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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시 텍스트와 독자의 실존 조건을 연계하는 핵심적인 기제로 감각
적 체험을 설정하고, 시 읽기에서 감각적 체험의 본질과 구조 그리고 시 교육
에서 감각적 체험의 활성화 원리를 밝히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시 읽기에서 감각적 체험을 시의 언어를 통해 환기되는 이미지의 
감각적 특성에 대한 심미적 경험으로 정의하고, 그 중핵적 내용을 시에 대한 
독자의 감각 경험 투사와 감각적 특성 의미화로 제시하였다. 이는 시 읽기 에
서 감각적 체험은 일상적인 감각 조건들에 비추어 시의 언어에 함축된 특수한 
감각 조건들을 구성하는 과정이며, 텍스트 세계의 맥락에서 감각적 특성이 갖
는 의미를 독자 자신의 언어로 구체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감각적 체험에 대한 이와 같은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는 시 읽기에
서 독자의 감각적 체험의 구조를 전경과 배경의 연계를 통한 감각 대상의 적
합성 수용, 신체와 습관의 연계를 통한 감각 주체의 고유성 수용, 형식과 질
서의 연계를 통한 감각 매개의 관점성 수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감각 대상 층위에서의 감각적 체험은 시의 언어가 환기하는 특정한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다른 대상들과 맺는 영향 관계에 대한 상상을 구체화
하며, 텍스트 세계 안에서 대상이 갖는 적합성을 수용하는 과정이다. 감각 주
체 층위에서의 감각적 체험은 대상을 지각하는 주체의 신체를 가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대상과 주체의 상호작용에 대한 상상을 구체화하며, 텍스트 세계 안
에서 주체가 발현하는 고유한 정체성을 수용하는 과정이다. 감각 매개 층위에
서의 감각적 체험은 시의 언어를 이미지의 감각적 특성을 조건 짓는 형식으로 
발견하고, 형식들이 제안하는 상상의 경로를 구체화하며, 독자 자신의 감각적 
체험이 이루어지는 선별적인 기반을 수용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 읽기에서 감각적 체험의 구조가 교육 상황에서 갖는 적합
성을 검토하기 위해 고등학교 학습자의 감상 활동을 분석하였다. 
  학습자들은 감각 대상 층위의 감상 활동에서 대상 간의 질적 차이를 분별하
거나, 대상들을 계열화하면서 대상의 감각적 특성을 수용하였으며, 텍스트 세
계의 맥락에서 대상 간의 영향 관계를 정교화하거나 역동화하는 가능성을 보
여주었다. 그러나 관습화된 시 읽기 방식의 영향으로 대상의 감각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거나 대상이 갖는 복합적・가변적 특성에 대해서는 의미 
부여를 어려워하는 한계를 보였다. 학습자들은 감각 주체 층위의 감상 활동에
서 주체가 처한 상황 또는 주체의 발화에 담긴 태도를 중심으로 주체의 성향
을 가정하였으며, 대상과 주체의 상호작용을 다각적으로 탐색하고, 주체의 특
이성을 적정한 거리에서 수용하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감각 주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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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과 피상적으로 동일시하거나, 주체의 행위나 태도를 파편적으로 환기하는 
한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들은 감각 매개 층위의 감상 활동에서 언
어 형식의 작용을 텍스트 외재적인 가치 질서나 내재적인 가치 질서로 연동하
였으며, 외재적 가치 질서와 내재적 가치 질서를 통합하거나, 형식들의 작용
이 야기하는 새로운 인식을 수용하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형식들의 
작용을 수사적 표현의 효과에 국한하거나 학습자의 일상적인 감각 경험과 동
떨어진 것으로 인지하는 한계 또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 교육에서 감각적 체험의 의의와 
활성화 원리를 도출하였다. 시 교육에서 감각적 체험은 시의 언어에 대한 학
습자의 관여를 확대하고 감상의 구체화를 위한 잠재적 의미망을 구축하게 한
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와 같은 의의를 실현하기 위한 감각적 체험의 
활성화 원리는 감각적 체험 활동을 위한 태도 형성과 감각적 체험 활동의 수
행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감각적 체험 태도의 형성 원리는 학습자들이 감각 대상, 감각 주체, 감각 
매개 간의 역동적 영향 작용을 인지하는 것과 시의 언어에 학습자 자신의 감
각 경험을 예비적으로 조회하는 것이다.
  감각적 체험 활동의 수행 원리는 대상 관계의 순환적 역동화와, 주체 성향
의 대칭적 입체화, 형식 연동의 예각적 최적화로 제안하였다. 대상 관계의 순
환적 역동화는 학습자들이 대상 간의 영향 관계를 부분에서 전체로 정교하게 
확장해 가는 가운데, 잠재적인 영향 관계를 포착할 수 있는 의미 구조를 탐색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체 성향의 대칭적 입체화는 학습자들이 대상과 
주체의 상호작용을 행위와 태도와 연관된 범주들을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살피
는 가운데, 주체의 특이성에 대해 다르지만 접근 가능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
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식 연동의 선별적 최적화는 학
습자들이 언어 형식을 텍스트 내재적・외재적인 질서로 통합적으로 연동해 가
는 가운데, 학습자 자신에게 감각 경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측면에 선별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그 의의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그간의 시 교육 논의에서 정교화되지 못하였던 ‘감각 가능한 것’
의 교육적 의미를 이론적・실천적으로 구명하였다. 이는 상상과 경험의 간극, 
이상 독자와 실제 독자의 간극, 언어와 삶의 간극을 생산적으로 조율할 수 있
는 교육적 기초를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핵심어 : 시 감상 교육, 감각적 체험, 감각적 특성, 감각 대상의 적합성, 감각 
주체의 고유성, 감각 매개의 관점성, 체험의 활성화

학번 : 2016-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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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실존적 주체로서 인간의 삶은 세계를 감각하는 고유한 신체를 그 조건으로 
하며, 삶의 방향성은 세계와 신체가 맺는 감각 관계 양상에 의해 부단히 변화
하게 된다. 여기서 감각 관계는 오감(五感)과 연관된 미시적인 자극과 반응의 
연쇄에서 거시적인 인식 구조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인 성격을 가지며, 이런 맥
락에서 감각 관계는 인간 개개인의 실존 조건이면서 동시에 공동 존재로서 인
간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삶이 유지되고 변화되는 근원적인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언어 예술로서의 시는 이러한 감각 관계의 구체상이나 새로운 가
능성을 특유의 언어 형식을 통해 형상화하는 예술 유형이라는 점에서 독자의 
세계 인식을 유의미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효용을 갖는다. 이는 시 읽기 
행위가 독자에게 가치 있는 체험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감각 관계라는 독자
의 실존 조건과 시의 언어 간의 상호작용이 생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는 것을 함의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시 읽기 과정에서 독자가 ‘감
각적인 것’으로 수용하는 체험이 갖는 교육적 의의를 탐색한다. 구체적으로 
시 읽기에서 감각적 체험의 본질을 개념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 읽기 과정에
서 독자의 감각적 체험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구명한 후, 시 교육에서 학습자
들의 감각적 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원리를 제시한다.
  문학교육은 삶의 총체적 체험을 추구1)하며, 문학 능력의 향상을 통해 인간
다움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본질2)을 갖는다고 할 때, 여기에는 문학과 인
간의 삶 사이의 본원적인 연관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문학이 인간의 삶에 대
한 이해 지평을 확대・심화시켜주는 계기가 된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이
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문학 텍스트라는 추상적인 기호 체계와 인간의 삶이
라는 구체적인 지평이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학교육적 이론이 마
련될 필요가 있다. 해석・감상, 정서 체험, 상상력에 관한 문학교육적 논의들

1) 구인환 외(2012), 문학교육론(제6판), 삼지원, pp.59-60.
2) 김대행 외(2000),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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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요구에 대한 응답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각각의 관점
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간의 문학교육 이론 및 실천에서 문학과 삶의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기저인 
‘감각’3)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진전되지 못하였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감각’
은 주로 상상력이라는 초월적인 능력의 하위 유형으로 부분적으로만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독자의 신체성(身體性, corporality)과 세계, 언어, 상상 사이의 
긴밀한 연관은 간과되어왔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시 읽기에서의 ‘감각
적 체험(perceptual experience)’에 주목함으로써 문학과 삶 사이의 본원적 
연관에 대한 문학교육적 관점을 체험의 직접성4)의 차원과 연계할 수 있는 이
론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시 읽기에서의 감각적 체험을 문학교육의 주제로 다룬다는 것은 감각 관계
에 대한 다양한 시적 형상화 시도에 대하여 학습자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지, 그리고 학습자들이 그렇게 상상한 내용들을 주체적으로 의미화하기 위해
서는 어떠한 교육적 계기들이 마련되어야 하는지와 같은 물음에 대한 답변을 
체계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문학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져 온  
‘감각’과 관련된 교육적 실천이 표현 기법으로서의 ‘감각적 이미지’에 대한 단
편적이고 기계적인 분석에 국한됨으로써 작품에 대한 독자의 총체적인 감상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는 못하였다는 진단을 내포한다.
  시 교육에서 ‘감각’과 관련된 교육 내용은 제4차 교육과정부터 도입되었다. 
제3차 교육과정부터 표방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문학교육에서는 제4차 교육
과정에 이르러 신비평의 영향을 받은 작품 내재적 분석주의로 구체화되었는
데, 이 과정에서 ‘심상’ 또는 ‘이미지’5)가 시적 언어의 ‘감각적 특성’을 설명하

3) 일반적으로 문학교육 논의에서 감각은 감각, 지각, 감성 등으로 혼용되어왔으며, 감각적 
표현, 감각적 이미지, 감각 경험/체험, 감각적 경험/체험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왔
다. 이러한 총칭적 개념으로서의 감각을 여기서는 ‘감각’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감각’에 
대한 세부적인 개념 구분은 본 연구의 Ⅱ장 1절의 1항에서 제시할 것이다.

4) 문영진은 문학교육에서 신체론 도입의 의의로 욕망, 의지, 힘과 같은 문학의 구체적인 
작용에 대한 이해, 직접적인 체험에 대한 주목, 이성에 대한 과도한 강조의 교정을 제
시한 바 있다. 문영진, ｢문학교육과 신체성｣, 문학과문학교육연구소(2000), 문학교육의 
인식과 실천, 국학자료원, pp.33-34.

5) 엄밀하게 보면, 시적 표현으로서의 이미지와 독자의 의식 속에 환기된 표상으로서의 이
미지는 다른 층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후자의 이미지만을 특별히 심
상(心象, mental image)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육과정에서 양자는 유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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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매개 개념으로 제시되었다. 중등학교급에서는 “시의 심상을 이루는 
여러 가지 표현법을 알아서 시의 감각적 효과를 즐긴다.”[중학교-2학년-문학-
⑥], “시의 문학적 효과는 흔히 심상의 세계를 표현하는 언어에 있음을 알고, 
감각적 인상을 나타내기 위한 시적 언어의 여러 가지 특수한 기법을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 분석한다.”[고등학교-국어Ⅱ-현대 문학-◯너 ]와 같은 교육 내용으
로 제시되는데, 특징적인 것은 독자가 환기하는 이미지가 표현 기법에 종속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시각적 효과’를 낳는 특정한 기법이 있
으며, 이에 대해 학습자는 ‘시각적 이미지’를 환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위적인 일치를 통해 시 교육에서 ‘감각’이라는 주제가 객관적으로 분석 가
능한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이러한 학습 방향의 설정은 시의 언어와 독자의 
체험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관계 형성의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학습
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의 폭을 제약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에서 ‘감각’과 관련된 교육 내용이 갖는 한계는 복합적이고 
심미적인 특성을 갖는 대상을 분절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해명하려고 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6) 이러한 관점 상의 한계는 이후의 교육과정에
서 학습자의 주체성, 창의성이 부각되면서 부분적으로 극복되는 양상을 보인
다. 문학 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진 제6차 교육과정에서 ‘이미지’
를 포함하여 작품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은 작품에 대한 총체적 감상과 연결되
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며7),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한 제7차 국어과 

게 변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후에 교육과정에서의 이미지 개념은 
‘이미지’로 표기하기로 한다. 한편, 본 연구는 표현으로서의 이미지와 표상으로서의 이
미지를 동일한 것으로 보거나,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것 모두 시 읽기에서 학습자
의 감각적 체험을 활성화하는 데 유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는 전자의 경우 학습자
의 감각적 체험을 특정한 표현 기법에 종속적으로 상응하는 심리적 효과로 단순화시키
며, 후자의 경우 시의 언어와 무관하게 환기되는 파편적이고 자의적인 표상들과의 유의
미한 변별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각각 작품 감상에 초점을 맞추어 독자의 체험 내용을 
구조화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를 시의 
언어에 조응하여 환기되고, 독자의 경험 지평 속에서 구체화되는 표상을 가리키는 개념
으로 사용한다.

6) 이에 대해 문학 능력의 본질을 추출하여 다루기보다 이미 제시된 해석의 틀을 시의 이
론적 용어를 사용하여 되풀이할 수 있는 능력을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는 평가가 
제기된 바 있다. 김창원・민재원(2016), 시교육의 사적 연구 –현대시의 성립부터 국정
교과서기까지의 시교육, 역락, p.147.

7)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문학 영역의 교육내용으로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의 
실제” 중 “(7) 문학 작품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의 기능과 관계를 알고, 작품을 총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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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에서는 작품의 표현 방식을 인식적・정의적・심미적 효과를 고려하며 
이해하도록 하고 있어 ‘감각’에 대한 더욱 확장된 교육 내용의 제시를 기대하
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 또한 여전히 그 초점은 작품의 구성 요소로서 
‘이미지’를 분별하고 분석하는 데 놓여 있었기 때문에 제4차 교육과정에서 확
립된 접근 방식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수반한 것은 아니었다.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201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문학을 통
한 삶과 세계에 대한 성찰 등 전반적으로 독자의 주체적 체험에 대한 중요성
이 부각되었지만, ‘감각’과 관련된 내용은 오히려 축소되었다.8) 교육과정 개정
의 기조가 전반적인 학습량 최적화에 놓인 만큼 ‘이미지’와 같이 작품 내재적 
분석주의에서 선호하는 매개 개념들의 노출을 최소화한 데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나, 이는 결국 시에서 ‘감각’을 바라보는 관점이 독자의 체험이나 삶과의 
연관성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확대・심화되지 못하면서 교육과정 상에서도 소
거되는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조는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유지되고 있는데, 초등학교급에서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문학적 표현의 기능을 익히게 한 후[4국
05-01], 중등학교급에서 ‘감각’과 관련된 내용은 “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한다.”[10국05-02]와 같이 포괄적인 내용이나 활
동 속에 포함되고 있다. 이는 교과서 제작이나 교수・학습 상황에서 교육 주
체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는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간주되는 기존의 교육 내용들을 별다른 수정 없
이 재생산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구현된 활동들
이 대체로 ‘감각적 이미지를 찾고 그 효과나 의미 말해보기’9)와 같은 유형으

로 감상한다.”를 제시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해당 구성 요소들로 행・연의 
구분 방식, 운율, 이미지, 의미를 언급하고 있다.

8)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2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기준 “(2) 문학 작품
의 전체적인 정서와 분위기를 파악한다.”의 해설에 “특정한 이미지에 주목하여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는 개략적인 방법”을 익히도록 하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을 뿐
이고, 201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감각’이나 ‘이미지’와 관련된 별도의 설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9)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곳’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시구들을 찾고, 
그 시구에서 떠오르는 모습을 적어 보자.”(김동환 외(2019), 고등학교 문학, 천재교육, 
p.63),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환기하는 감각을 떠올려 보자.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의미
와 표현 효과를 말해 보자.”(조정래 외(2019), 고등학교 문학, 해냄에듀, p.298),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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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렴되고 있는 것은 후자의 경향이 주도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국어과 교육과정에 대한 통시적인 분석 결과, 시 교육에서 ‘감각’에 대한 교
육 내용은 ‘이미지’라는 매개 개념을 중심으로 한 작품의 내재적・수사적 분
석에 치우침으로써 시의 언어를 매개로 한 독자의 주체적인 체험에 대한 고려
가 부족하였다는 점이 확인된다. 문학 감상 활동은 작품의 언어를 통해 형상
화된 세계에 대한 특정한 인식을 독자가 주체적으로 내면화하는 것, 다시 말
해 텍스트로부터 작품(work)10)을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작품의 언어에 대한 독자의 반응이 독자 자신에게 가치 있는 체험으로 수용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간 시 교육에서 제시되어 온 ‘감각’과 관련된 
교육 내용은 감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는 그 의의가 제한적이었다
고 평가할 수 있다. ‘감각’이 시에 대한 독자의 능동적인 체험 과정을 경유하
여 발견되거나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문학성에 대한 선험적인 공리로 제시되
는 데 그치고, 학습자는 이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교육 현실은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실존 조건으로서의 감각 관계에 대한 경험은 작가나 전문 독자에게
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학습자를 포함한 모든 독자에게 각기 다른 형태로 주
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실존의 관점에서는 작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감각 관계의 형상화 시도가 학습자에게 어떠한 선험적인 특권을 갖지 못하며, 
그것의 가치는 학습자 개개인이 시의 언어를 계기 삼아 자신의 실존적 지평을 
얼마만큼 확대할 수 있는가에 달린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
라서 시 교육에서 ‘감각’에 대한 이해는 문학에 대한 학습자의 살아 있는 체
험을 위한 수단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문학성에 대한 선험적인 공리로서 

적 화자의 눈에 비친 느티나무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
자.”(방민호 외(2019), 고등학교 문학, 미래엔, p.207) 한편, 일부 교과서에서는 시의 
감각적 형상화 방식을 회화에서의 감각적 형상화 방식과 연관지어 이해하도록 하는 활
동(정호웅 외(2019), 고등학교 문학, 천재교육, p.104), 시에서의 감각적 형상화를 움
직임의 차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표현 형식과 연관짓는 활동(류수열 외(2019), 고등학교 
문학, 금성, p.48)을 제시하고 있어 ‘이미지’와 관련된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내용 차원의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는 예외적인 사례의 성격을 벗어나기 어
렵다고 할 수 있다.

10) 작품은 텍스트 산출 과정에서는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텍스트 이해 과정에서 체험을 
통해 비로소 구성되는 세계를 의미한다. 최지현(2014), 문학교육심리학 –이해와 체험
에 관한 문학교육적 설명, 역락, pp.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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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이는 ‘감각’에 대한 독자의 체험이 개개인에 따
라 전적으로 달라지는 자의적인 것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간의 실존은 공
동 존재들의 상호주관적인 영향 아래 조건화되는 상황성을 가지며, 시의 언어 
또한 이러한 상황성의 자장 아래서 독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는 
문학 체험의 영역에서의 자율성과 소통가능성이 반드시 서로 배타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따라서 문학교육의 관점에서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은 감상의 주체로서의 
학습자가 자신의 고유한 신체를 통해 경험한 세계와의 감각 관계를 배경으로 
시가 형상화하는 특수한 감각 관계 양상에 접근해 가면서, 시 읽기 행위가 갖
는 근본적인 상호주관성을 실현해 나가는 상황이라 할 것이다. 즉, 문학교육
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감각’에 관한 교육 내용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개개인이 ‘감각’에 대한 체험으로 주체적으로 몰입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체
험 내용이 특정한 교육적 계기들로 구체화되면서, 다른 교육 주체들에게도 소
통 가능한 방식으로 의미화되는 방안이 구명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시 교육에서 학습자의 감각적 체
험을 활성화(活性化, activation)11)하기 위한 이론적이면서 동시에 실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12) 이는 감각적 체험의 본질에 대한 확장된 접
근, 이에 기초하여 도출되는 시 읽기에서의 감각적 체험의 포괄적인 구조, 그

11) 활성화란 일반적으로 유기체나 사회 조직이 갖는 기능이 촉진되거나 활발하게 되는 것
을 일컫는 용어이다. 본 연구는 시 읽기 과정에서 독자의 심리 속에 잠재되어 있거나 
충분히 질서화되지 못한 감각적 체험 내용들이 특정한 교육적 계기를 통해 표현되고 정
련됨에 따라 교수・학습 상황에서 유의미하게 소통될 수 있게 되는 상태를 감각적 체험
의 활성화로 설정하였다.

12) 김창원이 제안한 문학교육 연구의 방법론적 범주에 따르면, 본 연구는 연구 대상 범주
에서는 텍스트-독자-맥락의 상호작용에 관한 텍스트 행위(Texting) 연구에, 연구 수준 
범주에서는 추상적인 이론과 구체적인 실천을 매개하는 기능적 지식을 형성하는 모형 
연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 대상인 학습자의 감각적 체험이 창발적인 원
심력을 갖는 독자의 상상 활동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모형의 구안은 논의의 범위를 과도하게 한정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
의 목적은 감상 활동 과정에서 학습자의 감각적 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원리 도출에 
두되, 여기서의 원리는 그 자체로 객관화 가능하며 반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칙이
라기보다는 게슈탈트 심리학에서의 지각 원리와 같이 원리의 적용 효과를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성을 갖추고 있으며, 교수・학습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한 
추상적인 층위에서의 감상 지침의 성격을 갖는다. 김창원(1997), ｢문학교육 연구 방법론
의 내적 체계｣, 국어교육연구 4(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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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이러한 구조의 교육적 적용 방안을 포괄하는 성격을 갖는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의 이론적 접근과 현
장 전문가의 실천적 경험 사이의 협업을 추구하는 설계기반연구의 방법론을 
원용하여 시 교육에서 감각적 체험의 활성화 원리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본 연구의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 읽기에서 감각적 체험의 본질과 감각적 체험의 구조를 시의 언어
와 독자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구명함으로써 시 교육에서 감각적 체험에 
접근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한다.
  둘째, 감각적 체험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을 기초로, 감각적 체험의 구조를 
고려한 감상 활동을 구안한 후 학습자들의 반응 양상과 교육 전문가들의 피드
백을 분석한다.
  셋째, 학습자들의 반응 양상과 교육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통해 교육적 시사
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 교육에서 감각적 체험의 활성화 원리를 제시
한다.

2. 연구사 검토

  문학교육에서 독자의 감각적 체험을 본격적인 주제로 다룬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여기서는 유관 주제인 상상력, 해석 및 감상, 체험, 이미지에 
관한 문학교육 논의들에서 ‘감각’이 갖는 위상을 살핌으로써 본 연구의 연구
사적 위치를 설정하고자 한다.
  문학교육에서 ‘감각’은 주로 상상력의 경험 유형 중의 하나로 다루어져 왔
다. 구인환 외(2012)13)는 문학교육의 의의를 언어적 상상력의 세련에 두고, 
구성적 능력으로서의 언어적 상상력은 독자가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세계를 인
식하고 재구성하며, 그로부터 현실을 초월하는 능력이라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감각’은 세계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대상을 독립된 사물로 파악하는 
‘형태화 기능’이자 ‘구체화된 형상력’과 연관된다. 김대행 외(2000)14)는 문학

13) 구인환 외(2012), 앞의 책.
14) 김대행 외(2000), 앞의 책.



- 8 -

적 사고의 유형 중 하나로 ‘형상적 사고’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감각’은 
문학의 창작과 수용 행위에서의 구체화 작용과 연관되며, 상상력이 갖는 허구
적 성격에 개연성이 부여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문학교육의 관점에서 상상
력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한 김창원 외(2000)15)는 상상력이 
재현적 상상력, 조작적 상상력, 창조적 상상력으로 발달한다고 보았는데, 여기
서 ‘감각’은 주로 재현적 상상력과 관련된 것으로 제시된다.
  이상의 논의들에서 ‘감각’은 문학적 상상력의 주요 유형으로 상정되고 있지
만, 주로 상상력의 기초적인 영역에 할당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이 갖는 한계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감각’의 의미를 재현되
는 현상과 관련하여 규명하기보다는 ‘구체성’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에 기초하
여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품이 표현하고자 하는 현상이 모호하고 복잡한 
것일수록, 그 범위가 특수하게 미시적이거나 거시적인 것일수록, 현실의 모순
을 첨예하게 반영하는 것일수록 그것을 감각적으로 재현하는 행위가 갖는 심
미적 특성은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감각’의 구체성이 상
상력이 갖는 초월성이나 창조성의 하위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보는 것은 ‘감
각’이 갖는 교육적 의의를 지나치게 협소한 것으로 보게 만든다는 점에서 수
정될 필요가 있다. 둘째는, ‘감각’에 대한 독자의 다양한 반응들에 대한 고려
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시에서 이루어지는 감각 관계의 형상화 시도들
은 독자의 경험적 현실을 부정하거나, 논리적인 명제로 환원되기 어려운 현상
에 대한 체험을 유도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감각’에 대한 반응이 생생하고 명
증한 것 등으로 단선적으로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즉, ‘감각’의 질적 다양
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감상 과정에서 ‘감각’이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구도가 고려되어야 한다.16)

  한편, ‘감각’과 상상력 사이의 연관을 독자의 체험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
는 논의로는 손예희(2011)17)가 있다. 이 논의는 독자가 시 텍스트 내부의 세

15) 김창원 외(2000), ｢문학교육과 상상력｣, 독서연구 5, 한국독서학회.
16) 최지현은 상상력 교육의 구도로 은유 도식의 전수, 상상이 발생하는 상황으로의 안내, 

대상에 대한 정서적 감염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 교육에서의 감각적 체
험의 구도 또한 감각 관계에 대한 학습자의 선이해와 시의 언어 간 상호작용을 중심으
로 더욱 입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지현(2007), ｢문학교육의 ‘교육적 상상력’｣, 
국어국문학 147, 국어국문학회, pp.167-191.



- 9 -

계와 외부의 세계를 매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제로서 상상적 경험을 설정하
고, 작품의 수용은 의미론적인 과정이 아니라 ‘감각’을 포함한 상상적인 것이 
시 텍스트 내에서 어떻게 형태화되고 있는가를 경험하는 과정이라는 관점을 
제안하였다. 이는 문학교육에서 감각적 체험은 ‘감각적 이미지’나 ‘감각적 형
상화’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감각’과 관련된 독자의 상상 활동에 초점을 맞추
어야 한다는 본 연구의 관점과 상응한다. 아울러, 상상적 경험이 대상의 의미
화 과정과 밀접한 상관이 있다고 본 점이나, 시 텍스트의 형식적 장치에 민감
하게 반응하는 과정을 통해 구체화된다고 본 점 또한 본 연구에 시사점을 준
다. 그러나 이 논의는 상상적 경험의 구조를 지각적 상상력, 전이적 상상력, 
창조적 상상력이라는 다소 분절적이고 선형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감각’을 주
로 텍스트 재생 능력으로서의 지각적 상상력과 연관된 것에 국한하고 있다는 
점, 학습자의 반응 텍스트에서 상상적 경험의 한계 양상을 포착하고 이를 전
문 독자와 같은 이상적 독자의 방식으로 제고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보여준다
는 점에서 ‘감각’과 연관된 구체성의 다양한 양상 및 학습자 차원에서 의미화
할 수 있는 ‘감각’의 교육적 의의를 다각적으로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문학교육 논의에서 상상력은 작품 이해 전반과 연관되는 포괄적인 능
력으로 이해된다는 점18)에서 ‘감각’은 해석 및 감상 교육에 관한 논의들과도 
연관성을 갖는다. 김정우(2006)19)는 상상이란 이미지들을 결합하고 변용하는 
작용으로 보고, 시에 대한 독자의 해석 활동은 내적으로는 부분적인 시어 차
원의 의미에 대한 실현에서 출발하여 시 전체가 형성하고 있는 텍스트 내의 
상상적 세계의 재현으로 나아가는 구도를 갖고, 외적으로는 작가에 대한 상호
텍스트적 이해나 독자의 경험 지평과의 교섭이라는 구도를 갖는다고 설명하였
다. 여기서는 작품의 해석이 궁극적으로 다양한 세계 간의 교섭을 지향한다는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세계 이해의 실존 조건인 감각 관계와 독자의 해석 활동 
간의 본질적인 연관성을 상기시키고 있다. 조하연(2010)20)은 문학 감상의 핵

17) 손예희(2011), ｢시 교육에서 상상적 경험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8) 작품의 수용과 표현이 상상력을 중심으로 통합된 의미 부여 과정이라는 시각을 보여준 

논의로는 윤여탁(1999), ｢문학교육에서 상상력의 역할 –시의 표현과 이해 과정을 중심
으로｣, 문학교육학 3, 한국문학교육학회.

19) 김정우(2006), 시 해석 교육론, 태학사.
20) 조하연(2010), ｢문학 감상 교육 연구 –고려속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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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대상으로부터 감동적인 요소를 지각하고 이를 또 다른 차원의 감동적 요
소로 전이하는 데 있다고 보고, 이러한 지각과 전이의 연쇄에 독자의 감수성, 
상상력, 체험이 개입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 논의에서 감상은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넘어 인간 존재의 이해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감각’ 
또한 상상력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독자의 감상 활동을 추동하는 독립적
인 기제로 상정되고 있다. 
  이상의 논의들에서 ‘감각’은 작품의 이해라는 순환적이고 점진적인 과정 전
반에 걸쳐 작용하는 것으로 상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상력의 하위 유형으로
서 ‘감각’을 이해하는 관점과는 다른 시각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체험 대상
으로서 ‘감각’의 개념과 구조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함에 따라 ‘감각’과 세계 
또는 ‘감각’과 상상력 사이의 관계가 모호하게 설정되고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문학 해석 및 감상 과정에서 ‘감각’이 세계 이해와 존재 이해
의 기반이 된다면, 여기서 체험 내용에 해당하는 ‘감각’은 독자의 신체적인 감
각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 것이며, ‘감각’을 통해 이해하게 되는 세계나 존재란 
독자의 일상적인 감각 대상으로서의 세계나 독자의 신체적 실존과는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구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간과한다면 ‘감각’은 해석이나 감
상의 특정한 국면이나 단계를 비유적으로 지칭하는 개념 이상의 효용을 갖기 
어렵게 된다는 점에서 문학 체험을 특징짓는 허구성이나 초월성의 관념 속으
로 쉽게 편입될 수 있다. 이는 ‘감각’이 환기하는 독자의 신체성과 문학 사이
의 본원적인 관계를 해석 및 감상 과정에서 배제해 버리는 것일 수 있다는 점
에서 보다 정치한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문학교육에서 경험 또는 체험과 관련된 논의들은 ‘감각’보다 ‘정서’에 주목
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기저에는 ‘감각’에 대한 인식을 전제하는 측면이 있
다. 김남희(2007)21)는 시 읽기 과정에서 독자의 서정적 체험을 주체가 세계를 
감성의 차원에서 주관적으로 파악하여 자기화하는 체험으로 설정하고 그 요소
와 변인을 구명하였다. 이 논의의 초점은 서정적 주체에 대한 독자의 정서적 
동기화에 있으나, 그러한 동기화를 위한 중요한 변인으로 시적 상황이나 형상
적 요소 등을 언급하고 있어 ‘감각’과의 연관성을 상기시키고 있다. 최홍원

21) 김남희(2007), ｢현대시의 서정적 체험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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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014)22) 또한 문학교육에서 경험 교육의 내용으로 정서적 동기화와 거
리두기를 강조하고 있으나 ‘텍스트 세계’에 대한 독자의 심리적 참여를 전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논의와 유사한 시각을 엿볼 수 있다. 민재원(201
3)23)은 시 읽기에서 정서 체험을 독자의 세계 재발견 과정으로 재개념화하고 
정서 체험에서 독자는 신체적 존재로서 작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관점을 제시
하였다. 이는 시 읽기에서의 정서 체험은 텍스트 세계에 대한 독자의 적극적
인 참여를 요구하며, 이러한 참여는 감각 관계라는 독자의 실존 조건과 분리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문학교육에서 경험 및 체험 논의는 정서를 중심으로 하더라도 텍
스트 세계에 대한 ‘감각’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 또한 이
러한 관점을 수용하되, 텍스트 세계에 대한 ‘감각’은 정서 체험의 전제로만 소
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문학교육의 중요한 내용이자 기반으로 간주되
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한 교육적 내용이 원리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문예학에서 ‘감각’은 ‘이미지’의 심미적 특성과 관련하여 논의되
었다는 점에서 이미지 교육에서 ‘감각’의 위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창작 교육의 관점에서 이미지를 다룬 대표적인 논의들로 유영희(1999)24)와 정
정순(2005)25)이 있다. 유영희(1999)는 형상화를 “창작 주체가 상상력을 동원
하여 시 텍스트에서 이미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정의하고, 작품의 이미지 
형상화는 차용과 변용, 해체와 재구성, 자기 반영, 세계 확대 등의 다층적인 
성격을 가지며, 작품의 표현 층위에서 이는 동일성, 대립과 조화, 반복과 나
열, 시각적 배열 등으로 실현된다고 보았다. 정정순(2005)은 형상성을 “시적 
체험을 언어화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시쓰기 원리”로 정의하고, 이는 시 장
르 특유의 서정성에 기초하여 개별 작품에서 공시적 동일성 체험과 통시적 동
일성 체험의 축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실현됨을 밝혔다. 이상의 논의들은 감각 

22) 최홍원(2007), ｢문학교육에서 경험의 재개념화와 교육적 실천을 위한 연구｣, 국어교육
연구 29, 국어교육학회; 최홍원(2014), ｢문학 경험의 구조와 기제 탐구 서설｣, 문학교
육학 45, 한국문학교육학회.

23) 민재원(2013), ｢시 읽기 교육에서 정서 체험의 구조와 작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24) 유영희(1999), ｢이미지 형상화를 통한 시 창작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5) 정정순(2005), ｢시적 형상성의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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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형상화에 개입되는 심미적 관념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구명함으로써 독
자의 감각적 체험 또한 형상화 차원에서 텍스트가 갖는 심미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실현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게 한다.
  작품의 감상 및 해석과 관련하여 이미지를 다룬 논의들은 제4차 교육과정 
이후 교육 현장에 자리 잡은 작품 내재적 분석주의를 극복하는 방향을 지향해 
왔다. 박호영(2000)26)은 시적 이미지는 본질적으로 독자 개인의 상상력에 따
라 다양한 유희 과정에 개방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일방적인 해석으로 환원되
지 않는 특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노철(2006)27)은 학습자 중심주의를 표방
한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분석하여, 이미지에 대한 교육은 학습
자의 일상적 언어생활과의 연관성을 확보하고 지식의 단편적인 적용보다는 창
조적인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상
의 논의들은 이미지의 개념을 교육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구명한 것은 아니지
만 이미지에 대한 이해가 독자의 주체적인 체험과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야 한
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김미혜(2008)28)는 이미지는 실제의 것에 대한 재현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이
고 가상적인 것에 대한 재현을 포함한다는 점을 밝히고, 이미지에 대한 이해
는 감각적 이미지를 충실하게 살리는 것을 넘어 이미지로 인해 발생하는 의미
상의 모호성, 이미지에 투영되는 작가의 심미적 욕망 및 사물을 바라보는 관
점을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 논의는 독자의 감각적 체험을 
재현된 현상의 복합성에 대한 다각적인 탐구를 통해 확보되는 것으로 상정하
였다는 점에서 ‘감각’에 대한 기존의 제한적 이해를 극복하는 단초를 마련해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강민규(2015)29) 또한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에 있는
데, 여기서는 이미지의 개념을 작가의 상상적 공간 연출의 차원으로 확대하고 
이미지가 공간성이라는 사유의 보편적인 형식을 매개로 독자의 심리적 상관물

26) 박호영, ｢비유와 이미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김은전 외(2000), 현대시 교육론, 
시와시학사. 

27) 노철(2006), ｢시 교육에서 이미지・비유의 교육과정과 교재의 설계 방향｣, 문학교육학
 19, 한국문학교육학회.

28) 김미혜(2008), ｢시 교육에 있어서 이미지 이해의 문제에 대한 고찰 –박목월 초기 시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25, 한국문학교육학회.

29) 강민규(2015), ｢이미지즘 시의 공간 연출과 시 읽기 교육 연구 –정지용과 김광균의 시
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47, 한국문학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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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이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민재원(2019)30)은 베르그손(H. 
Bergson)의 논의를 바탕으로 시에서의 이미지를 텍스트적 요소가 아니라 독
자가 순수 기억으로부터 소환해 낸 ‘이미지-기억’으로 이해하는 관점을 제시
하였다. 이 논의는 이미지 교육이 ‘이미지를 학습한다/가르친다’가 아니라 ‘이
미지를 떠올리기 위해 작품의 어느 부분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학습한다/가르
친다’, ‘자신이 떠올린 이미지들을 중심으로 하여 감상문을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학습한다/가르친다’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학습자
의 체험에 더욱 초점을 맞춘 이미지 교육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상의 논의들은 도식적인 해석과 수동적인 반응이 주가 되는 이미지 교육
에 대한 반성을 보여주고 학습자를 중심에 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미지 교육의 내용은 학습자의 반응 양
상보다는 작가가 추구하는 심미적 관념이나 텍스트적인 요소들에 중점을 두고 
구안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 감상 과정에서 ‘감각’과 연관된 학습자 개개인
의 체험을 교육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안을 제
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한 확인된다. 
  학습자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어 이미지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구명한 논의
들31)의 경우 이미지의 이해는 대체로 작품에 대한 최초의 모호하고 혼란스러
운 상태에서 독자 자신의 상상과 지식 또는 텍스트 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점차 의미론적인 질서를 확보하게 되는 과정으로 상정된다. 이러한 논의들은 
‘감각’과 관련된 학습자들의 반응을 더욱 정교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적 계
기들에 대해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감각’, ‘표상’, ‘이미
지’와 같은 주요 개념들에 대한 충실한 이론적 탐색이 뒷받침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논의의 구도가 이미지 해석 및 감상의 일반적 과정에 
수렴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학습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감각적 체험의 다
양성에 대해서도 그 의미 부여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30) 민재원(2019), ｢현대시 교육에서 학습자의 활동 촉진을 위한 지식의 구체화 방향 고찰 
(4) -베르그손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이미지’ 개념의 활동적 전환을 중심으로｣, 국어
국문학 188, 국어국문학회.

31) 조은혜(2014), ｢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한 시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민
재(2016), ｢시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체험 표상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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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문학교육 논의에서 ‘감각’ 또는 ‘감성’을 주제로 다룬 논의들은 철학
이나 미학 영역에서의 개념을 분석하고 그것의 문학교육적 의의를 탐색하거나 
교수・학습 방향을 제안하는 시론 격의 접근이 주가 되어 왔다.32) 최근에는 
이러한 개념을 독자의 구체적인 감상 활동과 연계하여 원리화하는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은홍(2018)33)은 시 감상 활동을 감각의 재구
성 과정으로 설정하고, 학습자가 시 읽기 과정에서 불명료하게 인식한 ‘감각’
을 명료화하고 자기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안하였다. 이 
논의는 시 텍스트의 ‘감각’이 갖는 모호성과 애매성의 작용이 학습자의 의미
화를 위한 유용한 자원이 된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교육적 효용
을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의에서 감각의 재구성은 시
에 제시된 불명료한 ‘감각’을 포착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있어 감각 관계에 
대한 학습자의 경험이 시의 언어에 점진적으로 투사되는 과정에는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시 읽기 과정에서 ‘감각’에 대한 체험은 불명료한 
것에서 명료한 것으로 이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명료한 것을 기반으로 불명료
한 것을 발견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 또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상의 연구사 고찰을 통해 문학교육 논의에서 ‘감각’은 상상력의 하위 유
형으로서 제한적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감각’이 갖는 심미적 특성에 대해서도 
텍스트 변인과 독자 변인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감각’은 감상, 해석, 정서 체험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대체로 그 위상이 모호한 채 남아 있거나 적극적으로 고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이미지 교육 및 감성・감각 교육에 관한 
논의에서 감각적 형상화의 심미적 다양성 및 감각적 체험 교육의 가능성에 대
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나, ‘감각’에 대한 더욱 정치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
으로 작품과 학습자 사이의 중층적인 상호작용 양상을 구명하는 과제가 여전

32) 엄경희(2007), ｢올바른 시 교육과 감성교육의 상관성｣, 한국언어문화 34, 한국언어문
화학회; 김영미(2018), ｢시교육에 있어서 감성의 문제와 그 가능성｣, 학습자중심교과교
육연구 18(4),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박한라(2020), ｢교양으로서 현대시 교육 방안 
연구 –감각 활용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4(2), 한국교양교육학회.

33) 이은홍(2018), ｢감각의 재구성으로서의 시 감상 교육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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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시 읽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감각적 체험의 현상적 본질 및 그 질적 다양성, 작품 감상 과정에서의 작용, 
학습자 관점에서의 접근성을 포괄하는 문학교육적 이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시 읽기에서 감각적 체험의 본질 및 구조와 교육 상황에서의 활
성화 원리를 구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 감각적 체험의 본질과 구조
는 독자가 시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감각 관계라는 자신의 실존 조건에 대
한 경험을 투사하면서 ‘감각’과 관련된 상상 활동의 범위를 확장・심화해 가
며 종국에는 이를 독자 자신의 언어로 의미화하는 과정을 상정한다. 이를 이
론적으로 구명하기 위해, ‘감각’에 대한 현상학적 관점을 문예학, 수용미학, 
인지심리학 등의 관점과 연계하는 접근을 취하였다.
  구체적으로 ‘감각’에 대한 현상학적 관점은 메를로-퐁티(M. Merleau-Pont
y)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다. 메를로-퐁티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신체를 통해 
세계로 향한 존재로 이해하고,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이해는 지각에 기초하며 
지각은 단순히 수동적인 작용이 아니라 이미 세계와 주체 간의 관계를 확립하
는 풍부한 의미들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접근은 인간의 의
식을 신체와 분리된 것으로 보는 근대적 이원론을 극복하고자 한 것으로 상상 
활동을 포함한 의식 전반의 근원적인 세계 연관을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감각
적 체험을 구명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상
학자로서 메를로-퐁티의 논의는 문학 체험과 관련하여 언어, 상상, 감각을 통
합적으로 다루는 데까지 이르고 있지 않으므로 독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감
상 활동을 다룬 논의들과 연계될 수 있는 지점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듀이(J. Dewey)의 경험주의적 접근, 이저(W. Iser)의 수용미학적 
접근, 문학에 대한 인지심리학적 접근을 주로 활용하였다. 듀이는 감상자의 
예술 체험은 예술 작품의 질성에 대한 독자의 심미적 인식을 본질로 하는 것
으로 보고, 신체화된 이해를 포함한 독자의 삶의 경험과 예술 작품 사이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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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을 강조한다. 이저는 영향 잠재성으로서의 문학 텍스트는 세계에 대한 
독자의 앎과 상호작용하며 구체화되는 것이라는 관점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논의들은 시 읽기 과정에서 감각 관계에 대한 독자의 경험이 시의 언어
에 투사되고 의미화되며 새로운 인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대한 이론적 근거
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메를로-퐁티의 논의와 연계될 수 있는 지점을 갖는다. 
물론, 이러한 연계는 시 감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습자들의 감각적 체험 양
상을 분석하거나 교육적 원리를 구안하기에는 사변적인 개념들을 중심으로 이
루어지는 것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신체화된 사고와 문학적 의
미의 연관성에 주목하는 인지심리학 기반의 논의들을 참고하여 그러한 개념들
에 대한 문학교육적인 적용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적 근거들은 독자의 신체성과 시의 언어, 상상 활동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을 사유할 수 있게 하지만, 각각의 이론들이 갖는 지향점과 개
념틀이 모두 정합적으로 맞물리는 것은 아니다. 이는 시 읽기에서 감각적 체
험이라는 현상이 갖는 본질적인 다양성과 복합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현상의 
구조를 총체적으로 구명하는 과정에서는 이론적인 관점 간의 충돌과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 교육과 관련하여 
감각적 체험이라는 현상이 갖는 중핵적 특성을 구명하는 시도는 차후의 문학
교육 논의를 위한 참조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보았으
며, 이론 간의 충돌과 갈등은 교수・학습이라는 기획적 소통 환경 및 문학 경
험에의 입문자인 학습자라는 체험 주체에 대한 고려 속에서 생산적인 조정 가
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 읽기에서 감각적 체험의 본질과 구조를 
구명한 후, 그 교육적 적용 방안을 탐색함으로써 시 교육에서 감각적 체험과 
관련한 수행적 이론34)의 도출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설계기반연구
(Design-Based Educational Research)의 수행 절차를 원용하였다. 설계기
반연구는 1992년 브라운(A. Brown)과 콜린스(A. Collins)에 의해 주창된 것
으로 “교육 전략 및 도구의 체계적인 설계와 연구를 통해 맥락 속에서의 학습

34) 수행적 이론은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실행적 과정을 수행하는 규칙이나 원리 혹은 
절차나 기준을 나타내는 이론을 의미한다. 김대행(2005), ｢수행적 이론의 연구를 위하여
｣, 국어교육학연구 22, 국어교육학회,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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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구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35)으로 이해된다. 설계기반연구의 주된 특
징은 연구자가 현장 전문가와의 협력적 관계 속에서 교육 현장의 실제적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 설계, 개발, 실행 과정의 반복을 통해 실용적인 이론
을 창출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36) 본 연구의 주제에 기초할 때, 학습자
들이 시를 읽을 때 감각적 체험을 충분히 활성화하지 못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도식적이고 기계적인 감상 결과를 낳는 상황이 현장의 실제적 문제에 해당하
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감상 활동을 연구자가 문헌 연구에 기초하
여 구안하고, 이를 교육 전문가 및 학습자의 피드백을 기초로 반복적으로 수
정・보완함으로써 감상의 이론과 실제가 실천적으로 통합된 교육적 원리를 제
시하는 것이 연구의 주요 과제가 된다.
  설계기반연구의 수행 절차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된 바 있으나, 
일반적으로 교육 현장의 문제 상황에 기초한 연구 문제 및 절차의 도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초안 설계 및 실행, 전문가 집단의 초안 검
토에 기초한 프로그램 수정・보완, 프로그램의 재설계 및 실행에 해당하는 형
성적 순환, 형성적 순환에 기초한 프로그램의 완성 및 이론 개발의 과정을 상
정한다.37) 설계기반연구 절차를 제시한 국내 연구에서 강성찬·이상수(2011)38)

는 수업 개선을 위한 설계기반연구 모형을 ‘문헌조사/현장검토 → 형성적 순
환 → 이론/실제 일반화’의 3단계로 제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형성적 순환은 
‘연구 설계 및 재설계 단계 → 개발 단계 → 형성 평가 단계 → 문제점과 개
선점 추출’의 4단계로 수행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오은정 외(2016)39)는 ‘분

35) The Design-Based Research Collective(2003), Design-Based Research : An 
Emerging Paradigm for Educational Inquiry, Educational Researcher 32(1)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p.5.

36) 강성찬・이상수(2011), ｢수업 개선을 위한 현장연구방법으로서 설계기반연구(DBR)｣, 
교육방법연구 23(2), 한국교육방법학회, p.324.

37) The Design-Based Research Collective(2003), op. cit.; B. Bannan-Ritland(200
3), The Role of Design in Research : The Integrative Learning Design Framew
ork, Educational Researcher 32(1),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
n; A. Collins ed(2004), Design Research :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
es, The Journal of the Learning Sciences 13(1), Taylor & Francis, Ltd; F. Wa
ng & M. J. Hannafin(2005), Design-Based Research and Technology-Enhanced 
Learning Environments,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53(4), Springer 참고.

38) 강성찬・이상수(2011),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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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탐구 → 설계/구성 → 평가/반영’의 순환을 통한 성숙한 개입과 이론적 이
해의 제고를 연구 절차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접근들은 설계기반연구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종합한 일반적인 틀로서 설계기반연구가 양적으로 축적되지 않
은 현재의 문학교육 연구의 상황에서 활용하기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40) 
이에 기초하여 수행된 본 연구의 절차 및 활동은 <표 1>과 같다.

39) 오은정 외(2016), ｢이상적 연구이론을 넘어서 실천가능한 연구모형으로서 디자인기반 
교육연구의 재조명｣, 교육공학연구 32(1), 한국교육공학회.

40) 국어교육 분야에서 설계기반연구를 적용한 연구로는 이민형(2016)이 있다. 이 연구는 
가치 논제 토론 수업 설계를 위해 ‘문헌연구/현장검토 → 형성적 순환 → 이론과 실제
의 통합적 제시’의 절차로 진행되었으며, 실행 연구적 성격을 가미하여 연구자가 교수
자와 참여적 관찰자의 역할을 모두 수행한 것이 특징이다. 이민형(2016), ｢가치 논제 토
론 수업을 위한 설계 기반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1) 전문가군 연구 참여자는 학습자군 연구 참여자가 소속된 고등학교의 국어교사 2인을 

연구 절차 연구 활동

① 계획

Ÿ 선행 연구 검토 및 교육과정・교과서 분석을 통해 
연구 과제・연구 절차 기획

Ÿ 연구 참여자 선정 및 현장조사 대상 학교 선정
   - 전문가 참여자 선정 5인41)

   - 현장조사 대상 학교 및 학습자 선정
     2개 고등학교(E고, S고) 2학년 학습자42)

② 설계 및 실행 

Ÿ 1차 현장조사
   감각적 체험 중심의 시 감상 활동 초안 설계43)

   전문가의 초안 설계 검토(2020.06.23.)
   학습자의 감상 활동 수행 및 평가
   - S고 41명 / E고 24명 2차시(100분)

② 설계 및 실행

Ÿ 2차 현장조사
   1차 조사의 결과 분석 및 이론적 보완
   전문가의 수정된 설계 검토(2020.08.20.)
   학습자의 감상 활동 수행 및 평가
   - S고 39명 / E고 21명 2차시(100분)
     (1차 조사 참여자 중 2차 조사 동의자 대상)

③ 성찰
Ÿ 반복적 설계・적용・평가를 통해 시사점 도출 후 시 

교육에서 감각적 체험의 활성화 원리 제시

<표 1> 연구의 절차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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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이상의 절차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수집된 질적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자의 이론적 가정을 점진적으로 수정·보완해가며 시 교육에서 감각적 체
험의 활성화 원리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자료 분석은 대표적인 질적 연구 방
법론인 구성주의 근거이론의 방법론에서 제안하는 ‘초기 코딩, 초점 코딩, 이
론적 코딩’44)의 순서로 실시하며, 이론적 포화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확대
하며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로부터 교육적 원리 도출을 위한 시사점을 끌어내
었다. 구체적으로 형성적 순환 과정의 초기에는 연구자가 설정한 이론적 틀의 

포함하여, 교사 경력 5년 이상의 현직 고등학교 국어교사 2인, 문학교육 전공 교수 1인
을 모집하였다. 전문가군 연구 참여자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번호 참여자 정보
교사 A E 고등학교 국어교사, 국어교육전공 학사 졸업, 교육 경력 6년
교사 B S 고등학교 국어교사, 문학교육전공 석사 졸업, 교육 경력 9년

전문가 A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문학교육전공 박사 졸업
전문가 B 고등학교 국어교사, 문학교육전공 석사 수료, 교육 경력 7년
전문가 C 고등학교 국어교사, 문학교육전공 박사 수료, 교육 경력 9년

<표 2> 전문가군 연구 참여자 정보
42) 모집 대상인 학습자들이 속한 고등학교는 서울특별시 소재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E 고

등학교), 광주광역시 소재 공립 일반계 고등학교(S 고등학교)로 시 읽기 과정에서 감각
적 체험의 활성화에 대한 실질적인 필요와 학력에서의 전형성을 기준으로 고려하였다. 
감각적 체험의 활성화에 대한 실질적인 필요란, 교육과정상 고등학교 2학년은 일반 선
택 과목 및 진로 선택 과목에서 문학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학습자군으로 현대시 장르
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데 초점을 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학습자군과 
달리, 문학작품에 대한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감상, 해석, 비평 활동을 수행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역량 실현의 토대가 되는 감각적 체험의 
활성화가 더욱 필요한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력에서의 전형성이란, 일반 선
택 과목 및 진로 선택 과목에서 문학 과목에 대한 수요가 일반계 및 자율형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해당 학교의 학습자들이 상대적으로 교과 운영 및 
학생들의 교과 수요에 있어서 특수성을 갖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나 특성화 고등학교에 
비해 전형적인 문학교육 학습자군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43) 1・2차 현장 조사의 내용 및 대상 텍스트에 대해서는 Ⅲ장에 상술하였다.
44) 질적 연구 분석 과정에서 초기 코딩은 질적 자료를 개별적인 부분들로 나누어 자세히 검

토하고,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수집된 질적 자료의 역동성에 관심을 
기울이며 메모의 방법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자유롭게 진행한다. 초점 코딩은 자료 전체에
서 가장 두드러지는 항목을 발전시키고 어떤 초기 코드가 가장 분석적인 감각을 만드는지
에 대한 질적 요구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수집된 자료에서 주요 범주 및 주제를 발전시
키는 과정에 해당한다. 이론적 코딩은 초점 코딩을 통해 선택한 코드를 따라가는 정교한 
수준의 코딩이다. 이 단계에서는 자료로부터 도출된 실체적 코드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개념화하는 한편, 분석된 내용이 이론적인 방향을 갖도록 정련한다. J. Saldaña(2009), 박
종원・오양림 역(2012), 질적연구자를 위한 부호화 지침서, 신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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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을 구체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수정·보완하기 위해 초기 코딩에서 초점 
코딩으로 나아가며, 이를 바탕으로 감상 활동의 개선 방향을 점검하였다. 형
성적 순환의 종결에 이르는 시점에는 초점 코딩에서 이론적 코딩으로 나아가
며 교육적 원리 도출을 위한 주요 개념과 범주들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 장에서 다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
저, Ⅱ장에서 시 읽기에서 감각적 체험의 본질과 구조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한다. Ⅲ장에서는 감각적 체험 중심의 시 감상 활동에 대한 학습자의 반
응 양상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한 후, Ⅳ장에서는 

시 교육에서 감각적 체험의 의의와 활성화 원리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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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 읽기에서 감각적 체험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시 읽기에서 감각적 체험의 본질

  시 읽기에서 감각적 체험은 시의 언어를 통해 환기되는 이미지의 감각적 특
성에 대한 심미적 경험으로서, 시에 대한 독자의 감각 경험 투사와 감각적 특
성 의미화를 그 중핵적 내용으로 한다. 전자가 독자의 일상적인 감각 경험의 
조건에 비추어 시의 언어가 환기하는 이미지를 감각적인 것으로 상상하는 것
이라면, 후자는 텍스트 세계의 맥락에서 이미지의 감각적 특성이 갖는 의미를 
독자 자신의 언어로 구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 읽기에서 감각적 체험은 
이러한 내용들의 종합을 통해 가치 있는 문학적 체험으로 실현될 수 있다.

(1) 감각적 체험의 개념

  시 읽기에서 감각적 체험의 개념을 구명하기 위해서는 감각, 언어, 상상 사
이의 복합적이면서도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시 읽기 과정에서 
독자가 ‘감각적인 것’으로 체험하는 내용들은 독자 자신의 신체를 통해 경험
하는 현상과 연관되는 동시에 시의 언어라는 추상적인 기호를 수단으로 한 상
상 활동을 통해 실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는 감각, 언어, 상상이라는 개
념들이 속한 광범위한 의미망을 배경으로 중첩되거나 확장될 수 있으므로, 초
점화된 논의를 위해서는 개념이 지시하는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초점이 감각, 언어, 상상이 갖는 총체적인 연관을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시 읽기 현상과 시 교육을 연계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국면을 포착하
는 데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우선, ‘감각(sense)’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갖는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일상어 차원에서 사용하는 감각은 감각된 대상의 질적 특성, 감각 
기관의 작용, 감각 작용을 통해 심리적으로 경험된 것을 포괄하는 까닭에 그 
성격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꽃을 감각하다(보다, 듣다, 
만지다, 냄새 맡다, 맛보다 등)’라는 문장에서 ‘감각하다’와 관련된 서술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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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이라는 대상이 갖는 질적 특성(모양, 색감, 질감, 향기 등), 그러한 질적 
특성을 포착하는 감각 기관의 작용, 감각 작용을 통해 의식 속에 떠오른 표상
이 통합되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인간에게 본질적인 영혼의 능력 중의 하나로 
감각 능력을 제시하면서, 감각 능력은 감각 대상, 감각 작용과 유기적으로 연
관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감각(αϊσθησις)45)은 개별적인 감각(시각, 청각, 후
각, 미각, 촉각)이나 공통 감각(운동, 정지, 수, 형체, 크기)과 같은 가능태로서
의 감각 대상을 감각 작용을 통해 현실태로서의 감각적 형상으로 질적으로 변
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이다.46) 이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감각 현상
에는 ‘대상-감각-의식’이 명확하게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긴밀한 연관을 맺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적인 관점이 감각 대상, 감각 작용, 감각 능력 사이
의 유기적인 관계를 ‘작용은 같지만 그것들의 존재는 다르다’47)는 철학적 명
제로 설명했다면, 현대의 지각심리학에서는 수용기상의 자극이 전기 신호로 
변환되어 신경 처리(neural processing)를 거쳐 지각, 재인, 행위 등에 이르
는 복합적인 연계 과정48)으로 설명한다는 차이는 있어도 그 이해의 구도는 유
사하다. 감각 대상에서 비롯된 자극과 그것이 감각 작용에 의해 변환된 전기 
신호, 그리고 전기 신호의 의식적인 경험 내용은 질적으로 달라도 구조적으로
는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다는 것으로, 감각 대상이 야기하는 자극은 감각 작
용 및 감각 능력에 부합한 방식으로 경험된다는 것이다.
  지각심리학과 같이 감각이 경험에 이르는 과정을 세분화하여 보는 관점에서
는 의식적인 감각 경험 이전의 정보들을 ‘감각’으로, 의식적인 감각 경험을 

45) 감각으로 번역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αϊσθησις(아이스테시스)’는 감각 작용과 감각 
능력을 포괄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영어의 ‘sensation’과 ‘perception’의 의미
를 모두 가지고 있다. 이에 아이스테시스를 ‘sense-perception’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전재원(2008), ｢아리스토텔레스의 감각 개념｣, 철학연구 108, 대한철학회, p.210.

46) 아리스토텔레스는 감각 대상에 ‘그 흰 것이 디아로스의 아들이다’라고 할 때의 ‘흰 것’
에 해당하는 착오된 것 또는 우연적 감각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감각 주체는 우연적으
로 감각된 것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Aristoteles, 유원기 
역(2001), 영혼에 관하여, 궁리출판, pp.154-161.

