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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 論

..2.. 
「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構造的 특정은 우리의 경험척 요인들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 인 

간 경험을 반영하는 언어는 우리의 知覺， 理뾰， 感情， 記憶， 社會構造， 身體的 조건， Á智發 

達의 정도등 모든 경험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 구초적 특칭을 이푼다. Lakoff 

는(1977) 인간의 思考， 知覺， 感情， 認識過程， 言語 둥 모든 작용들이 同一類型의 構造를 

이룬다고 주장하고 그 공통된 성격을 관찰해 열거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文學 텍스트에서 발휘되는 바 에너지의 動態的， 複

合的， 劇的， 過程的 제국연을 인식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에너지는 문학텍스트가 다음과 같 

은 몇 개의 추상적 단계를 거치는 창작 행위이기 때문에 발휘될 수가 있다. 

1 George Lakoff (1977) . ‘Linguistic Gestalts,’ CLS 13, 246-247; ..... . thought, perception, the 
emotíons, cognitive processing, motor activity, and language are a11 organized in terms of the 
same kinds of struetures , which 1 am caJling gestalts. 1 will be using the term as follows: 

1. GestaIts are at once holistic and analyzeable. They have parts, but the wholes are not redu. 
cible to the parts. They have additional propertÍes by virtue of being wholes, and the parts may 
take on additional signilicance by virtue of being within those wholes. 

2. Gestalts may be analyzeable into parts in more than one way, depending on the point of view 
that one takes. ' That is, there may be a unique analysis into parts, but there may also be more 
than one ‘correct’ analysis, depending on viewpoint. 

3. Gestalts have internal relations among parts, grouped by type. Part of what makes a gestalt 
is that the parts in it relate to one another in certain ways by virtue of being in the gestalt. These 
properties and relatibns are typically not a11 of the same type , and indications for types of relations 
and properties wi11 have to be made. Gestalts may also have different properties and internal rela. 
tions (relations among the parts) from different pOÌnts of vÌew. 

4. Gestalts may bear external relations to other gestalts or mapped onto other gestalts in some 
other way. In such mappings, the parts of one gestalt get mapped onto parts of other gestalts. As 
a result of such mappÌngs , a gestalt may ‘inherit’ properties and inherent relations from a gestalt 
that ít gets mapped onto. There are varíous types of rnappings, among them inferential mappings 
(which are transitive) , and rnappings that can represent arbitrary, syrnbolic, or cultural associations 
(which are typically not transitive). 

5. External relations that gestalts bear to other gestalts are properties of the gestaIts as a whole. 
Different external relations rnay be borne from different points of view. 

6. Mappings of one gestalt onto another rnay be partial. Gestalts mayalso bear partial similarities 
to one another. depending on how closely they match. 

7. Gestalts rnay be embedded inside other gestalts. and rnay take on new properties as a result 
of such embeddings. 

8. One property a gestalt may bear is that of opposition to another gestalt. That is, one of the 
delinin~ charaderistics <:>f a ge~ta!t !uay be that it is the ‘opposit~’ of $ome other gest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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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言語表現層 (音꿇， 形態， 語꿇， 統解， 意味의 제구초) 

2. 텍스트 構成層

3. 現實層 (文化 • 社會的 요소들) 

4. 價1直層 (c.f. Makkai 1976: 35) 

이 들 4단계 의 상호개 업 은 Whitehall이 이 미 修正을 가한 Auerbach의 圖式에 (Whitehall 

1957) Jakobson의 通信 모델을 중첨시켜서 (지나치게 단순화된 감이 있￡나) 다음과 같은 

종합적 모델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形 而 上 學 層
• • 

←---文 化 的 環 境---→
• • 

心 象 層
• • 

| 指 示 意 味 層 l
! • • | 
’→!짧 聯 狀 況←l

• • 
→作 家 ...... ... 傳 言 ... .... .. 讀 者←1

• • r 

I~f:. ! ! :J . f 統解意味層{릅 號!I!l ~ 1 . 1 
• • i 形態語꿇層 

→ 듬 語 表 層← l音홉힘層 
T • 

文學 텍 스트 構成層--------=/等價의 組織
!反復의 組織
j 憐接의 組織
\ t찢P兪 組織
1 隱며한 組織
\ìili行 組緣

예슐언어는 일상어의 특수한 용법 이 아니라 독럽된 차원의 언어로서 審美的 o 로 연구되 

어야 할 記號와 이들의 規則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體系다. 예 술 텍스트가 우리에게 주는 

지식은 단순한 外的 社會學的 자료로 대치되거나 훌約될 수 없는， 언어의 모댈 形成體系

性， 記號 모델로서의 體系性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난다. 예 솔적 記號는 記號 본래의 媒體

的 기능에서 審美的 情報를 제공하는 目的的 기능으로 전환하는 특성을 갖는다. 

Lotman은 自然言語와 예 솔 言語의 차이 를 1次와 2次 모델 形成體系로서 구별하고 있다 

9. Certain properties of gestalts may be segregated off as BACKGROUND properties. Opposites 
will typically share the same BACKGROUND properties. 

10. Gestalts are structures that are used in processíng, whether language processing, thought 
processi ng, perceptual processing, motor ac ti vity, or whatever. 

11 . Processes themselves may be viewed as gestalts 
12. An analysis in terms of gestalts does not necessari ly make any claims as to the ultímate 

parts into which something can be decomposed. Since any such analysis is done by human process, 
it will be limited , guided by resources , purposes, and viewpoints. Given different resources , purposes 
and viewpoints, we can expect analyses in differing degrees of detai l, or even into different parts. 
In semantics, for example, there need not be an analysis into ultimate, atomic predicates. 

13. Gestalts may intersect with each other. 

14. Gestalts must distinguish prototypical from nonprototypical propert ies. 
15. Gestalts are often cross-modal. That is, their properties may be of various types. Sensori

motor gestalts involve both perceptul properties and motor properties. Linguistic gestalts wi1l involve 
a number of types of properties - grammatical, pragmatic, semantic, phonological, func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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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8: 2) . <모델〉이란 構造와 機能의 차원에서 對象을 類推하는 것이며， 일반적 수단으로 

는 인식 될 수 없는 극히 복잡한 對象이 나 關係를 우리 는 〈모댈化〉한다. 모델化란 대 상 전 

체의 再現이 물론 아니고 그 一定 뼈面， 機能， 狀態의 再現이다. 

自然言語에서 각 記號는 어떤 空間的， 可視的 指示內容을 갖는다는 사실에서 一次的 모 

텔形成體系를 이루고 이 를 구사해서 이룩한 文學作品도 造形的 原理가 작용하는 모렐形成 

體系를 이룬다 작품은 空間的으로 한정된 것이나 無限한 世界를 모텔化한 것이며 對象의 

전체적 實在를 또 하나의 다른 實在로 代督하여 한정된 공간속에 담는 것이 된다. 이때 텍 

스트는 주어진 題材의 구성을 완결시키면서 동시에 世界 전체의 구성도 그 안에 반영하는 二

重的 本質을 지닌다. 이해 작품은 작가 자신의 A格， 의식구조， 그리고 現實의 한 現象을 

동시에 모텔化하며 이것이 독자의 意、識속에 전달， 감응되어 작가 자신의 구조로 바뀐다. 따 

라서 작품은 情報와 認識형태를 동시에 제공하는 記號的， 커뮤니케이션적 본질을 지니게 

된다. 

文學 커뮤니케이션에는 문학 고유의 記號와 그들의 結合規則의 체계가 있고 이로써 특별 

한 메시지를 위해 봉사하는데 이때 記號의 개념과 그 境界가 自然言語와는 다르다. 또한文 

學記號들은 대체로 造形性을 지니며 造形的 記號가 가지는 表現과 內容 사이의 抱東的 관련 

성 때문에 記號는 내용을 모델化 할 수 있으니 이는 文學 텍스트의 모든 요소들이 意味論

的 요소로 化한다는 뭇이며， 따라서 統解 • 意味 體系의 구별이 없어지고 記號의 경계가 소 

멸됩을 뜻한다. 이렇게 해서 작품 전체가 하나의 記號로 化하고 그 안의 일반 언어 기호는 

그 구성 요소가 될뿐이다. 또한 자연 언어 체계에 속하는 즙素， 形態素퉁 제요소가 어느 정 

리된 反復性의 系列에 속하게 될 때 그 자체에 의미가 주어져 記號化된다. 예솔 작품은 따 

라서 連銷的 統解體系가 아니라 階層的 統解體系가 되며 記號의 경계와 텍스트의 경계가 

하나가 되면서 하나의 本質속에 여러 계충 구조를 이룬다 (c.f. Lotman 1978: 212). 

이러한 텍스트는 그 자체가 텍스트 外的 구조 안에 자리하고 그 外的 構造와의 관계 속에 

서 모든 것을 意味하게 되는데， 이는 文化的 요소라는 작품의 복합적인 指示對象을 말한다. 

文化現象은 같은 경험 내용을 지니는 몇개의 경쟁적이며 대조적 형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그 경험내용 자체도 서로 상이한 가치 체계로 등급이 맺여져， 여러가지 配列로서 기능을 발 

휘 하는 상호 모순된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텍 스트의 의 미 는 이 러 한 복합적 信號體系 (code)

때문에， 그리고 확연하고 일정한 指示對象이 아닌 文學的 指示性을 띔으로써 텍스트 外的

구조와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고 복합적인 것이 된 다. 文學의 本領은 체험된 對象世界를 설 

명하자는 것이 아니라 모렐로서 提示하려는 노력 이며 이는 言語로 抽象化， 意味化함으로 

써만 가능한데， 체 험 의 대 상은 의미도 아니요 더욱 言語도 아니므로 우리는 言語를 통해 

言語 以前의， 즉 추상화 이 전의 대 상을 究明， 提示해야 한다. 즉 분석을 통해 작가가 무의 

식으로 느낀 바 대 상을 의식해야 하는 것이다. 

詩的 陳述이 感應力과 敵和的 태도를 가지고 구체적 寶在에 대한 個性的 觀點을 진솔하 

2 “model形成體系" (modelling sys t em) 는 소련기호학의 중심개념 으로서 構造言語學의 言語모텔 에 서 

비 롯된 것 으로 Lotman의 정 의 에 의 하연 (L ucid ed. 1977. 7) ; “model형 성 체 계 란 우 리 의 지 식 內觀， 規
律의 대상이 되는 그 전체 영역과 일정한 類推관계 에 놓여 있는 각요소들의 조직 ， 그리고 그들을 配合

하는 諸規則들의 組織을 두고 말한다. 그퍼므로 이 는 하나의 言語로 간 주 펼 수 있다. 自然言語를 바 

탕으로 하고 그 위 에 보조적 上位橋造를 마련하여 第二次的 言語를 창조하는 體系를 2次 model形成體

系라고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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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작업 이 라면， 詩論， 특히 言語 • 記號學的 詩論은 이 러 한 詩的 陳述에 대 한 科學的 認識으 

로서의 작업이다. 이는 記述， 分析， 縣合的 解釋을 통해서 가능하니 詩의 記述은 텍스트의 

재료가 되어 있는 美學外的 意味體系와 文學的 符號， 詩的節次， 原理를 언어 기호학적으로 

기술하며 텍스트를 第 l 義的 여러체계로 환원하는 작업이다. 또한 分析은 모든 分離된 절 

차의 기능을 조사하고 上位體系에 비추어 이들 기능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것이다. 문학 텍 

스트의 분석은 表層에 나타나 있는 外形的 관계와 나타나 있지 않은 의미， 상정의 관계블 

밝혀야 하고 이를 文體的， 表現的 국면에서 보다 統解意味論的， 詩學的 深)홉意味의 국면에 

서 다루어야 하며， 文法·語뚫的 자질인 텍스트의 -實性도 밝혀야 한다. 이는 텍스트를 

구성하는 각 개별총의 記述에서 分散的￡로 나타난 법주와 사상을 종합적무로 다루는 것을 

뭇한다. 蘇合의 단계는 텍스트의 全構造가 하나의 융합된 記號體系로 제시되는 단계략 하 

겠다. 

그러므로 文學텍스트에서 정밀 분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거의 없으며 여러 구조 

적 交짖에서 생성되는 한 작품의 特質， 個性， 그리고 어느 한 요소가 동시에 여러 구조충 

에 소속됨으로써 열리는 다양한 의미의 開化등을 충분히 포착해야 한다. 

본 논문은 제 2차 모댈形成體系로서 構造와 機能의 複合體인 詩 텍스트에 言語學을 기초 

로한 記號學的 접근을 시도하여 텍스트 解調에 있어서의 各記號의 能動的， 複合的， 意、味作

用을 제시 하고자 한다. 

2. 커뮤니케이션 體系와 作品構造

2.1. 텍스트의 構造와 情報

건축기의 사상이 건물의 구조로 표현되듯이 문학 작품의 사상적 내용도 작품의 樞造를 

통해 서 나타난다. 작품의 아이 디 어 는 어 떤 한 現寶의 構造的 再現， 즉 〈모델〉로서 표출되 

며 작품의 텍스트는 복합적 의미 요소로 이루어진 하나의 構成이다. 

構造란 여러 對立項의 개념으로서 統合과 連合의 兩輔a로 이루어지며， 구조 자체가 기능 

을 발휘 한다기 보다 어 느 한 體系 안에 서 그 기 능을 발휘 한다고 하겠다(Wiener 1978, 4: 322) . 

