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전시가 융격의 교육 내용 연구. 

<" I이〉 
I 운셰제기 
n 선용 용격 ... 육의 문제정 
m. t격 g육의 내용 용격의 상수(얘1))와 앤쉬\i!1)) 

W 령논 

I 문제제기 

고정 회 

이 글은 고전시가 율격(Jre\ff)에 대한 기존 교육 내용을 검토하고 율격 

능역을 기르기 위한 고천시가 율격 교육의 내용을 마련하는 데 옥적을 두 

고 있다 고전시가의 융격을 교육하는 일에는 다응과 같은 어려 웅이 있다 

첫째 -누구나 융격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t는 

것은 쉽지 않다”는 퍼셈IFus엉JI의 고액에서 알 수 있듯이， ‘율격’이란 것 

자채가 푼명한 실제를 지니지 않는다" 율격1Jre\ff)'은 “융운{verse)올 이 

푸는 소리의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씩’으로 쟁의휠 수 있지안121 소리의 

• 이 논문은 :!Ill년 재단영인 서융대학a얀선기긍이 지씬하고 서융대학교 릭여교육연 
구소가 수앵한 ~1l11년 서융대학교 국어표욕연구소 연구용오샤엉-의 성"울잉 

.. 서융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0 1';씨 Fιs퍼IJ잇D: 3-4 에서는 우리는 윤격에 대해서 거의 이우것도 이는 것이 엉고 
그것이 우이 앞에 씌어져 있는 및띨의 패턴 속얘 있는 것인지 특자의 아용과 근육 

제 속에 있는 것인지 앙시 옷한다고 해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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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척이고 규칙적인 %씩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같온 택스트라도 율격이 전혀 다르게 파악될 수 있다 

툴께 ‘고션시가의 율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진앵 중이라 

는 점이다 1!1J)년대 이장수 이영기로부터 l뼈년대 조윤제 교수에 이르 

기까지 시조의 형식 규율을 옹수융{자수율)로 규정하였으내 다옹 세대 

한뚫은 자수융의 규칙애서 일탈한 예가 너우 많다는 이유로 이 학설율 

부정하였다 정병육 교수는 ‘율격‘의 핵심은 둥장성(흰용tt) 에 있다고 강 

조하연서， 우리 시가의 융격올 형성하는 기본 단위는 같은 시간척 길이툴 

지니고 있는 읍보’라고 주%ν하였대정영육. 1m 13-14) 

이후의 논의을은 정영육 교수가 주창한 융보론올 정교화 한 논의틀이 

라할수있다 성기옥교수는한옴보의 옹절수가 3 또는 4의 숫자로표 

시되더라도 여기에 휴지(休1~) 장용{Þ~m 정옹{앙읍) 둥의 차질이 개잉 

되기 때문에 한 응보는 어떤 경우에도 4월4모라)으로 구성된다고 설영했 

다 따라서 시조는 ‘4음 4보격’의 융격융 지니고 있다는 결론에 도당한다 

얘기욕'.1~) 그의 이론온 한 용보흘 이루는 언어적 자견융 ‘4오라’로 셜 

영함으로써 단지 옹보의 수안으로 융격이 형성원다고 보는 이전의 이론 

보다 진일보한 것이었다 따라서 학계의 정설로 채택되어 혐재 많은 교과 

서에서 고전시가의 융격율 ‘옹보율’로 가르지게 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 

다 

그러나 용보융’에서 알하는 용보’가 과연 율격의 기본 단위가 휠 수 있 

는가에 대한 회의가 여러 차헤 표영되어 왔다 김창원 교수는 단순히 셋 

흑온 넷으로 끊어 얽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용율을 보장하는 것용 아닌 

데， 고전시가의 율격 이돈은 마치 3옴효나 4웅보가 되연 무조건 운융적인 

것처컵 처리하는 문제가 있융올 지적하였다31 이러한 비딴은 조창환 오 

2) 융칙’용 용융’과도 홍종 혼용되는에 여기서는 위치의 한욕인 ‘안흘야 거킥의 안홉 

인 i!:칙 용 구용한 김대앵 z，수의 엉의g 따용다 깅예앵(J‘B!l 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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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영 교수에 의해서도 제기되었고 최근에는 김정화" 111 4i:~"배 교수 퉁에 

의해 시조의 율격올 ‘옹수율’로 보는 입장이 표영되기도 하였다 

그랴나 이러한 반돈플은 아직 학셰애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깅학 

성 교수는 ‘아직도 자수율적 규율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옷하는 것은 안 

순히 시조의 형식 웬리에 대한 이해 부족이거나 용격에 대한 무지의 소치 

로안 동렬 수 없옹’융 인정하연서도 ‘우리 시가의 경우 자수율적 고정성 

은 운율적 기온 블로서가 아니라 시적 의장이나 문채(文~)를 더하기 위 

한 시로서의 문화척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시조의 각 응보는 자연발화를 따라 4모라 기준의 옴량률 

을 따르되， 종장의 젓 옴보는 안드시 3자로 고정하여 ‘장르요지’로 삼는 

다”고 a에 여전히 응보율{응량흉)’로써 고전시가의 융격을 설영하는 입 

장을 취하고 있대깅학성， :m; 331-뼈) 

논란의 핵심옹 깅창완 오새영， 깅정화， 111木않i혜 교수가 ‘옴보율’을 비 

판하연서 전제로 히는 ‘음보(focx )‘ 개녕과 고전문학 연구자들이 알하는 

‘응보’ 개념이 다르다는 데 있다 현대 융격 이돈에서 ‘옹보(f(α)’는 ‘강약， 

‘평측’， ‘장단’과 강온 언어의 이항대렴적 자질로 구성왼 하나의 단위을 일 

걷는 개념이다" 그얘 반해 고션시가 연구자들은 옴악의 ‘마디1와 같이 일 

정한 길이툴 지닌 옹절을로 구성원 단위를 응보라고 일걷고 있다 한 옴 

보를 이푸는 언어의 자질이 반드시 이항대립적이어야 한다고도 보지 않 

는데 그 이유는 우리 사가에서 강약， 평측‘ 장단과 같은 이항대립적 자질 

31 김장웬 lf9): 'lTT 에서는"3'용보척과 4용보격이 기온이 되>1 용보 내 옴성수는 자유 

용다-는 션용격 경에는 우션 플격의 기용 딴위 운제원 '1피하고 있고 엔국 시의 고 

유한 훈융 셰깨로 내세우기 어허 우여. 허용억이 너우 잉아는 갱에서 한계올 지닌다 

고 비싼한")있다 
4) AIeX I‘l.'Jl'Î~<r피 T.V.F. Br밍al eds.mm 씨에에 의하연 3)~t7 1 언어학자툴에 의 
얘 100<는 의쇼힌 두 가지 요소률융 담고 잊어야 하여 이 두 요소흩은 이드시 서호 

서호 구앙에어야 한다논 이혼01 앙당>1어 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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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왼 율격 단위가 실제로 나타냐지 않기 때문이다이 따라서 고전시 

가의 율격올 ‘융보율’， ’옴량률’이라고 설영하는 것은 현대 율격 이론과 혼 

선올 빚는흑연이 있다 

율격을 교육하는 것이 어려훈 써 번째 이유는 율격’과 ‘고전시가의 올 

격’ 둥 다 정채가 모호하다는 더서 익히 예상되듯이， 한국시가의 ‘전통 율 

격이 우엇인71?'에 대해 당하기가 어렵다는 갱이다 이 울용은 고전시가 

의 율격이 무엇인가?라는 을응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이흔적 실천적 문제 

을올 야기한다 즉， ‘고전시가의 율격’ 가훈더| 오늘날 ‘계용융 이루며 선하 

여 내려오는 어떤 것‘올 찾。싸 한다는 실천적 문제가 있다 이흔적으로 

는 어느 정도 연용하연 ‘선홍 율격이라고 설 수 있고 어느 정도 이상은 

‘전용 율격이라고 용 수 없는지애 대한 허용의 기준이 아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틀융 채대로 짚지 않고 김소원의 시를 ‘전용적인 3융보융의 

시호 가르지는 데서 알생하는 난액상은 2장얘서 상론하기로 한다 

위의 세 가지 문제가 교육 대상의 갱셰 혹은 교육 내용의 실제와 관련 

되어 있다연 마지악으효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낭아 있다 그것온 ‘고전 

시가의 율격’율 배융으로써 획득하기톨 기대하는 이은바 ‘융격 놓릭 

(!reIIi때 따~)엄’이 우영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객이 없다는 

것이다 현대시 교육 쪽의 사정을 보연 용융돈은 분류~101 7 1보다는 이학 

이 되어야 하고 시 일반흔보다는 작용흔이 와어야 한다는 주장.71에 많은 

51 이앙대엉석 자영융 가진 융척 단위용 강죠하는 서구에서도 성셰호는 언어의 이항얘 
힘직 자갱틀이 안영하게 구현'1는 에가 혼하지는 않잊-c}-.:c. 한아 오t)허 역샤적으호 

