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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조지훈의 시와 시적 자아가 어떻게 시냅스 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문학적 기제와 자아의 기제가

만나는 접점인 치유의 시냅스 구조를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구조를 문학치료 프로그램에 대입하여 적극적인 치료

의 부호화를 꾀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조지훈의 시 도라지꽃 은 시의 그물망으로 의미론적 논항의 그

물망을 함수자인 ‘도라지꽃’을 향하여 설치한 것이다. 이때 의미론적 논항의 그물망에 우울을 끌고 오는 그리움이 걸

려드는 것이다. 이것이 치유의 기능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치유의 시냅스 구조를 활용한 문학치료 프로그램을 구체화

한다면 이전보다 향상된 문학치료의 기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조지훈, 문학치료, 의미론적 논항의 그물망, 치유의 시냅스 구조, 부호화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poem and poetic ego of Cho Ji-Hoon form synapses. It is to clarify the 
synaptic structure of the healing, the contact point between the literary mechanism and the mechanism of the 
ego. Therefore, it aims to encode the active therapy by substituting the structure into the literary therapy 
program. Cho Ji-Hoon's poem "Bellflower Flower" is a mesh of poem, and a mesh of semantic arguments is 
set up for the 'Bellflower Flower' of functor. At this time, the longing that attracts depression to the net of the 
semantic argument is caught. This exists as a function of healing. If we embody a literary therapy program that 
utilizes the synaptic structure of this healing, it will be able to experience the function of literary therapy 
improved than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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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간이 문학을 한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학 행위는 그 트라우마의 흔

적 지우기인 것이다. 문학이 치유의 효과를 지니는 것

은 인체 안에서 일어나는 트라우마의 “부호화”[1,2,3,5]

를 다른 곳으로 부호화시키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조

지훈의 시와 자아가 어떻게 시냅스 되는지 살펴보는 것

이다. 문학적 기제와 자아의 기제가 만나는 접점인 치

유의 시냅스 구조를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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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치료 프로그램에 대입하여 적극적인 치료의 부호

화를 꾀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트라우마의 부호화는 조지훈의 시 도라지꽃 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 트라우마의 부호화가 치유의 기

제로 작동하기 때문에 문학치료의 진행선상에서 연구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래서 이 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인 문학치료학적인 부호화와 관련된 선

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신경생리

학을 다루는 참고문헌들을 탐색하며 본 연구자의 “논문

들”[6-25]의 연장선상에 있다.

연구 방법은 이 시의 4연을 각각 1연씩 분석하여 시

적 자아의 우울이 나타나는 현상을 추적한다. 그리고

함수자와 의미론적 논항을 이용하여 우울이 어떻게 시

의 치유의 기능을 조준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여 시적 자아가 어떤 방법으로 트

라우마를 타자화 시키는지 알아내는 것은 향후 문학과

치료의 접점 연구에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된다.

Ⅱ. 함수자와 의미론적 논항의 시냅스

조지훈은 작품을 통해 트라우마를 인체에서 끌어내

어 자연의 사물에 부호화시킨다. 그렇게 치유의 콘텐츠

를 기획하고 작동시키는 것이다. 이제 그 과정을 살펴

보고자 한다. 다음은 『趙芝薰 전집 1 詩』의 64쪽에

게재된 도라지꽃 이다. 각 연은 마지막 연에 나타나는

‘도라지꽃’을 묘사하는 의미론적 논항이 된다. 그래서 1

∼3연은 4연에 대한 의미론적 논항으로써 4연에 시냅스

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4연이 이 시의 전

체적인 함수자가 되며 4연의 ‘도라지꽃’이 함수자의 핵

이라고 할 수 있다. 어휘적인 핵심어로 분석해 본다면

시 전체에 흐르는 ‘우울’이 의미론적 논항이며, 마지막

행의 ‘도라지꽃’이 함수자이다. 이 시는 마지막 행에 나

타나는 함수자 ‘도라지꽃’에 모든 의미와 정서가 집중되

고 있는 함수자와 의미론적 논항의 시냅스 구조로 이루

어져 있다. 이러한 관계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기다림에 야윈 얼굴

물 우에 비초이며

가녀린 매무새

홀로 돌아앉다.

못견디게 향기로운

바람결에도

입 다물고 웃지 않는

도라지꽃아.

-조지훈의 시 도라지꽃 전문

1. 트라우마의 얼굴

이 작품에서 보면 인간의 트라우마는 ‘기다림에 야윈

얼굴’이다. 어떠한 기다림이든지 인간은 기다리다가 종

말을 고한다. 그러고 보면 기다림이란 트라우마의 근원

이다. 1연에서 조지훈은 트라우마의 얼굴을 물 위에 비

치게 한다. 즉 물 위로 투사하여 희석시키는 것이다. 물

은 모든 것을 녹여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트라우마

도 물 위에 띄워 시적 화자는 문학치유의 테크닉을 구

사하고 있는 것이다.

2. 분리의 부호화

2연에서는 ‘가녀린 매무새’가 나온다. 이 역시 트라우

마의 모습이다. ‘가녀린 매무새’가 홀로 돌아앉았다고

하며 트라우마와의 거리를 재고 있다. 이로써 시적 화

자와 트라우마는 분리되어 존재하기 시작한다.

3. 향기로운 그리움

3연에서는 ‘못견디게 향기로운’ 그리움을 부호화한다.

이것은 다음 연에서 ‘도라지꽃’을 불러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다음 연에 ‘도라지꽃’이 나옴으로써 시적 자아가

트라우마를 전송하는 대상은 향기로운 그리움을 간직

한 도라지꽃임을 알 수 있다.