47) 위의 책, p.203.
48) E. B. Goldstein(2007), 김정오 외 역(2007), 감각과 지각(제7판), 센게이지러닝코리

아, pp.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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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으로 나누어 보기도 한다. 이러한 구분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일상적 경험 영역에서는 사실상 지각 이전의 정보, 다시 말
해 감각 자극이나 전기 신호 자체는 의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구분이 
큰 효용을 갖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노을이 질 때 우리는 대기에 빛이 걸러
지면서 발생하는 긴 파장의 산란이나 그것이 망막의 시각 수용기를 거쳐 전기 
신호로 변환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인지되는 붉은색의 
빛과 그 빛이 지표면 위의 대상들에 반사되며 발생하는 총체적인 인상을 경험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경험과 관련하여 ‘감각’과 ‘지각’의 관계를 분별하는 데 어려움
이 발생한다. 지각심리학의 관점에 따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감각’이라고 지
칭하는 경험은 사실상 ‘지각’이므로 일상적 경험 영역에서 감각과 관련된 용
어들은 대부분 지각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상적 경험 영역에서 
지각은 인지적 측면과 연관된 상대적으로 제한된 영역에서만 사용되는 반면, 
감각은 인지적인 측면과 정의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망에 속해있
다는 점에서 단순히 대체되거나 폐기하기 어려운 측면을 갖는다. 
  듀이(J. Dewey)에 따르면, 영어에서 ‘감각’에 해당하는 ‘sense’는 직접 경험 
속에 존재하는 사물이나 사건의 의미인 감(感, sense), 감각 작용(sensation), 
대상이 있음을 아는 것(the sensory), 대상의 특징적인 모습에 주의를 기울이
는 것(the sensational), 대상에서 주어지는 것들에 반응하고 받아들이는 것
(the sensitive), 대상에서 주어지는 지적 요소를 파악하며 받아들이는 것(the 
sensible), 대상에 대한 느낌을 포착하는 것(the sentimental), 대상에 대한 
미적・도덕적 호오(好惡)를 받아들이는 것(the sensuous)과 같은 용법을 갖는
다고 하는데49), 한국어에서도 감각은 ‘감성(感性)’, ‘감지(感知)’, ‘감응(感應)’, 
‘감수(感受)’, ‘감득(感得)’과 같은 개념들의 의미망과 연관되어 사용된다는 점
에서 유사성을 갖는다. 즉, ‘감각’이라는 개념은 가족 유사성50)을 갖는 다양한 

49) J. Dewey(1934a), 박철홍 역(2016), 경험으로서의 예술 1, 나남, pp.55-56.
50) 비트겐슈타인(L. Wittgenstein)은 언어를 말하는 것은 항상 특정한 규칙을 갖는 언어 

놀이의 일부에 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가족 유사성은 언어 놀이들 사이의 서로 겹
치고 교차하는 유사성들의 복잡한 그물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L. Wittgenstein(1958), 
이영철 역(2006), 철학적 탐구, 책세상,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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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들과 연계되어 있으며, 엄밀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역동적인 의미망과 폭넓은 사용역(使用域)을 갖는 개념이 되는 것이다.
  시 읽기 과정에서 독자가 환기하는 이미지에 대하여 ‘지각’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면 체험의 의식화된 측면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는 점에서 효용을 가
질 수 있지만, 체험 내용이 갖는 심미적인 특성과 관련해서는 ‘감각’ 개념과 
관련된 정의적인 요소들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각 이전에 해당하는 일련의 과정을 ‘감각 작용(sensation)’으로, 지각을 포
함하여 감각 작용으로부터 촉발된 인지적 경험과 정의적 경험을 포괄하는 영
역을 ‘감각 경험(perception)’으로 지칭한다.51) 이러한 구분은 감각 작용 자체
를 이해하는 데는 엄밀성이 떨어질 수 있으나, 시의 언어에 투사되고 독자의 
상상 활동으로 전이되는 경험 내용에 대해 접근하는 데 효용이 있다. 감각 경
험에 대한 이와 같은 정의에 기초할 때, 시 읽기에서 ‘감각적 체험(perceptiv
e experience)’의 의미를 정교화하기 위해서는 ‘감각’과 ‘감각적인 것’, 그리
고 ‘경험’과 ‘체험’의 차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시 읽기에서 ‘감각적’ 체험은 실재하는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감각 경험이 
아니라, 시의 언어를 통해 상상적으로 환기되는 이미지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
에서 ‘감각적’인 성격을 갖는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그 성격을 띠는’, ‘그에 
관계된’, ‘그 상태로 된’ 등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인 ‘-적(的)’은 독자가 환기
하는 이미지가 감각 경험과 유사한 성격을 갖지만, 동시에 ‘언어’를 통해 매개
된 것이며 독자의 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상 활동을 통해 환기된 것이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감각 경험과 본질적인 차이를 갖는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
는 노을을 직접 보는 것은 감각 경험이지만, 그로부터 획득된 기억을 타인에
게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표현하면 ‘감각적’인 표현이 되고, 그러한 표현을 
통해 노을을 눈으로 보는 듯 생생하게 떠올리면 ‘감각적’인 이미지가 되는 것
과 같은 용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일상적 경험 영역에서 ‘감각적’인 것들은 
일반적으로 대상이 실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소통된다면, 시 읽기 과정에서 그
러한 실재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시의 언어를 통해 가정하고 구성

51) Ⅰ장에서 언급한 인간의 실존 조건으로서의 감각 관계는 감각 작용과 감각 경험을 포
괄하는 세계와 인간 간의 총체적인 관계 맺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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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향성의 차이가 있다.52) 즉, 시 읽기 과정에서 ‘감각적인 
것’으로 환기되는 체험 내용은 감각 경험에 대한 독자의 능동적인 가장(假裝, 
pretending)의 태도를 필요로 한다.53)

  노을에 대한 감각 경험은 단순히 ‘노을이 붉다’라고 표현하거나, ‘노을이 불
그스레하다’, ‘노을이 새빨갛다’, ‘노을이 장미 같다’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데, 여기에는 나와 타인이 모두 비슷한 조건에서는 엇비슷하게 볼 수 있는 
‘노을’이라는 감각 대상의 실재함이 전제된다. 따라서 노을에 대한 진술이 정
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거기에는 수용할 수 있는 진술의 범위나 한계가 설정
될 수 있다. 동일한 노을을 보고 ‘노을이 하얗다’ 또는 ‘노을이 얼음 같다’라
고 한다면 이는 일상적으로는 감각 경험에 대한 진술로 수용되지는 않을 것이
다. 반면, 시 읽기에서 이러한 진술은 실재하는 노을과 무관하게, 독자가 감각 
경험을 투사할 수 있는 적정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감각적인 것’으로 수용
될 수 있다. 즉, 시의 언어가 대상이 갖는 풍부한 특성(quality)54)을 구체적인 

52) 여기서 ‘감각 경험’과 ‘감각적 체험’에 전제되는 태도 차이를 경향성의 차이로 설명하
는 것은 일상에서의 감각 경험 또한 대상에 대한 믿음이나 대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촬영 세트로 지어진 집의 전면부를 볼 때, 그것이 세트장이라
는 것을 알 때와 모를 때의 시각 경험이 달라지는 경우, 달의 위치가 변해도 실제의 크
기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달의 크기가 달리 보이는 것을 수용하는 경우, 
보이는 면에 따라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일 수 있는 대상을 볼 때 그 대상은 여
전히 단일한 것이며 그것을 보는 방식에 따라 다른 대상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경우 등 일상에서의 감각 경험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감각적 체험과 유사한 태도
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감각 경험의 소통에서 주도적으로 실현되
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설(J. Searle)은 감각 경험은 기본적으로 마음에서 세
계 쪽으로의 부합방향을 가지며, 세계에서 마음 쪽으로의 인과방향을 갖는다고 설명한
다. J. Searle(1983), 심철호 역(2009), 지향성 –심리철학 소론, 나남, p.88.

53) 라일(G. Ryle)의 개념을 빌리자면, 이는 ‘스파링을 하는 선수에 대한 모방’과 같은 이
중구조를 갖는 재현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독자는 시의 언어를 통해 감각 경험 자체
가 아니라 감각 경험을 투사할 수 있는 이미지를 환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
파링과 권투 시합의 관계처럼 이미지가 지시하는 대상이 실재하지 않는 것은 감각적 체
험이 갖는 실제성에 근본적인 한계를 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스파링이 권투 시합이 
선수에게 미칠 수 있는 신체적 손실의 위험에서 벗어나 실전을 더욱 잘 치를 수 있도록 
준비시키며 그 과정에서 실전 경험만으로는 획득하기 어려운 기본기가 다져지는 측면이 
있듯이, 감각 경험을 투사할 수 있는 이미지에 대한 환기는 대상이 갖는 잠재적 특성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것이 감각되는 조건을 일상적인 경험 세계와는 다른 각도
에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상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도 한다. 이는 존재에 ‘대한(of)’ 직접적인 앎을 얻게 하지는 않더라도, 존재에 ‘관한
(about)’ 심미적인 앎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가치 있는 체험의 성격을 
갖게 된다. G. Ryle(1949), 이한우 역(1994), 마음의 개념, 문예출판사, p.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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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안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감각 경험에 대한 독자의 가장 행
위를 원활하게 진행시킨다면, 그러한 표현은 직접적인 감각 경험과의 차이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각적인 것’으로 수용될 수 있다. 
  김광균의 ＜뎃상>(1939)55)에서 “향료를 뿌린 듯 곱-다란 노을 우에 / 전신
주(電信柱) 하나 하나 기울어지고 // 먼─고가선(高架線) 우에 밤이 켜진다.”
라는 구절을 읽을 때, 노을에 대한 일상적인 감각 경험과 ‘향료를 뿌린 듯 곱
다랗다’라는 비유적 진술이 환기하는 감각 경험이 매끄럽게 연결되는 것은 아
니다. 그러나 독자가 이 시의 언어를 통해 마치 노을이 전신주를 끌어당기듯
이 빛을 삼키면서 불현 듯 어둠이 찾아오고 고가선 위의 새로운 빛이 밝혀지
는 마술 같은 변화의 순간을 가정하고 구성하는 데 몰입할 수 있다면, ‘향료’
가 환기하는 강렬한 후각적 매혹이 음식에 대한 인상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것과 같은 감각 경험은 이 시의 ‘노을’에 대하여 투사 가능한 것이 될 수 있
다. 이런 구도에서 <뎃상>을 읽을 때, 독자가 환기하는 ‘노을’의 이미지는 ‘향
료를 뿌린 음식’과 유사하게 보이는 노을이나, ‘향료 냄새가 나는’ 노을이 실
재하지 않더라도 텍스트 세계의 맥락에서 ‘감각적인 것’으로 수용될 수 있다.
  한편, 시 읽기 과정에서 독자가 ‘감각적인 것’으로 환기하는 이미지는 시를 
구성하는 부분적이고 전체적인 언어 단위들로부터 촉발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실현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텍스트 세계의 맥락과 무관하게 떠오르
는 파편적이거나 자의적인 이미지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양상들은 시 읽

54) 경험주의자인 로크(J. Locke)는 직접적 감각에 의해 사물로부터 직접 받아들이는 성질
로 수량, 크기, 모양, 무게, 운동 등과 같은 측정 가능한 성질(제1성질)과 소리, 색깔, 
냄새, 맛, 촉감과 같이 사물에 생동감을 주지만 측정하기 어려운 성질(제2성질)을 제시
하였다. 20세기 이후의 경험주의 논의에서는 이에 더해 찬란함, 강인함, 우아함, 섬세함
과 같은 대상을 직접 지각할 때 일종의 느낌으로 갖는 성질(제3성질)에 주목하게 되는
데, 대표적으로 듀이는 예술 감상에 있어서 제3성질을 특히 강조한 바 있다. 영어에서
는 제1성질, 제2성질, 제3성질이 모두 ‘quality’로 지칭되는 관계로 한국어에서는 제3성
질만을 ‘질성’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독자가 감각적 체험 과정에서 환기하는 성질은 제1
성질, 제2성질, 제3성질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시의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의 특수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특성’ 또는 ‘감각적 특성’으로 지칭하였
다. 성질과 질성의 구분에 대해서는 J. Dewey(1934a), 앞의 책, p.42. 역주 참고.

55) 작품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1 // 향료를 뿌린 듯 곱─다란 노을 우에 / 전신주 하나 하나 기울어지고 // 먼─고
가선 우에 밤이 켜진다. // 2 // 구름은 / 보랏빛 색지 우에 / 마구 칠한 한다발 장
미. // 목장의 깃발도 능금나무도 부을면 꺼질 듯이 외로운 들길.(김광균, 김학동・이민
호 편(2002), 김광균 전집, 국학자료원,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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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의 ‘감각적 경험’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감각적 
체험’과 ‘감각적 경험’을 구분한 것은 시 읽기 과정에서 독자가 ‘감각적인 것’
으로 환기하는 이미지들이 모두 시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은 아
니기 때문이다. 즉, 시 읽기 과정에서 독자가 ‘감각적인 것’으로 환기하는 이
미지는 텍스트 세계의 맥락과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을 때 시 읽기 행위에 
기대되는 일반적인 합목적성, 즉 시의 언어에 대한 충실한 이해에 기초한 가
치 있는 체험의 획득에 부합할 수 있다.
  여기서 ‘경험’과 ‘체험’의 구분은 듀이의 ‘경험(an experience)’과 ‘하나의 
경험(an experience)’의 구분에 상응한다. 듀이는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경
험을 시작과 끝이 있는 사실적 의미에서의 ‘경험’과 사실적 의미와 더불어 바
람직한 조건을 갖춘 가치 있는 경험 또는 경험에 작용하는 모든 부분과 구성
요소가 조화를 잘 이루어 하나의 통합된 완결상태에 이르게 된 경험인 ‘하나
의 경험’으로 구분하고, 예술 작품에 대한 ‘하나의 경험’은 작품에 대한 심미
적 인식(esthetic perception)56)을 획득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여기서 심미적 
인식은 재인(recognition)과 구분되는 태도인데, 예술 감상의 과정에서 재인이 
작품을 그냥 눈으로 보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이자 기존에 가지고 있
던 몇 가지 지식 속에 대상을 짜 맞추거나 단편적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치는 
태도라면, 심미적 인식은 예술 작품을 경험 전체에 비추어 새로운 의미로 받
아들이는 태도이자 예술 작품의 구성 요소에 감상자 자신의 관점과 관심에 근

56) 영어에서 ‘(a)esthetic’은 문맥에 따라 ‘미적’ 또는 ‘심미적’으로 번역되는데, 각각의 경
우에 뚜렷한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학 영역에서 ‘미적’이라는 수
식어는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인식의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심미적’이라는 수식어는 미
적 경험을 통해 개인이 갖는 주관적, 심리적, 정서적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 주로 사용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고의 맥락에서는 ‘심미적’이라는 번역어가 더욱 적합하다고 보
았다. 한편, 심미적 인식을 가리키는 ‘esthetic perception’은 ‘심미적 지각’으로도 번
역할 수 있는데, 역자인 박철홍은 구체적인 감상 활동의 결과로 갖게 되는 내용에 초점
을 맞추는 경우 ‘심미적 인식’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이는 영어의 ‘per
ception’이 감각에 대한 인지적・정의적 경험에 해당하는 지각을 의미하면서, 비지적인 
것과 지적인 것이 통합된 인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듀이가 주로 사례로 들고 있는 회
화의 경우 심미적 지각과 심미적 인식이 분리되기 어려울 정도로 통합되어 있다는 점에
서 ‘심미적 지각’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시의 언어를 
통해 독자가 환기한 이미지를 텍스트 세계의 맥락에 맞게 조정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가
리킨다는 점에서 ‘심미적 인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J. Dewey(1934a), 앞의 책, 
p.70, pp.113-114 역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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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여 일정한 질서를 부여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경험’과 ‘하나의 경험’에 
대한 이와 같은 구분에 기초할 때 시 읽기에서 감각적 체험은 감각적 경험의 
내용을 이루는 이미지들 중에서 텍스트 세계의 맥락과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특성을 갖는 이미지들을 내용으로 하는 체험으로 이해할 수 있다.57)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시 읽기에서 독자의 감각적 체험은 시의 언
어에 대하여 독자의 감각 경험이 투사될 수 있는 이미지를 환기하는 경험이자 
그러한 이미지를 텍스트 세계의 맥락에 통합하는 경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
다. 이를 ‘시의 언어를 통해 환기되는 이미지의 감각적 특성에 대한 심미적 
경험’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소 한정적인 정의를 통해 본 연구에서 초점화하고자 하는 체험 내용의 윤
곽은 어느 정도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시 읽기에서의 독자의 감각적 체
험은 감각 작용이나 감각 경험 그 자체와는 다르다. 즉, 시의 언어에 투사된 
감각 경험이자, 시의 언어를 통해 상상적으로 환기된 감각 경험이다. 다음으
로, 시 읽기에서의 감각적 체험은 시에 대한 심미적 인식에 부합하는 이미지
들을 그 내용으로 한다. 즉, 시의 언어와 무관하게 환기되는 이미지, 국소적인 
언어 단위에만 부합하는 이미지 등은 시 읽기에서의 감각적 체험의 저변을 구
성해도 그 실질적인 내용으로는 고려되지 않는다.58)

57) 경험과 체험의 구분은 감각 경험과 감각 체험을 구분하는 데도 적용될 수 있다. 노을
을 그냥 눈으로 보는 경험과 노을이 지는 전체적인 풍경을 음미하는 경험에 대하여 전
자와 후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감각 경험’을, 후자만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감각 체
험’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독자의 감각 체험은 심미적 인식에 부합하는 특성을 풍
부하게 갖는다는 점에서 대체로 시 읽기에서의 감각적 체험의 유의미한 계기가 될 것으
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시 읽기에서의 감각적 체험은 시의 언어를 통해 환기되는 
이미지의 특성을 포착하는 데 초점이 있으므로, 감각 체험의 투사가 반드시 감각적 체
험으로 전이되는 것은 아니다. 감각 체험의 과도한 투사가 독자를 텍스트 세계의 맥락
과 무관한 이미지들에 대한 재인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특별
히 감각 경험과 감각 체험을 구분하지 않고 감각 경험으로 통칭하였다.

58) 이와 관련하여 시를 구성하는 활자들이 환기하는 이미지, 시의 낭송 과정에서 음성이 
환기하는 이미지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이미지들
은 텍스트 세계의 맥락과 통합될 수 있을 때 감각적 체험의 내용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활자들의 규칙적인 배열이 특정한 시각적 형태를 이루면서 시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를 보충해 주거나, 낭송 과정에서의 어조, 억양, 호흡 등이 일관성 있게 화자
의 정서나 태도를 설명해 주는 경우들이 그러하다. 반면, 활자의 서체, 크기, 종이의 질 
등 텍스트 세계의 맥락과 무관한 임의적이거나 우연적인 요소들로부터 촉발된 이미지
나, 어조, 억양, 호흡 등의 일관성이 결여된 작위적인 낭송으로부터 촉발된 이미지의 경
우 감각적 경험의 내용이 될 수는 있겠으나 감각적 체험의 내용으로는 고려되기 어렵다



- 29 -

(2) 감각적 체험의 내용

  감각적 체험의 개념을 바탕으로 할 때 그것의 중핵적 내용은 독자가 감각 
경험을 시의 언어에 확장적으로 투사하면서 이미지를 ‘감각적인 것’으로 환기
하는 것과 이렇게 환기된 이미지의 감각적 특성을 텍스트 세계의 맥락에 부합
하도록 통합하면서 의미화하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를 감각 
경험의 투사와 감각적 특성의 의미화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가. 감각 경험의 투사

  시 읽기에서 감각적 체험의 내용이 감각 작용이나 감각 경험과 다르다는 것
은 시의 언어를 통해 환기되는 이미지가 일차적으로 독자의 상상 활동의 산물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독자가 시의 언어를 통해 마치 눈으로 본 것과 같은 
선명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이 눈앞에 실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시 읽기 과정에서 독자의 감각적 체험은 실재하는 대상
의 부재 상황 속에서 시의 언어라는 추상적 기호를 매개로 대상의 감각적 현
존을 가정하는 특수한 태도의 산물인 것이다.
  사르트르(J. P. Sartre)는 ‘이미지’59)를 형성하는 상상 행위와 대상을 관찰
하는 지각 행위 간의 본질적인 차이에 주목한 바 있다. 이미지는 대상에 대한 
확실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우리를 관찰의 태도로 위치시키지만, 그것은 실제
로는 대상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준-관찰(quasi-observ
ation)의 태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60) 이런 맥락에서 사르트르는 우리가 대

고 할 수 있다.
59) 사르트르는 이미지를 ‘의식이 대상과 맺는 관계’로 정의하는데, 이는 그가 현상학적인 

관점에서 이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 표현으로서의 이미지와 표상으로서의 이미지 간의 
의식적인 매개 과정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J. P. Sartre(1948), 윤정임 역(2010), 사르
트르의 상상계, 기파랑, p.27.

60) 사르트르는 준-관찰로서의 이미지를 본질적으로 ‘빈곤한 의식’으로 평가한다. 여기서의 
빈곤함은 상상력이 갖는 절대적인 자유와 연관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함의만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상상력과 인간의 삶 사이의 연관을 지나치게 단절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뒤프렌느(M. Dufrenne)는 예술의 
비실재성은 작품에 대한 지각 작용을 전제하며, 상상적인 것의 출현은 언제나 의식의 
‘세계 내 상황’에 의해 촉발된다는 점에서 사르트르의 관점이 갖는 한계를 지적한다.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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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부재 속에서도 그러한 준-관찰의 태도로 몰입하기 위해서는 ‘이미지’의 
형성을 촉발하는 지각의 등가물로서의 소재(matiére), 다른 말로 상상 행위의 
‘아날로공(analogon)’에 특수한 의식 작용을 가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상상 
행위의 아날로공은 초상화와 같이 실재하는 대상과 유사성을 갖도록 제작된 
것이거나, 사람의 얼굴처럼 생긴 바위와 같이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까지 그 
유형이 다양하지만 아날로공을 이미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공 자체의 
성격으로부터 일정하게 거리를 두는 감상자의 특수한 접근 태도가 요구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는다는 것이다. 
  초상화에서 ‘인물’을 보기 위해 초상화 자체가 갖는 물질적 성격(2차원의 평
면, 붓질의 흔적, 그림의 틀 등)이 일정하게 배경화되어야 하는 것61)과 마찬가
지로 독자가 시의 언어를 통해 감각적 특성을 갖는 이미지를 환기하는 것 또
한 일차적으로 언어가 갖는 활자적 속성, 문법적 특성, 명제적 의미 자체가 
아니라 그 너머의 재현된 현상의 실감에 초점을 맞추는 태도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62) 이는 감각 경험과 시 읽기 과정에서 독자가 마주하는 언어, 그리
고 언어를 통해 환기되는 이미지 간의 질적 차이를 일정 부분 무화시키면서 
각각을 유사한 사태로 동기화(同期化, synchronization)하는 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여기서는 감각 경험의 투사(投射, projection)63)로 설정한다.

랑(G. Durand)은 비실재성에 대한 사르트르의 강조는 심리적・문화적 동기부여가 이루
어지는 분야에서 상상력이 갖는 실질적 역할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진단하고 이미지가 
갖는 의미 작용을 고려하지 않는 사르트르의 관점은 상상 현상의 풍요로움을 메마르게 
한다고 비판한다. J. P. Sartre(1948), 앞의 책, p.34; M. Dufrenne(1967), 김채현 역
(1991), 미적 체험의 현상학(상),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357; G. Durand(1992), 
진형준 역(2007), 상상계의 인류학적 구조들, 문학동네, pp.23-29.

61) 사르트르는 이를 “지금 여기에 있지 않은 살아 있는 존재를 겨냥하는 투사적 종합 속
으로 들어서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J. P. Sartre(1948), 앞의 책, p.57.

62) 사르트르는 이를 “기호에 기대어 비실재적인 세계와의 접촉을 실현하는 일”로 설명하
고, “그들은 피에르의 사무실로 들어섰다”라는 소설의 문장을 읽으며 배경을 환기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나는 그 문이 피에르의 사무실 문이라는 걸 알고, 피에르의 사
무실은 파리 외곽에 세워진 새 건물의 삼층에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내가 지금 읽은 단 하나의 문장 안에는 전혀 들어 있지 않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앞
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문장의 간결한 의미화를 
넘어서고 감싸고 방향 지우고 위치시키는 것은 어떤 지식의 대상이다. 하지만 이 지식
은 순수한 “의미(meaning)”가 아니다. (…중략…) 나는 그것들을 사물들의 방식으로 생
각한다.” 위의 책, pp.129-130.

63) 하이데거(M. Heidegger)는 투사를 인간의 이해 행위가 갖는 실존론적 구조로서 “사실
적인 존재가능성의 활동범위에 대한 실존론적인 존재 기구”로 정의하는데 이는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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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적으로 우리가 감각 경험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언어가 대상의 
질적 특성을 투명하게 재현하기 때문이 아니라 감각 경험이 발생하는 공유 가
능한 조건들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노을이 빨갛다’라는 진술은 특별한 부가 
설명이 없는 한 ‘나’라는 감각 경험의 주체가 ‘눈’을 통해 적절한 음영, 거리, 
각도 등이 갖추어진 환경에서 ‘노을’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실재하는 대상을 
바라보았으며, 노을의 외양에서 주도적인 색을 ‘빨강’이라는 범주로 판단했다
는 것을 함축한다. 따라서 이 진술이 노을의 전체적인 색감을 생생하게 그려
주지 않더라도, 청자는 이 진술에 함축된 감각 조건을 바탕으로 청자 자신의 
연관된 감각 경험을 떠올리며, 노을에 대해 화자가 보았음 직한 이미지를 떠
올릴 수 있다.
  시의 언어에 대해 독자가 감각 경험을 투사하는 과정 또한 일차적으로는 일
상어에도 통용되는 관례적인 감각 조건들을 가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러
나 시 읽기에서 감각적 체험은 대상이 눈앞에 부재한 상태에서, 일상어의 사
용 관습과 빈번하게 거리를 두는 ‘시의 언어’라는 아날로공을 이미지로 전환
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관례적인 감각 조건들의 가정을 넘어서는 
측면을 갖는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일상적 감각 경험에서 대상이 갖는 
‘선명도’라는 특성은 우리가 신체를 통해 확인 가능한 영역에 속한다. 검은 바
탕의 하얀 얼룩이나 서리 낀 유리창 너머의 대상은 그것의 특성들이 실제로 
우리 눈에 잘 보이거나 잘 보이지 않는 조건에 놓여 있으므로 선명하거나 희
미하게 보인다. 따라서 일상적인 감각 경험의 소통 상황에서 ‘얼룩이 희미해
서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얼룩은 화자에게 실제로 눈으로 잘 보
이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청자가 환기하는 이미지도 희미한 것으로 환기될 
때 적절하게 소통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시 읽기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이해 행위는 항상 세계 속의 다른 가능성에로 자기 자신을 던지면서 그러한 가능성으로 
자신을 존재케 하는 본질을 갖는 데 착안한 것이다. 문학 감상과 관련하여 투사는 작품
에 대한 동일시와 거리두기를 가능하게 하는 심리적 기제로서, 작품 속의 세계에 독자 
자신의 삶을 조회하여 새로운 경험적 세계를 창출해 내는 사고 활동으로 이해된다. 이
러한 맥락에서 여기서의 ‘감각 경험의 투사’란 독자 자신에게 친숙한 감각 경험에 대한 
이해를 그것에 내재적인 의미 구조에 따라 시의 언어에 조회하면서, 시의 언어가 환기
하는 새로운 감각 경험의 가능성을 발견해 가는 사고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M. 
Heidegger(1927), 전양범 역(2016), 존재와 시간(제5판), 동서문화사, p.190; 김대행 
외(2000),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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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갖는 선명도의 차이를 독자가 상상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실재하는 대
상과의 일치 여부가 필연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상상 속에서는 굉음이 독자의 
귀를 찢을 필요도 속삭임이 들리지 않을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64) 그러나 이
는 선명한 것, 희미한 것에 대한 독자의 상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는 않는다. 독자의 상상 활동은 대상의 선명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환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한 세계에 대한 상상을 기반으로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김광균의 <설야(雪夜)>(1938)65)의 “머언 곳에 여인의 옷벗는 소리”라는 구
절에서 정확히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인지는 특정할 수 없다. 여기서 ‘여인의 
옷벗는 소리’는 실재하는 대상이 아니며 텍스트 세계의 맥락 속에서 ‘눈 내리
는 소리’를 ‘잃어진 추억’에 빗대는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
한 맥락에서 ‘눈 내리는 소리’ 또는 ‘여인의 옷벗는 소리’와 연관된 관례적인 
감각 조건을 적용할 가능성은 제한된다. 따라서 독자는 상상 속에서 감각 경
험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새롭게 구성함으로써 그러한 소리가 들리는 것으
로 가정하거나, 아니면 들리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는 등의 선택으로 나아가게 
된다. 즉, 시의 배경을 ‘눈 내리는 소리’를 포함한 주변의 소리가 완전히 소거
된 특수한 상황으로 구성함으로써 ‘머언 곳에 여인의 옷벗는 소리’를 고요함
의 역설적인 선명함으로 상상할 수도 있고66), 거의 들리지 않는 ‘눈 내리는 

64) 라일은 감각과 이미지의 차이로 강도의 비교 가능성을 들고 있다. 감각은 강도의 차원
에서 다른 감각과 비교될 수 있지만, 이미지의 경우 이미지 간의 강도를 비교하는 것은 
사이비 질문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는 이미지의 강도에 ‘대해’ 상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상상된 이미지는 다른 이미지들과 마찬가지로 나의 의식 속에 ‘강렬한 것’ 또는 
‘희박한 것’으로 명증하게 떠오른 것일 뿐 그 자체 내에 비교 가능한 어떤 강도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G. Ryle(1949), 앞의 책, p.324.

65) 작품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어느 머언 곳의 그리운 소식이기에 / 이 한밤 소리없이 흩날리느뇨. // 처마 끝에 호롱

불 여위어 가며 / 서글픈 옛 자췬 양 흰 눈이 내려 // 하이얀 입김 절로 가슴이 메어 
/ 마음 허공에 등불을 켜고 / 내홀로 밤깊어 뜰에 내리면 // 머언 곳에 여인의 옷벗는 
소리 // 희미한 눈발 / 이는 어느 잃어진 추억의 조각이기에 / 싸늘한 추회(追悔) 이리 
가쁘게 설레이느뇨. // 한줄기 빛도 향기도 없이 / 호을로 찬란한 의상을 하고 / 흰눈
은 내려 내려서 쌓여 / 내 슬픔 그 위에 고이 서리다.(김광균, 김학동・이민호 편
(2002), 앞의 책, p.55.)

66) “먼 곳에서 여인의 옷 벗는 소리가 귀에 들리겠는가? 왈가닥 처녀 아이도 아니고 여인
이, 그것도 옆방에서가 아니라 먼 곳에서 옷을 벗는데 그 소리가 들릴 수 있겠는가? 김
광균이 주목한 것은 바로 눈의 이러한 속성, 곧 ‘소리 없음’, ‘고요함’이었던 것이다. 하
지만 소리가 나는 것은 청각적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겠으나 소리가 없는 것은 과연 어
찌 표현할까? 바로 이 지점에 이 표현의 묘미가 숨어 있는 것이다.” 정재찬(2006),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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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에 화자가 고도로 주의를 기울이는 상황으로 구성함으로써 ‘눈 내리는 
소리’가 ‘머언 곳에 여인의 옷벗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화자에
게는 강렬한 울림을 주면서 들리는 것으로 상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서 
독자가 구성한 특수한 감각 조건은 관례적인 감각 조건과 일정한 긴장과 균형 
관계를 형성하면서 독자가 환기한 이미지의 감각적 특성을 텍스트 세계의 맥
락에 통합할 수 있게 하는 기반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처럼 시 읽기에서 감각적 체험은 독자가 가정하는 대상의 감각적 현존에 
대하여 시의 언어가 함축하는 일상적인 감각 조건을 가정하는 차원에서 텍스
트 세계의 맥락에 부합하는 특수한 감각 조건을 구성하는 차원으로 나아가는 
성격을 갖는다.

  나. 감각적 특성의 의미화

  시 읽기에서 감각적 체험은 심미적 인식에 부합하는 이미지를 그 내용으로 
한다. 이는 독자가 시의 언어에 대하여 환기한 이미지가 소리, 색깔, 냄새, 
맛, 촉감, 수량, 크기, 모양, 무게, 운동 등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가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러한 특성들이 텍스트 세계의 맥락에서 독자에게 ‘생
생한 것’, ‘강렬한 것’, ‘새로운 것’ 등의 의미로 수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감각적 특성을 가정하고 그것이 텍스트 세계의 맥락에서 갖는 의미
를 독자 자신의 언어로 구체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감각적 특성의 의미화(意味
化, Signification)로 설정한다.
  감각적 특성의 의미화는 기본적으로 시의 언어에 대한 감각 경험의 투사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감각 경험과 상상 활동이 공유하는 의미 구조를 기반으로 
실현된다.67)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상상계의 구조를 탐색한 뒤랑(G. Durand)
은 상상에 내재적인 의미 작용은 인간의 신체적 연관에서 비롯되는 심리 현상

대시 교육의 방향｣, 문학교육학 19, 한국문학교육학회, p.398.
67) 듀이는 투사의 본질은 정신작용에 의해 일방적으로 인간이 사물에 대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경험을 통해서 어떤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 갖게 된 의미나 판단이 다른 
대상이나 사태로 전이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J. Dewey(1934b), 박철홍 역(2016), 경험
으로서의 예술 2, 나남,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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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적 양태들에 기초한다고 설명한다. 인간에게 원초적인 지배 몸짓(gest
es dominants)인 몸을 세우는 자세, 입술로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 성적으로 
교접하는 행위 등이 상상의 지배소가 되며, 이러한 지배소는 상상을 가능하게 
하는 성향들의 복합체이자 몸짓들의 그물망인 상상의 상징체계를 형성하는 기
반이 된다는 것이다.68) 이를테면, 몸을 세우는 자세로부터 발생하는 분열 형
태적 구조는 상상계의 ‘낮의 체제’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며, 이로부터 빛과 어
둠의 대립, 정상과 심연의 대립, 영웅과 괴물의 대립과 같은 상상계의 원형들
(archétypes)이 발생하게 된다.69)

  유사한 관점에서 인지심리학자인 존슨(M. Johnson)은 상상력은 지각의 상
호작용과 운동 기능의 반복적이고 역동적인 패턴들이 비유적으로 정교화되고 
확장되는 과정과 연관되며, “정합적이고, 패턴화되고, 통일된 표상들을 성취하
는 수단이 되는, 편재하는 구조화 작용”70)의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즉, 
무게나 힘에 대한 우리의 신체적 균형에 관한 경험이 반복적으로 축적되면서 
‘균형-도식’이 내면화되고, 이러한 영상 도식(image schema)71)이 은유적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통해 ‘축 균형’, ‘점 균형’, ‘평형’과 같은 의미 구조로 확장
되며 ‘체계의 균형’, ‘심리적 균형’, ‘합리적 논증의 균형’, ‘도덕적 균형’과 같
은 개념들이 형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지들을 의미 있는 통일들로 조직
화하는 능력으로서의 상상력 또한 신체로부터 비롯된 의미 구조들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시 읽기 과정에서 독자가 환기한 이미지의 감각적 특성은 독
자가 일상적인 감각 경험에서도 활용하는 기본적인 의미 구조들을 텍스트 세
계의 맥락에 맞게 적용하면서 그 의미가 이해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의 

68) G. Durand(1992), 앞의 책, pp.58-65.
69) G. Durand(1964), 진형준 역(1983), 상징적 상상력, 문학과지성사, pp.102-103.
70) M. Johnson(1987), 노양진 역(2000), 마음 속의 몸, 철학과 현실사, p.307.
71) 존슨은 영상 도식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①반복적이고 안정적인 감각 

운동 경험의 패턴이다. ②지각적 전체의 위상 구조를 보존한다는 점에서 ‘영상’ 같다. 
③시간 내에, 그리고 시간을 통해 동적으로 작용한다. ④신체적이면서 동시에 정신적이
다. ⑤더 넓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기초한다. ⑥위상적 신경 지도에서 활성화 패턴(또
는 형세)으로 실현된다. ⑦감각 운동 경험을 개념화와 언어에 연결하는 구조이다. ⑧제
약적 추론을 발생시키는 내적 구조를 갖는다. M. Johnson(2007), 김동환・최영호 공역
(2012), 몸의 의미, 동문선, pp.22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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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는 감각 경험의 반복적인 패턴을 기반으로 도출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개개의 낱말이 지시하는 논리적인 명제가 아니라 감각 경험에 대한 독자 자신
의 반성적・비반성적 경험의 이해와 감각 경험을 둘러싼 사회・문화적인 의미
망들과 맞물려 있는 신체화된 의미(embodied meaning)72)가 된다.
  이육사의 <절정>(1940)73)에서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高原) / 서리빨 
칼날진 그우에서다”와 같은 구절을 읽을 때 독자는 상상적으로 환기하는 풍경
에 지상으로부터의 ‘상승’이라는 의미 구조와 한계 영역에 다다랐을 때의 ‘차
단’이라는 의미 구조를 적용함으로써 그 감각적 특성을 구체화할 수 있다. 계
속되는 상승에 수반되는 신체적인 고통과 상황의 열악함에 따라 심화되는 정
신적인 고양이나 고립감, 한계 영역에 다다랐을 때 보이는 풍경의 아득함이나 
불투명함과 그에 수반하는 당혹감이나 절망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의 
영역에 대해 갖게 되는 기대나 호기심 등과 같이 일상적인 감각 경험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내면화되고 확장된 의미들이 ‘그만 지쳐 끝난’과 같은 상승과 
한계의 정도를 강조하는 표현, 그리고 ‘서릿발 칼날 진’과 같은 차갑고 위태로
운 특성을 부각하는 표현과 같은 표현들과 조응하면서 화자가 묘사하고 있는 
풍경의 극한성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독자의 감각적 특성 의미화는 작가라는 창조적 개인에 의해 제작되는 
‘시의 언어’를 근거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감각 경험의 언어적 재현을 둘러
싼 심미적 관념들과 상호 영향 구도 아래 놓이게 된다. 만약, 작가가 특정한 
감각 경험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고자 한다면 시의 영역에서 감각 경험의 사
실적 묘사와 관련된 소통 관습들을 더욱 폭넓게 활용하거나, 표현에 있어서 

72) 이에 대해서는 존슨의 다음과 같은 설명을 참고할 수 있다. “의미는 낱말 자체 안에 
있지 않다. 물론 의미가 낱말과 전적으로 독립된 것은 아니다. 낱말은 의미를 진척시키
도록 돕고, 의미가 존재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의미는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하는 
것 안에 있으며, 경험의 반복적인 질성・패턴・구조 내에 있다. 이런 질성・패턴・구조
는 대체로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당신이 이해하는 방식, 선택하는 방식, 스스로를 
표현하는 방식을 형성하고 있다. 당신은 의미를 실제로 반성적으로 경험하기에 앞서, 
의미를 가지거나 의미에 사로잡힌다.” M. Johnson(2007), 앞의 책, p.139.

73) 작품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매운 계절의 챗죽에 갈겨 / 마츰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 서리빨 칼날진 그우에서다 // 어데다 무릎을 꾸러야하나? / 한발 재겨디딜 곳
조차 없다 // 이러매 눈깜아 생각해볼밖에 / 겨울은 강철로된 무지갠가보다.(박현수
(2008), 원전주해 이육사 시전집, 예옥,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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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사람에게 익숙한 관례적인 감각 조건들이 더욱 명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74) 작가가 추구하는 심미적 관념이 항상 
작품으로 성공적으로 구현되는 것은 아니고 독자에 따라서는 사실적 재현을 
위한 작가의 형상화 시도를 다른 관점에서 수용하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을 것
이나, 작가가 시의 언어에 투영하는 심미적 관념은 독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
는 의미화의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참조될 필요가 있다.
  시의 영역에서 감각 경험의 언어적 재현과 관련된 심미적 관념은 ‘시적 이
미지’75)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해 왔다. ‘이미지’라는 용어는 어원적으로 
삼차원의 인물 조각상을 뜻하는 그리스어 ‘eikōn’, 죽은 자의 초상을 뜻하는 
말이었다가 이후 초상화 또는 이차원의 묘사 일반을 가리키는 말이 된 라틴어 
‘imago’, 내적 이미지를 지칭하는 그리스어 ‘eidōlon’ 또는 ‘phantasma’ 등
과 연관된다.76) 어원에서 드러나듯 ‘이미지’라는 용어가 가리키는 현상은 가시
적인 것부터 비가시적인 것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것이다.77) 예술사적으로

74) 굿맨(N. Goodman)은 ‘사실주의’란 주어진 시기에 주어진 문화나 사람에게 표준적인 
재현 체계에 의해 결정되는 상대적인 것으로 본다. 그림의 경우 사실성이라는 것은 그
림과 대상 간의 항시적이거나 절대적인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데 사용된 
재현 체계와 사실성과 관련된 표준적인 체계 간의 관계 문제라는 것이다. N. 
Goodman(1976), 김혜숙·김혜련 공역(2003), 예술의 언어들 –기호 이론을 향하여, 이
화여자대학교출판부, pp.52-53.

75) 에이브럼스(M. H. Abrams)는 시에서의 이미지는 시어에 대한 독자의 심리적 인상부
터 비유와 같은 특정한 수사적 형식, 한 편의 시를 형성하는 요소들의 총체에 이르는 
포괄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현대 비평에 있어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애매성이 많은 
용어 중의 하나”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개념상의 복합성을 승인하는 가운데, 최
근의 논의들은 시적 이미지를 특정한 어휘나 수사의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독자의 
특수한 체험이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시 텍스트 전체의 구성 방식으로 보고 그것의 
기능이나 효과에 주목하는 관점을 보인다. 대표적으로 권혁웅(2010)은 시에서 주체의 
감각이 세계와 맞닥뜨려 생성한 접면이자 감각의 전이, 집중, 통일 등과 같은 시적 구
성의 차원에서 이미지를 설명하고 있다. 박현수(2011)는 시에서 이미지가 시 구절 전체
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심상의 본질을 ‘총체적 현존의 제시’와 ‘실재 부재의 표
지’로 제시하였다. 조강석(2015)은 이미지에 대한 재현과 표상이라는 한정적 접근을 벗
어나 이미지가 갖는 증언, 운동, 정동으로서의 성격에 주목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
였는데 여기서도 이미지는 사물의 질서나 텍스트의 본질의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M. H. Abrams(1981), 최상규 역(1997), 문학용어사전, 예림기획; 권혁웅(2010), 시
론, 문학동네; 박현수(2011), 시론, 문학동네; 조강석(2015), ｢시 이미지 연구 방법론 
-시 텍스트의 ‘내부로부터 외부로의 전개’를 위하여｣, 한국시학연구 45, 한국시학회.

76) 김현강(2015), 이미지,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pp.11-12.
77) 미첼(W. J. T. Mitchell)은 이미지라는 개념은 그래픽적, 광학적, 인지적, 심적, 언어적 

영역에 걸쳐 있는 광범위한 현상을 지시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종류의 특수한 상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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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미지’와 연관된 심미적 관념은 현실에 대한 관습적인 재현부터 탈-재현
으로도 부르는 고도의 자율성을 갖는 재현까지 다양하게 실현되어 왔는데78), 
이러한 양상은 시의 영역에서도 확인된다.
  시적 이미지에 관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설명 중 하나는 “시인의 상상력에 
의해 그려진 언어의 그림”79)이라는 것이다. 이는 그림 속에 시가 있고 시 안
에 그림이 담겼다는 동양의 ‘시화상합론(詩畫相合論)’이나 고대 로마 시대의 
시인인 호라티우스(F. Q. Horatius)의 ‘시는 회화와 같이(ut pictura poesis)’
라는 언명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연원이 오래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80),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 시인이 자신의 감정이나 사상이 
투영된 어떤 풍경을 떠올리면서 이를 정련된 언어적 표현으로 담아내고 독자
는 이를 그림을 감상하듯 선명하게 의식 속에서 그려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러한 심미적 관념에는 시인으로부터 독자로 전달되는 것이 시에 소재를 제공
한 최초의 감각 경험은 아니지만, 그러한 감각 경험이 오랜 시간의 사색과 정
련을 통해 그 핵심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정제되면서 독자에게 ‘생생하게’ 전
이된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레싱(G. E. Lessing)은 시적 이미지와 회화적 이미지의 차이에 주목
한다. 회화나 조각은 이미지의 표현에 있어 가시성, 순간성이라는 한계를 갖

합, 경합, 유비, 공감)내에서 분기하며, ‘지식의 형상’으로 세계를 통합하는 전반적인 개
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W. J. T. Mitchell(1985), 임산 역(2005), 아이코
놀로지 : 이미지, 텍스트, 이데올로기, 시지락, p.24.

78) 랑시에르(J. Rancière)는 예술과 관련하여 서구 전통에서 세 가지의 주요한 식별 체제
들을 구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먼저, 윤리적 이미지 체제(régime éthique des 
images)는 신성, 권리, 금지 등 생산되는 이미지들의 의미와 지위에 관한 물음이 속한 
체제로, 예술을 개인과 공동체의 존재 방식에 귀속시킴으로써 예술 자체로 개별화되지 
못하게 한다. 다음으로, 재현적 예술 체제(régime représentatif des arts)는 모방물로
서 예술의 고유성, 적합성 등에 관한 규범이 속한 것으로 예술 작품의 자율성을 강조한
다. 미학적 예술 체제(régime esthétique des arts)는 이질적 힘이나 낯선 사유와 같
은 예술 특유의 존재 양식에 주목하는 것으로 예술의 절대적 단독성을 수립한다. 랑시
에르는 특정한 예술의 등장은 이러한 체제들의 복합적인 상관 구도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소설적 사실주의’는 고전주의와의 관계 속에서 보면, 재현의 
위계들의 전복을 수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미학적 예술 체제의 산물로 이해된다. 따라
서 이러한 예술 체제는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상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 안에서도 
공존하는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J. Rancière(2000), 오윤성 역(2008), 
감성의 분할, 도서출판 b, pp.26-33.

79) C. D. Lewis(1944), 장만영 역(1974), 시학입문, 정음사, p.48.
80) 조윤경(2012), 보는 이미지, 읽는 이미지, 그린비,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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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면, 시에서의 이미지는 추상적인 관념을 의인화하는 등 비가시적인 것을 
활용할 수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어나는 행동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81) 이러한 관점에서 감각 경험에 대한 언어적 재현은 단순히 
구상적인 이미지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넘어선다. 여기에는 이미 일상적
인 감각 경험의 한계를 극복하거나 부분들의 종합을 통해 총체적인 행위를 구
성하는 능동적인 상상 활동에 대한 요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적 이미지가 갖는 비가시적 특성에 대한 주목은 낭만주의 시관을 
거치면서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17세기 서구적인 의미의 근대성이 본
격적으로 형성되던 시기에 상상력은 계몽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인 근대성의 
관점에서는 쓸모없고, 병적이고, 위태로운 것으로 적대시된 반면, 낭만주의적
이고 심미적인 근대성의 관점에서는 보이지 않는 현실을 직시하거나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힘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다.82) 그러나 이러한 양극
단의 판단은 이미 상상력이 일상적인 감각 경험과는 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
는다는 인식을 전제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상력이 
갖는 초월적 성격이 근대에 이르러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고, 상상력의 산물인 
시적 이미지 또한 그 개념의 위상이 점진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한다.
  대표적으로, 코울리지(S. T. Coleridge)는 공상(fancy)과 상상력(imaginatio
n)을 구분하는데 전자가 ‘무언가를 단순히 하나로 모아 놓는 정신 능력’으로
서 일상적인 감각 경험과 연관된다면 후자는 ‘변용과 착생을 주도하는 정신 
능력’으로 이해되며 양자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것으로 상정된다.83) 여기서 
상상력에 대한 강조는 감각 경험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시
적 이미지는 무질서하고 무미건조한 감각 경험을 창조적으로 변형하는 것이면
서 동시에 어떤 ‘강력한 정신 작용’을 낳는 것으로 이해된다.84) 여기서 시적 
이미지의 효과는 실재하는 대상이 갖는 감각적 특성과의 유사성이 아니라 경
험의 다른 부분 전체에 변화를 주거나, 사고에 방향을 잡아주어 감정을 환기

81) G. E. Lessing(1985), 윤도중 역(2008), 라오콘 –미술과 문학의 경계에 관하여, 나
남, pp.124-140.

82) 최문규, ｢낭만주의와 상상(력)의 해방｣, 김상환 외(2015), 상상력과 지식의 도약, 미
학사, p.63.

83) 장경렬(2006), 코울리지 : 상상력과 언어, 태학사, p.48.
84) 위의 책,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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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측면에서 이해된다. 이런 관점에서 감각 경험에 대한 언어적 재현은 최
소한 변형된 감각 경험이자 인식적인 속성을 갖는 감각 경험을 전달하는 것으
로 궁극적으로는 감각 경험의 극복까지 지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85)

  20세기에 접어들어 시적 이미지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근대적 삶의 방식에 
대응하는 시적인 방법론으로서 특수한 위상을 갖게 된다. 이미지즘(imagism) 
운동을 주도한 파운드(E. Pound)는 시에서의 이미지를 “일순간에 지적이고 
정서적인 복합체를 나타내는 것”86)으로 규정한다. 그는 이미지스트가 되기 위
해서는 추상화, 불필요한 장식이나 묘사를 피해야 하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여기서 시적 이미지는 대상의 구체상을 포착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구상적인 
회화가 제시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에는 세계를 대
면하는 시인의 지적이고 진실한 태도에 대한 요청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초현실주의에서 시적 이미지는 상상력의 내성적이고 무의식적인 운동
을 통해 세계와의 관계로부터 시인을 해방시키는 수단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
라 시적 이미지의 개념 또한 언어가 갖는 관습적인 의미 작용이 지양되고 무
의식적인 환기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표현으로 특수화된다. 이런 맥락에서 브
르통(A. Breton)은 초현실주의를 “이성이 행사하는 모든 통제가 부재하는 가
운데, 미학적이거나 도덕적인 모든 배려에서 벗어난, 사고의 받아쓰기”87)로 
정의하였고, 초현실주의에서의 이미지는 아편을 먹은 후의 이미지와 같이 환
기하지 않아도 자연 발생적이면서 전횡적으로 제공되는 섬광의 아름다움이자 
최고도의 자의성을 가진 것으로 설명하였다.88)

  사조나 운동의 차원을 벗어나서 개별적인 시인의 시관(詩觀)이나 시작(詩作)
과 관련짓는다면 시적 이미지와 연관된 심미적 관념의 범위는 더욱 확장될 수 
있다. 시적 이미지를 작가 자신이 경험한 특수한 감각 현상에 대한 전이의 수
단으로 이해하거나89), 시인이 포착하고자 하는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85) 리차즈(I. A. Richards)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낭만주의 시학의 이미지 개념을 수용하
는데, 여기서 시적 이미지의 효과는 경험의 다른 부분 전체에 변화를 주거나, 사고에 
방향을 잡아주어 감정을 환기하는 측면에서 이해된다. 이에 따라 그는 시적 이미지가 
정당한 효력을 갖는다면 감각 면에서의 결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I. A. 
Richards(1928), 이선주 역(2007), 문학비평의 원리, 동인, pp.146-151.

86) E. Pound(1912), ｢이미지즘｣, 정현종 외 편역(1983), 시의 이해, 민음사, p.138.
87) A. Breton(1962), 황현산 역(2015), 초현실주의 선언, 미메시스, pp.89-90.
88) 위의 책, pp.1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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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으로 이해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돌밭에서도 나무들은 구불거리며 하늘로
가는 길을 가지 위에 얹어 두었다
어떤 가지도 그러나 물의 길이 끊어진
곳에서 멈추어야 했다
나무들이 멈춘 그곳에서 집을 짓고
새들이 날아올랐다 그때마다
하늘은 새의 배경이 되었다 어떤 새는
보이지 않는 곳에까지 날아올랐지만
거기서부터는 보이지 않는
하늘이 시작되었다.

- ｢물과 길 2｣

1) 1행의 “나무들은 구불거리며 (개미들이) 하늘로/가는 길을~”에서 괄호 친 
부분을 삭제하고 발표했는데, 그로 인해 “길”이 은유적 성질을 가지게 되었지
만, 그 ⓐ은유는 일차적으로 대체 사물이므로 그냥 두고 보기로 했다.
2) 4행에서 “멈추어야 했다”는 “멈춘다”로 고쳤다. 그 이유는 “어떤 가지도 
그러나 물의 길이 끊어진/곳에서 멈추어야 했다”는 것은 사실에 값하는 현상
이기는 하지만 “했다”는 표현이 나무의 의지에 너무 깊이 관여하는 측면이 있
으므로 ⓑ나무에 덜 관여하기 위해서 ‘멈춘다’는 보다 객관적인 현상 쪽을 선
택했다.
3) 9~10행의 “보이지 않는/하늘”은 그것 자체로는 시각적 상태의 사실적 현상
이지만, “보이지 않는/하늘이 시작되었다”라는 표현 속에서는 그 ‘시작의 사
실’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관념이다.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새가 없는/
하늘이 시작되었다”라고 고쳤다. ⓒ‘새가 없는 하늘’은 무엇보다 먼저 사실적 
존재이며, 다른 의미의 존재로의 존재 전이는 그 다음의 문제이기 때문이

89) 김종길은 본인의 시 <춘니(春泥)>에 묘사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그러고 보면 이 작품은 그때 경험한 바 그대로다. 다만 “연식정구(軟式庭球)의 흰 공 
퉁기는 소리”라는 것은 일종의 환청이고 실지로 그때 누군가 정구를 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조금 숨이 차서 오른 언덕 위에 새로 선 그 유황색 교사를 
본 순간 어디선가 “흰 공 퉁기는 소리” 같은 것을 느낀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것도 경
험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런 종류의 다소 특이한 경험을 나는 이따금 갖는다.” 김종길, 
｢｢춘니(春泥)｣가 씌어지기까지｣, 최동호 편(1997), 현대시 창작법, 집문당,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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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0)(오규원, ｢‘살아 있는 것’을 위한 주해｣, 현대시학, 1994. 11.) (밑줄 및 
원(圓) 기호 표시는 인용자)

  인용문에서 시인은 언어적 재현을 통해 사물의 실체를 포착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위해, 간접적인 표현(ⓐ), 사물에 대한 감정의 투사(ⓑ),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관념적 표현(ⓒ)을 의도적으로 덜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물에 육박한 언어를 통해 시인은 ‘존재로의 전이’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한다. 시적 이미지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현상의 정확한 포착을 추구하는 
것이기에 영미 이미지즘에서의 심미적 관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여기
에는 세계의 ‘특수성’이 아니라 세계의 ‘존재’에 대한 추구가 중심이 되고 있
다. 즉, 일상적이면서도 정확한 언어를 통해 세계를 포착하고자 했던 이미지
스트들과 달리 일상적인 개념화에 대한 의식적인 거부를 통해 사실 그 자체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식이 전면화되는 것이다. 이는 정신 내면의 문제가 아니라 
사물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초현실주의자들이 추구한 심미적 관념과도 변별
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의 시적 이미지는 직관의 대상으로서 사물에 대한 
투명한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위의 사례에서 시인이 추구하는 심미적 관념이 시의 언어로 이견의 여지 없
이 구현되었는가라는 문제와 별개로, 시인들은 감각 경험의 언어적 재현과 관
련하여 특정한 심미적 관념에 기초하여 언어 단위들을 조직하고, 이를 통해 
독자의 체험 내용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이
런 맥락에서 독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감각적 특성의 의미화는 시인이 시 창
작 과정에서 품었던 상념, 사유, 목적의식 등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의 
언어를 통해 적절하게 구현된 작가의 심미적 관념을 배경으로 구상적인 것, 
비가시적인 것, 시간적인 행위, 감각 경험에 대한 변형과 초월, 세계의 특수성
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 내면의 무의식적인 운동을 포착하는 것 등의 심미
적 관념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91)

90) 오규원(2005), 날이미지와 시, 문학과지성사, pp.31-32.
91) 듀이는 참된 의미에서 감상자가 예술작품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감상자도 자기 

자신의 경험을 창조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는 형식적인 면에서 예술가가 했던 경험과 
유사한 경험이 된다고 설명한다. 즉, 감상자 또한 작품을 충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
가가 작품을 창작할 때와 같이 구성요소들에 대해 일정한 질서를 부여하고, 의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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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시 읽기에서 독자의 감각적 체험은 감각 경험의 투사를 통해 발견한 
이미지의 감각적 특성에 대하여 일상적 감각 경험에 내재해 있는 의미 구조나 
감각 경험의 언어적 재현과 관련된 심미적 관념을 적용하며 그 의미를 수용하
는 성격을 갖는다. 일상적 감각 경험에 내재해 있는 의미 구조의 한 극단이 
전적으로 비심미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면, 감각 경험의 언어적 재
현과 관련된 심미적 관념의 한 극단은 전적으로 비감각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가지 의미화 계기들이 항상 조화롭게 결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92) 이런 맥락에서 시 읽기에서 독자의 감각적 체험은 이
와 같은 의미화 계기들의 긴장과 충돌을 포함하는 다양한 결합 가능성을 배경
으로 ‘감각 가능한 것’에 대한 독자 자신의 이해 및 설명 가능성을 확인・조
정・확장하는 과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것을 뽑아내고 추상화하며, 부분들을 모아서 하나의 전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시 읽기에서 독자의 충실한 감각적 체험은 감각 경험의 언어적 재현에 
대한 작가가 추구하는 심미적 관념과 내용적인 면에서 일치하지 않더라도, 형식적인 면
에서는 일치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J. Dewey(1934a), 앞의 책, p.124.

92) 로트만(Y. Lotman)은 어떤 텍스트가 예술적이고 어떤 텍스트가 비예술적인가에 대한 
결정은 문화의 약호 속에서의 예술적・비예술적 구조들 사이의 대립을 통해 이루어진다
고 보고, 그에 대한 가능성을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①작가는 텍스트를 예
술 작품으로 창조하고 독자는 그것을 그 자체로 지각한다. ②작가는 비예술적인 텍스트
를 창조하지만 독자가 그것을 미적으로 지각한다. ③작가는 예술 텍스트를 창조하지만 
독자는 그것을 그의 예술의 정의를 만족시키는 조직화 형식들 중의 어떤 것과도 동일시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는 그것을 비예술적 정보로 지각한다. ④작가에 의해 씌어진 비예
술적 텍스트는 그 자체로 독자에 의해 비예술적이라고 지각된다. 감각적 특성의 의미화 
과정에서 독자가 적용하는 의미 구조나 심미적 관념들 또한 이러한 구도에서 조화, 긴
장, 갈등, 배제와 같은 다양한 결합 가능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Y. Lotman(1970), 
유재천 역(1991), 예술 텍스트의 구조, 고려원, p.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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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 읽기에서 감각적 체험의 구조

  시 읽기에서 감각적 체험의 내용을 감각 경험의 투사와 감각적 특성의 심미
화로 놓을 때, 이는 자연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시의 언어가 환기하는 
바에 대한 독자의 의식적인 관여(關與, involvement)를 요구한다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독자의 관여는 감각 경험을 텍스트 세계의 맥락으로 확장적으로 
투사하며, 그로부터 발견되는 감각적 특성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구조로 
전개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구조를 감각 대상, 감각 주체, 감각 매개라는 층위
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화한다.
  시 읽기에서 감각적 체험은 시의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감각 가능한 것으
로 환기하면서 촉발되며, 독자가 환기한 감각 가능한 대상은 그것을 지각하며 
서술하는 주체와의 상호작용을 함축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작용 양상은 시
의 언어라는 표상 형식의 작용에 의해 질서화된다.93) 이런 맥락에서 시 읽기 
과정에서 감각 대상, 감각 주체, 감각 매개는 전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독자의 감각 경험 투사와 감각적 특성의 의미화 간의 
선순환적 종합을 추동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전제하고 여기서는 감각 대상, 감각 주체, 감각 매개와 연관된 감각적 
체험 층위에서 독자가 감각 경험을 확장적으로 투사하는 과정을 연계(連繫, 
association)로 설정하고, 이러한 연계를 기반으로 환기된 이미지의 감각적 
특성에 대하여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수용(受容, reception)으로 설
정하여 감각적 체험의 구조를 구명하였다.

93) 세계, 주체, 언어의 문제는 감각적 체험뿐만 아니라 모든 시적 경험을 설명하는 데 유
효한 범주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콜로(M. Collot)의 다음과 같은 설명을 참고할 
수 있다. “모든 시적 경험은 적어도 세 용어를 내거는데, 주체와 세계 그리고 언어가 
그것이다. 형식주의의 과오는 분석을 언어라는 축에 한정시켰다는 데 있다. 시적 활동
의 주된 목적은 실상 이 축을 다른 두 축과 연결시키는 관계 설정에 있다고 본다. 그러
므로 모든 시학은 이 세 용어의 상호 의존 관계와 그것들을 연결하는 관계들의 복잡한 
작용을 이해하고자 해야 하리라.” M. Collot(1989), 정선아 역(2003), 현대시와 지평 
구조, 문학과지성사,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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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경과 배경의 연계를 통한 감각 대상의 적합성 수용

  시 읽기에서 감각적 체험은 독자가 시의 언어로부터 감각 가능한 대상의 이
미지를 환기하면서 촉발된다. 여기서의 감각 가능성은 실제로 신체를 통해 대
상을 감각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대상을 감각할 수 있는 관례적이
거나 특수한 조건들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94) 즉, 시 읽기 과정
에서 언어가 환기하는 대상이 무엇이든 독자가 그에 적합한 감각 조건을 구성
할 수 있다면 감각적 체험은 발생할 수 있다. 독자의 관점에서 이는 시의 언
어가 환기하는 특정한 대상의 감각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다른 대
상들과 맺는 영향 관계에 대한 상상을 구체화하며, 텍스트 세계 안에서 대상
의 감각적 특성이 갖는 적합성을 수용하는 과정이 된다.
  감각 경험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현상이다. 이는 감각 경험을 가능하게 하
는 우리의 신경 체계가 이미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감각 정보를 뇌에 전달
한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감각 작용에 대한 우리의 인지는 부분적인 것들을 
단순히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형태로 조직화하는 특성을 갖는다는 것
을 의미한다. 형태 심리학(Gestalt psychology)의 설명에 따르면 루빈(E. 
Rubin)의 가역성 얼굴-꽃병 그림([그림 1])이 초점에 따라 ‘얼굴’ 또는 ‘꽃병’
으로 지각될 수 있는 것은 대상에 대한 우리의 인지가 전경(figure)과 배경
(ground)이라는 지각적 분리(perceptual segregation) 작용을 가하기 때문이
다. 여기서 전경은 배경의 앞에, 배경은 전경의 뒤에서 계속되는 것으로 보이
며, 전경과 배경을 분리하는 ‘윤곽’ 또는 ‘경계’는 전경에 속하면서 전경과 배
경의 질적 차이를 부각시키는 작용을 가한다.95) 메를로-퐁티는 이와 같은 전
경과 배경의 지각적 분리를 “지각적 ‘어떤 것’은 항상 다른 어떤 것 사이에 
있으며 항상 ‘장(場, champ)’의 일부를 형성”96)하는 현상으로 해석한다.

94) 여기서의 ‘대상(object)’은 사물(things)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옛 기억이 하─얀 상
복을 하고 / 달밤에 돈대를 걸어내린다.”(김광균, <벽화>(1935) 부분)와 같은 시의 경우
처럼 독자가 감각 가능한 것으로 환기할 수 있는 대상은 비유나 의인화와 같은 특수한 
표상 형식의 작용을 통해 환상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들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광균, 김학동・이민호 편(2002), 앞의 책, p.29.

95) E. B. Goldstein(2007), 앞의 책, pp.120-121.
96) M. Merleau-Ponty(1945), 류의근 역(2002), 지각의 현상학, 문학과지성사,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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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역성 얼굴-꽃병 그림

  전경과 배경의 지각적 분리는 감각 경험 속에서 대상들이 맺는 본원적인 관
계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감각 경험이 풍부한 의미를 갖는 이유를 설
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양탄자에 묻은 붉은 얼룩을 발견한다면, 거
기서 우리가 지각하는 것은 단순히 얼룩의 ‘붉음’이 아니다. 그러한 붉음은 양
탄자를 가로지르는 음영, 빛이 움직이는 상황과의 관계 속에서 일종의 공간적 
성형(configuration)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순수한 색 범주로서의 ‘붉음’이 아니라 양탄자와의 관계 속에서 ‘붉음으
로 이해되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메를로-퐁티는 “지각은 소여를 
연결하는 의미를 일군의 소여와 함께 단번에 창조하는 작용, 즉 소여가 가지
고 있는 의미를 발견하는 작용일 뿐만 아니라 소여가 의미를 가지도록 하는 
작용”97)이라고 설명한다.

[그림 2] 뮐러-라이어 착시 그림

  같은 맥락에서, 메를로-퐁티는 뮐러-라이어(Müller-Lyer) 착시([그림 2])와 

97) M. Merleau-Ponty(1945), 앞의 책,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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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화살표와의 관계 속에서 동일한 길이의 직선이 달라 보이는 현상은 관계
들이 제각각의 맥락에서 포착되기 때문에 모순적 개념들이 교차하는 지각 환
경의 독특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98) 즉, 객관적 세계에 대한 관념
이 개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착시는 잘못 본 것이 아니라 감각 경험의 관계적 
본질이 갖는 복합성을 나타내는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메를로-퐁티는 전경과 배경이라는 감각 경험의 기본 구조는 현상학에서의 
대상과 지평(horizon)99)의 구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전경으로 드러
나는 대상은 배경으로 물러나는 다른 대상들을 잠재우면서 지각된다. 여기서 
배경에 해당하는 지평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전경화된 대상과의 관계를 유
지하며 잠재적인 의미화 가능성을 제공한다. 따라서 특정한 대상을 지각하는 
것은 그 대상에 빠져드는 것이며 그 대상 주위의 다른 대상과의 관계 가능성
의 지평을 여는 행위와 같게 된다. 지각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세계를 
파악하게 하며, 우리가 세계 속에서 지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대상 간
의 관계들로 가득 찬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
서 “대상에 주목한다는 것은 그 대상에 거주한다는 것이 되고, 그로부터 모든 
사물을 모든 사물이 표현하는 국면에 따라 파악”100)하는 것이 된다.

