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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노산시조집에 실린 작품에서 발견되는 병치에 주목하여, 이은상 시

조의 주된 창작 태도가 병치 기법에 있으며 이러한 창작 태도는 독자들에게 이해

의 수월성을 제공한다는 것을 논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병치기법은 독자들에

게 전달하고자 하는 텍스트의 의미를 명료화하고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

서 병치 기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이은상의 창작태도는 독자와의 소통을 원활

하게 한다. 또한 병치기법으로 인한 의미의 확장은 시조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

는 간결미와 정제미의 생성을 가능하게 한다. 나아가 이러한 창작태도는 ‘시조 정

체성의 혼란과 난해성으로 독자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는, 오늘날 현대시조가 나

아갈 방향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은상이 �노산시조집�을 발간한 시기는 한국 시조가 노래 장르에서 문학 장

르로 그 발판을 굳건히 다지는 때였다. 문학 장르의 발판을 굳히기 위한 도구로 

영미의 이미지즘을 수입하여 전통시가의 근대화를 꾀했다. 1920년대 창작된 시

조 작품에는 이미지즘 시 이론이 공통적으로 내재되어 있었지만 �노산시조집�에

는 개성적인 면도 있었다. 이은상의 시조에는 병치 기법이 많이 발견된다는 것이

다. 이는 이은상 시인이 추구한 시작태도라고 할 수 있다. 

로스, 피네간, 유협, 속요에 서술된 병치 이론을 참조하여 �노산시조집�에 나타

난 병치 기법의 유형을 의미의 조응과 의미의 대립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의미의 

조응에서는 동의적 병치, 종합적 병치, 구체적 병치, 통사적 병치로 나누었으며 

의미의 대립은 대립적 병치에서 살펴보았다. 이은상 작품 대부분이 이러한 병치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병치에 의해 나타나는 이미지의 역동성은 영미 이미

지즘에서 영향 받은 것이다. 오늘날까지 독자들이 이은상 시조 작품을 널리 애송

하고 있는 까닭은 병치 기법과 이미지의 역동성으로 그의 작품이 쉬우면서 감동

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은상이 추구했던 병치 기법은 독자의 이해를 돕는 

 * 경북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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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월성을 제공하고 리듬 창출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따라서 오늘날, 현대시조의 정체성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인들이 시

조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병치 기법이나 역동적 이미지를 잘 살려낸다면 현대

시조가 지닌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시조의 정체성을 획득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제어 : 이은상 시조, 노산시조집, 병치 기법, 동의  병치, 종합  병치, 구체  

병치, 통사  병치, 역동  이미지, 시조의 정체성

Ⅰ. 서론

현대시조는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대성과 시조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대시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창작하기 위해서는 시조성과 현대

성을 동시에 연구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노산 이은상이

야말로 이 시조성과 현대성을 동시에 추구한 시인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學校를 마칠 때까지도 아버지께서는 흖이 나를 업으시고 黃昏이면 

뜰앞 나무 밑을 기니시엇습니다. 그리고는 늘 古人의 時調를 읊으시엇습니다.

그것이 무슨 時調든지는 알길 없으나 (중략) 栗谷의 石潭九曲歌나 아니엇든

지. 내가 古時調에 이를 가장 愛誦함도 그 까닭입니다.

- �노산시조집�序1)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은상은 아버지로 인해 유년기부터 고시조 

내지 동양시의 분위기에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시조에만 침

잠하지 않았다. 1930년대 노래 장르였던 고시조가 문학 장르인 현대시조로 

 1) 이은상, �노산시조집�, 한성도서주식회사, 1932,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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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오는 시기에 시조의 근대화에 앞장섰다. 1927년 동아일보에 발표했던 

그의 시조론을 살펴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 근대화의 물결로 시조에 대한 당대인들의 불만은 많았다. 시조의 형

식이 악착하고 그 내용이 식상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이은

상은 동아일보에서 연재된 ｢시조문제｣에서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

용은 먼저 형식면에서는 “얼마던지우리의손으로시형을 맘에맛도록개조할수

도잇거니와”2)라고 하여 시형 개혁3)을 제시하고 있다. 내용면에서는 시어와 

주제의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종래의 고어, 사상적인 것은 물론, 현용어

(現用語), 서정적 전개도 무방하다고 한다. 독자 면에서 대중적이고 일상적

인 시조를 제시한다. 비민중적, 귀족적, 봉건적, 한후적(漢嗅的)인 것에서 

벗어날 것을 종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은 영미 이미지즘의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 당시는 1919년 기

미 독립 운동으로 자아각성(自我覺醒)과 더불어 자본주의 의식이 일어나기 

시작한 때이며 외래문학인 카프 문학이 한국을 점령하여 우리의 전통 문학을 

위협하던 때였다. 더불어 자본주의 의식에 눈뜨게 되었으며 외래 문학의 범

람으로 민족문학 말살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으므로 시조부흥운동이 일어났으

나 당대는 이미 문호의 개방으로 근대적 미감(美感)에 익숙해 있어 시조의 

혁신은 불가피했다. 즉 전통적인 문학을 완전히 잃는 것 대신 전통성을 구심

점으로 남겨두는 혁신을 선택한 것이다.4) 

30년대 이미지즘의 특징은 ① 시각적, 감각적 이미지의 구사, ② 관념적 

 2) 이은상, ｢시조문제 2(二)～4(四)｣, 《동아일보》, 1927, 5. 1. ～ 5. 4, 3쪽.

 3) 이병기는 ｢시조감상과 작법｣에서 “만일 탈선(脫線)이 된다면 시조는 파괴(破壞)된다”

라고 한 것으로 보아 한 음보에 배치한 음수의 융통성과 자유로운 행갈이 등을 통한 격조의 

변화, 연시조 등의 시도는 이은상과 뜻을 같이 했으나 이은상이 시도한 양장시조에 대해서

는 회의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조운도 이병기와 뜻을 같이 했다.

 4) 이순희, ｢한국 근대시조의 이미지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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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 진술의 배제와 자기 표출의 억제. ③ 자유시형의 추구, ④ 제재의 자

유로운 선택, ⑤ 순간적 인상의 스케치 등을 그 특징5)으로 한다. 이은상의 

작품은 시조 장르인 까닭에 ‘③ 자유시형의 추구’ 대신에 음보 자수의 융통성, 

역동적 이미지, 연시조 창작 추구6)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노산 이은상 시조의 연구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내용

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 그리고 이 둘을 동시에 다룬 작품으로 크게 나누

어 볼 수 있다. 먼저 내용적인 측면의 연구는 작품에 나타난 그의 사상, 정서, 

시 정신, 상상력, 소재 등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피천득, 김해성, 원용문, 정

재호, 이해구, 김준, 김희철, 신상철, 최일수, 임헌도, 김상선, 김동준, 박상

곤, 구인환7) 등을 들 수 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연, 행, 문장 구조, 연형

체에 나타난 행의 표기, 투어, 반복, 시어, 분행의 파격, 양장시조, 형태 구

 5) 오세영, ｢한국 모더니즘 시의 전개와 그 특질｣, �20세기 한국시연구�, 새문사, 1989. 146쪽.

