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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정지용이 ‘시’와 ‘언어’의 관계를 ‘육화’라는 관점으로 이해하고 시

와 언어의 감각적 통합을 통해 시적 이미지를 구축하며 그것이 ‘육화적 이미지’
라는 개념으로 명명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정지용은 그의 시론 ｢詩와 言
語｣에서 “詩의 神秘는 言語의 神秘다. 詩는 言語와 incarnation적 一致다”라고 
선언하며 언어예술로서의 시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다. ‘육화(incarnation)’란 비
가시적인 것이 물질성을 획득하여 가시적인 형태가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종
교적 차원의 이해를 넘어 ‘시’와 ‘언어’ 그리고 ‘이미지’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본고는 정지용 시에서 나타난 ‘육화적 이미지’의 특
성을 밝힘으로써 이러한 이미지를 구축한 시인의 사유를 고찰하고 새로운 차원
의 이미지 해석 방식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 현대시사에서 정지용은 탁월한 언어 감각을 발휘하여 시에서 명징한 이
미지를 제시하며 1930년대 대표적인 모더니스트로 자리매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더니즘’과 ‘이미지즘’, ‘근대’와 ‘전통’이라는 형식적인 틀에 갇혀 정
지용의 작품이 온전히 해석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실제로 정지용을 모
더니즘 시인으로 규정하면서 그의 초기 시편을 중요하게 여겨왔으나, 이 작품
들이 담긴 정지용의 첫 시집 鄭芝溶詩集(1935) 자체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
다. 그로 인해 정지용의 시 이미지를 ‘육화’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당위성을 
제공하는 첫 번째 단서인 鄭芝溶詩集의 표지화도 발견되지 못한 것이다.

회화와 문학의 상관성을 인지하고 종합예술을 추구하는 양상은 1920년대부
터 발전하여 1930년대에 들어와서는 문학과 미술, 작가와 화가가 상호 교류하
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문단적 상황을 고려할 때, 鄭芝溶詩集의 표지화는 
정지용의 시적 지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며, 반드시 ‘해석’해야 
할 대상이 된다. 이 그림은 이탈리아의 화가이자 수사였던 프라 안젤리코의  
<수태고지>이다. 놀랍게도 프라 안젤리코의 <수태고지>의 회화적 기호를 해
석하는 방식이 정지용의 시 이미지를 해석하는 방식과 유사한 지점이 많다. 따
라서 회화와 문학을 유비적으로 해석하고 그로 인해 도출될 수 있는 효과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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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수태고지>의 기호적 특성을 살펴보고, 鄭芝溶詩集

에 이 그림이 표지화로 장식된 이유를 분석한다. 이후 이러한 분석이 정지용 
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어떠한 새로운 이미지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지 알
아보고자 한다. 정지용은 난해하고 변형된 시어뿐만 아니라 한자어, 외래어, 고
어, 방언, 의성어, 의태어 등 해석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언어를 빈번하게 또 
의도적으로 사용한다. 정지용 시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러한 어휘들은 정지용 
시 해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오히려 이것이 정지용 시에서 역
동적인 이미지를 발생하게 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특징을 ‘이행 기호’라는 개념의 적용을 통해 분석한다. 해석의 
어려움이 끊임없이 발생하게 만드는 어휘와 표현이 정지용 시의 본질이자 특성
이며, 그것이 하나의 의미로 고정되지 않고, 하나의 이미지로 환원되지 않도록 
시를 ‘만든’ 의도를 파악한다. ｢바다｣ 시편과 ｢毘盧峯｣ 해석을 통해 정지용이 
이미지의 힘과 역동성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꾸준히 언어와 시를 탐구한 
것임을 해명할 수 있게 된다. 이후 이행 기호적 언어의 사용을 통해 다층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자 한 시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비유사적 유사성(dissimilar 
similarity)’이라는 개념을 통해 정지용 시에서 나타나는 이미지 재현 방식을 
고찰한다. 이것은 ‘신성’이 깃들어 있는 이미지는 실존하는 대상의 재현을 통해
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신성’과 전혀 닮지 않은 것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음
을 나타낼 개념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지용에게서 나타나는 이미지의 명료성은 감정의 밀도 높은 응축과 그 감정
을 표현하기에 매우 적확한 언어의 사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정지용 시의 모더
니즘은 단순히 서구 영미 모더니즘의 영향 하에 그들이 마련한 형식을 따르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1930년대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치밀한 고민을 통해 조선
에서의 모더니즘은 어떻게 수용되고 발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의 흔적으
로 읽어야 할 것이다. 이는 세계적 보편으로서의 모더니티를 추구함과 동시에, 
가장 조선적인 방법으로 그 보편에 나란히 하고자 하는 시인의 욕망의 발현이
라고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의 결과가 白鹿潭을 통해 비로소 완성된 형태를 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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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鄭芝溶詩集이 시를 통해 이미지를 구현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담은 시집이었다면, 白鹿潭은 이미지를 표현하는 완숙된 기법을 기반으로 하
여 그러한 이미지들이 담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려는 의도를 지닌 시집이라
고 볼 수 있다. 白鹿潭에 이르러 정지용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육화적 이미
지’가 자리할 구체적인 장소가 마련되고, 이것이 ‘육화적 이미지’의 완결태를 보
여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白鹿潭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시 형식은 정지용의 시를 보다 넓은 차원의 모더니즘으로 해석할 수 있
는 여지를 마련한다. 

정지용은 가장 전통적이라고 생각되는 것 속에서 근대의 형식을 이룩하려는 
심오한 변증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모던한 것으로서의 모던이 아
니라 전통 속의 모던,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것으로서의 모던을 선택하고 있
는 것이다. 따라서 白鹿潭에 이르러 정지용의 ‘신성’에 대한 관심의 계보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문예사조적인 관점에서 정지용 문학을 새롭게 해석
할 관점의 마련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주요어 : 육화적 이미지, incarnation, 모더니즘, 鄭芝溶詩集 표지화, 프라 안
젤리코, 수태고지, 이행 기호, 비유사적 유사성, 장소성
학번 : 2015-2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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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문제 제기 및 연구사 검토
본고는 정지용(鄭芝溶, 1902~1950)이 언어의 신비를 이해하고 시와 언어의 감

각적 통합을 통해 운동성을 가진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으로서 시적 이미지를 구
축하며 그것이 ‘육화적 이미지’라는 개념으로 명명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정
지용은 그의 시론 ｢詩와 言語｣에서 “詩의 神秘는 言語의 神秘다. 詩는 言語와 
incarnation적 一致다”1)라고 선언하며 언어예술로서의 시에 한 인식을 드러낸다. 
‘육화(incarnation)’란 비가시적인 것의 가시화라는 신비의 현현을 나타내는 것으로 
종교적 이해의 차원을 넘어 ‘시’와 ‘언어’ 그리고 ‘이미지’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설
정할 수 있는 관점의 마련을 가능하게 한다. 

1930년  한국 시단에 모더니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로, 정지용은 표적
인 모더니즘 시인이자 이미지스트로서 자리매김하 다. 당  정지용에 한 평가를 
살펴보면, 한결같이 정지용의 언어 감각에 한 탁월한 재능에 격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박용철은 정지용을 “말씀의 요술을 부리는 시인”,2) 양주동은 “유니크한 세계, 
유니크한 감각, 유니크한 수법”으로 “독특한 기법을 구사하는 시인, 현시단의 경의
적 존재”라 칭했다.3) 김기림은 “우리 시 속에 현 의 호흡과 맥박을 불어넣은 최초
의 시인”이자 “천재의 민감으로 말의 가치와 이미지를 발견한 최초의 모더니스트”
라 평하며 정지용을 모더니스트라 규정하 고,4) 이양하는 “말의 비 을 알고 말을 
휘잡아 조정하고 구사하는 데 놀라운 천재를 가진 시인”이라며 정지용의 시적 재능
을 발견하 다.5) 김환태는 “예민한 감각에서 비롯된 감각과 지성이 조화된 시인”이
라 말하며 주지주의 이미지즘과의 연관성을 통해 정지용 시를 해석할 여지를 마련
하 다.6) 김기림은 한국의 현 시가 정지용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바,7) 이로써 정지용이 1930년  시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짐작해볼 수 있다.

1) 정지용, ｢詩와 言語｣, 文章 1권 11호, 1939. 12.
2) 박용철, ｢辛未詩壇의 回顧와 批判｣, 중앙일보, 1931.12.7.
3) 양주동, ｢1933년 詩團 年評｣, 신동아, 1933.12.
4) 김기림, 「1933년 詩團의 回顧와 展望」, 『조선일보』, 1933. 12.
5) 이양하, 「바라든 芝溶 詩集」, 『조선일보』, 1935.12.15.
6) 김환태, ｢鄭芝溶論｣, 삼천리문학, 1938.4.
7) 김기림, ｢모더니즘의 역사적 위치｣, 인문평론, 19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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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지용 시에서 나타난 뛰어난 언어 감각을 통한 선명한 이미지의 형성은 
이후 미 모더니즘 계열인 주지주의 이미지즘과의 연관성 속에서 꾸준히 해석되
어왔다. 한편, 서구에 연원을 둔 모더니즘의 한계를 이해하고 주체적인 시각을 도
입하고자 하는 시도도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꾸준히 정지용의 시 이미지
에 한 연구가 축적되었다고 할 때, 다시금 정지용의 이미지를 논하는 것은 어떤 
의의가 있을지에 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과연 기존의 이미지 연구는 
올바르게 해명된 것인지, 그 기준이 되는 모더니즘에 한 이해가 정확했는지에 
해 먼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크게 두 방향으로 연구사 검토와 문제 제기를 수행하고자 한
다. 첫째, 정지용의 이미지를 해석하는 기본 틀로 제시되었던 모더니즘과 이미지즘
이 이해되어 온 양상을 살핌으로써 정지용 시 해석에 미친 향과 한계를 밝힌다. 
둘째, 정지용의 시적 이미지에 한 연구가 끊임없이 축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지용 이미지즘의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초기 작품의 집합체가 되는 鄭芝溶
詩集을 포괄적으로 살피지 않았음을 밝힌다. 특히 鄭芝溶詩集의 표지화에 한 
언급 및 그와 관련한 연구의 부족을 지적하며, 이 표지화의 의미를 밝힘으로써 정
지용 시 이미지를 새롭게 고찰할 수 있는 관점을 마련한다. 