  이처럼 대상에 대한 감각 경험이 세계와 맺는 관련을 현상학자인 후설(E. H
usserl)은 사물의 내재 지평과 외재 지평의 관계로 설명한다. 여기서 내재 지
평이 사물에 대해 내가 취할 수 있었거나 취할 수 있을 모든 관점으로서, 사
물의 보이는 측면이 보이지 않는 측면을 예상하게 하는 것과 연관된다면, 외
재 지평은 사물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대상들과 맺는 관계들로 이는 
특정한 지각장에 머물지 않고 지평에서 지평으로 이어지는 반향(反響, renvoi
s) 작용을 통해 총체적 세계로 펼쳐지는 것으로 이해된다.101) 즉, 대상에 대한 

98) M. Merleau-Ponty(1945), 앞의 책, pp.41-42.
99) 어원적으로 지평은 ‘한계짓다’, ‘경계선을 긋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horizei

n’에서 유래했다. 현상학에서 지평은 “의식 체험의 내부에서 발견되는 현실태와 잠재태
의 연관 속에서 생생하게 체험되는 본원적인 체험의 핵으로부터 어떤 잠재성의 열림을 
조망할 때에 눈앞에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의 잠재적인 의미 영역의 전체성”으로 
이해된다. 이는 항상 ‘~을 향한 의식’으로서의 지향성을 갖는 의식 체험은 반성적인 것 
너머의 비반성적인 것과 불가분하게 맞물려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木田元 外
編(1994), 이신철 역(2011), 현상학사전, 도서출판 b, pp.358-362.

100) M. Merleau-Ponty(1945), 앞의 책,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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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 경험은 항상 잠재적인 배경들로 반향하며, 이러한 영향 작용은 궁극적으
로는 우리가 거주하는 세계를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시 
읽기 과정에서 독자가 대상을 감각 가능한 것으로 환기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감각 경험이 갖는 관계적 성격에 대한 반성적이거나 전반성적인 이해를 투사
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백석의 <비>102)(1936)를 읽을 때 독자가 아까시나무 꽃무리의 색이나 향기
에 대해 실감나게 상상할 수 있다면, 독자에게 그러한 대상의 감각적 특성은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진공 상태를 배경으로 상상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즉, 일상적인 감각 경험에서 꽃의 색을 보고 향기를 맡을 때와 
유사하게 ‘흰 두레방석’, ‘개비린내’와 같은 표현에서 촉발되는 아까시나무 꽃
무리의 색감과 향기에 대한 상상은 그것을 ‘실감나게’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 
주변의 환경(흰색이 아닌 색의 대상들, 주변의 다른 식물들, 주변을 적시는 빗
방울들 등)에 대한 명시적이거나 잠재적인 고려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103)

  이처럼 독자가 시의 언어를 통해 특정한 대상의 이미지를 환기할 때, 이미 
그것은 다른 대상들의 영향 나아가 텍스트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전경화되는 
것이며, 독자에게 대상의 감각적 특성은 그것과 반향하는 배경과의 관계 속에
서 구체화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독자가 대상과 관련하여 감각 
경험을 확장적으로 투사한다는 것은 독자의 상상 속에서 전경화된 대상과 그
것의 잠재적인 배경 간의 영향 관계의 세부를 탐색하거나, 대상에 영향을 미
치는 배경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성격을 갖는 것이 된다.

101) M. Collot(1989), 앞의 책, pp.16-21.
102) 작품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아카시아들이 언제 흰 두레방석을 깔었나 / 어데서 물쿤 개비린내가 온다(백석, 고형진 

편(2007), 정본 백석 시집, 문학동네, p.21.)
103) 독자에 따라서는 ‘흰 두레방석’와 ‘개비린내’라는 표현으로부터 전통적인 시골의 생활

상을 배경으로 환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아까시나무 꽃이 갖는 색과 향기는 
순수하게 자연적인 특성이라기보다는 친근하고 토속적인 정취를 갖는 것으로 환기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고형진은 감각 경험의 언어적 재현과 관련된 백석의 중요한 심미
적 지향을 “감각의 싱싱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체취와 기운까지도 자아
내고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고형진(2006), 백석 시 바로 읽기, 현대문학, 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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뜰악과 태와(苔瓦)마루에 긴 풀이 자랐다.
한 모퉁이에 자근 발자욱이 나 있었다.

풀밭이 내다 보였다. 풀밭이 가끔 눕히어지는 쪽이 많았다.
옮아 간다는 눈치였다.

아직
해가 머물러 있다.

- 김종삼, <해가 머물러 있다>(文學藝術, 1956.11.)104)

  화자가 보고 있는 풍경을 담담하게 소묘하고 있는 위의 시에서 독자는 순차
적인 진술에 따라 이끼 낀 기와에 자라난 풀, 모퉁이의 발자국, 드문드문 눕
히어 지고 있는 풀밭, 하늘에 머물러 있는 해와 같은 대상들을 이미지로 환기
할 수 있다. 이렇게 시의 언어를 통해 대상들을 환기하고, 이러한 대상들이 
공존하는 전체적인 풍경을 유사한 감각 경험을 기초로 상상하는 것이 관례적
인 감각 조건을 구성하는 접근이 된다면, 독자가 감각 경험을 확장적으로 투
사한다는 것은 ‘빛’이나 ‘고요’와 같이 대상들의 특성을 부각시키는 특수한 감
각 조건 또는 잠재적인 배경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잠재적인 배경으로서의 ‘빛’의 영향을 고려한다면, 독자가 환기하는 전체적
인 풍경은 투명한 밝음이 아니라 인적 없는 풍경의 틈바구니에 화자의 시선을 
머무를 수 있게 하는 햇빛의 은은한 비침, 풀밭의 뉘임을 동적으로 보이게 하
는 햇빛의 옮아감, ‘아직’이라는 부사어가 환기하듯 해가 저물어가는 순간의 
미묘한 빛의 변화 속에서 전경화되는 것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시에서 
전경으로 환기되는 대상들은 고요한 풍경에 생동감을 부여하는 잠재적인 배경
과 반향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잠재적인 배경은 언어를 통해 직접 드러나
기보다는 생략이나 공백을 통해 암시됨으로써 텍스트 세계의 맥락에 대한 독
자의 능동적인 가정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105) 

104) 김종삼, 김종삼전집편찬위원회 편(2018), 김종삼정집, 북치는소년, p.45.
105) 황동규는 생략과 공백을 통해 시적 풍경에 긴장을 부여하고 독자에게 절묘한 아름다

움을 불러일으키는 김종삼 시의 특징을 ‘잔상 효과’로 설명한 바 있다. 언어 습관이나 
일상생활 면에서 볼 때 꼭 있어야 할 것을 비워둠으로써 감각 경험에 대한 독자의 관성
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시행 간의 울림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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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감각 대상 층위에서의 감각적 체험은 독자가 전경과 배경이라는 감
각 경험의 관계적 구조를 시의 언어에 적용해 가며, 전경화된 대상의 감각적 
특성을 배경과의 연계 속에서 수용해 가는 과정이 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시
의 언어가 지시하는 총체적인 배경인 텍스트 세계를 향하게 된다.
  하이데거(M. Heidegger)는 ‘세계’라는 개념은 다의적이지만 실존의 차원에
서는 “현사실적인 현존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그런 세계”106)로 이해된다고 
설명한다. 일상적인 환경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자로서의 인간은 자신의 
주변에서 만나는 다른 사물들과 교섭하고, 그것이 세계 속에서 도구로서 갖는 
적합성을 살피며 살아간다. 이러한 사물 또는 도구와의 관계 맺음 속에서 살
아가는 인간에게 언어를 포함한 기호 또한 그러한 관계 맺음의 적합성을 들여
다보게 하는 도구의 하나가 된다.107) 이처럼 실존의 관점에서 세계란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그 관계 가능성을 조건 짓는 바탕이며, 우리는 언어를 통해 그
러한 관계 가능성의 적합성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세계
에 대한 감각 경험은 “세계를 우리 삶의 친숙한 환경으로서 나타내는, 세계와
의 생명적인 의사소통”108)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신체를 갖는 존재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한 감각과 세계의 소통적인 연관은 필연적인 것이다. 
  시 읽기 과정에서 독자가 전경과 배경의 연계 속에서 점진적으로 구성하는 
텍스트 세계 또한 대상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실존적 세계로 작용하는 것이 된
다. 물론, 시에서의 대상은 실재하는 대상이 아니며, 대상이 거주하는 텍스트 

본다면 이는 배경에 대한 암시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전경화된 대상들을 무엇인가와 반
향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관례적인 감각 조건의 가정을 지연시키고 텍스트 세
계의 특수한 감각 조건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촉발하는 심미적 지향으로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황동규, ｢잔상의 미학 –김종삼의 시세계｣, 김종삼(1995), 북 치는 소년(개
정판), 민음사, p.92.

106) 하이데거는 세계의 의미를 ①존재상적 개념으로서 세계 내부에서 존재할 수 있는 존
재자의 총체, ②존재론적 용어로서 ①에서 언급한 존재자의 존재, ③전(前)존재론적・실
존적 의미로서 현사실적인 현존재가 현존재로서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그런 세계, ④존
재론적・실존론적 개념으로서 세계성 일반이라는 선험적 토대로 구분한다. M. Heidegg
er(1927), 앞의 책, p.88. 

107) “기호란 다른 사물과 표시 관계에 있는 그런 사물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 전체를 새
삼스럽게 ‘둘러봄’으로써 부각시키고 동시에 도구적 존재자의 세계 적합성을 들여다보
게 하는 도구이다. (…중략…) 이들 기호는, 원칙적으로는 언제나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장면’을, 배려가 몸 두고 있는 ‘주변’을, 사물의 취향을 표시한다.” 위의 책, p.106.

108) M. Merleau-Ponty(1945), 앞의 책,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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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또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생활 세계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
러나 텍스트 세계가 독자의 생활 세계와 전혀 다른 원리에 따라 조직되더라도 
대상의 관점에서 그것은 다른 대상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기반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독자는 대상의 감각적 특성이 관례적인 감각 조건을 벗어나
는 측면을 갖더라도, 텍스트 세계가 그것의 감각 가능성에 모순되지 않는다면 
그것의 심미적 가치를 적합한 것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된다.
  김광균의 <외인촌(外人村)>(1935)109)에서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와 같은 표현은 분수의 시각적 특성이 종소리가 갖는 청각적 특성에 전이되도
록 함으로써 독자에게 ‘보이면서 들리는 소리’와 같이 관례적인 감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을 전경화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텍스트 세계의 차원에
서 대상의 이러한 감각적 특성은 그 나름의 적합성을 수용할 수 있는 특수한 
조건들을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외인촌’에는 지나가는 구름이 노을에 
젖어 있고, 화원지의 벤치 위에는 한낮에 소녀들이 남기고 간 가벼운 웃음이 
흩어져 있으며, 묘지의 어두운 수풀 뒤에는 밤새도록 별빛이 내리고 있기 때
문이다. 여기에서 대상들의 특성은 이미 서로 간의 경계를 허물며 반향하고 
있으므로 독자가 이러한 관계망을 구성할 수 있다면 분수의 푸른 색감과 종소
리의 전이는 그 정도가 예외적일 수는 있지만 텍스트 세계의 맥락에서는 ‘감
각 가능한 것’으로 수용될 수 있다.
  한편, 시 읽기 과정에서 독자가 전경화한 대상의 감각적 특성이 텍스트 세
계의 맥락에서 독자에게 적합한 것으로 수용된다고 할 때, 여기서 텍스트 세
계는 단숨에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시의 언어를 따라 점진적으로 발견・적
용・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며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수용미학자인 이저는 이

109) 작품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하이한 모색(暮色)속에 피어 있는 / 산협촌(山峽村)의 고독한 그림 속으로 / 파─란 역

등(驛燈)을 달은 마차가 한 대 잠기어 가고 / 바다를 향한 산마룻길에 / 우두커니 서 
있는 전신주 위엔 / 지나가던 구름이 하나 새빨간 노을에 젖어 있었다. // 바람에 불리
우는 작은 집들이 창을 내리고 / 갈대밭에 묻히인 돌다리 아래선 / 작은 시내가 물방
울을 굴리고 // 안개 자욱─한 화원지(花園地)의 벤치 위엔 / 한낮에 소녀들이 남기고 
간 / 가벼운 웃음과 시들은 꽃다발이 흩어져 있다. // 외인묘지의 어두운 수풀 뒤엔 / 
밤새도록 가느란 별빛이 내리고. // 공백한 하늘에 걸려 있는 촌락의 시계가 / 여윈 손
길을 저어 열시를 가리키면 / 날카로운 고탑(古塔)같이 언덕 위에 솟아 있는 / 퇴색한 
성교당의 지붕 위에선 /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김광균, 김학동・이민호 편
(2002), 앞의 책, pp.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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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지평은 전경에 서 있는 것에 각각 특정한 윤곽(Kontur)을 부여한다. 왜냐하
면 윤곽은 형태(Form)의 결정적인 예비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관점전
환은 이 형태가 하나의 지평으로서 다시 새로운 형태에 대한 윤곽이 되고 조
건 지우기 위해서, 배경으로 물러나면, 이 형태는 다시 탈차별화하기 시작한
다. (…중략…) 편력하는 관점은 자신이 종합하는 작업으로 텍스트를 독자 의
식 속에서 하나의 관계망(Beziehungsnetz)으로 펼친다.”110)

  전경화된 대상으로부터 배경과의 접점이 되는 윤곽을 설정함으로써 일차적
인 형태를 구성하고, 이러한 형태가 작품 이해의 과정에서 확장되면서 또 다
른 윤곽 설정을 거쳐 새로운 형태로 변화되는 과정은 본질적으로 부분적・과
정적인 것이며, 독자에 따라 초점화된 방향성을 갖는 것이기도 하다. 이로 인
해, 독자가 시를 읽으며 구성하는 대상들의 관계망은 해명하기 어려운 감각적 
특성이나 관계 가능성을 제외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외인촌>의 경우 독자가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라는 표현에서 색과 소리의 전이에 따른 대
상의 선명함과 역동성에 주목한다면, 상대적으로 텍스트 세계가 환기하는 ‘불
투명성’이나 ‘퇴색함’의 관계 가능성111)은 제한적으로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
다. 이는 감각 대상의 적합성에 대한 독자의 수용은 텍스트 세계에 대한 잠재
적인 관계 가능성을 맹점으로 잔존시키는 “가시태와 비가시태의 공속(公屬

)”112)의 구조로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10) W. Iser(1976), 이유선 역(1993), 독서행위, 신원문화사, pp.197-198.
111) 오형엽은 <외인촌>에서 ‘하이한 모색’과 ‘파란 역등’의 결합, ‘구름’과 ‘새빨간 노을’

의 결합, ‘자욱한 안개’와 ‘시들은 꽃다발’의 결합은 혼합적 색감이나 질감을 통해 불투
명성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불투명성의 이미지는 ‘젖어 있다’, 
‘우두커니 서 있다’, ‘흩어진다’와 같은 표현들과 결합하며 조락하고 퇴색하는 분위기나 
고독하고 감상적인 정서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반면, 6연에서의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
른 종소리’는 ‘아침’이라는 시간적 변화와 더불어 불투명성과 퇴색함의 관계망에서 벗어
나 기하학적이고 입체적인 이미지와 건조한 정서를 회복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오
형엽(2014), ｢김광균 시의 구조화 원리 연구 –정서와 이미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22(2), 국제비교한국학회, pp.271-273.

112) M. Collot(1989), 앞의 책,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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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와 습관의 연계를 통한 감각 주체의 고유성 수용

  시 읽기 과정에서 독자가 감각 가능한 것으로 환기하는 대상들은 텍스트 세
계 안에서 그것을 지각하고 서술하는 주체와의 내재적인 관계를 함축한다.113) 
비록, 시의 언어를 통해 환기되는 가상의 주체라 할지라도 시에서 전경화되는 
대상은 그것의 특성을 오감을 동원하여 포착하는 신체의 위상을 지시하며, 독
자는 그렇게 지시되는 자리에 자신의 감각 경험을 투사하면서 대상의 감각적 
특성이 갖는 정서적이거나 인식적인 의미를 구체화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투사는 비어 있는 신체가 아니라 대상에 대한 지각을 자신의 언어로 서술하는 
타자의 신체를 향해 있다는 점에서 시 읽기에서 감각적 체험은 궁극적으로 텍
스트 세계에 거주하는 타자의 정체성에 대한 상호주관적인 이해와 연관된다.
  정지용의 <카페 프란스>(1926)114)에서 밤에 내리는 비가 ‘뱀눈처럼 가늘다’
는 구절을 읽으며, 독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의 으스스한 풍경을 환기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에서 비를 ‘뱀눈’처럼 보는 시선은 여전히 독자 자신
이 아니라 ‘나라도 집도 없이’ 근대화된 낯선 도시의 밤거리를 헤매는 존재의 
시선으로 남는다. 따라서 이 시에 대한 독자의 감각적 체험은 텍스트 세계의 
맥락을 고려할수록 밤비에 대한 독자 자신의 감각 경험을 재인하는 것을 넘어 
“이국땅에 ‘이식된 존재’들이 갖는 삶에 대한 이질감과 버거움, 두려움”115)이 
투영된 감각 경험에 대한 이해로 확장될 수 있다. 독자의 관점에서 이는 시의 

113) “체험된 이미지의 차원에서 볼 때, 객체와 주체의 상관성은 전적이다. 그것들(객체와 
주체)을 구분한다는 것은 상상력의 통일성을 알지 못하는 소행이며, 체험된 시가 갖는 
특권을 저버리는 일이다.” G. Bachelard(1943), 정영란 역(2001), 공기와 꿈 –운동에 
관한 상상력, 이학사, p.224.

114) 작품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옮겨다 심은 종려나무 밑에 / 빗두루 슨 장명등, / 카 란스에 가쟈. // 이놈은 루

바쉬카 / 또 한놈은 보헤미안 넥타이 / 뻣적 마른 놈이 압장을 섰다. // 밤비는 뱀눈
처럼 가는데 / 페이브멘트에 흐늙이는 불빛 / 카 란스에 가쟈. // 이 놈의 머리는 
빗두른 능금 / 또 한놈의 심장은 벌레 먹은 장미 / 제비처럼 젖은 놈이 뛰여 간다. // 
오오 패롵(鸚鵡) 서방! 꾿 이브닝! // 꾿 이브닝!(이 친구 어떠하시오?) // 울금향 
아가씨는 이밤에도 / 경사 커─틴 밑에서 조시는구료! // 나는 자작의 아들도 아모것도 
아니란다. / 남달리 손이 히여서 슬프구나! / 나는 나라도 집도 없단다 / 대리석 테이
블에 닷는 내뺌이 슬프구나! // 오오, 이국종강아지야 / 내발을 빨어다오. / 내발을 빨
어다오.(정지용, 김학동 편(2003), 정지용 전집 1, 민음사, pp.15-16.)

115) 김신정(1998), ｢정지용 시 연구 : ‘감각’의 의미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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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를 통해 감각 주체116)가 텍스트 세계 내에 자리하는 지점을 가정하고, 이
를 기준으로 대상에 대한 주체의 행위를 구체화하며, 텍스트 세계 안에서 감
각 주체가 발현하는 고유한 정체성을 수용하는 과정이 된다.
  감각 경험은 본질적으로 신체적인 현상이다. 여기서 신체적이라는 것은 수
용기상의 자극과 신경처리로 이루어지는 무의식적이고 생리적인 과정만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니다. 감각 경험은 언제나 세계 속에서 나의 고유한 신체의 행
위 속에서 발생하며, 삶이라는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다. 발이 못에 찔렸을 때, 나는 발에 있는 특정한 수용기를 그 아픔의 원인이
라고 진단하지 않는다. 단지, 그 고통이 못과 연결된 발에서 오면서 나는 ‘나
의 발이 아프다’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애꿎은 못에게 
화풀이를 하거나 서둘러 발을 소독하려 할 것이다. 여기서 ‘고통’은 외부 자극
에 의한 신체의 훼손뿐만 아니라 나의 신체와 세계 사이의 상호적 연관117), 
그리고 신체를 통한 세계 안에서의 행위 가능성을 바탕으로 체험된다.
  세계와 삶의 연관을 고려할 때 우리의 신체는 단순히 일정한 공간 속에서 
병존된 기관들이 모인 결과로 이해될 수 없다. 신체는 자신을 구성하는 일체
의 기관들을 하나로 통합하며 지속하는 것이자, 특정한 행위와 운동 속에서 
세계와 소통하는 것이고, 그러한 소통의 축적을 습관화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116) 감각적 체험 과정에서 독자가 환기하는 주체는 주로 자신의 감각 경험을 서술하여 전
달하는 화자가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화자가 아니라 감각 주체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
은 감각적 체험 과정에서 독자가 대상과 연관 지어 환기하는 주체는 대상에 대해 발화
하는 존재를 넘어 텍스트 세계에 거주하면서 대상을 그 자신의 신체로 지각하고, 그에 
대한 경험을 피화자에게 공유하는 존재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발화하는 기능으로서
의 화자의 위상을 벗어나는 측면을 갖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의 언어로부터 독자가 환
기할 수 있는 감각 주체는 발화의 주체뿐만 아니라 발화를 통해 묘사되는 주체나 암시
되는 주체를 포함할 수 있으며, 때로는 텍스트 외적 주체인 시인이나 독자 자신으로 대
체되기도 한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하에서는 ‘화자’라는 개
념은 시적 발화의 주체라는 다소 기능적인 의미로 한정하고, 감각 대상에 대한 텍스트 
세계 내적인 지각 주체이자 서술 주체는 ‘감각 주체’로 지칭하였다.

117) “감각하는 자와 감각적인 것은 두 개의 외항으로서 대면하지 않으며, 감각은 감각적
인 것이 감각하는 자로 침투함이 아니다. 색의 기초가 되는 것은 나의 시선이고 대상의 
형태의 기초가 되는 것은 나의 손 운동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의 시선은 색과 한 
쌍을 이루고 나의 손은 단단함과 부드러움과 한 쌍을 이루며, 감각의 주체와 감각적인 
것 사이의 이러한 교환에서 우리는 하나의 능동, 다른 하나는 수동적이라고, 하나가 다
른 하나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말할 수 없다.” M. Merleau-Ponty(1945), 앞의 책, 
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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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근본적인 기반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메를로-퐁티는 신체는 
“모든 나머지 습관들을 조건짓는 원초적 습관이고 나머지 습관들이 이해되게 
되는 습관”118)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나의 신체가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좌표와의 관계에 의해 규정된 위치를 갖는다는 사실을 넘어서는 함의
를 갖는다. 이미 그러한 위치에서 우리의 신체는 특정한 습관을 기반으로 “최
초의 정돈의 정착, 대상을 향한 능동적 신체의 정박, 자기 과제를 맞이하
는”119) 상황 속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체는 항상 습관화되어 있
는 신체이며, 고유한 정체성을 발현하는 신체로서 존재한다.120)

  감각 경험이 갖는 신체적인 본질은 언어에도 적용될 수 있다. 세계 속에서
의 삶을 배경으로 할 때 언어라는 것 또한 이미 형성된 사고를 단순 반복하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발화나 글쓰기라는 소통
적 행위를 통해 습관화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언어를 사용한다
는 것은 단순히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말하는 주체로서 내가 사는 세계
에 대해 참여하는 것이고 그러한 참여의 방식을 타인들에게 드러내는 성격을 
갖게 된다. 즉, 언어의 주체는 동시에 발화하는 신체이기도 한 것이다.121) 
  이런 맥락에서 시 읽기 과정에서 독자가 특정한 발화로부터 감각 가능한 대
상을 환기하는 것은 이미 텍스트 세계에 참여하는 감각 주체의 신체와 습관에 
대한 접근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독자가 감각 가능한 대상
들을 환기하도록 하는 발화들은 감각 주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독자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근거를 확인하며 가정할 수 있는 
정보를 드러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자가 특정한 대상의 시각적 특성을 묘

118) M. Merleau-Ponty(1945), 앞의 책, p.155.
119) 위의 책, p.168.
120) 존슨은 신체를 단순한 사물로 취급하는 상식적 개념은 의미・사고・마음이 우리의 신

체와 밀접하게 연결된 것임을 간과하게 만든다고 지적하면서 살아있는 신체가 갖는 다
층적인 위상을 ①생물학적 유기체로서의 신체: 환경을 지각하고 반응하고 변형시킬 수 
있는 신체, ②생태학적 신체: 환경과 분리되지 않는 신체, ③현상학적 신체: 실생활로 
실현시키고 경험하는 신체, ④사회적 신체: 경험의 간주간적 관계와 조종으로 구성되는 
신체, ⑤문화적 신체: 문화적 인공물, 관행, 기관, 의식, 상호작용의 방식에 의해 구성되
는 신체로 정리한다. M. Johnson(2007), 앞의 책, pp.416-420.

121) “언사는 참다운 동작이고 동작이 자신의 의미를 포함하듯 언사도 자신의 의미를 포함
한다. 이것이 바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중략…) 내가 우선 의사소통하
는 것은 ‘표상들’이나 사고들이 아니라, 말하는 주체이고 어떤 존재 양식이며 그가 겨냥
하는 ‘세계’이다.” M. Merleau-Ponty(1945), 앞의 책, p.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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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는 발화를 접한다면, 감각 주체가 그러한 대상을 볼 수 있는 적절한 능
력, 거리, 시야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다른 대상이 아니라 바로 ‘그 대상’을 
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상에 대한 특수한 태도나 인식을 드러낸다는 가정
을 할 수 있다. 시 읽기 과정에서 감각 주체에 대한 독자의 이와 같은 가정이 
텍스트 세계의 맥락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다면 감각 주체는 텍스트 세계에 
거주하는 유효한 ‘인격(personality)’122)으로서 수용된다.

개 같은 가을이 쳐들어 온다.
매독 같은 가을.
그리고 죽음은, 황혼 그 마비된
한 쪽 다리에 찾아온다.

모든 사물이 습기를 잃고
모든 길들의 경계선이 문드러진다.
레코드에 담긴 옛 가수의 목소리가 시들고
여보세요 죽선이 아니니 죽선이지 죽선아
전화선이 허공에서 수신인을 잃고
한번 떠나간 애인들은 꿈에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그리고 괴어 있는 기억의 폐수(廢水)가
한없이 말 오줌 냄새를 풍기는 세월의 봉놋방에서
나는 부시시 죽었다 깨어난 목소리로 묻는다.
어디 만큼 왔나 어디까지 가야
강물은 바다가 될 수 있을까.

- 최승자, <개 같은 가을이>(이 時代의 사랑, 1981)123)

122) 여기서의 인격은 셸러(M. Scheler)의 개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셸러는 인격(Person)
은 실체나 사물이 아니며 활동 중심, 활동의 수행자, 활동의 질서체로서 파악되는 것이
라고 설명한다. 인격은 선험적 자아나 자아의 동일성을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라, 사랑
하는 것, 기억하는 것, 사고하는 것, 의욕하는 것, 지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감지하는 
것 등과 같은 정신의 활동을 하나의 전체로 통일시켜 주는 것으로, 인격의 체험은 이러
한 활동들의 수행(Vorvollzug), 공수행(Mitvollzug), 추수행(Nachvollzug)을 통해 가능
하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인격은 항상 한 인간의 구체적인 본질이 되며, 상이한 
활동들 안에서, 그리고 상이한 활동들을 통해서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인재, ｢셸
러의 인격론｣, 진교훈 외(2007), 인격: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인격의 의미, 
서울대학교출판부, pp.15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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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시는 일반적으로 풍요의 계절로 간주하는 가을을 ‘개 같은 가을’로 선언
하며 가을에 대한 독자의 관습화된 기대를 새롭게 자극한다. 여기에 사용되는 
어휘들은 일상어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그 조합은 생경하다. 가을은 ‘매
독’과 같은 것이고, 황혼은 ‘마비된 한 쪽 다리’를 가지며, 길들의 경계선은 
‘문드러진다’. 발화의 주체를 감각 주체로 설정한다면, 병적으로 침윤된 특성
을 갖는 대상들은 감각 주체에게 ‘쳐들어오는’ 것인데, 이는 수신인을 잃은 전
화와 돌아오지 않는 애인이 환기하듯 감각 주체의 고립된 상황과 맞물려 있
다. 즉, 감각 주체가 병균과도 같은 것으로 바라보는 대상들의 침투는 그것을 
용이하게 하는 조건, 다시 말해 행위 가능성이 극도로 위축되어 회피할 수 없
는 상황에 놓인 감각 주체의 고유한 정체성124)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
  기억은 ‘폐수’가 되고, 휴식의 공간이 되어야 할 방에는 ‘말 오줌 냄새’가 
풍기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근근이 버티어 가는 존재에게 가을의 풍요로운 
풍경은 그 자체로 고통을 배가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매독 같은 것’으로
서의 가을의 특성은 텍스트 세계의 맥락에서 ‘감각 가능한 것’으로 수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도저한 절망 속에 있는 감각 주체에게 ‘개 같은 가을’
은 치명적인 질병이며 죽음에 근접하게 하는 것이면서도 죽음 그 자체로서 수
용되지는 않는데, 강물이 바다에 이를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이 있기 때문이
다. ‘개 같은 가을’ 뒤에는 혹독한 겨울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희
망의 실현은 요원한 것으로 보이지만 감각 주체는 ‘죽었다 깨었다’를 반복해 
가며 근근이 버티어 갈 것임을 예감하게 한다. 감각 주체의 정체성에 대한 이
와 같은 가정에 비추어 볼 때 가을은 절대적인 절망을 안겨주는 대상이면서 
동시에 끈질긴 생존의 의지를 확인하게 하는 대상으로 수용될 수 있다.125)

123) 최승자(1981), 이 時代의 사랑, 문학과지성사, p.14.
124) 김이듬은 이와 같은 감각 주체의 정체성을 ‘결여에 대한 의식’으로 ‘돌아오지 않는 애

인들’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익명적 관계의 주체로 설명한다. 김이듬(2015), 한국 현대 
페미니즘시 연구 –고정희・최승자・김혜순의 시를 중심으로, 국학자료원, p.120.

125) 김현은 최승자의 시세계를 ‘게워냄’과 ‘피어남’의 키워드로 요약한 바 있다. 여기서 
게워냄이 삶을 끊임없이 죽음으로 이끄는 병리적인 것들을 시로 토해내는 것이라면, 피
어남은 그러한 병리적인 것 밖에서 살아나기를 희구하는 염원과 관련된다. 최승자 시의 
특징은 후자의 염원이 거의 획득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내가 더이상 나를 죽일 수 없는 
곳에서 꽃피어나기를 바라는 욕망이 시인의 의지의 뿌리가 되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김현(1990), ｢게워냄과 피어남 –최승자의 시세계｣, 말들의 풍경, 문학과지성사, 
pp.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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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가 시 읽기 과정에서 감각 주체의 신체와 습관을 연계해 나가면서 감각 
주체는 단순히 대상에 대한 지각을 서술하는 기능 차원을 넘어, 텍스트 세계
에 거주하며 항상 특정한 행위 속에서 대상과 교섭하는 살아 있는 존재로 구
체화된다. 감각 주체가 수행하는 행위는 정지한 상태에서 지켜보는 것과 같은 
정적인 행위에서, 대상과 접촉하거나 움직이는 등의 동적인 행위, 신체를 직
접 사용하는 구체적인 행위에서 신체의 사용을 가정하는 상상적인 행위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실현될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항상 대상에 대한 무심함, 
낯섦, 두려움, 반가움 등의 태도를 수반하는 것이자 텍스트 세계 안에서 대상
의 전경화를 특정한 사건126)으로 만들게 된다.
  하이데거는 인간이 세계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세계 내부에서 만나게 되
는 존재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배려적으로 교섭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
명한다.127) 여기서 ‘친밀한 관계’나 ‘배려적 교섭’은 인간이 특정한 공간 안에
서 대상과의 거리를 없애면서 방향을 부여하는 일로서 이미 대상에 대한 행위
와 그에 따른 태도의 표명을 포함하는 것이다. 어지러운 책상 위에서 늘 쓰던 
필기도구를 어렵지 않게 찾아 쓸 때 여기에는 이미 책상 위에 놓인 도구들 전
체에 대한 친숙함과 필기도구를 식별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태도가 동시에 작
용한다.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거리를 없애고 방향을 부여하면서 인간은 공간
에 대한 자신의 취향을 실현하는데, 하이데거는 이를 ‘공간적소성(空間適所
性)’으로 지칭한다.128)

  유사한 관점에서 메를로-퐁티는 신체에 습관이 깃드는 것을 공간에 대한 신
체 도식(schéma corporel)129)을 개정하고 갱신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운전에 

126) 로트만(Y. Lotman)은 예술 텍스트에서 사건을 의미론적 영역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주체(persona)의 전위로 설명한다. 감각적 체험의 관점에서 감각 주체의 신체와 습관의 
연계가 진전되는 것은 감각 대상이 텍스트 세계 안에서 전경화되어야 하는 특수한 이유
와 배경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된다. 이는 감각 대상에 대해 관례적으로 가정되는 의미
론적 영역을 확장하거나 전환하는 과정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사건의 개념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Y. Lotman(1970), 앞의 책, p.353.

127) M. Heidegger(1927), 앞의 책, p.136.
128) 위의 책, p.145.
129) 신체 도식은 외모, 신체적 운동, 위치, 판단 등과 관련하여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하

여 가지는 주관적 경험으로 신체상(body image)이라고도 한다. 메를로-퐁티는 신체 도
식을 “상호 감각적 세계에서 나의 자신에 대한 전체적인 의식적 파악”으로 설명한다. 
M. Merleau-Ponty(1945), 앞의 책, pp.16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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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하게 되면 좁은 도로에 진입할 때 그 폭을 차의 너비와 공들여 비교하지
도 않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지팡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지팡이가 지각의 대상이 아니라 신체적 종합의 연장이 되는 것처럼 습관은 세
계를 향한 우리의 능력을 확장시켜 주고, 우리의 신체를 새로운 도구들에 합
병시킴으로써 존재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세계 안에서 신
체를 통한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주위에 신체 도식에서 발원하는 구상이나 동
작의 변화 가능한 범위를 새기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130)

  시 읽기 과정에서 독자가 구성하는 감각 주체는 그 정체성이 텍스트 세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가정될수록 대상과 관련된 자신의 공간적소성을 드러내는 존
재이자, 특정한 공간에 거주하는 존재로서의 면모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독자의 관점에서 이는 감각 주체가 거주하는 텍스트 세계를 추상적인 공간
(Space)에서 특수한 정서적 연관으로 가득한 장소(Place)로 변모시키는 과정
이 된다.131) 이와 같이 텍스트 세계가 감각 주체의 고유한 정체성이 발현되는 
장소가 될 때, 감각 대상과 감각 주체 간의 전체적인 상호작용은 독자에게 충
분한 개연성이나 일종의 필연성을 갖는 것으로 수용될 수 있다.

  여인숙(旅人宿)이라도 국숫집이다
  모밀가루포대가 그득하니 쌓인 웃간은 들믄들믄 더웁기도 하다
  나는 낡은 국수분틀과 그즈런히 나가 누워서
  구석에 데굴데굴하는 목침(木枕)들을 베여보며
  이 산(山)골에 들어와서 이 목침(木枕)들에 새까마니 때를 올리고 간 사람들
을 생각한다
  그 사람들의 얼골과 생업(生業)과 마음들을 생각해본다

- 백석, <산숙(山宿)>(조광, 1938.3.)132)

130) M. Merleau-Ponty(1945), 앞의 책, pp.228-229.
131) 이-푸 투안(Yi-Fu Tuan)은 ‘공간’과 ‘장소’는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하며, 공간은 

장소보다 추상적이며 우리가 공간을 더 잘 알게 되고 공간에 가치를 부여하게 됨에 따
라 공간은 장소가 된다고 설명한다. 즉, 장소는 환경에 대한 인간의 지각, 태도, 가치가 
맞물려 있는 공간으로서 놀라움, 애착, 가치, 편안함, 친숙함, 충실함 등의 정서적 가치
를 갖는다는 것이다. 장소가 갖는 이러한 특성을 이-푸 투안은 공간(topos)과 사랑
(philia)을 뜻하는 그리스어를 합성한 개념인 ‘토포필리아(Topophilia)’로 지칭한다. Y. 
Tuan(1977), 구동회・심승희 공역(2007), 공간과 장소, 대윤, p.19; Y. Tuan(1990), 
이옥진 역(2011), 토포필리아 –환경 지각, 태도, 가치의 연구, 에코리브르,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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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숫집을 겸하는 산 속 여인숙에서의 한 일화를 묘사하고 있는 위의 시에서 
발화의 주체를 감각 주체로 가정한다면, 감각 주체가 친근한 시선으로 방 안
의 사물들을 둘러보는 행위를 환기할 수 있다. 여인숙이라고 하면 집만큼 편
하지 않을 게 분명하지만, 감각 주체는 구태여 낯섦이나 어색함을 드러내기보
다는 윗간의 온도를 느끼고 국수분틀과 나란히 누워 보거나 목침을 베어 보면
서 무료한 시간을 달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여인숙이라는 공간에서 
흔히 경험할 법한 상황은 감각 주체의 시선이 목침에 묻은 새까만 때를 발견
하면서 변모한다. 여인숙에 자주 들락거리는 누군가라면 무심히 넘길 수도 있
고, 결벽증이 심한 사람이라면 몸서리를 칠 수도 있는 대상을 대하며 감각 주
체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과 생업과 마음들을 생각해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도에서 <산숙>의 감각 주체는 목침에서 발견할 수 있는 흔적
에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고, 사람의 얼굴로부터 다시 그 사람의 생활환경
을, 나아가 그들이 지니는 마음까지 떠올릴 수 있는 존재로 가정되며, 그러한 
고유한 정체성을 경유하여 여인숙은 그저 스쳐지나가는 무료한 공간이 아니라 
인간적인 교류의 역사로 가득한 장소가 된다. 이런 맥락에서 여인숙이라는 일
반적인 공간을 구태여 “여인숙‘이라도’ 국숫집”인 특색 있는 공간으로 발견하
는 사소한 상호작용 또한 텍스트 세계에 비추어 충분한 개연성을 갖는 것으로 
수용될 수 있다.
  시 읽기 과정에서 감각 주체의 신체와 습관을 연계하는 과정은 감각 주체의 
고유한 정체성에 대한 독자의 가정이 텍스트 세계의 맥락에 충분히 부합하게 
됨면서 확증의 수준으로 진전될 때 종결된다. 이 과정에서 감각 주체의 정체
성이 갖는 ‘고유함’은 일상적인 감각 경험에서 발현되는 독자 자신의 정체성
과의 비교 속에서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사르트르는 주체와 타자의 관계 맺음은 세 가지 양상을 갖는 것으로 설명한
다. 첫째는, 주체가 타자를 사물처럼 대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스쳐 지나
가는 사람들에 대한 시각적 경험처럼 ‘나’ 자신과 다른 존재를 하나의 인형-
객체로 대하는 양상이다. 여기서 세계의 중심은 여전히 ‘나’로서 유지된다. 둘
째는, 주체가 타자를 자신과 동일한 인간으로서 대하는 것으로 여기서 타자는 

132) 백석, 고형진 편(2007), 앞의 책,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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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와 동일하게 그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를 갖는 존재가 되기에 세계의 
중심으로서의 ‘나’의 지위는 상실된다. 셋째는, 타자의 시선에 의해 주체가 객
체화되는 것으로 여기서 세계의 중심으로 ‘나’의 지위는 와해된다. 사르트르는 
주체와 타자의 관계는 이와 같이 ‘바라보는 것’과 ‘바라보이는 것’이 교차하는 
현상 또는 세상의 중심으로 ‘나’의 지위가 승격(transfiguration)되고 강등(dé
gradation)되는 투쟁과 갈등의 현상으로 설명한다.133) 
  이러한 구도에서 감각 주체의 고유한 정체성에 대한 독자의 수용 과정 또한 
일차적으로는 시의 언어로부터 환기되는 비어 있는 신체를 확인하는 데 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독자가 텍스트 세계의 맥락을 고려하며 대상에 
대한 감각 주체의 행위를 구체화할 때, 이러한 양상은 점차 세계를 살아가는 
독자 자신과 동일한 주체 나아가 독자 자신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체
를 구성하는 양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 변화의 가능성은 독자가 
상상 활동에 대해 절대적인 자유를 갖는 자신의 책임134)을 감각 주체라는 타
자에게 이양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제한된다. 이는 감각 주체의 고유한 정체
성에 대한 독자의 수용은 시의 언어를 통해 “자아성과 낯설음의 타당한 의미
가 공존할 수 있는 타당한 환경(juste millieu)”135)을 마련하는 구조로 실현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형식과 질서의 연계를 통한 감각 매개의 관점성 수용

  시 읽기에서 감각적 체험은 시의 언어를 근거로 발생한다. 여기서 시의 언
어는 감각 주체 및 감각 대상과 관련된 상상 활동의 소재를 제공하면서, 상상 
활동의 경로를 일정하게 조율하는 형식화된 매개로 작용한다. 독자가 감각적 
체험 내용에 몰입해 있을 때 시의 언어가 갖는 이러한 매개 작용은 뚜렷하게 
의식되지 않는다. 그러나 감각 경험의 투사 과정에서 시의 언어는 지속적인 

133) 변광배(2004), 장 폴 사르트르 –시선과 타자, 살림출판사, pp.23-36.
134) 바슐라르(G. Bachelard)는 한 세계를 스스로 상상하는 것은 세계에 대해 정신도덕적

인 책임을 지는 행위라고 설명하며, 상상 세계의 모든 인과성의 법칙은 책임성의 법칙
이라고 설명한다. G. Bachelard(1943), 앞의 책, p.176.

135) R. Kearney(2002), 이지영 역(2004), 이방인・신・괴물, 개마고원,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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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의 대상이 되며, 감각적 특성의 의미화를 위해서는 독자가 환기한 이미지
가 시의 언어가 제안하는 순서, 방향, 초점, 위계 등에 적합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독자의 관점에서 이는 시의 언어를 이미지의 감각적 특성을 조건 짓는 
형식으로서 발견하고, 형식들이 제안하는 상상의 경로를 구체화하며, 독자 자
신의 감각적 체험이 이루어지는 선별적인 기반을 수용하는 과정이 된다.
  감각 경험이 관계적이고, 신체적이라는 것에는 ‘형태’와 ‘습관’의 매개를 통
해 그것이 수용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여기서 형태나 습관은 세계와 
인간 사이의 감각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본원적인 구조라는 점에서 그것의 매
개적 본질이 일상적으로 자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감각 경험이 발생하는 환
경을 임의로 조작할 때 우리의 신체가 점차 적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본원적인 매개들조차도 항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잠재적인 변화 
가능성을 갖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형태 심리학자 베르트하이머(M. Wertheimer)의 실험에 따르면 피실험자가 
있는 방을 45도에서 직각을 유지하면서 비추는 거울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임의적인 환경을 만들면, 처음에는 방이 비스듬해지는 것을 보다가 몇 분 후
에는 비스듬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보였던 사물들이 수직으로 떨어지고, 움직
이는 사람은 한 면에 기대어 걷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고 한다. 메를로-퐁티는 
이러한 실험 결과를 신체의 정위와 같이 명증한 사실로 체험되는 것 또한 주
체의 전체적 행위에 의해 구성됨을 보여주는 것으로 설명한다. 광경의 정위에 
있어 중요한 것은 “가능한 행동의 체계로서의 나의 신체, 즉 현상적 ‘장소’가 
그 과제와 상황에 의해 규정되는 잠재적 신체”136)라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의 잠재적 신체는 주체의 전체적 행위의 역사와 맞물려 있는 
것이므로 임의적이고 우연적인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메를로-퐁티는 이를 
잠재적 신체가 대상과 만나는 ‘각도’의 작용으로 설명한다. 얼굴이 180도로 
뒤집힌 사진을 보고 그 사람을 즉각 인지해 내기 어려운 것은 비록 경험적으
로 얼굴들이 엄밀하게 수직적인 위치에서 자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
도, 우리의 신체는 얼굴을 바라보는 특정한 각도에 입각하여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137) 따라서 감각 경험이 갖는 매개적 성격

136) M. Merleau-Ponty(1945), 앞의 책, p.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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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각하는 것은 감각 경험이 항상 특정한 각도로 정향되어 있다는 것을 이
해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각도는 감각 경험을 옳고 그름이 존재하는 특정한 
가치 질서로 편입시킨다는 것을 이해하는 과정이 된다.
  현상적인 관점에서 감각 자극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거기에 옳고 그름
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문화적 의미로 가득 찬 세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지각한 바로 그것이 옳은 것이거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특정
한 가치 기준에 입각하여 끊임없이 되묻고 확인하게 된다. 베르트하이머의 실
험에서 피실험자가 지각한 풍경은 단지 자신에게 주어진 감각 자극 자체에 충
실한 결과일 수 있으나 ‘객관적 사실’이라는 가치 기준에 입각하게 되면 그것
은 착시이며 교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해변에 앉아서 지평선에 
걸린 달을 눈으로 볼 때 평소보다 크게 보이는 것은 감정적인 욕구를 충족시
켜준다는 점에서 그것의 실상과 무관하게 자연스러운 것이 될 수 있다. 이 경
우, 망원경으로 달을 들여다봄으로써 그 크기가 평상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더라도 눈으로 보았을 때의 감동이 퇴색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의 가
치 기준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감정의 투사 가능성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매개적인 현상으로서 감각 경험은 그것이 편입되는 가치 질서에 따
라 다른 의미를 부여받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예술 영역과 관련해서는 시
각(vision)과 시각성(visuality)의 연관138)을 보여주는 원근법에서 그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하게 된다.139) 
  원근법(Perspektive)은 서구의 르네상스기에 발견된 것으로 시야의 중심을 
한 점으로 간주하고, 이 점을 그려져야 할 입체구축물의 특징적인 개개의 점
들과 연결하는 시각피라미드(Sehpyramide)를 만든 후 이 시각피라미드의 한 

137) M. Merleau-Ponty(1945), 앞의 책, p.384.
138) 포스터(H. Foster)는 시각과 시각성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비록 시각은 

어떤 신체적인 작용으로서의 시선(sight)을 연상시키고 또 시각성은 어떤 사회적인 사실
로서의 시선을 연상시킨다고 할지라도, 이 두 개념이 마치 자연이 문화에 대립되는 것
처럼, 서로 대립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시각은 사회적이고 역사적이기도 하며, 또 
시각성은 신체와 정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또한 시각과 시각성이 서로 
동일한 것도 아니다. (…중략…) 그 차이란 시선의 메커니즘과 시선의 역사적인 테크닉
들 사이의 차이이며, 시각의 데이터들과 시각의 담론적 규정들 사이의 차이이다.” H. 
Foster(ed)(1988), 최연희 역(2004), 시각과 시각성, 경성대학교 출판부, pp.7-8.

139) 이하 원근법에 대한 설명은 E. Panofsky(1998), 심철민 역(2014), 상징형식으로서의 
원근법, 도서출판 b, pp.8-2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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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면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기하학적 작도법이다. 여기에는 방형(方形)의 단
면들이나 화면 내 깊이 방향의 선들이 시중심(Augenpunkt)에서 만나며, 어떠
한 방향을 취하든 간에 여러 평행선들은 하나의 공통된 소실점을 갖는 법칙이 
적용된다. 파노프스키(E. Panofsky)는 이와 같은 중앙투시원근법(Zentralpers
pektive)은 무한하고 연속적이며 등질적인 공간을 가정하며 이를 보증하기 위
해 우리가 고정된 한 눈으로 대상을 보고 있으며, 원근법에 의해 포착되는 횡
단면이 우리의 시상에 상응하는 재현이라는 것을 전제한다고 설명한다. 덧붙
여 원근법은 직접적인 지각공간이 항상 ‘이방적(異方的)’이고 ‘부등질’하며 우
리는 그것을 항상 움직이는 두 눈으로 본다는 사실을 도외시한다는 점에서 현
실을 지나치게 추상해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런 맥락에서 파노프스키는 
근대의 원근법은 완전히 합리적인 ‘체계 공간’에 대한 사유를 반영하는 것으
로 정서적 의미 내용이 구체적인 감성적 기호와 결부되고, 이 기호에 내면적
으로 동화되는 상징형식(symbolische Formen)의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시각 영역에서 원근법에 관한 논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감각 가능한 것’
으로 간주하는 특성이 실은 특수한 ‘감각하는 방식’을 통해 매개된 것이며 이
러한 ‘감각하는 방식’은 그 자체 안에 세계에 대한 특정한 가치 기준을 내포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근대에 이르러 이러한 특징을 가장 주도적으로 
드러낸 것은 시각 영역이었지만, 감각사적 관점에서 보면 시각뿐만 아니라 모
든 감각은 나름의 방식으로 세계관이나 집단적 정체성의 반영, 제도의 변혁, 
새로운 문화의 창출 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140) 
  이런 맥락에서 시 읽기 과정에서 독자가 이미지를 감각 가능한 것으로 환기
하는 것 또한 시의 언어가 갖는 형식화된 매개 작용에 따라 상상 활동을 전개
하는 것이며, 그러한 매개 작용에 내포된 가치 기준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성
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141) 

140) 스미스(M. M. Smith)는 근대 시기에 청각은 의학의 발전에 결정적이었으며, 국가
적・계급적 정체성을 가르는 기준으로 작용하였고, 침묵과 관련된 새로운 문화적・정치
적 행위를 생성하였으며, 청각의 통제와 관련된 제도들을 낳는 등 현대성을 다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한다. M. M. Smith(2008), 김상훈 역(2010), 감각의 역
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pp.80-113 참고.

141) 이는 감각적 체험의 과정에서 독자가 이미지를 감각 가능한 것으로 환기하기 위해서
는 일차적으로는 시의 언어가 제안하는 표상의 경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에 
내포된 가치 기준을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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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론적인 관점에서 독자가 시를 읽으며 감각 가능한 이미지를 환기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매개는 시를 구성하는 언어적・비언어적 기호 전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 읽기에서 감각적 체험의 내용이 되는 이미지는 독자
의 감각 경험 투사와 감각적 특성의 의미화의 결과물임을 감안할 때, 그것을 
주도적으로 매개하는 형식 또한 독자에게 더욱 강한 심리적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문화적인 가치 기준과 풍부하게 연계될 수 있는 언어 단위들, 다시 말
해 심미적으로 형식화된 언어 단위들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문학 영역에서 형식이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며 문학적 장르
나 유형을 가리키거나 작품의 본질적인 구성 원리를 가리키기도 한다.142) 시
의 영역에서는 주로 어조, 음조, 운율, 어휘, 음량, 율격, 속도, 분위기, 목소
리, 말하기, 결, 구조, 특질, 구문, 언어 사용역, 관점, 구두법 등이 형식의 사
례로 제시되며143), 시 읽기 과정에서 독자의 감각적 체험을 매개하는 심미적
으로 형식화된 언어 단위들 또한 이러한 사례를 포함한다. 그러나 독자의 감
각적 체험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형식들의 목록이 아니라 형식들이 텍스
트 세계의 맥락과 유기적으로 연동되며 독자가 감각 가능한 이미지를 환기하
는 데 있어 미치는 조율 작용을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듀이는 인간의 경험과 관련하여 형식을 “하나의 사건, 대상, 장면, 상황에 
들어 있는 다양한 조건이나 요소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완결로 이끌어 가는 힘
의 작용”144)으로 정의하고, 예술에서의 형식은 주어진 대상과 관련된 감상자
의 과거 경험들을 변형하고 새로운 패턴으로 통합하도록 하는 자극을 줄 수 
있을 때 심미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한다.145)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독자가 감각 매개로 발견하는 형식은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를 구성하는 
다른 형식들과 전체적으로 연동되어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시 읽기 과정에서 감각 매개의 작용에 대한 독자의 이
해는 감각 가능한 이미지의 환기와 연관된 개별적인 형식들을 발견하는 차원

142) M. H. Abrams(1981), 앞의 책, p.140.
143) T. Eagleton(2007), 박령 역(2010), 시를 어떻게 읽을까, 경성대학교출판부, 

pp.123-124.
144) J. Dewey(1934a), 앞의 책, pp.282-283.
145) 위의 책, p.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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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점차 텍스트 세계의 맥락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형식들의 전체적인 작
용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이는 형식들의 매개 작용에 내포된 가치 
기준을 질서화하는 과정이 된다. 여기서 가치 질서란 기본적으로는 특정한 감
각적 특성은 두드러지게 하면서도 그 외의 감각적 특성은 의도적으로 배제하
도록 하는 언어의 조직146)으로서, 독자에게는 감각 경험에 대한 특정한 관
점147)을 수용하도록 추동하는 텍스트 세계의 규칙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김종삼의 <묵화(墨畫)>(1969)148)에서 소의 목덜미에 할머니의 손이 “얹혀졌
다”는 피동형의 서술어는 독자에게 인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감각 경험의 
관례적인 조건을 벗어나 할머니와 교감하는 소의 신체, 소의 신체에 닿은 할
머니의 손의 촉감을 상상하게 한다. 이처럼 촉각적 감각의 전이에 대해 독자
가 ‘자연스럽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조건들(유사하거나 동등한 신체・지위・
능력 등)이 짧은 진술 속에서 순간적으로 해제됨으로써 소와 할머니의 관계는 
부려지고 부리는 관계가 아니라 위로하고 교감하는 관계로 수용되도록 추동된
다. 형식에 내포된 이와 같은 가치 기준은 ‘함께 ~했다고’, ‘서로 ~했다고’, 
‘서로 ~하다고’와 같은 표현들과 연동되어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끈끈
한 연대의 역사라는 가치 질서로 구축된다고 할 수 있다.

146) 여기서의 가치 질서는 손탁(S. Sontag)이 형식들의 전체적인 심미화 작용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제안한 ‘스타일(style)’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손탁은 기술적인 관점에
서 스타일은 형식을 배치하는 예술가 고유의 어법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것의 본질적인 
의의는 감상자가 무엇을 어떻게 인지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인
식론상의 결정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타일을 결정한다는 것은 감상자의 주
의를 무언가에 집중시킴으로써 주의를 좁히는 행위이자 감상자에게 다른 것을 보지 못
하게 하는 행위가 되며, 이러한 초점화는 감상자에게 강렬함, 권위, 지혜를 전해줄 수 
있는가에 따라 그 심미적 가치의 수용여부가 결정된다. S. Sontag(1966), ｢스타일에 대
해｣, 이민아 역(2002), 해석에 반대한다, 이후, pp.64-67.

147) 이저는 독서 행위는 작가가 설계한 세계에 대한 시점적인 관찰의 성격을 갖는다고 설
명한다. 작가에 의해 설계된 세계는 독자에게 텍스트 구조로서 주어지는 것인데, 이러
한 구조는 독자가 텍스트의 시점들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Blickpunkt)을 갖도
록 강요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텍스트를 통해 구조적으로 가정된 독자 역할은 
서로 갈라져 가는 텍스트 시점들의 기준구심점을 시점성(Perspektivität)의 체계로 종합
하여, 개별 시점에서 각각 재현된 의미가 동시에 드러나게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W. 
Iser(1976), 앞의 책, p.78.

148) 작품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물먹는 소 목덜미에 //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 이 하루도 // 함께 지났다고, // 서

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 서로 적막하다고,(김종삼, 김종삼전집편찬위원회 편(2018), 
앞의 책, p.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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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독자는 시에 제시된 개별적인 형식들을 연동해 가며 시의 언어가 내
포하는 특수한 가치 기준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감각하는 방식’에 대
한 독자의 선이해, 텍스트에 구현된 ‘감각하는 방식’으로서의 형식들에 대한 
이해, 그러한 형식들의 전체적인 연동을 통해 독자가 구축하는 특수한 가치 
질서에 대한 이해가 종합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저는 이를 레퍼
토리(Repertoire), 전략(Strategie), 실현화(Realisation)의 관계로 설명한다.
  레퍼토리는 문학 텍스트에 포낭된 사회문화적 맥락이나 지식으로, 감각적 
체험과 관련해서는 관례적으로 활용되는 ‘감각하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레퍼토리의 확정도는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하나의 가능한 공통점
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이 되지만, 문학 텍스트는 익숙하게 알려진 레퍼토리들
을 아직 알려지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유효성의 약호 전환”149)을 
야기하는 특성을 갖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문학 텍스트에 구현된 레퍼토리는 그것이 생성된 사회・문화적 맥락
을 내포하기 때문에 독자가 레퍼토리를 이해하는 것은 그것이 생성된 사회・
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포괄하게 되며, 이는 레퍼토리가 생성된 유효성의 
지평에 닿아 있지 않은 후대의 독자들이 텍스트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는 원
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저는 레퍼토리 요소는 독자의 지식수준과 
낯선 경험을 받아들이려는 태도, 그리고 개별적인 텍스트의 표현 전략에 대한 
이해를 경유하여 독자에게 최적화(optimieren)150)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149) W. Iser(1976), 앞의 책, p.137.
150) 위의 책, 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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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 윤동주, <자화상>(1939.9.)151)  

  인용한 시를 읽을 때, 제목인 ‘자화상’은 이 시가 화가가 자기 자신을 관찰
하고 성찰하는 것과 같은 고백적인 문학임을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레퍼토리로
서의 형식이 되며, 이러한 자기 응시의 과정이 밝은 조명에서 보는 투명한 거
울이 아니라 달밤의 우물이라는 불투명한 매개로 제시되는 것은 이러한 레퍼
토리가 갖는 유효성을 약호 전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152) 독자는 감각 
주체의 시선을 따라 ‘우물 속’을 들여다보고 ‘우물 밖’으로 돌아가는 구도 속
에서 대상들을 이미지로 환기하게 되는데, 우물 밖이 감각 주체 외에는 어떠
한 사물도 묘사되지 않는 “외딴” 세계라면, 우물 속은 자연물들이 생동하는 
아름다운 세계로 보이며 그 세계에는 “한 사나이”가 산다. 
  우물이 갖는 물질적 성격을 고려하면 우물 밖의 세계와 감각 주체가 우물 
속의 수면에 비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에는’이라는 한정의 의미를 더
해주는 부사격 조사는 독자의 주의를 우물 밖과 단절된 우물 속의 세계에 대
한 상상으로 유도하며, 우물에는 빛의 반사를 통해서는 보일 수 없는 “파아란 
바람”이 분다. 이와 같이 레퍼토리의 유효성을 약호 전환하는 텍스트 전략으
로서의 형식들의 연동 속에서 우물 속에 비친 세계는 일상적인 감각 경험과 
같이 우물 밖 세계의 모사물이 아니라 그것과 대립되는 독자적인 가치를 부여
받는 것으로 수용될 수 있다.

151) 윤동주, 홍장학 편(2005), 윤동주 전집, 문학과지성사, p.102.
152) 김윤식은 의식의 내면화 추구에 있어서 ‘거울’이 아닌 ‘우물’이라는 소재를 선택한 것 

자체가 자기의식의 단절을 넘어서는 꿈의 가능성, 시적 실체로 무한히 확대될 수 있는 
생산적 측면을 고유한 방법으로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김윤식(1996), ｢거울이 되어
버린 자아 –윤동주론｣, 김윤식 선집 5 –시인・작가론, 솔,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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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가 ‘자화상’이라는 레퍼토리의 작용에 주목한다면 이 시에서의 우물의 
작용은 우물 바깥에는 없는 어떤 것을 그려내는 캔버스에 가까운 것으로 실현
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형식들의 작용도 감각 주체가 우물을 통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물 속에 보이는 어둡고 불투명한 수
면 위에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이를 들여다보고 있는 풍경에 대한 
환기를 유도하는 것으로 최적화되는데153), 이와 같은 상상 활동의 경로를 배
경으로 할 때 우물 속 ‘사나이’에 대한 감각 주체의 모순된 감정은 자기 자신
과는 다른 ‘자화상’에 대한 화가의 환멸과 애착을 보여주는 것이 되며154), 6연
의 우물 속 자화상에 대한 묘사에 ‘추억처럼’이라는 부사구가 붙은 이유 또한 
감각 주체에게 우물 속에 그린 자화상이 한때의 순수했던 이상을 투영한 것이
라는 점에서 기억할 만한 것이지만, 그것은 결국 현재의 자신과는 다르다는 

153) 사진판 윤동주 자필 시고전집을 참고할 때, 윤동주는 <자화상>을 여러 번에 걸쳐 
개작하였다. 원고 노트에 실린 작품은 원래 제목이 <외딴우물>이었다가 <자화(自画)>로 
수정한 후 다시 ‘像’을 첨가하여 <자상화(自像画)>로 수정한 흔적이 보인다. <자상화>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실린 <자화상(自画像)>과는 쓰인 어휘나 행과 연의 구성 등
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며 수정 흔적과 시상이 온전히 마무리되지 못한 인상을 준
다는 점에서 완결된 작품이라기보다는 습작 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윤동주는 
시집에 <자화상>을 실은 후 이를 수정하여 문우(文友) 1941년 6월호에 <우물속의 자
상화(自像畵)>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내용 면에서는 <자화상>에서 거의 변화가 없
지만 띄어쓰기를 교정하고, 마지막 연의 ‘하늘이 펄치고’를 ‘하늘이 펄처있고’로 수정한 
부분이 눈에 띈다. 이미 자선 시집에 수록한 시를 의도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보아 시인
의 심미적 지향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개작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
에서 <자화상>이 가리키는 바는 우물을 들여다보고 다시 돌아서는 감각 주체의 모습 
전체라기보다는 우물 속에 그린 감각 주체 자신의 그림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물론, 
이는 개작된 작품을 본래의 작품과 어떤 관계로 놓아야 하는가라는 해석상의 문제를 남
겨두고 있다. 김치성은 텍스트 내적인 완성도와 이미지(像)에 대한 의식 변화를 근거로 
<우물 속의 자상화>를 최종 형태로 보고 있으나, <자화상>과 <자상화>의 차이가 단순
히 당대의 표현 관습의 문제인지 그 자체로 양식상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인지는 불분명
하다. 가장 변별적인 차이는 개작 과정에서 ‘우물 속의’를 제목에 첨가한 부분일 텐데, 
이러한 단서가 시에 대한 상상을 제약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개작으로 보
아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윤동주, 왕신영 외 편(2002), 사
진판 윤동주 자필 시고전집, 민음사, p.292; 김치성(2014), ｢윤동주 시편 「우물 속의 
자상화」 연구｣, 비평문학 53, 한국비평문학회, pp.51-53.

