살구, 복숭아, 자두 꽃이 이어 필 테지.
깊은 마을 냉이꽃과 느릅나무 열매도,
봄바람은 나를 위해 여기 왔다고 말하네.

  봄이 되면서 일 년이 시작되고 자연에 속하는 만물은 생명력을 얻는데, 원
형이정에서의 원(元) 또한 만물의 시작을 의미한다. 봄바람은 생명력을 의미
하며 새로운 생명을 전달하는 사자(使者)라는 함축적인 의미로 인식된다. 봄
바람은 정원의 매화꽃, 앵두꽃, 살구꽃, 복숭아꽃, 자두꽃 등 유명한 꽃뿐만 
아니라, 산간지역에서 피는 야생 냉이꽃과 느릅나무꽃 등까지 봄바람은 차별 
없이 만물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하고, 생명의 기쁨까지 동반해서 전달한
다.
  본시는 사시(四時) 중에서의 봄 이미지를 개화현상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
어서 단순한 봄 찬양 시로 이해할 수 있지만, 독자가 원형이정(元亨利貞) 개
념을 이해하고 시를 접하면, 봄에 응하는 원(元)의 생명의 시초를 작품에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즉, 표면적인 사계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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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에 한 이해와 해석에서 원형이정(元亨利貞) 중 원(元)의 특징을 통
해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해진다.
  다음 백거이(白居易) 「지상조하(池上早夏)」에서는 여름 이미지에서 원형이
정(元亨利貞) 중 형(亨) 성질인 ‘번성하다·무성하다’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지상조하(池上早夏)」 - 백거이(白居易)

水積春塘晚, 陰交夏木繁.
舟船如野渡, 籬落似江村.
靜拂琴床席, 香開酒庫門.
慵閑無壹事, 時弄小嬌孫.

늦봄의 물은 연못에 차오르고, 초여름의 잎은 나무에 몹시 무성하네.
돛단배는 정처 없이 떠다니고, 울타리가 있는 곳이 마을이네.
천천히 침 를 만지다가, 향기에 술 곳간 열어보네.
종일 할 일이 없었기에, 어린 손자랑 놀아준다.
  제 1, 2구에서의 묘사와 같이 여름은 사계 중에서 생명력이 가장 왕성한 
계절이며, 꽃과 나무 등은 봄의 발아(發芽)와 여름철의 충분한 햇빛으로 끊
임없이 가지를 뻗고, 잎이 무성하게 자라나게 된다.
  본시는 사시(四時) 중에서의 여름 이미지를 묘사하고 있어서 여름의 한가
한 정서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독자가 원형이정(元亨利貞) 개
념을 이해하고 시를 접하면, 여름에 응하는 형(亨)의 번 하는 만물 이미
지를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만초(万楚) 「제강조장벽(題江潮莊壁)」에서는 가을 특징인 풍년을 묘
사하고 있는데, ‘잎이 떨어진다’와 같이 원형이정(元亨利貞) 중의 형(亨)의 의
미인 풍년에서 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제강조장벽(題江潮莊壁)」 - 만초(万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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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家喜秋熟, 歲晏林葉稀.
禾黍積場圃, 查梨垂戶扉.
野閑犬時吠, 日暮牛自歸.
時復落花酒, 茅齋堪解衣.

농가의 늦가을은 기쁨이 가득하고, 한해의 마지막엔 잎들이 떨어진다.
벼와 기장은 채소밭에 가득 채우고, 배와 산자는 문까지 잔뜩 익었다.
개는 괜히 민가에 있다 짖어 고, 소는 날이 저물어 혼자 돌아온다.
낙화주를 마시는 계절이 왔고, 집에서는 편하게 옷들을 벗는다.

  씨앗은 봄과 여름을 거쳐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땅위에 줄기를 뻗다가 가
을이 되면 무르익는다. 즉,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며, 농부들이 제일 기 하
는 계절이다. 기장, 벼, 보리 등의 곡식으로 창고가 가득 메워지고, 산사(山
楂)와 자두 등의 과일은 가지 위에 가득 열렸는데, 농부들이 만족하고 흥겨
워하는 모습이 상상이 간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봄과 여름에 발생한 감정을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되면 솟구쳐서 발산된다.
  본시는 추수시기의 농가를 묘사하며 사시(四時) 중에서의 가을 이미지를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독자가 원형이정(元亨利貞) 상징적 이미지에 해 이
해를 하면, 시는 가을 이미지에 상응하는 이(利)의 수확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심층적 분석도 가능하게 된다.
  다음 조 (祖詠) 「종남망여설(終南望余雪)」에서는 겨울 특징을 나타내는 
눈 이미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원형이정(元亨利貞) 중 정(貞) 성질인 ‘수장
(收藏)’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종남망우설(終南望余雪)」 - 조영(祖詠) 

終南陰嶺秀, 積雪浮雲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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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表明霽色, 城中增暮寒.

번역본112)

종남산 북쪽 마루 빼어난 자태
눈 싸여 있는데 그 끝에 뜬구름 걸려 있네
숲 제일 높은 곳에 밝게 개는 모습 보이는데
날 저물자 성중에 한기가 더하는구나

  겨울은 저장의 계절이며, 흰 눈은 만물을 뒤덮는데, 이러한 풍경은 생명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겉으로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생명을 이어가고, 혹독한 
겨울의 추위를 피해 봄을 기다리는 것이다. 생장수장(生長收藏)은 즉 자연에
서의 만물이 잉태되고 소실되는 과정이고, 생명이 각 계절에 살아가는 방식
이다.
  우주의 음양규칙을 사계를 통해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 원형이정이고, 각
각 춘하추동을 뜻한다. 또한 원형이정과 춘하추동은 동일하게 생장(生長)과 
수장(收藏) 과정을 함축하고 있으며, 우주의 음양규칙과 질서에 따라서 변화
한다. 사계가 변하면서 춥고 따뜻하기가 반복되고, 가시적인 변화도 발생되
는 점에서 생장(生長)과 수장(收藏)은 계절이 바뀌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계는 하나의 윤회로 끊임없이 생명을 얻다가 숨기를 반복하며, 끊임
없이 생장하고 번성한다. 
  사계규칙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명의 규칙이고, 고 에서는 음양오
행(陰陽五行)을 생명의 규칙에서의 기본 질서로 생각했으며, 사계규칙에 거
슬리지 않고 생활하는 법과 농사일을 하여 효율을 높이는 노력과 각 계절에 
수신양생(修身養生) 방법을 터득해 건강장수(健康長壽)를 기 했다. 또한 도
덕적인 품행을 유지하며 정감을 억제하는 등 “사계규칙은 만물을 생장하게 
한다.”113)고 생각하며, “봄에는 태어나고, 여름에는 성장하고, 가을에는 수확

112) 번역본은 아래와 같은 책을 인용하 다.
배다니엘, 『唐代 自然詩史』, 푸른사상, 2005, 234쪽.
113) “效四時以生萬物.” 『周易正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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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겨울에는 숨어드는 것은 천리(天理)이며, 이러한 규칙을 어기는 행위는 
하늘의 법도를 어기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사계의 순리는 어기면 
안 된다.”114)고 생각했다.
  본시는 시인이 겨울에 직접 본 것에 한 서경(敍景)으로 보이지만, 독자
는 원형이정(元亨利貞) 중에 정(貞)의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시에 함축된 수
장(收藏) 의미를 접하게 되고, 더 나아가 사계가 순환하는 특징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2. 시조와 당시(唐詩)에 나타난 계절이미지의 특징

  앞 절에서는 계절이미지가 감각적 이미지, 비유적 이미지, 상징적 이미지
로 나타나는 양상에 해 살폈는데. 본 절에서는 이러한 이미지들을 입체적
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계절이미지의 특징을 시간성, 서정성, 사상성 등으로 
나누어 살피고자 한다. 계절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계절이미지에는 
시간성이 투 되어 있다. 이러한 시간성 위에서 시인의 감수성이 농후해지면 
계절이미지의 서정적 특징이 우세해지고, 이성의 비중이 커지면 사상이 계절
이미지에 많이 반 된다. 따라서 시간성, 서정성, 사상성의 세 요소는 계절
이미지의 특징을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즉, 계절이미지는 
시간성을 기반으로 하고 서정적과 사상적 상반된 특징을 양 끝에 배치하고 
있는데, 그 특징을 귀납하면 다음과 같다.

 1) 시간성으로 본 계절이미지

  (1) 원형(圓形)적 이미지와 선형(線形)적 이미지

  시인은 선천적인 예리함과 독창적인 창조적 능력으로 인하여 작품을 통해 

114) “夫春生, 夏長, 秋收, 冬藏, 此天道之大理也, 弗順則無以為天下綱紀…故曰：四時之   
大順不可失也.” 『史記·太史公自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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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개념을 여러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여러 시가 작품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사계(四季)는 시인이 시간에 한 의식을 감
지(感知)하는 특별한 도구로 이용되는 동시에 독자가 고전시가를 이해하는 
또 다른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의 시조와 중국의 당시(唐詩)
를 비교 분석한 결과, 시조가 창작되던 조선시 에는 유가사상의 향을 받
아서 계절이미지가 ‘순환적’ 시간 의식 형태를 갖추고 있는 반면 유가사상이 
중심사상으로 자리하지 못하던 당나라 때의 당시(唐詩)에서 계절이미지는 선
형적인 시간 의식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즉, 유가사상의 시

적 향력은 두 유형 문학의 공간적 특성에 반 이 되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송나라 이전의 중국 본토에서는 체적으로 시간을 일회성 혹은 흘
러가는 것으로 여기며, 순환한다는 개념이 거의 없었다.”115)는 논의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러한 차별적 양상을 공간적으로 형상화시
킨 결과, 시조에 나타난 계절이미지의 순환적 흐름을 ‘원형’이라고 인식하고, 
당시(唐詩)에 나타난 계절이미지의 직선적 흐름을 ‘선형’이라고 주장한다. 이
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한국의 원형적 계절이미지 및 중국의 선형적 계절이미지
  
  이승훈(1986)116)은 원형적 시간 혹은 순환적 시간관이 갖는 특징을 순환
성의 반복적 구조에 의거하여 유한 속에서 무한을 재현해내는 양식으로 간

115) 蕭馳, 「中国古代詩人的時間意識及其他」, 『文学遺産』 6, 1986, 20쪽.
116) 이승훈, 『시간과 문학』, 이우출판사, 1986, 188-189쪽.

한국의 원형적 계절이미지

  봄

가을

여름 겨울

중국의 선형적 계절이미지
  

봄 여름 가을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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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 다. 즉 순환적 시간관에 해 과거에 신성했던 사건을 반복함으로써 
원한 삶을 살려는 의지가 드러나는 시간 인식이라고 보았으며, 이는 일종

의 재생의식, 원 회귀의식을 내재한 신화적 시간의식이라고 평가하 다. 
이러한 시조의 순환적 특징은 사시가형 시조에서 보편적으로 찾아볼 수 있
다. 예를 들어 「강호사시가」에서는 “시간을 그 자체의 역사적 흐름으로 파악
할 때 계기성과 불가역성이 그 특성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인간의 의식 속에
서 시간을 순환적인 것으로 인식한다면, 여기에는 시간의 계기성은 받아들이
되 불가역성은 거부하는 태도가 담기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사시가의 순환
적 구성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유한 속에서 무한을 추구하는 시간의식이다. 
다시 말하면, 사시가의 사시순(四時順) 구성은 철저히 일회적일 수밖에 없는 
역사적 시간을 떠나 무한한 반복구조를 가진 사시 순환의 원형적 시간을 다
루려는 원회귀 열망을 표출시킨 구조적 장치로 해석된다.”117) 이와 같이 
시조에서는 사계를 통해 시간 개념을 순환적 의미로 표출하려는 노력을 하
고 있고, 이러한 개념은 시인의 시간 의식에 한 관념을 시작(詩作)을 통해 
표출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송팔성(1992)도 “사시가의 표작품
인 「강호사시가」의 구성은 사시의 법칙성과 원성에 근거한 주기적 순환의 
단위로 구성 양상을 띠는데, 이는 강호사시를 인식하는 사 부들의 원형적 
관점을 확인케 한다. 강호사시의 시간은 주기적 순환을 거듭하는 원을 형성
하는 바, 이는 사시를 등질성의 원한 흐름으로 인식하는 원형적 시간관의 
반 인 것이다.”118)라고 하며 시조에 순환적 시간 개념이 있다는 것을 확인
하고 있다. 이처럼 강호사시가의 시간 구성 역시 사시의 시간적 질서가 갖는 
주기적 순차성과 체계성에 입각한다는 점에서 순차적이고 체계적인 구성을 
기본 요건으로 한다. 다음은 「전가팔곡」 의 예다.

밤의란 츨 고 나죄란 를 부여
초가(草家)집 자바고 농기(農器)졈 려스라.

117) 김신중, 「四時歌型 時調의 江湖認識- 理想郷 追求意識을 중심으로」, 『시조학논총』 8, 
한국시조학회, 1992, 42쪽.
118) 송팔성, 「四時歌의 自然観과 時間 認識」, 서울 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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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來年)희 봄 온다 거든 결의 종사(従事)리라.      

—— 이휘일, 「전가팔곡」 (제5수)

  시인은 「전가팔곡」에서 사계를 통해 춘하추동의 변화에 따라 변모하는 농
가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는데, 사계가 변화하는 것은 순차적인 개념이란 점
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제 5수에서는 겨울이 사계의 끝이 아닌, 가을의 다
음 계절인 동시에 봄이 되기 이전에 준비하는 계절이란 것을 강조하고 있다. 
독자 또한 시에서 ‘내년(来年)’이란 시간적 표현을 통해 사계의 무한적 순환 
의미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고, 시인 관념에서의 계절이 갖고 있는 무
궁한 법칙적 원성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의 중국 고전문학 연구자 마쓰우라 도모히사(松浦友久)의 논문
에서는 중국 당시(唐詩)에서의 시간 의식이 순환적 특징보다 한 방향으로 흐
르는 특징이 더 강하다고 주장을 한 적이 있다. 본고에서도 동일한 관점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예는 「논어·자한(論語·子罕)」에서의 “흘러가는 것이 이
와 같구나, 밤낮을 쉬지 않는다(逝者如斯夫, 不舎昼夜).”, 최 (崔潁) 「황하
루(黄鶴楼)」에서의 ‘황학(黄鶴)은 한번 날아가더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黄
鶴一去不復返)’, 유정지(劉廷芝) 「 비백두옹(代悲白頭翁)」에서의 “해마다 피
는 꽃은 비슷하지만, 해마다 사람들은 같지 않구나(年年歳歳花相似, 歳歳年
年人不同).” 등 작품에서 사계의 유한한 관념 인식을 찾아볼 수 있다. 중국 
당시(唐詩) 작가 또한 사계의 순환적, 무한한 개념은 이해하고 있었지만, 이
를 인간사(人間事)와 비교하면서 무한한 개념은 유한한 개념으로 전환되고, 
계절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특히 이러한 특징은 두보(杜甫)의 「절구(絶句)」에서 “금년 봄 또 지나감
을 바라본다(今春看又過).”중 ‘금년’이라고 강조한 것은 봄은 다시 오되 작년
의 봄과 금년의 봄은 작가에게는 다시 오지 않는 봄이란 것을 의미하며, 사
계가 유한하고 순환하는 것이 아닌 시간이 계속 흘러간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19) 이처럼 당시(唐詩)에서 계절은 보편적으로 순환 질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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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념이 발견되지 않으며, 오히려 늙어 가는 것에 한 안타까운 정서가 
중심을 이룬 탄로가(歎老歌)로도 느껴질 수 있다.
  봄은 사계의 첫 계절인 동시에 일 년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고, 인생에 
있어서는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한다. 또한 가을은 
쓸쓸하고 생명이 쇠퇴함의 시작을 상징하는 계절로 성년(盛年)에서 모년(暮
年)의 과도기를 상징한다. 이는 봄이란 시간은 지나가도 다시 돌아오지만, 
인생에 있어서 시간은 한 번 지나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반 한 것이
다. 끊임없이 순환하는 계절과 인력으로 제어할 수 없는 시간을 통해 시인은 
생명의 법칙을 깨닫는다.  이러한 깨달음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생명의 시간 의식’이란 현실적이고 진정한 시간의식이 
생기게 된다. 즉, 시조에서의 계절은 윤회(輪回)하는 시간적 인식인 반면, 중
국의 고전시가사(古典詩歌史)에서는 계절이 생명력이 있는 시간 개념으로 서
정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근원이 되었다.