1930년  주지주의 이미지즘의 바탕이 되는 모더니즘을 이야기함에 있어 T. E. 
흄의 향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었다.8) 흄이 말한 신고전주의와 불연속성의 원
리는 르네상스적 낭만주의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유한성에 한 부정, 즉 신의 
역인 ‘완전성’을 인간의 역으로 포섭하여 그 경계를 무너뜨린 것에 한 강력한 
문제 제기에서 비롯된다. 중세가 끝나고 르네상스 시기가 도래하면서 종교에 한 
인간의 태도가 변하 고 절 적인 구분에 의해 비연속적으로 구분되어야 할 역
의 경계가 허물어져 혼란이 초래되었다고 흄은 주장한다.9) 흄의 이론은 서구 르네
상스 이래 휴머니즘적 태도에 한 비판적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흄의 사
상이 미 학계와 평단의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낭만주의에 한 반발로 ‘이미지즘 
시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미지즘 시론에서는 감정이 무절제하게 표출되
8) 박종철, ｢1930年代 韓國 모더니즘 詩 硏究 : 정지용, 김기림, 김광균을 中心으로｣, 서남 학

교 석사논문, 2002; 홍은택, ｢ 미 이미지즘 이론의 한국적 수용 양상｣, 국제어문 27, 
2003; 김유중, ｢T. E. Hulme의 예술철학｣, 한국 모더니즘 문학과 그 주변, 푸른사상, 
2007, 195-211면; 김은희, ｢김종삼 시의 불연속성 연구 : 불연속적 세계관과 병치기법의 상
관관계를 중심으로｣, 중앙 학교 석사논문, 2008; ; 봉준수, ｢ 미 모더니즘과 흄｣, 인문언어
 10, 2008; 이윤섭, ｢한국 모더니즘 문학론에 수용된 흄의 시론｣, 동서비교문학저널 30, 
2014.

9) T. E. Hulme, 박상규 역, 휴머니즘과 예술철학에 한 성찰, 현 미학사, 1993, 17~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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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도록 하고 상에 한 정확하고 정 한 묘사가 우선시되며, 직관과 이미지를 
강조하게 된 것이다.10) 이러한 모더니즘 발생 배경에 한 이해가 선행되었을 때, 
‘주지주의 이미지즘’의 맥락을 제 로 살필 수 있다.

문혜원에 따르면, ‘주지주의(主知主義)’란 주정주의(主情主義)적인 낭만주의, 상
징주의 에 반해 지성을 강조하고 질서와 전통을 회복하여 현  문명의 혼돈과 위
기를 구제하려는 모더니즘의 한 경향이다. 이러한 주지주의 이론을 소개한 것은 백
낙청, 이양하, 이하윤, 정인섭 등이며 이를 본격적으로 체계화한 것이 김기림과 최
재서이다.11) 김기림은 ‘모더니즘’이 ‘로맨티시즘’과 ‘편내용주의’ 경향을 부정했으
며, 시가 언어의 예술이라는 자각과 문명에 한 감수를 기초로 한 다음에 일정한 
가치를 의식하고 쓰여야 된다는 주장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했다.12) 모더니즘에 

한 김기림의 이러한 이해는 흄이 이미지즘을 주창한 맥락과 결을 같이하면서도 
조선의 특수한 상황과 결부되어 기법적인 특징이 강조되는 형태로 이해되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종교적 태도’가 간과되었다는 것이다. 정지용이 1930년  
표적인 모더니스트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유에는 그가 사용하는 언어의 감각이 

단단하고 건조한(Hard and dry) 이미지를 만들었고 그 이미지가 강한 조형성을 가
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물론 정지용의 시는 1920년 의 퇴폐주의적 낭만성이 강한 
시파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난삽한 언어의 사용이나 넘치는 정념을 표현한 것과 
비교해보면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이나 언어 표현이 상당히 정련되어 있는 것은 사
실이다. 그러나 모더니즘은 기법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의 유한성에 한 인식의 
유무, 나아가 신성의 역에 한 인정을 포괄하는 것이어야 했다. 모더니즘 이론
의 수용과 이해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수반되지 않은 결과, 계속하여 기법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온 것이다.

정지용의 이미지에 한 선행 연구는 초기에 문예사조적인 관점과의 연관성을 
통해 미 모더니즘의 향 관계 속에서 파악되었다. 최근에는 서구에 연원을 둔 
모더니즘의 특징과 한계를 파악하고 우리 문학의 주체적인 특성과 정지용의 시적 
이미지의 독자적 의미를 찾으려는 경향도 나타났다.13) 김유중14)은 1930년  한국 
10) 김유중, ｢ 미 고전주의적 경향의 모더니즘 시와 시론이 한국 현 시에 미친 향｣, 앞의 

책, 19~20면.
11) 문혜원, ｢1930년  주지주의 시론 연구｣, 우리말글 30, 2004. 4, 254면.
12) 김기림, ｢모더니즘의 역사적 위치｣, 김기림전집 2, 심설당, 1988, 55면.
13) 박노균, ｢정지용과 김광균의 이미지즘 시｣, 개신어문연구 8, 1991; 전미정, ｢이미지즘의 

동양 시학적 가능성 고찰 : 언어관과 자연관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28, 2003; 나희덕, ｢
1930년  모더니즘 시의 시각성 : '보는 주체'의 양상을 중심으로｣, 연세 학교 박사논문, 
2006; 이정은, ｢정지용 시의 이미지 연구｣, 성균관 학교 석사논문, 2006; 김유중, ｢정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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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니즘의 독자적인 특성으로 그동안 배제되었던 ‘감정’의 역을 포섭한다. 그는 
모더니즘이 자연발생적인 형태로 추구되었으며 “한국에 있어서 이미지즘 시는 미
의 경우와 달리 낭만적 ‧ 감상적 요소가 드리워져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았다. 한
국 시단에서 모더니즘이 수입된 이래로 해방 이후까지 이어지는 발전 양상을 세
하게 살핀 그의 연구는 우리만의 모더니즘의 특징을 밝힘으로써 주체적인 수용이 
가능하다는 이론적 토 를 만들었다.

나민애15)는 이미지즘을 회화성 위주로 분석하는 것이 이미지의 기능에 한 이
해를 한정시킨다고 지적하며, 이미지즘의 현상보다는 원인을 탐구함으로써 이미지
의 인식론적이고 상상적인 작동 원리에 한 접근을 마련한다. 지용의 초기 시편에
서는 ‘개인의 혼’이 감각적 세계 내에서 어떻게 위치하는가를 모색했고, 후기 시편
에서는 ‘공동체의 혼’이 심상지리 내에서 어떻게 발견될 수 있는가를 탐색했다. 그 
공간의 토 와 윤곽과 구조를 만드는 요소가 정지용의 이미지들이고, 이미지들에 
창조력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인식론적 은유가 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조선적 
이미지즘’이라는 개념을 형성하여 주체적인 이미지즘 이론을 형성하고자 하 다. 

이처럼 정지용의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다각적인 관점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은 이미지의 ‘신성성’을 다루는 문제이다. 이
는 모더니즘의 발생 배경에서 강조된 ‘종교적 태도’를 간과한 것에서 비롯한 문제
로 인식된다. 이러한 관점의 마련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로 정지용 문학
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가톨리시즘에 한 연구 경향을 꼽을 수 있다. 초기의 
가톨리시즘에 한 연구에서 ‘정지용의 가톨리시즘’은 장식적 미학의 수준에 불과

시 정신의 본질｣, 한국 모더니즘 문학과 그 주변, 푸른사상, 2007, 54~80면; 김지혜, ｢
1930년  모더니즘시의 특성 연구 : 정지용, 김광균, 김기림을 중심으로｣, 건국 학교 석사논
문, 2008; 윤의섭, ｢감각의 복합성과 모더니즘 시의 '회화성' 연구 : 1930년  김기림·김광균·
정지용 시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25, 2008; 장명월, ｢韓‧中 근 시의 이미지즘 수용
양상 비교연구 : 1920〜30년 를 중심으로｣, 건국 학교 석사논문, 2009; 김예리, ｢1930년  
한국 모더니즘 문학에 나타난 시각 체계의 다원성 : 새로운 '풍경'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試
論)｣, 상허학보 34, 2012; 박정선, ｢한국 현 시의 모더니즘과 전통 : 정지용과 김수 의 
詩를 中心으로｣, 고려 학교 박사논문, 2011; 오세인, ｢한국 근 시에 나타난 도시 인식과 감
각의 연구｣, 고려 학교 박사논문, 2012; 이정우, ｢한·중 모더니즘 시 수용양상 비교연구 : 이
미지즘과 초현실주의를 중심으로｣, 건국 학교 박사논문, 2015; 권경아, ｢1920년  한국 모
더니즘 시의 전개양상 연구｣, 語文硏究 85, 2015; 조명숙, ｢1930년  모더니즘 시의 장소
성 연구 : 정지용, 김기림, 김광균을 중심으로｣, 아주 학교 박사논문, 2015.

