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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고는 김종삼 시에서 보이는 음악과 주체의 상호 생성 인 계를 고

찰한다.다시 말하면,음악 강박증이 시인의 자 쓰기에 향을

미치는 양상을 연구한다.시인의 많은 작품이 음악에 한 것임을 주목

하여,음악 성향이 시인의 다른 핵심 요소인 죽음과 어떤 연 성을

갖는가 하는 의문으로부터 연구를 시작한다.본고는 이를 해 선행연구

를 검토하며,김종삼 시의 음악 요소에 한 기존의 연구와 차이를 두

고자 한다.

기존 선행 연구는 (1)음악 개념을 통하여 김종삼 시를 분석했다는

,(2)이를 김종삼 시의 형식을 분석하기 한 틀로 썼다는 ,(3)음

악을 통해 형상화된 공간을 도피 혹은 실 세계에 한 부정으로 보는

등에 있어 특징이 있었다.이와 달리 본고는 (1)음악 개념이 아

닌 정신분석학 논의를 방법론으로 삼으며,(2)김종삼의 시 형식 보다

는 음악이 시인에게 혹은 시작 과정에 주는 향을 주목하며,(3)후기

시를 포함한 시 세계 반을 상으로 삼아,음악의 세계가 비단 실

세계의 도피의 장소가 아닌, 실 세계와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지 이

있음을 으로 분석한다.이 연구의 의의는 선행연구와 달리 정신분

석학 틀을 도입하여, 시작 과정을 분석하고 시 세계 반을 통합

으로 보아,음악이 시인과 시작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는

이다.

이러한 향을 밝히는 작업의 은,김종삼 시에서 나타나는 시인과

작고한 술가들의 계를 '먼'음악의 세계와 실 세계라는 이분법

인 공간의 구분의 양상을 밝히는 것과,이러한 구분이 허물어지는 지

을 고찰하는 데 있다.이를 해 필립 라꾸라바르로부터 차용한 것은 음

악 강박증과 자 쓰기 강박증의 상호 생성 인 계,특히 주체

의 이 화를 의미하는 지의 개념과 이러한 이 화를 통한 자 쓰

기를 뜻하는 반 재 의 개념이다.그러나 김종삼의 경우에는 라꾸라

바르의 논의와도 분명한 차이 이 있다.김종삼은 라꾸라바르가 논의한

라이크가 연구의 결과물로 깨달은 음악의 '이론화 할 수 없음',즉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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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 어지지 않는'특성을 어느 정도 자각하면서 시를 썼다. 한 김

종삼은 라이크와 달리,반 재 을 통해 자신과 작고한 술가들의

사이를 비단 경쟁 상 가 아닌 친구의 계로 발 시켰다.이는 후기 시

에서 그가 죽음을 친근한 존재로 그리는 것과도 련이 있다.특히 이러

한 후기 시의 변모의 맥락에서 시인은 음악의 세계가 아닌 실 세계로

그 시선을 돌려 자신의 죽음과 시인 의식을 해명하려고 시도했다는 에

서 그 특수성이 있다.

주요어 :주체,음악,죽음,필립 라꾸라바르,자 쓰기, 지

학 번 :2013-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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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1.1.연구사 검토 문제 제기

김종삼(1921~1984)은 1950년 후에 김춘수,김수 등 당 의 향

력 있는 시인들과 함께 활동한 시인이다.그러나 그에 한 연구는 김춘

수나 김수 보다 조하다.김종삼 시에 한 기존의 선행 연구는 크게

비극 세계 인식,죽음 의식·죄의식,시간·공간의식,기법·형식,그리고

음악에 한 것으로 나 수 있다.1)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김종삼이 30여 년 동안 남긴 총 171편의 시

에서 음악 소재의 제목을 가진 시는 18편, 음악 용어를 직 시어

로 사용한 시는 49편이다.약 30퍼센트를 차지하는 49편에 나타나는 음

악 시어들은 김종삼 시가 음악과 한 계를 맺고 있는 것을 입증

한다.2)본고는 김종삼의 시에 보이는 음악과 시의 상호 생성 인 계를

1)김종삼에 한 연구로는 다음이 있다.

김 ,「김종삼을 찾아서」,『시인을 찾아서』,민음사,1975.

황동규,「잔상의 미학」,『북치는 소년』 시집 해설,민음사,1979.

이경수,「부정의 시학」,《세계의 문학》 가을,1979.

김춘수,「김종삼 시의 비애」,『김춘수 집 2시론』,문장사,1980.

이승훈,「평화의 시학」,『평화롭게 시선집』해설,고려원,1984.

장석주,「한 미학주의자의 상상세계」,『김종삼 집』해설,청하,1988.

김주연,「비세속의 시」,『김종삼 집』,청하,1988.

오형엽,「풍경의 배음과 존재의 감춤」,『1950년 의 시인들』,나남,1994.

김태상,「김종삼 시 연구-비극 세계인식을 심으로」, 앙 학교 석사논문,

1995.

이숭원,｢김종삼 시의 환상과 실｣, 20세기 한국시인론』,국학자료원,1997.

남진우,「미 근 성과 순간의 시학 연구:김수 ,김종삼 시의 시간의식」,

앙 학교 박사논문,2000.

강연호,｢김종삼 시의 내면의식 연구｣, 문학이론연구 제18집,2002.12.

――――,｢김종삼 시의 립공간 연구｣, 문학이론연구 제31집,2007.8.

권명옥,｢ 막의 미학｣, 한국문 비평연구 제15집,2004.2.

――――,｢ 막과 환 -끼인 시간 의 노래｣,권명옥 엮음,『김종삼 집』,나남,

2005.

박 수,｢김종삼 시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수사학｣, 우리말  제31집,2004.8.

김용희,｢ 후 학국시어의 ' 성'과 그 계보 가설｣,『한국 시어의 탄생』,

소명출 사,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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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기에 앞서 음악과 련된 기존의 연구를 검토한 후,그 문제 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숭원3)은 김종삼 시와 음악의 련 양상을 고찰하여,시인의 시작법

은 음악에서 비롯된다고 하는데,그의 논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김

종삼 시가 보이는 명암과 동정의 구성은 음악의 형식에서 향을

받았다.환상 창조의 경향은 시와 음악의 공통 이며,시의 환상과 이미

지의 교호작용은 음악의 연상성과 결합된다.이러한 환상 공간은 곧

김종삼의 술 원천으로,그는 이를 통해 시와 음악의 결합 가능성을

추구한다.시인은 실의 삶이 고통스러울수록 두 환상 공간,즉 어린 시

의 회상에서 나타나는 순수한 근원의 세계와 음악의 세계에 해 그리

움을 키운다.이를 통해 그는 가난하면서도 선량하게 사는 사람들을 형

상화하며,가난 속에서 인정은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발견한다.시인은

결국 가난과 고통을 모든 생명 있는 것에 한 애정과 연민으로 승화시

켜, 실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이 견해는 환상성

이 실과의 련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오히려 실과의 련성을 상

2)음악 용어나 곡명을 시작품의 표제로 삼고 있는 시는 다음과 같다.

擬音의 傳說,遁走曲,前奏曲,북치는 소년,背音,音 (2편),아데라이데,音域,난해한

음악들,十二音階의 層層臺,라산스카(3편).음악과 련된 시어 :스와니강의 노래․

하모니카 <쑥내음 속의 童話>,루드비히奏鳴曲 <아뜨리에 幻想>,멜로디 트럼펫

<비옷을 빌어 입고>,風琴 <물 通>,드빗시<드빗시 山莊>,背音․ 器 <背音>,마

라의「죽은 아이를 추모하는 노래」․피리․악기․은피리 <音 >,모차르트 < 話>,

器 <동트는 지평선>,모리스 라벨․ 란덴 르크 주곡<詩人學校>,모짜르트의

루트 가락<그날이 오며는>,구스타 말러<꿈속의 나라>,하모니카<바다>,和音

<소리>,핏셔 디스카우․슈베르트의 보리수․팝송 <그럭 럭>,커피 칸타타 <샹

펭>,바로크시 음악 <라산스카>,모짜르트 <實記>,드뷔시 <그라나드의 밤>,피아

노< 짓기>,악기 <풍경>,아데라이데 <아데라이데>,멜델스존의 로 라이․아베마

리아 <행복>,奏鳴曲 <地>,스티 포스터 <꿈의 나라>,음악․모짜르트․ 루트

주곡 <음악>,遁走曲 <遁走曲>,북 <五학년 一반>,북 <북치는 소년>,쎄자아르

랑크 <앙포르멜>,G 마이나<G 마이나>,요한의 칸타타 <가을>,스티 포스터

<스와니 江>,엘리자베스 슈만<掌篇 4>,쇼팡․이베르의 희유곡 <사람들>,유성

기․BACH․오베에 주제 <留聲機>,和音․세자르 랑크<破片>,올갠<女囚>,롯데

만의 노래 <동산>,헨델의 메시아 <성당>,크리비코드 소리<새벽>,작곡가 윤용

하․오선지 <추모합니다>,연주회․지휘자․베에토벤․슈베르트 <연주회>,세자아르

랑크의 음악 바리아 < 後의 音 >,音域․구스타 말러․드뷔시 <音域>,인기

가요․팝송<난해한 음악들>,슈베르트의 歌曲 <따뜻한 곳>,베토벤․ 원교향곡

<實記>, 주곡<前奏曲> 장승원,「김종삼 시연구」,동덕여자 학교 석사논문,1991,

46~47면.

3)이숭원,「김종삼의 시 세계」, 국어교육 53집,한국국어교육연구회,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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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키는 것으로 본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한 이를 통해 기 시의

짙은 환상성이 후기 시의 실성과 분리된다는 선행하는 기타 연구와도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본고는 김종삼의 기 시에서 공간을 이분법 으로 형상화된다고 본

다.하나는 음악 이미지가 형상화하고 있는 '먼'음악의 세계이며,다

른 하나는 시인이 존재하는 실 세계이다.하지만 이 이분법 인 구분

은 후기 시로 가면서 그 경계가 모호해진다.그 맥락 속에서 음악은 시

인이 자 쓰기를 행하게끔 한다. 를 들면 죽음에 한 시인의 애

도가 타인으로부터 자신에게로 옮겨 가는 것이다.본고에서는 이 환상

공간을 구체 으로 제시하고자 한다.우선 이 환상 공간을 '음악의 세계'

로 명명하는데,이 음악의 세계는 기 시에서 실 세계와는 '먼'곳으

로 자주 서술된다는 에서 이숭원의 논의와 통하는 바 있다.이 음악의

세계는 유년 시 음악과 깊은 련을 맺고 있지만,단지 그가 제시

하는 동심의 순수한 세계와 음악의 질서만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시에

서 형상화되는 음악의 세계에서 유년 시 은 죽음에 한 원체험이 처음

으로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작동되는 시간이기도 한 것이다.

하지만 기 시에서 멀게만 형상되었던 음악의 세계는 후기 시로 갈

수록 실 세계와 가까우며,오히려 실 세계를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

그려진다.음악의 세계는 물론 음악의 질서 정화와 련되지만,작고

한 술가들이 존재하는 곳으로 그려지면서 복합 인 양상을 띤다.그

맥락은 기 시에서 멀게만 느껴졌던 이상 인 음악의 세계 속의 술가

들이 후기 시로 갈수록 실 세계에서 고난을 겪는 시인과 유사하게 묘

사되는 이다.이숭원이 제시한 가난하면서도 선량한 사람들의 형상화

는 후기 시에서 작고한 술가의 형상화에서 더욱 두드러지며,이를 통

해 음악의 세계와 시인의 거리가 재조정된다.

장승원4)은 이 선행 연구와 달리 음악 용어의 통계를 구체 으로

제시하며,음악성 지향 이미지의 분석을 통해 음악의 세계가 신의 세계

에 버 가는 것이고,이는 시인이 이상 인 세계에 해 동경하고 평화

를 갈망하는 욕구를 형상화 한 것으로 분석한다.김종삼 시의 음악 요

소,생애,형식,이미지,시어 등을 총체 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삼

4)장승원,「김종삼 시 연구」,동덕여자 학교 석사논문,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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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이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시인의 불우한 생애는 비극

세계 인식의 연원으로,시인의 망은 세계의 심으로 들어가거나 그곳

에 서 있을 수 없는 고통에서 비롯된다.음악 속성의 언어를 비롯하여

외래어의 사용과 이미지를 주목하여야 한다.특히 음악성 지향 이미지는

그의 시 세계 반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며,이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세

계를 추구하는 시인 의식에서 기인한 것이다.이는 실 세계가 아닌 이

상 세계를 동경하고 하루를 살더라도 평화롭게 살기를 갈망하는 시인의

내면을 반 한 것이다.곧 주어진 실을 월하여 천상의 질서 이상

화된 세계의 성스러움과 평화에 해 갈구하는 바를 음악 형상화로 나

타낸 것이다.

이 연구는 기 시와는 다르게 직 으로 진술하는 후기 시의 스타

일상의 변모를 정확히 포착하고 있다.그 로 시인이 자신의 죽음을 거

부하기보다는 담담하게 진술하며 받아들이고 있는 이다.그러나 후기

시의 스타일 변모와 함께 음악 이미지의 형상화에 한 변화도 함께

고찰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장승원이 말하는 세계의 심에

서 려나 이에 진입하지 못하는 입장은 본고에서 말하는 '먼'음악의

세계와 실 세계의 이분법 인 공간화와 통한다.그런데 기 시에서

뚜렷한 이분법 구분을 보 다면,후기 시에서는 작고한 술가들과 죽

음을 더 친근하게 표 함으로써 그 경계가 모호해진다.장승원은 후기

시의 스타일 변모와 죽음에 한 태도를 정확히 포착하 으나,이 죽

음에 한 태도가 기 시에서부터 꾸 히 이어지며 변모한 것을 간과하

다.

기 시에서부터 동생의 죽음,즉 죽음에 한 원체험이 등장하며,작

고한 술가를 꾸 히 호명한다는 에서 죽음의 문제는 기 시에서 부

터 지속 으로 나타난다.음악 지향의 이미지가 가지는 실 월성에

한 장승원의 견해는 이분법 공간화가 뚜렷한 기 시에서 '먼'음악

의 세계 형상화에 해당한다.하지만 후기로 갈수록 김종삼의 시는 음악

세계의 작고한 술가를 가깝게 느끼며, 실 세계를 월하기보다는

실 세계를 더욱 직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즉 이상 인 세계를 동경하

고,평화롭게 살기를 갈망한다는 장승원의 입장은 기 시에만 해당하는

것이다.후기 시에서는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띤다.음악의 세계에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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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러 술가들의 형상화를 통해,음악 세계의 형상화 한 다채로워

진다.후기 시로 갈수로 김종삼은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술가의 삶의

이면에 존재하는 가난과 고통에 주목하며,음악의 세계를 단지 아름답게

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실 세계 속의 가난과 고통의 승화도 함께 노래

한다.

본고는 장승원의 연구에서 한 걸음 나아가,후기 시의 스타일 변화

에 한 고찰을 음악 이미지의 변화에도 용하고자 한다. 한 시인

이 죽음에 한 인식 태도를 바꿔 죽음을 직 서술하는 것이 아니고,

기 시부터 후기 시에까지 죽음이 세심하게 형상화되고 있음을 고찰하

고자 한다.따라서 장승원의 연구가 주목한 기 시의 어두운 세계에

한 인식보다는 음악이 자 쓰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

하고자 한다.한 로 시인은 기 시에서 타인의 죽음에 한 애도에

경도된 반면,후기 시로 갈수록 이와 더불어 자신의 죽음에 한 고찰을

시작하고 그 깊이를 더해 간다.장승원은 이러한 특성,즉 시인이 산 자

보다는 죽은 자에 한 그리움과 애착이 깊은 것을 밝히고는 있지만,이

를 시어 특성으로 볼 뿐이지 시 세계 반의 변모와 함께 고찰하지 못

한 이 아쉽다.

이러한 죽은 자에 한 시어는 기 시부터 후기 시까지 꾸 히 있는

것이지만,그 맥락은 달라진다. 기 시에서는 작고한 술가들이 실

세계의 시인과는 멀게만 형상화된다.반면 후기 시의 작고한 술가들은

그들의 가난과 고통에 한 묘사를 통해 실 인 모습으로 그려지며,

임박한 죽음을 면하는 시인에게는 '벗'과 같은 친근한 존재로 변모한

다.후기 시로 갈수록 자신의 가족과 작고한 술가들의 죽음을 비롯한

다른 이의 죽음보다는,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직시하고 있는 것이다.

노미진5)은 음악 암시성과 연상성을 바탕으로 김종삼 시에 등장하

는 음악 이미지를 분석한다.이 연구는 음악의과 시의 호환을 주목하

며,김종삼의 시를 음악 상상력으로 고찰하는데,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9세기 상징주의 시와 음악 사이의 유사성을 찾는 시도를 바탕으

로,음악의 암시성과 연상성을 통해 김종삼 시의 음악 이미지를 분석

할 수 있다.시와 음악의 호환성의 측면에서 분석하면,김종삼은 음악이

5)노미진,「김종삼 시의 음악 상상력 연구」,동국 문화 술 학원 석사논문,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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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하는 이미지를 통해 시를 구성하 으며 음악과 시의 결합을 시도하

다.즉,음악은 시인이 이미지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음악 개념을 통한 김종삼 시 분석이라는 에서 의의가 있

지만,음악 이미지에 한 반 인 이해가 아닌 특정 이미지들의 분

석에 그친 이 아쉽다.

본고는 음악이 환기시키는 것이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더 나아가

이를 포함하는 자 쓰기임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이는 시인이 음

악 기폭제를 통해 앞서 언 한 바 있는 자신의 죽음에 한 애도를 비

롯한 자 쓰기를 한다는 이다.시인의 많지 않은 산문에 주의

하면,음악은 시의 형식에 직 인 향을 주기보다는 감정에 향을

끼치거나 감을 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본고에서는 이러한 모호한 음

악 이미지 자체를 분석하기보다는,더 큰 에서 어떻게 음악 이

미지가 자 쓰기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김성조6)는 김종삼 시에 등장하는 소리 이미지를 크게 둘로 나 는데,

하나는 고 음악과 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먼'곳에서 오는 소리

이미지이다. 자가 시인에게 감을 불어넣어 다면,후자는 실 세계

로부터 도피하게 한다.이 연구의 은 다음과 같다.소리 이미지가

기 시부터 후기 시까지 시 세계 반에서 지속 으로 등장한다는 을

주목해야 한다.소리 이미지를 분석하여,그 의미 표상과 김종삼의 시

의식의 흐름을 고찰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소리 이미지는 시인 자신이

존재하는 실 세계의 부정, 는 외부 세계에 한 열망을 표 하고 있

다.그리고 소리 이미지라는 에서 나아가, 실 세계에 한 부정이

다른 세계에 한 모색 즉 자기 해방으로서의 술 추구 자기

극복의 과정임을 고찰할 수 있다.

본고는 이 견해가 기 시의 분석에는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한다.그

러나 기 시부터 후기 시까지의 변화의 맥락에서 분석을 개하지 않았

다는 에서 아쉬움이 있다.소리 이미지가 시인의 고 음악에 한 경

도와 '먼'곳에서 오는 면모의 둘을 포함하는 것에는 동의한다.하지만

이 두 소리 이미지를 구별하기보다는,소리 이미지가 형상화되는 이분법

6)김성조,「김종삼 시의 소리 이미지와 의미 표상」, 한국문 창작 제9집,한국문

창작학회,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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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공간을 통합 으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즉 감을 주는 소리

이미지와 실 세계가 아닌 것을 상기시키는 소리 이미지를 분리하기보

다는,이 두 소리 이미지가 시에서 작고한 술가들의 음악의 세계를 형

상화하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소리 이미지를 실 세계로부터의 도

피로 보기보다는, 실 세계에 한 수용과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시인 의식으로의 개를 조명해야 한다.시 세계 반의 맥락에서 이분

법 인 공간화의 변화와 함께,소리 이미지의 의미도 달라지는 것이다.

기 시에서 '먼'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도피가 아니라 자신이 동경하

지만 진입할 수 없는 음악의 세계를 형상화한 것이다.후기 시의 소리는

시인이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면하며, 한 시인 의식을 깊게 고찰하

는 지 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

서 희7)는 김종삼 시에 나타나는 음악 형식의 시 변용에 해 분

석하며,음악 공간이 가지는 의미를 고찰한다.이 입장은 다음처럼 정

리할 수 있다.'먼 고장'이 제시하고 있는 환상 공간은 비시간 장소

에 치해 있으며, 실 속으로는 불러들일 수 없는 것이다. 한 이러한

공간의 형상화에서 드러나는 죽음은 공포의 상이 아니라 편안함,안락

함,아름다움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시인의 죽음에 한 정 인 태도

는 그가 음악을 통해 실 세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에서 기인한

다.이 연구는 죽음,아름다움,음악을 동일한 의미를 띠는 기표로 악

하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본고는 서 희 연구가 음악 공간에 한 분석에 주력하듯이,김종

삼 시에 나타나는 공간을 주목한다.하지만 서 희의 '먼 고장'에 한

견해가 기 시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악하며,후기 시에서 이러한 '먼'

음악의 세계가 시인의 실 세계와 가까운 것으로 변하는 지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서 희의 연구는 죽음,아름다움,음악 등을 동일한 선상에

서 분석하 다는 에서 본고에 많은 시사 을 던진다.하지만 이 연구

에서는 죽음이 기 시에서 후기 시에까지 가지는 의미의 변화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본고는 기 시의 죽음이 타인의 죽음에 한 애도

라면 후기 시의 죽음은 자신의 죽음에 한 애도로 보며,이러한 변화가

7)서 희,「김종삼 시의 형식과 음악 공간 연구」, 어문논총 53집,한국문학언어학

회,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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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는 지 을 주목할 것이다.즉 죽음에 한 시인의 정 인 태도

는 후기 시에서부터 등장하는 것으로 악하며,죽음이 아름다운 음악의

세계와 연결되는 지 을 짚어 내고자 한다.

조용훈8)은 김종삼 시의 음악 기법을 법과 화성악 기법으로

악하며,음악성에 기반한 부재,상식,죽음 등을 분석한다.음악 원리

는 시 변용의 측면에서,김종삼 시의 이미지,비약,생략 등의 기법과

련이 있다.이 연구는 여러 선행 연구처럼 음악 기법을 시의 분석에

직 으로 도입하고 있다.하지만 다른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분석은 김종삼 시 일부에만 용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본고는 김종

삼 시에 있어서 음악의 향을 분석할 때,이러한 시작과 기법 상의 문

제보다는 음악이 시인 자체에 미쳤을 향에 주목하고자 한다.이는 음

악이 시인의 자 쓰기를 불러일으키는 지 이며,이를 통해 음악과

죽음을 시한 김종삼의 시 세계 반에 등장하는 주제에 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강병 9)은 김종삼을 니체의 ' 술가-철학자'로서 보며,시인이 '디오

니소스 지혜'를 통해 비극 세계에 한 사유를 음악의 정화 작용과

'배음'의 미학을 통해 시 으로 형상화한다고 고찰한다.이 연구는 다른

음악과 련된 시가 운율이나 음악 요소의 낭만성에 근거하는 것이라

면,김종삼의 시는 시인이 음악을 통해서 얻은 미 체험을 근거로 자신

의 세계인식을 보인다고 주장한다.이 연구에서는 시인이 이러한 작업을

통해 세계에 한 극 인 정을 시도했다고 본다.니체를 통한 김종

삼 시의 연구는 김종삼 시에 한 기 선행 연구에서부터 어느 정도

진행되어 왔던 것이지만,강병 의 연구는 김종삼의 세계 인식에 주목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하지만 이러한 세계 인식이 드러나는 지 을 기존

의 선행 연구와 비슷하게 음악 환상 공간이나 배음 효과 등으로 수렴

하고 있음은 아쉬운 이다.본고는 이러한 세계 인식이 김종삼 시 세계

에서 드러나는 방식에 조 더 을 맞추고자 한다.철학자 필립 라꾸

라바르의 논의를 빌려,김종삼의 시 세계에서 음악이 자 쓰기를

8)조용훈,「김종삼 시에 나타난 음악 기법 연구」, 국제어문 59집,국제어문학회,

2013.

9)강병 ,「김종삼 시 연구:음악성과 비극성의 계양상을 심으로」,동국 학교 석

사논문,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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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한다고 분석하고자 한다.

김종삼의 논의와는 별개이지만,본고가 방법론으로 삼고자하는 라꾸라

바르의 이론에 한 연구도 유념해야 한다.박슬기10)의 연구는 랑스

철학가 라꾸라바르에 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논의한 것이다.이 연구

는 라꾸라바르가 소리의 상(acoustic phenomenon)과 반향의 상

(catacoustic phenomenon)이라는 두 용어를 통해 타이포그래피

(typography)11)즉 텍스트의 차원 이면에 있는 원음악(hauntingmelody)

를 강조하는 것에 주목한다.그리고 이를 통해 율의 하 개념으로 성률

과 향률을 정의한다.성률이 소리의 상과 같이 음성 효과와 지각에

기반을 둔 율이라면,향률은 반향의 상과 같이 문자의 율이다.향률은

성률과 달리 소리/음성을 청각 으로 환기하지 않기 때문에 음성 으로

재 되는 것이 아니다.향률은 문자의 배후에 있는 음성을 반향하기 때

문에,역설 으로 음악/노래를 재 할 수 없다는 방식을 통해서만 실

되는 것이다.향률은 재 되는 문자의 배열이지만,이 문자는 언어를 넘

어서는 소리를 환기하는 것이다.이후에 심층 으로 논하겠지만 본고가

논하는 시의 음악(리듬)은 라꾸라바르의 리듬론에 향을 받은 언어로써

재 되지만 언어 머에 있는 것을 지시하는 향률이라는 개념에 가까운

10)박슬기,「한국 근 시의 형성과 율의 이념」,서울 학교 박사논문,2011.