154) 고정희는 화가가 자화상을 그리는 작업은 수많은 관찰과 그에 따라 부유하는 자기 정
체성의 흔적을 담아내는 과정이라는 데 주목하여, 윤동주의 <자화상> 또한 우물이 보여
주는 자기 자신의 이미지에 기대는 동시에 그러한 이미지를 의심하면서 자신에 대한 성
찰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고정희(2018), ｢
자화상을 통한 미술과 문학의 융합 교육｣, 문학치료연구 47, 한국문학치료학회, 
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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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계속해서 그려나갈 수 없는 것이라는 태도로 수용될 수 있다.
  이상의 설명에 기초할 때, 형식과 질서를 연계하는 과정은 관례적인 감각 
조건의 선별적인 부정(Negation)을 예비한다고 할 수 있다. 감각적 체험 과정
에서 형식들의 매개 작용이 ‘감각하는 방식’에 대한 독자의 예상과 기대를 지
연시킴에 따라 독자는 기존의 감각하는 방식과 텍스트에 구현된 감각하는 방
식을 비교하며 ‘감각 가능한 특성’의 의미를 평가하게 된다. 여기서 독자는 감
각하는 방식에 대한 자신의 선이해로 환원되지 않는 형식들의 작용에 대해 자
신의 가치 기준을 새롭게 조정하고 적응시켜야 하는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된
다.155) 이는 감각 매개의 관점성에 대한 독자의 수용은 감각적 특성을 조건 
짓는 형식들이 내포하는 관점, 충동, 욕망, 이념 등의 가치 기준에 비추어 독
자 자신에게 내면화된 가치 기준을 성찰하는 구조로 실현되며, 독자에게 익숙
한 ‘감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감각 경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사유하는 계

기를 내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55) 듀이는 예술 작품의 심미적 형식에 대한 이해는 감상자가 예술가와 마찬가지로 문제
들을 인식하고 직면하며 극복하는 과정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며, 이를 회피할 때 감상
은 그저 순간적 자극이나 피상적인 행위에 그치게 된다고 설명한다. J. Dewey(1934a), 
앞의 책, p.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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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 감상 활동에서 감각적 체험의 양상

  이 장에서는 학습자들의 시 감상 활동 상황에서 감각적 체험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 갖는 적합성을 검토한다. 시 읽기에서 독자의 감각적 체험은 감각 대
상, 감각 주체, 감각 매개와 연관된 체험 층위들이 연계되고 수용될 때 작품
에 대한 심미적 인식에 부합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시 교육에서는 감
각적 체험 구조 내에서의 연계와 수용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이를 통
해 획득된 체험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감상 활동의 원
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기서는 Ⅱ장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감각적 체험의 구
조에 기초한 감상 활동을 설계하고 이에 대한 고등학교 학습자들의 반응 양상
을 분석하였다. 이후 설계기반연구의 방법론이 제안하는 형성적 순환의 과정
에 따라 학습자의 반응 양상 및 현장 교사와 교육 연구자들의 타당성 검토 결
과를 바탕으로 감상 활동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이와 같은 과정을 종합하여 
감각적 체험의 시 교육적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감상 활동 초안에 대한 반응 양상

(1) 감상 활동 초안 설계의 원리

  Ⅱ장에서 구명한 감각적 체험의 구조는 시 읽기 과정에서 독자가 시의 언어
가 환기하는 이미지들에 충실히 감각 경험을 투사하고 시의 전체적인 의미 맥
락에 부합하도록 감각적 특성을 심미화하는 과정을 상정한 것이다. 따라서 여
기서의 독자 역할은 시 텍스트가 제안하는 감각적 체험의 가능성을 총체적으
로 실현해 나가는 내포독자(der implizierte Leser)1)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1) 이저는 허구 텍스트가 그의 가능한 독자들에게 수용조건으로 제공하는 예비기준의 총체
를 구체화하는 독자를 내포독자로 정의한다. 내포독자는 작가와 동일한 약호를 소유하
는 이상독자와 구분되는데, 이상독자는 문학을 통한 소통을 잉여적인 것으로 만들어버
리는 허구적 독자로서 실제의 독서행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설명하지 못한다. 반면, 
내포독자는 문학 텍스트의 구조적 특성으로부터 도출되는 독자 역할이라는 점에서 텍스
트에 대한 역사적・개인적인 활성화를 포괄하는 관계 지평으로 기능할 수 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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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시 교육에서 감각적 체험의 주체는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습독자2)

이며, 감각적 체험은 교수・학습이라는 제한적이고 기획된 소통 환경에서 이
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감각적 체험의 구조를 시 교육에서 실
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체험 층위에서의 중핵적인 요소를 추출하고, 이러한 
요소들에 학습자들이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 전략, 자료 등의 
교육적 비계가 구안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장 조사에서 학습자들에게 제시된 감상 활동의 초안은 
감각 대상, 감각 주체, 감각 매개와 연관된 체험 층위에서의 절차화된 활동들
로 구성하였고3), 지식이나 개념에 대한 별도의 학습을 요구하기보다는 가급적 
학습자 자신의 감상 언어를 사용하여 체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였
다. 같은 맥락에서 교사의 역할도 감상 활동에 관한 안내만을 제공하는 것으
로 최소화하였는데, 이는 작품이나 활동에 대한 교사의 해설이나 부가적인 설
명이 학습자의 감상 방향을 제약할 여지를 줄이고, 학습자가 감각적 체험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체 상황들을 최대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학습자들에게 제시된 감상 활동은 감각적 체험의 구조에 해당하는 전경과 
배경의 연계, 신체와 습관의 연계, 형식과 질서의 연계를 촉진하는 활동 문항,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완결된 형태의 감상문을 작성하는 문항으로 나누어 구
성하였다.4) 감상 활동 초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Iser(1976), 이유선 역(1993), 독서행위, 신원문화사, pp.77-82.
2) 학습독자는 이상적인 독자로의 지향성, 문학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유목적성, 문

학교사에 의해 유도되는 피매개성, 인지적・정의적 발달 단계에 따라 작품에 대한 이해
와 감상의 정도가 달라지는 위계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독자와 구별된다. 김중
신(1997), 문학교육의 이해, 태학사, pp.101-105.

3) Ⅱ장에서 구명한 감각적 체험의 구조는 시 읽기 과정에서 총체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개인적인 시 읽기의 과정에서는 부분적이거나 편향적으로 실현될 수도 있다. 반면, 시 
교육의 상황에서는 문학 경험에 입문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며, 교수・학습이라는 
기획된 상황 속에서 감각적 체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따
라서 감각적 체험의 구조를 이루는 체험 층위들과 연관된 감상 활동이 시 읽기 과정에
서 학습자의 접근 가능성과 교수・학습으로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절차적으로 분화
되어 구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감상 활동은 시의 언어가 환기하는 감각 대
상을 구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감각 주체의 정체성을 가정한 후, 시의 형식이 갖는 표
상 작용을 반성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거쳐 감상문을 작성하는 과정으로 구안하였다.

4) 감상 활동과 감상문 작성을 구분한 것은 학습자가 감각적 체험의 각 층위들을 종합함으
로써 작품에 대한 총체적 이해로 나아가는 과정을 살피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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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활동에 대한 설명5) → ②관심사에 부합하는 작품 선정 → ③작품 읽기 → 
④감각 대상 층위에서의 감상 활동 → ⑤감각 주체 층위에서의 감상 활동 → 
⑥감각 매개 층위에서의 감상 활동 → ⑦감상문 작성

  감상 활동 초안 설계의 주안점은 학습자들이 ‘시적 이미지’에 대한 관습적
인 분석 방식6)에서 벗어나, 시의 언어에 대해 독자 자신의 감각 경험을 다양
한 방식으로 투사하고, 이미지의 감각적 특성을 학습자 자신의 감상 언어로 
의미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활동 문항을 제시한 후, 감각
적 체험의 구조와 연관된 설명을 ‘참고 자료’로 제시하고, 참고 자료의 내용에 
부합하는 감상 활동이 촉진되도록 ‘활용 가능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학습자들의 감각적 체험 양상이 텍스트에 따라 다양하게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6편의 텍스트를 제시한 후 이에 대해 학습자가 자
신의 관심사에 부합하는 텍스트를 1편 골라 감상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였다.7) 
텍스트의 선정 조건은 ①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시인의 작품이면서 교과서에 일
반적으로 실리지 않는 작품, ②이미지의 감각적 특성을 환기할 수 있도록 하
는 텍스트적 요소가 풍부한 작품, ③작품의 소재가 학습자들에게 익숙한 특정

5) 제시된 설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시를 읽으며 보고, 듣고, 냄새 맡는 듯한 실감 나는 체험을 하곤 합니다. 이러

한 체험은 언어를 통한 것이기에 대상을 직접 감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어가 갖는 다
양한 의미 작용을 바탕으로 일상적으로는 스쳐 지나가던 대상을 새롭고, 적확한 방식으
로 감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체험을 여기서는 ‘감각적 체험’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제시될 설문은 시를 읽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감각적 체험
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이를 통해 여러분 스스로 낯선 현대시 작품에 대한 자신만의 감상문을 능동적으로 
작성해 보는 경험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제시될 현대시 작품들은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시인으로 평가를 받는 동시에 언어를 통해 감각의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형상
화한 시인들의 작품입니다. 대부분 “국어”나 “문학” 교과서에 작품이 수록된 적이 있는 
시인들이지만, 여러분에게 제시될 작품들은 교과서에 일반적으로 실리지 않는 작품들이
며 또한 비평사적으로도 완전히 합의된 해석이 도출되지 않은 작품들입니다. 따라서 여
러분들은 감상 과정에 있어 특정한 모범 답안을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되며, 제시된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온전히 자신의 관점에서 감상 활동을 수행하면 됩니다.”

6) 시각, 청각, 후각 등의 감각 작용과 관련하여 이미지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효과를 ‘상
황을 생생하게 그려지게 한다.’, ‘화자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와 같이 도식적으
로 기술하는 분석 방식을 의미한다.

7) 작품의 주제나 소재에 관한 언급이 감상 과정에서 불필요한 선입견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작품의 제목과 연도만 제시하고 자신의 관심사에 부합할 것으로 생각되
는 작품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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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대적 배경이나 역사적 사건으로 온전히 치환되지 않는 작품, ④작품의 
소재, 주제, 창작 시기가 서로 겹치지 않는 작품이었다.8)

8)  감상 활동 초안에 대해 현장 조사에서 학습자들이 선정한 작품 수는 아래와 같다.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제시된 작품 중 ②<도굴>은 선택한 학습자들의 수가 
너무 적어 유의미한 비교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하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작품
 학교  

① ② ③ ④ ⑤ ⑥ 계

S고등학교 3 0 12 8 9 9 41
E고등학교 3 1 5 5 5 5 24

<표 4> 1차 감상 활동에서 작품 선정 양상(단위: 명)

제목 작품 전문

①
백석 

｢통영｣
(1935)

 녯날엔 통제사(統制使)가 있었다는 낡은 항구(港口)의 처녀들에겐 
녯날이 가지 않은 천희(千姬)라는 이름이 많다. / 미역오리같이 말
라서 굴껍지처럼 말없이 사랑하다 죽는다는 / 이 천희(千姬)의 하
나를 나는 어늬 오랜 객주(客主)집의 생선 가시가 있는 마루방에서 
만났다 / 저문 유월(六月)의 바닷가에선 조개도 울을 저녁 소라방
등이 불그레한 마당에 김냄새 나는 비가 나렸다9) 

②
정지용 
｢도굴｣
(1941)

 백일치성(百日致誠) 끝에 산삼(山蔘)은 이내 나서지 않었다  자작
나무 화투ㅅ불에 확근 비추우자  도라지 더덕 취싻 틈에서  산삼
(山蔘)순은 몸짓을 흔들었다 심캐기늙은이는 엽초(葉草) 순쓰래기 
피여 물은채 돌을 벼고 그날밤에사 산삼(山蔘)이 담속 불거진 가슴
팍이에  앙징스럽게 후취(后娶)감어리 처럼 당홍(唐紅)치마를 두르
고 안기는 꿈을 꾸고 났다  모래ㅅ불이운듯 다시 살어난다 경관(警
官)의 한쪽 찌그린 눈과 빠안한 먼 불 사이에 총(銃)견양이 조옥 섰
다  별도 없이 검은 밤에 화약(火藥)불이 당홍(唐紅)물감처럼 곻았
다  다람쥐가 도로로 말려 달어났다.10) 

③
윤동주 

｢흰 
그림자｣
(1942)

 황혼이 짙어지는 길모금에서 / 하루 종일 시든 귀를 가만히 기울
이면 / 땅검의 옮겨지는 발자취 소리, // 발자취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 나는 총명했던가요. // 이제 어리석게도 모든 것을 깨달
은 다음 / 오래 마음 깊은 속에 / 괴로워하던 수많은 나를 / 하나, 
둘 제 고장으로 돌려보내면 / 거리 모퉁이 어둠 속으로 / 소리 없
이 사라지는 흰 그림자, // 흰 그림자들 / 연연히 사랑하던 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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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자들, // 내 모든 것을 돌려보낸 뒤 / 허전히 뒷골목을 돌아 / 
황혼처럼 물드는 내 방으로 돌아오면 // 신념이 깊은 의젓한 양처
럼 / 하루 종일 시름없이 풀포기나 뜯자.11)

④
김종삼 
｢아우
슈뷔츠 

Ⅱ｣
(1977)

 어린 교문(敎門)이 보이고 있었다 / 한 기슭엔 잡초(雜草)가 // 죽
음을 털고 일어나면 / 어린 교문(敎門)이 가까왔다. // 한 기슭엔 
/ 여전(如前) 잡초(雜草)가, / 아침 메뉴를 들고 / 교문(敎門)에서 
뛰어나온 학동(學童)이 / 학부형(學父兄)을 반기는 그림처럼 / 복실 
강아지가 그 뒤에서 조그맣게 쳐다보고 있었다. / 아우슈뷔츠 수용
소(收容所) 철조망(鐵條網) / 기슭엔 / 잡초(雜草)가 무성해 가고 
있었다12) 

⑤
최승자 

｢자화상｣
(1981)

 나는 아무의 제자도 아니며 / 누구의 친구도 못 된다. / 잡초나 
늪 속에서 나쁜 꿈을 꾸는 / 어둠의 자손, 암시에 걸린 육신. // 
어머니 나는 어둠이에요. / 그 옛날 아담과 이브가 / 풀섶에서 일
어난 어느 아침부터 / 긴 몸뚱어리의 슬픔이에요. // 밝은 거리에
서 아이들은 / 새처럼 지저귀며 / 꽃처럼 피어나며 / 햇빛 속에 
저 눈부신 천성(天性)의 사람들 / 저이들이 마시는 순순한 술은 / 
갈라진 이 혀끝에는 맞지 않는구나. / 잡초나 늪 속에 온 몸을 사
려감고 / 내 슬픔의 독(毒)이 전신에 발효하길 기다릴 뿐 // 뱃속
의 아이가 어머니의 사랑을 구하듯 / 하늘 향해 몰래몰래 울면서 / 
나는 태양에의 사악한 꿈을 꾸고 있다.13)

⑥
기형도

｢너무 큰 
등받이 
의자 

–겨울 
판화 7｣
(1988)

 너무 큰 등받이의자 깊숙이 오후, 가늘은 고드름 한 개 앉혀놓고 
조그만 모빌처럼 흔들거리며, 아버지 또 어디로 도망치셨는지. 책상 
위에 조용히 누워 눈뜨고 있는 커다란 물그림 가득 찬란한 햇빛의 
손. 그 속의 나는 모든 것이 커 보이던 나이였다. 수수밥같이 침침
한 마루 얇게 접히며, 학자풍 오후 나란히 짧은 세모잠. 가난한 아
버지, 왜 항상 물그림만 그리셨을까? 낡은 커튼을 열면 양철 추녀 
밑 저벅저벅 걸어오다 불현 듯 멎는 눈의 발, 수염투성이 투명한 
사십. 가난한 아버지, 왜 항상 물그림만 그리셨을까? 그림 밖으로 
나올 때마다 나는 물 묻은 손을 들어 눈부신 겨울 햇살을 차마 만
지지 못하였다. 창문 밑에는 발자국 하나 없고 나뭇가지는 손이 베
일 듯 사나운 은빛이었다. // 아버지, 불쌍한 내 장난감 / 내가 그
린, 물그림 아버지14) 

<표 3> 1차 감상 활동에서의 대상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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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감각 대상의 관계 시각화

  감각 대상 층위에서의 감상 활동은 전경과 배경을 연계하며 대상의 감각적 
특성이 텍스트 세계의 맥락에서 갖는 적합성을 수용하는 과정으로 전개된다. 
여기서의 중핵적인 요소는 ①전경에 해당하는 대상의 발견, ②전경과 배경의 
영향 관계에 대한 이해, ③텍스트 세계의 맥락에서 대상의 적합성 수용이 되
며, ① → ② → ③의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시에 
제시된 대상들이 놓인 전체적인 관계 구도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도
록 하는 계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감상 활동을 위한 교육적 
비계로 감각 대상의 관계를 시각화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문학 감상과 관련하여 시각화(visualization)는 표현상의 명료성과 더불어 
언어의 일차원적 연속을 2차원이나 3차원으로 전환하는 데 용이하다는 점15)

에서 학습자들이 상상한 내용을 정리하고, 언어에 대한 해석 과정에서는 포착
하기 어려웠던 대상의 특성이나 전체적인 상황을 사고하는 데 유용한 전략으
로 간주된다.16) 이런 관점에서, 여기서는 관계 시각화를 학습자가 시 읽기 과
정에서 환기한 대상 간의 관계를 고등학교 수준의 학습자들이 일반적으로 활
용할 수 있는 점, 선, 모양, 방향, 농담(濃淡), 색, 질감, 척도, 크기, 운동 등 
시각적 의사전달의 기본 요소17)를 활용하여 표현하고 확인하는 전략으로 제시
하였다. 따라서 관계 시각화는 회화적 표현 기술이나 양식을 고려하기보다는 

9) 백석, 고형진 편(2007), 정본 백석 시집, 문학동네, p.27.
10) 정지용, 김학동 편(2003), 정지용 전집 1, 민음사, p.172.
11) 윤동주, 홍장학 편(2005), 윤동주 전집, 문학과지성사, p.125.
12) 김종삼, 김종삼전집편찬위원회 편(2018), 김종삼정집, 북치는소년, p.503.
13) 최승자(1981), 이 時代의 사랑, 문학과지성사, p.82.
14) 기형도, 기형도 전집 편집위원회 편(1999), 기형도 전집, 문학과지성사, p.105.
15) “시각매체의 으뜸가는 장점은 언어의 일차원적 연속과 비교해서 형체를 2차원 그리고 

3차원의 공간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다차원의 이 공간은 물체나 사상에 대한 훌륭한 사
고 모형을 내놓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동형이질적으로 이론적 추리에 쓰이는 차원들을 나
타낸다.” R. Arnheim(1969), 김정오 역(2004), 시각적 사고(개정판),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340.

16) 문학 감상과 관련하여 시각화가 갖는 의의를 제시한 논의로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박주형・윤여탁(2017), ｢시각화를 통한 문학 텍스트 구체화 교육의 가능성 고찰｣, 국어
국문학 179, 국어국문학회; 유화선(2020),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한 시 감상 교육 연
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7) D. A. Dondis(1973), 이영 역(1994), 시각인식력의 입문서, 자문당, 3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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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감상문을 작성하기에 앞서 학습자가 이미지로 환기한 대상들에 대해 
명확하게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관계들과 그렇지 않은 관계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학습자들에게 제시된 감상 활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문] 
  언어를 통해 표면적으로 감각되는 대상과 암시되는 배경을 모두 고려하여 
이 시의 상황을 묘사해 봅시다.

[참고 자료] 
  우리는 항상 배경 속에서 대상의 특정한 측면을 감각합니다. 책상 위에 놓
인 컵을 볼 때, 컵의 외관이 선명하게 감각될수록 그 배경에 있는 책상, 소리, 
냄새 등은 희미하게 감각되는 것처럼요. 이때 배경은 주변을 상세히 보려고 
할수록 책상-식당-식당 밖의 공간, 소리-음악-음악의 분위기, 냄새-음식-배고
픔 등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언어를 통해 포착되는 대상 또한 표면과 배경의 관계를 갖게 
마련이지만 여기서 배경은 실제로 감각할 때와 달리 희미하게라도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 암시되고 독자에 의해 유추되는 특성을 갖습니다. 
표면으로부터 암시된 것을 풍부하게 끌어낼수록 함축적인 시의 맥락을 구체적
으로 상상할 수 있게 되지만, 지나치게 암시된 것에만 몰두하게 되면 표면으
로 드러나는 대상 자체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감상을 위
해서는 언어를 통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대상을 중심으로 암시되는 것을 균
형 있게 고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활용 가능한 전략] 
  1. 작품에 제시된 표현들이 떠오르게 하는 이미지들에 집중하면서, 작품을 
여러 번 읽으며 전체적인 상황을 머릿속으로 구성해보자. 
  2. 작품의 상황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대상들의 관계도를 그려보자. 아래 예
시들처럼 화자가 놓인 상황에 따라 단순하거나 복잡한 다양한 관계도가 그려
질 수 있다. 1에서 구성한 전체적인 상황에 부합하는 관계도를 그리고 거기에 
‘~한 관계’와 같이 적절한 이름을 붙여보자. (감상문 작성에 활용할 것을 염두
에 두고 본인의 관점에서 적절한 명칭을 붙이면 됨. 예) 연결 관계, 중심-주변 
관계, 차단 관계, 순환 관계 등) 
  3. 2에서 그린 관계도를 바탕으로, 작품에서 표면적으로 감각되는 것과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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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는 배경을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중심 영역이 강조되는 관계라면 주변 
영역이 암시되는 배경일 것이고, 내부-외부가 대립하는 관계라면 각자가 만나
는 경계선이 암시되는 배경에 해당할 것이다. 
  4. 암시되는 배경에 속한 것들이 이 작품을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판
단해보고, 필요한 부분을 적절히 취사선택하여 상황을 풍부하게 묘사하는 데 
활용해보자.

  나. 감각 주체의 성향 전형화

  감각 주체와 연관된 체험 층위에서의 감각적 체험은 신체와 습관을 연계하
며, 감각 주체가 갖는 고유한 정체성을 수용하는 과정으로 전개된다. 여기서
의 중핵적인 요소는 ①시의 언어를 통해 감각 주체의 위상 파악, ②감각 대상
에 대한 감각 주체의 행위 및 태도에 대한 이해, ③텍스트 세계의 맥락에서 
감각 주체가 발현하는 고유한 정체성의 수용이 되며, ① → ② → ③의 과정
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감각 주체의 개별적인 행위나 태
도를 하나의 인격으로 통합하여 사고하는 계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감상 활동을 위한 교육적 비계로 감각 주체의 성향18)을 전형화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시 읽기 과정에서 감각 주체의 성향은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간접적으
로 환기된다는 점에서 언어에 대한 독자의 주의 깊은 관찰과 가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시 읽기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학습자들의 경우, 1인칭 고백체
의 언어를 무조건적으로 시인의 발화와 동일시하거나, ‘이 시의 화자는 X라는 
대상에 대해 ~라고 말하고 있다’와 같이 표면적인 행위만을 기술하는 반응으
로 경도되기 쉽다. 이런 맥락에서 학습자가 감각 주체를 텍스트 세계에 거주
하면서 대상과 교섭하는 구체적인 존재로 상상하기 위해서는 다소 간의 추상
화를 감수하더라도 독자 자신의 감상 언어로 감각 주체의 주도적인 성향들을 
전형화(典型化, Typicalization)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섬세하다’라는 성향 기술이 그에 적합한 행위나 태도 양상들(대

18) 여기서 성향(tendency)은 감각 주체의 신체와 습관이 연계되면서 구성되는 과도기적
인 정체성으로, 시의 언어를 통해 학습자들이 환기한 세부적인 감각 주체의 행위나 태
도 등을 압축적으로 나타내는, 보다 추상화된 차원의 습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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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있는 그대로 지각하기, 사소한 것을 지각하기, 천천히 시간을 들여 지각
하기 등)을 예상할 수 있게 하는 것19)과 같이 성향을 전형화하는 것은 감각 
주체와 감각 대상 간의 상호작용 양상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하는 계
기가 될 수 있다. 물론, 성향을 전형화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개념들이 한정적인 경우 감각 주체의 정체성을 명료하게 파악하기가 어
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독자에게 친숙한 감상 언어로 개념화
하기 어려웠던 감각 주체의 타자적인 면모를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효용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학습자들에게 제시된 감상 활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문] 
  이 시에서 대상들과 관계하는 화자의 특성을 상상해 보고, 화자의 관점에서 
이 시의 상황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설명해 봅시다.

[참고 자료] 
  우리는 항상 개별적인 신체를 통해 대상과 관계합니다. 이때 신체는 대상과 
관계하는 특정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그 습관에 따라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 형성됩니다. 등교할 때 다른 학생들의 옷차림이 적절한지 아닌지 금방 알
아차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체가 교복과 관련된 문화적 습관에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같은 원리로 시의 화자 또한 특정한 습관을 갖는 
개별적인 신체를 통해 대상과 관계하며, 이러한 관계 양상이 바로 화자의 특
성이자 정체성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의 신체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언어로 표
현하는 방식으로부터 유추되는 특성을 갖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화자는 ‘~한 
언어를 통해 대상을 ~로서 감각하는 --한 정체성을 갖는 존재’라는 방식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상과 언어로 관계 맺는 특성에 비추어 시
의 화자를 이해할 때 화자를 곧 시인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로 환원하는 도식
적인 감상을 넘어 시가 갖는 개성에 주목할 수 있게 됩니다.

19) 비트겐슈타인은 명명은 낱말의 사용을 위한 하나의 준비라고 설명한다. 사물에 대한 
명명은 그러한 명명에 대한 언어 사용자의 앎과 연관되어 있고, 명명의 사용과 연관된 
언어 놀이의 규칙들을 적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L. Wittgenstein(1958), 이영철 
역(2006), 철학적 탐구, 책세상,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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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가능한 전략] 
  1. 아래 그림의 예시처럼 동일한 대상이라도 그것을 감각하는 주체의 특성
에 따라 극적으로 다른 표현이 가능하다. 작품에서 화자가 사용하는 표현, 대
상에 대한 반응이나 태도 등을 자신이나 일반적인 관점과 비교하며 화자의 특
성을 자유롭게 떠올려보자.

(좌) 벨라스케즈, ‘교황 이노젠시오 10세’
(우) 베이컨, ‘벨라스케스의 교황 이노첸시오 10
세 초상화에 따른 연구’

  2. 감각하는 존재는 행동하는 존재이면서 감정을 갖는 존재이기도 하다. 우
리는 항상 어떤 위치에서 어떤 시간 속에서 어떤 작용을 가하며 감각하고 그
로부터 무엇인가를 느낀다. 시에 제시된 대상들이 어떤 행동과 감정 속에서 
화자에게 포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화자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이름(고독한 산책자, 냉철한 촬영기사, 철없는 어린아이 등)을 붙여보자.
  3. 소설에서 서술자와 인물이 다를 수 있는 것처럼, 시에서 감각하는 주체
도 여러 차원을 가질 수 있다. 대상을 감각하는 주체가 있다면, 그러한 주체의 
모습을 다시 감각하여 독자에게 전달하는 주체가 존재하기도 한다. 화자가 갖
는 다층성과 그에 따른 효과를 의식하면서 화자의 특성을 서술해보자.

  다. 감각 매개의 연동 질서화

  감각 매개와 연관된 체험 층위에서의 감각적 체험은 형식과 질서를 연계하
며, 학습자 자신의 감각적 체험이 이루어지는 선별적인 기반을 수용하는 과정
으로 전개된다. 여기서의 중핵적인 요소는 ⓛ감각 대상 및 감각 주체와 연관
된 언어 형식들의 발견, ⓶형식들의 연동 작용에 대한 이해, ⓷텍스트 세계의 
맥락에서 형식들이 제안하는 가치 질서에 대한 수용이 되며, ① → ② → ③
의 과정이 원활하게 연계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심미적으로 형식화된 언어 
단위들의 효과가 행이나 연과 같은 부분적인 단위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으
로 연동되어 나타난다는 데 주목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할 필요가 있
다. 이런 맥락에서 감상 활동을 위한 비계로 시에 제시된 언어 형식들을 특정
한 가치 질서를 매개하는 ‘배치’로 구성해보도록 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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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20)라는 개념은 심미적으로 형식화된 언어 단위들이 행에서 행으로, 행
에서 연으로, 연에서 텍스트로 넘어가는 시의 전개 속에서 다른 심미적으로 
형식화된 언어 단위들과 점진적으로 연동되며 특정한 가치 질서로 편입된다는 
것을 학습자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형식들
의 작용에 대한 준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형식들의 배치를 구성하고자 할 때 
단순히 시의 표현상의 특징을 나열하거나, 시에 대한 분석주의적 접근으로 경
도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형식들의 배치를 구성하
기에 앞서 학습자들이 참조할 수 있는 언어 형식들의 사례를 제시하고, 회화
에서의 원근법에 빗대어 이러한 언어 형식들이 선별적인 가치 질서로 구축되
는 과정을 환기하였으며, 형식들의 작용은 객관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
니라 독자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수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학습자들에게 제시된 감상 활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문] 
  이 시에서 작가가 세계에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고, 그러
한 가치 부여 방식이 자신에게 갖는 의의를 평가해 봅시다.

[참고 자료]
  우리는 항상 특정한 관점에 입각해서 세계를 감각하며, 세계는 그러한 관점
에 의해서 특수하게 배치됩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상대방의 결점이 눈에 들
어오지 않는 것, 불길한 상상에 사로잡혔을 때 자그마한 소리에도 깜짝 놀라
는 것 등은 그러한 관점으로 인해 세계 안에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평상시와는 전혀 다르게 배치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 듀이는 심미적 형식이 갖는 통합적인 가치 부여 작용의 특성을 ‘디자인’이라는 개념으
로 설명한다. 여기서 디자인은 한편으로 목적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구성 요소
를 배열하는 모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학 작품에서의 디자인은 통일된 표현물이 될 
수 있도록 구성 부분들을 일정한 방식으로 배열하는 것을 가리킨다. 디자인에 상응하는 
번역어로는 ‘설계’나 ‘계획’ 같은 것들이 있겠으나 여기서는 특정한 심미적 효과를 염두
에 둔 형식들의 배열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배치’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권혁
웅은 이미지가 갖는 감각적 특성이 시적 구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고, 전이(감각의 
이동), 초점화(감각의 집중), 관통(감각의 통일), 영탄(감각의 즉물화), 병합(감각의 접붙
임)을 아우르는 의미로 ‘배치’를 제안하고 있는데 듀이의 디자인 개념과 의미상 연결되
는 바가 있다고 판단하여 용어 선택에 참고하였다. J. Dewey(1934a), 박철홍 역(2016), 
경험으로서의 예술 1, 나남, p.247; 권혁웅(2010), 시론, 문학동네, 15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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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배치는 가까운 것/먼 것, 익숙한 것/낯선 것, 좋은 것/좋지 않은 
것, 즐거운 것/슬픈 것, 선한 것/악한 것 등 다양한 구도를 가질 수 있겠지요. 
같은 원리로 시의 언어 또한 특정한 관점에 따라 세계를 감각하도록 배치하는 
것이며, 그러한 세계에 동참하도록 독자에게 제안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독자는 자유롭게 수용, 공감, 거부, 비판할 수 있지만, 중
요한 것은 그러한 제안에 먼저 귀를 기울여 보는 태도일 것입니다. 
  이처럼 시의 개별적인 언어 표현들을 종합함으로써 시가 세계를 표현하는 
방식을 포착하고 이에 대해 평가할 수 있을 때 수동적인 독서를 넘어 작품이 
펼쳐내는 세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감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활용 가능한 전략]
  1. 시에 표현된 세계와 자신이 평소에 경험하는 세계를 비교하며 시에 표현
된 세계가 갖는 특징을 생각해 보자.
  2. 그림이나 영화에 ‘원근법’, ‘몽타주’와 같은 대상 배치의 형식이 있듯이, 
시에서도 언어의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배치의 형식들(제목, 행·연의 배열, 행
간 걸림, 각종 수사법의 사용 등)이 있다. 작품에 두드러지는 형식적 특징에 
주목하면서 그러한 배치의 형식들을 찾아보도록 하자.
  3. 하나의 배치는 특정한 가치의 체계를 갖는다. ‘원근법’ 또한 대상을 비
율, 비례와 같은 수학적 원리에 입각하여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적’인 것에 대한 특정한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것이다. 시에 제시된 형식
적 특징들이 어떠한 가치를 부각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4. 시에 표현된 세계에 대해 평가해 보자.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정
치적이거나 윤리적인 가치를 우위에 두는 접근, 사실적이거나 객관적인 가치
를 우위에 두는 접근, 심미적이거나 허구적인 가치를 우위에 두는 접근 등 다
양한 평가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접근을 
중심으로 작품에 표현된 세계가 갖는 의의를 평가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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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각 대상 층위에서의 반응 양상21)

  가. 초점 부재의 반응 양상

  학습자들에게 익숙한 이미지 기술 방법은 ‘시각’, ‘청각’ 등 특정한 감각 작
용과 연관되는 시어를 찾고, 이를 ‘시각적 이미지’ 또는 ‘청각적 이미지’와 같
이 분류한 후 그 효과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 방법은 대상이 다른 
대상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보다 대상을 어떻게 표현했는가에 주목하게 
하는 것이므로 전경과 배경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미지로 환기된 대상들에 대
해 기술하려 할 때, 그러한 관계에 대한 접근 자체를 막연해하는 반응이 나타
나기도 한다.22) 이와 같은 반응들은 독자의 감각 경험이 어떠한 방식으로 투
사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 교육의 상황에서는 감각적 체험의 
비활성화 상태로 이해될 수 있다.
  감각 경험의 투사가 좀 더 진전된 반응은 시를 읽으며 떠오른 전반적인 인
상을 기술하는 것이다. 아래의 사례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여기서는 감각 
가능한 대상들에 대한 대략적인 발견은 이루어지지만, 그것의 세부적인 특성
이나 대상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소략하게 제시된다.

[S-1-1차-흰 그림자-감각 대상-전문]
어두운 뒷골목이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흰 그림자와 같은 내용으로 보아 되
게 어두운 분위기를 형성한 것 같다.

  
[S-22-1차-통영-감각 대상-전문]

저녁 항구에 사람들은 돌아다니지 않고 불빛만 켜져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뱃
고동 소리도 나면서 별이 반짝거릴 것 같다.

21) 이하 학습자 자료는 “학교-학습자 번호-활동 회차-작품명-체험 층위-세부 활동-전문/
부분”의 방식으로, 전문가 자료는 “전문가 번호-형성적 순환 회차”의 방식으로 표시한
다. 인용한 학습자 및 전문가 자료의 밑줄 및 부호는 모두 연구자가 붙인 것이다. 필요
에 따라 중략한 부분은 ‘(…)’으로 표시하였다.

22) “그냥 시의 상황만 머릿속에 그려질 뿐이다.”[E-9-1차-자화상-감상문-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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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점 없는 훑어보기’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반응들은 그 나름대로는 일상
적인 감각 경험을 투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일상적으로 우리는 생활 세계를 
그저 스쳐 지나가거나 대강의 상황만을 확인하는 데 그치는 방식으로 경험하
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학습자에 따라서는 시의 언어를 통해 특정한 대상의 
감각적 특성을 세밀하게 환기해 보는 게 무척이나 어색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반응이 시 읽기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학습자들에게 자
연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전경과 배경에 대한 초점화된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상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대상 간의 영향 작용에 대한 구체적
인 상상으로 나아갈 여지는 줄어든다. 일상에서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대상들
이 종종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과 같이, 학습자들 또한 특정한 대
상에 초점을 맞추어 상상 활동을 전개하지 못한다면 각각의 시어가 환기하는 
대상들의 세부적인 특성을 무의미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데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각 대상과 층위에서 감상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서는 일차적으로 학습자들이 시의 언어가 환기하는 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면
서 대상들을 세부적으로 감지하는 태도로 정향될 수 있어야 한다.

  나. 분별 중심의 관계 설정

  시 읽기 과정에서 독자가 감각 가능한 것으로 환기할 수 있는 대상들은 구
체적인 사물이나 사람부터 어떤 공간이나 시간적 배경, 추상적인 관념 등 다
양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이 무엇이든 그것을 감각 가능한 것으로 환기하기 
위해서는 대상과 다른 대상 사이의 질적 차이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일종
의 ‘세밀하게 들여다보기’에 해당하는 이러한 접근은 대상이 갖는 감각적 특
성을 다른 대상과의 영향 구도 속에서 명료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1차 감상 활동에서는 ‘표면적으로 감각되는 것’과 ‘암시되는 배
경’을 구분하여 대상들의 관계를 설정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전경화되는 대상
은 텍스트 세계의 맥락 속에서 두드러지는 감각적 특성을 갖는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특성의 부각은 주변의 다른 대상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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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하는 것이 활동의 주안점이 된다.
  학습자들의 경우, 특정한 대상을 전경화하더라도 그것과 다른 대상과의 영
향 관계는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데23), 이와 같은 
양상에서 전경과 배경의 더욱 정교한 연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경화된 대
상이 갖는 감각적 특성을 충실히 기술하면서, 전경과 배경의 특성 차이를 낳
는 기준으로서의 ‘경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아우슈뷔츠 Ⅱ>의 ‘수용소’와 같이 특정한 대상이 다른 대상들에 비
해 강도 높은 특성을 갖는 경우 대상 간의 경계를 설정하는 방식이 상상 활동
에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시는 ‘교문-아침-학동-학부형-그림-강아지’로 이어지는 긍정의 축과 ‘잡
초-죽음-수용소-철조망’으로 연결된 부정의 축이 대립을 이룬다. 무성해지는 
부정의 형상 속에서도 어린아이의 순정함과 학부형의 기대와 강아지의 천진함
이 자신의 위상을 지키려 애쓰는 듯하다. 그러나 그것은 ‘조그만 그림’ 같기에 
무성한 잡초의 번식력과 철조망의 강압적인 위력을 이겨내지 못할 것 같다. 
생의 순전한 국면이 결국은 철조망에 막히고 잡초에 휘감기고 말 것 같은 불
길한 예감이 작품의 배면에 깔려 있다.”24)

  인용한 비평에서 전문 독자는 수용소를 둘러싼 대상들의 관계를 ‘긍정의 
축’과 ‘부정의 축’으로 나누어 보고 있다. 여기서 긍정의 축과 부정의 축 간의 
경계는 ‘어린 교문’과 ‘철조망’을 중심으로 설정되는데, ‘순진성’과 ‘강압성’이
라는 두 대상의 특성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영향 작용을 긍정의 축
이 부정의 축에 잠식되는 예감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처럼 경계를 중심으로 대상들의 특성 차이를 분별하는 것은 대상 간의 세
부적인 영향 작용에 대한 주의 깊은 상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학습자들의 경우 전문 독자와 같은 수준에서 전경과 배경의 관계를 정교화하
게 설정하지는 못하지만, 일상적인 감각 경험에 비추어 특정한 대상을 기준으
로 경계를 설정하고, 대상 간의 영향 작용을 탐색하는 반응은 확인된다.

23) “한 쪽은 그냥 잡초 한 쪽은 여린 잡초로 표현한 걸 보니 상황이 다른 것 같다. 철조
망 쪽은 관리를 안 해서 무성한가보다.”[S-6-1차-아우슈뷔츠 Ⅱ-감각 대상-전문]

24) 이숭원(2015), 김종삼의 시를 찾아서, 태학사,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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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9-1차-아우슈뷔츠 Ⅱ-감각 대상-전문]
잡초는 하나의 생명이다. 그러나 그 주위를 둘러싼 수용소 철조망의 암울한 
공기가, 암묵적으로 잡초의 생명을 암울하게 보이게끔 한다. 이는 과거의 ‘학
동’의 생명과 대비되며,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부각시킨다.

  E-19 학습자는 <아우슈뷔츠 Ⅱ>를 대상으로 한 감상 활동에서 ‘수용소의 
철조망’을 경계로 설정하고 수용소 외부에 무성하게 자라는 ‘잡초’를 전경화하
고 있다. 여기서 철조망은 외부로부터 수용소 내부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장벽
이 아니라, 수용소 내부의 억압적 공기를 외부로 확산시키는 특성을 갖는 것
으로 가정된다. 이는 이 학습자가 철조망의 차단하면서도 통기(通氣)되는 특성
에 주의를 기울인 결과라 할 수 있을 텐데, 이와 같은 가정에 기초하여 무성
하게 자라는 잡초는 수용소에서 흘러나온 공기에 영향을 받아 침울하고 암울
한 생명으로 보이게 되고, 과거에 존재했던 순수한 생명으로서의 ‘학동’과 대
비되며 이러한 특성이 더욱 부각되는 것으로 수용되고 있다.
  학습자에 따라서는 전경과 배경을 나누는 경계를 유사하게 설정하더라도, 
경계의 특성에 투사하는 감각 경험의 차이로 인해 관계 설정의 방향이 달라지
기도 한다.

[E-8 학습자의 감상 활동 양상]
1차-아우슈뷔츠 Ⅱ
-감각 대상-전문

‘아우슈뷔츠 수용소 철조망’이라는 시구와 ‘잡초가 무
성’이라는 상황을 함께 보니 단절된 공간이라는 느낌
과 쓸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1차-아우슈뷔츠 Ⅱ
-감상문-전문

ⓐ나에게 교문이란 왁자지껄한 곳이다. 언제나 활기
차고 생기가 넘치는 곳. 학교에는 예쁜 꽃들과 잘 관
리된 나무들이 있었다. (…) 그런데 시 속 학교는 내
가 알던, 내 세계 속 학교와 다르다. ⓑ‘잡초가 무성
하다’라는 말과 함께 쓰이니 괜히 쓸쓸하고 삭막한 
느낌이 든다. 사실 시 속엔 교문이라는 단어는 세 번
밖에 등장하지 않는다. 내 머리 속에 교문이라는 단
어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은 아마도 현재의 내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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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8 학습자는 앞서 살펴 본 E-19 학습자와 동일하게 ‘수용소의 철조망’을 
경계로 설정하였으나 상상의 초점은 수용소 내부의 대상들에 놓여 있다. 수용
소의 철조망은 수용소를 외부로부터 단절시키고, 그에 따라 철조망 내부의 잡
초는 무성하게 자라난다. 이와 같은 구도를 바탕으로 감상문에서는 전경과 배
경의 관계를 더욱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다. 감상문에서 E-8 학습자는 먼저 
‘교문’에 주목한다.(ⓐ) ‘교문’으로부터 가정할 수 있는 관례적인 감각 조건들
(왁자지껄한 소리, 잘 관리된 정경들 등)에 비추어 볼 때 ‘무성한 잡초’, ‘죽
음’과 같은 시어들이 ‘참 안 어울리는 조합’이라는 것을 발견하는데(ⓑ, ⓒ), 
이를 통해 수용소 철조망이라는 경계의 내부는 ‘사람이 없다’는 특수한 감각 
조건에 비추어 외부로부터 단절된 공간이 된다는 이해로 나아가고 있다.(ⓓ, 
ⓔ) 여기서 배경으로부터 단절된 ‘아우슈뷔츠 수용소’는 텍스트 세계의 맥락에
서 인간의 죽음이 만연한 공간으로서의 ‘참혹하고 삭막한 풍경’으로 수용된다.
  이처럼 학습자들이 시의 언어가 환기하는 대상들의 질적 차이를 분별할 때, 
경계의 작용을 고려하는 정도에 따라 전경과 배경 또한 다양한 관계로 구성된

이기 때문일 것이다. (…) 앞서 말했듯이 내 세계 속 
학교는 밝고 활기찬 곳이다. 그런데 ⓒ시 속에선 죽
음이 언급된다. 내 세계에선 참 안 어울리는 조합이
었다. 그래서 시어 ‘죽음’이 시의 분위기에 더욱 막대
한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느껴졌다. 시 속에서는 교
문에서 뛰어나오는 학동이 학부형을 반기는 그림처럼 
복실 강아지가 그 뒤에서 조그맣게 쳐다보고 있었다
고 한다. 그런데 ⓓ시 속 사람은 없다. 강아지는 있는
데 사람은 없다. 아우슈뷔츠라는 제목 때문에 그런 
건 다 죽었다는 생각이 든다. 교문에서 뛰어나간 학
동도, 학동을 보러 나간 학부형도 모두 말이다. 참혹
하다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다. (…) ⓔ시 속에서 
아우슈뷔츠 수용소 철조망 기슭에 잡초가 무성하다고 
표현되면서 더 단절된 느낌이 들고 더 삭막하다는 생
각이 든다. ‘아우슈뷔츠’라는 장소의 비애, 삭막함을 
더 잘 느낄 수 있었고 그런 장소가 다시는 생기지 않
았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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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 읽기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대상 간의 특성을 분별하는 구도를 확
대할수록 대상 간의 영향 작용 또한 단순・명확한 것에서 점차 복잡・모호한 
것으로 변화할 수 있다. 대상들의 유동적인 영향 작용이 두드러지는 <너무 큰 
등받이 의자>와 같은 시25)에서 이러한 변화가 주로 확인되는데, 이 경우 학습
자들은 전경과 배경 사이의 경계를 특성들이 충돌하는 지점이나 명확하게 분
절하기 어려운 점이 지대26) 등으로 설정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와 같
은 양상에서 대상 간의 영향 작용을 더욱 정교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경과 
배경의 관계에 적용되는 의미 구조 또한 더욱 복합적인 관계 설정이 가능한 
것으로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12 학습자의 감상 활동 양상]

25) 임우기는 기형도 시에서의 ‘물의 상상력’에 주목하여, 물, 가랑비, 장맛비, 고드름, 진
눈깨비, 구름, 안개, 물그림, 풀잎 등의 이미지들은 서로 흐르고 사라지면서 생명을 나
누는 사랑의 상상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설명한다. 같은 맥락에서 <너무 큰 등받이 의
자>에서 아버지가 그리는 ‘물그림’은 시인과 돌아가신 아버지 사이의 거리를 지우며 유
년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임우기, ｢구름의 관음 –기형도 시와 나｣, 
박해현 외 편(2009), 정거장에서의 충고 –기형도의 삶과 문학, 문학과지성사, p.140.

26) “차가운 고드름과 물그림에서 정말 차갑고 힘든 현실이 느껴진다. 아버지를 물그림과 
되게 초라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항상 물 묻은 손이 서로 연결되어 힘들고 고단한 삶을 
더욱더 잘 나타내 주는 느낌이 든다.”[S-2-1차-너무 큰 등받이 의자-감각 대상-전문]

1차-너무 큰 등받이 
의자

-감각 대상-전문

낡은 공방의 배경에서 창문 밖으로 눈이 오는 겨울날 
혼자 외로이 그림을 그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인다. 
(…) 시간적 배경은 나와 있지만 공간적 배경은 나오지 
않는 명암관계라고 생각한다.

1차-너무 큰 등받이 
의자

왜 어린 화자는 아버지에 대해 ‘도망갔다’, ‘가난하다’라
는 부정적인 말들과 함께 생각했던 것일까?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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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2 학습자는 <너무 큰 등받이 의자>에서 아버지가 ‘물그림’을 그리는 공
간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지 않다는 데 착안하여 감각 주체의 시선에 포착
되는 영역을 ‘어둡고 불투명한 영역’과 그 바깥의 ‘밝고 선명한 영역’으로 나
누어 보고 있다. 관례적인 감각 조건에 비추어 볼 때, ‘밝기’의 정도에 따른 
이와 같은 분별은 ‘내부/외부’와 같은 이분법적인 구도로 명확하게 구획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E-12 학습자는 ‘명암 관계’라는 은유적인 의미 
구조를 고안하여 이러한 관계에 접근하고 있는데, 밝음과 어두움이 교차하는 
영역을 시각화해 본 후, 밝음과 어두움을 전적으로 대조적인 관계로 치환하지 
않는 관계 설정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E-12 학습자는 감상문에서 ‘암(暗)’의 영역에 해당하는 비가
시적인 부분의 영향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여기서 학습자 자신
이 생성한 은유적인 의미 구조는 전경과 배경의 연계를 넘어 감각적 체험 층
위 전반에 걸쳐 참조되는데, ‘명암 관계’라는 구도 속에서 ‘비가시적인 영역’
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생각해보고(ⓐ), 이에 대한 해답을 어린 시절의 감각 
주체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아버지’의 모습과 감정에서 찾으면서(ⓑ), 어른이 

-감상문-전문 화자는 왜 공간적 배경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고 눈이 
오는 상황만 설정하였을까? 그 시절 그림만으로는 돈을 
벌기 어려웠던, 가난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진다. 아
버지는 하지만 항상 물그림만 그리셨고, 그 당시 화자가 
보기에는 그 모습이 의아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시를 보고 아버지의 힘들고 고되지만 고집있게 물그림
만 그리는 모습에 공감할 수 있었다. 이 세상이 나의 
꿈, 나의 작품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이 사회에 부정적 
세태를 느끼고 모두 포기해 버리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
을 것 같은데 아버지는 그의 신념을 지켜 포기하지 않
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는 이런 모습에 내가 닮고 싶
고, 본 받고 싶은 모습이 드러나서 좋았다. 그리고 ⓒ그
러한 직설적인 언어로 서러운 것들을 성숙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표현한 것이 나에겐 새로웠다. 어린 시절 
화자의 관점으로 어른인 화자의 말을 통해 더욱 사실적
으로 혹은 성숙하게 표현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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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감각 주체에게 그러한 비가시적 영역이 주는 영향을 어조에서 읽어 내고 
있다.(ⓒ) 이는 텍스트 세계 안에서 감각 대상들이 갖는 영향 작용에 대한 정
교한 이해가 감각적 체험의 전체적인 층위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데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물론, E-12 학습자가 생성한 ‘명암 관계’는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 
간의 영향 작용을 파악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가시적인 영역 안에 존재하는 
세부적인 대상들의 질적 차이를 포착하는 데는 충분치 않은 것일 수 있다. 아
버지가 없는 공간에서 어린 ‘나’의 눈에 보이는 가늘고, 조그맣고, 침침한 대
상들, 그리고 ‘나’가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는 커다랗고, 찬란하고, 눈부시고, 
사나운 대상들은 가시적인 영역에 속한 대상들 간에도 분별될 수 있는 질적 
차이가 존재하며 미시적인 경계들을 통해 반향하고 있는 양상을 알려주기 때
문이다. 이는 학습자들이 전경과 배경의 복잡・모호한 연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의미 구조를 고안한 경우에도 텍스트 세계의 맥락에 비추어 의미 구조가 적확
하게 설명해 주는 측면과 그렇지 못한 측면을 생각하면서 더욱 정교한 관계 
설정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 결합 중심의 관계 설정

  시 읽기 과정에서 전경과 배경의 연계는 텍스트 세계의 맥락을 배경으로 이
루어진다. 시 읽기 행위가 갖는 시간적이고 과정적인 성격을 고려한다면 여기
서 전경과 배경의 관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행에서 연으로 이어지는 시의 
전개에 기초하여 지속적으로 그 초점이 전환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일
종의 ‘이곳저곳 살펴보기’에 해당하는 이러한 접근에서 학습자들은 시의 언어
가 환기하는 대상들이 시의 전개에 따라 다른 대상들과 결합하며 특정한 상황
이나 사건으로 계열화되는 데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는 
부분적인 국면에서 주도적인 계열들을 확인하는 반응으로 나타난다.

[S-5 학습자의 감상 활동 양상]

1차-통영 상황을 묘사해 보면 마루방과 천희는 연결 관계이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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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 학습자는 감상 활동에서 ‘천희’와 ‘마루방’의 관계, ‘조개’와 ‘비’의 관
계에 각각 주목하였다. 각각의 관계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기보다는 별
개의 계열들로 제시되는데, ‘천희-마루방’의 계열은 천희를 중심으로 마루방이 
주변에 있는 관계로서 감상문에서 이는 방랑 중인 화자가 우연히 천희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는 상황으로 구체화된다. 이어서 학습자의 상상 속 초점은 
‘조개-비’의 계열로 전환되는데 감상문에서 이는 밤의 영역에 속하는 조개의 
울음과 낮의 영역에 속하는 비릿한 냄새가 나는 비의 결합이 화자의 슬픔을 
밤낮으로 배가시키는 상황으로 구체화된다. 이상의 관계들을 연결한다면 텍스
트 세계의 초점이 화자가 천희와 사랑했던 객줏집 마루방에 대한 기억에서 화
자가 천희를 잃고 슬픔에 잠겨 통영 곳곳에서 슬픔의 감정을 느끼는 상황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지만, 감상문에서 S-5 학습자는 대상들의 계
열을 확인할 뿐 계열들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계기를 설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아래의 S-11 학습자도 유사한 양상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계열들 간
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계기는 발견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여 계열들 간의 관
계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지 못하는 반응이 나타난다.

-감각 대상-전문 심-주변 관계이고 조개와 비는 연결 관계이며 상반되는 
관계인 것 같다. 대상이 뗄 수 없는 연결 관계라고 생각
되고 천희가 중심이면 마루방은 주변, 조개는 저녁에 울
지만 비는 낮에 내릴 수 있어 상반관계라고 생각된다. 

1차-통영
-감상문-부분

ⓐ내가 생각하기로는 미역오리같이 말라서 굴껍지처럼 
말없이 사랑하다 죽는 천희 하나를 객주집의 생선 가시
가 있는 마루방에서 만났다는 느낌이 이 둘이 서로 사
랑에 빠질 것 같았다. 왜냐하면 객주집이라는 것은 손님
들에게 술이나 음식을 팔고 손님을 재우는 영업을 하는 
집이기 때문에 화자가 떠돌아다니다가 잠을 자려고 객
줏집에 들어갔는데 말없이 사랑하다 죽은 천희 하나를 
만나 사랑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
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조개도 울을 저녁에 김냄새까
지 나는 비가 내렸는데 김냄새는 별로 좋지 않은 향기
라고 생각이 되어 조개도 슬퍼서 우는데 냄새 안 좋은 
비까지 내리니 정말 슬픈 상황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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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1 학습자의 감상 활동 양상]

  S-11 학습자는 <흰 그림자>에서 ‘황혼’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중심으로 대
상들의 ‘시간적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공간이나 시간의 변화는 텍스트 
세계 안에서 전경화된 대상이 갖는 위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주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계열들의 변화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단서가 될 수 있
다. 그러나 S-11 학습자가 그린 관계도를 보면 ‘황혼’을 둘러싼 대상들의 계
열 각각은 ‘황혼’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 각각의 계열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는 설명되고 있지 않다. 예를 들
어, ‘모퉁이’와 관련된 계열은 공간적인 특성(모퉁이 – 어둠 속)과 정서적인 
특성(어둠 속 – 괴로움)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으나, 이렇게 구성
된 계열과 황혼의 관계는 설명되지 않고 있으며, 각각의 계열들을 분화시키는 
‘모퉁이’, ‘발자취’, ‘흰 그림자’, ‘신념’, ‘땅거미’와 같은 대상들 또한 서로 무
관한 것처럼 제시되는 데 그치고 있다.
  다음의 양상은 계열 간의 전환 계기를 시간의 변화에서 찾는 동시에 앞의 
계열을 원인으로 뒤의 계열을 결과로 설정하면서 대상들의 특성 변화 과정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1차-흰 그림자
-감각 대상-전문

황혼을 중심으로 여러 개를 연결 관계로 이어서 나타날 
수 있었다. 발자취 소리를 들을 수록은 작가가 그동안 
했던 도전들에 대한 두려움과, 반성, 그리고 땅거미 옮
겨지는 소리는 시간적 의미를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그
리고 뒷골목, 모퉁이는 어둠 속에서 괴로움과 고뇌를 연
결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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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1차-흰 그림자-감각 대상-전문]
ⓐ황혼이 드리워질수록, 시간이 경과할수록 흰 그림자는 점점 내 곁을 떠나가
고 ⓑ화자는 모든 것을 깨달으며 괴로움이 사라지게 된다. 결국엔 화자는 본
능에 충실한 양처럼 현실에 적응한 채 살아간다. 여기서 황혼은 일제 강점기 
일본의 간섭과 수탈이 더욱 극심해지는 배경을 의미한다.

[E-14-1차-흰 그림자-감각 대상-전문]
ⓐ어둠이 짙어지는 시간 속에서 화자는 뒷골목을 걸으며 과거에 괴로워했던 
자신의 모습인 흰 그림자, 즉 부정적인 자아를 떠나보내며 스스로를 성찰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다. ⓑ방으로 돌아 온 화자는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다짐
하고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진다. 

  E-6 학습자와 E-14 학습자는 <흰 그림자>를 대상으로 전경과 배경을 연계 
할 때 유사한 계열들에 주목하고 있다. 첫째는 ‘황혼’과 ‘흰 그림자’의 관계
(ⓐ)로 황혼은 어둠을 불러오며 흰 그림자를 점차 소멸시킨다. 이에 대해 E-6 
학습자는 ‘흰 그림자’가 황혼이 드리워짐에 따라 ‘나’를 떠나가는 것으로, 
E-14 학습자는 ‘나’에 의해 ‘흰 그림자’가 떠나보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계열 내적인 반향 작용은 다르게 수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흰 그림자’와 ‘방’의 관계(ⓑ)로 흰 그림자가 사라진 후 돌아온 방이 화자에게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변화한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E-6 학습자는 이러한 
변화를 화자가 현실에 적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수용한 반면, E-14 학
습자는 성찰과 반성을 통해 부정적인 자아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것으로 수용하였다. E-6 학습자와 E-14 학습자는 ⓐ계열과 ⓑ계열의 특성을 
다르게 파악하여 감각적 특성의 의미화 결과에 차이가 있었지만, ‘흰 그림자’
의 소멸이라는 전환 계기를 중심으로 ⓐ와 ⓑ의 계열을 인과적으로 연결한 것
에서 보듯 이해의 구도 면에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계열들을 인과적인 의미 구조로 연결하는 것은 감각 대상이 갖는 변
화 가능성에 접근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인과적인 의미 구조의 특성
상 계열 간의 결합이 단선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원인 계열과 결과 
계열이 시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상이 갖는 잠재적인 변
화 가능성을 온전히 포착하기에는 제한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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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학습자들은 인과적인 의미 구조를 더욱 확장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한다.

[S-10 학습자의 감상 활동 양상]

  S-10 학습자는 <흰 그림자>에서 인과적인 의미 구조를 순환적인 의미 구조
로 확장함으로써 대상들의 잠재적인 변화 가능성에 접근하고 있다. 먼저, 텍
스트 세계 속 수많은 소리에 의해 감각 주체의 귀가 고단해지고, 그런 고단함 

1차-흰 그림자
-감각 대상-전문

이 시에서는 지치고, 힘든 하루를 달래고, 이해하는 과정
이 나타나있는 것 같다. 지친 귀를 풀어주고 주변 소리
에 귀를 기울이면서 응어리를 푸는데, 이 응어리들을 흰 
그림자라고 표현을 한 것 같다. 

1차-흰 그림자
-감상문-부분

이 시에서 ‘하루종일 시든 귀’라는 표현은 ⓐ오늘 하루 
동안 내 귀가 쓴소리, 단소리 다 듣고 애썼기 때문에 저
렇게 표현한 것 같고, ‘발자취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나
는 총명했나요’라는 구절은 내가 이렇게까지 자연의 소
리에 귀를 기울였던 적이 있나 싶은 거 같아 저렇게 쓴 
것 같고, 3연의 내용들은 그 동안 내가 내 가슴 속에 묵
혀두었던 것들을 하나, 둘 털어낸다는 내용 같고, 4연에
서 흰 그림자들은 이 안 좋은 일들에 붙어 있던 그림자
를 말하는 것 같다. (…) 5~6연은 이 안 좋았던 일들과 
흰 그림자들을 돌려보낸 뒤 밀려오는 공허함, 허전함 등
을 나타낸 구절인 듯싶다. (…) 이 시는 같은 말이 반복
되거나 그런 표현은 없지만, 진지한 내용이라서 그런지 
왠지 모르게 더 집중하게 되고 ⓑ고생했던 하루 → 힐링 
→ 일상생활, 이 패턴이 반복될 것 같은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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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도 더 총명해지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흰 그림자를 떠나보내는 과정은 
인과적으로 연결되면서 감각 주체의 마음속 응어리를 정화하는 과정으로 수용
된다. 이는 다시 고단한 하루와 회복이 반복되는 순환적인 의미 구조와 맞물
리는데, ‘황혼’이라는 시간적 배경은 이러한 순환적인 의미 구조 속에서 시끄
러운 소리가 점차 잦아드는 특수한 순간으로서 ‘흰 그림자’의 나타남과 사라
짐을 적합하게 하는 배경으로 이해된다. 즉, 여기서 텍스트 세계에 명시적으
로 제시된 변화 가능성(고단함→회복)은 인과적인 의미 구조를 통해, 잠재적으
로 암시된 변화 가능성(반복되는 하루)은 순환적인 의미 구조를 통해 설명되
고 있다. 이런 구도에서 시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황혼이 지는 시간 전
의 인간의 소리에 시달렸던 시간들(ⓐ)과 하루가 끝나고 시작될 또 다른 고단
한 하루(ⓑ)라는 잠재적인 관계들은 ‘흰 그림자’를 떠나보내는 특수한 순간을 
‘응어리를 푸는 것’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고단함의 시간을 준비하며 ‘허전함
을 느끼는 것’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학습자들이 시의 전개에 기초하여 대상들의 계열을 구성하고 초점을 
전환할 때는 초점이 전환되는 계기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초점 전환에 따라 대상이 갖는 특성이 변화하게 되는 경우, 이를 포착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적용하는 의미 구조 또한 더욱 유연한 것으로 조정
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감상 활동의 설계에 있어 학습자들이 
전경과 배경의 연계를 위해 참조할 수 있는 의미 구조들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동시에 이러한 의미 구조들의 변형 및 조합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3) 감각 주체 층위에서의 반응 양상

  가. 행위 부재의 반응 양상
  
  시 읽기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감각 주체의 신체와 습관을 연계하기 위해서
는 대상의 감각적 특성에 대해 환기한 내용을 돌이켜보며, 그에 함축된 감각 
주체와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감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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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신체가 자리한 시점에 독자 자신의 감각 경험을 투사하면서 특정한 대상
의 감각적 특성이 포착되는 이유를 탐색하는 과정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일
차적으로 대상과 관련된 감각 주체의 행위를 환기할 수 있는 요소들을 충분히 
발견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감각 주체에 대한 단편적인 인상을 
바탕으로 성향을 전형화하는 사례27)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감각 주체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반응이라는 점에서 시 교
육의 상황에서는 감각적 체험의 비활성화 상태로 이해될 수 있다.
  감각 경험의 투사가 좀 더 진전된 반응은 감각 주체의 시점을 작가의 시점
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1인칭 독백체가 중심이 되는 시에서 화자
가 나이나 성별 등 시인과 뚜렷하게 변별되는 특성을 갖지 않는 한 화자의 시
선을 곧바로 시인의 시선과 동일시하는 접근에 익숙하다. 이러한 접근은 시인
의 삶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감각 주체의 행위 상황을 더욱 효율적으로 가
정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지만, 대상과 관련된 감각 주체의 행위를 시적 
표현에 대한 작가의 제작 행위에 한정하여 이해하는 문제를 나타내기도 한다.

