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대시의 自然表象*
검소월의 시를 중심으로

박 희 병

머리말
이 글은 한국 근대시에 나타난 자연표상의 양상과 의미를 점검하
는 것음 목표로 삼는다， 이 작엽은 장차 한국 근대시의 생태주의적

면모를 밝히는 데 하나의 의미 있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으라라 기
대한다，

본고에서 다룰 대상은 김소윌의 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김소윌

은 한국 근대시를 대표하는 시인으로서， 일제 강점기 한국인의 정서
를 민요적인 율격으로 잘 담아냈다는 평음 튿는 시인이다， 이 경우
한국인의 정서를 잘 표현했다는 지적에는 그의 시가 보여주는 자연
표상이 한 주요한 역할음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김소윌의

시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에서

많은 성과가 나와 있지

만， 1) 그의 시가 보여주는 자연표상음 다각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아

직 찾아보기 어렵다

*

김소윌 시의 자연표상에 대한 연구는， 비단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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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에서 자연이 어떻게 인식되고 이미지화되는가 하는 문제를 삼피
는 데 있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김소윌 시의 본절음 이해하기 위해，
그라고 김소윌 시의 몇 가지 기본 주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서도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작엽이다

소윌의 시편들에 그려진 자연은 전근대 문학에 그려진 자연과 단
절적인 관계에 있지 않으며， 또한 이절적이지도 않다， 그것은 한시라
든가 자연， 시조， 가사， 민요 등에 내재화된 자연과 크게 다르지 않으
며， 일정한 연속성음 보여준다， 그렇기는 하지만 소윌의 시(詩)가 전
동시가(傳統詩歌)의 자연표상음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묻론 전통시가의 자연표상이라고 해도 그 양상은 결코 단일하지
않으며 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소윌 시에서 자연이 환기하는 이미
지는 전통시가의 다양한 자연표상 가운데 특히 어떤 지향과 밀착되
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터이다 그러나 섣사 그런 점음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소윌시의 자연표상음 전적으로 전통시가의 자
연표상의 틀 속에서만 이해할 수는 없다

전통시가와 연속되는 점음

한편으로 인정하면서도， 소윌이 처한 사회적 · 개인적 처지와 관련해

새롭게 조성된 자연표상의 양상과 의미를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말하자면 연속성과 창안， 이 둘음 동시에

입어내는 눈이 필요하다，

적어도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 소윌은 전통음 끌어안고서 근대를 삼
아간， 근대를 모색해간， 시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이하 몇몇
국면으로 나누어 소윌의

시가 보여주는 주요한 자연표상의

양상과

의미를 삼펴보기로 하자，

I

이별의 표상으로서의 자연

소윌시 가운데는 이별음 노래하고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 유명한
<가시라>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런 이별의 노래에서 자연

은 독특한 표상음 보여준다 가령 <풀따기>라는 시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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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윌의 경우 거기에 식민지적 연관이 중첩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내적 의미가 전자와 구별된다

II.

시간과 무상감의 표상으로서의 자연

소윌의 시 가운데에는 시간의 흐름， 시간의 풍화작용에 의한 존재
의 소별음 못 견뎌하면서 그로 인한 슬픔이나 무상감음 노래한 것들
이 상당수 있다 가령 다음과 같은 시를 예로 들 수 있다
어롤 없이 지는 꽃은 가는 봄인데
어롤 없이 오는 비에 봄은 우러라
서럽다 이 나의 가슴 속에는!
보라 높은구름 나무의 푸릇한 가지

그러나 해 늦으니 어스름인가
애탈피 고은 비는 그어 오지만

내 봄은 꽃자리에 주저 앉아 우노라4)

<봄비>라는 시 전문이다

이 시는 지는 꽃과 가는 봄에 대한 서러

움음 노래하고 있다 흐르는 시간이 빚어내는 존재의 유한성에 대한
슬픔이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본다
봄은 가나니 저문 날에
꽃은 지나니 저문 봄에
속없이 우나니 지는 꽃음
속없이 느끼나니 가는 봄음
꽃지고 잎진 가지를 잡고

미친 듯 우나니 집난이는
해 다 지고 저문 봄에

허리에도 감은 첫 치마를

눈묻로 함빡히 쥐여짜며

4) ~김소월전집~， 63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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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없이 우노나 지는 꽃음
속없이 느끼노나 가는 봄음.5)