11)타이포그래피는(typography)는 활 인쇄술이라는 뜻으로 통용되어 왔다.이는 그리

스어의 typos와 graphein의 결합어로서,쿠텐베르크의 활자 인쇄술의 발명 이후로,

typos(type)는 활자(movabletype)라는 말을 의미하게 되었고,타이포그래피는 '활자

로 쓰는 법'즉,'활 인쇄술'을 뜻하게 되었다(안상수,｢타이포그라피의 에서

본 이상 시에 한 연구｣,한양 학교 박사논문,1995,3~4면).오랫동안 타이포그래피

는 문자의 시각 인 형상화,조형화와 련되어 왔으며 이를 텍스트의 근 에 있는

구성 원리로서 보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타이포그래피는 단순히 '아름다운 자'

혹은 '조형화된 문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구술/청각의 감각에서 독서/시각의 감

각으로 넘어간 이후에 발견된 일종의 텍스트 구성론과 인식론에 근본 으로 연결된

다.그럼에도 불구하고,언어학이 이 타이포그래피를 경시해 온 것은 서구의 음성 언

어 심주의에서 문자는 부차 인 것,음성 언의 모방으로서 이해했기 때문이며,나아

가 문자로 된 텍스트가 음성-문자의 선형 인 나열로서 이루어져 있다는 오해 때문

이었다고 뒤르샤이트는 지 하고 있다(ChristaDursheid,김종수 옮김, 문자언어학 ,

유로,2007,339~340면).특히 그는 독서 태도에 한 경험 연구를 발 으로 텍스트

는 결코 선형 인 연쇄가 아니라 공간 , 어도 이차원 이지만 개 계에 의해

다층 으로 조직된 구조체라는 사실에 무게가 실리게 되었다고 확정한다( 의 책,

340면).이 은 타이포그래피의 개념이 문자의 조형성의 실 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지만,이것이 근본 인 층 에서 쓰기,문자에 의거한 텍스트 구성 원

리 다는 차원이었음을 더 요하게 인식한다.(강조는 인용자의 것.박슬기,앞의 ,

43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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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기존의 김종삼 시의 음악에 한 연구는 시 형식과 음악 공간에

한 것으로 크게 두 범주로 나 수 있다. 자는 김종삼 시의 시 형식을

분석할 때 음악 개념이 김종삼 시에 직 으로 변용되는 것으로 분석

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연구 방식은 일부의 시편에 한 분석에 그치

는 한계가 있다.후자는 음악 공간에 한 연구이며,시를 실 인 공

간이 아닌 환상 공간으로 보는 견해가 부분이다.하지만 이는 기

시에만 용되는 분석이며,후기 시에서의 공간 형상화를 충분히 해명하

지 못한다.그나마 후기 시에서의 스타일의 변화,공간이나 죽음과 같은

주제 인 변화에 한 고찰도 단편 인 것에 그칠 뿐,시 세계 반의

변모에 한 고찰로 나아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이보다 요한 한계 은 이러한 두 부류의 선행연구가 김종삼

시의 핵심 요소인 음악과 죽음을 효과 으로 다루지 못한다는 이다.

앞선 김종삼 시의 음악과 련된 장승원(1991)의 통계에서 보듯이 김종

삼 시에서는 음악이 거듭 나타난다.하지만 음악과 더불어 주요한 주제

는 죽음이다.김종삼 시에서 나타나는 죽음은 화가와 작가들을 포함하는

작고한 술가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생,형,어머니의 죽음까지 다루고

있다.특히 후기 시에서 자신의 죽음을 다루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음악

은 죽음과 함께 김종삼 시에서 보이는 요한 주제임이 틀림없다.

본고는 선행 연구의 성과와 한계 을 악하여 김종삼의 시의 두 핵

심 요소인 음악과 죽음을 통합 으로 다루고자 한다.이를 해서는 첫

째로 기존의 음악의 개념을 통한 김종삼 시의 기법에 한 분석이 아닌

시인의 창작 과정에 음악이 끼치는 향부터 악하는 의 확보,둘

째로 선행 연구의 음악 공간에 한 연구에서보다 폭넓게 김종삼 시세

계 반에서 보이는 음악 공간의 변화를 주목하는 것이 요구된다.우

선 음악이 김종삼 시에 미치는 향을 앞선 선행 연구와 달리 기법 인

측면이 아닌,자 쓰기의 측면에서 보고자 한다.가령 이 의 연구

가 김종삼 시의 문체를 음악의 법과 비교하 던 것과 달리,본고는

김종삼 시 창작 과정 속 음악의 향을 추 하고자 한다.이 ‘자

쓰기’에 한 연구는 실증 자료를 고려하는 작업,즉 김종삼의 기

배경과 산문 등을 참고하여 시인이 말하는 음악이 자신의 시에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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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따지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하지만 본격 인 김종삼 시의 자 쓰기에 한 연구는 김종삼

시인이 말하는 음악에 한 새로운 해석이 핵심이다.앞선 박슬기의 논

의에서는 시의 기본 원리로서의 음악을 청각 인 차원의 것이 아닌 것으

로 보는데,본고에서는 언어 머에 있는 음악을 논하고자 한다.기존의

연구가 시인의 시 형식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법 같은 음악 개

념을 가져오는 배경에는 김종삼의 음악을 실질 인,즉 청각 인 음악으

로 악하기 때문이다.이에 반해 본고는 박슬기가 참고한 라꾸라바르의

음악의 개념을 참고하여,김종삼이 비언 인 음악을 언어 인 시로 표

하는 역설 인 시작의 작업을 악하고자 한다.

한 본고의 자 쓰기에 한 분석에는 음악 공간에 한 분

석을 포함하지만,선행 연구와 달리 기 시와 후기 시를 포 으로 다

루고자 한다.그 표 인 로 타인의 죽음에 한 시인의 애도가 자신

의 죽음에 한 애도로 변하는 지 이 있다.이를 통해 기 시의 음악

의 세계와 실 세계의 이분법 인 구분이 후기 시에 이르러서는 그 경

계가 모호해지는 것을 고찰하고자 한다.이를 통해 시인과 음악의 세계

에 있는 작고 술가들의 계 변화와 시인이 죽음을 하는 태도 변화

등을 함께 고찰하며 음악이 김종삼 시에 미치는 향에 한 분석을 시

도한다.이는 형식이 아닌 공간에 한 분석을 심화시키며,자 쓰

기라는 다른 에서 음악과 김종삼 시의 계를 고찰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한 자 쓰기의 에서 기 시와 후기 시의 변화 과정

을 분석하며,그의 시 세계 반에 한 고찰을 심화시킬 수 있을 것으

로 기 한다.

1.2.연구의 시각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고는 김종삼 시의 두 핵심 요소인 음악과 죽음

을 통합 으로 고찰하고자 한다.이를 해서는 앞선 에서 밝혔듯이,

선행연구와는 다른 음악에 한 정의가 필수 이다.시의 근본 원리는

음악이라고 할 때,음악은 비언어 이면서도 필수 으로 언어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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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타날 수 있다.이러한 음악을 고려하기 해서라도 비언어 인 음

악이 재 되는 곳인 언어,즉 문자에 한 가능성과 한계를 짚어 야 한

다.12)앞서 밝혔듯이 타이포그래피(typography)에 한 정의는 범 하

나 주로 문자의 조형성을 의미한다.하지만 본래 으로 타이포그래피는

쓰기를 뜻한다. 필립 라꾸라바르(Philippe Lacoue-Labarthe,

1940~2007) 한 타이포그래피를 쓰기로 악하면서도 쓰기 주체의

문제에 주목한다.그는 쓰기를 자 쓰기(autobiography)로 고려하

면서,이러한 자기에 한 서술에 끊임없이 끼어드는 타자의 목소리를

음악(hauntingmelody)으로 본다.이러한 맥락에서 타이포그래피는 자

쓰기의 단과 반복이다.13)다르게 표 하자면,음악은 타이포그래

피를 통해 나타나지만 사실 그 배후에 존재한다.

구체 으로 이 과정의 원리는 라꾸라바르의「주체의 메아리」(The

EchooftheSubject)라는 에서 ‘음악’과 ‘주체’라는 두 항의 ‘상호생성

인 계’로 설명된다.14)이 에서 라꾸라바르는 정신분석학자 테오도

르 라이크(TheodorReik,1888~1969)의 경우를 분석하는 한다.라꾸라바

르는 라이크의 『잊히지 않는 멜로디:삶과 음악에 련된 정신분석학

경험』(TheHauntingMelody:PsychoanalyticExperiencesinLifeand

Music)을 분석한다.15)라꾸라바르는 이 책에서 등장하는 잊히지 않는

멜로디(hauntingmelody)즉 ‘음악’이 라이크의 자 쓰기 즉 ‘주체’

와 맺는 ‘상호생성 인 계’를 주목하는 것이다.여기서 상호생성 인

계란 음악과 주체가 서로를 억제하는 동시에 추동하며 지시하는 모순

인 향 계이다.

음악/주체라는 이 이항은 라이크가 자신의 의지와는 무 하게 들려오

는 음악에 한 분석(자 쓰기)에서부터 발견된다.라이크의 자

쓰기의 시발 은 그가 정신분석학의 스승 칼 아 라함(Karl

Abraham,1877~1925)의 부고를 들은 후 충격에 휩싸인 채 산책을 하다

가 어떤 음악을 반복 으로 흥얼거린 순간이었다.이 곡은 구스타 말

12)박슬기, 의 ,40면.

13)박슬기, 의 ,43면.

14) Lacoue-Labarthe, Philippe, “Echo of the Subject”, Typography: Mimesis,

Philosophy,Politics,HarvardUniversityPress,1989.번역은 필자의 것.

15)TheodorReik,TheHaunting Melody,New York:Farrar,StrausandYoung,

1953.번역은 필자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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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Gustav Mahler,1860~1911)의 말러교향곡 2번「부활」이었다.이에

한 라이크의 반응은 이 반복 으로 들려오는 음악과 스승의 죽음의

련성을 밝히는 것보다는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정신분석학 상으로

삼는 것이었다.이와 같이 음악은 라이크의 자 쓰기를 추동시킨다.

이 연구를 통해 라이크는 음악이 죽은 스승에 한 애도이면서,동시에

자신의 죽음에 한 애도에 한 것임을 발견한다.

한 이 연구는 스승과 자신의 계를 조명하는 데 일조하는데,그는

스승의 죽음을 애도하면서도 그와 맞서는 오이디푸스 결,즉 그의

아버지 형상을 자신이 체하고자 하는 욕망을 표 하는 것을 알게 된

다.이러한 정신분석 발견에 죄책감을 느낀 라이크는 자신의 이론화의

과정 즉 자 쓰기의 과정에서 무려 25년의 공백을 두었으며,결론

으로 그는 자신의 경험에 한 이론화에 실패한다.16)음악이 그의 자

쓰기를 추동하는 동시에 이러한 지와 실패 한 일으키는 것이

다.하지만 라꾸라바르는 이러한 라이크의 자 쓰기의 지와 실패

를 오히려 성공으로 본다.17)왜냐하면 언어를 통해 음악을 드러내려는

시도가 실패할 때 역설 으로 음악은 드러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라꾸라바르의 음악과 주체의 상호생성 인 계에 한 철

학 이론에는 정신분석학을 포함하는 여러 서구 사유가 첩되어있

다.그의 이론을 심층 으로 이해하기 해서는 이러한 서구 사유의

여러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이를 해 본고는 라꾸

라바르의 여러 을 차례 로 분석하는 것을 통해 그가「주체의 메아

리」에 도달하는 여정을 추 하는 아미타이 F.아비람(AmittaiF.

Aviram,1957~)의 세 편의 을 참고한다.아비람은 라꾸라바르의 음악

과 주체의 상호생성 인 계가 리듬과 시의 알 고리 계와 비교 가

능하다는 에서 라꾸라바르 이론의 시 변용을 도모한다.우선「필

립 라꾸라바르: 주체로서의 리듬」(‘Philipe Lacoue-Labarthe: The

SubjectasRhythm’)에서 아비람은 라꾸라바르가 ‘주체’를 정의내리는

과정에서 니체와 로이트 등을 포함하는 서구 지성사를 차례 로 분석

16)Aviram,AmittaiF.,“Philipe Lacoue-Labarthe:Subjectas Rhythm”,Telling

Rhythm:BodyandMeaninginPoetry,UniversityofMichigan,1994.번역은 필자

의 것.

17)Lacoue-Labarthe,Philippe,Ibid.,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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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주목한다.18) 그리고「의미,형식,니체의 숭고」(‘Meaning,

Form,andtheNietzscheanSublime’)라는 에서는 라꾸라바르의 이론

을 니체 통에 속시키며,19)마지막으로「니체의 정신분석 검토:

로이트와 라깡」(‘Psychoanalytic Revisions ofNietzsche:Freud and

Lacan’)에서는 라꾸라바르의 이론의 정신분석 검토를 다룬다.20)아비

람은 이처럼 라꾸라바르에 한 논의를 통해 라꾸라바르의 논의를 시학

으로 변용한다.

본고는 아비람이 라꾸라바르의 이론을 구성하는 여러 텍스트들과의

계를 밝히는 이 세 을 주목하는 것을 통해,앞서 언 한 ‘음악’,‘주체’,

그 둘의 ‘상호생성 인 계’뿐만 아니라 이 두 항의 정신분석학 체

인 ‘음악 강박증’,주체의 ‘자 쓰기의 강박증’,그리고 이 둘의

‘상호생성 인 계’를 정의내리고자 한다.그리고 그 후 이러한 라꾸라

바르의 개념을 토 로 김종삼 시의 음악과 주체의 상호생성 인 분석에

한 개요를 밝히겠다.이는 선행 연구와 달리,김종삼 시의 죽음과 음악

을 통합 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이며,이때 라꾸라바르의 이론에서

구체 으로는 ‘지’의 개념을 빌려 김종삼의 기 시와 후기 시를 포함

하여 그의 시세계 반에서 드러나는 음악과 주체의 상호생성 인 계

를 논하고자 한다.

「필립 라꾸라바르:주체로서의 리듬」에서 아비람은 라꾸라바르가

「주체의 메아리」를 마지막으로 하는 일련의 들을 통해 ‘상호생성

인 계’에 놓인 ‘음악’과 ‘주체’의 이항을 설명하는 여정을 추 한다.라

꾸라바르는 사유하는 ‘철학 주체’에 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라꾸

라바르는 기존의 철학을 비평하는 철학 주체가 과연 새로운 철학의 주

체인가를 묻는다.이 물음에 답하기 하여 라꾸라바르는 두 가지

안을 제시한다.하나는 기존의 철학 인 문체를 바꾸려고 시도하는 니체

의 『비극의 탄생』 이후의 문체 인 실험이며,다른 하나는 아 이러

한 언어 혹은 재 인 것을 넘어서는 음악에 한 것이다.21)

18)Aviram,AmittaiF.,“PhilipeLacoue-Labarthe:TheSubjectasRhythm”,Ibid.

19)Aviram,AmittaiF.,“Meaning,Form,andtheNietzscheanSublime”,Ibid.

20)Aviram,AmittaiF.,“PsychoanalyticRevisionsofNietzsche:FreudandLacan”,

Ibid.

21)Aviram,AmittaiF.,“PhilipeLacoue-Labarthe:TheSubjectasRhythm”,Ib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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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서 라꾸라바르는 니체가 라톤의 산문 인 철학 쓰기가 아

닌,짧은 경구 인 즉 ‘문학 인’문체를 실험하는 시도를 분석한다.하지

만 라꾸라바르는 이러한 니체의 라톤 비 이 결국 ‘이 인 움직임’

즉 기존의 철학을 ‘망각’하는 동시에 ‘반복’하며 모사하는 것에 그친다고

본다.니체는 라톤이『국가론』에서 시인 추방론을 지지했음에도 불구

하고 그의 문체 자체는 문학 이었다는 사실을 ‘망각’하며,결국 라톤

부터 존재했던 철학의 문학 문체를 ‘반복’한 것이다.이러한 라꾸라바

르의 이해는 데리다 등 후기구조주의에서 기존의 문학과 철학의 경계선

이 얼마나 애매한지를 논의한 것과 상통한다.22)이에 따르면 ‘주체’의 정

의는 주체의 ‘자 쓰기’를 통한 주체의 형성을 포함한다.왜냐하면

철학이 사실 문학이라면 주체의 쓰기는 주체의 ‘자 쓰기’로 볼

수 있으며,이때 주체는 이러한 주체의 자 쓰기를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철학의 주체를 한 라꾸라바르의 두 번째 안은 아 언어

인 것이 아닌 음악을 바라보는 것이다.이때 그는 음악을 사유하는 주체

이 죽음 이후에도 존재하는 어떠한 ‘정 인 무’로 본다.23)이처럼

언어로 재 이 불가능한 ‘음악’과 언어를 통해 재 하고 사유하는 ‘주체’

의 상호생성 인 계는 라꾸라바르가 다루는 하이데거의 경우에서 명백

히 드러난다.하이데거는 니체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철학(정확히는 주

체)에 한 종언을 이야기하며 새로운 철학의 주체를 그의 ‘존재’개념을

통해 도모한다.하이데거는 니체의 후기 작이 보이는 기 혹은 주체

의 죽음을 피하기 해 주체의 자 쓰기를 시작하지만,그 결과물

자체(존재에 한 논의)는 역설 으로 다시 재 할 수 없는 것,언어

머에 있는 것을 지시한다.24)다시 말해 음악이 표방하는 주체의 죽음은

주체의 존재를 하는 동시에 주체의 자 쓰기를 추동시키며,이

자 쓰기는 다시 언어 머에 있는 음악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음악과 주체의 상호생성 인 이항은 니체 통의 디오니소스와

아폴론의 계에서 향을 받은 것이다.「의미,형식,니체의 숭고」이라

202. 

22)Ibid.,p.202.

23)Ibid.,p.207.

24)Ibid.,p.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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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에서 아비람은 라꾸라바르를 니체 통에 치시킨다.라꾸라바르

에게 음악이 주체의 자 쓰기를 억제하면서도 일으키듯이,니체의

디오니소스 진리는 아폴론 이미지의 재 을 억제하는 동시에 재 을

일으킨다.이 이항은 단순히 청각 인 것과 시각 인 것을 넘어서는 것

이다.아폴론이 즐거운 꿈과 이미지와 이러한 이미지에 한 조용한

조라면,디오니소스는 야생 이며 통제 불가능하며 험할 수 있는 도취

이다.더욱 요한 것은 이러한 도취가 직 인 참여를 일으킨다는

이다.하지만 디오니소스의 이러한 음악과 도취의 이면은 디오니소스가

제공하는 진리이다.이 진리는 만약 우리가 직 으로 면한다면 주체

의 죽음이나 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디오니소스의 진리는

아폴로가 짠 환상의 베일에 포장되어야 한다.25)

이러한 이항의 계가 뜻하는 진실이란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세계의

개체성과 분별성이 사실 아폴론 인 환상에 의한 것이라는 이다.다시

말해,이 아폴론 환상을 걷어낸 진정한 세계는 우리가 아는 시간,공

간,개별이 존재하지 않는 ‘무’혹은 ‘원시 합일’이다.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이 이항의 구성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26)이러한 맥락에서 아

폴론 인 환상은 두 가지 역할을 가진다.하나는 주 성의 부여를 통해

개인의 삶을 가능 하는 것이며,다른 하나는 아폴론 환상에 한 망

각,즉 우리가 사실 우리의 삶을 가능 하는 개별성 자체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다.하지만 디오니소

스는 단순히 아폴론의 부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디오니소스가

정 인 원리인 이유는 이것이 우리에게 원 인 합일은 원하는 정

인 욕망과 이를 통한 일종의 즐거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우리가 아폴

론의 환상을 통해 개별성과 의미를 부여하는 만큼,개별성을 잃고 개인

보다 큰 어떠한 것에 속하고 싶은 충동 한 강렬하기 때문이다.27)

이러한 ‘충동’에 한 논의를 통해 니체와 로이트의 정신분석을

연 지을 수 있다.니체의 디오니소스가 일으키는 원 인 합일에

한 욕망은 로이트의 죽음충동/리비도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로이트

의「쾌락의 원칙을 넘어서」에서 나오는 죽음충동이 삶의 기원으로 돌아

25)Aviram,AmittaiF.,“Meaning,Form,andtheNietzscheanSublime”,Ibid.,p.116.

26)Ibid.,pp.116-117.

27)Ibid.,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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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자 하는 충동이라면,이를 니체의 원 인 합일에 한 욕망과 비

교할 수 있다.리비도 한 원 인 합일과 마찬가지로 타인과 함께하

는 것에 한 욕망 혹은 개인보다도 큰 무엇에 참가하고자 하는 충동이

다.하지만 로이트와 니체의 요한 차이 은 로이트가 원 인 합

일을 한 죽음충동/리비도라는 두 가지 충동을 이야기한다면,니체는

여기서 디오니소스/아폴론의 이항을 통해 이러한 원 인 합일에 한

충동뿐만이 아닌,충동에 한 재 을 말한다는 이다.28)

아비람은 이러한 니체와 로이트의 연결고리를「니체의 정신분석

검토: 로이트와 라깡」에서 더욱 심화시키며,니체 통에 속해 있는

라꾸라바르 이론을 검토를 한다.니체의 디오니소스/아폴론의 이항 개념

은 이후 로이트를 포함하는 서구 사유에도 막 한 향을 미친다.주

체가 만들어진 것이라는 개념은 특히 시에 한 포스트모던 이론에도

큰 향을 다. 로이트의 꿈에 한 이론은 니체의 이항을 발 시킨

것이다.특히 로이트가 문학에 미친 향을 논할 때 자주 거론되는

『 술심리학』(TheRelationofthePoettoDay-Dreaming)에서 로

이트는 백일몽과 문학을 연 성을 직 으로 논의한다.이 은 작가가

어떻게 감을 받는지에 한 정신분석 이론이다. 로이트는 부분

의 창작의 과정이 백일몽과 같다고 말한다.『꿈의 해석』(Interpretation

ofDreams)에서는 백일몽 혹은 환상에 한 해석이 꿈에 한 그것과

비슷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논의한다.29) 로이트는 백일몽의 핵심에

는 주인공이 놓여있다고 한다.독자는 주인공과 공감하면서 어떠한 즐거

움을 느끼는데,이는 독자의 자아가 동시에 해를 당할 수 없음

(invulnerability)이 보장되는 것에서 오는 희열이기도 하다.

아비람은 『꿈의 해석』의 막바지에서 로이트가 시와 직 으로

련된 논의를 한다고 말한다. 로이트는 사람들이 백일몽을 통해 즐거움

을 느끼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첫째는 앞서 말한 독자의 주인공에

한 공감이며,둘째는 작가가 자신의 환상에 한 재 ,즉 형식을 통한

순 히 미학 인 차원의 즐거움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로이트는 이를

쾌감(fore-pleasure)이라고 부른다.결국 문학이 주는 즐거움이란 작가

28)Ibid.,p.122.

29)Aviram,AmittaiF.,“PsychoanalyticRevisionsofNietzsche:FreudandLacan”,

Ibid.,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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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학을 통해 독자가 자신에 한 비난과 수치심 없이 독자의 백일몽

을 즐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30)아비람은 이러한 쾌감 즉 미학

형식이 주는 즐거움이 시에서는 리듬과 다른 형식의 청각 인 효과라고

말한다. 로이트가 말하는 작가의 개인 인 환상이 매력 인 동시에 기

만 인 외형을 띠듯이,시 한 운율 인 장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아비람은 이러한 즐거움이 시 이외에도 다른 문학 장르에도 마찬

가지로 용 가능하지만,이러한 로이트의 이론이 포스트모던 인 시

의 이론에 향을 시한다.이보다 요한 것은 꿈에 한 해석,즉

정신분석을 시를 포함한 에 한 해석과 비교가능하다는 이다.31)

이는 의식으로 떠오르는 이미지와 무의식의 심연에 있는 다른 역할과

소망에 한 계이며, 한 니체의 디오니소스/아폴론의 이항을 상기시

킨다.아폴론 인 이미지는 디오니소스 인 힘을 이미지를 통해 재 하

는 것을 통해,이러한 재 없이 면한다면 의식 자체가 소멸할 가능성

을 가진 디오니소스의 무의식 인 힘으로부터 의식 인 세계를 보호한

다.32) 로이트와 니체가 비슷한 은 꿈의 이미지가 욕망을 재 할 때,

그 표 을 비트는 것을 통해 의식의 검열을 통과하는 이다.이러한 변

형은 필수 인 것으로,이 변형이 없이는 잠자는 사람은 꿈에서 깰 것이

기 때문이다.왜냐하면 그의 욕망은 무 충격 이거나 수면을 방해하는

신체 인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즉 디오니소스/아폴로의

계와 마찬가지로 꿈의 이미지는 욕망을 재 하는 동시에 일그러뜨려

의식화시키는 것이다.하지만 둘의 요한 차이 은 니체의 경우에는 이

러한 니체의 디오니소스 인 진실이 필수 으로 주체의 존재를 해서라

도 가려져 있어야 한다면, 로이트의 경우에는 이러한 욕망이 치료의

과정에서 알려져야 한다는 것이다.33)

하지만 이러한 욕망은 로이트의 기 작품에서 나타나는 것이며,이

후 그는 이를 ‘충동’(drive)에 한 논의로 발 시킨다.「성에 한 세 편

의 에세이」(Three Essays on the Theory ofSexuality),「변천」

(InstinctsandTheirVicissitudes)과「억압」(Repression)에서 그는 충

30)Ibid.,p.137.

