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비법 품은 개념 둘. 그 외 문학 용어
다음 작품에서 어떠한 점이 생소하게 느껴지는지 생각해보자.
모티프

낯설게 하기

그 외 문학 용어

원형적
이미지

주관적 변용

비법 품은 개념 둘. 그 외 문학 용어

문장 부호의
기능

2

모티프란 창작의 원천이 되는 특정한 요소, 사건, 낱말, 문구, 기법, 공식을 말하는데 시대와 지역을 넘어
서 문학 작품에 자주 반복되어 사용되는 원형적인 요소이다.

3

4

5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尖塔)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 자기 희생을 통해 민족을 구원

‘자기 희생’의 모티프 재현

⇢ 자기 희생을 통해 인류를 구원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 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 <십자가>

위 시의 ‘십자가’는 기독교에서 예수의 고난과 시련, 그리고 부활을 의미한다. 이 작품의 시적 화자는

교회당에 걸린 ‘십자가’를 보고 자신도 예수처럼 희생을 통해 조국 광복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를 보

이고 있다. 이 작품은 ‘십자가’로 상징되는 ‘희생양 모티프’가 잘 드러난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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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서 우 울음 소리가 드 들려
겨 견딜 수가 없어 나 난 말야
토 오하고 싶어 울음 소리가
끄 끊어질 듯 끄 끊이지 않고
드 들려 와
야 양팔을 벌리고 과 과녁에 서 있는
그런 부 불안의 생김새들
우우 그런 치욕적인
과 광경을 보면 소 소름 끼쳐
다 달아나고 싶어
도 동화야 도 동화의 세계야
저놈의 소리 저 우 울음 소리
세 세기말의 배후에서 무 무수한 학살극
바 발이 잘 떼어지지 않아 그런데
자 자백하라구? 내가 무얼 어쨌기에
소 소름끼쳐 터 텅 빈 도시
아니 우 웃는 소리야 끝내는
끝내는 미 미쳐 버릴지 모른다
우우 보우트 피플이여 텅 빈 세계여
나는 부 부 부인할 것이다.
-이승하, <화가 뭉크와 함께>

위 시는 ‘말더듬이’ 화자를 등장시켜 현대 사회의 폭력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드러
내고 있는 작품이다. 위 작품을 읽는 동안 우리는 그 형식과 표현의 생경함에 어리둥절해진다.

172 교과서 문학 개념어 바이블 - 운문편

비법 품은 개념 둘. 그 외 문학 용어

잠깐. 소재와 모티프는 무엇이 다를까?

모티프

낯설게 하기

그 외 문학 용어

원형적
이미지

주관적 변용

비법 품은 개념 둘. 그 외 문학 용어

문장 부호의
기능

2

낯설게 하기란 일상화되어 참신하지 않은 내용이나 정서를 처음 보는 듯이 낯설게 바꾸어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대상을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습관화된 틀 속에서 굳어진 인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눈으로 대상을 바라보게 하는 표현 방법이다.

3

4

5

(가)

-윤동주, <또 다른 고향> 중

어둠 속에 곱게 풍화 작용하는 ⇢ 자아가 소멸되어 가는 현상을 ‘풍화 작용’이라는
과학 용어를 사용하여 형상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魂)이 우는 것이냐.

(나)

노주인의 장벽(障壁)에
무시로 인동(忍冬)삼긴 물이 나린다. ⇢ ‘인동차를 마신다.’라고 평범하게 표현하지
않고 ‘인동차가 나린다(내린다).’라고 색다르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게 표현
도로 피어 붉고,

-정지용, <인동차> 중

위 시들에서는 과학 용어인 ‘풍화 작용’이라든지 생리학 용어인 ‘장벽’을 사용해 독자들이 긴장

하거나 주의를 집중하게 하고 있다. 특히 정지용의 <인동차>에서 인동차를 주체화하여 표현하고

있는 부분에서 ‘낯설게 하기’ 방법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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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티프란 창작의 원천이 되는 특정한 요소로 인상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 잘
기억되며 쉽게 깨어지지 않는 일종의 공식 같은 개념이다. 모티프 자체에 내용과
상황이 있어 이것만으로도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소재는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사물들 및 자연 현상, 인물의 행동을 가리킨다. 작품 안에서의 소재는 작가가 선
택하여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에 맞게 변형된 재료라고 볼 수 있다.
모티프는 작가에게 선택되어 작품 속에 사용되더라도 그 의미가 변형되지 않는
반면에 소재는 작품 속 현실에 맞게 변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독립적인 생명력을 지닌 모티프 중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1. 희생양 모티프
원시 시대에는 제사를 지낼 때 가축이나 심지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다. 이러한 관습이 예술 작품 속에 소재로 등장하는 경우 이를 ‘희생양 모티
프’라고 한다. 심청전에서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는 장면도 ‘희생양 모티프’가 나
타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2. 변신 모티프
얼굴이 추한 여자가 아름다운 공주가 된다든지, 개구리가 나중에 왕자가 된다
든지 하는 것은 ‘변신 모티프’이다. 우리나라 고전 소설 ‘박씨전’에도 변신 모티프
가 반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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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 품은 개념 둘. 그 외 문학 용어

모티프
낯설게 하기

그 외 문학 용어
주관적 변용

문장 부호의
기능

잠깐. 문학 작품에서 자주 사용하는 ‘물’의 이미지

비법 품은 개념 둘. 그 외 문학 용어

3

4

5

- 이미지

이별, 죽음

2

물

우리나라 영화든 외국 영화든 간에 무슨 약속이나 한 것처럼 사랑하는 두 남녀
가 헤어지는 대목에선 유독 비 내리는 장면이 많이 등장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
지는 것일까? 그것은 ‘물’이 가지고 있는 원형적 이미지를 감독들이 차용했기 때
문이다. 이렇게 시대와 인종을 뛰어 넘어 모든 인간의 DNA에 각인된 원초적 이
미지를 원형적 이미지라고 한다.
‘물’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긍정적으로 때론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쳐왔다.
모든 생명이 물에서 나왔다든지, 더러운 것들은 물로 닦으면 깨끗해진다든지 하
는 것은 긍정적 이미지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반면에 비가 많이 내려 홍수가 나
고 강이 범람하여 주거지가 파괴되어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이 죽게 된다든지 하
는 것은 부정적 이미지를 구축하게 만들었다.

