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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학습자의 시적 화자 이해 양상과 교육적 접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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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시 텍스트 수용을 소통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독자의 시적 화자 이해는 필요조건이다. 본고에
서는 초등 학습자의 시적 화자 이해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시적 화자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먼저 초등학교에서 시적 화자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초등 고학년 학습자의 시적 화자 이
해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정량적 및 정성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시적 화자의 유형에 따라 4편
의 시 텍스트를 선정하여 학습자들에게 1 2차에 걸쳐 설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적 화자를 잘
이해하고 있는 학습자와 함께 ‘상징적 표상’ 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연
구 결과, 초등 고학년 학습자들은 현상적 화자에 대한 이해 수준이 내포적 화자에 대한 이해 수
준보다 높았다. 시적 화자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은 학습자들은 ‘나’나 ‘내’라는 표지를 통해 시
적 화자를 쉽게 찾고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이나 정서를 이해하였으며, 표지가 불명확한 경우 시
적 화자의 모습을 적절하게 구성하는 양상을 보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시적 화자 교육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초등 수준에서는
현상적 화자에 대한 교육 경험이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시적 화자에 대한 오개념을 해결하기
위해 시적 화자의 개념을 지도해야 한다. 셋째, ‘상징적 표상법’은 시적 화자를 지도하는 데 효과
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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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화이트헤드에 의하면 교육은 3단계에 걸친 ‘리듬의 과정’이라고 한다. 학습자가 무엇인가를 배우
는 과정은 흥미를 발견하고 무조건적으로 즐기는 ‘낭만의 시기’를 거쳐, 그와 관련된 지식을 포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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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흡수하고 키워 가는 ‘정밀화의 단계’를 지나, 이론으로 성숙하게 되는 ‘종합의 단계’로 진행한다
는 것이다(Whitehead, 2009: 56~64). 화이트헤드가 제안한 교육의 리듬은 시교육의 과정을 설명하는
데 설득력을 가진다. 다양한 시 텍스트를 충분히 경험하면서 시 텍스트를 통한 활동과 놀이가 중심
이 되는 낭만의 시기는 초등학교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시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시 텍
스트의 장르적 속성에 집중하여 문학적 지식을 쌓고 감상의 깊이를 더하게 하는 정밀화의 단계는
중등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시교육 과정이다. 마지막 종합의 단계는 시 텍스트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 자신 나름의 이론이나 취향을 가지게 되는 시기로 고등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시 교
육의 현장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
화이트헤드의 교육의 리듬에 따른다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시 교육은 낭만의
단계에서 정밀화의 단계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해당한다. 활동 중심의 문학 학습에서 속성 실체 중
심의 문학학습으로 이행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학습자에게는 시 텍스트를 활
용하여 즐겁게 놀이하는 수준을 넘어서 시 텍스트의 의미를 음미하기 시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시적 화자’에 대한 이해는 초등학습자를 실체 중심의 시 교육으로 이끄는 중요한 학습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가 시적 화자라는 가상적 존재를 인식하는 것은 시 텍스트가 허구적 텍스트임을 인
식하는 것이며, 시인의 시적 감성이 텍스트로 발현되는 과정에서 사용될 수밖에 없는 미학적 장치를
이해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초등문학교육의 장(field)에서 ‘화자 교육’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
였다. 1980년대 이후 시 텍스트를 담론으로 바라보는 입장은 시적 화자 및 그 교육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김창원, 1994; 유영희, 1994; 최미숙, 1997; 최지현, 1998; 구영산, 2001; 김
남희 2007 등). 초등학교 시 교육에서 시적 화자 및 그 교육적 접근 방안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이
유는 시적 화자 교육이 주로 중학교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07 개정 국
어과 교육과정에서 시적 화자와 관련된 성취기준은 8학년에서 처음 등장한다. 반면, 초등학교 수준
의 성취기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초등학교 성취기준에서도 시적 화자의 이해가 수반되어
야 하는 성취기준들이 등장한다. 예를 들어 느낌을 살려 노래를 부르거나 시를 낭송하기(2학년 문학
영역 성취기준), 문학작품에는 일상의 세계와 비슷한 상상의 세계가 담겨 있음을 이해하기(3학년 문
학 영역 성취기준), 좋아하는 시의 분위기를 살려 암송하기(4학년 문학 영역 성취기준), 작품의 분위
기나 정서를 이해하기(4학년 문학 영역 내용 요소의 예) 등은 시적 화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더군다나 시적 화자에 대한 개념적 지식 이해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 텍스트 학
습관련 단원에서는 학습자가 시적 화자의 존재를 이해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학습 활동들이 제시되
어 있다 .
1)

․

2)

3)

1) 물론 화이트헤드는 이러한 시기 구분은 한 학습자의 교육이 완성되는 장기간의 리듬이기도 하고, 간단한 지
식을 학습하는 단기간의 과정 혹은 한 시간의 수업시간에도 적용이 된다고 설명한다. 교육의 리듬이란 교육
적 성장 과정의 성질이라고 할 수 있다.
2) 8학년 문학영역에 ‘(3)문학 작품의 세계가 누구의 눈을 통해 전달되는지를 파악한다.’라는 성취기준이 제시되
어 있고 그 하위 항목인 ‘학습요소의 예’에서 ‘시적 화자나 소설의 서술자 특성을 이해하기’ 로 상세화되어
있다.
3) 초등 교과서에 제시된 시적 화자 관련 학습 활동은 Ⅱ장 참조.

96

이러한 문제의식이 반영되기라도 하듯, 최근에 개정된 2011개정 국어과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군에서 ‘시적 화자’에 대한 성취기준이 제시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44). 5-6학년군 문학
영역에서 “작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관점을 이해한다.”라는 내용이 선정된 것이다. 여기서는
“화자의 분류에 치중하기 보다는 작품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이며 그는 어떤 태도로 대상을 바라
보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지도해야 한다는 해설도 덧붙여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44). 시적 화자
와 관련된 성취기준이 초등학교 고학년에 등장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교육 방안으로 해석되고 현장
에 투입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고에서는 2011 국어과 교육과정 5 6학년 군에 새롭게 등장한 ‘시적 화자의 교육’에 주목하고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교육적 접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에서 시적 화자 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초등 학습자가 시적 화자를 어떻게 이해
하고 있는지 그 양상을 살펴 본 후 시적 화자 교육의 접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Ⅱ