구조는 결코 형태나 형식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펀적 우주의 모댈을 구축함으로 

써 한 體系의 意味內容으로 변환하며， 따라서 구조는 커뮤니케 이 션의 행 위가 아니라 그 조 

건이 된다. 그러므로 작품이라는 한 構造物은 生의 認識手段인 하나의 모댈이요， 하나의 
情짧 {횡達手段언 記號體系로서 결국 하나의 構造的 意味體系인 것이다. 
일정한 情報는 일정한 構造에서만 존재할 수 있고 달리는 전달될 수가 없으니， 詩를 일 

반 언어로 바꾸어 말하면 그 구조가 비-뀌고 따라서 情報量도 디-르게 m贊된다. <選擇의 

때b)과 〈配合의 敵)3의 교차로 이루어지는 構造는 다이나믹한 생명적 메카니즙이며， 작품 구 

조에서 동떨어진 아이디어의 파악을 시도한다는 것은 生物學的 기능인 生命을 生命짧와 분 

리해서 생각하는 것과 같다고 Lotman은 갈파한다(1978 : 70). 

텍스트 구조의 복합성은 내용의 복합성에 정비례해서， 정보의 성격 이 복잡하연 할수록 

3 <配슴의 ~>은 모든 言語的 單位가 그 자체 보다 단순한 단위 에 대 하여 聊絡을 이 루며 더 욱 복장 
한 言語單位 속에서 자체의 j派絡을 발견하는 願在의 系列이요， <選擇의 뼈1)은 對立項간의 선돼이 어떤 
정에셔는 이와 等價하고 다른 정에서는 相찢한 기타의 것들과 代置될 수 있는 可能性을 의마하는 옮憶， 
陰在의 系列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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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달에 사용되는 記號體系도 복잡화한다. 일반 자연 언어 체계적 수단으로는 전달될 수 

없는 정보량이 복잡한 예술적 구조를 통해서는 전달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한 작품을 생 

산하거나 知覺한다는 것은 각별한 예술적 정보를 전달하고 받아들이고， 保存하기 위해서 

창조된 텍스트의 구조적 특질과 떨어져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다. 

2 . 2 . 等價의 原理

문학 텍스트의 구초가 자연 언어인 一次 言語體系와 다른 것은 配合의 輔에서 지니는 특성 

때문이다. 詩的 텍스트의 統合的 組織(syntagmatics)은 巨視的￡로는 等價的 몇素들의 配合

이면서 構造的￡로는 異質的 훨素들의 연쇄다. 이들은 어느한 層에서만 통일성을 보이면서 

상호 교차하는 非鍵測性， 非文法性을 띄 게 마련 이 고 이 러 한 構造性의 증대 는 非鍵測性의 

증대， 그리고 情報의 증대를 수반한다 (Lotman 1978: 317) . 즉 異質的 요소들을 뾰置시킬때 

텍스트 안에서 他構造로의 전환이란 문제가 대두되는데， 우리는 텍스트 안에서 언제나두 가 

지 가능성을 가지고 다음 分節로 移行하게 되니， 즉 이미 알고 있는 구초적 조직의 연속， 

아니면 새로운 조직의 出現을 맞는다. 후자의 경우 비문법성， 비예측성을 경험하게 칩은 

울론이다. 

그러나 詩는 하나의 成句이며 의미론적으로 불가분의 全體이니 이 는 選擇의 輔에서 配合

의 빼A로 투영된 等價的 單位들에 의해서 가능하다(Jakobson 1977: 155). 즉 配合의 輔에 

서 의당 가해지는 여러 제약들이 詩的으로 解除되고 文法， 意味， 억양 등이 配列上의 여러 

금지법을 초월해서 모든 구조적 기능을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文學作品 構造의 기본원리는 等價性에 있다. 그런데 언어학적 等價性은 공통의 

지시 내용을 가져， 상호 代置될 수 있는 일정 레 벨에서의 동가성을 의미하나 文學 텍스트에서 

의 等f賣性은 리듬에서 構文組織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원에서의 다양한 E視的 等價性을 의 

미한다. 대상의 동착에 대한 話者의 태도를 말하는 메시지에서는 〈말씀하다/잡수시다〉와 

〈지꺼리다/먹다〉를 각기 등기치로 볼 수 있으니 문학 텍스트에서는 非等價的 요소들이 等

價性을 띄게 됨으로써 의미론적으로 코드의 변환을 가져온다. 즉 -次 言語層에서 상이한 

指示內容을 기진 記號가 二次 體系I활에서 공통의 指示內容을 갖는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 

이때 〈말씀하시다/장수시다〉의 등가성은 공통된 환경 에 대한 동일한 態度를 암시하는 등가 

성이라 하겠다. 

詩 텍 스트의 등가성은 非類似性을 암시할 수 있는 의미 작용이며 유사성을 지니는 것 가운 

데 相뤘性을 또한 가려내기도 한다. 가령 따行稱文은 서로 지시 내용이 다른 두 의미로 구 

성될 수 있고 이 들은 巨視的 相!해束 (macrosets)을 이 루어 텍스트의 결진력을 형성하나 부 

분적 相異性은 그 構文에서 필수적 이다 (c. f. 본문 4. 2) . 

이 렇게 해서 자연 언어 층에서 찾아올 수 없는 새로운 의 미 내 용을 생성하는 새로운 질서 

가 나다난다. 요컨대 의미론적으로 異質的언 단위에 음운， 문법적 요소가 동일성을 부여 

함￡로써 등가적 부류로 처리되거나， 아니 떤 자연 안어 층에서는 同質的 단위인데 형식적 

법주가 意味分化를 가져와 그 相짧性을 활성화함￡로써 不一致를 부각시키기도 한다. 

等價的 훨素의 구체적 回起作用은 詩에 있어 拉行構文， 律格， 頭題， 子題， 母꿇 등으로 

나타난다. 참行은 따라서 문장으로 이 루어졌다기보다는 等價性의 反復이 가져오는 制限的

성격￡로 이 루어 졌고 이는 無限性의 文헬椰念에 대립되는 것A로， 커뮤니케이션 逢行上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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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이 조건이 아닌， 詩行의 본질적 성격으로서 詩的 能力의 차원에서의 制限性을 의비한다. 

詩行은 이 와같이 文章의 無限性이 나 文章을 구성 하는 일 반 언 어 階層을 모두 거 부함으로 

써 二重으로 일반 언어 구조를 거부한다. 그러나 文學 텍스트의 表層作用인 텍스트적 륨題 

및 統解-作用괴- 深層的 意味作用을 분석적으로 검토하고 다루기 위해서는 언어학적 계충을 

모렐로 文學즙領論， 文學統爾論， 文學意妹論으로 니-누고 종합적우로 文學 커뮤니케이션論 

에서 記號論的 검토를 시도하는 것이 다당하리라 생각된다. 

3. 文學音題論

詩에는 二重的 階層 構造가 있다. 하나는 詩人이 마음대로 지배할 수 없는 개별 언어 자 

체 의 즙領， 形態， 統解， 意味構造들이 며 다른 하나는 詩人이 자유로이 이 에 부가할 수 있 

는 파行性 룹題， 흡節， 흡律패턴， 詩行， 聯 등이다. 詩의 構成原理인 等價↑生은 표충 구조 

인 륨體， 微字층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므로 소리는 詩的 텍스트에서 불가불 

매우 중요한 국면일 수 밖에 없다. 모든 등기-적 요소의 반복은 어휘 • 구문의 반복-이라기보 

다는 실제 청각적 효과를 가져오는 〈소리〉의 반복이기 때문에 심충적 특질인 의비는 오히 

려 불규-칙성을 보일 수가 있다. 이로서 〈소리의 같음〉과 〈뜻의 다름〉이 리는 美的 요인을 

형성하고 한떤 소리가 의미블 지원함으로써 詩的 統-性을 기한다. 

文學흡홉율論에서는 다음 세기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1) 소리의 중요한 文學的 配列은 

어떤 것인가? 2) 이들 소리의 의미논적 기능은 무엇인가? 3) 이들은 어 떻 게 記述되는기 ? 
작품이란 표현된 思想보다도 작품을 구성하는 제구성요소 사이의 상호 관련성 이 중요하며 

소리 의 중요성 은 配列의 輔을 이 루는 구성 요소인 等價的 소리 가 구조적 으로 불가피 하게 의 

미의 등가성을 지니게 된다는 사실에 있다. 그러한 配列은 어느 언어 계충에서도 두 가지 

연관된 경험， 즉 〈유사성을 위한 비교〉와 〈상이성을 위한 비교〉를 경험하게 한다(Jakobson 

1977:170). 

等價륨의 며起作用은 마치 탑답한 언어의 장벽을 햄머로 두드리듯， 무엇을 전랄하기 위 

해 규칙적으로 거듭되는 試圖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효과로 詩는 하나의 연속체， 하니-의 記

號로 化한다. 

밀어 올려라. 밀어 올려라. /나만흔자 이 꼭지에 앉아 있게 하고/언제였을까/바다는 저 

리 멀리 저리 멀리/달아나 버 려/손 흔들어 손 흔들어 / ..... . (박두진 : 폴의 노래) 

Farewell the tranquil mind! fareψell content! / Farewell the plumed troop and the big 

wars/That make ambitíon virtue! 0 , farewe ll! I Farewell the neighing steed and the shrill 

trump ,;. ..... (Shakespeare: Othello, III, iii) 

3 .1. 소리의 文學的 配갖Ij과 의미 

소리 의 문학적 配列은 그 자체 가 음악성 을 지 니 므로써 하나의 現寶을 구축하며 미-치 〈소 

리의 그렴〉과 같은 통일성을 지니기도 한다. 음악의 세계에서 멜로디가 그러하듯， 詩도 다 

른 말의 配列로 요약이나 설명을 할 수 없는 특질을 갖는다. 어휘 및 구문의 반복은， 소 

리의 반옥으로서 交響을 이루고 이때 어휘들의 의미가 부걱되며 (c.f. Wither i1l 1974: 1l) 詩

는 이렇게 해서 하나의 연속체， 하나의 記號로 화한다. 

소리의 문학적 배열은 륨響性(sonortiy)과 근육의 쾌적한 움직임 그리고 개별 언어의 륨 



現代詩의 言語 • 記號學的 고찰 19 

節構造에 따르는 子 • 母音의 며起性에 의 존한다. 륨節 內에서 보이 는 拉行構造를 살펴 보면 

音의 部分的 一致를 의 미하는 다음과 같은 배 열이 詩的 構造의 一部를 담당한다. 

頭 題→C -I-初輕-1- 同 ·性， -1-子륨) cvc 불/빛 H 

子 뚫→C::t初聲-1- 同一性-1-子즙J cvc 병 /망 。

母 꿇→ C::t初聲終聲 -1- 同一性-1-핍:륨J cνc 달/밥 F 
}11’ 題→C -I-終聲-1- 同一性， 母+子률) cvc 시-랑/배 낭 F 。
않 fl1~ 題→C -I-初聲-1- 同-性， 子+母흡J cνC 나무/나라 나 

擬↑þ함lH율→ [-中聲-1- 同-性 -1-子흡) cvc 벌/불 닝 E 

v=母音 또는 二重母흡 c=子音 또는 子즙群 

그러니 우리 韓國참에다 이들 쥬칙을 그대로 적 용하기는 어렵 다. 英詩의 경우 한 륨節， 한 

語쫓를 단위로 여러 音의 反復 형태를 논하게 되는데 비해， 우리말의 경우에는하나의 意思

段落 안에서 언제 니 音節 構造의 再調整 변형 이 일어 나게 마련이고 그 결과로， 될수 록 cv. 

cv.cv ... cv (c) 의 구조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즉 대부분이 開放音節化(cv)한다. 