+ 이미지
생명, 정화, 재생

감독들은 이러한 물의 원형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관객들 역시 자연스럽게 반
응하면서 공감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문학 뿐 아니라 다른 예술 분야에
서도 이러한 원형적 이미지를 많이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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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형적
이미지

해마다 이별 눈물 푸른 물결에 더하는 것을

대동강 물은 그 언제 마를 것인가.

그대를 보내는 남포엔 슬픈 노래 울려 퍼지네.

비 개인 언덕에는 풀빛 짙은데,

원형적 이미지는 시간과 공간, 시대와 나라를 초월하여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미지로 모든 문화권에
서 사용되는 공통된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우리가 무의식 속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이다.

우 헐 장 제 초 색 다

雨歇長堤草色多

송 군 남 포 동 비 가

送君南浦動悲歌

大同江水何時盡
대 동 강 수 하 시 진

별 루 년 년 첨 록 파

別淚年年添綠波

-정지상, <송인>

위 시는 우리나라 한시 중 최고의 이별시로 꼽히는 고려 시대 정지상의 ‘송인’이라는 작품이다. 위
시에는 우(雨), 포(浦), 강(江), 수(水), 루(淚), 파(波)와 같은 ‘물’의 이미지가 연속적으로 나타나 있다.
‘물’의 원형적 이미지에는 이별과 죽음이 있다. 이 타고난 천재 시인은 본능적으로 ‘물’을 끌어들여 이
별의 슬픔을 극대화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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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 품은 개념 둘. 그 외 문학 용어

낯설게 하기

그 외 문학 용어

주관적 변용

문장 부호의
기능

모티프

낯설게 하기

그 외 문학 용어

원형적
이미지

주관적 변용

비법 품은 개념 둘. 그 외 문학 용어

문장 부호의
기능

4

5

을, 3~4연은 대지에 떨어지기 시작한 물방울이 ‘산새 걸음걸이’처럼 경쾌하게 튀는 모습을, 5~6

3

연은 빗물이 모여 여울지어 흘러가는 모습을, 7~8연은 다시 빗방울이 붉은 꽃잎 위에 떨어지는 모

2

(가)는 황진이의 시조로 ‘밤’이라는 추상적 시간을 마치 구체적 사물처럼 자신의 마음대로 잘라 보

습을 사실적으로 잘 담아내고 있다. 이 작품에서 반점과 온점은 영화에 있어 장면의 분할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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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형적
이미지

우리가 보통 시를 감상할 때, 문장 부호의 기능을 간과하기 쉽다. 하지만 문장 부호를 교묘하게 활용하는
시인들이 있기 때문에 문장 부호의 사용에 따른 효과도 숙지해 놓는 것이 좋다.

모티프

주관적 변용이란 시적 화자가 일상적인 현실을 자신의 마음대로 바꿈으로써 자신의 정서나 생각을 기발
하게 표현하려는 기법을 말한다.

소란히 밟고 간다. ⇢ 이 연만 쉼표 처리를
하지 않음 : 잠시 멎었
다가 다시 한 두 방울
-정지용, <비>
떨어지는 빗방울이 순식
간에 수많은 빗방울로 늘
어 나는 연속적인 장면
을 보여줌

붉은 잎 잎

멎은 듯
새삼 돋는 빗낱

갈갈이
손가락 펴고,

돌에

따로 몰리는
소소리바람.

종종 다리 까칠한
산(山)새 걸음걸이.

앞서거니 하여
꼬리 치달리어 세우고,

⇢ 온점을 활용하여 비 오는
과정을 각각의 장면으
로 나눔

그늘이 차고, ⇢ 반점을 이용하여 각 연
이 가지는 영상 이미지를
좀 더 붙잡아 두려는 시
인의 의도가 드러남

(가)

-황진이의 시조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 버혀 내어
춘풍(春風)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뷔구뷔 펴리라.

(나)

첩첩 바위 사이를 미친 듯 달려 겹겹 봉우리 울리니,
지척에서 하는 말소리도 분간키 어려워라
늘 시비(是非)하는 소리 귀에 들릴세라
짐짓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버렸다네.

여울 지어
수척한 흰 물살,

관했다가 사랑하는 임이 오신 날 밤 ‘구뷔구뷔’ 펼쳐 사랑의 시간을 연장하겠다는 화자의 주관적 변용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최치원, <제가야산독서당>

이 시는 비 내리는 모습을 순차적 시간의 질서에 따라 화자의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채 묘사하

이 나타나고 있다. (나)는 최치원의 한시로 실제로는 화자가 속세가 싫어 자연에 묻혀 살고자 한 것인

고 있는 작품이다. 1~2연은 비 내리기 직전 돌에 그늘이 드리워지고 어지럽게 바람이 부는 모습

데 마치 ‘물’이 화자와 속세를 단절시키고 있는 것처럼 변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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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학 개념. 개념있는 문제풀이

Q1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타 문학 개념. 개념있는 문제풀이

2

3

4

	‘외풍’은 겨울의 차가움을 상징한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품속에서 이 ‘외풍’이 주는 고통에서 벗어
나 잠을 이룬다. 따라서 ‘외풍’은 아버지의 사랑과 대비가 되는 소재이다.

①‘외풍’
은 아버지의 사랑을 대비적으로 부각시키는 소재이다.
		

5

	화자는 ‘여린 물살’을 품에 안은 ‘이승의 물’이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다 돌아가신 ’아버지‘라고
여기고 있다. 이는 윤회론과 관련된 인식이다.

②‘이승의 물로 화신’
에는 삶에 대한 윤회론적 인식이 엿보인다.
		

	‘여린 물살’은 ‘얼어붙은 잔등’이 추위와 맞서며 지키는 대상으로,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자식을
빗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여린 물살’
은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자식을 형상화한 것이다.
		

④‘얼어붙은 잔등’
은 화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사건을 추측하게 한다.
		