<첫 치마>라는 시 전문이다 앞의 시와 달리 서정자아가 여성으로

섣정되어 있긴 하나 자연표상의 양상은 다르지 않다，
이런 종류의 자연표상은 전통시가， 이를테면 한시 등에서 자주 접
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이 가는 봄음 섣워하는 내용은 ‘균원’(圍想)이
라는 시제(詩몽빙의 한시에서 곧잘 확인된다 하지만 소윌시에서 이런
무상감은 다음에 계속 삼펴볼 그의 다른 자연표상들과 서로 연결되
어 있다는 점에서 특이성음 갖는다，

III. 이향(離獅)의 표상으로서의 자연
소윌의 시 중에는 고향음 떠난 자， 혹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자의 슬픔 내지 그리움음 노래한 시편들이 있다 이런 시에서 자연은
이향(離*없음 표상한다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묻로 사흘 배 사흘

먼三千별

더더구나 걸어넘는 먼 三千별
期州龜城은 산음 념은 六千별요
묻마자 함빡히 젖은 제비도
가다가 비에 걸려 오노팝니다
저녁에는 높은 山
밤에 높은 山
期州龜城은 山 넘어

먼六千별

5) ~김소월전집~， 202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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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가끔 꿈에는 四五千별
가다오다 도라오는 길이겠지요6)

<삭주구성>(湖州龜城)이라는 시의 일부다

이 시에서 묻， 산， 제비，

갈 등은 고향음 떠나온 자의 섬라상태를 표상하는 자연묻이다

이러

한 자연표상은 다음의 <산수갑산>(山水甲山)에서도 거의 똑같은 양상
으로 나타난다，

山水甲山 내 왜 왔노 山水甲山이 어디뇨

오고나니 奇險타 아하 묻도 많고 山첩첩이라 아하하
내 고향음 돌우가자 내 고향음 내 못 가네

三水甲山 별더라 아하 團道之難이 예로구나 아하하
山水甲山이 어디뇨 내가 오고 내 못가네

不歸로다 내 고향 아하 새가 되면 떠가리라 아하하

<삭주구성>에서와 똑같이 묻， 산， 결， 새라는 자연묻이 고향음 떠

나와 있음음 표상한다
이런 자연표상 역시 한시를 비롯한 전통시가에서 쉽게 만1날 수 있

다 이 점에서 소윌시의 이런 자연표상은 전통시와의 연속성음 보여
준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경우 역시 그 자연표상은 일정한 식민지적
연관(식민지 치하에서의 공동체의

해체와 離짧m 음 갖는다는 점에서

전시대와는 다른 특수한 역사적 의미가 중첩되어 있다는 점음 간과
할수없다

N. 서러움의 표상으로서의 자연
소윌의 시가 서러움， 슬픔， 혹은 한(恨)의 정서를 잘 보여준다는 사

6) ~김소월전집~， 168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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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은 늘 지적되어온 바다 하지만 필자는， ‘한’(恨)이라는 단어가 사태
를 지나치게 묻선화(物神1t) 시켜 버리는 폐단이 있는 게 아년가 하는
생각음 갖고 있고， 그래서 그 말보다는 서러움이나 슬픔이라는 단어
를 쓰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여긴다

아무튼 소윌의 시가 일견 과도

하라만큼 감상성과 눈묻음 많이 보여준다는 점은 그 주요한 특정이
아닐 수 없다 이 점에서 소윌시의 자연은 서러움의 표상이다， 다음
시를보자，

(1)

묻은 희고 길구나 하늘보다도

구름은 붉구나 해보다도

서럽다 높아가는 긴 들끝에
나는 떠돌며 울며 생각한다 그대를7)

--<가올저녁에>

(2)

희별끔하여 떠돈다 하늘 우에

빛 죽은 반탈이 언제 올랐나!
바람은 나온다 저녁은 칩구나

흰묻가엔 뚜렷이 해가 드누나
어둑컴컴한 풀 없는 들은
찬 안개 우흐로 떠오른다

아 겨울은 갚었다 내 몸에는
가슴이 무너져나려 앉는 이 서름아8)
--<반탈>

이 시들의 서정자아는 울고 있는 자아이거나 서러움에 가득한 자
아이다 이런 자아의 면모는 자연표상음 통해 형상화된다 가령 (1) 에
서는 희고 긴 묻， 붉은 구름， 긴 들끝이， (2) 에서는 풀 없는 들， 찬 안
개， 깊은 겨울 등이 그런 표상이다

여기서 확인되듯 소윌시에서 자

연은 서러움 내지 슬픔의 투사체다 서정자아가 느끼는 슬픔의 ‘구체

7)

~김소월전집~， 79변.