다음은 朴斗鎭의 〈돌의 노래 〉를 例詩로 그 흡題論的 構造를 검 토해 보려 한다. (紙面관계 

로 原?>'(을 생 략하고 괄호안에 詩行만 표시 함. ) 

이 詩에서 완전한 反復륨(構文)을 이 루는 귀절을 뽑이- 보면: 잠잠하는 (3) ， 밀어. 올려라， 

밀어 올려라 (7) ， 저리 멀리 저려 멀리(1l) , 손흔들어， 손흔들어(13) , 속속들이 (24) ， 펄펄내 

려 (32) 등이며 전체 詩를 이 루는 44行 가운데 1 8行이 풍부한 同一셈:홉의 反復을 보이고 있다: 

[0: torii noræ] (詩題)， [a: pataka para poe nin] (2, 40) , [a: naman honca ik’okcie 

anca itkehako] (8) , [a: taman nanin] (1 5) , [0 : 0 , tol] (20) , [a: nara orirya] (22, 28) , 

[i/i : man wiro atikhi cithin phuri rim] (23) , [0: on mome sok sok tiriJ (24) , [aii: haniri 

wa simimyanJ (25) , [a : anit’ æna tasi p' um nìn ipkimil pata] (26) , [a: pamimyan 

talkwa pyalJ (29) , [ i: param pi putí chiko hi in nunJ (31), [a: phal phal nærya] (32) , 

[aai: chêll t ' ara inink êlse phikakam kiko] (33) , [i: simyatin in pitkal til] (34) , [;)0: hanil 

mako hætpyêlt m ako] (41), [0: phurin særo nalko ciko] (43) , [a: kitaryêl santa] (44) 

頭꿇 현상을 보이는 1 4行 가운데는 遊:jffj題의 성격을 보이는 詩行 (37 ， 47) 도 포함시 컸다 : 

[Cêl: cal caD] (2, 39) , [pa: pataka para pænin] (3, 40) , [c: cOD iril cam cam hanin] (5) , 

[mn: l1uniromaπ man] (1 8) , [ph: p hurin særo phatakêlrYêl] (27) , [p: pamimyan talkwa 

pyêll] (29) , [p : param piputichiko] (31), [ma: mall“n nalmanJ (37) , [h: han il mak ’o 

hεtpyat mak'o] (41) 

전치l 詩行의 半數 이 상인 23行 이 同一子홈의 反復을 보이는 중， víê숍의 反復이 8行， 훌훌 

흡의 反양이 9行이다 : 

[r: to꺼 noræ] (詩題) ， [r: toriêlraJ (1, 6) , [N: naman honca ik’okcie ancaJ (8) , [r: 

taranapêlrya] (1 2) , [ L: pu[[ato tasi anol phu1"in muriki] (1 4) , [N: taman na 껴nJ (15) , 

[w: aswiwa halp’un] (17) , [N: êlruman cin taJ (19) , [r: mêln wiro at써hi cithin phuririm] 

(23) , [n ,r: ani t’ æna phU1"iπ særo] (21) , [r: nara oriryaJ(22, 28) , [N: haniri 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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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imy;:m](25) , [N: ;mt t'æna tasi p’umntn ipkimil pataJ (26) , [ r: phurin særo 

phatabry~J (27) , [y~ : pamimyJn talkwa pyal j nacimyan hætpYJIJ (29, 30) , [k : phika 

kamkiko](33) , [N: honí komnintaJ (36) , [N , L: a꺼 t ’æntil malkin nalmaπJ (37) , [s’: 

is'as’ iryamanJ (38) , [an: mJη ki JηceJ (42) , [ko: nalko cikoJ (43) 

朴斗鎭의 여타詩에서처럼 각 음운의 며起作用이 매우 풍부하며 그중 7行은 특히 완전 반 

복 구문을 이루어 청각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韓國詩의 두드러진 현상은 각 詩行의 終聲이 거의 母즙무로서 開放즙節이거나 주로 交響

性에 있어 母륨 다음가는 流흡(때륨)과 황흡으로 끝난다는 사실 이 다. (돌의 노래 〉에서 총 

44行 가운데 28行이 母룹으로 끝나며 횡흡 11行， 떼륨 6行으로 다른 子륨이 전혀 보이지 

않고 母흡으로 끝나는 詩行 가운데 [aJ의 活用 이 11行으로서 강한 交響性을 보인디. 

다른 모든 韓國詩의 경 우도 마찬기 지 로 웹 흡， 에륨， 월룹으로 끝-냐는 詩行이 대 부분이 며 

흑 예외가 있다면 이 는 配列의 輔에서 오는 等價性의 構造的 많力 혜문이다. 가령 徐廷柱

의 〈招請狀> 1聯 2行 및 終聯 3行의 〈쫓겨 냐는 마당귀 마닥〉의 [kJ , 吳相淳의 〈放浪의 마 

음> 5聯의 〈보이는듯 마는듯〉의 [tJ , 金永郞의 〈佛地}훨> 2聯의 〈그 빚은 청초한 수미山 나 

리꽃〉의 [chJ (擬字의 시각적 同一性이 작용하고 있음) 등이 각 詩에 있어 유일한 예외적 

子흡行末륨들인데， 이 는 각각 配列의 輔에서의 등가음의 반복을 위한 것이다 : matan 

kwimatak; poini nti t manintit; chanc"ohan sumisan narik ’och. 素月의 〈山有花〉도 2聯 3行

의 〈펴 는 꽃은〉의 [nJ을 제 외하면 모든 詩行이 母즙으로 끝나며 李箱의 〈거 울〉은 2行의 

〈보지 못하는 구료마는〉의 [nJ 이 외는 모든 行이 (-오〉로 끝나는 統一性을 보인다. 

소리의 反響은 意味의 反響， 文法的 反響으로 확산하여 詩的 重義性을 도입할 수 있다. 

가령 (learning>이란 낱말이 불러 일으키는 몇 가지 반향을 살펴보면 詩的 텍스트가 아니더 

라도 다양하고 광범하다. 

leaining [lárnioJ: 

意味論的 反響 : studying, teaching, education , knowledge, school student, ignorance, 

teacher, discerning, understanding, hearing 

文法的 反響 learn , learned (learnt) , learns; am , is, was , were learning, learning 
(gerund) , learned [IdJ 

形態的 反響 going , looking, drinkíng, etc. 

륨麗的 反響 [1- J learning , blowing, listening, leaning 
[ - arnInJ burning, earn ing 
[ - IDJ bring, ring, spring 
2룹節性 : learn ing, earning 
[fiJ一彈찢l型 ["J .learning, earning 

’댐用句的 反響 : learn by heart, learn to one's cos t, a man of learning 
(隱n兪的)

換~兪的 反響 learning (of dancing , of language , how to cook , how to drive , etc. ) 
learning (fast, slow) 

그러나 모든 소리는 그 지체만으로는 [1쉰示性이 있을 뿐， 일정한 의미를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文)派이나 낱말의 의미가 소리를 뒷받침하지 않는 한 聯想이냐 感

應的 가치가 발효될 수 없다는 것은 다음 예에서도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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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murmuring of innumerable bees (벨소리의 음성 상정 이 될 수 있음) 

b. the murdering of innumerable bees 

〈풍의 노래 〉에서 보이 는 등가음의 규칙 적 반복은 語行의 흡 ffð數와.5:.. 관렌펀 다. 전체 τ1.으 

로 파도의 융동을 닮아 왼-만한 규칙적 반꼭을 보이나 특히 각 聯의 마지 믹 2行은 핍節의 

때行하j 구조플 다음과 갇이 4 ， 4 ， 5調로 이룬다 : 

I . 종일을 감감하는/될씌 어 려 . 

ll. 저 리럴리 저 리 넬리/달아나버 려 . 

Jl!. 눈 c)로만 만 피-돌/어 루만진다. 

N. 푸픈새로 피닥석 려/날아 오른다. 
V. 이룡지는 맞깔뜰에/흔 ù] 공는다. 

VI. 푸른새쿄 날고지고/기다각 산다. 

리듬과 의미의 관계는 모호하고 다양하냐 긴밀한 관계가 있음은 분명하니， 리 듬은 람의 

背景을 이 루는 정신적 동착， 푼위 기 ， 검-정을- 포착하게 한다. 모든 경험은 主顆的이나 그 갱 

혐의 慧妹論的 性格을 지 각헐 수 있는 것 이 펀律이 며 그 효괴는 詩마다 다 달리 니 타난다 

고 하겠다. 흡律은 텍스프 전체와 관련 이 있으므로 Dijk은 이 를 텍스트 qualifier라 는 深따 

的 뱀주로 디루어 음운 구조 뿐 아니라 의미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히고 텍스트 

類型에 따라 환의 命題유도에 대한 텍스트의 制約으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다(J 972 : 221) . 

3 .2. 텍 스트의 콤짧的 記述

텍스트의 륨짧 構造플 논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로든지 徵字를 소리로 옮겨야 할 펼 

요가 있으니， 소리의 규칙성， 파行的 효과를 찾이내고 궁극적으로 詩의 統合性 을- 발견하기 

위해서다. 

詩의 흡聲‘的 記述은 비록 그 소리가 주요한 文體的 흑은 深層的 기 능을 갖지 옷하는 텍 

스트에 있어서도 印象主義를 피하고 올바른 해석을 위해 긴요하다. 우리가 詩에서 경험하 

는 것은 詩기- 강조하는 感興으로서 이 는 흡節， 語쫓， 흡律， 彈勞 등과 관련히여 등가의 자 

리에서 맺어 지는 소리의 기능에서 비롯된다. 이 를 포칙 하기 쉬운 벙법은 바로 객관적인 쇼 

리의 記述이며 ， 특히 우리 말괴 같이 :룹題變異가 심히 일어나는 언어에 있어서는 각 詩行의 

흡戰的 記述이 불가결하다. 

詩는 한 개별 언어기- 지니는 소리의 和즙的 가치 를 될수록 총동원해 쓰여 지 며 이 때 언어 
는 思考의 道具일뿐 아니라 소리의 機關이 되어 交響을 이룬다. 이에 대한 우리의 주관척 

경험을 객관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보편적 수단이 필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詩에 담긴 모든 음운 패턴을 발견한다는 것이 모든 詩行의 審美性을 다 언급한 것이 되 
지는 옷한다. 다만 숨어 있는 음익성을 무의식적 이건 유의식적이건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4. 文學 統購짧 

T{立單位를 선택해서 보다 꽉잡한 上位單位로 配列하는 것이 언어 행 위라면 詩는 언어학 

적 단위의 선텍과 배 열에 있어 自然言語와 다른 非文法性， 反復性， 重義性의 특질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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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린다. 어 휘 • 구문의 반복뿐 아니 라 時制， 각 形態素의 반복과 율격 구조， 수사법 의 適脫

現象， Á稱 및 視點의 變異와 交又도 다양하며 重義性은 어휘 • 통사 • 의미충에서 찾아 지 

는데 이 는 어 떤 實초E의 文學的 表現인 模寫層 (mimesis) 과 그러 한 표현 이 가져 오는 궁극적 

형식 /의미의 統合體인 深意層 (signifìcance)을 이루는 (Riffaterre 1978) 여러 겸 의 진솔이 하 

나의 통합된 텍스트로 짜여지기 때문이며 拉行構文을 비 릇한 문학적 변형규칙들이 深意

(signifìcance) 의 場인 텍스트에서 각 記號의 搬大 (expansion) 및 變換 (conversion) 作用4에 

활용되기 때문이다. 

Riffaterre에 의 하면 深意層의 意味單位는 텍 스트 자체 이 며 模寫層의 意、味單位는 l次言語

的 어휘， 어 귀， 문장들인데 이들의 복잡한 非文法的， 重義的 배 열이야말로 文學性의 현주 

소이고 그러한 重義性， 非文法性이 하나하나 처리되고 극복됨으로써 서서히 하나의 풍함된 

深意가 열려간다는 것이다0978: 6) . 

4.1. 文學的 變形規則

模寫層의 통사적 비문법성은 文學的 變jf~規則으로 규명될 수 있다. 詩Áoj 非文法性을 

강행할 때는 詩의 핵심적 의미와 관련해서 각별한 구질이 있어야 하므로 이들의 규명은 詩

의 發見的 解讀에서 필수적일 것이다. 

換置， 則除， 행加， 代置變形등의 활용과 拉行構文을 위 한 어 휘 • 구문의 띠起作用 첼 

性을 위한 限定詞의 기능， 代名詞化， 動詞의 時制， 寂法， 相， 態의 分布， 文章副詞， 連結
詞， 前置詞의 활용 등이 다 거론될 수 있다. 

a. 語順의 뒤바렘 인 換置雙形은 우리말에서 별로 비 문법성을 발휘하지 뭇하는데， 그것 

은 英語와 달려 語JI圓의 機能이 文法的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 <바다를 연모하 
는 냐머지/눈을 감고 마음 속에/바다를 그려보라/가만히 앉아서 때 를 앓고-) (오상순 : 

放浪의 노래) 

b. 文學的 뼈j除 變形은 同一性 조건하에 있는 名詞句， 動詞句의 생 략， 不定動作主의 생 략， 

主語생 략 : 의 도적 重義性을 위 한 빼除， 또한 技巧的 剛除變形등이 있다. 詩에 서 득히 主語

는 主題와 文服에서 쉽 게 되찾을 수 있무므로 表現의 압축을 위해 생 략된다 : (C바다야 나를) 

띨어 올려라 (7) ， 하늘(빚)이 와 스미면 (25) ， (바다가) 손 흔들어 손 흔들어 (1 3) , ( 나는) 하 

늘 먹고 햇 볕 먹고 (41)， 물이기 (때문에 )(14) ， 먼 (훗날) 그 언제 (42) > (박두진 : 돌의 노래 ) 

英詩에서 특히 助動詞， 限定詞， 接總詞의 삭제가 빈번한데 다음 詩行에 있어 주어와 관 

사의 삭제는 詩的 自我의 亡命生活에서 오는 상실감과 조각난 삶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한 

비 문법 성 이 다 (Leech 1969: 46) : 

There head falls forward , fatigued at eveníng, / And dreams of home, / Waving from 

window, spread of welcome,/ Kissing of wife under single sheet ;/ But waking sees/Bird-

‘ Riffaterre, M. (1978) Se7lliotics 0/ Poety , Bloomington , Inùiana Univ. Press, p. 47. 
Expansion: 하냐의 記號를 여 러 記號로 진 환하여 이 루는 측훈 írll生 matrix sentence의 취@成Jt낀힘들을 

더 욱 복잡화하거나 반복한다 . 해]~的 記號가 文彩的 記號로 즉 썼l兪로 전개되는 多핏的 陳述이다. 
Conversion: 여 러 記l]I)~를 하나의 4용約的 記號로 바꾸어 성 럽 시 키 는 等價性 ; matríx sentence의 m成

맺素를 동일한 맺因으로 수식함으로씨 변환시컴 이 상 두 과정은 한 어 휘와 여러 어 휘의 連짧體간의 等

價性을 성 렴시 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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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s nameless to him , through doorway voices/ Of new men making another love. 

