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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프랑스 시 교육의 전망

론

알랭 바디우A1ain Badiou는 20세기가 만들어낸 시대적 사유를 해

석하는 자신의 저서 『세기 Le siècleJ 에서， 예술이 끊임없이 지|검토하
는 언어의 시대는 일찍이 종결되었고， 이제 일상적 교환의 언어 혹

은 이녕의 언어만이 거의 파괴된 상태로 무기력하게 남아있음을 표
명한다. 비록 바디우가 1 3장으로 된 저서의 각 장을 한 편의 시로 시
작하면서 시적인 취향을 드러냈다 할지라도， 이 철학자의 눈에 비친
시는 과거의 유물이며， ‘죽은 시인’”의 언어가 된 듯해 보인다. 물론，
1) ‘축은 시인’이란 표현은 과도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 표현의 ‘시인’은 낭안주
의적 시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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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서양철학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바디우의 시에 대한 생각

이 모든 철학인의 사유를 대표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바디우의
동시대 철학자 시인 미셀 드기 Michel Deguy는 “21 세기는 시적이거나
시적이지 않은 시대 "2)라고 대립적 표명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드기는 이 안표에 이어 오늘날의 시가 19세기 시의 부활내지는 연
장이 아닌 새로운 무엇인가를 창초하는 시 이어야한다고 부연한다.
이처럼， 다%탠f 문화 범주들이 범람하는 21 세기라는 초(폐현 대사회
에서， “하나의 문학 양식으로 소외되고 빈사상태에 처한 채， 접점
더 보이지 않는 장르로 전락해가고 있는 시 "3)를 얘기하는 것 자제

가 힘겨워 보인다. 아우라를 지닌 시인의 시대가 가고， 바디우의 언
표를 빌자연 ‘’낡은 사람의 따괴가 새로운 사람인 것 "4) 처럼， 과거와
분리될 시의 미래를 개척할 ‘새로운 시인’을 가다리는 21 세기 문학

에서 시의 위상에 대한 물음을 던져본다. 즉， 오늘날 ‘지 금까지 수용
된 대로의 시’를 읽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현대의

절정에 위치하면서， “진정한 시인의 임무는 시의 본질을 말하는 것”
이라고 강조한 19세기의 시인 휠덜린이

주장하는 “본질의 시 la

poésie de 1’essence"를 사유하고， ‘서정’을 극복하고 ‘존재론’과 결속
하는 시를 제시해준 하이데 거의 시학을 뒤쫓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
닐 수 있을까? 이 런 의문들이 솟구치는 현 문학 환경에서， “미디어

언어들과 이진(二빠) 언어들의 제국이 무제한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2)

20[3 년 1 0월 초에 반국대 국제운학창작센터 주관으로 개죄된 세져|시인대회에 초

대된 이셀 드끼는 빛몇 인터뷰와 대화 중 앙드l!1I 말로의 잉표 "2 1 세가는 종교’l
이거나 그렇지 않거나”란 말옹 인용하여， “2 1 세 기논 시직이거냐 그렇시 않거냐”
라고 표영하였다.

3) Jean-Claude Pinson , Habiter ell μ냥te， Champ Vallon, Paris, pp. 41 -42 :
“ La poésie n’ est-elle pas devenue a에 ourd’hui un genre lînéraire, sinon margînal ou même moribond, du moins de p1us en p1u5 띠띠sib1e?"
4) 외외n Badiou , μ siècle, Seuil, P때5， 2005, p. 59 ‘ 'L'homme nouveau eSl de.
struction du vieiJ ho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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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중에 어떻게 시인의 언어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7"5) 라고 말하는
장-클로드 팽송 Jean-Oaude Pinson 의 불안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없다. 더군마나， 팽송의 불안은 오늘날의 시가 직변한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문학계6)의 불안이기도 하다. 현실적으로

시 의 위상은 점점 더 축소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없어 보인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어느닷 한 개인만의
것이 아니고1 ‘문학인들’ 전체가 공유하는 목소리가 되어 버렸다.1>

시 의 어려운 현실은 문학이 지나가는 여러 길목에서 공통으로 발견
되는 현상이다. 이 것은 고둥교육환경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본
연구는 오늘날 세계문학의 장에 서 빈번히 확인되 는 시의 허약한 위
상의 실제를 현실적 최소단위를 통해서 확인해 볼 것을 제안한다.
한국 고등교육환경에서의 프랑스 시 교육이란 차원을 구체적인 예로

제 시 하여， 오늘날 시가 직면한 위기적 위상을 짐작하고 그에 부합한
해답을 모색하기 로 한다. 즉， 1 9세기 전통주의와 결별함으로써 징형
의 탈을 벗어던진 프랑스 시 가 비왜飛經)하는 변형의 패러다임이란
현 상황에 이르게 된 필연 이 앞으로 한국 고둥교육에서의 프랑스 시

교육을 어떤 다른 펼연으로 안내할 것인가에 대해 사유하기 로 한다.
5) Jean.Claude Pinson, Htlbüer en po강're， Champ VaJJ on, p. 41 .
“ Commenl habilcr la langue en poèle, lorsque crOil sans Iimitc I'cmpire dcs
langag(.'S binaires ou médiatiques?"
6) ’ 호택 문학꺼l'이 시 도 하며 프랑스 운학껴l’ 이 시도 하며， 단효히 발해서 ‘세제 운학~~I’
이 /1 도 하다.

7) 구체적인 예날 쓸이보연， 한국에시 사집 한 권의 :ξ딴인쇄 부수가 2，α)() -3 ，α)()우에
이르는 잣과는 달러 프량스에 서 시 집의 초만인쇄 부수는 500부플 넘 71 지 않는다
그염 에도 쉴구하고. 프랑스에서 500부블 소진헐 수 있뉴 시 인플은 극소수에 불과
하고， 그 성우 그 시집은 관 성공웅- 거둔 시집으로 인1)받는다. 또한， 프랑스보다는
사정이 냐은 v.b~에 서도 시한 얽는 독자픈의 수기 과기에 비 혜 현저히 감소했다는
한단이 판고 있다 오늪날의 시가 ~I 연한 어려 운 상황은 민자의 깨인 적인 경험에
서모 ;(~주 확인원다. 옐자가 한국시 릅 붉억하는 작업을 하느라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여러 시 인틀피 교류혀는 기회플 갖세 되는데， 양낙의 시인둡。 | 모이면 ‘ 추락
하는 시의 위상· 이 공풍 화세로 심심싹게 얘 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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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본