8) ~김소월전집~， 80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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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표상음 우리는 어디까지나 자연묻에서 조우할 따름이다

이 점에

서 자연은 소윌시의， 그라고 소윌의， 가장 내밀한 ‘마음’의 층위에 자
리하고 있다 소윌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이 간단한 사실음 절대 잊
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종종 소윌시의 이런 측면음 한국문학사에 소급해 적용함으

로써 한국시가의 일반적 특정이 섣움 내지 한(恨)에 있는 양 주장하
는 견해를 일각에서 접할 수 있다， 이런 견해에 는 동의할 수 없다，
묻론 전통시가 중에는 섣움이나 슬픔음 표현한 것이 없지 않다， 이를
테면 ‘시집삼이노래’ 같은 부녀민요라든가 균방의 정서를 표출한 한

시 등에서 그런 점음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전통시가가 온통 이
런 정조(情調)에 휩싸여 있거나 이런 정조가 지배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다

그것은 여러 지향 가운데 하나의 지향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

적어도 이 점에서 본다면 소윌시는 전통시가와 연속되는 측면음

가지면서도 동시에 구별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지 않음 수 없다 소윌
의 시

전체를 관류하는 도저한 슬픔과 서러움은 그 이유와 평가야

별도로 하더라도 분명 소윌적인 창안에 해당한다고 해야 할 터이다

V 세계와의 격절(隔總)， 세계와의 거리감의
표상으로서의 자연
소윌의 시가 세계와의 불일치， 타자(他者)와의 거리감음 보여준다

는 점도 기왕에 지적되어온 바다， 소윌시의 슬픔은 대상으로부터의
격절감(隔細感)， 대상과의 불일치， 다른 존재와의 거리 등에서 연유하
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윌시의 서정자아는， 남은 모르겠으되 적어도
나는 외롭다는 그런 서정자아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외롭고 흔자다.
그래서 나도 외롭고 흔자다라고 느끼는 그런 서정자아다， 이 점에서
소윌시는 전통시가와 결별하며， 근대적이다， ‘남은 모르겠으되 적어도
나는 외롭다’고 느끼는 서정자아는 전근대시가에서도 두루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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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시되던

이런 서정사이~ 공동체기 난시히게
디

õ]
시대를 배경으무 삼~

허시낀 공동체의 와헤기 문재되 L 시대? 서기디기 그것이 식민시

적 구주와 9 내댐되이 있던 시대의 서정사이 L 너 이상 ‘즉사석’(영n 自

的)일 수 없으 "1 불기파히게 ‘대사석’(써自께) 성각을 띠게 된디

이 마노 소월시샤 디디고 선 정선사직 싱황

이것

역사직 소낀일 터이나

소월이， 자 11 만이 혼자 까는 것이 아니라 γ 것 인간은 꼬누 혼자 까
는 즌재라는 인식을 보여수는91 것도 이외 뀌련핀나

마보 이 지점에

시 인간에 대한 인식론， 세게에 대한 준재론븐 전통괴 분명히 션을
긋는나 소월의 시까 아무마

전통직 성시외의

연속싱을 보여운나고

합지라도 적어도 마노 이 점에 의해 전통시외 구변되며， 근대시의 영
역에 성큼 늘어서 었다끼 하지 않유 수 없다
대힌 이 점에서 소원시의 슬픔 내지 서라움노 선통시가의 슬픔 내
지 서라 g 파 빈볍된다

받하지변 그 슬픔은 19세기 이전의 틴는 시늘

의 슬픔파 비슷하변서노 다 E다
다읍 시는 소원시의

、&지’가 표연적 P 로는 특 성적(特稱的)이지만

실제로는 빔징적(iz稱的) 생격의 것임은 알시1 해 준다
등가에 띨어져 나가앉꺼 메시김에
넓은 바다약 품기 뉘에
냐는 지으랴 L1의 섭 g
q 사금 뉴길응 앞에 q 두고
기보 지냐기느

7

사학든유

제가퓨 떤어져서 호'A

/i+c

김 101

(하야)