	‘얼어붙은 잔등’은 겨울의 강추위와 맞서며 여린 물살이 속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해 주는 존재이다.
이는 곧 힘겨운 삶과 맞서며 어린 자식들을 지키고 키워 나가려는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을 상징한다.

	‘얼음’은 아버지의 사랑을 의미한다

⑤‘얼음’
은 일반적인 속성과 달리 따뜻함이 투영된 이미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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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6월 모의평가

개념있는 문제풀이
A형

어머님
제 예닐곱 살 적 겨울은
목조 적산가옥 이층 다다미방의
벌거숭이 유리창 깨질 듯 울어 대던 외풍 탓으로
한없이 추웠지요, 밤마다 나는 벌벌 떨면서
아버지 가랑이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고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묻은 채
겨우 잠이 들곤 했었지요.
요즈음도 추운 밤이면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며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이 이제는 한 줌 뼛가루로 삭아
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습니다.

－이수익, <결빙(結氷)의 아버지>

그런데 어머님,
오늘은 영하(零下)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문득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주던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化身)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품 안에 부드럽고 여린 물살은 무사히 흘러
바다로 가라고,
꽝꽝 얼어붙은 잔등으로 혹한을 막으며
하얗게 얼음으로 엎드려 있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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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수능

기타 문학 개념. 개념있는 문제풀이

B형

기타 문학 개념. 개념있는 문제풀이

2

3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나)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薄紗) 고깔에 감추오고

4

5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 대(臺)에 황촉(黃燭)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외씨보선이여.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뻗는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합장인 양하고

이 밤사 귀또리도 지새는 삼경(三更)인데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조지훈, <승무>

183

1

(가) 여러 산봉우리에 여러 마리의 뻐꾸기가
울음 울어
떼로 울음 울어
석 석 삼년도 봄을 더 넘겨서야
나는 길뜬 설움에 맛이 들고
그것이 실상은 한 마리의 뻐꾹새임을
알아냈다.

지리산 하
한 봉우리에 숨은 실제의 뻐꾹새가
한 울음을 토해 내면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또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그래서 여러 마리의 뻐꾹새로 울음 우는 것을
알았다.
지리산 중
저 연연한 산봉우리들이 다 울고 나서
오래 남은 추스름 끝에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섬진강 섬진강
그 힘센 물줄기가
하동 쪽 남해로 흘러들어
남해 군도의 여러 작은 섬을 밀어 올리는 것을 보았다.

－송수권, <지리산 뻐꾹새>

봄 하룻날 그 눈물 다 슬리어서
지리산 하에서 울던 한 마리 뻐꾹새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
이 세석(細石) 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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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학 개념. 개념있는 문제풀이

Q2	(가)의‘설움’
와 (나)의‘서러워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0년도 9월 모의평가

개념있게 문제풀기
A형

정답과 해설 p.246

기타 문학 개념. 개념있게 문제풀기

2

오이밭에 *벌배채 통이 지는 때는
산에 오면 산 소리
벌로 오면 벌 소리

3

4

5

산에 오면
큰솔밭에 뻐꾸기 소리
잔솔밭에 *덜거기 소리
벌로 오면
논두렁에 물닭의 소리
갈밭에 갈새 소리

－백석, <적막강산>

산으로 오면 산이 들썩 산 소리 속에 나 홀로
벌로 오면 벌이 들썩 벌 소리 속에 나 홀로

정주 동림 구십여 리 긴긴 하룻길에
산에 오면 산 소리 벌에 오면 벌 소리
적막강산에 나는 있노라.

* 벌배채 : 들 배추, 야생 배추의 방언
* 덜거기 : 늙은 장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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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의 설움은 화자가 생각해 본 승무를 추는 여승, 즉 개인의 인생사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나)의 설움은 역사적인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② (가)의 설움은 자연물의 주술적 속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출된다.
		

	‘자연물의 주술적 속성’이란 소망을 이루어주거나 불행이나 재해를 막아 주는 초월적 능력이 어
느 특정 자연물에 있다고 믿고 그것을 향해 치성을 드리는 행위와 관련이 있는 말이다. 그런데
(가)의 설움은 뻐꾸기의 울음에서 촉발되는 것으로 주술적 속성과는 관련이 없다.

③ (가)와 (나)의 설움에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담겨 있다.
		

	(가)와 (나)의 화자는 공통적으로 부정적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에서 이 세상
은 ‘세사’에 시달리는 번뇌로 가득한 곳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가)에서 이 세상은 설움과 한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형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작품의 화자가 이런 현실에 대해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④ (가)와 (나)의 설움은 외부 대상과는 무관하게 화자의 내면에서 생성되는 정서이다.
		

	(나)의 설움은 승무를 추는 여승을 보며 화자의 내면에 생성된 정서이고, (가)의 설움은 화자가 뻐
꾹새의 울음소리를 듣고 환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을 환기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⑤ (가)는‘철쭉꽃’
의 색채를 통해, (나)는 밤을 지새우는‘귀또리’
의 소리를 통해 설움
		

	(나)의 ‘설움’은 화자가 시적 대상인 승무를 추는 여승을 보고 느낀 감정이다. 승무를 추는 여승은
‘복사꽃 고운 뺨’을 진 아름답고 젊은 여인이다. 그런데 무슨 힘든 사연이 있어서 속세를 떠나 승
려가 되었으며, 승려가 되어서도 가라않지 않는 번뇌가 있기에 이처럼 깊은 밤에 승무를 추고 있
는 것인가 하고 생각하니 슬퍼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슬픔은 밤을 지새우는 ‘귀또리’의 소리를
통해 다시 환기되면서 시상이 마무리되고 있다. 여기서 ‘귀또리’는 여승이 자신의 번뇌를 승화시
키는 과정을 지켜보는 외부세계를 대표하는 존재로, 객관적 상관물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가)의 ‘설움’은 화자가 내면에 지니고 있는 한으로, ‘뻐꾹새 울음’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설움은 마지막 연에서 ‘철쭉꽃’의 붉은 빛깔로 형상화되면서 시상이 마무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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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학 개념. 개념있게 문제풀기

Q1 위 시에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는 데 활용된 이미지와 방식은?