 6) 고시조에서도 연시조는 있었으나 대부분 연(聯)과 연(聯) 간에 통일성이 없었으므로 

현대시조의 연시조에서는 “감정의 통일을 강조”(시조혁신론 5항. 연작 즐겨 쓰기)하고 있

다.

 7) 피천득, ｢노산시조집을 읽고｣, 《동아일보》, 1932, 4. 15.

김해성, ｢민족시인 노산의 문학과 인간｣, �한국 현대 시조론�, 진명문화사, 1974, 124쪽.

원용문, ｢이은상시조의 연구｣, �배달말� 제9호, 1984.

정재호, ｢노산시조 연구｣, �어문학� 17집. 1976.

이해구, ｢노산과 단가｣, �국어국문학� 통권 183호, 1970.

김  준, �노산의 시정신 작품배경 연구�, 경희대, 1968.

김해성, ｢노산시조의 불심세계｣, �불교계� 통권 21호, 1969, 5.

김희철, ｢한국현대시에 나타난 불교사상 연구｣, 서울여대 논문집 5호, 1976.

신상철, ｢노산의 사향문학｣, �마산문학� 9집, 1985.

최일수, ｢노산문학과 민족사상｣, �노산문학 연구�, 당현사, 1976.

임헌도, ｢노산시조에 나타난 애국애족관｣, �노산문학연구�, 당현사, 1976.

김상선, ｢노산의 사상과 민족자적 방법｣, �현대시가의 형태론�, 일조각, 1981.

김동준, ｢노산시조론｣, �시조문학론�, 우성문화사, 1981.

박상곤, ｢이은상 시조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1994.

구인환, ｢노산시조집을 읽고｣, �한국문학 그 위상과 그 지표�, 삼영사,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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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문체론, 단가, 표현법 등을 다룬 작품으로 황희영, 김상선, 구인환, 원용

문, 이해구8) 등을 들 수 있으며 내용과 형식을 다룬 연구로 김복근, 김선옥, 

김윤식, 이민영, 임나정, 황혜정, 김금남9) 등이 있다. 그 외 오승희의 공간 

연구10), 이순희의 이미지 연구11) 등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언술구조로서의 병치 기법

에 대해 살펴본 경우는 없다. 그러나 병치 기법은 시인의 창작 태도를 보기에 

매우 유익하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이은상 시인은 유년기부터 아버지

의 시조창을 들으면서 자랐으며 시조의 근대화 과정에서는 영미의 이미지즘

을 받아들여12) 문학 장르로서의 발판을 굳히는 데 앞장섰다. 

따라서 노산시조집(1932)은 시조의 혁신 이후 최초로 발간한 시조집으로 

시조부흥론(1920년 중반)에서 시조혁신론(1932년)에 이르기까지 시조의 

근대화 당시의 모습을 가늠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여 선정

 8) 황희영, ｢노산시조의 문장 구조적 특징｣, �노산문학연구�, 당현사, 1976

김상선, ｢노산시조의 형태론｣, 현대시가의 형태론, 일조각, 1981.

구인환, ｢노산의 문체론｣, �한국문학 그 위상과 그 지표�, 삼영사, 1978. 

이해구, ｢노산과 단가｣, �국어국문학� 통권 183호, 1970.

 9) 이문중, ｢李殷相의 時調硏究｣, 慶南大學校 敎育大學院 석사학위논문, 1988.

김복근, ｢李殷相 時調 硏究｣, 창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김선옥, ｢韓國近代 時調文學觀 硏究 : 이병기․이은상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 논문, 1999.

이민영, ｢초기 현대시조 연구 : <육당.가람.노산.조운>을 중심으로｣,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임나정, ｢현대시조의 형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황혜정, ｢경남 마산 지역의 친일의혹 인물과 기념 사업 논쟁 : 이은상․조두남․장지연

을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김금남, ｢近代時調의 特性 硏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10) 오승희, ｢현대시조의 공간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11) 이순희, 앞의 논문.

12) 이순희, 위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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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노산시조집을 통해 1920년대 중반, 카프 문학에 반대한 국민문학파

에 의해 시도되었던 고전부흥운동, 민족의식 고취를 위한 조선의 국토순례 

등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논문은 노산시조집에 실린 작품 112편 282수의 시조에서 발견되는 병

치에 주목하여, 이은상 시조의 주된 창작 태도가 병치 기법에 있으며 이러한 

창작 태도가 독자들에게 이해의 수월성을 제공한다는 것을 고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병치기법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텍스트의 의미를 명료

화하고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병치 기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은상의 창작태도는 독자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소통이 전제된 새로움의 

접근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병치기법으로 인한 의미의 확장은 시조의 정체

성이라 할 수 있는 간결미와 정제미의 생성을 가능하게 한다. 나아가 이러한 

창작태도는 ‘시조 정체성의 혼란13)과 난해성으로 독자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

는 오늘날 현대시조가 나아갈 방향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노산시조집에서 보여주는 이은상의 병치 기법은 대부분 동양시 내지는 전

통시가 작법에서 영향 받았다고 볼 수 있지만 당시 자유시 창작에 지대한 영

향을 미치고 있던 이미지즘의 영향도 받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은 작

품을 분석하는 가운데 살펴볼 것이다. 

Ⅱ. 병치 기법의 의미와 유형

병치(竝置)라는 낱말 자체만 보면 시적 요소들을 나란히 배치한다는 뜻이

므로 반복, 비교, 대조 등을 포괄하는 용어로 인식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장르에 많이 발견되는 반복은 시를 이루는 기본 원리이자 방법으로 기능해 

13) 이지엽, �우리시대 현대시조 100인선 - 이병기 시조집 수선화�해설, 2006. 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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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병치에 대한 기존 이론들을 정리하여 이은상 시조를 분석하기 위한 병

치의 개념과 적용 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병행성’이란 한 쌍의 구, 행, 운문 등이 서로 간 대응하는 상태를 가리킨

다.14) 병행성은 ‘병치’를 비롯해서 ‘병렬’, ‘평행성’, ‘대구’, ‘대비’, ‘병행’ 등의 

용어로도 번역되고 있어 병치와 관련된 용어 개념의 혼란이 있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본고에서 병치란 시어, 행, 연 등을 등가적으로 배치하여 의미의 

확장과 강조를 가능하게 하고 독자들로 하여금 의미를 쉽게 수렴하도록 하는 

언술체계의 원리로 정의한다.