언어학격인 요지융호￥터 융칙적 예턴융 구용하려논 것에 설예함으포써 어이어아한 

혼련이 생져났다고 언대Alex_ 뼈 T.V.F, ~õTI eds.. 1~ 'm), 
61 욕갱 언어툴 용해 시가융 익인 사장툴옹 내연화인 율격의 문멍‘융 가지고 잉으여 이 
는 강은 언어윤 "는 언중융애깨 공용원 ß-혀놓릭hreσiæ)""‘~)O l 잊디는 것 
융 의이한다고 여겨진대버le. M:ms & Sj. f써'"‘ 1!mX정정쉰am 487l에서 재인 
용)1 

71 훈율혼이 직용용이 '1어야 한다는 주장용 엄에사 용율 교육의 욕1l가 추상적인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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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틀이 동의활 표하고 있는 것올 알 수 있나 실제 교용과정과 교파 

서에서도 훈윤에 대한 이흔적 설영보다는 시어의 언어적 복성으로 운율 

올 지도하j!;<f 하는 기조가 잘 드러난대윤여닥최미숙유영희， 있￠ 

!!j-87) 이플 용해 현대시 교육에서는 ~습자들이 현대시 용융을 배용으 
로써 시어의 언어적 특정을 이해하고 시 작풍에 대한 강상 능력올 기르 

며 나아가 모국어의 성셰합과 아등다웅에 눈뜨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얄 

수 있대김현수. aXI) ; 이혜원 :roJ) 

그얘 비혜 고전시가의 융격융 배우는 학습자에게는 추상적이고 오호한 

올격 능력의 형성올 기대딴 경%에 있다 옐"l-는 싱여 년 전애 작곡 공 

부를 위해 독일 하노버 옴대로 유~h융 떠난 친구로'f터 흥미로운 중언올 

들은 적이 있다 인터뷰 얘 독일인 교수가 ‘한국 사가의 고유한 율격이 무 

엇인개”라는 정문을 던지고 뜻밖의 질문에 당황해 우울쭈울히는 한국 

학생등애게 ·너희 나라 시가의 율격융 모르연서 ζ댁올 하는 것은 낭의 

옷을 일려 잉는 것에 불과하다-는 충고툴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신조가 파학적으호 입중된 것이 아님에도 울구하고 그렬 듯하게 틀리는 

것은 오늘날 않용 문짝 비평가들이나 시인틀이 율격융， 마지 걸음걸이나 

호용처럽 우리 응속 하드얘어얘 내생되어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과 무판 

치않나 

마틴lMartin)의 악사 논운에 따르연 이러한 생각온 근대 자국어시의 발 

견과 합께 융격파 민족의식율 동일시한 데서 기언하였다고 한다91 영국 

의 경우 19세기 알-aJ세기 초에 ‘영국적인 것I~li야lCSS)'에 대한 아이 

턴인 융칙 g다는 그것으1 상제적인 싱앵인 랴퓨에 초정융 우고 잊용융 의미한다{김 

장씬 1m JllI 
81 당시 엉깨 인해낸 한 한국학생 6-7냉이 거의 다 대안융 웃하고 한 학생얀이 시신 

엉는 옥소이로 "3+H HH J5.4.J .. -이라고 대당였다고 t따 
91 샤.redith Ame M.lrψ<0')1;1에서 융칙까 민족주의의 경안 파갱용 +상.) 상피고 이 

에 익거한 융걱 젠녕용 에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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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 형성에 영시의 율격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로버트 브리지 

II에m IlIidgesl는 영시의 융격이 영어 자체의 박지을 시용하는 영국의 

시민을을 형성할 수 있다고 밍고 영시의 갱확한 규율과 엄격함을 틀을 

수 있는 영국적인 귀I(Æ Eng~sh earl’라는 。에디어를 전파하쓴 데 심혈 

을 기율였다 ‘누가 영국적인 귀를 가지고 있교 누가 그형지 않은가? 그 

리고 영국적인 귀한 배올 수 있는 것인가.?IMerOOith Anne Martin, 었)5 

91끼리는 근온적인 질문이 제대호 제기왼 적이 없이 퍼셀에 이르기까지도 

이 ‘영국적인 귀’라는 신화는 이어지고 있다 그는 현대인틀이 영시의 리 

등적인 전풍에서 안족과 즐거융올 찾으혀고 하는 이유는， 그할l'앵글로 

-색슨의 언어싸용에 훈련원 귀1 즉 ‘영국척인 귀’를 7찌고 듣는 생리적 

리음올 그 끼씨의 조상틀과 공유하고 있기 때운이라고 주장하였대%띠 

Fus영1， 1!H> 741 

川本9調 교수도 유사한 주장을 하는 바 일본 시가의 7.5.조 옹수울은 

‘고대 이후 전 년의 긴 세월에 걸쳐 일본인의 귀에 익숙해진 운융”이며， 

일본인은 ‘7옹파 5옹의 반옥이기에 시적으로 느낀다n고 알한다{)I[本염 

힘， ;m! : 211 그런데 일본어 서 7.5조 옴수융의 가치률 채말견하고 와카 

를 일본시가의 전흉으호 재발견하기 시작한 것응 근대의 국민국가 형성 

기였옴은 잘 알려진 바대品田IQ-， :J:α) 우리의 경우도 식인지 시대를 

거치연서 인족적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민요나 시조와 같은 

재래 노래의 형식(리듬)’이 조선 민족의 정서와 조선섬(왜얄心)을 남고 

있다는 주%에 대두하였다1이 이처럼 자;써 시의 융격이 인족적 정체성 

을 안플어 낸다는 생각은 영국과 일본의 근대국가 형성기 및 조선의 식민 

지 시대와 같이 민족적 정체성의 발영과 확인이 절실히 요구되던 역사적 

시기의 산울잉을 알 수 있다 

10) 1때년대 시조우휴용똥이 시죠와 민요의 고정원 올격융 장죠아이유가 여기에 잉엉 

'1. 자.'1한 내용옹 훌JlC1Jllbl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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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나라의 율격이 그 나라의 언어적 자질과 일성히 관련왼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맨1 l， 그러한 사실이 곧 율격과 민족정신의 울가분리성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프린스턴 샤학샤전에 의하연 융격은 한연으로 

는 언어적인 과갱파 일정히 관련되어 있지만， 다은 한연으로는 모든 리등 

적인 연속체을에 보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랴듬성의 일반적 법칙으로 

부터 생겨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어서 율격은 순전히 자의적이고 판 

습적이며， 문학사의 힘에 의해서 결정왼 것이라고 할 수 있대A1ex 

pra피nge- ard T.Y.F. Ilrogan ed>, 1m 뼈) 따라서 ‘무엇을 한국 고전시 

가의 율격으로 가르쳐서， 학습자가 어떤 율격 능력을 갖추는 것이 옳은가’ 

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에 양서 전통 융격이 형성되는 역사적 액락을 검 

토히뜯작엽이 요구된다 

이상의 운제을올 한꺼번에 다루연서 각각에 대해 영쾌한 해결책올 제 

시히뜯 것은 필자의 능력 밖의 일이다 이 글에서는 다안 고전시가의 융 

격이나 전통 율격에 대한 기존의 교육 내용을 검토하연서 판련원 문제들 

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n 션통 율격 교육의 문제정 

현재 나와 있는 중 고퉁학교 교과서플 보연 3음보냐4응보와 같은 응보 

율을 전통 율격’이라고 하고 김소월의 시는 ).5.죠의 음수융올 바탕으로 

한 3융보 융격이기 때문에 전용 율격을 구현한 작용이라고 셜영하고 있 

다12 l 이러한 셜영이 비록 학계의 정설에 바당올 둔 진술들이긴 하지안 

! J) WK WllT&ltt ed(Jgη)얘서 각 나라의 언이적 특정과 각시엉의 상판성융 혜영한 연 

구성l댄용수있다 

12) )Xß년에 앙앵왼 용헥악스 r문앤상)， 디딩동 '{è억(싱)， 중앙교육진흥연구소 r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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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정이 었다고 볼 수는 없다 

l 음보율의 이론적 타당싱 

현대 율격 이론에서 ‘율격(ræterl’이라는 말은 그리스 용어 ‘rreasure’라 

는 말에서 왔다 한 행이 무엇으로 측정윌 수 있는가에 따라 다앙한 율격 

체계틀이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음절적(syllabicl 율격 ‘강세적 

(acæn뼈11 융격’， ‘강세 옴절석 율격1 ‘읍량적(뼈I1titativel 율격펙 네 유 

형이 잘알려져 있다 

‘음절적 율격1은 오직 응절수를 셈으로써안 시행녕.111들이 측정되는 

것을 의마한다 따라서 ‘웅절률’ 또는 ‘응수융’로 지칭되기도 한다 ‘강세적 

율격’은 한 옴보 안에서 강세가 있는 응절과 강세가 없는 옴절이 교체되 

는 융격올 알한다 ‘강세 옹절적 율격1은 강세와 융절이 모두 측정되고 계 

수되는 것인데 강세가 있는 옴절파 없는 음설의 교체 패턴이라는 접에서 

‘강세적 율격 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읍랑적 율격’은 한 음보 앙써 긴 옵량 