[S-14 학습자의 감상 활동 양상]

27) “무언가를 깨닫고 자신이 총명한가 질문을 던지는 이 화자는 철학자 같은 느낌이 든
다.”[S-1-1차-흰 그림자-감각 주체-전문]

1차-아우슈뷔츠 Ⅱ
-감각 주체-전문

ⓐ교문에서 뛰어나온 학동, 복실강아지 등을 등장시켜 어
린 시절의 학교 모습평화)를 떠올리며 그것을 염원하고 있
다. 아우슈뷔츠와 다른 밝은 학교의 이미지이다. ⓑ학교가 
작가가 원하는 평화를 상징하는 장소라고 생각했다.

1차-아우슈뷔츠 Ⅱ
-감상문-부문

ⓒ사실 나는 되게 밝은 이미지의 시를 상상하였다. 하지만 
아우슈뷔츠의 뜻이 유대인 및 폴란드인이 학살된 강제수
용소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조금 막막하였
다. (…) 사실 그 날엔 포기하였다가 며칠 뒤에 ⓓ최대한 
작가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이해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해될 때까지 계속 읽었다. 나는 학교라는 곳이 작가의 
어렸을 때 평화의 공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 아침 ‘메뉴를 들고 교문에서 뛰어나온 학동이’, ‘학부
형을 반기는 그림처럼 복실 강아지’ 두 문장 모두 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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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4 학습자는 시 읽기 과정에서 환기된 대상들에 대해 감각 주체가 어린 
시절의 학교를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그에 담긴 긍정적인 태도를 읽
어 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 요소들에 대한 상상은 더 이상 구체화
되지 않고 ‘평화와 희망의 상징’을 표현하고자 했다는 작가의 의도로 치환되
고 있다.(ⓑ) S-14 학습자는 감상문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역사적 공간
이 환기하는 이미지가 독자 자신이 시에 기대했던 이미지와는 달랐기 때문에 
막막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이 학습자가 감각 주체가 거주하는 
세계를 학습자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와 동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텍스트 세
계 내부에서 감각 경험이 투사될 수 있는 지점을 확보하는 데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였다는 것을 함의한다. 이로 인해 S-14 학습자는 텍스트 세계 
외부에 존재하는 ‘작가의 마음’에 대한 가정으로 나아가는데(ⓓ), 이 지점에서 
감상문의 초점이 감각 대상과 감각 주체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특정한 구절의 
상징적인 의미에 대한 해석에 맞추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물론, 감각 주체의 신체와 습관을 연계하는 과정은 감각 주체가 텍스트 세
계와 관련하여 자리할 수 있는 위상의 중층성을 바탕으로 시적 표현의 제작 
주체로서의 작가나, 시에서 재현된 삶의 모델로서의 작가의 존재와 연관성을 
가질 수 있고, 작가의 목소리에 대한 의식은 감각 주체가 텍스트 세계에서 발
현하는 특수한 행위나 정서 등에 접근하기 위한 단서가 될 수 있다.28) 그러나 
텍스트 세계에 거주하는 존재로서 감각 주체에 대한 상상이 충분히 진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감각 주체의 시점을 작가의 시점과 동일시하는 것은 시
의 언어에 대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감각 경험을 투사하는 과정을 제약하는 결
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 또한 확인하게 된다.

28) 이종원(2019), ｢시적 주체 구성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p.149.

느낌이라고 느꼈다. 아우슈뷔츠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
다. 그래서 나는 작가가 학교를 밝고 평화롭고 희망찬 장
소로 표현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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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상황에 기초한 성향 가정

  감각 주체 층위에서의 감상 활동은 대상에 대한 감각 주체의 행위를 특정한 
상황 속에서 발생 가능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의 상황
이란 대상에 대한 감각 주체의 행위에 개연성을 부여하는 구체적인 배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1차 감상 활동에서는 학습자들이 화자의 관점
에서 시의 상황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발문
을 제시하였다.
  감각 주체의 행위는 감각적 특성을 갖는 대상을 향한 것이라는 점에서, 전
경과 배경의 연계 속에서 대상의 감각적 특성을 파악한 정도가 감각 주체의 
성향을 전형화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감각 대상 층위의 감
상 활동에서 전경과 배경의 관계를 충분히 구체화하지 못한 학습자들은 이 단
계에서 감각 주체가 처한 상황을 개략적으로 기술하는 데 그치기도 한다.29) 
  물론, 학습자들이 대상의 감각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포착한 경우라 해도 감
각 주체의 행위나 태도가 직접 표명되지 않는 작품의 경우 개연성 있는 상황
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에 명시적으로 제시된 단서
들을 활용해 감각 주체와 대상 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기본적인 구도를 가
정하고, 이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상호작용을 세부적으로 복원해가는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기서 기본적인 구도에는 시간적・공간적 배경과 같이 감각 경험의 투사를 
위해 고려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들과 더불어 감각 주체와 대상 간의 물리
적・심리적 거리가 포함될 수 있다. 학습자들의 반응에서 대상에 대한 감각 
주체의 관조적 태도가 두드러지는 시에서 특히 이러한 거리에 대한 인식이 중
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12 학습자의 감상 활동 양상]

29) “화자의 특성은 객줏집에서 한 여자를 만나 한 눈에 반한 남자 같다. 그런데 그 여자
와 같이 사랑하다가 이별한 것 같다.”[S-22-1차-통영-감각 주체-전문]

1차-아우슈뷔츠 Ⅱ 한 기슭과 교문이 번갈아가면서 나온다. 그래서 중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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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2 학습자는 감각 대상 층위의 감상 활동에서 감각 주체의 정서 및 태도
가 연관되는 지점(ⓐ)을 어렴풋이 감지하고, 이에 기초하여 감각 주체 층위의 
감상 활동에서는 감각 주체의 위상을 수용소 바깥에서 수용소를 보고 있는 것
(ⓑ)으로 가정하였다. 감상 활동에서는 이와 같은 거리 설정으로부터 감각 대
상이 멀리 있어서 잘못 보는 것, 또는 멀리서 몰래 보는 것, 멀리 있기에 좀 
더 가까이서 보려는 것 등의 행위 가능성에 대한 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감각 주체와 감각 대상 간의 거리에 대한 정교
한 인식이 감각 주체의 명시적이고 암시적인 행위들에 대한 상상의 폭을 넓혀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S-27 학습자의 감상 활동 양상]

-감각 대상-전문 있는 한 기슭이 점점 무성해지면 교문도 녹이 스는 것
을 표현한 것 같다. ⓐ이는 화자가 수용소를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

1차-아우슈뷔츠 Ⅱ
-감각 주체-전문

ⓑ화자는 수용소 바깥에서 수용소를 보고 있는 입장 같
다. ⓒ화자는 수용소를 학교로 착각했지만 후에 학교가 
수용소라는 것을 알게 된다. 화자는 수용소를 푸근하고 
화목한 학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 화자는 수용소를 
가까이 보려고 몰래 지켜보는 것 같다. 

1차-아우슈뷔츠 Ⅱ
-감각 대상-전문

ⓐ11행에 아우슈뷔츠 수용소 철조망이라고 나오고 12행
에 ‘기슭에’라고 나온다. 이러한 부분에서 철조망을 기준
으로 하여 수용소의 바깥과 안이 단절된 공간을 표현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

1차-아우슈뷔츠 Ⅱ
-감각 주체-전문

화자는 분명히 알 수 없으나, 수용소 안의 유태인들을 
감시하는 교도관 같다. 그 이유는 이 시의 전체적인 흐
름을 보면 ⓑ바깥과 안의 공간이 한꺼번에 보이는데 이 
죽음과 삶을 다 알고서 수용소의 전체를 볼 수 있는 사
람은 교도관이라 생각한다.

1차-아우슈뷔츠 Ⅱ
-감상문-부분

나는 수용소라는 기본적인 요소가 들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화자가 다른 시점의 화자인 것 같았다. 우선 ⓒ수
용소의 기본 요소가 들어가 있지 않을 때는 그저 1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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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7 학습자는 감각 주체와 대상 간의 거리로부터 감각 주체의 성향을 ‘수
용소 안의 유태인들을 감시하는 교도관’으로 전형화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은 
시의 언어를 통해 환기되는 대상들이 수용소 내부의 존재와 외부의 존재를 아
우르고 있다는 데서 비롯되는데(ⓐ), 이를 근거로 텍스트 세계 내에서 내부와 
외부를 아우를 수 있는 지점을 탐색(ⓑ)하고 그러한 지점에서 감각 주체와 대
상 간의 상호작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S-27 학습자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감
시와 처벌이라는 교도관의 직업적 정체성보다는 수용소 내에서 수감자들의 삶
과 죽음을 관망하는 특수한 위상과 태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수감자들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동시에 수감자들이 볼 수 없는 풍경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상을 감각 주체에게 부여함으로써 시의 상황을 더욱 개연성 있는 것으로 구
성하려 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시도는 ‘교도관’이라는 직업적 정체성과 관련
된 단서들이 시에 충분히 제시되지는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갖는 
것이기도 하다. S-27 학습자가 감상문에서 ‘죽음을 앞둔 당사자’의 정체성과 
‘수용소의 교도관’의 정체성 사이에서 선택을 고민한 것(ⓒ, ⓓ) 또한 이러한 
한계를 의식한 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상황에 기초하여 감각 주체의 성향을 전형화하는 것은 감각 주체의 행위에 
대한 학습자의 예상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것을 지향한다. 이 과정에서 특
정한 인간 전형에 대한 학습자의 선입견이 과도하게 투사되어 시의 언어와 무
관하게 감각 주체의 신상을 상세화하는 반응이 나타나기도 한다.30) 이는 텍스
트 세계 안에서 대상의 감각적 특성이 포착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풍부한 
배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나름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시의 언어에 대한 충실한 상호조회가 결여되어 있다면 감각적 특성의 

30) “화자는 내가 느꼈을 땐 60~70세의 여성인 것 같다. 이 여성의 분위기는 약간 슬픔에 
젖어 있고 아픔이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 나른한 오후에 민무늬 티를 입고 꽃무늬 몸
빼바지를 입고 골목을 걷고 있는 것이 상상된다.”[S-9-1차-흰 그림자-감각 주체-전문]

시점으로 하여 죽음을 앞둔 당사자가 자신의 상황을 말
하는 것 같았다면, 반대로 ⓓ수용소라는 기본적인 요소
가 들어 있을 때는 모든 상황을 알고서 위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말하는 1인칭 시점으로 하여 유태인들을 감시
하는 교도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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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화를 위한 유용한 기반으로 활용되기는 어렵다.
  감각적 체험의 관점에서 더 유의미한 반응들은 시의 언어를 통해 환기되는 
감각 주체의 명시적 행위들을 설명하면서, 잠재적인 행위들에 대한 예상을 포
함하는 방식으로 성향을 기술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감각 주체의 정체성은 보
다 구체적인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 입체성을 갖게 되면서 명시적 행위들에 
내포된 복합적인 태도에 대한 설명 가능성 또한 확대될 수 있다.

[E-6 학습자의 감상 활동 양상]

  E-6 학습자의 사례는 감각 주체의 명시적인 행위로부터 잠재적인 행위를 
읽어 내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화자의 명시적인 행위들(ⓐ, ⓑ, ⓒ)로부터 유
추되는 ‘세심한 관찰자’(ⓐ′), ‘쓸쓸한 어른’(ⓑ′), ‘현실에 충실한 기계’(ⓒ′)와 
같은 성향 기술들이 감상문에서 시인의 삶의 맥락이라는 구체적인 상황에 비

1차-흰 그림자
-감각 주체-전문

ⓐ황혼이 짙어지는 길모금에서 땅거미 옮겨지는 발자취 
소리를 듣는 화자는 ⓐ′세심한 관찰자이고, ⓑ거리 모퉁
이에서 사랑하던 흰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허전
하다고 느끼는 것은 화자가 ⓑ′쓸쓸한 어른임을 의미하
고, ⓒ의젓한 양이 되고자 하는 것은 화자가 ⓒ′현실에 
충실한 기계 같게 느껴진다.

1차-흰 그림자
-감각 주체-전문

이 시의 작가가 윤동주임을 고려하면 그가 무엇을 깨달
았기에 모든 것을 돌려보내고 허무함을 느꼈을까? 바로 
ⓐ″현실에 저항하고 극복하려 할수록 바뀌는 것이 없다
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을 깨달은 후에 
어떻게 해야 조국 광복을 위해 힘쓸 수 있을까 생각하며 
괴로워하던 나를 각각 제 고장으로 돌려보내게 되었고 
ⓑ″조국 광복에의 의지를 상징하는 흰 그림자가 떠났을 
것이다. 흰 그림자는 항상 자신을 따라다니는 순수한 열
정의 마음가짐을 압축해서 표현한 말 같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화자가 의젓한 양처럼 시
름없이 풀포기나 뜯어먹어야겠다고 한 부분은 ⓒ″현실에 
안주하고 그에 충실하게 살아가려는, 조국 광복에의 의
지 따윈 사라진 본인의 다짐을 노래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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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 현실에 저항해도 바뀌는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으로, 조국 
광복에 대한 순수한 마음가짐의 상실(ⓑ″)로, 현실에 안주하여 충실하게 살아
가려는 태도(ⓒ″)로 구체화되고 있다. 여기서 ⓐ, ⓑ, ⓒ의 행위들은 ⓐ′, ⓑ′, 
ⓒ′의 가정을 경유하여 역사적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 ⓑ″, ⓒ″와 같은 
잠재적 행위들에 대한 예상으로 확장되며 감각 주체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정체성의 확산적 가정이 텍스트 세계 안에서 감각 주체가 
나타내는 세부적인 행위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흰 그림자>의 감각 주체는 황혼이 질 무렵 ‘땅거미가 옮겨지는 발자취 
소리’를 들을 정도의 깨달음을 얻은 후에야 ‘연연히 사랑하던 흰 그림자’가 사
라졌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사라진 흰 그림자는 자신의 ‘모든 것’이었으며 이
것들을 돌려보낸 후 방으로 돌아온 자신의 모습은 ‘신념이 깊은 의젓한 양’과 
같다고 서술하고 있다. 즉, 감각 주체는 그 전의 자신이 귀 기울이지 못했던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변화에 이르렀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자신에게 친
숙했던 무엇인가를 떠나보내야 했으며, 그 결과 새로운 자세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흰 그림자’에 대한 미련의 태도를 읽을 수 있지만, 깨달음의 
내용에 대한 조소나 비판의 태도는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다. 따라서 
E-6 학습자와 같이 감각 주체의 현실 순응적 태도를 읽어 내기 위해서는 감
각 주체의 깨달음에 대한 반어적인 어조를 감각 주체의 발화를 근거로 읽어 
내려는 노력이 더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습자들이 감각 주체의 신체
와 습관을 연계할 때 감각 매개로서의 언어 형식의 작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 또한 확충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 태도에 기초한 성향 가정

  시 읽기 과정에서 독자가 가정하는 감각 주체는 자신의 언어를 통해 대상에 
대한 특정한 태도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존재라는 점이 전제된다. 따라서 감각 
주체 층위에서의 감상 활동은 학습자들이 대상을 향한 감각 주체의 발화 습관
에 적응하는 과정을 수반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1차 감상 활동에서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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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료를 통해 학습자들이 화자를 ‘~한 언어를 통해 대상을 ~(으)로서 감각
하는 …한 정체성을 갖는 존재’로 이해하도록 안내하였다.
  시의 언어는 함축적이고 암시적이라는 점에서 이를 바탕으로 감각 주체의 
성향을 전형화하기 위해서는 발화가 갖는 세부적 질감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
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학습자들이 이러한 태도로 정향될 때 감각 주체의 발
화는 학습자 자신의 발화 습관과 차이를 갖는 특이성을 갖는 것으로 감지될 
수 있는데,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는 감각 주체의 발화가 주는 특징적인 인상
을 기술하는 반응으로 나타난다.31) 이러한 양상으로부터 감각 주체와 대상 간
의 구체적인 상호작용을 읽어 내는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발화의 특이성
에 반영된 상태, 믿음, 정서, 바람 등의 세부적인 태도 요인에 더 주의를 기울
일 필요가 있다. 다음의 사례에서 그러한 가능성을 부분적으로 엿볼 수 있는
데, 감각 주체의 발화에 투영된 태도를 가정하면서 감상을 전개하고 있지만,  
가정의 근거는 상세화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여준다.

[S-2 학습자의 감상 활동 양상]

31) “이 시에서 대상들과 관계하는 화자의 특성을 생각해 보았더니 계속 시에서는 죽음, 
기슭, 어린교문, 잡초, 철조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를 통해 화자의 특성을 보아하
니 죽음이란 단어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S-38-1차-아우슈뷔츠 Ⅱ-감각 주체-
전문]

1차-너무 큰 등받이 
의자

-감각 주체-전문

항상 아버지의 물그림을 보며 젖어 있는 손으로 햇살을 
만지지 못하는 것을 보아서 되게 힘든 가정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고 고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항상 긍정적인 마음인 것 같다.

1차-너무 큰 등받이 
의자

-감상문-부분

 이 시에서 화자는 아버지를 가난하고, 추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 항상 물그림을 그린다는 점에서 경제 활
동을 잘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나는 해석했다. 화자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힘든 형편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
각한다. 그렇지만 맨 마지막 내용에 ⓐ아버지를 불쌍한 
내 장난감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아서 효심이 깊은 아이
일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이 마지막 구절이 정말 
무섭게 느껴지기도 한다. “아버지 불쌍한 내 장난감 내
가 그린, 물그림 아버지” 아이가 상상 속에 만들어내 그



- 103 -

  S-2 학습자는 ‘물 묻은 손으로 햇살을 만지지 못하였다’라는 감각 주체의 
발화에 주목하면서 ‘가난하고 고된 삶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있다’라는 태도를 읽어 내고 있으나 그러한 가정의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물그림’을 그리는 아버지의 삶이 가난의 이유가 된다면, ‘물 묻은 손’은 가난
이 항상 몸에 묻어 있는 상태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발화 습관에 
비추어 ‘눈부신 겨울 햇살을 차마 만지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을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의 간접적인 표명으로 읽을 여지는 있겠으나, 이러한 태도 요인과 ‘항
상 긍정적인 마음’ 간의 간극은 여전히 해명되기 어려운 상태로 남게 된다.
  S-2 학습자의 감상문을 살펴보면 감각 주체의 ‘긍정적인 마음’은 ‘불쌍한 
내 장난감’이라는 표현으로부터 유추된 것으로 보이는데, 감상문 작성 시점에
서는 이러한 표현이 환기하는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만 간주될 수 없는 모호
성(ⓐ)을 갖는다는 것을 감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감각 주체의 성향에 
대한 가정으로부터 감각 주체의 삶의 과정에 대한 해명되지 못한 물음들(ⓑ)
을 제시하는 것으로 감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감각 주체의 발화가 갖는 세부적 질감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대
상과의 상호작용 또한 보다 미묘하거나 독특한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 되고 이
는 감각 주체의 성향을 전형화하는 것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S-2 학습자와 같이 감각 주체의 발화가 이루어진 배경에 대해 
물음을 던지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시 교육의 상황에서는 이 지점에서 발화로부터 감지되는 감각 주체의 특이성
을 온전히 해명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거리를 두고, 물음의 초점을 그러한 특
이성의 세부를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조정하는 것이 좀 더 생산적일 수 있
다. S-2 학습자의 경우 ‘가난한 아버지가 불쌍할 수는 있는데 왜 장난감이라

린 그림 자체가 이 시인 것 같기도 하다. 아이가 그린 
그림의 내용을 시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한
다. ⓑ이 아이가 자라온 환경을 커서 이렇게 시로 썼던 
것은 아닐까? 과거 자신의 아버지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한 가정을 꿈꾸던 아버지의 모
습을 아이가 나중에 커서 시로 표현한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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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표현한 걸까?’, ‘아버지를 불쌍한 장난감으로 기억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그 둘 
다일까?’, ‘만약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긍정적인 것이라면 장난감이라는 표현
은 친근함이나 애착을 드러내고자 한 게 아닐까?’와 같이 물음들의 초점을 좁
혀가면서 학습자가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는 성향들과 그렇지 못한 성향들을 
생각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감각 주체의 태도에 대한 최대한의 의미화가 이루
어질 수 있는 지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2-1차-흰 그림자-감상문-부분]
ⓐ왜 흰 그림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알 수 없었다. 선과 악이라는 양면적 
속성을 가진 존재일까? 아무튼, ⓑ나는 이 흰 그림자를 분명 형태는 존재하지
만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화자의 선한 자아라고 생각했다. 현재 화자는 알지 
못했더라면 편했을 것들을 알게 되어 괴로워하는 듯 보인다. 그리고 그 괴로
워하는 나를 돌려보낸다는 것이 내가 마주한 두렵고 힘든 상황을 회피한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소리 없이 사라지는 흰 그림자는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용기 있는 자신을 잃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화자는 흰 
그림자들은 사랑하지만 떠나는 흰 그림자들을 붙잡으려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 화자는 이러한 행동들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개선 의
지는 없어 보인다. 그리고 ⓓ‘신념이 깊은 의젓한’과 같은 수식어구도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위로하는 일기 같았다. (…) 저러한 행동은 ‘나’를 잃고 인간이 
아닌 동물로, 인간으로서 빈껍데기뿐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E-10-1차-흰 그림자-감상문-부분]
자신의 내면에 있었던 수많은 괴로움들을 끌어내어 돌려보내면 흰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것에서 ‘괴로움=흰 그림자’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부
분에서 흰 그림자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리 모퉁이 ‘어둠’ 속으
로 사라진다고 하였다. 이 부분에서 ⓐ화자가 굳이 ‘어둠’으로 ‘흰’ 그림자가 
사라진다고 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함이 생기기도 하였다. 그래서 고
민을 해보았지만 아직 그 의미를 잘 모르겠다. 화자는 흰 그림자를 사랑했다
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괴로워하던 수많은 나를 돌려보낸 것이 내 모든 것을 
돌려보낸 것이라 말하며 ‘허전히’ 뒷골목을 돌아 방에 돌아온다. 그렇다면 ⓑ
화자는 흰 그림자를 긍정적으로 인식한 것일까? 그래서 여기까지의 화자의 태
도를 정리해보았을 때 ⓒ발자취 소리는 화자에게 괴로움의 대상이고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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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이지만 그것 역시 자신의 모습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더는 피하지 않
고 수면 위로 들어 올렸을 때 비로소 흰 그림자가 되어 사랑할 수 있는 존재
가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았다. ⓓ자신이 왜 괴로운지 알게 된 화자는 흰 
그림자조차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제자리로 돌려보내고 자신의 할 일을 
찾아 방으로 돌아간다.

  인용한 사례들은 감각 주체의 성향에 대한 가정이 감각 주체의 발화가 갖는 
특이성에 대한 초점화된 물음으로부터 보다 정교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E-2 
학습자와 E-10 학습자는 감각 주체의 발화가 갖는 특이성을 감지하고 그러한 
특이성이 발현되는 배경에 대해 물음을 던지고 있으나(ⓐ), 이에 대해 적절한 
해답을 찾지는 못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음을 단서로 하여, 
감각 주체의 성향에 관한 가정(ⓑ)이 보완되고, 그러한 가정을 통해 감각 주체
와 대상 간의 상호작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파악한 후, 이를 통해 감각 주
체의 성향에 대한 학습자 나름의 판단(ⓓ)으로 나아가고 있다. ⓐ에서 ⓓ에 이
르는 전개가 최초의 물음을 온전히 해명해주지는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감각 
주체의 특이성에 초점을 맞춘 물음을 던지고 그에 대해 숙고해 보는 것이 감
각적 특성의 의미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감각 주체 층위에서의 감상 활동은 불분명한 것을 분명한 
것으로 확인하는 과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불분명한 것에 대해 그것이 불
분명한 이유를 학습자 자신에게 분명한 경험에 비추어 명확하게 확인하는 순
환적인 과정을 통해 활성화된다고 할 수 있다.

(4) 감각 매개 층위에서의 반응 양상

  가. 가치 부재의 반응 양상

  학습자들은 시 읽기와 관련하여 언어 형식들의 작용을 자율적으로 탐구하기
보다는 특정한 언어 형식이 갖는 효과를 목록화하여 암기하고 적용하는 데 익
숙하다. 따라서 감각 매개 층위에서의 감상 활동을 수행할 때, 단순히 언어 
형식의 사례를 발견하고 나열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32) 이러한 반응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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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언어를 분석을 위해 파악되어야 할 기법으로서 접근하는 태도를 보여준
다는 점에서 감각적 체험의 비활성화 상태로 이해될 수 있다.
  또 하나의 문제적인 양상은 시의 언어 형식에 대한 관습화된 이해를 대입하
여 형식들의 작용을 막연하게 심미화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시 읽기 과정에서 
언어 형식들이 학습자 자신의 상상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지하지만, 그 영향의 내용을 시의 언어 형식에 대한 관습화된 평가를 재인
하는 차원에서 피상적으로 설명하는 반응이 나타난다.33) 
  감각 매개 층위에서의 감상 활동은 학습자가 환기한 감각 가능한 이미지에 
대하여 그러한 환기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근거들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
춘다. 따라서 감상 활동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시의 언어 형식을 읽기 행위에 
앞서 그 효과가 결정된 추상적인 기호나 예술적인 기교가 아니라 독자 자신의 
상상 활동을 촉진하는 실질적인 계기로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언어 형식의 기계적인 확인이나, 언어 형식의 작용에 대한 막연한 심미화는 
독자 자신의 상상 활동이 어떠한 기반 위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해를 거
의 진전시켜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양될 필요가 있다.

  나. 외향적 질서화 중심의 연동

  학습자들이 시 읽기 과정에서 감각 가능한 이미지의 환기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 형식들을 발견하고 그 작용을 연동해 나갈 때, 가치 질서를 구축하는 방
향은 크게 텍스트 외재적인 방향과 내재적인 방향으로 분기한다.34)

32) “아우슈뷔츠 수용소 철조망 기슭의 잡초와 어린 교문 기슭의 잡초를 나란히 배열하였
다. 잡초의 의미를 모르겠다. 둘이 어떤 관계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S-14-1차-아우
슈뷔츠 Ⅱ-감각 매개-전문]

33) “추상적인 표현을 통해서 직접적인 것보다 사람들에게 더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 같
다.”[S-41-1차-너무 큰 등받이 의자-감각 매개-전문]

34) 로트만에 따르면 예술 텍스트에서 기호는 관계들에 의해 연결된 구조적 사슬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 기호가 갖는 의미는 표현에 속하는 구조적 사슬과 내용에 속하는 구조
적 사슬의 교차 속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항상 구조적 사슬 간의 재약호화의 문제를 
포함하는데, 로트만은 기호의 재약호화가 이루어지는 중심적인 양상으로 하나의 체계 
내적으로 의미가 형성되는 내적 재약호화와 두 개의 상이한 유형의 사슬 구조 사이에 
등가가 확립되는 외적 재약호화를 제시하고, 예술 텍스트에서는 이러한 중심적인 양상
이 복잡하게 상호 연관되는 복수적인 재약호화가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을 
참고하여 여기서는 학습자들이 형식들의 연동을 통해 구축하는 가치 질서를 텍스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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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재적인 방향의 질서화는 형식들의 작용에 내포된 가치 기준을 시대적 상
황이나 역사적 사건 등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형
식들의 배치는 현실의 가치 질서를 압축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
히, <아우슈비츠 Ⅱ>와 같이 주요 소재가 역사적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경우 형식들의 배치가 텍스트 외재적인 가치 질서와 보다 활발하게 연동되는
데, 이러한 접근에서 텍스트 외재적인 가치 질서의 활용 방식은 학습자에 따
라 편차가 있었다.

[S-23 학습자의 감상 활동 양상]

  S-23 학습자는 <아우슈뷔츠 Ⅱ>를 읽으면서 상상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로
를 삶과 죽음이 대비되는 이분법적인 가치 질서로 구성하였다. 감상문을 작성
하는 과정에서는 이를 시대적 상황에 대한 학습자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민
중들의 저항과 군사 정권의 폭압이 대립하는 가치 질서로 치환하였다. 그러나 

계 외부의 가치 질서가 준거가 되는 ‘외향적 질서화’와 텍스트 세계 내부의 가치 질서
가 준거가 되는 ‘내향적 질서화’로 설정하였다. Y. Lotman(1970), 유재천 역(1991), 
예술 텍스트의 구조, 고려원, pp.59-61.

1차-아우슈뷔츠 Ⅱ
-감각 매개-전문

작가는 세계를 교문 하나를 두고 아우슈비츠와 학동, 학
부형이 있는 세계 혹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관한 단편
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가치를 부여하고, 부정적인 이들
에게는 ‘잡초’라는 단어로 가치를 부여하고, 나에겐 잡초
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해줄 수 있게 해줬다.

1차-아우슈뷔츠 Ⅱ
-감상문-부분

이 시는 잡초를 부정적 존재로 잡은 것으로 보아 잡초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우슈
비츠에 투영하여 잡초를 바라볼 경우 잡초는 나쁜 독일
인(=전 나치제국 사람들)로 비추어 질 수도 있다는 생각
을 해 보았으며, 앞에 ⓑ시가 쓰인 연도가 1977년이었는
데 내 역사적 지식으로는 그때가 박정희 시기니까 여기
서 잡초는 군사 정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밖에선 시위를 하기에 교문 밖을 위험하다고 했는지, 
자유가 사라지는 교문 안을 죽음이라 표현했는지를 만일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갈 수 있으면 작가에게 묻고 싶었
던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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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치환을 뒷받침하는 텍스트 내적인 규칙들의 제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우슈뷔츠 Ⅱ>에서 ‘잡초’가 ‘죽음’과 인접하게 제시되고 있다고 하더
라도 ‘군사 정권’이라는 위압적인 대상을 ‘잡초’와 같이 관습적으로 민중이나 
끈질긴 생명력을 상징하는 대상과 연결 짓기에는 메워야 할 간극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잡초’라는 대상을 ‘군사 정권’과 유
사한 것으로 드러내기 위한 형식들의 일관된 약호 전환 작용을 확인할 수 있
어야 한다. 즉, 현실의 가치 질서를 특징짓는 폭압과 저항의 대립이 <아우슈
뷔츠 Ⅱ>에서 ‘잡초’의 부정적인 특성을 환기하도록 유도하는 언어 형식들의 
작용에서도 일관되게 읽힐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감상문에서도 확인되듯이 
S-23 학습자의 경우 이러한 가치 질서의 치환은 창작 연도를 보고 직관적으
로 가정(ⓑ)된 측면이 크다. 학습자 또한 이러한 가정이 충분히 정합적이지 않
다는 점을 인지하여 ‘교문’을 둘러싼 형식들의 배치가 긍정/부정의 이분법적
이고 대립적인 구도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25-1차-아우슈뷔츠 Ⅱ-감상문-부분]
정작 시를 읽었을 때는 죽음을 털고 일어나면 문이 가까워진다는 것 말고는 
아우슈비츠에서 일어난 일과 하나도 관련이 없었다. 아침메뉴를 들고 나온 학
동이 복실 강아지 같다 하거나 그냥 오래돼서 잡초가 많이 자라 무성해졌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드는 별로 쓸모없는 얘기들뿐이었다. 사실적인 내용만 있다 
보니 이 사람이 시를 쓴 게 아니라 개가 있는 아우슈비츠의 사진을 보고 관찰
문을 그냥 쓴 게 아닐까란 생각이 들기도 했다.

  S-25 학습자는 <아우슈뷔츠 Ⅱ>에서 감각 주체의 어조가 사실을 있는 그대
로 전달하는 ‘관찰문’과 유사하지만 시에 제시된 내용은 역사적 사실과 별다
른 연관이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 이를 ‘쓸모없는 얘기’로 거부하는 반응을 보
이고 있다. 이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고려할 때 시에
서 불현듯 환기되는 학교에 관한 평화로운 이미지가 이질적으로 느껴진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텍스트 외재적인 가치 질서를 준거로 형식들
의 배치가 제안하는 상상의 경로가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에 이른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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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접근이 감각 매개의 관점성에 대한 가능한 수용 방식이라 하더라도, 어
두운 이미지를 배경으로 한 밝은 이미지의 배치가 역설적으로 어두운 이미지
를 강조할 수 있다거나35), 어두운 이미지에 대한 의도적인 회피일 수 있다는 
것36) 등 형식들의 배치가 현실의 가치 질서와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
을 고려하지 못한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텍스트 외재적인 가치 질서에 
대한 학습자의 경직된 태도가 텍스트 세계의 맥락에서 형식들의 실질적인 작
용에 대한 이해를 저해한 경우로 볼 수 있다.
  한편, 학습자들이 형식들의 배치를 텍스트 외재적인 방향으로 구성해 나가
면서 시인의 삶이나 학습자 자신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치 질서와의 접
점이 부각되기도 하는데, 전자의 경우 시인의 삶에서 중시되는 가치에 대한 
학습자의 기대를 재인하는 데 형식들의 배치를 활용한다면37), 후자의 경우 학
습자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를 재인하는 데 형식들의 배치를 활용하는 양상38)

이 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형식들의 배치를 학습자 자신에게 친숙한 가치 
질서에 편입시켜 수용하는 것은 형식들의 전체적인 작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
여 준다는 점에서 효용을 가질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일상적인 감각 경험에 
내포된 가치 기준을 과도하게 재인하여 시의 언어에 함축된 특수한 가치 기준

35) “그러나 “아우슈비츠”라는 제목과는 달리 시에서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아우슈비츠라는 공간의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할 때, “어린 교문”, “교문에서 뛰어나온 
학동이 학부형을 반기는 그림”, “복실 강아지” 등과 같은 평화로운 이미지는 엉뚱하게 
보인다. 이런 이미지는 “죽음을 털고 일어나면”, “아우슈비츠 수용소 철조망” 등과 같
은 어두운 이미지와 병치되어 있다. 이른 바 ‘명암의 병치 구조’이다. 이것은 전쟁을 밝
은 이미지 속에 배치함으로써 그 폭력성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거둔다.” 김기택(2005), ｢
김종삼 시의 현실 인식 방법의 특성 연구｣, 한국시학연구 12, 한국시학회, p.179.

36) “이 시행 배치를 보면 기슭에 있는 잡초와 강아지가 병치된 형상이고 강아지의 행동을 
수식하는 구절이 “교문에서 튀어나온 학동이 학부형을 반기는 그림처럼”임을 알 수 있
다. 이렇던 것이 나중에 “아침 메뉴를 들고”라는 시행이 삽입되고 그 위의 시행이 분절
되면서 애매성이 높아진 것이다. (…중략…) 전쟁 난민의 고통을 체험한 그는 생의 비정
함을 정면에서 직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숭원(2015), 앞의 책, p.60.

37) “이 시를 처음 읽고 들었던 생각은 역설적인 표현이 자주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 
이 시가 일제강점기일 때이지만 나는 일제강점기 시대도 아니고 전쟁 시대도 아닌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5연 마지막에 황혼처럼 물드는 내 방으로 돌아오면 이라는 문단이 
나오는데 윤동주 시인께서는 이제 곧 머지않아 자기가 잡힐 것을 예상한 거 같다는 생
각이 들었다.”[S-3-1차-흰 그림자-감각 매개-전문]

38) “시에서는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며 어두운 골목으로 나타냈으며 과거의 자신을 흰 그
림자로 표현하였다. 골목으로 흰 그림자를 보내주는 모습이 과거에 미련 갖지 말고 현
재를 살자는 교훈을 나에게 준 것 같다.”[S-24-1차-흰 그림자-감각 매개-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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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이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감각적 체험의 관점에서 좀 더 유의미한 반응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형식들
의 배치와 견주어 작가나 학습자 자신의 삶에서 친숙하게 발견할 수 있는 가
치 질서를 새로운 관점에서 갱신, 확장, 변형하게 된 경우로 아래의 사례에서 
그러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E-14-1차-흰 그림자-감상문-부분]
마지막 연에 ‘풀포기나 뜯자’라는 구절에서 조사 ‘-나’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
일지 궁금해졌다. 그 전의 내용에서 보였던 ⓐ화자의 의지와는 달리 포기하고 
체념한 듯한 어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괴로웠던 과거의 마음과는 달리 한층 
마음이 놓인 편안한 상태처럼 보이기도 한다. 또 ‘흰 그림자’라는 역설적 표현
을 쓴 이유도 궁금하다. 흔히 그림자라고 하면 개인의 분신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흰 그림자’는 조금 낯설고, ⓑ원래의 어두운 이미지가 아닌 밝고 
순수한 이미지를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다. 항상 스스로를 부끄러워했고 고뇌
에 가득했던 윤동주의 삶은 이 글에서도 묻어난다.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무기력한 것은 아니다.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자아를 새롭게 함으
로써 그의 내적 갈등은 조금씩 사라져간다. 좌절과 슬픔으로 점철된 시가 아
님에도 어딘가 슬프고.

  E-14 학습자는 ‘부끄러워하고 고뇌에 가득했던’ 시인의 삶의 맥락에 비추어 
<흰 그림자>에 제시된 언어 형식의 작용에 접근하고 있다. 여기서 ‘풀포기나 
뜯자’의 보조사 ‘-나’에서 드러나는 이중적인 태도(ⓐ), ‘흰 그림자’라는 일종
의 형용 모순적 표현에서 환기되는 이중적인 이미지(ⓑ)는 ‘부끄러움’과 ‘고뇌’
로 포섭되지 않는, 보다 적극적인 성찰과 갱신의 태도에 부합하는 형식들의 
배치로 간주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형식들의 배치를 텍스트 외재적인 가치 
질서와 견주어 봄으로써 시인의 삶이 끝까지 무기력한 것은 아니었으며 내적 
갈등을 조금씩 극복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발견(ⓒ)으로 나아간다. 이
러한 접근이 형식들의 전체적인 배치보다는 역설적 표현이라는 수사적 표현 
층위에 국한하여 이루어진 것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형식들의 배치가 
텍스트 외재적인 가치 질서와 생산적인 관계를 맺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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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할 때, 학습자가 형식들의 작용을 텍스트 외재적인 
가치 질서와 연관 지을 때, 학습자 자신에게 익숙한 관례적인 가치 기준을 재
인하는 반응이 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학습자들의 경우 
형식들의 배치를 텍스트 외재적인 가치 질서와 견주어 봄으로써 양자 간의 유
의미한 긴장을 확인하기도 하는데, 감각적 체험의 관점에서는 후자의 접근이 
시의 언어 형식들이 내포하는 특수한 가치 기준에 접근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촉진되어야 할 반응이라 할 수 있다.

  다. 내향적 질서화 중심의 연동

  학습자들이 형식들의 작용을 텍스트 내재적인 방향으로 연동해 가게 되면, 
관례적인 감각 조건들을 해제하는 텍스트 내적인 규칙들을 발견하는 데 주의
를 기울이게 된다.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는 시의 수사적 표현이나 부분적인 
구성이 독자의 이미지 환기 과정에 미친 영향을 단편적으로 기술하는 양상으
로 나타나는데, 대체로 언어 형식이 이미지의 감각적 특성을 더욱 부각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점에 주목하는 반응이 나타난다.

[S-16-1차-흰 그림자-감각 매개-전문]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의 주요 대상 중 하나인 흰 그림자를 강조하였고 
행간 걸침을 통하여 글을 읽는 독자의 시선을 늦춰 긴장감을 주었다. 

[S-39-1차-자화상-감각 매개-전문]
햇빛 속에 저 눈부신 천성의 사람들이 화자와 대비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은유법이 나타난 것 같아서 대개 인상이 깊었다.

  감각 경험의 투사가 좀 더 진전된 반응은 독자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관례
적인 감각 조건에 비추어 형식들의 작용을 인지하는 것인데, 언어 형식의 작
용이 감각 경험에 대한 고정관념을 깰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반응39)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반응은 학습자 자신의 일상적

39) “원래 그림자는 검은색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있었는데 이 작품을 통해 지금까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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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감각 경험에 대한 반성적 인식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만, 형식들의 작용에 대한 고려가 텍스트 세계의 맥락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차원으로 확장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사례에서는 형식들의 작용이 더욱 전체적으로 고려되고 있는데, 여
기서 형식들의 배치는 작품의 특수한 분위기나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
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수용된다.

[S-17-1차-통영-감상문-부분]
통영은 마치 썸을 타는 것처럼 시를 읽을 때 내가 썸을 타는 것처럼 달콤하게 
느껴졌다. (…) ⓐ미역오리같이 말라서 굴껍지처럼 말없이 사랑하다 죽는다는 
구절에서 (…) 한 사람만 보며 살고 그 매력에 헤어 나올 수 없다는 거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봤다. 그런데 이 말은 슬프면서도 기분 좋은 말인 것 같다. (…) 
ⓑ마당에 김냄새 나는 비는 비가 내릴 때 찝찝하고 습해서 싫지만 빗소리를 
듣고 있으면 뭔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진다. 

[E-10-1차-흰 그림자-감상문-부분]
여기서 방이 황혼처럼 물든다고 하였는데 (…) ⓒ낮과 밤의 시간 사이에서 고
민하고 성찰하는 그 시간을 황혼이라 생각해보면 이제는 방이 화자의 내면과 
마주하는 공간이 된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그 성찰의 결과가 마지막 연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였다. ⓓ신념, 즉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의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성찰의 결론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의 분위기
가 희망찬 다짐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지만 이거라도 하자’는 식
의 뉘앙스가 더 느껴지기는 한다. 시를 읽으면서 성찰의 의미, 자신의 괴로움
과 직면함으로써 갈등을 극복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던 것 같다. 

  S-17 학습자는 <통영>에 제시된 비유적 표현들이 작품의 분위기를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고, 찝찝함과 상쾌함이 공존하는 분위기로 주조하는 작용을 갖
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들의 배치는 연인 간의 사랑이 시작되
기 전의 달콤한 분위기에 부합하는 것으로 수용되고 있다. E-10 학습자의 경

는 다른 관점에서 그림자를 바라보아서 “검은 그림자뿐만 아니라 흰 그림자도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다양한 색의 그림자들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동안 가
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깰 수 있어서 좋았다.”[S-36-1차-흰 그림자-감상문-부분]



- 113 -

우 <흰 그림자>의 전체적인 구성을 낮의 시간에서 밤의 시간이 교차하면서 
성찰이 심화되는 상황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배치의 구심점을 ‘방
이 황혼처럼 물든다’라는 표현으로 설정하고 있다. 여기서 낮의 시간과 밤의 
시간 간의 교차는 ‘방’이라는 개인적이고 고립된 공간으로의 이동과 연동되면
서 감각 주체가 갖는 성찰의 의지를 부각시키는 작용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는
데, 이러한 상상의 경로를 경유하여 작품의 주제는 괴로움에 직면하면서도 갈
등을 해결해 나가는 성찰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 수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학습자들이 내향적 질서화를 중심으로 형식들을 연동할 때, 이미
지의 감각적 특성은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주제 의식에 조응하는 것으로 
수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형식
들이 텍스트 내적으로 야기하는 특수한 작용들을 자신들의 감상 언어로 설명
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 수사적 표현 단위나 부분적인 국면에서의 
구성 효과에 대해서는 기존에 학습된 지식이나 시 감상 경험을 토대로 개략적
으로라도 설명할 수 있지만, 형식들이 전체적으로 연동되어 야기하는 작용을 
설명하는 데 적절한 감상 언어를 찾지는 못하는 것이다.40) 
  형식들의 전체적인 연동 작용을 더욱 정교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감각 경
험의 언어적 재현과 관련된 심미적 관념들, 언어 형식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가치 기준 등에 대한 충실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에 관한 장르적 지
식들을 충분히 섭렵하지 못한 학습자들이 이 단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
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이 단계에서 과도하게 
전문적이거나 정합적인 감상 언어들을 사용하는 데 강박을 갖는 것 또한 학습
자 자신의 체험 내용에 대한 충실한 기술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런 맥락에서 학습자 중심의 시 감상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형식들의 
작용을 기술하는 방식에 대한 대안적인 접근이 시도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 지점에서 학습자들이 텍스트 내재적인 형식들의 작용
을 묘사적인 감상 언어로 설명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40) “시를 보고 포기, 도전, 깨달음, 반성 등등 여러 감상을 할 수 있어서 새롭고 의미 있
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시가 어려웠다. ‘흰 그림자’라는 시를 
모두 토막 내듯이 한 문장, 한 단어로 보면 이해가 가능하겠지만 이 모든 걸 연결하고 
붙여서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아직도 못하겠다.”[S-11-1차-흰 그림자-감상문-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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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8-1차-자화상-감상문-부분]
이 시에서 표현된 세계를 생각하면 ⓐ주변의 빛과 대조적으로 어떠한 물체에 
빛을 비추면 그 뒤에 생기는 그림자와 같이, 그림자가 물체와 빛을 뛰어넘지 
않듯이, 이 시의 세계 또한 밝음과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어둠이 밝음을 완전
히 덮지 않고 조용하고 은은하게 내뿜는 세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평소에 원하고 생각하고 경험하는 어둠 속에서 작지만 환하게 불을 밝혀 주위
를 비추려 하는 어둠 속의 촛불의 세계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S-18 학습자는 <자화상>의 텍스트 세계를 밝음과 대조적으로 어둠을 은은
하게 강조하는 가치 질서로 구축(ⓐ)하며, 이러한 가치 질서를 독자 자신이 기
대하는 심미적 경험(ⓑ)과 비교하는 양상을 보인다. 여기서 형식들의 작용은 
일반적으로 시 장르의 감상에서 활용되는 ‘구체적’, ‘상징적’, ‘이상적’, ‘서정
적’, ‘초월적’, ‘환상적’ 등과 같은 평가적인 감상 언어로 풀이되기보다는 형식
들이 열어주는 생각이나 느낌을 충실히 기술하는 것으로 대체되고 있다.
  S-18 학습자와 같은 접근은 형식들의 작용에 ‘대한’ 이해라기보다는 형식들
의 작용을 ‘따라’ 또는 형식들의 작용에 ‘빠져들어’ 이해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전자가 형식들의 작용을 그와 연관된 장르적인 지식을 준거
로 설명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형식들이 학습자 자신의 상상 활동에 야기하는 
구체적인 변화나 영향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가지 접근
은 학습자의 감각적 체험 과정에서 상호 보충적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형식
들의 작용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의 경우 우선 형식들의 작용
을 ‘따라’ 이해하는 접근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형식들의 배치를 내
향적으로 질서화하는 과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1차 감상 활동에서는 이와 같이 묘사적인 감상 언어를 통해 형식들
의 작용을 기술한 사례가 제한적으로만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습자들
이 형식들의 작용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획득한 사유들을 자신들이 가용할 수 
있는 감상 언어를 통해 더욱 풍부하게 기술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 방법에 대
한 고려가 감상 활동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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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 감상 활동 수정안에 대한 반응 양상

(1) 감상 활동 수정안 설계의 원리

  감상 활동 초안에 대한 학습자들의 반응 양상 및 전문가들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감각 대상 층위에서의 감상 활동에서는 ①감각 대상의 특성에 대한 초점 부
여, ②전경과 배경의 복합적 관계 설정, ③초점 전환에 따른 대상들의 가변적 
관계 설정을 위한 교육적 비계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감각 주체 층위에서의 감상 활동에서는 ①감각 주체의 행위에 대한 주목, 
②감각 주체가 처한 상황의 정교화, ③감각 주체의 특수한 태도에 대한 탐구
적 접근을 위한 교육적 비계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감각 매개 층위에서의 감상 활동에서는 ①형식들이 환기 과정에 미친 영향
의 반추, ②형식들의 배치와 텍스트 외재적・내재적 가치 질서의 유기적 연
관, ③형식들의 작용 기술을 위한 학습자 관점에서의 감상 언어 개발을 위한 
교육적 비계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교육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주로 언급된 것은 ①활동 예시의 구체화, ②활동 개념의 적정화였다.
  활동 예시의 구체화는 학습자들에게 제시된 감상 활동 방식이 학생들이 일
반적으로 수행하는 감상 활동의 방식과는 상이한 접근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감상 활동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충분한 예시가 주어져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감각 대상 층위에서의 감상 활동에서는 감각 
대상의 관계 시각화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시를 통해 활동 방식을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41) 감각 주체 층위에서의 
감상 활동에서는 성향 전형화에 대한 예시가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

41) “3번 문항에서 활용 가능한 전략이 상세하게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텍스트를 
감상하는 것에 있어 길잡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다만, 어떠한 
이미지로부터 출발해야 하는지, 중심적인 이미지를 떠올린 후에, 그 이후의 절차는 어
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궁금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안내가 주어진다면 학습자들의 활동이 순차적으로 그리고 수
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교사 B-1차 형성적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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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접근하기 용이할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었으나42), 학습자들이 기술해야 
할 성향의 범주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43) 감각 매개 층
위에서의 감상 활동에서는 형식들의 작용이 작품 안에서 일정하게 질서화된다
고 할 때 이를 학습자들이 발견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44), 이는 형식-배치-가치를 연결하는 과정의 접근성이 제고되어야 한
다는 요구로 이해할 수 있다.
  활동 개념의 적정화는 감상 활동에 사용된 개념들이 교육 현장에서 통용되
는 개념과 호환 가능한 것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감각 대상과 관련된 ‘배경’45)이나 감각 주체와 관련된 ‘신체’46), ‘감각’47)과 같
은 개념들의 용법이 학습자들에게 낯설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 좀 더 용
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42) “4번 문항에는 화자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이름이라고 할 때, 조금의 사례가 있어
서 학생들이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다른 문항에도 이런 정도의 힌트나 
비계가 조금이라도 주어진다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하는 생각을 아이들이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교사 B-1차 형성적 순환]

43) ““주체의 특성”, “화자의 특성”을 쓸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너무 포괄적인 표현이라 
학습자들이 떠올려야 할 내용의 층위가 잘 한정되지 않을 듯합니다. ‘어떤’ 특성을 여기
에서 떠올려야 하는지 좀 더 한정해주거나, 아예 이 문장을 ‘작품에서 화자가 사용하는 
표현, 대상에 대한 반응이나 태도 등을 자신(의 그것들)과 비교해 보자’라는 식으로 하
여 ‘특성’이라는 용어를 포기할 수도 있겠습니다.”[전문가 A-1차 형성적 순환]

44) “예시로 ‘원근법’을 든 문장인데,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원근법이 객관적인 
인식 태도의 산물이라든가 하는 점을 분명하게 표현해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학습자
들이 이것을 잘 발견해내면 상당히 유의미한 논의가 되겠는데,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활동 지침’을 통해 여기에 대해 교사가 예시 등을 통해 활동 유도를 잘 해야 할 듯합
니다.”[전문가 A-1차 형성적 순환]

45) “여기에서 쓰인 ‘배경’ 또는 ‘암시되는 배경’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해 더 자세한, 혹
은 고등학교 수준의 설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학습자들은 ‘시적 배경’이라는 단어를 들
으면 시공간적 배경이나 상황을 떠올릴 텐데, 감상문을 쓸 때 이들을 혼용해서 쓰거나 
혼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전문가 B-1차 형성적 순환]

46) “참고 자료를 읽고 ‘신체’의 개념으로 화자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게 학습자들에게 낯
설고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수준의 학습자들은 일단 시에서 ‘나’가 드
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화자를 일차적으로 구분하고 ‘나’가 드러날 경우 
이 ‘나’의 정체를 추측해나가는 식으로 화자를 이해하곤 하는데, 언어를 통해 신체의 관
계 양상을 파악한다는 개념을 짧은 순간에 이해하고 시에 접근하는 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전문가 B-1차 형성적 순환]

47) “‘감각하다’와 ‘느낀다’는 이 문장 속에서는 물론 변별되는 표현이지만, 일상적인 용법
에서 이 둘은 유의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혼동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는 애초에 ‘감각하
다’라는 표현 자체가 학생들에게 너무 생소하거나 불명확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 
‘감각하다’는 과연 ‘느끼다’, ‘인지하다’, ‘인식하다’, ‘이해하다’, ‘수용하다’ 등 유사하거
나 인접한 용어들과 어떻게 같고 다른 것인지요?”[전문가 A-1차 형성적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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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감각 매개와 관련된 ‘형식’, ‘가치’, ‘배치’와 같은 용어들은 각각이 지시
하는 바가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학습자들이 해당 용어만 가지고 활동을 수행
할 때 그 방향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48) 
  2차 현장 조사를 위한 감상 활동 수정안은 감상 활동 초안에 대한 이와 같
은 시사점을 반영하여 구안하였다. 활동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활동에 대한 설명 → ② 작품과 관련된 사전 환기 활동 → ③ 작품 읽기 
→ ④ 감각 대상 층위에서의 감상 활동 → ⑤ 감각 주체 층위에서의 감상 활
동 → ⑥ 감각 매개 층위에서의 감상 활동 → ⑦ 감상문 작성

  감상 활동 수정안의 주안점은 1차 현장 조사에서 학습자들이 감각적 체험을 
주체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겪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감상 활동을 체계
화・상세화・초점화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사전 환기 활동을 통해 대략적
인 감상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감상 활동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을 제시하고, 감상 활동의 절차를 세분화하여 제시하였으며, 감상 
활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와 정보를 포함한 참고 자료를 제시하였다. 아울
러, 학습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전문 용어나 의미가 모호한 용어들을 최소화하
여 학습자 스스로 활동 방향을 이해하면서 감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또한 1차 감상 활동에서는 주어진 시간 안에 감상 활동 전체를 수행하
며 감상문까지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 학습자들이 많아 2차 감상 활동에
서는 각각의 체험 층위에서의 감상 활동을 정리하는 활동을 제외하고 감상문
을 작성하는 데 더욱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하였다.

48) “시에 표현된 세계들에 평가할 때, 접근들을 유형화하여 목록을 제시하면 학습자들의 
반응을 더 잘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학습자가 시에 표현된 
세계를 ‘평가’한다는 것이 시 또는 시 속 세계에 대한 가치 판단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예를 들면 이 시는 윤리적 가치를 우위에 둔 세계를 그려냈기에 좋은 시로 평가함) 그
렇다면 학습자가 자신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평가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의 발문에서 ‘그러한 가치 부여 방식이 자신에게 갖
는 의의를 평가해 봅시다.’ 부분에 어떤 식으로 답해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작가가 세계에 가치를 부여한 방식을 보고 학습자(또는 독자)가 가질 수 있는 의의는 
작품에 내재된 시의 주제의식? 그게 아니면 독자가 작품을 통해 발견해낸 삶의 가치나 
교훈? 후자라면 이를 독자가 스스로 ‘평가’한다는 것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집니다.”[전
문가 B-1차 형성적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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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1차 현장 조사에서 ①어휘에 대한 접근성, ②작가 및 시대적 상
황에 대한 선입견, ③학습자의 생활 경험과 동떨어진 주제가 학습자들의 감각
적 체험을 제약하는 텍스트적 요인으로 판단되어49), 1차 현장 조사에서 활용
한 작가의 작품 중, 1차 현장 조사의 텍스트 선정 조건을 충족하면서 감각적 
체험의 활성화 요인이 풍부한 작품50)으로 기형도의 <밤 눈>(1985)을 선정하
였다. 작품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네 속을 열면 몇 번이나 얼었다 녹으면서 바람이 불 때마다 또 다른 몸짓으
로 자리를 바꾸던 은실들이 엉켜 울고 있어. 땅에는 얼음 속에서 썩은 가지들
이 실눈을 뜨고 엎드려 있었어. 아무에게도 줄 수 없는 빛을 한 점씩 하늘 낮
게 박으면서 너는 무슨 색깔로 또 다른 사랑을 꿈꾸었을까. 아무도 너의 영혼
에 옷을 입히지 않던 사납고 고요한 밤, 얼어붙은 대지에는 무엇이 남아 너의 
춤을 자꾸만 허공으로 띄우고 있었을까. 하늘에는 온통 네가 지난 자리마다 
바람이 불고 있다. 아아, 사시나무 그림자 가득 찬 세상, 그 끝에 첫발을 디디
고 죽음도 다가서지 못하는 온도로 또 다른 하늘을 너는 돌고 있어. 네 속을 
열면.

- 기형도, <밤 눈>(2000년, 1985년 4월호)51)

 

49) 이는 학습자들의 감상 양상과 교육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반영한 것이다. 연관된 피드
백은 다음과 같다. “학습자들의 관심사로부터 출발한 텍스트 선택이 학습자의 자발적 
감상을 유도할 수 있어 감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합니다. 다만, 학습자
들이 텍스트를 선택한 이후 자신이 선택한 텍스트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원하거
나 이미지들을 상기하는 것만으로 텍스트 해석이 되지 않아 감상에 곤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굴>의 경우 어려운 어휘들이 
상당수 노출되어 있어 어휘 자체의 의미를 몰라서 감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흰 그림자>는 특정한 감각적 심상으로부터 감상을 이어나간다 하더라도 유기
적인 내용 파악이 어렵다는 점에서 감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교사 B-1차 형
성적 순환]; “연구자가 의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작품 내용이 학습자의 경험과는 좀 거
리가 있어서 작품을 이해하지 못해 감각적 체험을 제대로 하기 어렵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예를 들어, <도굴>, <아우슈뷔츠 Ⅱ>에 대해 별도의 배경 지식 없이 감각적 체
험에 집중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전문가 C-1차 형성적 순환]

50) 구체적으로 감각 대상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이 일상적인 감각 경험을 투사하기 용이한 
자연물이 주요 소재라는 점, 대상 간의 관계 구도가 복합적・가변적으로 설정될 여지가 
풍부하다는 점, 대상의 감각적 특성에 대한 주체의 행위적・정서적 연관이 다양한 방식
으로 드러난다는 점, 관례적인 감각 조건의 가정을 지연시키는 형식화된 표현들과 구성
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51) 기형도, 기형도 전집 편집위원회 편(1999), 앞의 책,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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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관계 시각화의 구도 확장

  감상 활동 수정안에서는 감각 대상과 연관된 체험 층위에서의 활동을 수행
하기에 앞서, 학습자들이 이미지의 감각적 특성에 몰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
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전 질문을 통해 시에 제시된 주요 소재인 ‘밤 
눈’에 대한 감각 경험을 환기하게 하고, 텍스트 세계의 감각 조건을 수용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구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
다. 학습자들에게 제시된 사전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문 1. ‘밤 눈’이라는 제목과 관련하여 떠오르는 여러분의 느낌이나 경험을 
아래의 상자에 적어 보세요.

질문 2. 다음은 시 ‘밤 눈’ 과 연관된 질문들입니다. 시를 읽기 전에 괄호 안
에 들어갈 말을 예상하여 적고, 그 이유를 아래의 상자에 적어 보세요.

눈의 속을 들여다보았더니 [      ] 이/가 있었다.

눈이 바람에 날려 공중에서 떠다니는 것을 보니 [      ]이/가 떠올랐다.

  학습자들은 사전 질문에 답한 후 특별히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에 밑줄
을 치고 떠오르는 인상이나 느낌을 빈칸에 간략히 적으면서 시를 읽었으며, 
이후 감각적 체험의 구조와 연관된 감상 활동을 수행하였다. 
  감상 활동 수정안에서 감각 대상 층위에서의 감상 활동은 대략적인 감상의 
방향을 제시한 ‘설명’과 이를 바탕으로 수행되는 단계화된 ‘활동’, 학습자들이 
활동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예시들을 포함한 ‘참고 자료’로 구성하였다. 
  학습자들에게 제시된 설명은 감상 활동 초안과 유사하게 전경과 배경의 관
계 속에서 대상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짧은 시 텍스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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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활동 예시를 제공하여 학습자들이 대략적인 활동의 방향과 방법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습자들에게 제시된 설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활동 1 ] 감각적 표현을 대상과 관련지어서 이해하기

  우리는 항상 관계 속에서 대상을 감각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두 직선은 같
은 길이이지만 오른쪽의 선이 더 길게 보이는 것은 화살표라는 주변이 직선을 
보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대상에 대한 감각은 주변이나 배
경과의 관계 속에서 대상의 특정한 측면을 두드러지게 만들면서 이루어집니
다. 시에서의 감각적 표현 또한 주변 및 배경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하게 두드
러지는 대상들을 구체적인 언어로 포착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카시아들이 언제 흰 두레방석을 깔었나 
/  어데서 물큰 개비린내가 온다
- 백석, <비> 전문

  이 시에서 화자는 ‘아카시아꽃’을 보고 있습니다. 아카시아꽃이 하얗게 무리 
지어 핀 모습을 하얀 방석을 깔아 놓은 것에 빗대어 선명하게 표현하였습니
다. 아카시아꽃에 대한 이러한 감각적 표현은 제목과 ‘어디선가 개비린내가 온
다’라는 표현이 암시하듯 비 내리는 풍경을 배경으로 부각된 것입니다. 비가 
내릴 때 숲에 가보면 식물들의 빛깔과 향기가 물기와 더불어 강렬하게 발산되
는 것을 체험할 수 있지요. 이러한 대상과 배경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한 결과 이 시는 비가 오는 날 나타
나는 아카시아 꽃의 특별한 상태를 ‘흰 두레방석’ 
에 빗대어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를 읽을 때 대상과 주변 및 배경의 
관계를 정리함으로써 우리는 시가 감각적으로 표
현하고자 하는 현상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게 됩
니다.

