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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문 록>

본고는 해방 이 정지용의 문학세계에서 크게 네 국면을 보이며 개된 창작방법

론상의 자각과정을 살펴 으로써 정지용 시의 형식 주제상의 특질을 밝히고자 한

다.정지용의 창작방법론은 연작 산문 ｢素描｣(1933)를 통해 가톨릭 시의 본질 그

시작 을 악해가는 과정에서 발원한 것으로서,1938～1939년에 이르러서는 가톨릭

시에 한 창작방법론의 범주를 넘어 시인의 존재론 서정시 이론을 정립하는 것

으로 확 되는 양상을 보인다.정지용의 서정시 이론은 1930년 가톨릭문학론과의

을 보여주는 것일 뿐 아니라,시집  白鹿潭 (1941)으로 성취되는 정지용의 후기

시편들 내에서 시 주체의 태도로서 구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정지용 문학에 나타나는 창작방법론상의 자각과정은 ⑴ 연작 산문 ｢素描｣(1933),

⑵ 시론 ｢詩文學에 하여｣｢詩와 鑑賞-永郞과 그의 詩｣｢詩의 擁護｣｢詩와 發表｣｢

詩의 ｣｢詩와 語｣(1938～1939),그리고 재 주체의 태도를 정비하고 경험 실

속에서 시 상을 새롭게 발견해가는 과정을 다룬 ⑶ ｢天主 ｣(1940)⑷ ｢畵文行脚

｣(1940)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정지용의 창작방법론은 ① ‘상징 형상(상실+정화)

을 순수하게 재 하는 회화주의’와 ② ‘근신과 묵상에 의한 시 주체의 통찰력’,그

리고 ③ ‘경험 실을 향한 시 상의 변 확 ’로 요약될 수 있다.

먼 ,｢素描｣(1933)에는 가톨릭문학 창작방법론을 모색해가는 과정이 반 되어 있

다.모색의 결과 시인은 ‘일과(日課)’를 월하여 의미론 상승에 이르는 상징 형

상물을 순수하게 재 하는 원리를 새롭게 받아들이게 된다. 한 그는,불로써 ‘정화’

되는 ‘상실’의 단계를 통해 비상(非常)한 사랑의 단계로 ‘상승’하는 성 란시스코(St.

Francisco)의 행 으로부터 가톨릭 시의 출발 을 발견해내기도 한다.이와 같은 창

작방법론상의 자각은 가톨릭 시 ｢臨終｣｢恩惠｣(1933)｢다른 한울｣｢ 하나 다른 太

陽｣(1934)에 이르러,바라는 세계와의 사이에 놓인 곡 머에서 감각을 제어하거나

가톨릭 성인의 모범을 본받으려는 시 주체의 모습으로 구 된다.자기 혼 정화에

한 시 주체의 의지는 같은 시기 시인에 의해 번역되고 있었던 가톨릭 성 지도

서  그리스도를 본받음 의 강론 내용 가운데 ‘감각의 부정’ ‘표양에의 합치’라는

항목과도 한 련성을 보인다.

시인 자신에 의해 가톨릭문학의 출발 으로 제기되었던바 ‘상실+정화’를 통한 의미

론 ‘상승’이라는 구도는 가톨릭 시 창작이 단된 1935년 이후로도 시인의 존재론

이라는 형태로 지속되는 모습을 보인다.정지용은 시인의 생애사 비극이 ‘감각의

제어’ ‘시 감과의 일치’라는 단계를 거쳐 상승의 순간으로 어드는 역 의 구

도로부터 서정시의 본질을 묘 해낸다.이를 토 로 정립한 시론 ｢詩의 擁護｣｢詩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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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表｣｢詩의 ｣｢詩와 語｣(1939)에서 정지용은 서정시의 의미론 상승을 해

시인이 거쳐야만 하는 ‘정화’의 단계로서 ‘근신’과 ‘묵상’의 창작태도를 제시한다.이

듯 작가와 작품 간의 불가분리성을 주효하게 내세웠던 에서 정지용의 시론은 1930

년 이동구의 가톨릭문학론과 맥되는 지 을 보여주지만,‘묵상’의 주제로서 인간

정신의 측면을 극 으로 받아들인 에서는 결정 인 차이를 보여주기도 한다.

‘근신’과 ‘묵상’의 태도는 시집  白鹿潭 (1941)에 이르러 감각 ·언어 근신의 형태

로 구 된다.｢耳目口鼻｣(1937)｢슬 偶像｣(1938)에는 상의 정수(精髓)를 받아들이

기에 앞서 감각을 제어하고 언어에 정을 기하려는 노력의 과정이 형상화되어 있다.

,｢長壽山 1·2｣(1939)｢白鹿潭｣(1939)의 시 주체는 온산 만물의 자기희생 인

형상들로부터 정화된 세계를 통찰해내고,그러한 형상들에 동참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다.｢天主 ｣(1940)은 이 무렵의 시인이 종래의 ‘회화주의’의 방법 하나만으로는 성당

에 한 쓰기가 성립할 수 없음을 자각한 결과 보이지 않는 상을 사모할 수 있

는 신도로서의 태도를 스스로에게 요구하게 되는 지 을 보여 다.

서사 서정시 ｢호랑나븨｣(1941)는 경험 실 속의 인물을 그 본래의 특성을 유지시

킨 채로 반 한 것인 에서 주목을 요한다.시 주체는 실 인 차원을 실

인 차원과 병치시키고 ‘석간신문’으로 상징되는 세계에 잘못 놓인 인물들에 하여

실 인 국면을 새롭게 열어 으로써 그들을 알맞은 장소로 옮아가도록 한다.이

처럼 ｢호랑나븨｣는 ‘상실+정화⇒상승’이라는 시 구도가 경험 실 속에서 구 되는

지 을 보여 다.기행 연작 산문 ｢畵文行脚｣(1940)은 시인이 기행 에 시 상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재 주체의 태도를 재정비한 결과로서 ｢호랑나븨｣를 창작하게

되었음을 알게 한다.이 기행을 통해 정지용은 잘못 놓여 희미해져버린 형상들을 발

견하게 되었으며,그 속에 여 히 도사린 생명력을 실 인 방식으로 재 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이 듯 가톨릭문학을 창작하기 한 목 에서 시작된 창작방법론상의 자각은,서정

시로의 정신 상승을 한 ‘근신’과 ‘묵상’의 창작태도를 정립하는 과정을 지나,온산

만물의 자기희생 형상으로부터 정화된 세계를 통찰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

이었고,마침내는 경험 실로부터 발견한 희생 형상들에 하여 실 정화의

요소를 부여함으로써 그것 안에 내재된 생명력을 재 해내는 원리로 상하기에 이

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어 :가톨릭문학 창작방법론,회화주의,‘상실+정화⇒상승’,1930년 가톨릭문학

론,감각 ·언어 근신,‘정신 인 것’의 묵상

학 번 :2009-2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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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1.1.연구사 검토와 문제제기

시의 방법론 자각을 통한 ‘감상 낭만주의’의 극복 문제는 1930년 시운동에

부여된 공통의 과제 다.1)박용철은 민족어·순수·언어의 음악성 추구를 표방하는

‘시문학’에 합한 동인으로 정지용을 지목하 으며,2)김기림은 시 언어에 주의하

여 공간성 고 정신을 시에 도입한 정지용에게서 새로운 시의 가능성을 발견

하 다.3)한편,임화가 서정시론과 모더니즘에 하여 사상 없는 시라는 비 을 가

하 을 때,4)그 양측으로부터 상찬되고 같은 이유에서 그들로부터 자유로웠던 시인

정지용은 임화가 가한 비 의 표 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5)

임화의 비 은 정지용이 “오랜 침묵을 깨트리고”6)가톨릭 부흥 운동7)속에서 수

편의 시를 발표한 일을 계기로 더욱 가열하게 개되었다.임화는 정지용이 가톨릭

체험 이후 지상에 애착을 갖지 못한 채 퇴보하 다고 평가하 다.8)정지용의 가톨

1)김기림,｢1933년 시단의 회고와 망｣,《조선일보》,1933.12.7～12.13.

임화,｢33년을 통하여 본 조선의 시문학｣,《조선 앙일보》,1934.1.1～1.12.

2)박용철, 박용철 집 2,깊은샘,2004,372면.

3)김기림,앞의 , 김기림 집 문학론 ,심설당,1988,59-60면을 재참조.

4)｢담천하의 시단일년｣(《신동아》,1935.12)에서 임화는 정지용을 시하여 김기림,김 랑,신

석정 등을 ‘기교 ’로 규정하고 이들의 작품이 “시의 내용과 사상을 방기”하고 있음을 비 하

다.

5)송상일,｢어둠 속의 시와 종교―정지용의 허상｣,《 문학》,1978.12,320면 참조.

6)김기림,｢수필․불안․｢가톨리시즘｣｣,《신동아》,1933.9, 김기림 집 문학론 ,심설당,1988

을 재인용.

7)가톨릭 부흥 운동이란 교회 당국의 임과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평신도의 조직 활동을 말한

다.1930년 에 들어서면서 조선천주교회는 일제의 종교 교육 분리 정책에 맞서 문서 교를 강

조하고,한국 천주교 수용 1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 다. 한,교황 비오 11세에 의해 가톨

릭 운동 칙어가 선포됨에 따라 부터 외방 도의 바탕이 있어왔던 평양교구를 심으로 가톨

릭 운동이 확 되기 시작하 다.교황은 가톨릭운동에 있어서 출 문화의 요성을 강조하

고,이에 선(全鮮)주교회의는 각 교구에 출 부 원을 하기에 이르 다.천주교회의 가

톨릭 운동은 세속 활동에 한 참여를 부정 으로 여기던 이 의 성속이원론에서 탈피하여 문

화 운동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었고,이 과정에서 평신도 운동과 사실상 동의어 던 청년 운

동이 가톨릭 운동의 요한 주체로 부각되기에 이르 다(식민지시기 가톨릭 문화 운동에 해

서는 강인철, 한국천주교의 역사사회학 ,한신 학교출 부,2007,272면.;김수태,｢1930년

평양교구의 가톨릭 운동｣,《교회사연구》19,2002,209면.;양기섭,｢비오십일세와 출 물｣,

《가톨릭靑年》,1936.10.;천주교평양교구사편찬 원회, 천주교평양교구사 ,분도출 사,

1981,117면.;한국가톨릭 사 편찬 원회, 한국 가톨릭 사  1,한국교회사연구소,1995,

181면 참조.

8)임화,｢33년을 통하여 본 조선의 시문학｣,《조선 앙일보》,1934.1.1～1.12,임화,신두

원·하정일 편, 평론 ,소명출 ,2009,343-344면을 재참조.;임화,｢가톨릭 문학 비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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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 시를 시의 퇴보로 규정하는 임화의 입장은 가톨릭 문학과 함께 재개된 정지용의

작품 활동을 정하 던 김기림의 견해에 하나의 립각을 보이면서,가톨릭에 한

견해를 임화 스스로 수정하게 되는 1939년까지 지속되었다.9)임화와 김기림의 견해

는 가톨릭의 사상 측면을 지나치게 문제 삼아 그것을 정지용 작품에 한 평가

기 으로 무리하게 용시키거나 가톨릭 문학과 정지용 작품의 연 성에 한 해명

을 지속하지는 않음으로써 극단 인 비 과 옹호라는 상반된 입장으로 귀결되었다.

정지용 가톨릭 시의 면모를 가톨릭 문화의 부흥 운동과 동일한 층 에서 설명해

보려던 문학사 평가는 에 완결되지 못한 채로 잠재되어 있다가 1970년 이후

다시 화됨으로써 결론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보 다.10)《가톨닉청년》지에 게재된

작품들을 심으로 김윤식은 시인에게 종교란 체험이 아닌 하나의 스타일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보았다.11)이러한 의 연장선상에서,“1930년 한국문학에서 가톨리

시즘의 의미는 그 성공에 있지 아니하고 실패에 있다”는 발언을 통해 짐작해볼 수

일보》,1933.8.11～8.18,같은 책,277면을 재참조.

9)가톨리시즘에 립하던 임화의 입장은 1939년에 이르러 스칼 인 것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

여 다.1939년 임화는 ｢｢카토리시즘｣과 정신｣이라는 에서 ‘신을 잃은 인간의 비애’라는

스칼의 표 을 원용하면서 근 문화에 한 가톨릭 부흥 운동의 반성 성격을 부각시킨다.

임화에게 가톨리시즘이 “반성”되는 상은 더 이상 “그다지 곤란한 일이 아”닐뿐 아니라 “역사

사고의 당연한 순서”로 받아들여지게 된다.해당 에서 임화는 근 이 의 인간은 자신의

모든 힘을 “상징하여”어떤 존재 안에 기투시킴으로써 자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월 원리를 상상할 수 있었고,이로부터 신-인간으로 이어지는 질서 연결 계를 가질

수 있었다는 을 지 한다.따라서 오늘날 새삼 가톨릭 부흥 운동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는

“신으로부터 인간을 분리”하는 것으로부터 출범한 “근 문화”내지 “인간 심문화”에 한 “일

반성”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임화,｢｢카토리시즘｣과 정신｣,《조선일보》,

1939.5.2～5.4,임화,신두원·하정일 편, 문학의 논리 ,소명출 ,2009,593-597면을 재참조).

10)이로써 가톨릭 문학을 둘러싼 논쟁 측면이 문학사·교회사의 맥락 속에 복원되기 시작하 으

며,단평 차원에 머물러 있던 정지용 가톨릭 시에 한 평가 한 본격화되기 시작하 다.

표 인 연구로 김윤식,｢모더니즘의 한계-장서언·편석 ·정지용론｣,《 시학》,1970.3.;｢

가톨리시즘과 미의식｣, 한국근 문학사상사 ,일지사,1973.;｢한국근 문학사에서 본 가톨릭

문학―｢가톨닉청년｣지를 심으로｣, 사목 ,1974.;｢최도마 신부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 작

은생각의 집짓기 ,나남,1985.;강희근, 한국 가톨릭시 연구 , 지각,1989을 들 수 있다.

11)이러한 결론은 원죄의 승인이 없는 곳에 진정한 혼의 구제란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와,

가톨릭 체험을 지나면서 완성된  백록담 (문장사,1941.9)을 논외로 함을 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지용은 가톨릭 성인의 희생 행 으로부터 포에지의 본질을 체감하려고 하 으며,

1940년에 이르는 동안 여러 편의 시론을 개진함으로써 시의 당 인 모습을 구상해나갔던 자

각 시인이었다.정지용이 가톨릭 시학의 출발로 삼은 가톨릭 성인의 행 이란 구체 으로 성

란시스코의 오상(五傷)체험을 가리킨다(｢소묘5(람 )｣,《가톨닉청년》,1933.9).성 란시

스코의 오상에 한 정지용의 신심은 1937년 ‘재속(在俗)란치스칸’에 입회하는 사건으로 이어

지기도 한다(한국 재속 란치스칸 기 회원들의 착복식 허원식에 해서는 오세택,｢시

의 등불이 된 재속 란치스칸들｣,《평화신문》,2011.4.17참조.;한국 재속 란치스코회의

역사에 해서는 김창재, 란치스칸 안에서 재속 란치스코회 역사 ,재속 란치스코 한국

국가형제회,2011,332-380면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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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듯이 가톨릭문학론과 정지용의 가톨릭 시에 한 논의는 주로 실패의 측면에서

이루어져왔다.송상일은 시 고뇌에 동정하지 못한 정지용의 모더니즘 시가 가톨

릭 자체 내의 폐쇄성과 만남으로써 서로의 한계를 심화시키는 모습으로 개되었다

고 보았다.12)

한편,강희근은 가톨릭과 시의 본질이 조화롭게 만날 때 가톨릭 시가 성립한다고

보았으며 이를 근거로 가톨릭 시의 장르 성격에 한 고찰을 시도하 다.13)가톨

릭 문학의 성립 가능성을 정하며 진척된 강희근의 논의는 교회사 자료 내에서 가

톨릭 시를 분류하고 그것의 형태 ·주제 특질을 시기에 따라 분석하 다는 과,

가톨릭 시의 기 을 시의 그것과 동일한 지 으로 끌어올림과 함께 비 문 문

인들의 작품을 아우르며 가톨릭 시의 사 연구를 시도하 다는 에서 의의가 깊

은 것으로 보인다.

정지용의 가톨릭 시에 한 이상의 문학사 연구와 더불어 분석 비평 연구

한 활발히 이루어져왔다.이양하와 김환태는  정지용시집 (시문학사,1935.10)에 실

린 가톨릭 시를 기 시와의 련 속에서 고찰하 다.먼 이양하는 정지용의 가톨

릭 시에 나타나는 “믿음의 진지함”을 결코 의심할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을 밝히고

있다.14)지 까지 정지용 가톨릭 시에 하여 제기된 비 평가들이 체로 “믿음

의 진지함”자체를 수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온 을 생각해볼 때,의심을

모르는 이양하의 태도는 이후의 논자들의 그것과 뚜렷한 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

12)송상일은 1930년 가톨릭문학론의 이론 개에 하여,첫째 가톨릭문학의 개념이 불분명

하게 정의되어 있다는 ,둘째 감정의 제와 상통하는 문학 원리로서 ‘질서’가 제시되었으

나 그것이 어둠에 한 빛의 투쟁이라는 신학 의미 내에서 고찰되지는 못하 다는 을 한

계로 지 하고,가톨릭의 종말론 확신 사상이 폐쇄 선민의식을 극복하고 역사의식으로 확

장될 수 있었더라면 롤 타리아 문학론에 한 안 의미를 지니면서 만해와 같은 시인을

보여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송상일의 논의는 가톨릭문학론의 불발된 가능성에

해 돌이켜보는 논의로는 유일한 것이어서 새롭게 주목해볼 수 있다(송상일,앞의 참조).

13)1)가톨릭교의 신앙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시(그 에서도 종을 이루는 것은 성체성사,고

백성사의 구체 생활 경험,성모신심이다),2) 통 가락을 벗어난 시 는 시조가 그것이

다(강희근,앞의 책,4면 참조).

14)이양하는 정지용의 ｢조약돌｣｢귀로｣｢시계를 죽임｣에 나타나는 “외롭고 기쁨 없는 우수의 세

계”가 어 하여 ｢다른 한울｣｢ 하나 다른 태양｣의 “평화롭고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해 깊이 생각해볼 만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이양하의 평

문은 이처럼 정지용 가톨릭 시에 한 근의 필요성을 일 부터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근

태도 혹은 방식 면에 있어서도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이양하는 정지용의 태도에 해 비 하

는 것은 비 하는 그 사람의 자유이지만 “믿음의 진지함을 우리는 의심할 수 없”다는 을 분

명히 하고 있다.이러한 발언은 가톨릭 시란 결국 신념의 문제이며 그 신념을 있는 그 로 받

아들이는 것에서부터 가톨릭 시에 한 이해도 가능해질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이양하,｢바라든 지용시집｣,《조선일보》,1935.12.7～12.10,김학동, 정지용

연구 ,민음사,1987부록을 재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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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김환태는 정지용의 시세계가 “거룩한 체념의 노래”인 가톨릭 시에 귀착한

일을 가리켜 그것은 시인이 이 부터 “정 과 질서의 세계에 한 향수”를 가졌기

때문이었다 말함으로써 정지용에게 가톨릭 시 창작이 본능 인 수순에 따른 것임을

암시하 다.15)

송욱과 김우창은 각각 정지용의 기 시에 나타나는 사물에 한 표면 인식을

“한계”내지 “생에 한 충실성”인 것으로 바라보았다.16)송욱이 정지용 기 시의

감각성을 결국 모더니즘의 자기 부정으로 귀결된 것으로 이해하 다면,김우창은 그

러한 감각성이  백록담 에 이르러 ‘무욕의 철학’으로 성취되었다고 보았다.그럼에도

이들의 견해는 가톨릭 시에 한 한 형식상의 실패를 지 하는 것으로 나란히 일치

를 보이고 있다.송욱은  정지용시집 의 제4부에 실린 가톨릭 시를 가리켜 훌륭한

주제를 갖추었으나 그것을 담는 그릇으로서 선택된 이미지즘은 부 한 것이었다

고 평가하 다.17)김우창은 기독교 수난과 월의 형식을 시의 표면에 두드러지게

나타낸 을 정지용 가톨릭 시의 한계로 지 하 다.

한편,김 오·노혜경·이승훈은 기 시와 변별되는 가톨릭 시의 원리를 구체 으

로 해명함으로써 기 시와 가톨릭 시 사이의 연속성 내지 변화의 양상 자체를 기

술하는 데 주력하 다.김 오는 정지용 시의 화자 문제를 제기하면서,경험 자아

를 배제하는 신앙 자아의 모습으로부터 정지용 가톨릭 시의 특질을 악하 다.18)

15) 김환태는 가톨릭에의 귀착이 정지용에게 필연의 수순이었음을 리하게 통찰하고 있다.그는

신앙의 문은 하나이되 그 문으로 인도하는 길은 여럿이라 할 수 있으며 “가톨릭 시인”정지용

은 “허무감이나 참회의 길”을 통해서가 아니라 “비애와 허무의 길”을 통해 “어린애가 어머니

품안에 찾아들듯이”“거의 본능 으로 [……]다시 없이 큰 빛”을 좇게 됨에 따라 신앙의 노래

를 짓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그 결과 비애는 다른 비애를 신부로 맞는 “거룩한 체념의 노

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김환태,｢정지용론｣,《삼천리문학》,1938.4.1,김환태,권 민

편, 김환태 집 ,김환태문학제 원회․문학사상,2009,129·133면을 재인용).

16)송욱,｢정지용 즉 모더니즘의 자기부정｣, 시학평  ,일조각,1963,196면.;김우창,｢한국시와

형이상｣, 궁핍한 시 의 시인 ,민음사,1977,53면.

17)송욱은 정지용이 신자가 된 것은 시각 인상과 이에 어울리는 감각 언어만으로는 “표 할

수 없는”것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그러나 송욱은 이 듯 “깊이가 있고 훌륭

한 주제”가 음악성 아닌 “짧은 산문의 모임”으로 다루어졌다는 을 한계로 지 하며,이러한

까닭에 결국 정지용은 “'불사조와 같은 인간존재의 어쩔 수 없는 비애'라는 [……]실재 일 수

있는 주제”를 한 “새로운 언어형식을 창조하지는 못하 ”던 것이라고 말한다.송욱은 정지용

작품에 있어서 “어떤 ‘생각’”이라는 것을 지니고 있는 것은 오로지  정지용시집 제4부 수록작

｢불사조｣외 9편의 작품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정지용 가톨릭 시편에 한 이와 같은 범주

획정 이후 오랫동안 정지용의 가톨릭 시에 한 논의는 이들 9편의 작품에 머물러 있었다(송

욱,앞의 참조).

18)김 오는 정지용 가톨릭 시의 화자를 시인의 고 주의 인간 이 신앙 자아의 모습으로

상한 결과로 악한다.정지용의 가톨릭 시는 이러한 신앙 자아와 세속 자아 사이의 갈등

보다 양자간 엄격한 분리만을 강조한 까닭에 가톨릭 시로서는 미성숙한 단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한다(김 오,｢사물시의 화자와 신앙시의 자아｣, 가면의 해석학 ,이우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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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혜경은 시인의 ‘입교(入敎)’라는 기 사항에 입각하여 자아와 세계의 동일성 확

보 의지라는 작품의 내 인 논리로써 입교 이 과 이후의 작품 특성을 면 히 고찰

하여 정지용에게 입교란 막연한 심리 이유에서가 아닌 ‘자아와 세계의 교섭 실패’

라는 맥락 속에서 형성된 것임을 밝 냈다.19)이승훈은  정지용시집 의 수록 작품을

상으로 이미지와 상상력의 구조가 변모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20)주로  정지용시

집 을 상으로 진행된 이상의 연구는 해당 시기의 미 원리를 각각 시 주체의

태도 이미지 구조라는 분석틀로 면 히 고찰하 으나 후기문학21)과의 련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나아가지는 않아 아쉬움을 남긴다.22)

1988년 납·월북 작가들에 한 해 조치를 계기로 정지용 시세계의 모에 한

해명이 시도되기까지 정지용 연구의 은 주로 기 시의 기법 차원에 머물러 있

었다.23)시 기법과 정신을 아우르는 개념으로서 ‘산수시’를 정지용 후기 시에 용

하고 동양 세계 의 측면에서 후기 시의 정신성을 바라보려는 은,24) 기 시

의 방법에 의거하여 정지용을 주지주의 계열 시인의 하나로 규정짓던 의

을 극복하고 연구 상을 확장시켰다는 에서 의의를 갖지만,비교 이른 시기부터

나타난 방법론상의 자각과정 작품상의 내 필연성에 따른 시세계의 흐름을 충

분히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는 에서 아쉬움을 남긴다.25)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1985).그밖에 양왕용은 정지용의 가톨릭 시가 “개인의 구원이라는 문제에 천착”하고,“하느님

이나 성모 마리아와 화자를 철처하게 분리하는 이원 신앙”에 기반하여 있는 것이라고 악

하 다(양왕용, 정지용시연구 ,삼지원,1988,216면 참조).

19)노혜경,｢정지용의 세계 연구:가톨릭 세계 의 형성과정을 심으로｣,부산 학교 석사학

논문,1985.

20)그에 따르면,사물의 일상 재 에 머무르던 기 시의 이미지 구조는 가톨릭 시에 이르러

사물로써 념을 묘사하는 구조를 보이며,이러한 과정에서 불과 물에 한 지향은 신의 사랑

을 표상하는 불로 집 되어 간다고 할 수 있다(이승훈,｢람 의 시학- 정지용시집 의 세계｣,

김학동 외, 한국문학의 새로운 해석-정지용 ,서강 학교출 부,1995).

21)김용직은 통시 에서 정지용 문학을 세 단계로 나 고,《문장》지 선고 원으로 추 된

1939년부터를 정지용 문학의 제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그런가 하면 최동호는 ｢ 하나 다른

태양｣(1934)이후부터를 와 구별되는 ‘산수시’의 세계로 설정하고 있다. 한,신범순은 ‘감

각주의’에서 ‘기억’으로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후기 문학을 사유하면서,시 ｢유선애상｣(《시와

소설》,1936.3)이 그러한 이행의 경계에서 “감각주의의 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다(김용직,｢정지용론-순수와 기법｣, 시 해석·비  ,시와시학사,1991,89면.;최동호,｢산

수시의 세계와 은일의 정신｣, 하나의 도에 이르는 시학 ,고려 출 부,2000,128면.;신범순,

｢정지용의 시와 기행산문에 한 연구- 통의 나무와 德 혹은 존재의 平靜을 향한 여행-｣,

《한국 문학연구9》,한국 문학회,2001,184면 참조).

22)노혜경은 정지용 가톨릭 시에 한 연구가  정지용시집 수록작만을 심으로 이루어져 왔음

을 지 하면서 후기  백록담 과의 연속성 문제를 하나의 미결된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노혜경,

앞의 ,‘앞으로의 망’참조).

23)김시태,｢ 상미학의 추구｣, 시의 통 ,성문각,1981,186-193면 참조.

24)최동호,｢정지용의 ｢백록담｣과 ｢장수산｣｣, 정지용의 시와 산문 ,깊은샘,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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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시는 일시 인 상이었다거나 방법론 퇴행을 보인다는 이유로 다른 시기

시편들에 비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26)더욱이 1937～1940년에 창작된

이른바 ‘산수시’가 시체제에 돌입한 일제의 폭력 인 억압에 한 극복의 의미로

서 창작된 것이라고 바라보는 방식은,작품에 함의된 시 의의를 사유하려는 그

논의의 극성과는 별개로,이른바 ‘회화주의의 단념’을 드러내 보이는 시 ｢슬 偶

像｣(《조 》,1938.3)｢天主 ｣(《태양》,1940.1),그리고 1940년도 기행산문 ｢畵

文行脚1-13｣의 의미에 해서는 사유하지 않은 것이라는 에서 납득하기 어렵다.27)

이미지즘을 질 으로 능가하는 독자 개성을 찾으려는 극 인 시도 자체로 인

해28)오히려 작품세계의 변모를 추동한 작품의 내인 측면은 가려지는 것처럼 보

이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보듯 선행연구에서 정지용 가톨릭 시는 그 밖의 작품들 에 한

연속성 속에서 고찰되고 있지 않다. 한,신앙 자아를 면에 내세우는 가톨릭

시가 1935년 이후로 지속되지 않았다는 사실은,종교 념을 감당할 만한 방법론

자각 형식 쇄신이 뒤따르지 않은 데 한 당연한 결과로 간주되었으며,이

에 따라 가톨릭 시 창작의 문제와 후기 문학의 련성에 한 논의는 사실상 닫

있을 수밖에 없었다.29)

25)가령,최동호는 정지용이 “일제에 의한 외 압력”의 극복 “신앙시 이후의 자기 극”을

한 새로운 시 모색 차원에서 산수시로 나아갔다고 바라보며,왕유의 ｢남 연우｣와 진화의 ｢

춘만산사｣를 인용하여 동양 통과 맥되어 있는 정지용 시의 산수시 특성을 해명하고

있다(최동호,｢산수시의 세계와 은일의 정신｣, 하나의 도에 이르는 시학 ,고려 학교출 부,

2000,158-162면 참조).

26)특정 시기의 작품 해석에 치 된 근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 정지용 시 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이론 분석틀을 제시하고 시세계의 연속성을 해명하려는 연구에 있어서도 사정은 마찬

가지이다.이러한 연구는 시기를 통 하는 미학 원리를 분석틀로 삼고 논의의 을 각

시기에 고르게 둠으로써 의 이분법 시각을 극복하려 하 으나, 기 시 혹은 후기 시에

서의 지배 인 원리를 시기에 한 분석의 기 으로 삼음으로써 가톨릭 시가 갖는 고유한

원리와 의미에 해서는 충분히 해명하고 있지 않다.이에 따라 기 시와 후기 시의 단 을

극복하고 두 세계를 통합하려는 연속성의 측면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도 가톨릭 시는 기 시

나 후기 시로부터 일방 인 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거나 체 인 연속성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로 그 의미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27)신범순은 흔히 정지용의 후기 문학을 노장 정신세계 은일의 정신으로 일 하려는 연구

경향에 하여,“산 속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도가 인 경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

하며,정지용의 국토 기행산문에 나타난 시 생명력으로서 동백나무의 문제로부터 기 감각

주의와 변별되는 후기 시의 특성을 밝 내고 있다(신범순,｢정지용의 시와 기행산문에 한 연

구- 통의 나무와 德 혹은 존재의 平靜을 향한 여행-｣,《한국 문학연구9》,한국 문학

회,2001참조).

28)최동호,앞의 ,143면 참조.

29)이는 송욱 이래로 정지용 가톨릭 시의 의미를 고찰함에 있어  정지용시집 의 제1부와 제4부,

혹은 1933년에서 1935년 사이에 창작된 작품들만을 연구 상으로 삼아온 것과도 련이 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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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용의 후기 문학을 기 문학과의 연속성 속에서 검토하기 해서는 가톨릭

창작방법론으로부터 지속되거나 단념되는 특성들을 구체 으로 사유할 수 있어야

한다.정지용에게 가톨릭 창작방법론은 가톨릭 술의 본질에 한 자각 체험이

반 된 산문 ｢素描｣를 지나 시론(1938～1939)에 이르러서는 시인의 근신으로부터 표

단계에 이르는 하나의 서사를 지닐 만한 것이었으며 그 다고 할 때 그러한 방

법 가운데 지속되는 것과 단념되는 것 간의 역학 구도를 고려함으로 정지용 후기

문학에 한 연구는 더욱 생산 인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정지용 가톨릭 시 해석의 기 에 문제를 제기한다.정지

용 가톨릭 시를 해명하는 일은 가톨릭이 아닌 정지용에게서 시작될 때,‘정지용다운

것’혹은 ‘종교시’의 요건에 미달하는 것이라고 보는 으로부터 벗어나,시 변

모를 가져온 시인의 내면 인 요구의 문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30)노혜

경을 비롯하여 최근 개되고 있는 유성호31),최승호32), 동철33)의 논의에서 살펴

볼 수 있는 기본 인 문제의식은 ‘이념’으로서의 가톨릭의 문학 용 여하가 아닌

시인이 지녔던 ‘신념’의 문제 자체를 시 해석의 기 으로 삼는 것이라는 에서 본

고의 문제의식과 맥된다.

정지용 기 시의 화자는 시 상과의 사이에 놓인 심연을 확인하게 되는바,심

연에 한 이러한 기 시의 인식이 산문 ｢素描｣(1933)에 이르러서는 심연의

확인,곧 가톨릭 시학의 본질을 자각하는 것으로 귀착된다.특히,｢素描｣는 시인으로

보인다.

30)시 해석의 기 문제와 련하여 김유 의 문제의식을 참조할 수 있다.모더니즘 문학으로 평

가되는 작가들의 사상 깊이에 한 연구의 필요성을 꾸 히 제기해온 김유 은 정지용 시의

변화 과정을 시인의 의식 내부에서 치 하게 고안된 결과로 보기 어렵더라도 그러한 변화의

지 과 계기를 작품 속에서 찾아낼 수 있다고 보았다(김유 ,｢정지용 시 정신의 본질｣, 한국

모더니즘 문학과 그 주변 ,푸른사상사,2006,77-78면 참조).

31) 유성호,｢정지용의 종교시편에 한 연구｣, 문학의연구 14,한국문학연구학회,2000.유성

호는 서정시에서 자아와 세계 간의 교섭 방식인 ‘동화’와 ‘투사’의 원리를 심으로 정지용 가

톨릭 시의 자아가 세계와의 합일을 이루는 방법으로 ‘투사’의 방식을 택하 다고 바라보았다.

32)최승호,｢정지용 자연시의 은유 상상력｣, 한국시학연구 1,한국시학회,1998.최승호는 정지

용의 정신주의 미학의 근 에 가톨릭 사상이 놓여 있다고 보며,특히 그의 시 언어 이 가톨

릭 사상에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 다.

33) 동철,｢정지용 시론의 수사학 연구｣, 한국시학연구 4,한국시학회,2001.;｢정지용 후기

자연시에 나타난 기독교 자연 ｣, 한민족어문학 51,한민족어문학회,2007. 동철은 정지용

후기시에 나타나는 자연을 결핍된 모습의 자연이라고 보며,이러한 자연 이 기독교 인 세계

과 맥되어 있다고 바라보았다. 한,같은 시기에 발표한 시론에서 자연이나 고 보다 기

독교 인 덕목을 우 에 놓을 만큼 기독교 세계 이 정지용에게서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정지용은 이러한 세계 에 기반하여 후기 자연시에서 자연을 자아와 단 되고

분리된 존재로 형상화하기도 하고,고통스러운 자아의 실이나 시름을 더욱 강화하는 결핍의

존재로 그리기도 하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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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로서의 진리란 간극을 두고 엄습해오는 것이기에 직 감각되거나 발설

될 수 있지 않으며 다만 그것을 암시하는 가설로서의 상징물을 통해 우회 인 방식

으로써만 체험될 수 있는 것임을 자각 하는 문제 작품이다.이는 결국 정지용의

가톨릭 시 창작이란 가톨릭으로의 개종이라는 기 사실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부

수 인 상이기보다 스스로의 방법론 자각을 통해 획득된 하나의 의식 인 사건

임을 의미한다.따라서 정지용이 자각해가는 창작방법론을 근거로 정지용의 가톨릭

시에 근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해볼 수 있다.

1933년 무렵 가톨릭 문학의 본질을 일차 으로 자각한 정지용은 일련의 가톨릭

시 창작 ‘완덕(完德)’의 행체험34)을 거쳐 1938～1939년 다섯 편의 시론을 정립

하게 된다.근신(謹愼)으로부터 육화 표 에 이르는 서정시의 창작과정을 제시하

면서 그가 강조한 것은,내 감각의 정련 시성(詩性)과의 교차라는 ‘완덕(完德)’

의 이율배반 인 운동성 시 원천에 체감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이러한 사실은

‘산수시’로 운 되는 정지용의 후기 문학이 실상은 상의 재 과 련된 가톨릭 창

작방법의 고민의 선상에서 시도된 작품의 일환일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한,같은

시기 선천·의주·평양·오룡배[울룽페]등지를 기행하며 마주친 “압센트(absent-인용

자)된거 가티”놓여있거나 “한개 반작반작하는 별”로 놓여있고, “패랭이 꽃처럼

가늘고 쓸쓸”하게 놓여있는 인간에 한 시인의 각별한 사념은 1941년 일련의 서사

서정시로 문맥화되며 경험 실을 넘어서는 상승의 논리로 구 된다.높고 아름다

운 상에 한 사무침의 감정은 1940년을 기 으로 경험 실의 희생 형상에

한 사념으로 환되는 모습을 보인다.본고는 1933년 가톨릭문학 창작방법론의 형태

로 처음 제기된 정지용 창작방법론의 지속 단념의 구체 인 맥락을 검토하고,이

러한 바탕 에 ｢호랑나븨｣(1941)의 창작 원천을 살펴보고자 한다.