로스는 히브리 시에 나타난 병행법을 연구하면서 그 유형을 동의적 병행, 

반의적 병행, 종합적 혹은 구조적 병행으로 나눈 바 있다. 동의적 병행은 서

로 다른 말로 연결되었지만 같은 의미로 대응되는 경우이고, 반의적 병행은 

의미상 또는 표현상의 대립에 의해 대응하는 상태를 말하며, 종합적 병행은 

작자가 이 둘을 구조적으로 동일형태를 구성하는 문법적 일치 속에서 병행시

킨 것을 뜻한다.15)

피네간은 구약성서의 시가를 예로 들면서, 병치란 다른 말들을 사용하면서 

반복이 동질적으로, 때로는 대립적으로 되풀이되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으로 

제시한다. 병치는 일반적으로 반복이라는 폭넓은 특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

하지만, 그는 병치를 하나의 범주로서 논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제로 

‘점층적 병치’와 ‘대립적 병치’로 병치에 대한 분류를 시도한다. 전자가 의미 

전개를 동일한 방향으로 반복하면서 의미의 유사함을 나타낸다면, 후자는 통

14) Alex Preminger, P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Princeton : Princeton 

Univ Press, 1974, p.599. 

박민규, ｢김종삼 시의 병치적 특성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12쪽 

재인용.

15) Roman Jakobson, op. cit., p.99.

박민규, 앞의 논문, 13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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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구조, 어법, 표현의 관점 등엔 변화가 없지만 제시된 두 요소가 서로 차

이점을 가진 대조적인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의미를 긴장시킨다. 

동양의 시론에서 대구로 번역되는 병치는 문심조룡의 ‘창작론’16)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유협은 여사(麗辭)편에서 병치 또는 병렬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데 언대( ), 사대(事 ), 반대(反 ), 정대(正 ) 등 네 종류로 나누고 

있다. ‘언대’는 추상적인 말을 나란히 늘어놓아 비교한 것이며 두 개의 구를 

병렬하되 사례(전고)를 인용하지 않는 것이다. ‘사대’는 사람의 일을 함께 거

론하여 비교한 것이며 두 가지의 사례(전고)를 들어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반대’는 이치가 서로 상반되는 주제를 동일한 취지로 결합한 것이다. 정대는 

사실 그 자체는 동일하지 않으나 거기에 담긴 내용은 동일한 것을 함께 결합

해서 드러내는 것을 일컫는다. 

우리 전통시가인 속요에 나타난 병치의 갈래를 나누어보면 네 가지로 분류

된다. 첫째는 병치되어 있는 두 행의 의미가 일치하는 동의적(同意的) 병치

의 경우이다. 두 번째는 앞 행의 단어 하나를 채택하여 뒤 행을 이루는 연결

에 의한 병치, 즉 종합적 병치이며 세 번째는 뒤 행이 앞 행의 상황을 구체화

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욱 뚜렷이 드러내는 구체적 병치이다. 넷째는 동일한 

단어의 반복 및 어미의 반복을 통하여 통일된 구조를 보여주는 통사적 병치를 

들 수 있다.17)

로스, 피네간, 유협, 속요 등에 서술된 병치 이론을 참조하여 병치 기법을 

나누면 의미의 대응인지 의미의 대립인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표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6) 유협․성기옥, �문심조룡�, 지식을만드는지식, 2010, 231～232쪽.

17)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99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57991&cid=46642&categoryId=46642

검색일 : 201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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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창자 의미 조응(照應) 의미 립( 立)

로스 동의  병행 반의  병행

피네간 층  병치 립  병치

유 정 (正 ) 반 (反 )

속요 동의  병치, 종합  병치, 구체  병치, 통사  병치

<표 1> 병치 기법의 유형

의미의 조응에는 로스의 ‘동의적 병행’, 피네간의 ‘점층적 병치’, 유협의 ‘정

대’, 속요의 ‘동의적 병치’, ‘종합적 병치’, ‘구체적 병치’, ‘통사적 병치’가 속하

며 의미의 대립에는 로스의 ‘반의적 병행’, 피네간의 ‘대립적 병치’, 유협의 ‘반

대’가 포함된다.

이은상 시조 작품에 나타난 병치 기법 양상을 분석함에 있어 의미 대응과 

의미 대립의 두 가지 유형에서 살펴볼 것이며 의미 대응에서는 좀 더 세분화

하여 동의적 병치, 종합적 병치, 구체적 병치, 통사적 병치로 나누어서 살펴

볼 것이다. 의미대응에서 네 가지 유형 그리고 의미 대립의 한 가지 유형을 

종합하여 다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의미 전개를 동일한 방향으로 반복하면서 의미의 유사함을 나타내거나 

사실 그 자체는 동일하지 않으나 거기에 담긴 내용은 동일한 것을 함께 결합해

서 드러내는 병치로 동의적 병치, 종합적 병치, 구체적 병치, 통사적 병치로 분

류한다.

    ① 동의적 병치는 병치되어 있는 두 행의 의미가 동일한 방향으로 전개

되면서 의미의 강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② 종합적 병치는 앞 행의 단어 하나를 채택하여 뒤 행을 이루는 연결에 

의한 병치를 말한다.

    ③ 구체적 병치는 뒤 행이 앞 행의 상황을 구체화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

욱 뚜렷이 드러내는 역할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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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통사적 병치는 동일한 단어의 반복 및 어미의 반복을 통하여 통일된 

구조를 보여준다.

(2) 의미상 또는 표현상의 대립에 의해 대응하거나 두 요소가 서로 차이점을 

가진 대조적인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의미를 긴장시키므로 ‘대립적 병치’로 명

명하고자 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은상 작품에 나타난 병치 기법은 전통적인 방법

에 영향 받은 바가 크지만 한국문학의 근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영미 

이미지즘의 영향도 받았다. 병치 기법과 더불어 나타나는 역동적 이미지가 

그것이다.

영미 이미지즘의 주창자인 파운드는 중국의 한자에서 발견되는 이미지 병

치 기법에서 무한한 영감을 얻었다.18) 그런데 한국의 시조는 근대화 과정에

서 이미지즘을 받아들인 시조혁신론에서는 절실한 감정이나 색채가 가득한 

이미지 표현을 강조했다. 더불어 시조에 나타난 역동적 이미지는 파운드가 

“소용돌이주의”라고 명명한 시적 기법인 병치의 방법을 통해 이미지를 보다 

큰 패턴으로 유도하는 것이며, 역동적인 “소용돌이” 이미지를 도입한 결과이

다.