. 초등 시 교육에서 시적 화자 이해 교육의 필요성

시적 화자는 시인에 의해서 창조된 가상적 인격체이다. 시인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를 창
작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인의 직접적인 원체험이 그대로 시 텍스트로 형상화되는 것은 아니다. 시
인의 주관은 끊임없는 반성적 의식에 의해 매개됨으로써 형상화 가능하다. 루카치에 의하면 시인에
의해 체험된 경험은 ‘작가의 의식적 및 무의식적인 생활의 전체에 의해서, 그의 지적( ) 및 도덕
적 작업 그 자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한다(G. 루카치, 2002: 269~297). 시인이 겪었던 원체험이
반성적 의식에 매개 될 때 시인의 주관은 일면성과 개별성을 벗어나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것으로
고양되는 것이다. 시인에 의해 부단히 내면화된 시적 감성은 시 텍스트로 완성된다. 시 텍스트를 읽
는 독자가 공감하도록 이끄는 정서적 코드도 이러한 내면화된 시적 감성이 표현되기 때문이다.
시 텍스트에서 시적 화자는 내면화된 시적 감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된 기재이다. 시
인은 가상적인 목소리를 내세워 자신의 시적 감정을 형상화하려고 한다. 시적 화자는 시인의 개성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시 속에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 특수화된다. 따라서 시의 내용과 형식은 시적 화
자라는 가상적 인격체의 목소리와 내용 진술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시적 화자가 어떠한 목소리를
가지느냐에 따라 시의 어조(tone)와 분위기는 물론 불변체적 의미를 확정하는데도 영향을 미치므로
(장도준, 2008) 시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 시적 화자는 주요한 학습요소가 된다.
한편, 시에 등장하는 목소리의 주인공을 가리키는 용어는 다양하다. 먼저 ‘화자’라는 개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을 가진 소설에서의 서술자와 같이 시에 등장하는 ‘나’를 지칭한다. 따라서 시적 화자는
시 텍스트의 의미 구성 주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시적 화자는 정신분석학의 이론을 빌려 ‘페
르소나’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개개인에게 내면화된 제도와 관습, 규율의 개입에 의해서 규정되는 사
회화된 인격을 의미하는 페르소나는 무의적 충동이나 사회적 강제의 의해 구성된다. 그러나 시에 등
장하는 ‘나’는 사회적 강제로부터 탈주하려는 경향을 보이므로 , 페르소나라는 개념이 시적 화자의
개성까지 설명해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서정적 자아’, ‘서정적 주인공’이라고 명
知的

4)

97

명되기도 한다. 그러나 시 텍스트는 문자가 없을 때부터 입말로 읊조려진 구술 텍스트이고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보편화되어 쓰이고 있으므로, 시적 화자로 명명하는 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또한 초
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시적 화자를 지도하기 위한 교수 용어로서 ‘말하는이’를 사용하고 있다. 다행
스러운 것은 ‘시적 화자’가 ‘나’의 내면을 토로하는 대신 인간이나 시적 대상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
는 존재로 생각되어지는 반면, ‘말하는이’의 경우 시 텍스트에 등장하는 ‘나’를 설명하기에 더욱 용이
한 용어라고 판단된다. ‘시적 화자’와 관련된 용어는 시학적인 연구 성과와 시 교육적인 실천 성과들
을 기반으로 하여 좀 더 세련되어질 필요성이 있다.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시적 화자와 관련된 성취기준은 8학년에 처
음 등장한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시적 화자 지도가 수반되어야 하는 성취기준들이 존
재한다. <표 1>은 시적 화자 지도 내용 관련 성취기준이다.
표 1> 시적 화자 지도 관련 성취 기준(2007 개정 교육과정)

<

종류

시적화자
지도
성취기준

내용
【8-문학-⑶】문학 작품의 세계가 누구의 눈을 통해 전달되는지를 파악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시적 화자나 소설의 서술자 특성 이해하기
◦ 반어(아이러니)와 풍자의 특성 이해하기
◦ 화자나 서술자의 특성과 주제의 연관성 이해하기
【2-문학-⑴】느낌을 살려 노래를 부르거나 시를 낭송한다.
【내용 요소의 예】◦ 운율에 맞춰 표현하고 그 효과 느끼기
◦ 시에 담긴 의미나 느낌이 잘 살아나도록 낭송하기

시적 화자
지도
관련
성취기준

◦ 운율에 맞게 읽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 이해하기
【3-문학-⑵】문학 작품에는 일상의 세계와 비슷한 상상의 세계가 담겨 있음을 이해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일상의 세계와 상상의 세계 이해하기
◦ 작품 속의 세계는 글쓴이가 꾸며낸 세계임을 이해하기
◦ 또래의 인물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읽고 자신의 일상과 비교하기
【4-문학-⑴】좋아하는 시를 분위기를 살려 암송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작품의 분위기나 정서를 이해하기
◦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고르고 그 이유 말하기
◦ 좋아하는 시를 여러 사람 앞에서 암송하기

표 1>에 제시된 성취기준의 달성을 위해 시적 화자의 이해를 수반해야 한다는 방증은 교과서에
서 찾을 수 있다. 관련 내용은 <표 2>와 같다.
<

5) 물론 시적 화자가 사회적 맥락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점, 주체는 자신이 의식하
지 못하는 무의식적 충동이나 트라우마 등의 초자아에 의해 사고방식이나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만을
받아들인다면, 시인의 개성은 무의미해 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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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읽기 교과서의 화자 지도 관련 활동

<

5)

학년
학기

차시 목표

지도 요소

활동 내용

1-2

시를 읽고, 재미있는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장면
떠올리기

· <김장하는 날>을 읽고, 물음에 답하여 봅시다.
(1) 시에서 말하는이는 어떤 장면을 보고 있을까요?
(2) 시에서 말하는이는 김치 맛보다 무엇이 더 좋다고
하였나요?

1-2

시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을 말하여 봅시다.

장면
떠올리기

· <눈>을 읽고, 물음에 답하여 봅시다.
(1) 시에서 말하는이는 왜 눈을 ‘이불’이라고 생각하였
을까요?
· 글쓴이가 여행한 곳, 보고 들은 것, 생각하거나 느낀
것을 알아보며 <선암사>를 읽어 봅시다.
· <선암사>를 읽고 물음에 답하여 봅시다.
(1) 글쓴이가 선암사를 다녀오며 느낀 것은 무엇일까요?
·글쓴이가 여행에서 무엇을 보고 듣고 느꼈을 지 생각
하며 <선암사>를 다시 읽어 봅시다.

4-1

기행문을 읽고 중요
한 내용을 정리하여
봅시다.

여정과
감상 알기

4-2

분위기를 살려 시를 읽
어 봅시다.

낭송하기

· <걱정 마>를 읽고 물음에 답하여 봅시다.
(1) 시에서 말하는이가 걱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5-1

인상적인 부분을 생각
하며 시를
읽어 봅시다.

인상적인
부분 찾기

· 시에서 말하는이가 ‘포도 덩굴’, ‘포동송이’, ‘포도알’
의 비유를 통하여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친구들과
이야기하여 봅시다.

5-1

시를 읽고, 시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이야
기하여 봅시다.

감상하기

· <돌아오는 길>을 읽고 물음에 답하여 봅시다.
(3)시에서 말하는이가 비비새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
하였겠습니까?
· 말하는이의 마음을 생각하며 다음 시를 읽어 봅시다.
· ‘지금은 공사 중’을 읽고 물음에 답하여 봅시다.

6-1

시를 읽고 시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서
로 비교하여 봅시다.