34)정지용은 세례명 방제각으로  그리스도를본바듬 가운데 “령 (靈的)생활에 한 유익한 일

움”편을 7회에 걸쳐 번역·게재한바 있다(《가톨닉청년》,1933.6-12).정지용에 의해 번역된

토마스 아 피스의 서가 신도들에게 완덕을 권면하는 지도서 다는 은,역자 정지용이

이 듯 완덕에 한 지도서로써 하는 완덕의 지침들에 해 연 무 할 수만은 없었으리라

는 추측을 가져볼 수 있게 한다.이와 같은 외 정황들을 떠나 볼 때에도  그리스도를본바듬 

을 시한 완덕에 한 일련의 술들(성 란시스코 아씨시오의 순교 행 성녀 소화 데

사 자서 )은 정지용에 해 보다 직핍한 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그것은 정지용의 번역

으로 미루어 볼 때  그리스도를본바듬 은 지용에게 원문 원 자에 한 통 의 느낌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散文 (1949)에서 자신이 휘트먼 시를 번역하게 된 동기가 원

자의 “시 심경을”“자신과의 상 계로 이해하기 ”한 목 에 있다고 밝히는 목,｢ 

리夫人 의 書評｣(《서울신문》,1949.2.23)에서 “譯文(역문)이야말로 [……]自意(자의)를 斷不

容恕(단불용서)하는 것이오 譯 (역자)는 譯文(역문)인 도 忘却想態(망각상태)에서 恍惚(황홀)

心醉(심취)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히는 목 들은  그리스도를본바듬 을 번역하는 정지용의 태

도가 원문 혹은 원 자에 압복되는 종류의 것이었음을 알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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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35)정지용 가톨릭 시를 가톨릭 술의 자각 기

시로부터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그간 제한된 편수의 작품들 심으로

‘외’와 ‘타설’36)정도로 여겨진 그의 가톨릭 시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 연구의 시각

정지용은 크게 네 차례에 걸쳐 자신의 창작방법론에 한 을 남긴바 있다.그

구체 인 연도 작품명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⑴ 1933년:연작 산문 ｢素描｣⑵

1938～1939년: 담 시론 ｢시문학에 하야｣｢시와 감상｣｢시의 옹호｣｢시와 발표｣｢

시의 의｣｢시와 언어｣⑶ 1940년:시 ｢천주당｣⑷ 1940년:기행산문 ｢畵文行脚｣이

그것이다.37)이 가운데 ⑵ 시론을 제외한 나머지 작품들은 이론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아 창작방법론으로 간주되기 어려운 이 없지 않다.가령,정지용의 창작방법론

을 시 해석의 보조 자료로 삼는 선행연구에 있어서 주목의 상이 되는 것은 ⑵ 시

론에 그친다.그뿐 아니라,시론을 제외한 나머지 작품들은 정지용 연구사에서도 상

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 것들이다.그럼에도 ⑴～⑷를 창작방법론의 자각과정으

로 폭넓게 받아들여 주목해볼 수 있는 것은,정지용의 시세계가 변모되는 결 마

다 이와 같은 일련의 작품들이 자 인 고백의 형태를 띠면서 일종의 포석처럼 놓

여 있다는 때문이다.

⑴～⑷ 가운데 ‘그리스도교 술’‘그리스도교 포에지’라는 구체 표지로써 가

35)아울러 정지용의 작품을 통시 인 에서 악하기 한 목 에서 정지용의 문학세계를 세

단계로 나 어 살펴보고자 한다.기본 으로 김용직,｢정지용론-순수와 기법｣( 시 해석·비

 ,시와시학사,1991,66면)에 제시된 것을 참고로 하되,1)오 (五官)으로부터의 이탈 시

상과의 심연에 따른 역설 합일의 시기,2)가톨릭 ‘완덕(完德)’과 구조 상동을

띠며 이론 개를 보이는 가톨릭 문학 창작 방법의 시기,3)‘상실+정화⇒상승’의 가톨릭

희생의 형식 원리를 경험 실 속에 용 되는 시기로 나 어 살펴보고자 한다.

36)박철희,｢참신한 동양인｣,김학동 외,앞의 책,33-44면 참조.

37)정지용,｢素描1～5｣,《가톨닉靑年》,1933.6-9.

______·박용철 담,｢詩文學에 하야｣,《朝鮮日報》,1938.1.1.

______,｢詩와 鑑賞-永郞과 그의 詩｣,《女性》,1938.8-9.

______,｢詩의 擁護｣,《文章》,1939.6.

______,｢詩와 發表｣,《文章》,1939.10.

______,｢詩의 ｣,《文章》,1939.11.

______,｢詩와 語｣,《文章》,1939.12.

______,｢天主 ｣,《太陽》,1940.1.

______,｢畵文行脚-宣川·義州·平壤·五龍背｣,《東亞日報》,1940.1.28-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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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릭문학의 창작방법론을 모색하고 있는 은 ⑴ 연작 산문 ｢素描｣(1933)이다.｢素

描｣에 따르면,가톨릭 시는 ‘일과(日課)’를 월하여 의미론 상승 운동을 보이는

형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한,｢素描｣의 서술자아는 그러한 형상들을

순수하게 재 할 수 있다는 에 가톨릭 시의 자유가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이러한

사항들에 근거하여 볼 때,정지용에게 가톨릭문학은 상징 형상을 재 하는 문학

양식의 하나로 이해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素描｣에서는 ‘검은 옷자락의 신부’

‘밤’‘람 ’‘란시스코의 행 ’등과 같은 이미지가 바로 이와 같은 상징 형상에

해당된다.특히,‘란시스코의 행 ’은 단지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자기를 이탈하여 상승에 이르는 상징 형상인 에서 통찰 상징으로서의

면모를 보여 다.38) 수 그리스도로의 의미론 인 상승을 이 내는 ｢승리자 김안드

아｣(1934)의 김 건 신부로부터도 이러한 통찰 상징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가톨릭 시 11편39)은 시인이 ⑴과 ⑵ 사이에 3년간의 시간을 주력하여 창작한 것

으로서,1934년 ｢다른 한울｣에 이르러서는 ‘자기 혼 정화’의 문제를 형상화하는 것

으로 집 되는 양상을 보인다.시 주체의 한계 상황은 혼의 정화라는 요소와

결합하여 극복을 이루고 마침내 상승구조로 나아가게 된다.그리고 이러한 정화의

과정에서 희생과도 같은 상실이 동반되는 것을 볼 수 있다.40)그 다고 할 때,‘상실

38)일반 으로 “ 상하는 동시에 표상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호”로 정의되는 상징은 “ 상에 한

축어 재 ”이상으로 나아가 “암시하고 통찰하는 달매체”로서의 용법을 갖기도 한다.특히,

“어떤 것을 지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인도해 들어가는”상징을 ‘통찰상징’

이라고 말한다.통찰상징은 “다룰 수 없고,희미하고,분명치 않으나 어떤 내 인 삶을 지니고

한 그들 자신의 내용의 풍부함과 그들의 본성에 감추어진 세계의 운명을 지닌 (……)자연

속의 존들을 발견해주는 상징”으로 정의된다.통찰상징은 감각자료로부터 끌어낸 이미지를

통해 상을 단순히 기술하거나 구체화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것에 들어가

게 하는 입구로서의 요성을 갖는다.(Hegel,GeorgWilhelm Friedrich,Vorlesungenüber

dieÄsthetik(미학강의),두행숙 역,은행나무,2010,35-52면 참조.;W.M.어번,｢상징 체계의

일반 이론｣,김용직 편, 상징 ,문학과지성사,1988,81-133면 참조).

39)이곳에서 말하는 가톨릭 시 11편이란 ｢셩부활주일｣(1931.4);｢임종｣(1933.9);｢별｣(1933.9);｢

은혜｣(1933.9);｢갈릴 아 바다｣(1933.9);｢다른 한울｣(1934.2);｢ 하나 다른 태양｣(1934.2);

｢불사조｣(1934.3);｢나무｣(1934.3);｢승리자김안드 아｣(1934.9);｢비극｣(1935.3)을 가리킨다.

《별》에 실린 ｢셩부활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10편의 작품은 모두 《가톨닉청년》지에 발표된

것들이다. ,이들 11편 가운데 세례명을 기명(記名)으로 하여 발표된 ｢셩부활주일｣과 ｢승리자

김안드 아｣는  정지용시집 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40)정지용 가톨릭 시의 화자는 자신의 감각을 희생하여 “성주 수의 쓰신 원 ”“그가 다맛 내

게 하신 일”에 합치되기를 바라는 자기 혼 정화의 의지를 드러낸다(｢임종｣｢다른 한울｣).

한,화자가 합치되기를 바라는 사랑의 상인 “다른 한울”“ 하나 다른 태양”등은 화자와의

간극 머에 력 인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이와 같은 력 인 상이 화자를 향해 작용해

들어오는 역의 방향성을 보여 다는 에서, 상→화자의 계는 상 심의 사랑,곧 아가

페로 이해될 수 있다.사도 바울에 근거하여 리아 크리스테바는 아가페란 본질 으로 아들의

희생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경우에 있어 희생은 일시 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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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상승’41)이라는 구도를 보이며 개된 정지용의 가톨릭 시는 1933년 무렵 시

인 스스로가 자각한 가톨릭문학 창작방법론에 바탕을 두면서 3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속에 성립된 것인 에서 결코 ‘타설’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만은 없다고

하겠다. 한,이와 같은 ‘상실+정화⇒상승’의 도식을 집 으로 형상화한 것은,앞

선 시기 육신을 ‘비상히 사랑하는 사랑의 표상’인 불에 합치시킨 가톨릭 성인(聖人)

의 행 으로부터 ‘그리스도교 포에지’의 출발 을 찾는 시인의 창작방법론에 정확

하게 부합되는 것이기도 하다.그런 에서 가톨릭 시 창작에 이르러 ‘상실+정화⇒

상승’의 구도가 안착되었다는 은 정지용 문학에 있어 창작방법론이 작품으로 직결

되는 첫 번째 지 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42)

⑴ ｢素描｣와 가톨릭 시를 써 나가는 과정에서 병행한  그리스도를 본받음 43)의

번역 작업은 시인에게 이와 같은 ‘상승’의 결정 인 계기가 되는 ‘자기 혼 정화’의

구체 인 방법을 제공해 것으로 보인다.1928년 7월 가톨릭으로 개종한 정지용은

 그리스도를 본받음 외에 성 란시스코의 행 , 성녀 소화 데 사 자서  과 같

은 가톨릭 성 자료들을 읽고,그로부터 얻은 소회를 자신의 산문 속에 수차례 반

라고 말한다.더욱이 희생을 통해 수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이룬다면,그것은 이상에 합일된

육신을 얻는 것과도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희생은 사회계약 법률에

따른 고 인 희생 개념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이러한 두 가지 희생의 차이는,고 인 희

생 개념에서와 달리 아가페에 있어 희생이라는 것은 상승을 향하여 의미론 인 진을 보여

다는 에서 비롯된다.이러한 희생 개념으로부터 크리스테바는 아가페에서 “만일 잃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체를 잃음과 동시에 한 아무 것도 잃은 것이 없”는 것이라는 결론을 이끌

어낸다(Kristeva,Julia,Histoiresd'amour(사랑의 역사),김 역,민음사,1995,216-223면 참

조).

41)상징형식은 ‘의미(Bedeutung)’와 ‘표 (Ausdruck)’이라는 두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다.여기에서

‘의미’는 표상이나 상 그 자체를 말함이며,‘표 ’은 감각 인 존재나 형상으로 드러난 것을

말한다(Hegel,GeorgWilhelmFriedrich,두행숙 역,앞의 책,35-52면 참조).‘상실+정화⇒상승’

의 구도에서 ‘상실+정화’의 서로 결합된 형상은 ‘표 ’에 해당하며,이러한 형상에 의해 암시되

는 ‘상승’의 세계는 ‘의미’에 해당한다.

42) 습 상징의 단계를 넘어 작품의 내 구조로 제시되는 문학 상징은 한 작가에게서 개인

상징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김용직,｢상징이란 어떤 것인가｣,김용직 편,앞의 책,42면 참조).

그런 에서 ‘상실+정화⇒상승’의 시 구도는 정지용 문학에서 개인 상징의 의미를 지니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43)ThomasAKempis,TheImitationofChrist(1427).

김윤식은  수선착덕김 건 (천주교회,1937)을 참조하여 정지용의 세례명이 방지거( 란시스코,

방제각)이었음을 밝히고,“일층 종교 기품을 유지”해야 하는 작품을 발표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세례명을 썼던 것으로 악하 다(정지용의 세례명 표기 방식에 해서는 김윤식,｢가톨

리시즘과 미의식｣, 한국근 문학사상사 ,한길사,1984,429면 참조).토마스 아 피스의  그

리스도를 본받음 은 ‘시각 상상력’을 성 수련에 최 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 한 지

도서로 알려져 있다(신 형, 천상의 미술과 지상의 투쟁 ,사회평론,2009,99면 참조).‘방제각’

에 의해 번역된 제1권은 특히 감각의 제어 가톨릭 표양의 묵상을 통한 진보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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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바 있다.44)‘자기 혼 정화’의 구체 인 방법을 하는 가톨릭 성 자료를 자

신의 작품 속에 일정 부분 반 한 사실은,그가 ‘자기 혼 정화’라는 문제에 하여

문학인으로서 지속 인 심을 갖고 있었음을 알게 한다.‘자기 혼 정화’의 문제에

한 그의 심은 1937년 ‘한국 재속(在俗) 란치스코회’에 입회하는 사건으로 이어

지기도 한다.45)그런 에서도 《가톨닉청년》이 폐간된 사실을 정지용 가톨릭문학

의 단 근거로 삼거나,잡지 여 시기로만 정지용의 가톨릭문학 창작 시기를 한정

짓는 은 재고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로,1933년 정지용은 불에 자기 육신을 합치시키는 성인의 행 ,

곧 ‘상실+정화’의 결합 형상으로부터 ‘그리스도교 포에지’의 시작 을 발견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방법론상의 자각과 동일한 시기에 정지용은 그러한 가톨릭 시

의 시작 에서 성인의 행 을 본받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한 번역을 시도한 것이

다.따라서 방법론상의 자각과 병행하여 자기 혼 정화에 한 방법서  본받음 을

번역한 행 는 창작 행 와의 연계 속에서 고찰될 수 있다. 본받음 의 번역에 임하

는 정지용의 태도는 가능한 한 가톨릭 용어에 입각하여 ‘완덕’‘표양’과 같은 실한

번역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한 데서 보듯 매우 각별한 것이었다.46)  본받음 제1권

44)성 란시스코와 성녀 소화 데 사의 일화는 각각 ｢람 ｣(《가톨닉청년》,1933.9)와 ｢어린이

와 돈｣(《소학생》,아 ,1949.5,6-7면,박태일, 한국근 문학의 실증과 방법 ,소명출 ,

2004,98면을 재참조)에 반 되어 있다.

45)재속 란치스코회란 세속의 평신도들에게 복음 실천의 생활 규범 구원의 길을 제시하여

완덕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해 성 란시스코가 창설한 기공동체 ‘회개하는 형제자매회’에

그 연원을 두고 있는 단체로서,우리나라의 재속 란치스코회는 1937년 9월 출범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한국 재속 란치스코회의 역사에 해서는 ‘재속 란치스코회 한국국가형제회’자

료 김창재, 란치스칸 안에서 재속 란치스코회 역사 ,재속 란치스코 한국 국가형제회,

2011,332-380면을 참조).

46)‘완덕(完德)’이란 완 하기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으로써 자와 의합하고자 수덕하는 종교

인 태도를 말한다.‘완덕’의 여정은 감각을 제어하는 ‘혼의 능동 정화’를 거쳐 로부터

부어지는 ‘혼의 수동 정화’를 받음으로써 완성된다.이러한 ‘완덕’의 여정에 놓이는 인간은

자와의 의합에 선행하여 범처럼 주어지는 ‘표양(表樣)’을 본받을 수 있다.‘표양’이란 성

경이나 그리스도의 수난,순교성인의 모범과 같이 인간으로 하여 혼을 정화하게 하며 궁극

으로는 그것들이 지시하는 자와 의합하게 하기 한 목 으로 주어지는 일종의 매개물

을 가리킨다.보다 폭넓은 의미에서 ‘표양’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

상·생각 등을 두루 지칭하는 용어로 풀이될 수 있다(Aumann,Jordan,Spiritualtheology(

성신학),이홍근 역,분도출 사,1994참조).‘표양’은 보이지 않는 신성을 암시하고,인간을 그

리로 이끄는 에서 앞서 살펴본 통찰상징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정지

용에게 있어 ‘완덕’의 용례는  본받음 의 번역문에서,‘표양’의 용례는 ｢승리자김안드 아｣(1934.

9)  본바듬 에서 살펴볼 수 있다.정지용은  본받음 의 원문에서 사용된 ‘perfection’과

‘example’을 ‘완덕’과 ‘표양’이라는 실한 가톨릭 번역해 내고 있다(ThomasàKempis,The

imitationofChrist,London:J.M.Dent&Sons,1919참조).이러한 사실은 정지용이 ‘완덕’과

‘표양’의 의미와 그 쓰임새를 익숙히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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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에 한 유익한 일깨움’편은,‘완덕의 사람’이 되어 ‘다른 세계’로 나아가

는 것을 목 으로,‘감각을 제어’하여 ‘성인의 표양’에 자신을 합치시키는 방법을 강

론한 것이다.47)정지용의 가톨릭 시 가운데서도 주로 ‘자기 혼 정화’의 문제를 집

으로 형상화한 ｢임종｣(1933)｢은혜｣(1933)｢다른 한울｣(1934)｢ 하나 다른 태

양｣(1934)에는, 의 번역서에서 ‘자기 혼 정화’의 구체 인 방법으로 제시된 ‘감각

의 제어’ ‘표양에의 합치’48)와 유사한 지 들이 나타난다.‘감각의 제어’ ‘표양

에의 합치’노력은 ‘상실+정화⇒상승’이라는 정지용 가톨릭 시의 구도에 있어 ‘정화’

의 요소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49) 한,이들 시편에서 세계를 이원 으

로 바라보고 각각의 세계에 해 이율배반 인 거리를 두는 시 주체의 태도는

번역서 서술자아의 태도와 상당히 유사한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이원 세계 과 ‘감각의 제어’ ‘표양에의 합치’노력이라는

‘정화’의 요소가 단지 가톨릭 시 창작 시기에만 일시 으로 시 주체의 태도로 구

된 것이 아닌 에 있다.사실상 가톨릭 시가 단된 이후에 쓰인 ｢노인과 꽃｣

(1936)에도 이와 유사한 태도가 나타난다.｢노인과 꽃｣의 화자는 죽음에 이르는 각

고의 희생으로 ‘오로지 꽃’이라는 원의 세계에 자기 육신을 포개는 노인을 찬미하

면서,표 의 도구로서 꽃을 꺾는 자신을 아직 노인이 되지 못한 연옥의 시련 속에

치시킨다.50)이처럼 노인 존재를 향한 여정 속에 자신을 치시키며 감각 인 표

의 행 에 해 성찰하는 화자의 태도로부터 우리는 정지용 문학에 있어 ‘감각의

제어’와 ‘표양에의 합치’라는 종교 인 주제가 1930년 엽을 지나면서 가톨릭 시

47) 본받음 의 제1권은 25장으로 이루어져 있다(TheimitationofChrist(그리스도를 본받아),

박명곤 역,크리스챤 다이제스트,2001서론 참조).그러나 정지용의 번역 작업은 사도들,순교

자들,성부들의 ‘표양’에 해 강론하는 제1권 제18장 ‘성부들의 표양에 하여’를 끝으로 단

된다.

48)“쓰신 원 ”“그가 다맛 내게 하신 일”과 같이 정지용의 가톨릭 시에서 시 주체의 혼 정

화에 한 재의 기능을 지니는 가톨릭 표양의 요소와 련하여, 정지용시집 (시문학사,

1935)의 표지를 장식하고 있는 천사 가 리엘의 문제를 함께 떠올려볼 수 있다.성서를 통해

볼 때 천사 가 리엘은 자의 계획을 드러내는 공 계시의 임무를 다하는 “메시지의 재

자”로서 기능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Meo,Salvatore·DeFiores,Stefano,Nuovodizionariodi

mariologia(성서에 나타난 마리아),최 철 역,성바오로출 사,1992,43면 참조).그 다고 할

때,마리아와 칭 구도를 이루는 원화 ｢수태고지｣에서의 모습과 달리  정지용시집 표지에 단

독으로 실린 천사 가 리엘의 모습은 시집 내에 나타나는 재 요소에 한 표성을 지니

는 이미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49) 자에 집 하기 한 목 에서 감각 인 피조물에 한 집착·애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정화’라 한다.더욱 구체 으로 정화는 피조물 그 자체로부터의 이탈이라기보다 그것에

해 갖는 애착심으로부터의 이탈을 뜻한다.이와 같은 정화를 행하는 과정에는 이탈의 고통이

뒤따른다(정무웅,｢ 성생활과 애덕｣,《가톨릭 신학과 사상》22,신학과사상학회,1997,

107-108면 참조).

50)정지용,｢노인과 꽃｣,《조선일보》,1936.6.21,정지용, 백록담 ,문장사,1941,112-1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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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주를 넘어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⑵ 1938～1939년에 이루어진 시론의 작업은 이와 같은 ‘자기 혼 정화’라는 종교

인 주제가 시 정황의 바깥 차원으로 ‘비등(沸騰)’하여 서정시의 당 인 모습과

서정시인의 존재론 형태로 표출된 것에 다름 아니다.이 무렵의 시론은 그가 궁극

으로 추구하는 문학의 형태가 ‘언어’와 ‘시성(詩性)’의 결합체로서의 시라는 것을 보

여 다.보다 구체 으로 말하자면 그는,본질 으로 한계를 지닌 언어라는 재 의

도구가 시성(詩性)과의 ‘천의무 ’한 결합을 이루어 ‘제2의 그리스도’와도 같은

인 것으로 상승되기를 추구한다.그리고 이러한 시를 쓰기 한 제 조건으로 그

는 ‘근신’과 ‘묵상’의 태도를 제시하고,‘묵상’의 주제가 되는 ‘정신 인 것’의 구체

인 내용들을 열거한다.다시 말해,그가 목표로 하는 불변의 시라는 것은 ‘근신’

과 ‘묵상’이라는 정화의 단계를 두루 거친 다음에라야 쓰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의 정지용 시론에서 불변한 시 쓰기의 제로 제시된 시인

의 ‘근신’문제와 ‘정신 인 것’의 수용 문제를 여겨볼 필요가 있다.왜냐하면 이는

이동구가 가톨릭문학의 구체 인 방법으로 제시한 ‘조직된 감정’과 ‘개인 정신의 확

’라는 문제와 매우 상동한 것이기 때문이다.51)이러한 방법 인 측면에서의 유사

성과 더불어 이들이 각각 궁극 으로 목표하는 문학의 형태 한 매우 유사한 것이

라고 볼 수 있다.먼 ,정지용은 ‘근신’을 통해 ‘정신 인 것’을 받아들이는 시인의

태도와,지상의 ‘언어’와 천상의 ‘시성’이 조화되는 결합체로서의 불변한 시를 구

상하고 있다.그런가 하면,이동구는 ‘조직된 감정’과 ‘개인 정신의 확 ’를 이루어

‘신’과 ‘원한 세계’를 암시할 수 있는 작가와 문학을 각각 가톨릭 작가와 가톨릭문

학의 당 인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이들이 당 문학으로 내세

우는 불변의 시와 가톨릭문학은 각각 ‘독자에 한 배양(培養)’의 기능과 ‘자각

정신의 암시’라는 교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에서도 상동함을

보인다.52)

이러한 사항들은 ⑴ 1933년 연작 산문 ｢素描｣시기에 싹터 ⑵ 1938～1939년 시론

의 형태로 정립된 정지용의 창작방법론과 1930년 한국 근 가톨릭문학론 사이에

정신사 으로 맥되는 바가 있음을 시사한다.정지용과 가톨릭문학론 간의 정신사

련 양상은 《가톨닉청년》지를 심으로 소개된 외국 문 이론에 비추어 정지

51)이동구는 1930년 가톨릭문학론을 주도한 문학 비평가이다.정지용과는 《가톨닉청년》의 문

란을 편집하 다는 ,순교문학을 창작한 이력이 있다는 에서 공통 을 보인다.정지용

시론과의 유사성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동구의 논문은 ｢가톨릭은 문학을 어떻게 취 할

까｣(《가톨닉청년》,1933.6)와 ｢가톨릭문학에 한 당 의 문제(上·中·下)｣(《동아일보》,

1933.10.24-26)두 편이다.

52)그밖에 과작(寡作) 상을 바람직하게 여긴 에서도 두 사람은 공통 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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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작품을 살펴볼 때에도 확인된다.그런 에서 정지용과 한국 근 가톨릭문학

론 간의 정신사 련 양상은, 백록담 (1941)에 이르는 1933～1940년의 창작방법

론과 그에 따른 구체 인 시세계를 살펴보는 데 있어 매우 요한 보조 자료가 될

수 있다.

《가톨닉청년》지를 심으로 소개된 외국 문 이론에 근하기에 앞서,그것들이

수용될 수밖에 없었던 필연의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동구의 고백에 따르면

1933년 무렵 국내 문단의 가톨릭문학작품은 가톨릭문학론의 요구에 여실히 부응하

지 못하는 것이었고,53)그러한 이론·작품 간의 불균형 상을 보완하고 한국 가톨릭

문학론의 특수성을 살리기 한 목 에서 《가톨닉청년》지는 외국 문 이론을 수

용하게 된다.즉,《가톨닉청년》지가 이동구의 문제 제기에 이어 외국 문 이론을

도입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 가톨릭문학의 특수성을 확보하기 한 자구 (自救的)인

성격이 짙다고 하겠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소개된 외국 문 이론의 구체 인 목록은 다음과 같다:

우창훈,｢막스·쟈곱의 ｢詩法｣에서｣,1934.2.;J.뮬러,｢ 독일문학의 표 주의｣,

1934.6.;폴 클로델,｢宗敎와 詩｣,1936.2.;최문순,｢ 랑소아·모리악의 ｢ 說論｣｣,

1936.5.;이효상,｢가톨릭 信仰과 가톨릭 詩人과｣,1936.5.이들 문 이론의 핵심

사항은 창작방법론의 차원 시인의 존재론 차원으로 다시 그 층 를 나 어 살펴

볼 수 있다.먼 ,창작방법론으로는 ① 자연주의 묘사를 배척하고 감각 인 세

계를 구 하는 방식,② 실 속에서 이원 세계에 두루 걸친 상징 형상을 출

해내는 방식,③ 인물에 기성(傳奇性)을 부여하거나 생명력을 가진 사물 자체를

경화 하는 방식이 제시되어 있다.시인의 존재론으로는 ① 시인의 재능을 신이 내

린 은총의 산물로 여기는 태도,② 시인의 종교성과 시 사이의 불가분리성을 강조하

는 태도가 제시되어 있다.

이 가운데 먼 시인의 존재론 ①～②는 1938～1939년 정지용 시론에 나타나는

시인의 존재론과 상동함을 보인다.그리고 창작방법론으로 제시된 사항들 ①～②

는 1933～1935년에 이르는 동안,신의 세계를 암시하는 상징 형상에 해 ‘순수한

회화의 재 ’‘회화주의’의 태도로 일 한 정지용 가톨릭 시의 방법과 상동함을 보인

다.한편,인물이나 사물로부터 생명력을 알아보거나 새롭게 부여함으로써 그것들을

53)이동구,｢문 시평｣,《가톨닉청년》,1933.12,59면.;이동구,｢1934년 잡지와 작품 개 ｣,

《가톨닉청년》,1935.1,21면.두 편의 평문에서 이동구는 가톨릭문학이론과 실제 창작 간에

놓인 “시간의 균형의 결핍” 상과 함께,외국 문단의 망이 부재하고 외국 문학 연구가 미비

하다는 을 지 한다.나아가 이동구는 조선의 가톨릭문학 사상을 확 ·강화하기 해서는 무

엇보다도 외국 문학으로부터 “조직된 사상체계”를 받아들이는 일이 긴요함을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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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화 시키는 ③의 방식은 일 이 서사 서정시 ｢승리자 김안드 아｣에서 한 차

례 구 되기도 한다.그리고 이처럼 시 상으로부터 생명력을 알아보거나 새롭게

부여하는 ③의 방식은,정지용 문학에서의 시 상이 1930년 말엽부터 ‘이조

인 것’‘가난하고 없는 것’을 향해 확 됨에 따라 가톨릭 성인의 생명력을 알아보는

차원을 넘어 조선 실의 인물들에게 생명력을 부여하는 차원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 에 해서는 ⑷ ｢畵文行脚｣편을 다루면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한편,⑵ 시론의 시기에 강조된 ‘근신’의 태도는 ｢이목구비｣(1937)와 ｢슬 우상｣

(1938)에 이르러 문학 으로 형상화되는 모습을 보여 다.⑵ 시론의 정립 이후 정

지용의 작품 속에 구 되기 시작하는 ‘근신’의 태도는 다시 ‘감각 근신’과 ‘언어

근신’으로 그 층 를 나 어 살펴볼 수 있다.먼 ,산문 ｢이목구비｣에서 정지용은

셰퍼드의 후각과 천사의 각(靈覺)사이에 인간의 불완 한 감각을 치시키고,이

와 같은 불완 한 감각으로써 인간은 오히려 거룩한 향내만을 가리어 맡을 수도 있

는 것이라고 말한다.54)이면화자(裏面話 )로서 비가시 인 세계를 ‘가리어 감각’하

는 통찰력 자체가  백록담 의 요한 원리를 이룬다는 에서,우리는 정지용 문학

에 있어 창작방법론이 작품으로 직결되는 두 번째 지 을 발견하게 된다.다음으로,

｢슬 우상｣은 거룩한 시 상에 한 ‘푸리[풀이]’의 행 가 그것의 기도 끝에 좌

되고도 남는 ‘언어 근신’의 문제를 29연의 장시 형태로 구 한 작품이다.55)이

작품에는 시 주체가 재 언어에 정을 기하기 해 를 갖추면서 자신과의 간

극 머에 놓인 시 상의 정수(精髓)를 ‘가리어 감각’하려는 태도가 집 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목구비｣와 ｢슬 우상｣으로부터 곧이어 쓰인 ｢삽사리｣(1938)는 정지용의 시가

‘근신’의 노력 끝에 감각 이며 거룩한 시 상을 통찰해내는 새로운 재 의 원

리로 나아가는 지 을 보여 다.즉,1933년 가톨릭문학 창작방법론의 하나로 제시

된 ‘순수한 회화의 재 ’내지 ‘회화주의’의 태도는,1938～1939년도 시론에서 강조된

‘근신’의 태도로 흘러들어감으로써 를 갖추어 비가시 인 세계를 재 하려는 새로

운 창작방법론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장수산｣(1939)｢백록담｣

(1939)은 이 듯 ‘가리어 감각’하려는 새로운 재 의 원리에 더하여,자기를 이탈하

여 다른 존재로 상승되는 시 상의 모습들을 시 주체와의 결정 인 간극 머

에 치시킨다.시 주체는 자기를 월하여 다른 존재로 상승되는 모습들을 일종

의 ‘표양’처럼 여기고,결정 인 간극 머에서 그것들을 따르는 태도를 보인다.그

54)정지용,｢耳目口鼻｣,《조선일보》,1937.6.8,정지용, 백록담 ,문장사,1941.86-90면.

55)정지용,｢슬 偶像｣,《조 》,1938.3, 의 책,74-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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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때,‘회화주의의 단념’을 말하고 ‘신도로서의 태도’를 새롭게 제기하는 ⑶

｢천주당｣(1940)의 고백 언술은 ｢슬 우상｣(1938)｢삽사리｣(1938)｢장수산｣(1939)

｢백록담｣(1939)에 한 사후 표명으로 읽힐 수 있다.다시 말해 ⑶ ｢천주당｣(1940)

은 술가 인 재 원리만이 아니라 ‘근신’에 따른 통찰력을 새롭게 갖추어 나가는

1938～1940년의 시세계를 시 인 언술로써 고백하는 창작방법론의 성격이 짙은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톨릭문학 창작방법론을 모색하는 것으로부터 싹터

1940년에 이르는 동안 작품으로 직결되기도 하 던 정지용의 창작방법론은 ‘상징

형상(상실+정화)을 순수하게 재 하는 회화주의’와 ‘근신의 태도에 따른 시 주체의

통찰력’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하겠다.창작방법론에 한 시인의 모색이 지속 이

었다는 과 그러한 모색이 창작으로 이어지기도 하 다는 은,시집  백록담 

(1941)역시 이와 같은 창작방법론과의 연계 속에 읽힐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백록담 의 제1부는 ① ｢비로 ｣｢구성동｣｢옥류동｣과 같은 자연시,② ｢삽사리｣

｢장수산｣｢백록담｣과 같이 시 주체와 시 상 간의 간극 시 주체의 통찰

력을 다루는 작품,③ ‘신작정지용시집-도굴(盜掘)’이라는 이름 아래 《문장》(1941.

1)에 발표된 5편의 서사 서정시 5편의 2행1연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이 가

운데 주목해볼 것은 ‘신작정지용시집-도굴(盜掘)’이라는 제목 아래 발표된 일련의 서

사 서정시이다.56)1941년도에 서사 서정시가 집 된 상은 이 무렵의 정지용이

서사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서정시 장르를 확 하고 있었음을 알게 한다.

특히 ｢호랑나븨｣와 같은 서사 서정시에서,서사를 이루는 인물 사건이 당 의

경험 실과 착되어 있다는 은 이 작품들과 뚜렷이 변별되는 지 이다.이들

작품에서 제삼자 화자는 간극 머에 존재하는 경험 실 속 인물들의 생명력을

가리어 보고,‘캔버스’와 같은 실 인 차원을 실 차원과 구분 없이 병치함으

로써,경험 실 속의 희생 형상물을 ‘청산(靑山)’으로 상승시킨다.이와 같은 새로

운 국면들로부터 우리는 ⑶ ｢천주당｣이후 정지용이 한 차례 창작방법론을 쇄신

하 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회화주의’와 ‘통찰력’을 넘어  백록담 을 견인하는

하나의 창작방법론을 살펴보기 해서는 1939～1940년의 산문 가운데서도 특히

⑷ ｢畵文行脚｣(1940)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畵文行脚｣에는 정지용이 새롭게 발견

56)헤겔은 서사 인 요소를 지니는 시 양식에서 여 히 심이 되는 것은 ‘사건’이 아닌 ‘심경’이

라는 을 근거로 하여,서사 요소가 도입된 시 양식을 ‘서사 서정시’로 분류한다.서정시

가 서사 요소를 수용·활용하는 상은 서정시 장르의 쇄신과 확 ,그리고 실에 한 응

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본격 인 서사시가 아닌 에서,서사 서정시의 경우

서사구조의 변형과 축약을 통해 장르 한계를 돌 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오성호, 서정

시의 이론 ,실천문학,2006,375-380면 참조).



- 18 -

해낸 시 상과 그것을 그려내는 새로운 방법론 사유가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畵文行脚｣에 앞서 창작된 1939년도의 산문 ｢합숙｣은 정지용이 ⑵와 같은 불

변의 시를 추구하던 것과 동일한 시기에 경험 실의 희생 형상을 발견하게 되었

음을 알게 한다.｢합숙｣(1939)은 ‘후 ’이나 ‘희생’과 같이 정지용 문학에서 가톨릭

인 의미를 갖던 종래의 모티 들이 경험 실의 공간 속으로 들어와 확장되는 지

들을 보여 다.그리고 이어서 정지용은 ⑷｢畵文行脚｣(1940)의 배경이 되는 북쪽기

행을 계기로 ‘이조 인 것’‘가난하고 없는 것’을 암시하는 상징 형상들을 발견하

게 되었던 것이다. 요한 것은 그가 단지 경험 실의 비참함을 직면하는 데 그치지

않고,제자리 아닌 곳에 잘못 놓여 ‘폐정(閉靜)하게’갇 버린 희미한 존재들을 발견

하고,그들의 생명력을 재 하고자 하는 표 의 욕구를 느낀다는 이다.⑷ ｢畵文

行脚｣(1940)의 곳곳에서 우리는 이러한 지 들을 확인할 수 있다.