1914년 9월 1일자 ‘포트나잇틀리 리뷰’(The Fortnightly Review)에 기

고한 ｢소용돌이주의｣(“Vorticism”)라는 평론에서 파운드는 소용돌이 이미

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미지는 사상(寫象)이 아니다. 그것은 빛나는 마디점 즉 덩어리이다. 그것은 

사상(寫象)이 그것으로부터, 그것을 통해, 그것 속으로 끊임없이 돌진하기 때문

에 내가 소용돌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고상하게 표현하면 그것은 

18) 현영민, ｢에즈라 파운드의 이미지스트 시학｣, �영어영문학연구�, 한국현대영어영문학회, 

2003, 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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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용돌이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필요성에서 

소용돌이주의가 생겨났다.19) 

소용돌이주의란 것은 몇 개의 이미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많은 

이미지가 생성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미지의 역

동성이 일어나며 의미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은상 시조에서 역동적 이미지는 파운드와 마찬가지로 이미지의 병치 기

법에 의해 가능하도록 했다. 

군중 속에 나타난 이 얼굴들의 환영, 

축축한, 검은 가지에 피어난 꽃잎들. 

The Apparition of these faces in the crowd; 

Petals on a wet, black bough.

- 에즈라 파운드, <지하철 정거장에서(In a Station of the Metro)>20)

소용돌이주의에 의해 창작한 에즈라 파운드의 작품으로는 <지하철 정거장

에서(In a Station of the Metro)>를 들 수 있다. <지하철 정거장에서(In 

a Station of the Metro)>에서 에즈라 파운드는 지하철에서 내리는 사람들

의 얼굴과 나뭇가지에 매달린 꽃잎들을 병치시킴으로써 꽃잎과 사람들, 나뭇

가지와 지하철 사이에 존재하는 양극단의 이미지 사이에 역동성이 생기며 이

때 가장 짧은 말로 가장 많은 의미가 생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병치 기법에 

의한 역동적 이미지 표출은 주요한의 작품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가장 먼저 

19) Ezra Pound, Gaudier-Brzeska: A Memoir. New York: New Directions, 1970, p.92. 

현영민, 앞의 논문, 213쪽 재인용.

20) Ezra Pound, The Selected Poems of Ezra Pound. New York: New Directions, 1957, p.35. 

현영민, 위의 논문, 215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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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즘을 국내에 소개한 이미지스트답게 양장시조를 통해 그는 에즈라파운

드의 소용돌이주의를 실험한 것이다. 더불어 이은상의 양장시조도 에즈라 파

운드가 실험한 병치 기법의 일환이라 할 수 있겠다.

뵈오려 못뵈는님 눈감으니 보이시네

감아야 보이신다면 소경되어 지이다

- 이은상 <소경되어지이다> 21)

‘뵈오래’와 ‘감아야’가 병치되고 있으며 ‘못뵈는님’과 ‘보이신다면’이 병치되

고 있다. 이질적(異質的) 병치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그리움의 극치를 향해 

달리고 있다.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님, 역설적으로 눈을 감아야 보이는 님

이기에 그리움의 강도는 더해지는 것이다. 거기다가 한 수를 더하여 종장 후

구에는 ‘소경되어 지이다’를 배치함으로써 절실한 그리움을 표출하고 있으며 

역동적 이미지가 생성되고 있다. 표현 기교면에서는 역시 간결하고 명료하며 

병치 기법에 의한 역동적인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지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은상 시조가 고시조에서 찾기 어려운 역동적 이미지 도출이 가능한 것은 

일상어로 순간적인 인상(印象)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병치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고시조나 이은상 시조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이은상이 

사용하는 언술체계가 실감실정에 의한 일상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순간적인 

인상(印象)을 중요시한다는 데 있다. 

21) 이은상, 앞의 책, 1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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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노산시조집에 나타난 병치 기법

노산시조집(1932년 발간)의 시들이 창작된 1920년대는 카프문학에 반대

하여 일어난 국민문학파에 의해 민족문학부흥운동이 펼쳐지던 때였다. 고전 

부흥 운동을 역설한 많은 논자들은 고전 연구와 ‘조선적인 것’의 정립을 통해 

문학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다. 이병기, 김태준, 양주동 등의 국학자는 물론 

최재서, 이원조, 임화, 이청원 등 폭넓고 다양한 논자들이 고전부흥 운동의 

논의에 참여했다. 고전 부흥 운동이 ‘조선적인 것’을 옹호하는 복고적인 성향

을 드러낸 데 대해 일관되게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한 임화와 이청원의 경우에

도 과거의 문화유산에 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했다. 이처럼 다양한 저변을 확충한 고전 부흥 운동은 고전 

문학에 대한 연구를 촉진시키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낳았다.22)

조선역사에 대한 연구는 곧 조선정신을 탐구하는 것이며, 조선의 국토를 

순례하는 것은 조선정신의 구체적 표상을 만나는 것이라 하여 민족주의를 표

방한 대부분의 문인들은 국토 순례를 하는 가운데 유적지를 소재로 한 작품을 

썼다. 이은상도 예외는 아니었다. 노산시조집에 실린 작품의 소재는 대부분 

국토 순례 과정에서 얻은 것이다. 주제 또한 국토순례 과정이나 민족문학 부

흥을 하는 가운데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창작 기법은 전통 작법과 이미지즘 

이론에서 영향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본고에서는 

언술 기법인 병치에 대해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Ⅱ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병치 기법의 유형은 의미 조응에서 네 가지 유

형인 동의적 병치, 종합적 병치, 구체적 병치, 통사적 병치 등과 의미 대립에

서 한 가지 유형인 대립적 병치를 종합하여 다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22) 이경수, ｢한국 현대시의 반복 기법과 언술 구조 : 1930년대 후반기의 백석․이용악․서

정주 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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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

1. 동의  병치와 의미 강화 기능

동의적 병치란 의미 전개를 동일한 방향으로 반복하면서 의미의 유사함을 

나타내거나 사실 그 자체는 동일하지 않으나 거기에 담긴 내용은 동일한 것을 

함께 결합해서 드러내는 표현기법이다. 먼저 동일한 것을 함께 결합해서 드

러내거나 점차 확장해가는 병치 기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찾으니 長江인데 江건너 銀모랫벌