31)Ibid.,p.138.

32)Ibid.,p.138.

33)Ibid.,pp.13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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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 생각(idea,Vorstellungen)이라는 이항을 발 시킨다.여기서 충동이

란 니체의 디오니소스 진실처럼 의식을 통해 직 으로 근할 수 있

는 것이 아닌 반면,생각은 이미지 인 형식을 띠는 것을 통해 꿈의 이

미지로 표 될 수 있다.34)하지만 이러한 맥락에서 로이트의 정신분석

은 일종의 모순을 드러내기도 한다.정신분석은 본질 으로 무의식 인

충동을 생각을 통해 드러내려는 것이지만,충동은 본질 으로 의식화 즉

‘재 ’될 수 없기 때문이다.35)범박하지만 정신분석에서 충동으로부터 생

각까지의 과정은 일종의 화학 반응과 같은 일련의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다.이는 몸-충동-재 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서 나아가 「쾌락의 원칙을 넘어서」(Beyond the Pleasure

Principle)에서 로이트는 충동을 죽음충동과 리비도라는 두 가지 충동

의 범주로 나 다.그 후「자아와 이드」(TheEgoandtheId)에서

로이트는 이러한 충동들을 이드의 근 에 치시킨다.이러한 이드와 디

오니소스의 공통 은 개인을 월하거나(transpersonal) 비인격 인

(impersonal)성격을 띤다는 이다.더욱 요한 것은 두 경우 모두 알

수 없는 근본 인 진실이기도 하다는 이다.36)하지만 로이트와 니체

의 요한 차이 은 정신분석의 이론을 추동시키는 힘이 재 할 수 없는

것과 재 할 수 있는 것의 경계를 끊임없이 재조정하는 과정이라면,니

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시의 경우는 오히려 재 할 수 없는 것을 재

하고자 하는 것의 어려움 그 자체에 해 비교 직 으로 논의를

개한다는 이다.37)

이상의 라꾸라바르에 한 논의는 반복 으로 재 불가능한 것(라꾸

라바르의 음악,니체의 디오니소스, 로이트의 충동)과 재 가능한 것

(라꾸라바르의 자 쓰기,니체의 아폴론, 로이트의 재 )의 이항

인 것에 한 것을 알 수 있다.이러한 논의는 음악뿐 아니라 죽음에

한 논의를 제공한다.이는 이항 속에서 주체의 역할을 드러낸다.앞선 하

이데거의 에서 보듯이 주체는 자 쓰기를 통해 재 불가능한 음

악의 세계로부터의 방어를 시도한다.이러한 주체의 자 쓰기는 주

34)Ibid.,p.140.

35)Ibid.,p.142.

36)Ibid.,pp.143-144.

37)Ibid.,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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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죽음에 한 액막이로 볼 수 있다.그 이유는 재 불가능한 음악

의 세계가 곧 재 가능한 것이 제공하는,주체를 형성하는 주 성,개별

성,개인의 정체성이 없는 곳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다시 말하자면 음악

의 세계는 죽음의 공간,정확히 말하자면 주체의 소멸이 일어나는 공간

이다.

이러한 주체의 죽음이 리듬(음악)의 섬뜩한(unheimliche)진실인 이유

는 주체의 죽음이 주체를 통해 재 되는 철학과 이론에서는 간 으로

밖에 표 될 수 없기 때문이다.이러한 리듬은 자 쓰기의 리듬에

한 방어 인 부정을 통해 간 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리듬이 선

험 이며 주체의 죽음 이후에도 존재한다는 맥락에서,리듬은 주체의 안

정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라꾸라바르는 리듬이 간 으

로 의미하는 주체의 죽음을 부정 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오히려 이를

이론이 실패하고 리듬이 작동하는 ‘신비로운 정’(mysticalaffirmation)

의 한 순간으로 바라본다.38)

이러한 음악과 죽음에 한 논의는 정신분석 으로는 일종의 죽음충동

인 반복강박과 련이 있다.앞선 철학가들의 ‘이 인 움직임’은 결국

서양 철학이 라톤부터 존재한 기존의 ‘철학의 주체’를 끊임없이 모사하

는 것이며,이때 니체와 하이데거는 일종의 반복강박에 휩싸인 것으로

볼 수 있다.39) 로이트의 맥락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반복강박은 죽음충

38)Aviram,AmittaiF.,“PhilipeLacoue-Labarthe:TheSubjectasRhythm”,Ibid.,p.

201.

39)강박 반복 강박에 한 정신분석 정의는 다음과 같다.강박:임상 으로 환자

가 내 인 강제에 의하여 실행하지 않을 수 없는 행동의 형태를 말한다.사고(강박

념),행동,방어 작용,그리고 복잡한 연속 행 가 실행되지 않을 때 불안이 상승하

면 강박 이라고 부른다. 로이트의 어휘에서 강박은 강제 인 내 힘을 가리킬 때

쓰인다.그것은 흔히 강박 신경증의 틀에서 사용된다.그때 그것은 환자가 그런 식으

로 행동하고 사고하려는 힘에 의해 강제되는 것을 느껴,그 힘에 항하여 싸운다는

것을 의미한다.경우에 따라,강박 신경증 밖에서는 그러한 내포 의미가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환자는 그가 무의식 인 원형에 따라 실행하는 행 에 립한다는 것을

의식 으로 느끼지 못한다.그것은 특히 로이트가 반복 강박과 운명 강박이라고 명

명하는 경우가 그 다(장 라 랑슈‧장 베르트랑 탈리스,임진수 옮김, 정신분석

사  ,열린책들,2005,33면).반복 강박:A)구체 인 정신 병리학의 차원에서,무의

식에 기원을 둔 억제할 수 없는 과정을 가리킨다.그러한 과정에서 환자는 고통스러

운 상황에 능동 으로 들어가면서 아주 오래된 경험을 반복하지만,그것의 원형을 기

억하지 못하며,반 로 완 히 재의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아주 생생한 인상

을 받는다.B) 로이트 이론의 틀에서,반복 강박은 자율 인 요소,궁극 으로 갈등

—단지 쾌락의 원칙과 실의 원칙이 짝을 이룬 놀이만이 개입하는 갈등—의 역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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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볼 수 있다.하지만 라꾸라바르의 경우에는 주체의 죽음이 걸려

있다.하이데거는 후기 니체가 보여 기를 피하기 해 이러한 주체

의 죽음 혹은 기,즉 기존의 형이상학을 넘어서는 시도를 ‘망각’하려

하지만,하이데거의 그 자신도 결국 ‘존재’(Being)에 한 논의를 통해

형이상학을 뛰어넘는 ‘반복’을 하고 있다.

라꾸라바르는 한「장면은 원시 이다」(LaSceneestprimitive)에

서 로이트와 니체의 연 성을 직 으로 논의하는데,이는 그가 철학

주체의 반복과 죽음충동을 정 으로 본 첫 사례이기도 하다.하이

데거가 생각하는 철학 주체의 상실 혹은 기에 한 두려움으로 인해

사유했듯이,니체와 로이트가 보여 비극의 본질 한 두려움을 달래

기 한,재 을 통한 액막이 게임으로 볼 수 있다.이는 재 할 수 없는

것,즉 죽음을 피하기 한 시도이다.하지만 니체와 로이트가 고려한

죽음은 비극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술 사유에 해당된다.이

는 철학은 물론이고 정신분석 한 포함하는 것이다.40)

철학과 정신분석을 연결시키며 라꾸라바르는 로이트의 죽음/리비도

의 이항에 니체 인 재 불가능한 것과 재 가능한 것의 이항을 부여

한다.정신분석은 특히 이러한 철학의 주체의 불안정성을 탁월하게 보여

수 있다.왜냐하면 정신분석의 주체 한 재 불가능한,언어가 형언

할 수 없는 죽음 자체에 끊임없이 액막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꾸라

바르는 니체,하이데거, 로이트를 포함한 서양 철학사를 통해 철학,시,

정신분석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다고 말한다.이러한 구분 신 재 할

수 없는 것과 재 할 수 있는 것,즉 언어 인 것과 주체의 상실( 기

혹은 죽음)의 이항이 두된다.41)

이러한 상호생성 인 계는 니체의 디오니소스와 아폴론의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서로 비교되거나 계화되는 것이 아니다.오히려 두 항은

이미 해체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이는 재 할 수 없는 것이 재 을 일

으키기 때문이다.이때 한 항은 독립될 수도 없으며,다른 항보다 우선시

로 환원할 수 없는 요소로 간주된다.그것은 근본 으로 욕동의 가장 일반 성격인

보수 성격과 계가 있다( 의 책,147~148면).

40)Aviram,AmittaiF.,“PhilipeLacoue-Labarthe:TheSubjectasRhythm”,Ibid.,p.

205.

41)Ibid.,p.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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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도 없다.그리고 이러한 해체 인 이항은 아비람이 다루는 마지막

라꾸라바르의 「주체의 메아리」에서 리듬과 주체의 상호 생성 인

계에 한 해명을 제공한다.이 니체 인 이항은 라꾸라바르를 명확히

니체 통에 치시킨다.

라꾸라바르는 이러한 니체 통이 지시하는 재 불가능함 속의 주

체의 상실을 ‘정 인 무’로 보고 있다.왜냐하면 리듬은 기존의 철학,

즉 재 할 수 있는 것의 외부에 치하며,이 재 불가능한 것은 다시

재 가능한 사유를 가능 한다.이 맥락에서 리듬은 필수 으로 재

불가능한 것이라야 한다.왜냐하면 리듬은 재 불가능해야만 기존의 재

가능한 것의 밖에서 존재하며 동시에 새로운 철학 주체를 제공할

기회를 마련하기 때문이다.이러한 맥락에서 리듬 속의 주체는 단순히

상실되거나 죽는 것이 아닌 새로운 주체의 탄생을 기약할 수도 있다.42)

이상의 라꾸라바르와 련된 논의를 토 로 김종삼 시 두 핵심 주제인

음악과 죽음의 문제는 시인이 끊임없이 음악 강박증에 향을 받아 자

쓰기를 시도하는 과정으로 논의될 수 있다.이 연구가 기존의 연

구와 달라지는 지 은 김종삼 시의 음악을 단순히 그가 심취한 음악으로

보는 것에서 나아가,재 할 수 없는 음악에 한 강박증을 ‘자 쓰

기에 한 강박증’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시도로 고찰한다는 이다.

한 김종삼의 죽음을 라꾸라바르의 재 불가능한 것과 재 가능한

것에 한 이항을 통해 보고자 한다.김종삼의 시가 형상화하는 죽음의

세계는 우선 자신이 동경하는 죽은 술가들과 음악가들이 존재하는 공

간이다.김종삼은 하이데거와 달리 이러한 재 불가능한 세계를 무시하

지 않으며,재 불가능한 공간을 자신이 존재하는 재 가능한 공간과

이분법 으로 구분하고자 한다.하지만 김종삼이 후기 시로 갈수록 재

가능한 자신의 세계는 결국 재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죽은 술가들

의 세계와 가깝고 친근한 것으로 그려지며,이는 이분법 인 공간을 허

물며 재 가능한 자신의 공간의 형상화를 통해 재 불가능한 죽은

술가의 세계를 지시하는 것이다.

우선 김종삼 시에서 나타나는 음악은 일종의 음악 강박증으로 볼 수

있다.그의 몇 안 되는 산문에서 그는 특정 음악가에 한 애정을 밝히

42)Ibid.,p.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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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며,다수의 시편에서 그는 작곡가 스티 포스터(StevenFoster),

드뷔시(ClaudeAchilleDebussy),베토벤,모차르트와 그들의 음악을 반

복 으로 다루고 있다.이들의 음악이 자 쓰기를 유발하는 지 은

시인의 유년 시 죽음에 한 원체험에서 비롯된 것이다.어릴 때 동생

을 돌보다가 잃어버린 경험을 후일 동생의 죽음과 연결 짓는 시편부터

시작하여,동생의 죽음과 련된 시편들은 어머니와 형의 죽음에 한

시편들 보다 수 으로 우세하다.

김종삼의 시에서 자 쓰기가 강박 인 모습을 드러내는 지 은

후기 시의 죽음을 면하는 시인 자신의 경험을 이러한 기 시의 유년

시 의 원체험에 투 할 때이다.그 로 그는 자신의 투병기와 련된

시편에서도 죽은 동생을 언 하고 있다.하지만 음악 강박증과 자

쓰기의 강박증의 계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편들은 작고한

술가들과 자신의 삶에 한 것을 꼽을 수 있다.특히 유년 시 처음 알

게 된 작곡가 포스터와 그의 곡「스와니강 요단강」은 기 시부터 후기

시까지 두루 등장한다.

김종삼의 시에서 자 쓰기가 개되는 과정은 음악의 반복 인

등장은 물론이고,음악과 련된 이분법 인 공간의 조성에 있다.이는

시어 '먼'과 함께 그려지는 '먼'음악의 세계와 실 세계로 나 어진다.

김종삼의 시에서 ‘먼’음악의 세계는 자신이 즐겨 듣는 고 음악과 련

이 있을 뿐만 아니라,되돌릴 수 없는 유년의 시 과 작고한 술가가

존재한다는 에서 '먼'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반면 실 세계는 이러

한 아름다운 음악의 세계에 진입하지 못한 시인이 사는 곳이며, 체

으로 심에서 벗어난 주변부로 형상화된다.

본고는 김종삼의 시 시 화자가 아름답고 이상 인 세계에 진입하

고자 하는 시도가 좌 되는 시편을,음악 세계로 진입하는 데 실패한 모

습으로 분석한다.이 시편들을 분석할 때 라꾸라바르의 지(desistance)

라는 개념을 차용하고자 한다.43)앞서 라이크의 아 라함과의 오이디푸

43)이때 지는 본문에서와 같이 주체의 이 화(doubling)을 의미한다.구체 으로 이

이 화는 음악과 주체의 자 쓰기의 상호생성 인 계를 통해 일어나는 주체

의 자 쓰기의 과정에서 간 부분으로 볼 수 있다.음악으로 인해 주체는 자

쓰기를 1.추동하며,2. 지하고,3.지속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1.추동:음악은

우선 (음악이 의미하는 주체의 죽음을 두려워하는)주체의 자 쓰기를 일으킨

다.2. 지:하지만 음악은 이내 주체의 자 쓰기에 개입하며 쓰기를 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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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결은 아버지의 형상을 자신이 체하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상술

한 바 있다.이때 일어나는 지는 주체의 이 화,즉 주체가 이 인

형상을 면하는 것이다.

나아가 지의 의미를 라꾸라바르의 리듬이 주체에게 미치는 두 가지

향에 한 주장,즉 주체의 상실과 자 쓰기를 통한 주체의 재출

의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여기서 지란 주체의 ' 지'를 뜻하

는 것이며,주체가 자신에서 '떨어지는 것(standaway)'을 뜻한다.앞서

라이크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주체는 이때 두 개의 형상을 면,타자를

없애려 하면서도 타자의 거울 이미지인 자아를 반복 으로 강화시키려

한다.라꾸라바르는 이를 음악 강박 주체가 와해되며,타자와 자아

의 사이를 오가는 것이라고 본다.44) 지는 물론 주체의 상실과 상호발

생 인 계를 맺고 있는 자 쓰기를 일으키면서도,약화 단

시키고 다시 강화하는 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45)

김종삼의 죽음을 악하기 해서는,이러한 지의 개념을 기 으로

김종삼 시 세계에 한 분석을 기 시와 후기 시에 한 것으로 나 어

보고자 한다.주 성,개별성,즉 주체의 형성이 일어나지 않는 음악의

세계 혹은 죽음의 세계는 김종삼의 시에서 이상 인 음악의 공간으로 형

상화된다.그리고 이러한 죽음에 한 형상화는 김종삼 시 세계에서

기 시와 후기 시로 구분이 가능하다.이 구별의 기 은 자 쓰기의

지이다. 지를 기 으로 주체의 자 쓰기는 단을 맞이하며,이

때 주체는 순간 이나마 음악에 휩싸인다.

하지만 이러한 주체의 소멸은 실질 인 주체의 죽음이 아닌 죽음에

한 액막이다.김종삼의 시에서 지를 통해 이 화된 주체의 형상은

먼 음악 세계에 있는 작고한 술가와 실 세계에 있는 시인 자신으로

볼 수 있다. 지 이후 주체의 자 쓰기는 타자에 한 반 재

을 통해 자아를 그리는 작업을 포 한다.이러한 반 재 은 지

의 순간 이후 기 시와 후기 시를 모두 통합 으로 볼 때 그 면모가 드

킨다.3.하지만 이 지는 주체의 이 화를 통해 (타자에 한 자아의 반 재 을

통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주체의)자 쓰기를 회복시키며 지속시킨다.이러한

‘지’를 포함하는 주체의 쓰기의 추동, 지,지속은 2.3.에서 더욱 구체 으로 후술

하겠다.

44)Aviram,AmittaiF.,Ibid.,p.214.

45)Ibid.,p.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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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난다.그 표 인 로 부분의 기 시는 작고한 술가와 가족 즉

타인에 한 애도에 한 것이지만,후기 시는 이에 한 반 인 재

이며 자신의 임박한 죽음에 한 애도를 보인다.

우선 김종삼의 기 시에서는 지 이 과 지의 순간이 주체의 쓰

기에 을 둔다. 지 이 의 자 쓰기는 주체의 죽음인 음악을

액막이하기 해서 시작하는 것이다. 기 시에서 공간은 이분법 인 것

으로 형상화된다.하나는 작고한 술가들과 자신의 죽은 가족이 사는

세계이며,다른 하나는 이러한 음악 혹은 죽음에 세계에 진입하지 못한

시인이 존재하는 실의 세계이다. 지 이 에 한 시편들은 이러한

이분법 인 공간에 한 논의를 진행하며, 지에 한 시편들은 직

으로 시인이 이러한 음악의 세계로 진입이 거부당하는 순간을 그리고 있

다.

반면 김종삼의 후기 시는 지 이후에 한 것이 많다. 지를 통해

자 쓰기는 단을 맞지만,이로 인해 주체는 주체의 이 화를 겪

는다.이 이 화는 타인에 한 반 재 을 의미하며,이 반 재

을 통해 주체는 다시 자 쓰기를 지속시킬 수 있다. 기 시에서

는 시인이 이분법 인 공간화를 통해 타자와 자아에 한 경계선을 그렸

다고 볼 수 있다.이는 하이데거가 니체의 기(주체의 죽음)를 피하기

해 자신의 철학을 개진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하지만 지의 반

재 을 통해 주체는 이러한 이분법 인 공간의 경계를 허문다.후기

시로 갈수록 상술한 김종삼 시의 이분법 인 공간의 구분은 모호해진다.

우선 후기 시에서는 작고한 술가의 가난과 고통을 그리는 시편들이

늘어난다.이러한 작고한 술가의 형상화를 통해 멀게만 느껴졌던 음악

의 세계 속 작고한 술가는 실 세계에서 투병 등의 고통을 체험하며

생활에 치이는 시인 자신의 모습과 동일시된다.라이크가 자신의 스승을

경쟁상 로 악한 것에 비교한다면, 기 시 속 김종삼은 진입할 수 없

는 음악의 세계 속 작고한 술가들을 자신이 이길 수 없는 경쟁상 로

악한다.하지만 후기 시에서 나타나는 김종삼과 작고한 술가의 사이

는 작고한 술가들에 한 이러한 친근한 형상화를 통하여 '벗'의 계

로 진화한다. 한 그는 투병기에 부분의 후기 시를 썼는데,이 죽

음에 한 시편들에서 시인은 작고한 술가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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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 죽음까지도 가까운 존재로 인식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맥락에서 라꾸라바르의 이론으로 수렴되지 않는 김종삼 시의

특수성은 후기 시로 갈수록 그 면모가 뚜렷해진다.이분법 인 구분이

허물어진 음악 공간의 맥락에서 실 세계 속의 시인은 자신의 죽음을

면하듯이,자신의 시인 의식을 고찰하는 것으로 나아간다.이는 부분

의 선행 연구가 음악과 죽음을 실 세계가 아니라 이상 이거나 실

세계로부터의 도피로 읽은 것과는 다른 이다.그는 유독 후기 시에

서 자신의 시인 의식에 해 회의하면서도 정의내리고자 하는 시편을 다

수 썼다.그는 자신의 시를 비시(非詩)라고 칭하면서도 자신의 천직은 시

인뿐이라는 사실을 반복한다.이는 시 속에서 시 화자가 자신이 쓰고

자 하는 진정한 시를 형상화한다.

2장에서는 우선 김종삼의 생애에서 음악이 시인에게 미치는 향을

나타내는 기 사실 작품을 통해 그의 음악 강박증을 악하고자

한다.그리고 원형 인 죽음 체험인 동생의 죽음과 련된 시편을 자

쓰기의 강박증이라는 맥락에서 보며,이러한 음악 강박증과 자

쓰기의 강박증의 계를 자 쓰기의 시작, 지,유지의 과정

에서 고찰하고자 한다.그리하여 시인이 형상화하는 이분법 공간과 주

체의 지,즉 시인이 반 재 을 통해 이분화되는 형상에 한 면

을 함께 악할 것이다.

3장에서는 기 시의 음악과 죽음에 한 분석은 지를 겪기 이 과

지를 겪는 주체의 모습을 주목한다. 기 시에 등장하는 음악은 자신

의 죽음이 아닌 작고한 술가와 가족,즉 타인의 죽음에 한 애도에

그친다.이러한 음악의 형상화를 통한 기 시의 죽음 형상은 결국 시인

자신의 죽음을 지양하면서 자 쓰기를 일으키는 과정이며,주체는

‘지’의 순간에 자 쓰기에 한 단을 겪는 것으로 악된다.

4장에서 후기 시의 음악과 죽음에 한 분석은 지 이후의 주체의

모습에 집 한다.후기 시의 음악은 기 시에서처럼 자 쓰기를

추동시킬 뿐만 아니라 지 이후에도 자 쓰기를 지속시키는 주체

의 존재 조건으로 분석된다.그리고 후기 시의 죽음에 한 논의는 본래

기 시에서 죽음을 지양하기 해 시작되었던 자 쓰기가 역설

으로 지시하는 주체의 죽음의 형상화를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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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김종삼 시의 음악과 주체

2.1. 기 배경과 음악의 향

김종삼의 기 배경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그는 유년 시 부터 종

교 인 음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시인은 조부모 때부터 기독교를

믿는 환경 속에서 자라 세례를 받고 14세까지 교회에 다녔으며,한 산문

에서는 "미션계 분 기가 좋았다"고 추억한다.46)그는 자기 시에 등장하

는 음악을 이러한 종교 인 음악성으로 정의한다."나의 시에서 자주 음

악이 나온다면 그것은 음악이 가지고 있는 화려하지 않은 분 기와 종교

이라 할 만한 정화력 때문이겠지요.다른 인생도 그 겠지만,특히 나

처럼 덕지덕지 살아온 인생으로서는 음악에서 감정을 정화시킬 수 있지

요."47)

그의 교육 배경과 직업 한 음악과 깊은 련이 있다.1938년에 일본

으로 유학을 떠난 김종삼은 동경문화학원 문 과에 입학하여 작곡을

해 음악공부를 하고자 했다.48)그러나 이를 반 한 아버지가 학자 송

을 단했고,시인은 7년 동안 막노동으로 고학을 하면서도 음악을 포

기하지 않았다.해방 후 귀국하여 국방부 정훈국 방송과에서 음악을 담

당하 고,49)이후 동아 방송국에서 13년간 일하면서 음악에 더욱 심취했

다.김종삼은 음악담당자로서 유능하 으나,방송국 생활에 응하지 못

했고 정기 인 여 인상도 근무 태도 불량으로 거부당했다.그는 퇴근

후에도 혼자 남아 코드실에서 술을 마시면서 밤새 음악을 들었다고 알

려진다.50)

시인은 고 주의 음악을 즐겨들었다.그는 베토벤에서 바그 를 비

롯한 낭만 음악가들이 표 하는 감정의 과잉 상태는 심리 감염을 일

46)강석경,「문명의 배에서 침몰하는 토끼」,장석주 엮음,『김종삼 집』,청하,1988,

285면.

47)김종삼,「신문기사 4」,권명옥 엮음,『김종삼 집』,나남,2005,313면.

48)김종삼,「김종삼 연보」, 의 책,2005,8면 참고.

49)김종삼, 의 ,2005,9면 참고.