B형

2009년도 4월 전국연합

정답과 해설 p.247

기타 문학 개념. 개념있게 문제풀기

2

(가) 차운 물보라가
이마를 적실 때마다
나는 소년처럼 울음을 참았다.

3

4

길길이 부서지는 파도 사이로
걷잡을 수 없이 나의 *해로(海路)가 일렁일지라도

5

나는 홀로이니라,
나는 바다와 더불어 홀로이니라.

일었다간 스러지는 *감상(感傷)의 물거품으로
*자폭(自爆)의 잔(盞)을 채우던 옛날은
이제 아득히 띄어보내고,

*왼 몸을 내어맡긴 천인(千 )의 깊이 위에
나는 꽃처럼 황홀한 순간을 마련했으니

슬픔이 설사 또한 바다만 하기로
나는 뉘우치지 않을
나의 하늘을 꿈꾸노라.

－김종길, <바다에서>

* 해로(海路) : 바다 위의 배가 다니는 길
* 감상(感傷) : 하찮은 일에도 쓸쓸하고 슬퍼져서 마음이 상함, 또는 그런 마음
* 자폭(自爆) : 자기가 지닌 폭발물을 스스로 터뜨림
* 왼 : 온, 전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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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2 위 시에서 화자의 심적 상황과 처지를 집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소재는?
                                                                                                                                   
                                                                                                                                   

Q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연물과의 관계를 통해 화자의 현재 상황을 제시한다.

                                                                                                                                     
② 시각의 대립을 통해 부정적 현실 인식을 드러낸다.

                                                                                                                                     
③ 정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공허감을 드러낸다.

                                                                                                                                     
④ 회상을 통해 화자 자신의 삶을 반성한다.

                                                                                                                                     
⑤ 명암의 대비를 통해 시상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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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학 개념. 개념있게 문제풀기

(나) 무너지는 꽃이파리처럼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서른 나문 해야.

Q6 (나)에 사용된 표현기법은 무엇인가?

기타 문학 개념. 개념있게 문제풀기

2

                                                                                                                                   

3

4

                                                                                                                                   

Q7 (나)에 드러난 시적 화자의 유형은?

5

                                                                                                                                   

                                                                                                                                   

Q8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화자의 의지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② 과거 상황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 있다.

                                                                                                                                     

③ 화자의 감정이 직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④ 화자를 둘러싼 외적 갈등의 원인이 나타나 있다.

                                                                                                                                     

⑤ 노출되지 않은 화자가 독자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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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
한 금 두 금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年輪).
갈매기처럼 꼬리를 떨며
산호(珊瑚) 핀 바다 바다에 나려앉은 섬으로 가자.
비취빛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기도 하리라
무너질 적에는 눈빛 파도에 적시우리.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주름 잡히는 연륜(年輪)마저 끊어버리고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김기림, <연륜(年輪)>

Q4 (가)에서 사용한 표현기법은 무엇인가?
                                                                                                                                   
                                                                                                                                   

Q5 (가)시에 드러난 시적 화자의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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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학 개념. 한 눈에 쏙쏙

객관적 상관물  : 시적 화자의 정서를 어떤 사물을 통해 암시하는 방법

3

구체적 형상화 : 추상적인 개념을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선명하게 표현
하는 방법

4

5

낯설게 하기  : 참신하지 않은 내용이나 정서를 낯설게 바꾸어 표현하는
방법

모티프  : 창작의 동기가 되는 일종의 문학의 기법, 공식

원형적 이미지  :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사용하는 공통된 상징

2

그외
문학 용어

시적 화자와
시적 대상

한 눈에 쏙쏙

기
타
문
학
개
념

변용  : 시적 화자가 일상적인 현실을 기발하게 표현하는 방법

문장부호의 기능

191

1

(가)와 (나)에 공통된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공간의 이동을 통해 시적 대상에 대한 묘사를 달리하고 있다.

                                                                                                                                     

④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부정적 현실을 부각하고 있다.

                                                                                                                                     

③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화하여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② 점층적 강조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자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타 문학 개념. 개념있게 문제풀기

Q9

Q10
① 시어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② 시어를 반복하여 대상의 본질을 강조하고 있다.

                                                                                                                                     
③ 반어적 표현으로 공간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④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⑤ 자연과 인간사의 대비를 통해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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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적용학습
1. 고전 시가 해석하기
1.1. 고전 시가의 특징
1.2. 코드 시어로 작품 해석하기
1.3. 고어를 쉽게 읽는 법

고전 시가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고전 시가에 등장하는 낯설고 어려

하위계층
(부녀자, 평민,
기생)

귀양살이의
억울함 호소 /
임금과의 재회
소망

상위 계층
(사대부)

현실 노래

유교적
이념 지향

안빈낙도 지향

자연친화

노동의 즐거움
또는 고달픔

시집살이의
어려움

운 용어들과 친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용을 이해하기만 해도 작품의 반 이상은 이해했다
고 볼 수 있다.

간신배 비판 /
백성에 대한
연민

귀향 /
무심,무욕의 삶

임(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

1.1.개념 품은 비법 하나. 고전 시가의 특징
술리 닉엇거니 벗지라 업슬소냐
블며 이며 혀이며 이야며
온 가지 소리로 *취흥(醉興)을 야거니
근심이라 이시며 시이라 브터시랴
누으락 안즈락 구부락 져츠락
을프락 람락 노혜로 소긔니
천지(天地)도 넙고넙고 일월(日月) 가다.
*희황(羲皇)을 모러니 이 젹이야 긔로고야
신선(神仙)이 엇더턴지 이 몸이야 긔로고야.
강산풍월(江山風月) 거리고 내 백년(百年)을 다 누리면
악양루(岳陽樓)상의 이태백(李太白)이 사라 오다.
*호탕정회(浩蕩情懷)야 이에서 더소냐
이 몸이 이렁 굼도 역군은이샷다.
-송순, <면앙정가>

* 취흥(醉興) : 술에 취하여 일어나는 흥취
* 희황 (羲皇) : 복희씨의 다른 이름, 중국 고대 전설상의 제왕. 삼황(三皇)의 한 사람으
로, 팔괘를 처음으로 만들고, 그물을 발명하여 고기잡이의 방법을 가르
쳤다고 한다.
* 호탕정회(浩蕩情懷) : 넓고 끝없는 정다운 회포

01
예

특징 1

사대부, 자연을 노래하다.