해석·감상의
다양성
이해하기

(1) 글쓴이가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한 까닭은 무엇
입니까?
(2) 글쓴이는 무슨무슨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였습
니까?
(3) 글쓴이가 친구에게 부탁한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 활동의 지도 요소를 살펴보면, ‘장면 떠올리기’, ‘낭송하기’, ‘인상적인 부분 찾기’, ‘해석과 감
상’ 등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시 교육의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시적 화자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 수
준에서는 시적 화자에 대한 개념적 지식이 아니라 텍스트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현상적 지식
·

5) 밑줄은 연구자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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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도되어야 한다. 현상적 지식으로 말하는이를 지도하는 것은 학습자가 시 텍스트를 통해 해당
성취기준을 달성하는데 효율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말하는이라는 기표에 해당하는 기의를 선명하
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고학년에서는 점차 시적 화자에 대한 개념적
지식의 이해를 유도해 가야 한다.
또한, 교과서에 드러난 시적 화자 관련 학습 활동이나 발문 내용에서 정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말하는이(시적 화자)’와 ‘글쓴이(내포 필자 혹은 창작 주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6
학년 1학기 교과서에서는 ‘말하는이’와 ‘글쓴이’가 동일하게 시적 화자를 지칭하는 학습 용어로 쓰이
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서 학습자들은 말하는이와 글쓴이를 동일한 개념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전체 국어과 교과서에서 통일된 학습 용어를 사용하여 학습자가 혼란 예방해야 할 것이다.

Ⅲ

. 초등 학습자의 시적 화자 이해 양상

1.

대상 텍스트 선정 및 연구 방법

가. 연구 대상 텍스트 선정
이 절에서는 2007 개정 초등학교 국어과 읽기 교과서에 수록된 시 텍스트를 중심으로 시적 화자
의 유형을 살펴보고, 실험에 적용될 텍스트를 선정하는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적 화자는 시 창
작을 지도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한 학습 요소이다. 그러나 현재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본격적인 시
창작 교육을 시도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고에서는 읽기 교과서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그 유형을 검토
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하는 이유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시적 화자의 유
형을 바탕으로 초등 학습자의 시적 화자 이해 양상을 밝히고자 하기 때문이다.
시적 화자의 유형은 시 텍스트를 담화로 보는 소통적 관점에 빚지고 있으며 연구자에 따라 다양
하다. 최지현(1998)은 화자와 청자가 시 텍스트에서 현상적이냐, 내포적이냐에 따라 표면 제시적 화
자와 청자, 현상적 화자, 현상적 청자, 함축적 화자와 청자 등으로 유형화하였다. 오성호(2006:
353~390)의 경우 전통적인 서정, 서사, 극의 3분법을 활용하여 시적 주체 의 모습이 작품 속에 전혀
나타나지 않거나 ‘나’로 나타나는 경우(서정시), 제3의 존재로 현상하는 경우(배역시), 시적 주체가 화
자가 되어 일정한 사건이나 인물에 대하여 진술하는 경우(이야기시)로 유형화하고 있다. 초등학교에
수록된 동시 텍스트의 시적 화자의 유형을 살핀 장도준(2008)은 화자가 시 텍스트에 드러나느냐에
따라 현상적 화자와 내포적 화자로 나누었다. 현상적 화자는 허구적 주체로서의 화자, 시인시점의
화자, 공적인 화자로 분류하고 내포적 화자는 내포적 시인의 시각, 객관적 시점으로 유형화하였다.
위에 제시된 세 연구자의 시적 화자 유형을 중심으로 교과서 수록 시 텍스트를 검토하여 보았다.
먼저 최지현(1998)의 화자 유형으로 수록 제재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읽
기 교과서에 수록된 시 텍스트에서 현상적 청자만이 드러나는 시는 나태주의 ‘풀꽃(2학년 2학기)’,
6)

6) 오성호(2006)에서는 ‘시적 화자’를 대신하는 용어로 ‘시적 주체’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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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주의 ‘혼자 있어봐(6학년 1학기)’, 박선미의 ‘지금은 공사 중(6학년1학기)’의 세 편이었다. 또한
화자와 청자가 함께 드러난 시는 3학년 1학기 읽기 교과서에 실린 ‘까치야 까치야’가 유일하다. 다음
으로 오성호(2006)의 화자 유형에 의하면 동시 텍스트는 모두 배역시에 해당한다. 동시 텍스트는 성
인 시인이 자신의 신원과는 구별되는 제3의 인물을 화자로 상정하여 성인의 목소리를 텍스트 이면
으로 침전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도준(2008)의 시적 화자 분류 유형으로 교과서 수록 동시의 화
자 유형과 빈도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장도준(2008)의 시적 화자 분류에서 ‘시인 시점의 화자’의 경우 성인 시인이 성인의 목소리
를 그대로 담아 시 텍스트에 화자로 등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2007 개정 국어과 교과서에는
어린이들이 지은 아동시도 수록되어 있어, 시인 시점이라는 것이 성인의 시점만을 지칭하지 못한다.
더군다나 중등학교 시교육의 현장과는 달리 초등학교 시 교육 장면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시인에 대
한 역사전기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 해석의 도구로 활용하지 않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인 시점이라는 화자의 유형은 초등학교 시 교육 현장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다 . 또한 내포적 화
자의 하위 범주인 내포적 시인의 시각과 객관적 시점의 경우, 그 경계가 모호하다. 내포적 시인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화자의 경우, 화자의 존재는 시 텍스트 뒤로 숨긴 채, 시어를 통해 시적 화자의
태도와 시의 분위기를 이끈다고 한다. 객관적 시점의 화자는 이러한 시적 화자의 태도마저 감지되지
않는 시 텍스트들에서 나타나는데, 주로 말놀이 유형의 동시들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함축적으로 숨겨진 시적 화자의 의도와 태도는 그 정도를 감지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초등
학습자에게 이러한 미적 태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능력 밖의 일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장도준
(2008)에 의해 제시된 시적 화자 유형 5가지 가운데, 허구적 주체로서의 화자, 공적인 화자, 내포적
화자의 3범주로 나누어 교과서에 수록된 시 제재의 화자 유형을 분석하였다.
먼저, 시적 화자가 시 텍스트에 ‘나’ 혹은 ‘우리’로 드러난 현상적 화자에는 허구적 주체로서의 화
자, 공적인 화자의 두 범주가 있다. 허구적 주체로서의 화자는 허구적 주체인 ‘나’를 내세워 자기 고
백적 서정을 드러낸 텍스트들로 3학년 이후의 고학년에서 주로 나타났다. 6학년 1학기에 실린 이준
관의 ‘내가 채송화처럼 조그마했을 때’, 이준섭의 ‘산위에 오르면’ 등이 대표적인 현상적 화자를 드러
낸 텍스트이다. 공적인 화자는 ‘우리’라는 시어로 드러나는 집단적인 화자라고 할 수 있다. 공적인
화자가 드러난 텍스트는 6학년 1학기에 수록된 이성자의 ‘송두리째 다 내 놓았어’와 박성룡의 ‘풀잎
2’의 두 편이었다. 대부분의 텍스트들이 내포적 화자로 시 텍스트 안에 함축적으로 침전되어 있었다.
화자 범주별 빈도수는 <표 3>과 같다. 화자 유형의 빈도수를 감안하여, 초등학교 국어과 시 제재에
드러난 시적 화자는 내포적 화자가 전체 82편 중 64편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허구
적 주체로서의 화자는 16편에 달하였다. 또한 저학년 보다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현상적 화자의 발현
정도가 높아지고 있다.
7)