벌지나 뫼이온데 뫼넘어 구름일네

天地에 봄바람만이 불어往來 하다라

돌ㅅ길이 좁고 險해 홋몸도 어려워늘

무거운 세상시름 지고안고 무삼일고

江門에 다부려두고 몸만돌아 들까나

두세돗 江風을띄어 浦口로 밭비드네

夕陽에 돌아서니 塵寰이 고대로다

江頭에 醉客이모여 오락가락 하더라

- <삼개에서> 1, 2, 10연23)

<삼개에서> 10연 가운데 1연에서는 초장과 중장에 ‘-ㄴ데 -어’ 구조로 연결

되어 있어 연쇄적으로 반복되는 형태이다. 또한 초장 마지막 음보에 자연을 

나타내는 시각적 이미지인 ‘은(銀)모랫벌’로 끝이 났는데 중장 첫 음보에서 

‘벌’로 시작되고 있어 첨층적 반복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장강(長

23) 이은상, �노산시조집�, 한성도서주식회사, 1932,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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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인데 강(江)’, ‘은(銀)모랫벌 벌’ 등 어휘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불필요

하게 중복되는 표현을 생략함으로써 의미의 집약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삼개에서> 1연에서는 경치를 바라보는 시적 화자의 시선을 따라 

장강, 은모랫벌, 뫼 등을 순서대로 열거함으로써 시선이 움직이는 역동적 이

미지를 표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종장에서는 ‘장강’, ‘은모래벌’, ‘뫼’, ‘구름’ 

등을 상위 개념의 어휘인 ‘천지(天地)’로 받아 집약하고 있으며 화법을 다르

게 배치함으로써 이원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결국 <삼개에서> 1연 초장과 중장에서는 연쇄적이면서 축약적인 반복 형태

로 점층적 병치를 하고 있으며 종장에서는 초․중장과는 다른 이원적 구조를 

형성시킴으로써 장강, 은모랫벌, 뫼, 구름을 따라 봄바람이 왔다 갔다 불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2연에서 10연까지는 1연을 부연하는 연이라고 할 수 있다. <삼개에서>는 

부연적 반복과 병렬적 반복의 형태를 동시에 보여 주는 대표적인 시조이다. 

1연에서는 서두의 역할로 2연～10연에 걸쳐 나타날 내용들의 소개가 제시되

고 있어 기본적인 연이라 할 수 있으며 2연부터 부연적으로 반복하는 방식의 

변주가 시조 전체의 구조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연을 기본으로 이어서 오는 2연부터 반복하여 부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

는 작품은 이외에 <百結先生傳을 읽고>, <만폭동팔담가(萬瀑洞八潭歌)>, 

<주중제(舟中題)> 등이 있다.

어제온 고깃배가 고향으로 간다하기

소식을 전차하고 갯가으로 나갓드니

그배는 멀리떠가고 물만출렁 거리오

고개를 숙으리니 모래씻는 물결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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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뜬곧 바라보니 구름만 뭉기뭉기

때묻은 소매를보니 고향더욱 그립소

-<고향생각>전문24)

<고향생각>에서는 동일한 구조를 지닌 구가 시 전체에 걸쳐 병치적으로 반

복되고 있다. 1연에서는 ‘-고’의 형태로 2연에서는 ‘-니’의 형태로 나타나 있

다. 1연에서는 ‘소식을 전차하고’, ‘그배는 멀리떠가고’이며 2연에서는 ‘고개를 

숙으리니’, ‘배뜬곧 바라보니’, ‘때 묻은 소매를 보니’로 나타나 있다. 병치되는 

시행은 <삼개에서>와 같이 연쇄적으로 반복되는 형태이다.

1연에서는 ‘소식을 전차 ⟶ 갯가로 나감 ⟶ 그 배는 떠남 ⟶ 물만 출렁거림’

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역동적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는데 그 역동적 

이미지의 원천은 물리적 연쇄작용에 의해 생성되고 있다. 2연에서는 ‘고개를 

숙임 ⟶ 모래 씻는 물결 ⟶ 배 뜬 곳 바라봄 ⟶ 구름만 뭉기뭉기 ⟶ 때묻은 

소매를 봄 ⟶ 고향 더욱 그리움’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역시 역동적 이

미지를 생성하고 있으나 1연과는 달리 심리적 연쇄작용에 의해 이미지가 생

성되고 있다.

1연에서 고향에 소식을 전하려고 한 의도가 상실됨으로써 2연에서 시적화

자가 현재 느끼고 있는 쓸쓸함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강화되고 있는 과정을 

동일구문의 병치적 반복에 의해 나타내고 있다.

연쇄적으로 연관되는 어휘를 병치하여 의미의 강조를 꾀하는 동의적 병치

기법에 의해 쓰여진 작품은 <삼개에서>, <고향생각> 외에 <앉은뱅이-피는꽃 

앞에서2>, <할미꽃-피는꽃 앞에서3>, <봄처녀>, <삼보정(三步庭)>, <설야음

(雪夜吟)>, <쓸쓸한 저녁이다>, <옛 江물 찾아와>, <사랑>, <새가되어 배가

되어>, <배석(拜石)>, <상제보살전설가(常啼菩薩傳說歌)>, <비로봉(毘盧

24) 이은상, 위의 책,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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峰)>, <비로봉(毘盧峰)2>, <내수로점(內水路中岾)>, 칠보암(七寶庵), 십

이폭(十二瀑), 비봉폭(飛鳳瀑), <금강귀로(金剛歸路)>, <산(山)우에 올라

-안개 끼인 아츰> 등이 있다.

다음에는 의미 전개를 동일한 방향으로 반복하면서 의미의 유사함을 나타

내는 병치 기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수집어 수집어서 다못타는 연분홍이 

부끄려 부끄려서 바위틈에 숨어피다

그나마 남이볼세라 고대지고 말더라

- <진달래-봄날의 네처녀1>25)

<진달래-봄날의 네처녀1>은 바위틈에 피어난 연분홍 꽃을 보고 수줍음 많

이 타는 처녀에 빗대어 의인화한 단시조 작품이다. 초장 전구와 중장 전구를 

‘수집어 수집어서’와 ‘부끄려 부끄려서’를 병치 시켜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수집다’와 ‘부끄럽다’는 동의어이다. 같은 뜻을 가진 어휘를 나란히 병치시킨 

것은 리듬을 살리면서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다.

같은 구조에 유사한 의미의 어휘를 병치함으로써 의미를 강화시키는 병치 

기법이 적용된 작품은 <진달래> 외에 <앉은뱅이-봄날의 네처녀2>, <물건도>, 

<선죽교>, <서사정(逝斯亭)>, <혜산행(蹊山行)>, <금강(金剛)을 바라보며>, 

<범종(梵鐘)이 우는구야>, 태자궁지(太子宮址), 수렴동(水簾洞), <영원동

산조(靈源洞山鳥)>, 명연(鳴淵), <만폭동팔담가(萬瀑洞八潭歌)>, <비로

봉(毘盧峰)3> 등이 있다.