  (2) 구조적 이미지와 독립적 이미지

  시조와 당시(唐詩)에 나타난 계절이미지를 살펴볼 때 두 장르 사이에 미묘
한 차이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한중 양국 시인이 계절을 바라
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한국 시인은 시간에 한 원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
기 때문에 계절을 전체적인 하나로 간주하며, 사계절에 한 전체적인 시야
와 논리적 체계를 중시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시조에서 계절이미지
가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김신중(1992)에서는 시조체(時調體) 
사시가(四時歌)를 정리한 결과에 따르면, 총 11편 81수 중 연시조 형식을 가
진 것은 6편 76수로, 시조체(時調體) 사시가(四時歌)의 형성이 연시조를 중
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120) 이러한 특징은 사 부계층이 누릴 수 

119) 松浦友久·金銀雅, 앞의 논문, 501-517쪽.
120) 김신중, 「한국 사시가의 연구」, 전남 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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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정신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에게 자연은 
즐기는 상으로 계절의 순환에 따라 변화하는 특징들이 인상적으로 느껴지
기 마련이다. 이때 자연에 한 그들의 관념을 토로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그릇으로 선택된 것이 사시가(四時歌) 형식이었으며, 그들의 정신적 여유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다 깊은 사유를 필요로 하는 연시조 형식을 요구하게 되
었던 것이다.121) 즉 사계절을 한 자리에 모아 다루게 된 동기는 사 부 계층
의 관념적 정신생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중국 시인은 시간에 한 원형적 이미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당시(唐
詩)의 계절이미지는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절 적이다. 중국 문학사에
서 계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은 많지만, ‘사시가’란 별도의 형식으로 
분류하여 하나의 범주로 인식한 것들은 많지 않다.122) 당(唐)나라 문학작품
에서는 한국의 사시가와 비슷한 작품은 몇 수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 중 
이백(李白) 「자야사시가(子夜四時歌)」가 있다. 

秦地羅敷女，采桑綠水邊.               
素手青條上，紅粧白日鮮.
蠶飢妾欲去，五馬莫留連.

진나라 땅의 나부라는 여인은, 
푸른 물가에서 뽕잎을 따고 있었네.
하얀 손은 푸른 가지 위에 있고, 
붉게 단장한 얼굴은 밝은 햇살 속에 곱다.
누에가 배고플까봐 저는 가려하니, 
태수께서도 머무르지 마시오.
鏡湖三百里，菡萏発荷花.
五月西施采，人看隘若耶.

121) 위의 논문, 13쪽.
122) 노음정, 「四時歌의 淵源과 范成大 ＜四時田園雑興＞의 시간」, 『중국학논총』 37, 2012, 
94-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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回舟不待月，歸去越王家.

경호라 삼백 리에, 
연꽃 봉오리가 꽃망울 터뜨리네.
오월에 서시가 연밥을 따니, 
사람들이 구경하러 약야계(若耶渓)를 메웠네. 
달 뜨길 기다리지 않고 배를 돌려서, 
월왕(越王)의 궁궐로 돌아가 버렸네.

長安一片月，萬戸擣衣声.
秋風吹不盡，総是玉關情.
何日平胡虜，良人罷遠征.

장안 하늘에 조각달 하나 떠있고, 
집집마다 다듬이질 소리 들리네.
가을바람 불어불어 그치지 아니함은, 
모두가 옥문관을 넘다드는 그리움 때문이리라.
어느 날에야 오랑캐를 평정하고, 
낭군은 원정을 마치고 돌아오실꼬?

明朝駅使發，一夜絮征袍.
素手抽鍼冷，那堪把剪刀.
裁縫寄遠道，幾日到臨洮.

내일 아침 역졸이 떠난다고 하니, 
온 밤을 새워 서방님 솜옷을 짓는다네.
맨손은 바늘을 뽑기에도 시리거늘, 
어찌 가위 잡는 걸 견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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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지어 먼 길에 부치니, 
어느 날에나 임조 땅에 닿을 수 있을까?

—— 이백(李白), 「자야사시가(子夜四時歌)」 
  
  작품의 첫 번째 수에서는 봄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진나라 땅의 나부
(羅敷)라는 여인이 푸른 물가에서 뽕잎을 따고 있는 이야기로 전개하고 있
다. 두 번째 수에서는 여름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서시(西施)가 연꽃을 따
는 이야기로 이어가고 있다. 세 번째 수에서는 가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
며, 전쟁터에 나간 남편을 위해 다듬질 하며 그리운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네 번째 수에서는 겨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전쟁터에 나간 남편을 위해 
솜옷을 만드는 장면을 묘사했다. 각 수에서는 서로 다른 계절에 한 풍경을 
묘사하고 있고, 시에서는 여성 화자를 통해 여성이 느끼는 감정을 절절한 목
소리로 노래하고 있다. 이는 마치 서로 연관이 되는 사계절의 장면 같지만, 
작품 속 네 수에서의 논리적 연계성은 찾아볼 수 없고, 독립적인 이야기란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것은 각 단락이 긴 한 유기성을 갖추고 있
는 시조와 사뭇 다른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 시인들은 계절을 독립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계
절이 다른 계절보다 중요해 보일 수도 있다. 이점은 ‘춘추 편중(春秋偏重)’ 
현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한학자(漢學者) 버튼 왓슨(Burton 
Watson)은 다음과 같이 흥미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왓슨은 중국 고시
집(古詩集)의 표인 『당시삼백수(唐詩三百首)』에서 자연 이미지를 통해 작
품 속에서 상징하고 있는 계절을 분석한 결과 춘하추동을 표하고 있는 작
품 수는 각각 76수, 1수, 59수, 2수로 나타났다.123) 즉, 봄과 가을을 배경으
로 하는 시가 절 적으로 많고, 여름과 겨울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은 3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평백(兪平伯)이 정리한 『당송사선해(唐

123) Burton Waston, Chinese lyricism : Shih poetry from the second to the twelfth 
centur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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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詞選釈)』에는 총 251수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 계절 배경이 있는 작
품에서 봄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은 73수, 여름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은 8수, 
가을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은 62 수, 겨울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은 5수로, 
역시 봄과 가을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 압도적으로 많다.124) 즉, 이러한 비
율은 『당시삼백수(唐詩三百首)』에서 조사한 통계 결과와 같은 양상을 보인
다.
  중국 당시(唐詩)에서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당시(唐詩)의 창작 배
경과 관련이 있다. 즉 특정 계절의 즉흥성에 따라 미적 감성이 발현되고 또 
강조되는 경향으로 인하여 시인에게 있어 사계절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
게 되는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의 시조는 사계가 정체성(整
體性)을 보여 춘하추동 사계가 평균적으로 문학작품에 보이는 반면, 중국의 
당시(唐詩)는 사계가 각각 독립성을 보이며, 특히 춘추(春秋)에 편중(偏重)되
는 현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서정성으로 본 계절이미지

  (1) 다정함으로 나타난 춘추(春秋)의 이미지

  앞에서 춘하추동이 ‘생장수장(生長收藏)’과 각각 응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을 고려할 때, 봄에는 추운 날씨에서 따뜻한 계절로 전환되면서 만물이 겨
울잠에서 깨어나고 생명을 얻어 자라나는 계절은 기쁨과 상서로운 이미지로 
활기차고 밝은 정서를 자극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가을은 무더운 
날씨에 무성하게 자란 생명은 황금색으로 변화되면서 풍요와 위안의 이미지
로 넉넉한 만족의 정서를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봄과 가을은 꼭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회

124) 劉暢, 「春秋意識与傳統詩詞」, 『天津師範大学学報(社会科学版)』 1, 2003. 그에 비해 한
국 시조는 사계절이 거의 골고루 분포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청구 언(진본)』에서 실린 총 
580수의 시조 작품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 봄을 나타내는 작품은 52수, 여름을 나타내는 
작품은 43수, 가을을 나타내는 작품은 33수, 겨울을 나타내는 작품은 20수로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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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淮南子)』에서 “여자는 봄에 슬픔을 느끼고, 남자는 가을에 그리움을 느
끼는데, 모두 물화(物化)125)를 알고 있는 것이다.”126)라고 했다. 이는 봄과 
가을이 정서적인 색채가 농후(濃厚)한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시인의 생각이 
계절과 서로 상통하는 것 역시 ‘물화(物化)’라는 심미적 매개를 이용하여 실
현 가능하게 된 것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즉, 물화(物化)를 통해서 생명
의 변화와 시간의 변화를 인지하게 되고, 서정적 욕구를 체감하는 등 내면에 
있는 서정적인 감정이 논리적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인간은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시간의 흐름과 생명의 변천을 감지할 수 있
다. 특히 봄과 가을은 여름과 겨울에 비해 더욱 명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봄과 가을의 계절적 특징은 인류의 성장과정과도 미묘한 응 관계를 유
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봄과 가을은 시인으로 하여금 감정의 기복과 특별
한 감정을 일게 하고, 계절의 특징을 강조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예
는 아래 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화우(梨花雨) 흣릴 제 울며 잡고 이별(離別) 님,
추풍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날 각가.
천 리(千里)에 외로온 만 오락가락노매.

                      —— 매창, 「이화우 흣릴 제」

  본 시에서 시인은 님에 한 감정을 봄의 ‘이화우(梨花雨)’와 가을의 ‘추풍
낙엽(秋風落葉)’ 등 두 계절의 특정한 이미지를 통해 표출하고 있으며, 따라
서 봄의 이별은 한 층 더 슬프게 느껴지고, 가을의 그리움은 한 층 더 고통
스러운 감정으로 전이되고 있다. 시인은 봄과 가을의 특징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한 반면, 여름과 겨울 이미지를 소재로 삼지는 않았다. 이는 혹
서(酷暑)와 엄한(嚴寒) 혹은 따뜻함과 서늘함 중에서 전자는 시인의 세심한 

125) 중국 철학가 장자(莊子)가 정리한 개념으로, 심미적 창조가 전달되는 특징을 의미한    
다.
126) “春女悲, 秋士哀, 而知物化矣.” 『淮南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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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을 저촉하거나 시적인 정서가 후자에 비해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다. 꽃
이 피는 것, 잎이 붉게 물든 것, 철새가 이동하는 것 등 봄과 가을에는 육안
(肉眼)으로 감지하기 쉬운 변화가 생기는 동시에 생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
게 한다. 적당한 바람이 부는 봄과 가을이라는 계절은 시인의 시적 감수성을 
자극하는 도화선(導火線) 역할을 하게 되며, 봄과 가을의 다양한 체험은 시
인에게 있어 시가 창작의 계기가 된다. 이와 같이 봄과 가을은 계절적, 감각
적 특징이 분명하여 시 창작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이러한 환경은 여름과 
겨울 특징에 비해 시인이 경물의 특징을 살려 자신의 감정이입이 더 잘 되
게 한다. 또한 시인의 감수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시의 창작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독자 또한 작품에 감정이입을 하게 하는 효과도 있
다. 즉 봄과 가을의 경물이 급변하는 성질은 자연스럽게 ‘정서’와 ‘경물’의 
우연성과 돌발성을 증진시키고 시인이 문학작품을 창작하는 우수한 소재와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부분의 지역은 사계절이 분명하다. 봄과 가을에 농촌은 재
배와 수확, 즉 시작과 맺음의 의미가 있는 동시에 외출127)하는 계절로 인식
되어 왔다. 이는 고 에 생산력이 한계가 있고, 교통이 불편하여 사람들의 
활동이 날씨의 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봄은 날씨가 따뜻
하기 때문에 외출하기 적당하다고 여겨 이별의 계절로도 이해할 수 있고, 가
을은 만물이 시들어 없어지기 때문에 고향과 사람에 한 그리움이 격앙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과 감정은 시인에게도 예외 없이 나타나게 되어 봄에 
님과 이별을 하게 되고, 가을에는 그리움과 슬픈 감정이 시에 고스란히 담겨 
전해지고 있다. 
  
  (2) 한가함으로 나타난 동하(冬夏)의 이미지

  앞에서의 분석을 통해서 시조와 당시(唐詩)에 나타난 봄과 가을을 배경으
로 한 작품 속에서 희비(喜悲)와 같은 감정적인 요소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127) 예를 들어 국경 수비의 교 , 근무지 발령, 여행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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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물론 여름과 겨울 또한 각 계절의 특징이 있고 사람에게 주는 심
리적 정서가 존재하지만, 여름에는 무성한 특징의 지속, 겨울에는 고요한 특
징이 지속되는 인식을 감출 수 없다. 비록 이상과 같은 일부 특징이 여름 혹
은 겨울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완전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지도 않
다. 봄과 가을은 변화무쌍한 계절인 반면 여름과 겨울은 고정적인 특징이 지
속되는 계절이다.128) 여름은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계절로 밝은 이미지
가 있는 동시에, 유유자적하고 게으른 정서를 유발하기도 한다. 겨울은 숨음
에 응하는 계절로 고요하고 스산한 이미지가 있는 동시에, 여유롭고 편안
한 이미지가 한가하고 평온한 정서를 유발하게 한다. 즉, 여름과 겨울은 기
후적 특징이 극에 도달하기 때문에 사람의 신체와 심리적으로 불쾌하게 하
고, 사람의 감각을 둔화시킬 수 있다.
  다음의 신흠(申欽)과 황진이(黃眞伊)의 시조는 겨울의 휴식과 기다림의 이
미지가 잘 드러나 있다.

동지(冬至)ㅅ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춘풍 니불아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뷔구뷔 펴리라.

                       —— 황진이, 「동짓달 기나긴 밤을」

  이 시를 표하는 이미지는 기다림이다. 기다림은 기 이고 희망의 긍정적 
이미지이다. 시인은 봄이 오는 것과 그리운 임이 오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
다. 봄과 그리운 임은 모두 희망을 상징한다. 그냥 그리움으로 끝난다면 그
것은 봄의 이미지와 겹치지만,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다림이라는 희
망을 노래하고 있다.