7) 동시텍스트의 이해과정에서 어른화자와 아동화자를 구분하고 그 차이를 찾아내는 것은 내포독자의 이중성이
라는 아동문학텍스트의 텍스트성을 설명하는 데는 용이하다. 그러나 이것은 시적 화자에 대한 깊이 있는 이
해를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시적 화자 교육에서 어른화자나 아동화자를 지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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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교과서 수록 시 텍스트의 화자 유형 빈도

<

현상적 화자

화자의 유형

내포적 화자

계

0

7

7

1

0

6

7

1학기

1

0

4

5

2학기

1

0

7

8

1학기

1

0

6

7

2학기

3

0

5

8

1학기

2

0

3

5

2학기

0

0

5

5

1학기

4

0

3

7

2학기

1

0

6

7

1학기

2

2

6

10

2학기

0

0

6

6

16

2

64

82

학년 및 학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허구적 주체로서의 화자

공적인 화자

1학기

0

2학기

계

국어과 수업에서 자주 접했던 화자의 유형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시적 화자 이해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표 4>와 같이 시 텍스트 표면에 ‘나’로 제시되어 있는 현상적 화자 텍스트와 내포적 화자
텍스트를 투입 자료로 선정하였다.
표 4> 투입 시 텍스트

<

화자의 유형
시 텍스트

현상적 화자

내포적 화자

괜찮아8)

설레는 나무9)

엄마 목소리10)

공터11)

8) 강지인(2010),『아동문예』, 9월 10월호. (내 별명은/ 밤톨// 친구들이 작다고 놀려도/난 괜찮아.// 키다리
아빠도 어렸을 땐/ 별명이 밤톨이었다지// 앞마당에 버티고 선/아름드리 저 밤나무도// 처음엔 조그만/ 밤톨
이었을 테니까.//) (‘/’은 행구분, ‘//’은 연구분을 의미함. 이하 시 텍스트에서 동일하게 적용함)
9) 이상교(2006),『먼지야 자니?』, 산하. (햇살이 달다./ 바람이 달다./ 가슴이 둥둥 뛴다.// 깡충, 뛰어 오르고
싶다.// 나무라면 그래선 안 된다./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랄 게다./나무가 폴짝 뛰다니// 두근두근 가슴 뛰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릴 것이 걱정이다.// 저런!/ 언제 밖으로 뛰쳐나간 거지?/설렁설렁 설레는 연둣빛 마음.//)
10) 이종택(1991), 『누가 그랬을까』, 창비. (아버지께/꾸지람 듣고// 뒤안길에 나와서/몰래 운다.// 어둠 속에
서/가만히 내 이름 부르는/아, 엄마 목소리!// 대답을/ 할까/ 말까/ 울음이 더 난다.// 가까운 풀숲에선/ 풀벌
레들도/섧게 섧게 운다.//)
11) 안도현(2007),『나무 잎사귀 뒤쪽 마을』,실천문학사. (아파트 옆 공터는/ 심심해서 울고 싶었지/ 올봄에 할
아버지가/ 흙을 일구기 전까지는 말이야// 할아버지가 괭이로 땅을 파헤치자/ 지렁이들이 꼼틀꼼틀,/ 땅강아
지들이 엉금엉금,/공터는 옆구리가 마구 간지러웠어// 할아버지는 씨앗을 뿌렸어/상추/쑥갓/옥수수/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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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방법 및 절차
초등 학습자가 시적 화자를 이해하고 있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두 가지 축으로 나
뉘어 실시되었다. 첫째는 정량적 접근 방법으로서 학생들에게 시적 화자에 대한 설문지와 시 텍스트
반응지를 제공하고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둘째는 정성적 접근 방법으로서 ‘상징적 표상법’을 활용하
여 5학년 학습자와 6학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시적 화자 이해 양상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실험 기
간은 아래와 같다.
표 5> 실험 기간

<

학교명

정량적 연구

정성적 연구

O초등학교

2011. 11. 21. ~ 2011. 11. 24.

2011. 11. 24.

S초등학교

2011. 11. 26. ~ 2011. 11. 28.

2011. 11. 28.

J초등학교

2011. 11. 29. ~ 2011. 12. 2.

2011. 12. 2.

정량적 연구
조사 대상 학교는 서울 지역에 위치한 서울O초등학교 5학년 5개 학급과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S
초등학교 6학년 5개 학급, 공주에 위치한 공주J초등학교 5개 학급을 선정하였다. 전체 표집 대상 학
생수는 427명이며 각 학교의 특징은 <표 6>과 같다.
1)

표 6> 조사 대상 학교 및 학생

<

학교명

12)

학년

학생수

지역

특성

서울특별시

아파트 단지 내 위치함. 학급별로 부진아가 5~6명 정
도이며, 학부모의 교육열과 학생에 대한 관심은 보통
임. 성적이 높은 아동들이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나 경
기도 일산으로 이사 가는 경우가 많음.

O초등학교

5
학년

S초등학교

6
학년

147

대전광역시

최근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학급별 유동인구가 생
김. 학급별 부진아가 5~6명 정도임. 학부모의 교육열
과 학생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임. 교내 도서관 시설이
잘 되어 있고 학생들의 독서량도 높은 편임.

J초등학교

6
학년

138

공주시

학급별로 부진아가 4~6명 정도임. 학부모의 교육열과
학생에 대한 관심은 적은 편임.

142

학생들에게 투입한 설문 조사는 1차 2차로 실시되었다. 1차 설문조사는 선정된 4개의 텍스트를 읽
고 말하는이에 관련된 물음에 답하는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현상적 화자와 내포적 화자의 특
성에 따라 문항별 질문에 차이를 두었다.
·

강낭콩//참을 수 없었지, 공터는/간지러움을 참다못해/ 그만 웃음을 터뜨렸어/저것 좀 봐, 저것 좀 봐/공터
가 혓바닥을/푸른 혓바닥을/날름날름 내밀고 있잖아.//)
12) 표집 과정에서 샘플로 적절하지 않은 설문결과는 제외하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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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1차 설문조사 내용

<

화자의 종류

현상적 화자

내포적 화자

대상 텍스트

질문 내용

․괜찮아
․엄마 목소리

․시 텍스트 내용 환기 질문
-위 시를 읽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시적 화자 이해 여부 확인 질문
-위 시에서 말하는이는 누구일까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시적 화자에 대한 이해 양상 분석을 위한 질문
-말하는이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오늘의 일기를 써 봅시다.