14) 김유중, ｢확 와 심화, 혼란과 좌절의 양상들 : 1930년 , 일제 말 암흑기의 詩文學社｣, 이승
하 외, 한국현 詩文學社｣, 소명출판, 2005, 85~141면.

15) 나민애, ｢1930년  한국 이미지즘 시의 세계 인식과 은유화 연구 : 정지용과 김기림을 중심
으로｣, 서울 학교 박사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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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거나,16) 형식상의 실패 혹은 형식의 쇄신에 한 시인의 몰자각에 의한 것이
라는 진단17)이 정지용의 가톨릭 시에 한 소극적인 평가를 양산한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정지용 문학에서 가톨리시즘은 특정 시기에 한정되는 주제가 아니라 그
의 세계관을 반 하는 것이라는 주장18)도 제기되었다.19) 허윤20)은 정지용의 가톨
리시즘을 창작방법론과의 연계를 통해 살피며 가톨리시즘이 정지용의 시 세계의 
특정 시기만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창작관에 지 한 향을 미친 능
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정지용 문학을 해석하는 하나의 관점으로서의 가톨리시즘은 여전히 양극
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또한 정지용을 1930년  표적 모더니스트라는 문학사
적 정점에 위치시키려는 시도는 모더니즘과 종교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다루는 것
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정지용이 이미지를 구축하는 방식이나 시를 사유하는 세
계관은 종교적 차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모더니즘 발생과 관
련하여 ‘신성’의 문제를 학문적인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해야 한다. 이때의 ‘신성’
은 서구 전통의 ‘기독교’라는 특정의 종교적 속성과 다름은 분명히 해야 한다.21)

가톨릭복年에서의 활동과 그의 산문, 文章지에 실린 시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지용 문학에서 가톨리시즘은 그의 시 창작의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본고에서 주목하는 것은 가톨리시즘과 창작의 관계 해명이 아니라, 기존 문학사에
서 중요하게 다루어왔던 정지용의 이미지에 한 접근 방식에 새로운 관점을 도입
하고 새로운 차원에서의 이미지 이론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6) 김윤식, ｢가톨리시즘과 미의식-정지용의 경우｣, 한국근 문학사상사, 한길사, 1984, 432면.
17) 송욱, ｢정지용 즉 모더니즘의 자기부정｣, 시학평전, 일조각, 1963.
18) 유성호, ｢감각 ‧ 신앙 ‧ 정신을 통한 초월과 격절의 세계-정지용 ‘종교시편’의 의미｣, 근 시

의 모더니티와 종교적 상상력, 소명출판, 2008.
19) 허윤, ｢정지용 문학의 가톨리시즘과 역사의식｣, 민족문학사연구 53, 2013.12, 470~471면.
20) 허윤, ｢정지용 시와 가톨릭문학론의 관련 양상 연구｣, 서울 학교 석사논문, 2012.
21) 정지용, ｢朝鮮詩의 反省｣, 文章 27호, 1948.10(정지용 전집 2 산문, 서정시학, 2015, 

636면, 이하 정지용 전집 2 산문, 인용면수로 표기.)
    정지용은 ｢朝鮮詩의 反省｣에서 “기독교정신이 민족해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신구약이 

다분히 그러한 전쟁과 투쟁의 역사적 기록으로 만재된 것을 볼 때 또는 교회 자체가 끝까지 
사도적 전진이며, 성신의 보루임을 자임하는 바에는 인간 투쟁의 시인이 아담과 에와의 
범명에 있다는 것을 그 이전에 천상에서 선천사와 악천사의 싸움에 돌린다는 것을 기독교도
로서 신앙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혼의 도전이 마침내 정치 경제적 전쟁위에 실전화하
여 온 것을 보는 것이 구태어 이단사설이 아닐가 한다.”라며 기독교정신을 비현실적이고 비정
치적인 순수의 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음이 드러난다. 이러한 관점으로 조선시를 반성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자세에서 정지용에게 기독교라는 것이 어떠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자기 반성, 
나아가 세계를 성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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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용의 이미지에 한 연구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에 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문예사조적인 관점 이외에 정지용 문학에서 이미지의 문제를 다룬 연구
를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정지용의 시적 변모 양상에 주목하여 초기의 바다 이미지에서 후기의 산 
이미지로 이행하는 원인이나 그 개별적 특성에 한 연구이다.22) 이는 시의 소재
나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시기 구분을 통해 정지용 문학의 변화 양상을 살
피고 있다. 근  지향적인 면모가 두드러지는 초기에는 ‘바다’의 이미지가, 전통 지
향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후기에는 ‘산’의 이미지가 부각된다는 것을 주된 특징으로 
보고 있다. 특히 초기의 ｢바다｣ 연작과, 후기의 白鹿潭 시편을 통해 시적 소재의 
변모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데, 그 원인을 탐구하며 문예지 文章과의 연관성 속에
서 해명을 시도하기도 했다.23) 그러나 개는 근 -전통의 이분법적 논리를 바다
-산의 이미지에 투 하 다. 문제는 이러한 논리에 따라 주제의 변화를 살피는 경
우, 정지용의 시 이미지가 상 중심적인 것으로 이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신범순24)은 정지용의 시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법이나 방법의 문제가 아니
라 ‘사상’의 문제임을 드러낸다. 그중에서도 후기의 ‘산’ 이미지는 우리의 근 문학
이 나아가야 할 길에 한 시인의 고뇌가 담겨 있는 것이며, 서구적 근 화의 역사
적 필연성에 한 심도 있는 질문을 던진다고 분석한다. 그는 정지용을 ‘모더니즘’
이라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정지용 문학에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제 로 제시
하지 못하고 단순화시켜버린다고 비판한다. 이는 문학사적인 틀로 시인을 재단하려
는 시도, 기존의 연구사의 관점이 답습되는 문제가 그 자체로 한계임을 지적한 연
구라 할 수 있다.
22) 이상오, ｢정지용 시의 자연 인식과 형상화 양상｣, 고려 학교 박사논문, 2005; 김문주, ｢한

국 근 시의 자연 형상과 전통적 성격｣, 한국시학연구 16, 2006; 최은숙, ｢정지용 후기시 
연구 : 여백의 시적효과를 중심으로｣, 고려 학교 석사논문, 2006; 금동철, ｢정지용 후기 자
연시에 나타난 기독교적 자연관｣, 韓民族語文學 51, 2007; 김애희, ｢정지용 후기 시집 "백
록담" 연구｣, 전남 학교 석사논문, 2008; 금동철, ｢정지용의 시 「백록담」에 나타난 자연의 
의미｣, 우리말글 45, 2009; 이종옥, ｢정지용의 「바다」 연작시에 나타난 수(水)의 상상력
｣, 韓國文學論叢 59, 2011; 김경훈, ｢정지용의 시가에서의 “물” 이미지 연구｣, 국어국문학
162, 2012; 조명숙, ｢‘장소'와 ‘감각'의 상관성 연구 : 정지용의 초기시를 중심으로｣, 한중인문
학연구 42, 2014; 이솔, ｢정지용의 초기 바다시편과 후기 산수시의 상관성 연구 : 물의 이미
지 유형을 중심으로｣, 고려 학교 석사논문, 2014; 김명숙, ｢정지용 『백록담』에서 본 전통 
이미지에 한 차용과 개조｣, 한중인문학연구 47, 2015; 정희진, ｢정지용 시의 바다 이미지 
연구｣, 조선 학교 석사논문, 2015.

23) 김진희, ｢정지용의 후기시와 『문장』 : 화단(畵壇)과 문단(文壇)의 교류를 중심으로｣, 批
評文學 33, 2009.

24) 신범순, ｢정지용 시에서 '헤매임'과 산문 양식의 문제｣, 한국현 문학연구 5, 1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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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상징이나 기호의 해석을 통해 이미지 분석을 시도한 연구이다.25) ‘말’, ‘지
도’, ‘유리창’, ‘나비’ 등 정지용 시의 독특한 미학을 구성하는 상징적 기호로 자주 
사용되는 시어의 특징을 밝히려는 시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정지용 시에서 작
용하는 고유의 상징과 기호를 보다 면 하게 고찰하고,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정
지용만의 감각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다. 

김기국26)은 정지용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기호가 어떠한 효과가 있는 지에 해 
시 ｢鄕愁｣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는 다양한 의소 자질에 의해 확보된 의소(확
장성)는 결국 고향과 고향을 향한 시인의 갈망을 오래도록 ‘지연’시키려는 전략이 
되고, 결과적으로 의소를 통해 이 시에 한 일관적 글읽기인 동위소 ‘곱씹음’을 추
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독자의 능동적 역할을 통해 시 텍스트의 감상과 이
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정지용 시의 미학적 특질 중 하나로 꼽는다. 상에 한 인
식을 묘사하는 정지용의 미학이 시 텍스트의 감상과 이해의 출발점을 작가로부터 
독자에게로 이동시키며, 상의 이지적 묘사와 이미지의 감각적 포착에 몰입하는 
시에서 독자는 텍스트를 구성하는 시어, 시행, 연의 흐름은 물론 묘사와 이미지에 
스며있고 숨겨져 있는 독특한 미학을 찾는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지가 가지는 힘이 독자에 의해 발견된다는 것으로 시인과 독자의 관계
를 고려하여 ‘기호’를 ‘읽어낸다’는 것의 의미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을 두었다. 그러나 정지용이 사용하는 언어의 특이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문학 작품에 통용될 수 있는 주장이며 정도의 차이로 볼 수 있다는 한계
가 있다. 또한 이러한 의의의 도출은 정지용의 이미지에 한 보다 근본적이고 근
원적인 해명에까지 다다를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나아가 개의 연구
가 정지용 시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이미지에 고정적인 해석을 부여하려고만 한다