(Auden: The W anderer) 

C. 빼除의 빈대현상으르 텍스트의 剩餘性을 더 해주는 흙加變形은 대명사 대신 번번히 

명사가 등장하거나 당연한 삭제 또는 대 치 변형이 도리어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파 
行構文을 목적S로 할 때가 많다 : (나의 입은 自信이 없고/나희 입은 노래 를 모른다. /나의 
언어는 告白을 모르고/나의 언어는 祝願을 모른다. ) C朴載뽑 : 메마른 言語) (나의 9iIJ識。1

毒한 懷疑를 救하지 옷히 고/내 또한 삶의 愛增을 다 짐 지 지 못하여 病든 나무처 럼 生命이 

부대 낄 때 /저 머 나먼 亞刺比亞의 沙、漢으로 나는 가자. ) C柳致環 : 生命의 書)

d. 代뚫蠻形은 隱n값作用을 일￡키는 메카니즘으로서 어휘의 대치 작용은 文法的인 機能

變짧이 개업 된다 : 

動詞化 : 종일을 잠장하는 C<잠잠하다) , 혼이 곱는다C<곱디 ) , 귀중겨 C<중긋) 

(朴斗鎭:돌의 노래) 

名詞化 : He danced his did. C <조동사) 
T位範時資質의 代置(具象化) : 첫 키쓰의 추억은 ...... 뒷걸음처서 사라졌읍니다C<抽象名 

詞) (韓龍雲 : 념의 沈默)

e. 詩에 서 즉 mimesis團에 서 代名등리fl::된 나/너 는 실재 의 인 간인 詩A이 나 독자가 아니 라 

특이힌 경혐의 中心化나， 搬大를 목적A로 경험적 환상을 마련하는 主體로 등장하는 수가 

많다. 또한 先行詞 없이 사용된 대명사는 Yeats의 ( Leda and the Swan)에서처렴 詩題나 

文服에서 名詞블 되찾아야 한다. 

4.2. 拉行構文

非文法性이 전혀 없이 텍스트의 규칙성을 더하거나 부각시키는 통사충 파行性은 어휘의 

반복이기 보다는 同一構文의 반복이다. 이는 표현의 두 방향에서의 부각작용， 즉 선택범위 

의 〈초월〉과 〈좁힘〉 가운데 후자에 속하며， 어휘 • 문볍 기타 여러 충에서의 선택이 l잉행적 

관련을 가질때 가장 강력하다 YSL行橫-文과 기계적 반복의 차이는 전자가 반드시 變異뚫와 

直素를 지닌다는 점 이며 완전한 동일형태는 파行構文이 될 수 없다. 

When w‘ ealth accumulates and men decay . .. 
主 動 主 動

Kiparsky는 下位層 構成몇素의 同-性 여 부를 기 준A로 嚴格性 및 뼈繼性 拉行構文을 구 

별했는데， 전자는 隱n兪的 성격을 지니는데 비해 후자는 換n兪的 성격을 가지며 특히 엄 격성 

병행구문에 있어 換置變形이 크게 허용될 수 있다고 밝힌다 (1973 : 237). 

The force that through the green fuse drives the flower / Drives my green age/ . .. 
a b 

The force that drives water through the rock / Drives my red blood. / ... 
b a 

(D. Tbomas: The Force that Drives through the Green Fuse Drives) 

가령 具常의 〈뚫따〉는 첫 聯과 마지 막 聯이 , 그리 고 중간의 2-3聯이 聯間의 뼈援性 拉行構
造를 보이는 한펀， 2-3聯內에서는 또한行間의 嚴格性拉行構文을 이룹부로써 긴장감을 자아 

낸다. 1-4聯이 詩A의 독벡이라면 2-3聯은 園丁에 대한 換問형식으로 話法이 구분되며 二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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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 拉行構造로 짜여 코드의 轉換이 두드러진다 : (拉行性을 위해 聯의 배 열 이 도치되었음) 

l 昌 慶 園

鐵째과 鐵網속을 기웃거리며 

부끄러움을 아는 

동물을 찾고있다. 

2 여보， 園丁!

행여나 원숭이의 

그 빨간 영덩짝에 

무슨 조짐이라도 없소 ? 

•• 

•• 

4 이 都械시 민에게선 

이마 퇴화된 

부끄러움을 

동물원에서 찾고있다. 

3 혹시는 콤의 연신 활는 발바닥에 나 

물개의 수염에나 

아니연 잉꼬암놈 부리 에 나 

무슨 증후는 없소? 

또한 韓龍雲의 〈념의 沈默〉에서 보이는 文法的 퍼[行性은 다양하다 : 

(N1의 N 2) : 넘의 沈默(詩題) , 黃金의 꽃， 한숨의 微風 (3) ， 첫 키쓰의 추억， 運命의 

指針 (4) ， 넘 의 말소리， 넘의 얼굴 (5) ， 시람의 일 ， 뭇밖의 일 (6) ， 눈물의 

源果， 슬픔의 힘 ， 생희망의 정수박이 (7) , 사랑의 노래， 닝의 沈默(10)

〈…에…읍니다. ) : 미풍에 날아갔읍니다 (3) ， 말소리에 귀먹고/얼굴에 눈멀었읍니다 (5) ， 

슬픔에 터접니다 (6) 

( ... 로운 N1의 N2) : 날카로운 첫 키쓰의 추억 (4) , 

념의 얼굴(5) 

향기로운 념의 말소리 (5) ， 꽃다운 

(Adj +N을+V) :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숲을 행:하여 난적은 길을 걸어서 (2) 

( V1C 때에 V 2 C 것을+V3) :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6) ， 만날 때에 떼날 

것을 염려하는 (8) ， 떼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8) 

拉行構文은 〈넘 의 沈默〉에서처럼 l況文的 성격을 불러 일￡키거나 다음과 같이 

몰고 온다: 

및찢i윌感을 

If you prick us , do we not bleed? / If you tickle us , do we not laugh? / If you poisn us, 

do we not die? / And if you wrong us, shall we not revenge? 

(Shakespeare: The Merchant of Venice III , i) 

병행구조는 그 음악성， 수사학적 

된 두 표현의 유사성괴 대조성을 

강조성， 기억을 돕는 접등에 

강상케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4.3. 語뚫의 統解化와 換!兪的 方法

더히여 

보수 

등가의 원리쿄 ~lf;:圖

있다. 

언어 예 솔에서는 특히 表現의 隱If웹的 方法과 換n兪的 方法이 活用되는 바， I戀 l澈는 類似性

에 근거 를 두는 意味센:界의 문제 이 나 換n兪는 憐接性과 文孤의 문제 로서 통사 뱀 주적 (Syn

categoramatic) 특질을 지 니 며 (Bloomfìeld 1967) , 주로 文法世界와 관련된다. 환유는 문장이 

나 命題의 구조 문제 로서 은유와는 달리 予期性이 작용하는 文M的 기 능을 발휘 한다. 은유가 

문장 밖의 흉、味tJt界에 속하는 것과는 대조적 A로 환유는 문장 안에서 文法的 負擔을 지넙A 

로써 통사화된다. 이는- Riffterre가 말하는 텍스트 生成의 搬大作用 (expansion) 에 속하며 하 

나의 抽象的 記號를 여 러 文彩的 記號로 전환해 나가는 방법 이 다. 즉 mimesis충에 서 記號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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等價的， 反復的 복잡화를 꾀 하는 방법이다. 具常은 〈꿇마다〉의 2.3聯에서 일련의 動物f生 換n兪

플 유도， 否定疑問文化함으로씨 수치감이 도성 시민에게서 〈완전히〉 退化했음을 밝힌다. 

또한 모든 어휘는 詩 텍스트에서 두 가지 方向， 즉 擺念의 세계와 表現의 세계로 작용하는 

데 詩的 技法이 란 어휘의 의미적 요소를 될수록 줄이고 통사 뱀주적 요소를 늘리는 일， 즉 

낱말의 통사 기능을 고탑화 내지 再構文化함으로써 어휘가 개념으로 빠지는 율을 감소시키 

고 非轉移性(intransivity) 의 증대를 꾀한다 그러한 노력은 어휘의 개념이 아닌 〈어휘성〉을 

더 의식케 함으로써 내용의 전달과 아울러 표현 자체의 전달도 기하고자 한다. 즉 詩A의 

임무는 개념으로 빡지려는 어휘를 통사회-해서 그 통사적 긴장을 더하게 하고 社會 • 文化

的 메시지보다는 言語的 메시지를 더 부각시키는 데 있다 (예. 종일을 장참하는 ; 혼이 꼽 
는다(돌의 노래 )) 

5. 文學意妹論

언어는 투명하고 中性的 媒材가 아니라 그 자체 記標로 활동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생성시 

킬 수 있는 기능이 있다. 詩에서 특히 媒材 자체가 의미를 창조하고 결정하는 기능이 발휘 

되며 복합적 성격을 띄어 한 마다， 한 음철이 저마다 의미를 행사하고 변환하고 갱신한다. 

언어 기호는 종래 생각되어온 바보다 훨씬 더 다양한 국연과 기능을 가졌음이 記號學에 

서 밝혀지고 있으며 記號가 지니는 개인 경험의 축적， 륨樂性， 意味의 重훨짧現象 (Coward & 
Ellis 1977: 6) 퉁이 이 를 뒷받침한다. 意味는 記標와 記意의 g진意的， 固定的 관계가 아니라 

記標 자체가 어떻게 연속， 배합되고 고정되느냐하는 言語使用의 문제다. 

5.1. 文學言語와 텍스트 

작품은 말이 아니라 文字로 쓰여진 〈글〉이며 끌은 두 系列의 記號가 결합된 득이한 구조 

적 성격을 지닌다. 즉 聽覺的 言語가視覺的으로 쓰여진 것으로 청각적 기호는 時間性안에 

構造化되는 반면 시각적 기호는 空間에 개입된다 (Hawkes 1977:136). 文學語인 글은 線型

性과 )1댐次性을 언어에 부과하고 또한 空間 속에 물리적으로 존재할 것을 강요한다. 청각적 

-시간적 기호는 상징성을， 그리고 시각적-공간적 기호는 形象的 성격을 띄는데 글에서는 

이 두가지 記號性이 항상 같이 존재하고 의미 작용에 참여하게 된다. 

〈글〉의 記號體系는 기존하는 어떤 現實을 내다 보기 위한 투명한 憲도 아니요， 그 넘어 

존재하는 現實의 代用品도 아니니， 그 자체가 독자적 영역을 갖는 독럽된 체계다. 現實의 

再生이 아닌， 그 자체가 새로운 現寶을 생성하는 〈글〉은 언어에 대한 모렐이며 現實과는 별 

개인 記號， 즉 그 자체 하나의 독립적 존재라는 觀點을 낳는다. 그리하여 글은 하나의 텍 

스트와 그 意味 사이에 영원한 간격을 마련하고， 한 텍스트에 관해 하나의 최종적 궁극적 

意妹를 포착하기 어 렵 게 한다. 

글로 쓰인 텍스트는 의미의 선택 행위인 동시에 하나의 意味單位리는 두 測面을 갖는다 

(Halliday 1975: 123). 텍스트는 連合的 (paradigmatic) 의미환경 에서 의미를 선택하는 언어 

행 위 이 며 , 深意、層 (significance) 에 서 는 하나의 意、味單位를 이 룬다. 그러 므로 하나의 텍 스트 

는 a) 여 러 가능한 意味內容의 背景을 前提로 하는， 그러 나 아직 言語化되 지 않은 여 러 텍 

스트 가운데서 선택되어 言語化된 것이며 b) 상호 관련된 무수한 意味選擇 가운데서 계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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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選擇行寫로 이 루어 진 意味構造이 니 , 가능한 여 러 意味의 한 寶現일 뿐이 다. 

따라서 하나의 작품이 란 이 에 대 한 모든 批評의 集合이 라고 말할 수 있으며 (Hawkes 1977: 

157) , 다양한 여러 의미를 제시하는 영원성을 향한 意味體系로서， 결코 미리 마련된 내용 

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긍만은 아니다. 작품은 다만 독자에게 解調을 〈요청〉할 띠-름이며 독 

자는 지-기 배경을 가지고 이를 〈처리) (해독)하는 것이다. 

詩學의 관심은 〈글〉에 대한 탐색이요， 작품내용이 構榮되어간 그 과정에 있으며， 텍스트 
의 의미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어떤 形成條件과 過程을 거쳐 어떻게 의미를 갖게 되느냐가 

詩學에서 문제된다. 예슐적 률理는 學術의 경우와 달리 유일한 意味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意味場에서， 그들의 상호 관련성 속에서 찾아지는 것이다. 詩는 여러 목소리를 그 안 

에 지니는 의미구조이며 예솔성은 그토록 相異한 의미구조의 뾰立， 對立의 관계애서 성럽 

되고 예 숭적 논쟁은 바로 이들의 갈등， 대럽의 視默애서 비롯된다 (c. f . Lotman 1978:268). 