과 쌓은 응량의 이항대립이 나타나는 율격을 일걷는대뻐 Fus영1 ， 1!ß5 

6-151 

음절플’올 제외한 나머지 율격틀은 ‘강약， ‘장단’과 강은 이항대립척 자 

질들의 교체와 반복 패턴을 가진다는 정에서 공흥원다 대부분의 서구 율 

격 이론가을은 율격은 어떤 종류의 패턴이 없이는 울가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읍절률의 존재를 부정하지안， 야룹슨은 모르도바어와 같은 소수 

의 언어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대A1ex Preninger aOO 

T Y.F. 8rogan 어5， 1잊ll: 끼ol 일반적으로 강세가 본래부터 중요하지 않 

는 로앙스어와 강세가 아예 없는 일본어로 쓰인 시는 응절적 율격을 가지 

억f상'lJJ4， aJn년얘 알앵씬 비상g육 r고둥학쿄 국어(하.)， 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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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고 여쳐진다{1'a1매 FuSSl퍼， 1m 6-8; i1<뼈t H Ilrower, 1m 3'!) 

川木따띔 교수는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응운채계에서는 옹절의 ’장단’이 

나 ‘깅약과 검이 용융엽에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직함한 이항대링을 찾올 

수 없기 때문애 순수한 응수율1은 동"f.시아 시의 숙영이라고 말하고 있 

다{川本깨"" mil 
울동 서구 융척 이륜에 부용하기 위해서 고전시가의 율척올 읍수율로 

파9‘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융 7에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고전시 

가의 율격올 용보융’이라고 파악~f는 데는 몇 7찌 이론적 문제들이 있 

다 첫째는 같은 시간의 길이를 지닝 ‘음보’를 반경 하는 것안으로 리듬강 

이 생져나는지가 의문이라는 것이다 리등은 싱!<>I한 요소툴이 재현하는 

흐름이나 흘동올 알하는 것으로(김대앵 1!ll4)‘ 개별적인 시마다 독륙한 

흐릉올 갖는다 이러한 수않은 개별적인 리듬의 공용정융 추상화혜서 하 

나의 규칙으로 설영하는 개념이 바로 을격이다 따라서 어떤 융격이 리듬 

감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하기 엄을다 서구 윤격 이론에서 옹보 

(foot)는 최소한 두 가지 요소들을 담고 있어야 하고 이 두 요소틀이 반드 

시 서로 구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이쟁적 요소틀의 교체 속에서 율 

격적 패턴이 생쳐난다고 보기 때문이다{A1ex Prminger ard TV.F. &q,an 

어&， 1잊13 4181 

그에 비해 ‘용보올‘은 이질적 요소의 교체에서 오는 리등강을 컬여한 

단순 반복 규칙이라능 앵점이 있다 이는 한 옴보를 ‘4모라‘라고 하는 동 

일한 용량으로 설영한다고 혜도 해소되지 않는 앵정이나 옴보가 동장성 

올 형성한다는 것은 강약룹이건 고저융이건 장단율이건 어느 경우에나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한국 시가안의 특정이라고 

일컬을 수 없다 깅대앵 교수는 이 정율 틀어 ‘옹보흉‘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한 바 있다131 

욕지는 이렇게 딴문할 수도 있다 ‘고전시가의 실상온 어차피 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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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격 이론과 맞지 않을 수밖에 없으므혹 응보Ifoot)’을 고유어인 ‘토약으 

로 대체하고 고전시가의 율격적 실상에 맞게 세 토믹r ‘네 토약올 율격 

의 기본단위로 설영하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T라고 일이다 그러나 

세 토약， 네 토약이라고 하는 율격의 기본단위는 옴절틀을 일정한 단위 

로 ‘끊어 읽’는 데서 형성되는데， 이형게 끊어 읽기가 강조원다는 것은 

이미 그 시가의 율격이 음절적멍을 암시한다 ‘옹절률’이란 오직 융절수 

를 셈으로써만 시행딩~HTl을이 측정되는 것인데 음절수를 세는 유일한 

방엉은 일정한 응절틀 뒤에 휴지라는 경계표사를 두는 것 역뻐 었다 그 

렇기 때문에 펴셀(F잉엉j)은 휴지를 정교하게 실앵하지 않고서는 읍설적 

인 시의 율격적 구조를 파.q，l-tt-는 것이 울가능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강세율에 따르는 일반적인 영시플은 한 시행이 다픈 시행과 울 흐르듯 

이 연결되는 것이 특정이다 안일 영시릉 음절률로 짓게 되연 시의 형태 

를 느끼기 위해 시행의 끝에서 독자가 부자연스렵게 수|어야 하는 어려융 

이 생겨난대F뻐 F잉잊，ll， l(ffi: 8) 반연 음수융의 시에서는 말의 의미상 

운영상의 마디가 리듬 훈절 아디와 일치하는 특징이 있대III*!짧， 

없:1)) 일본어 시는 5.7.5n파 같이 5옴설과 7옹절 뒤에서 끊어 읽으며‘ 

이 휴지는 의미상 운법상의 휴지와 어긋나지 않는다 

실제로 영본 고전시가의 교육 내용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부분이 바 

로 끊어 읽기를 용한 리등의 파익l이다 일본의 교육과정에는 ‘고문이나 

한문을 음독(갑뼈)해서 고전 특유의 리등을 앗보연서1 고전의 세계에 접 

히는 것”을 옥표로 삼고 오음{五tn 첼응{t;{{l이 반복되는 특정올 깊게 

이해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영시되어 있대 X업;!’”‘δ， 때lla: 53) 이를 

J31 겁예앵 교수도 단순한 퉁장성얘 기반한 용보융온 대링적 교셰의 규칙화라는 용적 
성격융 경여하고 있다는 에 문제캉 셰기하였다 이에 대얻 혜경찍으호 그는 '1 융 
요 ̂I" I얘 융직 욕싱윷 ￥어'1는 요소오 3옹보 대딩’에 주욕하고 있는이 이는 2응 

보가 대링적으호 영혈원 때에안 타양한 성영이라고 온대김대앵‘ 1976: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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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한 교과셔틀을 보연 와카와 해1쿠의 리듬을 응이"1-는 방법으로 句

WlI( ← ~tll라는 단락의 끊어점에 유의하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n는 5.7.5.7.7에서 5음절. 7응절 뒤에 있는 휴지1.1를 일걷 

는 알이대文빠까l강 ~‘ 文염1I껴l죄. m;; 森뻐if;껴 용.:n:애) 음 

설괄과 끊어 읽기의 이와 같은 울가분한 관계를 고려할 때， 고선시가의 

율격을 응보율이라고 하고 그것을 파믿'"1-는 유일한 방법으로 ‘끊어 읽기’ 

를 제시하는 것J4)은 경국 ‘옴수융1을 가르치는 것과 다를 바 없디논 점이 

바로 응보율의 두 번해 맹정이다 

셋째， ‘응수율’을 기각한 논리에는 융격의 충위에 대한 오해가 있었음올 

알 수 있다 프린스년 시학사전에 따르연 율격의 충위는 다음과 갇이 넷 

으로나번다 

111 가장 간단하고 가장 영반적인 기술인 추상적인 패턴 
(21 허용 가능한 작은 하위 집앙， 나양한 하위 패턴등{작가옐 시대옐 패턴) 

131 실제적인 시앵 염行)에서 나타나는 패턴 
141 수앵( 1:erf00Tall:'eS)에서 나타냐는 패턴(고저 (Ii때)의 애단 휴지， 준언어 

적인 안서플) 

이 사진의 저지는 111 파 121는 융척(rrderl이라고 부르고 131은 리등 

Irhythm 이라고 구푼하며. (41의 경우는 각각의 개열 사혜에 머울기 때운 

14) 'J'1Jl개정 교육과정에 따흔 r디딩용 중학교 국어 H J. ï 정서와 가락 단원에서는 
깅소웰의 시 〈엉아야 누나야〉의 훈§을 느낄 수 잉도륙 끊어 읽도욕 킨하고 있으 