25) 신난 , ｢정지용 시에 나타난 색채 이미지｣, 충북 학교 석사논문, 2008; 최혜경, ｢정지용의
시 「춘설」에 나타난 도가적(道家旳) 자연주의와 춤 이미지 재해석｣, 세종 학교 공연예술

학원 석사논문, 2010; 박정선, ｢정지용과 김수 의 시에 있어서 근  도시의 표상성 -"지
도"와 "유리"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39, 2011; 강호정, ｢1930년  시에 나
타난 ‘지도' 표상과 세계의 상상 : 정지용, 임화, 김기림, 신석정의 시를 중심으로｣, 한국민족
문화 43, 2012; 곽명숙 ‧ 이상신, ｢｢鄕愁｣의 ‘석근'과 ‘서리 까마귀'에 한 의미 고찰｣, 한국
현 문학연구 40, 2013; 장철환, ｢정지용 시의 ‘유리창' 이미지 연구｣, 한국학연구 29, 
2013; 김지 , ｢현 시와 시각예술의 상호 매체성 연구: 정지용 시에 나타난 시적 이미지 연
출｣, 기초조형학연구 15(2), 2014; 김지혜, ｢정지용 일본어시의 "산책자" 의식과 "유리창" 
이미지의 탄생 -새로 발굴된 『자유시인』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현 문학이론연구 61, 
2015; 안상원, ｢정지용 시의 색채 이미지와 시 쓰기 의식 연구｣, 이화어문논집 36, 2015.

26) 김기국, ｢정지용의 「향수」와 기호학적 글읽기 - 확장성과 곱씹음의 미학｣, 기호학연구
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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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이미지 자체의 힘과 역동성을 주목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드러낸다. 
 셋째, 정지용 시의 언어적 특이성을 고찰하고 그것과 이미지와의 연관성을 살핀 

연구다.27) 김효진28)은 ‘언어’와 ‘근 화’의 연관성을 주목하며, “언어적 근 ”를 “일
상적 모어에 기초한 말하는 언어와 쓰는 언어 사이의 커다란 단절이 해소되어, 일
상생활의 레벨에서 최고도의 국가적 정책에 이르기까지, 언어문화의 전 역을 일
괄하는 모어 혹은 속어의 사용이 관철되어 있는 상태”로 파악할 때, 조선어 연구자
들이 몰두했던 조선어의 규범화나 조선 문학인들이 시도했던 조선어 문체의 정리
는 어느 일면에서 분명 조선어의 근 화라 칭할 성과를 남겼다고 평가한다.29) 정
지용이 ‘우리말’을 활용한 시어 연구에 힘쓴 시인이라 할 때, 이러한 언어로부터 발
생하는 ‘이미지’와의 연관성을 고찰하는 시도들은 본고가 논의하고자 하는 ‘언어’와 
27) 박상동, ｢정지용 시의 난해성 연구 : <향수>·<유리창1>·<유선애상>을 중심으로｣, 고려

학교 석사논문, 2004; 김명인, ｢한국 근 시의 토착어 지향성 연구 : 1930년  시를 중심으로
｣, 한국학연구 25, 2006; 여태천, ｢정지용 시어의 특성과 의미｣, 한국언어문학 56, 2006; 
이선이, ｢정지용 후기시에 있어서 傳統과 近代｣, 우리문학연구 21, 2007; 이근화, ｢1930년

 詩에 나타난 植民地 朝鮮語의 位相 : 金起林·鄭芝溶·白石을 中心으로｣, 고려 학교 박사논
문, 2008; 김 건, ｢감각적인 시어의 사용과 자유로운 시선의 이동 : 정지용 시 「瀑布」를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17, 2011; 김춘식, ｢유기적 통일과 시어의 신성성 : 
정지용의 시론과 시어관, 감각의 상관성｣, 한국시학연구 31, 2011; 박명옥, ｢정지용의 산수
시 연구 : '用事'와 '意境'을 중심으로｣, 고려 학교 박사논문, 2011; 이동진, ｢정지용의 일본
어시에 한 고찰 : 정지용의 시세계 형성과 北原白秋｣, 부경 학교 석사논문, 2011; 김예리, 
｢정지용의 시적 언어의 특성과 꿈의 미메시스｣, 한국현 문학연구 37, 2012; 이근화, 근
적 시어의 탄생과 조선어의 위상, 서정시학, 2012; 정용호, ｢정지용 시에 나타난 언어의 특
성 연구 : '눌어'와 '침묵'의 관련 양상을 중심으로｣, 울산 학교 석사논문, 2012; 유인채, ｢정
지용과 백석의 시적 언술 비교 연구｣ 인천 학교 박사논문, 2012; 배호남, ｢정지용의 시어 "
조찰한"의 의미 변화 연구｣, 韓民族語文學 65, 2013; 조향범, ｢정지용 詩語의 意味에 하
여(1)｣, 한국시학연구 43, 2015.

28) 김효진, ｢'국어' 글쓰기와 '국민문학'의 성립｣, 연세 학교 석사논문, 2011.
    이 논문은 근 화에 발맞추어 나가고자 하는 당  지식인들의 조선말 문학에 한 생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는 “조선문단의 창간 동인이기도 했던 주요
한은 ｢노래를 지으시려는 이에게｣(1924.10-1924.12)에서 “새문학의 출발뎜”에 놓인 조선문
학의 과제로 “조선말”의 형성을 책정한다. “조선말”은 “결코 순젼히 조선 어근에서 나온 말이
라 함이 아니오 어근은 어듸서 왓던지 현재 우리 감각에 반향을 니르킬만한 생명 잇는 말을 
가르킨”다. 여기에서, “조선말”을 규정하려는 지리적·역사적 근거는 의도적으로 부정된다. “조
선말”은 “조선적 긔분”을 환기할 수 있는 독특한 음상이 발견·구현·유통되는 과정을 통해 생성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곧 ‘문학’ 활동이라 
할 수 있다.(27면)”라며 주요한의 논의를 정리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주요한 이후 세 로 
등장하는 정지용이 적극적으로 활용한 ‘우리말’ 자체가 근 적 특성을 지닌 것이자 시 의 요
구를 주체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29) 김효진, 앞의 글, 33~34면.
    여기서 ‘언어적 근 ’라는 표현은 イ·ヨンスク의 ｢朝鮮における言語的近代｣(一僑硏究 12, 

1987, 81면, 三ツ井崇, 앞의 글, 9면에서 재인용)에 출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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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의 상관성을 ‘신성’이라는 관점에서 밝히고자 하는 목적에 좋은 시사점들을 
제시해준다. 

조전래30)는 미 이미지즘에 큰 향을 끼친 시인인 엘리엇의 시 기표를 해석하
는 연구에서, 언어에서의 기표가 가지는 불안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인의 끊임
없는 시도와 좌절의 문제를 다룬다. 이때 엘리엇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바로 신앙을 
통한 해결책의 모색이다. 기표적 욕망의 극복은 지각이나 개념, 논증이나 교훈, 이
성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인간의 말을 도구로 사용하는 시적 주체는 “주여 나는 
무가치 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말씀의 권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적 
주체를 모색하기에 이른다. 이성의 도구로서의 말이 아닌 성령의 말씀 안에서 시적 
주체는 탐험가가 되어 더 심오한 강렬성을 위해 멈추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
다.31) 흄에게서 언급된 ‘종교적 태도’가 엘리엇의 종교인 앵글로 가톨릭과의 연관
성 속에서 강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가톨릭’이라는 특정 종교가 아
니라, 언어의 기표와 이미지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신성’의 역이 어떻게 활용되
고 있는가이다. 이때 주목을 요하는 부분이 바로 鄭芝溶詩集 표지화이다. 

정지용 문학에서 이미지의 문제는 끊임없이 다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 로 
지적되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다. 그것은 정지용의 첫 시집 鄭芝溶詩集의 표지화
에 한 것으로, 이에 한 선행 연구로는 홍승진의 연구가 유일하다.32) 鄭芝溶詩
集의 표지화를 장식하고 있는 이 그림은 이탈리아 화가인 프라 안젤리코의 <수태
고지>(1433-1434, 코르토나 주교구 박물관)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첫 시집의 
표지화로 왜 이 그림을 선택했냐는 것이다. 

회화와 문학의 상관성을 인지하고 종합예술을 추구하는 양상은 1920년  일본 

30) 조전래, ｢엘리엇의 시: 기표의 좌절과 극복｣,  어 문학연구 51(1), 2009, 343~364면.
31) 위의 글, 353~355면.
32) 홍승진, ｢1950년  김종삼 시의 이미지와 종교성｣, 김종삼 시의 미학과 현실 인식, 김종

삼시인기념사업회 2016년 정기학술 회 논문발표집, 2016.11.19, 15~36면.
    鄭芝溶詩集의 표지화가 프라 안젤리코의 그림임을 밝히고 있는 것은 홍승진의 연구가 유

일하다. 1950년  김종삼 시편에 나타난 이미지(즘)과 종교적 태도의 성격을 논하는 연구의 
결론에서, 그는 “ 미 모더니즘 또는 이미지즘의 시인으로 일컬어지는 정지용 또한 수도사 화
가 프라 안젤리코의 <수태고지> 가운데 한 장면을 자신의 시집인 鄭芝溶詩集의 표지화로 
삼았다.”(35면)고 밝히고 있다. 이는 鄭芝溶詩集의 표지화를 지적한 최초의 논의라 볼 수 
있다. 홍승진은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이 표지화와 정지용 문학의 관련성을 밝히고 있지는 않
으나, ‘김종삼’이라는 1950년  모더니즘 시인에게서 발견되는 종교적 태도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이는 정지용에서부터 시작되는 모더니즘 계열에 기독교라는 종교적 태도
라는 항을 추가할 때 ‘김종삼’이 놓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모더니즘의 계보를 형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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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계의 분위기를 경험하고 귀국한 문인들에 의해 발전하 다. 創造, 廢墟, 
白潮, 靈臺 등의 문예지에서는 문학과 미술, 작가와 화가의 정신적 상동성을 인
식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1930년  문학인과 미술인이 추구했던 현 예술미학
의 단초를 보여준다.33) 당 의 문단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정지용이 표지화에 실
은 프라 안젤리코의 그림은 정지용의 정신적 지향을 이해해볼 수 있는 지점을 마
련한다는 점에서 보다 세심하게 고찰되어야 한다.