술한 ‘신작정지용시집’(1941.1)의 ｢호랑나븨｣는 바로 이러한 표 욕구의 결과

에 따라 쓰인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이러한 시편들로부터 우리는,‘博多(하카타)태

생의 여인’과 같은 경험 실 속 인물 사건을 토 로 하는 서사 서정시 속에

‘상실+정화⇒상승’이라는 가톨릭 시의 구도가 여 히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가톨릭 시 창작 시기에 마련되고 안착된 ‘상실+정화⇒상승’이라는 개인 상징은,

이제 제삼자 화자로 하여 비참한 실에 정화의 요소를 병치시키고 생명력을

부여함으로써 ‘폐정(閉靜)하게’갇 버린 존재들을 상승시킬 수 있게 하는 원리로 변

화를 보이게 된 것이다.

이처럼 ｢素描｣(1933)로부터 출발하여 ⑵～⑷에 이르는 창작방법론상의 자각과정을

따라가 본다면,시인의 사유에 착한 하나의 내 인 논리 속에서 정지용 시세계의

변모 양상을 악할 수 있을 것이다.가톨릭문학 창작방법론을 모색하던 ⑴의 시기

에는 ‘회화주의’ ‘상실+정화⇒상승’의 방법론이 정립된다.⑵를 거치면서는 ‘근신

의 태도에 따른 시 주체의 통찰력’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이 마련된다.⑶은 ‘성당에

한 쓰기 행 ’가 종래의 ‘회화주의’하나로는 존립될 수 없으며 반드시 ‘신도로

서의 태도’를 함께 요구하는 것임을 보여 다.마지막으로 1930년 말엽 정지용의

산문은 그가 경험 실로 시 상의 변을 확 해가는 지 들을 보여 다.⑷의

시기에 정지용은 폐정하게 갇 버린 존재들을 실 인 방법으로 재 하기를 욕

망한다.그리고 이에 한 응답 격으로 1941년 ‘신작정지용시집’에 서사 서정시를

새롭게 선보인 것이다.｢호랑나븨｣는 시인 자신이 종래에 지나온 ‘회화주의’‘상실+

정화⇒상승’‘근신에 따른 시 주체의 통찰력’‘경험 실을 향한 시 상의 변

확 ’의 방법 들을 종합시키는 문학 완성 지 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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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톨릭 시의 자각을 통한 시 간극의 수용

2.1.불가능의 세계 체험과 토스 발

일본 문단에서 활동하던 시 “뭔가 시의 시평 같은 것”을 써보라는 기타하라 하

쿠슈의 제안에 해 “차라리 피리 부는 사람”이 되겠다는 내용을 답장으로 써 보낼

정도로 정지용은 시에 한 이론 표명을 늦추었던 시인이다.57)이로부터 7년여가

흐른 1933년에야 그는 비로소 시 창작에 한 자각 의식을 내보이게 된다.이처럼

사실상 창작방법론으로서는 유의 것이라는 의미 외에도 연작 산문 ｢素描｣(1933)가

무엇보다 가톨릭문학에 한 방법론상의 자각을 보여주는 이라는 은 요하게

언 될 필요가 있다.왜냐하면 가톨릭문학 창작방법론의 자각 이에 병행하여 창

작된 가톨릭 시편들로부터 우리는 그의 기 시에 일 되게 나타나던 불가능의 세

계 체험 그로 인한 토스 감정의 표출이 소강되는 지 들을 확인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58)

따라서 가톨릭문학 창작방법론을 자각하기 이 의 작품 경향을 일별하여 본다면

종래의 시세계가 창작방법론상의 자각을 계기로 변화되어가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

을 것이다.가톨릭문학 창작방법론을 자각하게 되는 시기인 1933년 이 에 창작된

시편들은 그 편수로만 따져볼 때에도 체 시작의 40% 가량을 차지할 만큼 높은

비 을 차지한다.59)그런 에서도 가톨릭문학 창작방법론을 자각한 이후의 시 경

향은 그 이 작품과의 비교를 거치는 때에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이라

고 생각된다.

이곳에서는 먼 경도유학시 작품 가운데 ｢카페 란스｣｢슬 인상화｣｢ 충류

동물｣(1926)을 살펴 으로써 기 시의 시 주체가 시 상과의 심리 거리를

최소화 하려는 일 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에 착안하고자 한다. ,이처럼

상과의 심리 거리를 최소화 하여 세계와 교섭되고자 하는 시 주체의 강렬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시 주체와 시 상 사이에는 해소되지 않는 심리 거리로

서의 간극이 남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이와 같은 간극의 문제는 시 주

체로 하여 세계에 한 통 이 불가능함을 재확인 하여 토스 감정을 표출하

57)《近代風景》지에 수록된 정지용의 일본어 산문 ｢편지 하나｣는 鴻農映二,｢鄭芝溶과 일본시단

｣,《 문학》,1988.9,366-371면에 국역된 것을 재참조.

58)이 에서 ‘불가능의 세계’란 화자와 세계의 각각이 충분히 소멸되어 서로 통 되는 미 체험

을 가리키는 개념인 ‘가능의 세계’에 한 척 인 의미로 사용될 것이다(‘가능의 세계’에 해

서는 김 오, 시론 ,삼지원,2002,35면 참조).

59)양왕용,앞의 책,4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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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기도 한다. 한,이러한 결정 간극의 문제는 ｢태극선｣｢유리창1｣등에 이르

러 하나의 뚜렷한 공간소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할 만큼이나 기 시의

내 구조에서 핵심 요소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정지용의 기 시에서

간극은,그것을 통해 상을 바라보게도 하지만 한 그것 때문에 상과의 다름을

확인할 수밖에 없게 하는 이 성을 띠면서 작용한다.이상의 논의를 거친 다음,이

러한 결정 간극의 문제가 ｢그의 반｣에 이르러서는 어떠한 시 구도로 자리 잡게

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옴겨다 심은 종려(棕櫚)나무 에/빗두루 슨 장명등,/카·란스에 가쟈.

이놈은 루바쉬카/ 한놈은 보헤미안 넥타이/뻣 마른 놈이 압장을 섰다.

밤비는 뱀 처럼 가는데/페이 멘트에 흐늙이는 불빛/카·란스에 가쟈.

이 놈의 머리는 빗두른 능 / 한놈의 심장(心臟)은 벌 먹은 장미(薔薇)/제비 처럼

젖은 놈이 뛰여 간다.

※

 오오 패롵(鸚鵡)서방!꾿 이 닝! 

 꾿 이 닝! (이 친구 어떠하시오?)

울 향(鬱金香)아가씨는 이밤에도/경사(更紗)커―틴 에서 조시는구료!

나는 자작(子爵)의 아들도 아모것도 아니란다./남달리 손이 히여서 슬 구나!

나는 나라도 집도 없단다/ 리석(大理石)테이블에 닷는 내뺌이 슬 구나!

오오,이국종(異國種)강아지야/내발을 빨어다오./내발을 빨어다오.60)

｢카·란스｣의 2·4연이 서로 구를 이루고 있음과 같이 해당 연에 등장하는 인물

들 한 각각 묘한 응 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기호를

기 으로 시의 반부는 빗발 사이로 보이는 “카 란스”를 향해 시 주체인

‘나’를 포함하여 “이놈”과 “ 한놈”,그리고 “뻣 ”말랐거나 “제비 처럼 젖은 놈”

들이 달려가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시의 반부는 입성

으로 치장한 이들의 외양(2·4연)에 해 역시 화려한 장식들로 치장한 카페의 외양

(1·3연)을 교차시키듯 보여 다.그러나 “페이 멘트”나 “장미”의 화려함은 “흐늙이”

거나 “벌 먹”은 상태를 그 본질로 하는 ‘카페’와 ‘놈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으

로서 이들의 겉면에 단지 이물처럼 “빗두루”걸려 있을 뿐이다.한편,비에 젖거나

그 심장이 벌 먹은 것일 만큼 쾌 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놈들’은 “카·란스에

가쟈”,“밤비가 뱀 처럼 가”늘게 내린 도 “카·란스에 가쟈”는 말을 반복할 만

60)정지용,｢카·란스｣,《학조》,1926.6,정지용, 정지용시집 ,시문학사,1935,46-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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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카 란스”에 한 향일함을 보여 다.그러나 언제고 벗어지기 좋은 허 의

입성들로 꾸며진 ‘놈들’과 ‘카페’의 외양은,그 듯 바라던 세계에 닿더라도 그들과

세계의 만남이란 것이 결국 겉면과 겉면의 만남으로 귀착될 성질의 것임을 암시한

다.

카페의 입구에 당도하여 ‘앵무 서방’과 인사말을 바꾸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시의

후반부는,어떤 의미가 담긴 말이 아니라 단지 시각 인 활자로만 느껴질 뿐인 고딕

체를 사용함으로써,그 게도 바라던 세계에 도달하 음에도 그 겉면에 부딪히고 말

아 다른 무엇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놈들’의 처지를 부각하여 보여 다.6연

은 ‘앵무 서방’과의 무의미한 말 바꿈에 이어 “울 향 아가씨”와의 소통 한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임을 보여 다.이처럼 시의 후반부는 ‘카페 란스’에 도달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 ‘놈들’과 ‘놈들’이 바라던 세계가 서로 통 될 수 없는 계로 귀착된

다는 것을 알게 하며,세계와의 통 에 한 의지 끝에 다다르는 지 이 다름 아닌

‘불가능의 세계’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인다.그럼으로써 이러한 장면들은 ‘놈들’사이

에 섞여 존재하던 ‘나’가 고백의 주체로서 토스61)를 표출 되는 7～9연에 해

그럴듯한 맥락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1～6연에 걸쳐 바라던 세계를 향해 내보내던 힘은 7～9연에서 보는 것

처럼 이제 시 주체의 내면으로 굴 되면서 ‘나’로 하여 “뺌”조차 기 곳 없는

자신의 처지와 감정을 재확인하게 한다.62)온갖 입성이 제거된 “뺌”의 가난함과

나라함은 내 “남달리”흰 손과 함께,모든 화려한 겉면이 제거되고 남는 ‘나’의 내면

을 상징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카·란스｣의 ‘놈들’은 가능의 세계를 향한 의지를 극

인 방식으로 드러내었으나,세계와의 통 을 불가능 하는 여러 정황들 한 그와

동등한 크기의 힘으로 ‘놈들’의 의지를 제약하는 것이었음을 살펴보았다.이에 따라

가능의 세계를 향한 ‘놈들’의 의지는 결국 불가능의 세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낙착되

는 구조를 보 다.｢카·란스｣와 함께 《학조》 동월호에 게재된 ｢슬 인상화｣｢

충류 동물｣에도 이와 유사한 구조가 나타나 있다.

식거먼 연기와 불을 뱉으며/소리지르며 달어나는/괴상하고 거-창한 爬蟲類動物.

61) 토스는 당 세계와 실 사이의 분리에서 오는 반응이다(김 오,앞의 책,51-52면 참조).

62)｢카·란스｣에서 ‘리석 테이블’은 가능의 세계가 좌 되는 지 을 뚜렷이 보여주는 공간소

로서 기능한다.이와 같은 뺨의 기 곳은 ｢소묘·1｣(1933)에 이르러 ‘화강석 차디찬 피부’로 변

주된다.그러나 ｢카·란스｣에서와 달리 ｢소묘·1｣의 ‘화강석 차디찬 피부’는 향수의 상을

체함으로써 오히려 시 주체의 향수를 원한 것일 수 있도록 기능하는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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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ㄴ에게/내 童貞의 結婚반지를 찾으러 갔더니만/그 큰 궁둥이로  어

…털 크 덕…털 크 덕…

나는 나는 슬퍼서 슬퍼서/心臟이 되구요

여페 안진 露西亞 알푸른 시약시/｢당신 은 지 어드메로 가십나?｣

…털크덕…털크덕…털크덕…

그는 슬퍼서 슬퍼서/膽囊이 되구요/ 기-드란 골라̇̇ 는̇ 大腸/뒤처 젓는 왜놈̇̇은

腸./｢이이! 다리 털 좀 보와!｣

털크덕…털크덕…털크덕…털크덕…

六月ㅅ달 白金太陽 내려 이는 미테/부 부 러오르는 消化器管의 妄想이여!

赭土 雜草 白骨 을 짓발부며/둘둘둘둘둘둘 달아나는/굉장하게 기-다란 爬蟲類動物.63)

｢ 충류동물｣의 시 주체는 “그녀ㄴ”과 “소로서아 알푸른 시약시”에게 차례로 말

을 걸어보지만 답을 돌려받지 못한다.돌려받더라도 그것은 “그녀ㄴ”의 반응에서

볼 수 있듯이, 답다운 답으로 여기기 어려운 것이다.“소리지르며 달어나는”기

차의 소요스러움은 시의 곳곳에 후렴구처럼 삽입됨으로써 세계를 향해 내보낸

자아의 말에 어떠한 응답도 돌아오지 않는 단 의 상황을 부각시킨다. 한,큰 활

자로 처리된 기차의 소요스러움은 세계와의 통 을 바라며 내보낸 ‘나’의 말들을 그

것 안에 환원시켜 버린다.나아가서는 ‘나’의 말뿐 아니라 기차 안의 모든 존재가 기

차의 소화기 으로 하나씩 환원되는 것을 볼 수 있다.기차 안의 모든 존재가 소화

기 으로 환원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슬 다’말하는 장면은,바라던 세계에 다다른

바로 그 순간 세계와의 통 에 실패하고 튕겨져 나와 자신의 슬픔을 정면으로 응시

해야만 했던 ｢카·란스｣의 마지막 장면들과 맥되는 바가 있다.

[……]먼 海岸 쪽/길 나무에 느러 슨/電燈.電燈./헤염처 나온듯이 깜박어리고 빛나노

나.

沈鬱하게 울려 오는/築港의 汽笛소리……汽笛소리……/異國情調로 퍼덕이는/稅關의

旗ㅅ발.旗ㅅ발.

세멘트 깐 人道側으로 사폿 사폿 옴기는/하이한 洋裝의 點景!

그는 흘러가는 失心한 風景이여니……/부즐없이 오랑쥬 껍질 씹는 시름……

아아,愛施利·黃!/그 는 上海로 가는구료………64)

63)정지용,｢爬蟲類動物｣,《학조》,1926.6,정지용,김학동 편, 정지용 집 1,민음사,2003,

19-20면을 재인용.

64)정지용,｢슬 印象畵｣,《학조》,1926.6, 정지용시집 ,시문학사,1935,48-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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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란스｣의 ‘놈들’이 그리로 “가쟈”는 의지 하나로 “뱀 처럼 가는”빗발 머

의 불빛을 감각하 다면,｢슬 인상화｣의 ‘나’는 물로 차단된 바다 편에서 깜빡이

는 등 불빛과 “하이한 양장의 경”으로 멀어지는 ‘그 ’를 감각해보려 한다.

어떤 종결 을 바라보듯이,출항을 비하는 바다 건 편 세계에 해 통 되지 못

한 채 ‘나’는 다만 명멸해가는 불빛과 경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다.‘그 ’가 그려

넣어진 바다 편의 세계는 ‘나’로부터 철 한 간극 머에 놓여 ‘인상화’로 객 화

될 만큼이나 ‘나’에게 먼 것으로 존재한다.먼 것을 감각하려던 의지는 도리어 굴

되어 ‘나’를 향하고,이로써 껍질을 넘어 세계에 닿지 못하며 다만 “오랑쥬 껍질”처

럼 씹힐 뿐인 “나그네의 시름”이 드러나게 된다.이처럼 ｢ 충류동물｣이나 ｢슬 인

상화｣에서도 역시 자아와 세계의 계는 ‘불가능의 세계’로 낙착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자아와 세계 사이에서 해소되지 않음으로 토스 감정의 표

출로 이어지기도 하는 시 간극의 문제를 살펴볼 수 있었다.간극은 시 상에

한 심리 거리의 최소화를 추구하는 시 주체의 의지에 해 력 인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었으며,이에 따라 시 정황 역시 ‘불가능의 세계’로 귀결되는 양상을

보 다.이러한 간극의 문제는 ｢태극선｣｢유리창1｣에 이르러 하나의 공간소로 자리

잡는 모습을 보여 다.

[……](이 아이가 내 무릎 우에 은것이 아니라)

새와 꽃,인형 납병정 기 차들을 거나리고/모래밭과 바다,달과 별사이로/다리 긴 王

子처럼 다니는것이려니,

(나도 일즉이, 두록 흐르는 강가에/이 아이를 뜻도 아니한 시름에 겨워/풀피리만 찢

은일이 있다)

이 아이의 비단결 숨소리를 보라./이 아이의 씩씩하고도 보드라운 모습을 보라./이 아

이 입술에 깃드린 박꽃 웃음을 보라.

(나는, ,돈셈,지붕샐것이 문득 마음 키인다)

반디ㅅ불 하릿하게 날고/지 이 기름불 만치 우는 밤,/모와 드는 훗훗한 바람에/슬

지도 않은 태극선 자루가 나붓기다.65)

‘나’는 잠든 아이 곁에서 부채를 부치고 있다.‘나’가 보고 있는 것은 “태극선 자루”

이기도 하지만, 한 “다리 긴 왕자”처럼 지상을 월하여 꿈속에서 우주를 돌아다

65)정지용,｢太極扇에 날니는 ｣,《조선지 》,1927.8,정지용,｢太極扇｣, 정지용시집 ,시문학

사,1935,44-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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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 있을 아이의 잠든 모습이기도 하다.우주의 생성원리를 의미하는 태극선의 무

늬처럼,잠든 아이의 얼굴은 마치 ‘나’에게 우주 속을 다니는 아이의 꿈속을 모두 보

여주는 듯하다.그런데 시에서 ‘태극선’은 ‘나’로 하여 아이의 꿈속을 추정해볼

수 있게 하는 통찰의 입구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부치면 부칠수록 “문득”경험 실

의 고민들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바람에 “나붓기”는 태극선 자루의 운

동에 따라 아이에 한 사념은 “마음 키”이는 일들과 번갈아가며 빠르게 교체된다.

한,태극선 자루의 운동에 따라 “-려니”라는 추정의 어미를 사용하여 아이의 꿈에

극 으로 개입하던 ‘나’의 의지 태도는 이제 다만 아이의 얼굴 표면에 머무르는

웃음을 보는 행 에 그치는 것으로 변질된다.이는 시의 태극선 자루가 아이의

꿈에 한 통 을 일시 으로나마 가능하게 하는 것인 동시에 그것을 차폐하는 하

나의 간극으로 기능하는 공간소임을 알게 한다. 시의 마지막 연은 아이의 꿈을

들여다보려던 ‘나’의 의지가 그 끝을 보지 못한 채 “모와 드는 훗훗한 바람”과도 같

은 집약된 공간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임을 보여 다.

후술하게 되겠지만 가톨릭문학 창작방법론의 자각 과정이 반 된 작품인 연작 산

문 ｢素描｣에서 정지용은 이와 같은 간극의 문제를 일종의 자유로 받아들이는 신도

의 태도를 자기 것으로 취하며,이로부터 가톨릭 술의 자유를 발견해내기에 이른

다.그것에 앞서 살펴볼 작품이 ｢유리창1｣(1930)과 ｢그의 반｣(1931)이다.개종 이후

에 창작된 이들 시편을 통해,간극의 문제를 받아들이는 시 주체의 자세가 변화되

어가는 기미를 살펴볼 수 있다.

琉璃에 차고 슬 것이 어린거린다.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양 언 날개를 다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려나가고 려와 부디치고,

물먹은 별이,반짝,寶石처럼 백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닥는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 이어니,

고흔 肺血管이 찢어진 채로

아아,늬는 山ㅅ새처럼 날러 갔구나!66)

시 주체는 유리창에 어른거리는 무언가를 두고 “차고 슬 것”이라 말한다.어른

66)정지용,｢琉璃窓｣,《조선지 》,1930.1,정지용, 정지용시집 ,시문학사,1935,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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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림에 붙여진 ‘것’이라는 미상의 이름은,그러한 어른거림이 명확한 이름을 부여할

수 없는 정도만큼의 간극을 두고 화자로부터 물러나 있는 것임을 알게 한다.어른거

리는 그것과의 간극을 좁히기 해(1행)화자는 유리에 “입김을 흐리”고 “유리를

닥”아도 보지만(2·3행),잠시 “ 다거”리던 어른거림은 이내 “새까만 밤”의 육박으로

인해 보이지 않게 된다(4·5행).“유리”에 려드는 “새까만 밤”은 화자로 하여

앞의 상과 통 될 수 없다는 운명론 인 한계를 깨닫게 한다.앞서 살펴본 작품에

서와 같은 ‘불가능의 세계’가 이곳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어른거림이 비가시의 기권 바깥으로 멀어지는 사건은 그것이

빛으로 박 오는 데 한 역설 인 이유가 되어 다.‘것’이라는 미상의 이름을 가진

어른거림과 통 될 수 없었던 화자는 그러한 어른거림이 자신으로부터 가장 멀어지

는 순간에 반짝임이라는 응답을 돌려받게 된 것이다.그리고 화자는 이처럼 간극의

발생으로써 응답을 되돌려 받게 된 일에 해 ‘황홀하다’말한다.간극에 따른 세계

와의 별리는 결코 황홀하기만 하지 않으며 여 히 외롭기도 한 것이지만,외롭고도

황홀한 감정은 자아와 세계의 통 이 불가능한 상황을 두고 ‘슬 다’혹은 ‘슬 지도

않다’말하던 태도와 견주어볼 때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간극 머의 시 상으로부터 돌아오는 모종의 응답은 이제 화자로 하여 “차

고 슬 것”이라는 미상의 이름을 “늬”라 부를 수 있게 한다.10행에 이르러 ‘차고

슬 것’이 ‘늬’로 고쳐 불리는 데서,1행에서 10행에 이르기까지 상과의 실질 인

간극이 벌어지는 동안 심리 인 간극은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내 무엇이라 이름하리 그를?

나의 령혼안의 고흔 불,

공손한 이마에 비추는 달,

나의 보다 갑진이,

바다에서 솟아 올라 나래 떠는 성,

쪽빛 하늘에 힌꽃을 달은 고산식물,

나의 가지에 머믈지 않고

나의 나라에서도 멀다

홀로 어여삐 스사로 한가러워―항상 머언이

나는 사랑을 모르노라 오로지 수그릴뿐.

때없이 가슴에 두손이 염으여지며

구비구비 돌아나간 시름의 황혼길우―

나―바다 이편에 남긴

그의 반 임을 고히 진히고 것노라.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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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반｣에서 ‘나’는 “홀로 어여삐 스사로 한가러”운 ‘그’를 무엇이라 “이름”할 수

없다.《시문학》에 발표될 당시 이 작품의 제목이 달리 ｢無題｣ 던 것은 상에 이

름을 부여할 수 없다는 문제 상황으로부터 시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과 련이

없지 않아 보인다.2～4행에 걸쳐 ‘나’는 “령혼안의 고흔 불”“공손한 이마에 비추는

달”“ 보다 갑진이”와 같은 우회 인 언사로 그를 명명해보려 한다.깃들고 비추며

보다 값지다는 표 은 ‘나’의 가까이에 들었으되 ‘나’와 꼭 같지 않으며 ‘나’를 웃돌

며 존재하는 상의 수 성(首位性)을 강조하는 표 이다.그러나 ‘그’를 지시하는

다른 형상들을 운 하는 방식으로 ‘그’에게 이름을 부여해 보려는 이러한 우회 인

시도 속에서 ‘나’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그것을 직 감 할 수 없고 그것에 완 히

합일될 수 없다는 간극의 문제이다.

2～4행의 ‘그’가 ‘나’의 우회 인 언사 속에서 주로 하강의 운동성을 보이는 형상

들로써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면,5～6행에서는 상승의 운동성을 보이는 형상들이

‘그’를 지시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그’는 각각 바다와 산에서 하늘로 상승하여

“나래 떠는 성”이거나 “쪽빛 하늘에 힌꽃을”달기도 하는 어떤 것으로 비유되고

있다.이때,‘그’는 바다와 산,그리고 하늘이라는 공간에 모두 걸쳐 있는 존재일 뿐

만 아니라 바다와 고산식물,그리고 별이라는 속성을 한 몸에 지니고 있는 존재이기

도 하다.‘나’에 해 다름이라는 의미로 다가오던 ‘그’라는 형상이 ‘하늘’에 해서는

나래를 떨거나 흰 꽃을 들일 수 있을 만한 자기 변형의 의지로 가까이 닿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앞서 지상을 기 으로 하여 “바다에서 솟아 올라 나래 떠는

성”“고산식물”등으로 지시되었던 상으로서의 ‘그’가 9행에서 보듯 이제는 “홀

로 어여삐 스사로 한가”로운 성과 고산식물의 월 몸짓으로 다른 무엇을

지시하는 주체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나’에 의하여 명명되는 상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물러나 있는 ‘그’가 ‘하

늘’에 해서는 스스로 치솟고 꽃을 다는 것과 같은 자기 변형의 주체이기도 하다는

은 정지용 시에서 주체와 객체의 속성을 한 몸에 지니는 상징 형상이 이곳에서

처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게 한다.그 기 때문에 ‘그’는 나로부터 일정한

간극 머에 놓여 “항상 머언이”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동시에 ‘나’로 하여

“오로지 수그”리고 “두손을 염으”이게 하며 ‘나’스스로를 “그의 반”이라 믿게 하는

존재이다.

67)정지용,｢無題｣,《시문학》,1931.10,정지용,｢그의 반｣,정지용, 정지용시집 ,시문학사,

1935,140-1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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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통해 자아와 세계 사이에 놓여 그것 간의 통 을 불가능하게 하

던 시 간극의 문제가 ｢유리창1｣｢그의 반｣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시 주체로 하여

경건한 태도를 갖추게 하는 요소로 기능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유리창1

｣과 ｢그의 반｣의 화자가 “밤에 홀로 유리를 닥”거나 “때없이”기도의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은,간극 머에 존재하는 시 상이 일순 “보석처럼 백” 들어오거나

“령혼안의 고흔 불”로 임재해오는 응답의 순간을 보았기 때문이다.

2.2. 상징 형상의 재 과 회화주의

1928년 여름  ImitationofChrist 를 심독하던 정지용은 7월 22일 성 란시스코

사비엘 천주당(가와라마치 교회)에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가톨릭 신자로 거듭나게 되

었다.68)그로부터 4개월 뒤에는 조선공교신우회교토지부 창립총회의 서기로 선출되

었다.69)이 무렵의 정지용은 주변인들에게 “보통 사람의 그것과는 동떨어진 (……)

가 열 인”태도로 “그 실 기독교 에도 구교인 성교에 귀의하여 거의 변인되

다 싶은 종교신자”로 비치기도 하 다.70)그는 귀국 후 종 성당 청년회의 총무로

직하고,1930년 말엽에는 혜화동 본당과 약 성당을 다녔다.71)1937년에는 ‘재

속(在俗) 란치스칸’에 가입하여 성인 란시스코에 깊은 신심을 보이며 ‘완덕’의

길로 나아갔다.덕원신학교 교지 《神友》의 창간 3주년 특집호에는 ｢선진신부들의

교훈 일반교우들의 기 ―이런 신부가 되어다오｣라는 제명으로 정지용의 편지 이

실려있기도 하다.72)그는 1940년 화가 길진섭과 함께 평양 기행을 떠났을 때에도 그

68)정지용은 개종 직  ImitationofChrist 외 네 권의 가톨릭 서 을 읽고 있었다(《 외일

보》,1928.7.4.;사나다 히로코, 최 의 모더니스트 정지용 ,역락,2002,175면을 재참조).

한편,그동안 정지용의 가톨릭 입교 문제에 한 논의는 실증 인 방면에서 꾸 히 이어져 왔

다.정의홍은 천주교회보의 기사(1929.6)내용에 근거하여 정지용의 가톨릭 입교시기를 도시샤

학 시 로 보았다(정의홍,205면 참조).이후 사나다 히로코의 조사 작업에 의해 그것이 입교

가 아닌 개종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개종의 정확한 시기가 밝 지게 되었다(사나다 히로코,｢정

지용의 극 인 환-개신교에서 천주교로｣,《문 앙》,2006년 ,287면 참조).

69)사나다 히로코, 최 의 모더니스트 정지용 ,역락,2002,169-170면을 재참조.

70)정노풍,｢시단회상｣,동아일보,1930.1.16～18.; 의 책,175면을 재참조.

71)《별》,1933.6.10,4면.;정지용,｢서왕록 (上)｣,《조선일보》,1938.6.5-7.

72)《경향잡지》(1934.12)에는 ｢이러한 신부가 되어다오｣라는 기사에 한 모집 고가 실린바

있다(장정란,｢《神友》 연구｣,《교회사연구》26,한국교회사연구소,2006,131면 참조).정지용

은 이 고를 읽고 편지를 썼을 가능성이 높다.짧은 편지 이지만 정지용 작품 연보에 새롭게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편지의 발신인들이 체로 천주교 단체나 천주교 인사들인 가

운데 그 홀로 평신도로서 편지를 써 보냈다는 것은 이색 인 상으로 받아들여질 만하다.

문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경성 정지용 농민 도는 춘추가 많으신 신부님께 맡기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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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의 이른 아침 미사를 챙겼을 만큼 신심을 오래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73)

그가 ‘란시스코 정지용’으로 개종한 일과 련하여 특기할 만한 사항은 개종의

시기가 그의 나이 25세 되던 해라는 이다.25세라는 나이는 정지용 문학에 있어

시 감의 출발로 여겨졌던 행 의 증거자인 아씨시의 성 란시스코의 개종 시

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74)정지용이 성 란시스코의 행 을 최 로 입수한 시기는

밝 져 있지 않다.이에 따라 성 란시스코의 일생이 시인의 개종에 향을 미쳤는

지의 여부 한 지 으로서는 알기 어렵다.75)그러나 어도,1931년부터 세례명

란시스코를 기명(記名)으로 삼아 시를 썼던 정지용에게,더 높은 것을 해 자기를

흔연히 희생하는 성 란시스코의 행 은 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만한 의

미를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그야 이 深夜에 太陽과 같이 밝은 技工이 이제로 나오겠지요.그러나 森林에서 어온

듯 싱싱한 불꽃이 아니면 나의 성정은 그다지 반가울리 없읍니다.

性情이란 반듯이 實用에만 기울어지는것이 아닌 연고외다.

그러므로 에 앗시시오․聖란시스코는 우로 오르는 종달새나 알로 흐르는 물까지

라도 姉妹로 불러 사랑 하 으나 그 에도 불의 姉妹를 더욱 사랑하 읍니다.그의낡은

망 자락에 옴겨 붙는 불꽃을 그는 사양치 않었읍니다.非常히 사랑하는 사랑의 表象인

불에게 흔 벼쪼각을 애끼기가 무도 인색 하다고 하 읍니다.

이것은 聖人의 行蹟이라기 보다도 그리스도敎的 Poesie의 出發이외다.76)

의 인용문은 개종의 동기 가톨릭문학 창작방법론에 한 자각의 과정을 자

허구의 형태로 그려낸 산문 ｢소묘5｣(람 )의 부분이다.이 의 ‘나’는 ‘실용의 차

원’과 ‘비상한 사랑의 차원’에 두루 걸친 간 존재로서의 ‘람 ’를 묵상하면서,“日

이 앞으로 우리들의 신부이실 여러분은 장래 지식계 의 외교인을 획득하시도록 비하시여주

시압소서.그들을 귀화시킴으로 성교회에 얼마나 유리하겠으며 그 로 버려둠으로 얼마나 유해

하겠읍니까?신앙없는 지식인은  지식 야만인 이라 하겠읍니다.이 험한 무리들을 거륵한

울안으로 몰아넣기에는 험치 아니한 양떼를 불려드리었던 아름다운 목 보다 새로운 ○○이

실히 필요합니다. 내 외로 ○능한 신부를!”(정지용 외,｢이러한 신부가 되어다오｣,《神

友》,덕원신학교,1935.6.20,48면)

73)정지용,｢畵文行脚10-平壤4｣,정지용, 문학독본 ,박문출 사,1948.

74)Brown,Raphael,LittleflowersofSt.Francis(성 란시스의 작은 꽃들),박명곤 역,크리스챤

다이제스트,1992참조.

75) 란시스코의 행 이 가톨릭문학 창작방법론과 결부되어 문면에 제시된 것으로는 ｢素描·5｣

(《가톨닉청년》,1933.9)가 그 첫 번째 작품이다.

76)｢람 ｣, 정지용시집 ,시문학사,1935,153-154면.《가톨닉청년》(1933.9)에 발표될 당시 제

목은 ｢소묘5｣ 으나 시집에 정착되는 과정에서 ｢람 ｣로 개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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誌”로 상징되는 실용의 차원을 넘어 ‘불’의 세계로 상승한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한

다.정지용에게 성 란시스코의 행 에 나타난 “불”의 이미지는 “람 ”로 설명되는

실용의 차원 “벼쪼각”으로 설명되는 육체의 안 를 월하여 “비상(非常)히 사랑

하는 사랑의 표상”이라는 의미로 상승할 만한 것이다.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은 정지용이 가톨릭 희생의 태도로부터 “그리스도교 포에지”,즉 시 감의 출

발 을 구해내고 있다는 이다.이 듯 이 무렵의 정지용은 월을 도모하는 것으

로부터 가톨릭 시가 출발된다는 을 분명히 자각하고 있는 것이다. 한 가톨릭 문

학론의 출발 에 한 자신의 견해를,하나의 존재로부터 다른 존재로 “드러스”는

자기 존재의 변모 과정 속에 밝 두고 있음은,시를 원 으로 되돌려 다시 시작하겠

다는 시인으로서의 의지 표명으로 읽히기도 한다.

이곳에서는 이러한 기본 인 출발 을 염두에 두면서 ｢素描｣시기에 나타난 가톨

릭문학 창작방법론의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시 상과의 사이에 놓인

간극에 한 기 시의 인식은 ｢素描｣(《가톨닉청년》,1933.6-9)연작에 이르러

‘ 심연’ 가톨릭 시의 본질을 자각하는 것으로 귀착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

문이다.

정지용 문학에서 “내 무엇이라 이름하리 그를?”(｢그의 반｣)“무엇이라 일음하느

뇨?”(｢소묘1｣)와 같은 물음은 실상 가톨릭 시 창작과 함께 제기되기 시작한 것으로

서,‘그’가 ‘나’로부터 이름 할 수 없을 만큼 멀리에 존재한다는 것과,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름 할 수 없는 ‘그’를 재 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를 동시에 함축하는 물음

이다.77)이 듯 ‘그’와 ‘나’사이,즉 상과 자아 사이에는 인 심연이 놓여 있

다.그리고 심연 머의 상은 이제 주체에게 역사해오는 방향의 역 을 보여

다.78)

검은 옷이 길 로 길고나,머리뒤에 테—하게 부튼 검은 동그란 흥겁은 무엇이라 일

77)｢바다1｣(1930)과 ｢바다2｣(1935)를 면 히 분석하는 자리에서 방민호는 “감각과 언어 사이의 메

울 수 없는 간극”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정지용의 시는 감각주의에서 언어주의로의 환을

보여 다고 말한바 있다(방민호, 감각과 언어의 크 바스 ,서정시학,2007,19-28면 참조).

1933～1936년 무렵의 정지용 시와 산문에는 언어에 정을 기하기 한 모색의 과정 상

에 한 를 갖추려는 태도가 형상화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78)이러한 방향감각에 한 고찰은 ‘나’가 ‘그’를 향해 가고 있지 않으며 ‘그’ 한 ‘나’를 향해 오

고 있지 않음에도 “그이게로 스사로 옴기여지”고 있는 하나의 발걸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소묘1｣의 ‘나’는 거울의 비유로 말하자면—즉,거울과도 같은 ‘그’가 아니었다면 이러한 피동

인 발걸음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인데—‘그’에 의해 ‘나’의 차원을 이탈하여 다른 차원으로 “옴기

여지”고 있는 것이다(｢소묘｣,《가톨닉청년》,1933.6,정지용,김학동 편,앞의 책,17면을 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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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하느뇨?(……)거름은 불으지안는 그이게로 스사로 옴기여지는 것이엿다.그의 關心

이 내게로 향해 오지 안는 것이 도로 그의 超越한 日課를 신비롭게 보이게 하는 것이

엿다.

아츰에 이마를 든 해바래기은 오로지 태양을 향해 돌거니와 이이는 뉘를 향해 보이지

안는 白金圓周를 고요히 것느뇨?

懷疑症스런 발은 다시 멈칫하엿다.호기심은 역시 距離를 두고 수 게 펴고 잇섯다.79)

이는 시인으로 하여 로서의 진리란 그 듯 거리를 두고 엄습해오는 것이기에

직 감각되거나 발설될 수 없으며,다만 그것을 암시하는 가설로서의 상징물을 통

해 우회 인 방식으로써만 체험될 수 있는 것임을 자각 한다.문제는 그럼에도 여

히 ‘나’는 그러한 매개와 다르다는 데 있다.｢素描｣는 1)‘나-그(가톨릭 신부)-보이

지 않는 뉘’라는 삼자 계의 구도와 함께,80)2)‘보이지 안는 뉘’를 우회 으로 암시

해주는 매개로서의 ‘그’,3)그리고 ‘그’와 ‘나’사이에 놓인 심연을 두루 보여 다.그

러한 다름,곧 심연을 무마해보려는 듯 시도된 ‘나’의 과단은 ‘나’의 외부에 거울처럼

존재하여 ‘나’로 하여 다른 차원으로 “옴기여”질 수 있게 하 던 ‘그’를 “외 박이”

의 “우울한 환멸의 존재”로 락 한다.