․설레는 나무
․공터

․시 텍스트 내용 환기 질문
-위 시를 읽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시적 화자 이해 여부 확인 질문
-위 시에서 말하는이는 누구일까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시적 화자에 대한 이해 양상 분석을 위한 질문
-말하는이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공터’에게 편지를 써 봅시다.
(‘공터’의 경우)
-말하는이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나무’에게 편지를 써 봅시다.
(‘설레는 나무’의 경우)

2차 설문문항은 1차 설문에서 시적 화자를 인식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
범주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한 설문 문항에 대하여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면 무응답이라고
쓸 것을 학생들에게 안내하였다. 이것은 학생 스스로 시적 화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부분만을
자료로 얻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먼저 시적 화자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에게 재차 설문을 실
시할 경우 의도하지 않은 학습의 효과가 나타날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밖에도 고학년 학생들
의 경우 묻는 질문에 따라 평소 자신의 생각을 쓰기 보다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여 질문에 해당하
는 정답을 쓰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이러한 경향성을 최소화 하고자 무응답을 적
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표 8> 2차 설문조사 내용

<

질문 범주

질문 내용

․ 시적 화자 인식에 대한 질문

시를 읽을 때 ‘말하는이’를 생각하면서 읽나요?

․ 시적 화자 이해의 난이도에 대한 질문

시를 읽을 때 ‘말하는이’를 찾아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
리나요? 아니면 쉽게 찾을 수 있나요?

․ 시적 화자 이해의 전략에 대한 질문

‘말하는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 시적 화자 이해의 이점에 대한 질문

시를 읽을 때 ‘말하는이’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은 점
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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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연구
정성적 연구는 정량적 연구에서 시적화자를 잘 이해하고 있는 학생을 중심으로 사례를 수집하였다.
‘상징적 표상법’을 통해 시적 화자 이해 양상을 살펴보았다. ‘상징적 표상법(Symbolic Representation
Interview)’은 이순영(2008)에 의해 소개되었다. 상징적 표상법은 개별독자의 독서 과정과 독서활동
및 반응을 알 수 있는 방법이다(이순영, 2008: 363). 이순영(2008)에서는 주로 독후 활동의 성격을 가
지는 Wilhelm의 상징적 표상법을 소개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독자의 독서 과정을 잘 드러내는
Enciso(1998)의 상징적 표상법을 활용하였다.
Enciso(1998)는 문학 중심의 읽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세 명의 여자 어린이에 대한 상징적 표
상법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상징적 표상법은 학습자가 가장 좋아하는 텍스트의 부분을 찾게 하고
그 부분으로부터 학생에게 문학 텍스트로의 개입(engagement)을 시도한다. 교사는 학습자에게 마음
속에 선택한 장면을 고르고 그 부분을 큰소리로 읽은 뒤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말하도록
한다. 이 때 등장인물을 상징하는 색종이 조각을 마련해서 간단히 이름을 붙인 후, 그 종이를 활용
해서 이야기를 다시 말하도록 한다. 교사는 학습자가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학 텍스를 읽은 과정
에 대해 이야기하고, 학습자는 이야기 속의 독자가 되어서 경험한 것들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나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함께 뛰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처럼 현재 그 이야기 안에 들어가 있는 독자 자
기 자신을 상상하며 이야기하도록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독자가 ‘보는 것들’을 작은 색종이 조각으
로 만들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독자가 기억하는 것, 등장인물에 동일시하는 것, 의문
스러워 하는 것 혹은 예측하는 것 등이 자연스럽게 이야기 될 수 있는 것이다(Enciso, 1998 :47~50).
그는 일련의 등장인물을 표상하는 색종이 조각을 통해 독자가 문학 텍스트의 세계에 참여하고 그것
을 평가하는 방법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문학 텍스트의 작가와 서술자의 표상을 창조하도록 요구하
였고 학습자들이 작가나 서술자를 표상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Enciso. 1998: 47).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순영(2008)에서 사용한 상징적 표상법보다는 Enciso의 상징적 표상법이 학습자의 화자 이해 양상
을 보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2)

다. 연구 결과
정량적 연구 결과
먼저 시적 화자를 인식하고 있는 학생의 수는 현상적 화자를 인식하는 경우와 내포적 화자를 이
해하는 경우로 나누어 기술하고자 한다. 현상적 화자를 인식하면서도 내포적 화자를 인식하지 못하
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내포적 화자를 이해하면서 현상적 화자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아동이 있
었다. 내포적 화자의 경우 시 텍스트의 내적 상황과 말하는이가 되어서 시의 객관적 상관물을 풍부
하게 설명하고 있는 학생들이 내포적 화자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내포적 화자의 경우
화자가 텍스트의 내면에 침전되어 있으므로, 독자의 상상적 관여가 현상적 화자의 경우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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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현상적 화자를 이해하고 있는 학생 수

<

학년

시적화자를 인식하는 학생 수

비율(단위: %)

5학년

44명

해당 학년의 30.9

6학년

99명

해당 학년의 34.7

합계

143명

전체의 33.4

초등학교 고학년 학습자들은 현상적 화자에 대한 이해 수준이 내포적 화자에 대한 이해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연구 대상으로 표집된 학생의 33.4%가 현상적 화자를 이해하고 있었다.
반면 내포적 화자를 이해하고 있는 학생은 전체 62명에 달했다. 현상적 화자와 내포적 화자의 이해
를 위해서 투입된 시 텍스트가 2편씩이기 때문에 <표 9>와 <표 10>에 있는 학생 숫자는 두 편 모
두에서 시적 화자를 알맞게 찾아낸 학생의 숫자이다.
내포적 화자의 경우 시 텍스트 내면에 침전되어 있으므로 어떤 화자를 읽어내느냐는 독자의 역량
에 달려 있다. 본 설문에서 많은 학생들이 내포적 화자를 찾아야 하는 질문에 ‘글쓴이’, ‘사람’ 등을
썼다. 이 경우 시 텍스트의 의미를 찾아 시적 화자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확실한 판단을 위해 후속 질문에 답한 내용을 참고하였다.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것은 본 연구가
단순히 ‘시적 화자의 인식 양상’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시적 화자의 이해 양상’을 살피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이기도 하다.
표 10> 내포적 화자를 이해하고 있는 학생 수

<

학년

시적화자를 인식하는 학생 수

비율(단위: %)

5학년

19명

해당 학년의 13.4

6학년

43명

해당 학년의 15.1

합계

62명

전체의 14.5

시적 화자를 알고 시를 읽을 때 생길 수 있는 이점에 대한 응답은 <표 11>과 같이 크게 5가지로
요목화할 수 있었다. 시적 화자를 이해의 이점은 아래와 같이 서술하였다.
표 11> 학생들이 생각하는 시적 화자를 이해의 이점(현상적 화자 이해)

<

내용 범주

전체 학생 수

전체 비율(단위: %)