-두보, <춘망(春望)>

나라히 파망(破亡)니 뫼콰  잇고,
잣  보 플와 나모 기펫도다.
시절(時節)을 감탄(感歎)호니 고지 므를 리게코,
*여희여슈믈 슬호니 새  놀래노라.
*봉화(烽火)ㅣ 석  니어시니,
지븻 *음서(音書) 만금(萬金)이 도다.
셴 머리 글구니  뎌르니,
다 빈혀 이긔디 몯  도다.

* 여희여슈믈 : 여의였음을(이별하였음을)
* 봉화(烽火) : 전쟁 상황임을 알려 주는 시어
* 음서(音書) : 편지, 소식

자연과 인간의 대비

오백년(五百年) 도읍지를 필마(匹馬)로 돌아드니

산천(山川)은 의구(依舊)하되 인걸(人傑)은 간 데 없다

자연은 광대하고 변함없이 영원하다. 하지만 인간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고 무너지고 결국엔 사라진다. 이러한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자연의 속성을 지향하거나 아니면 인간 세상의 모순과 한계를 지적하는 내용을 진술함으로써 인

－길재의 시조

어즈버 태평연월(太平烟月)이 꿈이런가 하노라.

해설

간 세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각하는 효과를 노린다.

195

1

2

－윤선도, <오우가(五友歌)>

동산(東山)에 달 오르니 긔 더욱 반갑고야

내 벗이 몇이냐 하니 수석(水石)과 송죽(松竹)이라

자연친화, 물아일체의 태도

두어라 이 다섯 밧긔 또 더하야 무엇하리.

02

현재 전해오는 상당수의 고전 시가는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창작한 작품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고전 시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올바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연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들은 충이나 효와 같은 유교적 덕목을 삶의 지침으로 알고 그것을 구현하고자 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과거급제를 통해 정치 세계로 입문하고자 한 것도 이러한 자신들의 신념을 실현하기 위
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사대부들의 시조나 가사에는 충과 효를 주제로 노래한 작품들이
많은 것이다. 그리고 조선 사대부들이 자신들의 신념이 정치에 반영되기 어려울 때나 현실을 잊
고 쉬고 싶을 때 찾는 공간은 자연이었다. 자연 속에서 여유와 한가로움을 즐기며 심성 수양을

해설 고전 시가에서 자연은 자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선인들은 자연을 인간과 만물이 공존하며 사는 공간으로 인식하
였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고 조화를 이루며 자연에 순응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인식이 수
많은 고전 시가에 반영되어 있다.

예

하고 인격을 도야하고자 하였다. 그 속에서 우주의 이치와 조화의 원리를 체득하려고 하였고 그
것이 바로 조선 사대부들의 작품에 드러나는 자연 친화의 본질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충이나 효와 같은 유교적 신념을 현실에 반영하고자 했던 동
시에 자연으로 돌아가 자연과 나를 합치시키려고 했던 양면적인 모습을 지닌 사람들이었던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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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

02

다양한 표현 스타일

특징 3

세상의 중심에서 ‘충’과 ‘효’를 외치다.

특징 2

모지락 동그락며 길기와 져르기와

놉프락 나즈락며 멀기와 갓갑기와

대구의 활용

해설 고전 시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상의 특징 중 하나가 ‘과장’이 심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보다 강렬하게 드러내고 싶어 의도적으로 과장한 것이다. 특히 화자의 정서의
깊이나 넓이를 수치로 드러내는 대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현보, <어부단가(漁夫短歌)>

강호(江湖)에 월백(月白)거든 더옥 무심(無心)하여라.

십장홍진(十丈紅塵)이 얼마나 롓고

굽어보니 천심녹수(千尋綠水) 도라보니 만첩청산(萬疊靑山)

의도적 과장

* 도화행화(桃花杏花) : 복숭아꽃과 살구꽃
* 녹양방초(綠楊芳草) : 푸른 버드나무와 향기로운 풀
* 세우(細雨) : 가랑비
* 조화신공(造化神功) : 조물주의 신비로운 재주
* 헌다 : 야단스럽다

-정극인, <상춘곡>

추성(秋城) 진호(鎭胡)루 밧긔 울어 예는 저 시내야
무음 호리라 주야(晝夜)에 흐르는다
님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뉘 모르나다.

01

예

02

예

엊그제 겨을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 석양리에 퓌여 잇고
*녹양방초(綠楊芳草) *세우(細雨) 중에 프르도다.
칼로 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헌다.

뫼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어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윤선도, <견회요(遣懷謠)>

어버이 그릴 줄을 처엄부터 알아마는
님군 향한 뜻도 하날이 삼겨시니
진실로 님군을 잊으면 긔 불효(不孝)인가 여기노라.

유교사상의 핵심 ‘효(孝)’
반중(盤中) 조홍(早紅)감이 고아도 보이다
유자(柚子) 아니라도 품어즉 다마

고전 시가에는 사람이 지켜야 할 인륜이나 도덕적 관념이 형상화되어 있다. 그 중에서 효(孝)가 선
인들이 추구했던 제일 기본 덕목인데 이러한 효심이 임금에게 옮겨가면 충이 되는 것이다.

-박인로의 시조

품어 가 반기리 업슬 글노 설워이다.

해설

관습적인 ‘충(忠)’의 진술 경향
강호(江湖)에 봄이 드니 미친 흥(興)이 절로 난다
탁료계변(濁醪溪邊)에 금린어(亦君恩) 안주로다

2

고전 시가(詩歌)는 말 그대로 시이면서 동시에 노래였다. 따라서 음악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고
운율을 만들어 내는 데 필요한 대구의 기법이 많이 활용되었다.

－안민영의 시조

평생(平生)을 이리엿시니 무삼 근심 잇시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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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

사대부들에게 충은 효와 같은 개념이자 삶의 지침이다. 그래서 고전 시가에서는 아름다운 자연 속
에서 풍류를 즐기면서도 임금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고 있고, 유배 생활 중에도 ‘충’을 노래했다.