50)"동아방송의 근무 상황 카드에 1972년 10월 1일,1973년 4월 1일,1974년 4월 1일 등

세 차례 정지를 당함."오형엽,앞의 ,8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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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킨다고 해서 멀리한다고 말했을 정도이다.51)사실 김종삼은 17~18세경

부터 베토벤의 음악에 심취했다.그러나 모차르트를 듣기 시작하면서부

터 베토벤의 소나타는 "궁상맞고 감정의 매 리즘에 빠진 것으로 이해"

했다.그는 특히 모차르트의 음악을 선호했으며,한 번은 "죽음이 무엇이

냐"는 질문에 그는 "모짜르트를 못 듣게 되는 것"이라고까지 답했다.

김종삼은 특히 모차르트의 우아한 선율 아데라이데를 특히 좋아하여,"

모짜르트가 있으면 해골이라도 쓰다듬고 싶다"고 말했다.그는 한 포

스터,말러,드뷔시,세자아르 랑크 등의 음악도 좋아했다.52)

김종삼은 6.25 쟁 당시 피난지 던 구에서 시를 쓰기 시작하 으

며,그 계기 한 음악과 련이 깊다."내 형은 역 육군 령이었으며

육이오가 발발하던 다음날 헤어진 뒤로는 소식이 끊어졌다.반동 가족들

은 모조리 참살한다는 소문을 들으면서 수원에서 조치원,그곳에서 다시

남쪽을 향하여 노숙을 하며 걸었다.( 략)"환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를 건지리니"라는 그리스도의 말도 무색하 다.나는 그 뒤부터

못 먹던 술을 먹게 되었다.무료할 때면 시작이랍시고 끄 거리는 버릇

을 가지게 되었다."53) 한 같은 에서 김종삼은 자신이 피난길에서 시

｢돌각담｣에 한 시상을 처음으로 떠올렸다고 회상한다."그때 나의 뇌

리와 고막 속에서 바흐의 음악이 굉음처럼 스 크 되고 있었다.( 략)

걷고 걷던 7월 순경,지칠 로 지친 끝에 나는 어떤 밭이랑에 쓰러지

고 말았다.살고 싶지가 않았다.얼마나 지났던 것일까,다시 깨어났을

때는 주 가 캄캄한 심야 다.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돌각담｣이었다."54)

피난길에서 그가 바흐의 음악을 떠올리고,죽음에 해 생각했다는 ,

그리고 시상을 떠올렸다는 지 들은 라꾸라바르의 음악과 주체의 상호발

생 인 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나에겐 무 어렵다.난해하다.

이 세기에 찬란하다는

인기가요라는 것들,팝송이라는 것들,

51)강석경,앞의 ,285면.

52)오형엽,앞의 ,43면.  

53)김종삼,「피란길」,권명옥 엮음,『김종삼 집』,앞의 책,306면.

54)김종삼, 의 ,3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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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것들이

자연의 을 리는 산에서도

볼륨 높이 들릴 때가 있다.

그런 때엔

메식거리다가

미친 놈처럼

뇌 가 출 거린다.

「난해한 음악들」(1982) 문55)

장사치기들의 소란속을

생동감 넘치어 보이는

속물들의 인 속을

머뭇거리다가 팝송 나부랭이 인기 가요가 치는

곳에서 커피 한 잔 먹었다 메식거려 기분 나쁘게 먹었다.

충무로 쪽을 걷고 있을 때

한 평 남짓한 자그만 카셋트 포에서

핏셔 디스카우트가 부른

슈베르트의 보리수가

찬란하게 흘러 나오고 있었다

한동안 자그마한 그 포가 다정스럽게 보이고 있었다.

「그럭 럭」(1980)부분56)

이 시들에서 음악과 고 음악의 형상화의 극명한 비는 음악이

시인에게 미치는 향의 강력한 강도를 가늠 한다.우선 ｢난해한 음악

들｣에서 제목의 '난해한 음악들'은 '인기가요'와 '팝송'을 가리킨다.시

인 자신으로 간주되는 시 화자에게 음악은 단지 '어렵'고 '난해할

'뿐이며,그는 음악을 '인기가요라는 것들','팝송이라는 것들','그

55)김종삼,권명옥 엮음,『김종삼 집』,앞의 책,241면.

56)김종삼, 의 책,1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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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것들'로 수식하면서 이 음악이 당 에 '찬란하다'는 것을 비꼬는 어

조로 말한다.그에게 음악이 단지 '어렵고''난해한'수 을 넘어서

는 것은 2연에서부터이다.시 화자는 음악이 조용해야 할 ' 자연

의 을 리는 산'에서도 '볼륨 높이 들릴 때'가 있다는 사실을 말한

다.시 화자는 이러한 순간에는 "메식거리다가/미친 놈처럼/뇌 가

출 거린다"고 토로하며,이때 음악은 시 화자에게 이해하기 어려

운 수 을 넘어선 육체 인 고통을 다.

이러한 음악에 한 거부감 혹은 오는 ｢그럭 럭｣에서도 등장한

다.하지만 ｢그럭 럭｣은 ｢난해한 음악들｣과 달리 정 인 고 음악의

향을 음악의 부정 인 향과 비시킨다.첫 연에서는 ｢난해한

음악들｣과 마찬가지로 시 화자는 "팝송 나부랭이 인기 가요가

치는/곳에서 커피 한 잔 먹었다 메식거려 기분 나쁘게 먹었다"고 말한

다.｢난해한 음악들｣에서 고요해야 할 '산'에서 란한 가요가 시

화자를 '메식거리'게 했다면,｢그럭 럭｣에서 음악은 소란스러운 '인

속'과 같이 시 화자를 혼란에 빠트린다.이와 같이 시 화자는

음악과 고 음악을 각각 걸맞은 공간의 형상화와 병치시키면서,이 음

악들이 그에게 미치는 향을 비시킨다.1연에서 그는 음악을 '장

사치기'와 '속물'이 포함된 소란스러운 '인 속'에 음악을 치시키

며,이 음악이 그를 '메식거리'고 '기분 나쁘게'한다고 한다.

반면 2연에서 ‘한 평 남짓한 자그만 카셋트 포'에서 듣는 '핏셔 디스

카우트가 부른/슈베르트의 보리수'는 진정 '찬란하며',시 화자로 하

여 '그 포'가 '다정스럽'게 보이게까지 한다.즉 공간의 형상화는 그

가 음악을 들으면서 가지게 되는 감정과 의식 상태를 변하는 것이다.

음악이 그에게 메식거림과 뇌 의 출 거림과 같은 강력한 육체 인

고통을 안겨 다면,고 음악은 이와 비되는 고요함과 평정함으로 다

가온다.더불어 이 시에서 시 화자의 음악과 고 음악에 한 식

견을 알 수 있다. 음악이 '팝송 나부랭이 인기 가요'라면,고

음악은 깊은 조 와 애정의 상이다.이 시에 붙은 이어지는 「단문(短

文)」에서도 시인은 자신이 '소싯 부터 음악 '이며 '바하와 헨델의 수

많은 음역들',' 원 무궁한 음율들을''사괴이고'싶다는 목은 시인이

고 음악에 해 애정 어린 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31

다.57)

이 듯 김종삼의 음악에 한 민한 반응은 라꾸라바르가 다루는 라

이크의 경우에 비추어 볼 수 있다.반복되는 말러교향곡 2번으로 시작된

자기 자신에 한 정식분석학 연구에서 라이크는 음악이 어렸을 때부

터 자신에게 끼쳤던 향을 밝힌다.그는 한 번은 유 교회당에서 새해

를 기념으로 뿔피리 소리를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낀다.그는 이러한 음

악에 한 반응이 그가 어렸을 때 이 소리를 들은 이 있기 때문에 자

신만이 느끼는 것인지 혹은 사람이 음악을 들으면서 일반 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라꾸라바르는 라이크가 이와 같이 음악에

한 정신분석학 이론화를 끊임없이 시도하지만 실패하는 지 에 주목

하며,결론 으로 이러한 과정이 음악이 불러일으킨 라이크 자신에 한

자 쓰기로 개되는 을 강조한다.58)

마찬가지로 데리다는 라꾸라바르 작의 소개문에 라꾸라바르의 이러

한 고찰이 가지는 의미를 지지한다.라꾸라바르가 살펴본 라이크의 이론

화 실패(theoreticalfailure)는 주체와 음악의 계를 향유하는 데에 있어

서 그 의의가 있다고 말한다.59)데리다는 라꾸라바르가 말하는 음악이

곧 리듬이라고 정의하며,이때 리듬은 "한 소리의 간격 인 반복이며,한

간격을 새기는(inscriptive)힘"이다.이러한 리듬의 반복성보다 더 요

한 것은 리듬이 이해를 벗어난다(insensible)는 사실이다.리듬은 "시각

인 것과 청각 인 것,스펙터클한 형상이나 언어 재 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60)라이크가 이론화의 실패를 겪는 이유는 이론화 상인 리듬

자체가 이해 밖에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꾸라바르는 리듬이 곧 주체의

존재 요건(conditionofpossibilityofthesubject)이라고 밝히며 그 요

성을 논의한다.61)

이 음악의 ‘이론화 할 수 없음'은 김종삼이 음악이 자신의 시작에 미

치는 향을 논할 때,음악의 요한 특성이라는 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이크에게 리듬은 이론화할 수 없으며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

57)김종삼, 의 책,195면.

58)Lacoue-Labarthe,Philippe,Ibid.,p.152.

59)Ibid.,p.33.

60)Ibid.,p.32.

61)Ibid.,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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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향을 끼치듯이,음악은 김종삼에게 ' 어지지 않는'것이지만 시

를 쓰게 하고 끊임없는 감을 주는 '뮤즈'의 역할을 한다.

(1)"이상해요.아니 내게는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음악을 들을 때에야

비로소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덧붙여 설명하자면 그립다거나 슬 다거

나 운다든가 하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완 히 떠나는 평정에 다다를 수

있다는 뜻이죠.실연을 당했으니 가슴이 터지는 듯 슬 다.오!하는 정신

인 희열의 상태에서 을 써야 시가 된다는 생각은 아주 엉터리가 하

는 생각입니다."62)

(2)"내가 시작에 임할 때 뮤즈 구실을 해주는 네 요소가 있다.명곡 ｢목

신의 오후｣의 작사자인 스테 말라르메의 엄한 채 질,화가 반 고흐

의 란 어린 열정,불란서의 건달 장 폴 사르트르의 풍자와 아이러니컬

한 요설(饒 ), 랑스 악단의 세자르 랑크의 고 체취 — 이들이

곧 나를 도취시키고,고무하고,채 질하고 시를 사랑하게 하고,쓰게 하

는 힘이다."63)

(1)에서 김종삼은 음악이 자신의 시작 과정을 가능 한다고 진술하며,

음악이 자신의 시작에 가지는 의미를 말한다.「그럭 럭」에서와 마찬가

지로 (1)에서 말하는 고 음악은 시인에게 시작에 임할 수 있는 평정한

마음의 상태를 마련해 다.'한 평 남짓한 자그만 카셋트 포'에서 '찬

란하게 흘러나오'듯이 편안하게 형상화되는 음악은 그를 심리 으로 안

정시키는 것이다.더욱이 이를 통해 시인은 "비로소 생각을 할 수 있"으

며,이는 즉 "정신 인 희열의 상태가 아닌 감정 고요"를 뜻한다.이러

한 음악이 시인에게 주는 평정심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한

편으로는 상술한 바와 같이 음악이 시인 개인에게 미치는 향을 뜻하기

도 하지만,다른 한편으로는 '시'와 '시작 과정'에 한 언 으로 읽을

수도 있다.

62)김종삼 「일간스포츠 인터뷰」,1979.9.27.강병 ,앞의 ,38면 재인용.

63)김종삼,「먼 시인의 ' 역'」, 의 ,303면.



33

특히 후자는 김종삼이 "희열의 상태에서 을 써야 시가 된다는 생각

은 아주 엉터리가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인 것을 고려한다면,시인과 시

작 과정에 한 일반 인 편견에 맞서는 태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

다.(2)에서는 그의 시작의 '뮤즈'를 직 으로 언 하고 있다.음악가

세자르 랑크의 '고 체취'는 시인 스테 말라르메의 ' 엄한 채

질', 술가 반 고흐의 ' 란 어린 열정'과 철학가 장 폴 사르트르의 '풍

자와 아이러니칼한 요설'과 함께 그를 "도취시키고,고무하고,채 질하

고 시를 사랑하게 하고,쓰게 하는 힘"이다.음악은 시,회화64)와 철학과

시에 ' 향'을 주는 '원천'으로 작용한다는 을 직 으로 말하고 있

다. 한 이들은 김종삼 시에 등장하며 후술할 아름다운 음악 세계에 존

재하는 작고한 술가이기도 한다는 에서 '뮤즈'의 역할과 더불어

기 시의 동경과 경쟁의 상 그리고 후기 시의 '벗'과 같은 존재로도 변

모한다.

나는 음역들의 향을 받았다

구스타 말러와

끌로드 드뷔시도 포함되어 있다

그들의 지향과 거리는

멀고 그 한

구름빛도 다르지만…….

｢음역｣(1982) 문65)

드뷔시 뤼드

어지지 않는

산문의 원천

「그라나드의 밤」(1982) 문66)

그는 시에서도 음악이 자신의 시에 주는 향에 해 쓴다.「음역」에

서 김종삼은 자신이 음악의 향을 받았지만,이를 언어화해서 시를 써

64)본고에서는 논의의 맥락 상 다루지 못했지만,김종삼 시의 회화 요소와 회화의

향을 직 으로 다룬 연구는 다음과 같다.류순태,「김종삼 시에 나타난 미술의

향 연구」, 국어교육 제125집,한국어교육학회,2008.박민규,「김종삼 시에 나타난

추상미술의 향」, 어문논집 제59집,민족어문학회,2009.

65)김종삼,앞의 책,234면.

66)김종삼, 의 책,2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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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다는 것을 암시한다.이는 김종삼 시작의 특수성인 '음악의 향을

받은 시작'으로 볼 수 있다.시 화자 '나'는 '음역들의 향을 받았'다

고 말하는데 이때 음역이란 음악 용어이며,"일정한 음들의 그룹 는

음과 음 사이의 거리"를 뜻한다.67)다음으로 '나'는 음악가들을 언 하

며,'나'와 그들 사이의 공통 과 차이 을 말한다.'나'와 마찬가지로

음악가 "구스타 말러","끌로드 드뷔시"는 음역의 향을 받았지만,동

시에 이들과 시인의 '지향과 거리'는 먼 것이며 '구름빛' 한 다른 것

이라고 시를 맺으면서 상호 차별성을 두고 있다.이는 김종삼과 음악가

들 모두 음역의 향을 받았다는 에서 비슷하지만,시인이 이들과 달

리 음역의 향을 통해 시를 쓴다는 에서 명확히 구별될 수 있다.

음악이 시에 주는 향을 언 한 다른 시「그라나드의 밤」에서도

김종삼 시의 특수성이 나타난다.이 시는 "황동규에게"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는 이 요하다.왜냐하면 이 시는 당시 자신의 시에 한 해설

작업을 하던 황동규에게 직 으로 시작의 '원천'을 밝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68)이 시에서 김종삼은 자신의 시 세계에 있어서 음악

의 요성을 밝히고 있으며,그가 이를 해 선택한 소재나 소재를 다루

는 방식은 다분히 의도 인 것으로 볼 수 있다.우선 시의 소재 자체에

는 요한 배경이 있다.이 시의 ' 뤼드'는 랑스의 유명한 인상

음악가인 끌로드 드뷔시가 말라르메의 시 ｢목신의 오후｣를 소재로 삼아

작곡한 주곡이다.69)이러한 시가 음악에 주는 향의 계는 김종삼에

게는 역으로 음악이 " 어지지 않는/산문의 원천",즉 자신의 시에 향

을 주는 것에 응한다.드뷔시가 말라르메의 언어화된 시를 '음역'을 통

해 표 한다면,시인은 반 로 '음역'을 언어를 통해 시작을 하는 것이

다.

이러한 김종삼의 음악-시의 향 계에서 가장 요한 것은 언어에

감을 주는 음악은 정작 언어활 될 수 없는 '쓰이지 않는'것이라는

이다.이러한 음악의 속성은 라꾸라바르의 논의와도 상통한다.상술한 라

꾸라바르가 다루는 라이크의 경우에서도,라이크는 끊임없이 음악이 자

신에게 주는 향,정확히 말하자면 자신의 음악 강박증에 한 이론

67)강병 ,앞의 ,19면 재인용.

68)강병 , 의 ,19면.

69)이숭원,앞의 ,311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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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도 하지만 이내 실패한다.이 과정 자체가 라이크 자신에 한 자

쓰기로 개되었다면,김종삼은 이미 같은 논의의 도달 에서 음

악을 '쓰이지 않는 산문의 원천'인 것을 인정하며 음악이 자신의 자

쓰기를 불러일으킨다는 도 어느 정도 자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자면 라이크는 음악에 한 이론화의 실패의 과정을 통해 자

쓰기를 보여 다면,김종삼은 앞선 산문들과 이 시편들에서 나타

나듯이 자신의 음악 강박증이 자신의 자 쓰기에 한 강박증에

주는 향에 해 뚜렷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해 시를 쓴 것이다.

이는 물론 라꾸라바르가 라이크의 이론화의 실패의 과정을 분석한다는

맥락과 김종삼의 이 시편들이 후기 시라는 맥락과도 무 하지 않다.라

이크의 정신분석학 연구가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후 에 '자

쓰기'로 명명되었다면,이 시들은 1982년,즉 시기 으로는 후기

시에 가까운 것이며 그 특수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후술하겠지만 이 시

편들은 시인의 음악-시의 계에 해서 명시한다는 에서 후기 시에

서 시인이 자신의 시인 의식을 밝히는 일련의 시편으로 분류될 수 있다.

김종삼이 음악이 언어로 '쓰이지 않는'특성에 주목하듯이,데리다도

라꾸라바르 논의가 음악의 '해체 인 힘'(deconstructivepower)에 한

논의를 개한다고 말한다.음악이 이러한 힘을 가지게 된 이유는 음악

이 주체에 해,이 의 주체에 한 철학 논의와는 다른 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이 의 논의가 주체의 형이상학에 한 것

이라면 음악은 정신분석학 인 논의를 가능 한다.70)리듬은 이러한 정

신분석학 인 에서 이 의 논의에 존재했던 시각 ,이미지 ,반

,담론 인 것이 가졌던 것의 헤게모니를 해체할 수 가능성을 보인다.

라이크의 연구는 이에서 나아가 이 의 음악을 정신분석학 연구와도

다르다는 에서 그 의의가 있다.그는 로이트와 달리 음악의 가사

(text),즉 언어 인 측면을 통해 음악이 환자에게 주는 향을 분석하기

보다는,반복 으로 들려오는 음악이 자신에게 어떠한 향을 끼치는지

에 한 연구를 자 쓰기로 개시키며 새로운 정신분석학 시도

를 하게 된다.71)데리다는 이러한 맥락에서 리듬이 서양 철학사에서는

70)Lacoue-Labarthe,Philippe,Ibid.,p.32.

71)Ibid.,p.32.



36

언제나 주체의 필수요건으로 존재했으면서도 라꾸라바르 이 에는

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하며 라꾸라바르의 논의의 의의를 밝힌

다.72)

2.2.원형 죽음체험과 자 쓰기

김종삼 시에서 나타나는 자 쓰기의 강박증은 물론 음악 강박

증에서 비롯된 것이지만,그 양상은 음악 이외에도 김종삼 시 세계의 핵

심 주제들과 련을 맺고 있다.그 표 인 것이 죽음이며,이는 비단

죽음과 련된 시인의 기 사실을 직 으로 진술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이는 다른 이의 죽음을 통해 시인 자신의 죽음을 비추어 보는

것을 포 한다.이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는 김종삼의 동생 김종수의 죽

음은 다수의 시편의 주제로 등장하며 시 세계 반에서 등장한다.그가

죽음을 음악 외에 가장 빈번하게 시의 주제로 삼았다는 으로 미루어

보아,시인의 이러한 유년기 시 은 그에게 죽음에 한 원체험으로 이

해할 수 있다.

열서나살 때

'정오포'가 울린 다음

심을 먹고

두 살인가 세살 되던

동생애를 데리고

평양고등보통학교 운동장에 놀러갔읍니다.

( 략)

그애는 를 마다하고 혼자 놀고 있었읍니다 얼거리며 신나게

놀고 있었읍니다

( 략)

는 먼 발치

철 에 기 어

그애를 지켜보다가

72) Ibid.,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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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가는 모르고

기 철 을 익히고 있었읍니다

그애가 보이지 않았읍니다

그애는 교문을 나가 돌아보지 않고 울다가 그치고 울다가

그치곤 하 습니다

는 그 일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애는 보다 먼 죽었기 때문입니다

돌아올 때

그애가 즐겨먹던 것을 사주어도

받아 들기만 하고

먹지 않았습니다.

｢운동장｣(1982)부분73)

쉬르 알리즘의 시를 쓰던

나의 형

종문은 내가 여러 번 입원하 던 병원에서

심장경색증으로 몇 해 에 죽었다.

(…………)

아우는 스물두 살 때 결핵으로 죽었다

나는 그 때부터 술꾼이 되었다

｢장편｣(연도 미상) 문74)

｢운동장｣은 김종삼 시의 핵심 주제 하나인 죽음이 시인의 유년 시

겪었던 죽음의 원체험에 기반을 둔 것임을 시사한다.이 시는 어린

김종삼이 부주의로 동생을 잠시 잃어버린 실제 유년 경험을 소재로 삼고

있다.김종삼이 운동장에 동생과 함께 간 날,그가 잠시 철 연습을 하

는 동안 동생이 사라진 경험이다.하지만 이는 단순히 그날 동생을 잃어

버린 경험이 아닌,후일 동생의 죽음과 련을 맺고 있다는 에서 의의

가 크다.｢장편｣에 의하면 김종수는 스물두 살 때 결핵으로 죽은 사실을

73)김종삼,앞의 책,217면.

74)김종삼, 의 ,2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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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다시 ｢운동장｣을 참고하자면 시인은 그 날 동생을 잃어버

린 기억,즉 "그 일을 잊지 못"한다.왜냐하면 김종수의 이른 죽음은 운

동장에서의 그 경험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이 듯 김종삼에게 어린 시 동생을 잃어버린 충격 인 경험은 후일

형의 죽음을 동생의 죽음과 연결시키고,동생의 죽음도 그 날의 기억과

련시키며,시인의 자 쓰기로 하여 반복 이며 요한 소재로

쓰인다.김종수의 죽음과 련된 다른 시편으로는 ｢어디메 있을 ｣,｢발

자국｣,｢허공｣,｢한 마리의 새｣,｢아침｣,｢장편｣,｢사별｣,｢어머니｣75)와 같

이 다수가 존재하며,이 모든 시에서 김종수는 생 의 모습이 아닌 '죽

은 동생'으로 나타난다는 에서 동생의 죽음이 가지는 의미는 더욱 각

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폐허가 된

노천극장을 지나가노라면 어제처럼

사자 한 마리 엉 엉 따라온다 버릇처럼 비탈진

길 올라가 앉으려면

녀석도 에 와 앉는다

( 략)

일어서려면 녀석도 따라 일어선다.

오늘도 이곳을 지나노라면

사자 한 마리 엉 엉 따라온다

입에 넣은 손 멍청하게 물고 있다

아무 일 없다고 더 살라고

｢발자국｣(1976)부분76)

사면은 잡 만 우거진 무인지경이다

자그마한 자집 안에선 어린 코끼리가

으로 운 채 곤히 잠들어 있다

자세히 보았다

15년 에 죽은 반가운 동생이다

75)남진우,앞의 ,151면.

76)김종삼,앞의 책,150면.



39

더 자라고 둬 두자

먹을 게 없을까

｢허공｣(1977) 문77)

나는 죽어가고 있다

며칠째 지옥으로 끌리어가는 최악의 고통을 겪으며

죽음에 이르고 있었다.

( 략)

낮은 몇 순간

밤보다 새벽이 더 길었다

손가락 하나가 뒷잔등을 꼬옥 찔 다

죽은 아우 '종수'의

아란 한 쪽 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오랫동안 나에게서 잠시도 떠나지 않고 노려보고 있었다

자동차 발동 거는 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아무거나 먹고 싶어졌다

닥치는 로 먹었다

아침이다

이틀만에 깨어난 것이다

고되인 걸음이 시작되었다

앞으로 앞으로

｢아침｣(1982)부분78)

상술한 바와 같이 김종삼의 자 쓰기의 핵심 주제인 죽음은 다른

이의 죽음에 자신의 죽음을 비추어 보는 형태를 띤다.그 로 ｢발자국｣,

｢허공｣,｢아침｣에서 죽은 동생은 시인에게 삶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라

고 말하는 존재로 나타난다.우선 이 시들에서 등장하는 죽은 동생의 형

상을 주목하고자 한다.｢발자국｣과 ｢허공｣에서 동생은 각각 '사자'와 '어

린 코끼리'와 같은 동물의 모습을 띠며,이는 동생의 형상화가 시인의

상상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덧붙여 이들은 스물두 살,

77)김종삼, 의 책,153면.

78)김종삼, 의 책,2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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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죽기 직 장성한 모습이 아닌 '어린'동물의 모습이라는 에서 다

시 ｢운동장｣의 두 살배기 동생을 상기시킨다.｢발자국｣에서 '사자'는

일반 인 맹수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오히려 어린 아기 특유의 행동

을 한다.그 첫 번째 로 사자는 시 화자를 '엉 엉 '따라오는데,

이 모습은 흡사 어린 아기의 걸음새를 연상시킨다.두 번째 로는 사자

가 "입에 넣은 손 멍청하게 물고 있"는 행 이며,이는 아기가 손을 입

에 넣고 빠는 행 와 닮았다.