산촌(山村)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무쳐세라.

128) 松浦友久·金銀雅, 앞의 논문, 501-5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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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柴扉) 여지 마라 날 즈 리 뉘 이시리.
밤즁만 일편명월(一片明月)이 긔 벗인가 노라.

    
                       —— 신흠, 「산촌에 눈이 오니」

                           
  겨울에는 모든 초목이 시들고 동물도 휴식기에 들어가 자취를 감추기 때
문에 사람 역시 자연의 리듬에 맞추어 휴식하는데, 눈까지 내리면 이웃과의 
왕래도 어렵게 되어 밤에 뜬 달이 유일한 친구가 된다. 본시에서는 겨울의 
스산함이나 쓸쓸한 감정보다는 편안하게 휴식하거나 여유로운 삶을 느낄 수 
있게 한다.

懶揺白羽扇，裸袒青林中。
脱巾掛石壁，露頂灑松風。

백우 부채를 부치기도 귀찮고,
푸른 숲 속에서 웃통을 벗었네.
두건도 벗어  돌벼랑에 걸쳐두니,
드러난 이마를 솔바람이 씻어낸다.

                     —— 이백(李白), 「하일산중(夏日山中)」

  본시에서는 무더운 여름에 ‘귀찮다(懶)’와 ‘벗다(裸)’는 등의 단어로 게으른 
정서가 전이되고 있고, 유유자적한 시인 모습을 묘사하는 동시에 여름철 산
에서 더위를 피하는 모습 등의 정취를 만끽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벗다(脱)’와 ‘드러내다(露)’는 시인이 어떠한 것에도 구속되지 않은 활달하고 
상쾌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따라서 한적하면서도 게으른 여름 이미지가 
생동감 있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 고전 시가의 서정적 특징은 특히 당시(唐詩)에서 더욱 잘 드러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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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박병익(2005)129)에 따르면, 당인(唐人)이 시를 창작할 때는 쉬운 언어
를 사용하여 일반 백성이 이해하기 쉽게 했고, 오락 위주로 문학을 창작하여 
음악적이다. 또한 성정(性情)에 능한 당인(唐人)은 감흥을 자아내는 온축의 
표현을 중시하여 서민적 요소를 담아 시 적인 특징을 시로 표출했다는 노
력을 했다. 이는 조선 시 의 성리학적 배경이 농후한 시조와 사뭇 다른 것
이다. 즉 당시(唐詩)는 서정적 특징이 두드러진 반면 조선시 의 시조는 서
정성 안에서 사상적인 특징이 두드러진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점에 해서 
추후 논하고자 한다.
 
 3) 사상성으로 본 계절이미지

  (1) 유(儒)·불(佛)·선(仙)의 세계관과 계절이미지

  한국과 중국의 역사에서 유(儒)·불(佛)·선(仙), 즉 유교, 불교, 도교는 철학
과 세계관을 표하고, 그것은 회화(繪畵)나 음악뿐만 아니라 문학에도 지
한 향을 끼쳤다. 특히 조선에서 유교는 사회적 풍속을 형성하는 도덕의 기
본 토 이기도 했고 또 정치적 이념으로 지극히 배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
기도 했다. 사회적 풍속으로서의 유교는 불교 및 도교와 함께 가장 기본적이
고 보편적인 생활 지침이었으며 그런 점에서 불교나 도교와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 점에 해서는 이 소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러나 유교는 다
른 한 편으로 배타적 정치 이념으로 작용하기도 했는데, 그 점에 해서는 
다음 절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유교적 도덕규범은 백성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생활 지침으로서 모든 인
간  관계의 바탕으로 받아들여졌으며, 그와 같은 이해가 시조에 자주 등장한
다. 

자아비 받 갈라 간  밥고리 이고 가,

129) 박병익, 「16세기 삼당시인의 당시풍 연구」, 목포 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1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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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飯床)을 들오 눈썹의 마초이다.
진실노 고마오시니 손이시나 다실가.

                      —— 주세봉, 「오륜가」 (제4수)

  근  이전 사회에서는 농시(農時), 즉 농사철이 중시되었다. “봄에 밭갈고, 
여름에 김매고, 가을에 거둬들이고, 겨울에 저장한다.”130)라는 기준에 따르
면 이 시조는 가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본 시조는 조선 명
종 때의 유명한 학자 주세붕이 지은 ｢오륜가(五倫歌)｣의 여섯 수 중 네 번째 
수이다. 오륜은 군주와 신하(君臣), 부모와 자식(父子), 부부(夫婦), 친구(朋
友), 어른과 어린이(長幼) 사이에 지켜야 할 유교적 도덕규범을 가리킨다. 부
부의 애정과 존중을 노래하고 있는, 일종의 도덕시라고 할 수 있으며, 유교
적 도덕규범의 실천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같이 도덕과 윤리를 중시하는 유교 시조 외에 도교적 세계관 특징이 
더욱 농후한 기틀로 창작된 시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 예로 맹
사성의 「강호사시가」가 있다.

강호(江湖)에 이 드니 고기마다 져 잇다.
소정(小艇)에 그믈 시러 흘리 여 더뎌 두고,
이 몸이 소일(消日)옴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 맹사성, 「강호사시가」 (추사) 

  자연에 은둔하여 사는 사람의 관점에서 사계절의 변화를 표현하고 있는 
「강호사시가」의 주된 정서는 ‘미친 흥’이 절로 나는 분방한 취흥(酔興)과 서
늘하게 소일(消日)하는 소박한 한정(閑情)이다. 여기서 시인의 평안한 생활을 
군은(君恩), 즉 군주의 은혜에 귀결시키려는 유가의 충군사상에 바탕을 둔 

130) “春耕夏耘秋收冬藏.” 『荀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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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주의적 사고를 읽을 수 있고, 마치 태고(太古)의 태평성 를 구가하는 
듯한 현민(賢民)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131) 본 작품의 각 연을 하나로 관통
하는 정신은 연군(戀君)이 분명하고, 이는 유교적 도덕의 표현이지만, 소일
(消日)과 한정(閑情) 같은 유유자적함과 무위(無為)의 삶을 하며 도교 색채를 
짙게 드러내고 있다. 이는 도교 색채를 짙게 드러내는 것이다. 즉, 시인이 
시작(詩作)에서 도교이념에서 비롯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현실이 있
다는 것은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삼고 있는 군주의 은덕에서 주어진 것이라
고 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시  시조에서의 자연관은 유교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에 부합한 이념을 주류로 하고 있지만 무위자연(無為自然)과 같은 도교
적 이념도 공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132), 또한 삼국시 의 고구려 때부
터 계승되어 온 불교는 조선시 에 제한이 있었지만 금지된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시조에 끼친 향이 완전히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이는 「강호사시가」
에서의 무소유와 한적함을 표출한 시인의 묘사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당(唐)나라 때는 유교, 불교, 도교 등 세 사상이 융합해서 발전
했던 시 로 당시 문인의 사상도 자연스럽게 세 사상이 지배적이었고, 유가
의 향은 진취(進取)적인 정신세계, 불교의 향은 당시(唐詩)에 심경표현 
능력, 도교의 향은 당시(唐詩)에 풍부한 상상력을 주었다.133) 즉, 세 사상
은 동(同)시  시인에게 동일하게 향을 주었지만, 각 사상이 부여한 의미
와 향력의 차이가 존재했고, 또한 총체적으로는 당(唐)문학 발전에 적극적
인 역할을 했다. 따라서 당시(唐詩)를 창작한 시인들이 세 사상의 향을 받
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작품에서 드러나는 여러 이미지 중에 특
히 시인이 애용하는 자연이미지와 계절이미지 등에서도 은연 중 특정 세계
관이 표출되고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당(唐)나라 때 국가 주도로 도입한 불교는 당(唐)나라 시인에게 절

131) 김신중, 「사시가형 시조의 강호 인식: 이상향 추구의식을 중심으로」, 『시조학논총』 8, 
한국시조학회, 1992, 48쪽.
132) 임성철, 『한일 고시가의 자연관 비교 연구』, 지식과 교양, 2010, 76-82쪽.
133) “儒家思想的影響, 給唐文学帯来了進取的精神, 佛教的影響豊富了唐詩的心境表現, 道教  
的影響則豊富了唐詩的想象.” 袁行霈, 『中国文学史』 第二巻, 高等教育出版社, 2005, 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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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향을 주었으며, 자연스럽게 당시(唐詩)에도 이러한 특징이 반 되었
다. 따라서 당나라 때 불교와 관련된 선시(禅詩)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되
었고, 동시에 다량(多量)의 선시(禅詩)가 창작되었다.134) 이백(李白), 왕유(王
維), 맹호연(孟浩然), 두보(杜甫), 유종원(柳宗元), 백거이(白居易) 등과 같은 
유명한 시인들의 작품을 통해서 불교의 향의 흔적은 쉽게 찾을 수 있다. 
다음은 당시(唐詩) 중에서 선시(禅詩)의 예다.

千山鳥飛絶，萬徑人蹤滅. 
孤舟蓑笠翁，独釣寒江雪.

모든 산에 새들은 날아가서 자취를 감추고,
모든 길에 사람은 떠나가서 종적을 감추네.
외로운 배에는 도롱이에 삿갓을 쓴 노인이 있고,
홀로 눈발 날리는 찬 강물에서 낚시를 한다.

                                 —— 柳宗元, 「江雪」

  본시는 눈으로 뒤덮인 산과 길, 그리고 종적을 감춘 새와 사람 등의 겨울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광활한 자연을 마치 눈에 보일 듯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이러한 자연 환경 속에서 한 노인이 홀로 낚시를 하는 이미지
가 정지된 화면같이 떠오른다. 시에서의 노인은 눈이 뒤덮이고 얼어버린 드
넓은 호수에서 부동(不動)의 자태를 유지하는 것이 자연계의 흐름인 운화(運
化) 중에서 자연과 일체(一体)가 되는 구화(倶化) 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불
교에서 고요하고 안정된 자세로 번뇌를 잊고 무소유의 경지에 접근함과 같
음을 알 수 있다.135) 시인은 자연의 산과 물 등의 정(静)적이고 한적한 특징

134) 선시(禅詩)는 선불교시가(禅佛教詩歌)를 의미하고, 불교 이념과 불교의 교리 등을 전달
하며 불교의 의미를 깨치게 하고, 불교에 한 흥미를 유발하는 시를 뜻한다. 『전당시(全唐
詩)』 중에서 열 편 중 약 한 편이, 불교와 관련이 있다. 위의 책, 223쪽.
135) “漁翁在浩瀚無邊的冰天雪地裏保持種種凝固的姿態, 在自然的運化中与物倶化, 跟禅者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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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 무소유와 교의에 한 돈오(頓悟)의 경지를 표출하려는 노력을 하
고 있다. 당(唐)나라 선시(禅詩)의 시문이 진부하지 않고 생동감이 있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미지의 선택에 있으며, 이미지를 유연하게 다루면
서 번외의 예술적 경지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동시에 독자들로 하여금 
감각과 정신적으로 상상력을 유발하는 효과 때문이다.
  시조는 주로 유교사상에 충실하여 도덕적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양상을 보여 계절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시조에서도 자신의 유교적 이념을 
강조하 지만, 계절이미지를 통해 시인의 자연무위(自然無為)와 같은 도교 
자연관과 정(静)적, 무소유를 비롯한 불교 신앙적 특징 또한 어렵지 않게 찾
아볼 수 있다. 동시에 당시(唐詩)에서도 계절이미지에 투 된 세 종류의 세
계관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지만 유교사상을 절 적 우선순위에 두지 않
았을 뿐이고, 계절이미지에 투 한 불교 경지를 단독으로 시작(詩作)을 해서 
표출했다는 특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는 유교와 도교와 불교가 세계관이 시조와 당시에 어떻게 표출되는
지에 해 살펴보았다. 다음은 세 이념 중에서 특히 유교, 그 중에서도 정치
적 도구로 이용되었던 성리학이 다른 두 이념과 다르게 두 장르 고전문학에 
표출되었는지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정치적 이념과 계절이미지

  사회적 풍속으로서의 유교는 불교 및 도교와 함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
적인 생활 지침이었고 불교 및 도교와 함께 중국이나 조선의 사회와 문화에 
지 한 향을 끼쳤다. 양반을 포함한 일반 서민들에게 있어 유교와 불교와 
도교는 서로 모순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면서 그들의 문화와 행위의 규범이 
되었다. 그 점에 해서는 앞의 항에서 살펴보았다.
  조선에서 유교는 단순히 사회와 문화의 기본 규범으로만 작용한 것은 아

定達到精神凝然寂静, 能所絶泯的状態極接近.” 郭蓮花, 「柳宗元的佛教文学」, 『柳州師専学報』 
19, 2004,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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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었다. 성리학으로서의 유교는 조선에서 배타적 정치 이념으로 작용하 다. 
정치적 이념으로서의 유교, 즉 성리학은 불교와 도교는 물론 다른 모든 종교
나 학문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배척하 다. 이 항에서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서의 유교사상이 시조에 어떻게 반 되었는지에 해 살펴보기로 한다.
  성리학의 가르침이 조선조인(朝鮮朝人)에게 절 불변(絶對不變)의 진리로
서 생활화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이러한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고자 한 
그들의 의식은 실로 강직하고 처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136) 조선시 에 
전성기를 누린 시조의 창작 주체는 주로 성리학적 지식과 정치이념으로 무
장한 사 부(士大夫) 계층이다. 따라서 조선시  계절 소재의 시조 작품에서
도 성리학을 국시(國是)로 하는 정치적 이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즉, 사 부들은 춘하추동 사계절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통해 개인적 
감정에 얽매이기보다는 충군(忠君)이나 애민(愛民)과 같은 정치적 이념을 표
출하고자 하 는데, 이것은 시조에서 흔히 발견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
다.

상풍(霜風)이 섯거친 날에 갓퓌온 황국화(黃菊花)를,
금분(金盆)에 득 담아 옥당(玉堂)에 보내 오니,
도리(桃李)야 곳이오냥 마라 님의 뜻을 알괘라.

                  —— 송순, 「자상특사황국옥당가」 

  이 시조는 가을을 계절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이 시조는 명종(明宗)이 노
란 국화를 쟁반에 가득 담아 옥당관(玉堂官)에게 주며 시를 지어 올리라 했
는데 옥당관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마침 수직(守直)하고 있던 송순이 
이 시조를 지어 바쳤다는 기록과 함께 전해지고 있다. 국화는 오상고절(傲霜
孤節)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듯이 모든 꽃이 다 지는 서리가 내리는 늦가을

136) 이은숙, 「시조문학에 나타난 유교사상 - 현실성과 초절성을 중심으로」, 숙명여자 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7-20쪽.



- 105 -

에도 꿋꿋하게 피어난다고 해서 선비의 절개와 충절(忠節)을 상징하는 꽃으
로 조선에서 종종 시조나 문인화의 소재가 되었다. 반면 복숭아꽃이나 오얏
꽃은 보기는 화려하지만 가을의 모진 서리를 이겨내지는 못한다. 이는 말만 
번지르르한 간신배나 실속 없이 권력과 명예를 좇는 소인배를 가리킨다. 시
인은 명종 임금이 다른 꽃도 아닌 노란 국화를 가져다 준 뜻은 바로 간신이
나 소인의 무리에 휩쓸리지 않고 지조와 충절을 지녀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
했다.
  다음의 예를 통해 성리학의 향을 받은 조선시  시인들이 계절을 배경
으로 지은 시조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표현했다는 특징을 또한 찾아볼 
수 있다.