이 표지화의 발견은 모더니즘 연구사에서 주목되지 않았으나, 정지용이 초기부터 
어떠한 ‘신성’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던 흔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문제에 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권정우34)이다. 그는 정지용의 시 세계를 전
반적으로 보았을 때, 정지용이 일관되게 신성성이라는 가치에 주목하고 있었음을 
밝힌다. 또한 그동안 정지용의 감각적 표현 의식에 집중하느라 시인의 주제 의식이
나 감각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정서적 효과의 측면은 간과되었고, 시인
의 전체 시 세계를 파악하지 못한 한계를 분명히 하며 정지용 시에 나타나는 감각
적 특성이 표현 방식에 해당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서 시인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연구의 초점이 놓여야 함을 당부하고 있다. 

김춘식35)도 정지용의 시론과 시어에서 ‘신성’의 문제를 발견하고 있다. 그는 절
제된 정신의 상태를 말하는 시적 감각과 언어적 감각의 일치를, 시적 승화 과정을 
통해서 ‘정신과 기법’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자 노력한 정지용의 체험적 시론의 최
종적 종착점으로 보았다. 이 점에서 정지용 시의 ‘감각’은 ‘정신과 기법’, ‘정서와 
언어’의 양식화를 통해 산출된 결과물로서 단순한 감각 기관의 작동이나 감정, 감
성과는 구별되는 ‘미적 언어 양식 혹은 그 산물’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33) 김진희, 회화로 읽는 1930년  詩文學社, 북코리아, 2012, 43~51면. 
    당시 일본에서는 서구 낭만주의 문학에서 추구한 이상적인 종합예술에 한 관심이 커지며 

문학과 미술의 관련성을 탐구하고자 예술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서구 예술사에서 낭만주의 
미학이 추구했던 문학과 미술 중심의 종합 예술적 이상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각 예술 장르의 
상호관련성, 문학과 미술과 시의 융합된 형태의 예술 작품을 창작하고자 하는 열의로 드러난
다. 김광균은 ｢30년 의 畵家와 詩人들｣이라는 글에서 김기림과의 호에서 파리를 중심으로 
한 화가와 시인들의 모임과 그들의 예술적 정신을 이야기했음을 떠올린다. 소위 모더니즘 문
인 모임이라 불리는 ‘구인회’ 동인들과 미술인 모임 ‘목일회’ 계열 화가들이 ‘낙랑팔라’ 등의 
카페에 모여 서로 교류했다는 사실은 예술에 한 유사한 감수성과 문제의식이 공유되어 있
었음을 알 수 있다. 정지용도 이후 文章의 동인이 되는 화가 길진섭과 이 시기부터 가깝게 
교류했으며 문학과 회화의 상관성에 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것이 나중에 ‘文人畵’의 
문제까지도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34) 권정우, ｢정지용 시의 탈근  정서 연구｣, 어문논총 54, 2011.
35) 김춘식, ｢유기적 통일과 시어의 신성성 : 정지용의 시론과 시어관, 감각의 상관성｣, 한국시

학연구 3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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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연구가 정지용 언어관의 독특한 미학을 포착했으나 그것이 정신주의로 귀
결된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의의를 찾지 못하 고, 정지용 시에서 나타나는 
‘신성’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지용 시에서 ‘신성’을 논의의 중심에 놓는 이러한 연구들은 
기존의 연구사의 한계를 지적하고 ‘신성’의 문제를 종교적인 관점에서 다룰 필요가 
없음을 밝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개의 연구에서 ‘신성’은 ‘종교’의 문제로 국
한되었고, 특히 1930년  초중반이라는 특정한 시기에 발표된 ‘종교시’와의 연관성
에 주목하여 그 내용과 주제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그것을 보편적인 세계관의 측면
에서 깊이 헤아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초-중-후기라는 시기 구분의 관점을 통해 정지용 문학에 접근하면서도 그것이 
유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해명하려고 한 박남희36)는 정지용의 중기 시를 지배
하는 시관이 가톨리시즘이며 이를 바탕으로 유기체 시관이 마련된다고 보았다. 그
는 가톨릭 신앙을 바탕으로 한 종교시편은 초기의 감각을 중심으로 한 ‘바다’ 시편
과 후기의 ‘산’을 소재로 한 동양적 정신주의 시편들 사이의 교량적 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고 보았다. 종교시편에 나타나 있는 기독교적 정신주의는 수직적 초월을 지
향한다는 점에서 후기 산수시의 동양적 정신주의와의 연결성을 지닌다. 따라서 그
는 정지용의 후기 시에 나타나는 동양적 유기체 시관은 현실 초극 의지의 산물임
을 알 수 있다고 평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정지용의 시 세계를 넓게 조망할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해주지 못한다. 정지용에게 있어 가톨리시즘은 특정 시기에 드
러난 관심의 상이 되는 특정 종교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관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톨리시즘의 제한적 이해는 정지용의 시적 이미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해석할 
수 없게 만드는 걸림돌로 작용했다. 또한 근본적으로 정지용 시 텍스트에 한 세

한 탐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 문예사조적인 관점이나 방법론적인 
접근이 오히려 그의 시 세계를 구분 짓고 범주화하기에 급급한 상태로 만들었다. 
한국 이미지즘의 주체적 계보를 형성하려는 연구에서 정지용이 언급되지 않은 경
우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지화의 발견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정지용의 이미
지가 형성되고 있는 역인 ‘작품’과 ‘시집’에 한 세심한 관찰이 부재했음을 방증
한다. 또한 이 그림을 신학적인 근거를 토 로 해석하고 그 특징을 밝혀 문제 제기
를 할 만큼의 관심뿐만 아니라 이미지에 한 철학적이고 미학적인 접근을 통한 
36) 박남희, ｢한국현 시의 유기체적 상상력 연구 : 박용철, 정지용, 조지훈을 중심으로｣, 고려

학교 박사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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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부족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미지를 미 모더니즘에서 중시했던 ‘회화
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것 역시 이미지가 작동하는 원리와 본질에 해 숙
고하지 못하게 한다는 한계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연구사의 한계와 의
의를 숙고하며, 정지용 시 이미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마
련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시각
정지용은 그의 시론 ｢詩와 言語｣에서 “詩는 言語와 incarnation적 一致다”라고 정

의하며 ‘육화(incarnation)’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 다. ‘육화’란 기독교적
으로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인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예수의 ‘강생’을 뜻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확장하여 보면 비가시적인 것이 물질성을 가진 가시적 형태
로 나타나게 함을 뜻한다. 본고는 정지용 시에서 나타나는 ‘육화적 이미지’의 특성
을 밝히고자 한다. 이는 정지용의 시적 이미지의 본질을 탐구하는 과정이자 이러한 
이미지를 구축한 시인의 사유를 고찰하여 새로운 차원의 이미지 해석 방식을 제시
하려는 본고의 목표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서양 미술사에서 콰트로첸토라는 중세
와 르네상스의 교량적 시기에 신성을 나타내는 방식을 프라 안젤리코라는 화가의 
작품을 통해 해석한 조르주 디디-위베르만(Georges Didi-Huberman, 1953~)의 
이론을 방법론으로 사용하고자 한다.37) 

육화의 신비를 나타내기 위해 프라 안젤리코가 사용한 기법들은 정지용 시에서 
나타나는 난해한 언어 기호와 역동적인 이미지의 운동성을 효과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 이론이 단순히 鄭芝溶詩集의 표
지화와 연관될 뿐만 아니라 이미지 활용 방식에서도 공통되는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공통점들이 마련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시 ’의 문제를 꼽을 수 
있다. 프라 안젤리코는 중세가 끝날 무렵,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초기에 활동을 하
는 ‘수도사’이자 ‘화가’ 다. 정지용은 일제 강점 하에서 근 화가 진행되던 1930년

의 지식인으로서 ‘사회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시인’이었다. 중세에서는 ‘기독교’
라는 전통이, 조선에서는 ‘동양적 정신주의’라는 전통이 거부할 수 없는 새로운 시