  학습자들에게 제시된 감상 활동은 감상 활동 초안과 동일하게 관계 시각화
를 교육적 비계로 활용하되, 대상들의 관계를 시각화하기 전에 시에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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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상들을 나열하고 그러한 대상들의 관계와 속성 등이 시각화에 반영되
도록 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관계 시각화에 포섭되지 못한 
내용을 기술하게 하여 가시적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잠재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대상들이 갖는 복합적이거나 가변적인 
영향 작용을 더 확장된 구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다.
  감상 활동 초안에서는 활동 전략으로 몇몇 의미 구조의 예시(연결 관계, 차
단 관계 등)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에 적합한 의미 구조를 발견하고 
명명하게 하였으나, 감상 활동 수행 시 학습자들이 해당 예시를 기계적으로 
작품에 적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였다.52) 이를 고려하여 감상 활동 수정
안에서는 학습자들이 자신들의 관점에서 대상들이 갖는 특성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대상 간의 관계를 발견하고 의미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활동을 구안하였다. 학습자들에게 제시된 활동은 다음과 같다.

1단계 ) 관계도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대상들을 나열해 보세요.

2단계 ) ‘대상’, ‘대상의 주변/배경’, ‘대상들 간의 관계’, ‘대상의 속성’ 등이 
드러나도록 관계도를 그려보세요. (참고 자료 1-1 확인)

3단계 ) 관계도로 표현되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적어보고, 그 이유에 대한 자
신의 생각을 써 보세요.

  다음으로, 학습자들에게 제시된 참고 자료는 대상 간의 관계를 가시적으로 
나타내면서 대상 간의 복합적이거나 가변적인 관계를 포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관계를 시각화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 
자료와 1차 현장 조사에서 학습자들이 작성한 관계도의 예시를 제공하였다. 

52) “화자인 ‘나’는 ‘어둠’과 같은 존재이고, 어둠이니까 햇빛과 차단된 관계이다. ‘나’의 중
심주변관계는 어머니와 긴 몸뚱어리의 슬픔이고, 나와 순환되는 관계는 어둠의 자손이
다.”[S-8-1차-자화상-감각 대상-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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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1-1 ] 관계도를 그려보자!

  시를 분석할 때, 긍정적인 것은 O 표시를 하고 부정적인 것은 △ 표시를 하
는 식으로 읽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대상들 간의 관계를 긍정/부정으로 
나누어 이해하면 시의 주제가 선명하게 포착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이분법적인 방식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시의 주제가 너무 단순하게 되어 버리
거나, 감상문을 쓸 때 자신이 시에서 받은 인상이나 느낌을 구체적으로 표현
하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관계도 안
에 대상들 간의 복합적인 관계나 그에 대한 자신의 느낌까지 담아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의 관계도는 한 심리학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이 각각 좋은 결혼(왼쪽)과 
나쁜 결혼(오른쪽)에 대한 관계도를 그린 것입니다. 셋 다 동일한 현상을 표현
한 것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결혼에 대한 세 가지 다른 생각과 느낌을 보게 됩
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그림은 좋은 결혼은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평탄한 
것이라는 생각을 나쁜 결혼은 기복이 있고 불안하고 거친 것이라는 생각을 표
현하고 있지요. 이처럼 관계도는 글로 길게 표현해야 할 어떤 복합적인 생각
이나 느낌을 함축적이면서도 정돈하여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관계도를 작성하는 데 어떤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를 읽으며 대
상들에 대해 생각과 느낌을 풍부하게 갖는 것이고, 관계도는 이를 글로 옮기
기 전에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이면 될 것입니다. 다음 
사례처럼 관계도는 점이나 선의 배열을 통해서도 구성될 수 있으며 꼭 어떤 
정교한 형태를 가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를 읽는 과정에서 대상들 간의 관계는 시간에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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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 과정에서 관계도가 점차 구체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추상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시의 관계도는 A와 같이 표현될 수도 있고, B
와 같이 표현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향료를 뿌린 듯 곱-다란 노을 위에 / 전신주 하나 하나 기울어지고 
  // 먼-고가선 위에 밤이 켜진다 –김광균, <데생> 전문

A B

  작품을 읽고 관계도를 그려본 후 다시 작품을 읽고 관계도를 고치면서 핵심
적인 대상과 주변적인 대상을 파악해 보고,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묘사하
려고 해보세요. 이를 통해 감각적 심상으로 떠올린 내용을 감상문으로 표현하
는 데 보다 많은 연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 자료 1-2 ] 다른 학생들은 관계도를 어떻게 그렸을까?

  다음은 아래 시에 대해 학생들이 관계도를 작성한 사례들입니다. 관계도 그
리기의 핵심은 시에서 화자가 감각하고 있는 대상들의 관계를 정리하는 데 있
다는 점을 유의하며 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합시다.

A

  A는 작품의 시상 전개 순서에 따라 관계도를 작성하였습니다. 작품에 제시
된 대상들 간의 관계를 최대한 전체적으로 연결 지으며 이해하려고 하였고, 
감각적으로 표현된 대상들을 그 주변의 대상들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감상문 작성의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계도를 통해 작품에 제시되는 모든 대상들의 관계를 표현할 수는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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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지만 관계도를 충실히 작성해 봄으로써 무엇이 보다 중요한 관계이고 
무엇이 보다 내가 잘 설명할 수 있는 관계인가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B

  B는 ‘흰 그림자’라는 대상을 황혼이라는 시간적 배경 및 발자취 소리라는 
청각적 현상과의 관련 속에서 관계 짓고 있습니다. 밝음과 어둠이 교차하는 
시간을 배경으로 그림자가 두드러진다는 점, 발자취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예
민한 상태가 흰 그림자를 보게 만든다는 점을 포착한 경우라 하겠습니다. 
  관계도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를 읽으면서 어떤 부분은 보
완하고 어떤 부분은 아예 삭제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B의 관계도의 경
우도 황혼이 지면 검은 그림자가 보여야 하는데 왜 흰 그림자가 보이는 것일
까? 화자가 언급한 자신의 괴로움이나 어리석음이 관련되는 것 아닐까? 발자
취 소리를 듣는 예민한 귀가 흰 그림자와 연결된다면 왜 흰 그림자는 소리 없
이 사라진다고 했을까? 그만큼 자신을 둔감하게 만든다는 것일까? 와 같은 방
식으로 생각을 진전시켜 나가면서 처음의 관계도에서 표현하지 못한 내용들을 
조금씩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나. 성향 전형화의 범주 구분

  감상 활동 수정안에서 감각 주체 층위에서의 감상 활동은 학습자들이 감각 
주체와 대상 간의 상호작용을 더 면밀하게 살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
추었다. 이를 위해 학습자들에게 제시된 설명은 1차 감상 활동과 유사하게 화
자가 대상과 특정한 행위나 습관을 통해 관계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관계는 화자의 발화를 통해 드러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학습
자들에게 제시된 설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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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2 ] 감각적 표현을 화자와 관련지어서 이해하기

  우리는 항상 몸을 통해 대상을 감각합니다. 인간은 모두 몸을 갖지만, 각자
에게 자신의 몸은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것입니다. 몸은 타고난 것으로서 우
리의 감각을 조건 짓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은 안경의 힘을 빌려서 대
상을 보아야 하고,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은 에어컨이 세게 틀어진 곳에서 불
편함을 느낍니다. 또한, 우리의 몸은 대상을 감각하는 특정한 습관을 학습하며 
그에 따라 대상과 관계합니다. 젓가락질이 익숙하지 않으면 반찬을 집는 행위
가 포크로 찍는 행위와 유사하게 되고, 바닥에 놓인 티셔츠를 보면 목을 넣는 
부위를 자연스럽게 위쪽으로 인식하고 옷장에 걸어 놓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몸을 통해 감각하는 방식은 그 사람의 특성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에서 어떤 대상을 감각하는 화자 또한 이렇게 자신만의 고유한 몸을 가지
고 대상과 관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우리는 화자의 언어를 통해 그
가 감각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그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빠가 가시고 나신 방안에 / 시계 소리 서마 서마 무서워.
  -  정지용, <무서운 시계> 부분

  이 시의 화자는 오빠가 떠나고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시계 소리가 ‘서마 서
마’ 무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없는 ‘서마 서마’란 표현은 고요한 방 
안에서 주기적으로 날카롭게 울리며 화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시계 소리를 묘
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빠에 대한 정서적 애착이 크
고 고립된 상황을 더 힘들게 받아들이는 성격을 감안할 때 화자가 어린 소녀
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서마 서마’란 표현 또한 아직 정형화된 표현
을 쓰는데 익숙하지 않은 어린 소녀가 자신의 예민한 감정을 무심한 시계 소
리에 투영하면서 만들어진 단어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화자가 감각하는 방식을 통해 그 특성을 추측해 봄으로써 시에서 왜 
그러한 감각적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학습자들에게 제시된 감상 활동은 감상 활동 초안과 동일하게 ‘성향 전형
화’를 교육적 비계로 활용하였다. 감상 활동 초안에서는 활동 전략으로 화자
의 성향을 전형화한 예시(고독한 산책자, 냉철한 촬영기사 등)를 한정하여 제
시하였는데, 이로 인해 예시와 같은 방식으로 기술하기 어려운 감각 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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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고려하지 않거나, 시의 언어와 무관하게 성향을 상세화하는 양상이 나
타나기도 하였다. 이에 감상 활동 수정안의 활동은 화자의 행위를 ‘성격/배
경’, ‘발화/태도’, ‘상황/행동’으로 범주화하여 학습자들이 시의 언어가 환기하
는 감각 주체의 성향을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범주화하기 
어려운 성향에 대해서는 질문의 방식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참고 자료에서는 화자가 단순히 말하는 사람
이 아니라 말로써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암시하고, 감각할 수 있게 하는 존재
이며, 시 읽기 과정에서 화자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기에 언어를 통해 추측 
가능한 특성들을 최대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화자의 성향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질문을 던지고 이에 답하는 활동이 효과
적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과 1차 감상 활동에서 학습자들이 감각 주체의 
성향을 전형화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학습자들에게 제시된 감상 활동 및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렇다면 ‘밤 눈’의 화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에 대해 아래의 빈칸을 채우면
서 생각해 봅시다. (참고 자료 2-1 확인)

화자가 처한 상황 / 화자의 행동

화자가 말하는 방식 / 대상에 대한 태도

화자의 성격 및 배경(나이, 가족 관계, 직업 등)

위에서 작성한 내용 외에 화자에 대해 궁금한 점을 적어 보새요.

[ 참고 자료 2-1 ] 화자의 특성을 파악해 보자!

  시를 분석할 때, 화자의 성별과 연령을 파악하고 대상에 대해 긍정적인 태
도를 갖는지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지 등을 어조를 통해 파악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화자는 말로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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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속에서 화자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
지 주요한 항목들을 적용해서 화자를 분류하고 대략적인 작품의 분위기를 파
악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화자를 이해하게 되면 
화자의 개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화자의 관점에 몰입해서 시를 이해하
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의 생각을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첫
째, 화자는 단순히 말하는 사람만은 아닙니다. 말로서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암
시하며, 독자가 감각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인 것이지요. 즉, 화자의 말이 곧 화
자의 특성을 알려주는 단서인 것입니다. 둘째, 화자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시의 언어를 통해 추측 가능한 만큼만 화자를 알 수 있습니
다. 모든 시의 화자가 남성/여성으로 구분되는 것도 아니고, 때로 화자는 마치 
사진기나 카메라처럼 기계적으로 묘사만 하거나, 마치 다중인격처럼 여러 목
소리를 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의 언어라는 제한된 
단서들을 통해 화자에 대한 추측 가능한 가능성들을 최대한 확인하고, 그로부
터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내용들만 추리는 방식으로 화자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범인이 남긴 증거들을 통해 그 범인의 특성, 감정, 앞
으로의 행동을 예측하는 프로파일링처럼 화자에 대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질
문을 던지며 차근차근 접근해 보는 것이지요.
  화자의 상황/행동, 말하는 방식/태도, 화자의 성격/배경과 관련된 질문들을 
던지고 시에서 근거를 찾아 가능한 대답들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모든 질문
들에 답을 얻을 수는 없고 모든 답이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이런 과정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을 때 시에 대한 이해도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의 제자도 아니며 / 누구의 친구도 못 된다. / 잡초나 늪 속에서 
  나쁜 꿈을 꾸는 / 어둠의 자손, 암시에 걸린 육신.  
  - 최승자, <자화상> 부분

  위 시를 읽으며 화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들을 던질 수 
있을까요?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내가 다른 시를 읽을 때는 어떻게 질문
을 던지면 좋을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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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방식/태도와 관련된 질문 ] 
왜 화자는 제자는 아니고, 친구는 못 된다고 했을까? 배운 것은 쓸모 없고, 
친구라고 불리는 사람과는 마음을 터놓을 수가 없다는 뜻일까? 그렇다면 화자
는 스승을 무시하고 친구를 못 믿는 오만하고 고독한 사람인 걸까? 

[ 화자의 상황/행동과 관련된 질문 ] 
화자가 나쁜 꿈을 꾸는 잡초나 늪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 남들이 기피하는 더
럽고 우중충한 공간일까? 아니면 화자의 마음속 도피처를 의미하는 걸까? 아
니면 단순히 꿈 속의 상황을 의미하는 걸까? 

[ 화자의 성격/배경과 관련된 질문 ]
화자는 왜 자신을 어둠의 자손이라고 했을까? 화자의 부모가 어둠이라는 걸
까? 어두운 가족사를 암시하는 걸까? 아니면 가족들과 섞이지 못하는 화자의 
성격을 말하는 걸까? 아니면 어두운 존재들에게 더 동질감을 느낀다는 걸까? 
그렇다면 화자가 생각하는 밝은 존재들은 무엇일까? 

[ 참고 자료 2-2 ] 다른 학생들은 화자의 특성을 어떻게 파악했을까?

다음은 1차 활동지 작성 시 시에 대해 학생들이 화자의 특성을 파악한 사례들
입니다. 화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의 핵심은 화자가 왜 그렇게 대상을 감각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에 있음을 유의하며 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합시다.

[ 백석 – 통영 ]
화자에게 통영은 특별하지 않을까 싶다. 통영에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으니 
그러지 않을까. 또 나중에 되면 잘 되지 않았더라도 아 그땐 그랬지라며 추억
을 회상해서 한 번은 통영을 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바닷가에선 조개도 
울을 저녁이라고 했는데 조개도 울을 저녁이라면 슬픔을 느끼는 것을 조개가 
운다고 표현을 한 것일까.
☞ 화자를 잘 이해하게 되면 작품의 공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감각적 표
현에 담긴 감정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 최승자 – 자화상 ]
이 시에서 화자는 자신도 자신이 바라보는 대상처럼 빛나길 원하지만 동시에 
그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몸을 더 똬리 틀고 깊숙이 숨으려 든다. 자신을 내리



- 129 -

쬐는 태양에게 몰래 애원하면서도 그를 원망하며 사악한 꿈을 꾼다. 객관적으
로도 화자와 대상 간의 거리는 떨어져 있는 듯하지만 화자의 열등감, 절망감, 
부러움이 만들어 내는, 또한 화자가 그렇게 주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리감은 
실제보다 훨씬 과장되어 독자에게 다가온다. 이는 화자를 더욱 초라하고 쓸쓸
해 보이게 만든다.
☞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에 주목함으로써 화자와 대상 간의 정서적 거리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 김종삼 – 아우슈뷔츠 2 ]
화자가 겨우 남은 수용소 철조망의 잡초를 보며 과거 학동의 모습을 회상하는 
것은, 일반적 독자들과는 달리 전쟁을 겪었고 그 전의 일상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화자의 기억 속에서 교문에는 ‘활기찬 학동’이 있었지만 현재 
는 ‘생명력이 낮아 보이는 잡초’만 무성할 뿐이다.
☞ 화자가 말하는 방식에 주목하게 되면 화자가 보고 있는 상황이 사실인지 
아니면 기억이나 환상인지, 보다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일상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에 대해서도 가능한 해석들을 발견
할 수 있게 됩니다.

[ 윤동주 – 흰 그림자 ]
화자는 알지 못했더라면 편했을 것들을 알게 되어 괴로워하는 듯 보인다. 그
리고 그 괴로워하는 나를 돌려 보낸다는 것이 내가 마주한 두렵고 힘든 상황
을 회피한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소리 없이 사라지는 흰 그림자는 상
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용기 있는 자신을 잃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
다. 화자는 흰 그림자들은 사랑하지만 떠나는 흰 그림자들을 붙잡으려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 화자는 이러한 행동들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
지만 개선 의지는 없어 보인다. 그리고 ‘신념이 깊은 의젓한’과 같은 수식어구
도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위로하는 일기 같았다.
☞ 화자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관점과 비교함으로써 화
자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감상문에 자신의 느낌
과 관점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평가는 작품에 제시
된 표현들을 그 근거로 삼을 때 여러분의 감상문을 읽는 다른 독자들에게도 
보다 타당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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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동 질서화의 기준 설정

  감상 활동 수정안에서 감각 매개 층위에서의 활동은 학습자들이 특정한 언
어 형식의 작용을 다른 형식들과 연동해 가며 가치 질서로 구축해가는 과정을 
충실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학습자들에게 제시된 설명은 1차 감상 활동과 유사하게 형식이 
특정한 이미지를 강조하거나 희미하게 만드는 효과를 낳는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형식들의 선별과 조합은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며, 형식들의 효과는 시상의 전개 속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사례를 
들어 제시하였다. 학습자들에게 제시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활동 3 ] 감각적 표현을 시상 전개와 관련지어서 이해하기

  어쩌다가 식당에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었을 때 그 맛을 친구한테 
어떻게 전달하나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사진을 보여주고 그 아래에 감칠 맛·
깊은 맛·신선한 맛 등 알듯 모를듯한 말들을 해시 태그로 동원하기도 하지요. 
하여튼 그 맛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맛있다’라고만 하면 충분하지 
않고 가능한 수단들을 동원해 어떤 연출을 해야 합니다. 
  시에서 우리가 감각적이라고 생각하는 표현들 또한 시인이 무엇인가 독자들
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 동원한 연출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각적 표현
들은 어떤 순서에 따라 배열되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나뉘거나 생략되기도 하
지요. 이를 통해 어떤 심상은 뚜렷하게 강조되고, 어떤 심상은 희미해지거나 
모호한 채 남게 됩니다. 시에서의 이러한 연출 방식을 우리는 시상의 전개라
고 표현하며 이는 시가 표현하는 주제와 연관됩니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 서릿발 칼날 진 그 위에 서다
  //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 이육사, <절정> 부분

  이 시에서 화자는 고원에 서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상으로부터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은 ‘지쳐서’ 더 올라갈 곳이 없고, 화자가 서 있
는 땅은 ‘칼날’ 진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릎은커녕 한 발 디딜 곳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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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찾기 어려운 상황 속으로 화자는 쫓기듯이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원으
로 향하는 여정도 저지대에서의 생활도 묘사되지 않고 오로지 위도 아래도 더
는 의지할 수 없는 상황만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화자가 처한 ‘극한’의 상황을 
특수하게 구성하기 위한 연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효과로 우리는 
화자의 절박함과 위기의식에 공감하게 되지요.
  이처럼 시에서 감각적 표현의 의미나 효과는 시상 전개 방식과의 연관 속에
서 더 깊이 있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1차 감상 활동에서는 활동 전략으로 시에서 형상화된 세계가 형식들의 특정
한 ‘배치’ 속에서 제시된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하고 이것이 텍스트 세계에 일
정한 가치를 부여하는 작용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나, 학습자들이 ‘배치’
나 ‘가치’라는 용어를 어렵게 받아들이거나 이를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감상 활동 수정안에서의 활동은 학습자가 
감각 가능한 이미지를 환기하도록 한 주요 표현을 특정하게 하고, 이러한 표
현의 효과가 의도적인 형식들의 선택과 조합의 산물이라는 점을 ‘작가의 연
출’이라는 용어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학습자들에게 익숙
한 ‘시상 전개’라는 용어를 제시하여 텍스트 세계의 맥락과의 연관 속에서 형
식들의 전체적인 작용을 생각해 보게 하였으며, 학습자들이 형식의 작용에 대
해 자신의 감상 언어로 설명하기 어렵게 느낀 지점을 반성적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감상 활동들은 학습자 자신의 이미지 환기에 있어 분명하
게 영향을 미친 형식을 구심점으로 삼아 점진적으로 형식들의 배치를 질서화
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다.
  감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시한 참고 자료에서는 ‘감각적 표현’을 둘러
싼 형식들의 배치가 어떤 가치나 의미를 발생시킨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가
치나 의미는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에 따라 다양한 이해 가능성
을 갖는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형식들의 배치가 독자의 이미지 환기 
과정에 특정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작가의 의식적인 연출 행위와 연관된다
는 점을 상기할 수 있도록 시인의 시작 메모를 참고 자료로 제시하였으며, 이
어서 1차 감상 활동에서 학습자들이 형식들의 배치를 질서화한 사례를 제시하
였다. 학습자들에게 제시된 감상 활동 및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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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밤 눈’에서 화자의 감각은 어떤 시상 전개 방식을 따라 표현되고 있
는지 아래의 빈 칸을 채우며 생각해 봅시다.

1단계) 이 작품에서 감각적인 심상을 떠오르게 하는 표현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을 고르고, 그 이유를 써보세요. * 문장이 길면 ‘~’ 이용해서 표시

2단계) 위 표현을 부각시킨 작가의 의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참고 자료 3-1 확인)

3단계) 이 시의 시상 전개와 관련하여 위 표현의 의미나 효과를 적어 보세요. 
* 표현의 앞뒤 상황, 표현과 관련하여 생략되거나 강조된 상황, 표현의 문법적 
특성, 표현의 구체성이나 허구성 등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세요.

4단계 ) 위 표현의 의미나 효과를 설명하는 데 있어 어려웠던 점과 그 이유를 
적어보세요. 

[ 참고 자료 3-1 ] 감각적 표현의 효과를 파악해 보자!

  시를 분석할 때 밝음이나 상승의 심상은 긍정적 의미로 어둠이나 하강의 심
상은 부정적 의미로 해석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시의 심상이 갖는 
의미를 해석하는 데 요긴하게 쓰이기도 하지만, 밝음이나 상승의 심상을 반어
적으로 표현하거나, 긍정/부정으로 명확하게 나누기 어렵게 제시한 시의 경우 
오독을 낳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요. 
  이는 햇빛의 찬란함에 대한 묘사와 같이 ‘밝음’에 관한 감각적 표현들은 곧 
긍정적 의미라는 효과를 낳는다는 선입견을 갖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햇빛의 찬란함은 긍정적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때로는 심
각한 더위를 낳거나 초라한 행색을 더 두드러지게 해서 비참함을 낳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따라서 시를 읽을 때 어떠한 감각적 표현이 반드시 어떠한 의
미나 효과로 일대일로 대응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림의 경우 우리는 원근법에 맞게 그려진 게 ‘사실적’, ‘객관적’이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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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쉽지만, 때로 우리가 일상에서 ‘사실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은 움직이거나 
흐릿한 것이기도 하고, 사물의 여러 각도에서 보이는 측면들이 결합된 것이기
도 하지요. 따라서 원근법에 맞게 그려진 풍경은 어떤 측면에서는 ‘사실적’, 
‘객관적’이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너무 ‘인위적’이거나 ‘기계적’인 풍경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처럼 감각적 표현의 의미나 효과를 시의 시상 전개 방식에 비추어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때 작품에 대한 단순한 이해를 넘어설 수 있습니
다. 이런 맥락에서 감각적 표현과 관련된 작품 외부적인 정보(작가의 삶, 시작 
메모, 시대적 배경, 다른 독자들의 해석 등)들 또한 기계적으로 작품에 대입되
는 것들이라기보다는 감각적 표현이 갖는 의미나 효과를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유용한 각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밤 눈>의 창작 과정과 관련된 시인의 메모입니다. 이 시의 감각적 
표현의 의미나 효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절에 밑줄을 쳐 봅시다.

  시작 메모 (1985)53)

  또 겨울이다.
  오랫동안 글을 쓰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 이 땅의 날씨가 나빴고 나는 
그 날씨를 견디지 못했다. 그때도 거리는 있었고 자동차는 지나갔다. 가을
에는 퇴근길에 커피도 마셨으며 눈이 오는 종로에서 친구를 만나기도 했
다. 그러나 시를 쓰지 못했다. 내가 하고 싶었던 말들은 형식을 찾지 못한 
채 대부분 공중에 흩어졌다. 적어도 내게 있어 글을 쓰지 못하는 무력감이 
육체에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때 알았다.
  ‘밤눈’은 그 즈음 씌어졌다. 내가 존경하는 어느 교수님이 말씀하셨다. 
삶과 존재에 지칠 때 그 지친 것들을 구원해줄 수 있는 비유는 자연이라
고.
  그때 눈이 몹시 내렸다. 눈은 하늘 높은 곳에서 지상으로 곤두박질쳤다. 
그러나 지상은 눈을 받아주지 않았다. 대지 위에 닿을 듯하던 눈발은 바람
의 세찬 거부에 떠밀려 다시 공중으로 날아갔다. 하늘과 지상 어느 곳에서
도 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처럼 쓸쓸한 밤눈들이 언젠가는 지상에 내려앉을 것임을 
안다. 바람이 그치고 쩡쩡 얼었던 사나운 밤이 물러가면 눈은 또 다른 세
상 위에 눈물이 되어 스밀 것임을 나는 믿는다. 그때까지 어떠한 죽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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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3-2 ] 다른 학생들은 감각적 표현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파악했
을까?

다음은 아래 시에 대해 학생들이 감각적 표현의 의미나 효과를 파악한 사례들
입니다. 감각적 표현의 의미나 효과는 시상 전개 속에서 이해되고 독자 자신
의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음을 유의하며 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합시다.

[ 윤동주 – 흰 그림자 ]
낮과 밤의 시간 사이에서 고민하고 성찰하는 그 시간을 황혼이라 생각해보면 
이제는 방이 화자의 내면과 마주하는 공간이 된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그 
성찰의 결과가 마지막 연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였다. 신념, 즉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의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성찰의 결론이라 할 수 있
다. 물론 여기서의 분위기가 희망찬 다짐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지만 이거라도 하자는 식의 뉘앙스가 더 느껴지기는 한다.
☞ 감각적 표현과 주제를 연결 지어 이해할 때, 주제를 보다 미묘하거나 복합
적인 것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됩니다.

[ 김종삼 – 아우슈뷔츠 2]
내 세계 속 학교는 밝고 활기찬 곳이다. 그런데 시 속에선 죽음이 언급된다. 
내 세계에선 참 안 어울리는 조합이었다. 그래서 시어 ‘죽음’이 시의 분위기에 
더욱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느껴졌다. 시에서는 교문에서 뛰어나오는 
학동이 학부형을 반기는 그림처럼 복실 강아지가 그 뒤에서 조그맣게 쳐다보
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시 속 사람은 없다. 강아지는 있는데 사람은 없다.
☞ 무엇이 생략되고 강조되었는가를 고려할 때, 감각적 표현의 의미나 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53) 기형도, 기형도 전집 편집위원회 편(1999), 앞의 책, pp.332-333.

눈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밤눈’을 쓰고 나서 나는 한동안 무책임한 자연의 비유를 경계하느라 거
리에서 시를 만들었다. 그러나 거리의 상상력은 고통이었고 나는 그 고통
을 사랑하였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잠언이 자연 속에 있음을 지금도 나는 
믿는다. 그러한 믿음이 언젠가 나를 부를 것이다.

  나는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다. 눈이 쏟아질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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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각 대상 층위에서의 반응 양상

  가. 관계 설정의 구도 정교화

  2차 감상 활동에서는 사전 질문을 통해 학습자들이 ‘밤 눈’과 연관된 일상
적인 감각 경험을 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기초하여 대상들의 영향 작용
이 발생하는 구도를 확장적으로 생각하도록 감상 활동을 설계하였다. 이로 인
해, 1차 감상 활동에서와 같이 텍스트에 제시된 대상들을 개략적으로 기술하
는 양상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대상들의 감각적 특성을 둘러싼 관계들
을 더욱 정교하게 설정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아래 사례는 그러한 변화를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양상으로 시의 언어가 함
축하는 관례적인 감각 조건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대상들에 대한 초점을 설
정하고, 텍스트 세계의 맥락에 적합한 특수한 감각 조건을 발견하며 텍스트 
세계 안에서 감각 대상이 갖는 적합성을 수용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S-16 학습자의 감상 활동 양상]

1차-흰 그림자
-감각 대상-전문

땅거미가 기어 다니는 길목에서 화자와 함께이던 흰 그
림자를 떠나보내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방으로 돌아와 
제 본분을 다하는 양이 될 수 있었다. 

2차-밤 눈
-감상문-전문

ⓐ시를 읽으며 차마 쌓이지 못하고 그저 몰아치기만하
는 눈보라와 인적이 없는 싸늘한 골목길이 떠올랐다. 그
러나 무섭지는 않다. 그 속에 깃든 따스함이 보였기 때
문이다. ⓑ나는 어렸을 때의 기억으로 밤에 내리는 눈이
라는 대상에 막연한 친근감과 호감을 느꼈다. 나와는 결
이 약간 다를지라도 화자 역시 밤에 내리는 눈을 따뜻
하게 여기는 듯하여 시의 내용에 쉽게 공감이 갔다. ⓒ
엉켜 우는 은실들과 실눈을 뜨고 엎드려 있는 썩은 가
지들은, 그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도, 환영받지도 못하지
만 언젠가 다른 이들이 자신을 필요로 할 때를 기다리
며 하염없이 자신을 희생하는 눈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그리고 그런 눈의 희생과 애정을 기꺼이 여길 시간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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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6 학습자는 1차 감상 활동에서는 대상 간의 질적 차이를 분별하지 않고 
시를 읽으며 떠오른 전반적인 인상을 기술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2차 감
상 활동에서는 이러한 전반적인 인상(ⓐ)의 세부로 들어가 ‘밤 눈’에 대한 긍
정적인 기억(ⓑ)을 투사하면서 주요한 감각 대상들을 발견하고, 텍스트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상들의 영향 작용을 탐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시의 언어를 통해 환기한 대상이 학습자의 일상적인 감각 경험에서의 대상과 
‘결이 약간 다를지라도’ 텍스트 세계의 맥락에서는 힘든 기억을 안고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안겨 주는 것(ⓓ)으로서 수용하고 있다. S-16 학
습자와 같이 시의 언어를 통해 환기된 대상과 학습자 자신의 일상적인 감각 
경험 속 대상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면밀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학
습자들이 시의 언어로부터 관례적인 감각 조건을 더 원활하게 가정하게 하는 
동시에 시의 언어가 함축하는 특수한 감각 조건의 구성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점에서 감각적 체험의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다.54)

  한편, 2차 감상 활동에서 학습자들에게 제시된 <밤 눈>의 경우 ‘눈’, ‘하늘’, 
‘바람’과 같이 학습자들에게 친숙한 자연물이 시의 언어를 통해 지시된다는 
점에서 감각 경험의 투사가 용이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1차 감
상 활동에서 제시된 시 텍스트들보다 상대적으로 시의 언어를 통해 지시되는 

54) ‘감각 경험의 대상’과 ‘감각적 체험의 대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균형 있게 살펴보지 
못한다면, 일상적인 감각 경험이 피상적으로 전이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시
를 읽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다. 그 이유는 일단 시 제목이 밤눈인데 어릴 때 생각
이 들었다. 그 이유는 밤에 눈이 떨어질 때 항상 신기해서 눈을 봤다.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든 것 같다. 일단 이 시에서는 떠오르는 것은 밤눈이 떨어
질 때 어두운 밤에 하얀 눈이 떨어지는 상상하게 된다.”[S-20-2차-밤 눈-감상문-부분]

바로 밤이다. 밤에는 낮에는 자기앞가림을 하느라 바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이 생각나고, 그 중에
는 반드시 잊고 싶었으나 그럴 수 없는 힘든 기억들도 
포함되기 마련이다. 그런 이들에게 눈은 좀 더 각별한 
의미로 다가올 것이 분명하다. 마치 고해성사를 하는 것 
같을 거다. ⓓ밤 눈은 그런 이들을 환영하여 오랫동안 
달래줄 것이다. 그동안의 소속되지 모한 힘듦을 그걸로 
보상받듯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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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들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대상 간의 복합적이고 가변적인 영향 작용에 대
한 학습자들의 민감한 주의가 요구되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감상 활동 수정안에서는 대상 간의 관계를 시각화할 때 대
상들을 경직된 의미 구조를 중심으로 구획하는 것에서 벗어나 대상들 사이에
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호작용 양상을 포착하고 표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
였다. 이를 비계로 하여, 2차 감상 활동에서 학습자들은 대상 간의 영향 작용
을 좀 더 전체적인 구도에서 상상하는 변화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E-16 학습자의 감상 활동 양상]

1차-자화상
-감각 대상-전문

너무 슬프고 암울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화자. 자화
상이 한탄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분명 두 가지 분위
기의 배경이 있지만 화자는 밝고 행복한 분위기 속에
서 살지 못하는 것 같다.

2차-밤 눈
-감상문-부분

어두운 겨울밤 숲속에 휘날리는 아름다운 하얀 눈이 
머릿속에 그려진다. (…) 시 속의 눈은 자유롭게 하늘
을 날아다니고 첫 발은 디디지만 녹지 않는 모습을 
통해 나는 자유롭고 제3자가 아무리 억압해도 결코 
무뎌지지 않고 쉽게 연약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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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한 사례에서 E-16 학습자는 1차 감상 활동에서 <자화상>의 감각 주체
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들을 ‘표면적 슬픔의 영역’과 ‘배경화된 슬픔의 영역’으
로 나누어 보았다. 그러나 각각의 슬픔을 나누는 경계의 작용이 구체화되지 
못함에 따라 ‘분명 두 가지 분위기의 배경’이 있다는 것은 감지하고 있지만 
그러한 영역에 어떤 대상들이 속하고 있는지, 그러한 대상들은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상상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감각 주체의 슬픔을 
둘러싼 ‘잡초나 늪’의 공간과 ‘밝은 거리’의 공간 사이의 관계에 세심하게 주
의를 기울이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감각 주체가 ‘나쁜 꿈’을 
꾸는 ‘잡초나 늪’의 공간에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때의 슬픔과 ‘눈부신 천
성의 사람들’이 ‘순순한 술’을 마시는 ‘밝은 거리’의 공간에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때의 슬픔은 유폐적 고립감과 상대적 소외감으로 그 슬픔의 결이 다
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2차 감상 활동에서 E-16 학습자는 ‘눈’의 영역과 ‘하늘’의 영역의 사
이에 ‘바람’의 위치를 점선을 통해 표시하고, ‘눈’의 영역의 경계에 ‘나무’와 
‘그림자’를, ‘눈’의 영역의 안에 ‘은실’, ‘썩은 가지들’을 표시하는 등 대상 간
의 관계를 더욱 세밀하게, 그리고 확장된 구도에서 설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이러한 관계 설정을 바탕으로 감상문에서 ‘바람’은 외부에서 가해지
는 억압에 맞서 ‘하늘’에서의 ‘눈’의 자유로운 운동이 가능하도록 작용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아울러 ‘눈’의 내부에 있는 ‘은실’이나 ‘썩은 가지들’은 눈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감상문에서 이는 첩
첩이 쌓여 오랫동안 녹지 않는 특성과 연관되며 쉽게 무뎌지지 않고 연약해지
지 않는 특성으로 구체화된다. 이러한 특성들의 종합을 통해 E-16 학습자는 

(…) 이 시를 읽는 독자에게도 너희는 눈처럼 자유로
운 존재고 누군가가 너희를 아무리 억압해도 너희는 
결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고 전하는 것 같았다. 실
제로도 겨울을 떠올려 보면 온 세상에 소복소복 쌓여
있는 눈이 금방 녹지 않고 오랫동안 그 자릴 유지하
는 모습을 보면 눈은 자유롭고 끈기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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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눈>의 텍스트 세계의 맥락에서 ‘눈’을 ‘자유로우면서 끈끈한 존재’로서 적
합성을 갖는 것으로 수용하고 있다. E-16 학습자의 사례는 시 읽기 과정에서 
학습자가 환기할 수 있는 대상들이 다양하거나 그 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도, 
감각적 체험의 활성화는 기본적으로 대상들 ‘사이’에 존재하는 영향 작용에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텍스트 세계 안에서 대상들이 발현하는 감각적 
특성의 적합성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구도로 실현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한다.

  나. 관계 설정의 방향 역동화

  1차 감상 활동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학습자들이 시 읽기 과정에서 환기한 
대상 간의 관계가 복합적이거나 가변적인 경우 그것의 감각적 특성을 이해하
는 데 적용되는 의미 구조 또한 그에 적합한 것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밤 
눈>의 경우 ‘눈’의 ‘속’과 ‘밖’, 눈이 부유하는 ‘하늘’과 ‘땅’이라는 입체적인 
구도 속에서 ‘은실’, ‘썩은 가지’, ‘바람’, ‘사시나무 그림자’ 등 다양한 대상 
간의 영향 작용이 암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독자의 상상 활동 또한 대상들
의 영향 작용과 텍스트 세계의 맥락을 연결하는 의미 구조의 성격에 따라 다
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

[ A ] “‘눈’은 “아무에게도 줄 수 없는 빛을 하늘 낮게 박”는다. 그것을 화자
는 ⓐ“사랑을 꿈꾸”는 행위로, 그리고 “너의 춤”과 같이 춤추는 행위로 상상
한다. 이 ‘눈’의 행위는 대지의 어떤 존재에 의하여 고무되어 지속적으로 수행
된다. 그 대지의 존재를 ‘가지’로 유추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
은 ‘얼어붙은 대지에 남아 있는’ 그 무엇이며, 앞에서 ‘가지’가 얼음 속에서 실
눈 뜨고 엎드려 있다는 화자의 진술이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하
늘에 빛을 박는’ 일 즉, “사납고 고요한 밤”으로서 이 시대에 ‘사랑을 꿈꾸는 
일’은 ‘눈’의 의지만이 아니라 ‘가지’의 의지이기도 하다. 이처럼 두 번째 의미 
단락은 ⓑ천상과 지상의 조응을 통하여 ‘밤’으로서 이 시대에 바라는 시적 자
아의 실천적 행위가 ‘눈’의 ‘춤’으로 형상화된다.”55)

55) 김삼주, ｢하이즈와 기형도의 시적 세계관｣, 박선영 편(2011), 기형도, 글누림출판사, 
pp.7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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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 “｢밤눈｣은 얼어붙은 대지, 죽음도 다가서지 못하는 온도 속에서, ⓒ지상
에 내려앉지 못하고 허공에서 아우성치는 눈발들을 보여준다. 그 내부에 “은
실이 엉켜 울고 있”는 눈송이들은 울음[눈물]이 작은 응결이다. 얼음은 그것의 
보다 광범위하고 견고한 응결의 양상이다. ｢밤눈｣의 세계는, “네 속을 열면” 
만나게 되는, 그 내면에, “땅에는 얼음 속에서 썩은 가지들이 실눈을 뜨고 엎
드려 있”고, “하늘에는 온통 네가 지난 자리마다 바람이 불고 있”는 풍경의 
세계이다. 그 세계는, 속의 세계 됨, 다시 말하면 속의 세계와 바깥의 세계가 
하나된 세계이다. ⓓ속과 겉이 한 몸 된 세계는, 공중에 날리는 눈의 매개에 
의한, 눈발들이 허공에서 춤추는 세계 공간의 자아화이다. 그것은 자아와 세계
를 하나의 고통 속으로 수렴하는 행위이다.”56)

  인용문에서 두 전문 독자는 <밤 눈>에서 ‘눈’이 갖는 감각적 특성을 그것을 
둘러싼 복합적인 관계 구도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향은 상이하게 실현되고 있다. 인용문 [A]의 전문 독자는 ‘천상적 
존재’로서 눈은 울고 있으며, ‘지상적 존재’로서 가지는 썩어 있다는 점에서 
모두 비극적 상황에 놓여있다고 보고, 이러한 천상의 존재와 지상의 존재는 
‘밤’이라는 비극적 상황에 대하여 지상적 존재인 ‘가지’가 촉발하는 ‘춤’(ⓐ)을 
통해 서로 조응하며 자기 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반면, 인용
문 [B]의 전문 독자는 ‘눈의 속’과 ‘눈의 밖’의 세계는 울음이 견고하게 응결
된 ‘얼음’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고, 허공에서 이루어지는 ‘눈의 춤’은 눈의 
밖의 세계를 눈의 속의 세계로 하나의 고통 속으로 수렴(ⓓ)하는 행위가 된다
고 설명하고 있다.
  인용문 [A]의 전문 독자가 ‘눈’의 감각적 특성을 ‘밤’이라는 배경을 둘러싼 
천상과 지상 간의 복합적인 관계 구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조응’을 통해 현재
의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발산적인 방향으로 수용하였다면, 인용문 [B]의 전문 
독자는 ‘눈’을 경계로 한 ‘속’과 ‘밖’의 세계 간의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분열
된 세계를 하나로 응집하려는 수렴적인 방향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
미 구조의 방향성에 있어 차이를 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상들은 감각 대상이 갖는 복합적・가변적인 관계를 수용할 때, 의미 구조가 
적용되는 방향성에 따라 다양한 심미화 가능성이 발생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56) 장석주, ｢기형도 혹은 길 위에서의 중얼거림｣, 박해현 외 편(2009), 앞의 책, p.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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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맥락에서 학습자 차원의 감각적 체험에서 유의미한 반응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대상들의 관계 설정에 적용하는 의미 구조가 단선적이거나 폐쇄
적인 것이 아니라 시에 제시된 대상들을 유기적으로 응집시키면서도 대상들이 
변화될 수 있는 구도를 역동적으로 유도57)하는 방향성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래의 사례에서 그러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E-14 학습자의 감상 활동 양상]

57) 바슐라르는 시에서 잘 선택된 최초의 이미지가 독자에게 훌륭한 틀을 가진 시적 꿈을 
자극해 불러 오고, 그에 뒤이어 오는 이미지들 간에 진정한 법칙과 진실로 중대한 의미
를 가지게 될 어떤 상상적 삶을 촉진하는 과정을 ‘역동적 유도’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G. Bachelard(1943), 정영란 역(2001), 공기와 꿈 –운동에 관한 상상력, 이학사, 
pp.24-25.

1차-흰 그림자
-감각 대상-전문

어둠이 짙어지는 시간 속에서 화자는 뒷골목을 걸으며 
과거에 괴로워했던 자신의 모습인 흰 그림자, 즉 부정
적인 자아를 떠나보내며 스스로를 성찰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다. 방으로 돌아 온 화자는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
진다.

2차-밤 눈
-감각 대상

-2단계-전문

2차-밤 눈
-감각 대상

-3단계-전문

ⓐ바람에 떠다니며 춤을 추는 듯한 눈의 속성을 표현하
지 못한 거 같고 ⓑ‘사납고 고요한 밤’이 모순된 표현
이고 ⓒ‘사시나무 그림자로 가득 찬 세상’이라는 배경을 
관계도로 표현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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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4 학습자는 1차 감상 활동에 비해 2차 감상 활동에서 대상들의 관계에 
대한 시각화 정도가 상당히 구체화된 사례에 속한다. 이로 인해, 1차 감상 활
동에서는 ‘흰 그림자’를 화자로부터 차단된 ‘부정적인 존재’로 설명하는 데 그
쳤으나, 2차 감상 활동에서는 하늘, 바람, 지상, 가지 등의 영향 작용을 포괄
적으로 고려하며, ‘밤 눈’의 감각적 특성을 ‘스며듦’과 ‘떠밀림’의 구도(ⓓ) 속
에서 소외되며 떠도는 존재(ⓔ)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설정은 관계
도로는 표현하지 못한 대상의 운동성(ⓐ), 긴장성(ⓑ), 잠재성(ⓒ) 등에 대한 
고려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이러한 특성이나 관계들이 모두 감상문
에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눈의 존재적 성격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상상(ⓕ)은 
이와 같은 잠재적 영역에 대한 사유로부터 그 기반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

2차-밤 눈
-감상문-부분

시에서 눈 속에 있는 은실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자리
를 바꾸며 뒤엉켜 울고 있다고 하며 화자는 은실을 의
인화한다. 눈은 계속 사랑을 꿈꾸지만 ‘아무에게도 줄 
수 없는’ 빛을 박는다는 것은 눈이 소통할 대상이 필요
하지만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다. (…) ‘얼어붙
은 대지’는 차갑고 단단한 촉각적 심상을 떠올리게 하
고 바람에 의해 허공에 떠다니는 눈의 모습을 ‘춤’에 
비유하여 어둠 속 흩날리는 하얀 눈이 눈 앞에서 펼쳐
진다. 이러한 표현의 의도는 ⓓ사나운 밤에 내리는 눈
이 쩡쩡 얼은 대지 위로 내려앉아 스며들지 못하고 땅
에 닿기 전 춤을 추듯 바람에 떠밀려 다시 공중에 떠오
르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눈의 
모습을 부각하기 위함일 것이다. ⓔ흔히 떠올리는 온 
세상을 덮는 눈과는 달리 시 속의 눈은 하늘과 땅 모든 
곳에서 소외되어 허공에서 정처없이 돌아다니는 존재로 
묘사된다. (…) 지금은 바람에 이끌려 허공에서 이리저
리 부유하는 눈이지만, ⓕ눈은 항상 땅을 바라보고 있
을 것이고 눈의 목소리는 언젠가 온 세상에 스밀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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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2 학습자의 감상 활동 양상]

  E-22 학습자는 일상적인 감각 경험의 투사를 통해 눈 오는 밤의 ‘고요함’과 
‘사나움’이라는 모순된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하늘, 바람, 밤 눈, 대지가 
관여하는 긴장 구도 속에서 수용하고 있다. 여기서 ‘밤 눈’은 그 내부에서 응
결과 해제를 반복하며 변화하고 하강하는 대상(ⓐ)이면서, 대지와 하늘로부터 
거부당하며 허공에서 부유하는 대상(ⓑ)이 된다. 
  학습자가 그린 관계도에서도 확인되는 이러한 긴장 구도는 ‘밤 눈’의 감각
적 특성을 텍스트 세계 안에서의 입체적인 영향 속에서 변화되는 것으로 상상

2차-밤 눈
-감각 대상

-2단계-전문

2차-밤 눈
-감상문-부분

밤눈이라는 것은 왠지 모를 설렘을 가져다준다. 밤  사
이 눈이 얼마나 쌓일지 가늠해 보는 것도 즐겁고, 그 
고요한 풍경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는 것도 평화롭다. 
하지만 집 안에서 밤눈을 감상하는 것과 달리 직접 차
가운 공기 속으로 뛰어들면, 찬바람과 엉킨 눈송이 때
문에 우산을 써도 소용없는 모양새가 돼버린다. 기형도 
시인의 <밤 눈>을 읽으면, 내가 느꼈던 눈 오는 밤의 
고요함과 사나움 모두를 느낄 수 있다. 시에서는 바람
이 불고 있다. ⓐ눈송이 속에서는 얼었다 녹았다를 반
복하며 지상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하지만 지상에 
다다를 수가 없다. 바람이 자꾸 허공으로 띄우기 때문
이다. (…) ⓒ대지와 하늘 모두에게 거부당하며 허공에
서만 춤을 추는 밤 눈이 처량해 보인다. ⓓ하지만 밤 
눈은 허공에서 나름대로 빛을 하늘에 수놓고, 사나운 
밤이 지나면 언젠가는 사시나무 그림자 가득한 땅에 내
려앉아 녹는다. (…) 바람 때문에 하늘과 지상 어느 곳
에도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지만, 허공을 떠돌고 있기
에 녹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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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 부유 상태는 ‘밤 눈’의 
내재적인 속성이라 할 수 있는 것(하늘에서 지상으로 향하는 것)의 실현을 지
연시킨다는 점에서 ‘처량한’ 상황으로 수용된다. 대상들의 영향 작용을 응집시
키는 이와 같은 의미 구조는 동시에 대상이 갖는 잠재적인 변화 가능성에 대
한 상상을 열어주는 것이기도 한데, 감상문에서는 하늘과 대지 사이에서 부유
하는 ‘밤 눈’이 허공에서 ‘빛’을 발하면서 살아 있는 상태, 그리고 ‘밤 눈’의 
부유 상태를 강제하는 ‘사나운 밤’이 지나면 언젠가는 땅에 내려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구체화되고 있다.
  감각 대상 층위에서의 감상 활동이 전경과 배경의 연계를 통해 학습자가 환
기한 대상이 갖는 감각적 특성의 텍스트 세계 내적 적합성을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E-14 학습자와 E-22 학습자의 사례와 같이 대상들이 갖는 영
향 작용을 역동화하여 대상의 감각적 특성을 풍부하게 의미화한 사례에서 그
러한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여기서 학습자들은 대상들의 영향 
작용을 복합적인 구도 속에서 상상하는 동시에, 그러한 구도에 일정한 방향성
을 부여함으로써 텍스트 세계 내에서 대상들이 갖는 적합성에 좀 더 다각적으
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와 같이 대상들의 관계를 역동화할 가능
성은 가시적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영역에 대한 능동적인 상상을 통해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또한 확인하게 된다.

  다. 활성화 원리 도출을 위한 시사점

  2차 감상 활동에 대한 학습자들의 반응 양상을 분석한 결과, 사전 질문을 
통해 시의 주요 대상에 대한 감각 경험 투사를 촉진한 것은 대상들의 관계 설
정을 정교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학습자에 
따라서는 이 과정에서 일상적인 감각 경험에서의 대상의 특성이 시의 언어가 
환기하는 대상의 특성에 피상적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는 사전 질문의 초점
이 관례적인 감각 조건과 시의 언어가 함축하는 특수한 감각 조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균형 있게 탐색하는 것으로 초점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2차 감상 활동에서 나타난 주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학습자들이 시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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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감각 대상들의 영향 작용을 더욱 세밀하게 분별하고, 방향성을 부여하며 
수용하는 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전자의 반응이 대상 간의 영향 작용을 
확장된 구도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한다면, 후자의 반응은 대상 간의 영향 작용
을 역동적인 구도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두 접근 모두 텍스트 세
계의 맥락에서 대상의 감각적 특성이 갖는 적합성을 수용하는 데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대상들의 영향 작용에 대한 이해가 정교화될수록 시 텍스트의 특
수한 감각 조건이 더 적확하게 구성되며, 대상들의 영향 작용에 대한 이해가 
역동화될수록 대상들의 감각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관계들에 대한 
상상의 폭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학습자들의 감각적 체험을 활성
화하기 위해서는 감각 대상의 관계에 대한 정교화와 역동화가 상호 보충적으
로 확산될 수 있는 교육적 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대상 간의 관계를 시각화하는 활동은 대상 간의 확장된 구도 및 역동적 관
계를 확인하는 데 유용하지만, 이 지점에서 제한된 지면과 수단을 활용한 시
각화 양식의 한계 또한 점차 인지되기 시작한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들의 감각적 체험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 명시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관계들을 발견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이지만 감상 활동이 이러한 차원에 국한
될 때, 대상 간의 미묘한 영향 작용이나 가시적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감각 경
험에 대한 상상으로 나아가는 데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감
상 활동의 설계에 있어 관계 시각화가 갖는 의의와 한계를 모두 고려하여 활
동의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교육 전문가들은 사전 질문과 감상 활동의 연결58), 학습자들에게 제
시된 설명 및 참고 자료와 관계 시각화 활동의 연결59)이 교수・학습 상황을 
가정하여 좀 더 정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감상 활동의 전
체적인 전개가 더욱 체계화되어야 한다는 요구로 이해할 수 있다.

58) “‘사전 질문 2’는 시를 읽기 전에 답하는 질문인지 아니면 읽고 나서 답하는 질문인지
요? 읽기 전이라면 학습자들의 자유로운 답과 시의 내용 사이에 간극이 있을 텐데 학습
자들에게 어떻게 시를 감상하는 단서로 기능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전문
가 B-2차 형성적 순환]

59) “관계도에 대한 이 참고 자료의 설명은 대체로 좋다고 판단됩니다. 당연히 고려하셨겠
지만, 앞의 활동(<밤 눈> 관계도 그리기)에서도 이 참고 자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실험 절차를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이 참고 자료를 어느 타이밍에 어느 정도로 
교사가 설명할 것인지)”[전문가 A-2차 형성적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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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각 주체 층위에서의 반응 양상

  가. 성향 가정의 준거 다각화

  2차 감상 활동에서 학습자들은 감각 주체의 성향을 ‘상황, 행동, 말하는 방
식, 태도, 성격, 배경’ 등의 세분화된 범주에 초점을 맞추어 파악하게 되면서, 
1차 감상 활동에서와 같이 시인의 의도나 배경에 대한 추측으로 곧바로 감각 
주체의 행위를 치환하는 양상은 감소하였다. 1차 감상 활동에 비해 두드러진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텍스트 세계 안에서 대상들과 감각 주체 간의 행위
적・태도적 연관에 대한 준거들을 다각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특히, 1차 감
상 활동에서 감각 주체의 발화에 내포된 행위나 태도를 단편적으로 가정했던 
학습자들은 2차 감상 활동에서는 텍스트의 표현과 학습자 자신의 경험을 근거
로 더욱 풍부한 가정으로 나아가는 변화를 보여주었다.

[S-17 학습자의 감상 활동 양상]

1차-통영
-감각 주체

-부분

화자는 한 방에서 천희라는 여자와 있는 게 설레어하는 
것을 저녁 소라방등이 불그레한 마당에 김냄새 나는 비
가 나렸다라고 표현한 것 같다. 

2차-밤 눈
-감상문-부분

언니가 연애할 때 남자친구랑 눈이 펑펑 오는 날 사진도 
찍고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하고 손 시리니 서로 손 
꼭 잡는 게 생각이 나는데 매우 부러웠다. ⓐ화자는 사
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 같다. ‘아무도 너의 영혼에 
옷을 입히지 않는 사납고 고요한 밤, 얼어붙은 대지에는 
무엇이 남아 너의 춤을 자꾸만 허공으로 띄우고 있었을
까’ 이 부분이 아무도 손대지 못하고 누구하나 손길이 
남아있지 않은데 어찌 묻어 있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
인다. ⓑ뭔가 서운해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 ‘아무에
게도 줄 수 없는 빛을 한 점씩 하늘 낮게 박으면서 너는 
무슨 색깔로 또 다른 사랑을 꿈꾸었을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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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7 학습자는 1차 감상 활동에서는 감각 주체가 사용하는 표현에 담긴 태
도를 단편적으로 기술하는 데 그쳤지만, 2차 감상 활동에서는 대상에 대한 애
정과 서운함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태도(ⓐ, ⓑ, ⓒ)를 시에 제시된 표현들에 
근거하여 풍부하게 포착하는 시도로 나아가고 있다. 아울러 감각 주체의 발화
에 담긴 태도를 의미화하는 데 있어 ‘연애’와 관련된 학습자 자신의 인상이나 
관념이 주된 판단 준거로 활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감각 주체의 
성향을 다각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에서 학습자 자신의 감각 경험이 투사될 수 
있는 지점이 좀 더 다양하게 확보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S-10 학습자의 감상 활동 양상]

2차-밤 눈
-감각 주체

-상황/행동-전문

어두운 밤 혼자 남겨져있다. 겉과 속이 다른 타인에게 
상처…(?)를 받지 않았나

2차-밤 눈
-감각 주체

-언어/태도-전문

‘사시나무 그림자’라는 표현을 쓰며 벌벌 떨고 있다는 걸 
어떠한 대상에 빗대어 표현한다. 눈 안에는 복잡하게 얽
힌 것들이 많다고 하는 걸로 보아 겉으로는 깨끗하지만 
속과 겉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2차-밤 눈
-감각 주체

-성격/배경-전문

혼자 남겨져 있고, 겉보기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
던 것 같다. 화자는 거짓 없이 눈처럼 깨끗하고 순백의 
성인남성일 것 같다.

2차-밤 눈
-감각 주체

-궁금한 점-전문

화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하얗고 깨끗한 눈 안에는 
실들이 얽혀있다고 복잡하게 표현을 했을까. 뭐가 화자
를 두렵게 했을까.

2차-밤 눈
-감상문-부분

이 시에서 화자는 눈 속에서는 엉켜 울고 있다, 엎드려
있다 등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표현들을 사용한다. 그리
고 ‘사랑’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랑과 

나에게 주지 않은 손길 다른 사람에게 주어 어떤 사랑을 
꿈꾸었느냐는 질투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한 번 느끼
지만 여자가 좋아서 연애를 하는 것보다는 남자가 좋아
해서 시작하는 연애가 더 오래가고 더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는 것 같다. 내가 직접 보고 느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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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 학습자는 감각 주체의 행위와 태도를 ‘순수한 존재가 겉과 속이 다른 
존재에게 상처를 받은 상황’과 일관되게 연관되도록 가정하면서 텍스트 세계 
안에서 감각 주체의 성향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가 
텍스트 세계의 맥락에 모두 조응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학습자가 나름의 근거
를 바탕으로 감각 주체와 대상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일관된 정체성에 대한 
가정으로 통합하는 시도로 나아간 것은 긍정적인 변화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감상문에서는 ‘겉과 속이 다른 타인에게 받은 상처’, ‘눈처럼 깨끗하
고 순백한 성인남성’과 같은 특이성에 대한 가정들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슬
프게 이별한 상태의 화자가 쓸쓸한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일반화되고 있다는 
점 또한 확인된다. 이는 성향에 대한 세분화된 범주들이 감각 주체에 대한 다
각적인 탐색을 가능하게 하지만 이러한 탐색이 곧바로 텍스트 세계 안에서 거
주하며 대상들과 상호작용하는 살아 있는 존재로서 감각 주체의 정체성으로 
곧바로 전이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일부 학습자들은 감각 주체의 성향을 가정할 수 있는 준거
들이 세분화되면서 각각의 범주들에 대한 가정이 서로 연관되지 못하고 파편
화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E-1 학습자의 감상 활동 양상]

관련된 내용일거라 추측하여 화자는 이별한 상태에서 시
를 작성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줄 수 
없는 빛’이라는 표현을 보고 화자의 마음을 아무도 받아
주지 않아서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생각했다. 또한 마지
막 줄에서 ‘죽음도 다가서지 못하는 온도’라는 표현은 현
재 화자의 마음이 굉장히 차갑다는 말을 하려고자 한 것 
같다. 얼마나 슬픈 이별을 겪었기에 ‘죽음’이라는 표현까
지 붙였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온통 네가 지닌 자리마
다 바람이 불고있다.’는 표현에서 쓸쓸한 느낌을 받았다. 

1차-자화상
-감각 주체-전문

나는 이 시의 화자가 에덴동산의 뱀의 입장이라고 생각
하는데, ‘열등감에 젖은 관찰자’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 149 -

  E-1 학습자는 1차 감상 활동에서 <자화상>의 감각 주체를 ‘에덴 동산의 뱀
의 입장’이라는 상징적인 배경을 갖는 존재로 가정하였다. 이와 같은 가정에
는 ‘열등감에 젖은 관찰자’와 같이 학습자가 그 행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
는 인간 전형에 대한 가정과, 낙원으로부터 추방된 악한 존재라는 특수한 행
위 배경에 대한 가정이 결합되어 있는데, E-1 학습자는 이러한 복합적인 전형
화를 통해 이상향으로부터 추방된 존재가 인간과 하늘을 향해 갖는 ‘애원하면
서도 사악한 꿈을 꾸는 모순적인 태도’를 수용하는 반응을 보여주었다. 
  반면, 2차 감상 활동에서 E-1 학습자는 <밤 눈>의 감각 주체에 대한 각각
의 성향 범주들을 연관 지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파편적으로 기술하는 반
응을 보인다. 이로 인해, 감상문에서도 감각 주체에 대한 이해는 대강의 태도
나 상황을 짐작하는 데 그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차 감상 활동
에서 제시된 성향 범주의 세분화가 학습자에 따라서는 감각 주체의 행위나 태

것 같다. 화자는 아담, 이브를 닮은 빛나는 인간들을 부
러워하고 있다. 하늘을 향해 애원하면서도 사악한 꿈을 
꾸는 모순적인 태도도 엿보인다.

2차-밤 눈
-감각 주체

-언어/태도-전문

밤에 ‘눈’을 바라보고 있음

2차-밤 눈
-감각 주체

-성격/배경-전문

동정, 연민, 자아합일적 태도

2차-밤 눈
-감각 주체

-궁금한 점-전문

세상을 비판적으로, 체념적으로 바라봄

2차-밤 눈
-궁금한 점-전문

무슨 일을 겪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보지 못하는 걸까?