그날의 나는 단 다섯 개 단 제목의 햄리트이엿다.한나제 만난 黑長衣둘은 <王>아

로 더 각가히 가자 얼골이 마조빗취자! 이 하나 업다.

외 박이 랑스 神父는 우울한 환멸의 존재로 섯슬 이엿다.

약간 머리를 숙여 건조한 의를 표하고 그의 아 바람을 헤치며 지나갓다.

날 듯한 식聖 은 오늘도 놉구나!기폭을 인 마스트갓흔 첨탑!어르만질 수 업고 폭

안기일 수도 업는 <巨大>한 향수여!81)

불가지의 심연을 사이에 둠으로써 오히려 거울과 거울상의 계로 묶일 수 있었던

‘나’와 ‘그’는 이처럼 ‘나’가 심연을 건 려는 순간 뚜렷한 둘로 분열되고 마는 것이

다. 한,이러한 과단에 따라 ‘나’의 심경은 “수 ”음에서 “건조한 의”로 된

다.가톨릭 신부와의 두 번째 만남을 앞두고 ‘나’는 그것이 “요행”이리라는 것을 알

면서도 자기 시각의 “틀님업슴”을 기 해본다.

79)정지용,｢소묘1｣,《가톨닉청년》,1933.6,정지용,김학동 편,앞의 책,17면을 재인용.

80)｢소묘1｣의 삼자 계가 ‘나-신부-천국’이었다면 ｢소묘2｣에서 그것은 “그(P)-성체등-至聖한 옥

좌”의 구도로 나타난다.

81)정지용,앞의 책,18면을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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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ㅅ스 R과 아츰인사를 박구쟈 가벼운 긴장을 늑기엿다.나의 시각의 틀님업슴을 요행

히 기 하며 성당입구를 바라보고 잇섯다.(……)수풀속으로 내여다보는 죄고만 湖水갓

흔 이 둘이 온다.천국이 바로 비취는 순수한 스에 나의 몸ㅅ새는 한낫 헤매는 나부

이더뇨?82)

그리하여 ‘나’가 마주한 진실은 ‘그’의 이 “천국”과 서로 비추는 조응의 계를 이

루고 있다는 이다.“천국이 바로 비취는 순수한 스”라는 이미지는 그러한 조응

의 계를 집약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나’는 ‘그’와 “천국”이 이루는 조응

의 계 속에 하나의 오 처럼 포개어짐으로써,자기 존재란 그와 같은 조응의 계

에 하여 “한낫 헤매는 나부”,곧 여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素描｣

연작이 인칭이나 이름의 이니셜,교명 등 지 않은 허구 장치에도 불구하고 작품

바깥에 놓인 작가 정지용의 정황을 끊임없이 지시하고 있다는 ,가톨릭으로의 개

종 과정에서부터 가톨릭 술을 자각하게 되는 과정까지를 素描하고 있는 작품임을

감안할 때,이러한 심연과 부자유를 수용한다는 것은 결국 1)자기에게서 해석 지

들이 비롯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과,2)결정 간극을 두고 그 머의

상과 “갓가히 마조 ”하는 구도 자체를 정지용이 자신의 시학의 원리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듯 실존 제약 속에서 상과의 거리를 운명론 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작

품 외 시간을 기 으로 볼 때 시인의 개종 직후 창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유리

창｣(1930)｢그의 반｣(1931)에서부터 간취되기 시작한 바로서,｢素描｣를 통해 이러한

태도가 보다 구체 인 창작방법론으로 시되기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이상에서 보듯 과도 인 존재로서 가톨릭의 본질을 자각하는 일련의 과정이 연작

산문으로 성취될 만큼 강렬한 체험이었다는 것은,｢素描｣로 상징되는 정지용의 가톨

릭 문학 창작이라는 것이 결국 작품의 내인 인 욕구에 따른 다른 방법론의 정

립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었으리라는 해석을 던져보게 한다.

성당안 祭臺 압헤는 성체등이 걸녀잇다.

켠 불이—고요히 기도하는 에 보이는 것이니—한나제도 신비롭게 커젓다 어젓다 할

 거리에는 무수한 희랍 쾌활이 이러섯다 수그러젓다 하는 것이다.그것은 기 이 아

님으로 커젓다 어젓다 보아도 조코 그러 안보아도 무방하다.이는 성체등도 철 한

책임은 사양할 것이니,다만 至聖한 옥좌를 비추는 원한 붉은 별임으로.83)

82)정지용,앞의 ,앞의 책,19면을 재인용.

83)정지용,｢소묘2｣,《가톨닉청년》,1933.7,앞의 책,22면을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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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묘1｣의 삼자 계가 ‘나-신부-천국’이었다면 ｢소묘2｣에서 그것은 “그(P)-성체등-

至聖한 옥좌”의 구도로 나타난다.성체등의 “커젓다 어젓다”하는 움직임은 “이러

섯다 수그러젓다”하는 거리의 “무수한 희랍 쾌활”과 상극의 유비 계를 이룬다.

햄릿의 흑장의와 왕의 흑장의가 동일한 것일 수 없었던 것처럼 성체등의 명멸과 거

리의 그것은 매우 다른 것이다.그러한 원성은 ‘그(P)’로 하여 거리의 쾌활이 아

닌 성당의 요를 향하게 한다.‘그’는 이제 더 이상 거리의 쾌활로부터 어떤 기 을

기 하지 않으며,궁극과 서로 “비추는 원한 붉은 별”을 마주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듯 ‘그-성체등’사이에 놓인 결정 인 간극을 수용하고,그와 같은 간극 속에서

상을 통해 궁극의 세계와 우회 으로 교섭하고자 하는 태도는 기 감각주의

작품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태도라는 에서 정지용의 가톨릭 문학 특성으로 받아

들여질 수 있다.

｢소묘4｣에는 ｢소묘1～3｣에 제시된 심연의 의미가 보다 구체 으로 드러난다.

값진 陶器는 꼭 음식을 담어야 하나요?마찬가지로 귀한 책은 몸에 병을 진히듯이 暗記

하고 있어야 할 이유도 없읍니다.聖畵와 함께 멀리 떼워놓고 생각만 하여도 좋고 엷은

황혼이 차차 짙어갈 제 서 의 密集部락 앞에 등을 향하고 고요히 앉었기만 함도 교양

의 심각한 표정이 됩니다.나는 나 로 좋은 생각을 마조 할 때 페이지 속에 文字는

文字끼리 좋은 이야기를 잇어 나가게 합니다.숨은 별빛이 얼키설키듯이 빛나는 문자끼

리의 이야기…… 이 귀 한 인간의 유산을 金字로 表裝하여야 합니다.84)

여분으로서의 ‘나’에 해 완미한 외부 세계는 들끼리의 질서를 이루고 있으며,

‘나’는 어디까지나 심연 머에서 그러한 질서를 바라보고 있을 따름이다. 상에

한 ‘나’의 그 어떤 기투 없이도 상은 그것 로의 질서를 갖는 것이며,그 만으로

‘나’는 만족해한다.그들끼리의 서로 비추는 세계는 ‘나’에게 있어 “聖畵”처럼 “멀리

떼워놓고 생각만 하여도 좋”은 그런 것으로 여겨진다.‘나’의 태도가 이러하므로 일

종의 축지법을 사용하여 그것들을 ‘나’의 앞으로 당겨보는 일은 시도조차 되지 않는

것이다.

책이 뽑히여 나온 부인 곳 그러한 곳은 그 게 막한 空洞이 아닙니다.(……)우리의

교양에도 각 이러한 문자가 뽑히여 나간 空洞 안의 부인 하늘이 열리어야 합니다.

84)정지용,｢소묘4｣,《가톨닉청년》,1933.9,정지용, 정지용시집 ,시문학사,1935,27면을 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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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겨를에 밤이 한폭 들어와 차지하고 있읍니다. 밤이 온다 —이러한 우리가 거리에

서 쓰는 말로 이를지면 밤은 반드시 딴곳에서 오는 손님이외다.겸허한 그는 우리의 앉

은 자리를 조 도 다치지 않고 소란치 않고 거륵한 신부의 옷자락 소리 없는 거름으로

옵니다.그러나 큰 독에 물과 같이 충실히 차고 넘침니다.그러나 어쩐지 막한 손님이

외다.이야말로 거 한 文字가 뽑히여 나간 空洞에 임하는 喪章이외다.85)

비극은 반드시 울어야 하지 않고 사연하거나 흐느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실로 비극은

黙합니다.

그러므로 밤은 울기 의 울음의 鄕 요 움지기기 의 몸짓의 森林이오 입술을 열기

말의 풍부한 곳집이외다.

나는 나의 서재에서 이 黙劇을 감격하기에 조 도 괴롭지 안습니다.검은 잎새 에 오

롯이 리우기만 하면 그만임으로.나의 혼의 윤곽이 올뺌이 자 처럼 동그래질 때

입니다.나무끝 보 자리에 안긴 독수리의 흰알도 無限한 明日을 향하야 신비론 생명을

옴치며 들리며 합니다.86)

한,‘나’는 비극을 상징하는 밤의 비등하는 “黙劇”앞에서 내 “ 혼의 윤곽”이 따

라 “비등(沸騰)”하는 것을 느낀다.이처럼 “밤”은 ‘나’로 하여 다른 차원으로의 이

동을 가능 하 던 흑장의 신부의 거울 같은 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성당

으로 인도하 던 성수반 앞에서의 성호와도 같이(｢소묘3｣),‘나’에 하여 “밤”의 세

계에 비추어 혼의 윤곽을 재정비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거울로 마주서 있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素描｣연작을 쓰는 과정에서 정지용 혹은 ‘나’가 자각한 “그리스도교 술의

자유”라는 것이 첫째로 심연을 수용하는 부자유의 자유를 의미하 다면 둘째로는

그 주어지는 것(“옴겨오는 회화”)을 다만 “순수”히 옮겨내는 재 원리를 의미하

는 것이었다.

람 는 두손으로 바처 안고 오는 양이 아담합니다.그 얼골을 濃淡이 아조 강한 옴겨

오는 회화로 감상할 수 있음이외다.—딴말슴이오나 그 와 같은 美한 性의 얼골에 순수

한 회화를 재 함도 그리스도교 술의 자유이외다.87)

상의 재 이라는 에서 정지용이 자각한 가톨릭 술의 원리는 기 문학의 감

85)정지용, 정지용시집 ,시문학사,1935,28면을 재인용.

86) 의 책,같은 면을 재인용.

87)정지용,｢소묘5｣,《가톨닉청년》,1933.9, 의 책,30면을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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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의와 연결되는 지 을 보여 다고 할 수 있지만, 상과의 다름을 수용한다는

에서 정지용의 가톨릭 문학은 기 감각주의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리어진

여분의 자리를 지키며 상에 착함으로써야 한낱 헤매는 나비로나마 신부의 동

자로 옮겨질 수 있었던 것과 같이 ‘가능의 세계’로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이다.즉,

‘나’가 자각하고 있는 “그리스도교 술의 자유”란 ‘나’가 마주보고 있는 상과의

차이를 수용하고,하나가 다른 하나에 포개어지듯 상에 착하는 편을 받아들임으

로써 이루게 되는 그러한 독특한 합일을 의미하는 것이다.마지막으로,정지용에게

“그리스도교 poesie의 출발”이란 1)“實用”의 차원을 월해 있는 “非常”한 것을

추구하고,2)그것을 향해 자기를 흔쾌히 이동시킬 수 있음이며,3)그럼으로써 궁극

으로는 가설의 단계를 벗어나 실재와 합일되는 것을 의미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각 이후 정지용은 순교복자 김 건의 순교 과정을 다루고 있는 시 ｢승리

자 김안드 아｣(《가톨닉청년》,1934.9)에서 자기 이탈에 따른 자와의 일치

개체의 행 가 종의 행 로 확산되는 지 을 제삼자의 거리감각 머에서 구 해보

이고 있다.88)

이러한 가톨릭 시의 자각과정으로부터 정지용은 월 세계를 향해 “白金圓周”

를 돌거나 불을 밝히는 형상을 재 해내기 시작하고,그러한 상징 형상에 자기 자

신을 부단히 참여시키는 모습을 보여 다.1933년을 기 으로 이후에 창작된 작품들

은 상징 형상에 해 차단되어 세계와의 통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던

기 문학과 변별되는 지 을 보여 다.특히,｢素描｣연작에서는 ‘나’에 한 ‘나’의

반성 거리 의식이 획득되고 있는바, 에 없던 이러한 자기객 화를 통해 정지용

은 가톨릭 술의 원리를 자각해가는 자기의 모습을 “반성의 정확한 치”에서 내

려다볼 수 있게 되었으며,89)이러한 방법론 자각 이후에 창작된 ｢임종｣(1933)｢은

혜｣(1933)｢다른 한울｣(1934)｢ 하나 다른 태양｣(1934)등의 시편에서 화자는 자기

혼 정화를 통해 상승의 국면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구 된다.그 다고 할 때,

정지용의 가톨릭 시편은 정지용 문학 세계의 모를 놓고 보자면 감각주의와 동양

세계 사이에 놓이는 외 인 국면이었다기보다 ‘불가능의 세계’를 극복하기

한 내 형식의 진 인 이행의 과정 속에 치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가톨릭으로의 개종 이후 정지용이 세례명을 기명으로 삼아 개했던 문필행 로

88)｢승리자김안드 아｣에서 정지용은 “지극히 유순한 ｢羊｣”을 “성주 수”에게로 상승시킴으로써

힘의 상태와 힘의 정 상태를 첩시킨다.박해 정도가 심해지는 것과 비례하여 김 건

의 일 기가 진술되며,이 과정에서 김 건의 희생은 엄스러운 모습으로 상승된다.

89)｢소묘·1｣에서 바라보고 서술하는 자가 ‘나’하나라면 ｢소묘·3｣에서 바라보는 자는 ‘P’이며 그를

서술하는 자는 “작자”‘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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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를 본받음 번역을 들 수 있다.정지용은 세례명으로 토마스 아 피스의

완덕 지도서인  그리스도를 본바듬 ‘령 생활에 한 유익한 일움’편을 7회

에 걸쳐 번역하 다.“령ㅅ 진보”를 한 구체 인 지침들을 제시한 의 지도서

는 정지용의 가톨릭 시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는 것임에도 그동안 많은 이들의 주

목 속에 놓이지 못하 다.90)

아래에서 보듯, 그리스도를 본받음 제1권의 서술자아는 인간으로 하여 불완

한 감각의 세계로부터 이탈하여 으로 진보하게 하는 것이 강론의 근본 목표임

을 제시한다.

그럼으로 맛당히 우리의 사업으로 하야 할 것은,곳 자긔를 이긤과,날노 더 용맹하여짐

과,한 더 낫게 나아감이니라.91)

이러한 근본 목표 아래  그리스도를 본받음 의 서술자아는 제1권의 편에 걸쳐 이

와 같은 진보에 이르는 사람을 ‘완덕의 사람’이라 지칭하고,그러한 존재가 되

기 한 방법을 크게 세 단계에 걸쳐 제시한다.그것은 ①서로 다른 두 세계에 하

여 이율배반 태도를 갖추는 단계,②자신의 오 에 따른 불완 한 단을 억제하

는 근신의 단계,③가톨릭 성인들의 모범에 자신을 합치시켜 그들의 정신을 갖추게

되는 묵상92)의 단계로 요약될 만한 것이다.그리고 이처럼 “더 낫게 나아”가는

진보의 방법을 제시하기에 앞서 서술자아는 그것이 무엇을 향한 나아감인지를 분명

히 밝 둔다.

헛되도다,훌훌 신속히 지나가는 것을 사랑하고 원한 즐거움이 머믄 그곳으로 밧비구

지 아니함이여.

자조 이 비유를 긔억하라 ｢ 은 에 배불으지 아니하며 귀는 드름에 차지 아니하나니

90)양왕용은  백록담 에 나타나는 ‘무욕의 철학’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음 으로부

터 몇몇 구 을 인용하고 있다.단편 인 인용에 그친 에서 아쉬움을 남기는 것이지만,정지

용 문학에 한 가치 평가에 앞서 모든 문필 행 를 총 하는 총체 해명을 시도하 다는

에서 의의가 깊은 것으로 보인다(양왕용, 정지용시연구 ,삼지원,1988,169면 참조).이것에

더하여 본고는  그리스도를 본받음 의 요한 국면들을 면 히 재검토함으로써 1933～1935년

에 창작된 정지용 가톨릭 시와의 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91)방제각, 그리스도를 본받음 ,《가톨닉청년》,1933.6-9,정지용,김학동 편, 정지용 집 2,

민음사,2003,570면을 재인용.

92)‘묵상(meditation)’이란 마음과 정신을 수의 일생이나 성인들의 생애에 몰두하여 생각에 잠기

는 것을 말한다.이러한 주제들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조 씩 진보하여 높은 수 에까지 도달하

게 되면 자와의 친교에 이를 수 있다( 가톨릭 사  ,‘묵상’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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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럼으로 의 마음을 보이는 바로 사랑함으로부터 우며,보이지 아니하는 사정에

스사로를 옴기기로 힘쓸지라.93)

 그리스도를 본받음 의 서술자아는 기본 으로 세계에 한 이원론 인 인식을 보

여 다.인용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서술자아는 세계를 “보이는바”와 “보이지

아니하는 사정”으로 구분지어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서술자아는 이 듯 뚜렷이 구

분되는 두 세계 가운데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사정”을 향해 자기 스스로를 옮기

어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스도를 본받음 의 편에 걸쳐 하나의 계열을 이

루어나가는 “하날나라”“내세사정”“ 원한 즐거움”은, 다른 의미 계열을 이루어

나가는 “세속”“ 세생명”“훌훌 신속히 지나가는 것”에 한 척 인 의미를 지니

면서, 세를 떠나 나아가야 하는 세계로 설정된다.

그리스도를 본바듬과 한 세속의 모든 헛됨을 업수히녁임에 하야.94)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음 의 제1권 제1장은 인용문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바”로부터의 별리의 노력에 하여 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서술

자아는 “보이지 아니하는 사정”을 향해 나아가기 해서는 세속을 “업수히녁”일 것

이며,그에 하는 무게로써 “그리스도를 본”받는 태도가 아울러 요구된다고 말한다.

만일 진실로 명에 비최임과 한 모든 마음의 소경됨에서 구원밧기를 원할지면 이 말

슴으로 인하야 그의 생활과 행실을 어 본바들ㅅ가 일워짐 이라.

이럼으로 수 그리스도의 생활을 묵상함으로 최상의 공부를 삼을 것이로다.

[……]엇지하야 엇던 성인들은 그러타시 완 하엿고 묵상에 한갈스러웟던고?95)

그런데 이 듯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추기에 앞서 요구되는 단계가 있다.그것은 바

로 자신의 오 에 따른 불완 한 단을 억제하는 근신의 단계이다.가톨릭 성인들

의 정신을 묵상하기 해서는,아래 인용문에서 보듯 무엇보다 “오롯이 자기를 억제

하”여 자신의 생활을 그들이 보여주었던 표양에 마땅히 일치시키기 한 노력이 선

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93)방제각, 그리스도를 본받음 ,정지용,김학동 편,앞의 책,567면을 재인용.

94) 의 책,565면을 재인용.

95) 의 책,565면을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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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 그리스도의 말슴을 충분히 한 맛시게 알아듯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의 온 생활

을 그 의게 합치하기를 힘써야 맛당하도다.96)

모든 세속 원욕에서 오롯이 자기를 억제하기를 힘쓴 연고니 그럼으로 마음 속으로부터

천주 결합하며 임의로 자기수덕에 힘쓸 수 잇섯슴이로다.97)

만일 우리 자신에 완 히 죽을 수 잇스며,내심에 걸니는 것이 을지면,신성한 것을

맛보기와 한 천국에 한 묵상을 경험할 수 잇스리로다.98)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야 비로소 가톨릭 성인들의 정신을 갖추게 되는 묵상의 단계

에 이를 수 있게 된다.그런데 다음 인용문에서 보는 것처럼 묵상은 상 세계에

한 체감의 방식으로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통회의 졍의를 알기보담 차라리 통회를 늑기기가 원이로다.99)

그리고 우리는 정지용의 가톨릭 시로부터, 세와 내세 사이 연옥의 공간에 자신을

치시키고 내세로 나아가기 한 목 에서 진 인 자기 혼의 정화를 추구하는

시 주체의 태도를 살펴볼 수 있다.성인(聖人)의 행 으로부터 가톨릭 술의 본

질을 자각해가는 과정에서 그에 병행하는 문필 활동으로 진보에 한 지도서

를 번역한 사실은 ｢임종｣｢은혜｣(1933)｢다른 한울｣｢ 하나 다른 태양｣(1934)과 같은

정지용의 가톨릭 시에 나타나는 자기 혼 정화의 노력이 아무런 고민의 과정 없이

주어진 결과가 아님을 보여 다.

이후 정지용은 가톨릭 시를 창작하는 과정에서 ‘가리어 듣다’‘실상 …았/었다’‘

하나 다른’과 같은 표 들을 새로이 사용하기 시작한다.이러한 표 들은 사실상 가

톨릭 시 창작이 단된 이후에 창작된 ｢이목구비｣(1937)와 ｢서왕록｣(1938)에서도 여

히 사용될 만큼 정지용 문학세계 내에서 지속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지용의 가톨릭 시에서 가리어 듣는다는 것은 감각의 정수(精髓)만을 뽑아 지니겠

다는 의지가 반 된 행 이다.‘실상 …았/었다’는 말은 ‘실상’이라는 단어의 뜻에서

96)방제각, 그리스도를 본받음 ,정지용,김학동 편,앞의 책,566면을 재인용.

97) 의 책,580면을 재인용.

98) 의 책,580면을 재인용.

99) 의 책,566면을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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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듯이 어떤 상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남에 한 화자의 깨달음이 반 되

어 있는 말법이다.‘ 하나 다른’이라는 말은 세계를 이원 으로 이해하고 이곳 아

닌 다른 곳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기를 바라는 화자의 의지가 반 된 표 이다.이

들 모두 형상의 이면에 한 통찰과 련된 표 들임을 알 수 있다.

이곳에서 살펴볼 ｢임종｣｢은혜｣｢다른 한울｣｢ 하나 다른 태양｣은 1933～1934

년도 《가톨닉청년》지에 게재된 정지용의 가톨릭 시편들이다.이들 시편에서 시

주체는 세계를 이원론 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보인다.그리고 스스로를 이곳에 아닌

다른 세계로 나아가게 하기 해 자기 혼의 정화를 시도한다.정지용의 가톨릭 시

가 ‘고통에 한 소극 인 응 양식’으로나마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100) 기 시

세계와 비교하 을 때 확연히 새롭다 여겨질 만한 혼 정화의 자세가 시편들에

이르러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하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이들 시편을 일 하여

보면 먼 시 주체가 자기 혼을 정화하는 태도로서 크게 두 가지 모습을 보여

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하나는 감각의 상실에 한 의지 태도이며,다른 하나는

수 그리스도의 업이 담긴 형상 혹은 그의 행 자체를 자기 안에 지니겠다는

의지 태도이다.그리고 이들 시편에는 이 듯 자기 혼 정화를 추구하는 태도를

통하여 시 주체가 궁극 으로 도달 되는 공간 한 형상화되어 있다.다만,바

라던 그 세계에 도달하게 되는 일은 모두 미래형 시제로 나타날 따름이다.이로써

정지용은 지 요구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혼 정화의 노력이라는 을 분명

히 밝 두고 있는 셈이다.

｢임종｣｢은혜｣(1933)｢다른 한울｣｢ 하나 다른 태양｣(1934)은 형상의 이면에 놓

인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치한 시 주체에게 요구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보여 다.｢임종｣의 시 주체는 자신의 죽음을 미리 가정해보는 시 정황 속에서,

살음 머의 세계를 상징하는 “다른 세상의 태양”에 한 자신의 진 인 의지를

보여 다.

나의 림종하는 밤은/귀 리 하나도 울지 말라.

나종 죄를 들으신 神父는/거륵한 産婆처럼 나의 靈魂을 갈르시라.

聖母取潔禮101)미사때 쓰고남은 黃蠋불!

담머리에 숙인 해바라기꽃과 함께/다른 세상의 太陽을 사모하며 돌으라.

永遠한 나그내ㅅ길 路資로 오시는

100)노혜경,앞의 ,58면.;양왕용,앞의 책,153면 참조.

101)‘주의 헌 축일’의 옛 말.이 축일은 성모 마리아가 아기 수를 성 에 헌한 사건을 기념

한다( 가톨릭 사  ‘성모취결례’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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聖主 수의 쓰신 圓光!/나의 령혼에 七色의 무지개를 심으시라.

나의 평생이오 나종인 괴롬!/사랑의 白金도가니에 불이 되라.

달고 달으신 聖母의 일홈 불으기에/나의 입술을 타게하라.102)

시 주체는 자신의 임종을 성모취결례,곧 성모 마리아가 수를 헌한 일에 하

는 사건으로 여기면서 그날 일에 한 자신의 소망을 미래형 시제로써 드러내고 있

다. 시의 7연은 화자의 바람이 집약되어 있는 주제부라고 볼 수 있다.‘사랑’이라

는 국면으로 어들기 해서는 먼 ‘괴롬’이 괴롬에 머무르지 않고 필경 ‘불’로 나

아가야 하리라 여기는 태도가 7연에 집약되어 나타나 있는 것이다.주제부에서 ‘불’

이라는 이미지로 제시된 희생에의 의지는 3·6연에서 보듯 “성모취결례 미사때 쓰고

남은 황 불”이나 “성주 수의 쓰신 원 ”이라는 감각 인 형상으로 구체화됨으로

써 그 념성을 극복해내고 있다.시 주체에게 희생자 수가 썼거나 혹은 수를

기념하기 해 쓰고 남은 형상들은,그것을 따라야만 ‘사랑’이라는 국면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범처럼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임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먼 ,‘괴롬+불⇒사랑’으로 요약되는 주제부에

앞서 1～6연에 걸쳐 ‘나+ 수가 썼거나 혹은 수를 기념하기 해 쓰고 남은 형상

들⇒다른 세상의 태양’이라는 상당히 구체 이며 감각 인 구도를 형성함으로써 주

제의 념 노출에서 비껴나 있다는 이다. 한,도달하고자 하는 곳에 이르는

과정에서 희생자의 ‘표양’을 그 로 따르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도 주목해

볼 수 있다.이는 자아와 세계의 통 이 불가능한 세계를 체험하 던 기 시의 화

자가,그와 같은 ‘불가능의 세계’를 넘어서 존재하는 ‘다른 세계’를 재설정하고,그리

로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에게 요구되는 혼 정화의 태도와 방법으로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고민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悔恨도 한/거륵한 恩惠.

깁실인듯 가느른 볕이/골에 굳은 얼음을 쪼기고,

바늘 같이 쓰라림에/솟아 동그는 물!

귀 에 아른거리는/妖艶한 地獄불을 끄다.

懇曲한 한숨이 뉘게로 사모치느뇨?/窒息한 靈魂에 다시 사랑이 이실나리도다.

悔恨에 나의 骸骨을 잠그고져./아아 아 고져!103)

102)정지용,｢臨終｣,《가톨닉청년》,1933.9,정지용, 정지용시집 ,시문학사,1935,136-137면.

103)정지용,｢恩惠｣,《가톨닉청년》,1933.9,정지용, 의 책,132-1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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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로 정지용은 시 ｢임종｣에서,‘상실+정화⇒상승’이라는 주제부를 제시

하기에 앞서 그에 한 맥락을 미리부터 형성하여주는 구도를 제시한바 있다.동월

호에 게재된 ｢은혜｣에서도 이와 유사한 구조를 살펴볼 수 있다.｢은혜｣ 한 주제를

직 으로 표출한 1·6연 사이에 얼음과 볕의 비유로써 주제부가 갖는 념성을

감각 인 구도로 풀어내고 있는 것이다.1·6연에서 시 주체는 “질식한 혼”이

“회한”과 만날 때 “사랑”으로 어들 수 있다는 믿음을 피력하고 있다.이에 하여

2～5연은 “골에 굳은 어름”+“깁실인듯 가느른 볕”이라는 외 자연 상의 결과로

주어지는 물로부터 그 유사성에 근거하여 물의 이미지를 이끌어냄으로써 ‘질식한

혼+회한⇒사랑’이라는 주제의 념성을 극복해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의 모습이 에 보이지 않었으나/그의 안에서 나의 呼吸이 로 달도다.

물과 聖神으로 다시 낳은 이후/나의 날은 날로 새로운 太陽이로세!.

뭇사람과 소란한 世代에서/그가 다맛 내게 하신 일을 진히리라!.

미리 가지지 않었던 세상이어니/이제 새삼 기다리지 않으련다.

靈魂은 불과 사랑으로!육신은 한낯 괴로움./보이는 한울은 나의 무덤을 덮을쁜.

그의 옷자락이 나의 五官에 사모치지 안었으나/그의 그늘로 나의 다른 한울을 삼으리

라.104)

한 해 뒤에 발표된 ｢다른 한울｣에는 바라는 세계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시 주체

에게 요구되는 희생자의 범 문제가 ｢임종｣에 이어 다시 형상화되고 있다.‘

혼+불⇒사랑’이라는 5연의 주제부를 드러내기에 앞서 시 주체는 ‘나+그가 다맛 내

게 하신 일⇒미리 가지지 않었던 [……]다른 한울’이라는 구도에서 보듯 희생자를

따르는 구체 인 행 의 과정을 먼 다짐하고 있다.즉,｢임종｣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한울｣에는 ‘다른 한울’이라 하는 세계로 나아가기 해 희생자의 표양을 범

처럼 따르겠다는 시 주체의 의지 인 태도가 드러나 있는 것이다.동월호에 게재

된 ｢ 하나 다른 태양｣에는 이와 같은 가톨릭 표양의 ‘묵상’과 함께 요구되는

다른 태도로서 감각의 ‘근신’문제가 나타나 있다.

온 고을이 밧들만 한/薔薇 한가지가 솟아난다 하기로/그래도 나는 고하 아니하련다.

나는 나의 나히와 별과 바람에도 疲勞웁다.

이제 太陽을 시 일어 버린다 하기로/그래도 그리 놀라울리 없다.

104)정지용,｢다른 한울｣,《가톨닉청년》,1934.2,정지용, 정지용시집 ,시문학사,1935,

142-143면.



- 42 -

실상 나는 하나 다른 太陽으로 살었다.

사랑을 하얀 입맛도 일는다.

외로운 사슴처럼 벙어리 되어 山길에 슬지라도―

오오,나의 幸福은 나의 聖母마리아!105)

시의 ‘나’는 “ 하나 다른 태양”이자 “나의 행복”인 “성모 마리아”에게로 이르기

해서라면 “입맛”도 잃어버린 “벙어리”가 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임종｣

이나 ｢다른 한울｣에서 바라는 세계로 나아가기 한 시 주체의 도정 에 제기되

었던 것이 가톨릭 희생자의 표양을 따라 그것에 육신을 합치시키려는 태도 다면,｢

 하나 다른 태양｣에서는 감각을 일체 상실하겠다는 의지가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재 처한 곳의 모든 감각 인 요소에 해 시 주체는 “그래도 [……]아

니하련다”“그래도 [……]ㄹ리 없다”라는 자기 존재의 면성으로 맞서고 있다.“성

모 마리아”에게로 이르기 하여 시 주체가 일차 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감각

의 깜깜함 상태(5·6연)는,“ 하나 다른 태양”에 자신이 귀속되어 있었음을 백일하

에 깨닫게 되는 장면(4연)과 병치됨으로써 “ 하나 다른 태양”의 부심을 더욱 부

각시키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

｢悲劇｣의 힌얼골을 뵈인 이 있느냐?

그 님의 얼골은 실로 美하니라.

검은 옷에 가리워 오는 이 高貴한 訪에 사람들은 부질없이 唐慌한다.

실상 그가 남기고 간 자최가 얼마나 香그럽기에

오랜 後日에야 平和와 슬픔과 사랑의 선물을 두고 간 을 알었다.

그의 발옴김이 한 표범의 뒤를 따르듯 조심스럽기에

가리어 듣는 귀가 오직 그의 노크를 안다.

墨이 말러 詩가 써지지 아니하는 이 밤에도

나는 맞이할 비가 있다.

일즉이 나의 딸하나와 아들하나를 드린일이 있기에

혹은 이밤에 그가 禮義를 가추지 않고 오량이면

문밖에서 가벼히 사양하겠다!106)

｢비극｣에서 유일하게 과거형 시제가 사용된 5행과 10행은 “딸하나와 아들하나를”

105)정지용,｢ 하나 다른 태양｣,《가톨닉청년》,1934.2,정지용, 정지용시집 ,시문학사,1935,

144-145면.

106)정지용,｢悲劇｣,《가톨닉청년》,1935.3, 의 책,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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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은 시인의 자 체험을 반 하고 있다.그런 에서 5행과 10행은 시 주체가

“검은 옷에 가리워 오는”손님을 익숙히 알며, 그를 맞이하기 한 비의 자세

를 취하고 있는 것에 해 그럴듯한 맥락을 형성하여 다.8～9행은 “시가 써지지

아니하”도록 말라버린 “墨”을 신하여,검은 옷의 손님으로 상징되는 ‘비극’이 시

주체로 하여 시를 쓰게 할 것임을 암시한다.1～3행에서 ‘나’는 “검은 옷에 가리워

오는”손님의 얼굴은 “실로 美”한 것이라고 말한다. 시는 이처럼 ‘비극’의 이면

의미란 “평화와 슬픔과 사랑”이었다 말하는 4～5행의 고백 어조에 앞서,그 이면

에 다른 의미를 내포한 ‘비극’을 심방해오는 손님에 빗 어 표 함으로써 주제의

념 표출로부터 비껴날 수 있게 된다.

이어서 ‘나’는 이 듯 ‘비극’과 같은 ‘상실’의 이면 의미를 성찰할 수 있기 해

서는 “가리어 듣는 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가리어 듣는 귀”란 형상의 이면 의

미를 성찰하기 해 형상의 본질만을 가려 감각하고자 하는 신 한 태도를 의미하

는 것이다.이 듯 형상의 이면 의미를 성찰하기 해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려는

가톨릭 시 화자의 의지는,사실상 가톨릭 시 창작이 단된 이후인 1937년도의 산문

｢이목구비｣와 1939년도의 시론 ｢시의 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난만한 표정을

삼가 거룩한 향내를 맡으려는 감각의 신 함’이나 ‘자기의 내부 인 감정을 제어하

려는 시인의 당 태도’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지속된다.

정지용이 《가톨닉청년》 ‘복자김 건특집호’(1934.9)에 세례명을 기명(記名)으로

삼아 발표한 시 ｢승리자김안드 아｣는 이와 같은 가톨릭 시 창작의 견고한 바탕

에 쓰일 수 있었다.

[……] 체 무슨 사정으로 이러한 어명이 나리엇스며/이러한 국권이 발동하엿던고?/

혹은 사직의 안 를 범한 역도나 다사림이엇던고?

실로 군소리도 업는 알는소리도 업는 도 업는/조찰한 피를 담은 한 ｢羊｣의 목을 베이

기 함이엇도다.

지극히 유순한 ｢羊｣이 제 에 오르매/마귀와 그의 화를 부수기에 백천의 사자 보다

도 더 맹하엿도다.

성 장막이  진제 천유여년이엇건만/아즉도 새로운 태양의 소식을 듯지못한 죽음

그늘에 잠긴 동방일우에/하나 ｢갈와리아산상의 제｣여!

오오 좌기ㅅ 에 목을 놉히 달니우고/다시 열두칼날의 수고를 덜기 하야 몸을 틀어다

인/오오 지상의 천신 안드 아 김신부!

일즉이 천주를 알어 사랑한 탓으로 아버지의 태한 목숨을 뒤에두고/그의 외로운 어머

니 마자 홀로 철화사이에 숨겨두고/처량히 국 과 국경을 버서나아간 소년 안드 아!

[……]포악한 치도곤 알에 조찰한 를 부술지언정/감사의게 ｢소인｣을 바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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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백년 청반의 후 안드 아·김 건!

[……]표양이 능히 옥졸지 놀래인 청년성도 안드 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도/오히려 성교를 가라친 선목자 안드 아!

[……]두귀에 활살을박어 체구 그 로 십자가를 일운 치명자 안드 아!

성주 수 바드신 성면오독을 보람으로/얼골에 물과 회를 바든 수난자 안드 아!/성주

수 성분의 수 를 바드신 그 로 바든 복자 안드 아!