의 도래 속에 놓여있었다. 격변하는 시 의 중심에서 스스로의 신념과 지향을 작

37) Georges didi-Huberman, Fra Angelico: Dissemblance and Figuration, trans. Todd, Jane 
Marie, Chicago and London: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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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속에서 통합적으로 녹여내는 시도가 회화에서, 그리고 시에서 각각 이미지를 활
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때 회화 분석을 시 분석의 유비 상으로 삼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미술
사 혹은 문학사는 연 기적으로, 공식적으로 고정되어 이해되고 그 틀 안에서 사고
하는 것을 정석으로 삼아온 역사에 공통적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순
행적 연 기에 의심을 품고 새로운 시선으로 해석을 시도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역사에 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그 시도의 과정에서 새로운 ‘읽기’가 가능해진다
는 점에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38) 문예사조적 특성에 국한하지 않고 
텍스트에서부터 해석을 새롭게 시작하고,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이
나 기호들에 주목한다면 탈역사적인 해석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프라 안젤리코와 정지용은 시  변화의 중심에서 전통과 현 의 조합을 모색해
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이러한 경계에서 흔히 이분법적인 접근 논리에 의
한 모순이 발생한다. 이러한 모순에 빠지지 않기 위해 예술가는 부단히 새로운 방
식을 창조하고 나타내야 하는 숙명에 놓인다. 이때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는 해소되지 않는 초월적인 역의 현존을 가능하게 하고, 인류 보편이라는 사고를 
긍정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시인으로서의 자의식이 강했던 정지용은 이러한 맥락
을 고려하며, 예술로서 이룩할 수 있는 주체적인 근 의 향유를 위한 방법을 꾸준
히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지용은 1926년 6월 學潮 1호에 ｢카페-프란스｣ 외 8개의 시를 발표하며 등
단했다. 감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지는 초기 시편은 모더니즘적 시뿐만 아니라 민요, 
시조, 동시 등 다양한 장르의 시가 시도되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고전에 한 
공부의 중요성, 조선어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문학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 편향되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모습은 정지용이 시 창작뿐만 아니라 시 번역에 나타
내는 관심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때 정지용이 선택한 번역의 상들에게서 어
떠한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이를 통해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그의 관심사를 추측
해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발굴된 정지용의 번역시는 정지용이 등단하기 전 휘문고보 문예지 휘
문에 상재한 타고르의 시 번역을 포함하여 총 49편이다.39) 정지용이 번역한 상
38) Georges Didi-Huberman, op. cit., p. 143.
39) 정지용이 등단 이후 약 24년 동안 쓴 시가 일본어 창작시를 제외하고 175편으로 추정되는

데, 번역시가 약 50편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정지용의 문학에서 번역의 비중이 결코 작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정지용의 번역시 활동을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면 첫째, 등단 전후
시기의 발표한 번역으로, 1923년 휘문고보 졸업 무렵 교내 문예지 휘문에 타고르의 기탄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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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살펴보면, 그가 시작(詩作) 기간 전반에 걸쳐 종교와 신앙에 보인 꾸준히 관
심을 보 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상이 타고르나 윌리엄 블레이크, 쉘리, 휘
트먼 등이라는 점에서 이 관심은 기독교라는 특정한 종교에 몰두되어 있다기보다 
‘종교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신앙’이란 무엇이며 ‘신비’란 어떤 것이냐에 한 
물음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파악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번역 활동이
라는 것 자체가 ‘언어’와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깊은 고민을 안겨주는 행위라 할 
때,40) 정지용의 문학관에 적지 않은 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본고에서 정지용의 번역을 언급하는 것은 시인의 번역이 가지는 특수성 때문이
다.41) 특히 타고르와 블레이크에 한 관심은 정지용 초기 시작(詩作) 기간과 맞
물리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타고르(Rabindranath Tagore, 1861-1941)
는 국 낭만주의의 주체적 수용을 통해 봉건적 구속에서 벗어나 근 로 향하려는 
의식과 국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굴레에서 벗어난 자유에 한 열망을 키워갔다. 
당시 인도 낭만주의는 이러한 반봉건적, 반제국적 저항의식의 시적 표현으로 당시 
민족운동과 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전했다.42) 반면 윌리엄 블레이크(William 
Blake, 1757-1827)는 표적인 국의 낭만주의 시인으로 독창적인 시적 기교와 

리 시 9편을, 1930년 동지사 학 문과에 재학하면서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와 1931년에 
종교시 3편을 번역했다. 둘째, 월트 휘트먼의 시를 번역한 1938년으로, 휘트먼 시 3편과 윌
리엄 블레이크 시를 재수록하여 해외서정시집(인문사, 1938)에 발표하 다. 셋째, 1947년
부터 1949년까지 로웰, 쉘리, 휘트먼의 작품 및 여러 편의 종교시를 경향신문과 가톨릭복
年에 발표했다.

40) 허윤회, ｢정지용과 번역｣, 한국의 현 시와 시론, 소명출판, 2007, 145~146면 참고.
     번역은 일차적으로 원텍스트를 번역자가 번역하면서, 번역텍스트를 생산하게 된다. 번역자

의 ‘해석’이 수반되며 번역자는 번역 행위뿐만 아니라 원텍스트와 번역텍스트의 의미 해석을 
하는 중심 역할을 맡게 된다.(Susan Bassnett, Translation Studies, Routledge, 1980, p. 
44.) 벤야민은 번역이 원전에 의존하면서도 그로부터 상 적으로 독립한 하나의 고유한 ‘형
식’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번역자의 언어로 단순히 복제하는 일 이상의 창조적 작업, “진
리의 언어”를 찾는 일임을 밝히고 있다.(Walter Benjamin, 최성만 역,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하여 | 번역자의 과제 외｣, 도서출판 길, 2008, 17~18면.) 폴 드 만은 번역을 “원전
에 파편화의 운동, 교의에서 벗어난 방황, 일종의 원한 망명 상태를 부여해서, 원전을 탈정
전화 하도록 움직이는” 의사소통의 양식이라고 정의했다.(Paul de Man, The Resistance to 
Theory,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6, p. 92.) 이상의 검토는 번역이 번역가의 해석
에 의한 ‘탈정전화’ 현상임을 밝히며 번역이 가지는 능동성에 한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 

41) 시인으로서 시를 창작하는 일이 필수적이라면 번역은 선택적이다. 번역 작품을 발표하는 것 
역시 선택적인 것이며, 이 선택에는 시인의 ‘의도’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의도에 따라 
다수에게 선전 혹은 설득하거나 그 작품이 가져다 줄 충격을 전달하려는 목적일수도 있다. 따
라서 시인의 ‘번역’은 ‘창작’보다도 능동적일 수 있으며 이를 살피는 것은 시인의 의도를 파악
하는 일이고, 이는 시인의 작품 세계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42) 김우조, ｢ 역 본 기딴잘리에 나타난 인도낭만주의의 특성-R. 타고르 시의 발전단계를 
중심으로｣, 남아시아연구 18(3), 2013, 20~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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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묘한 신비적 상징주의에 의한 시를 창작하 다.43) 그는 순수한 상상력과 예언자
의 직관을 열렬하게 신봉하는 낭만주의자 다. 

정지용은 블레이크 시 세편을 번역하여 발표하 고, 동지사 학 학위논문에서 
블레이크의 ‘상상력’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뤘다.44) 그는 윌리엄 블레이크의 낭만주
의적 경향을 상상력의 관점에서 고찰하며 그것을 ‘은유’의 방식으로 살펴보며, 블레
이크의 상상력이 18세기의 주지주의 경향을 해방시켰다고 말했다. 이는 타고르가 
인도문예부흥을 통해 정체되어 있던 인도 문학에 ‘낭만주의’라는 새로운 바람을 불
어 넣은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이는 정지용이 전통과 근
의 변증법을 통해 당  문단에 ‘모더니즘’ 기법을 주체적으로 수용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블레이크가 누구에게도, 어떠한 문학적 향도 받지 않고 자신의 시 세
계를 표현하기 위한 시적 형식을 창안했다는 사실은 정지용이 ‘조선의 근 시’의 
방향을 고뇌하고 시의 언어로서의 우리말의 우수성을 강조한 것을 연상시킨다. 이
렇게 볼 때, 정지용의 시는 기법적인 측면에서 윌리엄 블레이크와, 정신적인 측면
에서 타고르와 유사한 지점이 발견된다. 

윌리엄 블레이크와 타고르에 한 비교가 보편적으로 논의되는 주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두 시인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하나는 낭만주의적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신비주의적인 경향이 드러나는 것이다. 정지
용은 타고르와 블레이크에 한 관심과 연구를 통해 어떠한 비전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블레이크에 한 논문에서 “블레이크의 상상력의 세계가 극단적으로 
개진되면서 비전의 세계가 비전 혹은 빛만 남은 세계가 되어 버렸다”고 평가한 것
은 블레이크의 위 한 상상력이 현실성을 결여했을 때 가져오는 결과에 한 부정
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즉, 상상력과 은유, 시와 신성에 한 이해와 더불어 
그것이 단순한 자기만족 혹은 자기만의 세계 속으로 침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고 생각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지용은 본격적인 문단 활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새로운 시 형식의 
모색과 시 속에 담겨야 하는 정신을 이미지로 나타내는 방식에 한 고민, 곧 ‘신
성’을 드러내는 방법에 한 고민을 선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할 때, 정지
용의 시에서 ‘신성’이 나타나는 양상을 살피는 것은 그의 작품 세계의 시작과 끝을 

43) 김언정, 「윌리엄 블레이크의 상징주의 연구 - 상징을 통한 상상력의 구상화」, 『生活指導硏究』 
21, 2001, 237면.