｢허공｣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린 코끼리'가 자집 속에서 " 으로

운 채 곤히 잠들어 있다"라는 목은 동물이기보다는 사람이,그것도 어

린 아이가 새근새근 자고 있는 모습을 연상시킨다.이와 같이 상상 속 '

죽은 동생'의 모습은 의인화된 어린 동물의 모습으로 무해한 백일몽에

등장한다면,｢아침｣에서의 김종수의 모습은 악몽에서나 등장할 법한 형

상이다.동생은 손으로 투병 인 시인의 '뒷잔등',79)즉 등을 르며,동

생의 ' 아란 한 쪽 은 시인을 오랜 시간동안 '지켜보며','노려본'다.

이 듯 엉뚱하거나 기괴하며 상반된 모습을 통해 독자는 이 모든 '죽

은 동생'이 시인의 상상력을 통해 형상화된 것임을 알 수 있다.다시 언

하자면,이 시들에서 '죽은 동생'은 공통 으로 시인에게 살아가라고

말하는 역할이다.이와 련해 ｢발자국｣의 마지막 행의 개작 과정을 주

목할 수 있다.1964년 12월에 발행된 《문학춘추》에서 이 행은 원래 "

그 동안 죽어서 만나지 못한 종수가 없다고"이다.80)이러한 개작 과정을

고려한다면,이 시에서 죽은 동생은 시인에게 "(동생인 나에게는)아무

일 없으니 (죽을 생각은 하지 말고)더 살라고"81)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허공｣과 ｢아침｣에서 동생은 시인에게 ｢발자국｣과 같이 직 인

지시보다는,동생의 등장 후 김종삼이 먹을 것을 찾거나 먹는 행 로써

간 으로 나타난다.'어린 동생'의 형상화가 ｢운동장｣에서 연유하듯이

이러한 살기 한 식사를 자극하는 동생의 등장도 그 시에서 발견된다.

돌아올 때

그애가 즐겨먹던 것을 사주어도

79) 뒷 등  '등'  미하는 평북 언 다.

80) 김종삼, 앞  책, 150면. 

81) 남진우, 앞  글, 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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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들기만 하고

먹지 않았습니다.

｢운동장｣(1982)부분82)

이는 ｢운동장｣의 마지막 연이며,상술한 시 화자가 동생이 자신보다

먼 죽었기 때문에 그 날을 잊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연의 바로 다

음에 치한다.즉 이 연은 기 사실일 수도 있지만,동생의 죽음을

암시하기도 하는 것이다.왜냐하면 잠시 잃어버린 후 되찾은 동생은 자

신이 평소에 즐겨 먹었던 것마 먹지 않으며 충격에 빠진 것으로 그려

지기 때문이다.｢운동장｣의 이러한 죽은 동생의 먹지 않는 모습은 ｢허공

｣과 ｢아침｣에서 죽은 동생의 등장 후 식사를 하는 시인의 모습과 함께

읽을 수 있다.이를 통해 도식 으로 '산 자는 먹고,죽은 자는 먹지 않

는다'는 비를 세운다면,죽은 동생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먹지 않지만

죽은 동생의 등장 후 살아가기로 결심한 김종삼의 식사의 모습은 이해가

가능하다.｢허공｣에서 '어린 코끼리'를 면한 시 화자는 동생을 "자라

고 둬 두자/먹을 게 없을까"라며 죽은 동생과 살아가야 할 자신의 모습

을 병치시킨다.｢아침｣에서는 시의 시간 배경도 동생의 이러한 역할과

함께 읽을 수 있다.'밤 보다 긴 새벽'에 동생이 등장해 투병하는 형을

노려본 후,마침내 '아침'이 왔을 때 시 화자는 "갑자기 아무거나 먹고

싶어졌다/닥치는 로 먹었다/아침이다"라며 다시 삶에 한 의욕을

되찾는다.

한밤 나체의 산발한 마녀들에게 쫓겨다니다가

들어간 곳이 휘황한 채를 뿜는 시체실이다 다가선 여러 마리의

마녀가 천정 쪽으로 솟아올라 붙은 다음 캄캄하다

다시 새벽이 되었다 뭘 좀 먹어야겠다

｢투병기｣(1974) 문83)

내가 죽어가던 아침나 벌떡 일어나

날계란 열 개와 우유 두 홉을 한꺼번에 먹어댔다

그리고 들로 나가 우물물을 짐승처럼 먹어댔다.

82)김종삼,앞의 책,217면.

83)김종삼, 의 책,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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얕은 지형물들을 굽어보면서 천천히 날아갔다.

｢ 한번 날자꾸나｣(1982)부분84)

앞서 언 한 일련의 시편들처럼 죽은 동생이 직 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식욕으로 형상화되는 삶에 한 의욕은 시인이 후기에 쓴 투병

기에 한 시편들에서 나타난다.이 시편들의 '식욕'을 논하기 에 그

시간 배경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투병기｣와 ｢ 한번 날자꾸나｣의

시간 배경은 ｢아침｣의 그것을 통해 분석된다.｢아침｣에서 '새벽'은 형

에게 살아가라고 지시하는 동생이 나타나는 시간 이며,'아침'은 시인이

다시 식욕으로 형상화된 삶에 한 의욕을 되찾는 시간이다.반면 ｢투병

기｣에서 '밤'은 '나체'의 시 화자가 '산발한 마녀들에게 쫓겨다니'는

무방비와 공포의 시간으로 보인다.아마 투병의 고통을 표 한 환상 인

'밤'의 시공간 속에서 시 화자는 마녀들을 피해서 죽음을 상징하는 '

휘황한 채를 뿜는 시체실'에 들어가지만,이마 도 마녀들에게서부터

안 하지 못한 곳이다.'다시 새벽'이 되었을 때,시 화자는 "뭘 좀 먹

어야겠다"고 말하는데,이때 '새벽'은 ｢아침｣에서처럼 죽은 동생이 등장

하는 시간이며 시인이 다시 살아 가겠다고 마음먹는 시간이다.

｢ 한번 날자꾸나｣에서도「아침｣의 그것처럼 '아침'은 시인이 살아

가자고 다짐하며,이를 시인은 "날계란 열 개와 우유 두 홉을 한꺼번에

먹는"왕성한 식욕을 통해 보여 다.이 듯 비교 간 이지만 동생

의 죽음의 향은 이와 같이 기 시부터 후기 시까지 두루 그 향을

미치는 것이다.이는 타인의 죽음에 시인이 자신의 죽음 혹은 삶을 비추

어 본다는 에서 김종삼 시의 자 쓰기의 면모를 보인다.

2.3.음악 강박증과 자 쓰기 강박증의 계

음악 강박증이 자 쓰기 강박증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서는,음악이 어떻게 주체의 자 쓰기를 시작하게 하고,멈추게

하고,유지하게 하는지에 한 고찰이 필수 이다.가족의 죽음과 더불어

84)김종삼, 의 책,2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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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한 술가는 김종삼 시의 다른 주요한 주제이다.김종삼은 시에

서 여러 작고한 음악가,화가,시인,철학자 등 많은 인명을 거론한다.그

작곡가 포스터와 그의 곡 ｢스와니강의 노래｣는 라이크가 말하는 '잊

히지 않는 노래'라는 에서 시인의 자 쓰기를 추동한다.라이크

에게 그의 의지와는 무 하게 말러교향곡 2번이 반복 으로 들리듯이,

김종삼에게 포스터의 ｢스와니강의 노래｣는 동생의 죽음에 한 체험과

마찬가지로 유년 시 에 한 시편부터 후기 시에까지 반복 으로 등장

한다.그 로 ｢쑥내음 속 동화｣,｢스와니강 요단강｣,｢스와니강｣,｢꿈의

나라｣가 있다.

풍식이란 놈의 하모니카는 귀에 못이 배기도록 매일같이 싫어지도록 들

리어 오곤 했다.

자라나서 알고 본즉 ｢스와니강의 노래｣ 다.

선율은 하늘 아래 편에 만들어지는 능선 쪽으로 날아 갔고

내 할머니가 앉아 계시던 밭 이랑과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먼 거리를 만

들어 주기도 하 다.

｢쑥내음 속의 동화｣(1958)부분85)

그해엔 이 많이 나리었다.나이 어린

소년은 가집에서 살고 있었다.

스와니강이랑 요단강이랑 어디메 있다는

이야길 들은 이 있었다.

이 많이 나려 쌓이었다.

바람이 일면 심심하여지면 먼 고장만을

생각하게 되었던 더미 더미 앞으로

한 사람이 그림처럼 앞질러 갔다.

｢스와니강이랑 요단강이랑｣(1969) 문86)

스와니강가엔 바람이 불고 있었다

스티 포스터의 허리춤에는 먹다 남은

85)김종삼, 의 책,62면.

86)김종삼, 의 책,1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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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이 매달리어 있었다

날이 어두워지자

그는 앞서 가고 있었다

원한 강가 스와니

그리운

스티

｢스와니강｣(1977) 문87)

무척이나 먼

언제나 먼

스티 포스터의 나라를 찾아가 보았다

조그마한 통나무집들과

목들도 정답다 애틋하다

스티 을 찾아다니고 있었다

같이 한 잔 하려고.

｢꿈의 나라｣(1984) 문88)

｢쑥내음 속 동화｣에서 포스터의 ｢스와니강의 노래｣가 가장 먼 등장

한다.시인으로 추정되는 시 화자는 어렸을 때 '풍식'이가 하모니카로

연주하는 포스터의 ｢스와니강의 노래｣를 듣고 자랐다.하지만 요한

은 시인이 단순히 이 노래를 한 번 들은 것이 아니라,노래의 이름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귀에 못이 배기도록 매일같이 싫어지도록"들었다는

이다.이 노래를 김종삼의 '잊히지 않는 노래'로 보고자 할 때,이 노

래가 시인의 의지와는 상 없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풍식이의 연주 때문

이었다는 사실이 반 의 의견으로 제시될 수 있다.하지만 앞서 어른이

된 라이크가 유 교회당에서 뿔피리 소리를 듣고 어렸을 때 뿔피리 소

리를 들은 경험을 상기하듯이,김종삼 한 "자라나서 알고 본즉"이 곡

87)김종삼, 의 책,159면.

88)김종삼, 의 책,2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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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스와니강의 노래｣라는 것을 알게 된다.이는 그가 어렸을 때 노래의

작곡가나 곡명을 몰랐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 곡을 기억하고 살면서 반복

으로 상기시켰을 가능성을 암시한다.그러므로 각각의 시편들은 포스

터와 그의 곡을 언 하면서도 당시에 시인이 처한 상황,즉 자 내용

과 련을 맺고 있다.

우선 ｢쑥내음 속 동화｣에서 이 노래는 당시 어린 김종삼이 살던 곳과

그 곳의 사람들을 연상시킨다.이 '선율'은 "하늘 아래 편에 만들어지

는 능선 쪽으로 날아"가거나 "내 할 머니가 앉아 계시던 밭 이랑과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먼 거리를 만들어 주기도 하"기 때문이다.｢스와니강이

랑 요단강이랑｣에서는 시인으로 추정되는 한 소년은 노래에 등장하는 스

와니강과 요단강을 생각하며 상상력의 나래를 펼친다.'스와니강이랑 요

단강이랑 어디메 있다는'이야기를 들은 소년은 심심해지자 그러한 강이

있는 이국땅을 떠올려보는 것이다.

앞선 두 시편들에서 시 화자는 노래를 통해 자 쓰기를 한다

면,｢스와니강｣과 ｢꿈의 나라｣에서 시 화자는 노래의 작곡가 포스터를

그리워한다.우선 시편들 사이의 공통 을 살펴보면,｢스와니강이랑 요단

강이랑｣의 소년이 상상하는 '그림처럼 앞질러 가는 한 사람'은 ｢스와니

강｣에서 허리춤에 먹다만 술병을 메고 '앞서 가는'모습과 흡사하다는

에서 그 연 성을 발견할 수 있다.｢스와니강｣에서는 '스와니강가'에

서 포스터가 마시다만 술병을 메고 서 있는 모습이 묘사된다.그리고 나

아가 ｢꿈의 나라｣에서 시 화자는 '스티 포스터의 나라'를 찾아가기

에 이른다.

이러한 음악 강박증에 의한 자 쓰기의 강박증의 추동을 라꾸

라바르는 음악 기폭제(musicalpriming)라고 부른다.음악 강박증은

환청이 아닌 연상에 가깝다.이는 음악 연상이며,어느 순간에 어떠한

노래의 특정 부분이 들리는 것이다.이 반복은 자신이 원치 않지만 들린

다는 (involuntary)에서 강박 이고 고통스럽다.라이크의 경우 이 비

논리 인 상은 자신의 이러한 음악 강박증의 체험에 한 자

쓰기와 분석으로 이어졌다.결론 으로 음악에 한 이론화에 실패하지

만 라이크는 분석 듣기(analyticlistening)를 통해 자 쓰기를 시

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6

음악의 연상 작용의 한 로 라이크는 유 교회당의 한 노래가 그에게

로 하여 이상하면서도 묘한(uncanny)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주목

한다.그는 이 노래가 유 인의 종교 인 행사에서 세계 으로 연주

되는 음악인 것을 생각해 낸 후,이어서 그는 자신이 유년 시 이 곡을

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낸다.라이크는 이 유년 시 의 기억에서 그 당

시 그는 지 과 마찬가지로 음악을 들은 후 묘한 감정을 느 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꾸라바르는 이 목에서 어린 시 라이크가 노래의 가

사를 모르면서도 묘한 감정을 느 다는 에 주목하며,라이크의 연구가

기존의 로이트 식의 노래의 가사를 통한 정신분석학 분석이 아닌 새

로운 시도라는 것에 의의를 둔다.상술했듯이 김종삼 한 라이크처럼

음악에 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특정 음악에 한 경도를 보인다.더

불어 김종삼도 시편들에서 ｢스와니강의 노래｣에 한 연상을 통해 자

신의 어린 시 과 후기 시를 쓰는 재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 시편들을 더욱 심층 있게 보고자 할 때,이러한 음악 연

상성은 단순히 김종삼의 자 사실이나 작곡가를 다루는 것에서 한 걸

음 더 나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이들은 공통 으로 노래가 연상

시키는 음악의 세계를 묘사하며,이때 이 공간은 '먼'공간으로 그려진

다.앞선 시편들에서 시 화자는 시어 '먼'89)으로 공간을 수식하며 공

간을 형상화하고 있다.｢쑥내음 속 동화｣에서 이 ｢스와니강의 노래｣의 '

선율'은 사람들 사이의 '먼 거리'를 이루며,｢스와니강이랑 요단강이랑｣

에서 소년은 이 많이 내리는 날에 '먼 고장'을 생각한다.｢스와니강｣

의 마지막 행 '그리운//스티 '에서는 '스와니강가'에 서있는 스티 이

시 화자에게서는 먼 존재인 것을 알 수 있다.마지막으로 ｢꿈의 나라｣

에서는 시 화자가 '꿈'속에서나마 '무척이나 먼//언제나 먼//스티

포스터의 나라'를 찾아가는 것으로 그려진다.

89)김성조,앞의 ,2010.각주 3"김종삼의 소리 이미지는 체로 이곳( 실)이 아닌,

곳( 실,미지의 세계)을 지향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무척이나 먼/언제나 먼','

언덕 머','능선 쪽','머언 언덕가'등의 이미지가 바로 그것이다.이러한 소리에

한 지향은 외부공간에 한 탐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이는 김종삼의 도

피와 방향의 여정을 함축하는 기제가 된다."본고는 1장 1 에서 밝혔듯이,김성조의

'먼'소리의 이미지와 '외부공간에 한 탐색'과 련이 있다는 논의에는 동의하나,이

것이 '도피와 방향의 여정을 함축'한다는 것과는 다른 논의를 개한다.본고가 말하

는 '먼'음악의 세계는 기 시에서는 시인이 동경하는 작고한 술가가 있는 곳이지

만,후기 시에서 시인과 이러한 세계와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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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의 '먼'공간의 형상화를 통해 알 수 있는 '먼'공간의 특성은 (1)

유년의 기억,(2)이국성,(3)작고한 술가들을 들 수 있다.특히 이국

성은 이러한 '먼 공간'을 그리는 데 많은 역할을 담당하는 듯하다.서양

작곡가 포스터의 ｢스와니강의 노래｣,'조그마한 통나무집'과 ' 목들'이

가득한 '먼 고장'의 이국성은 시 화자의 '능선'과 '밭 이랑'이 있는 고

향과 소년의 ' 가집'의 풍경과 겹치어 독자에게로 하여 낯설음을 느

끼게 하여 환상 이고 비 실 인 공간을 연상하게 한다.90)

내용없는 아름다움처럼

가난한 아희에게 온

서양 나라에서 온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카드처럼

어린 양들의 등성이에 반작이는

진 깨비처럼

｢북치는 소년｣(1969)부분91)

작곡가 윤용하씨는

언제나 찬연한 꽃 나라

언제나 자비스런 나라

언제나 인정이 넘치는 나라

음악의 나라 기쁨의 나라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유품이라곤 유산이라곤

오선지 몇 장이었습니다

허름한 등산모자 하나 습니다

허름한 이부자리 한 채 습니다

몇 권의 책이었습니다

날마다 추모합니다.

90)장승원,앞의 ,51면.

91)김종삼,앞의 책,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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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합니다｣(1982) 문92)

이러한 '먼'공간의 특성들은 시어 '먼'으로 수식되지 않지만,｢북치는

소년｣과 ｢추모합니다｣를 비롯한 다수의 김종삼 시편에서 나타난다.우선

'내용 없는 아름다움'으로 유명한 김종삼의 표시 ｢북치는 소년｣에서는

유년 시 과 이국성이 두드러진다.이 시에서 '가난한 아희'는 ｢스와니

강이랑 요단강이랑｣의 소년을 연상시킨다.' 가집'에서 살면서 '먼 고장

'에 해서 상상하는 이 소년처럼,'가난한 아희'는 "서양 나라에서 온//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는다.이 둘은 공통 으로 한국에 있는

어린 아이가 노래나 크리스마스 카드 등의 서양의 문물을 하는 장면과

아이가 상상하는 '먼'공간을 묘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고에서 주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것은 ｢추모합니다｣에서 나타

나는 작고한 술가들이 존재하는 '먼'음악의 세계이다.여기서 시 화

자는 작고한 음악가 윤용하씨가 분명 '음악의 나라'에 있을 것이라고 말

한다.1연에서 그려지는 이 '음악의 나라'는 '언제나''찬연한 꽃나라','

자비스런 나라','인정이 넘치는 나라'로 묘사된다.이러한 이상 인 음

악의 세계는 2연의 실 세계와는 극히 비된다는 에서 '먼 곳'으로

생각할 수 있다.시인은 윤용하가 생 에는 '오선지'와 '허름한''등산모

'와 '이부자리','몇 권의 책'만을 소유했지만,죽음 후에는 이상 인 세

계에 있으리라고 '추모'하는 것이다.본질 으로 이러한 음악의 세계가 '

먼' 다른 이유는 이 '먼'음악의 세계를 이루는 자들이 작고한 술

가들이기 때문이다.시인에게 음악의 세계가 먼 이유는 자신이 유년의

시 로 돌아갈 수 없듯이,시인이 동경하는 술가들처럼 술 성취를

해내지도 죽지도 않았다는 에 기인한다.

이러한 작고한 술가들이 존재하는 '먼'음악의 세계와 시인 사이의

거리는 특히 김종삼의 기 시에서 두드러지며,시인의 음악에 의한 주

체의 자 쓰기는 시인이 이러한 아름답고 이상 인 세계에 진입이

거부되는 지 에서 이내 지를 겪는다.이때 지는 반복하자면 라꾸라

바르의 지의 개념이며,주체의 이 화를 의미한다.이때 주체는 주체의

이 화를 겪으며,이 인 형상을 면하게 되는 것이다.타자를 없애려

92)김종삼, 의 책,2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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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도 타자의 거울 이미지인 자아를 반복 으로 강화시키려 한다.이

는 라이크의 경우를 로 들자면,그가 스승 아 라함의 아버지 형상을

체하고자 하는 욕망이다.

라꾸라바르는 이에 한 분석에서,주체가 음악 강박증을 통해 자

쓰기를 행하는 ,주체는 와해되며 타자와 자아의 사이를 오간다

고 논의한다.93)이러한 과정 속에서 주체는 음악에 의해서 자 쓰

기를 행하면서도,이내 지를 통해 약화 단을 겪고,다시 강화시

킨다.이러한 지 속 주체의 이 인 형상의 면은 김종삼의 시에서

는 주제 으로는 시 화자가 어느 공간에 진입하는 것이 거 되는 시편

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이러한 실패 속 시인은 자기 자신을 '먼'

음악의 세계에 진입하지 못한, 실 세계 는 '주변부'에 치한 것으로

그린다.

그 다

비시일지라도 나의 직장은 시이다.

나는

진 깨비 날리는 질짝한 주변이고

가동 인

야간단조공창

｢제작｣(1982)부분94)

나의 무지는 어제 속에 잠든 망해(망해)쎄자아르 랑크가 살던 사원

주변에 머물 다.

( 략)

나의 하잘것이 없는 무지는

방 고호가 다니던 가을의 근교 길바닥에 머물 다.

( 략)

나의 하잘것이 없는 무지는

쟝 뽈 싸르트르가 경 하는 연탄공장의 직공이 되었다.

면되었다.

93) Aviram, Amittai F., Ibid., p. 214. 

94) 김종삼, 앞  책, 220면. 



50

｢앙포르멜｣(1969)부분95)

이러한 시인이 존재하는 '주변부'에 한 공간의 묘사는 다수의 시편

에서 등장하며,특히 ｢제작｣과 ｢앙포르멜｣에서 두드러진다.｢제작｣에서 '

나'는 자신을 '질짝한 주변'이라고 부르며,나의 직장은 '비시'라고 말한

다.이와 같이 '나'가 이상 인 음악의 세계가 아닌 그 주변에 있다는 사

실은 ｢앙포르멜｣에서 작고한 술가와 시 화자의 비를 통해 더욱 명

확하게 나타난다.'나의 무지'는 '쎄자아르 랑크가 살던 사원 주변에

머물며','방 고호가 다니던 가을의 근교 길바닥'에 머문다.마지막 연에

서도 '나'는 '쟝 뽈 사르트르가 경 하는 연탄공장의 직공'직업에서도 '

면'되고 만다.즉 ｢앙포르멜｣에서 작고한 술가들인 쎄자아르 랑크

가,방 고호,쟝 뽈 사르트르가 '먼'음악의 세계에 있다면,'나'는 그 세

계의 '주변'을 맴돌며 머물러 있는 존재이다.이러한 자 쓰기 속에

서 시인은 작고한 술가들과 자신을 시한 이 화된 주체의 형상을

면하며,자아가 타자를 체하는 것을 통해 자아를 강화시키려는 욕망을

보인다.

떡갈나무 잎사귀들의 언 리와 뿌롱드 빛깔의 과실들이 평탄하게

가득 차 있었다.

몇 개째를 집어 보아도 놓 던 자리가

썩어 있지 않으면 벌 가 먹고 있었다.

그 지 않은 것도 집기만 하면 썩어 갔다.

거기를 지킨다는 사람이 들어와

내가 하려던 말을 빼앗듯이 말했다.

당신 아닌 사람이 집으면 그럴 리가 없다고—.

｢원정｣(1957)부분96)

나 꼬마 때 평양에 있을 때

95) 김종삼,  책, 124면. 

96) 김종삼,  책,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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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병원이라는 큰 병원이 있었다

( 략)

실내에 색깔이 선명한

수의 상화가 걸려 있었고

하고 길다란 하얀 탁자 하나와 몇 개의 나무의자가 놓여져 있었다.

먼지라곤 조 도 찾아 볼 수 없었다

딴 나라에 온 것 같았다

자주 드나들면서

매끈거리는 의자에 앉아 보기도하고 과자조각을 먹으면서 탁자 에

뒹굴기도 했다.

고두기(경비원)한테 덜미를 잡혔다

덜미를 잡힌 채 끌려 나갔다

거기가 어딘 아느냐고

'안치실'연거푸 머리를 쥐어박히면서 무슨 말인지 몰랐다.

｢아데라이데｣(1982)부분97)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다비드상 아랫도리를 만져보다가

리인에게 붙잡 얻어터지고 있었다

｢내가 죽던 날｣(1982)부분98)

다시 말하자면,시인은 동경하는 한 작고한 술가들을 자신이

체하고자 하지만,그는 지의 순간에 음악의 세계로의 진입이 좌 된다.

이를 묘사한 시로는 ｢원정｣,｢아데라이데｣,｢내가 죽던 날｣등이 있다.이

세 편의 시에서는 시 화자가 이상 인 공간,'먼'음악의 세계를 연상

시키는 공간으로의 진입이 좌 되면서,주체의 이 화가 가장 명확해지

는 ' 지'의 순간을 보여 다.김종삼의 데뷔작 ｢원정｣에서 시 화자는

과수원으로의 진입이 거부당한다.그가 집어든 과일은 모두 '썩거나 벌

가 먹으며,'거기를 지키는 사람은 '당신 아닌 사람이 집으면 그럴 리

97)김종삼, 의 책,224~225면.