강호(江湖)에 겨울이 드니 눈 기픠 자히 남다.
삿갓 빗기 고 누역으로 오슬 삼아,
이 몸이 칩지 아니옴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 맹사성, 「강호사시가」 (동사) 

  이 시조의 계절적 배경은 겨울이다. 한 자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지만 삿
갓과 도롱이로 눈과 추위를 막고 있는 시인의 모습이 눈에 선명하게 떠오른
다. 누가 보더라도 누추하기 짝이 없고 추위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춥지 않다 하고, 또 춥지 않은 것을 군주의 
은혜로움 때문이라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 시조 역시 군주에 한 충절과 
찬양을 주제로 삼고 있다. 
  조선에서 성리학적 유교 이념 가운데 충(忠)과 효(孝)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로서 기능하 다. 어버이에 한 절 적인 효와 군주에 한 절 적인 충성
은 단순히 도덕적 규범의 의미를 넘어 정치적 이념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조선에서 충과 효는 모순되는 것이 아니었고, 군주의 죽음은 어버이의 죽음
과 동일시되었다. 특히 사 부들이 남긴 시조에서 비록 계절을 배경으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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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하더라도 계절 자체에 한 순수한 감흥보다는 자연이나 계절이미
지를 통해 정치적 이념을 표현하는 것이 더 많이 발견되는 것은 바로 시조
가 정치적 이념을 표현하는 매개자 역할을 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조선시 의 시조는 계절을 배경으로 창작한 작품이 많지만, 서
정적인 요소보다 현실에서의 자신의 처신 혹은 정치적 이념을 분명하게 드
러내려는 사상적 시언지(詩言志)의 특징이 있다는 것, 특히 사 부들의 시조
에서 그런 특징이 매우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조선왕조가 건국된 이래 500여 년 동안 유교가 국가의 
일원적인 통치 이념이었던 것에 비해 중국 당(唐)나라의 경우는 유교가 이러
한 지위까지 얻지는 못하고 유교, 불교, 도교가 균형을 이룬 다원적인 사상 
구조를 유지하 다. 당(唐)나라 때 정치적 이념과 인재 선발에 있어서는 유
교사상이 절 적인 역할을 했고, 생활과 신앙, 사회적 사상의 흐름, 정신적 
풍모(風貌) 등에서는 도교사상과 불교사상의 향력이 상 적으로 강력했
다.137) 이와 같이, 당나라는 유교를 통치 기반의 이념으로 여기는 동시에 불
교를 통해 군주를 신격화하려는 시도 및 도교사상의 무위(無為) 개념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를 만드는 노력을 했다. 따라서 자연 계절을 묘사하는 당시(唐
詩)에서 정치적 이념이 나타더라도 유교사상이 상 적으로 빈약한 것으로 나
타날 수 있다. 

137) 袁行霈, 앞의 책, 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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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계절이미지 비교를 통한 한국 문학교육의 설계

  본 장은 앞에 Ⅲ장에서 제시한 교육 내용을 기반으로 한국과 중국의 고전
시가에 나타난 계절이미지 비교를 통한 문학교육을 설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계절이미지 비교를 통한 문학교육의 목표를 제시하고, 중국인 학습자를 

상으로 본 실험을 진행하 으며, 미흡한 부분은 보완 후 추가 검증실험을 
실시하여 학습자가 작성한 학습지와 면담자료 등을 분석하 고 학습자의 이
해 정도와 부족한 부분을 나타낸 양상을 정리하 다. 이번 실험에서 표출된 
문제점을 밝히고자 하며, 또한 본 결과물을 시사점으로 한국과 중국의 고전
시가에 나타난 계절이미지 비교를 통한 구체적인 문학교육의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1. 계절이미지 비교를 통한 문학교육의 목표

  본 부분에서는 Ⅱ장에서의 계절이미지에 관한 이론적인 내용과 Ⅲ장에서
의 시조와 당시(唐詩)에 나타난 계절이미지 비교를 통한 한국 문학교육의 목
표를 밝히고자 한다. 
  한국과 중국의 문학교육은 주입식 교육이 지배적이지만, 계절이미지를 문
학 작품에 입하여 친근감을 형성하고, 학습자의 상상력과 흥미를 유발하여 
문학작품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시조와 중국의 
당시(唐詩)를 비교하면서 중국학생들의 이해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계절이미지를 통한 한국과 중국 문학교육의 목
표를 ‘고전시가에 한 이해와 텍스트 분석 능력 향상’, ‘학습자의 실감을 통
한 미적 체험의 활성화’, ‘문화적 지식의 습득과 확장’ 등 세 가지 방향으로 
교육목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고전시가에 대한 이해와 텍스트 분석 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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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교육의 기본 목표는 학습자가 고전시가를 문자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
니라 능동적인 학습과 상상력을 통해 작품의 본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능
력을 향상하는 것에 있다. 즉 한국어를 단어와 문법 등 암기만을 요구하는 
방식이나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 등의 제한된 교육방법에서 벗어나 학습자 
언어의 문학작품과 한국의 문학작품을 비교하며 이해하고, 스스로의 상상력
과 분석능력을 통해 한국어의 함축적 의미까지 이해하며, 분석 능력을 향상
하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어를 다방면으로 이해할 수 
있고 텍스트 분석 능력 향상에도 이를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작품을 비교하는 학습 방법은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문학 
작품과 유사한 모국어 문학 작품을 먼저 이해한 후 한국문학을 접하게 되어 
작품에 한 학습자의 친근감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사전에 습득했던 지식 
및 텍스트 분석 능력을 적극 활용하게 됨에 따라 한국문학 학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텍스트를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이해
하는 능력이 배양될 것이다. 특히, 중국인 학습자의 문학학습 양(量)적인 측
면에서는 고등학교까지의 12년 의무교육138)을 통해서 자국 문학 상식을 갖
추고 있기 때문에 한국 문학작품과 비교 가능한 상이 다양하고, 질(質)적
인 분석 능력 측면에서는 텍스트의 역설, 비유, 상징 등의 표현기법과 시적 
화자, 분위기 등의 시 이해에 필요한 시적 요소들에 한 개념적 지식 즉 시
를 분석하는 방법에 해 익숙하다.139) 따라서 생소하고 난해한 한국의 문학
을 중국 문학과의 비교 학습을 통해서 친숙함 형성과 분석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또한 문학작품의 비교 과정에서 학습자가 독립된 관점과 창의적인 이해를 
토 로 새로운 시점에서 한국 문학을 이해하도록 유도하게 하고, 타인의 지
식을 간접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닌 개인적인 이해를 작품 속에 입하는 
것은 스스로의 관념을 성립하게 하는 것이며, 더불어 학습자의 학습과정 속

138) 중국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등 도합 12년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
고 있다. 의무교육에는 어문(語文)이란 과정에서 중국의 고 문학작품을 단계별로 교육한다.
139) 김 ,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고전시가 교육 연구」, 서울 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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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감상 능력 또한 도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나라 유종원(柳宗元)의 
「강설(江雪)」과 조선시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동-4) 모두 ‘눈’을 겨울의 
표지로 거론했지만, 두 작품의 시 적 환경, 시인의 창작배경, 학습자의 분
석능력 등의 차이로 텍스트에 한 이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문학작품을 비교하며 학습하는 과정은 텍스트를 단순한 해독을 목적으
로 하는 것이 아닌 능동적인 학습을 통해 학습자가 한국 정서와 문화를 이
해하고 텍스트 분석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실감을 통한 미적 체험의 활성화

  조은혜(2014)140)는 학습자가 텍스트를 통해 떠올리는 특정 상(像)을 ‘이미
지’라고 정의하며, 학습자는 떠올린 이미지를 체험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
정을 경험함으로써 시 읽기를 수행한다고 한다. 또한 상과 주체의 관계를 
텍스트와 독자의 관계와 상응하는 것으로 보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독자의 
행위가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행위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텍스트 중에서
도 문학 텍스트에서 이미지의 생성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
다. 그 이유로는 문학 텍스트는 형상화(形象化)를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이
라고 했다. 
  따라서 문학작품을 비교하고 능동적인 교육방식에 계절이미지 개념을 접
목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고, 한국과 중국의 공통된 
계절의 특징을 토 로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의 문학을 분석하며 친숙함을 
배양할 수 있다. 사계의 각 특징을 문학작품에서 발견하고 독립된 사고로 이
해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분석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본 교육의 목표
로 제시하며, 한국어 능력 외에 계절이미지를 통한 다양한 체험을 쌓도록 하
고 자기지식으로 함양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또한 문학작품에 내재한 심층적인 미적 가치를 등한시하고, 문자 표면적 
해석만을 중시한 현재 교육방식은 미적 감상능력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140) 조은혜,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한 시 교육」, 서울 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16-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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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문학을 교육한다는 것은 문학적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며, 이
런 과정을 통해 작가가 의도한 작품 세계의 의미를 만나게 되고, 문학을 공
부하는 주체자로서의 가치관도 심화시키는 것이 된다.141) 즉, 문학작품의 창
작은 당시(當時) 시 적 배경과 작가의 미적 가치의 이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각자의 이해를 존중해야 한다. 또한 계절이미지를 매
개로 문학작품의 본질적인 미를 환원하는 과정을 학습과정에 도입하여 문학
작품 속의 미적 체험을 구현하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문학작품에서의 계절은 공허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실제 체
험할 수 있는 것이고 계절이미지는 관습적, 관념적인 의미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서 미적인 체험을 가능케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계절이미지는 실재와 관
념 사이에서 이념적 인식을 표명하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실
재 계절에서의 학습자의 심미 능력을 환기한다. 

 3) 문화적 지식의 습득과 확장

  일반적으로 언어는 문화를 반 하는 그 자체이고, 문화는 언어뿐만 아니라 
문학, 예술, 관습, 관념 등 다양한 형태로 표출된다.142) 즉, 외국인 학습자를 

상으로 한 한국 문학교육에서는 문학작품의 언어가 학습자의 모국어가 아
니고 문화에 차이도 존재하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한국문학의 완벽한 이해를 
요구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외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어를 교육하는 과정
에서 한국의 문학작품은 교육 방법이고, 문화는 문학작품과 언어 속에 함축
된 지식의 배경인 것이다. 문학작품의 교육은 학습자가 한국 문화적 지식의 
습득 결과에 접근하게 유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학습자는 문화적 지식의 
습득과 확장을 가능케 한다.
  외국인 학습자는 자문화와 한국문화 간의 차이를 한국어와 한국문학을 학

141) 김희경, 「심미적 체험을 위한 시 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 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1쪽.
142) 윤여탁, 「한국어 문화교육의 내용과 방법」, 『언어와 문화』 7,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1, 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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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하는 과정에서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문화 간의 차이점은 학습자의 이해
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차이점을 인정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 중국
인 학습자를 상으로 한 실험을 예로 들면 자문화를 통한 타문화의 발견에
서 학습자들은 한국 문화와 중국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어느 정도 있는
지 인지할 수는 있지만, 자문화를 당연시하는 태도와 타문화에 한 단순지
각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 다. 즉, 타문화를 통한 자문화의 발견은 학습자
들이 기존에 인식하지 못한 자신의 문화를 재발견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143) 따라서 한국과 중국의 문학작품 속의 문화 차이점을 인지하고 이해
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 문학작품에 함축된 시 적 배경과 세계관 등의 한국 
문화와 관련된 다방면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삼
아야 한다.
  자문화와 타문화 문학작품의 비교를 통한 교육 방식 중에서 손예희(200
5)144)는 시의 이미지를 이용한 교육을 통해서 학습자가 한국의 문화를 이해
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동시에 상호 문화의 차이를 전제하
고 관련 지식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교육에 우선적으로 반 해야 한다
고 하 다.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특정 이미지를 통한 한국 문학
교육은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 문화적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차
이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또한 외국인 학습자가 자국 문학의 학습을 통해서 축적한 문학작품 분석
능력 및 이해능력은 한국문학에서 언어와 문화를 학습하는 데 효율성을 촉
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의 고전시가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작품에 나타난 계절이미지의 표상에 해 배움으로써 작품 창작 
당시 한국인들의 정신문화에 숨어 있는 상징적 코드를 이해하게 된다. 나아
가 이러한 상징적 코드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은 중국 작품과 비교하는 과
정에서 문화 간 동이점(同異点)을 깨닫게 되고, 문화 간 차이점을 존중하면

143) 황라 ,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상호문화교육 연구 - 한국문학 작품 활용을 중심으로」, 
서울 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37-39쪽.
144) 손예희, 「외국인을 위한 한국 현 시 교육 연구 - 이미지를 중심으로」, 서울 학교 석
사학위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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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포용할 수 있게 되어 최종적으로는 문화적 습득과 확장을 도모할 수 있
도록 지도해야 한다.

2. 계절이미지 비교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의 반응 양상

  본 절에서는 실험과정145)에서 계절이미지에 한 학습자들의 반응 양상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여러 가지 변인들로 
인하여 일어난 일정한 한계점 및 긍정적인 학습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함
으로써 교육적 설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1) 시조에 대한 관심 제고와 흥미 발견

  현재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고전문학 교육은 상당히 외면 받고 있는 현실
에 있다. 이는 학습자가 고전문학 해석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이
며, 현실과의 괴리감 또한 학습자들의 흥미를 저하하는 주된 이유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실험에 참여했던 학습자 중 한국 고전시가 작품을 접했던 학습자는 극히 
일부 으며, 한국 고전시가에 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었다. 한국 고전시가가 지닌 고유의 아름다움과 내포된 지혜를 얻으려면 
무엇보다 학습자들이 스스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작품을 우호적 시각으로 

145) 실험과정은 다음 표와 같다.

조사기간 조사 상 실험 방법

예비실험 2017년 2월 한국 S 학교 중국인 학습자 12명 설문조사(12부)//개별 텍스트 학습 
// 면담(120분)

1차 
본실험 2017년 5월 중국 B 학교 한국어학과 4학년 

학생 33명
정규수업(240분)//활동지 작성(33
부)//심층면담(200분)

2차 
본실험 2017년 6월 중국 B 학교 한국어학과 3학년 

학생 31명
정규수업(250분)//활동지 작성(31
부)//심층면담(200분)

검증실험 2018년 1월 한국 S 학교  중국인 학습자 9명 활동지 작성(9부)//심층면담(1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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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한국 고전시가 교육을 진행하기 위
해서는 학습자들의 수준과 발달단계, 생활과 정서에 적합한 주제와 내용을 
지닌 시조를 선정하여 지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절이미지를 통해 
시조 작품을 학습한 결과 적지 않은 학습자들이 한국 시조에 해 흥미를 
느끼고, 한국 고전시가를 추가적으로 학습할 의지를 보 다. 