<L1의 집

사힘 듀은 견국 세샤샤 혼자라는 깃

>

이깃이 소월의 깐재론이자 세

게김정의 근워에 해냥한나 이런 견지에시 저 유명한 시 <산유회>(CLi

m아래애
10)

인§ 된 시 〈나의 집〉음 참조학 섯

"김소윌천 집 J ， 111 면

:‘)

ι〕

有花)를 헤독한 경 -?，
II이l
( ‘ 1이l
、 .1 L-_

‘치 I ~

그ιL 。

:;:;;ìζr

저따치 혼자시 펴어 있매

에서 지만치’는 ‘흑지사’와 한묶음。-로 파악하지 않。변 인권다 그것
은 <나의 집>에서 ‘흔지’가 ‘ 제가끔’과 묶어서 파악뇌어야 하는 것과
마잔가지다‘ 여기서 누눈가가 만잊 ‘시만치’가 꽃 그 지체를 놓?서
한 만인가， 아니변 다음 연애야)에 나오논 ·적 E 새’와의 관계 속에서
성립되논 딴인가， 아니변 시작 지아와의 관계 속에서 성립뇌는 암인
기

-ò] iL 묻 L디 iL 한디면， 그리 iL ‘저깐지 ‘ 마는 밀이 파연 정횡을 뜻

하는 밀언기 이니면 서려를 뜻-ò]-;_: 밀인기 히 iL 묻는디 iL 한디면- 그
것은 ç_대체기 우문(愚、뼈)이마 아니한 수 없디

‘저만지 혼자서 ‘ 는 꽃

에 헤딩되는 밀이면서 동시에 서정사이-의 마음의 누사이 l 이， 이 전에
서 존재와 인식이 일거에 낭일되이 있기 때문이디

존재와 인식이 일

서애 당일되이 현상(現象)되는 이턴 방식은 무늦 서정시의 tR-령이l 속
하기니와， 전통직인 농아시아 운핵에서는 특히 한시가

l

최고의 미

핵을 보여순 바 있나 ‘정깅교융’(情景풋械)이니“선뇨한 의깅(意、핸)'이
니 하는 능의 용어는 바보

l 런 경 Ãl~ 이르는 만에 나김 아니다 굳

이 시양식으도 만한나민 주관괴 객관의 싱후-침투- 내지는 싱후지앙t相
互止揚) 쪽으보 만할 수 있을 터이나
닫론 <신유회>는 니-층직 의미담 지니고 있는바

l

온전한 해식을

위해서논 지연의 순환성에 내힌 ?려노 반느시 핀요하다 하겠지만‘ 아
무는 어가서 꽉 획인해 두? 싶은 것은 인용펀 위의

IL 점이 년순히 세

계의 상황은 현시(顯示)하뉴 더1 u] 불? 있논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세계와 지아의 하나뇌지 못함‘ 혹은 세계와 지아의 거리간‘ 혹 E 세계
와 지아의 어젠 수 없논 격점감은 만하~-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꽃이
라논 지 연뭉의 세계상태 (Wclts떠nd) 의 표상븐 통해 이루어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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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산유화>가 말하고 있는 것은， 꽃이라는 자족적 존재가

산이라는 자족적 공간에서 보여주는 자연적 순환에 대한 것이 아니
다 자연적 순환은 운명적(=超意志的)인 것으로 긍정하되， 딱히 자족
적 존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외로운 존재， 모두가 제각각이고 홀

로 가는 존재， 타자와 하나가 되지 못한 채 소격(흉L隔)되어 있거나 얼
마큼 떨어져 있는 세계내 존재 (Sein-in-welt) 의 자연적 운멍에 대한 언
멍이다， 이 시가 순라(順理)에 따른 투명감음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외
로움과 슬픔음 담고 있는 것도 바로 이와 관련된다 이는 뒤에서 보
듯 삶과 죽음에 대한 자연적 표상에서도 똑같은 양태로 되풀이된다

VI. 삶과 죽음의 표상으로서의 자연
소윌시 가운데에는 죽음， 혹은 삶과 죽음의 순환적 과정에 대한 상
념음 노래한 것들이 상당수 있다 이런 시들은 앞에서 언급한 소윌시
의 여러 국면들과 서로 얽힌 채 소윌시의 본절음 드러낸다