여 r당성송안사 중1 - I J '2. 01웅의 노래 안원에서는 고시조 〈태산이 늪다하외 >
융‘ r션찌쿄육 중J- iJ '5. 마융용 을등이는 시와 노래 단씬얘서는 이영기의 시조잔 
끊어 읽으연서 용융올 느끼도옥 유도하고 있다 이 밖애도 끊어 읽기툴 용예 고선 
시가와 김소월 A벼 운융융 따4‘ 。}도등 하는 깐웅이 널리 얘액의고 있는 것올 용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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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율격’파 판련이 었다고 딸}고 있다 이에 따르연 율격은 UI과 같이 

추상적인 때턴올 일걷는 일이므후 실쩌적인 시앵에서 나타나는 패윈(31 

이나 수행에서 나타냐는 패턴(씨2~는 구용원다는 것올 알 수 있다 따라서 

추상척인 율격 규칙에 꼭 맞는 작용이 실채로 냐타나는 빈도는 율격 이론 

의 타당성에 크게 영호L을 끼치지 않는다 

실제로 울규칙성이나 다양성이 규칙성을 훨씬 압도하는 율격 패턴들이 

얼마든지 존재한다 용계적으로 보연 약7J5보격 (iantic lÐ1t<lJ떠 ... 1의 패 

러다임애 옥 맞는 사례도 :5%에 울과하다 싱지어 이상적인 시앵은 작시 

에셔 드울게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라고 한다 이처럼 용계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모두 강은 패턴으로 인식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률이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가촉유4냉’올 공유하고 있기 때운이다 

(A!ex fur끼~er arXI T.Y.F. 8rogan 어 •. 1잊E η11 

시조에서 규칙으로 제시한 용철수에서 벗어나는 옹첼틀이 야무리 않다 

고 해도 그 때문에 시조’라는 한 가측헤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랴 

므로 규칙에 맞는 예가 너무 척다는 이유로 웅수율올 기각한 것은 다소 

성급한 판단이었다고 여겨진다 오히려 (31과 (4 1에서 나타나는 패턴을 모 

두 설영하기 위혜서."3용보격과 4옴보격이 기본이 되되‘ 용보 내 옴절수 

는 자유흉다·고 주장합으호써 다픈 운제가 생겨나게 원마 이러한 융격은 

허용역이 너우 넓어서 그것을 채택하고 있는 ξ냉콜의 이적 복징용 설명 

하지 옷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툴 때문에 고전시가 융격 논의에서 옴 

보율의 타당성은 재검토휠 휠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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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 ’조와 3을보의 관계 

김소월의 시는 '7.5조의 음수융을 바탕으로 한 3음보 율격’이라는 설영 

은 더 많은 난맥상을 강추고 있다 조통일 교수는 ‘나보기가/ 역겨우U 가 

실 때에는I 알없애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Ir는 세 토악 두 줄의 율격이 

며 이것은 이멸을 노래한 〈가시리〉에서 사용하던 전통적 융격올 연형사 

킨 융격이라고 주장한다{조동앞 ææ 141H왜) 그에 반해 김대행 교수는 
인요에 쓰인 글지수를 보연 깅소윌 시어 서 보이는 7.5는 거의 없고 8.6(5) 

등의 변형이냐4-4조가오히려 않기 때운에 깅소월의 시를 전통적인 율격 

의 계숭이라는 관정에서 설명하기 어링다고 본대김대행. 19끼6 땅73) 

이러한 지적에도 울구하고 김소월의 시를 3응보격으로 설명하는 주장 

이 널리 퍼지게 왼 것은 깅수업 교수의 공이 컸다고 생각왼다 그는 일본 

의 7.5조는 7음이나 5음이 더 작은 읍수의 응구{Tg1.J}로 나워지 않는 데 

비해， 우리는 결코 7응절을 하나의 응보로 융독하지 옷한다는 차이가 있 

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션제에 띠라 소월시도 소위 7-5조라고 하는 어 

느 것을용독해 보아도3-4.5 혹은 05로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기 때 

문에 7.5조라기보다는 3옴보격1이라 부르는 것이 마땅하며따}서 소원 

시의 3보격은 일본시의 융조가 아니파 우리 고유의 율동에서 온 것이라 

고 주장한다{깅수영 1m 1151 

그러나 조창환 교수가 영쾌하게 지적하듯이‘ ，，5조는 율격적 현상을 

오해함으로써 생겨난 허상이 아니라， 한 시대를 통하여 현실적으로 형성 

되었고 작가의 창작 의식과 독자의 율옥 O.}상을 통한 시 작풍의 총체적 

현실로 우리 앞에 존재핸 구셰적인 설 '11"이나 그의 알에 의하연 3응보 

설은 “누구도 7.5조는 7응절과 5음절의 연결원 융행을 일정는 일임을 부 

정한 수 없.ïl， 7-5:조의 형식에는 응절수쓸 맞춘다는 의식적 조작이 개째 

함을 부인할 수는 없다{조창환. 19l> 31~321:는 사실올 애써 외연하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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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가능한 학설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í.5조，~3옴보’셜은 겁소월의 뛰어난 시연뚫 전통 율격에 연잉 

시키고 싶온 연구자들의 열양1 안을어낸 산울이 아닌지 의싱해 올 필요 

가 있다 융격 이온가율에 따르연， 어떤 융격적 패턴융 안틀어내는 언어 

적 증거가 자영하고 객판척이었언 적은 없었나고 한다 오히려 율격은 언 

어애 앞서 선앵하는 마융의 생각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일딴 마용이 리음올 포악하연， 어민 자연적인 언어 구절이라도 주어진 융 

격에 끼워 맞추는 것이 울7)-능하지 않다 예룡 들어 "1’II have a burger 뼈 

a glass of coke‘ 1 개’에， W애1 yoo firX.I tÆ ansι，'6' let rre kmw'‘, "1 never 

saw my fatrer in my life.’‘와 같은 문장툴도 모두 약강5보격 ( iarilic 

I"11aireter1이라는 율격으로 완벽하게 분석원 수 있대AIeX Prenirj/ð' ar피 

T.V.F. Brogan 00s., 1잊J3 7i1I1 그러므로 김소월의 시흘 3용보격으호 설영 

할 수 있다는 것과， 그의 사가 3용보격융 따르고 있다는 것은 별개의 차 

원으호 보。싸 한다 더구나 다용 과 같은 작용은 3옴보격으로 설영하는 

것조차쉽지 않아보인다 

나보기가역겨워 

가설예에는 

알엉사 고히 보내드리우리다 

이 시를 3용보격으로 설영하는 것은 율격이 시앵(m，1을 조칙하는 단 

위l히라는 사설융 간과할 때에안 가능하다 전흉사가에서 3옹보격 4융보 

격이라고 알할 때에는 각 앵이 3용보 또는 4옹보로 이우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에 위의 시에서 각 앵에 애용원 음보의 수는 일정하지 않 

15l 영석주의자를에 의하연 훈8옹 그 자씨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것이 시~" ‘’j)융 
죠직'f'e 안위이기 예운얘 중요하대A """"" ')인기 역 19:>>: 47-f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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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냥독하는이의 언어적 직판에 따라제l행은 2음& 채2앵은 2옹 .... 뺑 

앵은 3응보 정도로 읽을 수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다 16) 만일 작가가 

띄어 쓴 대로 냥옥한다연 제1앵온 2융& 저 2뺑은 1옹 .... 제3앵은 3음보로 

읽어야 하므로、 각 행율 이루는 용보의 수에서는 규칙성융 알견하기 힘들 

다 그에 반해 응절수에서는 %깨 5와 강이 7음설과 5옹절의 교체가 얀욕 

되는 것올 올 수 있다 띠라서 겁소월이 3옵보격을 고려하연서 창작했다 

는 중거가 보강되지 않는다연 동시대의 않은 시인들이 그랬던 것처컵 깅 

소원도 7.5조‘라는 옹수율올 의식하연서 위의 작용올 창작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형다연 김소월과 동시대인릎이 7.5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 