성주 수 바드신 거짓질안을 어 거짓질안으로 죽은 복자 안드 아!

오오 그들은 악한 권세로 죽인/그의 시체지도 차지하지못한 그날/거륵한 피가 이믜

이나라의 흙을 조찰히 씨섯도다./외교의 거친 덤풀을 밟고 잘아나는/주의 포도ㅅ다래

가/올해에 十三萬송이!/오오 승리자 안드 아는 이러타시 익이엇도다.107)

일 이 ｢승리자김안드 아｣는 “가톨릭 순교사”에 내재된 “한국 민족의 항정신”을

살펴볼 수 있게 하는 작품으로 평가된바 있다.108)그런가 하면 “조선 말기 카톨릭

탄압의 실례를 (……)기리기 ”한 “그 이상의 의의는 없는”작품이라고 보는 상반

된 평가가 제기되기도 하 다.109)이러한 평가 이후 체로 ｢승리자 김안드 아｣는

일종의 ‘행사시(OccasionalPoems)’로 간주되어 본격 인 논의 상으로 고려되지

않아 왔다.110)

그러나 이들 작품이 희생을 기리기 한 목 시의 성격을 띠며 창작된 것이 사실

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단순히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행사시(OccasionalPoems)란

“특수한 행사를 장식하거나 기념”하기 하여 쓰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행사가 끝난

뒤에라도 그 생명력이 유지되는 시로 정의된다.111)이처럼 행사의 진행을 문학 으

로 돕는 계 시인의 존재에 해 정지용은 “쓰기 실흘 때 의무 으로 쓰려는”계

시인의 작품에서는 “어데 하나이나 시된 것”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112)

그 자신 계 시인으로서의 이력을 갖추었음에도 ‘의무로 쓰는 계 시인’에 해 비

107)정지용,｢승리자김안드 아｣,《가톨닉청년》,1934.9,정지용,김학동 편, 정지용 집 1,민

음사,2003,119-123면을 재인용.

108)김윤식, 한국근 작가론고 ,일지사,1978,119-120면.

109)정의홍, 정지용의 시 연구 :심리주의 비평 분석 ,형설출 사,1995,209면.

110)양왕용은 이 작품을 논의 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김 건 신부

의 추모 특집호에 발표된 일종의 행사시(OccasionalPoem)이며,정지용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것이 아니고 그의 세례명 란체스코의 한자명인 방제각으로 발표된 것이므로 본격 인 작품

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승리자김안드 아｣(1934.9)는 일종의 행사시로 [……]”(양왕

용, 정지용시연구 ,삼지원,1988,107·154면 참조).

111)Abrams,M.H.,Glossaryofliteraryterms(문학용어사 ),최상규 역, 림기획,1997,249면

참조.

112)박용철·정지용 담,｢시문학에 하야｣,《조선일보》,1938.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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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보인다는 으로부터 우리는 그가 ‘의무로 쓰지 않는 계 시인’이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이러한 가능성 속에서 ｢승리자김안드 아｣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은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작품은 각각 이미지,서사,주제의 층 에서 안드 아 김 건 신부의 순교 행

가 “성주 수”의 차원으로 상승되는 국면을 집 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박해가

깊어질수록 “지극히 유순한 ｢羊｣”의 이미지는 “ 맹”함으로 뒤바 고,안드 아 김

건 신부의 연 기 속에서 어린 소년 김 건은 “복자 안드 아”와 “성주 수”의

차원으로 어들게 된다.이처럼 이미지와 서사의 층 에서부터 서서히 가치 도의

순간들이 구 되며,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안드 아 김 건 신부의 순교 행

는 수의 희생이라는 국면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지 까지 살펴본 로 정지용의 창작방법론은 가톨릭 시 창작의 출발 그 방

법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싹트기 시작한 것이었다.먼 ,｢素描｣의 서술자아는 성

란시스코에게서 발견한 ‘상실+정화’의 형상을 가톨릭 시의 출발 으로 삼고,그러

한 형상이 ‘상승’의 국면으로 환되는 모멘트를 순수하게 재 해내는 데 주력하

다. 한,｢素描｣의 서술자아는 이 듯 상 세계에 하여 어떠한 해석도 가하지

않은 채 오직 상 세계의 체성만을 순수하게 재 하는 것을 일러 가톨릭 신자

가톨릭 술의 자유라 여기는 태도를 보여주기도 하 다.그런 에서 1933년 무

렵, 상 세계를 ‘순수하게’재 하는 데 가톨릭 술의 자유가 있다고 바라보았던

술가로서의 태도는, 상 세계를 자신의 주견에 입각하여 해석하지 않으려하 던

신자로서의 의지와 결부지어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와 같은 창작방법론을 토 로 정지용은 연작 산문 ｢素描｣ 가톨릭 시

편에 걸쳐 ‘자기 혼 정화’의 여러 형상들을 ‘순수하게’재 해 보임으로써 그러한

형상 머의 비가시 인 세계를 암시하는 작품 구도를 보여주었던 것이다.그것은

‘상실+정화⇒상승’으로 요약될 만한 것이었다.이와 같은 구도로부터 우리는,정지용

이 가톨릭문학을 자각해가는 과정에서 상징 형식을 창작방법론으로 새롭게 받아

들이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정지용의 가

톨릭문학 창작방법론은 ‘상실+정화’의 형상을 어떠한 사사로운 해석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여 재 하려는 ‘회화주의’의 성격을 보이는 것이었다고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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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론과 1930년 가톨릭문학론의

3.1. 상실과 정화를 통한 정신 상승

박용철과의 담 ｢시문학에 하야｣(《조선일보》,1938.1.1)를 통해 정지용은

하 시단의 문제 ,시의 통 문제,시론의 역할 그 담당 주체,그리고 시

감설에 한 견해를 드러낸바 있다.박용철과의 담은 정지용 시론이 본격화되는

시기보다 한 해 앞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하 시단에 한 정지용의 문제의식뿐만

아니라,나아갈 정지용 시론의 향방을 미리 측해볼 수 있게 하는 인 에서 주

목을 요한다. 담의 내용을 네 항목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정지용은 자신이 하 시단의 작품에 해서보다는 시 짓기에 “깃붐을 느”

끼지 않는 시인의 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113)따라서,이후 그가 본격

인 시론을 정립해 가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시인의 당 인 태도를 히 여기

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 발원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정지용은 시작(詩作)의 통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해 우리에게 사실상 “

기차게 통이 되”어온 것은 없으며,이러한 통의 부재가 “시를 구상하는 데 도리

조흔 수가 잇”다고 말한다.114)시작의 통을 부재한 것으로 여기는 이러한 입장

이 정지용에게 있어 연 새로운 것은 아니다.1933년 가톨릭문학 논쟁의 포문을 열

었던 평문 ｢한 개의 반박｣에서도 정지용은 시작의 근원을 “가톨닉 2천년간 교양의

원천”에 둠으로써 가톨릭의 보편 인 통 안에 시와 시인을 귀속시키는 입장을 보

여주었던 것이다.115)

셋째,정지용은 시론이라는 것이 ‘상식,시학,시화(詩話)’의 문제가 아니라는 을

지 하면서,시론이란 결국 “시인과 시론가”가 서로 “신경으로 한 계”를 보이

는 과정 속에서 쓰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116)이 듯 시론과 창작의 상 성을

히 여기는 담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이로부터 한 해 뒤에 정지용이 시인으로서

시론을 정립한 일은 그 자신의 자각 인 의식 속에서의 작업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

은 것이라고 하겠다.117)

113)박용철·정지용 담,｢시문학에 하야｣,《조선일보》,1938.1.1,2면 참조.

114) 의 참조.

115)정지용,｢한 개의 반박｣,《조선일보》,1933.8.26.;정지용,김학동 편, 정지용 집 2,민음

사,2003,540면을 재참조.

116)박용철·정지용 담,앞의 참조.

117)정지용이 시인으로서 시론을 정립하게 된 사정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 져 있지 않다.다만,

청탁을 받고 썼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견해가 지배 인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그가 시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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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시작(詩作)에 있어 시 감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해 정지용은

“인스피 -슌은 시”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획득하기에 앞서 “시인의 상태”

가 먼 “순수한 감정상태”를 이루고 있어야만 한다고 말한다.“늘 겸손하고 깨끗하

고 맑은”것이라야 한다는 정도로만 밝히고 있어 그것이 구체 으로 어떠한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정지용은 시인이 이와 같은 감정 상태에 이를

때 그에게로 “뮤-즈”가 찾아들게 되는 것이라고 보며,그러한 “뮤-즈”를 기독교 인

“은혜(Grace)”와 등치시켜 바라본다.118)외부로부터 부어지는 ‘시 감’에 앞서

제되어야 하는 ‘시인의 순수한 감정상태’에 한 논의는 이후 ｢시의 옹호｣｢시와 발

표｣｢시의 의｣(1939)를 거치면서 구체화되기에 이른다.

박용철과의 담 내용 에서도 ‘시인의 순수한 감정상태’와 ‘시 감’이 결합됨

으로써 시가 쓰일 수 있다고 여기는 은 ｢시와 감상- 랑과 그의 시｣(《여성》,

1938.8-9)에 이르러서도 지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구체 으로 정지용은 김 랑

이 “ 지의 원천”119)을 회복함으로써,“자못 불가항력 ”으로 닥쳐온 생애의 비극과

그로 인한 참담한 성정을 제어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본다.그리고 이 듯 순수하게

정리된 감정 상태 에 “뮤-즈”로 화한 랑의 죽은 아내와 “자연”이 찾아듦으로써,

“불행한 사도”김 랑은 서정시인 김 랑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

한다.

(가)① <그 색씨>는 갔다.그러나 불행한 <뮤-스>가 되어서 다시 돌아왔다. 랑은 딿

아나섰다.

인생에서 조 하기는 분명히 달리하 건만 실로 의외의 것이 사락( 落)되어 그것이 도

로 기 으로 완성된 것을 그의 서정시에서 보고 그의 서정시인을 경탄하게 되는 것

본격 인 시론을 쓰기 부터 시인과 시론가의 한 련 양상을 강조한 사실 자체를 간과

할 수는 없을 것이다.그 다고 할 때,그가 시인으로서 시론을 썼음은 시인과 시론가 사이의

련성을 염두에 두어온 것에 따른 결과 인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118)박용철·정지용 담,앞의 참조.

119)정지용에 따르면 ‘지의 원천’이란 “청춘의 오류”에 가리어져 있던 인간 본연의 성정을 가리

킨다.‘지의 원천’을 가리켜 정지용은 “ 능감각”을 넘어서는 자리에 놓이는 “고도의 정신주

의”라는 말로써 신 설명하기도 한다.｢시와 감상｣에서 그는,높은 시의 발원지는 바로 이와

같은 ‘정신주의’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정지용,｢시와 감상- 랑과 그의 시｣,《여성》,

1938.8-9).

그리고 이 듯 ｢시와 감상｣에서 ‘지의 원천’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정신주의’는 1939년도 정

지용 시론의 편을 거치면서,내 인 감정을 조 하고 비워낸 그곳에 자연사와 인간사를 받아

들이는 시인의 근신(謹愼) 묵상의 문제와 한 련을 보이게 된다.그런 에서,‘감각주

의’에 한 척 인 의미를 띠면서 정지용의 후기문학을 단 으로 설명해오던 ‘정신주의’라는

특질은,인간 인 성정을 업신여기는 고만한 귀족주의라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인간 인 성정의

조 을 통해 궁극 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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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나)② 우수한 시인은 생득 으로 염려(艶麗)한 생리를 가추고 있는 것이나 마침내 그

생리를 밟고 일어서서 인간 감격 내지 정신 고양의 계단을 올으게 되는 것이 자연

한 것이오 필연한 것이다.

[……]시작이란 언어 문자의 구성이라기보담도 먼 성정의 참담한 연 술이오 생명의

치열한 조각법인 까닭이다.120)

김 랑에게 있어,의도했던 것과 달리 “사락( 落)되”어버린 그 “의외의 것”이란 바

로 아내의 죽음이었다고 볼 수 있다.그리고 (가)～(나)에서 보는 것처럼 ① ‘죽은

아내를 따라나서는 신(迎神)의 의식’과 ② 슬픔을 고 는 ‘성정의 참담한 연 술’

단계를 거침으로써 김 랑은 그러한 ‘상실’을 “도로 기 으로 완성”할 수 있었다

는 것이다.

그리고 정지용은 이처럼 ‘상실’이 기 완성에 다다르는 과정을 서정시의 탄생

과정과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인다.즉,정지용은 생애사 인 ‘상실’이 ‘상승’으로 역

되는 구도로부터 서정시 장르의 본질을 자각하여가고 있는 것이다.이로부터 우리

는 처음 연작 산문 ｢素描｣에서 가톨릭 시의 출발 으로 제기되었다가 가톨릭 시편

의 주요 원리로 이어지기도 하 던 ‘상실+정화⇒상승’의 구도가 1930년 말엽 서정

시의 본질을 운 하는 자리에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그 다고 할 때,서

정시의 탄생 과정에서 기 ‘상승’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시 감과의 교차’

‘내부 감정의 조 ’단계란 이와 같은 구도에서 필수불가결한 단계인 ‘정화’에

해당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

박용철과의 담(1938) 김 랑론(1938)을 통해 그 윤곽을 드러내는 서정시의

원리,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정화’의 단계에 해당되는 ‘시 감과의 교차’

‘내부 감정의 조 ’문제는 ｢시의 옹호｣｢시와 발표｣｢시의 의｣｢시와 언어｣(1939)

라는 보다 본격화된 시론에 이르러 구체화되는 모습을 보인다.정지용은 자신의 시

론 편에 걸쳐 시의 출발 ,시의 효력,시 쓰기의 제로서 갖추어져야 하는 시인

의 태도에 해 말한다.

먼 ,｢시의 옹호｣에서 정지용은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을 별하면서 시의 출발

은 진리에 놓이는 것이라야 한다고 말한다.이러한 주장은 “천성(天性)의 의( )

를 갖”춘 “타당한 것”121)으로부터 사물에 한 해석뿐 아니라 시 역시도 비롯될 수

120)정지용,｢시와 감상- 랑과 그의 시｣,《여성》,1938.8-9,정지용,김학동 편, 정지용 집 2,

민음사,2003,336-344면을 재참조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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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라고 보는 그의 믿음에 근거한다.그런데 이처럼 정지용이 시의 출발 으

로 삼고 있는 ‘타당한 것’의 의미를 살펴볼진 ,그것이 그 내부에 ‘상승’이라는 이면

을 지닌 ‘상실’과도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시도 타당한 것과 화하기 에는 말하자면 밟은 자리가 크게 옳은 곳이 아니고 보면

시될 수 없다.[……]다만 의로운 길이 있어 형자(가시나무의 까끄라기-인용자 주)의 꽃

을 탐하며 걸을 뿐이다.

[……]시는 타당을 지나 신수에 사무치지 않을 수 없으니,시의 신수에 정신 지상의 열

락이 깃들임이다.시는 모름지기 시의 열락에까지 틈입할 것이니,[……]기쁨이 없이 이

루는 우수한 사업이 있을 수 없으니,지상(至上)의 정신 비애가 시의 열락이라면 그 는

당황할 터인가?122)

시의 “밟은 자리”는 다만 의로운 길,타당의 길이어야 하며,그러한 타당의 길을 걷

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지상(至上)의 정신 비애”를 겪어야 함을 의미한다.그런데

인용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정신 비애”는 “지상(至上)”의 단계에 이르

러 “시의 열락”으로 어들게 된다.“지상의 정신 비애”라는 ‘상실’의 단계가 “시의

열락”이라는 ‘상승’의 단계로 환되는 것이다.그리고 정지용은 ‘그 ’라고 하는 불

특정한 독자를 향해 이와 같은 ‘상승’,곧 ‘상실’의 이면을 ‘상실’과 함께 볼 것을

구한다.이처럼 정지용이 시의 출발 으로 여기는 “타당의 길”이라는 것이 결국 ‘상

실’과 ‘상승’의 결합체인 것을 볼 때,결국 그가 말하는 시란 그 이면에 ‘상승’의 순

간을 갖춘 ‘상실’로부터 출발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상실’이라는 생애사 비극의 이면에 약속되어 있는 ‘상승’에 한

정지용의 통찰력이 연 새롭기만 한 것은 아니다.‘상실’이 ‘상승’으로 환되는 모

멘트에 한 정지용의 사념은 이 시기로부터 이어져온 것인 에서 주목을 요한

다.‘상실의 실상은 이런 것이다.’로 요약될 만한 정지용의 사념은 번역서  본받음 ,

“딸 하나와 아들 하나”를 잃고 쓴 가톨릭 시 ｢비극｣,박용철에 한 추모 산문 ｢서

왕록｣을 지나 이곳 ｢시의 옹호｣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본받음 의 제1권 제18장

‘성부들의 표양에 하여’편에서는 이와 같은 ‘상실’과 ‘상승’의 측면을 한 몸에 지

닌 존재가 묘사되고 있었다.123) 한,｢비극｣에서는 “비극”의 “실로 미(美)”한 이면

121)정지용,｢시의 옹호｣,《문장》,1939.6,정지용, 문학독본 ,박문출 사,1948,204면 참조.

122) 의 ,205-206면.

123)제18장 ‘성부들의 표양에 하여’편에서,표면 인 ‘상실’과 그 이면으로서의 ‘상승’을 나란히

보여주는 구 은 다음과 같다.“세속사물에는 빈한 하엿스나 성총과 덕행은 실로 풍부하엿도

다./박그로는 궁핍하엿스나 안으로는 성총과 거륵한 신락으로 충만하엿도다./세속에 향하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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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깨닫게 됨으로써 비극을 “평화와 사랑과 슬픔”의 집 체로 이해하게 되는 과정

을 보여주었다.뿐만 아니라 ｢서왕록(下)｣에서 정지용은 박용철의 죽음으로부터,실

상 자신도 모르는 동안 그의 우의(友誼)에 십년간 포용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음

으로써 죽음의 이면 의미를 성찰할 수 있었던 것이다.124)

이상의 논의를 통해,정지용이 구상하고 있는 시의 출발 은 그 이면에 ‘상승’의

단계를 내재하는 ‘상실’로서의 ‘타당의 길’에 놓이는 것임을 살펴보았다.다음으로 정

지용은 그러한 ‘상실’로부터 출발된 시가 미치게 되는 효력 범 에 해 말한다.

시는 다만 감상에 그치지 아니한다.

시는 다시 애착과 우의(友誼)를 낳게 되고,문화에 한 치열한 의무감에까지 앙양한다.

고귀한 발화에서 다시 긴 한 화합에까지 효력 인 것이 시가 마치 감람 성유(聖油)의

성질을 갖추고 있다.

이에 불후의 시가 있어서 그것을 말하고 외이고 즐길 수 있는 겨 [……]그 겨 가 가

진 성 (聖典)이 바로 시로 쓰여졌다.125)

정지용은 시를 가리켜 “사람 사는 동네”로부터 쓰여야 하는 것이며,그럴 때에 시는

다시 그곳으로 내려가 “우의를 낳”는 “성 (聖典)”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

고 본다.인용한 목에 앞서 정지용이 “시안(詩眼)”을 신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여

겼음을 미루어 볼 때,신 은혜의 다른 한 축에 “사람 사는 동네”를 놓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3년간 가톨릭 시편에 주력하면서 신을 향한 혼의 정화 과정을

형상화해온 정지용이 앞으로의 시 개 방향을 어느 방면으로 재조정하게 될 것

인지를 다소간 암시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정지용은 시 쓰기의 제로서 갖추어져야 하는 시인의 태도에 해 말

소원한 외방사람이엇스나 천주는 가장 갓갑고 친 한 벗들이엇도다./자긔들 자신으로는 아

조 아모것도 안인것으로 생각되엇스며 세속에서는 업수히녁임을 바덧스나 천주 에는 귀

하고 사랑스런 자가 되엇도다.”(방제각, 그리스도를 본받음 ,《가톨닉청년》,1933.12,정지

용,김학동 편, 정지용 집 2,민음사,2003,593면을 재인용)

124)그의 덕을 조 도 딿지 못하엿고 우의에 충실치 못하엿슴에도 고인의 친우가 그를 아까워할

때에 내가 그와 함끠 기억된 을 생각하니 두려운 일이다.한편으로는 도 도 처는 릴 수

잇스나 오즉 선인에게만 허락되엿던 우의에 내가 십년을 포용되엿슴을 깨달엇슬 에 나는 한

일이 업시 자랑스럽다.나의 반생에 몰으는 동안에 보람이 잇섯던 것이로구나!

지튼 꼿에 숨어 보이지 않하노니

노 가지에 소리 홀연 새로워라.[……]두보(杜甫)

[……]아아 애닯은지고!고인은 덕의 소리와 향기를 끼치고 거러 갓도다(정지용,｢서왕록(下)｣,

《조선일보》,1938.6.7,5면).

125)정지용,｢시의 옹호｣,《문장》,1939.6.정지용, 문학독본 ,박문출 사,1948,2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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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그것은 ①“ 무도 내부 인”감정을 제어하는 ‘근신’의 태도와,②“정신 인

것”을 받아들이려는 ‘묵상’의 태도로 요약될 수 있다.

안으로 열하고 겉으로 서늘옵기란 일종의 생리를 압복시키는 노릇이기에 심히 어렵다.

그러나 사의 의는 겉으로 서늘옵기를 바라서 마지 않는다.

[……]정열 감격 비애 그러한 것 우리의 무도 내부 인 것이 그들 자체로서는 하등의

기구를 갖추지 못한 무형(無形)한 업화 (業火的)괴체(塊體)일 것이다.제어와 반성을

지나 표 과 제작에 이르러 비로소 조화와 질서를 얻을 뿐이겠으니126)

인용문에 나타난 것처럼 정지용은 시의 “표 과 제작”단계에 앞서 “ 무도 내부

인”우리 감정에 한 “제어와 반성”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다.‘근신’과 ‘표 ’에

한 정지용의 단계론 사고를 살펴볼 수 있는 목이다.127)후술하게 되겠지만,

1938～1939년도 시론에서 ‘근신’의 방법론을 정립하게 되는 것과 동일한 시기에 창

작된 ｢슬 우상｣｢삽사리｣(1938),｢장수산 1·2｣｢백록담｣(1939)으로부터 우리는 말과

행동을 극진히 삼가고 시 상을 묵상하려는 시 주체의 태도를 살펴볼 수 있다.

이들 시편에서 시 주체는 말과 행동을 삼가는 ‘근신’이라는 내 정화의 태도를

통해 ‘상실’이라는 형상에 내재된 이면 의미를 통찰해내는 데 이르는 모습을 보이

게 되는 것이다.

정지용에 따르면,시인은 이처럼 ‘근신’하는 태도의 바탕 에서 “정신 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정신 인 것’이 의미하는 바의 테두리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다만 그는 시인이 정신 인 것에 해당하는 “자연,인사,사랑,죽음 내

지 쟁,개 더욱이 덕의 인 것에 멍이 든 육체 [……]신앙”과 같은 덕목을 받

아들이는 ‘묵상’의 방식을 통해 ‘정신 인 것’을 구족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시인은 구극에서 언어문자가 그다지 수롭지 않다.시는 언어의 구성이기보다 더 정신

인 것의 열렬한 정황 혹은 왕일(旺溢)한 상태 혹은 황홀한 사기임으로 시인은 항상 정

신 인 것에서 정신 인 것을 조 한다.

126)정지용,｢시의 의｣,《문장》,1939.8.정지용, 문학독본 ,박문출 사,1948,196면.

127)｢시와 언어｣에서 정지용은 시란 ‘표 ’에 이르러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지만,그와 같은 ‘표 ’

이 “우수한 發花”로 만개하기 해서는 먼 시 휴양기에 “자연과 인간에 들어간 개발

심도(深度)”가 높아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이로부터 우리는 정지용이 ‘근신Action’과 ‘표

Making’를 상보 인 것으로 바라보는 한편 단계론 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정지

용,｢시와 언어｣,《문장》,1939.12,정지용,김학동 편,앞의 책,331-332면을 재참조 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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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인 것은 만만하지 않게 풍부하다.자연,인사(人事),사랑,죽음 내지

쟁,개 더욱이 덕의 (德義的)인 것에 멍이 든 육체를 시인은 차라리 평생 지녀야

하는 것이,정신 인 것의 가장 우 에는 학문,교양,취미 그러한 것보다도 <애

(愛)>와 <기도>와 <감사>가 거(據)한다.그러므로 신앙이야말로 시인의 일용할 신

양도(糧道)가 아닐 수 없다.128)

시를 한 휴양이 도리 시작보다도 귀하기까지 한 것이니,휴양이 정체와 다른 까닭에

서 그러하다. 첩한 산악을 한 듯한 침묵 에서 이루어지는 계획이 내게 무섭기까지

하다.[……]굴종할 수 있는 시간을 이 시 휴양기에서 얻을 수 있음이다.그보다도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다와 구름의 동태를 살핀다든지 정에 올라 고산식물

이 어떠한 몸짓과 호흡을 가지는 것을 본다든지 들에 나려가 일 일엽이,벌 울음과

물소리가,진실히도 시 운율에서 떠는 것을 나도 따라 같이 떨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음이다.시인이 더욱이 이 시간에서 인간에 집착하지 않을 수 없다.사람이 어

떻게 괴롭게 삶을 보며 무엇을 하여 살며 어떻게 살 것이라는 것에 주력하며,신

과 인간과 혼과 신앙과 애에 한 항시 투철하고 열렬한 정신과 심리를 고수한다.

이리하여 살음과 죽음에 하여 段이 승진되는 일개 표일한 생명의 劍士로서

원에 서게 된다.129)

정지용은 ‘정신 인 것’을 받아들이기 해 시인이 우선 으로 갖추어야 하는 태도

로 ‘근신’과 ‘묵상’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시의 옹호｣｢시와 발표｣에 반복 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창작을 삼가는 ‘근신’의 단계인 “시를 한 휴양기”에는 무엇

보다 “인간”과 “신앙”을 묵상의 상으로 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로 1938～1939년에 걸쳐 정립된 정지용의 시론은

가톨릭 시 창작 시기에 제기된 ‘자기 혼 정화’의 문제를 시와 시인의 존재론 차원

으로 드리운 결과 다고 말할 수 있다.시론에서 먼 그는 ‘우리의 무도 내부

인 것’을 제어하는 ‘근신(謹愼)’의 태도를 시인의 존재방식으로 내세우고,‘자연·인사

(人事)·사랑·죽음’과 같은 상 세계에 ‘따라 떨 수 있는’시인의 ‘묵상(黙想)’을 아울

러 강조하 다.정지용에게 있어 시의 가장 요한 덕목으로 운 되는 ‘정신 인 것’

이란 바로 이와 같은 시인의 ‘근신’과 ‘묵상’을 통해서만 구족될 만한 것이었다.

한,해방 이 마지막 시론의 자리에 놓이는 ｢시와 언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본질 으로 한계를 지닌 ‘언어’라는 재 의 도구는 이와 같은 시인의 ‘근신’ ‘묵

128)정지용,｢시의 옹호｣,《문장》,1939.6,정지용, 문학독본 ,박문출 사,1948,209면(강조-인

용자).

129)정지용,｢시와 발표｣,《문장》,1939.7, 의 책,203면(강조-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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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태도가 갖추어질 때라야 비로소 ‘시성(詩性)’과의 조화로운 결합을 이루어

불변의 시로 상승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 다고 할 때,‘우리의 무도 내부 인 것’을 비워낸 그곳에 상 세계를 받아

들이는 ‘근신’과 ‘묵상’의 방법으로써 ‘정신 인 것’을 갖추고자 하 던 정지용 시론

의 입장은,앞선 시기 가톨릭 시편에 나타났던 감각 부정의 태도 가톨릭 표양의

형상화 문제와 분명한 연속성을 지니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이와 같은 시

론의 입장은 상 세계의 체성을 ‘순수하게’받아들이는 데 역 을 두었던 이른

시기 ‘회화주의’의 방법으로부터도 연속되는 바가 있는 것이다.그런 에서 1938～

1939년의 시론은 언어기법에 의한 표 단계에 앞서 표 주체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한 문제를 새롭게 덧붙이는 의미를 지녔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3.2. 감각의 제어를 통한 ‘완덕’의 문학 사유

이처럼 작가와 작품의 불가분리성에 입각하여 표 주체의 태도 문제를 히 다

루고 있다는 에서,정지용 시론은 같은 시기 연 “새로운 문학이론”을 표방하며

등장한 비평가 이동구의 가톨릭문학론과 을 보여주기도 한다.정지용과 이동구

는 《가톨닉청년》지의 문 란을 편집하 다는 외에도,가톨릭 작가로서 순교문

학을 창작한 이력이 있으며,각자의 문학론을 통해 시인 내지 가톨릭 작가로서의 당

인 태도에 한 견해를 피력하 다는 에서 정신사 인 유사성을 보여 다.130)

1930년 라는 동시기에 가톨릭 작가로 활동하면서 작가와 작품 간의 불가분리성을

주장하 던 이들의 창작방법론을 비교하는 작업은 지 까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1930년 가톨릭문학론의 성격을 살펴보는 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동구의 가톨릭문학론과 정지용 시론 간의 유사성을 검토하고,나아가 1930년

가톨릭문학론의 체 인 면모 그 성격을 살펴보기 해서는 먼 이동구의 논

문을 면 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본고는 이른바 형기라고 불리는 비평 담론의 공

백기에 가톨릭문학론이 문단 내에서 어떠한 주도권을 가졌는가라는 문단 논쟁의

측면보다는,그들에게조차 연 “새로운 문학이론”131)으로 여겨졌던 가톨릭문학론의

성격이 무엇이었나를 재구성하는 데 역 을 두고자 한다.132)

130)정지용은 《가톨닉청년》 ‘복자김 건신부특집호(1934.9)’에 ｢승리자김안드 아｣라는 순교시

를 발표하 으며,이동구는 1939년 《경향잡지》 ‘기해박해백주년기념 상모집’치명성극 편에

｢순교자｣로 1등 당선된바 있다( 가톨릭 사  의 ‘이동구’편을 참조).

131)이동구,｢문 시평｣,《가톨닉청년》,1933.10,50면.

132)당 문단에서 가톨릭문학은 ‘이데올로기 문학의 결핍과 기근 속에 필연 으로 고개를 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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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는 ｢가톨릭은 문학을 어떻게 취 할까｣｢가톨릭 문학에 한 당 의 문제

(上·中·下)｣라는 두 편의 논문을 통해,가톨릭문학의 개념 성격을 규정하고 구체

인 창작방법론을 제시한다.133)

(가)가톨릭문학은 용주의를 취하야 성토-마스의 사상을 근원으로 한 인생 에서 출발

하려고 하는 것이다.이 세기 사상은 부가 철학의 부문이 아니고 우리 문 의 자극

제가 되고 지표가 될 만한 요소가 다분히 있다. 에 이 후승자로 지 할 만한 작가에

는 마리(J.Maritain)을 주로 한 노-델(P.Claudel)-(J.Cocteau)기타 벨녹(H.

Belloc)췌스터튼(G.K.Chesterton)등이 있다.

우리가 이러한 작가의 작품을 가톨릭문학 정의에 합하다고 보는 이유는 그 작품에 잠

재 으로 내포된 신에 한 암시와 원의 생명에 한 사념이다.이런 작품의 모태인

작가 자신의 생활에 비난할 이 업슴은 물론이거니와.134)

(나)우리가 어떤 상을 사고의 세계로 도인할 때 [……]순수한 태도로 받어드리는 것

즉 순수한 태도로 받어드린 그 상의 세계에 균형성을 보지한 정신의 “리슴”이 있을 때

이는 가톨릭 문학이다.

그러므로 가톨릭 문학이란 견고한 태도로 실에 “순수성”을 확 하고자 하는 의도 하

에 조직된 문학이다.135)

인용문 (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동구는 한국 가톨릭문학의 출발 을 세기 사

상에 놓고 있다.이 무렵의 이동구는 한국 가톨릭문학의 나아갈 방향에 하여 “지

표 낙인”으로 기능할 만한 사상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이며,136)성 토마스로 표

되는 세기 사상은 바로 이러한 모색의 결과로 이동구에게 입수된 것이라고 할 수

반동 술’의 하나로 규정되었다(홍효민,｢문단시평 (2)카톨릭 문학의 두｣,《동아일보》,1933.

9.13,5면 참조).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가톨릭문학론의 과정 그 면모를 충분히 살펴보

고 내린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주로 이동구에 의해 주도된 가톨릭문학론은 한국 가톨릭문학의

특수성을 확보하기 한 목 에서 외국문 이론을 도입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모색을 시도하

기도 하 던바,이 에 한 고찰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이다.따라서 1930

년 가톨릭문학론에 한 연구는, 롤 타리아 문학에 한 반동 술로 가톨릭문학의 성격을

규정짓는 당 문단의 평가를 답습하기보다,그것 로의 성격과 지향 을 악하려는 방향으로

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33)이동구,｢가톨릭은 문학을 어떻게 취 할까｣,《가톨닉청년》,1933.6.

______,｢가톨릭문학에 한 당 의 문제(上·下)｣,《동아일보》,1933.10.24-26.

이하에서 각각 ｢취 ｣과 ｢당 ｣로 표기한다.

134)이동구,｢취 ｣,10-11면.

135)이동구,｢당 ｣,1933.10.24,3면.

136)이동구, 의 ,같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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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37)이러한 사상 인 거 을 바탕으로 이동구는 가톨릭문학에 한 정의를 시

도하고 있는 것이다.그의 정의에 따르면 가톨릭문학은 인용문 (가)에 제시된 로

“신에 한 암시와 원의 생명에 한 사념”을 내포하는 작품이라야 한다.이 듯

첫 번째 논문인 ｢취 ｣에서 ‘신과 원한 생명에 한 암시가 내포된 작품’으로 규

정된 가톨릭문학의 개념은,두 번째 논문인 ｢당 ｣에서 보다 구체 으로 규정되기에

이른다.

｢당 ｣에 제시되어 있는 가톨릭문학의 개념을 살펴보기에 앞서,｢취 ｣에서부터

곧 이동구가 집 해온 문제라는 것이 상 세계를 문학으로 반 하는 논리에

한 것이었음을 밝 둘 필요가 있다.138) 상 세계를 반 하는 과정에서 그가 무엇보

다 작가의 인생 을 요하게 다루는 이유 역시 ‘찰하는 어떤 정신’이 없이 상

세계를 기록하듯 표 해서는 아니 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었다.｢당 ｣에 이르

러 이동구가 상 세계의 반 논리에 기 하여 가톨릭문학에 한 정의를 한

번 시도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

인용문 (나)에서 보는 것처럼,이동구는 상 세계의 반 과정을 보여주기 한

목 에서 ‘상 세계⇒사고(정신)⇒ 실’이라는 삼자 계구도를 설정한다.그리고 이

때 상 세계를 받아들이는 사고의 세계가 순수한 태도 균형성을 갖춘 것일 때

라야 그러한 의 순수성을 실에 해서도 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이

동구가 ‘가톨릭 문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문학인 경우

에 해당된다.139)

137)이처럼 연 ‘새로운 문학 이론’을 구성할 수 있게 하는 ‘지표’로서의 철학이 이동구에게는 긴

요했던 것이며,그 철학이라는 것은 결코 ‘표변성(豹變性)’이나 ‘일면성’을 지녀서는 아니 되는

것이었다.그것은 ‘강고성’을 지닌 것이라야 했다.｢취 ｣에서 이동구는 “신의 지배”라는 말로써

그러한 강고성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직 으로 제시하기도 하 다.가톨릭문학에 해 임화가

제기했던 비 의 입각 역시,가톨릭문학론이 바로 그러한 세기 ‘강고성’ 에서 수행되는

문학을 자처한다는 에 있었다.그런 이유에서 임화에게 가톨릭문학은 개념에 문학을 의

탁하여 “ 실을 특정한 정신 으로 찰”하려는 이상주의 문학의 면모를 지님으로써 “ 술

을 한 술”의 발 을 가로막는 반동 술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임화,｢가톨릭 문

학 비 ｣,조선일보,1933.8.11～18.;임화,하정일·신두원 편, 임화 집 평론 ,소명출 ,

2009,273-289면을 재참조).

138)｢취 ｣의 서두에서 이동구는 ‘생활과 문학의 교섭 양상’에 하여 논할 것임을 밝 두고 있다

(이동구,｢취 ｣,7면 참조).