론

앞서 언급한， 오늘날 시의 위 태로 운명은 존 로크 John Locke의
경험주의 철학을 승계한 계몽주의 철학가들8}이 프랑스릎 비롯한 유
법을 움직였던 18세기에 이미 예견된 것인지도 모른다. 당대 ‘철학

lr들’이 사상의 설파를 위해 선택한 글의 형식이 산분이었던 것을
고려해보면 그렇다. 서양문학의 시원인 운문이 혁혁하게 변화하는
근대사회의 모습을 용진히 담아내는 데는 역부족이었던 것일까? 산

문의 발달로 인해 또한 사회가 다원화되어감에 따라， 운분은 r 일리
아드」 와 ’ 오디세이아j 의

탄생이래로 유지해왔던 드높은 지위를

벼라고 문학의 장을 산문과 통둥하게 공유하게 된다 특히， 19 세기

중반읍 넘기면서 시 는， 진 시대와는 달리， 더 이상 “사회의 울립을
담아내는 공간”이 되지 못한다. 시는 물리적 안위플 추구하는 사회
로부터 떨어져나가 자신만의 세제를 구축하여 그 안에서 머물게
펀다. 이것이

바로 후고 뜨 리드리히 Hugo Friednch 가 실명하는

현대시의 본질이다，9) 일찍이 비국(r젠없.11)과 더불어 운문의 대표적
장르였던 시는 19세기 프랑스 낭만주의를 거치면서 끊임없는 혁신과
쇄신의 대상이 된다. ‘주관적 사정주의’와 결멸하는 발라르떼를 거치
고， “고대에서 내려온 문제와 언어의 마력을 피해 달아난"1 0) 랭보를
8} 18새시의 재용추의 션 ~t이 l~‘상스에시 •Lumières'로 붙녔다 ’t!. 잔인에선 ‘A바M따ung’.
영놔에선 'Enlighlmcn t" • 이 테러 에 시 ‘ lUum띠ismo'파 겸-야었 r •.
9) Hugo Friedrich. Smll‘' IlIrt' Je 11 I~sie It/αteme. Livrc dc Pochc RCfércnces, 2004,
p. 21 :
“ J lIsquc dans les demièrcs années du X1Xe siède et même all-delà, la poésie
o'avail été que I'espacc sooore de la société... 00 n'cntcodait d ’ellc qll ’ une im.
age idéa Liséc dcs thèmcs CI situauons de Ia vic couraole, qu ’ une a ct10n cathar.
tique et bénéfique, méme lorsqu ’eUe pr양entail les asperu du 때émoniquOt
Da.ns tous ces cas ‘ la poésie se dúTérenetait sans doute dcs aUlrCS genrcs. mais
ne se plaçait nuUemenl au dessus d'eux. Et c야>en따nt ， la αlèslC ftrut par s’opposer å une SOC! é[c tOUI occupée d'assurer sa survie éronomiq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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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면서， 시는 끊임없이 변신히는 하나의 ‘문학 장르’가 된다. 두
시인에게 기대고 있는 프랑스 현대시가 ‘변신’이란 새로운 옷을 걸치
고서 미메시스 mill1esis 혹은 재현의 시에서 ‘사유의 시’로 되고， 재현과
의미를 파괴하는 시가 되더니， 급기야는 텍스트를 벗어나는 시가 된다.
전진과 변형을 거듭한 프랑스 시가 오늘날 독자들에게 비쳐지는 초
상은 다양한 지형으로 이루어진 풍경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종이
위에서 태어나던 시가 이제는 소리로， 몽짓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시인의 공들인 사유의 물에서 피어나던 시가 찰나의 즉흥성 속에서
피어나기도 한다. 이처럼， 관례적 텍스트를 벗어나 비상식적인 형태
를 지닌 비(非)-텍스트11) 에까지 다다른 시의 모습이 프랑스 시의 현
재이다 1 낀 독일낭만주의가 열어준 ‘사유’의 문으로 들어선 형이상학

과 존재론의 시학， 후고 프리드리히가 “상상력의 독재 la dictature de
l ’ imaginaυe"13) 라 지칭하였던 추상과 초현실의 시학 14) ， 말라르메에
10) J ..C. Pinson, vp. cil. , p. 58.
11) 여지사 ‘텍스트’는 수세끼 동안 유지되어온 구텐베트크서((1<)) 공간옴 발함이다
오힘l 새씬풍있 시의 장작은 시연(ll\r(lI) 위에서

실세화되었다.:L벼냐 오늘날

고도화된 과학 71 솜은 시가 성처|화되는 j1_유한 방식융 거부하는 “ new

media
poetry (Eduardo Kac)"보 싣쳐|화되기'"， 한다 미래의 시는 인왜되어 윷판되지
않아도 “대기 휴에 떠.5'-는 훌로그랩”으효 독자에세 읽혀질 것이다

12) 오늘남 표랑스 시의 요깜은 배우 다채포워 자국 회자등소차도 그 시형도에 디l 혜
땅료힌 해섯응 참이지 봇하는 것 같t:~. 댐첼(TeI QIICf)에서 기인한 네R이·방가르
드지 ·사인의 만’올 산성시학였딘 보든 이데올화 71 애 반기찰 등었던 이래보， 현
대시늑 텍스트플 년어시사， 택스트 벅 공간으로의 확징을 시도하져l 되었다

이지

립， 현대시시 혜스트 밖으로 전진하는 양상옵 맹송은， 위애 인용된 저서에사， ‘파

dehors

in.었1양

du

leη'e " 라 밤}연서. 뜨랑시 스 풍쥬의 ‘ 'la

ul 유한다(Habùcr etl 때re，

rage de

I'expressioll'"어|

p. 19). 이러한 혐데시의 .. 텍 스트의 비상식적 바깐” 세

지1 에 대한 모습은， 초지 현대시인틀. 앙 al 띠쇼의 이해 불가한 ‘주문’에 까까운
소리-시(새)외 앙토냉 아르토의 외심-시(，，\ )에시 구저|적 여l듭 릎 수 있다.