2차-밤 눈
-감상문-부분

화자는 바닥에 쌓인 눈을 관찰하고 있다. 화자의 시선에 
눈은 아름다운 대상은 아니다. 화자에게 있어 ‘눈’은 세
상에 의한 절망적이고 시련적인 상황에 의해 고통 받고 
제한당하는 대상이다. 그리고 화자는 어떤 연유에서인지
는 모르겠지만 그 대상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자아가 합
일되고 있는 듯하다. 화자가 대상에게 하는 말로 묘사되
는 것은 화자의 현재 상황, 심리상태 등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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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정체성의 차원에서 통합하여 사고하는 접근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학습자들의 감각적 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감각 
주체의 행위나 태도에 대한 학습자의 다각적인 가정을 촉진하는 동시에 그것
에 응집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상호 보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나. 성향 가정의 거리 적정화

  감각 주체 층위에서의 감상 활동은 학습자가 시의 언어를 통해 대상들을 지
각하는 주체의 위상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이로부터 대상을 대하는 행위나 
태도의 세부적인 특성에 대한 수용 범위를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
해서는 시에서의 감각 주체의 발화로부터 감지되는 특이성을 독자 자신의 관
점으로 환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텍스트 세계의 맥락에서 감각 주체의 특이성
이 갖는 의의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2차 감상 활동에서는 설명을 통해 시에서의 화자가 자신
만의 고유한 몸을 가지고 대상과 관계하는 존재임을 강조하였으며, 참고 자료
를 통해 화자가 갖는 특이성을 이해하는 과정은 범인이 남긴 단서들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질문들을 던지고 그로부터 범인의 정체를 하나씩 확인하고 예
상해 가는 프로파일링(profiling)과 유사한 것으로 설명하였다.60) 이와 관련하
여 감각 주체의 성향을 ‘상황과 행동’, ‘언어와 태도’, ‘성격과 배경’의 범주들
을 중심으로 살핀 후 이와 같은 범주들로 해명하기 어려웠던 행위나 태도에 
대해 질문의 방식으로 인지하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2차 감상 활동에서는 감각 주체의 성향을 다각적으로 탐색함에 따라 학습자
들이 감각 주체의 행위나 태도가 갖는 특이성에 대해 대부분 감지하는 반응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특이성에 대한 감지를 바탕으로 감각 주체와 대상 간의 

60) 물론,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파일링은 이미 범죄를 저질렀으며 앞으로도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예상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시 읽기에서 감각 주체의 성향
을 파악하는 것과 온전히 부합하는 비유는 아니다. 여기서는 인간에 대한 특정한 기본 
가정에 기초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며 인간의 행위 가능성을 예측해 나가는 프로파
일링의 기본적인 사고 과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맥락에서 예시로 제공하였다. 범죄
자 프로파일링에 대한 설명은 홍성열(2011), 범죄자 프로파일링, 학지사, 2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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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에 접근하는 방식은 학습자에 따라 편차를 보였다. 단순히 관점 차이 
자체를 확인하고 인상적으로 여기는 데 그치거나61), 차이가 발생한 원인에 대
한 관심은 갖지만 그에 대한 탐색을 더 진전시키지는 않기도 하였으며62), 다
음 사례와 같이, 감각 주체가 갖는 특이성을 대상과의 상호작용과의 연관 속
에서 더욱 수용가능한 것으로 해명하는 시도로 나아가기도 하였다.

[E-19 학습자의 감상 활동 양상]

61) “화자는 나에겐 고요하고 예쁜 풍경이 다르게 보임을 알게 되었다. 화자에게는 눈이 
갈 곳을 잃고 그저 바람에 의해 흩날리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고, 가여워했다. 시를 이
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 번 읽고 생각해보아야 함을 알게 된 것 같다. 나는 한 번
도 밤 눈이 소박하게 쌓이는 풍경에 대하여 화자처럼 생각했던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놀랐다.”[S-40-2차-밤 눈-감상문-부분]

62) “시에서 어두운 풍경을 그리는 듯해도 그 순간마저 화자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듯 했
다. 그런 화자의 긍정적인 시선이 나에게도 긍정적으로 느껴진 듯 했다. 우선 그 긍정
적인 친근함은 화자의 어투로 부터 느껴졌다. 그만큼 밤눈에 대한 화자의 입장이 주관
적으로 해석되는 걸로 느껴졌다. 이러한 점에서 어쩌다가 화자가 밤눈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가 궁금해진 것 같다.”[E-7-2차-밤 눈-감상문-부분]

1차-아우슈뷔츠 Ⅱ
-감각 주체-부분

겨우 남은 수용소 철조망의 잡초를 보며 과거 학동의 
모습을 회상하는 것은, 일반적 독자들과는 달리 전쟁을 
겪었고 그 전의 일상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2차-밤 눈
-감각 주체

-궁금한 점-전문

화자가 그리는 그 사람과 어떤 이유로 이별했을까? 왜 
‘눈’을 매개체로 표현했을까?(그리운 임과 눈의 관련성)

2차-밤 눈
-감상문-부분

ⓐ시 속에서 화자는 눈송이를 자신의 기억 조각으로 느
끼고 관찰하는 듯하다. (…) 기억들 중 희미한 것, 선명
한 것이 섞여 엉킨다. 그 사이사이엔 슬펐던 감정과 안
타까웠던 감정이 녹아 존재를 드러낸다. 화자는 지금도 
그때의 그 사람에게 미안해하는 듯하다. 화자 자신이 지
금 당장 눈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없는 것처럼, 그때에도 
무언가 얽혀서 어려운 상황이었을까? 궁금해진다. ⓑ‘네 
속을 열면’이라는 부분에서 화자가 먼저 눈을 만지고, 
열어 관찰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은실들이 엉켜 울고 
있어’에서는 화자가 기억들이 버려진 것에 슬퍼하고 있
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자는 한 기억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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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9 학습자는 1차 감상 활동에서는 감각 주체의 발화가 갖는 특이성을 단
편적으로 가정하는 데 머물렀으나, 2차 감상 활동에서는 대상과 연관된 감각 
주체의 특수한 행위와 태도(ⓐ)를 읽어 내는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 지점에서 
학습자는 감각 주체가 ‘그리운 임’을 ‘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상기하게 된 
이유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는데, 텍스트 세계 안에서 발현되는 이러한 감각 
주체의 특이성을 ‘눈’에 대한 감각 주체의 발화로부터 ‘기억’을 대하는 고유한 
태도(ⓑ)로 읽고, 이를 전제 삼아 이별이 감각 주체에게 야기했던 변화를 가정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상의 과정을 통해 E-19 학습자는 이 시의 감각 
주체를 학습자 자신의 관점이나 경험으로 환원하지는 않으면서, 온전히 해명
하거나 공감할 수는 없으나 텍스트 세계의 맥락에 비추어서 부분적으로는 이
해 가능한 존재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학습자들이 감각 주체의 특이성을 더욱 세밀하게 들여다볼수록 텍스
트 세계에 거주하는 감각 주체 또한 학습자 자신과는 다르지만 나름대로 수용
가능한 존재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게 진
행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감각 경험에서 발현되는 학습자 자신의 정체성과 
텍스트 세계 안에서 발현되는 감각 주체의 정체성 사이에 적절한 거리를 유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감상 활동에서 학습자들에게 제시된 ‘위에서 작성한 내용 외에 화자에 대해 

래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미련을 쉽게 떨쳐내지 못하
고, 계속 생각을 속에 담아둔다. 또 감정의 여운이 길어 
그 감정을 자극하는 어떤 것이 나타나면, 그 감정을 과
거로 돌아간 것과 같이 생생하게 느끼는 사람이다. ⓒ어
떤 기억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선명해진다. 화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은 그런 존재였을까? 어떤 이유에서 
그런 존재가 되었을까? 너무 아픈 상처를 남기고 떠난 
사람이지만, 그 상처가 그 사람의 탓이 아니었기에 더 
그리워하고 아파하는 것 아닐까? 가끔 꿈에 나와 다시
금 마음 한편을 아리게 하는 사람이라서 미워할 수 없
는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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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을 적어 보세요.’와 같은 활동은 학습자들의 일상적인 감각 경험에 
비추어 범주화하기 어려운 감각 주체의 특이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초
점을 맞춘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학습자들은 감각 주체의 특이성이 감지
되는 지점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는 질문을 던지는 데 그치기도 한다.63) 이
와 같은 질문들은 텍스트 세계 안에서 거주하는 존재로서 감각 주체의 타자적
인 면모에 대한 탐색을 더이상 촉진하지 못하는 막연한 거리두기 또는 무미건
조한 관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좀 더 학습자의 일상적인 감각 경험과의 차이
를 예각적으로 드러내는 질문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를 테면 ‘밤에 내리
는 눈은 너무 차가운 느낌인데 화자가 특별히 ‘밤’에 내리는 눈을 ‘사랑을 꿈
꾸는 눈’으로 생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하얀 눈을 보통 포근하고 
깨끗한 느낌으로 보았는데 왜 화자는 눈을 사시나무 그림자나 죽음과 같은 대
상들과 연관 지어 보고 있는 것일까?’와 같은 질문을 통해 학습자가 일상적인 
감각 경험에서 발현하는 정체성과 텍스트 세계 안에서 감각 주체가 발현하는 
정체성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을 명확하게 포착해야 하는 것이다.

[E-23-2차-밤 눈-감상문-전문]
기형도의 시 “밤 눈”은 화자가 밤에 내리는 눈을 보고는 눈의 처지를 공감해
주며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눈 내리는 모습을 서술하고 있다. ⓐ눈의 결정을 
보고는 눈이 과거에 거쳤던 일에 대해 상상을 하는가 하면, 흰 눈을 보고 어
떤 색의 사랑을 꿈꾸었냐며 묻기도 한다. 마지막에는 사시나무가 가득한 세상
에 첫 발을 내딛고 지금은 죽지도 못한 채 떠다니고 있는 것에 대한 동정을 
표하기도 한다. 화자는 겨울, 사소한 눈 내리는 풍경을 보고 눈의 처지에 대해 
공감하며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고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눈송이를 가엾어 
하고 있다. 영혼에 옷을 입혀주지 않던 사납고 고요한 밤을 회상하며 말이다. 
ⓑ독서실에서 나오던 밤이 생각난다. 그 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
고 기분이 어땠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나는 것은 그날이 큰 우
산을 써야할 정도로 세차게 비가 내렸던 날이라는 것이다. 밤 11시 경 나를 
제외하고 사람도, 심지어 자동차도 잘 지나다니지 않는 거리에서,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그리고 내 앞에 곤두박질 쳐지는 빗방울들을 보며 

63) “왜 화자는 눈에 대해서 보통 사람과 다르게 심한 관심을 가질까?”[S-1-2차-밤 눈-감
각 주체-궁금한 점-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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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했다. 마치 빗방울들이 자살하는 것 같다고. 자의인지 타의인지는 모르겠
다. 후자면 슬플 것이고 전자면 조금 더 슬프겠지. 그러나 회색 시멘트 바닥으
로 내쳐지는 빗방울들을 보며, 조금이라도 늦게 죽으려 사선으로 떨어지는 그
러한 모습을 보며 가엾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마 화자도 나와 비슷한 느낌을 
받은 것 같다. 어디 하나 발붙일 곳 없이 떠다니는 눈송이들을 가엾게 여긴 
것 아니겠는가? 화자는 더군다나 시적 대상의 처지를 생각하며 그가 떠돌아다
닐 수밖에 없는 이유를 외부로부터 추측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나는 그
에게 동정심이 많고 사소한 것에 집중하는 여린 관찰자라는 타이틀을 붙여 주
었고, 그것이 제법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한다. 최근 주변 사람들이 내게 준 
사랑에 비해 나는 부족한 사랑밖에 주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밤 눈’의 
화자처럼 사소한 것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E-23 학습자는 감상문에서 <밤 눈>의 감각 주체와 대상들의 다양한 상호작
용 양상에 주의를 기울이며(ⓐ) 감각 주체가 놓인 상황을 ‘빗방울’에 대한 학
습자 자신의 경험에서 유추(ⓑ)하고 있다. 이러한 유추에서 감각 주체와 학습
자 간의 거리는 완전한 동일시에는 이르지 않는데, 학습자의 경험은 공중에서 
낙하하는 빗방울들의 모습이 순간적으로 마치 죽음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이 
보인 데서 비롯된 연민의 감정이라면, ‘눈’에 대한 감각 주체의 연민은 눈의 
과거, 눈의 사랑, 눈의 방황과 같은 특성을 포착한 데서 비롯된 연민의 감정
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대상에 대한 감각 주체와 학습자 자신의 정서적 태도
는 동기화되고 있지만, 감각 주체는 자신보다 ‘사소한 것에 집중하는 여린’ 심
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여전히 고유한 면모가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학습자들은 감각 주체의 성향을 다각적으로 고찰하고, 특이성에 대
한 질문을 던지면서 텍스트 세계에 거주하는 고유한 존재로서의 면모를 점차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감각 주체의 고유한 정체성에 대한 수용 정도는 일상
적인 감각 경험에서 발현되는 학습자의 정체성과 텍스트 세계 안에서 발현되
는 감각 주체의 정체성 간의 거리를 구체화하는 정도에 따라 다르게 실현된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학습자들의 감각적 체험을 활성화하
기 위해서는 학습자와 감각 주체 간의 거리가 적절한 긴장을 가지며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통해 시의 언어에 대한 학습자들의 다각적이고 예각적
인 탐색이 촉진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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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활성화 원리 도출을 위한 시사점
  
  2차 감상 활동에 대한 학습자들의 반응 양상을 분석한 결과, 감각 주체의 
성향에 대한 이해의 범주를 세분화한 것은 학습자들이 감각 주체와 대상 간의 
구체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다각적인 탐색을 활성화하고, 감각 주체가 갖는 특
이성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
나 이는 1차 감상 활동과는 다른 측면에서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는데, 일
부 학습자들에게서 감각 주체의 성향에 대한 세부적인 가정들이 감상문에 충
분히 반영되지 못하거나, 성향에 대한 접근이 파편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는 감상 활동 설계에 있어 감각 주체의 성향을 가정하는 범주들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학습자들이 유연하게 선택하면서 좀 더 밀도 있는 
상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2차 감상 활동에서 나타난 주요한 변화는 학습자 자신이 일상적인 감각 경
험에서 발현하는 행위나 태도가 감각 주체의 정체성을 수용하는 데도 활발하
게 투사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사전 질문을 통해 감각 대상에 대한 학습자들
의 일상적인 감각 경험을 환기해 보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감각 주체에 접근하
는 경로를 다양화함으로써 학습자 자신의 감각 경험을 투사할 수 있는 지점을 
풍부하게 마련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감각 주체가 갖는 
특이성을 확인하더라도, 이러한 특이성을 텍스트 세계의 맥락에서 수용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자신의 감각 경험에 능동적으로 견주어 보고, 적절한 거리를 
설정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감각적 체험
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감각 주체의 성향에 대한 학습자들의 몰입하기와 관조
하기의 태도가 균형 있게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원리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교육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타당성 검토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언급
된 것은 성향 기술의 형식이 텍스트 세계의 맥락과 유기적으로 연관될 수 있
도록 상세화되어야 한다는 것64)과 성향과 관련된 범주들이 시의 언어에 대한 

64) “활동2에서 서술의 예시로 ‘화자는 ~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시 
속에서 ~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한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 혹은 감
정이기 때문이다.’와 같은 문장 형태를 제시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자세히 서술 예시
를 제시할 경우 서술의 틀을 제한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화자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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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좀 더 촉진할 수 있는 것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65) 이는 감
각 주체의 성향에 대한 가정이 감각적 체험의 전체적인 층위와 유기적으로 통
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해할 수 있다.

(4) 감각 매개 층위에서의 반응 양상

  가. 형식 연동의 통합적 최적화

  2차 감상 활동에서는 학습자들에게 ‘감각적인’ 이미지를 강하게 환기하는 
표현을 특정한 후 그것의 의미나 효과를 작품의 시상 전개를 고려하여 설명해
보도록 하였다. 이는 이미지의 감각적 특성을 조건 짓는 형식은 고립되어 작
용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 속의 다른 형식들과 연동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형식들의 전체적인 연동은 특정한 가치 질서로서 학습자들의 상상 활동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2차 감상 활동에서는 1차 감상 활동과 같이 단순히 형식들의 목
록을 나열하거나, 형식의 효과를 단편적으로 서술하는 양상은 전반적으로 감
소하였으며, ‘감각적 표현’으로 발견된 언어 형식의 의미나 효과를 다른 형식
들의 작용과 연관 지으며 해명하는 시도가 좀 더 활발하게 나타났다.

[E-21 학습자의 감상 활동 양상]

을 감각하는 방식이나 상황을 유기적으로 연관 지어 서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
다.”[교사 B-2차 형성적 순환]

65) “네 가지로 분류하여 쓰도록 하였는데, 분류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화자의 특수한 습관’은 예시에 적절하게 대응되는 표현이라고 보기에 
다소 어색합니다. 굳이 하나의 항목으로 삼자면 ‘언어 표현 방식’ 정도가 될 듯합니다. 
시에서 화자는 다른 존재와 달리 ‘말하는 존재’이고, 따라서 바로 그 ‘말하는’ 방식을 
하나의 범주로서 주목할 수는 있겠습니다.”[전문가 A-2차 형성적 순환]

1차-자화상
-감각 매개-전문

‘햇빛 속의 저 눈부신 천성의 사람들’에서 ‘저’라는 표
현이 화자는 어두운 공간에서 저 멀리 보이는 화자의 
공간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곳에서 밝은 곳에 있는 아
이들을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든다. 

2차-밤 눈 네 속을 열면 ~ 엉켜 울고 있어 : ⓐ‘엉켜 울고 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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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1 학습자는 1차 감상 활동에서 특정한 언어 형식이 야기하는 환기 작용
을 민감하게 의식하는 반응을 보여줬으나, 형식들의 연동 범위가 텍스트 전체
로 확장되지는 못하였다. 2차 감상 활동에서 E-21 학습자는 우선 <밤 눈>에
서 ‘은실들이 엉켜 울고 있다’라는 표현에 주목하였다. 시 읽기 과정에서 이러
한 표현 자체는 강한 인상을 남겼지만 그 효과가 분명치 않은 것이었는데(ⓐ, 
ⓑ), 감상 활동에서는 이를 ‘얼었다 녹으면서’라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표
현의 작용과 연동하면서 ‘반복되면서도 그 본질이 복잡하여 해결하지 못한 
일’(ⓑ)에 대한 상상을 열어주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비록, 
이와 같은 형식들의 연동이 감각 주체의 정서적 태도를 설명하는 측면까지 확
장되지는 못하였으나(ⓓ), 형식들의 작용을 개별적인 수사적 표현의 효과 차원
에서 고려하는 것을 넘어 시 텍스트에 대한 상상 활동을 조율하는 가치 질서
의 관점에서 사고하게 된 것은 유의미한 변화라 할 수 있다.
  E-21 학습자의 사례와 같이, 학습자들은 2차 감상 활동에서 형식들의 작용
을 ‘흐름’이나 ‘구도’의 관점에서 확장적으로 사고하는 변화를 보였다. 이에 
기초하여 학습자들이 구성하는 가치 질서도 외향적 질서화나 내향적 질서화와 
같은 단선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기보다는 텍스트 내재적인 가치 질서와 외재적
인 가치 질서를 부분적으로 통합하는 성격을 나타내기도 하였는데, 이는 주로 

-감각 매개
-표현 선택-전문

는 말이 특이하기도 하고 계속 기억에 남았다. 은실들
이 많은 사람들로 느껴지기도 하고 왜 엉킨 것인지 궁
금하기도 하다.

2차-밤 눈
-감각 매개

-작가 의도-전문

엉킨다는 표현이 두 가지로 느껴졌다. 보통 무엇인가 
엉키면 짜증이 나지만, 모이는 의미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로 판단할 수 없는 것 
같다.

2차-밤 눈
-감각 매개

-의미/효과-전문

엉켜있던 것들이 바람으로 인해 자리를 바꾸고 또 엉키
는 것을 반복하는 게 ⓒ앞에 ‘몇 번 얼었다 녹으면서’
와 같이 시간과 계절의 흐름을 묘사한 것 같다. 계속 
반복되지만 아직 해결은 하지 못한 일이 있는 것이다.

2차-밤 눈
-감각 매개

-어려웠던 점-전문

뜻을 확실하게 모르겠어서 ⓓ‘울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
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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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라는 중심 소재와 연관된 관례적인 가치 기준들을 작품 내재적인 가치 
질서에 비추어 새롭게 조정하는 양상으로 실현되었다. 눈의 ‘유한성’을 ‘찰나
의 아름다움’으로 의미화하거나66), 눈의 색감이 환기하는 ‘깨끗함’을 ‘절대적
인 순수함’으로 의미화하는 것67) 등이 그 사례가 된다. 
  2차 감상 활동에서 학습자들이 형식들의 배치를 일상적인 ‘감각하는 방식’
과 텍스트에 구현된 ‘감각하는 방식’을 균형 있게 통합하는 최적화에 도달했
다고 볼 수 있는 사례들은 먼저 ‘감각적 표현’으로 감지된 언어 형식의 환기 
작용을 충실하게 기술하고, 그것에 내재된 가치 기준을 텍스트의 다른 형식들
의 작용과 확장적으로 결합해가며, 결국에는 학습자 자신에게 친숙한 감각 경
험에 대한 가치 기준과 견주어 보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E-6 학습자의 감상 활동 양상]

66) “대상인 ‘눈’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영원할 수 없고, 밤하늘을 잠시 별처럼 꾸며주지만 
그것도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함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다.”[S-40-2차-밤 눈-감각 
매개-의미/효과-전문]

67) “깨끗하고 하얀색을 연상시키는 눈과 썩은 가지, 죽음도 다가가지 못하는 온도, 은실
들이 엉켜 울고 있다라는, 어찌 보면 부정적인 것들을 통해 나타내어 절대적으로 순수
한 눈을 표현하고자 한 것 같다.”[E-4-2차-밤 눈-감각 매개-의미/효과-전문]

2차-밤 눈
-감각 매개

-표현 선택-전문

죽음도 다가서지 못하는 온도 :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
을 도우려는 ‘너’ 열정을 참신하게 표현했다는 생각

2차-밤 눈
-감각 매개

-의미/효과-전문

‘죽음도 다가서지 못하는 온도’
- 죽음 : 은실/가지 같은 존재들이 추운 겨울(암울한 
현실)이 지속된다면 마주할 현실
- 온도 : ‘너’의 열정, 열의. 밤의 차가운 눈마저 녹여
버리겠다는 강인한 의지. 절망, 우울한 현실 속에서 떨
고 있는 존재들을 살리겠다는(구원하겠다는) 의지

2차-밤 눈
-감각 매개

-어려웠던 점-전문

- 온도 : 차가울 수도 있고, 뜨거울 수도 있음.
ⓔ차가운 ‘온도’라면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을까? 온
도에 대한 해석의 어려움.

2차-밤 눈
-감상문-부분

맨 처음에 나오는 ⓐ은실과 가지는 엉켜서 울고 실눈을 
뜨는 등 절망적이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 고통 받고 있
다.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너’는 빛을 한 점씩 
하늘 낮게 박으면서 무슨 색깔로 또 다른 사랑을 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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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6 학습자는 ‘죽음도 다가서지 못하는 온도’라는 표현이 갖는 복합적인 환
기 작용에 주목하고 있다. 즉, ‘차가움과 암울함’의 특성을 부각하는 ‘죽음’의 
질서와 그것에 대조적으로 ‘열기와 강인함’의 특성을 부각하는 ‘온도’의 질서
가 상호침투적으로 이 표현에 응축되어 있으며, 이러한 응축된 가치 질서는 
텍스트의 세계의 맥락으로 점진적으로 확장되며 감각 대상들의 영향 작용이 
이루어지는 기반으로서 구체화된다. ‘죽음’의 질서(ⓐ-ⓐ′-ⓐ″)와 ‘온도’의 질
서(ⓑ-ⓑ′-ⓑ″)가 교차하며 암울한 현실과 구원의 희망이 서로 고투하는 텍스
트 세계는 ‘네 속을 열면’이라는 구절의 반복을 통해 고난과 시련, 그리고 이
를 이겨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열어주고 있다. 이와 같
은 복합적이면서도 전체적인 연동 속에서 구성된 가치 질서는 삶에 대한 낙관
적인 전망을 안겨주는 것은 아니지만, 상처와 역경에 마주하는 열정과 용기의 
자세를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학습자 자신의 삶의 맥락에서도 가치 있는 것
으로 수용되고 있다.

다. ⓑ여기서 빛이란 은실과 가지가 처한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고 그게 여러 색깔이 되어 다른 존
재들을 비추고 있는 것이다. ⓐ′‘아무도 너의 영혼에 옷
을 입히지 않던 사납고 고요한 밤’은 추운 겨울에 옷 
한 벌 거치지 않고 있는 영혼이 처한 시간적 배경이고, 
(…) ⓑ′‘너’의 빛이 대지에서의 너의 춤과 하늘에서의 
바람이 되어 너의 영혼을 위로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
고 ⓐ″‘아무도~고요한 밤’과 ‘사시나무 그림자’는 상징
하는 바가 밤눈이 내리는 배경, 즉 암울한 현실도 같다
고 생각해볼 수 있겠다. (…) ⓑ″‘너’는 그 현실에 대항
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디뎠고 영혼이 추운 겨울밤에 죽
지 않을 만큼 뜨거운 온도로 하늘을 돌며 빛을 박고 있
는 것 같다. ⓒ마지막에 문장이 완성되지 않은 채 ‘네 
속을 열면’으로 끝나는데, 이는 너의 내면의 고난과 시
련이 반복되어 이를 이겨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이
라는 뜻인 것 같다. (…) ⓓ자기 자신의 상처와 역경에
서 도망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인생
의 자세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주제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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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6 학습자의 경우 형식들의 배치를 텍스트 내재적인 가치 질서로 충실하
게 구축하는 가운데 학습자 자신의 삶에서 발견되는 가치 질서와의 접점을 균
형 있게 찾아 나가는 과정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나아가 
감각 매개 층위에서의 감상 활동이 이와 같은 최적화에 이르렀을 때, 감각적 
특성에 부여된 의미가 ‘객관적’인 것으로 정박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
화 가능성을 열어주는 계기를 내포하게 된다는 것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E-6 학습자가 인지하고 있듯이 ‘죽음도 다가서지 못하는 온도’에서 온도의 질
서가 ‘열기’에 국한되어야 할 필연성은 없다.(ⓔ) 즉, 죽음을 오히려 더운 것으
로 느끼게 하는 ‘추위’를 중심으로 한 역전된 가치 질서의 구성 가능성이 확
인되는 것이다. 일회적인 감상 활동에서 이러한 잠재적인 가치 질서의 구성 
가능성이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형식들의 배치를 최적화하는 과정이 감각적 
특성을 둘러싼 의미망을 두텁게 하는 효용을 갖는다는 점은 시 교육에서 감각
적 체험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도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나. 형식 연동의 성찰적 차별화

  형식들의 작용에 대한 이해가 텍스트 세계의 전체적인 맥락에 부합하는 것
이 되면서, 형식들의 배치 또한 ‘감각하는 방식’에 대한 학습자의 관례적인 인
식과 차별화되는 부정성(否定性, negativity)68)을 갖는 것으로 수용될 수 있
다. 1차 감상 활동에서는 이러한 부정성에 대해 학습자들이 ‘다르니까 좋다’와 
같이 소극적인 태도를 주로 보였으나, 2차 감상 활동에서는 1차 감상 활동보

68) 이저는 허구 텍스트의 부정성을 명확히 표현된 텍스트가 표현되지 않은 것과 중첩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여기서의 부정성은 세 가지 측면을 갖는데, 첫 번째 측면은 부정성의 
형식적 성격으로서,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개별적인 입장들이 서로 결합되면서 비로
소 그 의미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부정성은 입장들의 관계가 그 자체 
내에 명료하게 기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결합의 생략과 특정한 성질의 부분적 부정
을 통해 드러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두 번째 측면은 부정성의 내용적 성격으로서 
알려진 지식에서 은폐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것의 가치를 의문시하는 성격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부정성의 관점에서 텍스트의 의미는 진술되지 않은 것의 구축이 진술된 것의 
변증법적 지양으로 발현된다는 점에서 사건의 전환점으로 이해된다. 세 번째 측면은 부
정성의 소통적 성격으로서 허구를 통한 의사소통은 허구를 통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의사소통의 본질적 구성 요소
로서의 부정성은 ‘가능성을 주는 구조’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절에서의 부
정성은 내용적 성격으로서의 부정성을 의미한다. W. Iser(1976), 앞의 책, pp.34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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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접근 가능한 용어들을 통해 단계적으로 형식들의 작용을 질서화하면서 형
식들의 배치가 갖는 부정성 또한 현실을 재구성하거나 허구화하는 측면을 중
심으로 그 의의가 적극적으로 평가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E-18 학습자의 감상 활동 양상]

  E-18 학습자는 1차 감상 활동에서는 형식들의 작용이 이미지의 환기에 미
치는 대략적인 영향을 확인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2차 감상 활동에서는 <밤 
눈>의 언어 형식들이 ‘눈의 색’에 대해 촉발하는 새로운 인식이 학습자 자신
에게 갖는 인식적인 의의를 평가하고 수용하는 반응으로 나아가고 있다. ‘너

1차-아우슈뷔츠 Ⅱ
-감각 매개-전문

시에서 화자는 무덤덤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 잡초, 강아
지 등 생명이 있는 것들이 나타나지만 아우슈뷔츠 감옥
의 특성들은 그 생명력도 앗아갈 만큼 어둡다. 즐거운 
것과 슬픈 것을 나란히 두었다고 볼 수 있다. 

2차-밤 눈
-감각 매개

-작가 의도-전문

하얀색의 눈송이가 색을 가진 다른 사랑을 꿈꾸었다고 
말하니 ⓐ다양한 색을 통해 가질 수 있는 사랑의 무한
성, 다채로운 세계들을 표현한 것 같았다.

2차-밤 눈
-감각 매개

-의미/효과-전문

흰색 눈송이는 죽음의 땅에 내리고 있다. 바람이 불어 
방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눈송이는 시구처럼 색으로 또 
다른 사랑을 꿈꾸면서 내리고 있다. 이 표현을 통해서 
눈송이가 희망적인 존재로 ⓑ다양한 희망적인 세계를 꿈
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눈은 흰색이기 때문에 자신이 
꿈꾸는 색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색을 품은 눈
송이는 계속 땅에 내리면서, 죽음도 이겨낼 온도를 가지
며 세상을 희망적으로 바꿀 것이다. 

2차-밤 눈
-감상문-부분

눈송이는 기본적으로 하얀 색이기 때문에, 눈송이가 꿈
꾸는 모든 색의 사랑이 되어 내릴 수 있다. ⓒ눈송이가 
따뜻한 사랑을 꿈꾸면 분홍색 사랑을 품은 눈이 되어 내
릴 수 있는 것이고, 정열적인 사랑을 꿈꾸면 빨간색을 
품고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 흔히 사시나무 떤다고 
하는 표현처럼 ⓓ사시나무 그림자가 가득한 세상은 매우 
춥고 어두울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매우 뜨거운 온
도를 갖고 있다는 감각적 표현을 통해서 눈송이가 가지
는 의미와 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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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슨 색깔로 또 다른 사랑을 꿈꾸었을까’라는 표현이 눈의 ‘다양한 색’, 
‘사랑의 무한성’, ‘다채로운 세계’에 대한 상상을 열어주고(ⓐ), 그에 비추어 
눈의 ‘하얀색’ 또한 일상적인 감각 경험에서의 관례적인 가치 기준을 일정 부
분 벗어나 ‘다채롭게 변화할 수 있는 색’이자 ‘희망의 다양성’을 상기시켜 주
는 것(ⓑ)으로 새롭게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 형식들의 배치가 갖는 부정성에 
대한 이와 같은 성찰적인 수용 과정은 감상문에서 눈이 ‘정렬을 품은 분홍색 
사랑’으로서 차갑고 어두운 세상에 뜨거움을 안겨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
는 상상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와 같은 태도는 일상적인 감각 경험에 비추어 
형식들의 배치가 갖는 부정성을 인식하고, 그것이 열어주는 새로운 관점을 능
동적으로 향유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반응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형식들의 배치가 갖는 부정성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가 구체화되는 
과정은 학습자 자신에게 친숙한 관례적인 가치 기준에 대한 갱신, 성찰, 비판 
등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감각적 특성의 의미화에 대한 독자의 인지적 부담도 
커지게 된다. 이와 같은 인지적 부담이 적절히 해소되지 않을 때 학습자는 시
의 언어가 갖는 가치 자체를 불신하게 되기도 한다.69) 따라서 시 교육의 상황
에서는 형식들의 배치가 갖는 부정성과 학습자 자신에게 친숙한 관례적인 가
치 기준 사이의 간극을 좁혀줄 수 있는 비계가 제공될 필요가 있는데, 2차 감
상 활동에서 학습자들은 시인의 시작 메모를 그러한 비계로 활용하는 양상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학습자들은 시인의 시작 메모를 참고하여 형식의 작용을 새롭게 발견하거
나70), 감각 경험에 대한 시인의 가치 기준에 비추어 학습자 자신의 가치 기준
을 성찰71)하면서 형식들의 배치가 갖는 부정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

69) “시가 조금 더 대중적이고 먹고 살만한 생산물이 되려면 조금 더 직관적이고 사람들이 
알아먹게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고 알아먹지도 
못하는 추상적 표현 쓰면서 시와 같은 마이너한 문학이 대중들이 관심을 주지 않아 업
계가 쇠퇴한다는 것은 별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시도 시대의 흐름을 타서 조금 더 접
근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어 보인다.”[S-25-2차-밤 눈-감상문-부분]

70) “가장 도움이 되었던 자료 중 하나는 시인의 메모였는데 이를 통해 눈이 하늘과 땅 사
이를 맴도는 것이 단순히 눈이 내렸다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보다 어느 곳에도 속
하지 못하는 쓸쓸함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시의 감상이 더욱 풍성해 짐
을 느꼈다.”[E-4-2차-밤 눈-감상문-부분]

71) “시작 메모를 보고 나서 눈은 하늘 높은 곳에서 지상으로 곤두박질을 쳤지만 지상이 
눈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나는 지금까지 눈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눈이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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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사고방식 등을 탐색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아래의 E-22 학습자와 같
이 감각 경험에 대한 시인의 가치 기준에 대한 이해를 형식들의 배치를 유기
적으로 통합하는 비계로 활용한 것은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E-22-2차-밤 눈-감상문-부분]
작가는 하늘과 땅 모두에게 거절 받는 밤눈의 상황에 자신을 투영하는 것 같다. 
오랫동안 글을 쓰지 못하고 방황하는 작가 자신과 허공을 떠돌아다니는 눈의 모
습이 약간 비슷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눈이 지나가는 곳에 바람이 분다고 표현한 
것은 하늘과 땅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는 눈송이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
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인의 시작 메모를 참고하는 과정에서 감각 경험에 대한 시인의 가
치 기준과 학습자 자신의 가치 기준을 피상적으로 동일시하거나72), 감각 경험
에 대한 시인의 가치 기준을 추종하여 감각 매개의 작용에 대한 학습자 자신
의 관점을 폐기하는 양상73)이 나타나기도 하는 등 학습자 관점에서의 감각적 
체험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영향 또한 확인되었다. 이는 형식들의 배치가 갖는 
부정성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료, 설명, 지식 등은 학습자 자신에게 내면
화된 가치 기준을 텍스트 세계의 맥락에 적용할 수 있는 상태로 일정 부분 조
정하고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할 때 감각적 체험의 활성화를 
위한 비계로서 효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고만 생각했었는데 이 작가는 지상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지상이 눈을 받아들인다고 생
각한 것을 보고 “이런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나도 앞으로 다
른 관점에서도 생각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S-36-2차-밤 눈-감상문]

72) “밤눈의 창작메모를 보면 자신과 시의 관계를 써놓은 듯한 느낌이 들고 실제로 그저 
밤눈을 보고 보이는 대로 썼다는 느낌도 든다. 나도 살면서 밤눈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때는 초등학생 시절 10시 쯤 태권도가 끝나고 집에 오는 길이었다. 나는 그때 밤눈을 
보며 별빛이 휘날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시에서 밤눈이 하늘에 빛을 박는다는 표현이 
있는 걸로 봐서 내가 본 밤눈과 이 시의 작가가 본 관점에서의 밤눈의 어느 정도 공통
점이 있는 것 같다.”[S-25-2차-밤 눈-감상문]

73)“그런데 시작 메모를 읽은 후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시를 쓰지 못하고 있던 화
자에게 눈이라는 자연이 도움을 준 것 같았다. 상상치도 못했던 내용이라서 당황했다. 
평소에 이별 관련 시를 많이 접해봤던 까닭일까? 시를 많이 읽지 않아서 시를 해석할 
능력이 부족했던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시인이 자연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내용
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굉장히 나의 입장에선 신기했다.”[S-14-2차-밤 눈-감상문]



- 164 -

  다. 활성화 원리 도출을 위한 시사점

  2차 감상 활동에 대한 학습자들의 반응 양상을 분석한 결과, 감각 매개의 
작용에 대해 학습자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개념들을 사용하고, 형식들의 
작용을 특정한 구심점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질서화하게 한 것은 형식과 질
서를 연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감상 활동
을 통해 텍스트 내재적・외재적 가치 질서가 생산적으로 조응할 수 있는 가능
성과 학습자 관점에서 형식들의 배치를 최적화하는 활동이 감각적 특성을 둘
러싼 의미망을 두텁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은 1차 감상 활동에 
비해 유의미한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2차 감상 활동에서도 형식들의 배치가 갖는 부정성에 대한 학습자의 
수용을 전반적으로 제고하지는 못하였다는 점은 한계로 이해될 수 있다. 시인
의 시작 메모가 학습자들의 관례적인 가치 기준을 일부 조정하고 확장하게 함
으로써 형식들의 배치가 갖는 부정성에 접근할 수 있는 비계로서의 가능성을 
보였으나, 학습자들에 따라서는 주체적으로 형식들의 작용에 대해 인지하는 
것을 제약하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는 감상 활동의 설계에서 형식들
의 작용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습자의 관점에서 좀 더 재구
성이 용이한 비계를 선정해야 하는 과제를 남긴다.
  교육 전문가들은 형식들의 작용에 대한 이해를 통해 획득되는 ‘의미’의 성
격74)과 형식들의 작용에 내재된 가치 기준에 대한 접근75)이 더 정교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감각 매개 층위에서의 감상 활동이 형식에 관한 지식을 단
순히 재인하는 데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주체적인 체험 촉진에 초점
을 맞추어 개념과 전략들이 정제될 필요가 있다는 요구로 이해할 수 있다.

74) “교복을 보고 ‘학생다움’을 느끼는 것과 <절정>에서 화자의 극한적 상황을 보고 일제 
강점기의 억압적인 현실을 읽어 내는 것을 같은 문화적 의미라고 지칭하기엔 의미적 층
위나 범주가 다른 거 아닌지요? (…) 학습자들에게 해당 용어의 의미를 제시해주면 더 
좋을 듯합니다.”[전문가 B-2차 형성적 순환]

75) “활동에서 낯설게 보이도록 만드는 형식과 가치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형식을 구분할 
수 있는지요? 가치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형식으로 제시된 예시의 ‘눈과 죽음, 어두운 
세계에 대한 대조’ 역시 낯설게 보이도록 만드는 표현 형식의 하나가 아닌지 궁금합니
다. (…) 가치 판단은 표현 내용의 측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비유와 상징의 개념
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교사 B-2차 형성적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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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감각적 체험을 위한 시 교육의 구도

  시 읽기를 통한 독자의 감각적 체험은 텍스트 세계를 감각 가능한 특성이 
발현되는 기반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시는 추상적인 기호들의 집
합체가 아니라, 독자 자신의 삶으로부터 비롯된 풍부한 경험들을 조회할 수 
있고, 그러한 경험들에 대한 독자 자신의 이해를 확장해 줄 수 있는 영향 잠
재성1)으로 수용된다. Ⅱ장에서 제시한 감각적 체험의 본질과 구조는 독자가 
이러한 영향 잠재성으로서의 시와 소통하는 중층적인 과정을 이론적으로 구명
한 것으로, 시 교육 상황에서의 감각적 체험의 실상과는 일정한 간극이 있다. 
Ⅲ장에서는 학습자들의 감상 활동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간극을 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였는데, 이를 통해 시 교
육에서 학습자들의 감각적 체험이 이루어질 때 보다 초점을 맞추어야 할 내용
과 정교하게 구현되어야 할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Ⅳ장에서는 Ⅱ장에서의 이론적 고찰과 Ⅲ장에서의 양상 분석을 바탕으로, 
감각적 체험이 갖는 교육적 의의와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습자들의 감각적 
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원리를 제안한다. 특히, 시 교육에서 학습자 개개인
의 감각적 체험은 이미지에 대한 내성적인 환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학습
자 자신의 감상 언어로 적절하게 외화되어 체험 내용의 충실도를 평가받는 구
도 속에 놓임으로써 교육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시 교육에서 감각적 체험이 갖는 의의를 시의 언어에 대한 학습자
의 관여 확대와 감상의 구체화를 위한 잠재적 의미망 구축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감각적 체험이 시의 언어를 대하는 학습자의 태도를 전환하고 시 이해의 
가능역을 확대하는 측면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음으로, 시 교육
에서 감각적 체험의 활성화 원리를 태도 형성과 수행 규범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하였다. 이는 시 교육에서 감각적 체험은 학습자들이 감각 가능한 
것으로 환기한 이미지를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좀 더 그 본질과 구조에 부
합하는 방향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다른 시 읽기 과정에
도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체험 전략을 획득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둔다.

1) W. Iser(1976), 이유선 역(1993), 독서행위, 신원문화사,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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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교육에서 감각적 체험의 의의

(1) 시의 언어에 대한 학습자의 관여 확대

  시 교육에서 감각적 체험은 학습자가 시의 언어로부터 감각 가능한 이미지
를 충실하게 환기하는 과정을 목표로 한다. 이는 감각적 체험의 기반이 독자
의 신체를 통한 감각 경험과 시의 언어 사이의 긴밀한 동기화에 놓인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는 독자 자신의 신체를 통해 세계와 관계 맺으며 축적된 경험
들, 그리고 그러한 경험에 대하여 독자가 부여해왔던 의미나 가치들을 시의 
언어가 환기하는 사태에 접근하는 중요한 단서로 활용하게 하는 것이며, 시 
읽기를 통해 독자가 환기하는 이미지들의 감각적 특성, 그리고 텍스트 세계의 
맥락에서 그러한 특성들이 발현되는 전체적인 구도에 대해 학습자가 이해한 
것들을 학습자 자신의 신체를 통한 감각 경험에 견주어 수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감각적 체험과 관련하여 시 텍스트는 수수께끼나 상징적인 기호 체
계가 아니라 학습자와 작가가 공유하는 삶의 구체적인 현상으로부터 발원하
고, 연관되고, 결국에는 그것으로 환류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2) 이로 인
해 시 텍스트를 단순히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등 파편화된 감각적 효과
를 낳는 사물이나 기법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 관점은 지양된다. 시 교육에
서의 감각적 체험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시에 제시된 특정한 표현이 모든 
학습자에게 동일하게 환기될 수 있는 감각적 효과를 낳는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신체를 통한 감각 경험과 시의 언어가 환기하는 사태를 
견주어 봄으로써 감각 경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나 이해의 가능성을 획득하
는 인식적인 측면에 놓이기 때문이다.3)

2) 이는 시적 이미지의 가치는 독자의 인생과의 연관 속에서 온전히 수용될 수 있다는 로
젠블랫(L. M. Rosenblatt)의 관점과 상응한다. “심상, 형식, 구조 및 문학의 순수한 감
각적 호소는 인생의 복잡한 의식의 틀 안에서만 완전히 이해될 수 있다. 문학적 기교에
의 민감함은 인간의 일련의 기쁨, 슬픔, 열망, 패배, 친목, 갈등에 대한 감수성과 연결
되어야 한다.” L. M. Rosenblatt(1995), 김혜리·엄해영 공역(2006), 탐구로서의 문학, 
한국문화사, p.50.

3) 듀이는 시는 지적인 것과 육체적인 통합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한 바 
있다. “나는 시는 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육체적인 것이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
이는 것을 반대한다. 시는 지적인 것을 신체의 감각 기관을 통하여 경험된 직접적 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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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의미에서 시 교육에서 감각적 체험은 시의 언어를 독자의 신체를 통한 
감각 경험으로 환원하는 과정이 아니라 감각 경험과 시의 언어가 갖는 본원적
인 연관을 다각적으로 탐색하면서 시의 언어에 대한 독자의 관여(關與, invol
vement)를 최대화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시의 언어가 환기하는 
바가 사실에 관한 것이든, 환상에 관한 것이든 그것은 학습자에게 모든 경험
이 그러하듯 인간과 환경의 구체적인 교변작용(交變作用, transaction)4)을 표
현한 것으로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의 언어가 환기하는 
바가 독자 자신의 경험이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환경과 전적으로 동일한 것도 
그렇다고 전적으로 동떨어진 것도 아니라는 균형 잡힌 시각에서 접근할 때, 
시에 대한 막연한 일반화나 이상화에서 벗어나 시의 언어가 열어주는 특수한 
상상의 경로에 더욱 충실하게 몰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학습자들이 시의 언어에 투사하는 감각 경험은 이미 감각 체험의 수
준으로 내면화된 것에서부터, 주의를 기울여 발견해야 하는 것, 지식을 통해 
교정되어야 할 것까지 다양한 성격을 갖는다. 즉, 학습자들에게 자신의 신체
를 통한 감각 경험은 너무나 익숙하고 자명한 것이면서, 여전히 모호하고 불
분명한 영역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의 언어에 대해 학습자의 
관여를 최대화하는 과정은 학습자 자신의 감각 경험에 대한 선이해를 성찰하
게 하고, 감각 조건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열린 사고를 촉진하게 된다.
  이는 시의 언어를 매개로 일상적인 감각 경험을 인격적 지식(personal kno
wledge)5)으로서 재인식하는 과정이 되며, 감각 경험에 대한 학습자의 내면화

속으로 흡수시킨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시는 지적인 것 이상의 것이며, 지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 통합된 것이다.” J. Dewey(1934b), 박철홍 역(2016), 경험으로서
의 예술 2, 나남, p.63.

4) 듀이는 경험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 내부에 있는 내적 요소와 인간 외부에 
있는 환경적 요소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각각의 특이한 성질이 사라져 버린 경험의 전체
적인 모습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구도에서 경험은 사물과 사건들을 상호
작용하는 인간적 요소에 의해 변형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인간 자신도 사물이나 사건들
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가리키는 ‘transaction’은 
상호교류(intercourse)를 통한 변화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교변작용으로 번역될 수 있
다. 위의 책, p.112 역주 참고.

5) 폴라니(M. Polanyi)에 따르면, 대상에 대한 인식은 인식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
한다는 점에서 인격적 지식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여기서 대상에 대한 인식 주체로서
의 인간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단서는 신체를 통해 주어지는데, 인식 주체
의 신체와 인식 사이의 이러한 근본적 연관을 암묵적 지식(tacit knowing)이라고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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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앎을 시의 언어와 연관 짓고, 의식적으로 발견해야 하는 앎을 시의 언어를 
통해 상기하고, 지식으로 교정해야 하는 앎을 시의 언어에 비추어 성찰하는 
과정으로 실현된다.6) 따라서 시의 언어에 대한 학습자의 관여를 최대화하는 
것은 단순히 이미지를 생생하게 떠올려보는 활동을 넘어 그러한 ‘생생함’을 
가능하게 하는 경험적 상호작용의 전반적인 조건에 대한 학습자의 능동적인 
앎을 증진하는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설명에 비추어 볼 때, 시 교육에서 감각적 체험은 학습자 자신에
게 낯설게 느껴지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에 적합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충분
한 역량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교육적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학습자가 교육의 장을 넘어 삶의 영역에서도 지속적인 문학 향
유를 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학의 장
과 삶의 장을 매개하는 가교로서의 문학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에 부합한다.

한다. 감각적 체험 과정에서 투사되는 학습자의 감각 경험은 이러한 암묵적 지식에 해
당한다고 할 수 있다. 폴라니는 암묵적 지식이 숙달되는 과정을 보조식(補助識, subsidi
ary awareness)과 초점식(焦點識, focal awareness)이 상호 보충적으로 결합하는 구
조로 설명한다. 초점식이 어떤 행위의 목적에 부합하는 앎으로서 통합성을 갖는다면, 
보조식은 그러한 앎의 배경을 이루는 요소들로서 특수성을 갖는다. 대상에 대한 성공적
인 인식은 이러한 보조식이 정합적으로 통합되어 초점식에 이를 때 획득되는 데, 이는 
정합적인 패턴의 통합, 정합적인 의미의 획득, 새로운 형태의 출현, 위계적인 실재의 파
악 등의 기능을 갖는다. 폴라니는 이와 같은 보조식과 초점식의 상호 보충적 결합을 통
해 서로 분리되어 있던 무의미한 것들이 어떤 하나의 맥락 속에서 주목되면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현상을 회득(會得, com-prehension)이라는 개념으로 지칭한다. 폴
라니의 관점에서 회득되는 인격적 지식은 논리적인 언어로 온전히 해명하기 어려운 잠
재성, 신체를 거점으로 점차 확대되고 발전하는 자아 중심적인 통합작용(self-centered 
integration), 사물들을 우리 내부에 동화시키는 체득화(體得化, interiorizing), 대상에 
대한 지적인 만족으로 특징지어지는 가치평가, 개인의 정체성의 표출로서의 책임과 헌
신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폴라니의 논의를 참고할 때, 시 교육에서 감각적 체
험은 보조식에 해당하는 학습자의 감각 경험을 시 텍스트의 전체적인 의미 맥락에 적응
시키며 초점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장상호(1994), (Polanyi) 인격
적 지식의 확장, 교육문화사, pp.28-46.

6) 윤여탁 외(2011)는 현대시 지식 교육의 방향을 사실적 지식의 관계화, 개념적 지식의 
의미화, 방법적 지식의 재구성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 논의는 지식의 관계화, 의미화, 
재구성을 특정한 지식의 종류에 부합하는 것으로 상정하였으나, 이러한 과정이 목표로 
하는 바가 결국 앎에 대한 학습자 자신의 내면화에 있다는 점에서 인격적 지식의 형성 
과정 전반에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윤여탁 외(2011), ｢현대시 교육에서 지식의 성
격과 교육의 방향｣, 국어교육연구 2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pp.23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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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상의 구체화를 위한 잠재적 의미망 구축

  시 읽기에서 감각적 체험은 감각 대상, 감각 주체, 감각 매개에 걸쳐 있는 
중층적인 체험 구조를 배경으로 이미지가 갖는 감각적 특성을 의미화하는 과
정이다. 그러나 일회적인 시 읽기 과정에서 이미지의 감각적 특성에 대한 학
습자의 이해는 환기되는 바에 대한 단순 묘사에서 감각적인 것에 대한 상상이 
거의 소거되어 있는 추상적인 분석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시 
교육에서 감각적 체험은 이러한 양상들을 전제하고 학습자들이 각자의 관점에
서 감각적 체험을 이루는 여러 층위들을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는 학습자들이 시 읽기 과정에서 환기한 
체험 내용에 내포된 잠재적인 의미망들에 대해 인식하게 함으로써, 감상의 구
체화가 도모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는 과정이 된다.
  시 교육에서 감각적 체험을 위한 감상 활동은 학습자들이 시의 언어가 명시
적으로 지시하는 사태 이면의 잠재적으로 지시될 수 있는 사태에 대해 상상적
으로 접근해 보는 과정을 촉진한다. 즉, 학습자가 특정한 이미지를 ‘보이는 
것’으로 환기했다면 그것의 의미를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과 맺는 관
계, 그것을 ‘보는 주체’, 그것을 ‘보게 만드는 방식’ 등에 대한 포괄적인 고려 
속에서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7) 여기서 명시적으로 지시되는 사태를 둘러싼 
잠재적인 사태들은 학습자가 시의 언어를 통해 텍스트 세계에 대한 상상으로 
몰입하면서 채워 나갈 수 있는 ‘부재 요소’8)가 되며, 시 교육에서 감각적 체
험 활동은 학습자들이 이러한 부재 요소를 채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7) 이에 대해서는 로젠블랫의 다음의 설명을 참고할 수 있다. “이해한다는 개념에는 어떤 
낱말이 갖는 지적인 힘뿐만 아니라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힘이 모든 면에서 영향을 미
치고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지면 위의 기호들을 단어와 연결시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해한다는 것은 단어를 인간세계나 자연계에서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들과 연결시킬 것을 요구한다. 이는 단어가 상징하는 감각, 단어가 들어맞는 체제나 
범주, 단어가 생겨나는 경험의 복합체, 단어가 연상되는 감정의 분위기나 실제적인 상
황들,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행동 등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다.” L. M. Rosenblatt(199
5), 앞의 책, p.110.

8) 최미숙은 독자가 시 텍스트를 작품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채워야 할 빈 공간을 ‘부재 요
소’로, 텍스트의 표면 구조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작품의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 개입되
는 텍스트 외적 요소를 ‘마이너스 장치’로 지칭한다. 최미숙(1993), ｢시 텍스트 해석 원
리에 관한 연구 -‘부재요소’의 의미 실현 방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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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경로들을 탐색하고, 실천하고, 조정하는 순환적이고 발산적인 상상의 과
정을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향한다.
  시 교육에서 감각적 체험은 시 읽기를 언어가 지시하는 객관적이고 논리적
인 명제나 정보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과정이 아니라 언어의 의미가 갖는 잠재
적인 지시 가능성9)을 학습자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실현해 
가는 과정으로 간주한다. 여기서 독자가 환기하는 이미지의 감각적 특성은 명
시적인 사태와 잠재적인 사태가 모두 연관되는 포괄적인 구도 속에서 보다 다
채로운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다. 즉, 전경과 배경의 연계, 신체와 습관의 연
계, 형식과 질서의 연계를 통해 수용될 수 있는 감각 대상의 적합성, 감각 주
체의 고유성, 감각 매개의 관점성이 감각적 특성의 의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 교육에서 감각적 체험이 감상의 구체
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학습자가 환기한 내용을 묘사적이거나 심
미적인 표현으로 재현하는 것과는 차이를 갖는다. 여기서 구체화의 핵심은 학
습자 자신이 환기한 것이 ‘감각 가능한 것’이 되는 이유, 그리고 그것이 자신
에게 갖는 의미의 근거를 상상 활동이 이루어진 전체적인 배경을 충실히 기술
하면서 구명하는 데 놓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설명에 비추어 볼 때, 시 교육에서 감각적 체험은 학습자의 시 
감상 행위를 시의 언어와 무관한 자유로운 몽상 또는 단편적인 연상 활동이
나, 시의 언어에 대한 논리적이고 꼼꼼한 분석 활동에서 벗어나, 시의 언어가 
독자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에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러한 영향들을 
하나의 유의미한 구조로 종합하는 심미적 독서10)의 과정으로서 경험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9) 존슨(M. Johnson)에 따르면, 의미에 대한 객관주의 이론은 낱말과 문장을 의미의 고유
한 지참자로 놓고, 낱말을 관습적 기호로 간주하는 것이다. 반면, 신체화된 체험주의 관
점에서의 의미는 유기체-환경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구조적, 형식적, 개념
적 차원과 선개념적, 비형식적, 느낀 차원의 혼성을 동반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미는 언어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의 다른 양상들과 지속적인 연
결과 상호 활성화 구도 속에 있는 것이 되며, 보다 많은 경험들과 연결될수록 ‘성장’하
는 것으로 이해된다. M. Johnson(2007), 김동환・최영호 공역(2012), 몸의 의미, 동
문선, pp.412-415,

10) L. M. Rosenblatt(1994), 김혜리‧엄혜영 공역(2008), 독자, 텍스트, 시, 한국문화사,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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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 교육에서 감각적 체험의 활성화 원리

  Ⅲ장에서 감각적 체험 중심의 감상 활동에 대한 학습자들의 반응을 살펴본 
결과, ①감상 활동이 요구하는 접근을 거의 시도하지 못한 경우, ②감상 활동
을 수행하였으나 피상적인 시 읽기에 머무른 경우, ③감상 활동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상상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그 내용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데 어려움
을 겪은 경우, ④감상 활동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시의 언어가 환기하는 이미
지의 감각적 특성에 대한 주체적인 의미화에 이른 경우 등 다양한 수준의 감
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구도에서 시 교육에서 감각적 체험의 활성
화는 시 읽기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감각적 체험의 비(非)활성화(①)나 미(未)활
성화(②, ③) 상태를 벗어나 시의 언어가 환기하는 이미지의 감각적 특성에 대
한 독자 자신의 주체적인 의미화에 이르게 된 상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현장 조사에서 형성적 순환을 통해 감상 활동을 구안하고 적용해 본 결과, 
학습자들이 감각적 체험의 활성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각각의 체험 층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체계화・상세화・초점화되는 가운데, 학습자들의 일상적
인 감각 경험이 투사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확충하고, 텍스트 세계 내에서 
감각 조건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열린 사고를 촉진하며, 시의 언어가 환기하
는 명시적・잠재적 사태 간의 다양한 관계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교육적 비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시사점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시 교육에서 감각적 체험의 활성화 
원리를 학습자의 감각적 체험이 진행되는 구도에 맞추어 제안하였다. 이는 학
습자의 시 읽기 과정을 감각적 체험의 구조에 부합하도록 하고, 감각적 체험
의 내용을 학습자 자신의 감상 언어로 정리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촉진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다. 시 교육에서 감각적 체험 활동은 이러한 원리들의 종합
적 실천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교육적 경험11)으로서 수용될 수 있다.

11) 교육적 경험은 교육적 기획과 처방 속에서 가치 있는 의미가 재구성되어 학습자를 변
화, 성장하게 하는 경험을 말한다. 최홍원(2007), ｢문학교육에서 경험의 재개념화와 교
육적 실천을 위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29, 국어교육학회, 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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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각적 체험의 태도 형성

  먼저, 시 교육에서 감각적 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감각적 체
험에 적합한 태도로 정향될 수 있어야 한다.12) 여기서 감각적 체험에 적합한 
태도란 시의 언어를 통해 이미지를 환기할 때, 의식적으로 감각 대상, 감각 
주체, 감각 매개의 관계에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이러
한 태도 형성을 위한 계기로 ‘역동적 영향 작용의 인지’와 ‘감각 경험의 예비
적 조회’를 제시하였다. 역동적 영향 작용의 인지는 학습자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감각 현상은 관계적, 신체적, 매개적인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
하게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감각 경험의 예비적 조회는 학습자들이 감상할 
시 텍스트의 특정한 표현을 중심으로 일상적인 감각 경험을 풍부하게 투사해
보면서 시의 언어에 대한 학습자의 관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가. 역동적 영향 작용의 인지

  시 읽기 과정에서 학습자는 언어를 통해 특정한 이미지를 환기할 수 있다. 
여기서의 이미지는 언어가 지시하는 사물이나 관념 등에 대한 학습자의 기억
이나 순간적인 인상, 자유로운 연상 등과 결부되며 다양한 특성들을 갖는 것
으로 환기된다. 이와 같은 환기 과정이 시의 언어에 대한 일반적인 상상 활동
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면, 시 교육에서의 감각적 체험은 학습자가 이러한 환
기 과정을 의식적으로 감각 대상, 감각 주체, 감각 매개가 연관되어 있는 감

12) 김창원 외(2000)는 문학교육에서 상상의 과정은 상상적인 자극을 통해 학습자를 상상
계로 유인하고, 상상적 접근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활동으로 상상적 자극, 상상적 성향 강화, 상상 경험 활성
화, 상상 기능 학습, 상상 과제 동기화, 상상적 주의를 제안하였다. 노철(2004)은 학습
자가 시를 통한 상상 활동에 동기화되기 위해서는 상상 활동을 위한 감수성 자극이 필
요하다고 보았는데, 구체적으로 학습자들이 교실 상황을 벗어나 시적 정황으로 생각의 
초점을 이동하는 활동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상정하는 감각적 체험에 적합한 태도 
형성 과정 또한 이와 같은 활동들이 상정하는 바와 같이 시의 언어가 열어주는 상상에 
학습자가 관여하는 영역을 최대한 확대하는 데 목표를 둔다. 그러나 독자의 일상적인 
감각 경험이 투사될 수 있는 지점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창원 외(2000), ｢문학교육과 상상력｣, 독서연구 5, 한국독서학회, pp.178-
179; 노철(2004), ｢시 감상교육에서 상상력 활용에 관한 연구｣, 문학교육학, 14, 한국
문학교육학회, pp.34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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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가능한 현상으로 번역하는 접근을 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감각 
대상, 감각 주체, 감각 매개는 시의 언어가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통합되는데, 
여기서의 의미는 고정된 내포나 외연을 갖는 것이라기보다 관계들에 의해 연
결된 구조적 사슬13)로 이해되는 것이 적합하다. 이를 감각 대상, 감각 주체, 
감각 매개 간의 ‘역동적 영향 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시 읽기 과정에서 감각 대상, 감각 주체, 감각 매개 간의 역동
적 영향 작용에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감각 경험에 비추어 ‘감
각 가능한 특성’이 발현되는 기본적인 구도를 인식하고, 이를 언어를 이해하
는 데도 적용해 보는 과정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의 주안점은 일상에
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는 여러 특성들은 단순히 감각 자극과 감
각 작용이 일대일로 대응하여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여러 관계 
속에서 경험된다는 것과 언어는 이러한 관계를 함축적이고 선택적으로 드러낸
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다.
  감각 경험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일상적인 감각 
경험에서 대상에 대한 주의가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들, 대상이 갖는 특
성을 주변과 무의식적으로 관계 짓는 데 따라 발생하는 착시 사례들, 습관에 
따라 대상에 대한 감각 경험이 달라지는 사례들, 도구・상황・환경 등에 따라 
감각 경험이 달라지는 사례들 등이 활용될 수 있다. 사례들의 활용에서 중요
한 것은 대상의 특성은 다른 대상, 주체, 매개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 이
러한 영향 관계는 분명하게 포착될 수도, 또는 거의 의식되지 않을 수도 있다
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은 [그림 3]의 모형(model)14)으로 예시될 수 있다. [그림 3]
의 모형은 특정한 대상의 특성은 다른 대상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러
한 영향 작용은 그것을 지각하는 주체에게 선별적으로 경험된다는 것(↔), 지
각하는 주체에게 익숙한 대상(●)에서 멀어질수록 영향을 주고받는 대상 또한 
특수한 대상(○)이 된다는 것, 이러한 선별적 경험 과정에서 파악되지 않은 잠

13) Y. Lotman(1970), 유재천 역(1991), 예술 텍스트의 구조, 고려원, p.59.
14) 여기서의 모형은 특정한 대상을 구조를 통해 재현함으로써 그것을 ‘좀 더 잘 알 수 있

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것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사용하였다. 김수환(2011), 사유하는 
구조 –유리 로트만의 기호학 연구, 문학과지성사,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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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인 영향 작용이 존재한다는 것(ⓑ, 점선) 등을 표현한다. 