시 텍스트의 내용이 잘 이해되어서

56명

39.1

시 텍스트를 재미있게 읽기 위해서

17명

11.8

시 텍스트의 느낌을 살려 읽으려고

16명

11.3

호기심 때문에

9명

6.3

45명

31.5

143명

100

무응답 및

기타13)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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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시적 화자의 유형에 따라 시적 화자를 인식하는 데는 차이를 보였다. 시적 화자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은 <표 12>와 같다.
표 12> 시적 화자의 유형에 따른 화자 이해 학생 수

<

종류

시 텍스트별 학생수

현상적 화자

내포적 화자

괜찮아

145 명

엄마 목소리

143 명

설레는 나무

62 명

공터

69 명

다음으로는 시적 화자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의 오류를 분석하였다. 초등 학습자가 시적
화자를 인식할 때 가지는 오개념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범주화 할 수 있었다.
·

·

오류 1 : 시적 화자를 시 속에 등장하는 인물로 인식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예를 들어 ‘공
터’에서 ‘할아버지, 벌레, 상추, 씨앗’ 등을 말하는이로 적고 있었다. ‘설레는 나무’에서
도 ‘햇살, 바람, 나무’ 등을 말하는이로 적은 학생들이 있었다.
오류 2 : 실제 필자와 시적 화자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시 텍스트 안에서 말하는 사람을 찾
는 것이 아니라 시를 창작한 작가를 화자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내포적 화
자의 경우 현상적 화자에서 보다 오류를 범하는 학습자가 많았다.

정성적 연구
시적 화자를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이 상징적 표상 활동을 수행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상징적 표
상 활동을 생소하게 생각하는 학습자가 많아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기는 했으나,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대부분 흥미를 보였다. 이 절에서는 5학년 남자 어린이 1명과 6학년 여자 어린이 1명의 사
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들은 내포적 화자를 이해하는 부분에서 조금씩 다른 특성을 보였다. 상징
적 표상 활동의 예는 두 사례 모두 ‘엄마 목소리’와 ‘공터’를 읽고 실시한 것이다.
2)

14)

사례 1>
첫 번째는 서울 O 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남학생(준수; 가명)의 사례이다. 먼저 준수에게 ‘엄마
목소리’를 소리 내어 읽어 보도록 했다. 준수는 인터뷰하기 며칠 전 설문조사를 할 때 읽은 경험이
<

13) 기타 의견에서 주목할 만한 진술은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을 볼려고(이○준)”, “더 오래 기억하려고(채
○훈)”, “나도 모르게 생각하게 됨(이○빈)”등이 있었다.
14) 정성적 연구의 사례 수집과정은 제 2저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인터뷰 과정은 촬영되었다. 촬영 결과를 보
고 제1저자와 제2저자가 함께 촬영 내용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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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시 텍스트를 여러 번 읽게 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잠시 다시 텍스트를 음미할 시간을 3분
정도 제공하였다.
연구자:
준 수:
연구자:
준 수:
연구자:
준 수:
연구자:
준 수:
연구자:
준 수:
연구자:

준 수:
연구자:
준 수:
연구자:
준 수:
연구자:

준 수:
연구자:
연구자:
준 수:

연구자:
준 수:
연구자:
준 수:
연구자:
준 수:
연구자:
준 수:
연구자:
준 수:

준수야, ‘엄마 목소리’ 잘 읽어 보았지? 엄마 목소리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어?
음,(좀 머뭇거림) ‘대답을 할까 말까 울음이 더 난다’요.
왜? 그 부분이 기억에 남아?
그냥, 저도 울고 싶은 데 울면 안 될 것 같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그럼 시 3연을 다시 한 번 읽어 볼래?
네. (3연을 다시 한 번 읽는다.)
그럼 여기서 울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지?
아들이요.
아들?
네.
그래 맞아. (포스트 잍 종이에 아들이라고 쓴다.) 선생님이 지금 이 종이에 아들이라고 썼지?
이제부터 이 이 포스트 잍은 아들을 의미해. 그럼 이 시에 나오는 사람이나 동물, 식물, 물
건, 장소 같은 것들이 있잖아. 우리 준수가 이 시를 읽을 때 떠올랐던 것을 포스트 잍에 써
볼래?
색깔을 아무거나 써도 돼요?
그래, 색깔은 네가 좋아하는 색으로 아무거나 써도 돼.
(포스트 잍 위에 ‘아빠’, ‘엄마’, ‘아들’이라고 적는다.)
다 적었어?
네.
그럼, (A4용지를 꺼내서 준수 앞에 내놓으며) 준수야, 이 하얀 종이는 시 속의 세상이야. 준수
가 조금 전에 ‘엄마 목소리’를 읽을 때 어떤 장면이 떠올랐을 거야. 여기에다 간단하게 그
장면을 그려 볼 수 있겠니? 잘 생각이 나지 않으면 시를 다시 읽어 봐도 좋아. 너무 자세하게
그리지 않아도 좋아. 그런 건 말로 설명해도 되거든.
네, 완전 초가집을 그려도 돼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그림 가> 참조)
그럼, 준수가 시를 읽을 때 떠오른 장면을 그리면 돼.
(준수가 그림을 그리는 데 5분 정도 시간이 소요 되었다.)
우와, 우리 준수 그림 잘 그리는 구나. 그러면, 이 그림 위해 아까 만들었던 포스트 잍을 가지
고 시를 읽을 때 떠올랐던 장면을 설명해 볼 수 있겠니?
네. 먼저 여기는 시골이에요. (‘아빠’라고 쓰인 종이를 초가집 안쪽에 놓으며) 먼저 아빠가
집안에 있어요. 아들한테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엄마라고 쓰인 종이를 앞쪽에 붙이며) 그런
데 엄마는 문 밖에 나와 있어요. (‘엄마’라고 쓰인 종이를 이리저리 옮기면서)아들을 찾아
다니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아들은 여기 풀이 많은 데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엄마를 부르지
않고 있어요.
(그림의 앞부분에 아치처럼 그려진 부분을 가리키며) 이게 문이야?
네. (작은 동그라미로 그려진 3쌍을 가리키며) 이건 신발이에요. 세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왜 이 시 안에 있는 세상이 시골이라고 생각했어?
그냥 풀벌레도 나오고 엄마가 아이를 부르는 모습 같은 게 시골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 시에서 말하는 이는 누굴까? 여기‘말하는이’라고 쓰여 있는 종이를 한
번 그림 속에 놓아 볼래?
(아들이라고 쓴 종이 위에 올려놓으며) 말하는 이는 ‘아들’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
여기 시에 보면 ‘내 이름을 부르는 아, 엄마 목소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들이라는 말은 없는데?
그 아래 보면, ‘대답을 할까 말까 울음이 더 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일거에요. 여자 애들은 그냥 막 울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남자 애들은 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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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까 고민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연구자: 그렇구나. 혹시 포스트 잍을 더 사용해서 만들고 싶은 거 있어? 아니면 그려 넣고 싶은 것이
더 있으면 그려봐.
준 수: 다 그린 것 같은데, 아 잠시 만요. (조금 생각한 후 포스트 잍 종이에 ‘벌레들’이라고 쓰고
‘말하는이’ 종이 옆에 놓는다) 벌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연구자: 벌레들이라고 쓴 거야? 벌레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
준 수: 아들이랑 같이 울고 있어요. 아들이 울지 못하니까 대신 울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
어요.