소윌의

시에서 죽음이란 그저 여러 시적 제재 가운데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시적 창작의 중핵에 놓이는 어떤 본절적 의의를 갖는

다， 소윌시에서 죽음은， 그라고 삶과 죽음의 운명적 순환은， 자연에서
그 구체적 표상음 획득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개의 예를 들어 보
기로 한다， 다음은 <황촉불>(黃獨불) 전문이다，

黃爛불， 그리도 까땅게

스러져가는 푸른 짧음 기대고
소리조차 없는 흰 밤에

나는 혼자 거울에 얼굴음 묻고
뜻없이 생각없이 들여다보노라
나는 이르노니 “우리 사람들
첫날밤은 꿈속으로 보내고

죽음은 조는 동안에 와서

,,4

벌 총꺼 일두 없이 스라지고 막어라 "11)

죽 g 이 삶애 대한 무상감을 환기히-"- 있 g

L1

”

저물니

g

본디

↑「윌시에 L 저

혜진니파 간은 섣상(L、象)이 여 êl 군데 둥장한디

이런 심

상은 증증 죽 g 으무 환기되 L 삶의 무상감파 민접한 관련을 멧-"- 있
디

‘시란은 걸국 났디기 잔긴 없이시 L 것’ 12) 이-"- 인긴의 이미한 운

멍은 사연에 대한 관주에서 너욱 뚜렷이 드이난디

낌날이 오 4 디1- _-1/_ 생각하1 선서

씀씀한 겨울음 지나보내

4

?늠 겐 q 터댐의 뻗 F 가시에

진에 없이 펀 새가 앉아 응어라
_----，_2.1 니 눈이

깜연 11 먼

믿어)는

7늘이냐 안 11]냐 이지량이냐
llh~ 듬은 곳곳이

서 편

sld

3 직임 없이

아래서 ↑1'L 룹건만

새듬께 지꺼리는 까치의 꾸려
바다를 바이 보며

(1)

?속는 끼u}귀

어디보서 오논지 f 것소려느

정으 이기 니기논 면냐며]L'.l 라

보라 때에 /1 손도 1 니 ι 꺼리며

시양없이 간받아 곳응 닐라라

(2)

시F무치← rg 、。

곧이

없어두

히나극은 쳐나1;1← 심욕의 기밸

(3) 저마냐 외무육회 깅、。시이

오노가노 뭇하늑 밍상 /1 럼애
9 늠꺼 사라마나 닌응 이의고

l l)

，깅소원선집 μ 105낀

12)

김소윌천집 J ， 510면

디응 시를 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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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응 잠시 못하는 (4) 감읍일라라13)

<9 L

봄>이미 L

시디

(1)에서

노에되 L ‘ 9 절’은 삶의

무상감을

너욱 절싣히게 만든디

그런애 π (2) 에서 노에히듯? 상이 있디 L 것은

기쁨이디

g

니사의

죽g

싱헤

사기 앞애 서

그랴jJ_ 이틀 싱헤 인간 존재의 무상함을

1

있 L 죽음을

확인허jJ_

끼시낀” 그런애~- (이직 내

기 시닙 상이 있디 L 것은 애 9 미시 기쁜 일이디

히시민 그 기쁨은

(3)괴 (4) 에시 보늦

언세나 외노움 시은 근섞

성음을 농반한나

??이라고는 하지만

l 속을 채우고 있는 깃은 이 5 성시인 깃이나

11

이 시는 생명이 소생하는 칩남고} 죽유을 시노 마수세우고 있나
에 따라 자연퓨싱에도 누 가지가 농기하고 있나 세 l 연에 보이는 ‘매
양의 뻗은 까지’나 흰 새’까 생명을 퓨싱한나띤， 세 3 연에 보이는 마
나 141외

까마귀 는 숙음의 퓨싱이나

삶 속에 죽읍이 있P 며

죽읍 앞에서노 삶은 애오라지 영위된다논

이러한 인사이 녕편(名篇) <금산디〉를 낳았다

찬니
진디
감진디
해i!iiLlJ川에 g 는 멸은

까신 닌 무닙 ;1에 금찬니
본이 왔너] 본빛이 왔너]
nLL_나부 같이]노 실가지에

낌빛이 왔네 낌날이 왔너J
낚산디애 1~)

i5i'i5i' IIIJ 11애노

삶과 죽읍은 무던

13)