지‘ 과연 7.5조를 전용 올격이라고 생각썼는지에 대해서 앨}보자 

3. 7 ’조에 대한 딩대인들의 인식 

시조부흥훈동과 인요시 훈웅이 동시에 전개되었던 I!IJJ년대에는 션흉 

융격에 대한 자각이 집단적인 형태로 표출되끄 있었다 이후로 I~년대 

에 이르기까지 4.4조와 7.5조용 언급한 신운자료를을 보연 4.4조는 재래 

의 율격으호 7.5조는 외혜의 윤격으로 뚜렷이 구분하고 있다 예컨대 '),5 

조는 갑자기 어디서 꾸어온 %씩이므로 새로운 영씩온 4.4조라는 전용의 

재검토에서 시ξ빼야 한대송한순" 1없.02021 ’는 주장이나‘ ')，5조는 일 

본시 고래의 응수을이고 조선에는 J4. 4'~ 4.5(제주도민요애 있옹) 퉁이 

있되 4-4나 3'471 거의 정뀌N!J’I~'ll. 1933.10.111"라는 설영이냐， ‘조선민요 

의 j[뻐 4 .4조이고 7.5조는 아니대 !!l K. 1æ'i0l.l1.l‘，，~는 주장이 l때년 

대와 30년대를 거쳐 꾸준히 이어졌다 간혹 어떤 이가 ‘4-4조나 8.8또는 

161 깅대뺑1m l3)에 아트연 위21 시앵융은 3보격으로도 끊어 !I융 수 있ï!， 4보칙으 
요도 끊이 잉융 수 있으여 혹>1 ootl영온 여'1 앙식으로 끊어 읽기가 가능힌 것으 

호보고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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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지 않고 7.5조는 좋아한대한정동， 1댔10.10.1’는 식으로 7.5조에 

대한 선호를 표출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7，5.조가 외래 율격이라는 사실은 

한 번도 부인왼 적이 없었다 171 

김억은 4.4조가 빼야사람의 ，tð씬과 앞↑팎에 쪼는 -1吸에 가장 갓갑은

형식이라는 정을 인정하연서도 “현대 우리의1 생활과 갑쟁이 여실하게 

당겨질 만한 시형댐W)을 발견하는 것이 좋다E 알하연서 7.5조에 주옥 

하였다 사실 4.4조는 지나치게 단조로운 율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었다 

(정노풍" 1!ß).02.1û) 대부분의 인요시따 시인을은 재해 율격의 한계를 자 

각하고 있었던 야1씨 “누액 년 간 우리 션조의 오징냐뷰에 침운되어 옹 

시조의 절주나 민요의 리등은 현긍(없今)의 복잡다단한 Af.회사상과 인간 

십상올 당을 수 없다고 보았대이구조 1940.1l).:!J.I 김억이 7.5.조를 높이 

평가한 이유는 이것이 보드항고 정혜(뺑↑Æ)한 리듬이어서 어떠한 것을 

물론(끼습)하고 서정적(!H잉(1';)인 것은 다 이 형식에 냥을 수 있다고 보 

기 때문이었대깅억， 1!ß).l.Iû -1!ß).Lll.) 

그런데 당대의 신운자료들을 보연， 7 '5조로 쓰인 시틀에 대한 평가가 

깅억의 생각처럼 호의적이지만은 않았던 사정이 엿보인다 최냥선의 7-5 

조는 액액한 교훈적 느컵을 준다는 지적올 받았으며(月뼈 19;jJ.01.01.l, 김 

동환의 7.5조 시연에 대해서는 성공한 젓이 별로 없고 그의 알써와도 딱 

틀어맞지 않는다는 령이 있었대정노풍 19;jJ.1219.l 깅억의 경우는 양주 

동으로부터 ‘안서 김억의 사상의 침셰와 합께 7.5조의 1Il)E化는 실로 보 

는 자로 하여긍 깎훗를 긍치 못하게 한다i는 혹평까지 받았대양주동‘ 

Hlll.Ol여) 

l끼 l~녕대 이후효도 7.5조와 8도E는 외래의 영식이므로 아동의 호홉얘 부척힘없고 

풍요에서 '1깨 앵사인 7.5죠용 용파혜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J81 얘래 융격얘 대한 인요시아의 논의는 요셰영mØl얘셔 이이 상에히 소개하였l 졸 
고tÐl1b께서도 샅핀 바 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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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렁 깅소씬 당대에 누구도 7.5조플 전통적인 융킥이라고 드러내어 

주장한 적이 없었던 것은 분영하다 그러나 이것이 곧 7.5조가 전용 율격 

이 휠 수 없융융 의이하는 것은 아니다 리픔과 정조 연에서 재래의 인요 

와 유사한 서정시를 창ξ‘하고자 한 인요시파 시인틀이 7'5조를 적극 힐용 

한 것은 얘샤폼게 넘길 일이 아니다 깅억이 7.5조를 새로훈 조선시의 모 

엉으로 내세우고 깅소월이 7.5조로 왼 〈진달내옷〉올 r개벽(1m년)，에 

알표하연서 ‘인요시라는 부제플 융인 것은 7-5조가 외래 율격잉에도 울구 

하고 재래 인요와 습함되는 지정이 있다E 직관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 

다 다응 장에서는 그러한 직E탤 어떤 논리로 셜영할 수 있는지 알아보 

기로한다 

m 융격 교육의 내용 융격의 상쉬~;動와 변수(뿔數) 

앞서의 논의플 용해 한국 고전시가의 을격을 읍보율로 확정하기 어려 

훈 이유뜰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음보’는 율격의 기본단위가 되기 

어렵다는 것 툴째， 용보올’올 파악하는 앙엉이 ‘응수융융 '1으닝}는 방엉 

과 다르지 않다는 것， 셋째 융수융융 기각한 논리에 문제껑이 있다는 것， 

넷째， 1!ro년대푸터 1~년대까시 전용 완격은 3옹보가 아닌， '4-4조’라는 

옹수율로 인식에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플올 고려하연 ‘응수융’의 위 

%에 자동적으로 높아질 것 같지얀 여기에도 난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정 ‘옴보‘와 아깐가지로 옴철의 수’가 율격의 기본단위가 될 수 있는 

가하는문제가있다 음절융의대표적인 얘로꽁히는일본의 7.5조의경 

우‘ 7응결과 5옴철의 교체를 통해 ‘대링적 교세의 규칙화라는 율적 성격 

을 만족시키는 것올 볼 수 있다{ROI:øt 11. Bro뼈， 1972: l!) 이흘 창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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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한국 시가에서도 서로 다흔 옴절수의 교체가 확인될 때 비로소 ‘음절 

의 수’는 율격의 기본단위가 왼다고 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보다 더 큰 

난제는 단순히 표층에 나타난 음절의 수만을 따진다연 재래 율격과 외래 

율척의 습합올설영하기 어영다는 것이다 그 단적인 예를 H조와 7.5.조 

를 배타적으로 인식한 수않은 신운자료들에서 볼 수 있다 반연에 학자틀 

이 제안한 3옴보셜1은 그 옳고 그릉을 떠나서 ，，5조를 전용 율격으로 설 

영하기 위해서는 표충에 드러난 읍수율이 아년1 옴보융까지 고려해야 한 

다는 원착을 일깨워준 의이 있는 시도였다고 여겨진다 

두 가지 난제 가용데 후자를 언져 살피자\，!， 7.5조는 원래 일본에서 이 

식된 것이므로 전통 율격으로 올 수 었다는 것은 지나치게 연협한 생각이 

다 선 세계적으로 다섯 개의 유역한 언어들 7댄데 네 께라틴어， 영어， 

아컵어， 러시아어)는 다픈 언어로부터 운문 형식이나 훈율 이론을 받。F틀 

였다 싱지어 다른 언어에 대한 옹전한 이해 없이， 또는 자기 언어에 딱 

틀어맞지 않는 외래의 운율을 시용하연서도 얼마든지 흉흉한 율격을 안 

틀어 낸 정우가 드울지 않다고 한다 이 때 새로운 언어에 동화되는 율격 

의 정확한 기제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지안 모든 언어어 서 용용되는 

율격의 상쉬1ií'J!'{)에 해당이 있다고 추정되고 있대A1e.x Prmir멍er ar<l 

T.V.F. Ilrogan 어ι l잊rJ; 7판까’DI 

일찍이 정한오 교수와 김대행 교수는 외래 융조인 7.5조의 영향력을 우 

리 없이 받아들이고 통화시키는 데 작용한 율격의 상수{'r~'없)로서 4융보’ 

에 주옥한 바 있다 정한모 교수는 75.조냐 4'4조 연첩률이 그 기본 음보 

에 있어서 4응보(뼈-arreterl를 이루고 있는 만큼 이를 혼합 변형시키는 

일은 그리 큰 이질적인 충돌 없이도 71놓했다고 본대정한오 1974: 1 611김 

대행(197& 001에서 재인용11 김대행 교수도 이에 동의하연서 다안 한국 

시가의 율격이 읍성 부호가 있는 4옴보라연， 7，5조와 같은 것은 읍성 부호 

가 없는 4음보라는 점에서 울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을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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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대깅대행， l!lï& 711 이 논의는 土J.!iX쩌l의 4옹보설Æ읍보설올 수용한 