4. 도라지꽃을 타자화 하는 우울

4연에서는 도라지꽃이 사실은 시적 자아의 얼굴이지

만 “입 다물고 웃지 않는 / 도라지꽃아.”라며 도라지꽃

을 타자화시키고 있다. 이는 문학치료의 테크닉으로써

우울의 정서를 향기로운 향기를 내는 도라지꽃으로 설

정하고 “가녀린 매무새 / 홀로 돌아앉다.”에 이어 “입

다물고 웃지 않는 / 도라지꽃아.”라며 도라지꽃을 타자

화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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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함수자와 의미론적 논항

이 시에서는 우울의 정서들이 의미론적 논항이 되고

도라지꽃이 함수자가 되고 있다. 그래서 시적 자아의 우

울은 도라지꽃에 첨부되어 인체와 분리되어 나타난다.

의미론적 논항인 우울은 시어의 표면으로 나타나지 않

고 도라지꽃의 묘사에서 어렴풋이 비치고 있다. 왜냐하

면 시적 자아가 도라지꽃에 우울의 정서를 ‘붙여쓰기’하

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붙여쓰기’가 부호화이다. 그러면

서 이 ‘붙여쓰기’는 치유의 시냅스 구조로써 존재한다.

Ⅲ. 논의 및 제안

이 시에서 나타나는 함수자는 도라지꽃이다. 그리고

의미론적 논항은 우울이며, 이 주체는 시적 자아의 정

서 상태이다. 조지훈은 우울의 정서를 도라지꽃에 시냅

스 시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조지훈 자체가 우울의 의

미론적 논항이 된다.

조지훈의 시에서 의미론적 논항은 시의 언어로 나타

나며, 함수자는 시적 화자의 그리움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서 함수자의 표상은 “입 다물고 웃지 않는 / 도

라지꽃”으로 확정된다. 그래서 도라지꽃은 시적 화자의

그리움을 논항으로 삼는 함수자이기도 하다.

조지훈의 의미론적 논항은 우울을 시적 자아로부터

베껴내어 물 위에 얹어놓고 우울을 떼어내는 작업을 하

는 것이다. 그리고 함수자는 이 그리움 혹은 기다림이

라는 의미론적 논항들을 시어로 풀어놓는 주체이다. 그

리고 시의 그물망으로 의미론적 논항의 그물망을 마지

막 연의 함수자인 ‘도라지꽃’을 향하여 설치한다. 이때

의미론적 논항의 그물망에 우울을 끌고 오는 그리움이

걸려드는 것이다. 독자의 그리움들도 인체의 신경망을

통해 시적 그물망으로 걸려든다. 그래서 독자의 우울의

트라우마는 시의 그물망에 걸려들기 때문에 인체에서

뽑혀 나와 그 그물망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로로 독자의 트라우마도 독자 자신에게서 삭

제되는 치료의 과정이 수행된다.

조지훈의 시 도라지꽃 은 이렇게 치유의 시냅스 구

조로 이루어진 시적 화자의 우울의 함수자이다. 그래서

도라지꽃 은 시적 화자의 우울의 논항들을 끌어당긴

다. 그 결과 시 도라지꽃 은 우울로 존재한다. 창작자

는 인체적 우울이 시적 우울로써 존재하도록 함수자와

의미론적 논항의 배치를 통해 치유의 테크닉 구조를 형

성하는 것이다. 이것이 치유의 시냅스 구조를 가동시키

기 위한 창작의 목적이다.

여기서 우리는 우울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으

로써 그 우울을 시적 함수자로 전가시키는 방법을 알게

된다. 그럼으로써 우울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데, 시의

치유의 기능이 여기에 있다. 앞으로 더욱 발전되고 구

체화된 문학적 진술로써 인류의 우울을 희석시키기 위

해 노력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써 조지훈의 시 도라지

꽃 처럼 치유의 시냅스 구조를 활용한 문학치료 프로그

램을 가동시켜 나갈 것을 제안한다.

Ⅳ. 결론

조지훈의 우울은 그의 창작 속에서 시적 에너지로

승화되는 도라지꽃을 등장시키며 치유의 시냅스 구조

를 형성한다.

조지훈의 의미론적 논항은 우울을 시적 자아로부터

베껴내어 물 위에 얹어놓고 우울을 떼어내는 작업을 한

다. 조지훈의 함수자는 이 그리움 혹은 기다림이라는

의미론적 논항들을 시어로 풀어놓는 주체이다. 그리고

시의 그물망으로 의미론적 논항의 그물망을 마지막 연

의 함수자인 ‘도라지꽃’을 향하여 설치한다. 이때 의미

론적 논항의 그물망에 우울을 끌고 오는 그리움이 걸려

드는 것이다. 독자의 그리움들도 인체의 신경망을 통해

시적 그물망으로 걸려든다. 그래서 독자의 우울의 트라

우마가 시의 그물망으로 걸려드는 경로로 독자의 트라

우마도 독자 자신에게서 삭제되는 치료의 과정이 수행

된다.

조지훈의 시 도라지꽃 은 이렇게 치유의 시냅스 구

조로 이루어진 시적 화자의 우울의 함수자이다. 조지훈

의 창작 행위는 인체적 우울이 시적 우울로써 존재하도

록 함수자와 의미론적 논항의 배치를 통해 치유의 테크

닉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치유의 시냅스 구조를 활용한 문학치료 프로

그램을 구체화한다면 이전보다 향상된 문학치료의 기

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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