준수는 ‘엄마 목소리’라는 시에서 ‘대답을 할까 말까 울음이 더 난다’라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학생들이 이 부분을 인상적으로 읽고 있었다. 이 밖에도 ‘어둠 속에서 가만히
내 이름을 부르는 아, 엄마 목소리’ 부분을 인상적으로 지적하는 학생들도 많았다. 또한 [그림 1]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준수는 시골집의 풍경을 그려 넣었다. 준수는 풀숲이 가깝
기 때문에 시 속의 상황은 시골의 한 풍경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말하는이가 ‘나’ 인데, 특히 ‘아
들’일 거라는 예상도 내 놓았다. 시에서 대답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것은 남자인 것 같다는 것이다.
준수는 시적 화자인 ‘나’가 아직 울음을 터뜨리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림 가]

[그림 라]

[그림 나]

[그림 마]

[그림 다]

[그림 바]

그림 1] ‘엄마 목소리’를 읽고 난 후 준수의 상징적 표상 활동 자료

[

다음은 ‘공터’를 읽고 준수가 수행한 상징적 표상 활동의 자료이다. 준수는 ‘공터’ 텍스트에서는
말하는 이가 ‘아이들’ 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공터에 씨앗을 심고 일하는 모
습을 계속 지켜본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공터에게 편지를 쓰라는 과제를 내 주었다. 공터에게 편지
를 쓰는 과제는 ‘공터’ 텍스트의 시적 화자와 가장 유사한 입장에서 쓸 수 있는 텍스트 유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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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준수가 쓴 편지에서 준수는 할아버지가 하는 행동과 공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관찰하고 있는 관찰자의 입장에 서 있다. 이를 통해서 시적 화자의 입장에서 시를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 ‘공터’를 읽은 후 준수가 쓴 편지

[

사례 2>
두 번째 사례는 대전에 위치한 S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윤아; 가명)의 상징적 표상활동 과정이다.
상징적 표상 활동을 이끈 연구자의 진행과정은 <사례 1>의 경우와 유사하므로 여기서 시각화 자료
와 함께 윤아가 설명한 부분을 소개하고자 한다.
<

(A4용지에 공터라고 쓰면서) 먼저 여기가 공터에요. 근데, 할아버지가 왔어요(‘할아버지’라고 쓰인
포스트 잍을 붙이면서) 할아버지가 씨앗을 심으려구 이렇게 막 땅을 파니까 지렁이도 나오고 뭐라고 했
더라 땅강아지도 나오고 막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가 씨앗을 뿌린 거에요(‘할아버지’라고
쓰인 포스트 잍 아래에 ‘씨앗’이라고 쓰인 포스트 잍을 이며). 여기 보면 상추, 쑥갓, 옥수수 같은
걸 심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연에 보니까 그것들이 싹이 터서 새싹이 나온 것 같아요(‘새싹’이라고
쓰인 포스트 잍을 ‘씨앗’이라고 쓰인 포스트 잍 위에 붙이면서).

윤아는 간단하게 시의 내용을 말했다. 연구자들이 주목한 부분은 윤아가 말하는이에 대해서 언급
한 다음 부분이다.
연구자:
윤 아:
연구자:
윤 아:
연구자:

그럼 ‘말하는이’는 시 속 세상에서 어디 있어?
시 속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 세상 안에 없고 시 세상 밖에 있어요.
그래? 말하는 이가 시 세상 안에는 없고 시 세상 밖에 있는 거 같아?
음, 잘 모르겠어요.
(‘말하는 이’라고 쓰인 종이를 윤아에게 건네면서) 여기 ‘말하는이’ 종이를 놓아볼래? 네가
생각하기에 말하는이가 있다고 생각되는 자리에 놓으면 돼.
윤 아: 그러니까 이렇게(‘말하는 이’라고 쓰인 종이를 A4 용지 밖에 놓으면서) 시 세상 밖에 있는 것
같아요(<그림 카> 참조)
연구자: 왜 그렇게 생각했어?
윤 아: 그러니까 여기 밖에서 시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두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할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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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마음이나 공터가 느끼는 것 같은 걸 다 아는 걸 보면 그런 거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옆에서 보기만 한다고 그 사람 마음속을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공터가 심심한지, 웃긴지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보고만 있으면.

[그림 사]

[그림 아]

[그림 차]

[그림 자]

[그림 카]

그림 4] ‘엄마 목소리’와 ‘공터’에 대한 윤아의 상징적 표상 활동 자료

[

윤아는 공터의 시적 화자가 시의 전체 내용을 설명하듯이 말하고 있으므로 시 세상 밖에 있는 것
같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준수의 생각과 차이를 보인다. 준수는 공터와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아이들이 ‘공터’의 말하는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윤아는 시 텍스트의 세계가 허구의 세계인 것을 인
지하고 허구적 세계를 형상화하는 시적 화자를 이해하고 있었다. 다음은 상징적 표상 활동 전에 윤
아가 공터에게 쓴 편지이다.

그림 5] 윤가가 공터에게 쓴 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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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에서 ‘외로와 보였어’,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어’, ‘새싹이 나온 걸 보니 덩달아 뿌듯해
지더라’ 등을 미루어 보아, 설문지에 응답할 당시 윤아는 관찰자적 입장에서 서 있는 시적 화자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상징적 표상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말하는이가 전지적인 관점을 가지고 표
현하고 있음을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상징적 표상 활동이 시적 화자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음을 드러내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된다.