것으로서， 일본시가애 대한 국내 연구자툴의 이혜가 깊어징수록 더육 주 

목을끌고있다 

일본애서는 2응이 l용보를이룬다는학성이 일쩌강치 정설화되었다 191 

없!i1.1~은 그러한 학설올 수용하연셔， 2옹을 기본 단위로 4옴보로 이루 

어지는 8박자는 일본 시가안의 특정이 아니라 세계 여러 냐라의 시가와 

일싱어에서 항상 나타나는 상쉬힘f/I와 같다고 본다 아래의 융격틀에 

대한 맺'fIà~의 설영융 등어 보자 

타타 타타 타타 타타 얘웅구) 

타타 타타 타타 타 . (7융구) 

타타 타타 Ef타 •• (6옹구) 

타타타타타… β옴구) 

위어 서 ‘타’는 읍성우호가 있는 실질옴을， ‘ . '는 옹성부호가 없는 휴시 

툴 가려킨다 앤 위에 있는 4.4의 8옴구는 너무 갑갑해서 일본어흘 가지고 

고정왼 융격의 8용구훌 안드는 것이 어영다 그에 딴해 7웅구의 경우는 1 

옹의 휴지가 앤 뒤에 놓일 수도 있고 앤 앞에 놓일 수도 있어 여러 가지 

구성의 7읍올 훌흉하게 2옹 l율악의 박지에 적융시킨마 6음구의 경우는 

위와 강이 알이에 휴지박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안， • ~ < /ι . /U'“/ < . " 
처입 중간의 휴지을 두어 구가 2개로 환영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정 

형이 되기 어렵다 반연 5융구는 "~< /~~/ < . / •• "의 '~~'저럽 문 
절끼리 총톨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후속 융믿에 실용-cr.rrn이 하나밖에 

191 김정'!crm 1971i! !i.안 2응l박셜온 19이년 <l L M:Jll이 셰기한 〈二g"-Jìt>성 
에셔 유찍혀였다고 언아 이.f 2.용성의 경tι이 영용어의 충요한 흑걷이라고 주장한 

L~ :A;\1J의 옹보상이 '1두하연서 2용 l용보셜은 정성화 외다시피 었다고 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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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기 때운에 위화강을 조성하지 않고 구가 2개로 분열되는 일이 없다 따 

라서 일본시가의 기저률 이루는 것은 4응보이지만 표층으로 드러나는 것 

은 7음과 5응일 수밖에 었다{아llIå彦. 10C6: 12-&;) 이러한 설영을 창조 
하여 〈진달래꽃〉의 7.5조를 이해해 보자 

나보/기가펙겨/워 . j 

까뼈。W는 .j • • j 

앙엉/시 . j고해보니V드래우려따 -; - . / 

위의 제1행과 져2행은 4옵보18박자) 속에서 구현되는 7.5조의 일반적인 

배치법을 취하고 있지안) 마지악 행에서는 8옹보116박자) 속에서 12음을 

구행}는 연용을 구사한 것을 올 수 있다 〈진달래꽃〉의 4개 연이 모두 

위와 같은 영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불 매 작가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 

고 응보수의 변화흘 준 것올 알수 있다 제l행과 제2행에서는 8악자를 싣 

현하연서 각각 l음분과 3음분의 휴지를 두1에 냥김으로써 망설이는 포즈 

를 취한다 그러나 제g행에서는 16박자를 한꺼번에 올아치연서 하기 싫은 

알을 억지로 빨리 하는 듯한 인ιk을 준다 이를 흥해 일본시가의 7.5조와 

는 또 다른 이"이 생겨나는 것올 용 수 있다 

lJ:i'nfil5은 7.5조에셔 5옴안이 실음{찌갑)으로 실현되고 나어지 3옴에 

는 휴지가 놓이기 때운에 “후반구에 들어가서 바로 풍하고 추락하는 느낌 

으로 어이없는 정도로 간단히 끝나 버려지만 그만큼 시원시원한 느낌을 

준다”고 하였대lJ:i'!f많. 10C6: 70) 반연 위 작용의 마지악 행은 앙의 두 

뺑의 두 배가 되는 박자와 실읍tl!f -rn을 구현하고 있어서 그렇게 시원시 

원한 느낌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16박 가운데 전반부의 8빅써1서는 중간 

에 휴지가 1옴분 밖에 없어서 긴장강융 주고 후얀부의 끝에서는 3융운의 

휴지을 줍으로써 이싼시키는 효과샤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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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악 앵의 이 같은 훈용은 7.5조와는 전혀 무판한 것으로서， 굳이 그 

선행하는 형태를 찾지연 재래의 노래 가운데서도 시조가 주옥왼다 깅흉 

규 교수는 시조의 초 중뺑 소옴보(평옹보)←명옹보-소옹보(평융보) 명 

음보’의 비교적 규칙적인 흐응을 유지하다가 종정써” 와서 ‘소용보-과옴보 

-영용보-소옹보’로 플격이 연화원다는 사실에 주욕하고 그 이적인 성격 

을 다용과 곁이 설영한다 즉 종장의 연화원 율격은 초 중장의 명영한 흐 

릉을 차단송얘 호흉융 비대칭적으로 긴장시켰다가 중어 줌으로써 작용을 

완결시키는 기능올 한다는 것이다{김홍규. 1인71. <진달래꽃〉의 각 연마 

다 마지악 앵이 선앵하는 율격의 흐용올 차단하연서 긴장과 이완융 느끼 

도록 구조화 되어 있는 것은， 작가가 시조의 융격에 대한 내연화된 문엉 

올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생성율격론애 의하연 옥갱 시가의 율격융 익힌 사랑의 내연에는 옥정 

율격에 대한 내연화왼 문엉이 자리 장고 있다고 보고 이를 ‘율격 능력 

Üretric COO1J'뼈에이라고 우른다 어언 사랑이 융격적 문장을 얼마든지 

새로이 지어내거나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은 곧 그7. 이러한 영련의 규칙융 

내연화한 ‘융격 능력1융 가졌다는 것올 뜻한다〈깅흥규 l잊!): 53) 김소원이 

낀요시‘o.는 부세를 융였언 당시의 민요’는 오늘날~1 낀요 장르만융 지 

칭한다기보다는 장가 민요 시조를 포힘한 재래 노래툴올 일걷는 용어였 

다E 김소월은 한시‘ 시조 민요와 같옹 재래의 노래툴에 익숙해 있었고 

실제로 명시조 형식으로 왼 6수의 시조를 창직냥}기도 하였대이홍순， 

'iW/) 그러므로 시조어 서 종장을 운용하는 문업에 대한 율격 능역이 그에 

게 내연화되어 있었다고 보눈 젓이 그리 우리한 추정은 아닐 것이다 

시조 종정써 대한 용격 능력은 김소윈파 동시대흘 살았던 이광수에게 

서 비쿄적 뚜렷이 엿용 수 있다 이광수는 r시조의 자연융i2)，에서 시조의 

3)) ;1..에한 것응 흔고eJllla) 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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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올 펼셨다 그 중 한 가지는 개#써도 얼른 

보연 I"l앤인듯 하‘지안 좀 더 정교한 조엉올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한시 5언은 2.3조이고 7언은 4.3조이며1 와9K져I~l는 7.5조인 데 반해 시 

조는 }4'5의 조법을 할용하고 있으으로 더 연화가 않다고 주장하였다 또 

한 시조의 자F율은 반드시 3-4'3-4'3-4-3-4<3'5-4-3이 아니라 옴절수의 녕 

나둥이 있되， 다안 4개의 옵보에서는 반드시 지커는 응수율이 있다고 주 

~하였대양뼈， lgÆ1L(ll 1 이즐 그링으로 나타내연 다음과 같다 

흡펴#걱꿇뿜캐 
응영으로 표시한 용보틀이 바로 고정왼 응수를 지켜야 하는 읍보등이 

다 시조의 자수에 대한 용계자료로 미푸어 올 때 <D-@)에서 해당 옴절 

수가 나타날 확률은 각각 ffi.4%, 00.9>/0, 935%, fJ1O/o로 애우 높응 것을 툴 

수 있다'2]) 륙히 종장 첫 구의 3읍절은 1m년에 간앵왼 황윤석의 '01재 

난고(l!Iil1liU，l，에 언급되었을 정도로(김학성1 었Ð: 61 시조의 장르 표지 

가 왼지 오래였기 때운에 철저하게 지켜진 것을 올 수 있다 이광수가 다 

른 옴보에는 응절수의 가감을 허용하되1 종장 첫 구는 3음절’로 고정외어 

야 한다고 본 것은 시조의 쌍르 표시를 뚜렷이 인지했다는 증거이다 

21) 조용채 교수가 조사한 411수 가운데 a:reo수 =수 @얘수 @l)수7f 혜당 용절 

수흥 지키고 있아 김흉규H!ID l잉에서 비판한 것치엉 비욕 각각의 구에 제시왼 긍 

자 수가 오우 g)IlA>~ 앙도적인 실현융융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틀율 조ι헤여 안툴 
어낸 기준형이 그대로 나타날 핵운 약 '28%:로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응 사심이다 