98)김종삼, 의 책,2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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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말하며 시 화자를 타박한다.이상 인 낙원을 연상시키는 이

과수원의 모든 존재는 시 화자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처럼 묘사된다.

｢아데라이데｣에서 시 화자는 경비원에 의해서 병원 안치실로의 진입

을 멈추게 된다.이 시의 시 화자는 어렸을 때 간 병원에서 멋모르고

'안치실'에 들어가게 된다.여기서 그려지는 안치실은 '먼지라고는 조

도 찾아볼 수 없는''딴나라'로 그려지며,어린 시 화자에게는 멋진 아

지트이다.하지만 이 시의 시 화자의 이러한 이상 인 공간으로의 진

입도 결국 ｢원정｣과 비슷하게 그곳을 지키는 '고두기'에 의해 멈춰진다.

마지막으로 ｢내가 죽던 날｣에 '나'는 '다비드상 아랫도리를 만져보다

가/ 리인에에 붙잡 얻어터'진다.이때 '다비드상'으로 표상되는 아름

다운 술과 음악의 세계로의 진입 한 ' 리인'에 의해 지당하는 것

이다.하지만 상술했듯이 이러한 지의 순간은 김종삼 시 세계의

기에 해당되는 것이며,시인의 자 쓰기는 후기 시를 진입하며 자

쓰기를 강화 유지된다.

뉴서울 컨트리 골 장에선

'빅톨 고'씨와 '발자크'씨가 골 를 치고 있다.

고개들을 뒤로 젖히고 다투기도 한다.

다툴 때마다 번쩍거리는 ' 고'씨의 시계 도 볼 만하다.

‘리드리히 쇼퍙’인 듯한 은이가 에서 시 을 들다가 들었던

물건을 메치기도 한다.

｢사람들｣(1978)부분99)

공고

오늘 강사진

음악 부문

모리스 라벨

미술 부문

폴 세잔느

99)김종삼, 의 책,1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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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부문

에즈라 운드

모두

결강

김 식, 놈의새끼들이라고 소리지름.지참한 막거리를 먹음.

교실내에 쌓인 두터운 먼지가 다정스러움.

김소월

김수 휴학계

래

김종삼 한 귀퉁이에서 서서 조심스럽게 소주를 나눔. 란데 로

그 주곡 제오번을 기다리고 있음.

교사.

아름다운 바논 골짜기에 있음.

｢시인학교｣(1977)부분100)

김종삼의 자 쓰기의 유지는 작고한 술가들의 형상화의 변화와

이에 따른 '먼'음악의 세계와 실 세계의 경계가 모호해짐으로써 가능

해진다.앞서 ｢앙포르멜｣과 같은 기 시에서 작고한 술가들은 개별

으로 호명되지만,후반기로 갈수록 이들은 서로 어울리며 공동체를 이루

는 모습을 보인다.｢사람들｣에서 작고한 술가들은 실 세계의 사람들

처럼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 다.'빅톨 고'씨와 '발자크'씨는 함께 골

를 치며,' 리드리히 쇼팡'같은 은이는 이들 에서 시 을 드는 것

이다.이에 나아가 ｢시인학교｣에서 술가들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으

로 그려진다.이보다 요한 것은 이때 김종삼은 이들과 같이 학교를 다

니며,멀게만 느끼던 다른 술가들과 어울리며 같은 공간에 존재하게

된다는 이다.작고한 술가들이 선생님이고 학생이 이 학교에서,김종

삼은 래와 함께 "한 귀퉁이에서 서서 조심스럽게 소주를 나" 다.

즉 김종삼의 기 시 세계에서 '먼',즉 시인이 치한 '주변부'가 아닌

100)김종삼, 의 책,1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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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이상 이고 아름다운 장소에 살 것만 같은 술가들을 서로 어울

리며 실 세계와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이에 따라 실 세계에 머물러

있던 김종삼도 이러한 작고한 술가들의 세계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김종삼이 후반기로 갈수록 질병,고

난,가난으로 철된 작고한 술가들의 생 의 모습을 다루는 것이다.

이러한 작고한 술가들의 형상화의 변화에 따라 시인 자신의 형상화

도 달라지는 지 을 고찰하기 해서는,라꾸라바르의 논의 반

재 을 차용할 수 있다.라이크는 자신의 연구의 과정에서 자신이 스승

과 오디푸스 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도식 으로 표

하자면 '라이크=스승'의 반 재 의 계에서,라꾸라바르는 라이크

가 스승에 한 반 재 을 통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자아는 의식을 통해 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자아에 한 이

해에 비추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101)라이크는 이를 정신분석학에

서 문의가 환자를 상담하면서 겪는 경험으로 비유하기도 한다.102)결

국 지,즉 주체의 이 화를 통해 약화되었던 주체의 자 쓰기는

다시 이러한 이 인 형상에 한 반 인 재 을 통해 자 쓰

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꾸라바르에 의하면 이러한 주체의 자

쓰기의 에서 본다면 모든 자서 은 결국 다른 이에 한 자서 이

라고 부른다.103)

마찬가지로 '김종삼=작고한 술가'의 반 재 의 계에서 시인은

작고한 술가들에 비추어 자신을 조명하며 자 쓰기를 지속시킨

다. 를 들어서 앞서 논의한 김종삼의 잊히지 않는 노래인 ｢스와니강의

노래｣의 작곡가 포스터가 등장하는 ｢스와니강｣과 ｢꿈의 나라｣에서 '김종

삼=포스터'의 반 재 의 계를 고찰할 수 있다.이 시편들은 포스

터와 그의 알코올 독과 련이 있다.｢스와니강｣에서 포스터의 "허리

춤에는 먹다 남은/술병이 매달리어 있었다"라고 묘사되어 있으며,｢꿈

의 나라｣에 각주로 붙어있는 단문도 포스터가 알콜 독으로 인해 요

한 사실을 뒷받침해 다.

101)Lacoue-Labarthe,Philippe,Ibid.,p.165.

102)Ibid.,p.166.

103)Ibid.,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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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도 볼 강 아마데우스 모짜르트처럼 란츠 슈베르트처럼 애석하게

도 은 나이에 죽었다.알콜 독으로 폐인이 되어서 방황하다고 죽었

다.그가 남긴 가곡들은 애련하기도 하고 우아하기도 하고.104)

단편 이지만 이 단문에서도 '포스터:모차르트와 슈베르트'의 반

재 을 엿볼 수 있다.시인은 모차르트와 슈베르트처럼 포스터가 요 한

사실을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이다.이보다 요한 것은 김종삼 자신이

포스터처럼 알코올 독 환자 다는 사실이다.이 경우에 반 재 의

모습은 단순한 것이지만,이는 후기 시로 갈수록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띤

다.즉 김종삼의 반 재 을 통한 자 쓰기의 유지는 후기 시에

서의 시 세계의 몇몇 변화와 함께 고찰할 수 있다.이에 해서는 앞서

말한 김종삼이 작고한 술가들과 가까워지는 계와 더불어 시인의 죽

음에 한 태도와 시인 의식 등을 꼽을 수 있다.이는 특히 그가 부분

의 후기 시를 투병 에 썼다는 과 련이 있다.'먼'음악의 세계에

있던 작고한 술가들의 가난과 고난을 그리면서 그들이 실 세계

에 가까워지는 동시에,시인은 자신의 투병을 비롯한 고통을 말하며 자

신과 작고한 술가들을 동일시한다.

하지만 라이크의 경우에서 그는 반 인 재 을 통해 스승을 자신의

경쟁상 로 보았다면,김종삼은 이러한 반 인 재 을 통해 작고한

술가들과 '벗'의 계로 나아간다.이와 더불어 시인은 자신이 직면한 실

제 인 죽음을 받아들이며, 실 세계 속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기

에 이른다.이는 후기 시로 갈수록 도드라지는 그의 시인 의식에 한

시편들로써 나타난다.

3.‘ 지’이 과 ‘ 지’의 순간의 음악과 주체

3.1.음악을 통한 타인의 죽음에 한 애도

상술했듯이 음악 강박증이 주체의 자 쓰기를 불러일으키는 상

104)김종삼,앞의 책,2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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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생성 인 계에서 음악의 특성은 두 가지이다.그것은 반복성 이

론화될 수 없음이다.이는 음악에 한 이론화를 시도했던 라이크가 그

의 연구에서 자 쓰기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설명해 다.

음악 기폭제에 의해서 시작된 주체의 자 쓰기의 과정은 필수

으로 지 혹은 주체의 이 화를 겪지만,결국 주체는 이 화된 주체를

면하고 반 재 을 통해 자아는 타자를 조명하며 자 쓰기를

지속한다.이 에서는 본격 으로 음악을 주제로 삼는 시편들을 통해,

이러한 반 재 의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불 듯 돌 쫗는 소리가 나느니라 아비의 귓 을 스치는 찬바람이 솟아나

느니라

늬 속에 넣었던 악기로다

넣어 주었던 늬 피리로다

잔잔한 온 리

늬 어린 모습이로다 아비가 애통하는 늬 신비로다 아비로다

( 략)

돌 쫗는 소리가

간혹 나느니라

( 략)

늬가 노닐던 뜰 에

어린 목들 사이에

신기와 같이 반짝이는

늬 피리 에

나비가

나래를 폈느니라

하늘 나라에선

자라나면 죄 짓는다고

자라나기 에 데려간다 하느니라

죄많은 아비는 따 우에

남아야 하느니라

방울 달린 은피리 둘을

만들었느니라

정성 드렸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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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늬 속에

하나는 간직하 느니라

아비가 살아가는 동안

만지작거리느니라

｢음악｣(1968)부분105)

｢음악｣은 음악 혹은 악기를 통해 '아버지:죽은 아이'의 반 재

의 계를 보여 다.이 시는 김종삼의 작품 보기 드물게 긴 시에 속

하며,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단편 이나마 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요약

하자면 죽은 아이의 아버지는 방울 달린 은피리를 두 개 만들어 하나는

죽은 아이의 속에 넣고 하나는 자기가 간직한다.일반 으로 비슷하

거나 같은 모양의 사물을 서로 나 어 가지는 행 는 비록 서로는 멀리

떨어져있더라도 사물을 간직하는 것을 통해 서로를 기억하겠다는 의미를

띤다.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은피리를 통해 죽은 아이를 기억하겠다는 다

짐은 그가 마지막 연에서 살아가면서 이 악기를 '만지작거리'겠다는 약

속을 하는 것에서도 뒷받침된다.이때 은피리는 아버지의 에서 반

인 재 을 통해 죽은 아이를 기리는 것을 가능 하는 요한 사물의

역할을 가진다.그러므로 죽은 아이에 한 반 재 은 시에서 등장

하는 은피리의 모습을 통해 살필 수 있다.

은피리의 첫 등장은 3연의 "불 듯 돌 쫗는 소리가 나느니라 아비의

귓 을 스치는 찬바람이 솟아나느니라/늬 속에 넣었던 악기로다/넣

어 주었던 늬 피리로다"라는 목이다.여기서 '돌 쫗는 소리는''불 듯

'들리어 오는 것이며,앞서 논의했던 음악 기폭제의 역할을 한다.더

욱이 이 음악의 반복 인 특징은 시 간의 "돌 쫗는 소리가/간혹 나느

니라"에서도 나타난다.이는 아버지의 의지와 상 없이 '불 듯'들려오

는 잊히지 않는 노래로서 아버지의 자 쓰기를 추동시키는 역할을

한다.음악에 의해서 시작된 아버지의 '자 쓰기'는 우선 '찬바람'

을 연상시키고 이후 '늬 속에 넣었던 악기'를 연상시킨다.

그런데 요한 은 이 악기가 죽은 아이의 속에 '넣어 주었던 피

리'라는 에서 아버지가 실제 으로 만질 수 있는,자신이 간직한 은피

105)김종삼, 의 책,103~1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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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아니라는 이다.즉 시의 마지막 연에서 알 수 있는 아버지가 두

피리를 만들었으며 하나는 아이의 속에 넣고 하나는 아버지가 간직했

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아마 3연에서 아버지는 자신의 은피리를 만지

작거리면서 이를 아이의 속에서 넣은 은피리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자신의 은피리를 죽은 아이의 속에 넣은 은피리와 동일시하는 행 의

의미는 이어지는 "늬 어린 모습이로다 아비가 애통하는 늬 신비로다 아

비로다"라는 목을 통해 드러난다.이 행에서는 '늬 어린 모습','아비

가 애통하는 늬 신비','아비'가 병치된다.마치 자신의 은피리를 아이의

은피리처럼 생각하듯이,이 행동을 통해 아버지는 죽은 아이의 '어린 모

습',즉 '아비가 애통하는 늬 신비'를 보기도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즉

'아비'를 본다.

이와 같이 아이의 모습을 생각하지만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은 반 재 으로 볼 수 있다.이러한 '아버지=죽은 아이'의 반

재 인 병치는 앞서 '시인=죽은 동생'의 계를 연상시키며,산 자가

죽은 자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죽음 혹은 삶에 한 자 쓰기를 하

는 것의 의미를 띤다.이러한 타인의 죽음에 한 애도를 통해 자신의

죽음에 한 애도는 ｢음악｣의 8연에서 "자라나면 죄 짓는다고/자라나기

에 데려간다 하느니라/죄많은 아비는 따 우에/남아야 하느니라"에서

다시 아직 '자라나기 '인 죽은 아이가 하늘에 간 것과 '죄 많은 아

비'가 땅 에 남는 병치에서도 확인된다.

이 듯 음악에서 비롯된 반 재 을 통해 산자가 죽은 자의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라꾸라바르가 다루는 라이크의 경우에서도 등장한

다.시 속 아버지가 '돌 쫗는 소리'에 한 음악 강박증에 의해서 자

쓰기를 하듯이,라이크는 말러교향곡 2번이 자신에게 미치는 막

한 향에 한 의문으로 그의 연구를 시작한다.결론 으로 라이크는

로이트식의 분석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그의 연구의 첫 시도는 우선

로이트식의 가사를 통한 언어상의 정신 분석이었다.이를 해 라이크

는 작곡가 말러 자신이 남긴 을 분석한다.작곡가 말러는 음악이

(text)에서 종속되는 것을 거부했지만,모순 으로 자신의 교향곡 2번이

따를 두 개의 음악 로그램을 남겼다.106)라꾸라바르는 이 두 로그램

106)Lacoue-Labarthe,Philippe,Ibid.,pp.19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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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확한 내용은 요하지 않지만,클래식 음악의 통에서 볼 때 그

두 내용은 결국 한 웅의 삶과 운명에 한 것이라고 짐작한다. 웅의

죽음에 한 말러교향곡 2번은 결국 '왜 죽음인가?','삶의 의미는 무엇

인가?'와 같은 형이상학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는 라꾸라바르가 논하는 강박 인 자 쓰기에 속하는,즉 강박

이면서도 나르시스 인 질문하기의 스타일을 띤다.라이크는 이 두

로그램을 비교하기에 이르는데,여기서 요한 것은 가사 인 내용보다

그 서술 형식이다.첫 번째 로그램은 통 인 형식의 3인칭 서술 기

법을 사용하고 있지만,두 번째 로그램은 좀 더 복잡한 일인칭 서술기

법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꾸라바르는 말러교향곡 2번을 앞서 말한 것

처럼 한 웅의 삶과 죽음에 한 '서술',더욱이 ' 기'로 볼 수 있다면,

이 두 번째 로그램의 일인칭 서술은 단순한 '자서 '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타자에 한 기'(allobiography)에 가까워진다고 말한

다.107)

라이크는 두 번째 로그램은 3인칭 서술을 통한 ' 웅의 삶에 한

재 '이 아니라 '산 자의 생각을 반 '하는 것이라고 표 하며,라꾸라바

르는 '자 쓰기'란 결국 반 재 을 통한 '타자에 한 기쓰

기'로 본다.즉 산 자가 장례식에서 돌아오면서 죽은 자의 삶에 해 추

억하는 것을 통해 '왜 당신은 살았는가?','왜 당신은 고통 받았나?','삶

의 의미는 무엇인가?'와 같은 형이상학 질문을 던지고 교향곡의 마지

막 장에서 답하는 식이다.이는 한 사람의 삶과 감정이 한 구경꾼에 의

해서 찰되는 것과 같으며,이 찰자는 이러한 형이상학 생각을 죽

은 이의 삶에 한 평가와 매듭짓는 것과 같다.라이크는 문학을 통해

다른 비유를 들고자 (1)일반 인 일인칭 서술 기법과 (2) 국 작가

리엄 서머싯 몸(SomersetMaugham)이 자주 사용하는 일인칭 서술

기법을 비교한다.

여기서 후자는 일인칭 서술을 유지하지만,서술자가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에게 그동안 일어난 자신의 삶에 해 이야기하는 형식이다.이는

분명한 일인칭 서술이지만,이때 '나'는 단순히 '서기'(書記)이거나 '목격

자'일뿐이다.왜냐하면 이때 일종의 지가 일어나기 때문이다.앞에서

107)Ibid.,p.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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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 것처럼 지에서는 형상의 이 화가가 일어나는 데,일인칭 서술자

는 정신 으로 'I'와 'Me'라는 두 형상으로 분리되는 것이다.즉 '서술하

는 나'와 '연기하고 고통 받는 나'로 나 어지는 것이다.108)

라꾸라바르는 이러한 라이크의 생각이 왜 그토록 말러교향곡 2번이 라

이크에게 매혹 이었는지 답해 다고 말한다.다른 이의 죽음은 결국 언

제나 자기 자신의 죽음 아래에 치하며,모든 음악은 결국 자기 자신의

죽음을 한탄하는 것이다.역으로 거꾸로 '기쁘고','가볍고','즐거운'노

래는 이러한 '한탄'을 도치시키는 것이며,자기 자신의 생을 찬하는

것이다.이는 로이트가 말하는 자기 자신의 죽음은 재 할 수 없는 것

이기 때문에 무의식은 결국 불가피한 죽음을 거부하지만,자아는 상황과

형상과 같은 매개를 통해 죽음에 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과도 련이

있다.109)결국 라꾸라바르가 말하는 음악이 매혹 이고 감동 인 이유는

모든 음악이 결국 자기 자신의 죽음에 한 애도이기 때문이다.110)

몇 그루의 소나무가

얕이한 언덕엔

배가 다니지 않는 바다,

구름 바다가 언제나 내다 보 다

나비가 걸어오고 있었다

여야만 하는 생각들이 다가오는 낮이 되었다.

어제의 나를 만나지 않는 날이 계속되었다.

( 략)

어느 치엔

가 그린지 모를

풍경의 배음이 있으므로,

나는 세상에 나오지 않은

악기를 가진 아이와

108)Ibid.,p.192.

109) Sigmund Freud,『Thoughts for the Time on War and Death』 Standard

Edition,vol.14,pp.273-300.Lacoue-Labarthe,Philippe,Ibid.,pp.192-193에서 재

인용.

110)Ibid.,pp.19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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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쥐고 가고 있었다.

｢배음｣(1968)부분111)

싱그러운 거목들 언덕은 언제나 천천히 가고 있었다

나는 구나 한번 가는 길을

어슬 어슬 가고 있었다

세상에 나오지 않은

악기를 가진 아이와

손쥐고 가고 있었다

무 조용하다

｢풍경｣(1982) 문112)

｢음악｣과 마찬가지로,｢배음｣과 ｢풍경｣에서는 산 자가 죽은 자에 한

애도를 통해 자기 자신의 죽음을 애도하는 양상이 확장된다.라꾸라바르

가 말하는 음악처럼 여기서 음악은 우선 으로 산 자가 죽은 자를 기리

는 것이지만,그 근 에는 산 자가 반 재 을 통해 자기 자신의 죽

음을 애도하는 것이 존재한다.이 세 시에서는 시 화자가 죽은 아이를

통해 자신의 죽음을 애도한다.이를 악하기 해서는 세 시편의 공통

부터 살펴야 한다.우선 ｢배음｣과 ｢풍경｣의 마지막 연과 3연에 각각

등장하는 반복 인 문구 "세상에 나오지 않는/악기를 가진 아이와/손

쥐고 가고 있었다"를 주목할 수 있다.여기서 이 '세상에 나오지 않은

악기를 가진 아이'를 ｢음악｣의 '죽은 아이'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

다.그 이유는 우선 ｢음악｣,｢배음｣,｢풍경｣이 비슷한 시 배경을 공유

하고 있기 때문이다.｢음악｣의 "어린 목들 사이에/신기와 같이 반짝

이는/늬 피리 에/나비가/나래를 폈느니라",｢배음｣의 "몇 그루의 소

나무가/얕이한 언덕엔/배가 다니지 않는 바다,/구름 바다가 언제나 내

다 보 다//나비가 걸어오고 있었다",｢풍경｣의 '싱그러운 거목들'이 묘

사하는 풍경은 공통 으로 나무와 나비가 존재하는 풍경을 시 배경으

111)김종삼,앞의 책,99면.

112)김종삼, 의 책,2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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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고 있다.

한 ｢배음｣과 ｢풍경｣의 시 화자가 자신의 죽음을 상상하는 행동은

｢음악｣의 아버지의 그것과 응된다.｢배음｣과 ｢풍경｣의 시 화자는 이

러한 시 배경의 묘사 후,각각 "어제의 나를 만나지 않는 날이 계속되

었다."와 "나는 구나 한번 가는 길을/어슬 어슬 가고 있었다"라고

말하며,시 화자가 자신의 죽음에 해 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

하고 있다.더욱이 이들의 죽은 아이의 죽음을 통한 반 재 을 보여

주는 결정 인 공통 은 ｢배음｣과 ｢풍경｣의 각각의 마지막 연에서 '세상

에 나오지 않은 악기를 가진 아이'와 '손을 쥐고 가는 행 '와 ｢음악｣의

아버지가 자신의 피리를 '만지작거리'는 행 에서 드러난다.

다만 ｢음악｣이 반 재 의 '과정'을 보여 다면,｢배음｣과 ｢풍경｣

은 반 재 의 '결과'를 강조하는 차이 이 존재한다.｢음악｣에서 은

피리가 '아버지=죽은 아이'의 반 재 의 계를 보여주는 데에 핵심

인 역할을 한 반면,｢배음｣과 ｢풍경｣에서 아이의 '세상에 나오지 않은

악기'는 각각의 시에서 마지막 연에서 지시 등장한다.다시 말하자면

｢음악｣은 아버지가 자신의 은피리를 만지작거리며 죽은 아이의 은피리를

생각하고 이후 아이를 생각하며 자신을 생각하는 반 재 의 '과정'

자체에 집 했다면,｢배음｣과 ｢풍경｣에서는 이러한 반 재 의 '결과

'인 자신의 죽음에 한 애도가 더욱 주요하게 다 진다.그러므로 이

두 편의 시들에서 자신의 죽음에 한 애도가 반 재 에 의한 것이

라는 사실은 마지막 연에서 시 화자가 '세상에 나오지 않은 악기를 가

지 아이'와 손을 쥐고 가는 상징 인 행 로써 드러난다.

이 듯 자 쓰기를 추동시키며, 지시키며,지속시키는 역할 이

에,음악은 주체의 존재 조건이다.음악의 이러한 요성을 논의하기

해서는 역설 으로 주체의 자 쓰기에 필수 인 음악이 없을 때,

즉 '없음으로써 있음'을 통해 그 요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3.2.주체의 자 쓰기를 통한 주체의 죽음에

한 액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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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에서 본 몇 집 밖에 안 되는 화사한 소읍을 지나면서

아름다리 나무보다도 큰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내일에 나를 만날 수 없는

미래를 갔다

소리없이 출 이는 물결을 보면서

돌부리가 많은 야를 지나

｢생일｣(1968) 문113)

김종삼의 시에서 음악 혹은 소리의 부재를 다루고 있는 시로는 ｢풍경

｣,｢생일｣,｢샹펭｣을 들 수 있다.우선 ｢풍경｣과 ｢생일｣의 비교를 통해

음악의 부재가 주체의 존재 조건으로서 실 세계가 아닌 '꿈'의 풍경을

묘사하는 것을 고찰해보자.이를 해서는 ｢생일｣의 시 화자와 ｢풍경｣

의 시 화자가 '꿈'과 같은 풍경을 배경으로 자신의 죽음에 한 상상

을 하고 있는 것을 비교할 수 있다.이 둘은 모두 실 세계에서는 불가

능한 일을 행하고 있다.｢풍경｣의 시 화자가 "어제의 나를 만나지 않

는 날이 계속"겪듯이,｢생일｣의 시 화자는 "내일에 나를 만날 수 없

는/미래를"가고 있기 때문이다.｢생일｣의 시 화자는 ｢풍경｣의 시

화자처럼 음악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상상하며 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서 이러한 '꿈'과 같은 풍경에서 시 화자가 듣는 것을 살펴보자.

앞서 논의한 ｢풍경｣에서는 마지막 행 " 무 조용하다"를 통해 시 화자

가 마치 꿈에서처럼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마찬가

지로 ｢생일｣에서도 시 화자는 '소리없이 출 이는 물결'을 주시하며,

이는 시 화자가 겪고 있는 환상 인 체험을 뒷받침하고 있다.이러한

음악의 부재는 시 화자가 겪고 있는 자신의 죽음에 한 애도가 실제

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 꿈과 같은 상상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즉 음악

은 주체의 존재 조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상 속에서는 부재하고 있는

것이다.