  저는 시조가 재밌게 느껴지고,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배운다면 한국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조를 배우는 과정
에서 처음에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예상했던 
의미와의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한중 전통문화 간의 차이가 중국과 
서양국가 차이처럼 크지 않기 때문이고, 시조에 있는 한자는 학습에 도움이 되서라
고 생각합니다.
                                                    [예비실험_심층면담_e]146)

  학습자 e는 시조에서의 한자는 중국 학생이 작품을 이해할 때 단서가 된
다고 보았다. 또한 양국의 문화 배경이 비슷해서 한국 시가를 이해하는데 큰 
장애가 없다고 생각하며 두려움이 줄어든 효과가 나타났다. 
  시조에는 한자어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를 생소하게 여기는 한
국학생을 포함한 여러 국적의 학생들은 시조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반 로 한자에 익숙한 중국학생에게는 한자어가 시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 본 연구의 심층면담에서도 적지 않은 학생
이 이러한 특징을 보 으며, 시조를 처음 접하는 중국학생들도 시조 작품을 
이해할 때 한자어에 의존하여 시조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려는 양상을 보 다. 

교사: 여러분은 한국 시조는 왜 종종 사계를 한 편의 시가의 흐름으로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146) 자료 분석 단계에서 학습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비실험의 상은 a, b, c...
로, 1차 본실험의 상은 1㈀, 2㈀, 3㈀...로, 2차 본실험의 상은 1㈁, 2㈁, 3㈁...로, 검
증실험의 상은 A, B, C...로 약호화 하 다. 학습자의 반응 양상을 기록할 때 [실험_발화 
방식_한국 작품 VS 중국 작품_학습자]의 형식으로 표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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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 아닙니까?
교사: 이것은 한국의 종교사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은 어떤 종교들이 있  
      습니까?
17㈀: 기독교와 불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 천주교도 있습니다.
교사: 사실 오래 전부터 한국은 유교사상이 뿌리박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므  
      로 사계는 ‘윤회’, ‘질서’ 등의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17㈀: 아!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교사: 그렇다면 반복적으로 사용된 ‘역군은 이샷다’ 는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지 알 것 같습니까?
25㈀: 여기에서의 ‘군’은 친구, 가족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한 겨울 폭설이 내리고 있는데 작가는 삿갓과 도롱이만 썼는데도 춥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이것은 우정이나 사랑과 같은 따뜻한 마음      
      으로 추위를 이겨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군은"이라는 문장은 가족,     
      친구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4㈀: 저는 방금 네이버에서 검색해 봤는데, 이 시가는 조선시대 초기에 쓰여진 것  
      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왕조는 생활이 안정적이었고, 사회나 정치적으로  
      도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가는 이런 환경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저는 이곳에서의 ‘군’은 조선시대의 왕을 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흘러가는 사계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면서, 현  
      재 생활에 대한 만족과 군주의 현명한 통치에 만족하는 것을 표현했다고 생  
      각합니다. 그러면서 군주에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교사: 앞에서 말했듯이 「강호사시가」에 나타난 계절은 일정한 ‘질서’를 가집니다.    
      「강호사시가」에서 계절이 서로 바뀌면서 강호에서의 흥은 서정적인 것에서   
      출발하는데, 천리의 질서를 인식하고 점점 관념적인 것으로 확장되는 것입니  
      다. 작가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질서는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자연의 질서,  
      또 하나는 ‘군은’의 질서, 즉 군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작가는 유교 사상   
      중 충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관념을 작품에 투입한 것입니다. ‘역군  
      은 이샷다’는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 대박, 신기하다!

 [1차 본실험_수업 대화_3㈀,17㈀,6㈀,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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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과의 화를 통해서 그들이 한국의 주류 종교가 기독교와 불교라고 
생각한 반면, 유교라고 답했던 학생은 2명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이는 한국의 사회와 역사 등에 한 인식능력 부족이 초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국어 고급 학습자들은 초, 중급 단계의 학습을 거치며 한국 문화
에 한 인식수준도 자연스레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상태일 것으로 예상했
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중국 내에 소재한 학교 한국어 학과의 
교육내용을 보면 한국의 사회, 역사, 문화 등에 한 체계적인 학습 양은 여
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 사시가의 계절이미지에는 유
교의 향을 받은 특징들이 종종 보이는데, 한국의 종교 문화를 잘 모른다면 
작품에 한 이해에 편차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연구자가 시조에 나
타난 사계가 종교 사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학습자한테 알려준 후, 학습자
가 시조와 당시에서의 계절이미지가 다르다는 점을 한층 더 흥미 있게 하
는 양상도 보 다.

  ‘군주’의 대상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었는데 이정도 심오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강호사시가」가 더욱 신비하고 정교한 작품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계절을 단순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이번 학습을 통해서 시간 이상의 
의미까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네요. 

[1차 본실험_심층면담_25㈀]

  한 학생은 본실험 수업 후에 진행된 사후 인터뷰에서 수업 전에는 계절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본고에서 나열한 것과 같이 많은지 몰랐다고 하며, 앞
으로는 시조 작품 속에 내포하고 있는 계절의 의미를 심도 있게 관찰할 것
이라고 했다. 

  처음에는 당시(唐詩)와 시조의 계절이미지는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
데, 이렇게 다를 줄은 몰랐어요. 한국 시조에 나타난 계절은 사상적 은유가 있다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계절을 배경으로 한 작품 외에서
도 발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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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본실험_심층면담_21㈀]  

                                 

  이 학습자 역시 시조를 배우면서 문학작품에 내포한 사상 이념에 깊은 관
심을 보 다. 해당 학습자는 중국에서 학습했던 작품 분석 방법을 토 로 한
국 시가작품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했으나, 한국 문화의 이해도가 낮았기 때
문에 정확한 분석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동시에 학습자는 앞으로도 시조를 
계속 배우고 싶어 하는 욕심도 보 다. 

 2) 계절이미지를 인식하는 방법 습득

  한·중 고전시가를 비교하면서 중국에서 학습했던 시가 분석 방법을 토 로 
한국의 시조를 이해하려는지, 한국 시가문학을 통해 어떻게 자국 시가 문학
에 한 인식을 환기하고 공감을 일으키는지 등을 다음 학습 양상들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를 정규수업에서 배우기 시작하여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고전시가를 접하게 된다. 특히 중국 시학(侍學)은 ‘의상
(意象)’의 표현을 매우 중시하는데, 이에 한 이해도 중요한 학습 내용으로 
여겨진다. 또한 한·중 양국은 문학 교류가 일찍부터 시작되어 용법상에서 비
슷한 의상이 많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중국인 학습자가 의상에 한 배경지
식을 잘 활용한다면, 한국 고전시가가 생소하더라도 텍스트를 접할 때 익숙
한 의상들을 돌파구로 이용하여 시가의 전체적 내용이나 정서를 파악하는 
것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계절이미지에 해 

부분의 학습자들은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수업에서 배웠던 분
류방법을 추후에 다른 텍스트를 다루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음 학습자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하여 확인하 다. 

  저는 중, 고등학교 때의 중국어 수업에서 중국 고전시가의 이미지 분석을 자주 했
었습니다. 계절이미지가 작품에 나타난 빈도도 높았지만, 이렇게 많은 분류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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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몰랐습니다. 특히, 관념적 이미지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처음 접해본 것
이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분류는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해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머릿속의 ‘자’와 같아서 계절을 묘사
한 시에 이 ‘자’를 사용하여 분석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검증실험_심층면담_B]  

  이 학습자는 계절이미지 중 관념적 이미지에 해 주로 서술하고 있으며, 
관념적 이미지가 가장 생소하면서도 인상이 깊었다고 하 다. 그리고 이 학
습자가 계절이미지 분류 방법을 인식하 다는 것은 시의 내용을 비교적으로 
잘 파악하면서 이해하 음을 말해준다. 만약에 계절에 관한 시를 접하게 되
면 계절이미지의 분류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해할 것이라고 했다. 
  학습자들은 고전시가에서 자신에게 익숙한 표현 기법, 함축된 의미 등에 
주목함으로써, 텍스트 의미 구성의 방향을 얻고 텍스트 이해에 많은 도움을 
받는 양상을 다음 학습자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작품을 읽을 때, ‘단장춘심(斷腸春心)’과 ‘자규(子規)’란 단어가 눈에 들어왔고, 바로 
이상은(李商隱) 「금슬(錦瑟)」에서의 ‘망제춘심탁두견(望帝春心托杜鵑)’이란 문장이 생각
났습니다. 하지만 이상은(李商隱)은 시에서 봄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 관습적으로 인식
된 춘심과 두견새의 이미지가 나타낸 슬픈 정서만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작품에
서는 봄 배경을 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면, 이러한 이미지는 밝은 이미지가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꿈에나 님을볼려」 작품이 슬픈 정서란 것을 예측할 수 있었습
니다.    

[2차 본실험_활동지_「꿈에나 님을 볼려」 VS 「春思」_30㈁]
 
  위의 학습자는 정서적 이미지의 분별 방법을 파악한 것으로 특정한 시어
와 이미지에 함축된 의의로 작가의 감정을 짐작한다는 양상을 보 다. 한국 
고전시가에서 중국인 학습자에게 친근한 소재는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 이 
학습자가 거론한 망제춘심탁두견(望帝春心托杜鵑) 중의 ‘망제(望帝)’와 ‘두견
(杜鵑)’ 전고(典故)는 중국 주(周)나라 말에 촉(蜀)지역 왕 이름인 두우(杜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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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타까운 죽음이 두견새로 환생하 다 하여 비애의 의미로 이해되었고, 
봄은 “다시 생을 준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또한 회생의 계절인 봄
(春)은 단순한 시간적 배경의 개념에서 벗어나 무한반복을 뜻하면서 원한 
생명에 한 사랑을 의미한다. 따라서 봄에 애절하게 우는 두견새를 인생의 
참담함으로 비유하여 비애정서를 강조하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147) 즉, 망
제와 두견이란 비애의 의미를 봄과 연계하여 비통한 감정을 증폭시키는 효
과를 지니고 있다. 비록 위에서 말하는 시는 계절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
만, 위의 학습자는 ‘춘심(春心)’에 해 정확하게 이해했고, ‘두견새’가 상징
하는 계절이미지에 해서도 이해를 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한국 시가 작품
에 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이 학습자는 양국 고전시가 중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계절이미지의 표지를 통해서도 주된 시적 정서나 시적 
분위기를 더 쉽고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 다.
  

  저는 교내에 있는 공원에 자주 들려서 생각에 잠기고, 기분전환을 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한여름에 학업과 생활이 순조로우면 꽃향기가 더욱 짙게 느껴지고, 매
미울음이 아름다운 선율로 느껴지지만, 반대로 힘들어서 답답할 경우에는 호수 옆에 
있는 나무 밑 그늘에 앉아 바람이나 쐬고 무념무상하게 됩니다. 시인이 「어부사시
사」에서 경치에 대한 감탄은 시인이 긍정적인 심경이었기에 묘사가 가능했다고 생
각합니다. 그리고 시인도 아마 이러한 심경일 때 어부로서 낚시하는 상황에 대해 노
래했다면 저는 학생으로서 공부에 대해 노력하는 모습이 시인과 비슷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검증실험_심층면담_「어부사시사」 VS 「江村」_F]

  이 학습자는 시인이 구축한 여름 세계의 모습에 주목하여 이와 관련된 자
신의 경험과 체험을 떠올림으로써 시인의 감정을 쉽게 공감할 수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계절이미지를 통해 작품에 제시된 화자의 상황이나 응하는 
태도를 오늘날의 시각에서 이해하고 판단하고 있다. 독자는 문학작품을 분
석할 때 작품 속 기호를 자신의 경험 바탕으로 이해하고, 특정 단어 혹은 

147) 장남계, 「이의산의 <금슬>시가」, 『중국인문과학』 4, 중국인문학회, 1985, 474-4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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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을 인생경험과 연계하여 작품의 심층적 의미를 구체화 하는 과정을 겪
는다. 즉, 다수의 독자는 작품에서의 텍스트를 자신이 구축한 생각을 도
구로 사용하여 작품을 현실 삶에 재현하는데, 구체화를 통해 연상 정도가 
독자와 작가 간의 의사소통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작가의 관점과 
자신이 연상한 의미를 상호 보충하고, 독자의 정서적 몰입을 통해 텍스트가 
함축한 정서를 표면화하려는 과정은 독자 자신이 실존적 조건에 한 과정
을 현실화하는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은 문학 학습에 있어서 독자에게 제공
하는 가장 본질적인 교육력이다. 학습자가 텍스트에 정서적으로 몰입할 때 
공감의 정서를 표면화하게 되며 독자의 감정은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동화되
는 방향으로 구체화하게 된다.148) 즉 이 학습자는 텍스트를 읽고 자신의 경
험을 적극적으로 투입시켜 시인의 마음을 좀 더 입체적으로 접근하게 된 것
이다.
  
  저는 어렸을 때 「영류(詠柳)」라는 시를 배웠었지만, 그 때는 선생님과 부모님의 
요구사항으로 배워서 단순 암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 시를 보니까 이
전에 저는 시가 전달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와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 했던 것 같습
니다. 그리고, ‘二月春风似剪刀’ 문장이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로는 이 문
장이 형상적으로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봄이 왔기 때문에 봄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봄바람이 봄을 데려왔다고 생
각되는 점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검증실험_심층면담_「어부사시사」 VS 「詠柳」_H]

  위 학생은 계절이미지를 통한 학습과정에서 비유적 이미지에 한 인지도
가 높다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시인이 봄바람을 생동감 넘치게 시어
로 표현한 비유적 수법에 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또한 한국 문학
작품을 접하면서 자기에게 익숙한 모국어 작품과 비교를 함으로써 자국어 
고전시가에 한 민감성과 분석능력을 신장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친숙한 계

148) Louise M. Rosenblatt, LITERATURE as EXPLORATION, 김혜리·엄해  역, 『탐구
로서의 문학』, 한국문화사, 2006, 31쪽.