139)가톨릭 문학의 조건인 ‘상 세계를 받아들이는 사고의 순수성’에 한 이해를 보다 깊게

하기 해서는 이동구에 의해 정의되고 있는 ‘교회문학’의 개념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이동

구는 교회문학에 해,“어떤 상을 사고의 세계로 도인할 때”그것을 “신의 창조”로”보고,

그러한 “신의 세계를 실에 확 하고자 하는 의도 하에 조직된 문학”이라고 설명한다.이러한

발언에 근거하여 ‘교회문학’을 ‘가톨릭문학’과 비교해볼 때 가장 큰 차이는 ‘상 세계를 받아들

이는 사고의 순수성’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이후 이동구가 제시하게 되는 역사소설과 사소

설의 창작방법론 역시 ‘과거’와 ‘자기’라는 ‘상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고의 순수성’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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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동구는 가톨릭문학 창작에 있어 상 세계를 ‘찰하는 어떤 정신’이 균

형성·순수성을 갖춘 것이라야 함을 역설하 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그런 에서

이동구의 논문 편을 통틀어 가장 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찰하는 어떤 정신’,

곧 작가의 태도 문제를 일별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이동구의 주장에 따르면,‘진

리’를 지향하고 추구하려는 작가의 ‘이상화한 생활 ’은 가톨릭문학 창작에 있어 가

장 요한 제가 되는 것이다.

(가)작품의 불가결 요소는 념의 문제이나 그러타고 자연과학 이지주의 내지 자연

주의 혹은 형이상학 낭만주의의 념의 고취를 의미함이 안이고 [……]종교 이지주

의를 의미함이다.

여하간 작가의 생활이 빈약하고 작가의 생활태도에 결함이 잇슴으로 이런 걸작유무의

문제를 야기 된다.[……]

작가의 생활이 빈약하고 작가의 생활 태도가 연화하야 감으로 작품의 내용이 빈약할 

안이라 작품이 내포하는 념에 다 한 불완 성이 잇다.

작가의 생활과 작품을 분리하야 이 두 규범이 연 무 련한 존재라 인정하야 가치 으

로 별하는 경향이 만흐나 과연 이 이론의 유희가 실천 으로 타당할가.140)

(나)작품의 가치는 결국은 ｢얼마나 잘 표 되엿나｣의 필치보다 ｢무엇을 엇던 각도에서

표 하엿나｣의 념에 존재할 안다.

[……]그 작품을 읽는 독자를 배양식히는 요소는 그 작품에 내포된 ｢조직화한 도덕｣임

으로 이 요소를 부화할 확고한 인생철학이 필요한 안다.

[……]작가는 무엇을 하야 무엇 문에 생활하는지의 생활의 구극목 을 알어야하며

라 생활이란 무엇인가를 알어야 하며 엇더 하면 최고진리에 달할 만한 생활을 할가

하는 고뇌를 가짐이 필요한 동시에 이러한 생활 에서 미세한 인간생활지라도 해부하

여야 한다.그럼으로 인간생활의 이동형체를 실 으로 표 하기 에 작가의 인생 으

로 생활 상을 구획함이 타당할 것이다.

[……]자연주의시 의 표 작품은 [……]｢우리는 엇더 생활하여야 할가｣하는 자각

정신은 암시치 못한다.141)

추는 것에 그 핵심이 놓이는 것이다.이처럼 이동구가 가톨릭문학론·역사소설 사소설론에서

공통 으로 강조하는 것은 자기로부터 이탈하여 상 세계를 받아들이는 작가의 균형감각에

한 것이다.이러한 정황들을 헤아려볼 때,‘상 세계를 받아들이는 사고의 순수성’이란 개인

정신으로부터 이탈하여 상에 한 객 인 을 견지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

해할 수 있다(‘교회문학’에 한 개념 정의는 ｢당 ｣,1933.10.24,3면.;‘역사소설’ ‘사소설’

에 한 논의는 ｢문 시평｣,《가톨닉청년》,1933.12,58-59면을 참조).

140)이동구,｢취 ｣,7-8면.

141)이동구, 의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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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 (가)에서 보는 것처럼,이동구는 상 세계를 문학으로 반 하는 표 단계에

앞서 무엇보다도 선재되어야 하는 요소로서 작가의 생활 을 거론한다.이동구에 따

르면 작품의 불가결 요소인 동시에 한 작품의 가치를 결정짓기까지 하는 것은 작

품에 내포된 ‘념’내지 ‘조직화한 도덕’이며,이러한 ‘념’내지 ‘조직화한 도덕’은

작가의 생활 에 따라 갖추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그런데 이러한 입장은 앞서 살펴

본바 정지용이 자신의 시론에서 ‘Making(표 )’에 앞서 시인의 ‘Action(근신)’을 강

조하 던 것과 맥되는 태도이다.142) 한,이동구는 (나)에서 보는 것처럼 ‘필치’나

‘표 ’의 문제보다,작가의 생활 에 의거하여 작품 안에 내포되는 ‘념’의 문제를

히 여기고 있다.이러한 태도 역시 시 창작 과정에서 ‘언어문자’보다 ‘정신 인 것’

을 윗길에 두었던 정지용의 입장과 상당히 유사한 것이다.143)뿐만 아니라 이동구는

(나)에서 보는 것처럼,“｢우리는 엇더 생활하여야 할가｣하는 자각 정신”을 “암

시”함으로써 독자에게 “종교 인생 을 배양식히”144)는 것에 가톨릭문학의 최종 목

을 두고 있다.그리고 이 듯 문학의 교시 기능을 추구하는 이동구의 태도는,

“사람 사는 동네”로부터 쓰인 시가 다시 그들을 배양시키는 “성 (聖典)”의 역할을

해낼 수 있으리라 보았던 정지용의 믿음과 다시 맥되는 지 을 보여주는 것이

다.145)

그 다면 나아가 가톨릭 작가로 하여 개인 정신을 확 하여 ‘이상화한 생활 ’

을 구족시킬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제시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동구의 ｢당 ｣에는 ‘이상화한 생활 ’의 구족을 한 구체 인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다.그것은 앞서 살펴본 로 원성· 성에 입각하여 인생 과 문학론을 고안

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부터,작가 개인의 감정을 조직하는 문제,그리고 세계정신과

역사 의식을 갖춤으로써 작가 개인 정신의 확 를 도모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것이다.

(가)우리에게 생명의 고동을 은 [……]작품에 내포된 는 작가가 지하고 있는 “의

식”의 문제이므로.의식의 문제는 인생 의 문제이다.인생의 문제는 철학의 문제에까지

상승되어야 한다.

142)‘근신’과 ‘표 ’에 한 정지용의 단계 사고에 해서는 정지용,｢시와 언어｣,《문장》,

1939.12를 참조.

143)정지용,｢시의 옹호｣,《문장》,1939.6,정지용, 문학독본 ,박문출 사,1948,208면.

144)이동구,앞의 ,9면.

145)정지용,앞의 ,앞의 책,2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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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과 유행의 변화에 따라 고안된 문학론은 는 일면 철학을 근원으로 구성

된 문학론은 결국 작가의 분묘에 지나지 못한다.146)

(나)가톨닉문학은 신앙에서 출발한다.[……]따라 신앙과 소재는 한 계가 잇다.

가톨닉문학이 이런 소재를 받어들임은 그 소재가 반드시 “신”에 한 “천사”에 한 “교

회”에 한 소재가 아니어도 가톨닉문학이 성립됨을 의미한다.

[……]다만 우리는 그 소재가 순수함을 요구한다.다만 우리는 작가개인의 감정을 과도

로 노출치 않는 질서 잇는 감정을 요구한다.

그리하야 조직된 감정이 소재에 연결되어 기계 면 하에 지면에 표 됨을 요구한

다.147)

(다)우리는 T·S·엘리오트의 “역사 의식”과 “개성의 소멸”을 받어들인다.

[……] 한 작품의 “모뉴멘트”가 될 것.

[……]과거의 의식을 획득할 것.과거의 의식을 발달시킬것.그리하야 과거의 사상을 철

히 이해한 후 그 사상을 사고하고 그 사고를 발 시키므로 정신의 확 와 훈련에

도달할 것.

[……]세계의 정신을 개인의 정신으로 할 것.

개성에서 피할 것.정서에서 피할 것.148)

이동구의 가톨릭문학론은 상기한 로 정지용 시론과 여러 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구체 인 방법론의 측면에서는 차이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었다.정지용이

나 이동구 모두 동일하게 작가 개인 정신의 확 를 도모하고,그것의 일차 조건으로

‘감정의 제어’‘조직화한 감정’을 요한 기치로 내걸고 있다는 에서는 을 보

여 다.그러나 개인 정신의 확 를 해 받아들이는 상 세계의 내용 인 측면에

서 두 사람의 문학론은 차이를 보인다.앞서 살펴본 로 정지용 시론에서 시인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 세계에는 ‘신앙’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덕의 인 것에 멍이

든 육체’라든지 ‘인간의 살음과 죽음’과 같은 인간 인 요소가 포함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동구의 문학론에는 그러한 사항들이 결락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정지용

이 자신의 시론에서 표명한 믿음들을 토 로 1941년도 ‘신작 정지용 시집’으로 나아

갈 수 있었던 데에는,감정을 제어하는 근신의 과정 속에 받아들여야 하는 ‘정신

인 것’으로서 그가 내세웠던 상 세계가 다름 아닌 ‘인간의 살음과 죽음’에 착해

146)이동구,｢당 ｣,1933.10.24,3면.

147)이동구,｢당 ｣,1933.10.25,3면.

148)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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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었다는 이 요한 이유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항목은 《가톨닉청년》에 수용된 외국문 이론에 한 것이다.

외국문 이론의 수용은 ‘연구의 시각’에 다소 언 해둔 로 조선 가톨릭문학론의

사상 인 측면을 강화하기 한 분명한 목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이들 문 이론

에는 자연주의 이후의 문학이론을 보여주거나,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찰하는 창조

능력을 정하면서 그 구체 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이는

주로 ｢당 ｣에 나타난 이동구의 문제의식과 맥될 뿐만 아니라,정지용의 시론

이에 기반하여 사물의 이면을 바라보려는 통찰력의 산물인  백록담 의 창작방법과

유사성을 보이기도 한다.그런 에서 이들 문 이론을 정지용의 시론과 이동구의

가톨릭문학론에 이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149)특히,이동구 문학론과 외국문 이론

간의 련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 가능하다.이동구는 첫 번째 논문인 ｢취 ｣의

결론 격으로 문학 행 에 있어 ‘종합 이원론’의 사유에 입각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당 ｣를 통해서는 가톨릭문학에 있어 실을 표 하는 일은 실

을 표 하는 일에 앞서는 것이라야 한다고 말한다.종합 이원론에 입각한 실

찰을 주장하고, 실 표 을 정하 다는 측면에서 이동구의 가톨릭문학론과 외

국문 이론 간의 비교가 가능하다.150)이 가운데 이동구가 종합 이원론에 입각한

실 찰을 주장하기까지의 맥락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동구는 자신의 논문 편에 걸쳐 ‘생활과 문학의 교섭 양상’을 심으로 가톨릭

문학의 개념 창작요건을 제시하고,가톨릭문학은 인간 생활에 하여 ‘어떻게 살

아야 할 것인가’라는 자각 정신을 배양하는 교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임을

주장하 다.그리고 이러한 기능의 제조건으로서 그는 작품 내부의 념으로 직결

되는 작가의 이상화한 생활 이라는 문제를 강조하 던 것이다.그런 에서 그의

가톨릭문학론에서 생활과 문학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환원되어버리는 일원론

인 계 속에 놓이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그의 가톨릭문학론에서 생활은 문학

149)《가톨닉청년》지에서 수용한 외국문 이론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우창훈,｢막스·쟈곱의 ｢詩

法｣에서｣,1934.2.;J.뮬러,｢ 독일문학의 표 주의｣,1934.6.;폴 클로델,｢宗敎와 詩｣,

1936.2.;최문순,｢ 랑소아·모리악의 ｢ 說論｣｣,1936.5.;이효상,｢가톨릭 信仰과 가톨릭 詩

人과｣,1936.5.이효상의 ｢가톨릭 신앙과 가톨릭 시인과｣는 이동구의 문학론 폴 클로델 시

론과의 을 보여주므로 이들의 문학론과 동일 선상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단하 다.

150)일반 으로 문학이란 “사고”의 세계를 통하야 실을 표 하는 조직이라 한다.그러나 가톨

닉문학은 이와 동시에 “사고”의 세계를 통하야 실을 표 하는 조직도 된다.

“사고”에는 두 가지가 잇다.“이데올로그”가 찬택한 사고 “쎈티멘트”가 찬택한 사고.

가톨닉문학은 자를 창작하기 에 후자를 창작하는 과정에 받어드린다.

[……]비 실성은 가톨닉문학의 치명상이 아니다.“일류 쥰”이라도 구체 으로 표 되면 그만

이다(이동구,｢당 ｣,1933.10.2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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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 일정한 생활 을 형성 하며,문학은 다시 생활에 해 일정한 종교 을

형성 하는 계인 것이다.

술의 혹은 인생의 술이란 일원 해석 맹목 경향이 잇슴으로 이를 종합한 이원론

에서 출발하야 ｢시 를 월한｣혹은 ｢시 와 한｣-그 어느 작품을 쓰드래도 ｢신

과 인간｣,｢자연과 인간｣,｢사회와 인간｣의 상호 계는 물론 ｢인간생활｣내에 채조된 생

활과 생활과의 상호 계 등을 ｢신의 지배｣라는 념을 통하야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그

리고 이런 념 하에 생활 상을 찰하여야 할 것이다.151)

인용문에 나타난 것처럼 그는 “맹목 일원론”에 입각한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논문에서 이동구가 가톨릭문학은 상 세계와 문학의 상 세계를 찰하고 해석하

는 문학가의 특정한 념과 상 세계를 종합한 “이원론에서 출발”하는 것이라야

함을 결론 격으로 제시하고 있음은,‘생활과 문학의 교섭 양상의 토구’라는 논문 서

두의 문제제기에 한 답변이기도 하다.이동구는 서로 분리되어 있으되 향을 주

고받을 수밖에 없는 생활과 문학의 계를 이해하는 ‘종합 이원론’의 해석으로부

터 가톨릭문학이 창작될 수 있다고 말한다.그리고 그는 이러한 종합 이원론의 해

석으로써 ‘신-인간’,‘자연-인간’,‘사회-인간’,‘인간-인간’사이의 상호 계를 표 하

는 경우에 있어서 가톨릭문학가가 무엇보다 “신의 지배”라는 념을 견지하면서

찰 상에 근해야 함을 주장한다.

한편,가톨릭문학에 한 문학이론을 개하는 과정에서 이동구는 “조직된 사상체

계의 지”를 통해 조선 가톨릭문학의 사상을 확 ·강화한다면 하의 가톨릭문학론

과 작품 간 불균형 문제 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하 다.이동구

는 조선 가톨릭문학에 ‘조직된 사상체계’가 구족되지 못한 두 가지 이유로 외국문단

에 한 망 부재,외국문학 연구의 부진함을 제시한다. 한,그는 조선문학이 외

국문학으로부터 결코 독립 으로 발 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배타 인 국민주의를

문학에 강요하는 상에 해서는 문학의 보편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편 한 사고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 한다.152)이러한 문제의식으로 미루어볼 때,《가톨닉청년》지

가 외국 문 이론을 도입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 가톨릭문학의 특수성을 확보하기

한 자구 (自救的)인 성격이 짙은 것이라고 하겠다.

그 첫머리에 놓일 수 있는 우창훈의 ｢막스·쟈곱의 ｢시법｣에서｣(《가톨닉청년》,

151)이동구,｢취 ｣,11면.

152)이동구,｢문 시평｣,《가톨닉청년》,1933.12,59면.

______,｢1934년 잡지와 작품개 ｣,《가톨닉청년》,1935.1,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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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2)는 그리스도교 술과 반그리스도교 술의 의미를 비 으로 고찰한 자코

(MaxJacob)의 술론 가운데 일부를 번역한 것이다.번역 소개된 자코 의 에

서 구체 으로 반그리스도교 술은 낭만주의 술과 동일시되고 있다.

로맨틱 술은 반그리스도교 술이다.그것은 이 술이 그리스도교주의가 배격하는 팻

슌을 밧어드림이다.오늘날 신 술이라 할 만함은 반드시 인가에 한 반동이여야 한다.

물론 그리스도교 술이라고 물겨운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무엇을 애소(哀訴)하는 술

의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그와는 반 로 정돈되고도 엄잇는 술의 의(意)이며  이

술이 노 곳에서 인생을 잘 찰함과 동시에 인성의 더럽힘을 밧을 험이 업는

술의 의(意)이다.고 술가의 태도가 이것이다.153)

자코 는 오늘날 신 술에 주어진 과제란 무엇보다 “인간에 한 반동”을 구 하는

데 놓여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나아가 그는,“팻슌”을 배격하는 술인 에서 그

리스도교 술과 고 주의 술가의 태도를 동일 층 에 놓고 정하는 입장을

보여 다.자코 의 이러한 입장에 이르러 그리스도교 술의 의미는 고 주의 술

가의 태도와 상동한 것으로 설명된다.이에 따라 그리스도교 술의 의미는 ①“정돈

되고도 엄잇는 술”과,②“노 곳에서 인생을 잘 찰함과 동시에 인성의 더럽

힘을 밧을 험이 없는 술”로 정리될 수 있다.

그밖에 자코 는 “ 한 작가”가 되기 한 방법을 제시하기도 한다.그것은 발

견 견력,자제력,그리고 정신 를 모두 갖춘 “걸출한 인물”을 작품 내에

도입하는 방법이다.이는 소설에 있어 주제의식의 구 문제를 사실 재 의 문제

보다 히 여기는 자코 의 태도와 무 하지 않은 것이다.자코 는 사실성 측면에

서 핍진하지 못한 “일루쥰”일지라도 소설의 주제를 희생치 않게 하기 해서는,진

실성을 부여시키는 방식으로써라도 그러한 “일루쥰”을 작품 내에 도입할 필요가 있

다고 말한다.

이 듯 자코 에게서는 사실성에 입각한 소설이 아니라 궁극 인 주제의식의 구

을 해 “일루쥰”에라도 진실성을 부여하려는 소설 양식이 정되고 있는 것이다.

진실성으로서의 소설 양식에 한 자코 의 신념은,｢畵文行脚｣(1940)에서 이면에

한 통찰의 방법으로써 가난하며 이조 (李朝的인)형상 속 생명력을 알아보고,그

것을 되살리고자 ‘상실’의 형상에 ‘정화’의 요소를 새롭게 부여하게 되는 정지용의

창작방법과 유사한 지 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그리스도교 술을

153)우창훈,｢막스·쟈곱의 ｢시법｣에서｣,《가톨닉청년》,1934.2,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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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의 술가의 태도에 등치시키는 자코 의 술론은,가톨릭문학론을 정립해가

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작가 개인 정신의 확 를 도모하기 한 수단으로 고 주

의 태도를 받아들이고자 하 던 이동구의 문제의식과도 맥되는 바가 있으며,나

아가 그것을 구체화하여주는 의미를 지니는 이론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이동구는 실을 핍진하게 기록하는 문학의 자연주의 수법

을 부정하면서 실세계를 반 하는 감성 사고로써 “생명의 고동”을 작품 내에

내포시키는 원리를 가톨릭문학의 요한 창작방법론으로 내세운바 있다.154)1934년

부터 《가톨닉청년》지에 도입된 외국문 이론 에는 이처럼 문학의 자연주의

수법을 거부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경화를 창작방법론으로 제시하는 이

한 편 실려 있다.자연주의 이후에 제기된 표 주의의 문학 경향을 소개하는 J.

뮬러의 ｢ 독일문학의 표 주의｣(《가톨닉청년》,1934.6)가 그것이다.뮬러에 따

르면 1910년을 기 으로 과거에 자연 과학자 던 문학가들은 오늘날 이상주의자와

공상가로서의 면모를 지니게 되었다. 한,이들은 오늘날 감각 능 이 에 혼

을 구하려는 태도를 보이게 되었으며,이에 따라 문학에 있어서도 찰과 귀납에 앞

서 보편 사실에 입각한 연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능을 원하기 에 몬 혼을 구하고 [……]보편 사실에서 출발하야 사물

의 본질 핵심 생명을 인식하고 한다.외면 상과는 반 로 생명이 잇는 사물 그 자

체(Dingansich)가 경(前景)이 되지 안으면 안 된다.그럼으로 외면세계에 의존하고

잇는 인상주의를 배척한다.다만 정신 인 것 즉 환상 인 것 환 인 것이 지배

이다.155)

뮬러는 의 양식 술이 외면 상 세의 인간 묘사에 의존하는 인상주의

와 자연주의를 극복하고 “사물의 본질 핵심 생명”을 인식하기 한 목 에서,“생명

이 있는 사물 그 자체(Dingansich)를 경화”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인물의 형

상화 측면에 있어서도 의 양식 술은 감각에 충실한 세의 인간에 재 의

을 두었던 자연주의와 차별을 보이게 되었다고 말한다.그에 따르면 의 양식

술은 자기 감각에 충실한 인간이 아닌 도리어 “자기의식이 희박”한 동시에 “보이

지 안”는 세계에 “은견”해 있는 무엇인가에 사로잡 있는 인간을 형상화하게 되었

다고 볼 수 있다.뮬러는 술이 감각성 종교에 힘입어 “ 신설”에까지 돌

입 된 지 은 바로 이와 같은 환상성에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154)이동구,｢당 ｣,1933.10.26,3면.

155)J.뮬러,｢ 독일문학의 표 주의｣,《가톨닉청년》,1934.6,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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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뮬러는 표 주의 한 외면세계가 실상이 아님을 인식하고 인간 주 의

신비를 표 하려는 문학 경향을 보인다고 말한다.표 주의는 “모든 상의 상징”

을 “ 출”하여 “보편화에의 경향”을 갖고자 하며, 의 양식 술이 그러하듯이 표

주의에서의 종교 ·신비 인 요소 한 환상 인 요소에까지 이른다.그것은,작

가의 “감정,공상,도취”는 그의 “지력을 월”하여 “환상에 돌입”하여야만 “사물의

신비”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뮬러는 인간의 도덕 행 가능성을 근거로 인간 내부에도 신성이 존재함

을 주장한다.이처럼 인간을 신의 “변체”요 “일부”로 보아 신과 인간 사이의 상호

계에 주목하고자 하는 뮬러의 은,그가 앞서 말한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사로잡

힌 인간을 형상화하려는 창작방법론과도 맥되는 이 있다.

이상에서 보듯,보이지 않는 세계에 인간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며 그러한 세계를

표 하고는 데 역 을 두는 표 주의 문학의 창작방법론은,가톨릭문학이 신과 인간

사이의 상호 계 등을 표 하는 이원론 해석을 표방하는 것이라야 한다고 여겼던

이동구의 신념과 을 보이는 창작방법론이다.156)그리고 이 듯 감각 인 세계

에 한 결속 구도는 폴 클로델의 ｢종교와 시｣(《가톨닉청년》,1936.2) 이효상

의 ｢가톨릭신앙과 가톨릭시인과｣(《가톨닉청년》,1936.5)에서도 가톨릭문학의 요

한 방법론으로 제기되기에 이른다.

｢종교와 시｣에서 폴 클로델은 시재(詩才)가 신에게서 부여받은 하나의 능력인

을 제로 삼고,157)이로부터 시의 두 가지 능력인 “창조력” “존재를 실 하는

능력”에 해 고찰한다.

과학에 반하야 술과 시의 역은 ｢포에지｣라는 그 말이 표시함과 같이 창작함에 있다.

156)이동구는 문학이 “일원 해석”이 아닌 “이원론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임을 주장한다.더욱

구체 으로는 신-인간,자연-인간,사회-인간,인간-인간 등의 상호 계가 “신의 지배”라는

념을 통해 표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이동구,｢취 ｣,《가톨닉청년》,1933.6,11면).

157)폴 클로델은 시인의 종교는 분명 시에 해 한 련성을 보이지만 결정 으로 시를 짓는

능력은 신에게서 은총으로서나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모든 가톨릭 시인이 곧 훌륭한 시인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나는 결코 훌륭한 가톨릭이 훌륭한 시인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시 재능이나 시 감은 언과 같이 신의 은총 즉 신학자가 말하는 gratiagratis

data인 까닭이다.그러나 나는 가톨릭 시인은 다른 시인에 비하야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

만은 명언할 수 있다.”(폴 클로델,｢종교와 시｣｣,《가톨닉청년》,1936.2,51-52면)폴 클로델

의 이러한 재능 신수설의 입장은,시인의 “시안(詩眼)”을 “신의 허여하신”바 “사람 사는 동

네”의 “우의(友誼)”로부터 발생된 것으로 여기는 정지용 시론의 입장과 다소 을 보이는 것

이기도 하다.다만,이들의 재능 신수설은 정지용이 ‘시안’의 한 축을 분명히 ‘사람 사는 동네’의

‘우의(友誼)’로부터 오는 것이라 여기는 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정지용 시론의 ‘시

안’에 해서는 정지용,｢시의 옹호｣,《문장》,1939.6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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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감각으로 지각할 만한 것에서 오성이 이해하고 감성이 향락하는 어떤 것을 창작함

에 있다.우리의 정신과 감각으로 충분한 의미를 ｢말｣에 부여함으로 인하야 처음으로 시

는 존재를 실 하는 능력이 되고 존재에서 실을 창작하는 능력이 된다.158)

먼 시의 ‘창조력’은 “감각의 빛”으로서 “보이는 세계”를 악하는 능력인 “ 찰력”

을 넘어,“오성”과 “신앙의 빛”으로서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악하는 능력을

말한다.다음으로 시의 ‘존재를 실 하는 능력’이란 언어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으

로부터 실을 창조해내는 능력을 의미한다.즉,이미 주어진 실에 앞서 실을

실 하는 능력을 시가 갖추고 있다는 논리이다.그리고 앞서 살펴본바 찰력에서

나아간 창조력이 바로 이와 같은 존재의 실 을 가능 하는 능력이라고 클로델은

말한다.

이어서 그는 시의 창작조건으로서 신을 의식하는 념인 “천(天)과 지(地)의 체

념”을 내세우고,‘천과 지의 조화’를 추구하는 문학 테마인 “구성 테마”를

가장 우수하고도 건설 인 테마로 받아들인다.‘천과 지의 조화’를 추구하는 “구성

테마”와 비교하여볼 때,인간성에 근거를 두는 “반항 테마”는 인간을 “처음에 있

던 바로 그 장소에 구원히 머물게”하는 테마인 에서 다분히 한계를 갖는 것이다.

시의 두 가지 능력 시의 창작조건을 거쳐 폴 클로델은 종교와 시의 상 계

에 해 말한다.그는 시를 새롭게 존재 하는 것은 오직 “진리”와 “ 원”뿐이며

종교가 바로 이들의 련을 돕는다고 말한다.그에 따르면 구체 으로 종교는 시에

다음과 같은 향을 미친다:①종교는 시에 해 한 시 창작의 요건인 ‘찬미’를

가능 하여 “혼 읊으지 않”고 “서로 읊”도록 한다.②종교는 창조주의 존재를 암

시하여 우리로 하여 이 세계가 우연이 아닌 어떤 의미 아래 이루어진 것임을 확

신 한다.그런 에서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그 다’와 ‘그 지 않다’의 가치를

별할 수 있는 세계 속에 살아감을 의미한다.③종교는 시인으로 하여 인생을 천국

과 지옥 아래에 치한 하나의 극으로 여기면서 극 의 선량한 배우처럼 살아가게

함으로써 일순간마다 새로운 배움과 의무를 갖게 한다.종교가 시인으로 하여 극

배우와도 같은 태도를 심어 다는 이 마지막 항목은 정지용의 창작방법론과

련되는 내용인 에서 주목을 요한다.

기독교 계시가 있는 곳 창공이 우리 우에 있음과 같이 우리 이해 우에 있는 ｢ 라디

스｣와 ｢인페르노｣의 거 한 사상이 있는 곳에 처음으로 인간의 행 인간의 운명에 놀

158)폴 클로델,｢종교와 시｣,《가톨닉청년》,1936.2,48-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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랠만한 가치가 생긴다.우리는 무한한 선과 무한한 악을 할 만하다.[……]우리는 말하

면 명하고 선한 작가가 창작한 극 의 배우와 같어야 한다.[……]그것은 우리가 일

순간이 지날 때마다 새로 배울 것을 갖임과 동시에 새로할 의무를 갖게 되는 까닭이다.

인생에 있어서의 우리의 최후의 막은 스칼이 말함과 같이 처참한 감은 있으나 그러나

장엄한 감이 있는 것이다.종교는 인생 에 ｢비극｣을 두었을뿐 아니라 인생의 종말에 즉

죽엄 에 ｢극｣의 최고의 형식인 우리 신의 참아들에게 부여된 ｢희생｣을 두었다.159)

폴 클로델에 따르면,종교는 그와 같은 극의 최고 형식에서 겪게 되는 비극을 그리

스도의 희생이라는 의미로 환시킨다.즉,종교는 극의 최고 형식인 비극과도 같은

인생의 최후에 해 “처참한 감”의 이면에 “장엄한 감”을 부여하는 요소라는 것이

다.

이와 견주어볼 때,정지용 문학에서 가톨릭문학 창작방법론의 시기부터 견지되어

온 ‘상실+정화⇒상승’의 구도 역시도 그 이면에 놓인 ‘상승’을 향해 의미론 인 상승

운동을 보여주는 ‘상실’의 형상을 순수하게 재 함으로써 ‘상승’의 국면을 말하지 않

는 방식으로 말할 수 있게 하는 원리 던 에서, 의 폴 클로델 시론에서 ‘처참함

+종교⇒장엄함’이라는 구도와 유사한 면모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그 다고 할 때,

폴 클로델 시론에서 종교의 역할은 형상의 이면을 통찰할 수 있게 하는 계기 요

소가 된다는 에서 정지용의 시 구도 가운데 ‘정화’와 유사한 의미로 이해해볼

수 있다.

이효상의 ｢가톨릭신앙과 가톨릭시인과｣(《가톨닉청년》,1936.5)는 종교인이나 그

들의 술보다 종교성을 우 에 놓는다.이효상에게 있어 비종교자의 종교시가 종교

자의 비종교시보다 우수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이러한 에 근거해 있는 것이다.

술이 종교 이라 함은 철학의 핵심인 진과 도덕의 핵심인 선과 더부러 삼 일체인 미

를 통하야 자에게 교섭함을 운 함이니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 토마스·악퀴나스의 말

과 같이 [……]신앙상 하등의 탄이 없이 종교자는 시인이 될 수 있고 그 행 가 곳

신앙생활인 것이다.160)

이효상은 종교 술이란 인용문에서처럼 진선미의 삼 일체로서 자와 교섭하

는 것을 의미함이며 시인의 “ 탄없”는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은 교섭을 가능 한다

고 본다. 술보다 신앙을 우 에 놓고,신앙에 의해 술이 타율 으로 성립된다고

159)폴 클로델,앞의 ,52-53면.

160)이효상,｢가톨릭신앙과 가톨릭시인과｣,《가톨닉청년》,1936.5,60-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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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이다.특히,시인의 탄 없는 신앙 문제와 자와의 교섭을 종교 술

의 성립에 있어 요한 제조건으로 내세우는 이효상의 은,작가가 이상화한

생활 을 구족하고 신과 인간 사이의 상호 계에 한 이원론 해석에 입각한 경

우에 가톨릭문학론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던 이동구의 가톨릭문학론과 을 보

여 다.



- 67 -

4.비가시 세계에 한 통찰과 시집  백록담 

4.1. 감각 ·언어 근신을 통한 정화된 세계의 통찰

앞서 시론을 통해 살펴본 로 정지용은 ‘근신’과 ‘묵상’이라는 자기 혼 정화의

수단을 통하여 ‘정신 인 것’에 도달하려는 태도를 시 창작에 있어 가장 주효한 것

으로 내세웠던 시인이다.그는 자신의 내부 인 감정을 제어하고 상 세계로부터

시 감을 받아들임으로써 생애사 인 비극을 ‘정신 인 것’의 단계로 어들게

하는 시인이야말로 ‘시 상지(上智)’에 속하는 자라고 여겼다.

한,정지용은 시인의 생애사 인 비극이 ‘정신 인 것’으로 어듦으로써 시로

재탄생되는 구도로부터 서정시의 본질을 묘 해내기도 하 다.그리고 우리는 이

듯 ‘생애사 비극+감정의 제어·시 감의 묵상⇒정신 인 것’으로 요약될 만한

서정시의 생성 원리를,가톨릭문학 창작방법론의 자각과 함께 발원하여 정지용 가톨

릭 시의 내 형식으로 안착되었던 ‘상실+정화⇒상승’이라는 가치 도의 구도와 견

주어 바라볼 수 있다.이러한 사실은 사실상 가톨릭 시 창작을 단한 뒤로 그가 추

구하게 된 문학의 형태라는 것이 가톨릭 시에서 서정시로 변화를 보 다 뿐,가톨릭

문학 창작방법론에 나타나던 기본 인 사유는 1930년 말엽에 이르기까지도 여

히 지속되고 있었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정지용은 시인의 생애사 비극의 감정이 ‘정신 인 것’으로 어들어 서정시로

재탄생되는 단계에 앞서 무엇보다도 감정의 제어라든지 시 감의 수용과 같은

계기들이 시인에게 긴요하다는 을 주장하 다.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의 결과로 정

지용의 시론은 언어기법에 의한 ‘표 Making’의 단계보다 시인 자신에 의한 ‘근신

Action’의 단계에 역 을 두는 방식으로 개될 수 있었던 것이다.｢시의 옹호｣

(1939)를 통해 우리는 정지용이 ‘지상의 정신 비애’와 ‘정신 인 것’을 각각 서정시의

출발지 과 도달지 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그리고 ｢시와 발표｣｢

시의 의｣(1939)를 통해서는 ‘근신’의 방법 ‘묵상’의 여러 주제들을 살펴볼 수 있

었다.이와 같은 태도의 정립 단계를 거친 끝에 다다르게 되는 ‘표 ’의 단계는 해방

이 마지막 시론인 ｢시와 언어｣(1939)에 제시되어 있었다.

먼 ,｢시의 옹호｣에서 정지용은 시인이 ‘지상(至上)의 정신 비애’를 거쳐 도달해

야 하는 지 으로 ‘정신 인 것’이라는 단계를 설정하 다.161)｢시와 발표｣｢시의

161)정지용은 ｢시와 감상- 랑과 그의 시｣에 이어 ｢시의 옹호｣에서 다시 시인의 ‘정신 비애’는

그 ‘지상(至上)’의 단계에 이르러 ‘시의 열락’으로 어드는 것임을 설명하고 ‘지상의 정신 비애’

를 시의 출발 으로 내세운바 있다(정지용,｢시와 감상- 랑과 그의 시｣,《여성》,193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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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서는 ‘정신 인 것’에 이르기 해 시인이 길고 오랜 시 기다림 속에 자기

내부의 감정을 조 하면서 ‘정신 인 것’을 암시해주는 여러 상 세계를 체감하며

받아들여야 함을 역설하 다.162)이러한 ‘근신’과 ‘묵상’은 본질 으로 한계를 지닌

언어를 그 근 로부터 보완하고,언어로 하여 표 단계에 오르는 것을 도울 만한

내 인 힘을 갖춘 것으로 기술되었다.｢시의 옹호｣｢시와 발표｣를 통해서는 ‘묵상’의

주제를 제시하기도 하 다.그것은 그 이면에 ‘정신 인 것’을 드리우는 구체 인 형

상인 ‘덕의 인 것에 멍이 든 육체’라거나 인간의 ‘살음과 죽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이처럼 정지용은 시의 창작 과정에서 어떤 형상으로부터 그 이면에 드리워진 ‘정

신 인 것’을 가려내듯이 감각해내기 해서는 먼 자신의 ‘무도 내부 인 것(감

정)’을 고르고 삼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이목구비｣(1937)에는 이 듯 감

정을 고르고 삼가는 ‘근신’의 태도 자체가 ‘가리어 맡는 코’라는 감각 근신의 모습

으로 형상화되어 있어 주목을 요한다.

천사의 후각(嗅覺)이 해ㅅ빛처럼 섬세하고 신속하기에 우리의 것은 훨석 무듸고 거

칠기에 우리는 도로 천사가 아니었던 행복을 릴 수 있는 것이었으니 이 세상에

거룩한 향내와 깨끗한 냄새를 가리어 맡을 수 있는 것이니 오월(五月)ㅅ달에도 목련

화(木蓮花)아래 설때 우리의 오 (五官)을 얼마나 황홀(恍惚)히 조 (調節)할 수 있

으며 장미(薔薇)의 진수(眞髓)를 뽑아 몸에 진힐만 하지 아니한가.

[……]인류(人類)의 얼골을 다소 장 (莊重)히 보존하여 불시로 조(焦燥)히 흩으러짐

을 항시 경게할것이요 이목구비(耳目口鼻)를 골르고 삼갈 것이로다.163)

정지용은 인간의 불완 한 감수능력을 셰퍼드의 후각과 천사의 “ 자연 각(靈

覺)”사이에 치시킨다.그리고 그는 이와 같은 불완 한 감수능력이 인간으로 하

여 오히려 거룩한 향내만을 가리어 맡을 수도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앞서

살펴본 로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는 의식 인 노력을 통해 상 세계를 가리어 감

각하려는 시 주체의 태도는 가톨릭 시편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처음 마련되었던

것이다.그 다고 할 때,‘가리어 맡는’태도를 통해 상 세계의 “진수(眞髓)를 뽑아

몸에 진힐 만 하”다 말하는 의 태도는 가톨릭 시편의 마지막에 놓이는 작품인

;정지용,｢시의 옹호｣,《문장》,1939.6참조).