－맹사성, <강호사시사(江湖四時歌)>

이 몸이 한가해옴도 역군은 이샷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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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념 품은 비법 둘. 코드 시어로 작품 해석하기
녕농(玲瓏) 벽계(碧溪)와 수성(數聲) 제조(啼鳥)
니별(離別)을 원 
정기를 티니 오이 넘노 
고각(鼓角)을 섯부니 운(海雲)이 다 것 
명사(鳴沙)길 니근 이 취선을 빗기 시러
바다 겻 두고 당화로 드러가니
구(白鷗)야 디 마라 네 버딘 줄 엇디 아
금난굴 도라드러 총셕뎡 올라니
옥누 남은 기동 다만 네히 셔 잇고야.
공슈의 성녕인가 귀부(鬼斧)로 다가
구야 뉵면(六面)은 므어슬 샹톳던고
고셩(高城)을란 뎌만 두고 삼일포 자가니
단셔(丹書) 완연되 션은 어 가니
예 사흘 머믄 후(後)의 어 가  머믈고
션유담 영낭호 거긔나 가 잇가
쳥간뎡 만경 몃 고 안돗던고
니화(梨花) 셔 디고 졉동새 슬피 울 제
낙산 동반으로 의상예 올라 안자
일츌(日出)을 보리라 밤듕만 니러니
샹운(祥雲)이 집픠 동 뉵뇽(六龍)이 바퇴 동
바다 날 제 만국(萬國)이 일위더니
텬듕(天中)의 팃드니 호발(毫髮)을 혜리로다
아마도 녈구름 근쳐의 머믈셰라.
-정철, <관동별곡>

고전 시가는 장르의 특성상 고어나 어려운 한자어 때문에 내용 파악에 기본적으로 어려움을 겪
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다수 학생들은 고전 작품에 대해 거부감이나 이질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지레 겁먹고 맥 놓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이번 장에서 고전 시가를 비교적 쉽게 이해하는
법을 밝히려고 한다. 사실 알고 보면 고전 시가처럼 단순한 장르도 없다. 거의 주제가 도식화되
어 있고 심지어 그 주제를 단적으로 암시하는 코드 시어들이 도처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 코
드 시어들의 의미 파악을 통해 고전 시가에 쉽게 접근해 보자.

코드 1

사랑과 이별 1

삼생(三生)의 원업이오 월하(月下)의 연분로 장안 유협 경
박자(輕薄子)를 치 만나 잇서, 당시(當時)의 용심(用心)
기 살어름 디듸는  삼오이팔 겨오 지나 천연여질(天然麗
質) 절로 이니 이 얼골 이 태도(態度)로 백년 기약 얏더니 연
광(年光) 훌훌고 조물(造物)이 다시야 봄바람 가을 믈이
뵈오리 북 지나듯 ¹설빈화안(雪鬢花顔) 어두고 면목가증(面
目可憎) 되거고나. 내 얼골 내 보거니 어느 님이 날 ²괼소냐. 스
스로 참괴니 누구를 원망(怨望)리.

-허난설헌, <규원가>

젊고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이나 모습
(≒ 화용월태, 옥빈홍안)

서창(書窓)을 구지 닷고 섬거이 누어시니 화용월태(花容月態)난 안중(眼

01 설빈화안(雪鬢花顔)
예

서재의 창문을 굳게 닫고 힘없이 누워 있으니 꽃 같은 얼굴에 달 같은 모습은 눈앞에 아른거리고
아름다운 여인의 방은 베갯머리에 떠오르니.

－작자미상, <춘면곡(春眠曲)>

中)의 암암하고 분벽창(粉壁窓)은 침변(枕邊)에 의의(依依)하야.

해설

사랑하다 ↔ 믜다 (미워하다)

평애 원요  녜자 얏더니 늙거야 므 일로 외오 두고 그리

나 나 졈어 잇고 님 나 날 괴시니 이  이 랑 견졸 노여 업다

02 괴다
예

－정철, <사미인곡(思美人曲)>

1. 꽃같이 아름다운 얼굴 어디 가
고 보기 싫은 얼굴이 되었구나.
2. 내 얼굴 내가 보아도 어떤 임이
나를 사랑하겠는가?

2

나는 젊어 있고 임도 나를 사랑하시니 이 마음과 이 사랑을 비교할 곳이 전혀 없구나. 평생에 원하
되 임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였더니 늙어서 무슨 일로 따로 떨어져 그리워하는가.

고.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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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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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1
사랑과 이별 2

³玉窓(옥창)의 심 梅化(매화) 몃 번이나 픠여 진고. 겨울 밤
차고 찬 제 자최눈 섯거 치고, 여름날 길고 길 제 구 비 므
스 일고. 三春花柳(삼춘 화류) 好時節(호시절)의 景物(경물)이
시름업다. 가을  방에 들고 ⁴蟋蟀(실솔)이 床(상)에 울 제, 긴
한숨 디 눈물 속절업시 헴만 만타.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허난설헌, <규원가(閨怨歌)>

여자가 거처하는 방 (≒ 사창)

어인 귀또리 지는 달 새는 밤의 긴소리 절절이 슬픈 소리 저 혼자 우러 녜어

귀또리 져 귀또리 어여쁘다 저 귀또리

03 옥창(玉窓)
예

사창(紗窓)에 여윈 잠을 리도 오고야

두어라 제 비록 미물(微物)이나 무인(無人)동방(洞房)에 내 뜻 알 리는
저 뿐인가 하노라.
-작자미상의 사설시조

해설 귀뚜라미 저 귀뚜라미 불쌍하다 저 귀뚜라미 어찌하여 귀뚜라미는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 짧은
소리 마디마다 슬픈 소리로 저 혼자 계속 울어 사창 안의 얕은 잠을 알뜰하게 깨우는 것인가. 두어라
비록 미물이지만 독수공방하고 있는 나의 뜻을 알아줄 이는 너 뿐인가 하노라.