113)김종삼, 의 책,1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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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의 부재와 이를 통한 '꿈'과 같은 애도의 풍경은 라이크의 분석에

서도 등장한다.그는 말러가 남긴 말러교향곡 2번의 두 로그램을 더욱

심층 으로 분석하기에 이르는데,라꾸라바르는 이 연구를 통해 음악이

곧 주체의 존재 요건이라고 주장한다.라이크는 말러교향곡 2번의 1장의

장례식을 잇는,두 로그램의 2장과 3장의 역할을 비교한다.첫 번째

로그램에서 2장과 3장은 웅의 삶을 되짚는 '막간'의 역할을 하는데,두

번째 로그램에서는 같은 맥락이지만 특히 죽은 자와 보냈던 '행복했던

시간의 추억'을 강조한다.라이크는 말러가 남긴 이러한 로그램의 세

부사항을 상세히 인용한다.두 번째 로그램에서 서술자 혹은 목격자인

일인칭 서술자는 이러한 '추억'을 상기하는 데,라꾸라바르는 이 장면에

서 음악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상하면서도 묘한(uncanny)느낌을 다고

말한다.114)

당신은 당신에게 가까웠던 한 사람의 장례식에서 돌아가는 길이다.갑자

기 의 이미 지나간,행복했던 한 시간의 이미지가 떠올랐다.이 이미

지의 효과는 한 기 햇살과 같은 것이다.당신은 방 일어났던 일은 거

의 잊어버릴 수 있다.하지만 이 백일몽을 꾸는 자가 환상에서 깨어나

실로 돌아올 때 느끼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원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활기는 어떠한 춤추는 형상들의 움직임처럼 섬뜩할 수 있다.이 춤추는

형상들은 조명이 밝 진 무도장에 있으며,당신은 어두운 밤 속에서 그들

을 바라보고 있다.하지만 당신은 그들로부터 무 멀어서 음악을 들을

수 없다.이때 춤추는 커 의 회 과 움직임은 무의미하다.왜냐하면 리

듬 단서(rhythm clue)가 없기 때문이다.115)

라꾸라바르는 이 장면을 이른바 주체의 '부활'의 장면이라고 칭한다.

다르게 말하자면 주체가 타인의 죽음을 통해 애도했던 자신의 죽음을 '

망각'하는 장면이기도 하다.이는 로이트가 말하듯이 사실 아무도 자

기 자신의 죽음을 믿지는 않기 때문이다.다시 라꾸라바르가 이 장면의

이상하면서도 묘한 느낌에 한 논의로 돌아가자면,그 이유는 음악이

부재 혹은 '심연에 놓여져 있기'(mise-en-abyme)때문이다.이러한 음

114)Lacoue-Labarthe,Philippe,Ibid.,p.193.

115)TheodorReik,Ibid.,p.253.Lacoue-Labarthe,Philippe,Ibid.,p.19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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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존재 자체도 이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음악이 자기 자

신의 부재를 알리고 한 자기 자신이 인지할 수 없는 것임을 알리는 역

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이때 음악은 상술했듯이 실제 인 '소리'라

기보다는 반복 이며 이론화할 수 없는 '리듬'을 뜻한다.이 장면은 리듬

이 다시 한 번 시각 인 것이 아닌,시각을 벗어나 시각 이 에 존재하

는 것임을 상기시킨다.

리듬은 반복 이며 정기 인 춤동작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장면에서는 리듬의 부재로 인해 춤은 무질서하며 형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즉 리듬은 형상 인 혹은 시각 인 것 이 에 존재하

며,시각 인 것을 조정(condition)한다.리듬의 '반복'의 역할은 시간

인 통제이며, 실재(real)가 수립되고 인지될 수 있는 다양화

(diversification)의 도구이다.이 리듬은 시각 인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제 하에,이 리듬의 반복은 리듬을 본뜨는(imitate)춤의 반복을 가능

하게 하는 것이다.이러한 리듬의 부재는 곧 비모사(non-mimetic.非模

寫)와 모사(mimetic)를 나 는 '반복'이라는 구분의 부재이다.116)반 로

생각하면 이러한 리듬의 부재를 통하여 그려지는 것은 결국 무(nothing)

이다.이 무의 효과는 이상화(異常化)이며 묘하게 하는 것(unheimliche)

이며,이는 기본 인 나르시스 인 장담( 를 들어 '나는 죽지 않았어'

혹은 '나는 살아남을 거야.)을 흔들리게 한다.리듬의 이러한 상상과 실

재,허구와 실재 사이의 구분,즉 이 화 없이는,이러한 '기본 인 나르

시시즘'은 반 재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혼란을 겪고 흔들린다.이

러한 의미에서 리듬은 주체의 존재요건인 것이다.117)

어느 산록 아래 평지에

한 방갈로 한 채가 있었다

사방으로 펼쳐진

잔디밭으론

가즈런한

나무마다 제각기 이 거리는

색채를 나타내고 있었다

116)Ibid.,pp.193-194.

117)Ibid.,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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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잔느인 듯한 노인네가

커피 칸타타를 즐기며

벙어리 아낙네와 손짓으로 화를 나 고 있었다

가까이 가 말참견을 하려 해도

거리가 좁히어지지 않았다

｢샹펭｣(1982) 문118)

이러한 음악의 부재가 주는 이상한 느낌은 ｢샹펭｣의 시 화자가 겪는

느낌을 연상시키지만,동시에 김종삼이 그리는 음악의 부재의 장면은 라

꾸라바르의 논의와는 달라지는 특수성이 있다.｢생일｣의 시 화자와 마

찬가지로 ｢샹펭｣의 시 화자는 자신의 죽음을 상상하는 데,이는 작고

한 술가가 존재하는 음악의 세계를 상상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샹펭｣이 음악의 부재를 그리는 ｢풍경｣과 ｢생일｣과 다른 지 은

｢풍경｣과 ｢생일｣의 시 화자가 한창 자신의 '죽음'혹은 꿈속의 풍경에

완 히 빠져있는 반면,｢샹펭｣은 이러한 상상 인 '죽음'을 마치고 실

세계로 돌아오는 '부활'이 시작되는 순간을 포착한다.그러므로 ｢샹펭｣

의 음악의 부재가 시 화자에게 주는 혼란스러움은 ｢풍경｣과 ｢생일｣의

그것보다 더욱 강력할 수밖에 없다.시 화자는 작고한 술가의 환상

인 음악의 세계와 자신의 실세계의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이

다.

1연에서 시 화자는 아직 음악의 세계에 존재한다.그는 '어느 산록

아래'에 있는 '방갈로 한 채'와 이를 둘러싸는 아름다운 풍경에 해 묘

사한다.2연에서 시 화자는 이러한 아름다운 음악 세계 속 작고한

술가와 화하고자 하지만 이는 불가능하다.그는 "세잔느인 듯한 노인

네가/커피 칸타타를 즐기며/벙어리 아낙네와 손짓으로 화를 나 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도 이에 동참하려 하지만,"가까이 가 말참견을 하

려 해도/거리가 좁히어지지 않"는다.'세잔느인 듯한 노인네'와 '벙어리

아낙네'는 수화를 통해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이 장면은 조용한 것으로

생각된다.하지만 라이크가 인용한 장면에서 '리듬 단서'가 없다는 사실

은 춤의 무질서를 통해 드러나는 반면,이 시에서 음악의 부재는 시

118)김종삼,앞의 책,2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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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가 자신이 이들과 소통할 수 없음을 통해 드러난다.시 화자는 그

의 화의 방법인 '말참견'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가려 하지만,수화를

통해 소통하고 있는 그 둘과의 '거리'는 '좁히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

시 화자는 앞선 라꾸라바르가 말하는 '부활'의 장면의 서술자처럼 단

순히 음악을 들을 수 없는 것에서 나아가,'들을 수 없음'과 더불어 '말

할 수 없음'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 으로 이 풍경에 시 화자가 참가 하지 못한다는 것,즉 진

입이 거부된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에서 앞서 논의한 ｢원정｣,｢아

데라이데｣,｢내가 죽던 날｣일련의 시편들을 상기시키기도 한다.하지만

세 한 구분에 의하면,｢샹펭｣은 이 시편들과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원정｣,｢아데라이데｣,｢내가 죽던 날｣에서는 시 화자가

음악의 세계를 진입이 거부된 후,즉 '죽음'에서 완 히 '부활'해 실

세계로 돌아온 지 을 그린 반면 ｢샹펭｣의 시 화자는 아직 음악의 세

계 속,즉 자신의 죽음에 한 상상 속에서 이제 막 깨어나는 찰나를 그

리고 있다.즉 ｢원정｣,｢아데라이데｣,｢내가 죽던 날｣에서 시 화자는

지 혹은 주체의 이분화를 겪은 후지만,｢샹펭｣의 시 화자는 이러한

지를 겪기 이 이다.다시 말하자면,앞선 시편들에서 주체는 작고한

술가들을 자신이 체하고자 하는 것을 시도한 후 실패를 통해 이분화

를 겪지만,｢샹펭｣의 시 화자는 아직 음악의 세계 속에서 자신을 작고

한 술가와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는 자가 시 화자들이 자

신이 음악의 세계에서 실 세계로 돌아온 후 진입이 거부당한 사실에

의해 어떠한 쓸한 감정을 암시하는 반면,후자의 시 화자는 아직 음

악의 세계 속에서 실 세계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진입이

실패한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

4.‘ 지’이후의 음악과 주체의 상호 생성

4.1.자 쓰기를 일으키는 주체의 존재 조건

김종삼의 시에서 음악이 자신의 죽음에 한 애도이며 주체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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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라면,그의 시 세계의 다른 요 요소인 죽음의 의미는 후기

시의 변모의 맥락에서 고찰할 수 있다. 기 시의 음악의 세계와 실

세계의 이분법 인 공간의 구분 속에서 시인은 작고한 술가들을 애도

하며 경쟁상 로 의식하는 반면,후기 시에서는 이러한 이분법 인 구분

이 모호해짐에 따라 김종삼은 작고한 술가들을 가까운 친구로 인식하

는 것이다.이러한 변화와 그 의미를 포착하기 해서는 우선 후기 시에

서 나타나는 공간의 변화를 주목한다.작고한 술가들에 한 시편은

기 시에서 아름다운 음악의 세계를 반 하지만,후기 시로 갈수록

술가들이 실 세계에서 겪었던 가난과 고난을 주로 다루는 모습으로 변

모한다.

새로 도배한

삼칸 옥 한칸 방에 묵고 있었다

시계가 없었다

인력거가 잘 다니지 않았다.

하루는

도드라진 차길 으로 챠리 챠 린씨와

나운규씨의 마라돈이 다가오고 있었다.

김소월씨도 나와서 구경하고 있었다.

(생략)

｢왕십리｣(1969)부분119)

김소월 사형

생각나는 곳은

미개발 왕십리

난 두어서넛 풍기던 삼칸 옥 하숙에다 해질무렵 탁배기 집이외다

는 흥정은 드물었으나 손때가 묻어 정다웠던 들보가 있던 잡화상집

이외다.

｢장편｣(1976) 문120)

119)김종삼, 의 책,113면.

120)김종삼, 의 책,1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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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와 ｢장편｣둘 다 김소월을 이상 이고 아름다운 음악의 세계

가 아닌, 실 세계의 '왕십리'에 치시킨다.이러한 변모는 상술한 ｢추

모합니다｣의 이상 인 음악의 세계와 허름한 실 세계의 비에서도 나

타난다.후기 시로 갈수록 작고한 술가들이 연상시키는 공간은 이상

인 음악의 세계이면서도 가난과 고난이 가득한 실 세계와도 겹쳐진다.

｢왕십리｣의 시 화자는 왕십리의 '삼칸 옥 한칸 방'에 묵고 있는 것으

로 그려지는데,이곳은 '시계'도 없고 '인력거'도 잘 다니지 않는다.이

러한 비루한 실 세계는 김종삼의 기 시에서는 마냥 아름답고 이상

인 '먼'음악 세계와는 비되는 곳이며,오히려 시인이 자신을 치시키

는 실 세계 혹은 '주변부'의 공간에 가까운 곳이다.

하지만 후기 시의 변화와 함께,이 실 세계의 공간에 시인과 더불어

작고한 술가들이 함께 치된다.이는 상술한 작고한 술가들의 공동

체화를 동반한다. 기 시에서 시인은 작고한 술가를 개별 으로 호명

했다면,상술한 ｢시인학교｣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왕십리｣에서는 작

고한 술가들인 '챠리 차 린씨','나운규씨','김소월씨'가 시 화자와

함께 왕십리에 사는 것으로 그려진다.｢왕십리｣에서는 우선 장소 '왕십

리'가 호명된 후에 이 장소에 작고한 술가들을 치시킨다면,｢왕십리

｣와 내용상 유사성을 보이는 ｢장편｣에서는 역으로 작고한 술가 '김소

월씨'가 시 화자로 하여 '왕십리'를 연상하게 한다."김소월 사형/

생각나는 곳은/미개발 왕십리"라는 목에서,시 화자는 '김소월 사형

'과 '미개발 왕십리'를 병치하며 김소월을 명확히 실 세계에 치시킨

다.이와 같이 음악의 세계의 작고한 술가를 실 세계에 치시키는

것은 음악의 세계와 실 세계의 경계를 무 뜨리는 동시에,시인이 사

는 실 세계를 달리 보이게 한다.

기 시에서 실 세계는 음악의 세계에 진입에 실패한 시인이 려나

서 머물게 되는 '주변부'라면,후기 시에서 실 세계는 작고한 술가들

이 비록 가난과 고통을 겪은 곳이지만 정 인 시선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왕십리｣와 ｢장편｣에서는 모두 '삼간 옥 한칸 방'혹은 '삼칸

옥 하숙'이 등장한다.상술했듯이 ｢왕십리｣에서는 시 화자가 왕십리

에 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면,｢장편｣은 시 화자가 자신과 작고한

술가들이 치되는 이러한 실 세계에 한 따뜻한 시선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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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편｣에서 시 화자에게 이 '왕십리'라는 공간은 "난 두어서넛 풍기

던 삼칸 옥 하숙에다 해질무렵 탁배기 집이외다/ 는 흥정은 드물었으

나 손때가 묻어 정다웠던 들보가 있던 잡화상 집"이다.자신의 '손때'

가 묻었고 무척이나 가까운 이 실 세계는 이제 시인이 음악의 세계에

진입해지 못해 려 나와 머무는 부정 인 공간이 아닌,작고한 술가

들과 동고동락하는 정 인 공간인 것이다.

아름답고 이상 으로 보 던 '먼'음악의 세계에 사는 작고한 술가

는 사실 시인과 같이 이러한 '주변부'의 세계에서 생활하며 아름다운

술을 만들어낸다.즉 '먼'음악의 세계는 실 세계와 동떨어진 것이 아

닌,이러한 가난과 고통이 가득한 '주변부'의 세계 덕분에 가능한 것이

다.주체의 자 쓰기는 반 재 을 통해서 타자에 한 쓰기

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김종삼은 이 작고한 술가들

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즉 후기 시로 어

들면서 술가들의 음악 세계의 변화를 '먼'음악의 세계가 아닌 자신이

치한 실 세계를 통해 보여주며,자신이 치한 '주변부'그 자체를

음악 세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자신의 실 세계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그리려 한다.

나의 막역한 친구

볼 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병고를 치르다가 죽었다 향년 32세

장의비가 없었다

동네에서 비용을 거두었다

부인이 보이지 않았다

묘지로 운구 도

비바람이 번지고 있었다

심해지고 있었다

하나 하나 도망치기 시작했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치고 말았다

볼 강 아마데우스 모짜르트

｢실기｣(1982)의 문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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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을 따르던 한 소년이 있었지

그 소년과 산책을 하다가 어느 포를 기웃거리다가

맥주 몇 모 씩을 마셨지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끽끽거렸지

우리는 맥주를 마시긴 마셨지 하면서 끽끽거렸지

그는 원교향곡을 쓰고 있을때이다.

귀가 멀어져 새들의 지 귐도

듣지 못할 때이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

｢실기｣(1984)의 문122)

두 사람의 생애는 무 비참하 다.그러므로 그들에겐 신에게서 베풀어

지는 기 으로 하여 살

아갔다 한다.때로는 살아갈 만한 희열도 있었다 한다.환희도 있었다 한

다. 원 불멸한 인간

다운 아름다움의 내면세계도 있었다 한다.딴따라처럼 둔갑하는 지휘자가

우스꽝스럽다.후란츠

슈베르트‧루드비히 반 베토벤―

｢연주회｣(1982)의 문123)

두 ｢실기｣와 ｢연주회｣ 한 작고한 술가들의 가난과 고난으로 가득

한 실 세계 속의 삶을 그리며,이때 시인은 술가들과 친구의 계를

맺고 있다.이러한 후기 시 속 공간의 형상화의 변화를 통해 시인은 자

신과 작고한 술가의 계를 기 시의 그것보다 동등하게 치시키는

것이다.두 ｢실기｣에서 시 화자는 앞선 시편들과 달리,같은 공간에 존

재할 뿐만 아닐라 작고한 술가들과 친 한 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이는 앞서 ｢스와니강｣과 ｢꿈의 나라｣의 '시인=포스터'라는 반

재 의 계를 상기시키며,시인이 이들을 통해 자 쓰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첫 번째 ｢실기｣에서 시 화자는 모차르트를 자신의 '막역한 친

121)김종삼, 의 책,210면.

122)김종삼, 의 책,257면.

123)김종삼, 의 책,215면.



72

구'로 부르며,그의 쓸쓸한 장례식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1연은 그가 죽

음의 이유와 죽은 직후의 상황을 짤막하게 묘사한다.모차르트는 '병고

를 치르다 죽었으며,''향년 32세'의 이른 나이에 요 한다.장례식을

한 '장의비도 없'어서,그 비용을 동네에서 거둔다.심지어 그의 '부인'

까지 '보이지 않'는다.2연에서 그려지는 장례식의 모습은 1연의 그것보

다 더욱 참혹하다.어 어 돈을 모 해 장례식에서 '묘지로 운구 도 '

'비바람'이 불며 날씨까지 도와주지 않는다. 비바람이 심해지자,그

나마 있었던 장례식의 추모객과 일꾼 등이 "하나 하나 도망치기 시작했

다."2연의 끝에서는 결국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도망친'모차르트의 장

례식을 그린다.이러한 분명히 환상 인 시에 ｢실기｣라는 제목을 붙이며,

모차르트를 자신의 '막역한 친구'로 부른다는 에 다시 술가와 시

인과의 계를 생각해볼 수 있다.이는 아마 반 재 을 통해서 본다

면 이러한 환상 인 술가의 삶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는 것으로 생

각해 볼 수 있다.실제로 자신도 병고를 치르며 죽음에 해 고민했던

김종삼은 모차르트를 '막역한 친구'로 부르며 자신의 죽음에 해 생각

한 것이다.

두 번째 ｢실기｣에서 이러한 반 재 을 통한 자 쓰기는 조

더 복합 인 양상을 보인다.이 시의 첫 행에서는 '베토벤을 따르던 한

소년'이 등장한다.이 소년은 오랫동안 베토벤을 즐겨 들었던 시인이 자

신을 '타자화 혹은 객 화'시킨 것124)이다.이 시에서 베토벤과 이 소년

은 '맥주'를 함께 마시며 '끽끽'거릴 정도로 친한 계로 그려진다.6연

에서는 베토벤의 기 배경이 등장하며,이는 다시 반 재 을

통한 시인 자신에 한 자 쓰기로 볼 수 있다.시에서 베토벤은 '

원교향곡을 쓰고 있을때'즉 '귀가 멀어져 새들의 지 귐도/듣지 못

할 때'이다.이러한 경험을 통해 베토벤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어

려웠던 역경 그리고 이를 이겨낸 환희까지 경험했다는 과 시인 자신이

투병 이었다는 을 감안한다면,시인이 모차르트의 삶을 통해 그랬듯

이 베토벤의 삶에 자신의 삶의 의미를 비추어 을 알 수 있다.

후기 시에서 등장하는 이러한 술가와 시인 자신의 '친구'와 같은

계를 통해 시인은 자신의 투병과 시 쓰기를 의미 있게 보고자 하는 '자

124)노미진,앞의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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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를 시도한다.이러한 의미에서 이 시편들의 제목인 <실기>

의 의미를 고찰해볼 수 있다.이들과 시인의 만남은 물론 환상 인 모습

을 띠지만,｢실기｣라는 제목은 반어 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에 한 기

록을 의미한다.왜냐하면 시인은 이들과 만나는 상상을 통해,자신의 실

제 인 삶에 해 쓰고 있기 때문이다.

｢연주회｣에서도 슈베르트와 베토벤의 가난과 고난으로 가득한 생 의

삶을 그리면서,그들의 삶이 단순히 고통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희열'과

'기쁨' 한 내포한다고 표 한다.그들은 한 ' 원 불멸한...내면세계'

한 가지고 있는데,이는 시인이 기 시에 형상화한 이상 이면서도

아름다운 '먼'음악의 세계를 연상시킨다.하지만 앞선 시편들에서 시인

이 '먼'음악 세계와 '주변부'의 세계의 구분을 무화하듯이,이러한 아름

다운 음악의 세계는 실 세계의 가난과 고통과 더불어 그 환희와 희열

이 모두 공존하는 술가의 삶 속,특히 내면세계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앞서 두 ｢실기｣에서 시인이 작고한 술가의 죽음과 투병을 통해 술가

들을 자신과 친 하면서도 동등한 존재로 그린 것을 상기한다면,｢연주

회｣에서 시인은 자신의 삶 한 술가들의 삶과 같이 복합 인 것으로

이해하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이크는 앞에서 언 한 것처럼 말러교향곡 2번에 한 자신의 음악

강박증을 분석하려 하 다.그의 기 시도는 로이트식의 가사를

통한 분석이었으며,그 하나는 감을 클롭스톡의 시 ｢부활｣에

한 분석이다.이는 물론 라이크의 음악 강박증에 한 직 인 이론

화가 되지는 못하지만,그가 이를 통해 '라이크=스승'의 경쟁구도 즉 반

재 의 계에 한 고찰에 도달하는 과정을 보여 다는 에서

요하다. 기 분석 라이크는 스승 아 라함의 기 사실과는 무

하지만,자신의 애도의 상인 스승의 고향과 말러의 음악을 연결 지으

면서 자신의 음악 강박증에 한 실마리를 발견한다.라이크는 강한

독일 억양을 가지고 있는 아 라함을 독일 햄버그 출신으로 착각한다.

이는 사실이 아닌 실수이지만,이로 인해 라이크는 자신의 정신분석학

분석 즉 그의 음악 강박증을 설명하는 데에 요한 핵심을 찾는다.알

려진 바로는 함부르크에서 말러가 교향곡 2번의 감을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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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러는 한때 작곡가 한스 반 블러으(HansvonBülow)의 에서 일했으

며,나 에 블러의의 장례식에서 클롭스특의 시 ｢부활｣을 기반으로 지어

진 바흐의 찬송가를 들으며,자신의 교향곡을 처음으로 구성하게 된다.

이는 반 재 의 틀을 다시 빌리자면,'말러=블러의'와 '라이크

=아 라함'이라는 경쟁구도를 마련한다.라이크는 실수로 아 라함과 말

러를 연결 지음으로써,조수 말러와 스승 블러의의 경쟁구도에 한 반

재 을 통해 자신과 스승 아 라함 사이에 한 경쟁구도를 발견한

것이다.125)이는 '김종삼=작고한 술가'의 구도를 상기시키지만,김종삼

의 경우는 분명한 차이 이 있다.그것은 시인이 후기 시로 갈수록 술

가들을 극복해야할 경쟁 상 이기보다는 가까운 친구의 계로 본다는

에 있다.그리고 이런 계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은 시인이 마찬가지

로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가까이 느끼며,죽음 한 벗으로 느끼는 모습

이다.

4.2.주체의 자 쓰기가 지시하는 주체의 죽음

는 투병하면서 걸 같은 옷을 걸치고 돌아다닐 때가 많았습니다

이승과 승이 다를 바 없다고 얼거리면서 죽어도 밖에서 죽자고

얼거리면서 오늘 날짜로 죽자고 얼거리면서

김병익

오규원

최하림

박제천

김종해가 여러 번 보살펴 주었 읍니다.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걱정해

주던 나의 형 김종문이가 보다 먼 죽었읍니다

는 날마다 애도합니다

죽은 지 오래 된 아우와

어머니를

125) Lacoue-Labarthe, Philippe, Ibid., pp. 15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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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김 식을.

｢사별｣(1984) 문126)

나는 무척 늙었다 그러므로

나는 죽음과 친근하다 유일한 벗이다

함께 다닐 때도 있었다

오늘처럼 서늘한 바람이 선들거리는

가을철에도

겨울철에도 함께 다니었다

포근한 송이 내리는 날이며

죽음과 더욱 친근하 다 인자하 던

어머니의 모습처럼 그리고는 찬연한

바티칸 시스틴의,한 벽화처럼

｢ 정｣(1984) 문127)

｢사별｣과 ｢ 정｣에서 시인은 후기 시의 부분이 그 듯이 자신의 죽

음에 해서 이야기하는 것에서 나아가,자신과 죽음의 가까운 계에

해 고찰한다.｢사별｣에서 시인은 '투병' 이며,'오늘 날짜로 죽자고

얼거리'면서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의식하고 있다.다른 시와는 달리

이 시에서는 자신을 투병기 '여러 번 보살펴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다.하지만 이 역시 자신의 죽음의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며,다른 이

의 죽음에 한 애도를 동반한다.그는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걱정해주

던/나의 형 김종문','죽은 지 오래 된 아우'김종수,'어머니'등을 부르는

것이다.