44) 정지용, ｢윌리엄 블레이크 시에 있어서 상상력의 문제｣, 동지사 학 문과 학사 논문,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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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할 수 있는 관점으로 확장될 수 있다. 정지용 번역에 한 고찰은 ‘신성’에 
한 정지용의 관심과, 조선어의 우수함을 발견하고 언어 훈련에 필요성을 느낀 경험
이 되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나아가 이는 정지용의 시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본고에
서 제시하고자 하는 ‘육화’라는 개념이 성립될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나아가 언
어예술로서의 시에 한 자각과 언어를 통해 구축하는 시적 이미지를 ‘신비’라는 
신성의 측면으로 해석하는 것에 한 당위성을 제공한다. 그런데 ‘신성’을 나타낸다
는 것을 숨은 신적 존재의 드러냄이나 신비의 해독으로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나 
유일신교 일반의 종교적 양태에 불과하다. 그러나 ‘드러냄’ 자체는 그 심층적인 구
조를 살펴볼 때, 비종교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45) 이것을 본고
에서는 ‘육화’라는 개념을 통해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정지용 시 이미지에 한 연구를 진행하
고자 한다. 첫째, 鄭芝溶詩集의 표지화 발견을 해명하기 위한 연구의 연장선상에
서, 프라 안젤리코라는 화가가 갖는 서구 미술사적 특징을 밝힌다. 이는 정지용 시
문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 회화와의 유비를 통해 그의 시적 이미지를 파악하는 방
법론을 제공한다. 둘째, 회화에서 ‘신성’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사용된 ‘물질성’의 본
질에 해 파악하고 그것이 정지용의 시 이미지를 어떻게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지 고찰한다. 셋째, 정지용의 시작 초기부터 발견되고 있는 ‘신성’의 문제가 白鹿
潭으로 이어짐을 밝힌다. 白鹿潭에서 나타난 장소적인 특징의 해명을 통해 정지
용이 그의 시에서 이룩하고 있는 모더니티와 시적 지향을 파악한다. 이는 정지용의 
시적 관심의 계보를 명확히 하고 이러한 해석 방법을 도입하는 것의 필요성을 밝
히는 동시에 문예 사조적인 관점에서 주목되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의 마련을 가능
하게 할 것이다.

鄭芝溶詩集의 표지화 발견은 본 연구의 중요한 시작점이 된다. 정지용의 시에
서 활용된 여러 가지 언어 기호들은 <수태고지>의 회화적 기호를 해석하는 방식
을 유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해석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들을 생산해낼 수 
있다. 따라서 이 해석 방법에 한 이해를 돕기 위해 2장에서는 서양 미술사에서 
<수태고지>라는 주제가 해석되어 온 양상과, 그중에서도 프라 안젤리코라는 화가
에게 부여되는 위상과 특이점을 먼저 설명한다. ‘수태고지’의 핵심은 ‘육화
(incarnation)’라는 신비의 현현인데 이것이 시에서 이미지를 생산하는 방식과 유사
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비가시적 성질의 것이 형상화되는 과정을 ‘육화’라는 관점으
45) Jean-Luc Nancy, 이만형 ‧ 정과리 역, 나를 만지지 마라(Noli Me Tangere), 문학과지성

사, 2015, 10~13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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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석하고자 한다.
2.2절에서는 보다 세부적으로 鄭芝溶詩集 표지화로 선택된 ‘천사’ 부분이 시인

의 역할과 어떤 연관성을 지니는지 살펴볼 것이다. <수태고지>에서 천사는 마리
아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이는 언어를 통해 시적 이
미지를 형성해야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시인의 역할과 유사하다. 그러나 시인은 
단순히 ‘신성’의 매개자 역할이 아니라 말과 언어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세
분화된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을 ‘신비의 육화’와 구분되는 ‘시적 육화’라는 개
념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3.1절에서는 정지용이 구사하는 언어의 특징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미지의 특
이성을 고찰한다. 정지용은 우리말뿐만 아니라 한자어, 외래어, 고어, 방언, 의성어, 
의태어 등을 다채롭게 사용하며 변형되고 난해한 시어를 빈번하게 사용한다. 이러
한 언어는 이해 단계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며 단순한 해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데, 
이 특징을 ‘이행 기호’라는 개념의 도입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행 기호’란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형상(figura)’을 정의하고자 사용했던 표현이며, 조르주 디디-위
베르만이 프라 안젤리코 회화의 기호적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차용한 개념이다. 물
질적으로 현존하는 기호는 다른 기호론적 상태의 기호들 사이에서 불안정하게 움
직이고 있으며 규정, 동일시, 혹은 예견이라기보다는 치환, 운동, 그리고 연상의 가
치를 갖게 한다.46) 이 개념의 적용은 정지용의 독특한 시어와 표현이 끊임없이 어
떠한 이미지들을 상기시키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설명해낸다.

3.2절에서는 고정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 기호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미지가 
가지는 운동성의 역학적 관계를 설정하고 그것이 정지용의 언어 사용의 독특한 미
학이 되고 있음을 밝힌다. 또한 정지용 시에서 ‘이미지’라고 파악되지 않았거나 관
습적인 비유로만 이해되었던 시 이미지들을 ‘비유사적 유사성’이라는 개념으로 발
견해내고자 한다. ‘비유사적 유사성’이란 어떠한 형상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이 나타
내고자 하는 상과 전혀 닮은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을 의미하게 하는 
유사성이 발견된다는 의미이다. 이는 관념이나 감정과 같은 비가시적인 것을 이미
지로 형상화해내는 ‘시’라는 장르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재현하려는 

상이 비가시적인 것이라 할 때, 그것과 전혀 연관이 없거나 일반적인 상징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극히 순수한 기표인 ‘형상’을 통해 적확하게 그 

상을 연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독특한 것은 이러한 이미지에 한 착안점이 
에즈라 파운드에게서도 발견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미지는 그 자체가 언어”이며 
46) Ibid., pp.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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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있게 표현된 언어를 넘어서는 말”이라고 보았다.47) 이는 시적 이미지의 본질
에 한 탁월한 통찰력을 드러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지용의 시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를 ‘비유사적 유사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려고 할 때, 육화적 이미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가에 한 물음
에 답해야 할 것이다. 정지용은 신성의 신비를 재현하는 ‘육화’의 개념을 시적 역
으로 확 하여 이해했다. 문제는 신성한 육화(holiness)에서 나아가 시적인 육화의 
신비(mystery)가 정지용 시에서 궁극적으로 어떠한 의의를 나타나는가에 한 것
이다. 이 신비는 장소와 공간에 한 이해와 더불어 비로소 총체적인 이해가 가능
해진다. 따라서 4장에서는 이미지가 발생하는 곳으로서의 장소 개념을 이해하며 정
지용이 白鹿潭을 통해 마련하고 있는 ‘육화적 이미지’의 완결태를 살펴본다. 

4.1절에서는 ‘장소’와 ‘공간’ 개념의 재고를 통해 白鹿潭의 상징을 파악할 수 
있는 단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수태고지>화 해석의 역사에서 신비의 가시성, 물
질성을 위해 상징으로서의 회화적 디테일뿐만 아니라 수태고지가 일어나는 장소 
자체에서도 신성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해 놓았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수태고지>적인 장소의 상징을 설명하며 공간 개
념이 어떻게 확 되고 있는지 살펴본 후에 그 개념의 적용을 통해 정지용의 ‘시적 
육화’가 시집 白鹿潭을 통해 완성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수태고지>에서 모든 기호와 상징들은 이행과 전치, 비유사성을 통해 궁극적으
로 ‘신성의 현현’을 나타나게 하는 ‘마리아’라는 형상 속에 집결된다. ‘마리아’가 가
지는 장소성을 해석함으로써 ‘물질성’과 ‘신비의 현현’이라는 극단이 어떻게 변증법
적으로 융합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때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서 제시
된 제3의 공간에 한 개념은 4장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白鹿潭이라는 장소의 상
징을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티마이오스에서 플라톤이 제시하는 제3
의 공간은 ‘수용체’적인 것으로 비가시적인 혼의 세계와 가시적인 물질의 세계 
중간에 놓여 있는 지 를 인식론적으로 접근한다. 이것은 육화의 신비가 일어나는 
장소뿐만 아니라 시적 이미지가 발생하는 장소로서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성에 

한 이해를 돕는다. 
4.2절에서는 ‘육화적 이미지’가 자리한 장소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시집 

白鹿潭을 통해 살핀다. 1941년에 발간된 정지용의 두 번째 시집 白鹿潭은 
1936년에서 1941년 사이에 발표된 후 재수록 되었거나 새로 실린 것들이다. 그런
47) Ezra Pound, 전홍실 역, ｢산문-소용돌이파｣, 에즈러 파운드 詩와 散文選, 한신문화사, 

1995, 3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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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白鹿潭은 정지용 후기 시의 표적인 이미지라 불리는 ‘산’ 이미지로만 구성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白鹿潭에서 눈에 띄는 것은 ‘산’에서 출발하여 ‘바다’, 
‘도심’, ‘일상’의 장소로 계속해서 이동하는 양상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또한 ‘산’에
서도 ‘산’ 그 자체가 아니라 ‘산’에서 볼 수 있는 ‘존재’들에 관심을 기울이며 그것
들은 관조하는 시선이 강하게 느껴진다. 白鹿潭에서 화자는 그가 일상적으로 보
던 것들이 새롭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상들을 유심히 바라보게 되며, 그 모든 것
에 깃든 신비로움을 발견해내게 된다. 이는 정지용의 후가 시가 퇴보하여 ‘전통 지
향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화된 경지의 주체적인 모더니즘을 형성한 것으
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집 白鹿潭이 보여주고 있는 형식적 특징에 관한 것이
다. 정지용은 ｢朝鮮詩의 反省｣에서 “위축된 정신”을 “최후의 언어문자”로서 고수하
여 보여주고자 白鹿潭을 발간했음을 밝힌다.48) 러시아 형식주의의 관점에서 ‘모
던’한 것은 ‘낯설게 하는’ 것이다. 그러한 ‘언어 형식’적 특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
이 바로 ｢長壽山｣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문체인 종결어미 ‘-하이’이다. 1930년 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어미가 아닌 ‘-하이’와 같은 어미를 사용하는 것은 의도적인 
‘낯설게 하기’ 장치에 해당할 수 있다. ｢長壽山｣에서 정지용은 ‘장수산’이라는 실제 
장소를 오히려 관념 속 이미지로 형상화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이는 동양적 
정신을 모던한 감각의 시적 기법으로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정지용은 가장 전통적이라고 생각되는 것 속에서 근 의 형식을 만드는 심오한 
변증법을 시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모던한 것으로서의 모던이 아니라 전통 속의 모
던,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것으로서의 모던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형식과 내
용, 구체와 개별은 완전하게 분리해낼 수 있는 종류의 립쌍이 아니다. 기존의 연
구에서 白鹿潭을 여백, 산문이라는 기법적인 형식의 측면에 주목하거나 정신주
의, 전통 지향성이라는 내용적 측면에 주목해왔다. 그러나 사실 정지용은 시  변
화의 경계에서 고전과 현 의 접점을 시의 내용과 형식의 조화를 통해 나타내어 
‘열렬한 민족’을 가능하게 하는 ‘시’ 형식의 창조를 모색했던 것이다. 그는 ‘육화’라
는 이미지 제시 방식을 고려함으로써 모더니즘과 정신주의의 합일에 성공한 것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지용은 초기 시에서만 ‘모더니즘’을 보여준 것이 아니
라 후기 시에서 오히려 완숙한 ‘모더니즘’의 경지를 보여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8) 정지용, ｢朝鮮詩의 反省｣, 文章 27호, 1948.10.(정지용전집 2 산문, 632~6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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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鄭芝溶詩集의 표지화와 육화(incarnation)의 문제
2.1. ‘언어의 incarnation적 일치’로서의 시와 이미지의 신성성