162)김 랑론에서 정지용은 이와 같은 단계를 “시의 고덕(高德)”이라는 말로 표 하기도 하 다

(정지용,｢시와 감상- 랑과 그의 시｣,《여성》,1938.8-9,정지용,김학동 편,앞의 책,343면

을 재참조 재인용).

163)정지용,｢이목구비｣,《조선일보》,1937.6.8,정지용, 백록담 ,문장사,1941,89-90면(강조-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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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1935)에서 ‘가리어 듣는 귀’로써 비극의 이면 의미를 통찰하려던 시 주체

의 모습과 분명히 맥되는 바가 있는 것이다.그리고 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

럼,가리어 맡기 해서는 그에 앞서 인간의 불완 한 감수 기 에 불시로 틈입하는

모든 진수 아닌 냄새에 해 “이목구비를 골르고 삼”갈 수 있는 태도로 응해야

한다.이와 같은 감정의 정돈을 통한 감각 근신의 태도는 정지용이 ｢시와 발표｣

(1939)에서,시 창작에 앞서는 ‘근신’의 단계를 ‘시 휴양기’에 빗 어 어떤 시인이

상 세계를 받아들이기 에는 무엇보다도 먼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내용과 상통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로부터 한 해 뒤에 창작된 29연의 장시 ｢슬 우상｣(1938)164)에서 시 주체는

성모마리아를 “푸리[풀이]”하기에 앞서 풀이 상에 한 자신의 “ (禮)”를 “가다

듬”는 모습을 보여 다.165)‘그 ’를 향한 언사에 정을 기하려는 시 주체의 태도

는 작품의 반부에서부터 짙게 드러나는 것으로서 편에 걸쳐 극존칭의 경어법으

로 구 되는 모습을 띤다.시 주체는 “홀한 말”로써는 차마 ‘그 ’라는 존재에 서

릴 수 없음을 분명히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풀이 행 를 시작한다.

[……]내가 홀로 속에ㅅ소리로 그 의 起居를 問議할삼어도 어 홀한 말로 붙일법도

한 일이오니까.

[……]내가 감히 金星노릇하야 그 의 湖水에 잠길법도 한 일이오리까.

단정히 여미신 입시울,오오,나의 禮가 혹시 흩으러질가하야 다시 가다듬고 푸리 하겠

나이다.166)

인용 시의 강조된 부분은 ｢삽사리｣의 부분과 을 보이는 구 로서,167)‘그 ’가

164)이 작품은 ｢이목구비｣와 같은 해에 산문 형태로 발표된 것을 다시 운문 형태로 손본 것이다

(정지용,｢수수어｣,《조선일보》,1937.6.11).

165)성모 마리아의 임종 장소와 가까이에 자리한 이오니아 바닷가라는 구체 인 지명이 언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그 ’를 성모마리아로 해석할 여지도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김학동

역시 ‘그 ’를 성모마리아로 해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김학동, 정지용연구 ,민음사,1987,

59면 참조).

166)정지용,｢슬 우상｣,《조 》,1938.3,정지용, 백록담 ,문장사,1941,74-75면(강조-인용

자).

167)“내사 그 ㄹ 새 그 것엔들 다흘법도 하리”라는 구 을 통해 ｢삽사리｣의 시 주체 한

‘그 ’와 일종의 운명론 인 간극 머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밖에도 “그날밤 그

의 밤을 지키든 삽사리 [……]”로 시작되는 ｢삽사리｣는 한 달 앞서 창작된 ｢슬 우상｣의 26연

내용(“이것이 나로는 매우 슬 일이기에 한밤에 짓지도 못하올 暗澹한 삽살개와 같이 蒼白한

찬 달과 함께 그 의 孤獨한 城 를 돌고 돌아 守直하고 嘆息하나이다.[……]”)과 직 인 연

성을 보이기도 한다.이는 ｢슬 우상｣에서 ‘그 ’와의 운명론 인 간극 머에 치된 채

‘그 ’를 향한 언사에 를 갖추며,약속된 날 이루어질 ‘그 ’의 탈각을 가리어 보고자 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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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곳 주 를 수직하는 ｢삽사리｣의 ‘삽사리’와 마찬가지로 ｢슬 우상｣의 시 주

체 한 시 상에 하여 일정한 간극 머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시 주체의 풀이 행 는 먼 ‘그 ’의 외형에 한 풀이(4～13연)

로부터 시작되어 “깊고 깊으신 안”에 한 풀이(14～22연)로 나아간다.하지만 “깊고

깊으신 안”에 한 풀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시 주체는 제아무리 그 의 안에

들더라도 자신의 풀이 행 란 다만 “빛갈”만의 재 에 그치는 것임을 분명히 자각

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을 지나치게 빛갈로 의논할수 없는 일이옵니다.

[……]그 는 이미 모히시고 옴치시고 마련되시고 配置와 均衡이 完全하신 한 덩이로

계시어 象牙와 같은 손을 여미시고 발을 高貴하게 포기시고 계시지 않읍니까.

그러고 智慧와 祈禱와 呼吸으로 純粹하게 統一하셨나이다.

그러나 完美하신 그 를 푸리하올때 그 의 位置와 周圍를 한 反省치 아니할수 없나

이다.

거듭 말슴이 번거러우나 월래 이세상은 비인 껍질 같이 허탄하온 그 에도 어 하사

孤獨의 城 를 差定하여 계신것이옵니까.

그러고도 다시 明澂한 悲哀로 방석을 삼어 어 계신것이옵니까.168)

‘그 ’의 “깊고 깊으신 안”을 풀이하며 ‘그 ’안을 헤매던 ‘나’는 자신의 풀이 행 에

내재된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됨에 따라 비로소 그러한 행 를 단념한 채 물러

나 “그 의 치와 주 ”를 돌아보게 된다.물러난 자리에서 바라본 ‘그 ’는 “지혜

(智慧)와 기도(祈禱)와 호흡(呼吸)으로 순수(純粹)하게 통일(統一)”되어 “한 덩이”로

“완미(完美)하신”존재이나, 한 동시에 지상의 “비애(悲哀)로 방석 삼어 어 계

신”존재이기도 하다.완미한 존재로서 비애를 끌어안은 채 지상에서도 가장 “고독

한 성사” 에 도사린 ‘그 ’라는 형상은,1933년도 연작 산문 ｢素描｣의 ‘나’가 가톨

릭 시의 시작 으로 운 하여 오던 형상인 ‘상실’과 ‘정화’의 결합체로 이해될 만한

것이다.‘나’는 완미하신 ‘그 ’가 그 존재답지 못한 곳에 “차정(差定)하여 계신 것”이

라는 생각에 “삽살개”처럼 ‘그 ’라는 형상 주 를 맴돌며 “수직(守直)하고 탄식(嘆

息)”한다(26연).

‘그 ’는 그 듯 잘못된 장소에 놓여 있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탈각하실”아침이

주체의 태도가 ｢삽사리｣라는 별개의 작품 속으로까지 연계되고 있음을 알게 한다(정지용,｢

삽사리｣,《삼천리문학》,1938.4,정지용, 백록담 ,문장사,1941,43면).

168)정지용,｢슬 우상｣, 백록담 ,문장사,1941,80-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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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되어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아래에 인용한 ｢슬 우상｣의 마지막 구 은 시

상과의 운명론 인 간극을 확인하여 그것과 별리될 것을 불길하게 감하면서도

마지막까지 를 갖추며 자신의 태도를 고르려는 시 주체의 ‘근신’을 여실히 보여

다.

不吉한 豫感에 떨고 있노니 그 의 사랑과 孤獨과 精進으로 因하야 그 는 그 의

온갖 美와 德과 華麗한 四肢에서,오오,

그 의 典雅 燦爛한 塊體에서 脫却하시여 따로 다가설 아츰이 머지않어 올가 하옵니

다.

그날아츰에도 그 의 귀는 이오니아바다ㅅ가의 흰 조개껍질 같이 역시 듣는 맵시로만

열고 계시겠읍니까.

흰 나리꽃으로 마지막 裝飾을 하여드리고 나도 이 이오니아바다ㅅ가를 떠나겠읍니

다.169)

인용 시의 강조된 구 을 통해,풀이 상인 ‘그 ’와 풀이 주체인 ‘나’사이에 존재

해오던 간극의 문제가 그 의 ‘탈각’에 따라 더 심화될 것임을 알 수 있다.그럼에도

헌화를 하겠다는 시 주체의 의지는 시 상과의 별리를 겪고도 남는 시 주체

의 ‘근신’의 태도를 뚜렷이 보여 다.닿을 수 없는 시 상에 한 사무침의 감정

을 드러낸 ｢슬 우상｣의 26연이 ｢삽사리｣라는 별개의 작품으로 다시 쓰일 수 있었

던 것 역시 바로 이러한 ‘근신’의 태도에 바탕을 두는 것이다.

간극 머의 시 상에 한 통찰의 의지를 보여주는 한편 그러한 상을 따르

기 하여 자신의 ‘근신’을 다짐하게 되는 태도는 ｢장수산 1·2｣｢백록담｣(1939)을 통

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장수산 1·2｣｢백록담｣은 ｢슬 우상｣과 마찬가지로 시론이

본격화되던 무렵에 발표된 산문시형의 작품이다.정지용은 ‘정신 인 것’을 암시하는

형상에 해 따라 떨 수 있는 ‘묵상’의 태도를 이들 시편을 통해 시 으로 형상화하

고 있다.｢장수산 1·2｣과 ｢백록담｣에서 ‘정신 인 것’을 암시하는 형상은 무욕하게

“늙은 사나희”와 “백록담”의 모습으로 구 되어 있으며,서로 다른 모습으로 구 되

어 있기는 하지만 이들 형상 모두 ‘조찰함’이라는 공통된 의미를 지니고 있다.170)이

169)정지용,앞의 ,82-82면(강조-인용자).

170)시집  백록담 에서 ‘조찰함’이란 온산 만물과 시 주체가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궁극 인

가치의 세계,정화된 세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정지용에게 있어 ‘조찰하다’라는 표 은  

그리스도를 본받음 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clean’에 한 번역어로 처음 사용된 이래로(Thomas

àKempis,TheimitationofChrist,London:J.M.Dent&Sons,1919참조),｢승리자김안드

아｣(《가톨닉청년》,1934.9)의 시어로 사용된바 있다. 그리스도를 본받음 에서 ‘조찰하다’라

는 표 은 인간의 오 으로 인해 세에 치우치게 되는 감정으로부터 완 히 자유로워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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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우리는 정지용이 자신의 시론을 통해 시의 표 단계에 앞서 갖추어져야 하는

시인의 태도로 제시하 던 ‘묵상’의 일차 인 주제가 실제 창작에 있어서는 ‘조찰함’

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수산 1·2｣는 각각 겨울 한밤과 한낮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이들 두 작품은 아

래에서 보듯 시 주체의 등정에 앞서 완미하게 닫힌 세계로서 존재하는 산의 모습

(⑴～⑵)과,그 안에서 앞서간 자취를 따르는 형상을 추정의 말법으로 묘사하는 장

면(⑶～⑷)을 차례 로 보여 다.뿐만 아니라 그러한 세계에 동참하기 한 시

주체의 의지를 마지막 구 로서 더하고 있다는 (⑸)에서도 ｢장수산 1·2는｣상동한

구조를 보인다.

⑴ 伐木丁丁 이랬거니 아람도리 큰솔이 베 짐즉도 하이 골이 울어 멩아리

소리 쩌르 돌아옴즉도 하이 ⑵ 다람쥐도 좃지 않고 뫼ㅅ새도 울

지 않어 깊은산 고요가 차라리 를 리우는데 ⑶ 과 밤이 조희보담

희고녀! 달도 보름을 기달려 흰 뜻은 한밤 이골을 걸음이랸다? ⑷ 웃

이 여섯 에 여섯 번 지고 웃고 올라 간뒤 조찰히 늙은 사나히의 남긴 내

음새를 는다? ⑸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

오오 견듸랸다 차고 兀然히 슬픔도 꿈도 없이 長壽山속 겨울 한밤내―

｢長壽山 1｣(《문장》,1939.3)

⑴ 풀도 떨지 않는 돌산이오 돌도 한덩이로 열두골을 고비고비 돌았세라

⑵ 찬 하 이 골마다 따로 씨우었고 어름이 굳이 얼어 드딤돌이 믿

음즉 하이 ⑶ 꿩이 긔고 곰이 밟은 자옥에 나의 발도 노히노니 물소

리 귀 리처럼 喞喞하놋다 ⑷ 피락 마락하는 해ㅅ살에 우에 이

가리어 앉다 흰시울 알에 흰시울이 리워 숨쉬는다 온산 나려앉

는 휙진 시울들이 다치지 안히! ⑸ 나도 내더져 앉다 일즉이 진달

꽃그림자에 붉었던 絶壁 보이한 자리 우에!

｢長壽山 2｣(《문장》,1939.3)171)

｢장수산 1｣은 “다람쥐도 좃지 않고 뫼ㅅ새도 울지 않”는 “깊은산 고요”로부터 통찰

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방제각, 그리스도를 본받음 ,《가톨닉청년》,1933.6-9,

정지용,김학동 편,앞의 책 참조).

171)정지용,｢장수산 1·2｣,《문장》,1939.3,정지용, 백록담 ,문장사,1941,12-13면(강조-인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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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낸 것들을 통해 시 주체가 자신의 태도를 새롭게 고르기까지의 과정을 담아내

고 있는 작품이다.그런가 하면 ｢장수산 2｣는 “돌”과 “어름”,그리고 “찬 하 ”로 완

미하게 닫힌 세계로부터 통찰해낸 것들을 통해 시 주체가 그러한 세계로 들어서

고자 하는 의지를 새롭게 갖추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아내고 있다.｢장수산 1｣의

배경을 이루는 “깊은산”과 그곳을 채우는 다른 공간소인 “ 과 밤”은 고요하거나

흰 빛만으로 가득하다.그러한 세계에 하여 시 주체는 “희고녀!”라 말할 수 있

을 따름인 일정한 간극 머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장수산 2｣의 시 주

체 한 ｢장수산 1｣의 시 주체와 마찬가지로 “드딤돌”로써만 장수산이라는 세계

를 두드려볼 뿐인 외방인 인 존재로 그려져 있다.

｢장수산 1·2｣의 ⑶～⑷는 시 주체가 과 밤의 흰 빛이나 돌이나 얼음의 견고

함으로 완미하게 닫 있는 장수산으로부터 통찰해낸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 다.｢

장수산 1｣의 ⑶～⑷에서 보듯,장수산의 고요함으로부터 시 주체는 “조찰히 늙은

사나히”가 “남긴 내음새”가 “한밤 이골”어딘가에 놓여 있다는 것과,달조차 그곳을

걸어 그러한 “내음새를 ”기 해서는 “보름을 기달려” 이나 밤처럼 스스로 희어

져야 하리라는 이치를 ‘～랸다?,～는다?’와 같은 추정 의문문의 말법으로써 통찰해

내고 있다.

이러한 통찰로부터 나아가 시 주체는 ⑸에 이르러 ‘～랸다’라는 의지의 말법으

로써 자신 한 그러한 고요 속에서 “슬픔도 꿈도 없”도록 하여 흰 뜻만으로 “차고

올연”해질 수 있기를 다짐하게 된다.｢장수산 2｣의 시 주체는 ⑶～⑷에서 보듯

“꿩”“곰”내지 “흰시울 알에 흰시울”과도 같이 지 은 가고 없는 존재들을 통찰하

여 연결 짓고 있으며,그것 에 자신의 “발도 노히”도록 해본다.그 듯 따르고 따

르는 형상들을 재형 말법으로 표 해온 것처럼 ｢장수산 2｣의 시 주체는 ⑸에

이르러 “나도 내더져 앉다”는 말법으로써 그러한 장수산의 세계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같은 해에 발표된 ｢백록담｣(《문장》,1939.4)은 그 8연에 다소 암시되어 있는 것

처럼 “백록담 조찰한 물을 그”리어 자기희생을 감수하는 온산 만물의 모습을 목

격증인의 시선으로 읊어내고 있는 작품이다.자기희생을 감수하는 온산 만물의 모

습은 1,3,8,9연에 으로 드러나 있다.｢장수산 1｣에서 무욕한 “사나히”의 조

찰함을 좇기 해 “보름을 기달려”스스로를 흰 빛으로 변형시키던 달과 유사한 형

상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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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가까울수록 뻑국채 꽃키가 消耗된다.한마루 오르면 허리가 슬어지고 다시

한마루 우에서 목아지가 없고 나종에는 얼골만 갸옷 내다본다.花紋처럼 版박힌다.바람

이 차기가 咸鏡道끝과 맞서는 데서 뻑국채 키는 아조 없어지고도 八月한철엔 흩어진 星

辰처럼 爛漫하다.山그림자 어둑어둑하면 그러지 않어도 뻑국채 꽃밭에서 별들이 켜든

다.제자리에서 별이 옮긴다.나는 여긔서 기진했다.

[……]3

白樺 에서 白樺가 髑髏가 되기까지 산다.내가 죽어 白樺처럼 흴것이 숭없지 않다.

[……]8

백록담 조찰한 물을 그리여 山脈우에서 짓는 行列이 구름보다 莊嚴하다.소나기 놋낫 맞

으며 무지개에 말리우며 궁둥이에 꽃물 익여 붙인채로 살이 붓는다.

[……]9

가재도 긔지 않는 白鹿潭 푸른 물에 하 이 돈다.不具에 가깝도록 고단한 나의 다리를

돌아 소가 갔다.좇겨운 실구름 一株에도 白鹿潭은 흐리운다.나의 얼골에 한나잘 포긴

白鹿潭은 쓸쓸하다.나는 깨다 졸다 祈禱조차 잊었더니라.172)

뻑국채 꽃키는 “ 정에 가까울수록 [……] 소모(消耗)”된다.나아가 정에 올

라서는 지상에 발붙인 그 꽃키를 모두 잃고 “화문(花紋)처럼 (版)박힌”얼굴로만

남아 “흩어진 성진(星辰)처럼 난만(爛漫)하”여진다.‘나’는 “뻑국채 꽃밭”의 그 듯

난만한 얼굴을 가리켜 “별들이 켜든다”라고 말한다.자기 소모를 통해 어느 순간 다

른 존재로 어들게 된 뻑국채 꽃의 형상은,조찰함을 좇기 해 “보름을 기달려 흰

뚯”을 이룬 ｢장수산 1｣의 ‘달’과 유사한 속성을 지닌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백화”의 곁에서 그 역시 “ 루(髑髏)가 되기까지”살아가는 “백화”의 형상은 ｢장

수산 1｣에서 살펴보았던 ‘달’이나 ｢백록담｣1연에서 살펴보았던 ‘뻑국채 꽃키’와 같

이,다른 존재를 그리어 그 스스로를 희생시키는 존재로 나타나 있다.｢장수산 1·2｣

에서와 마찬가지로 시 주체는 그러한 형상에 자신의 의지를 병치시키는 방식으로

써 자기 변형에 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즉,시 주체는 어떤 형상이 하나의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순간을 통찰해내고,그러한 순간에 자신 한 동

참하기를 희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뻑국채 꽃키’나 ‘백화’의 모습에서 보듯 자기희생을 통한 상승의 의지는,8

연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결국 “백록담 조찰한 물”이라는 궁극 인 지 으로 나

아가기 해 온산 의 만물이 일제히 갖추고 있는 “장엄”한 태도이다.그러한 온산

만물의 태도를 가리켜 시 주체는 “백록담 조찰한 물을 그리여 山脈우에서 짓

172)정지용,｢백록담｣,《문장》,1939.4,정지용, 백록담 ,문장사,1941,14-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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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行列”이라고 이름붙이고 있는 것이다.8연 마지막 구 에서 온산 만물과

하여 그것의 흔 속에 자신을 보태려는 시 주체의 행 는,그 자신 한 “백록담

조찰한 물을 그리”고 있는 것에 연유하는 것이다.“구름보다 장엄”한 그 행렬에 동

참하기를 바라는 시 주체의 의지는 ｢장수산 1·2｣의 마지막 구 들을 통해 익숙히

보아오던 것이기도 하다.

9연에 이르러 마침내 도달한 백록담은 “가재도 긔지 않”을 만큼 과연 조찰한 빛

으로서 그려지고 있다.그런데 9연에서 “불구에 가깝도록 고단한 나의 다리”는 “좇

겨운 실구름 一株”에 해 문맥상으로도 구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성

형태면에서도 응되는 계를 보인다.그리하여 백록담이 “좇겨운 실구름”으로

인해 “흐리”워져 그 조찰함의 속성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로,“나의 얼골에 한나잘

포”기어졌을 때에도 백록담(白鹿潭)”은 그 조찰함의 속성을 잃고 “쓸쓸”한 빛으로서

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기도(祈禱)조차 잊”게 되었다 함은,“백록담 조찰한 물을

그리”어 온산 만물에 동참하고자 하 던 나의 의지가 백록담의 쓸쓸한 빛을 확인

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1938～1939년도의 시편들을 일별해 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보

이지 않는 세계를 통찰해내려는 새로운 재 의 원리가 이 무렵의 정지용 시세계에

새롭게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천주당｣은 이러한 새로운 창작방법론에 한

새로운 자각을 드러낸 작품인 에서 주목을 요한다.

원근법(遠近法)이 어그러지고 보면 사진(寫眞)이 되지않는다니 내가 말은 「창(窓)으로

멀리 보이는 성당(聖 )」이라는 술작품(藝術作品)에서 나는 아조 원근법(遠近法)에 서

툴으다.

체 어느 구석에 서서 보아야 우리 성당(聖 )을 두고 작문이 지여질것일가?

열없이 창(窓)까지 걸어가 묵묵(黙黙)히 서다.

이마를 식히는 유리쪽은 차다.

무료(無聊)히 씹히는 연필(鉛筆)꽁지는 뜳다.

나는 나의 회화주의(繪畵主義)를 단념(斷念)하다.

술(藝術)은 모든 경쾌한 신사(紳士)에게 빼았겨도 싫지않다.황 (況重)한 신도(信徒)고

보면 서령 환(重患)으로 었을지라도 莫上(막상)은혜로운 일임으로!

어늬곳에 아니 게시리오 마는 우에서는 더욱이 성당(聖 )즐겨 거(居)하시는 나의 주

(主)를 오늘은 병실(病室)에서 寢衣(침의)입은 로 사모(思慕)할 수밖에.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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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에 한 쓰기’를 앞둔 시의 시 주체는 작문 상에 한 원근감을 잃고

있을뿐더러 2연에서 보듯 ‘회화주의’의 한계를 강하게 느끼고 있기도 하다.“ 환으

로 ”워 있기 때문에 작문 상을 앞에 펼쳐두고 볼 수 없다는 시 정황 한

이와 같은 시 주체의 한계 의식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우리는 앞서 1933년도 연작 산문 ｢素描｣를 통해,정지용이 스스로 정립하 던 가

톨릭 시의 창작방법론은 ‘상승+정화’의 결합체로서의 형상을 순수하게 재 해내는

‘회화주의’에 있는 것이었음을 살펴보았다.그런데 1940년도의 ｢천주당｣에 이르러 정

지용은 그와 같은 ‘회화주의’의 한계에 직면하여 다른 길을 모색하는 자신의 모습을

객 화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2연에서 보듯 열없는 감정의 상태는 유리의 차가

운 속성으로 귀결되는 것이며,무료함의 감정은 연필 꽁지의 떫은맛으로 귀결되고

있다.이는 재 주체로 하여 시 상이 놓인 차원 머를 가리어 감각할 수 없

게 하는 ‘회화주의’의 한계를 뚜렷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천주당｣의 나머지 두 연은 성당에 한 쓰기가 종래의 ‘회화주의’하나만으로

는 존립될 수 없으며 신도로서의 종교 통찰력을 요구하는 작업임을 뚜렷이 보여

다.정지용이 ｢천주당｣을 통해 가톨릭 시의 상을 “병실(病室)에서 寢衣(침의)입

은 로 사모(思慕)”할 수밖에 없다 말하는 것은,그가 앞으로의 시 개 과정에

있어 창유리를 제로 하는 ‘회화주의’의 단계를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리어

통찰하게 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을 암시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4.2.경험 실의 희생 형상을 한 가치 도

｢畵文行脚｣(1940)은 선천(宣川)에서부터 의주(義州)·평양(平壤)·울룽페(五龍背)에

이르기까지의 기행체험을 담은 연작형의 산문이다.174)기행의 성격을 “무목 의 애

수”에서 비롯된 “풀롵없는 이얘기”라고 밝힌 아래의 목은 정지용의 북쪽기행이라

는 것이 애 에 정해진 목 없이 이루어진 것임을 짐작해볼 수 있게 한다.

이 치 에 일부러 치운 의주(義州)안동(安東)을 찾어 나선 것도 나선 것이려니와 [……]

173)정지용,｢천주당｣,《태양》,1940.1,안웅선,｢정지용 시 연구:발표 매체를 심으로｣,고려

학교 석사학 논문,2010,51면을 재인용.

174)1940년 1월 28일부터 2월 15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된 이 작품은 해방 이후 출간된 정지

용의 산문집  문학독본 (박문출 사,1948.2)에 수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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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題目)을 어떻게 ｢무목 (無目的)의 애수(哀 )｣이 게 생각해 내어보며 얼굴과

머리가 빤빤해진 것을 거울 속에 찾어낸다.175)

주인(主人)색씨 방에 주인(主人)색씨가 압센트 된 것터럼 된 거디 나그냇길에 오른 우리

의 풀롵없는 이얘기를 훨신 슬 게 한 거들 알았을 때 [……]176)

그런데 이와 같은 “무목 의”기행 에 정지용은 일 년 후 ‘신작정지용시집-도굴

(盜掘)’의 서사 서정시로 귀결을 보게 되는 창작방법론상의 토 를 마련하게 된다.

이 기행을 통해 정지용은 제자리가 아닌 곳에 잘못 놓여 희미해져버린 형상들을 발

견하게 되며,그와 같은 희미함 속에 여 히 도사린 생명력을 “슈우루 알리스틱”

한 방식으로 “詩하”고자 하는 표 의 욕구를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정물(靜物) 이라는 것을 “StillLife” 고요한 생명(生命) 이라고 하는 외어(外語)는 얼마

나 고운 말인 것을 느낀다.

모딜리아니̇̇̇̇ 화̇집(畵集)을 어떻게 구(求)하여 온 것을 마스터한테 물어보며 가지고 싶기까

지 한 것을 느낀다.목아지마다 가늘고 기이다랗고 육체(肉體)를 그리기 한 것이 아니

요 육체(肉體)안에 담긴 슬 고 어여뿐 것을 시(詩)하기 하야 동양화(東洋畵)처럼 일

부러 얼골도 가슴도 손도 나압작하게 하고도 유순(柔 )하게도 서양 (西洋的)

“Pathetics”에 정진(精進)하다가 미완성(未完成)으로 마친 모딜리아니̇̇̇̇̇그림에 나는 애연

히 서럽다.177)

내가 화가(畵家)라구 한 믄 ｢일요일(日曜日)｣이라는 그림을 구상(構想)하구푸다.이웃집

마다 칼 더̇̇ 빛̇이 모다 빨갛구 거리마다 항공병(航空兵)의 장(襟章)이 하늘쪽같이 나붓

긴다고 어떻게 이 게 슈우루̇̇ ·̇ 알리스틱̇̇̇̇ 하̇게 말이다.178)

평양에서 우연히 얻어 보게 된 모딜리아니 화집 속 여인에게서 정지용은 ‘정물(靜

物)’의 역어인 ‘StillLife’의 진정한 의미를 재발견하게 된다.기행지 곳곳에 놓인 ‘정

물’들은 정지용에게 동양화풍으로 “가늘고 기이다”랗게 그려진 “고요한”육체 안에

서양화풍의 “슬 고 어여뿐”생명력을 담아낸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면서 새롭게 다

가온다.

175)정지용,｢畵文行脚11-五龍背1｣, 문학독본 ,박문출 사,1948,176면.

176)정지용,｢畵文行脚10-平壤4｣, 의 책,174면.

177)정지용,｢畵文行脚7-平壤1｣, 의 책,152-153면.

178)정지용,｢畵文行脚10-平壤4｣, 의 책,1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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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한계 지어진 공간이나 육체 안에 “폐정(閉靜)하게 갇”179) 버린 생명력에

한 시인의 각별한 사념은 기행 산문 편에 걸쳐 나타난다.기행의 첫머리에 놓이

는 ｢畵文行脚-宣川1｣ 한 걸맞지 않은 장소에 잘못 놓여 있는 형상에 한 인상기

로부터 시작되고 있다.여행자 정지용에게 선천은 “별장지 풍의 소비 소도시”의

면모를 지닌 곳이되 “물건 팔기 한 아첨이라든지 과장하는 언사”없이 “등을 밖으

로 향하야 앉어 聖經읽기에 골독”하는 가게의 여주인을 사로 보게 되기도 하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180)한편,여정의 마지막에 놓이는 공간인 울룽페에서

정지용은 그곳을 혹한의 언 땅을 쪼개고 온천수가 솟는 “끔 하게도 사치스런 기

”의 도시로 바라본다.그리고 그러한 계 과 장소에 조 도 어울리지 않는 “불그

죽죽한 동백꽃 문의”로 수놓은 옷을 차려입고 잘못 놓여진 “패랭이 꽃처럼 가늘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博多 출신의 여 이라는 형상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처럼 기행지 곳곳에 차정(差定)해 있는 형상에 한 시인의 사무침은 사실상 ｢

슬 우상｣(1938)에서 극진한 배복의 자세로써 지상의 고독한 성사에 놓인 성모마리

아상을 재 하려던 ‘나그네’의 목소리로 일 이 구 된바 있다.181)그리고 차정해 있

는 형상에 한 시인의 사무침은 ｢슬 우상｣이후로 경험 실 속에 차정해 있는 형

상들을 향해가는 지 을 보여주었던 것이다.정지용 문학에서 자체 내에 생명력을

가졌으되 차정해 있는 형상은 성모마리아상이라는 가톨릭 인 형상에서 시작되었으

나 경험 실 속 인물로 체되어가는 모습을 보여 다.｢畵文行脚｣에 앞서 발표된

산문 ｢합숙｣(《동아일보》1939.4.20)을 기 으로 경험 실 속의 차정해 있는 인물

들이 정지용의 문학 세계에 반 되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이러한

변화의 지 을 먼 살펴본다면,이후 그로 하여 ｢畵文行脚｣에서 ‘이조 인 것’

‘가난하고 없는 것’을 일종의 시 감으로 여길 수 있게 하 던 작품 내의 맥락

계를 악할 수 있다.

｢합숙｣에서 정지용은 합숙이라는 신성한 행 의 본의를 상실하고 “은화”에 포섭

되어버림으로 결국 차정(差定)해 있는 셈인 여공·여 들의 합숙 행 에 해 술회하

며,이후 ｢畵文行脚｣에서 모딜리아니 화집 속 여인에게 느끼게 되는 것과 동일한 애

연함의 감정을 느낀다.｢합숙｣은 모(某)직조공장 여공들과 주장(酒場)여 들의 합

179)정지용,｢畵文行脚10-平壤4｣, 문학독본 ,박문출 사,1948,165면.

180)정지용,｢畵文行脚1-宣川1｣, 의 책,131면.

181)‘차정(差定)’이라는 표 한 ｢슬 우상｣에서 처음 나타난 것이다.해당 구 을 인용하면 다

음과 같다.“거듭 말슴이 번거러우나 월래 이세상은 비인 껍질 같이 허탄하온 그 에도 어

하사 고독(孤獨)의 성사(城 )를 차정(差定)하여 계신것이옵니까.”(정지용,｢슬 우상｣, 백록담

 ,문장사,1941,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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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생활에 한 ‘나’의 심경이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이다.‘나’는 그들의

합숙이 어디까지나 자기 경험 바깥의 일이며,그런 에서 그들의 합숙은 더욱 “가

엾고 무섭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그럼에도 그들이 그 “가

엾고 무”서운 생활을 그만두지 않는다는 은 ‘나’로 하여 일종의 “반의(反意)를

품”게 하면서 “그들의 보수와 애착”이란 한낱 “반작반작하는 은 ”에 그칠 뿐인 것

인가를 냉소 으로 묻게 한다.더욱이,그만두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남편의 옷”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유실”한 채 정진할 만하지 않은 것에 “정진하기 ”해 “무

슨 시합을 한 운동선수들처럼”합숙하는 모습은 ‘나’로 하여 그러한 합숙의 이

유를 여덟 차례나 묻게 할 정도로 납득되기 어려운 일로 다가온다.

[……]십수시간 되는 근로가 끝난 후에 합숙실에 들어 었을 때 그들의 보수와 애착은

모다 반작반작하는 은 에 그치고 말 것입니까.[……] 체 그들은 무엇에 정진하기

한 합숙입니까.그들은 밤마다 받들고 하여야만 하는 인사(人士)가 모다 취하고 떠들

고 노래부르고 외설한 농담을 건늬는 남자들뿐이겠는데 그들은 역시 무슨 시합을 한

운동선수들처럼 남편의 옷도 걸리지 않고 어린아이 울음소리도 나지 않는 이층에서 밤

마다 합숙하고 정진해야 하는 것입니까.그들은 썹을 그리고 머리를 지지고 화장도 몇

겹식 하고 편신기라(遍身綺羅)를 감었으며 홍등(紅燈)에 호 처럼 요염할지라도 그들은

어 하여 애 차탄(哀切嗟歎)해야만 하는 것입니까.[……]다소 몽롱한 취안(醉眼)에

비치는 그들의 후두부에 떠올르는 물겨운 서기(瑞氣)가 것은 무엇입니까.[……]182)

처음 반의(反意)로 시작된 ‘나’의 질문은 비슷한 질문을 반복할수록 차 반문의 형

태를 띠게 되는데,경험 바깥의 일로 놓여있기만 하던 그들의 모습은 이러한 말법의

변화에 비례하여 어느 순간 ‘나’의 취안(醉眼)에 비쳐 들어오게 된다.“그들의 후두

부”에 후 처럼 쓰인 “ 물겨운 서기(瑞氣)”가 ‘나’의 동자와 겹쳐지는 바로 그 순

간 ‘나’는 그들이 때를 유실한 채 “은화를 안고 합숙”하는 이유가 “빈고(貧苦)”그것

에 있음을 알아보게 된다.이로써 ‘나’는 ‘실상 그들의 애착은 은화를 모으는 데 있

지 않다’라는 일차 인 결론에서 나아가,‘그들이 은화를 안고 합숙하는 것은 빈고가

운 후 때문이다’라는 종국 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물론,문제의 은화를

건네는 한 사람의 취객으로서 내려 보는 결론이란 은화를 안고 합숙하는 그들의 형

상에 어떠한 변화도 일으킬 수 없는 “몽롱한”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그러함에도,

“떠올”르듯 ｢합숙｣에서 문맥을 얻고 있는 “취안(醉眼)”과 “후 ”의 그 찰나 겹침

182)정지용,｢합숙｣,《동아일보》,1939.4.20,정지용,김학동 편, 정지용 집 2,민음사,2003,

240-241면을 재참조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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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들과 ‘나’,그리고 빈고로 인한 굴 와 신성한 후 사이의 경계를 무화시킴으

로써,은 을 안고 합숙하는 박 함에 돈에 의한 희생이라는 의미를 새롭게 부여한

다.이 듯 기독교 ‘후 ’과 ‘희생’에 새로운 국면을 열어젖 보이는 이 마주침의

장면은,신성을 향한 의합의 확고한 감 속에 자신을 치시키고 신성한 흔 들을

향해 를 갖추는 것에 집 하 던 정지용 문학이 경험 실 속에 차정해 있는 존재

를 향해가는 기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해해볼 수 있다.

｢畵文行脚｣에서 정지용이 새롭게 발견 되는 시 상에 해 살펴보기 해서

는 이 듯 차정(差定)해 있는 형상에 한 시인의 각별한 사념이 성모마리아상에서

여공·여 으로 향해가는 것이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1940년도의 기행지에서

정지용이 새롭게 발견한 형상은 그의 표 로라면 “이조 인 것”내지 “가난과 없

는 것”아래에 묶일 수 있는 것들이다.아래에서 보듯 구체 으로 정지용은 시

외압 아래 비애와 음 을 간직한 채 수굿이 도사린 형상인 ‘평양사람들의 맹한 안

면근육’과 ‘서북지역 수심가를 부르는 기생의 몸태’로부터 “이조 인 것”이라는 의미

를 발견해낸다.