25) 이은상, 위의 책,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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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  병치와 집약  의미

앞 행의 단어 하나를 채택하여 뒤 행을 이루는 연결에 의한 병치, 즉 종합적 

병치이다. 이러한 병치기법을 통해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표현을 생략하여 경

제적 효과를 얻고 있으며 장과 장, 연과 연의 긴밀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騶山亭 간밤비에 桃李花 다떨렷네

늘어진 버들알에 봄을잃고 섯누랄제

송아지 綠陰을한입물고 언덕넘어 오더라

牧童아 보앗느냐 봄이어듸로 가시드냐

우리네 農家童은 소치누라 못보앗소

저건너 老嫗가쑥을캐니 게가알아 보시소

저老嫗 이르시오 봄간곧을 알거들랑

우리는 누귀어둬 그런것은 모르옵고

다만당 쑥이다쇠어 글로걱정 하노이다

-<失春曲> 전문26)

<실춘곡(失春曲)>은 1, 2, 3연이 이어진 연쇄적 병치이며 1연에서는 서술

체, 2, 3연에서는 대화체를 구사하고 있다. 1연에서는 종장 ‘송아지 녹음(綠

陰)을 한입물고 언덕넘어 오더라’에서 봄이 간곳을 알고 있을 목동을 불러 2

연으로 연결하고 있다. 2연에서는 ‘저건너 노구(老軀)가쑥을캐니 게가알아 

보시소‘에서는 역시 1연과 마찬가지로 문장 전체가 아닌 문장의 핵심어인 노

구(老軀)를 불러 3연으로 연결함으로써 역동적 이미지와 더불어 봄을 찾고 

싶은 간절함을 더욱 강화하여 표출하고 있다.

26) 이은상, 위의 책,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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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 병치로 집약적 의미를 꾀하는 작품으로는 이외에 <계월송(溪月

)>, <귀해심(歸孩心)>, <그대 대답하시오>, <그리움>, <만월대(滿月臺)>, 

<서사정(逝斯亭)>, <업경대(業鏡臺)>, <태자성(太子城)>, 태자궁지(太子

宮址), <헐성루(歇惺樓)>, <상제보살전설가(常啼菩薩傳說歌)>, <영산지

(映山池)>, <옥류동(玉流洞)> 등이 있다.

3. 구체  병치와 부연  의미

뒤 행이 앞 행의 상황을 구체화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욱 뚜렷이 드러내는 

구체적 병치이다. 즉, 초장이나 1연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간략하게 서술한 

다음 중․종장이나 2연, 3연, 4연 등에서 1연에 나왔던 내용을 자세히 부연

하는 방법으로 병치되어 있다.

웃가지 꽃봉오리 아랫가지 洛花로다

한에 붙은것이 盛衰어이 이러하니

꽃알에 섞인老幼야 일러무삼 하리오

-<花下題> 1연

<화하제(花下題)> 1연 초장에서 구(句) 단위로 대립되고 있다. 전구(前

句)인 ‘웃가지 꽃봉오리’와 후구(後句)인 ‘아랫가지 낙화(落花)로다’가 대립

되고 있다. 두 구가 대립되어 웃가지에 싱싱하게 피어있는 꽃과 아랫가지에 

떨어진 꽃을 대립시킴으로써 양가적인 의미를 형성하여 의미를 확장하고 있

다. 즉, 한 나무에 붙은 꽃의 성(盛)하고 쇠(衰)함이 이러하니 이 세상에 영

원불변한 것은 없다는 의미를 암시하여 시야를 확장시키고 있다. 

초장에서는 대립적 병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중장, 종장에서는 초장에서 

언급하지 못했던 근거를 부연 설명하고 있어 명료성과 의미의 확장을 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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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웃가지 꽃봉오리 아랫가지 洛花로다’라고 노래한 의도가 중장, 종

장에 나타나 있는 것이다. 한 가지에 있는 꽃이건만 떨어지는 시기가 다 다를 

진데 그 밖의 ‘꽃알에 섞인老幼’는 말할 가치도 없이 분명하다는 의미이다.

구체적 병치 기법에 의해 쓰인 작품은 <삼개에서>, <百結先生傳을 읽고>, 

<만폭동팔담가(萬瀑洞八潭歌)>, <주중제(舟中題)> 등이 있다.

4. 통사  병치와 통일  구조

동일한 단어의 반복 및 어미의 반복을 통하여 통일된 구조를 보여주는 통사

적 병치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병치 기법은 노산시조집에서 가장 빈번히 찾아

볼 수 있는 기법으로 리듬 창조에도 기여한다.

나라를 잃엇으니 무삼榮光 바라리오

一生이 千年인들 웃음한번 잇으리만

크신뜻 품고가시니 못내설어 하노라

일우려 하시든일 어이다 버리시고

寂寞 公山에 줌흙이 되오신고

풀끝에 맺힌이슬은 怨淚인가 하노라

겨으내 쌓이는눈은 봄볕에나 녹으려니

이여름 욱어진풀은 어늬가을에 베올것고

無心한 山즘생들은 떼를조차 헐엇더라

나그네 손을걷고 떼붙이며 풀을베니

뜻모른 어떤이는 웬일이냐 묻는구나

눈물이 대답을막아 말못하고 섯노라

- <太子墓> 전문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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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적 병치 가운데 먼저 종결어미의 반복이다. <태자묘(太子墓)> 종장 후

구 마지막 음보 종결어미를 ‘-라’로 통일함으로써 통일적 구조를 이루었으며 

리듬을 형성하고 있다. -노라, -하더라, -하여라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종

결어미가 사용된 작품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라 : <삼계에서>, <고전의 밤>, <백상루(百祥樓)>, <어포( 浦) 달밝은 