그러나 가운영이 실채호 나타난 용계 수치는 싼격 이용의 타당성얘 영향용 이치지 

않는다는 정옹 앙에서 언급한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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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수는 3개의 응보을은 반드시 ‘4옴절 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 

는데 그 위치가 주옥율 요한다 (l}i2):와 @OII서 보이는 4옹절의 위치 연 

화가 바로 시조 종장의 율격적 특갱과 일접히 찬련되기 때문이다 즉 초 

중'0"에서는 마지악 옹보가 4응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휴지가 없어서 종 

결강율 주지 못하는 안연 종1/<깨서는 4옴절이 셰 번쩌 웅보호 이동하고 

그 뒤에 대체로 3응절이 이어지연서 종결갑이 강화외는 효과가 생겨난다 

이핑수는 종장의 두 번째 읍보가 과옴보가 핑으로써 주는 긴장까지는 지 

적하지 옷했지안 시조 총장의 율격적 욕정올 상당히 정확하게 이혜하고 

있었옴융알수있다 

깅소월이 이광수와 아한가지로 시조 종장의 율격에 대한 내걱 운엉융 

71.지고 있었다연， 그가 각 연의 마우리블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플 잘 알 

고 있었다고 알할 수 있다 이렇게 용 때， <진달래꽃〉의 4개 연에 나오는 

01'1악 행의 첫 옴보가 각각 ‘말없이i’ ‘아름 따다-‘ ‘사뿐히 ‘죽어도’와 

같이 대셰로 3옹절로 이루어진 것도 우연의 일치안음 아니라고 하겠다 

’말없이- ‘아픔 따대.죽어도까 잉올 보내는 고용융 감내하연서 잉얘 

개 순종하거나 임율 위해 희생}는 비장한 심정융 드러낸다연， ‘사뿐'1" 

는 시적화자의 비장함파는 대비되는 임의 태도흘 앙시송}는 또 하냐의 중 

요한 부사어구이다 깅소월은 마지약 앵의 첫 구에서 이러한 부시어구틀 

을 션연에 배치하여， 선앵하는 앵툴애서 숨져 왔던 시적화자의 태도플 갑 

작스업게 드러내연서 독자에게 충격융 준다 이는 시종일관 평영한 융격 

을 유지하던 시조에서 갑자기 종장의 첫 구에 3옹절의 강탄적 어사활 배 

지함으효써 주는 충격에 견중 만하다깅) 

요컨대 〈진달래꽃->21 각 연은 3앵으로 이루어져 었고 마지악 앵온 선 

앵하는 율격과 천혀 다은 율격을 선보이며 이 융격적 연회를 예고하논 

22) 김찍성(3XD 8 에서는 시죠홍장'1 칫 구에 요는 3옹설은초 중장으캉 이어지는 셔 

슐'1 연예와 훈융격 연옥성융 일거에 .)년하는 효I댄 ')져 용냐고 성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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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에 3읍절 시어가 온다는 정에서 시조의 융격과 상관성올 보인다 이 

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진달래꽃〉에 시조 율격이 잡재되어 있다고 가정 

할 때 작용의 율격이 어떻게 설영될 수 있는지 알아보자 

(J) 나보기개역겨워·끼 · … / … .n 
가실때'iL는 ••• !( … . / ••• - (1 

암엽시 ./고히 • - 1.보내드리/우리다 ./ 

(잉 나보717ν역겨워 . /( • … / … .n 
가실 .. /때에는 ·η . … / … .n 
알엽사 ./고히 보내드리우랴다 ••• / 

〈진달래꽃〉을 시조의 율격으로 분석하려연 1.2앵의 ( … ./ ... 
·끼와 같이 장재되어 있기안 하고 설음으로 실현되지 않는 옴보의 혼재 

를 상갱해야 한다 이흘 천제로 (J)은 작가의 띄어쓰기를 최대한 존중하여 

시조의 음수율에 맞게 끊어 읽기를 한 것이고 (잉는 통사적 단위에 가장 

자연스럽게 끊어 읽기를 한 것이다 이 ξ냉낙을 끊어 읽는 방법은 이 외에 

도 우수-1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영게 끊어 읽든지 한 읍보를 이루는 읍 

절의 수는 대부용 3내지 4가 되어， 당대인들이 전통 율격으로 생각했던 

4.4조의 응수융어 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당대인들이 전용 율격의 실제로 간주한 4융절올 기준 융보호 삼고 4음 

절인 융보와 4옹절 미안의 응절로 이루어진 음보를 따져 보연 우질서하 

게 산포된 것처럼 보이는 옴수융틀의 일정한 교체을 불 수 있다 즉 (J)은 

예「때10， '41-4I0I0, -41-4ψ41-41의 교제를 보이고 (21는 4 찌q 

41 뼈Ð， -41'41'41-41의 교체를 보여주고 있다 줄을 비교해 보연 (21보 

다논 (J)이 종 더 율똥감이 느껴지는 끊어 읽기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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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시의 융척올 명용보1-4옹보}와 소옹보j←4융보)의 교얘로 보는 가 

셜은 당대인의 율격 의식에 근접한다는 이덕 외에 또 다든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옴보1는 칸격의 단위가 원 수 없지만 융절의 수’는 율격 

의 단위가 쉴 수 있다는 가능성올 암시하는 것이다 P내 일본시7까 7옵 

절과 5옴절의 교셰흘 용혜 율격적 성격올 획득하듯이， 소월시의 경우는 

‘4옹절과 - 4응절의 교셰를 용해 융격적 성격을 획득한다고 올 수 있다 

즉 김소앤의 〈진달래꽃〉이 전홍 율격인 이유는 4옹보괄 기저로 하여 4 

음절과 - 4옴설의 교셰툴 휠용하기 얘문이라고 말힐 수 있다 

특별히 강조원 적이 없었을 분， 지긍까지의 옴수융흔이나 응보율온에 

서 평용보와 소음보의 교쳐1가 언급뇌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조융제 교수 

가 '3-4-4(3)'~ }4'4(3)'~ 3-5，4<1이라는 지수율을 제시하여 3응절과 4옹절‘ 

의 교얘에서 오는 규칙성을 앙시했다연， 김홍규 표수는 ‘소음보와 영옴보 

의 교체가 초 중장까시 일정한 규칙융 이루다가 종장에서 과응보가 청 

가되연서 융격적 규칙이 전혀 달라지는 %냉에 주옥하였다 이처럼 연속 

되는 옹보에서 나타나는 옴절수의 교체틀 부각시켜서 ‘융격 단위’로 삼는 

다연‘ 읍보율의 앵정이었던 ‘이항대럼적 자질을 갖추고 있는 융격 단위의 

결여1 운제도 해결원 수 있을 젓이아 

이상의 논의를 용하여 고전시가의 융격적 정셰성은 ‘옴보1라는 율격으1 

상수{체1'/)와 읍철수라는 융격의 연수(영r.o률 함깨 고려항 때 가장 항 

리적으로 피악핑 수 있옹융 알 수 있다 아올러 고선시가의 율격융 uH훈 

악습자가 김소월이나 이장수와 같온 융격 농역올 갖기툴 회망한다연 다 

음과 같은 내용올 가르지는 것이 휠요하다 

첫셰， 고전시가 융격의 상수로 확실한 것은 4융보 밖에 었다는 것이다 

l때년대부터 예년대까시 4，4조또별 재래 융격으로 언급한 것을 올 수 있 

는데 4，4조를 연정하연 4응보가 되지만 4，4조를 어떻게 연용하더라도 3옹 

보가 얀틀어지지는 않는다 더구나 4옹보는 민요 시조 가사와 강은 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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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에서 현저하게 드러나는 웅보잉에 "1짜 3읍보는 몇몇 고려가요와 경 

기세가 퉁을 제외하고 고전시가에서 뚜렷이 실현원 적이 없었고 민요에 

서도 드물게 나타나는 옴보이다낀) 따라서 3응보를 전통 율격으로서 가르 

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룰에 한국 고전시가의 율격적 륙징은 무엇보다도 융절수의 교체에서 

찾올 수 있다는 것이다 4옴보는 〈진달래꽃〉과 같이 표충의 율격이 다른 

작품을 전통 율격으로 설영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율격의 상수이지만， 

동시에 세계 여러 나라의 시7에서도 나타나는 율격적 상수이기도 하다 

띠라서 융격 교육의 쩍심 내용은 싱이한 읍절수로 이루어진 평음보와 소 

옹!;!， 혹은 평옴보와 과음보의 교체에서 생겨나는 고션사가의 리듬감을 

학습자로 하여급 익히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흥해 고전시가의 융격이 학습자의 융격 능력으로 전이되는 것올 기대할 