5.2. 텍스트의 意味와 文化體系、

意味는 환경의 塵物로서 텍스트의 의미는 두가지 환경에서 생성되니， 하나는 텍스트가 

직접 처해있는 상황이며 또하나는 社會 · 文化的 구조라는 體系的 환경이다. 후자는 하나의 

記號體系이며 전자인 상황은 그러한 記號 體系에서 유도된 하나의 記號構造이다(Halliday 

1965:75). 言語란 社會文化的 體系를 記號化한 것이며， 하나의 텍스트는 이 러한 두 환경 속 

에서 살이-서 숨쉬며 의미를 발하는 것이다. 

푸르른 喪列， 아득한 過去와/아슬한 未來가/실 리 어 간다./ 

저승걸 보다도 멀고 갚어서/嗚뼈도 바래진 하늘./ 

白布에 시-연도 안쓰인/水深의 勳章 (具常 : 江 26) 

위 詩에서 〈白布〉의 의미는， 自然의 없景을 輪뺑의 과정으로 形象化한 主題와， 텍스트 전 

체에서， 그리고 한국 文化的 맥락에서 추출되어야 비 로소 하늘의 흰 구름들이 水深에 tll 
치어 떠내려 가는 모습이 마치 姓名도 사연도 쓰이지 않은 장례의 廳章들과 같음을 알 수 

있다. 

그러묘로 a) 텍스트 下位層의 非텍스트的 메시지， b) 텍스트的 메시지， 그리고 c) 한 文

化體系안에서의 텍스트의 기능 동 3 단계로 구별해 생각할 수 있고， 非텍스트的 배경을 이 

루는 1次的 메시지을 바탕으로 텍스트的 의미가 浮刻되고 한 文化體系 안에서 종합척으로 

그 의미가 결정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한 작품의 指示對象은 궁극적A로 文化的 팽素들이다. 작품속 낱말들의 의미는 

각기 文化的 훨素로서의 단위로 보아야 하고， 이들은 個別文化 자체에 의해서 감각적， 경 

험적 내용이 주어진다. 한個別文化는 항상 같은 經險內容을 가지는 몇 개의 경쟁척 形態의 

組織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경험 내용 자체는 하나의 連總體이나 相異한 形態의 體系로 분 

할할 수 있는 내용물로서 ， 여러가지 配合으로 다른 기능을 발휘하는 서로 모순된 요소들 

을 내포하고 있다. 意味世界라는 개념은 T. Lewis에 의하면 한 文化關 안에서 a) 서로 대 
럼되는 의미만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b) 같은 文化的 요소가 相補的 의미밭의 구성 

성분이 될 수 있ξ며， c) 하나의 의비밭은 지극히 신속한 속도로 分解되어 또 하나의 새 

로운 의의미밭으로 재구성 될 수 있다고 한다(1979 : 46 1) . 意味化란 텍스트를 생성하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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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는 文化의 존재와 기능을 前提로 하기 때문에 텍스트의 진정한 의미는 그 안에 적절히 

受容될 수 없었던 여러 文化的 單位와의 관련성 속에서만 바로소 가능하다. 

그러므로 하나의 텍스트는 수많은 부분 내용의 體系的 연속이며 텍스트의 信號體系는 복 

잡한 T位體系의 연결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 어느 특정한 코드가 좀 더 ~配的이고 

持續性을 지닐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텍스트의 해석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한 文化的 意

味世界에 이를 授入시킴으로써만 정확성을 띄게 된다. 

“文學作品의 指示對象은 文化的훨素”라는 개 념 이 이 로써 성 립 되 며 텍 스트는 文化의 복합 

적 이 며 상호 모순되 는 部分內容體의 존재 와 相通하는 여 러 複合的 指示對象을 갖게 되 니 텍 

스트 자체에 국한된 해석만으로는 불충분함이 자명하다. 요컨데 텍스트는 텍스트外的 構造

안에 박혀있고 그 外的 構造를 이루는 추상적인 여러 유형의 世界觀， 文化的 모댈， 여러 

視點의 同時的 可能性때문에， 그 자체가 의미하는 것 이상의 것을 의미하게 되고， 이 새로 

운 의미는 本來의 의미와 다시 상관 관계플 가집으로써 예술 모델에 있어 任意의 有限的

해석은 禁物임을 보여준다. 

文化的 現實에 대한 언급은， 작품과 작품外에 존재하는 여러 文化的 훨素간의 관계를 이 

루는데 반 칸(공백)이 많이 개재하는 話法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때 문학 텍스트는 思想의 

表出보다는 思想을 創造하는 기 능을 발휘 하게 됨 으로써 텍 스트의 材料와 텍 스트가 생 산해 

낸 것과는 동일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 즉 문학적 原料와 텍스트性에 의한 文學的 意

味化가 구별되어야 하고， 文學的 指示物이란 결국 原料로서의 文化思想的 요소와 텍스트에 

서 새로이 생성된 文化思想的 요소와의 관계에서 얻어진 辯證法的 構造찢인 것이다 (c.f. 

Lewis 1979:466). 

5.3. 隱쩨的 方法과 換P兪的 方法

意味의 展開는 Jakobson이 펴 낸 대 로 (1973) 두가지 意味論的 方法을 따르게 되 는데 , 意味

의 連合的 類似性에 의 한 隱n兪的 方法이 거 나， 統雖的 憐接性에 의 한 換R兪的 方法이 다. 이 
두가지 방법은 각각 隱쩨와 換P兪로서 가장 웅축된 형태를 이루며 어떤 언어행위에 있어서 

도 이 두 과정이 부단히 작동하나 文化의 유형， 착가의 個性， 文體등에 따라 그 중 한 방법 

이 더 지배적일 수가 있다. 

隱n兪의 輔 : (連合的 選擇， 聯想， 共時性， 類似性) , 

L→換n兪의 轉 : (統合的 配合， 通時性， 1憐接性) (c.f. Hawkes 1977: 78) 

詩에 있어 위 두 방법의 선택은 여러가지 동기에 의존하며， 浪漫主義， 象徵主義의 근저 

에 는 隱p兪過程이 우세 하게 작용하고 寫實主義는 換n兪的 방법 을 더 많이 활용한다고 

Jakobson은 지 적 한다. 寫實主義 작가는 l憐接의 관계 에 따략 줄거 리 에 서 분위 기 로 Á物에 

서 空間的 時間的 背景A로 提n兪的 具體性을 띄고 의미를 환유적으로 부각시킨다. 具常의 

散文詩 〈集土의 詩 2> (1 975:118) 는 매우 간단한 줄거리에서 분위기를 자아내며 검퉁아이와 

엄 마， 그리고 밤차의 同乘者인 〈나〉라는 인물에서 공간적， 시간적， 역사적 배경으로， 그리 
고 궁극적S로 A間的， Á類的 週命으로까지 그 틀이 확대 되어 나갈 수 있음을 본다. 

5 . 3 .1. 換p兪的方法

換p兪는 降f接을 통한 意味展開로서 指示話의 統解化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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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the people in the village rejoiced.-• The whole νillage rejoiced. 
A B 

The people in OUI' road are very friend ly.• Our road is very fri endly . 
A B 

I ’ve been reading the works of Dickeηs • I ’ve been reading Dickens. 
A B 

환유 B에다 몇마다의 말을 더 징어 넣음으로써 흰-유가 들어있는 文句 A플 해석할 수 있 

으니 아 方法은 일종의 빼除變形이라고 말할 수 있다. 詩의 간결성을 더하고 중첩되는 이 

마지의 緊追感， 대담한 통찰력 용을 제시한다. 

I짧n兪의 主成語와 客成語 (김태옥 1976 :224)는 의미론적으로 本來的 資質들의 관련 속에서 

선택되나 換l兪는 經餘的， 指示的 관계로 이어지 며， 표층에서 剛除된 경험적 지식은 일련의 

前提나 意味可能f直로서 텍 스트 속에 담겨 져 있어 야 한다. 즉 換n兪 B는 그 심 층구조 A에 

포함되어 있거나， A의 요소， 원 인， 결과 또는 그 법위 안에 있게 된다. 환유적 생략법은 결 

국 관례적인 것이거나 텍스트가 생략된 부분을 再構成할 수 있는 심층구조를 지녔을 때만 

성럽된다(Dijk 1972: 266) . 

어휘적 比n없 대신 어휘의 통사화를 꾀하는 뺑n兪的 구성은 형태적， 똥-사적 구조안에 숨겨 

진 詩的 資質이 활용되는 〈文法의 詩〉를 이 룬다. 얼핏 살펴 기 에 어휘적 비유가 전혀 없고 

拉行構造도 명백히 드러나있지 않으며 ， 륨聲的 文彩도 보이지 않는 소위 無題文的 散文體詩

가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具常의 〈魚土의 詩 2> (1 975 :118)는 15聯A로 이어진 散

文詩로서 어휘총의 隱n없가 배제되고 륨聲的， 文法的 拉行構造를 찾아볼 수 없는 無g율 構

文 o 로서 거의 〈투명한 옷〉으로서의 言語이 냐 의미의 전개는 통사화된 語句에서 憐接性을 

바탕A로 줄거리에서 분위키로， 人物에서 空間的， f함間的， 廳史的， 背景으로 이어진다. 

6.25동란의 민족적 상흔￡로 이 땅에 태어난 검풍아이의 〈母子 像〉을 밤열차에 질려가는 

〈손들〉을 배경으로 부각시키고， 詩Å <나〉의 깨어 있는 의식 속에서 변모해 가는 이 죄없 

는 어린 생명의 처지가 사실적 묘사를 봉해 그 의미를 전개해 나간다. 詩 전체가 하나의 

擬大隱n兪 (extended metaphor) (Leech 1 969: 159) 를 이 루되， 한국의 6.25동란이라는 커다란 

역사적 맥락 속에 담겨진 이 텍스트에서 意味를 깊어 올릴 두레박은 은유도 아니요， 흡聲象 

徵이 냐 類륨法은 더 욱 아닌 〈文法의 詩〉의 자질들이 다 : (本文 생 략) 

2聯의 〈그러나〉는 l聯의 비유와 대조되는 詩的 짧實을 도입한다. <웃음보플 터 칠〉 

일이 오히 려 〈표정이 굳어 〉지는 심각한 짧행:感을 안겨 주는 〈풍경 〉은 원래 민족적 悲劇으로 

서， Å類의 週命으로서의 풍경이다. <정식이 라고 이 름붙은〉 이→이러니 칼한 경멸적 처지의 

검둥아이 는 그 흔한 한국적 이 릅 해 문에 더욱 낯설고， 밤치- 속의 아낙네인 엄마의 모습도 

그와는 어울리지 않는 현실일 뿐이다. <휘미한 퉁불아래 피곤한 시선〉이 매우 불유쾌한 상 

황에서 그러한 運命의 아이러니는 더욱 짜증스러운데 〈청 얼대 는〉 검둥애， 그의 빛 나는 〈대 

구리 〉와 윷상이 된 엄 마의 흰 이마， 그 위에 빛을 발하는 땀방윷이， 역경을 헤에는 祖國의 

모습을 하나의 풍경으로 그려내고 그러한 풍경은 車內의 용직이는 뺏像으로서 詩的 분위기 

를 자아낸 다. 달리는 列車 안 좁은 의자 위에서 〈둬틀어 대는> <黑白의 母子 像〉은 6.25의 

결과요 그 斷面이며 이는 詩A에게 어 떤 행 위 를 강요한다. <안논다는 재주 없어 〉 필연적 인 

상황에서 〈녀석 〉을 아주 받아 안게 된 〈어처 구니 없는 풍경 〉은 당사자의 意思와 관계 없 

이 빚어진 동란의 결과로， <꽁짝없이 검퉁이 애비팔이 되어 〉 일 시 갈등이 사라진 안온과 

평화， 화해와 휴식을 얻는다. 그러나 〈헤아힐 수 없는 심정 〉으로 주어진 상황의 원인과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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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머리 속에서 다시 떼올린다. <이녀석의 출생의 비 밀이 되었을 지폐 몇장〉은 또 하나 

의 굴욕적， 심충적 현실의 환유다. 아낙네의 〈지져 내던져진 얼굴〉에서 뚫土化된 조국의 

〈오늘의 우리〉 현실을 감득케 한다. <밥〉의 시 간 속을 〈쏟살같이 뚫어 달리고〉 있는 ‘時間

의 汽車 속， 모든 〈손들〉의 의식이 混迷한 이때 검둥이와 나와 A類가 〈덧 없는 운영〉을 산 

다는 자각으로 홀로 깨어 진저리치며 그 긴박한 상황에서 〈그만 黑白의 父子 像이 되어 이 

마에 땀방울을 지￡며 〉 조국의 運命의 同參者가 된다. 

이 散文詩는 그 상황의 선택에서 이미 독특한 2次 묘렐 형성체계를 이루며 指示語의 換

~兪的 統解化를 꾀하는 가운데 아무러한 장식성도 없는 文法의 詩를 이룬다. 작가의 A道主

義 (5) ， 그의 佛觀이 아닌 現實參與精神 (8) ， <있는 재주를 다 피우는〉 사랑의 적극적 寶錢

(9) , 상황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분석적， 논리적 追求， 전체에 깔린 경멸적 톤과(12) ， 고 

뇌에 찬 비극적 實存意講(13 ， 14) , 그리고 언제나 흘로 깨어 있는 詩A의 운영이 압축되어 

제시된 작품이며 따接의 組織이 〈나)， 祖國，Å.類의 運命A로 階層的 構造를 이루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5.4. 隱n兪的 方法

多角的인 面에서 사물의 동시적 개념을 포착하고， 사물이 지니는 다양한 유대관계의 기 

능을 포착， 기솔하는데 있어 하나의 行穩로써 이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이 隱輸作用이다. 文

法 構造를 통해서 직접 나타나지 않는 言語學的 가능성이 詩에서 提示된다는 사실이 곧 

은유의 언어학적 고찰을 펼요로 하게 한다. 