밤에>, <화하제(花下題)>, <할미꽃>, <답우(答友)>, <인생(人生)>, <편양

선사전(鞭羊禪師傳)>, 귀해심(歸孩心), <가윗날에>, <선죽교(善竹橋)>, <관

음사(觀音寺)>, <금강(金剛)을 바라보며>, <만천교(萬川橋) 우에서>, <태자

궁지(太子宮址)>, 수렴동(水簾洞), <영원동산조(靈源洞山鳥)>, <명연(鳴淵)>, 

<적충혼(吊忠魂)>, <헐성루(歇惺樓)>, <삼산국(三山局)>, <梅月 의 崖刻

을 보고>, <만폭동팔담가(萬瀑洞八潭歌)>, <백운대(白雲臺)>, <비로봉(毘

盧峰)>, <묘길상애불(妙吉祥崖佛)>, <십이폭(十二瀑)>, <감로수(甘露水)>, 

<옥류동(玉流洞)>, <구룡폭(九龍瀑)>, <태자묘(太子墓)>, <옥녀봉(玉女

峰)>. <편양선사전(鞭羊禪師傳)>, <오수(午睡) 아닌 오수(午睡)>, <칠불사

(七佛寺)>, <박연(朴淵)>, <삼산국(三山局)>, <만폭동팔담가(萬瀑洞八潭

歌)>, <상제보살전설가(常啼菩薩傳說歌)>, <-어떠리<삼계에서>, <임진강

(臨津江)을 지나며>, <기(寄) ｢청조(靑鳥)｣>, <화하제(花下題)>, <산전(山

田)을 지난며>, <칠성봉(七星峰)>, <금강귀로(金剛歸路)>, <눈보라 치는 밤

에>, <꿈깬뒤>, <옛 강(江)물 찾아와>, <포은구거(圃隱 居)>, <서사정(逝

斯亭)>, <관음사(觀音寺)>, <태자성(太子城)>, <묘길상애불(妙吉祥崖佛)>, 

<칠보암(七寶庵)>, <십이폭(十二瀑)>, <영산지(映山池)>, <옥류동(玉流洞)>, 

<구룡폭(九龍瀑)>, <비봉폭(飛鳳瀑)>, <태자묘(太子墓)>, <옥녀봉(玉女峰)>, 

<칠성봉(七星峰)>, <부부암(夫婦岩), <금강귀로(金剛歸路)>, 등.

-구료 : <옛동산에 올라>

-나 : <쓸쓸한 저녁이다>, <서사정(逝斯亭)>, <혜산행(蹊山行)>

-리까 : <초민곡(焦悶曲)>, 

27) 이은상, 위의 책, 1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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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니 : <새가되어 배가되어>,

-야 : <범종(梵鐘)이 우는구야>

-가 : <범종(梵鐘)이 우는구야>

-오 : <화원(花園)>

-서 : <중향성(重香城) 바라보며>

-다 : <주중제(舟中題)>, <금강(金剛)에 살으리랏다>

위 예시된 작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통사적 병치 가운데 종결어미의 

반복은 노산시조집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병치 기법이다.

다음에는 통사적 병치로 통일적 구조를 꾀하는 작품으로는 동일한 단어의 

반복을 통한 병치 기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世 은 거리돌아 乞食아니 하셧는가

人子도 한평생을 머리둘곧 없엇나니

내이제 드는대잇음을 부끄러워 하노라

江山을 둘러보소 내집없는 아으兄들

등지고 서로헤쳐 가시는냥 보옵시오

해진뒤 돌아올곧잇음을 부끄러워 하노라

- <答友>

<답우(答友)> 작품은 첫머리 해설에서 시인의 집에 왔던 친구가 돌아가서 

토실(土室)의 좁고 루(陋)함을 심(甚)히 근심하여 주기로 두어 장(章) 노래

를 적어 그에게 답(答)했음을 밝히고 있다.

시인은 친구의 근심에 반(反)하여 오히려 토실(土室)일망정 집이 있음을 

부끄러워했다. 그 까닭으로 ‘世 은 거리 돌아 乞食아니 하’였으며 강산을 둘

러보면 ‘내집없는 아으兄들’이 서로 뿔뿔이 흩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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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홀로 호의호식(好衣好食)하는 것 같아 부끄럽다고 노래하고 있다. 즉 

비록 누옥(陋屋)일망정 시인에게는 분에 넘치는 소유라는 의미이다.

1, 2연 종장 후구에 ‘부끄러워 하노라’를 반복하여 통일된 병치를 꾀하고 있

어 통일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통사적 병치로 통일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작품으로는 이외에 <계월송

(溪月 )>, <가곺아>, <맹서(盟誓)>, <중향성(重香城) 바라보며>, <감로수

(甘露水)>, <금강(金剛)에 살으리랏다>, <달> 등이 있다.

5. 립  병치와 긴장  의미

대립적 병치는 서로 마주보며 짝을 이루는 방식으로 출현한다. 대립적인 

어휘의 반복적 출현은 시조의 전체적인 의미 구조 형성에 기여한다. 여기에

서 대립이란 의미상 서로 반대인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수사적으로는 동격

이되 형태상이나 의미상으로 동어(同語)가 아니라 서로 대립적인 짝을 이루

며 맞서는 어휘의 경우에 서로 대립적이라고 지칭한다. 이때 대립적인 짝을 

이루며 반복되는 어휘들은 각기 계열을 형성하면서 대립된다.28) 대립물 사

이에 갈등이나 충돌을 이루면서 결과적으로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반

복되는 요소 상호간에 확장된 의미를 생성한다.

梅花꽃 젓다하신 편지를 받자옵고

개나리 한창이란 대답을 보내엇소

둘이다 ｢봄｣이란말은 참아쓰기 어려워서

-<개나리-피는꽃 앞에서4> 전문29)

28) 이경수, 앞의 논문, 153쪽 참조.

29) 이은상, 앞의 책,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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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리-피는꽃 앞에서4>는 단시조이다. 이 작품 해설에서 ‘서로 나뉘어 하

나는 땅 속으로 들고 하나는 이역(異域)으로 도는 내 누이와 내 친구’를 염두

에 두고 썼음을 밝히고 있다. 장(章) 단위로 초장과 중장이 대립되고 있다. 

초장인 ‘梅花꽃 젓다하신 편지를 받자옵고’와 중장인 ‘개나리 한창이란 대답

을 보내엇소’가 대립되고 있다. 두 장이 ‘매화꽃-개나리’, ‘젓다-한창이다’, ‘편

지-대답’, ‘받다-보내다’가 병치되어 대립되고 있다. 각각의 어휘가 서로 대립

됨으로써 서로 간에 양가적인 의미를 형성하여 대비를 뚜렷하게 하고 있어 

선명한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젓다’라

는 어휘와 ‘한창이다’는 어휘는 양가적인 의미를 형성하면서 한편으로는 서로

에게 영향을 미쳐 의미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다음에는 대립적 병치 작품

으로 <인생>을 살펴보고자 한다.