수있으리라전앙한다 

W 결흔 

이 글은 고전시가 융격(rr<ter)에 대한 기종 교육 내용을 검토하고 융격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고전시가 용격 교육의 내용올 마련하는 에 목적을 두 

었다 지금까지 고전시가의 율격을 교육하는 일에는 여러 어려융이 있었 

다 1율격 의 실쳐 가 오호할 뿐안 아니라 고전시가의 융격’이 무엇인지 밝 

히는 과정에서 음보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논란이 지속되었다 ‘전통 율 

격’은 무엇인가에 대한 당변도 웅할 수밖에 없었으며， 무엇보다 ‘고전시가 

23) 겁수엉(197'2 : 10l에 의하연 잉용킨의 r언국민요징J에 성연 2144연의 인요 7h안에 3 
용보는 전셰의 10훈얘 l애 등야하여 그첫도 대부용 은대이후의 노래인 아리랑으로 
드러난다 그 악의 민요는 요두 4융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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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율격’을 애용으로써 획득되기를 기대하는 ‘융격 능픽 이 무엇인지에 대 

한앙의도없었다 

이러한 문채플 혜결하고 율척 교육의 내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2i"에서 

는 교육 현정써서 3옴보나 4옴보와 같은 옹보율융 ‘션흉 융격’으로 가르치 

는 데 개재하는 몇 가지 이흔적 운채을융 짚어 보았다 그것옹 첫째， 용 

보’는 융격의 기본단위가 되기 어렵다는 것， 둘째， 옹보율’을 파의벼는 땅 

법이 ‘응수율’융 파익냥}는 방엽과 다르지 않다는 것， 셋쩌|↑ 고션시가 율격 

은에서 응수율이 다소 부당하게 기각왼 문재성이 있다는 것， 넷째， 19'Jl년 

대 이래로 줄곧 전용 율격은 3옹보’가 아닝， 'H조라는 옹수율로 파악되 

었다는 정이다 

3장에서는 위얘서 채기한 난채틀을 영두에 두연서 응보율’과 음수율’ 

이 각각 어영게 고션사가의 율격에 찬여하고 있는지흘 살폈다 그 결과 

고전시가의 율격적 정제는 4읍보라는 율격의 상수{’쩌ψ)를 기반으로 표 

충애서는 주로 씨옹절과 - 4옴설이라는 옹절수의 쿄셰가 실현되는 융격 

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업동은 7，5조로 왼 〈진달래꽃〉의 율격이 옹절 

수의 잉에항에도 울구하고 어영게 전용 융격이 휠 수 있는지을 성영해 줄 

수 있다는 정에서 옹수융의 앵점을 보싼한다는 장정이 었다 동시에 옴 

보윤돈이 얀촉시키지 옷하는 왈격의 기온난위 문제를 해결한다는 장정도 

있나고본다 

경흔적으로 율격의 상수인 용보율과 연수인 응수율이 요두 고전시가의 

율격적 실현에 판여하고 있지안， 옹보율은 한국 고전시가안의 욕징이라 

고 보기 어렵기 얘문에 고전시가 율격 교육의 핵심적 내용은 걸국 음수융 

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학습자의 융격 능력은 성F이한 응절수로 이루 

어진 펑융보-소용보 흑온 영음보- jl↓옹보의 교체에서 생겨나는 리등강을 

익히는 에서 획득될 수 있올 것으로 전'lI-하였다 

이상의 입폰과 제안은 많은 분들의 검토를 거쳐서 더육 정교하게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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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어져야 할 것이다 융격 자체가 작용 속에 객관적으로 종재하는 실체라 

기보다는 독자가 텍스트에 어떤 규칙을 부여하고자 하는가에 따라 달라 

지는 안큼1 이 글의 논의가 고전시가의 율격을 파9냉}는 유일한 앙영일 

수는 없다 단지 이러한 시흔적 논의를 홍해 율격 교육의 내용을 꽁꽁히 

살피l 긍극적으로 고전시가의 율격을 쿄육하여 학습자들이 획득할 수 

있는 ‘율격 능력’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연 한다 

이 글에서는 운올 띄우는 데 그쳤지안， 김소월과 이광수의 사례를 흥해 

율격 교육의 목표가 되는 융걱 능력이 무엇이며， 그것은 어영게 길러질 

수 있는지에 대한 풍부한 시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합깨 

‘전통 융격’ 판명과 관련원 이론적 실천적 문제틀과 강이‘ 과제안 제기하 

끄 본격적으로 다루지 옷한 문제을。1 아직 많이 냥아 있다 이러한 운제 

틀은 추후 논의에서 깊이 있게 다훌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이 논운은 3)12. 4. 31 우고되었으며 3)12 5. 18. 심샤가 시작되어 찌12. 5. 31 싱샤가 
완료외었i!.， :ll12. 6. 4. 연갱위씬회 심의응 거쳐 게재가 확정외었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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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고천시가 율격의 교육 내용 연구 

고징회 

이 글은 고전시가의 융격에 대한 기존 교육 내용융 검토하고， 융격 능력을 기 

르기 위한 고전시가 융격 교육의 내용옹 마련하는 에 옥적용 두고 있다 

2장에서는 1응보융‘올 선통 융격으로 가르치는 띠 따은 운쩌정용 상였다 ‘융 

보는 융격의 기본안위가 되기 어엽고、 응보융‘용 따악하는 앙엉 또한 ‘응수용’과 

다를 바 없다는 이혼젝 운재용 지닌마 만연 ‘응수용’온 1!I2O년대 아래 중곧 션똥 

융격으로 간주되어 왔옹애도 불구하고 윤격의 층위얘 대한 학자툴의 오혜로 인 

해 기각원 운제가있다 

3장애서는 ~-3!.올:.1~ 응수융이 각각 어영깨 고전시가의 훌격에 관여하끄 있는 

지흉 상었다 그 컬과 고전시가의 융격온 4용보라는 융격의 상수('ffi Ð)와 응정수 

라는 올격의 연수(원1))로 이루어지외， 장계원 4응보용 기반으로 표층에서는 주 

로 '4용정과 - 4응정이라는 응첼수의 교체가 겔현와는 것용 알 수 있다 

이처영 웅보융과 응수융이 오두 고선샤가의 훌격적 실현에 판여하고 있지안， 

옹보융온 한국 요전시가안의 욕갱이라고 보기 어협기 예문얘 올격 교육의 중싱 

내용옹 응수용이 <1어야 하려라 온다 요컨대 상이한 융정수의 교세에서 생겨나 

는 랴등강융 익히는 에서 학습자즐의 융격 놓력이 길러정 수 있용 것으로 전양 

한다 

I주채어l 고전시가， 융격， 융격 교욱， 올격 능력， 응보융， 응수융， 융격의 상수( 'ìiì 
양)， 융격의 연수(옛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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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JStrOCt 

A Study on the Educational Contents of Meter in Korean 

ClassicaJ Poetry 

Ko, ..w앙t'æ 

The """"'" 이 this lXlPeI" is 10 examine existi맹 얘‘aαJOal contents 어 

metα in Kα-ean Classic띠 pætry and to prαXJSe new 어ucationaJ COIl tentS for 

fostering ‘rætrical cor재Jt1ence’ of learners. 

In orær to this. in chaαer 2. some theor려cal difficulties in ""잉.ng 

E'tni.l0u'(rreter of ft었)as atr때tialal meter have 뼈1 observed. First 

‘foot' could not be a unit of rreter. Sð:ond. the ræas 매"CITßlt of F.tnix찌 " 

nOI. diffcrent from that of syllabic meter. on the other hand. syllabic ræter i5 

unreasona비y deni어 by the 떠뻐ars m sαte lh따 it has bcen regarded as a 

tral:i tionaJ meter sioce l~'s. 

In ch꺼αer 3. it was asserted that meler 이 Kon.:aIl Classical Poetry 

COIlSlsts 이 metrical constan 이 tetJ'3rretcr and metrical variabJe that is 

fulfitled by altematiα1 이 ... 4syUabIes ‘띠 4syllables. 

Then，{，α-e the educ，씨OnaJ contents of metπ in Kα얹n Classical POetJY has 

to be a syllabic meter. In cα1Clusion. rretrical compctencC 1S exα~I여 10 be 

fOSle!'얹 by beccmîng 3(피떠inted ..... ith the rhytlun which is based on the 

aJ，에laUOO 이 fect with different number of syUä이g 

[Key W()며sl Korαm Class 때 Poetry, meler, education of ræter, metrical 

tαπ)f{ence. fJIrbU;피Irretδ 이 feet ). syllabic rreter, rætrical 

COIlstan t. rretriCaI v，잉iab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