이러한 죽음에 한 의식은 ｢ 정｣에서는 죽음에 한 구체 인 형상

화로 나아간다.여기서 시 화자는 마찬가지로 '죽음과 친근'할 뿐만 아

니라 '유일한 벗'이기도다.이때 그는 죽음과 함께 다닐 때가 있었다며,

'가을철에도/겨울철에도 함께 다니었다'는 목은 시인의 지속된 투병

기를 연상시킨다.특히 겨울의 '포근한 송이 내리는 날'에 죽음은 "친

근하 다 인자하 던/어머니의 모습"혹은 "바티칸 시스틴의,한 벽화"

와 같은 모습을 띤다.이 시에서 등장하는 내리는 풍경은 앞서 분석

126)김종삼, 의 책,258면.

127)김종삼, 의 책,2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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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스와니강이랑 요단강이랑｣의 시 배경을 연상시킨다.

이 많이 나려 쌓이었다.

바람이 일면 심심하여지면 먼 고장만을

생각하게 되었던 더미 더미 앞으로

한 사람이 그림처럼 앞질러 갔다.

｢스와니강이랑 요단강이랑｣(1969)부분128)

이는 상술했듯이 ｢스와니강｣의 '앞서 가는''그리운 포스터'와 련

있다는 에서,'김종삼=작고한 술가'혹은 '김종삼 자신의 죽음에

한 애도=어머니를 비롯한 다른 이의 죽음에 한 애도'의 반 재 의

계를 뒷받침해 수 있다.이보다 요한 것은 김종삼이 '바티칸 시스

틴의 벽화'와 같은 술의 극치를 병치시켰다는 이다.이러한 반

재 의 계에 의한 고찰을 시도한다면,이는 김종삼이 후기 시에서 작

고한 술가들과 죽음의 가까운 계,혹은 이러한 반 재 의 계

를 통해 이 시기에 쓴 자신의 시인 의식에 한 시편들과 연결 지을 수

있다.

담배 붙이고 난 성냥개비불이 꺼지지 않는다 불어도 흔들어도 꺼지지

않는다 손가락에서 떨어지지도 않는다.

새벽이 되어서 꺼졌다.

이 시각까지 무엇을 하며 살아왔느냐다 무엇 하나 변변히 한 것도 없

다.

오늘은 찾아가보리라

사해로 향한

아담교를 지나

거기서 몇 의 을 감지하리라

요연한 유카리나무 하나.

｢시작 노우트｣(1979)의 문129)

128)김종삼, 의 책,111면.

129)김종삼, 의 책,1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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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여 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려난 후 이 년 가까이 놀고 있다.나

이 탓인지 다시 취직을 한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낸다.그럭 럭 잡문 나

부랭이라도 쓰면서 살아가자니 이것도 큰일이다.쓸 자신도 없거니와

어디에 어떻게 응할 도 모른다.

그러나 그 동안 고마운 일이 몇 번 터졌다.몇몇 문 지에서 고료를

후하게 받아 본 이 있었다.문 진흥원에서 나오는 지원 이 포함되

었다는 것이다.딴 데 비하면 얼마 안 되는,아무것도 아닌 액수이지만

나로선 정신 인 희열이기도 했다.한편 부끄러운 생각도 든다.솔직히

말해서 시 문턱에도 가지 못한 내가 무슨 시인 구실을 한다고."

｢행복｣(1982)의 단문 ｢산문.습작의 되풀이｣ 문130)

불 한 어머니

나의 어머니는 아들 넷을 낳았다

그것들 때문에 모진 고생만 하다가

죽었다 아우는 비명에 죽었고

형은 64세때 죽었다

나는 불치의 지병으로 여러 번 태에 빠지곤 했다

나는 속으로 치열하게 외친다

부인터 공동 묘지를 향하여

어머니 나는 아직 살아 있다고

세상에 남길 만한

몇 의 이라도 쓰고 죽는다고

그러나

아직도 못 썼다고

｢어머니｣(1984)의 부분131)

｢시작 노우트｣,｢행복｣의 단문,｢어머니｣는 후기 시에서 시인이 반

재 을 통해 도달한 자신의 시인 의식을 제시한다.｢시작 노우트｣와 ｢행

복｣에서 김종삼은 자신이 제 로 이룬 것 하나 없으며,다만 '비시'를 썼

다고 한다.이는 상술한 ｢제작｣에서 시인이 '비시일지라도 나의 직장은

130)김종삼, 의 책,235~236면.

131)김종삼, 의 책,2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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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라는 목과 이와 련된 시인이 자신을 '질짝한 주변부'라고 부르는

것을 상기시킨다.하지만 이러한 '비시'와 '주변부'로 수식되는 김종삼의

시인 의식을 후기 시의 변모의 맥락에서 고찰한다면 그 모순 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후기 시에 이르러서는 '주변부'로 수식되는 그의 실

세계가 사실 작고한 술가들이 가난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술의 창작이 공존하는 공간이라는 을 감안한다면,시인이 자신의 시를

'비시'라고 낮추면서도 그 진정한 의미를 해명하려고 함을 알 수 있다.

우선 ｢시작 노우트｣에서 등장하는 '성냥개비불'은 그의 시인 의식에

한 고민의 형상화로 볼 수 있다.즉 '불어도 흔들어도 꺼지지 않'으며

'손가락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이 불은 시간이 흐르고 '새벽이 되어서

꺼'진다.하지만 이 '불'이 꺼짐은 고민의 끝이 아닌,새로운 사색으로

이어진다.시 화자는 불이 꺼지는 '이 시각 까지 무엇을 하며 살아왔

느냐'며 자조하는 어조의 고뇌를 이어간다.이에 한 그의 답은 자신이

'무엇 하나 변변히 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이러한 사색은 곧 행동,즉

끊임없이 방황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야하는 시 화자의 시인 의식을

반 하는 행 로 발 된다.그는 황무지 같이 삭막한 풍경을 떠올리면서,

"사해로 향한/아담교를 지나"거기서 "몇 의 "즉 시를 '감지'해야

하는 것이다.이 시의 마지막 행은 '요연한 유카리나무 하나'인데,이때

이 요연,즉 뚜렷하고 명백하게 등장하는 '유카리나무 하나'는 이러한 고

민에 한 답 혹은 그의 시인 의식이 지향하는 술의 상징일 수 있다.

자조 이며,방황하지만,끊임없이 진정한 술을 목표를 하여 고민

하는 ｢시작 노우트｣의 시인 의식은 한 ｢행복｣에 붙은 단문의 시인 의

식을 분석하는 작업에 기여할 수 있다.여기서 시인은 자신의 생활과 병

행해야 하는 자신의 시작에 해 이야기한다.그는 퇴직 후 '잡문 나부

랭이'를 쓰면서 생활하는데,그는 여러 고료 특히 '문 진흥원에서 나

오는 지원 '에 한 고마움을 표시한다.김종삼이 문 진흥원을 통한

지원 을 후원받은 사실은 우선 그의 작업이 어느 정도 객 인 인정과

지지를 받는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다.시인 자신이 표면 으로 말하는

것처럼 그의 시는 '비시'혹은 수 낮은 것이 아닌 것을 방증한다. 한

그가 이 지원 이 '딴 데 비하면' 은 액수지만 자신에게 '정신 인 희

열'을 다고 밝히는 지 에서 이 지원 이 어느 정도 그 자신의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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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과 술에 한 객 인 인정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여 히 의 말미에서는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며 자신이

'시 문턱에도 가지 못'했으며,'시인 구실'을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식으

로 겸손한 어조로 끝을 맺는다.｢시작 노우트｣와 마찬가지로 이 산문의

어조는 자조 이지만,그 심층은 분명 자신의 시인 의식에 한 자부감

과 그리고 자신의 작업이 자기 자신 그리고 세상에게 주는 의미와 가치

를 소 히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그의 투병기에 쓴 듯한 ｢어머니｣에서도 이러한 시인 의식의 모

습이 나타난다.그는 앞서 죽은 어머니,아우,형을 호명하며,자신은 아

직 살아 있다고 말한다.이어서 그는 그들의 삶의 의미를 헤아리려 한다.

그의 '불 한 어머니'는 '아들 넷을 낳'았으며,'그것들 때문에 모진 고

생만 하다가/죽었'으며,아우는 상술했듯이 '비명에 죽었고',형은 자신

보다 먼 '64세 때 죽'은 사실을 나열한다.이는 물론 '자신의 죽음에

한 애도= 술가들과 가족을 포함한 다른 이의 죽음에 한 애도'의 반

재 의 계와 연 이 있으며,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삶의 의미

한 생각한다.앞서 ｢시작 노우트｣에서 불빛이 '흔들어도 꺼지지 않'고

'손가락에서 떨어지지 않'는 질긴 시인 의식에 한 고민처럼,자신의 삶

한 '불치의 지병으로 여러 번 태에 빠지곤 했'지만 연명한 것을 알

수 있다.그리고 시 화자 '나'는 공동묘지를 향하여 '속으로 치열하게

외치는'마지막 몇몇 행은 시인의 시인 의식 그 자체이다.자신의 소 한

가족을 먼 보낸 시 화자는 "어머니 나는 아직 살아 있다고/세상에

남길만한/몇 의 이라도 쓰고 죽는다고/그러나/아직도 못 썼다고"

말한다.그의 시인 의식은 끊임없는 자기 회의를 통해 그 의미를 되새겨

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그리고 이러한 시인 의식은 김종삼의 자

쓰기의 일부라는 을 고려한다면,이는 다시 그의 음악 강박증과

련될 수밖에 없다.이를 해 후기 시의 음악 형상을 논해야 한다.

스무 몇해나 단골이었던 그 다방도 달라졌다 지 분한 곳이 되었다

주방이라는 구석도 불결하게 보이곤 했다.메식메식한 가요 나부랭이

가 울려퍼질 때도 있다.

그곳은 작고하신 선배님들이 쉬었다가 가시던 곳이다

조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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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 선배님도 오시던 곳이다

죽음을 의식할 때마다

나의 음역이 되는,

바하와

헨델을,들을만한 곳도 없다

있다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차지한다

고정된 볼륨이 폭발 이다

볼륨 조 이 안돼 있다 청소년들의 취미에 맞는 것들이 요란하게

치고 있다

나의 벗,

건이여 말해다오.

｢기사｣(1984) 문132)

연산 상공에 뜬

구름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

무슨 소리가 난다

아지 못할 단일악기도 하고

평화스런 화음이기도 하다

어떤 때엔 천상으로

어떤 때엔 지상으로 바보가 된 나에게도

무슨 신호처럼 보내져 오곤 했다

｢소리｣(1984) 문133)

볼 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아름다운 루트 주곡이

녹음이 짙어가는

여름 햇볕 속에

어느 산간 지방에

어느 고원지 에

가난하여도 착하게 사는 이들 사이에

떠 오르고 있다

빛나고 있다

132)김종삼, 의 책,275면.

133)김종삼, 의 책,2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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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때면 인간에게 불명의 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그마치라도 알아 낼 수는 없지만

그 ,상쾌하기만 하다.

｢음악｣(연도 미상) 문134)

｢기사｣는 기 시를 연상시키면서도,반 재 을 시한 김종삼 시

의 후기 시의 변모를 으로 보여 다.시 화자는 자신의 단골 다

방이 '달라지'고,'지 분한 곳'이 라며,'불결하게'보인다고 말한다.그

이유는 다방에서 트는 '메식메식한 가요 나부랭이'때문이며,이러한 부정

인 음악에 반응은 기 시 ｢난해한 음악들｣과 ｢그럭 럭｣의 그것

을 상기시킨다.하지만 이 시에서 시 화자는 이 다방을 '작고하신 선

배님들이 쉬었다가 가시던 곳'으로 부르며 죽은 시인들을 나열한다.그

리고 가요가 울려 퍼지는 이 다방은 이제 그의 '나의 음역이 되는,/

바하와/헨델을,들을만한 곳'도 아니라고 말한다.이때 '음역'에 한

정의는 ｢그럭 럭｣의 단문과 ｢음역｣의 '음역'의 정의와는 사뭇 다르다.

기 시의 '음역',즉 음악이 시인에게로 하여 마음을 정화시키고 을

쓸 수 있게 했다면,이제 후기 시에서 음악은 그에게 '죽음을 의식할 때

마다'들리는 것이다.

｢소리｣와 ｢음악｣에서는 이러한 후기 시의 음악이 조 더 다양하게 형

상화된다.｢소리｣에서 음악은 '연산 상공에 뜬/구름 속에서'나는 소리이

며,｢음악｣에서 '볼 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아름다운 루트 주

곡'은 '어느 산간 지방에/어느 고원지 에/가난하여도 착하게 사는 이

들 사이'에 울려 펴지는 것이다.김종삼의 후기 시의 변모에서 김종삼은

자신과 작고한 술가와 자신의 죽음과의 사이가 훨씬 가까워졌다는

을 고려한다면,이러한 음악의 '먼'형상화는 의문이 들 수 있다.후기

시에서 이분법 인 공간의 구분이 와해되면서,그는 '먼'음악의 세계에

있던 술가들을 가까이 느끼지만,왜 음악만은 여 히 '먼'곳에서 들려

오며 '먼'곳에 울려 펴지는 것으로 형상하는 것인가에 한 의문이다.

하지만 이를 해서는 이 두 편의 시 속 음악의 형상화에 한 추가 인

고찰이 필수이다.

134)김종삼, 의 책,2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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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에서 음악은 "어떤 때엔 천상으로/어떤 때엔 지상으로 바보가

된 나에게도/무슨 신호처럼 보내져"온다는 목에서,음악은 비단 시

인과 머나먼 음악의 세계로 이해될 수 있는 '천상'에만 울려 퍼지는 것

이 아니다.음악이 지상에 있는 시인에게 '무슨 신호처럼 보내져'온다는

사실은 그가 기 시부터 음악 강박증,즉 음악이 자신에게 미치는 '

어지지 않는 힘'에 한 논의와 어느 정도 상통한다.라이크 한 음

악에 한 이론화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것이 자신의 자 쓰기에

한 정신분석학 논의로 이어졌듯이,음악은 김종삼의 시 세계 반에

지속 으로 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 듯 ｢음악｣에서 ' 어지지 않는'시의 원천인 음악은 '인간에게 불

멸의 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생각하게 하는,즉 시인의 자

쓰기를 유도하지만 그 정확한 의미는 '조그마치라도 알아낼 수 없'다.라

이크와 마찬가지로 김종삼은 음악에 한 이론화에는 실패하지만,라이

크와는 달리 그의 기 시부터 그 막 한 향을 견지하며,이를 통

해 시작을 지속한 것이다.그리고 시인이 이러한 시작 과정을 통해 도달

하는 음악에 한 감정은 라이크가 자신의 연구의 과정에 있어서 느낀

죄책감과 같은 부정 인 감정이 아니다.이때 시인이 느끼는 감정은 "조

그마치라도 알아낼 수는 없지만/그 ,상쾌한"것이며,카타르시스 인

면모를 보인다.

5.결론

본고는 김종삼 시에서 보이는 음악과 주체의 상호 생성 인 계를 고

찰하 다.다시 말하면,음악 강박증이 시인의 자 쓰기에 향을

미치는 양상을 연구하 다.시인의 많은 작품이 음악에 한 것임을 주

목하여,음악 성향이 시인의 다른 핵심 요소인 죽음과 어떤 연 성

을 갖는가 하는 의문으로부터 연구를 시작하 다.본고는 이를 해 선

행연구를 검토하 으며,김종삼 시의 음악 요소에 한 기존의 연구와

차이를 두고자 했다.

우선 1장에서 기존 선행 연구는 (1)음악 개념을 통하여 김종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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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했다는 ,(2)이를 김종삼 시의 형식을 분석하기 한 틀로 썼

다는 ,(3)음악을 통해 형상화된 공간을 도피 혹은 실 세계에 한

부정으로 보는 등에 있어 특징이 있었다.이와 달리 본고는 (1)음

악 개념이 아닌 정신분석학 논의를 방법론으로 삼았으며,(2)김종삼

의 시 형식 보다는 음악이 시인에게 혹은 시작 과정에 주는 향을 주목

하 고,(3)후기 시를 포함한 시 세계 반을 상으로 삼아,음악의 세

계가 비단 실 세계의 도피의 장소가 아닌, 실 세계와의 구분이 모호

해지는 지 이 있음을 으로 분석하 다.이 연구의 의의는 선행연

구와 달리 정신분석학 틀을 도입하여, 시작 과정을 분석하고 시 세

계 반을 통합 으로 보아,음악이 시인과 시작에 어떻게 향을 미치

는 가를 분석했다는 이다.

이러한 향을 밝히는 작업의 은,김종삼 시에서 나타나는 시인과

작고한 술가들의 계를 '먼'음악의 세계와 실 세계라는 이분법

인 공간의 구분의 양상을 밝히는 것과,이러한 구분이 허물어지는 지

을 고찰하는 데 있다.이를 해 라꾸라바르로부터 차용한 것은 음악

강박증과 자 쓰기 강박증의 상호 생성 인 계,특히 주체의 이

화를 의미하는 지의 개념과 이러한 이 화를 통한 자 쓰기를

뜻하는 반 재 의 개념이다.그러나 김종삼의 경우에는 라꾸라바르

의 논의와도 분명한 차이 이 있었다.김종삼은 라꾸라바르가 논의한 라

이크가 연구의 결과물로 깨달은 음악의 '이론화 할 수 없음',즉 언어로

서 ' 어지지 않는'특성을 어느 정도 자각하면서 시를 썼다. 한 김종

삼은 라이크와 달리,반 재 을 통해 자신과 작고한 술가들의 사

이를 비단 경쟁 상 가 아닌 친구의 계로 발 시켰다.이는 후기 시에

서 그가 죽음을 친근한 존재로 그리는 것과도 련이 있었다.특히 이러

한 후기 시의 변모의 맥락에서 시인은 음악의 세계가 아닌 실 세계로

그 시선을 돌려 자신의 죽음과 시인 의식을 해명하려고 시도했다는 에

서 그 특수성이 있었다.

2장에서는 김종삼을 주체로 하여,주체로서의 시인과 시 그리고 산문

에 나타나는 음악의 상호 생성 인 계를 분석했다.2장 1 에서는 시

인의 음악 강박증을 정의하기 해,그의 기 배경과 시와 산문에

서 그가 말하는 음악의 향을 주목하 다. 기 배경에서는 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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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때부터 종교 배경에서 자랐으며 종교 음악을 듣고 자랐다는

,고 음악에 경도된 학창 시 을 보냈으면 고 음악과 련된 직종

을 택했다는 에 유의하 다. 한 그는 여러 시편과 산문에서 음악이

자신에게 향을 미친다는 을 밝혔다는 사실을 주목하 다.특히 음악

이 그의 감정과 의식 상태에 막 한 향을 끼친다는 ,음악은 시 창

작의 원천이며 감을 다는 ,시인이 시작에 있어서 이러한 음악의

언어화할 수 없는,' 어지지 않는'특성을 주목하 다는 사실을 밝혔다.

2장 2 에서는 시인의 자 쓰기의 강박증이 원형 죽음 체험에

서 비롯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이는 김종삼의 시에서 음악과 죽음의

불가분 계를 보여주는 목이기도 하다.그가 유년 시 에 겪은 이

체험은 그의 시 세계 반에 고루 등장하며, 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

을 살펴보았다.특히 이러한 죽음에 한 원체험이 후기 시의 자신의 투

병기에도 나타난다는 에 유의하여,타인의 죽음과 시인 자신의 죽음에

한 련성의 실마리를 찾아보았다.

2장 3 에서는 이러한 음악 강박증과 자 쓰기의 강박증의

계를 고찰하며,음악이 자 쓰기에 향을 주는 양상을 고찰했다.

이는 음악이 자 쓰기를 시작, 지,유지하는 과정을 세 하게 분

석하는 작업을 포함했다.시인에게 음악은 자 쓰기의 기폭제의 역

할을 수행한다.이 특히 시인이 작고한 술가들에 한 다수의 시편

을 창작하 으며,이를 통하여 공간을 이분법화하는 것을 다루었다.이는

시인이 기 시에서 이상 이며 아름다운 '먼'음악의 세계,비루한 자신

의 실 세계의 둘로 구별하는 것과 계된다. 한 이러한 자 쓰

기의 과정에서 주체가 지를 맞이하는 시편들을 주목하 다.라꾸라바

르의 주체의 이 화를 의미하는 지의 개념을 통하여,김종삼 시에서

시 화자가 아름다운 음악의 세계로의 진입을 실패하는 시 을 으

로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시인이 지 이후에도 자 쓰기를 이어가는 지 을

살펴보았다.라꾸라바르에 의하면 주체의 지는 자아의 이 화된 형상

을 도래하지만,이는 다시 반 재 을 통한 자 쓰기로 나아

갈 수 있는 것이다.그 로 타인의 죽음에 한 애도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있는데,시인은 '김종삼=작고한 술가들'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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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의 계를 통하여 자신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헤아리려고 했다.

3장의 기 시의 음악과 죽음에 한 분석은 ‘지’를 겪기 이 과 ‘

지’를 겪는 주체의 모습을 주목했다.이는 음악과 주체의 상호생성 인

계에서 주체가 음악이 의미하는 주체의 죽음을 피하기 해 자

쓰기를 하는 맥락이다.3장 1장에서는 기 시에 등장하는 음악은 자신

의 죽음이 아닌 작고한 술가와 가족 즉,타인의 죽음에 한 애도에

그친다.3장 2 에서 논하는 이러한 음악의 형상화를 통한 기 시의 죽

음의 형상은 결국 시인 자신의 죽음을 지양하면서 자 쓰기를 일으

키는 과정이며,주체는 ‘지’의 순간에 자 쓰기에 한 단을 겪

는다.하지만 김종삼 시세계는 이러한 주체의 ‘지’를 기 으로 변모를

보인다고 논했다.

4장에서는 후기 시의 음악과 죽음에 한 분석은 ‘지’이후의 주체의

모습에 집 했다.음악과 주체의 상호생성 인 계 속에서 주체는 ‘

지’이후,‘지’로 인해 단되었던 자 쓰기를 다시 회복하고 지속

시킨다.4장 1 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후기 시의 음악이 기 시의 그

것처럼 자 쓰기를 추동시킬 뿐만 아니라,‘지’이후에도 자

쓰기를 지속시키는 주체의 존재 조건으로 자리 잡는다.그리고 4장 2

에서는 후기 시의 죽음에 한 논의이며,본래 기 시에서 죽음을 지

양하기 해 시작되었던 자 쓰기가 역설 으로 지시하는 주체의

죽음의 형상화를 주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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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tudyconsidersthemutuallygenerativerelationshipbetween

musicandsubjectinKim,JongSam’spoetry.Inotherwords,this

studylooksatthewayinwhichthemusicalcompulsioninfluences

theautobiographicalcompulsion.Thestudy began by noticing the

fact that the majority of Kim’s poems are about music and

questioningtherelationshipbetweenhismusicalinclinationanddeath,

whichisanothermajortopicofKim’spoetry.Forthispurpose,this

studyreviewsprecedingresearchonthemusicalcomponentinKim’s

poetryandaimstodifferentiatefrom them.

The existing research show three characteristics.Firstly,they

analyzed Kim’s poems through a directincorporation ofmusical

terms.Secondly,theyusedsuchananalysisasaframeforlo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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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hepoems’forms.Thirdly,they viewed thespace represented

throughmusicasadenialofreality.Onthecontrary,thisstudyuses

a psychoanalytic theory as the method,focuses on the music’s

influenceonKim andhisprocessofwriting,andviewsthemusical

world asnotonly an escapefrom reality butalsoacomplicated

space with a blurry differentiation from reality.By using the

psychoanalyticframe,thisstudyattainsawiderperspectiveofKim’s

writingprocessandpoeticworldincludingboththeearlyandlater

worksandthusinvestigatingmusic’sinfluenceonthepoetandhis

writingprocess.

The core ofinvestigating the music’s influence is defining the

relationshipbetween Kim anddeadartistsrepresentedthroughthe

dichotomousdivisionbetweenrealityandthe“far”worldofmusic

andtheblurringofsucharepresentation.Forthispurpose,thestudy

usesPhilippeLacoue-Labarthe‘stheory on themutually generative

relationshipbetweenthemusicalcompulsionandtheautobiographical

compulsion,specificallyfocusingonthetwotermsdesistanceandthat

signifies the subject’s doubling and reflective representation that

makesthesubject’sautobiographicalwritingpossiblethroughsucha

doubling process.However,Kim’s poetry shows a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inthatthepoet,duringhiswritingprocess,wasaware

ofTheodoreReik’sconclusion (Lacoue-Labarthe’ssubjectofstudy),

which is thatmusic “could notbe theorized” or“could notbe

written”inKim’sterms.AdditionallyunlikeReik,Kim befriendsthe

dead artists,furthering Reik’s competitive relationship with his

teacher.Itisalsorelatedtotherepresentationofdeathasaclose

friendinKim’slaterpoetry.Inparticular,suchachangeinKim’s

laterpoemsshowsanimportantcharacteristicinthatthepoetdiverts

hisattentionfrom themusicalworldtoreality,inturnfocusingon

hisowndeathandelucidatingonhisconsciousnessasapo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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