물로써 사용

님 그린 상사몽(相思夢)이 실솔(蟋蟀)의 넉시 되어

04 실솔(蟋蟀) 귀뚜라미를 말함. 주로 외로움의 정서를 드러낼 때 객관적 상관
예

3. 창 앞에 심어 놓은 매화 몇 번
이나 피었다가 졌는가.
4. 가을 달 방에 비추고 귀뚜라
미 침상에서 울 때 긴 한숨 떨
어지는 눈물에 헛되이 생각만
많다.

코드 1

사랑과 이별 3

청등을 돌라 노코 녹기금(綠綺琴) 빗기 안아, 벽견화 한 곡조를
시름 조 섯거 타니, 소상 야유의 댓소리 섯도 , 화표 천년
의 별학이 우니  옥수의 타는 수단 녯 소래 잇다마
⁵부용장(芙蓉帳) 적막니 뉘 귀에 들리소니. 간장이 구곡 되야
구븨구븨 쳐서라.
하리 잠을 들어 의나 보려 니, 바람의 디 닢과 풀 속에
우는 즘생. 므스 일 원수로서 잠조차 오다. 천상(天上)의 견
우 직녀(牽牛織女) 은하수(銀河水) 막혀서도, 칠월 칠석 일년
일도 실기(失期)치 아니거든, 우리 님 가신 후는 무슨 ⁶약수(弱
水) 가렷관듸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쳣는고.

-허난설헌, <규원가(閨怨歌)>

연꽃 무늬가 있는 휘장. 주로 여성 화자의 외로운 심정
을 말할 때 사용

－정철, <사미인곡(思美人曲)>

꽃 지고 새 잎 나니 녹음이 우거져 깔렸는데 비단 휘장은 적막하고 수놓은 장막은 비어 있다. 부용
을 걷어 놓고 병풍을 둘러 두니 가뜩이나 시름이 많은데 날은 어찌 긴가.

5. 부용장이 비어 있으니 누구의
귀에 들리겠는가.
6. 우리 임은 가서 무슨 장애물이
가렸는지 오는지 가는지 소식
조차 끊어졌는가?

2

상사하든 우리 낭군 어이그리 못 오는가 와병에 인사절하니 병이 들어 못 오

약수(弱水) 깃털마저 빠져 버릴 정도로 부력이 약하여 어떤 것도 건
널 수 없는 신선 세계의 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단절
감을 드러낼 때 주로 쓰임.

해설

은 엇디 기돗던고.

여 잇다. 부용(芙蓉)을 거더 노코 공작(孔雀)을 둘러 두니 득 시 한 날

 디고 새 닙 나니 녹음(綠陰)이 렸, 나위(羅幃) 젹막하고 슈막이 뷔

05 부용장(芙蓉帳)
예

06

예

－작자미상, <청춘과부가>

서로 사랑하며 그리워하던 우리 낭군 어이 그리 못 오는가, 사람의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깊은
병이 들어 못 오는가, 약수 삼천 리가 둘러져 있어 못 오는가.

는가 약수 삼천리가 둘러 못 오는가.

해설

201

1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귀뚜라미의 넋이 되어 긴 가을 깊은 밤에 임의 방에 들어가서 나를 잊고 깊이
든 임의 잠을 깨워 볼까 하노라.

-박효관의 시조

추야장(秋夜長) 기픈 밤에 님의 방에 드럿다가
날 잇고 깁피 든 잠을 와 볼가 노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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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랑과 이별 코드 시어
텅 빈 산. 주로 화자의 외로움을 드러낼 때 쓰임.

삼월(三月) 나며 개(開) 아으 만춘(滿春) 욋고지여 /  브롤 즈 디녀 나샷다 / 아
으 동동(動動)다리 -작자미상, <동동>

‘꽃’ 을 말함. 주로 화자의 마음을 대신하거나 ‘꽃’을 보며 임을 환기할 때 쓰임.

아무도 없는 텅 빈 산에서 우는 접동새야, 너는 어이하여 울부짖고 있느냐. / 너도 나와 같이 (임과) 무슨 이별하였느냐. / 아
무리 피나게 운들 (임이) 대답이나 하더냐.

공산(空山)에 우 접동 너 어이 우지다 / 너도 날과 갓치 무슨 이별(離別)엿
야 / 아무리 피게 운들 대답(對答)이나 더냐. -박효관의 시조

01 공산(空山)
예

해설

02 곶
예

해설 삼월 지나며 핀 아아 늦은 봄 진달래꽃(임의 아름다운 모습 비유)이여. /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태어나셨네. / 아으
동동다리

소쩍새를 말함. 화자의 ‘한’이나 ‘마음의 아픔’을 말하고자 할 때 쓰임.

-서동, <서동요(薯童謠)>

꿈에나 임을 보려 잠을 자려고 누웠더니 / 새벽달 지새도록 자규(두견새) 소리를 어이 하리. / 두어라 (임을 생각하는) 단장
춘심은 너(자규)와 내(화자)가 다르지 않구나.

꿈에나 님을 볼려 잠 일울가 누었더니 / 새벽달 지새도록 자규성(子規聲)을 어이하리 /
두어라 단장춘심(斷腸春心)은 너나 내나 다르리 -호석균의 시조

03 두견, 자규
예

해설

‘정을 통하다’, ‘혼인하다’의 의미

선화공주님은 / 남 몰래 정을 통하고 / 맛둥 서방을 /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선화공주(善花公主)니믄 / 그지 얼어 두고 / 맛둥바 / 바 몰안고 가다.

04 얼다
예

해설

06

07

08

09

10

임을 그리워하는 상사몽(상사병에 걸려 꾼 꿈)이 귀뚜라미의 넋이 되어, / 긴긴 가을 깊은 밤에 임의 방에 들어가서 / 나
를 잊고 깊이 든 (임의) 잠을 깨워 볼까 하노라.

님 그린 상사몽(相思夢)이 실솔(蟋蟀)의 넉시 되여 / 추야장(秋夜長) 깁픈 밤에 님의
방(房)에 드럿다가 / 날 잇고 깁피 든 잠을 와 볼가 노라 -박효관의 시조

가을밤 화자의 외로움을 노래할 때 등장하는 배경
예

해설

산은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 어버이 그리워하는 정은 많고 많고 /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냐.