13) 후고 프라드러히휠- 한글로 번역한 강희창은 이불 “선셔1 잭 상상핵·’이라고 지칭한다.
14) Hugo Friedrich는 ’ 현대시의 구조 Srnlctllres de la α'lésie modeme 에서 “사성씌
우위에 있는 힘의 위상을 상앙력에 맴 lii낸.. ’‘상상력의 독재”라는 표현옹 틀어
근대정신의 망로이며. 근대쉰 구축하는 작7~틀융 설영한다. 일테면， 디 드획Diderot)
와 루소(Rousscau)에서 싹을 퇴워 보듭레르릅 '1 쳐 팽보와 말라료떼을 풍-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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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작되어 1970 년대 Tel Quel의 시대까지 이어졌던 관념의 시학을

딛고 일어선 프랑스 현대시는 ‘성의할 수 없음I' ind강finissable’어l 다다

랐다. 프랑스 시의 현재는 난해하고 분산적이다. 이와 갇은 근

· 현대

의 여정올 지나쳐온 프랑스 시갚 한국의 대학교에서 교육한 지 반세
기를 훨씬 넘긴 지금， 그 교육의 현재 모습을 프랑스 시의 현 초상
에 대비하여 점검해보자.

1. 시 교육 환경의 다양성 혹은 변형
앞에시 인용된 팽송의 주장대로， “미디어 언어들 혹은 이진( τ삐;)
언어들의 제국이 무제한으로 싱장”하는 초(샘)현대 사회에서， ·타인
의 유물’일 수밖에 없는 18세기 혹은 19세 기 프랑스 시를 교육하고
배우는 일이 부색해보일 수 있다. 또한， 문자에서 영/없I싸像)으로 소

통의 때리다임이 바뀐 21 세시의 문명에서 시 교육은 주체자나 대상
자에게 회의강융 유발할 수도 있다. 그 회의감에 대한 반응이 이띠

고등교육기관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갈날 대학교에선 시
(혹은 문학) 교육이 이미 과거의 형상올 벗어던지고 세태를 반영하는
요소들

사이버， 영상， 문회

과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교육으로

변화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순수운학에 대한 열정이 약한 현재의 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시 교육을 한다는 것은 교육방법론에 대한
투철한 실험정신을 요구한다. 시에 무관심한 학생륜의 홍미를 조금
이라도 유발하기 위해 영상자료는 물론이거니와 점증되지 않은 소
재의 잡담까지도 교육의 재료가 된다. 구체적인 예플 틀자연， 필자

는 프랑스 상정주의 시인 랭보나 베를렌의 시릎 강의하기 에 앞서 학
생들의 흥미 유발을 위해 영화 〈토탈 이클럽스(1995)>를 주저 없이
보여준다. 그런데 유독 필자만이 시 교육에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는

초현심수의사늪에게까지 디다-년 ， l대사 상상핵의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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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는 아닐 것이라 짐작된다. 필자의 경험과 유사한 사례들은 이

미 시 교육현장에서 빈번히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편으론 시가 직연한 위기일 수 있겠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 (si펴
야말로 한 시대와 접하는 경계선 상에 현존함을 보여주는 증거로 받
아들일 수도 있다. 시는 언제나 한 시대를 통과하면서 그 시대를 홉
수하고 그 속에 흡수되는 시대의 유기체임을 증명해왔기 때문이다.
이를테면I 18세기의 루소와 디드로가 보여준 전통과의 단절이란 ‘현

대적인 modeme’ 문학정신을 이어받은 1 9세기 프랑스 시인들이 ‘자
유’란 어휘로 함축되는 다양성과 혁신의 현대정신을 추구한 것은 중
요한 일례라 하겠다 1 5) 낭만주의자들이 정신의 ‘변칙’ 16)을 통해 보

여준 현대성을 이어받은 랭보와 말라르메가 문제법칙의 변칙이라는
현대성까지 확대시킨 것을 보면 된다. 현대성은 무엇보다도 전똥과의
단절이다. 그리고 규범의 범주들 안에 정착된 관습이 전통인 까닭
에， 현대성은 모든 관례적 범주틀과 분류들에 반하는 작용이 된다.

1 9세가 유럽의 현대성이란 틀 인에서 시는 시대와의 상호적 홉수를
롱해， 후고 프리드리히가 밝히는 대로1 ’‘전형에 대한 거부"1 7)를 강행

15) 근대시는 ·사회’란 집단에서 ‘사신’용 떼어나{는 낭만주의의 정신적 혁신에서 시작
된다고 프당스분학시논 얘기한다

그러고 ‘ 711 인(I 'individu) 의 개발·올 핵심으로

하는 낭만주의의 성신은 18세기의 루갓와 다드」응에 711 서 기인함은 수지으| 사심이다.
특히나 사선’과 사회 간의 균연을 초래하는 부소~1 ‘섣대섹 자아·에서 1 9세기
핵신씌 시인듬이 섭전에 융기는·을혐화응’의 시원이 뉘축된야 즉， 부소논 서l 셰와
’냐’란 사야 샤이에는 실.ït 화해헝 수 없는 쓸가농성이 ，t로 막고 있고， 이것은

멜연석입잘 주정한다. 그의 저시

고꽉-한 산책사의 용상」 에시 요로시 ‘나 자신’

에세만 펀두하는 내연성으로 플어끼는， 이성으로 포착짤 수 없는 종 새에 대한 신

숲은 “시인릎이여， 모호해지라”라고 설파한 디드로와 함께 뒤이어 오는 관대적
^I 인듬에셰 결정직인 영흥t용 01 쳤다.

16) 원어로 'anonnalité갚 쓰이는 ·변칙’이란 단어쓴 후고 묘리드 <'-1<'>1 의 번역서(장회창
역)어1" 비듀엄성.，으로 번역되이 있다

17) H ugo Friedrich, op. C'Ìr.• p 2S :
“ Ou bien I‘ hypothèse d때 envisagée plus haut scrait-eUc exaetc sc10n laqucUc
il s’ agirait d'une impossibilité définitÎve d ’ assimiliatioo qui serait la caraClé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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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시대의 유기제로 출현함을 입증해주었다.
‘초자연적인 것’을 숭배하던 고대의 서사시가 붕괴되어 집단에서
개인으로 이통한 서정시로， 시학에서 탤|뾰)-시학으로 이동한 초현실
주의적 시로， 텍스트에서 탈-텍스트로 이동한 전위적 시로 시 는 끊
임없는 변화를 시도한다. 그러므로 ‘시대와 상호적 흡수’라는 배경
안애서 시 교육의 현재를 들여다보는 것이 시 교육의 미래를 조 명하
는 데에 필수적 요소가 된다. 그렇다띤， 현재 한국의 대학교에 구축

되어 었는 프랑스 시 교육이 한국 문학이란 지형과 그것이 지나온
시대와 상호적 흡수관계에 있는 양상은 무엇인가?