- 120 -

절에 한 지식을 학습에 접목하여 시조 이해에 일조하는 양상뿐만 아니라, 
나아가 중국 고전시가와 조하여 자국 문학학습에 한 이해도 또한 신장
시키는 효과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상호텍스트의 발산적 환기

  리파테르(Rifffaterre)는 상호 텍스트를 독자의 ‘마음속의 작용’으로 간주하
으며, 한 텍스트를 읽을 때 떠오르는 다른 텍스트를 함께 읽는 행위를 통

해 상호텍스트성이 성립한다고 보았다.149) 학습자들은 상호텍스트의 확 를 
통한 텍스트의 체험으로 자신이 속한 세계에 해 더욱 깊게 인식하고, 나아
가 새로운 가치를 접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양상을 보 다. 그리
고 이러한 상호텍스트성의 확 는 문학작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드라마, 

화, 음악 등 다양한 매체 경험으로 발산되었다. 다음 내용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작품 속의 감정을 이해한 양상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를 한 편에 모두 적은 중국시가는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란 한국드라마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사계
는 각각 인생의 서로 다른 네 가지 단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작은 동물을 괴롭히다
가 장로스님에게 혼나는 동자스님(봄), 성숙해지면서 여러 유혹을 견뎌내지 못하는 소
년(여름), 질투와 시기에 못 이겨서 살인을 저지르는 어른(가을), 인생에 끝에 다 와서 
서서히 늙어가는 노인(겨울), 평범하고 일반적인 인생을 살고 싶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한 사이클로 다시 시작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사
계를 통해서 인생, 생명의 흐름을 보여 주었습니다. 
                            [2차 본실험_활동지_「전가팔곡」 (2,3,4,5수) VS 「春風」, 

「池上早夏」, 「題江潮莊壁」, 「終南望余雪」_17㈁]

 
  이 학습자는 시가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한국 드라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을 연상했고, 드라마에서 나타난 계절은 각각 다른 단계의 인생을 

149) M. Rifffaterre, Text Production,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3, 250-2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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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연관성을 통해 한국의 사시가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보 다. 그리고 「전가팔곡」에 나타난 계절이 포함된 함축적 의미까지 정확하
게 꿰뚫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텍스트의 표면적인 의미에서 심층적 
의미까지 이해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얼마 전에 제 친구가 「리틀 포레스트」라는 일본 영화를 친구의 추천에 의해 관람
했었습니다. 이 영화는 여주인공이 도시의 빠른 생활패턴에 적응하지 못 하고, 자신
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숲으로 도원명처럼 전원에 은거하기를 결심하며, 자급자족 
생활을 시작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여주인공은 직접 막걸리를 담그고, 직접 낚시한 
생선을 먹는 등 여름의 낙을 충분히 만끽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잎들이 누렇게 
변한 가을에 접어들면서 밤과 호두를 주워 밥으로 만드는 것이 가을의 정취를 만끽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인공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밥으로 만드는 것이 영화 속
에 그대로 담아졌습니다. 또한 사계는 계속 변화하지만 맛있는 음식과 그녀의 담연
한 태도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름에서 가을까지 큰 굴곡은 없고, 윤물만이 소리 없
이 조용히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화를 보고 영화 속 여주인공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계절의 변화를 맞이하고, 저를 위한 생활을 통해 사계의 변화를 만끽하고 
싶어졌습니다.

  [2차 본실험_심층면담_6㈁]
 

  위 학습자는 사계와 삶을 연계한 화를 통해 사계와 인생에 한 태도 
및 인식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보 는데, 이를 토 로 계절과 독자 간의 관
계 또한 유추한 양상을 보인다. 학습자가 관람한 「리틀 포레스트」는 현  
도시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잠시 고향으로 내려간 한 주인공을 배경으
로 한 작품이며, 사계의 변화에 따라 주인공이 시골에서 계절에 순응하고, 
여유로우면서 또 다른 의미에서의 풍요로운 모습도 볼 수 있다. 도시에서
는 긴박하게 돌아가는 생활방식과 기술의 발달로 계절에 민감하지도 않고, 
계절감도 떨어지는 반면, 시골에서는 계절이 생활의 일부로써 모두가 이해
하고 활용하여 생활을 풍족하게 하는 것이 주인공을 더 활기차게 하는 작
품이다. 화 「리틀 포레스트」에서의 계절변화에 따라 변모하는 주변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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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시골에 적응한 주인공의 모습은 사시가에서의 작가가 어떠한 심리적, 
환경적 바탕으로 창작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위의 
학습자의 답변을 통해 알 수 있다. 문학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작품을 나름 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하며, 개인의 경험과 결합
하면서 개인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시를 읽고 감상한다는 
것은 그 시의 미적 구조와 함께 그 시가 지닌 삶에 한 총체적인 의미를 
내면화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일이다. 학습자가 과거의 기억
을 자신의 현재 시점에서 가치가 있도록 활성화하는 행동을 일종의 상호텍
스트적 능력이라 할 수도 있다.
  다음 양상은 학습자가 ‘원형이정’의 의미 차원에서 계절을 인식하고, 중
음악을 연상하여, 시가작품과 음악에 한 이해 및 감상 등의 결과를 자신의 
삶에 연계하여 내면화하는 양상이다. 

  여름을 상징하고 있는 형(亨)을 보고, 제가 좋아했던 노래 중에 「생여하화(生如夏
花)」란 작품이 있는데, 두 시를 읽은 후에 이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하화(夏花)는 햇
빛이 가장 충분할 계절에 활짝 피게 되고, 생명의 찬란함을 보여줍니다. 제가 생각하
는 인생도 하화(夏花)와 같이 찬란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증실험_활동지_「전가팔곡」 (2,3,4,5수) VS 「春風」, 
「池上早夏」, 「題江潮莊壁」, 「終南望余雪」_G]

  
  독자는 텍스트의 해석에 필요한 자신의 감각을 떠올리고, 문학 작품에 나
타난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문학적 상상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에
서 새로운 느낌을 재구성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다른 매체를 통한 계절이
미지에 한 간접적 이해는 고전시가 학습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즉, 어렵
게 느껴질 수 있는 고전시가 학습에 노래와 화 등 다른 매체를 활용하여 
계절 이미지를 친숙하게 접근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3. 계절이미지 비교를 통한 한국 문학교육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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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집단탐구 모형의 적용

  집단탐구(GI: Group Investigation) 모형은 민주적 교수·학습 방법을 실천
에 옮기려는 많은 학자들의 노력한 결과로 탄생하 다. 1976년에는 이스라
엘 텔아비브 학교의 예일 샤란과 슐로모 샤란 (Yael Sharan & Shlomo 
Sharan)은 듀이(Dewey)와 테렌(Thelen)의 연구를 바탕으로 협동학습 측면
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집단탐구 모형을 개발하 다.150) 이 모형은 탐구, 상호
작용, 해석, 내재적 동기와 같은 네 가지 요소로 구성 되어 있다.151) 이는 
내재적 동기에 의해 탐구를 시작하고, 구성원 혹은 집단 간의 상호작용에 의
해 탐구 활동을 진행하면서 정보를 끊임없이 해석하여 소주제 문제를 해결
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탐구
investigation

해석
interpretation 

내재적 동기
intrinsic motivation

상호작용  
interaction

     집단탐구의 네 가지 구성요소( Sharan & Sharon, 1992; 전성연, 2007)

  이처럼 네 가지 구성요소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거나 위계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실제 수업에서 서로 관련이 있는 동시에 작용한다.152) 다시 말해, 이 
네 가지요소는 탐구 과정 내내 상호 깊은 향을 미치면서 탐구 활동 과정
을 이끄는 동력이 된다.153) 
  또한 집단탐구 모형은 학습과제에 한 선정에서부터 학습 계획, 집단의 

150) 전성연 외, 『협동학습 모형 탐색』, 학지사, 2007, 122쪽. 
151) 위의 책, 123쪽.
152) 위의 책, 123-124쪽.
153) 이종일 외, 『협동학습과 탐구』, 교육과학사, 2008, 2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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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집단 과제의 분담, 집단 보고에 이르기까지 학생들 각자 자발적인 협
동과 논의를 통해 학습이 진행되는 개방적인 협동학습 모형이며,154) 학습자
가 학습 활동에 한 강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문성(1998)155)에 따르면, 집단탐구 모형은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기회를 최 한으로 제공한다.  

-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
- 넓고 다양한 정보원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
- 학생들이 탐구 내용과 과정을 함께 계획하는 기회
- 학생들이 개인적 경험과 지식의 관점에서 답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
- 정보나 아이디어의 항시적 교환에 있어 동료와의 상호작용 하는 기회

  오랫동안 이 모형을 연구해 온 예일 샤란과 슐로모 샤란(Yael Sharan & 
Shlomo Sharan, 1990)은 집단탐구 모형에 관한 많은 연구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우선 학업 성취 측면에서 보면 초등과 중등 수
준의 학습자들로부터 모두 집단탐구 모형이 전통적인 수업 방식보다 학업 
성취 효과가 보다 높게 나타났다. 더욱이 고급 사고를 묻는 평가에서도 역시 
높은 성취를 나타내어 학업 성취는 물론 고급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매
우 효과적인 학습 모형임이 증명되었다.156)

  위와 같은 논의들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의 실험에 나타난 학습자의 반
응과 요구를 반 하기 위해 집단탐구 모형은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한·중 
고전시가 속의 계절이미지 비교를 통한 한국 문학교육에서도 적용될 수 있
다고 생각된다. 우선, 전통적인 교사 중심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습자
가 중심이 되는 교육 방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기존의 고전
시가 교육은 학습자들에게 심리적 거부감을 많이 주고 있지만, 집단탐구가 
적용된 고전시가 수업에서는 학습자 개개인의 책무성이 높아져서 평소에는 

154) 변 계 외, 『협동학습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1999, 232쪽.
155) 정문성 외, 『열린교육을 위한 협동학습의 이론과 실제』, 형실출판사, 1998, 165쪽.
156) Sharan, Y. & Sharan, S. Group Investigation expands Cooperative Learning, 
Educational Leadership, 47(4), 1990, 17-21쪽. (정문성, 앞의 책, 164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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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학습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학습자가 자기의 책임감과 중요성을 
느끼게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려는 노력과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협동학습을 통해 소집단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아이디어와 정보를 
교환하는 동시에 학습자들이 함께 소주제를 탐구함으로써 수업 중의 모든 
과제를 완성하는 과정을 거듭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는 시간을 가지므로 점
점 더 완성도가 높은 탐구 결과가 나올 수 있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사
고력의 신장을 돕기도 한다. 이렇게 학습한 내용은 한국 고전시가 교육이 단
순한 암기식·주입식 중심의 수업 형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며, 결국에는 고전시가에 한 이해도를 심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얻
을 수 있다.

2) 집단탐구 모형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안의 실제

  본 연구는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할 때 Ⅲ장에서 분석한 여성상의 구체적인 
양상 및 문학 교육의 내용을 토 로 문학 수업의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설계하
고자 한다. 이에 앞서 전체적인 지도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단계     주요 학습 내용 및 교수·학습 활동

이미지 지각
(1/3 차시)

 학습할 시조와 당시(唐詩)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 및 두 장르의 
특징을 이해하기

 계절이미지의 유형에 주목하고 파악하기
 교사가 집단탐구 모형을 제시하고 설명하기
 교사가 소주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의 질문을 해결하기

이미지 소통
(2/3 차시)

 주제 선정 및 소집단 구성하기
 팀 구성원끼리 아이디어와 정보를 교환하기

이미지 평가
(3/3 차시)

 발견한 것을 요약하고 정리한 결과를 통해서 다른 팀에게 보
여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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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학습 지도안

  (1) 이미지 지각 단계

  이 단계는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이어지는 단계 학습 활동을 매끄
럽게 진행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학습자
가 학습할 시조와 당시(唐詩)의 기본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적절한 기법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집단탐구 
모형을 실시하기 전에 학습 목표에 한 제시와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탐구 
주제의 선정과 같은 작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도입】

  한국 중가요는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의 생활에 많은 향을 끼치
는 매체언어 중 하나이다. 극히 일부 노래를 제외한 중가요는 부분 성인
의 사고와 정서, 그리고 생활방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문학작품 학습과정에 
진입하기 전에 효과적인 보조 자료로 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수
업을 시작하기 전 교사가 중가요를 학습자에게 들려주면서 떠오르는 생각
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하고. 학습자들의 
흥미를 이끌어 내며 친근감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자신의 배경지식과 연계하여 계절이미지에 한 이해를 심화
시키기

 내용 정리 및 평가하기

▶ 다음은 한국의 중가요 「가을아침」입니다. 다음 노래를 듣고 가을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단어를 찾아내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

가을아침 
                           아이유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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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쳐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삼삼오오 아이들은 재잘 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 뜸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석만 부렸던 내겐 

파란 하늘 바라보며 커다란 숨을 쉬니 
드높은 하늘처럼 내 마음 편해지네
텅 빈 하늘 언제 왔나 고추잠자리 하나가
잠 덜 깬 듯 엉성히 돌기만 비잉비잉

토닥토닥 빨래하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동기동기 기타 치는 그 아들의 한가함이
심심하면 쳐 는 괘종시계 종소리와
시끄러운 조카들의 울음소리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석만 부렸던 내겐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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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아이유는 한류 문화의 표자 중의 한 명으로 중국 학생의 주목과 
사랑을 받고 있고, 「가을아침」은 아이유의 최신곡 중의 하나이다. 위의 노래
는 가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생활 속의 소소함을 평범하면서 소탈한 정
서로 정겹게 담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학습자들이 선호하고 익숙한 노래
를 들려주면서 학습자들의 긴장감을 완화하는 동시에 계절시가에 좀 더 자
연스럽게 입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를 기 하고 있다.

 노래를 들으니까 마치 제가 가을 아침에 선선한 바름을 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
방에서는 어머니의 아침 준비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밥솥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약수터에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모습도 생동감이 
넘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즐겁게 학교가려는 들뜬 표정이 상상이 갑니다. 가
사는 가을이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을 아침의 시골 
모습은 평범하면서 한가한 것이 오히려 정겹게 다가옵니다.
                                                                  [검증실험_G]

  위의 노래는 학습자의 감성을 자극한 후에 생동감 있게 그 화면을 상상하
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현 의 중가요를 감상하면서 학습자들은 
한국 고전시가에 한 거부감을 줄이게 되며, 이는 다음 단계의 학습에도 유
익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전개】

뜬구름 쫓았던 내겐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쳐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할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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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조와 당시 작품들에 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더 심도 있는 탐구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어서의 시조와 당시 두 장르에 관한 기초적인 지
식 위주로 만든 학습지를 통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텍스트를 직접 감상하
게 한다. 물론 시조에 해 한국인들도 어려워하는 만큼, 지나치게 전문적인 
부분까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시조의 배경, 형식과 양식, 작가층 구성 
등에 한 기본적인 정리가 우선 되어야할 필요는 있다. 또한 교사는 학습자
들이 일차적으로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 단계의 학습 주제 심화를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 그리
고 교사는 학습자가 일차적으로 시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텍
스트 내에 어려운 어휘가 있는지 확인하고 학습자들이 텍스트의 의미를 오
독하지 않게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들어가기： 여러분은 고전시가의 계절이미지라고 하면 먼저 어떤 작품 중의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또한 이러한 계절이미지는 어떤 요소와 관련되는지
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시조 소개: 
정의: 시조는 한국 조선시 의 노래 가사로 문학인 동시에 음악이다.   
배경: 고려 후기 때, 유교적 관념과 주관적 정서를 표현 목표로 한다. 고려 중기
에 형성 후 조선 초기에 완성되었다. 
형식: 3단 구조 – 초장(제시), 중장(전개), 종장(주제)
주제: 이별애상(離別哀傷), 공규원모(空閨怨慕), 강호한정(江湖閑情), 전가한거(田
家閑居), 치사귀전(致仕歸田), 안빈낙도(安貧樂道), 감격군은(感激君恩), 연주충군
(戀主忠君), 단심충절(丹心忠節), 학문수덕(學問修德), 교회경계(敎誨警戒)
작가 층: 조선 초기 - 사 부 위주, 조선 중기 - 기녀 참여, 조선 후기 - 평민 참여
문학사적 의의: 한국 고유의 정형시/ 한문 중심 문화 을 때 한국어로 노래한 시
/ 고려시 에 형성되어 현 시조로 전승된 전통적 문학/ 양반과 평민 동시 참여.