은유란 한 가지 경험을 다른 또 하나의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는 方法이며 우리의 일상어는 

體系的인 은유개념 o 로 형성되어 있다. Lakoff & Johnson에 의하면(1979) 우리 언어 생활 

은 일반 은유(literal metaphor)와 導管은유 (conduit metaphor) 의 두 종류를 활용하니 전자 

는 <to use (spend , waste, cost , lost, invest, put aside) tinie)과 같은 일 반적 인 것 이 며 후 

자는 <to get the idea across; to give you the idea)와 같이 여 러 표현의 내용을 실어 나르 

는 훨管的 기능을 담당한다. 이들은 체계적으로 일상어 속에서 활용될 뿐 아니라 물론 詩

的 文彩的 표현으로 확대된다. 

意味란 낱말과 現寶의 連結이 아니고， 物l理的， 文化的， 知的 환경에서 인간 경험을 意味化

한 것이며 은유적 개념 구조는 바로 이들 物理的， 文化的，9iD的 3단계에서 상호 작용하니 가령 

空間擺念인 아래/위， 안/밖， 앞/뒤는 文化的， 9ï口的경험을 강조하고， 表現하고 그 연관 관계 

를 나타내기 위해 〈뒤떨어지다(後進的) , 앞서가다(先進的))와 같이 은유적3로 사용된다. 

어떤한現寶을규명할 수 있는 하나의 절대적 방법 이 란 있을 수 없고 現寶에 대한 언급은 

필연적￡로 은유적 개념을 내포힌다. 어느 한 개념ξ로써는 우리의 경험을 완벽히 언급할 

수 없으니 現實의 다양한 국띤을 코드化하는데 는 참￡로 무한히 많은 방법 이 필요하고 그 

것은 우리의 개념 구조륜 동해서 가능한데， 개념 구조란 우리 자신의 환경에 대한 지속적 

介入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개인의 內的 知쩔組織， 認知組織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현 

실에 대한 언급은 客顆的， 主親的， 또는 經驗的， 理性的 접근 중 어느 한 가지 만으로는 

불충분한 것이다. 이로서 은유의 원리가 체계적으로 우리 언어 초직에 작용하게 마련이다. 

또한 인간은 이미 서로 알고 있는 개념을 활용해서 새롭고 불확실한 개념의 어떤 국면을 

은유적으록 체계화한다. 그렇게 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기 좀 더 확충되며 새로운 은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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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새로운 現實眼을 가지게 되는 것이 다. 

은유의 言語學的 매카니즘은 Dijk의 深層的 접근방법 (1972) 으로 규명함이 타당하다고 생 

각된다. 非文法的 文章(半文章)이 어떤 조건하에 適正한 深層的 意味解釋을 받을 수 있 

는 경우 이는 곧 은유 작용이 개업됨을 시사한다. 은유는 語꿇의 문제가 아니라 意味表示

(semantie representation) 의 문제로서， 의미 자질의 轉換性에 근거를 두는 언어 작용이 니 

語삶前 짧造(pre-lexical struCture) 에서 類似性을 근거로， 한 어휘를 다른 어휘 대신으로 선 

택하여 a ) (선택제약 조건〉의 뼈緣 또는 擬大， b) 情報의 증대， 그리고 c) 새로운 선택제 

약 조건과 새로운 本來的 意味資質의 響入이 이루어지는 창조적 언어 작용이다. 텍스트는 

이들 모두를 의미적 -實性으로 통합시키며 이때 새로운 어휘의 선택 이 국부적으로， 그리 

고 텍스트 전체에서 타당해진다. 

은유 현 상은 이 와 같이 언 어 사용자의 意味資質 活用能力 (feature abstracting ability) 에 

의존한다. 어휘간의 (또는 現寶 간의) 기본적인 유사성을 감지하는 능력과 이들로부터 적 

절한 意味表示를 推定해내는 능력이다. 이는 表層的 현상만이 아니라 텍스트 착성 과정에 

서 각별한 意味表示를 만들어내기 위한 技法으로， 現1ll:을 언급함에 있어 적절한 표현이 

찾아지지 않을 때 새로운 은유로써 이 를 定義한다. 이때 텍스트 構造와 또 하나의 새로운 

관계가 맺어짐으로써 j}i置된 표현칸에 새로운 의미의 ;1m味 현상이 파급된다. 

텍스트의 意味表示 전체가 하나의 은유로 간주될 수 있￡니 가령 F . Thompson의 (The 

Hound of Heaven)은 정신적 內面生活의 空間化를 꾀한 것이며 具常의 〈魚土의 詩 2)는 

6.25 동란의 傷浪을 비유한 것이니 이들은 소위 擬大隱11兪 (extended metaphor) 의 예들이다. 

은유의 의미는 心象이다. 새로운 은유는 구체적A로 視覺的 의미를 담을 수 있는데， 아 

직 코드化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나 새롭고 익숙치 않은 언급 행위의 결과로 일정한 내용 

을 담은(言表가 아닌) 表흉이 자연적￡로 머리에 떠오른다 (Lewis 1979: 463) . 새로운 현실 

을 담기 위해 새로운 은유가 필요한 것은 그 때 운이며， 이렇게 생성된 은유는 그 나름대로 

보전과 소멸의 과정을 거치고， 많은 경우 一며的 사용에 그치기도 한다. 

6. 分析의 實際

작품은 하나의 意味이기보다 그 意味를 생산하는 構造다. 작품은 경험의 有機體로서 제 

나름대로의 독특한 구조를 지니니 이러한 獨自性을 인청한다면 모든 텍스트적 벙-법은 일제 

규정펀 것이 아니라 각기 자체의 法則을 지니는 구조라 하겠다. 작품 내용은 작품의 모델 

형성 체계 전체에 의해서 전달되으로 저마다 〈하나의 새로운 記號〉이며 그러한 記號 창조 

및 수용은 인간행위의 핵심적 면모에 속한다. 

텍스트의 해독은 텍스트에 內在하는 여러 信號體系를 분해해서 텍스트에서 발휘되는 에 

너지， 모든 문장의 드라마를 포착하는 일이다. 텍스트 內的 意妹分析을 위한 Lotman .으! 절 

차를 따르면 모든 레벨에서 다음과 같이 분할해 검토한다(1978: 191) : 

a) 統合論的 分땀의 여 러 階層에 따라 音素， 形態素， 語흉， 詩行， 聯， 章으로 나눈다. 

b) 텍스트를 意味論的 러l 벨에서 여러 分節 그룹으로 분할함(散文의 경우 특히 중요하 

다). c) 反復의 組織(等價性)을 모두 抽出한다. d) 憐接의 組織을 모두 抽出한다. e) 

가장 강력한 等價性을 가진 反復패턴을 抽出한다. f) 텍스트 내부에서 작용하는 示差的

찍. (pair)을 상과 주요한 意味論的 對立을 주요 階}혐별로 추출하기 위 해 等價的 意味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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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 흉、味論的 특정호 중복시킨다. 이는 文法構造의 意味化를 검토하기 위해서다. g) 統

合組織에 과해 진 構造의 評價와 [짧接組織에 서 유도되 는 意味의 評價(統解論的 構成의 

意味化의 검토). 

이 러한 분석은 완벽성을 기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 아니 라 텍스트 外的 관계 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이 요청된다. 더욱 어떤 支配的 요소가 의식적￡로 선택되었는가， 어떤 선댁 

이 直觀에 의한 것인가 등이 검토되어야 하며， 텍스트의 모든 요소들을 이마지의 춧점으로 

다룰 수 있다. 요컨데 한 문장의 언어적 형태를 한 작품의 構造的 形態로 확대 시켜서 고 

찰해야 하며 全體的 機能￡로서의 部分的 要素라는 顆點을 유지해야 한다. 

분석의 대상으로 具常의 〈훌페〉와 韓龍雲의 〈념의 沈默〉을 택했다. 전자는 짤막한 詩이 니 

劇的 상황의 導入과論理的心像， 마이너스的手法에 의해 더욱복합적 구조와意識行寫를제 

시할 수 있는 작품으로 換n兪的 의마의 擬大作用을 볼 수 있고 후자는 널리 알려져 여러 분석 

이 試圖된 작풍이니 좀 더 익숙한 안목에 새로운 視角을 가져 본다는 의미에서 선택했다. 

6 .1. <輩빠〉 

진술적인 1. 4聯과 對話體인 2-3剛의 話法이 비-핍으로써 코드의 변환이 명확히 제시되고 

2 ' 3聯은 園丁에 던지는 ~잊問法으로 一휠힌다. 륨節的으로 2흡節語가 가장 많으나 (15회) 3. 

4 ' 5음절의 불규칙한 분포를 보임으로써 초조함， 상실감， 놀라웅 동을 맛보게 한다. 

2 . 3聯의 의식적 인 뽑洛語， 非尊待， 갑자기 불러 세우는 듯한 i碩呼法의 사용과 더불어 약 

간은 신경질적， 조소적 톤이 역력하다. 1聯에서 [chJ의 頭領을 보일 뿐이 나 모든 聯에서는 

풍부한 합륨과 母흡[a，Cl， i ， í J 의 回起f'F用을 올 수 있다 : 

頭領 : [ chaDkY ClD wdn /ch Cllchæk kwa ch CllmaD sokesClJ (1, 2) ; 광흡 : [cha1]l‘yCl1] w;m (1) , 

puk’ irClumil aηtη (3) , hæ 1]Y3na W3nsu1]í ti (6) , kt p’alkan Cl1]tClI)C’ake (7) , hoksín in 

komii yClnsin ha:lnin (9) , muU‘eií sUy Clmeηa (11) , anímyCln í1]k ’o aηmom puríeηa (1 2) ， 

mus써 cí1]hunin Clpso? (1 3) , í tOSCl1] símín ekesCl (14) , t01]mulwClne waSd chatko itta (17)J; 

母짧 : [ch <l l chækkwa ch<llmaDsokes<l (2) , y <l po W<lnC30 (5) , kip’alkan ClDtClDc’ake (7) , 

musin cocimirato iso (í, 0) (8) , hoksinin , komii yClnsin halnin (i, i) (9) , palpatakena 

(1 0) , animyCln iOk’o amnom puriena (12) , tosClD simin ekesCl (14) , tODmulwdne wasCl 

chatko ítta (17) J . 

가장 交響性을 많이 보이는 것이 9 ， 12行이며 1- 2行의 행、꿇 [chJ 의 반옥은 무캡 게 내려진 

鐵꺼m의 압박감과 탑답함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 

l憐接의 組織에서 非文‘法性은 거의 발견될 수 없￡나 어휘의 통사회-흘 동해 모든 의미를 

媒11兪的A로 엮어가고 있다 : (昌慶짧〉 이 라는 명칭은 都城 한복판에 갇혀진 自然， ÁI的 환 

경의 동물원이요(1)， <錄빼과 錄網 속을 기웃거리며〉 마치 소크라테스가 대낮에 등불을 

켜들고 ‘시-란J 을 찾아헤에듯 “인긴 생맹의 최초의 것이요， 븐연의 것 이요， 인간 구제의 가 

능성이요 모든 규뱀의 始源、 .. (구상 1975 : 388) 인 〈부끄러움을〉 딸 줄〈아는> ， 아니 〈부끄러 

움〉의 가치 를 〈아는> (2) <동물을 찾고 있 다> (4). 

이 詩의 形態的， 文法的 拉行構造와 그 의미 는 다음과 같다 <굉 여 나 (6) ， 발바닥에나 

(10) , 수염에 나 (11) , 부리에 나 (12) >는 허탈속에서 없어진 것을 찾아헤엠을 보이며， <무슨 

조짐이라도 없소? (8) 무슨 정후라도 없소? (1 3) >는 否定疑問文을 사용해서 否定의 答을 예 



32 語學liFf究 第16卷 第 l 號

상시키는 안타까움의 발로로 보여진다. <부끄러움을 아는/동물을 찾고 있다(3， 4))와 〈부끄 

러움을/돔물원에와서 찾고있다 (16 ， 17))는 인간성의 原강D的 자질의 하나인 수치심의 回復이 

시급함을 암시하며 어느곳， 무엇에서나 이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짙은 아이러니와 절박 

성을 표출한다. 

이들 文章의 王語는 詩A 자신무로， 심충에 자리하며， 가장 높은 차원의 정신적 인간 자 

질을 동물의 육체적 감각 부위에서 찾아보는 행위야말로 수치심의 “완전한” 退化와 이에 따 

르는 悲哀， 響覺心을맛보게 한다. ' .各聯의 終句는 〈찾고 있다( 1), 없소? (n) , 없소?(ß[) 

찾고 있다(W ) )의 패턴을 이루어， 필요 불가결한 것을 마치 救急藥을 찾듯 절실히 追求하 

고 있음을 보인다. 