2.

한국에서 프랑스 시 교육의 위상

1) 프랑스 시 교육의 국지성
일제 강점기 직후인 20세기 종반에 서울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를
시작으로 하여 불문학과가 설립되면서 프랑스 문학의 고등교육이

시작되었다. 때문에 한국 대학교에서 프랑스 시 를 가르치고 배우기
시작한 것은 최대 육십여 년 되었을 뿐이다. 18) 물론， 프항스 시가

문학계에 도달한 것은 그보다 훨씬 이전인 1910 년대 말엽이고 활발
하게 이입된 시기는 1920 년대부터이니， 그 이입의 역사가 대략 한
세기가 되어간다. 그러나 한국 근대시의 생성기에 이입된 프랑스 시
는 향유의 대상이었올 뿐 교육의 대상은 아니었다. 게다가.20세기

초에 이입된 프랑스 시들은 대개 일본어나 영어 번역에서 한글로 번
역되 는 중역에 의한 것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프랑스 시까 중역
tique même de la po상.ie modcmc? 1•.. ) La scule chosc quc uous puissions
coosiarcr est précisèment ce rcfus des Dormcs."
18) 일본에 서 울어 와 될문학융 공부하고 귀국한 이 휘 영 과 손우성이 각각 서쏠대흩hι
( 1 946 년)와 성균관대 화iit( 1 948 년)에 룹문화괴촬 설쉽한다.

한국 고등교육 속의 프‘상스 시 우l성·과 신망

31 7

에 의해서만 한동안 이입펀 데에는 일제 강점기란 역사적 배경이 따
른다. 즉， 광의의 관점이 든 협의의 관접이 든 간에 ， 시 는 시대(혹은
역사)와의 상호적 홉수관계에 있기 마련이다.19) 때문에 해방 후 불

문학과 설 립과 함께 양성된 저1 1 세대 불문학 전공자들이 불문역자로
둥장하게 된 것은 50'건대 중반 무렵이다.2이 고등교육 대상으로서 프

랑스 시의 역사는 길 다고 할 수 없다. 그 리고 그 역사는 단기간 안

에 강력 한 영향력을 던지며 파급된 프랑스 시 이입의 역사와 불가분
의 관계를 맺는다. 즉， 일제 강접기 프랑스 상정 주의 시의 이입에 의
한 한국 근대시의 구축이나 전란 후 집중적인 관심을 받은 프 랑스
실 존주의 문학의 유행은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학교에서 진행된 프랑
스 문학 교육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시 교

육의 지난 여정을 일별함에 있어 호F국 근대사란 특수성 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때문에 ， 우선적으 로， 본 연구는 한국 근대시 형
성 기 에 이입된 프랑스 시가 해방 후부티 시작된 프랑스 시의 고퉁교
육에 미친 영향을 개괄적으로 일별하고1 고퉁교육에서 행해지는 프
랑스 시 교육의 모습을 살펴본 후， 그 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의 본

19) 시사 시대와의 홉수지 관깨에 있다는 껏은 역 사추의적 관점에 시 돼스트플 이해
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용 의 01 하는 젓이 아니다. 공간과 시간의 어느 한 지션
에 시 시가 창작될 때， 시는 분댐 」 지쟁의 특성릅을 홈수-한 창작을로 ·출현할 수
밖에 없는 삿이고 반대로 시 역시 그 지접의 뜩성잘 구축하는 대에 영횡L읍 끼칠

수 있는 한 주세으| 강상려에 의헤 장삭펀 경과임옴· 발하고자 함이다20) 이휘영 외 8 언， 용운학새본‘ ， 상응사. 3쪽 :
·‘ 'j IU~ 초 외래 문화의 !~~ A.과 더환어 프렁스 tlt.와의 진촉0 1 이루어샤시 시

삭한 이페로 얘: ι’”의 소개는 꾸순히 계속되 어 왔다 일제 효}어1 비혹 11 ~-응 우
회하는 간접적인 방식이긴 하였으나 (얘 ι’;‘이 우리나라 %Ii ι’;l， 냐아가서는 월반
치 |써/、의 ,'.\.'. >5에 띠친 영향은 설코 저은 것은 아 니 었다. 그러나 I'ft) ν}'과의 보아
직접적이고 띤접한 관계기 맺어지논 갓은， 다른 7t얘 (，;.1의 정우와 마찬가지포
~n'{ 01후리 합이 옳올 것이다"

또한， 김영철은

후f국힌이|번역문화사연구J (용유분화사. 97쪽)에 시 해방 후 세 l세

대 불문학과 학생들이 불문역 자틀로 풍장ß'l는 시기가 50 년 대 중반 이후임용· 밝
히뇨. 심웅구， 박이운， 정 71 수， 이환. 홍승오， 윈윤수 등폴 애호 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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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에 대한 사유를 제안하기로 한다.

한국 현대시의 탄생과 밀접한 판계를 맺는 프랑스 시가 고퉁교육
의 대상이 된 지 최대 칠십 년이 되어가는 오늘날 시의 위상을 우려
하는 목소리는 정점 커져만 간다. 시의 위기는 고등교육기관에서 이

뤄지는 문학 교육 혹은 시 교육의 양상을 통해 더 구체화된다. 순수
문학 쿄육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가 발생하는 현 사회에서 고둥교육
기관에서의 문학 교육이 무의미한 노력으로 비춰진 지는 오래다. 때
문에 고등교육기관이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해옹 문학을 ‘ 21 세기 한
국·이 만들어낸 신조어 ‘문화콘탠츠’ 쪽으로 은근 슬쩍 떠밀어벼리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더 이상 낯설지가 않다. 뿐만 아니랴 문학의
정체성만으론 문학 자체를 지켜 내는 것이 불기능한 듯， 사이버공간