▶ 다음의 작품들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가) 「전원사시가」 (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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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활동지는 학습자로 하여금 한국 시조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파악
하고 계절이미지의 유형에 주목하게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들어가

흰 이 서리되니 이 느저잇다
긴 들 黃雲이  빗치 피거고야
아야 비 술 걸러라 秋興 계워노라 
                                     

(나) 「過故人莊」

故人具雞黍，邀我至田家。
綠樹村邊合，青山郭外斜。
開軒面場圃，把酒話桑麻。
待到重陽日，還來就菊花。

(1) 위의 두 작품은 각 어느 계절을 묘사한 것인지 답하시오.

(2) (가)에서의 계절이미지를 찾아내시오.

(3) (나)를 읽고 연상되는 이미지를 묘사하시오.

(4) (나)에서는 시인이 전원생활에서의 낙을 묘사한 작품인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낙’이 있는지 찾아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쓰시오.

(5) (가)를 읽고 작가의 창작 사상과 감정을 유출하여 서술하시오.

(6) 감각적인 면(시각, 청각 등)에서 (가)와 (나)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말해보시오.

 공통점

 차이점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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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학습자의 자국 문학 경험을 환기하는 동시에 고전시가 속의 계절이미
지는 어떤 요소와 관련될 수 있는지에 한 파악 및 이해를 하는 단계이다. 
즉, 시조에 한 기초적인 지식을 교육하는 과정으로 학습자가 시조를 접하
면서 추후의 정식 학습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 활동지
에서 문항 (1), (2)는 학습자가 작품을 꼼꼼히 읽고 나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다. (3), (4), (5) 문항은 학습자로 하여금 두 작품을 상호텍스트적으로 
연결시키고 한국 고전시가에 한 시도적인 이해와 중국 고전시가에 한 
새로운 이해를 짐작하기 위해 만든 문항이다. 따라서 작품을 좀 더 심도 있
게 파악하고 작가의 사상과 감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동시에 계절
이미지를 이해하는 데 기반을 마련한다. 마지막 문항 (6)은 단서 질문157)이
라고 볼 수 있으며 학습자에게 계절이미지를 인식하는 데 힌트를 제공하여 
앞에 제시한 내용들을 종합시키는 동시에 학습자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완성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

  이 부분은 도입 단계 중 마지막 단계이자 앞의 【도입】과 【전개】 과정을 
통한 학습들이 학습자들에게 계절이미지를 어느 정도 파악하는지 점검 및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단계이다. 학습자들이 학습한 작품의 기본적인 정보
를 정리한 후, 그 중에서 학습자들이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을 교
사에게 질문하고, 교사는 학습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준 다음에 고전시가 작품
에 나타난 계절이미지의 양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습자들에게 설명하
도록 한다. 이어서 교사가 집단탐구 모형의 원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실행하
는지, 그리고 이 활동을 왜 하는지에 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수업 목표에 

해 확실히 인식시킨다. 그리고 교사가 학습자의 수준을 충분히 고려해서 
소집단(3인1조)을 편성한 뒤, 본고에서 마련된 교육 내용과 학습자 반응 양

157) “단서 질문은 학생이 질문에 답하도록 도와주거나, 최초 반응을 바로 잡도록 도와주
기 위한 힌트나 단서를 활용하는 질문이다.” 이종일 외, 『교육적 질문하기』, 교육과학사, 
2006,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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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반 한 소주제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제시한다. 

① 실제적 계절감이 환기한 감각적 이미지
② 정서적 계절감이 환기한 비유적 이미지
③ 관념적 계절감이 환기한 상징적 이미지

  학습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참여하는가는 본 교육 과정의 관
건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자신이 관심 갖는 소주제를 스스로 선택하게 하
고, 자신이 맡은 주제를 책임감 있게 조사하며, 다음 시간에 동료학습자들과 
함께 탐구활동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는 교사가 각 집단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주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
하는 역할을 한다.

  (2) 이미지 소통 단계

  이 단계에서는 집단탐구 모형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학습활동을 실시한
다. 이 단계에서 사용한 학습지는 집단 학습지이며 총 3가지로 구성된다. 

【도입】

  교사는 먼저 학습 목표를 제시한 후 학습자들을 소집단으로 이동하게 한
다. 그리고 같은 탐구 주제를 맡은 학습자들에게 같은 활동지를 배분한다. 

【전개】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구성원들끼리 학습지를 가지고 서로 찾은 자료와 
정보를 교환하면서 토의를 시작한다. 학습자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시 검토할 수 있다. 토의한 결과를 학습지에 정리 및 
기록한 다음 집단 안에서 공유하며 구성원들과 자신이 작성한 내용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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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고 지식에 한 이해를 심화시킨다. 이때 교사는 
토의의 분위기를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 단계에
서 사용하는 소집단별 학습지는 다음과 같다.

소주제 분담 과제: 

 실제적 계절감이 환기한 감각적 이미지
□ 정서적 계절감이 환기한 비유적 이미지
□ 관념적 계절감이 환기한 상징적 이미지

 소집단 학습지 Ⅰ
 
▶ 자연의 기후변화는 사람을 포함한 만물의 생활에 향을 준다. 사람들은 
계절을 감상하는 상으로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인류 생활의 기초적인 조건으
로 보고 있다. 이와 동시에 계절은 고  농업사회에 있어서 생산물에 향을 주
는 자연적 언어이다. 다음 시가를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가) 「전원사시가」 (춘-1)

봄날이 졈졈 기니 잔설(殘雪)이 다 녹거다
매화(梅花) 셔 디고 버가지 누르럿다   
아야 울 잘 고티고 채전(菜田) 갈게 야라         (춘-1)
                                     
해석: 봄날이 점점 길어지니 남은 눈이 다 녹았다.
      매화는 벌써 지고 버들가지 누르 다.
      아이야 울타리 잘 고치고 채소밭 갈게 하여라.

(나) 「春中田園作」 

屋中春鳩鳴，樹邊杏花白。
持斧伐遠揚，荷鋤覘泉脈。
歸燕識故巢，舊人看新歷。
臨觴忽不禦，惆悵遠行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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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원사시가」 (하-1)

잔화(殘花) 다 딘 후의 녹음(綠陰)이 기퍼간다
백일(白日) 고촌(孤村)에 낫의 소로다
아야 계면됴 불러라 긴 조롬 오쟈                (하-1)
                                    
해석: 남은 꽃 다 진 후에 녹음이 깊어 간다.
     낮의 외따로 떨어진 마을에 닭이 우는 구나.
     아이야 계면조 불러라 긴 졸음 깨우자.

(라) 「山亭夏日」

綠樹陰濃夏日長，樓臺倒影入池塘。
水晶簾動微風起，滿架薔薇壹院香。

1. (가), (나)는 봄을 배경으로 한 시고, (다)，(라)는 여름을 배경으로 한 시다. 
각 시를 읽고 계절어 특징의 단어를 표시하시오.

2. (나)의 제 1장에서와 (가)의 풍경을 묘사하는 특징과 효과를 비교하시오.

3. 위의 4수의 시에서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후각적 체험을 시도한 후, 각 계
절이미지의 특징을 서술하시오.

4. (가), (나), (다)에서 농가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시어를 각각 찾아내시오.

5. (가), (나)에서 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고, (다), (라)에서 여름의 공통
점과 차이점을 찾아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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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제 분담 과제: 

□ 실제적 계절감이 환기한 감각적 이미지
 정서적 계절감이 환기한 비유적 이미지
□ 관념적 계절감이 환기한 상징적 이미지

 소집단 학습지 Ⅰ
 
▶ 계절과 인간의 감정을 서로 연계하는 사고방식은 매우 오래 전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예민한 시인은 그에 한 정서적 반응을 달리하게 
되기 마련이다. 먼저 (가)와 (나)를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가) 「어부사시사」 (춘-3)
                     
동풍(東風)이 건듣 부니 믉결이 고이 닌다.
돋 라라 돋 라라
동호(東湖) 도라보며 셔호(西湖)로 가쟈스라.
지국총(至匊蔥) 지국총(至匊蔥) 어와(於思臥)
압뫼히 디나가고 뒫뫼히 나아온다.       

해석: 봄바람이 살짝 부니 물결이 곱게 이는구나.
돛 달아라 돛 달아라
동쪽 호수를 돌아보며 서쪽 호수로 

(나) 「咏柳」

碧玉妆成一树高，万条垂下绿丝绦 。
不知细叶谁裁出，二月春风似剪刀。

1. 위의 두 작품은 모두 봄을 배경으로 한 작품인데, 수사법 관점에서 (가)와 
(나)의 ‘봄바람’ 이미지를 분석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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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의 두 작품에서의 시적 분위기는 각각 어떠한 것인지 답하시오.

(다) 「이화우 흣릴 제」

이화우(梨花雨) 흣릴 제 울며 잡고 이별(離別) 님,
추풍낙엽(秋風落葉)에 저도 날 각가.
천 리(千里)에 외로온 만 오락가락노매.

해석: 배꽃이 비 내리듯 흩날릴 때, 울면서 (소매)를 부여잡고 이별한 임,
     가을바람에 낙엽이 지는 이때에 임도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천 리나 되는 머니먼 길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하는구나. 

(라) 「夜雨寄北」

君問歸期未有期，
巴山夜雨漲秋池。
何當共剪西窗燭，
卻話巴山夜雨時。

3. (다)에서 나타난 두 계절은 각각 어떤 계절인지 답하시오. 또한 작가는 왜 이
렇게 설정했는지 답하시오. 

4. (라)의 제 2장 중에 ‘巴山夜雨涨秋池’ 구절은 ‘빗물이 연못을 메운다’라는 뜻 
외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서술하시오.

5. 위의 두 작품은 그리움을 주제로 한 시인데, 두 작품에서 나타난 계절과 시인
이 작품을 통한 감정 전달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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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어부사시사」 (동-4)

간밤의 눈 갠 후(後)에 경물(景物)이 달랃고야.
이어라 이어라
압희 만경류리(萬頃琉璃) 뒤희 쳔텁옥산(千疊玉山).
지국총(至匊悤) 지국총(至匊悤) 어와(於思臥)
仙션界계ㄴ가 彿불界계ㄴ가, 人인間간이 아니로다.

해석: 지난밤 눈 그친 후에 경치가 달라졌구나
     노 저어라 노 저어라 
     앞에는 유리처럼 맑고 잔잔한 넓은 바다,
     뒤에는 첩첩이 둘러싸인 백옥 같은 산,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선계인가 불계인가 속세는 아니로다.

(바) 「江雪」 柳宗元

千山鳥飛絕，萬徑人蹤滅。 
孤舟蓑笠翁，獨釣寒江雪。

6. 위의 두 작품은 겨울을 주제로 한 작품인데, 어떤 화면이 연상되는지 묘사하
시오.

7. 두 작품에서의 공통이미지가 무엇인지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서술하시오.

8. (마)에서의 ‘琉璃’와 ‘玉山’을 각각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서술하시오.

9. 작가는 계절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어떤 심경을 전달하는지 각 작품을 분석하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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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적 계절감이 환기한 감각적 이미지
□ 정서적 계절감이 환기한 비유적 이미지
 관념적 계절감이 환기한 상징적 이미지

소집단 학습지 Ⅲ

▶ 시인은 계절을 보고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념에 따라 
관념의 시각으로 계절을 바라보게 된다. 그 결과, 계절이 등장하더라도 실제적 
계절감은 미약하게 표현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가) 「강호사시가」

강호(江湖)에 봄이 드니 미친 흥(興)이 절로 난다.
탁료계변(濁醪溪邊)에 금린어(錦鱗魚)ㅣ 안주로다.
이 몸이 한가(閒暇)옴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춘사)

강호(江湖)에 녀름이 드니 초당(草堂)에 일이 업다.
유신(有信) 강파(江波) 보내니 람이다.
이 몸이 서옴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하사)

강호(江湖)에 이 드니 고기마다 져 잇다.
소정(小艇)에 그믈 시러 흘리 여 더뎌 두고,
이 몸이 소일(消日)옴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추사)

강호(江湖)에 겨울이 드니 눈 기픠 자히 남다.
삿갓 빗기 고 누역으로 오슬 삼아,
이 몸이 칩지 아니옴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동사)

해석: 강호에 봄이 찾아오니 깊은 흥이 절로 난다
막걸리를 마시며 노는 시냇가에 싱싱한 물고기가 안주로구나
이 몸이 한가롭게 지내는 것도 임금님의 은혜이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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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에 여름이 찾아오니 초가집에 할 일이 없다
믿음직스러운 강의 물결은 보내는 것이 시원한 바람이로다
이 몸이 시원하게 지내는 것도 임금님의 은혜이시도다.

강호에 가을이 찾아오니 고기마다 살이 올라 있다
작은 배에 그물을 실어 물결 따라 흐르도록 던져 두고
이 몸이 소일하며 지내는 것도 임금님의 은혜이시도다.

강호에 겨울이 찾아오니 눈 깊이가 한 자가 넘는다
삿갓을 비스듬히 쓰고 도롱이로 옷을 삼으니
이 몸이 춥지 않게 지내는 것도 임금님의 은혜이시도다.

(나) 「夏夜苦熱登西樓」

苦熱中夜起，登樓獨褰衣。
山澤凝暑氣，星漢湛光輝。
火晶燥露滋，野靜停風威。
探湯汲陰井，煬竈開重扉。
憑闌久仿徨，流汗不可揮。
莫辯亭毒意，仰訴璿與璣。
諒非姑射子，靜勝安能希。

1. (가)는 사시가의 표작인데, 반복적으로 나타난 ‘이샷다’가 어떤 의미가 있는
지 답하시오.

2. (가) 작품의 (하사)를 읽고, 작품에 나타난 여름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답하시
오.

3. (가) 작품의 (하사)와 (나)에서의 여름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답하고, 이러한 
차이가 생긴 이유와 작가의 창작 동기에 해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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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가팔곡」 

농인(農人)이 와 이로 봄 왓 바틔 가새.
압집의 쇼보 잡고 뒷집의  보내.
두어라 내집부 하랴  니 더욱 됴타.            (제2수)

여날 더운 적의 단 히 부리로다.
밧고랑 쟈니  흘너 희 듯네.
어와 입립신고(粒粒辛苦) 어늬 분이 알실고.       (제3수)

을희 곡셕 보니 됴흠도 됴흘셰고
내 힘의 닐운 거시 머거도 마시로다.
이 밧긔 천사만종(千駟萬鐘)을 부러 무슴 리오.      (제4수)

밤의란 츨 고 나죄란 를 부여
초가(草家)집 자바고 농기(農器)졈 려스라.
내년(來年)희 봄 온다 거든 결의 종사(從事)리라.   (제5수)

해석: 이웃 농부가 찾아와 이르되, 봄이 왔으니 밭에 나가세. 
앞집에서 소를 보내고 귓집에서 따비를 보내네. 
두어라 내 집 농사부터 하랴, 남부터 먼저 하니 더욱 좋구나.

여름날 한창 더울 적에 햇빛에 달아오른 땅이 마치 볼 같도다.
밭고랑 매자 하니 땀이 흘러 땅에 떨어지네.
아아! 곡식 한 알 한 알의 고생을 어느 분이 알아줍니까?