금신디

본벚， 버느나무에 의해 표상된다 금신

0 김수왼진짐 J ， 120-121면

14) 비다가 죽읍의 표상。로 능장 5뉴 사로뉴 이외애노 〈사피 1;:[ 사럼은 죽는
것음>(11 김소원선집，~ 1 싸)I;j)이 있다

1::;)

~김소윌천 집 J ， 19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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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의 강렬한 이미지， 그것이 보여주는 생명의 약동에 비례해 무상감
은 더욱 깊어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상감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이러한 무상감 속에서， 봄은 긍정되고， 서러운 마음으로 노래
된다 이 점이 바로 소윌시의 역섣이다

Vll. 빼앗긴 국토의 표상으로서의 자연
소윌은 <인종>(忍從)이라는 시에서 “우리는 괴로우니 / 슬픈 노래
부르자"1 이라고 노래한 바 있다

이 시구에서 간취할 수 있듯， 소윌시

에는 알게 모르게 빼앗긴 조국에 대한 슬픔이라든가 깊은 상설감 같
은 것이 자리하고 있다 그 좋은 예를 다음 시의 자연 표상에서 확인

할수있다
무연한 별 우에 들어다 놓은 듯한 이 집
또는 밤새에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아지 못할 이 비
新開地에도 봄은 와서 가날픈 빗줄은
뚝가의 아슴푸러한 갯버들 어린 엄도 축이고

난별에 파릇한 누 집 파밭에도 뿌린다

뒷가시나무 밭에 깃들인 까치떼 좋아 지꺼리고
개굴가에서 오리와 닭이 마주 앉아 깃음 다듬는다
무연한 이 별 섬어서 자라는 꽃도 없고 메꽃도 없고

이 비에 장차 이름 모를 들꽃이나 필는지?
꺼f快한 바닷묻겸， 또는 표陸의 微妙한 起代도 없이

다만 되는 대로 되고 있는 대로 있는 무연한 별!
그러나 나는 내버리지 않는다 이 땅이 지금 쓸쓸타고

나는 생각한다 다시금 시원한 빗발이 얼굴음 칠 때

예서뿐 있음 앞날의， 많은 變轉의 후에
이 땅이 우리의 손에서 아름다워질 것올1 아름다워질 것음 !17)

16)
17)

~김소월전집~， 411 변.

~김소월전집~， 256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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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

는 소윌시의 정조(情調)와는 사뭇 다르다

희망과 기약과 미래가 깃

들어 있다 그에 상응하게 자연의 표상도 다르다
이 시의 서정자아가 대하고 있는 세계는 무연한 벌판， 즉 “섬어서

자라는 꽃도 없고 메꽃도 없고” “다만 되는 대로 되고 있는 대로 있는
무연한 벌”이다， 이러한 세계는 당시 이민족에게 빼앗긴 우리의 국토
산하에 대한 표상으로 원힌다， 하지만 시인은， 지금은 이처럼 쓸쓸하

고 황량한 땅이지만 장차 많은 시간이 흘러 이 땅이 우리 손에서 아름
다워지라라 기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시에서 비는 섣움이나 격절감

(隔細感)의 표상이 아니라 희망과 생명과 기대감의 표상이 되고 있다

맺음말
지금까지 일곱 국면으로 나누어 소윌시에 나타난 자연표상의 양상
과 의미를 검토해 보았다

말할 것도 없이 이들 국면은 상호 연관되

어 있다
비록 극히 소략한 것이기는 해도 이 글음 통해 소윌의 시에서 자

연이 얼마나 본절적인 중요성음 갖는가 하는 점이 어느 정도 드러나
지 않았나 생각한다， 소윌의 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가 담고

있는 자연표상음 정확히 해득(解得)할 필요가 있다
소윌시의 자연표상은 한국 전근대 시가의 자연표상과 한편으로는
연속적인 관계에 놓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연속적이다， 이 점에서
김소윌은 한국시의 전통음 적극적으로 계승하면서 동시에 그 ‘밖’으
로 나간 시인이라 평가할 수 있다

적어도 자연표상만 갖고 볼 경우

그는 전통음 부정하면서 근대로 나아간 시인이라기보다 전통음 감싸

안은 채 그것음 시대적 · 개인적으로 변용하면서 근대로 나아간 시인
이라고 할만하다

전통음 가지고 놀면서

바로 김소윌인 것이다

전통음 념어선 시인， 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