Ⅳ

. 시적 화자 교육의 접근 방향

낭만주의적 입장에서 시 텍스트는 ‘시인의 감정 분출’로써, 시인은 독점적인 의미의 산출자이며
의미의 원천이었다. 그러나 시인의 의도가 시 텍스트로 객관화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매개 과정이 필
요하다. 이 밖에도 시인이 범할 수밖에 없는 ‘의도의 오류(intentional fallacy)’를 받아들인다면 시 텍
스트는 결코 시인의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존재로서의 수용자에 의해 부단히 해석되어야 할 텍스트
이다. 시 텍스트는 누군가에 의한 독백이 아니라 대화가 전제된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시 텍스트
를 이해하기 위해 독자가 시적 화자를 인식하고 탐구하는 것은 시 텍스트를 해석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초등 학습자의 시적 화자 이해 양상은 초등학습자들이 어떻게 시적 화자를 이해하
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 장에서는 시적 화자 이해 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시사점을
통하여 시적 화자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초등 학습자는 내포적 화자보다는 현상적 화자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지에 의하면 현상적 화자의 경우 시 텍스트에서 표상적으로 시적 화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
에 학습자들이 시적 화자가 누구인지 의미를 구성하는데 보다 수월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적 화자의 교육 내용이나 교육용 텍스트를 선정함에 있어서 내포적 화자보다는 현상적 화자가 드
러난 텍스트를 활용하여 시적 화자를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교과서에 수
록된 시 텍스트들 중에는 내포적 화자를 가지고 있는 텍스트가 많지만, 내포적 화자가 드러난 시들
의 경우 주로 말놀이류의 저학년용 동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학년의 경우 활동 중심의 문학 교
육에 집중하여 문학 텍스트에 대한 친근감을 늘리는 시기이다. 따라서 저학년 시기에는 시적 화자에
대한 이해를 지도하기보다는 시 텍스트 전체 혹은 시어에서 재미를 느끼는 활동으로 집중되어야 한
다. 따라서 저학년을 위한 시 텍스트 선정에서 시적 화자가 텍스트에 드러났는지 드러나지 않았는지
에 대한 섬세한 구분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등학교 과정에서 내포적 화자에 대한 지도는 무리한 시도가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앞의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내포적 화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은 전체 학생의
14% 정도에 해당한다. 그리고 시적 화자를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내포적 화자
를 이해하는 것이 현상적 화자를 이해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과정에서
시적 화자를 지도할 때에는 텍스트에 시적 화자가 명징하게 드러난 텍스트를 선정하고 현상적 화자
의 상황이나 특성을 찾는 학습 활동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더군다나 시적 화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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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입문하는 과정이므로 가장 쉽게 말하는이를 찾을 수 있는 시 텍스트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둘째, 초등 학습자들이 시적 화자를 이해하는 데 범하는 오류를 확인하고 이를 수정해 주는 교육
이 필요하다. 초등 학습자의 경우 시 텍스트 안에 등장하는 사물이 말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경우
그 대상을 시적 화자로 착각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실제 시인과 시적 화자를 구별
하지 못하고 시를 창작한 작가를 화자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시 텍스트가 허구적 텍스
트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본다. 물론 고백적인 시의 경우 시
인과 시적 화자가 동일하게 읽힐 수도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대부분의 시는 동시 텍
스트로서 성인작가가 아동을 내포독자로 상정하고 쓴 텍스트이다. 따라서 많은 시인들이 어린이 화
자를 등장시켜 시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필자와 시적 화자를 동일하게 보는 관점은 지양되어
야 한다. 또한 하나의 시는 의미구성을 기다리고 있는 텍스트라고 할 때 이러한 오류는 교육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 텍스트가 문학 텍스트의 하나로서 허구적 텍스트임을 지
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3학년 읽기 교과서에 문학 텍스트 안의 세계와 실
제 세계를 비교하면서 문학 텍스트가 허구적인 세계를 상상으로 그려낸 것임을 학습하도록 되어 있
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지속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을 때 학습자는 실제 필자인 시인과 시적 화자를
동일인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셋째, 시적 화자의 개념과 지도를 위해서 상징적 표상법의 활용을 제안한다. 상징적 표상법은 학
습자의 독서 과정을 가시화하는 방법이면서 동시에 교수-학습 방법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
개인의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활용하였으나, 개별적으로 만든 상징적 표상 활동
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토의나 토론을 유도할 수도 있다. 상징적 표상법을 활용한 인터뷰에 참여한
많은 학생들이 상징적 표상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흥미를 보였다는 데에서 교수학습 적용의 타당성
과 신뢰성은 높다고 하겠다. 상징적 표상법은 학습자가 시적 화자의 이해를 통해 시 텍스트의 내용
이해 및 해석에 쉽게 접근하게 한다는 데 효율성이 있다. 또한 학습자가 좋아하는 부분을 통하여 시
텍스트에 개입하도록 유도하여 구체적으로 텍스트 내 맥락에 동일시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시적
화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구성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Ⅴ

. 결론

학습 독자가 시 텍스트를 읽는 궁극적인 목적은 시 텍스트에 대한 창조적 반응을 얻기 위한 것이
다. 시 텍스트에 대한 창조적 반응은 시 텍스트에 내재된 심미적 가치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얻어질
수 없다. 시 텍스트는 언어를 재료로 구성된 창조물이므로 시 텍스트에 내재된 가치는 언어를 읽어
내는 과정으로부터 시작된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의 시 교육에서 시적 화자의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초등
학습자의 시적 화자 이해 양상을 살펴, 시적 화자 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시적 화자는
시의 언어를 발화하는 사람으로 상정된 가상의 인물이다. 시적 화자의 인식과 이해는 시 텍스트의 장
르적 속성을 이해하고 시 텍스트의 내의 특수한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게 되는 연결고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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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학년과 중학년 과정에서 시 텍스트를 학습하면서 말하는이를 찾고 말하는이의 마음이나 행동
등을 파악하는 활동을 경험해 본 초등학교 고학년 학습자들에게 시적 화자의 이해 양상을 조사하였
다. 그러나 시적 화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텍스트나 내포적으로 숨겨진 텍스트에서 시적 화자를 파
악하는 비율은 낮은 편이이었다. 학습자들이 시적 화자를 이해하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적용한 상
징적 표상법은 시적 화자를 교육하는 효율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인은 시마다 성격이 다른 시적 화자를 창조하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감각으로 우리
가 사는 세상을 독자에게 드러내 준다. 시적 화자는 시를 읽는 독자를 청자의 위치로 호명하는 역할
을 담당한다. 시적 화자를 이해하고 시 텍스트를 감상하는 것은 시적 화자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다.
학습독자가 시적 화자를 이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얻어 내어야 하는 것은 ‘시적 화자가 말한 것이 무
엇이었는가?’가 아니라 ‘시적 화자가 왜 그렇게 말하였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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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important that teachers make children entice literature field in elementary school period. In
other to succeed the process, teachers provide tangible literary experience to them.
Poetic speakers have been carried on discussion in literature education in Korea Language Art
curriculum. However, elementary instructers would not have taught poetic speakers. However,
understanding poetic speaker became a academic standard on 5~6th elementary level on 2011
korean Language Arts curriculum. Therefore, the poetic speaker has to be illuminated a new
approach.
This paper examined how children to understand the teach poetic and what approach is
appropriate to them. we surveyed 427 students on 5-6th grade in elementary schools of various
areas. I ascertain that students of 15% on them deeply understood poetic speakers which could
find the first person speaker of some poems and conducted the invisible speaker on some poems
which is not represented the poetic speaker. Then, we interviewed two students about understanding
the poetic speaker. They showed some sufficient evidence some stand points about the poetic
speakers. They realized who is the visible poetic speaker finding some mark; "I", "me". In the
invisible poetic speaker, students conducted the invisible poetic speaker as referencing and
analogical inferencing poetic words.
In conclusion, we could suggest the poetic speaker instruction that as follows. Firstly,
elementary students in 5-6th grade should be taught the visible poetic speaker. Secondly, students
should be taught who is the poetic speaker of poems and poets have no choice but to use the
poetic speaker writing poems. Thirdly, 'Symbolic Representation Interview' is a teaching method of
understanding poetic speaker. This approach gives children shaping subject experience on reading
poems which lead to identification their own.

* Key words : Elementary Learner, Poetic Speaker, Visible Poetic Speaker, Invisible Poetic
Speaker, Symbolic Representation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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