의 무한한 확대를 지향하는 21 세기 사회에 적합한 다른 문화 장르
들과의 융합이 거론된다. 교육 현장에서까지 고고(孤흠)한 위치를

위협받는 문학의 위상은 오늘날 시가 놓인 상황을 투영한다. 일반적
으로 문학의 위기에 편승되는 문학 교육의 위기는 한국 문학과 영문
학 또는 극동아 문학보다 유럽 문학과 같은 제 3 세계의 문학에서 더
절실해진다.21) 이러한 현실에서 고둥교육 대상으로서 프랑스 시가

어떻게 생존하고 있는지 일별해볼 펼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프랑스
시 교육의 미래적 대안에 대해 고민해볼 수도 있겠다 현재 대학교

의 불어불문학과{혹은 프랑스어문학괴}에서 실시되는 프랑스 시 관련
21) 이를테면， ‘어느 대학교’에서 프랑스운화부의 흔예 문제읍 논의한다는 소리가
심심찮게 플려온다， 이와 유사한 논의듬은 이띠 이런저런 양상으로 드러냐고

있다. 예합 될면， 불문학과와 팍앙분학이 용합된 유럽문학부기 등장하기도 하고，
순수학문의 이 01 지듭 거둬낸 ‘불어설분학과’는 실용화과란 이미지읍 주기 위해
운화픔 강초하는 ·표랑스어문화학과’닮 바뀌기도 한다. 더 심각한 상황은， 최근

몇 년 간 불어붙문학과릎 폐지한 대학교들이 상당하는 것이다. 불과 몇 해 전까
지만 헤또 대전 • 충남권 5 개 대학교에는 월이왈문화과기 존재하였마. 그러나 지
감은 국립대학교 I 개안이 촬이 불문화파쉰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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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상황 열거해보면， 서울지역의 5 개 대학교(서울대， 이화여대， 성
균관대 ， 고려대， 연세대)와 지방의 3 개 국립대학교의 불어불문학과
문학 관련 교괴옥들 중 ‘시’란 명칭을 포함하고 있는 교과목 수는 평
균적으로 10%를 념지 않는다.강) 다시 말하자면， 20개의 문화 강의
들 중 시 관련 강의 는 2 개를 넘지 옷함을 뭇한다. 21 세기의 다양한
문화장르들과 범람하는 문호}콘벤츠틀 사이에서 순수문학은 외딴 섬
인 양 작은 지점 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그 작은 지정 안에 프
랑스 시 는 또 다시 최소 지점으로 존재한다. 이처럼， 현재 한국 고등

교육에서 프랑스 시 교육의 현실이 낙관적이지 못하다. 물론， ‘ 소설’
과 ‘희곡’과 같은 창작 장르를 지칭하는 용어 를 제외한 ‘비명 ’ 혹은
‘문학사’라는 용어 를 포합한 교과목들은 분명 시 장르를 수업 목표로
다루기도 할 젓이다. 그 러나 이것이 한국 고퉁교육에서 최소 지점으
로 존재하는 프랑스 시의 위상을 확대시키진 못할 것이다

그런데

22) 표로 만플이보면 아래와 감다.
고능.iHH낌

‘운핵’(소성/비명) 영칭융
포함vJ .iiUl돼- 수

’시 ’ 영칭융
포함한

jiLi’1-11

정책fcR~1교(학우)

1 7새

l새

고허대학교

9새

3개

부산대학교(야부)

6새

OIH

시흉내하피

1 5개

3개

성냥관대학'jl(

19개

1/11

인새대아Jl

10새

2/11

이화이시애하피

17711

2111

총냥대 ot.íi'.

10 새

l새

수

HI

:í!

201 2년
2하기(전공}
교.llj-펀
이수학전
201 2념
2학끼(잔공)
JLt과목
이수학정
교과목

이수학정
2α)8학년도

교과과정
ji.과복

이수학정
20 12 년도
2학기(션공)

꼈 위에 시입된 풍계는 각 대화교의 풀문학괴{프량스이문학과) 웹 페 이지에 공개
펀 자료읍 근기로 한뎌. 그라고 ‘문화’ 영청을 포함함 교과욕은 포함시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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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시의 국지화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최소 지
정을 잉태한다. 다시 말하자띤， 프랑스 시 교육 자채 내에서도 작은
지점이 발생한다. 프랑스 시 교육은 주제 변에 있어서 지평선을 긋
지 못하고 한 개의 작은 지점으로 다시 웅집되는 양상을 보인다.

2)

프랑스 시 교육의 주지l 적 빈곤

호F국 대학교의 불문학과 설립 이래로， 19 세 기와 20세기 초엽 사이
를 왕래하는 프랑스 시 교육은 느린 보폭으로 전진해왔거나 정체되
어있다는 인상을 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다$헨 기준에 의해서 확립될 수 있겠으나， ‘시와 시대 간의 상호적
흡수’라는 관정 안에서 특정한 답변을 찾아볼 수 있다. 이 관점은 한

국현대시의 탄생을 동반하는 ‘서양 근때 문학의 이입’이란 배경과
직결되어 있다. 1910 년대 말부터 중역에 의해 한국에 이입되기 시작
한 프랑스 19세기 시문학은 한국 현대시가 탄생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올 끼쳤다. 일본유학시절 프랑스 낭만주의와 상정주의 시 애독자
였던 주요한이 쓴 최초의 자유시 r 불놀이」 이후I 1920 년대에 주로

소개된 프랑스 시인이 베를렌이라면， 이상과 같은 모더니즘 시인이
전통적 미학과 시장으로부터의 단절을 시도한 1930 년대에는 “보들

페르의 인기가 발군적”이었다. 즉， 191 0 년대부터 30 년대에 이르기
까지 소개된 프랑스 시는 주로 현대적 정신을 표출하고 실천한 상정
주의계열 의 시였다. 이러한 프랑스 시 이입의 역사는 김영철의 주요
저서 속에 상세히 해설되어 었다.23) 한국현대시가 형성되던 시기 중

23)

김병청은 닷t국근대서양문화이 엽사연구

성( 1.)권(530쪽)에시

“20 년대에

있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소개펀 프랑스 시인은 Verlaine이 라고 할 수 있마”라고 밝
힐 뽕만 아니라， 히H)권(458쪽)에서 “여기에 냐타난 대로 Baudelaire의 인기가