巨視的 相關束을 이루는 〈원숭이의 빨간 엉덩짝， 곰의 발바닥， 물개 수염， 잉꼬암놈 부리〉 

는 각동물의 가장예인한， 특정적ξ로 進化된 부위인데 A間의 정신적 特質인 수치라는 개 

념을 動物의 身體的 變化와 징후로서 찾고 있어 아이로니의 論理的 心像과 顆念的 바유법 

이 들어난다. 흔히 言域 (register) 의 借用이나 混用에서 의도적인 정보의 증대를 꾀하는데 

이 詩에서 서슴치 않고 사용된 〈영덩짝， 발바닥， 연신， 암놈， 여보， 없소〉 등의 용어는 강 

한 동물성 , 저 급성 을 강초함￡로써 수치 심의 退化와 뿔失이 가져 오는 잘벌하고 야바 한 분 

위기도 이-울러 전달한다. 詩에서 흔히 기대되는 바 言語의 詩的 자질들이 결여되면 기대의 

좌절 (defeated expectancy) 에서 오는 참신성， 낯설음( defarniliarization)을 맛보이 며， 이 詩

에서는 〈수치〉를 상실한 후 우리가 치루어야 할 짐승무로서의 轉落 즉 그 代價플 겪는 느 

낌마저 주고 있다. 

이 詩는 인간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자 A間愛의 토로이며 A間實tE에 대한 높은 차원 

의 親照로서 〈부끄러 움〉의 治戀와 회 복을 끝까지 갈구하는 詩A의 存在論的 命題이 기 도 하 

다. 경험의 遍質性에 입각해서 강력한 論理的 心像과 觀念的 比!倫法을 구사할 수 있는 그 

는 휘곡〈옳~~IÌ)에서 이마 한 빨치산 여성을 통해 그 本質을 규영한 바 있고 그 휘곡이 이 

詩와 나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6.2. < 넘의 沈默〉

우선 륨聲的 反復의 초직을 실-피연 두드러지게 다양한 패턴을 드러낸다 : 

詩題[nirnii c1>irnrnuk] (3m , 2im) ; 1. [nimin kas ’ irnnita a a! saran hanin naii nirnin 

kas’ irnnitaJ (9a , 12N, 4ni , 5in (m) ; 2. [phurin sanpichil k’ æchiko tanphuonarnu suphil 

hyaohay<'l nan c;;>kin kiri l k <'lr <'ls<'l, cham<'l t'<'llchiko kas’ irnnita] (l Oa , 5i, 13N, 4aN, 3P" , 

3ch , 7 L , 3i l ) ; 3. [ hwankimii k’otk' achi kutk 'o pinnatin yet mæos<'lnin chatichan t ' ik ’ Ifl 

tweyas<'l, hansurnii rniphuoe nar<'lkas끼rnnita] (10a , 8i, 16N, 4k’ , 3ch 4iN) ; 4. [nalkharoun 

Ch<'lt khis ' iii chu<'lkin naii unmy<'loii cichimil to11y<> nok ho, twitk ’ <'lrim Ch<'ls;;> saracyas' imnita] 

(6a , 6i , 16N, 8L , 4ch, 3kh, 3ii , 3iN , 3ya) ; 5. [nanin hyaokiroun nirnii mals ' orie 

kwim;;>kk 'o , k’ot'aun nimii ;;>lkore nun m<'lr;;> s ’ imnita] (5a,5i, 16N, 7L , 3ni, 3un, 3im); 

6. [ sarao to saram니 irira mannalt’æe miri t 'analk’ ;;>sil y;;>mnY <'lhako kY <'loke haci anih 

ank<'lsin aniciman , ipY<'lrin t’ itp' ak ’ ii iri tweko nollan kasirnin sæ roun silphirne thacirnnitaJ 

(l 8a , 13i, 24N, 13L, 3ha , 3ci, 3iri, 2sara , 2aπi ， 2y<> , 2sil ) ; 7. [kir<'lna , ipy<'lrtn 

s’ ilte<lmnin nun mUrti wanc hanil mantilko rnanin bsin s\stro saraoil k ’ æ chinin k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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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 anin k ’atalke btc’apil su ~m nin silphimii him‘1 omky~s~ sæ himaoii c~osupakie 

tir~pu~s ' imnita] (1 1a, 4i 33N, 15L, 3si , 7μ， 6싸 ， 2hi, 2y~); 8. [urinin mannalt’εee 

t’ ~nal bsil y~mny~hanin k~tk’wa kachi t’ ~nal t 'æe tasi mannal k~s il mitsimnita] (lla , 
5i, 17N, 7L , 4nal , 3암 ， 2in , 2y~); 9. [a a! nimin katc’ iman nanin nimil ponæci ani 

hayas'imnita] (7a , 6i, 14N, 4ηi， 2in); 10. [ce kokc’oril monikinin sara센 norænin 

nimii chimmukil hwips’ako tomnita] (4a , 6i 14N, 5L , 2n떼， 2im , 2ko) 

전체에 걸쳐 [ -imnita]는 각행에서 10번의 규칙적 反復을 보여 詩의 統合性을 이루는데 

기여하고， 기타 文法的 拉行 構造가 가져오는 反復룹의 밀도가 크다. 특히 6行은 反映훌 

(palindroms) 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보인다 : 

.
짜
 
「

.
α
 
-ri!|

! 

’ m 
- haη k~si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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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節의 패 턴은 散文調이 나 3.4륨節이 지배적으로 (대체로 3음절 33회， 4음절 26회) 물 후 

르듯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이루고 이별， 슬픔， 희망， 귀의의 청서를 表出하고 있다. 

語葉의 며起作用A로 〈나〉의 반복은 나의 닝(1)， 나의 운명 (4) ， 나는 귀먹고 (5) ， 나는 닝 

을 보내지 아니 하았읍니다(9)와 같이 私的， 個人的 청서를 강조하고， 보통A로 表層에서 

생략되는 대명사 〈나〉가 강조되어 사용됨A로써 오히려 〈낯설음〉을 가져오나 〈나〉와 〈넘〉의 

강렬한 상관성을 투영하는 文服을 이룬다. 반면 6， 7， 8行은 보연적 원리와 主題를 제시함S 

로써 이 詩가 지니는 個A的， 普遍的 文版의 一致를 살펴볼 수 있고 더욱 마지막 10行은 

그러한 一致가 言語的으로 實現된 詩行이라고 볼 수 있다. <넘 〉은 6回， <沈默〉은 詩題와 마 

지막 10行에서， 즉 시작과 끝에서， 단 2回 사용되고 있A나 이는 詩的 記號로서 이 詩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거의 모든 動詞가 다이나믹한 動作動詞와 過程動詞로서 (靜態動詞는 〈믿습니다) (8) 하나 

뿐임) 詩의 動的 狀況을 제시하고 각문장의 主語는 거의가 動作主〈념， 냐， 우리 〉이고 그밖 

의 〈추억 ) (4) , <사랑의 노래 ) ( 10) 도 深層的A로는 〈넘〉과 〈나〉라는 動作主를 主語로 볼 수 

있다. 우리의 知覺作用을 구축하고 기술하는 틀이라고 할 수 있는 狀況은 靜的(同質的， 持

續的， 不흉的) 인 것과 動的(사건， 과정， 동작)인 것이 있는데， 이 詩가 기술하는 바는 전 

체의 文服과 상황과 상태， 사상， 과정이 모두 動的임을 강력히 시사하면서， 궁국적으로 持

續과 不變과 永遠을 內的 輪으로 삼고 있는 또 하나의 統合性을 보인다. 

憐接의 組織은 統解論的 構成의 意味化를 검 토하기 위 해 조명 되 어 야 하는데 , 詩A은 指

示語의 統解化를 꾀함A로써 개념으로 빡지기 쉬운 어휘를 건져 견고히 낭게하고， 換n兪的

으로 그 기능을 高짧化한다. 즉 意味보다는 언어의 統解·形態的 요소를 증대시켜 어휘의 

轉移性 (transitivity) 을 이 걱 내 고 非轉移性 (intransitivity) 을 증대 케 한다. 각 詩行의 憐接 조 

직에서 일어나고 있는 통사법주적 요소들의 文法的， 換R兪的 機能을 살펴고 換P힘的으로 빼 

除된 부분을 괄호 밖에서 再構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나〉에게만 절실한 〈닝은〉가고 없읍니다. 2) <차마〉 갈수 없는 것을， 모든 미련올 〈떨 

치고 갔읍니다) 3) 단 〈한숨의) <微風에〉 덧없이 〈날아갔읍니다) 4) <키쓰의 추억 〉을 남긴 

닝은 〈사라졌읍니다) 5) <념 의 〉 목소리가 아난 〈말소리 〉 때문에 여다의 소리에 〈귀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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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별을 〈정계 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二重否定의 肯定무로， 思考의 反映象을 표출 

한다) 可變的인 〈사람의 일〉 이어서 7) <슬픔의 힘 )(슬픔이 가져다주는 긍정 적 능력괴 슬 

픔을 견다는 힘 )을 능동적으로 〈들어부었읍니다) 8) <우리〉는 보편적으로 〈떠날때 〉와 〈만 

날때 ) ， 幸과 不幸， 生과 死가 거시적A로 -如하다고 믿습니다. 9) <아아 , ...... 아니하양읍 
니다)(의지， 신념， 주관 단정 ， 告白의 복합체)닝은 지 금〈가고〉없지만， 나는 〈넘을 보내지 

아니하양읍니다〉 그래서 전과 디 를 것이 없읍 니다. 10) 그리움， 슬픔， 執念， 恨， 希뿔의 

〈제 곡조를 옷이기는 사랑의 노래〉 가락은 떠나지 않고 계속〈념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現存하는 사랑이 떠 나고 없을 때 오히 려 그 사랑은 완성 된다는 昇華의 論理다. 

텍스트 內에서 작용하는 모든 示差的， 意味論的 특징과 隱l兪作用을 살펴보면 2行은 淸

演한 덤然으로의 며歸이나 〈적은 걸〉은 단순한 視覺的 이머지인 ‘좁은 길J 일 수도 있고 ‘어 

려운’길일 수도 있는 重義性을 지닌다. 3行의 〈黃金의 꽃〉과 〈며끌〉의 대조는 여러 의미 자 

질의 대 조와 아윷러 存在가 無로 變하는 無常性을 表出하고， <한숨의 微風〉은 ‘한줌’ (量) , 

‘한숨， (回數)의 重빨‘現象으로 볼 수 있으리라. <차디찬 매끌〉은 뜨거운 情熱을 前提로 하 

나 4行의 〈날까로운 첫 키 쓰〉는 사랑의 認識의 날카로움과 감미 로움을 다 내 포한다. <향기 

로운〉 꽃과 같은 〈님의 말소리 〉는 목소리 보다 그 말의 내용이 더 중요해 진다. 6行의 〈새 

로운 슬픔〉은 無常한 〈사람의 일〉이라는 체념 이 있은 후에도 새삼 겪는 슬픔일 수도 있고 

〈놀란 가슴〉이 ‘또 한번1 겪는 슬픔의 重義性을 누린다. 7行의 〈정수박이 〉는 ‘정수리 j 와 

‘이마 박이 2 의 混成語이며， 8行의 〈만날때 〉와 〈떼 날때 〉는 順境 속에서 오히려 염려합과 뺑 

境 속에서 가져야 할 ‘信念J 을 대조시킨다. 9行은 本質親의 願利요 現存하는 것이 파괴되었 

을 때 또 하냐의 새로운 세계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10行의 〈제 곡조를 못이기는〉은 ‘끝없이 

노래 부르는J 의 뜻과 ‘사랑의 屬性J 즉 그리움， 한， 접념， 희망에 옷이긴 다는 重義性이 

있고 〈휩싸고톱니다〉는 사랑이 침묵해 있는 넘 의 주위를 떠나지 않고 寶在한다는 뜻이다. 

텍스트논 전체적으로 다음의 차원에서 重義性을 누리며 의미 를 확대해 간다. 즉 〈넙〉은 

인 간적 愛人， 宗敎的 젤:在， 買理이 며 〈이 별〉은 失感， 別離， 死別， <만남〉은 사랑의 영 원성 , 

宗敎的 歸依라 하겠 다. 또한 텍 스트에 서 보이 는 여 러 對立的 훨素의 一致는 우선 詩題에 서 

뚜렷하다. <넘〉은 깅-렬한 감정 이 되살아나는 영원성을 지니는 개념 이냐 〈沈默〉은 그 격렬한 

감정의 意짧的 제어이며 -時的 無言의 상태이 니， <념의 沈默)..2..로써 영원한 갈동의 제어 

를 表出한다.1) <넘은 갔읍니 다〉에 대해 〈나의 넘은 갔읍니 다〉는 강조일 수도 있으나 넓 

은 의미의 넘과 좁은 의미의 넙의 一致요 2) ‘넓은j 숲과 산을 배경￡로 좁고 〈적은 깊〉의 

대조기 하나의 풍경을 이 룬다. 3) 사랑의 맹서기- 지 니 는 강미로움， 찬란함과 며끌이 되어 

버 린 고뇌 , 허 무감 ; 단단한 〈황금〉의 꽃과 가벼 운， 덧 없는 〈한숭의 微風) 6) 사랑과 사람 

의 관계， 이 별과 만남， <미리 〉 예 측한 바와 〈뭇밖의 일)， 놀라움과 슬픔이 하나가 된다.7) 

總뿔과 希뿔의 함수 , 의지의 힘￡로 걷장을 수 없는 슬픔을 希훌으로 채우고， 8) <우리〉는 

너와 나의 合一이 며， 만날 때와 떠날 때， 슬픔과 희망은 보펀적으로 오직 하나의 개념이다. 9) 

〈가다〉와 〈보내다〉는 심충적으로 같지 아니하며， 넘은 갔지만 냐는 보내지 아니했무니 現

寶은 -1뿜的 닝의 沈默일 뿐， 변함없는 사랑의 現存이다. )0) 사랑의 노래는 닝을 휩싸고 

도는 율동， 와동인데 不動의 빼을 이 루는 념의 沈默이 그 복판에 자리한다. 