수년(數年)만에 서로 만난 처소(處所)가 조용한 다방(茶房)한구석에서라도 벽오동(碧梧

桐) 허리 툭쳐서 서로 마조 세운 생목(生木)처럼 담차고 싱싱하게 ( )하고 앉는다.

[……]만나는 사람마다 군인(軍人)처럼 말이 다.[……]페양남자(男子)의 뜸직한 과묵

(寡黙)은 도리 과분(過分)히 직정 (直情的)인 것을 속으로 견디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시 (時代)와 비애(悲哀)의 음 (陰影)이 그들의 맹(獰猛)한 안면근육(顔

面筋肉)에서도 가실 날이 없는 것도 사실(事實)이다.

[……]단순(單純)하고 소박(素朴)한 리슴에서 툭툭 불거져 나둥그는 비애(悲哀)[……]

살얼음 아래 잉어처럼 소곳하고 혹은 바람에 향한 새매처럼 도사리고 불르는 토산기생

(土産妓生)의 수심가( 心歌)[……]183)

우리에게 훨신 익은 생활(生活)이 국경(國境)거리에서 새삼스럽게 정(情)답게 기웃거려지

기도 하는 것이다.

[……]의주(義州)산타령(山打令)이란 에 들었던 상싶지 않은 유장(悠長)하고 유쾌(愉

快)한 노래다.나는 자못 감개(感慨)가 깊어간다.

[……]수백년(數百年)두고 국경(國境)을 수 (守禁)하기는 오직 풍류(風流)와 통(傳

統)을 옹 (擁衛)하기 함이나 아니었던지…… 멀리 의주(義州)에 와서 훨석  이조 (李

朝的) 인 것에 감상(感傷)하며……184)

183)정지용,｢畵文行脚8-平壤2｣,정지용, 문학독본 ,박문출 사,1948,154-156면.

184)정지용,｢畵文行脚6-義州3｣, 의 책,146-1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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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주로 온천여행을 떠나온 조선의 농민들’과 ‘博多 출신의 온천장 여 ’으로부

터는 “가난과 없는 것”이라는 보다 보편 인 의미를 발견해내기도 한다.

이 게 우리가 꼼작할 수 없이 서서 체 실내(室內)고온도(高溫度)가 공 (供給)되는

것을 그  스  이나 까솔린에 돌릴 수 없는 것이니,[……]가난과 없는 것이란 이

게 뒤섞이어 양명(陽明)하고 훈훈하도록 비등(沸騰)하는 것이 흥이 나도록 좋다.185)

사투리가 福罔이나 博多 근처에서 온 모양인데 몸이 가늘고 얼굴이 리하여 심성이 꼬

장꼬장한 편이겠으나 호감(好感)을 주는 것이 아니요 옷도 만주(滿洲)추 에 빛갈이 맞

지 않는 옷이나 가을 옷같고 듬식 듬식 놓인 불그죽죽한 동백꽃 문의가 훨석 쓸쓸하

여 보인다.

[……]博多에서 온 여자이고,의주(義州)에서 온 농 청년(農村靑年)이고 간에 [……]멀

리 만주(滿洲)에까지 지고 온 가난과 없어서 그런 것이야 징치(懲治)할 도리가 있느냐

말이다.186)

이로부터 우리는,그 이면에 모종의 의미를 드리우는 상징 형상을 재 해내는 ‘회

화주의’의 기법으로서 그러한 형상이 암시하는 바를 작품에 내포할 수 있었던 정지

용의 가톨릭문학 창작방법론이 경험 실을 상으로 그 변을 확 해가는 지 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187)

그리고 무엇보다 정지용은 기행지에서 마주치게 된 그러한 형상들을 일종의 시

감으로 여기어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 다. 한,그는 그러한 형상들과 직정(直

情)의 언어를 주고받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그들로부터 분명한 연락의 계를 느끼

면서,일정한 간극 머에서 그들 형상의 희미함 속에 도사리고 있는 “미묘한 정서

의 맥”을 발견해내기 한 집 의 태도를 보여 다.

말이라는 것이 조곰도 필요ㅎ지 않을 이 많다.남의 얼굴이란 바라보기가 이 게 염치

없이 즐거운 것을 깨닫는다.[……]그의 얼굴에 미묘(微妙)한 정서(情緖)의 맥(鑛脈)을

185)정지용,｢畵文行脚12-五龍背2｣,정지용, 문학독본 ,박문출 사,1948,181면.

186)정지용,｢畵文行脚13-五龍背3｣, 의 책,186-187면.

187)비가시 세계를 암시하는 상징 형상을 순수하게 재 하는 것으로부터 발원하여 경험 실

로 문학 상의 변을 확 해 가는 정지용의 창작방법론으로 미루어볼 때,길진섭에게 신창

리 골목집에 사는 기생의 연필 인물화를 부탁하던 날, 후리 성당에서 시작되어 신창리 골목

집에 이르는 정지용의 행선지는 그것 자체로 창작방법론상의 변화과정을 은유하는 바가 있다

고 생각된다(정지용,｢畵文行脚10-平壤4｣, 의 책,114-118면).



- 82 -

찾으며 다시 고요히 흐르는 음악(音 )에 맞추어 연락(聯絡)없는 애정(愛情)까지 느낀

다.

[……]나그네 길에 나서서 자조 무슨 인스피 이슌̇̇̇̇̇ 에̇ (接觸)한다.188)

직정(直情)의 언어가 오가지 않는 간극을 사이에 두면서 성립되는 계인 에서 기

행지에서 마주친 인물과 정지용의 계구도는 ｢슬 우상｣의 ‘그 ’와 ‘나그네’의

계와 유사한 구도를 보여 다.그러나 ｢슬 우상｣의 ‘그 ’는 과거 이오니아바닷가

에서부터 ‘나그네’의 말이 아닌 “딴 세계”의 소리를 “다만 듣기 한 맵시로만 열리

어 계”시는 존재 고,이에 따라 ‘그 ’와 ‘나그네’간의 소통 방향은 오래 부터 틀

어져온 것이었다.189)그리고 이와 같은 단 의 상황은 ‘그 ’가 탈각하시게 되는 그

날까지 ‘나그네’로 하여 ‘그 ’를 빛깔로 재 하는 것 이상의 언사로 나아갈 수 없

게 하는 것이었다.이에 비추어볼 때,｢畵文行脚｣의 화자가 1940년도 기행지에서 ｢

슬 우상｣의 성모마리아상과 같이 어떤 장소에 잘못 놓인 듯한 경험 실 속 인물

들에 해 단 이 아닌 연락 계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은 요하게 언 될 필요가

있다.왜냐하면 이는 앞선 시기 그의 시론에서 표 단계에 앞서 시인이 갖추어야 하

는 태도로 제기되었던 ‘묵상’의 태도와 합치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앞서 살펴본

로 ｢시의 옹호｣｢시와 발표｣에서 정지용은 시를 ‘정신 인 것’에 도달하게 하기

해서는 시인이 ‘근신’의 태도를 갖추는 데 이어 무엇보다도 그러한 ‘정신 인 것’을

암시하여주는 ‘자연 상’이라거나 ‘인간의 살음과 죽음’이라는 주제를 ‘묵상’하는 태

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1930년 말엽 ｢장수산｣｢백록담｣을 통해 일차 으로

“조찰한”자연 상에 한 ‘묵상’의 태도를 펼쳐보 던 정지용은 ‘묵상’의 주제에 있

어 한 축을 이루는 ‘인간의 살음과 죽음’이라는 상을 1940년도 북쪽기행에 이

르러서야 발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그 다고 할 때,｢畵文行脚｣의 배경을 이루는

188)정지용,｢畵文行脚7-平壤1｣,정지용, 문학독본 ,박문출 사,1948,151-152면.

189)“[……]希臘에도 이오니아 바닷가에서 본 도한 조개껍질,항시 듣기 한 姿勢이었으나 무

엇을 들음인지 알리 없는것이었나이다.

기름 같이 잠잠한 바다,아조 푸른 하늘,갈메기가 앉어도 알수 없이 흰 모래,거기 아모것도

들릴것을 찾지 못한 에 조개껍질은 한갈로 듣는 귀를 잠착히 열고 있기에 나는 그때부터 아

조 외로운 나그내인것을 깨달었나이다.

[……]조개껍질이 잠착히 듣는것이 실로 다른 세계의것이었음에 틀림없었거니와 내가 어 서

럽게 돌아서지 아니할수 있었겠습니까.

바람소리도 아모 뚯을 이루지 못하고 그 겨우 어룰한 소리로 떠돌아다닐뿐이었습니다.

[……]그 의 귀에 가까이 내가 彷徨할 때 나는 그 외로히 사라질 나그내에 지나지 아니하

옵니다.

그 의 귀는 이 밤에도 다만 듣기 한 맵시로만 열리어 계시기에!”

(정지용,｢슬 우상｣, 백록담 ,문장사,1941,76-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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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기행은 시인으로 하여 시 상을 발견 하 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

을 향한 ‘묵상’의 태도를 정비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기행이 끝나갈 무렵 정지용은 동행자 던 화가 길진섭에게 자신이 발

견한 희미한 형상을 연필 인물화로 담아 것을 요청해보기도 하지만,그 결과로 그

려진 연필화는 “아주 간소한 인상 인 거디 돼서 막하기까지”한 것에 그치고 만

다.길진섭의 연필화 속에서 다만 “압센트 된 것”처럼 처리된 여인의 형상을 보면서

정지용은 슬 다 생각한다.

동무가 그린 연필화(鉛筆畵)는 내가 부탁(付託)한 것과는 아주 간소(簡素)한 인상 (印象

的)인거디 돼서 막(寂寞)하기까지 한거디니 [……]주인(主人)색씨 방에 주인(主人)색씨

가 압센트̇̇̇된 것터럼 된 거디 나그냇길에 오른 우리의 풀롵̇̇없는 이얘기를 훨신 슬 게

한 거들 알았을 때 [……]190)

이 듯 요청한 그림에 한 불만족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그가 향해간 곳이 바로

울룽페이며,정지용은 그곳에서 앞서 말한 로 ‘博多 출신의 온천 여 ’과 마주치게

되었던 것이다.계 과 “빛갈이 맞지 않는”동백꽃 무늬가 수놓인 옷을 입고 시 드

는 리한 얼굴의 薄多 출신 온천장 여 은 처음 정지용에게 ‘버릇없는 여자’로 여

겨졌다.그러나 시인이 그 희미한 모습으로부터 “가난하고 없는 것”이라는 보편 인

의미를 발견하게 됨에 따라 여 은 ‘패랭이꽃처럼 가늘고 쓸쓸한 여자’라는 모습으

로 비쳐지게 된다.그리고 여 에 해 이와 같은 심경의 변화를 겪어가는 동안 정

지용은,“나무도 풀도 없는 석산(石山)”을 그려내는 동행자 길진섭을 바라보며 그곳

을 원고 쓰기 좋은 방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울룽페 기행에 앞서 화가 길진섭

한 정지용에게는 더 이상 “집도 친척도 없”는 평양의 외방인으로 묘사되었던 것을

떠올려본다면,191)제자리가 아닌 곳에 차정(差定)해 있는 존재인 여 과 길진섭을

바라보며 쓰는 일에 한 욕구를 가져보게 되는 의 장면은,‘화구를 메고 산속으

로 들어간 매 바깥주인’과 ‘흰얼골의 博多 태생 매 안주인’의 정사(情死)가 암시

되어 있는 서사 서정시 ｢호랑나븨｣(1941)와 유사한 인물구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울룽페 기행을 마지막으로 종결되는 ｢畵文行脚｣(1940)으로부터 일 년이 흐른 뒤

‘신작정지용시집-도굴(盜掘)’(《문장》,1941.1)의 하나로 서사 서정시 ｢호랑나븨｣

190)정지용,｢畵文行脚10-平壤4｣,정지용, 문학독본 ,박문출 사,1948,174면.

191)“집도 친척도 없어진 벗의 고향(故鄕)이 이 게 고운 평양인 것을 나는 부러워한다.”(정지용,

｢畵文行脚7-平壤1｣, 의 책,1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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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표된다.｢호랑나븨｣는 시인이 울룽페에서 마주쳤던 경험 실 속의 인물을 그

본래의 특성을 유지시킨 채로 반 한 것인 에서 각별한 주목을 요하는 작품이다.

시 주체는 그러한 인물들에 얽힌 사건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 인 차원을

실 인 차원에 하여 서술상의 구분 없이 의도 으로 병치시키는 모습을 보여

다.이러한 서사구조의 의도 인 변형을 통해 시 주체는,‘행방의 묘연해짐’을 “연

애의 비린내”라 일 하여버리는 석간신문으로 상징되는 세계에 잘못 놓여 희미하기

만 할뿐인 인물들에 하여 실 인 국면을 새롭게 열어 으로써 그들을 알맞은

장소로 옮아가도록 한다.

畵具를 메고 山을 疊疊 들어 간후 이내 蹤跡이 杳然하다192)

丹楓이 이울고 峯마다 찡그리고 이 날고 嶺우에 賣店은

덧문 속문이 닫치고 三冬내― 열리지 않었다 해를 넘어 이

짙도록 이 처마와 키가 같었다 大幅 ｢캔바스｣우에는 木花

송이 같은 한떨기 지난해 흰 구름이 새로 미끄러지고 瀑 소리

차츰 불고 푸른 하 되돌아서 오건만 구두와 안ㅅ신이 나란

히 노힌채 戀愛가 비린내를 풍기기 시작했다 그날밤 집집 들창

마다 夕刊에 비린내가 끼치 다 博多 胎生 수수한 寡婦 흰얼골

이사 進陽 高城사람들 끼리에도 익었건만 賣店 밖앝 主人 된

畵家는 이름조차 없고 松花가루 노랗고 뻑 뻑국 고비 고사리

고 라지고 호랑나븨 을 지여 훨 훨 靑山을 넘다.193)

석간신문에 실릴 만한 실성을 갖는 사건의 차원은,그러한 실의 논리에 지배받

지 않는 화폭의 차원과 병존해 있다.그 모든 차원으로부터 멀리 물러난 자리에서

이면 화자는 실성의 차원과 화폭 속 호랑나비의 차원을 바라보며 두 가지 차원

에 해 모두 이야기하는 방식을 취한다.그런데 화자는 모든 것을 굽어볼 만큼 멀

리 물러나 있는 동시에,정지용 식으로 말해서 ‘가리어보는 ’194)을 가진 존재이다.

192)‘종 을 잃는다’는 표 을 그것의 쓰인 의도에 근 하게 이해하기 해서는 정지용의 ｢남해오

월 철9-통 2｣(1950)의 맥락을 참조해볼 필요가 있다.｢남해오월 철9-통 2｣에서 ‘종 을 잃

는다’는 표 은 무엇의 사라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난 의 상극”과 같은 서로 다른

이질 존재들의 결합을 비하는 의미를 띠며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한 작가에게서 쓰인 동

일한 표 인 을 감안한다면 시에서 산을 들어간 어떤 존재가 “이내 蹤迹이 杳然”하다 함

은 자기 개체의 상태로부터 멀리 벗어난 존재가 다른 존재와 의합을 이루는 상태를 가리킨다

고 볼 수도 있다(정지용,｢남해오월 철9-통 2｣,《국도신문》,1950.5.27,정지용,김학동 편,

 정지용 집 2,민음사,2003,182면을 재참조 재인용).

193)정지용,｢호랑나븨｣,《문장》,1941.1,130면(강조-인용자).

194)앞 에서 다소 살펴본 로 ｢수수어-이목구비｣(《조선일보》,1937.6.8)에서 정지용은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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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처마와 키가 같”도록 내리는 동안 속에 묻히지 않은 “大幅 ｢캔바스｣”를

“연애의 비린내”에 해서 만큼이나 동등한 비 으로 옮겨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력을 내장한 공간으로 바라보는 그 독특한 시선 속에는 1935년 ｢비극｣을 기

으로 형상의 이면을 가리어 보고자 하 던 정지용의 사념이 드리워져 있는 것이다.

한,인용 시에서 강조 처리한 구 은 두 가지 차원에 한 서술이 경계를 잃고

뒤섞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 다.화자는 화가와 매 안주인의 정사를 암시하는

실 의미에서의 상실을 청산 가는 호랑나비의 모습이 담긴 화폭과 병치시키고,마

지막 구 에 이르러서는 실이 제거된 화폭의 차원만을 붙듦으로써, 실 의미에

서의 상실을 비 실 의미에서의 상승으로 화시키는 데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험 실의 반 논리 서사구조의 의도 인 변형을 통한 가치 도

의 방식은,연작 산문 ｢素描｣(1933)에서 발원하여 기행산문 ｢畵文行脚｣(1940)에까지

드리워진 창작방법론상의 자각 과정을 면 히 따라 읽지 않는다면 명백히 외 인

국면으로밖에 여겨질 수 없다.따라서 시 상과 재 방식에 한 여 새로운

자각의 과정을 담은 기행산문 ｢畵文行脚｣(1940)은 지 까지의 논의를 통해 살펴보았

던 로 정지용이 크게 세 국면을 이루며 보여주었던 창작방법론상의 자각과정에

있어 마지막 단계에 치될 수 있는 것이다.

의 취각이 “해ㅅ빛이 유리를 지나듯”하는 천사의 “ 자연 각”에 비해서는 다소간 불완

함을 면치 못하는 것이나,바로 그 기 때문에 “오 을 (…)황홀히 조 ”하여 이 세상에서 “거

룩한 향내와 깨끗한 냄새”를 “가리어 맡”을 수도 있는 것이라 말하고,거룩함을 가리어 맡기

해서는 “이목구비를 골르고 삼”가야 함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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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정지용 시에 한 다방면의 연구가 진척되었음에도 정지용 가톨릭 시 창작에

한 한 그것을 추동한 작품상의 내인(內因) 시집  白鹿潭 (1941)과의 련성 문제

는 충분히 밝 지지 않았다.1935년 이후로 가톨릭 시 창작이 단된 것은 종교

념을 감당할 만한 방법론 자각 형식 쇄신이 뒤따르지 않은 데 한 결과

로 간주되었으며,이에 따라 가톨릭 시 창작의 문제와 후기 문학의 련성에 한

논의는 사실상 닫 있을 수밖에 없었다.

정지용 후기 문학의 특질을 기 문학과의 연속성 속에서 악할 수 있기 해서

는 1933년도를 기 으로 자생 으로 마련된 창작방법론으로부터 지속되거나 단념되

는 특성들을 구체 으로 사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단하 다.정지용에게 가톨릭

창작방법론이란 가톨릭 술의 본질에 한 자각 체험이 반 된 산문 ｢素描｣를

지나 시론(1938～1939)에 이르러 시인의 ‘근신’으로부터 표 단계에 이르는 하나의

서사를 이룰 만한 것이었으며,그 다고 할 때 그러한 방법 가운데 지속되거나 단념

되는 것 간의 역학 구도를 고려함으로써 정지용 후기 문학에 한 연구를 더욱 생

산 인 결론에 이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해방 이 정지용 문학세계에서 크게 네 국면을 보이며 정립된 창작

방법론상의 자각과정을 살펴 으로써 정지용 시에 나타난 형식 주제상의 특질을

밝히고자 하 다.정지용의 창작방법론은 그 자신의 개종 체험이 반 된 연작 산문

｢素描｣(1933)를 통해 가톨릭 시의 본질 그 시작 을 악해가는 과정에서 발원한

것으로서,1938～1939년에 이르러서는 가톨릭 시에 한 창작방법론의 범주를 넘어

시인의 존재론 서정시 이론을 정립하는 작업으로 확 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정지용의 서정시 이론은 1930년 가톨릭문학론과의 을 보여주는 것일 뿐 아니

라,시집  白鹿潭 (1941)으로 성취되는 정지용의 후기 시편들 내에서 시 주체의

태도로서 구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었다.

해방 이 정지용 문학에 나타나는 창작방법론상의 자각과정은 그 첫머리에 놓이

는 ⑴ 연작 산문 ｢素描｣(1933)를 비롯하여,⑵ 시론 ｢詩文學에 하여｣｢詩와 鑑賞-

永郞과 그의 詩｣｢詩의 擁護｣｢詩와 發表｣｢詩의 ｣｢詩와 語｣(1938～1939),

그리고 재 주체의 태도를 정비하고 재 상을 경험 실 속에서 새롭게 발견하

는 과정을 다룬 시와 산문 ⑶ ｢天主 ｣(1940)⑷ ｢畵文行脚｣(1940)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정지용의 시세계가 변모되는 결 마다 이와 같은 작품들이 일종의 포

석처럼 놓여 있다는 사실은,다른 무엇으로서가 아닌 시인의 사유에 착한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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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지용 시세계의 변모 양상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바가 있는 것

이었다.

1933년 가톨릭문학 창작방법론을 모색하는 것으로부터 싹터 시집  白鹿潭 (1941)

직 에까지 이르는 정지용의 창작방법론은 ① ‘상징 형상(상실+정화)을 순수하게

재 하는 회화주의’와 ② ‘근신과 묵상에 의한 시 주체의 통찰력’,그리고 ③ ‘경험

실을 향한 시 상의 변 확 ’로 요약될 수 있다.본고는 시인의 사유 가까이

착되어 있는 창작방법론상의 변화과정을 심으로 시세계의 변모 양상을 악함

으로써 시인의 창작방법론이 작품으로 직결되는 지 들을 살펴보고자 하 다. 한,

이 듯 1930년 말엽 서정시 이론으로 정립되었다가 시 상 재 주체의 태

도를 정비하는 모습으로 개되는 정지용의 창작방법론에 의거하여 그의 시세계가

변모하는 양상을 종축의 흐름 속에서 살펴보는 한편,문학사라는 횡축의 흐름 속에

서는 정지용의 창작방법론을 1930년 가톨릭문학론과 견주어 바라보고자 하 다.

이러한 은 정지용의 서정시 이론과 이동구의 가톨릭문학론 간의 유사성에 근거

하는 것인 한편,1940년에 이르는 정지용의 창작방법론이 처음 가톨릭문학에 한

자각 의식으로부터 싹튼 것인 에 근거를 두는 것이었다.

문제의 해결을 해 먼 경도유학시 의 시편을 가톨릭문학에 한 자각 이후에

창작된 시편과 비교함으로써 정지용의 문학세계가 가톨릭 시편으로 이를 수밖에 없

었던 작품상의 내인을 밝히고자 하 다.경도유학시 시 주체의 태도는 세계와의

통 에 한 의지를 극 인 방식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었으나 시 정황들 역

시도 그것과 동등한 크기의 힘으로 시 주체의 의지를 제약하여 세계와의 통 을

불가능 하는 것임을 살펴볼 수 있었다.이처럼 ‘불가능의 세계’로 낙착을 보게 되

는 경도유학시 의 시편 이후 연작 산문 ｢素描｣(1933)에 이르러 시인은 시 상과

의 ‘심연’을 사이에 둔 채 상의 형상 측면만을 순수하게 재 하는 제약 상황

자체를 가톨릭 술의 자유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주었다.가톨릭문학에 한 정

지용의 자각은 이 듯 자아와 세계의 통 불가능에 따라 발생한 시 간극의 문제

에 따른 결과 성격이 짙은 것임을 살펴볼 수 있었다.

｢素描｣에 이르러 정지용은 ‘그리스도교 포에지’라는 구체 인 표지로써 가톨릭

문학 창작방법론을 모색하기 시작하 다.그 결과 정지용은 ‘일과(日課)’를 월하여

의미론 상승에 이르는 상징 형상물을 순수하게 재 하는 원리를 새롭게 체득하

게 되었으며,그 스스로 ‘순수한 회화의 재 ’이라 이름 붙인 이와 같은 원리를 ｢素

描｣의 개방식 속에 용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 다. 한,정지용은 불로써

‘정화’되는 ‘상실’의 단계를 통해 비상(非常)한 사랑의 단계로 ‘상승’하는 성 란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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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의 행 으로부터 가톨릭 시의 출발 을 간취해내기도 하 다.

정지용의 가톨릭 시편은 바로 이와 같은 가톨릭문학에 한 자각 체험과 맞물려

창작된 것이었다.｢臨終｣｢恩惠｣(1933)｢다른 한울｣｢ 하나 다른 太陽｣(1934)를 통

해 정지용은 자기 혼 정화의 고통을 극 으로 자처함으로써 바라는 세계를 향

한 진 인 상승을 도모하는 시 주체의 태도를 뚜렷이 형상화하 다.바라는 세

계와의 사이에 놓인 곡 머에서 시 주체는 자기 혼의 정화라는 ‘완덕(完德)’

의 길 에 스스로를 치시키고 감각을 제어하거나 가톨릭 성인의 모범을 본받기

한 의지를 드러내었다.이와 같은 시 주체의 태도는 같은 시기 정지용에 의해

번역되고 있었던 가톨릭 성 지도서  그리스도를 본받음 의 강론 내용 가운데 ‘감

각의 부정’ ‘표양에의 합치’라는 항목과 한 련성을 보이는 것이기도 하

다.

사실상 가톨릭 시 창작을 단한 1935년 이후에도 정지용은 상실과 정화의 서로

결합된 형상을 상 세계로부터 알아보고 그러한 형상의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상

승의 국면을 성찰하려는 노력을 지속하 다.｢老人과 꽃｣(1936)은 시 주체로 하여

제삼자 치에서 ‘상실+정화⇒상승’의 의미론 운동을 재 하도록 충동하 던

정지용의 가톨릭문학 창작방법론이 가톨릭 시라는 범주를 넘어 이제 시인 자신의

존재론을 향해가는 기미를 보여주고 있었다. 한,‘시 감’이라는 외 정화를

부여받기에 앞서 내 정화로서 ‘순수한 감정 상태’를 먼 형성해두어야 한다는 ｢

( 談)詩文學에 하야｣(1938)의 내용은 정지용이 앞선 시기 시 주체의 태도로서

구 해보 던 자기 혼 정화의 문제가 시인의 존재론 문제로 확산되어가는 지 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그리하여 정지용은 시인의 생애사 비극이 감각의 제어 시

감과의 일치라는 단계를 거쳐 상승의 순간으로 어드는 역 의 구도로부터

서정시의 본질을 묘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 다.｢詩의 擁護｣｢詩와 發表｣｢

詩의 ｣｢詩와 語｣(1939)로 본격화된 정지용의 시론에는 이와 같은 서정시의

의미론 상승의 순간을 한 상실과 정화의 단계로서 시인의 ‘근신’과 ‘묵상’의 태

도가 제시되어 있었다.

상 세계를 표 하는 단계에 앞서 무엇보다 작가의 존재론을 주효하게 내세웠던

에서 정지용의 시론은 1930년 이동구의 가톨릭문학론과 을 보여주기도 하

다.이동구는 신의 존재 원의 세계에 한 암시를 가톨릭문학의 목표로 삼

고,그러한 목표 하에 개인 정신으로부터 벗어나 상 세계를 찰하고 찰한 내용

을 달함으로써 독자의 종교 생활 을 배양시키는 것을 가톨릭 작가의 임무로

내세웠다.표 의 필치 문제보다 작가와 작품 간의 불가분리성을 히 여겨 작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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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로서의 ‘근신’문제에 집 하고,개인 정신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을 확 하는 방

식으로 ‘묵상’의 태도를 극 으로 받아들 으며,그러한 결과로 쓰이는 작품으로부

터 성 (聖典)의 기능을 기 하 다는 에서 이들의 이론은 서로 맥되는 바가 있

다.그러나 정지용의 시론은 ‘묵상’의 주제로서 ‘덕의 인 것에 멍이 든 육체’라거나

‘인간의 살음과 죽음’이라는 인간정신의 측면을 폭넓게 받아들인 에서 이동구의

가톨릭문학론에 해 결정 인 차이를 보여주었다.

나아가,이처럼 시의 표 단계에 앞서 순수한 감정 상태를 형성하기 한 요건으

로 제시된 ‘근신’과 ‘묵상’의 태도가  白鹿潭 (1941)에 이르러서는 감각 ·언어 근

신의 형태로 구 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耳目口鼻｣(1937)｢슬 偶像｣

(1938)에는 상 세계의 정수(精髓)를 받아들이기에 앞서 감각을 제어하고 언어에

정을 기하려는 의식 인 노력의 과정이 집 으로 형상화되어 있었다.｢長壽山

1·2｣(1939)｢白鹿潭｣(1939)의 시 주체는 온산 만물의 자기희생 인 형상들로부

터 정화된 세계를 통찰해내고,그러한 형상들에 동참하려는 의지를 드러내었다.그

러나 정화된 세계를 향해 일제히 상승해가는 온산 만물에 합류하기 한 시 주

체의 의지는 미결된 상태로 남는 것이었다.이에 따라,‘다른 세계’로 상승해가는 성

모마리아에 해 자신의 향방은 결코 같은 것일 수 없으리라 불길하게 감하던 ｢

슬 偶像｣(1938)의 ‘나그네’를 ｢白鹿潭｣(1939)의 9연에서 다시 살펴볼 수 있었다.

｢天主 ｣(1940)은 이 무렵의 정지용이 종래의 ‘회화주의’의 방법 하나만으로는 성

당에 한 쓰기가 성립할 수 없음을 자각하여 보이지 않는 상을 사모할 수 있

는 신도로서의 태도를 스스로에게 요구하게 되었음을 알게 하는 작품이었다.‘회화

주의’는 시 상과의 간극을 제로 하여 상의 형상 측면만을 순수하게 재

하는 원리를 가리키는 것이었다.그러나 ｢슬 偶像｣(1938)의 시 주체는 시

상을 단지 ‘빛깔만으로서 논하는 일’에 한 자기비 내지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그런 에서 ‘회화주의’의 한계를 넘어서기 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마 통

찰해낼 수 있는 태도를 새로운 재 의 원리로서 받아들이는 ｢천주당｣의 고백은,앞

선 시기 정지용의 시론을 통해 제기되었던 ‘근신’과 ‘묵상’의 태도가 시 주체의 통

찰력으로 직결되는 지 을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신작정지용시집-도굴(盜掘)’의 형태로 발표된 서사 서정시 ｢호랑나

븨｣는 시인이 ‘울룽페(五龍背)’에서 마주쳤던 경험 실 속의 인물을 그 본래의 특성

을 유지시킨 채로 반 한 것인 에서 각별한 주목을 요하는 것이었다.시 주체는

그러한 인물들에 얽힌 사건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 인 차원을 실 인 차원

에 해 서술상의 구분 없이 의도 으로 병치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이러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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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구조의 의도 인 변형을 통해 시 주체는 ‘행방의 묘연해짐’을 “연애의 비린내”라

일 하여버리는 석간신문으로 상징되는 세계에 잘못 놓여 희미하기만 할뿐인 인물

들에 하여 실 인 국면을 새롭게 열어 으로써 그들을 알맞은 장소로 옮아가

도록 하 다.이처럼 ｢호랑나븨｣는 정지용이 가톨릭문학 창작방법론의 시기부터 지

속 으로 추구해온 상실+정화⇒상승이라는 시 구도가 경험 실 속에서 구 되는

지 을 보여주는 작품이었다.그리고 기행 산문 ｢畵文行脚｣(1940)에 나타나는 창작

방법론상의 사유과정으로 미루어볼 때 ｢호랑나븨｣는 기행 시 상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재 주체의 태도를 재정비한 결과 창작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이 기

행을 통해 정지용은 제자리가 아닌 곳에 잘못 놓여 희미해져버린 형상들을 발견하

게 되며,그와 같은 희미함 속에 여 히 도사린 생명력을 실 인 방식으로 재

하고자 하는 표 의 욕구를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볼 때,가톨릭문학을 창작하기 한 목 에서 시작된 창작

방법론상의 자각은,서정시로의 정신 상승을 한 ‘근신’과 ‘묵상’의 창작태도를 정

립하는 과정을 지나,온산 만물의 자기희생 형상으로부터 정화된 세계를 통찰하

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었고,마침내는 경험 실로부터 발견한 희생 형상들에

하여 실 정화의 요소를 부여함으로써 그것 안에 내재된 생명력을 재 해내

는 원리로 상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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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Connectionsbetween

JeongJi-Yong'sPoetryand

theCatholicLiteraryTheory

HeoYoon

DepartmentofKoreanLanguageandLiterature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epurposeofthisstudywastoinvestigatethecharacteristicsof

JeongJi-yong'spoetrybyexamininghiscreativemethodologythatwas

established in fouraspects in his literary world before the nation's

liberation.HiscreativemethodologyoriginatedinhisseriesproseRough

Drawing(｢소묘｣)andwasestablishedasalyricpoem theoryfrom 1938

to1939.Hislyricpoem theorynotonlyreflectshiscontactpointwiththe

Catholicliterary theory ofthe1930s,butalso wasmanifested asan

attitudeofapoeticsubjectinhisanthologyBaekrokdam( 백록담 ).

Theself-consciousprocessofhiscreativemethodologyinhisliterature

canbeexaminedasfollows: (1)1933:hisseriesproseRoughDrawing(｢

소묘｣); (2) 1938-1939: his essays on poetry including On Poetic

Literature(｢시문학에 하여｣),Poetry and Appreciation(｢시와 감상｣),

AdvocacyofPoetry(｢시의 옹호｣),PoetryandPresentation(｢시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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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emnMannerofPoetry(｢시의 의｣),andPoetryandLanguage(｢시와

언어｣); and (3) 1940: his Cheonjudang(｢천주당｣) and (4) 1940:

Hwamunhaenggak(｢화문행각｣)reflecting his process ofarranging the

attitudes of reproduction subjects and newly discovering objects of

reproduction in experienced reality.His creative methodology can be

summarized as ① "pictorialism to reproduce symbolic forms

(loss+purification)inapuremanner,"② "insightofapoeticsubjectbased

ondiscretionandmeditation"and③ "expansionofthebaseofapoetic

objecttowardsexperiencedreality."

InhisRoughDrawing(｢소묘｣),Jeongstartedtosearchforthecreative

methodologyofCatholicliteratureandsubsequentlyacceptedaprinciple

ofpurelyreproducingsymbolicformstoreachsemanticascensionbeyond

thedaily routineanew.Healso found thestarting pointofCatholic

poetryintheachievementsofSt.Francisco,who"ascended"tothestage

ofextraordinarylovethroughthestageof"loss"purifiedwithfire.Inhis

CatholicpoemsincludingTheHourofDeath(｢임종｣)andBoons(｢은혜｣)

andDifferentSky(｢다른 한울｣)andAnotherDifferentSun(｢ 하나 다른

태양｣),hepresentstheattitudesofapoeticsubjecttryingtocontrolhis

sensesbeyond thegorgebetween hisdesired world and himselfand

follow theexamplesofCatholicsages.Thoseattitudesarecloselyrelated

toImitationofChrist,aCatholicspiritualguidebookbeingtranslatedby

him atthattime.

Inhispoetictheories,hepresentedapoet'sattitudeof"discretion"and

"meditation"in the stage ofpurification.His poetic theories have a

contactpointwiththeCatholicliterarytheoriesofLeeDong-guinthe

1930sinthattheyprominentlyarguedforthepoet'sontology.However,

they arealsodecisivelydifferentfrom hisCatholicliterarytheoriesin

thatthepoettriedtowidelyaccepttheaspectofhumanspirit.

Theattitudeof"discretion"and"meditation"wasmanifested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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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ofsensualandlingualdiscretioninhisBaekrokdam( 백록담 ).His

Features(｢이목구비｣)andA SadIdol(｢슬 우상｣)manifesthisprocess

oftryingtocontrolhissensesandpayingproperattentiontolanguage

beforeacceptingtheessenceofanobject.InhisMt.Jangsu1and2(｢장

수산 1·2｣)and Baekrokdam( 백록담 ),thepoeticsubjectsdemonstrate

theirdeterminationtogaininsightintotheself-sacrificingformsofevery

creaturealloverthemountainandjointhem.HisCheonjudang(｢천주당｣)

showsthatherealized writing aboutaCatholicchurch could notbe

possiblejustwiththeold"pictorialism"andrequiredanattitudeasa

believertoworshipaninvisibleobject.

Hisnarrativelyricpoem A Swallowtail(｢호랑나븨｣)demandsattention

inthatitreflectstheinnatecharacteristicsofacharacterinrealitywhile

maintaining them.The poetic subject puts a surrealistic dimension

alongsidearealisticone.Thepoem showsapointwherethepoetic

structureofloss+purification⇒ascensionexpandstowardsanexperienced

reality.HistravelproseHwamunhaenggak(｢화문행각｣)showsthatthe

poem wastheresultofthepoetnotacceptingapoeticobjectanew and

rearrangingtheattitudeofareproductionsubjectduringtravel.During

thetravel,thepoetdiscoveredformsthatbecameblurrybeing placed

wronganddevelopeddesiretoreproducethelifeforcestilllingeringin

them inasurrealistmanner.

keywords : creative methodology, pictorialism, ‘loss+purification⇒

ascension’,theCatholicliterarytheoryofthe1930s,discretion,med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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