車窓을 내다볼제 山도나도 다가드니

나려서 둘러보니 山은없고 나만왓네

다두고 저만가나니 人生인가 하노라

-<人生> 전문30)

<인생> 역시 단시조이다. 이 작품은 인생무상(人生無常)을 노래하고 있

다. 살아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아등바등하지만 결국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

무것도 없다. 죽을 때는 모두 다 두고 빈 손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또는 세월

의 빠름을 노래하기도 한다. 갈 때는 같이 가는 줄 알았으나 정작 마지막에 

와 보니 자연은 그대로 있고 인생만 간다는 의미이다. 음보단위로 대립되고 

있다. 중장 후구인 ‘산은 없고 나만 왓네’에서 ‘산은없고’와 ‘나만왓네’가 대립

되고 있다. 또한 종장 전구인 ‘다두고 저만가나니’에서 ‘다두고’와 ‘저만가나니’

30) 이은상, 앞의 책,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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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립되고 있다. 각각의 어휘가 서로 대립됨으로써 서로 간에 양가적인 의

미를 형성하여 대비를 뚜렷하게 하고 있어 선명한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다두고 저만가나니 인생인가 하노라’에서 언어의 

경제성을 획득하고 있다. 인생을 설명함에 있어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다. 그러나 짧은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무한하다.

대립적 병치에 의한 긴장적 의미나 확장적 의미의 형성을 다룬 작품으로는 

이밖에 <花下題>, <답우(答友)>, <오수(午睡) 아닌 오수(午睡)>, <초민곡

(焦悶曲)>, <거울 앞에서>, <눈보라 치는 밤에>, <못 깨는 생각>, <관덕정

(觀德亭)>, <만월대(滿月臺)>, <구정(毬庭)>, <자하동(紫霞洞)>, <박연(朴

淵)>, <관음사(觀音寺)>, <소경되어지이다>, <사랑> 등이 있다.

Ⅳ. 결론

지금까지 이은상의 �노산시조집�에 실린 작품 112편 282수에 적용된 병치 

기법을 분석하는 가운데 이은상 시인의 시작 태도를 분석할 수 있었다. 이은

상 시인의 시작 태도는 병치 기법과 역동적 이미지 구사로 집약할 수 있었다. 

병치 기법에 의한 시작 태도는 간결미, 정제미를 가능하게 했으며 감각적 체

험과 순간적인 인상(印象)의 중시는 역동적 이미지 도출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이은상의 시작 태도에서 오늘날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현대시조가 

나아갈 방향을 가늠할 수 있었다. 즉 자유시와 변별되는 현대시조의 정체성

인 간결미와 정제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병치 기법을 창작 기법에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언어의 경제성을 살려 적은 수의 어휘로 많은 의미를 

꾀하기 위해서는 파운드와 이은상이 시도한 역동적 이미지를 작품 속에서 도

출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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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상이 �노산시조집�을 발간한 시기는 시조부흥론 시기 이후 시조혁신

론 시기를 거쳐 한국 시조가 노래 장르에서 문학 장르로 그 발판을 굳건히 

다지는 때였다. 그 시기는 조국애의 정신이 ‘민족의 얼’로 구현된 사상적 근원 

탐구나, 일제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옥고를 겪으면서도 한국 사람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잃지 않은 애국사상, 국토에 대한 예찬, 역사적 인물에 대한 

숭앙으로 민족정신을 추구하던 시기로 작품배경에는 이러한 것들이 깔려 있

었다. 작품의 소개가 대부분 국토 예찬, 역사적 인물에 대한 숭앙이며 도출하

는 주제는 애국사상이었다.

또한 당대는 일본에서 유학중이던 주요한, 양주동, 정지용, 김기림 등이 고

시가의 진부함을 청산하기 위한 도구로 이미지즘을 수입하여 전통시가의 근

대화를 꾀하던 때였다. 이미지즘 시 이론은 이병기, 이은상, 조운 등 시조시

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시조의 혁신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즉, 

고시조가 추구하는 현실 도피적 인생관․봉건적 애정관․인사로서의 자연․

유교적 인간관, 수사(修辭)성, 추상성 등을 청산하기 위해 영미의 이미지 기

법을 도입하여 실감실정(實感實情)에 의한 독창성, 입체성 등을 작품에서 

형상화하여 명료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드러내고자 했다.

근대기 시조를 썼던 시인들의 작품에는 이러한 시대 배경을 공통적으로 지

니고 있었지만 �노산시조집�에는 개성적인 면도 있었다. 이은상의 시조에는 

병치 기법이 많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이은상 시인이 추구하는 시

작태도라고도 할 수 있다. 

로스, 피네간, 유협, 속요에 서술된 병치 이론을 참조하여 �노산시조집�에 

나타난 병치 기법의 유형을 의미의 조응과 의미의 대립 차원에서 나누어 보았

다. 의미의 조응에서는 동의적 병치, 종합적 병치, 구체적 병치, 통사적 병치

로 나누었으며 의미의 대립에서는 대립적 병치에서 살펴보았다. 이은상 작품 

대부분이 이러한 병치 기법을 적용하고 있었다. 또한 병치에 의해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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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의 역동성은 전통적 기법에서 전달된 것이 아니라 영미 이미지즘에서 

영향 받은 것이다. 이은상은 다작(多作)을 하는 시인이라 할 수 있는데 유형

화된 병치 기법에 의한 창작이었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은상이 추

구했던 병치 기법은 독자의 이해를 돕는 수월성을 제공하고 리듬 창출을 용이

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따라서 오늘날, 현대시조의 정체성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인들이 

시조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병치 기법이나 역동적 이미지를 잘 살려낸다면 

현대시조가 지닌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시조의 정체성

을 획득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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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Juxtaposition Technique in Nosan Lee Eun-sang's Sijo

- Focusing on the Nosan Sijojip(時調集) -

Lee, Soon-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that the main creative attitude 

in Lee Eun-sang's Sijo relies upon the juxtaposition technique, with paying 

attention to juxtaposition of being found in the works of being put in the Nosan 

Sijojip(時調集, collection of Sijo poems), and that this creative attitude provides 

readers with the easiness for understanding. A type in the juxtaposition 

technique, which was shown in 『Nosan Sijojip』, was divided in the dimension 

of the anaphora in a meaning and the confrontation in a meaning. The anaphora 

of a meaning was classified into synonymous juxtaposition, comprehensive 

juxtaposition, specific juxtaposition and syntactic juxtaposition. The 

confrontation of a meaning was examined in the contradictory juxtaposition. 

Most of Lee Eun-sang's works are applying this juxtaposition technique. Also, 

the dynamic of image, which is indicated in juxtaposition, is what was 

influenced by the British and American imagism. 

This study will be able to solve problems that modern Sijo has to some extent, 

and will be helpful even for acquiring the identity in Sijo. 

Key words : Lee Eun-sang's Sijo, Nosan Sijojip(時調集), Juxtaposition 

technique, Synonymous juxtaposition, Comprehensive juxtaposition, 

Specific juxtaposition, Syntactic juxtaposition, Dynamic image, Identity 

in Si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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