발꾼적(t~m(~) 입융 알 수 었다. 전채식으로 보이 10년데 이후 30년대에 이효시
까지 프랑스냐의 ltA.￥Z 싸에 관한한 E랑스 상징시의 이입%에ft )"，11 1)은 지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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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의해 소게된 베를렌은 김억을 비롯한 L920 년대 감성주의 시인
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음은 이 01 연구된 사혜이다. 또한， 보들레르를
비롯한 상정주의 시인들이 1930 년대와 40 년대 시인들에게 영향을
며친 양상에 대해서도 여러 연구업적들이 있다. 이와 같이， 국내외
시대상황에 입각하여 20세기 초 이입된 프랑스 시 경향은 해방 이
후부터 설립되는 불문학과의 프랑스 시 교육 방향설정과 무관해 보
이지 않는다. 그 흔적들은 초기 불문학자들의 연구엽적을 통해 드러
난다. 무엇보다도 제 1. 2세대 불문학자들 중 시 연구자들은 대개 보
들페르를 비 롯한 상징주의 시에 집중한 양상을 보인다.24) 그 준거는

프랑스 시 관련 국내 석 · 박사 학위자틀의 양태에서 찾을 수 있다.
국회전자도서관에 둥록된 프랑스 시인들 관련 학위논문을 검색해
보면， 보들레르가 ‘57 건’으로 기장 많고 그 다음운 말라르 메(29건)，

랭보( 15 건)， 베를렌(8 건)， 아폴리네르(8 건) 등등 상징주의 계열의 시
인들이 대학원생들이 선호한 연구주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것
은 현재 한국 대학교에서 프랑스 시 교육자들 중 다수가 보들레르
전공자이거나 말라르메 혹은 랭보 전공자일 경우가 높다는 공식율

성립시켜준다. 족， 비약해서 말하자연， 불문학과 설립 이래로， 전반
적인 프랑스 시 교육은 보들레르와 상징주의라는 지점 위에 머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위 표에 언급된 불문학괴들의 커리률럼에 소
개되는 프랑스 시 관련 강의들도 대부분 1 9세기 시를 강조하는 인
상을 준다. 특히， 보들레르의 위상은 독보적이다. 물론， 보들레르는

프랑스 문학사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 문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들 중 하나임에 분명하다. 보들레르와 『악의 꽃j 등장 이래로， 후고
프리드리히가 밝히듯이， “프랑스 시는 전 유럽의 관심사"25)가 되었
이다"리고 방힌디

24) 에룹 뜰연， 김용구와 강성혹은 보들레르 연구에 적잖은 지만옵 할애하였다. 뿐만
아니라. 1 950반대부터 풍장하는 박이푼. 윤영애， 이수식， 깅용-호， 이영순 등과 감
은 깔역시플은 보듭려l르 번역에 심혈윤 지울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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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보들레르는 당대 독일 영국 이탈리아와 스페인에까지 영향
을 01 쳤다. 게다가 현대성을 규정한 보들레르의 전위적 사조는 이후
상정주의자들과 발레리를 거쳐 초현실주의자들에게까지 이르도록
여러 세대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이， 보들레르에서 직 · 간접적
으로 그의 영향권 안에 있는 후세대 시인들까지 일종의 보들레르 지
대(삐쁨)(ba ude laire-zone)를 형성한다 말라르메， 발레리.

T.S. 앨리

엇， 콕토 등풍 보들레르의 지대 안으로 스스로를 내맡기는 시인들은
다양하다.26) 또한， 보들레르에 관한 “연구서는 세계 각처에서 헤아
U
릴 수 없이 많이 나와서”， “보들레르 왕조(王햄D 를 구축할 정도이

다 27) 때문에 보들레르의 영향력이 지속되던 지난 세기 전반에는
그의 명성이 바다를 건너 일본에까지 다다르고 다시 한국으로 건너
옹 것은 타당해 보인다. 그리고 보들레르의 한국 도착은 불문학^~들
에게 있어 “아득한

U!j . 깐을 넘어， 전혀 다른 세계에서 맺어지는 心

생과 심홍의 만남"28) 이란 믿음을 갖게 할 정도로 강력한 사건이었
음이 분명해 보인다. 위에서 언급된 국회전자도서관의 자료가 그 믿
음의 강도를 말해준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21 세기라는 현시점에서
도， 한국의 프랑스 시 교육은 보들레르 지대(地4’뿜) 위를 여전히 거닐

25) Hugo Friedridl. op. 디1.. p. 43 .
"Avec ßaudelaπe， la poesic 잠an때sc prend unc dimension eur，。야enne."
26) Hugo Friedrich, vp. CÎ/•• p. 43 :
‘’ L’ æuvre dc Baudelaire donn.a rapidement naissance en France å dcs cou.
ranlS différcnts de ceux du romantisme. beaucoup plt잉 novaleurs, q비 뼈 prég.
nêrent les æuvres dc Rimbaud , de Verlaine. de Mallarmë. Cc demier déclara.
il commencer lå ou Baudelaire avail dú s’arrêlcr. Vcrs la fin de sa 끼c. Valéry
voyait encore une li멍e qui conduisiait directcment de Baudelaire å lui.même.
T.S. Eliot disait de 50n æuvre qu페e é r.a ÎI le plus gnmd exemple de poésie
modeme, daos languc que ce fùl. Eo 1945. Jean Cocteau é이valt : “ Der껴èrc
tOUles ses attitudes. son regard nous parγient lentement comme nous paπlent
la lurnière des étoiles.".
27) 김용구 r보플레에르~ ， 문학과지성사. 1976. 2 -4쪽〈며리말').
28) 위의 책， 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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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견고한 지역 (Iocal)을 구축하는 반면， 주제적 빈곤을 드러내고
있다.

ITI.