뫼 길고 길고 믈은 멀고 멀고 / 어버이 그린 뜯은 만코만코 하고하고 / 어듸셔 외기
러기 울고울고 가니 -윤선도, <견회요(遣懷謠)>

외기러기 외로운 신세를 비유적으로 말할 때 등장하는 시어
예

해설

뱃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려 있는가? / 강가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 임 계신 곳의 소식이 더욱 아득
하구나.

샤공은 어 가고 븬 만 걸렷니 / 강텬(江天)의 혼쟈 셔셔 디  구버보니 /
님다히 쇼식(消息)이 더옥 아득뎌이고.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

븬  화자의 외로운 처지나 쓸쓸한 분위기를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의 기능을 함.
예

해설

-허난설헌, <빈녀음(貧女吟)>

시집가는 누군가를 위해 길옷을 만들고 있지만 / 이내 몸은 해마다 홀로 잔다오.

爲人作嫁衣(위인작가의) / 年年還獨宿(년년환독숙)

홀로 외로움과 고독의 정서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시어
예

해설

2

꿈결에 일어나 앉아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니 / 가엾은 그림자만이 나를 따르고 있을 뿐이로다.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

결의 니러 안자 창(窓)을 열고 라보니 / 어엿븐 그림재 날 조 이로다.

그림재 자신의 외로운 처지나 어두운 마음 상태를 말할 때 등장하는 시어
예

해설

203

1

부부의 인연을 맺어 주는 중국 전설 속에 나오는 하늘의 신을 말함.

전생에 지은 원망스러운 업보요 부부의 인연으로, / 장안의 호탕하면서 경박한 사람을 꿈같이 만나서

삼생(三生)의 원업(怨業)이오 월하(月下)의 연분(緣分)로, / 장안유협(長安遊俠) 경
박자(輕薄子) 치 만나잇서 -허난설헌, <규원가(閨怨歌)>

05 월하(月下)
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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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s
4. 은유의 3가지 모습

일어서기 위해
쓰러지네
나는
비상하기 위해
떨어지네.
-Boas

①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
포화(砲火)에 이지러진
도룬 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케 한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②일광(日光)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③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새로 두 시의 급행열차가 들을 달린다.
- 김광균, <추일서정> 중에서

① ‘A = B’의 형태
가장 흔한 형태이다.
여기서 A는 원관념, B는 보조 관념이다.
② ‘A의 B’의 형태
B를 앞으로 빼면 직유화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ex) 폭포처럼 (쏟아지는) 일광(日光)
낙엽의 산더미→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낙엽
역사의 능선 →

능선처럼 (가파른) 역사

- 5 -

Boas
③ ‘? = B'의 형태
원관념은 숨어 버리고 보조 관념만 드러내는 방식이다.
ex) 보조 관념인 ‘조그만 담배 연기’의 원관념은 ‘열차의 굴뚝 연기’이다.

* 선지의 속살
➊ ⓓ :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2009년도 3월
교육청)
➋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친근감을 주고 있다. (2009년도 10월 교육청)
➌ [A]와 달리, [B]는 직유를 통해 시각적 인상을 구체화한다. (2009년도 대수능)

1. 비유법은 말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와 유사한 성질을 지닌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비유법을 사용하면 원래 말하고자 하는 대
상의 속성을 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2.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즉 의인법을 사용하여) 특정 대상에 대해 친근감을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3. 일반적으로 특정 대상의 시각적 이미지를 드러내는 데에 직유법이 유용하게 사용된다.

- 6 -

Boas
5. 영탄법

아무리 굶주릴지라도
먹잇감과 다투지 않으리
세찬 바람이 불수록
그 바람의 힘으로 더 높이 솟구치리
독수리처럼
불어오는 도전을 비상(飛上)의 수단으로 삼아
창공을 지배하리
- Boas

예상 외로 실전에서 학생들이 영탄적 표현에 대해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다. 영탄법은 강조
법에 속하는 표현이다. 즉 화자가 지니고 있는 정서를 한층 강력하게, 보다 절실하게 드러내
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① ‘아아, 오오, 어머나, 아이구, 어즈버’ 등과 같은 감탄사를 사용하는 방식
② ‘(임)아, (그대)여, (이름)이여, (임)이시여’ 등과 같은 호격조사를 사용하는 방식
③ ‘-아라 / -어라, -구나, -ㄴ가’ 등과 같은 감탄형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놀라움,
슬픔, 기쁨 따위의 감정을 증폭하여 표현하는 방식

* 선지의 속살
➊ 영탄적 표현을 통해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2006년도 수능)
➋ (가)와 (나) 모두 영탄의 어조로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 (2009년도 9월 평가원)
1. 영탄적 표현은 감탄사나 감탄형 어미 등을 활용하여 기쁨, 슬픔, 놀라움과 같은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므로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는 데 용이한 측면이 있다.
2. 예를 들어 <어부단가>의 5연 종장을 보면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이 없으랴’와
같이 설의적 영탄을 활용한 방식이 나타난다. 화자는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조정의 현실과
거리를 두는 문제와 관한 복잡한 자신의 심정과 생각을 작품 끝부분에 와서야 드러내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영탄의 어조로 시상(화자의 정서와 중심 생각)을 집약하고 있다는
진술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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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s
6. 반복법

뭔가를 이뤄낸 사람들은
지독한 고독을 불러들인 사람들이다.
-Boas

반복법은 같거나 비슷한 단어, 어구나 문장 등을 두 번 이상 되풀이하여 그 의미를 강조하
는 방법이다.
꽃 한 송이 피어 낼 지구도 없고
새 한 마리 울어 줄 지구도 없고
노루 새끼 한 마리 뛰어다닐 지구도 없다.
- 신석정, <슬픈 구도> 중에서
* ‘지구도 없다’라는 동일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상황과 그에 대한
화자의 절망감과 고독감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 선지의 속살
➊ (나)와 (다) 모두, 같거나 유사한 어구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2007년도
10월 교육청)
1. 반복은 시어나 시구가 두 번 이상 되풀이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의미가 강조된다.
따라서 반복은 내용면으로 볼 때 주제나 시적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반복이 등장하는 작품에서의 선지에서는 의미나 정서를 ‘강화한다’, ‘심
화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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