가을이 되어 곡식을 보니 참으로 좋구나. 
내 힘으로 이룬 것이니 먹어도 맛이 유별나구나.
이 즐거움 외에 천 의 마치와 만 섬의 곡식을 부러워하여 무엇하리오.

밤에는 삿자리를 꼬고 납엔 띠풀을 베어
초가집 잡아내고 농기구를 손질하여라.
내년에 봄 온다 소리 들리거든 바로 농사일 시작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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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작품의 주제는 무엇인지 답하시오.

5. 당(唐)나라 때 「주역(周易)」을 해석하던 공 달(孔潁達)은 주역정의(周易正義)」
에서 “원(元)은 시초를 의미해서 봄의 특성과 부합하고, 형(亨)은 만물을 형통한
다는 의미에서 여름의 만물이 잘 자라나는 특성과 가장 부합하며, 또한 이(利)는 
도의(道義)의 통일을 의미하므로 가을의 수확하는 계절 특성과 가장 부합한다. 
그리고 정(貞)은 사물의 마침과 저장을 의미함으로 겨울철 곡물을 저장하는 특징
과 가장 부합하다.”라고 주장했다. 원형이정(元亨利貞)의 개념을 입해서 위의 
작품을 다시 읽어 보고, 어떠한 새로운 발견이 있는지 답하시오.

6. 제5수에서 ‘來年희 봄 온다 거든 결의 從事리라’이 함축된 의미를 분석하
시오.

7. 다음은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배경으로 한 작품인데, ‘원형이정’ 개념
을 가지고 시가를 접하시오. 그리고 ‘원형이정’ 개념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을 
찾아내시오.

(라) 「春風」 

春風先發苑中梅， 櫻杏桃李次第開。
薺花榆莢深村裏， 亦道春風為我來。

「池上早夏」 

水積春塘晚，陰交夏木繁。
舟船如野渡，籬落似江村。
靜拂琴床席，香開酒庫門。
慵閑無壹事，時弄小嬌孫。

「題江潮莊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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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은 토론 단계에서 사용한 소집단 학습지이다. 계절이미지를 중심으로 
시조의 주제, 내용, 형식과 정서에 한 학습자의 주체적 이해를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학습지를 작성했다. 그리고 학습자들에게 친숙한 모국어 시가 
작품 텍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상호텍스트적 소통을 요체로 하여 작품 
간, 문화 간 다양한 관계성에 주목하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어 시적 의
미를 재구성하도록 하 다. 
  또한, 학습자 간의 이루어지는 횡적 화의 형태가 바람직하다. 이 과정은 
학습자 개인의 시 텍스트에 한 이해가 얼마나 타당한 것인지 다른 학습자
들을 설득하는 것이며, 또한 자신과 타인의 시적 사유를 공개하여 학습자 간
의 횡적인 화를 통해 시적 사유의 폭을 넓히고 조정하는 과정이다.158) 

【정리】

  이 부분에서 학습자들은 시를 읽고 각자의 반응을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158) 최미숙, 「 화 중심의 현 시 교수·학습 방법」, 『국어교육학연구』 26, 국어교육학회, 
2006, 241쪽. 

田家喜秋熟，歲晏林葉稀。
禾黍積場圃，查梨垂戶扉。
野閑犬時吠，日暮牛自歸。
時復落花酒，茅齋堪解衣。

「終南望余雪」 

終南陰嶺秀，積雪浮雲端。
林表明霽色，城中增暮寒。

8. 위의 4수 시가에서의 계절이미지와 「전가팔곡」의 계절이미지의 차이점을 답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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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혼자 공부할 때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기회를 얻고, 다양한 해석
을 서로 제시 및 교류하는 방식을 통해 시가 작품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
할 수 있게 된다. 

  (3) 이미지 평가 단계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다시 모집단에 돌아와서 소집단 활동을 통해 
얻어낸 학습 성과를 모집단 동료들에게 알려주고 서로 공유한다. 이는 전체 
학습을 통해 계절이미지에 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인식을 정리하는 과정
이다. 학습자들은 계절이미지를 통해 구성한 시적 세계의 모습을 공유하는 
것을 통해 자신이 주시하지 못했던 부분에 해 조명하게 되고, 계절이미지
를 바라보는 거시적 안목을 기를 수 있게 되며, 계절이미지에 한 전반적인 
인식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도입】

  우선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학습 목표를 제시한 후, 소집단의 발표 순서를 
정해주고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소집단 안에서 한 사람을 선출해 발
표자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게 한다. 학습자들은 소집단에서 공동사고 및 
토의 과정을 거쳐 정리한 내용을 모집단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전개】

  교사는 모든 학습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모둠별 학습지」를 배분한다. 각 
소집단 구성원들은 모집단으로 돌아가 발표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상호간의 
인식 방향을 분명히 이해해두고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고, 새롭게 알게 된 내
용을 학습지에 기록한 후 교사에게 제출한다. 그리고 학습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질문하는 방식을 통해 교사 및 다른 학생들과 함께 해결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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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도록 한다. 이때 학생 상호간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한 교사의 보충 설
명은 필수적이며, 또 필요할 경우에는 보충자료를 활용해서 설명해야 한다.

  위와 같은 모둠별 학습지를 통해 학습자들은 자신이 맡은 주제에 해 공
부한 것을 다시 정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내용까
지 동료들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함으로써 시조와 당시 속의 계
절이미지를 더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정리】

 
 모둠별 학습지

                                     팀명: 
                                     이름:

팀
별

주제
발표 전에 이미 알고 
있는 것

다른 소집단 발표자를 통
해 알게 된 것

1
실제적 계절감
이 환기한 감각
적 이미지

2
정서적 계절감
이 환기한 비유
적 이미지 

3
관념적 계절감
이 환기한 상징
적 이미지

4
시조와 당시(唐
詩)속의 계절이
미지 특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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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는 회수한 「모둠별 학습지」를 통해 학습자들의 학습결과를 보다 객관
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또한 마지막으로 본 교육 과정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평가를 설계하 는데, 교사중심의 평가보다는 학습자중심의 평가를 지향하여 
아래와 같은 「평가 기준표」를 통해 각 팀의 발표 결과 및 학습 효과에 해 
평가할 수 있게 한다.

  위와 같이 「평가 기준표」는 학습자 전체 학습을 마친 후 자신과 동료의 
실제적인 상황에 맞게 평가하도록 만든 것이며, 평가점수는 3점 척도로 구분
하 다. 

★ 평가 기준표 ★
                                         소속팀명:
                                         평가팀명:
                                             이름:

평가 항목
매우  

그렇다
(3점)

약간 
그렇다
(2점)

보통
이다
(1점)

① 소주제의 핵심적 정보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발표 내용을 논리적으로 진술하 다. 
② 풍부하고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③ 발표 내용이 학습 내용 통합하는 데 많은 도
움이 되었다.
④ 구성원들이 함께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⑤ 특히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무엇인가?
⑥ 이 학습과정에 한 좋은 점을 적으시오.
⑦ 이 학습과정에 한 아쉬운 점을 적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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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를 상으로 하여 시조와 당시(唐詩) 속에 나타난 
계절이미지의 비교를 통해 학습자의 문학능력을 신장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교수-학습의 실제를 제시하 다.
  계절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써 한국과 중국 고전시
가에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과거 농경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계절감은 생활
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했지만, 현재에는 안타깝게도 현 적인 생활양식으
로 인하여 선조들의 자연 계절에 한 통찰 능력을 동경하면서도 추구하지
는 못하고 있다. 부분의 시인들은 예리한 계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무형의 ‘계절의 언어’를 아름다운 시의 문장을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학습자는 시인의 시점을 통해서 순수한 사계를 체
험할 수 있으며 인위의 흔적이 없는 선조들의 삶의 모습을 재구성할 수 있
는 효과를 얻는 동시에, 문학 감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을 받게 된
다.
  한국과 중국의 고전시가 속의 계절이미지는 작품 속에 많이 나타나며 이
에 한 이해는 양국의 문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시조와 
당시(唐詩)는 양국의 고전시가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절이 나타나는 작품의 수가 다른 장르보다 많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
과 중국은 자연풍토가 흡사하다는 점에서 계절이미지 또한 비슷한 방향으로 
발전했고, 이러한 발전 양상을 통해 당시(當時) 선조들의 정서와 사상, 그리
고 사회문화적 환경을 보다 보편적 시각에서 관찰할 수 있다.
  본고는 이상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중국인 한국어 고급학습자를 상
으로 계절이미지를 활용한 한국 고전시가 교육의 방법을 제안하는 데 목적
을 두었다. 이를 위해 문학교육에서 계절이미지에 관한 이론을 살펴본 다음, 
계절이미지 비교‧학습의 교육적 의의를 ‘계절이미지의 친화성과 교육적 운
용’, ‘문학적 감수성과 상상력의 신장’,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의 배양’ 등으
로 구체화하 다. 또한 한국어교육에서의 작품 선정기준에 관한 논의를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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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중 양국의 논저를 참고하여 계절이미지를 잘 드러내면서도 학습자의 
능동성을 충분히 환기할 수 있는 시가 작품을 선정하 다. 본고에서는 시조와 
당시(唐詩)에 투 된 계절이미지의 양상을 각각 ‘실제적 계절감이 환기한 감
각적 이미지’, ‘정서적 계절감이 환기한 비유적 이미지’, 그리고 ‘관념적 계
절감이 환기한 상징적 이미지’등 세 가지로 체계화하 다. 이어서 시조와 당
시(唐詩) 속 계절이미지의 특징에서 시간성을 유출할 때, ‘원형(圓形)적 이미
지와 선형(線形)적 이미지’와 ‘구조적 이미지와 독립적 이미지’ 등 두 측면에
서 설명하 다. 계절이미지를 서정성으로 유출할 때는 ‘다정함으로 나타난 
춘추(春秋)의 이미지’, ‘한가함으로 나타난 동하(冬夏)의 이미지’ 등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하 고, 사상성으로 유출할 때는 ‘유(儒)·불(佛)·선(仙)의 세계관
과 계절이미지’와 ‘정치적 이념과 계절이미지’ 등 두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
으로 설명하 다. 이를 교육 내용의 기초로 삼고 실제 수업 현장에 적용하여 
학습자의 반응 양상도 같이 살펴보았다. 학습자의 반응 양상을 분석한 결과, 
적지 않은 학습자들이 한국 시조에 해 흥미를 느끼고, 한국 고전시가를 추
가적으로 학습할 의지를 보 다. 또한 계절이미지에 해 부분 학습자들은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수업에서 배웠던 분류방법을 추후에 다른 
텍스트를 다루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가능성을 보 다. 그리고 
학습자들은 상호텍스트의 확 를 통한 텍스트의 체험으로 자신이 속한 세계
에 해 더욱 깊게 인식하는 양상을 보 다. 학습자들의 반응 양상을 통해 
계절이미지가 한국 시조를 수용하는 데 바탕이 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자아
내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학습자의 반응양상을 통해 연구자는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교육 방법이 필
요하다고 보고, 학습자의 의견과 요구를 반 하기 위하여 본고는 학습자가 적
극적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단탐구 모형을 도입하 다. 집단탐
구 모형을 활용한 고전시가 교육은 학습자들이 토론을 통해 상호간의 아이디어 
공유와 정보 교류, 그리고 관점을 교환하며 각자의 인식을 승화시키고 확산시키
는 효과를 지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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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완해야할 점이 많으나, 한국어교육에서는 
처음으로 시조와 당시(唐詩)를 비교 상으로 삼아 계절이미지를 중심으로 교
육 내용을 도출하 다는 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나아가 실제 교육 현
장에 적용이 가능한 구체적인 학습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미약하나마 다소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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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Study on the Seasonal Image Education of Korean Sijo
- Focusing on Comparison with Chinese Tang Poetry -

WANG JINGQI
College of Educatio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is hard to find a study that compares seasonal images from 
the classic poetry of Korea and China.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easonal images in Korean Sijo and Chinese Tang poetry, and  
aims to help Chinese high-level learners of Korean language 
understand Korean classic poetry in a more dynamic and smooth 
way. 
    Recently, the necessity of Korean literature education is 
increasing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It has reached the stage 
of suggesting specific literary pieces as learning material in 
education method rather than just discussing theories. However, 
Korean literature education using relatively difficult classic poetry 
among various literary genres is still at the beginning stage. By 
introducing ‘season’- which is a universal concept that familiar to 
everyone, could resolve certain unfamiliarity and rejection issues 
the learners have about Korean classic poetry. 
    As most of the poets have sensitive and rich senses of the 
season. They can also express the intangible ‘language of season’ 
through beautiful verses effectively. Reading about season in clas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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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etry is not only the beginning of understanding ancestral life, 
but also the discovery about the classic poetry that it is not just a  
ancient literary genre far from our own lives. Moreover, it gives 
learners a chance to look back about the seasons around us and 
renew the perception of narrowing down the gap between today 
and the past. Besides, the learners can experience the pure four 
seasons and reconstruct the life of the ancestors without artificial 
traces through the poets’ viewpoints, and further improve the 
ability of literary appreciation.
    Thus, this paper aims to suggest an educational method of 
Korean classic poet using seasonal images that can be applied to 
the actual field of education, and demonstrate that classic poetry is 
also a good genre with sufficient teaching significance in Korean 
education. Meanwhile, Korean Sijo and Chinese Tang Poetry 
occupied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of the 
two countries. Besides, the frequency of seasonal images in these 
poetic genres is very high. Furthermore, as Korea and China are 
similar in natural climate, the seasonal images have developed in a 
similar direction. So that we can observe the emotions, thoughts, 
and socio-cultural environment of the ancestors from a more 
general viewpoint.
    Based on the above analysis, this study selected the seasonal 
images from Sijo and Tang poetry, which are representative poetry 
genres of Korea and China, as study subjects. First, the researcher 
summarized the concepts and types of seasonal images in literary 
category, and connected it with the content of literature education. 
Next, the researcher suggested the significance of using seasonal 
images in Korean literature education, which is based on the 
approach  principle of comparative literature. Then, the researcher 
provided specific education contents of Korean classical poetry by 
comparing the seasonal images in Sijo and Tang po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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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systemized the aspects of seasonal image projected 
in Sijo and Tang poetry into ‘mental image arousing an actual 
sense of the season’, ‘figurative image arousing an emotional sense 
of the season’, and ‘symbolic image arousing an ideal sense of the 
season’. Also, the researcher explored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seasonal images from three levels： ‘temporality’, ‘lyricism’,  and 
‘ideology’.   
    The above-mentioned contents are used as the basis of 
education contents and applied to the actual classroom. After 
applying the learning contents, there are three aspects of learners’ 
reaction such as ‘found or increased interests in sijo’, ‘learned to 
recognize seasonal images’, and ‘divergent arousing of 
intertextualiy’. Based on this, the researcher reviewed limitations 
found in the course of the experiment, and to consider the needs’ 
of learners, the ‘Group Investigation Model’ is introduced so that 
learners can participate actively in learning activities. At last, the 
effectiveness of the learning contents and the learning model were 
examined through the verification experiment.

Keyword: Sijo, Tang poetry, seasonal image, comparative literature, 
Korean literature education, group investigation model 
Student no.: 2015-2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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