결

론

L 한국에서 프랑스 시 교육의 전망
한국 고등교육에서 한 지접으로 존재하는 프랑스 시 교육은 그

지점 안에다 보틀페르와 상정주의란 다른 지점을 위지시켰다. 앞에
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것은 호택 고퉁교육이 수용한 프랑스 시의

국지성이다. 그런데 ‘교육’이란 특수한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1 한 지
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시가 지닌 통념적인 국지성이 펼쳐
진다. 국지성의 또 다른 띤모가 더 깊은 흠을 판다- 즉， 한국이란 한

‘로컬 local ’이 ‘프랑스’란 다른 또 하나의 ‘로컬’이 소유한 운문문학
을 들여와 자신의 ‘로켈리테 localil강’에 맞춰 인식이 자리하여， 오늘
날 프랑스 시 쿄육의 상황을 만틀었다. 시는 태어냐는 순간 온전한
‘로걸리태’를 구축한다. 왜냐하띤 시는 한 특정한 ‘지역’에 있는 ‘지
역인’에 의해 그 ‘지역 언어’로 창작되는 까닭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통념척으로 시가 지닌 국지성이다. 그러나 시가 독자에게， 타인에게
얽혀지기 위해 세상에 던져지는 순간， 시는 더 이상 ‘지역’의 생산품

이 아닌 세계화의 산물로 존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시의 세계화를
실제화시키는 것은 번역이다‘ 적어도 수 세가 동안 유지되이 옹 구
댄베 르크적(的) 관례 속에선 그러하였다. 그러나 하루에도 수십 수
백차례 트위터에 접속하는 트위터리안들인 2 1 세기의 인류에 게 시는

더 이상 구댄베르크 공간에 갇혀있을 수만 없는 무엇이 되었다. 시는
과거의 정착지인 지연을 떠나 삽 · 사차원의 가상공간을 문자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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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향으로， 음향으로 실체화되어 방랑한다. 즉， 지금 혹은 미래의

시대에선 시의 로걸리베를 규정하려고 애쓰는 것이 무의미해진다.
왜냐하면 시는 t 종이’란 실제적 공간에 태어나서 ‘번역’이란 교통수

단을 통해 이동해야만 하는 유동성을 떼어벼리기 때문이다. 이제 시

는 태어나는 순간에 ‘세계화’되어버린다. 시의 태생적 세계화를 가능
하게 해주는 것이 21 세기에서 뻗어나가는 미래 를 현란하게 만들어
줄 ‘테크놀로지’이다. 이제 고도기술은 모든 학문영역의 환경이며，
재료이며， 주제가 되어버린 듯하다. 이처럼 초고도화 시대에 시 인
미셀 드기 는 자문한다. “오늘날 시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1"

이에 대한 대답을 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인 한국 고동교육에서
프랑스 시의 미래적 전망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것이겠다. 오늘 프
랑스 시를 대표하는 시인 미 셀 드기의 질문은 논문 첫 머리에서 언

급한 알랭 바디우의 생각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 낭만주의
적 시인의 죽음은 오래전에 통보되었다. 그러고 낭만주의는 초현실

주의를 이꿀어내었고， 오늘날의 시는 그 언저리에 머물며 지연을 여
전히 장악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고등교육 협소한 환경에서 프랑
스 시라는 또 다른 ‘협소한 지역’이 확인시켜주듯이， 이 국지적 상황
에 갇힌 오늘날의 시가 시의 전망을 제시하지 않올 것이라는 사실은
저 위대한 시인(미생 드기)의 인터뷰를 굳이 듣지 않아도 확인되는
바이다. 그렇다면， 시가 생존하기 위해 무앗올 해야만 하는가? 아니

“오늘날 시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재” 이 뀔~음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노력한다면， 시는 여러 차원에서 자신의 국지성을 타파하

는 길올 스스로 모색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미넬 드기의 생각을
벌어， 두 가지 방향의 모색을 결과적으로 제안한다. 첫째， 시는 다양

한 문화 예술 분야와 융 · 복합적 구성을 통해 생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미셀 드기는 저서 『시는 훌로이지 않다 μ1 pO양'Îe fI상'Sl pas seuleJ
를 통해서， 오늘날 시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미셀 드기는

한국 _，'Þ등.IIt육 속의 프랑스 사 위상과 잔망

325

오늘날 시는 “합께 하는 시”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서， 오
늘날 시는 음악， 무용， 회화， 영화와 같은 다른 예술분야들과 무엇
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 속애서 존재해야만 한다. 재료가 단어이
고 언어인 시는 분명 사유를 주관하고 진실을 딸하기 위해 있다 시
는 사물과 존재에 대해 진실과 올바름을 말해야만 한다. 이 고유한
본질을 유지하띤서， 시는 다른 예술분야들과 혹은 예술분야들 이외

의 것들과 (일태연， 정치와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냐는 물음을 끊임
없이 던져야만 한다. 둘째， 오늘날 시 는 로고스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즉， 우리 시대가 아날로그에서 디 ^1 틸로 이행하듯이， 시 역시 이행
한다. 이것은 배우 중대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시는 문장
으로 된 일종의 형태 속에서 오랜 발전 과정을 거쳐 왔기 때문이다.
만약 시가 언어로만 되어있어야 한다면， 오늘날 혹은 앞으로 시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시가 언어로만 된 것이라는 생각에는
이제 더 이상 확신이 없마. 오늘날 어떤 퍼포먼스들은 시를 언어로
부터 탈출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일테면， 한 일본 시인은 트위터
세상에서만 사를 쓴다. 더궁다나 글자 수를 제한하는 트위터는 일본

의 진통시 하이쿠를 쓰기에 적합한 매개체인 듯하다. 또한， 바이오
아트 Bio Art로 유명한 에두아르도 카츠 Eduardo Kac는 지 면이 라는
팽띤에 나열되던 시 언어를 가지고 삽차원의 공간에 홀로그랩으로
떠다니는 디지털 시집을 만들었t:1-. 이 21 세기적 예술가는 1980 년대

에 이띠 ‘ new mcdia poc따’란 디지털 테크늬올 시 창작에 이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를 칭반하였다. 그가 %싼한 새로운 형태의 시는 크게
는 ‘디지렬 시’29) 라고 명명되지딴 콘텐츠와 적용 기술에 의거하여

’홀로그램 시’， ‘대안 시’， ‘가상 시’， ‘비디오 시’， ‘비주얼 시’ 퉁둥으
로 범주화된다. 실험정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카츠는 나노 태

29)

01국의 매사추세츠공과대화교에 ‘디지털 시 Di양tal Pocl1)" 란 교고택이 구축되어
있다. (hl1p://l띠yurl.com/8c1ql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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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놀로지를 이용하여 시가 적힌 반도체칩을 피부에 심고 다닌다. 물
론， 이 행위는 본연의 시와는 별개인 한낱 실험적 퍼포먼스에 지나
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보든 실험들이 지적하는 것은 초고
도화 문명이 시를 언어에서 탈출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시대적

환경을 수용하려는 노력이 오늘날 시가 자신의 미래적 전망을 제시
하는 데 필수적 요건인 듯하다.
시가 탄생한 이래로， 시는 시대와의 상호적 흡수 관계에 놓여있었