主폼， 文章結句， 動詞의 類型， 時制， 意味論的 단서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起承趣結의 

경계를 이루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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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 句 j 動 制|意味論的 단 서 

3| |님(훤억鍵탁훌훌짧| 혔 去 |
§ | 承 l니싫))훌훌; 룹캡離| 훌훌앓 靈| 훌去/現좋찮월풍PJ-.→-듭j둥/c過程動굶) 

g l 轉 l 우꾀나) I露뿔읍니다 | 蠻露l 훌 좋 l경짧소생으로 I <그러나〉 

詩/\이 구사한 2JS易한 言語와 높은 차원의 精神的 背景， 佛敎的 實在觀이 -致하여 다른 

모든 對立項의 -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인격적 사랑과， 佛敎的 人間顆의 一致는 詩A의 

現實에 대한 모텔을 형성한다. ‘沈默;은 ‘不在; 나 ‘無能;의 개념이 아니며 〈넘〉은 動作主

로서 의지를 가지고 침묵할 뿐이고， <나〉도 지혜와 정열과 의지로써 희망의 內的作業을 지 

속한다. 넘의 침묵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나(우리)의 절실한 소원과 사랑의 노래에 감싸여 

本然의 〈향기로운〉 님의 말씀， <꽃다운〉 념의 모숨이 드러날 것이다. 지금 념의 行方은 푸른 

산 단풍나무숲 저쪽으로 침묵해 들어갔으나， 닝은 사랑이요 향기로움， 꽃다움， 겉잡을 수 

없는 슬픔인 동시에 또한 희망의 대상이기에 내 사랑의 노래는 그의 침묵하는 영흔을 휩싹 

고 맴돈다. 

詩題〈닝의 沈默〉은 가버린 넘 i 날아가버린 맹서， 뒷걸음처 가버린 추역의 桓素이자 詩的

記號이며， 휩싸고 맴도는 사랑의 노래와 님의 침묵의 갈등은 A生의 모델이며， 가버리고 

없어지고 변화하는 모든 것에 대한 그리움 恨， 執念， 希뿔， 幻想 속에서 삶의 本質的 모습 

이 드러난다. 

7. 옮論 : 文學的 커뮤니케이션 

De Saussure 이후 언어의 歷史性과 구별되는 共時性의 발견과， 커뮤니케이션 모댈에서의 
2인칭의 발견￡로 즘語 • 記號學의 발전이 크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 아직도 2인칭의 중요 

성이 덜 확연한 면이 없지 않으나 記號解得者 (decoder) 는 記號化者 (encoder) 와 같이 필수불 

가결하며 모든 인간 현상은 항시 두 인간의 상호 긴장 관계로서 수행되고 연관되므로， 커뮤 

니케이션 채널의 受信者 -(解)讀者一2人稱의 여러 국면이야말로 좀 더 言語學 • 記號學 • 

文學 • 心理學的 고찰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를헬者는 작가와 마찬가지로 文學의 핵심 

체이니 그는 작품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때 또는 작품의 의마에다 결정적 형태 를 부여할 

때 작가와 더불어 콩동으로 작품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텍스트의 諸單位와 우리의 心理的 쩌賢單位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이들 사이에 어떤 

대응 관계가 있다 해도 이는 매우 경힘적인 문제일 뿐이다. Thomas Bever에 의하면 (c.f. 



36 語學lifI究 第 16卷 第 l 號

Kington 1978:762) 受信者는 자기나름의 內在的 語향텀錄을 가졌고 그것이 각 단어의 의미와 

品詞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 이-니 라 이들이 어떤 構文에 등장할 수 있는가까지도 말해준 

다. 즉 受信者는 後續되는 구조에 대하여 여러 假說을 세우고 정보가 더 주어질 해까지 句

의 分節을 연기했다가 심충구조의 의미통사 관계를 再構하는데， 이 때문에 일반 언어 문법 

이 아닌 知覺的 썼用 (perceptual strategy) 에 관한 文法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Bever는 주장 

한다. 

또한 送信者와 受信者 사이 에 서 메 시 지 는 a) 送信者가 사용한 體系의 類型과 자기 것을 

일치시키려는 受信者의 노력， b) 送信者의 體系를 따른 텍스트 성격에 受信者가 무관심하 

거나， 受信者 자신의 體系안에 同化시키려는 경향， c) 受信者 자신의 類型으로 텍스트를 

만족히 해득하지 못하여， 送信者의 體系를 배우려는 受信者의 노력 등 몇가지 受信者의 태 

도에 따라 달리 이해된다. 

그런데 送信者인 작가는 여러 受信者들， 즉 독자의 觀點을 의식해서 텍스트를 창조하게 

되고 따라서 〈텍스트의 의미 〉는 送信者와 受信者가 사용하는 體系類型의 交又點에 있으며， 

文學作品의 평가가 時間괴 더불어 변화할 수 있는 動態住을 띄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요컨데 문학 텍스트의 쩌覺은 作家와 諸者간의 끊임 없는 교섭， 교류와 갈등에 있고 文

學커뮤니케이션의 복잡성은 Lotman이 제시하는 〈커뮤니 케 이션의 두 모델〉로 더욱 잘 밝혀 

질 수 있다. 外的인 I-HE 커뮤니케이션 體系와 內的인 I - I 커뮤니케이션 體系의 두 모텔 

은 서로 독럽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記號性을 갖는 構造라연 언제나 이 두가지 모델이 

다 작용하는데， 전자가 하나의 信號體系와 하나의 메시지로 구성된 것이라면 후자는 하나 

의 信號體系와 메시지의 변환이 일어나는 모탤이다. 

a) I- HE 外的커뮤니케이션 體系 : CJakobson 모텔과 같음) 

Context 
Message 

Addresser ..... ............ .. ....... ....... • Addressee 
Contact 
Code 

b) I - I 內的 커뮤니케이션 體系 : 

I--- Context Contextual D1sp1acement 
.... • Message 1 .. .. .... . .. . • . ... . . Message 2 ..... . • I 

Code 1 Message 1 (Lotman 1977:99) 

外的 커 」뮤니케이 션 짧l系에서외- 같이 하니의 信號體系가 사용되어 記號化/記號解得되는 

텍스트는 그 정보가 전달괴징얘서 경감하게 마련 이다. 內的 커뮤니케이션 體系에서는 위 

도식에서와 같이 하냐의 信號體系로 텍스트가 記號化 된 연후에， 또 하나의 信號體系가 도 

입 되어 텍스트의 變形을 가져오고 그 새로운 信號體系의 介入 때문에 텍스트의 정보가 크 

게 증대된다. 外的 커뮤니케 이션 모델은 메시지 전달을 위한 모델이나 內的 커뮤니케이 션 

모텔은 또 하나의 信號體系를 도입하기 위한 모댈이다. 두 모델은 각기 相異한 언어구조를 

가지니 外的言語는 다양한 異質的 記號의 ;켈銷이나 內的言語는 等價的 요소의 反復的 連銷

다. 內的 듬詩애는 〈정보의 維持〉를 위한 記憶型과 〈정보의 增大〉를 위한 創造型이 있으 

며， 等義的 요소로 연결된 統合體系인 內的 커뮤니케이션 언어에서는 語鎭나 心象들이 等義

素的 配列의 구성원으로서 오히려 그 기능이 더 중요해진다. 內的 言語體系는 우한한 連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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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을 지니는 리듬이 그 구성원리를 이룬다 (c.f. Lotman 1977: 101) . 

제 2차모델 체계인 작품에 있어 모든 記號는 모렐인 동시에 對象의 類推이묘로 작품의 내 

용과 表現은 별재로서 다루어질 수 없다. 또한 일반 記號體系에서 記號와 背景의 관계가 

-義的이고 기호간에 분명한 경계가 보장되는데 비해 文學的 記號는 동시에 여러 背景에 

투영되어 서로 다른 意味內容을 당당할 수 있게 되므로 詩 텍스트에서 記號의 개념은 機能

的이며 記標와 記意의 g진意的 대웅 관계가 도외시된다. 그러묘로 텍스트는 〈새로운 하나의 

記號〉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記號構成과 記號發見의 場이 되는 것이다. 

文學的 커뮤니케이션에서 강조되어야 할 코드의 복잡성은 a) 우선 작품의 理解와 沒理解

사이에 놓인 커다란 中間地뿜， b) 여러 言語로 體系化된 텍스트를 어느 코드로 해독할 것 

인가의 문제， 그리고 c) 文學텍스트안의 우연적 요소와 體系的 요소의 관계가 작가와 독자 

에게 각기 다른 의미를 갖게 한다는 사실에 있다. 작가와 독자의 코드는 동일할 수가 없으 

니 독자의 경우는 모든 우연적 자질도 다 의미있는 구조적 요소로 受容하게 마련이고， 個

λ、의 文化的 경험， 心理的 구조가 다르며， 또한 텍스트의 예술적 知賢을 방해하거나 相異

한 의미로 해득케 하는 社會 • 歷史的 배경 때문이다. 즉 텍스트 外的 구조의 문제가 개입 

되기 때문이다. 

또한 작품은 하나의 構造體요 어떤 現寶의 복잡한 形象을 반영하도록 구축된 하나의 모 

델이며， 現寶이 란 일상적 素朴한 눈에 주어진 것과 여 러 觀點의 상호 交又로서 이 루어진， 

各觀點의 限界를 초월한 現實眼이 가능하므로， 작품의 의미는 이러한 여러 대조되는 觀點

의 교차를 초월해 있는 객관적 의미충이 제공하게 된다. 그러므로 작가는 여려 대조적 顆

點의 교차를 피 하기 위 해 코드 변환의 手法을 써 야 하고 視覺을 다양하게 바꾸지 않을 수 

없다. 말하자면 여러 코드의 體系를 놓고 이들 모두가 동시에 기능을 발휘하도록 한다. 

그러나 독자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청보를 얻으려 하기 때문에 코드흘 약화시키는 경향 

이 있다. 또한 작가는 텍스트를 창조할 때 가능한 여러 텍스트 중에서 선택하여 하나로 완 

성하나 독자는 이를 唯一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작품의 의미 용량이 독자에 

게서 크게 확대되는 가능성도 있다. 

여러개의 코드가 동시에 活性化된 작품에서는 복잡한 〈코드의 변환체계〉가 이루어지게 

마련이고 이러한 體系는 外面的A로 相異한 여러 視點의 近似性， 그리고 外面的A로 近似

한 여러 視點의 相異性을 제시할 수 있게한다. 그러므로 文學的 現象은 多角的인 코도의 

변환체계에 공통되는 의미론적 核을 추출하고 그 핵 이 제 記號構造의 범위 내에서 客體世

界에 각기 進出한다고 파악해야 하며， 이해 텍스트 구조내의 의미와 구초외적 의미의 상관 

성 이 중요해점은 말할 것도 없다. 

이 상 언어 학과 기 호학적 개 념 으로 文學룹題論， 文學統解論， 文學意味論과 그 적 용을 시 

도했고 결론￡로 文學커뮤니케이션의 제반문제를 검토해 보았다. 그러나 인간의 가장 핵심 

적이며 창조적 인 언어행위， 상정행위야말로 生命的 매카니즘의 신비성을 지니기 때문에 궁 

극적으로 규명되기 어려운 꽉합성 이 介在함을 재확인할 뿐이다.용 

* 이 논문은 1979년도 t陳山 社會福社事業財團 f자究支援으로 。1 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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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inguistic-Semiotic Approach to Modern Poetry 

Tae-Ok Kim 

The language of poetry is not a specinc use of a natural language but an independent 

system of poetic signs and their rules of combination. It belongs to those systems that 

have natural language as their basis and that acquire supplementary superstructures, t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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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ng languages of a seceond level which can appropiately be called the secondary 

communication-modeling systems_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constructs of the linguistic/ semiotic poetics, the semiotic discipline being 

the advanced state of linguistics, with the above view that poetics belongs to the matter 

of the secondary modeling system of communication. 

The text, bounded, fixed , and distinct from non-text, is a conscious transmission of a 

message and needs a speciallinguistic/ semiotic decipherment for interpretation and adequate 

reception of the message. The poetic text, moreoyer, multiplies details and continually 

shifts its focus to achieve an acceptable likeness to complex reality. Through the linguistic 

and semiotic exploration of the poetic text syntagmatics of how signs function in interac

tion to produce meaning has been studied and demonstrated. 

Following the linguistic model the discussion has been divided ínto the levels of literary 

phonology, literary syntax, and literary semantics for different levels of informatíon. 

Leaving both the sociological and pragmatic components the focus has been placed upon 

the textual properties of poetry recognizing these properties as a basic factor ín the 

communicative processes of reading and evaluating. The problems of literary communication 

have been discussed in the conclusion. 

Han Yong-un’s “The Silence of my Love" and Koo Sang’s “The Scorched Land U" 

have been selected for analysis, and other examples are cited at random from modern 

poetry both in Korean and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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