[그림 3] 감각 경험에서의 영향 관계 모형

  예를 들어, 어둑해질 무렵에 자신의 그림자를 본다면, 여기서 그림자의 검
은색은 주변의 색과 대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경험되는 것으로, 여기에
는 그림자의 형상, 그림자가 드리워진 표면의 질감, 그림자 주변의 사물, 대상
에 내리쬐는 햇볕의 강도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밖에 주변의 공기, 냄새, 
그림자에 주의를 기울였을 때의 감정, 그림자를 대하는 평상시의 태도, 그림
자에 부여해온 의미나 가치 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일상적
으로는 잘 의식되지 못하는 빛의 회절의 영향, 어린 시절에 무의식적으로 각
인된 기억이나 분명하게 떠오르지 않는 영화의 한 장면의 영향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전체적인 요인들 중에 일부가 두드러지게 작용하며 그림자는 지
각되며, 그림자의 지각 과정에서 모든 요인들이 인식되는 것은 아니지만 감각 
경험의 반추를 통해 그러한 요인들의 작용을 점진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그림자와 관련된 문장들을 통해 언어와 감각 경
험 간의 연관을 확인해 보는 활동으로 나아간다. 관례적인 감각 조건이 원활
하게 투사될 수 있는 ‘대낮의 운동장에 철봉 그림자가 비친다.’와 같은 전형적
인 표현이나 ‘벽에 일렁일렁하는 그림자가 마치 유령 같았다.’와 같이 특수한 
감각 조건의 구성이 일정 부분 필요한 표현 등을 대상으로 앞의 단계에서 떠
올렸던 그림자의 특성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다. 이를 통해 언어는 대상의 특성을 함축적이고 선택적으로 드러내며, 언어
가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특성들은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의 상상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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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되고 보완된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이러한 활동의 초점이 된다.
  이와 같은 모형이나 사례가 감각적 체험 과정에서 독자가 고려해야 할 요인
들을 모두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시 읽기 과정에서 
학습자가 감각적 특성을 갖는 이미지를 환기할 때, 이러한 특성은 텍스트 세
계의 맥락에서 여러 존재들과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며, 이에 대한 상상을 진
전시키기 위해서는 시의 언어가 드러내는 측면과 암시하는 측면에 민감하게 
능동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의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나. 감각 경험의 예비적 조회

  일상적인 감각 경험에 비추어 ‘감각 가능한 특성’이 발현되는 기본적인 구
도를 인지한 후에는 시 텍스트와 학습자의 일상적인 감각 경험을 예비적으로 
연관시키는 활동으로 나아간다. 이를 위해 시에 나타나는 주요 소재와 관련된 
경험을 환기해 보고, 이러한 소재들과 연관된 시의 주요 구절을 활용하여 학
습자의 일상적인 감각 경험과 시의 언어가 지시하는 사태 간의 유사점과 차이
점을 확인해 보는 활동이 제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둑해질 무렵의 그림자에 대한 감각 경험을 윤동주의 <흰 그림
자>에서 “거리 모퉁이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지는 흰 그림자”, “연연히 
사랑하던 흰 그림자들”과 같은 구절들에 비추어 보며 시인이 함축적이고 선택
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감각적 특성이 무엇인지, 그러한 감각적 특성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러한 요인들을 고려할 때 ‘흰 그림자’의 의
미는 무엇인지 등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의 주안점은 학습자들이 시를 읽을 때 상상의 초점을 일상적인 
감각 경험과 유사한 것을 재인하는 데 놓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감각 경험
에 비추어 시의 언어가 환기하는 사태가 갖는 특성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림자’와 같은 주요 소재에 대한 학습자의 일상적인 감각 경험이 감각 대상, 
감각 주체, 감각 매개 층위에서의 활동들과 기초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점
들을 마련해 주는 것에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로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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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그림자’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흰 그림자’라는 말
은 어떤 생각을 떠오르게 하나요?

질문 2. “거리 모퉁이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지는 흰 그림자”라는 표현
에 대해 아래와 같이 생각해 봅시다.
① ‘흰 그림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그림자’와 어떤 점에서 비슷하

고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② ‘흰 그림자’에 대해 말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일까요?
③ 그림자에 대해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에 비추어 볼 때, 이 표

현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질문 1’과 ‘질문 2’에 대하여 학습자들의 반응은 각자의 감각 경험을 투사
하는 정도의 차이로 인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1차 감상 활동에 비추어 
보면 장르적 관습에 익숙한 학습자들은 ‘그림자’와 연관된 사회・문화적 의미
를 적용하거나15), 검정색과 하얀색의 색채 대비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읽어 낼 
수도 있다.16) 학습자에 따라서는 관례적인 감각 조건과의 차이에 주목하거
나17), 이러한 차이에 접근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18) 감각적 체험
의 관점에서 학습자들의 이와 같은 편차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학습자들이 
시의 언어를 전적으로 관례적인 감각 조건으로 환원하거나 전적으로 특수한 
감각 조건으로 분리하는 반응으로 경도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전자의 
반응의 극단적인 사례는 ‘흰 그림자’를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림자’와 
크게 차이가 없다고 간주하는 것이고, 후자의 반응의 극단적인 사례는 ‘흰 그

15) “화자는 대상인 흰 그림자를 자신의 분신, 과거의 자아로서 감각하는 반성적이고 새로
운 삶의 자세를 다짐하는 존재인 것 같다.”[E-14-1차-흰 그림자-감상문-부분]

16) “내가 시를 읽어보면서 가장 궁금하게 여겼었던 것은 흰 그림자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다 문득 그림자는 어둡지만 색은 희다고 표현했으니 어두운 상황에
서의 실낱같은 희망이 아닐까 생각했다.”[S-1-1차-흰 그림자-감상문-부분]

17) “검은 그림자뿐만 아니라 흰 그림자도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다양한 색의 그림자들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깰 수 있어서 
좋았다.”[S-36-1차-흰 그림자-감상문-부분｣]

18) “‘흰 그림자’에서 그림자는 햇빛으로 인해 반사되어 자기 자신을 항상 검정색으로 따
라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 의미가 아닌 것 같고 그림자는 어딜 가나 검정색
인데 왜 흰색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궁금했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S-11-1차-흰 그림
자-감상문-부분]



- 177 -

림자’를 ‘그림자’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반응의 초점은 차이
가 있지만, 두 경우 모두 시의 언어를 막연하게 일반화하거나 이상화하는 것
이라는 점에서 시의 언어가 환기하는 바에 대한 학습자의 민감한 주의를 제약
하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여러 학습자들의 반응을 조
회하며 일상적인 감각 경험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다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
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활동들을 통해 시의 언어와 학습자의 일상적인 감각 경험이 연결
될 수 있는 지점들이 확보되면, 본격적인 감각적 체험 활동의 수행으로 나아
갈 수 있다.

(2) 감각적 체험 활동의 수행

  시 교육에서 감각적 체험 활동은 감각 대상, 감각 주체, 감각 매개에 대한 
학습자의 환기 과정이 감각 경험의 투사와 감각적 특성의 의미화 과정을 충실
히 경유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Ⅲ장에서 감상 활동을 구안하고 
학습자들의 반응 양상을 분석한 결과, 학습자들의 감각적 체험은 관례적인 감
각 조건과 특수한 감각 조건의 균형 있는 고려, 세부적인 요소들과 전체적인 
구도의 유기적 고려, 감각 대상-감각 주체-감각 매개 간의 역동적 영향 작용
에 적합한 감상 언어의 활용 등을 통해 더욱 활성화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을 바탕으로 여기서는 감각적 체험 활동의 수
행 원리로 ‘대상 관계의 순환적 역동화’, ‘주체 성향의 대칭적 입체화’, ‘형식 
배치의 선별적 최적화’를 제안한다.

  가. 대상 관계의 순환적 역동화

  대상 관계의 순환적 역동화는 감각 대상 층위의 감상 활동에서 학습자들이 
대상 간의 영향 관계를 부분에서 전체로 정교하게 확장해 가는 가운데, 대상 
간의 잠재적인 영향 관계를 포착할 수 있는 의미 구조를 탐색해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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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교육에서의 감각적 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감각 가능한 
대상’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현저성(prominence)을 갖는 대상을 전
경화하는 활동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대상에 대한 주의는 시의 제목이나 
형식들의 배치를 통해 자연스럽게 유도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면 기본적으로는 학습자가 감각 경험을 투사할 수 있으면서 텍스트 세계의 맥
락 안에서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대상을 의식적으로 발견하도록 해야 한다. 
  현저성을 갖는 대상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접근을 돕기 위한 비
계로는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19)

・전경은 사물 혹은 자질이며 경계를 통해 배경과 분리된다.
・전경은 고정된 배경과 관련되어 움직인다.
・전경은 시간이나 공간상 배경보다 앞에 위치한다.
・전경은 배경의 두드러지는 일부이거나 배경으로부터 드러나는 것이다.
・전경은 그 장소의 나머지 부분보다 더 상세하고, 초점이 잘 맞추어졌으며, 

더 밝고, 눈에 더 잘 띈다.
・전경은 배경이 되는 영역의 나머지 부분 위나 앞에 있거나 더 커 보인다.

  이와 같은 판단 기준은 시 텍스트가 갖는 심미적 특성에 따라 잘 적용될 수
도 있고, 정합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감각 대상의 전경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판단 기준을 엄밀하게 준수하여 적용하는 것
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이러한 판단 기준을 참고하여 대상에 대한 선택적 상상
의 태도로 정향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에 기초할 때, 텍스트 세계에 대한 
초점 없는 상상이나 기계적인 해석과 같은 감각적 체험의 비활성화 상태에서 
벗어나 대상이 텍스트 세계 내에서 갖는 영향 작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학습자의 선택적 상상을 통해 전경화된 대상은 텍스트 세계 안의 유인자
(attractor)20)가 되어 그것과 연관된 다른 대상들의 관계에 대한 학습자의 인

19) 제시한 판단 기준은 문학에서 전경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은 대상의 자질에 대한 스
톡웰(P. Stockwell)의 설명을 수정한 것이다. P. Stockwell(2002), 이정화・서소아 공역
(2009), 인지시학개론, 한국문화사, p.38. 

20) 스톡웰은 문학은 특정한 ‘주의’를 하나의 요소에서 떼어내어 새롭게 제시된 요소로 주
의를 끌어 옮기는 ‘주의 산만’의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하며 이와 같은 주의 산만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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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촉진하는 데 활용된다. 이와 같이 전경화된 대상이 선택되면, 전경과 배
경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탐색하는 활동이 진행될 수 있다. 
  전경과 배경의 관계에 대한 탐색은 우선, 전경과 배경의 질적 차이를 중심
으로 각각의 영역을 구성하는 명시적이거나 잠재적인 대상들을 발견하는 활동
으로 진행된다. 이와 같은 발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전경화
된 대상에는 항상 배경의 대상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전경은 시의 전개
에 따라 배경으로 변화되기도 한다는 것, 시에서 배경은 직접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등을 명료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4] 전경과 배경의 영향 관계 모형 

  학습자들이 전경과 배경의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그림 4]와 같은 모형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림 4]의 모형은 학습자가 시 읽기 과정에서 전경화한 대상
(ⓐ)은 그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며, 이러한 전경과 배경
의 관계는 시의 전개(→)에 따라 그 초점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대상들을 둘러싸고 있는 잠재적인 관
계망들로서 이러한 관계망은 학습자가 대상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방식에 따
라 다양하게 실현된다는 것을 표현한다.
  예를 들어, 시각적으로 전경화된 풍경이 있다면, 그 주변에는 볼 수 있으나 
잠시 보이지 않게 된 다른 대상들이 있는 것이고 감각 주체의 시선이 옮겨 감

과를 낳는 사물을 유인자로 지칭한다. 위의 책,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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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이러한 전경은 배경의 대상과 교체될 수도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가시적 풍경에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빛, 음영, 거리, 초점 등의 조건이 배
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조건들이 시에서 직접 언급되지 않더라
도 학습자가 대상을 전경화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
이 이 단계에서의 주안점이 된다.
  현저성을 갖는 전경을 중심으로 배경과의 관계를 대략적으로 설정한 후에는 
전경과 배경의 연계를 텍스트 세계의 차원으로 점진적으로 확장한다. 이 과정
에서 전경과 배경은 경계를 중심으로 영향을 주고받거나, 시의 전개에 따라 
전환되는 등 보다 복잡한 관계 양상으로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의 감상 활동은 시의 언어가 환기하는 특수한 감각 조건을 정교화하고 대상 
간의 영향 작용을 역동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대상 간의 영향 작용을 정교화하기 위해서는 대상 간의 질적 차이를 낳는 
경계의 작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여기서 경계는 전경과 배경을 
단절시키거나, 부분적으로 상호작용하게 하거나, 전경에서 배경으로의 이동을 
낳는 등의 작용을 한다. 전경과 배경을 나누는 경계는 안과 밖을 가르는 문, 
유리창, 장벽처럼 시에 명시적으로 제시된 사물일 수도 있고, 밝음과 어두움
과 같은 상대적인 속성들 사이의 중간 영역이나 회색 지대, 심리적 장벽이나 
변화 계기와 같이 정신적인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텍스트 세계
를 구성하는 대상들이 독자에게 유사하게 주어지더라도 대상들 간의 경계를 
설정하는 방식은 독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하나의 경계는 특정한 영역을 
전경화하고 다른 영역을 배경화함으로써 전경과 배경 간의 특정한 영향 관계
를 만들어 낸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시의 전개에 따라 전경과 배경의 관계가 변화하는 경우, 전경화된 대상이 
인접한 다른 대상의 영역으로 이동하거나 흡수되거나 다른 대상의 배경이 되
는 양상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는 계기와 
변화가 나아가는 방향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김종삼의 <아우슈뷔츠 Ⅱ>와 같은 작품에서는 “어린 교문이 가
까웠다”, “철조망 기슭엔 잡초가 무성해 가고 있었다”와 같이 신체의 이동이
나 시선의 이동, 시간의 흐름 등을 나타내는 표현에서 초점의 변화가 두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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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환기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초점이 두드러지게 변화하는 지점이 
변화하기 이전과 이후의 관계를 강화, 유지, 폐기하였는지를 살피면서 ‘비극적
인 예감이 부각되고 있다’, ‘황량함이 더해지고 있다’와 같이 관계에 방향성을 
부여해 보는 것이 이 단계에서의 주안점이 된다.
  이처럼 전경과 배경의 연계를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 전경화된 대상에 집중
되어 있던 상상의 시야를 점진적으로 텍스트 세계라는 전체상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전경과 배경이 관계 설정이 이루어지는 국면에 대한 주목
과 시의 전개에 따라 전경과 배경의 관계 설정이 변화되는 국면에 대한 주목
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가 전경화된 대상
을 환기했던 최초의 구도는 일정 부분 깨어지거나 흐트러질 수 있는데, 시 교
육에서의 감각적 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를 회피하거나 의도
적으로 간과하기보다는 그러한 깨어짐이나 흐트러짐을 통해 발생하게 된 예측
하지 못했던 현상들에도 주의를 기울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21) 
  학습자들이 전경화된 대상으로부터 텍스트 세계의 전체상으로 상상의 시야
를 옮겨갈 때 이러한 전체상은 시에 따라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다양한 관계들
로 분화된 것일 수 있다. 여기에는 복잡한 관계들로 꽉 차 있는 공간도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관계들이 소거되어 있는 여백도 있을 수 있으며, 변화되는 
관계, 지속되는 관계, 특정한 순간에 존재하는 관계 등 대상들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관계 가능성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전경과 배경의 연계를 텍스트 세계 
차원으로 확장하는 활동에는 전경과 배경에 부여되는 의미 구조의 적절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전경과 배경의 관계 설정을 점검하는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적 비계

21) 아른하임은 항등성에 관한 관찰자의 접근 방식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설명한다. 
첫 번째 유형은 주변 또는 배경의 기여를 물체 그 자체의 특성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마
치 카메라가 풍경을 기록하듯이 전경과 배경을 구별하지 않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유형은 물체 그 자체의 성질에서 주변의 효과를 제외시키는 것
으로 대상을 배경으로부터 분리하여 보는 태도를 의미한다. 세 번째 유형은 대상이 상
황에 따라 움직일 때 경험하는 무한하고, 때로는 심오하고 이해하기 힘든 변화를 충분
히 인정하면서 즐기는 것으로 아른하임은 세 번째 유형을 관찰의 심미적 태도로 정의한
다. 이와 같은 구도에서 전경과 배경의 연계를 확대해 가는 과정은 두 번째 유형의 관
찰을 세 번째 유형의 관찰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R. Arnheim(1969), 
김정오 역(2004), 시각적 사고(개정판),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pp.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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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관계를 시각화하는 활동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시각화가 갖는 추상성
과 명료성이 질적 차이나 질적 변화에 대한 이해를 명료하게 정돈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이미지 환기가 이루어진 전체적인 구도를 확인하는 데 도
움을 주기 때문이다. 
  물론, 대상 간의 관계를 시각화하는 활동은 대상 간의 관계 양상을 정리하
고 발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유용한 것이지, 시에 제시된 복합적인 관계들을 
그 자체로 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일정한 한계를 갖는 것이기도 하다. 따
라서 관계 시각화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감상문 작성에 앞서 대
상들 간의 복합적인 영향 관계를 정리・정돈하는 것, 대상들 간의 관계를 일
정한 의미 단위로 구분하는 것, 대상들 간의 영향 관계에서 명료하게 포착하
기 어려운 지점들을 찾는 것이 활동의 목표가 된다는 점을 학습자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관계 시각화 활동은 ‘시각화’ 자체보다는 대상 간의 ‘관계’를 
정리하는 데 방점을 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관계 시각화에서 대
상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 학습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예시를 
어느 정도로 제시해야 하는가가 관건이 된다. 1차 감상 활동에서와 같이 학습
자들은 이러한 예시들을 시와 연관 지어 새롭게 재구성하기보다는 시와 무관
하게 답습하거나 단순 적용하는 태도로 경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예시도 제공하지 않는다면 시각화 활동을 회화 그리
기와 유사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관계 시각화의 사례를 제시할 때는 반복, 순환, 차단과 같은 기본적인 의미 
구조의 모형을 제시하되, 이러한 의미 구조 모형을 학습자 자신의 관점에서 
변형, 조합, 생성해보는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상들의 대립이나 긴장 구도의 예시를 [그림 5]의 ①과 같은 모
형으로 제시하였다면, 학습자들이 대립하는 대상인 ⓐ와 ⓑ가 비대칭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변형(②)하거나, 제약이나 전환의 의미 구조와 조합
(③)하거나, 이를 참고하여 시에 제시된 대상들의 관계에 적합한 새로운 의미 
구조를 생성해 보는 등의 활동들을 수행할 수 있다.



- 183 -

① 대상들 간의 대립적 영향

② 대상들 간의 비대칭적 영향

 ③ 대상들 간의 영향 차단

[그림 5] 의미 구조 모형의 예시

  이와 같은 활동 결과를 최승자의 <자화상>에 적용한다면, ‘잡초나 늪’의 계
열(ⓐ)에서 ‘밝은 거리’의 계열(ⓑ)이 분별된다고 할 때, 이를 ⓐ와 ⓑ의 계열
이 서로 대립되는 것(①)으로 설정하거나, ⓐ의 계열은 ⓑ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의 계열은 ⓐ에 슬픔을 안겨주는 것(②)으로 설정하거나, ⓐ와 ⓑ
의 계열 간의 소통을 가로막는 부조리한 신의 섭리를 생각(③)하는 등의 관계 
가능성을 생각해 보고, 이러한 의미 구조를 텍스트 세계의 맥락에 비추어 확
인하거나 재구성하는 등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학습자들이 전경과 배경의 관계 설정이 갖는 적절성을 점검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대상 간의 영향 관계란 대상들의 변화를 추동하는 힘의 작용이라는 
점이다. 앞의 [그림 5]의 모형에서 ①의 대립 구조는 ⓐ와 ⓑ가 각자에게 서로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는 것, ⓐ와 ⓑ의 영향의 정도가 비슷해서 균형을 이
루고 있다는 것, ⓐ와 ⓑ의 영향을 상호 흡수하는 중간 지점이 존재한다는 것 
등의 관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 ⓐ와 ⓑ의 대립은 ⓐ와 ⓑ 각각의 
내재적 특성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와 ⓑ가 서
로를 구속하는 관계에 속하게 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서로를 구속하기 전의 관계와 서로를 구속한 이후 힘의 균형이 깨어지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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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잠재적인 관계의 방향으로 내포하게 된다.
  이처럼 대상 간의 영향 관계를 힘의 작용으로 이해할 때, 대상들의 특성이 
변화되는 구도에 적합한 의미 구조를 발견할 가능성 또한 확대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촉진하기 위한 비계로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22)

Ÿ 관계는 상호작용을 통해 경험된다.
Ÿ 관계는 특정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Ÿ 관계의 방향에는 시작된 곳과 도달하는 곳이 있다.
Ÿ 관계의 방향에는 능력 또는 세기의 정도가 있다.
Ÿ 관계의 방향에는 인과적인 구조가 설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전경과 배경의 연계 과정이 텍스트 세계의 맥락에 
부합하도록 정교화되거나 역동화되면, 감각 대상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로 나
아간다. 이는 지금까지 수행한 활동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전경화한 대상의 특
성이 텍스트 세계의 맥락에 비추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 것인지, 텍스트 세
계의 맥락에 비추어 대상의 특성이 중요한 의미나 가치를 갖는 이유가 무엇인
지, 대상의 특성은 관례적인 감각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의미가 있는 것
인지, 학습자 자신의 일상적인 감각 경험에 대하여 대상의 특성이 갖는 가치
는 무엇인지 등을 생각해보는 과정이 된다.
  감각 대상 층위에서의 감상 활동이 이와 같은 순환적 역동화의 원리에 따라 
전개될 때, 시의 언어를 통해 환기한 대상은 감각 경험의 투사 정도에 따라 
학습자가 일상 속에서 ‘감각한 것 같은’ 대상에서 일상에 비추어 ‘감각할 수 
있을 것 같은’ 대상으로, 나아가 일상에서도 ‘감각했으면 하는’ 대상이나 텍스
트를 통해 ‘감각할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점차 위상이 변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확장된 구도에서 ‘감각 가능한 특성’이 텍스트 세계의 맥락에서 갖는 적
합성을 수용할 수 있을 때 감각 대상 층위에서의 감각적 체험은 활성화되었다
고 할 수 있다.

22) 이는 ‘힘’의 게슈탈트 구조에 대한 존슨의 설명을 수정한 것이다. M. Johnson(1987), 
노양진 역(2000), 마음 속의 몸, 철학과 현실사, pp.12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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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체 성향의 대칭적 입체화

  주체 성향의 대칭적 입체화는 감각 주체 층위의 감상 활동에서 학습자들이 
대상과 주체의 상호작용을 행위와 태도와 연관된 범주들을 중심으로 다각적으
로 살피는 가운데, 주체의 특이성에 대해 다르지만 접근 가능한 부분에 초점
을 맞추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 교육에서 감각적 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대상과 주체 간
의 상호작용에 몰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가 특정한 대상
을 ‘감각 가능한 것’으로 환기하였다면, 이는 텍스트 세계 안에서 신체를 가지
고 대상을 지각하고 서술하는 특정한 주체와의 긴밀한 연관을 전제한다는 것
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인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림 6]과 같은 
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림 6] 주체와 대상의 상호작용 모형

  [그림 6]의 모형은 학습자가 시 읽기 과정에서 특정한 대상을 전경화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주체의 위상이 텍스트 세계 내적으로 가정될 수 있다는 것, 이
에 따라 주체와 대상 간 물리적・심리적 거리가 형성된다는 것, 주체와 대상
의 상호작용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 시의 전개에 따른 초점 
변화(ⓐ→ⓑ→ⓒ)에는 주체의 행위나 태도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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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구도에 기초하여, 학습자들은 감각 주체에 대한 단편적인 인상을 
기술하거나, 감각 주체를 무분별하게 작가로 치환하는 감각적 체험의 비활성
화 상태에서 벗어나 대상의 감각적 특성을 주체와의 연관 속에서 더욱 풍부하
게 의미화하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여기서의 초점은 대상을 향한 주체의 발화로부터 대상과의 상호작용이 발생
하는 시간이나 공간, 상황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요인들23), 주체와 대상의 관
계, 대상을 대하는 주체의 특이한 습관 등을 풍부하게 가정하는 데 놓인다. 
예를 들어, 정지용의 <유리창 1>(1930)의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
다”와 같은 구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들이 제시될 수 있다.

① 유리에 비친 대상 또는 유리 너머의 대상을 보고 있다.
② 대상을 눈으로 보고 있지만, 차갑다고 한 것을 보아 유리를 손으로 만져보

기도 하는 것 같다.
③ 차갑다는 것을 보아 따뜻한 방 안에 있는 것 같다.
④ 유리를 통해 보고 있는 대상은 흐릿하여 잘 보이지 않는다. 유리에 낀 성
에와 같은 것일 수 있다.
⑤ 대상을 보면서 슬픔을 느낀다.
⑥ 대상은 흐릿한 것이므로, 그 흐릿한 것을 통해 슬픈 감정을 유발하는 다른 

대상을 떠올리는 것일 수 있다.

  대상과 주체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가정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는, 이러한 가정들을 대상의 성향이나 정체성의 차원으로 확장적으로 통
합하는 과정으로 나아간다. 이 과정에서 감각 주체 또한 단순히 대상을 지각
하는 신체로부터 감각 경험에 대한 특정한 성향을 갖는 존재로, 나아가 텍스

23) 스톡웰은 인지시학적 관점에서 한 발화는 일반화가 가능한 상황의 전체 영역에서 자신
의 의지대로 사물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능동적 참여자인 행위자, 술어부의 에너지를 
받는 참여자인 피영향자, 행위자가 사용하는 참여자인 도구(instrument), 정신적인 인
지의 참여자인 경험자(experiencer),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참여자인 이동자(mover), 
어떤 에너지도 전달되지 않는 의미 역할인 공역(空役) 등으로 제시한다. 다음으로 인지
시학에서는 말을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 기억에서 도출된 개념적 구조를 스크립트
(script)라고 하는데, 상황과 연관된 스크립트(situational script)는 기본적으로 상황에 
적합한 것으로 추정되는 투입구(slot), 참여자(participant), 등장조건(entry condition), 
결과(result), 사건의 연속(sequence of events) 등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한다. P. 
Stockwell(2002), 앞의 책, p.120, pp.14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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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세계에 거주하는 인격을 갖는 존재로 점차 입체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그림 7] 감각 주체의 입체화 구도 모형

  감각 주체의 정체성에 대한 입체화 구도는 [그림 7]과 같은 모형으로 제시
될 수 있다. [그림 7]의 모형은 학습자가 감각 가능한 대상을 환기할 때, 거기
에는 텍스트 세계 안에서 대상을 지각하고 서술하는 신체의 존재가 연루된다
는 것, 독자는 시의 언어를 통해 대상에 대한 신체의 행위나 태도를 가정하게 
된다는 것, 이와 같은 과정이 진전될수록 신체 또한 자신의 고유한 언어 사용 
습관이나 성향들을 드러내는 입체적인 존재로 인지된다는 것, 이에 따라 감각 
주체에 대해 학습자가 가정할 수 있는 내용들의 폭도 확대된다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감각 주체가 텍스트 세계에 거주하는 살아있는 인격의 
위상을 갖게 되면서 상상 활동에 대한 학습자의 절대적인 자유도 점차 감각 
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인지 속에서 제한된다는 것을 표현한다. 
  이와 같은 감각 주체의 입체화 구도를 배경으로, 학습자들은 시의 언어를 
중심으로 하여 감각 주체의 명시적 성향을 추론하고 잠재적 성향을 예상하는 
활동으로 나아간다.
  먼저, 감각 주체의 명시적 성향의 추론은 시의 언어를 통해 뚜렷하게 확인 
가능한 행위나 태도를 추려내고, 이를 다시 감각 주체의 성향을 드러내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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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들로 기술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감각 주체의 
성향을 기술할 수 있는 범주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
해 <표 5>와 같은 분류표를 제시할 수 있다.24)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범주화되는 성향들은 전적으로 결정되
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대한 상상이 전전됨에 따라 다양하게 변주될 
수 있다. 따라서 감각 주체의 명시적 특성에 대한 추론 활동은 감각 주체의 
발화와 성향을 일대일로 대응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각 주체에 대한 세부적인 
가정이 진전될 수 있는 지점들을 최대한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다음으로, 감각 주체의 잠재적 성향에 대한 예상은 학습자가 자신의 감각 

24) <표 5>의 요인 및 특성은 시점에 대한 랜서(S. S. Lanser)의 논의를 참고한 것이다. 
랜서는 시점은 구체적 실체가 아니라 일종의 관계라는 점을 지적하며, 발화하고 인지하
는 자의 존재성, 다른 사람과 그들 담론 수용자와의 관련, 그들의 태도, 자격, 개성, 그
리고 믿음의 양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를 크게 자격(status), 접촉(contact), 
입장(stance)이라는 범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자격은 화자가 행위, 장면, 스토리 등 서
술 국면에 대해 갖는 관계로서 화자의 권위, 능력, 신뢰성과 관련되며, 접촉은 화자가 
피화자나 독자와 관계하는 형식적, 물질적, 심리적인 수단 및 태도를 의미한다. 입장은 
화자와 허구 세계 내의 메시지 또는 서술된 세계와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어법적, 
시공간적, 심리적, 이데올로기적인 방식을 통해 실현된다. S. S. Lanser(1981), 김형민 
역(1998), 시점의 시학, 좋은날, 3장 참고.

범주 요인 연관된 특성

위상
권위
배경
능력

・대상을 감각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있는가?
・대상에 대한 감각을 독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가?
・성별, 연령, 직업, 계급 등은 감각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대상에 대해 충분하게 감각할 수 있는가?
・감각하는 대상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행위 방식
수단

・대상을 직/간접적으로 감각하고 있는가?
・대상을 능/수동적으로 감각하고 있는가?
・어떤 수단을 통해 대상을 감각하고 있는가?

태도
정서
관점
이념

・대상을 감각하며 어떤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가?
・대상을 감각하고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감각하는 대상을 친숙하게 여기는가?
・감각하는 대상을 긍/부정적으로 여기는가?
・감각하는 대상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가?
・감각하는 대상은 그 관점에 부합하는가?

<표 5> 감각 주체의 성향 기술을 위한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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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바탕으로 용이하게 기술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 감각 주체가 텍스트 
세계 안에서 발현하는 특이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는 감각 주체의 발화로 표명되었으나 뚜렷하게 그 성향을 범주화하기 어려운 
행위나 태도들 또는 감각 주체의 발화로 표명된 것은 아니지만 명시적 성향에 
대한 추론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성향들을 기술해 보는 활동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대상과 관련된 감각 주체의 행위
나 태도에 대해 ‘왜 그런 것인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와 같은 질문을 
계속하여 던져가며 학습자 자신에게 수용가능한 행위나 태도의 범위를 획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문의 초점이 텍스트 세계 안에서 발현되
는 감각 주체의 특이성과 일상적인 감각 경험에서 발현되는 학습자 자신의 정
체성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이 뚜렷하게 포착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막연한 궁금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 
경험에 대한 학습자 자신의 상식(common sense)25)과 감각 주체의 타자적인 
면모가 대칭점26)을 이루는 지점을 향해 질문을 던져가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감각 주체의 명시적・잠재적 성향들을 기술한 후에는 이러한 특
성들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통합하는 활동으로 나아간다. 여기서의 주안점은 
감각 주체의 정체성에 대한 기술이 학습자가 시의 언어에 대해 제기한 세부적
인 가정들을 포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학습자 자신이 일상적인 감각 경험
에서 발현하는 정체성과 막연하게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시의 언어를 
통해 그 가정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된다.

25) 여기서 상식은 감각 경험에 대한 경직된 편견이나 독단적 관념과는 차이를 갖는 ‘수준
으로서의 상식’을 의미한다. 나카무라 유지로(中村雄二郞)는 어원적으로 공통감각에 기
반을 두고 있는 상식은 내용으로서의 상식과 수준으로서의 상식의 두 가지 측면을 갖는
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내용으로서의 상식이 개개의 지식과 그것들의 합계를 가리키는 
개념에 불과한 반면, 수준으로서의 상식은 제구실할 수 있고, 정상적인, 사회적으로 통
용되는, 현실적이며 건전한 지식으로서 그 자신만의 고유의 척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유
지하고 높여가는 것의 성격을 갖는다. 中村雄二郞(1979), 양일모・고동호 공역(2003), 
공통 감각론, 민음사, pp.22-24.

26) 윤대석은 문학교육에서 대칭성(symmetrical)을 다른 것들 사이에서 깊은 공통성을 발
견하는 태도로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자아의 관점에서 타자의 균질화와 배제를 초래하
는 비대칭성과 대비되는 것으로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자아와 타자의 전체성을 사고하는 
접근을 의미한다. 윤대석(2019), ｢대칭성의 문학교육 시론｣, 선청어문 4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pp.55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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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각 주체의 성향을 통합하는 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표 6>과 같은 전
형화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표 6>의 전형화 전략들을 활용할 때, 감각 주
체의 명시적이고 잠재적인 성향들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통합하는 과정은 일상
화, 추상화, 범주화된 성향 기술 기초로 감각 주체의 정체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합성화, 기호화된 성향 기술을 통해 감각 주체의 고유한 정체성에 대
한 설명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체의 통합된 정체성에 대한 인지가 이루어진 후에는 
감각 주체의 고유성에 대한 평가로 나아간다. 이는 지금까지 수행한 활동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전형화한 주체의 성향이 텍스트 세계의 맥락에 비추어 충
분한 개연성을 갖는 것인지, 주체의 성향은 대상의 감각적 특성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 주체의 성향이 관례적인 감각 조건에서도 발현될 
수 있는지, 학습자 자신이 일상적인 감각 경험에서 발현하는 정체성에 비추어 
볼 때 감각 주체의 고유성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해 보는 과정이 된다.
  감각 주체 층위에서의 감상 활동이 이와 같은 대칭적 입체화의 원리에 따라 
전개될 때, 대상을 지각하는 주체는 ‘나와 비슷한’ 존재에서 ‘텍스트 세계에 
거주하는’ 존재로 점차 위상이 변화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동일시와 거리두
기 상태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며 ‘감각하는 존재’의 고유한 정체성을 수용할 
수 있을 때 감각 주체 층위에서의 감각적 체험은 활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략 내용

일상화 일상적인 감각 경험에 비추어 자동적으로 예상되는 성향의 기술
예) 전체적인 풍경을 그려내고 있는 것을 보니 멀리서 관찰하고 있다. 

추상화
개별적인 행위들의 공통점을 추출함으로써 발견되는 성향의 기술
예) 포로수용소를 기억하고 씁쓸함을 느끼는 것을 보니 패전국의 입장에서 
전쟁을 경험한 것 같다.

범주화 성격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개념들에 적합한 성향의 기술
예) 땅거미가 옮겨지는 소리를 듣는 것을 보니 세심한 성격이다.

합성화
일상화, 추상화, 범주화된 성향들을 조합한 더 복잡한 성향의 기술
예) 사소한 대상의 죽음에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니 여리고 세심한 성향의 
관찰자이다.

기호화
비유나 상징 등을 활용하여 복잡하게 얽힌 성향들을 함축적으로 기술
예) 하늘을 향해 애원하면서도 원망하는 이중적인 태도는 ‘낙원에서 추방당
한 뱀’의 입장과 같다.

<표 6> 감각 주체의 성향 통합을 위한 전형화 전략



- 191 -

  다. 형식 연동의 선별적 최적화

  형식 연동의 선별적 최적화는 감각 매개 층위의 감상 활동에서 학습자들이 
언어 형식을 텍스트 내재적・외재적인 질서로 통합적으로 연동해 가는 가운
데, 학습자 자신에게 감각 경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측면에 
선별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그 의의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 교육에서 감각적 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감각 대상, 감각 
주체 층위의 감상 활동에서 지속적으로 참조해 온 시의 언어의 형식화된 작용
을 인지하고, 그것의 효과나 의미를 학습자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학습자들이 감각적 체험을 추동하는 시의 언어들은 선택
되고 조합된 표상 형식으로서 그러한 효과를 낳는 것이라는 점에 주의를 기울
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언어 형식의 사용과 관련된 시인의 심미적 지향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다음과 같은 읽기 자료를 제공하는 접근을 활용할 수 있다.

귀또리도
흠식한 양,
옴짓 아니
긘다. -
-의 옴자가 가꾸로 스고 보니까
<옴짓>이 <뭉짓>으로 되었읍데다.(≪조광(朝光)≫11월호 졸시(拙詩) ｢옥류동
(玉流洞)｣의 말절(末節)) 사람도 가꾸로 서면 우수운데 <옴짓>이 <뭉짓>으로 
되고 보니 귀또리같이 귀염성스런 놈도 징하게 되었읍데다. 내 ｢수수어(愁誰
語)｣에는 미스푸린트 천지(天地)가 되어서 속이 상해 죽겠읍데다.

- 정지용, ｢교정실(校定室)｣(조광 27호, 1938.1.)27)

  이와 같은 읽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학습자가 이미지를 환기하는 데 작용
을 미치는 언어 형식은 비유와 같은 수사적 표현뿐만 아니라 어휘나 그 이하
의 단위를 포함할 수 있으며, 형식화된 단위들이 임의적으로 교체되면 텍스트 
세계의 맥락에서는 감각적 특성에 대한 전혀 다른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

27) 정지용, 최동호 편(2015), 정지용 전집 2 산문, 서정시학,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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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인지에 기초할 때, 학습자들은 시의 
언어 형식을 특이한 표현이나 난해한 표현으로만 간주하는 반응에서 벗어나 
이미지의 감각적 특성을 조건 짓는 실질적인 기반으로서 발견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이미지의 환기와 관련된 형식의 매개 작용을 인지한 후에는, 학
습자들에게 제시된 시에서 다른 언어 형식보다 강한 영향력을 갖는 표현 또는 
학습자 자신에게 가장 감각적으로 인상적인 표현을 선정하게 하고, 해당 표현
이 그러한 영향력을 갖는 이유를 이미지의 선명성・특이성・복합성・모호성 
등과 연관 지으며 설명해보는 활동이 진행된다. 
  학습자들이 감각 매개로서 언어 형식의 작용을 대략적으로 확인한 후에는 
본격적으로 시에 제시된 형식들을 연동해 가며 이미지의 환기 과정에 미치는 
작용을 파악하는 활동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활동의 주안점은 일상적인 언어 
사용 관습에 비추어 시의 언어 형식이 감각 경험의 조건들을 변형시키거나 새
롭게 만들어내는 측면을 포착하는 데 있다.

[그림 8] 시의 언어 형식의 작용에 대한 인지 모형

  시의 언어 형식이 감각적 체험에 미치는 작용은 [그림 7]의 모형으로 예시
될 수 있다. [그림 7]의 모형은 감각 가능한 이미지의 환기에 영향을 미치는 
시의 형식은 학습자의 감각 경험이 투사될 수 있도록 하는 관례적인 감각 조
건들을 포함(ⓐ)하는 동시에 텍스트 세계의 맥락에 적합한 특수한 감각 조건
(ⓑ)을 마련한다는 것, 시의 형식을 통해 관례적인 감각 조건 및 특수한 감각 
조건을 인지하는 정도는 학습자가 감각 경험의 조건과 관련된 지식이나 경험
을 투사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 ⓓ), 관례적인 감각 조건으



- 193 -

로부터 특수한 감각 조건으로의 이행은 감각 경험에 대한 특정한 관점을 수용
하는 과정이 된다는 것(ⓔ)을 표현한다.
  예를 들어, 기형도의 <밤 눈>에서 “하늘은 온통 네가 지난 자리마다 바람이 
불고 있다.”와 같은 구절에서 학습자는 바람이 많이 불 때 하늘에 눈송이가 
흩날리는 관례적인 감각 조건을 생각하면서 특정한 풍경을 눈으로 본 듯 그려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관례적인 감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을 포착할 수 있는데 일상적으로는 바람이 불어서 
눈송이가 흩날리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눈송이가 지난 자리에 바람이 불고 있
기 때문이다.(ⓑ) 여기서 바람과 눈송이의 흩날림 사이의 위상은 역전되어 있
는데, 학습자들의 감상 활동은 이러한 특수한 감각 조건을 인지하는 정도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2차 감상 활동에서의 학습자들의 반응
에 비추어보면 이 단계에서 시의 형식을 관례적인 감각 조건으로 치환하거
나28), 특수한 감각 조건이 부가하는 느낌을 대략적으로 확인하거나29), 텍스트 
세계의 맥락에 비추어 특수한 감각 조건이 갖는 의미를 확인30)하는 등의 반응
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반응의 가능성을 전제하는 가운데, 학습자들은 특정한 언
어 형식의 작용을 다른 형식들과 유기적으로 연동하면서 일정한 가치 질서로 
구축하는 활동으로 나아간다. 
  학습자들이 가치 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은 [그림 9]와 같이 모형화될 수 있
다. [그림 9]의 모형은 학습자들이 형식들의 작용을 연동해 갈 때, 모든 형식
들이 고려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점선), 이와 같은 연동 과정에서 이미지
의 감각적 특성과 관련된 관례적인 감각 조건과 특수한 감각 조건을 고려하는 
정도는 학습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 텍스트 내재적 가치 질서는 텍
스트 외재적인 가치 질서와 연동될 수 있는데, 이러한 연동은 가치 질서 간의 

28) “네가 지나간 자리마다 바람이 불고 있다면 눈이 오고 난 후에 한 번은 눈보라가 치고 
눈이 날아가면 바람이 뒤따르는, 배경이 눈 내리는 겨울이다 보니까 추워서 그렇다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었다.”[E-21-2차-밤 눈-감상문-부분]

29) “‘네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족족’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눈과 자신의 공통점을 형
성하며 내가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린다는 말을 담고 있는 것 같다.”[E-2-2차-밤 눈-감
상문-부분]

30) “눈이 지나가는 곳에 바람이 분다고 표현한 것은 하늘과 땅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는 
눈송이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E-22-2차-밤 눈-감상문-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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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인 유사성이 요구된다는 점, 텍스트 내재적 가치 질서와 외재적 가치 
질서의 연동은 각각의 가치 질서에 대해 완전히 환원되지 않는 측면(ⓒ, ⓓ)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학습자들은 형식들의 작용을 텍스트 내재적인 가치 질
서와 외재적인 가치 질서를 아우르며 최적화하는 과정으로 나아간다.
  텍스트 내재적인 방향으로 형식들의 작용을 연동할 때 학습자들은 자신들이 
선정한 특정한 언어 형식을 중심으로 시에 제시된 다른 언어 형식과의 영향 
관계를 살핀다. 이러한 영향 관계에 대한 이해는 형식들의 작용이 감각 대상
이 갖는 특성이나 감각 주체의 성향에 대해 특정한 측면은 드러내 주지만, 다
른 측면은 배제하는 방향성을 갖는다는 데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형식들의 작용을 적절한 감상 언어로 개념화하기 어려운 경우, 
형식들의 작용이 열어주는 상상의 경로를 충실하게 묘사하는 접근을 취한다. 
이는 특정한 언어 형식이 더해주는 변화, 자극, 강세와 같은 상상의 방향을 
최대한 충실히 받아들이며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활동
에서는 이미지의 환기 과정에 대한 평가를 최대한 유보하고 형식들의 작용이 
학습자 자신의 이미지 환기 과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점을 정확하
게 포착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31) 

31) 최미숙의 용어를 빌면 이는 시에 고유한 언어의 힘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최미숙(2012), ｢기호・해석・독자의 문제와 문학교육학｣, 문학교육학 38, 한국문

[그림 9] 텍스트 내재적・외재적 가치 질서의 연동 모형 



- 195 -

  다음으로, 텍스트 외재적인 방향으로 형식들의 작용을 연동할 때는 텍스트 
내재적인 가치 질서를 시와 연관된 역사적 현실이나 사회적 상황, 작가의 관
점, 학습자 자신의 삶의 맥락에 견주어 보며 이해한다. 
  1차 감상 활동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학습자들이 시대적 상황이나 도덕적 
규범과 같은 텍스트 외재적인 가치 질서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억견을 갖는 
경우에는 내재적인 가치 질서가 무매개적으로 외재적인 가치 질서로 환원되어 
버리기 쉽다. 이러한 반응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감상 활동의 초점을 텍스트 
내재적 가치 질서와 텍스트 외재적 가치 질서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가치 질서 
간의 연동 과정에서 온전히 환원되지 않는 측면에도 맞출 필요가 있다. 즉, 
텍스트 내재적 가치 질서가 텍스트 외재적 가치 질서에 대한 학습자의 관습적 
이해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측면을 발견하게 하는 단서가 되는 측면, 텍스트 
외재적 가치 질서가 텍스트 내재적 가치 질서가 야기하는 환기 작용의 의미나 
가치를 현실이나 삶이라는 보다 확장된 맥락을 배경으로 풍부하게 만들어 주
는 측면을 선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형식들의 작용을 텍스트 내재적・외재적 가치 질서에 
비추어 선별적으로 고려한 후에는 감각 매개의 관점성에 대한 평가로 나아간
다. 이는 지금까지 수행한 활동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구성한 형식들의 배치가 
텍스트 세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형식들이 제안하는 상상의 경로
는 어떠한 감각 조건들을 가정하고 있는 것인지, 형식들의 전체적인 연동 작
용이 텍스트 외재적인 가치 질서와 연결되는 지점은 어디인지, 학습자 자신의 
일상적인 감각 경험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치 질서에 비추어 볼 때, 감각 매
개의 관점성은 수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과정이 된다.
  감각 매개 층위에서의 감상 활동이 이와 같은 선별적 최적화의 원리에 따라 
전개될 때, 이미지의 감각적 특성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도 텍스트 내・외부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의미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시의 언어를 통해 획득하게 된 특수한 ‘감각하는 방식’이 학습자 자신의 감각 
경험에 비추어 나타내는 새로운 관점을 수용할 수 있을 때 감각 매개 층위에
서의 감각적 체험은 활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학교육학회, 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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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신체를 통한 감각 경험은 인간의 실존을 조건 짓는다는 점에서 언어를 통한 
상상과 이해가 이루어지는 본원적인 바탕이 된다. 그러나 그간의 시 교육에서 
감각 경험이 갖는 의의는 경험의 재생과 같은 소극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
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시 텍스트와 독자의 실존 조건을 
연계하는 핵심적인 기제로 감각적 체험을 설정하고, 시 읽기에서 감각적 체험
의 본질과 구조 그리고 시 교육에서 감각적 체험의 활성화 원리를 밝혔다.
  시 읽기와 관련하여 감각이라는 용어는 지각, 감성 등과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그것이 가리키는 현상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논의의 초점화를 위해 감각적 체험을 시의 언어를 통해 환기되는 이미지의 감
각적 특성에 대한 심미적 경험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시 
읽기에서 감각적 체험의 중핵적인 내용을 독자의 감각 경험 투사와 감각적 특
성의 의미화로 제시하였다. 전자가 독자의 일상적인 감각 경험에 비추어 시의 
언어가 환기하는 이미지를 감각 가능한 것으로 상상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텍
스트 세계의 맥락에서 이미지의 감각적 특성이 갖는 의미를 독자 자신의 언어
로 구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 읽기에서 감각적 체험은 이러한 내용들의 
종합을 통해 가치 있는 문학적 체험으로 실현될 수 있다.
  시 읽기에서 감각적 체험에 대한 이와 같은 관점을 바탕으로 할 때, 독자가 
특정한 이미지를 감각 가능한 것으로 수용하게 되는 구체적인 과정을 밝힐 필
요가 있다. 이는 시의 언어가 지시하는 텍스트 세계를 감각 가능성이 발현될 
수 있는 실존적 세계로 구현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감각적 체험의 구조를 감각 대상, 감각 주체, 감각 매개의 층위를 중
심으로 구명하였다.
  감각 대상 층위에서의 감각적 체험은 시의 언어가 환기하는 특정한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다른 대상들과 맺는 영향 관계에 대한 상상을 구체화
하며, 텍스트 세계 안에서 대상이 갖는 적합성을 수용하는 과정이다. 이는 대
상이 갖는 감각적 특성을 그것을 둘러싼 다른 대상, 나아가 텍스트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텍스트 세계가 함축하는 잠재적인 관계 가능성



- 197 -

을 실현하는 과정이 된다.
  감각 주체 층위에서의 감각적 체험은 대상을 지각하는 주체의 신체를 가정
하고, 이를 중심으로 대상과 주체의 상호작용에 대한 상상을 구체화하며, 텍
스트 세계 안에서 주체가 발현하는 고유한 정체성을 수용하는 과정이다. 이는 
대상이 갖는 감각적 특성을 그것을 지각하고 서술하는 주체와의 연관 속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텍스트 세계에 거주하는 존재로서 주체의 고유한 감각 경험
에 대한 상호주관적인 이해를 실현하는 과정이 된다.
  감각 매개 층위에서의 감각적 체험은 시의 언어를 이미지의 감각적 특성을 
조건 짓는 형식으로 발견하고, 형식들이 제안하는 상상의 경로를 구체화하며, 
독자 자신의 감각적 체험이 이루어지는 선별적인 기반을 수용하는 과정이다. 
이는 대상이 갖는 감각적 특성은 시의 언어라는 감각하는 방식으로부터 영향
을 받는다는 점을 반성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으로 감각 가능성에 대한 독자의 
관습화된 이해를 성찰하는 과정이 된다.
  시 읽기에서 독자의 감각적 체험은 감각 대상, 감각 주체, 감각 매개와 연
관된 이와 같은 체험 층위들이 상호 연계되고, 특정한 의미나 가치로 수용될 
때 작품에 대한 심미적 인식에 부합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시 읽기에서 감각적 체험의 구조가 교육 상황에서 갖는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고등학교 학습자의 감상 활동을 분석하였다. 
  감각적 체험의 구조를 기반으로 구안한 감상 활동지를 수정・보완하며 적용
한 결과, 학습자들은 감각 대상 층위의 감상 활동에서 대상 간의 질적 차이를 
분별하거나, 대상들을 계열화하면서 감각적 특성을 수용하였으며, 텍스트 세계
의 맥락에서 대상 간의 영향 관계를 정교화하거나 역동화하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관습화된 시 읽기 방식의 영향으로 대상의 감각적 특성에 초
점을 맞추지 못하거나 대상이 갖는 복합적・가변적 특성에 대해서는 의미 부
여를 어려워하는 한계를 보였다.
  학습자들은 감각 주체 층위의 감상 활동에서 주체가 처한 상황 또는 주체의 
발화에 담긴 태도를 중심으로 주체의 성향을 가정하였으며, 대상과 주체의 상
호작용을 다각적으로 탐색하고, 주체의 특이성을 적정한 거리에서 수용하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감각 주체를 시인과 피상적으로 동일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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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의 행위나 태도를 파편적으로 환기하는 한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들은 감각 매개 층위의 감상 활동에서 언어 형식의 작용을 텍스트 외
재적인 가치 질서나 내재적인 가치 질서로 연동하였으며, 외재적 가치 질서와 
내재적 가치 질서를 통합하거나, 형식들의 작용이 야기하는 새로운 인식을 수
용하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형식들의 작용을 수사적 표현의 효과에 
국한하거나 학습자의 일상적인 감각 경험과 동떨어진 것으로 인지하는 한계 
또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시 교육에서 감각적 체험의 의의와 활성
화 원리를 도출하였다.
  시를 통해 ‘감각 가능한 것’을 체험한다는 것은 독자 자신의 신체를 통해 
세계와 관계 맺으며 축적된 경험들, 그리고 그러한 경험에 대하여 독자가 부
여해왔던 의미나 가치들을 시의 언어가 환기하는 사태에 접근하는 중요한 단
서로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배경으로 시 텍스트는 학습자와 작가가 
공유하는 삶의 구체적인 현상으로부터 발원하고, 연관되고, 결국에는 그것으로 
환류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시 교육에서 감각적 체험은 
학습자의 감각 경험과 시의 언어가 갖는 본원적인 연관을 다각적으로 탐색하
면서 시의 언어에 대한 독자의 관여를 최대화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시 교육에서 감각적 체험은 학습자들이 각자의 관점에서 감각적 체험을 이
루는 여러 층위들을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을 지향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표면으로 드러난 대상을 둘러싼 잠재적 
관계들, 대상과 연관된 주체의 잠재적인 행위나 태도들, 대상을 ‘대상화’하도
록 하는 언어의 잠재적인 작용에 대해 사고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학습자들이 
체험 내용에 내포된 잠재적인 의미망들에 대해 인식하게 함으로써, 감상의 구
체화가 도모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Ⅱ장에서의 이론적 고찰과 Ⅲ장에서의 양상 분석을 통해 시사점
을 도출하여 감각적 체험의 활성화 원리를 감각적 체험 태도의 형성 원리와 
감각적 체험 활동의 수행 원리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시 교육에서 감각적 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감각적 체험에 
적합한 태도로 정향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일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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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하는 감각 현상은 대상, 주체, 매개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경
험된다는 것과 언어는 이러한 관계를 함축적이고 선택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시의 언어에 대해 학습자들의 일상적인 감각 경
험을 예비적으로 조회하면서 감각적 체험의 세부 층위들에 대한 학습자 자신
의 관여 지점을 확대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시 교육에서 감각적 체험 활동의 수행 원리로는 대상 관계의 순환적 역동
화, 주체 성향의 대칭적 입체화, 형식 배치의 예각적 최적화를 제안하였다.
  대상 관계의 순환적 역동화는 학습자들이 대상 간의 영향 관계를 부분에서 
전체로 정교하게 확장해 가는 가운데, 잠재적인 영향 관계를 포착할 수 있는 
의미 구조를 탐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저성을 갖는 대상의 발
견, 분별과 결합을 중심으로 한 전경과 배경의 관계 탐색, 대상 간의 복합
적・가변적 영향 작용의 정교화, 잠재적 관계를 중심으로 한 전경과 배경의 
연계 범위 확대, 전경과 배경의 연계에 적합한 의미 구조의 발견과 적용, 감
각 대상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주체 성향의 대칭적 입체화는 학습자들이 대상과 주체의 상호작용을 행위와 
태도와 연관된 범주들을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살피는 가운데, 주체의 특이성
에 대해 다르지만 접근 가능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주체와 대상의 상호작용 구도에 대한 인지, 상호작용
의 구성 요인의 상세화, 주체의 성향에 대한 확장적 가정, 주체의 명시적・잠
재적 성향에 대한 기술, 학습자 자신의 정체성과의 대칭점 탐색, 주체의 성향 
기술의 정체성으로의 통합, 감각 주체의 고유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형식 연동의 선별적 최적화는 학습자들이 언어 형식을 텍스트 내재적・외재
적인 질서로 통합적으로 연동해 가는 가운데, 학습자 자신에게 감각 경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측면에 선별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그 의의
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구심점이 되는 언어 형식의 발견, 
언어 형식에 내포된 관례적이고 특수한 감각 조건에 대한 인지, 텍스트 내재
적 가치 질서의 구축, 텍스트 외재적 가치 질서와의 연관성 탐색, 감각 매개
의 관점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본 연구는 시 읽기 과정에서 독자가 ‘감각 가능한 것’으로 체험하는 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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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교육적 의미와 가능성을 이론적・실천적으로 구명하였다. 이는 그간의 
시 교육에서 주가 되었던 감각적 이미지에 대한 단편적이고 기계적인 분석이
나 생생하게 떠올려보기 중심의 감각적 상상에 관한 교육 내용에서 벗어나 신
체를 통한 독자의 감각 경험 전반과 시의 언어, 그리고 상상 활동이 유기적으
로 맞물리는 구도 속에서 교육의 방향성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
다. 이는 상상과 경험의 간극, 이상 독자와 실제 독자의 간극, 언어와 삶의 간
극을 생산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교육적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는 현대시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감각 관계의 구체상과 새로
운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형상화 시도들, 감각 경험의 언어적 재현과 관련된 
심미적 관념들의 역동적인 발전 과정을 정밀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감각적 체험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라는 장르의 특수한 관습
과 역사, 미의식에 대한 이해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한된 현장 조사의 여건 속에서 그러한 요인들이 갖
는 교육적 영향과 의미를 탐색하기는 어려웠다. 감각적 체험과 관련하여 가치 
있는 작품과 자료를 선별하고 교육적 관점에서 전유하는 방법이 앞으로의 연
구를 통해 구명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본 연구는 학습자의 감각적 체험 양상을 개인적인 시 읽기라는 다소 
한정된 환경에서 살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감각적 체험의 활성화와 관
련하여 교수・학습이라는 기획적 소통 환경은 학습자의 창발적인 상상 활동에 
제약을 가하기도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교사 및 다른 학습자들과의 공적인 
대화를 통해 보다 사려 깊은 상상, 소통하는 상상, 윤리적인 상상과 같은 공
통 감각에 기초한 상상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보다 정치한 탐색을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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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tructure and activation principle of perceptive 
experience in poetry education

Park, Juhye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perceptive 
experience as a key mechanism linking poetry and reader's 
conditions of existence by clarifying the nature and structure of the 
perceptive experience in poetry reading, and the activation principle 
of the perceptive experience in poetry education. 

To this end, the perceptive experience in poetry reading is 
defined as an aesthetic experience of the perceptive quality of image 
associated with the language of poetry, and the core content of it is 
presented as projection of the reader's perception on the poetry and 
signification of the perceptible quality. Based on this definition, 
perceptive experience in poetry reading means the process of 
composing special perceptible conditions implied in the language of 
poetry, and the process of concretizing meaning of the perceptible 
quality in the reader’s own language in the context of the text 
world.

Based on this perspective on perceptive experienc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tructure of reader's perceptive experience in 
poetry reading by dividing it into reception of suitability of the 
perceptible object by associating the figure and the ground, 
reception of the characteristic identity of the perceptible subject by 
associating the body and the habit, and reception of the 
perspectivity of the perceptible media by associating the form and 
the order.

The perceptive experience at the layer associat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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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ptible object focuses on a specific object evoked by the 
language of poetry, embodies the imagination of its influence with 
other objects, and embraces the suitability of the object in the text 
world. The perceptive experience at the layer associated with 
perceptible subject assumes the body of the subject that perceives 
the object, embodies the imagination of the interaction between the 
subject and the object, and embraces the characteristic identity 
expressed by the subject in the text world. The perceptive 
experience at the layer associated with perceptible media discovers 
the language of poetry as a form that conditions the perceptible 
quality of image, embodies the path of imagination proposed by the 
forms, and embraces the selective basis on which the reader’s own 
perceptive experience was developed.

This study analyzed the poetry appreciation activities of high 
school learners in order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structure of 
perceptive experience in poetry reading in the educational situation.

In the appreciation activity at the level of the perceptible 
object, the learners accepted the perceptive qualities of the objects 
by discerning between qualitative differences or grouping the objects, 
and also showed the possibility of elaborating or dynamizing the 
influential relationship between objects in the context of the text 
world. However, due to the influence of the customary poetry 
reading method, learners were unable to focus on the perceptive 
quality of the object or had difficulty with semanticizing the 
complex/variable quality of the object.

In the appreciation activity at the level of the perceptible 
subject, the learners assumed the subject’s tendency based on the 
subject’s situation or the attitude. contained in the subject’s 
expression, and also showed the possibility of exploring the 
interaction between the subject and the object in various way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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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pting the peculiarity of the subject at an appropriate distance. 
However, there were also limitations on identifying the perceptible 
subject superficially with the poet or understanding the subject's 
actions or attitudes in fragments. 

In the appreciation activity at the level of the perceptible 
media, the learners linked the effect of forms to the external value 
order or the internal value order of the text, and also showed the 
possibility of integrating the external value order and the internal 
value order or accepting new perception caused by the effect of 
forms. However, there were also limitations on recognizing the effect 
of forms by restricting to the effect of rhetorical expressions or by 
remoting  from the learner’s ordinary perception.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derived the significance of 
perceptive experience and activation principle in poetry education. 
perceptive experience in poetry education is significant in that it 
expands learners' involvement in the language of poetry and builds 
a potential semantic network for the concretization of poetry 
appreciation. The activation principle of the perceptive experience to 
realize such significance is divided into the development of attitude 
for the perceptive experience and the performance of perceptive 
experience.

The activation principles of development of perceptive 
experience attitude is that learners perceive the dynamic effects 
between perceptible object, perceptible subject, and perceptible 
media, and preliminary inquire of learners' own perceptive 
experiences into the language of poetry.

The activation principles of performing appreciation activities 
for perceptive experience activities were proposed as circular 
dynamics of object relations, symmetrical multi-dimensionalization of 
subject tendency, and selective optimization of form linkage.



- 212 -

Circular dynamics of object relations means that learners 
should be able to explore semantic structures that can capture 
potential influence relationships, while elaborately expanding the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objects from part to whole. 

Symmetrical multi-dimensionalization of subject tendency 
means that learners should be able to explain the peculiarity of the 
subject by focusing on the different but accessible parts while 
examining the interaction between the subject and the object in 
various ways, centering on categories related to behavior and 
attitude. 

Selective optimization of form linkage means that learners 
should be able to embrace significance of language form by 
selectively focusing on aspects that enable new perceptions of 
perceptive experience, while integrating the language form into the 
text's intrinsic and external value order.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of 'the 
perceptible' that had not been elaborated in the discussion of poetry 
education so far, both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can be found in that it becomes the basis for 
productively reconciling the gap between imagination and experience, 
between ideal and real readers, and between language and life.

Keyword : poetry appreciation education, perceptive experience, 
perceptible quality, suitability of the perceptible object, 
characteristic identity of the perceptible subject, 
perspectivity of the perceptible media, activation of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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