다고 앞서 말한 바 있다. 시는 시대의 유기체와 같은 것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 생존해옹 시는 이제 2L 세기란 최첩단 과학기술 사회에
맞는 유기체적 면모를 찾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시를 가르치고 배

우는 교육현장 역시 21 세기란 시대성을 자각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한국 고둥교육기관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프랑스 시는 여전히 겹겹
의 국지성을 구축하고 있다 오늘날 시가 로고스로부터 탈출을 시도
하여 다양한 문화 매체들과 교류를 시도하듯이， 시 교육 역시 여러
문화 영역들과 교류를 시도해야만 할 것이다. 달리 말하자연， 지금
까지 시 교육이 지켜옹 국지상으로부터 탈출을 시도하는 것이 위축
되어가는 시 교육현장의 입지를 확대시키는 길일 것이며， 거기로부
터 시의 미래적 전망이 전개될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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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

L ’ avenir et le statut de la poésìe française dans
l ’éducation supérieure en Corée

JU Hyounjin
(Université Natio.na1e de Chungnam)
Cet articJ e a pour but de

men앙

une réflexion sur (’enseignement

de 1a poésíe qui se trouve , comme on dit, ’ en crise ’. A partir de
la

ques디on

p。강sie，

: quelle va1eur peut-on cncore attribuer à la

“ devenue aujourd ’ hui un genre (ittéraire, sinon

moribond , du moins de plus en plus

Habiter en 뺑te， 0

1aD1p

française daos

qu ’。cαpe

(’ enseignement sup앙'ieur

ou même

띠띠sible" (J .-P.

VaUon, p. 41), nous

une réflexion sur la place

mar밍nal

pr，따>sons i이

Pinson ,

d’ amorcer

actue Ll ement la
coréen. A

p없tir

po강sie

de ce

constat, on pourrait sans doute songer à 1’ importance susceptible
de lui être donnée dans uo futur
La poésie français ,

00

el않ignemeot.

le sait, a joué un rôle rnajeuJ' dans la

naíssance de la poésie coréenne modeme au début du XXème
siècJe. EUe fut introduite en Corée par 1a retraductioo du japonais.
Cepen없nt，

ce n’ est qu’ après la Libération de

J’ocαpation

japonaise,

vers le milieu du demier siècJ e , qu ’00 commença à 1’ eoseígner
dans des universités te l1es que 1’ Universíté Nation a1 e de Séoul et
l ’ Université de Sungkyunkwan ; celles-ci fuJ'ent les preroières 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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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littérature française. On peut donc

dire que 1’ histoire de 1’ enseignement de la poésie française ne dare
que dc deux ticrs de siède. Par rapport à 1’ histoire

피lmémorialc

de la poésie , ces quelques décennies n’ ont que 1’ épaisseur d ’ un
point.

Né뻐moins ， a내ourd ’ hui ，

σouvc

sc

frança않

dans uo état de crisc où sa survie est en péril ‘ Plus

cono한ement，

valeur

1’enseignement de la poésie

11 n’ cst pas difficiJ c dc vérificr que les unités de

consaσées

à la poésie ne représentent même pas 10% de

la totalité du programme d’études dans plusieurs déprutements de
Uttérature française. “ Mo.ribond" comrne tel , 1’ enseignement de la
poésic françaisc est lié esscntiellcment å 1’ histoire dc 1’ introduction
de cctte poésie en Corée.

Auσement

dit, Baudelaire et ses

hé뻐$

symbolistes , abondamrnent traduits dans les annécs 20 et 30 ,
Lnfll1encèreot la forrnation de la

po강sie

sur 1’enseignement supérie l1 r de la

modeme coréenne , voire

Jj ttérature

française. C ’ est ce

quj se confmne à observer les orieotations des études chcz les
premiers professeurs ; au demeurant, c ’ est

lO ujours

Baudelaire qui

reste 1’ autcur Ic plus abordé dans Ics études de littératurc françaisc
en

Cor'강e;

en dehors de lu i. ce sonr ses héritiers symbolistcs

occupent une place

impoπante.

q띠

C ’ est ainsi qu ’ un “ roya l1 me

baudelairien" s'est constitué dans les rnilieux des études littéraù'es.
L ’exploration d’ une zone baudelairienoe a pris 1’alJ ure d’ une 여yssée

infinie qui se pout's wt jusqu ’ au XXlème siècle alot'S même 밍le la
soci앙té

est ultra modernisée et ne cesse de s’ élancer dans différentes

technolo밍es

de pointe. Et il faut constarer que cette exploratioo

n’ a jusqu’ ici pas vraiment changé de méthode.
Et pourtant,

aujourd 께lÎ

le mode de communication se dé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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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ment de I’écriture à I’image. Et c'est pourquoi I'enseignement
doit viser des étudiants qui ne se sépareot jamais de leurs objets
usuels de technologie avaocée. C ’ est là ce
l ’u띠vers

les éloigne de

de Gutenberg. Dès lors , peut-oo persister à enseigner

Baudelaire ou, eo
f눔uille

q띠

génér떠，

les

p야mes

qui

suπivent

plutôt sur unc

de papier? Ou bien, devrait-on séduire les jeunes

étudiants en recourant à des

없Tangements

astucieux - au risque

du détournement - entre la poésie et des conrenus
des

re휠sσes

d ’ expression de type

di 많rents

αlturels

ou

(cinéma , musique ,

peinture, BD, etc.)? U est évident qu ’ on ne peut simplement
quitter par là I’ univers de Guntenberg. Mais le problème est aussi
que

1’eose펠lement

dans I’art
aux

,

00

de la poésie ignore certains mouvements

voit

techn이0밍es，

a비 ourd’h띠

aαuels

ce dernier se coonecter aisément

par des évolutions créatives telles que media

art, bio-없， scieoce-art. 0 ’autre paπ， il existe a배ourd’ hui des
entreprises quasi inédites dans la poésie même
V따ual

poetry , visuel

une faille

enσ'e

poeσy.

Pour tout

띠re ，

media

poeσy ，

on se trouve devant

les enseignants qui restent dans J’ ombre des deux

demiers siècles et les étudiaots qui se

pré잉pitent

띠없-technologique. A야si

l'avenir de I'enseignerrent

une

이SCtlssion s따

vers J'avenir

de la poésie est-eLle nécess하re dès lors qu ’ 00 prend conscience de
cet

피lpOπant éca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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