T. E. 흄은 ｢휴머니즘과 종교적 태도｣에서 종교적 개념과 휴머니즘의 개념의 차
이에 해 설명한다. 그는 휴머니즘적 사고방식이 인간의 역에 신의 역인 ‘완
전성’을 포섭하려 시도하는데, 이는 종교적 교의에 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연속적인 세계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연속성을 강조하려는 것임을 지적했다. 그
러면서 그는 “향수의 감정, 전통에 한 경의, 많은 근 의 종교 옹호자들에게 용
기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프라 ‧ 앙젤리코의 감상을 다시 가지려는 것 같은 욕
망도 가지고 있지를 않다.”49)고 말한다. 이는 신과 인간이 등해질 수 없는, 구분
된 경계 속의 세계에 살아간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종교적 태도가 중시되는 것
이지, 단순히 종교적 교의를 따라서 살며 그것을 절 적으로 추구하는 방향과 다르
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흄이 그 예시로서 프라 안젤리코라
는 종교 화가를 언급했다는 것이다.

프라 안젤리코는 르네상스의 발원지라 할 수 있는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활동
한 화가이자 도미니코 수도회의 수사 다. 또한 그는 중세 말에서 르네상스가 시작
되는 시기에 활동하 고, 르네상스기에 발달하기 시작했던 기술인 원근법을 사용하
여 ‘육화’라는 중세적인 주제를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한 화가이기도 했다. 흥미로운 
것은, 전통 고전을 강조하면서 근 적 시 형식을 만들었다고 평가되는 정지용이 이 
프라 안젤리코라는 화가와 연결고리가 있다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중세와 르네상스
의 경계에서 중세 종교적 이념과 새로운 시 의 기법의 탁월한 조화를 보여준 프
라 안젤리코와 전통과 근 의 경계에서 고전을 바탕으로 근 적 감각을 시로서 이
룩한 정지용의 연관성을 ‘육화’라는 관점에서 살핀다. 그리고 그것이 정지용의 시적 
지향과 이미지 개념을 밝힐 새로운 관점을 마련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1935년 詩文學社(詩文學社)에서 발간된 鄭芝溶詩集 표지가 바로 프라 안젤리
코(Fra Anglico, 1387-1455)50)의 작품 <수태고지(Announciation)>의 일부이다.
49) T. E. Hulme, 앞의 책, 72면.
50) Fra Angelico로 잘 알려진 이 화가의 본명은 Guido di Piero로 Beato Angelico이다. 그는 

이탈리아 Vicchio 부근의 Mugello에서 출생했다. 르네상스 미술가 평전을 쓴 조르지오 바
사리에 따르면 프라 안젤리코는 1387년에 태어나 19살 무렵인 1407년부터 도미니코 수도회 
관습을 따랐다고 한다. 1417년 그는 세 화 화가인 그의 동료 Battista di Biagio Sanguign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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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鄭芝溶詩集(1935)의 
초판본 표지

그림 2 프라 안젤리코(Fra Angelico), 수태고지, 
1433-1434, 나무에 템페라, 주교구 박물관, 코르토나.

1930년  표적인 모더니즘 시인이자 이미지스트로 알려진 정지용에 해 현재
까지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미지를 논할 때 1935년에 
발표된 정지용의 첫 시집인 鄭芝溶詩集의 표지화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이 그
림은 원근법을 표현하는 기술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태고지>의 주제이자 핵심인 
육화의 신비를 독특한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서양 미술사에서 중요한 작
품으로 꼽히고 있다. 프라 안젤리코는 신비의 현현을 위해 원근법을 ‘활용’하 으며 
여러 가지 독특한 기호와 형상의 배치를 통해 <수태고지>의 내용과 주제를 효과
적으로 표현해냈다.

정지용이 프라 안젤리코의 여러 유명한 그림 중에서도 <수태고지>를 첫 시집의 
표지로 삼았다는 것은 쉽게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회화와 문학의 상관성을 인지하

게 피렌체에 있는 카르미네 성당의 일원이 되는 것을 제안 받았고, 피에졸레 산 도미니코 수
도원에서 수도사이자 화가로서 활동하며 작업을 하게 된다.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콰트로첸
토(Quattrocento)’라 불리는 이탈리아 문예부흥기 다. 그의 걸작이라 평가받는 피렌체 산마
르코 수도원의 벽화를 그리게 된 것은 1436년 이후의 일로, 그가 산마르코에 출현했다는 첫 
번째 증거는 1441년 8월 22일로 나와 있다. 이후 1445년에 안젤리코는 교황 Eugenius 4세
에 의해 소환되어 바티칸 성당 니콜리나 경당 벽화 일부와 Orvieto 성당의 천장화 일부를 제
작했다. 그 후 다시 피에졸레로 돌아와 그림을 그렸다. 프라 안젤리코와 필리포 리피, 도미니
코 베네치아노는 당  가장 널리 사랑받는 플로렌스 화가로 언급되었다. 그는 죽기 1년 전 
로마로 돌아와 그곳에서 생을 마쳤으며 Santa Maria Sopra Minerva 성당에 안장되었다. 
(John Pope-Hennessy, THE GREAT MASTERS OF ART Fra Angelico, SCALA, 1974, 
pp.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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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종합 예술을 추구하는 양상은 1920년  일본 예술계의 분위기를 경험하고 귀국
한 문인들에 의해 발전하 다. 당시 일본에서는 서구 낭만주의 문학에서 추구한 이
상적인 종합예술에 한 관심이 커지며 문학과 미술의 관련성을 탐구하는 예술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서구 예술사에서 낭만주의 미학이 추구했던 문학과 미술 중
심의 종합 예술적 이상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각 예술 장르의 상호관련성, 문학과 
미술과 시의 융합된 형태의 예술 작품을 창작하고자 하는 열의로 드러난다. 이러한 
흐름이 조선 시단에도 향을 미쳤고, 創造, 廢墟, 白潮, 靈臺 등의 문예지
에서도 문학과 미술, 작가와 화가의 정신적 상동성을 인식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는 1930년  문학인과 미술인이 추구했던 현  예술미학의 단초를 보여준다.51) 

당 의 문단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정지용이 표지화에 실은 프라 안젤리코의 그
림은 그의 시집의 지향과 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자 ‘해석’되어야 할 상이 된다. 
따라서 鄭芝溶詩集의 표지화를 단서로 하여 그의 작품세계를 새롭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라 안젤리코와 <수태고지> 그리고 그 시 적 배경에 한 연구가 선
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프라 안젤리코가 활동했던 콰트로첸토 시기
의 특징과 원근법의 발생에 해 알아보고 <수태고지>라는 미술사적 주제와 육화
(incarnation)의 문제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콰트로첸토 시기라 불리는 초기 르네상스기인 1400년 , 즉 15세기는 400을 뜻
하는 이탈리아어 ‘Quattrocento’에서 비롯하 다. 이는 이탈리아 지역의 중부와 북
부를 중심으로 한 시 의 양식과 개념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 시기는 원
근법의 등장으로 인해 서양미술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원근법
은 1415년에서 1450년의 피렌체에서 고안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니엘 아라스
에 따르면, 당시 이탈리아의 다른 지역들에 비해 피렌체 미술가들이 원근법을 적극
적으로 사용하며 선구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52) 물론 원근법이 발명되고 발
51) 김진희, 앞의 책, 43~51면. 
     김광균은 ｢30년 의 畵家와 詩人들｣이라는 글에서 김기림과 파리를 중심으로 한 화가와 시

인들의 모임과 그들의 예술적 정신을 이야기했음을 떠올린다. 소위 모더니즘 문인 모임이라 
불리는 ‘구인회’ 동인들과 미술인 모임 ‘목일회’ 계열 화가들이 ‘낙랑팔라’ 등의 카페에 모여 
서로 교류했다는 사실은 예술에 한 유사한 감수성과 문제의식이 공유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정지용도 이후 文章의 동인이 되는 화가 길진섭과 이 시기부터 가깝게 교류했으며 
문학과 회화의 상관성에 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것이 나중에 ‘文人畵’의 문제까지도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52) Daniel Arrase, 류재화 역, 서양미술사의 재발견, 마로니에북스, 2008, 49~60면 참고.
    당시 고딕 양식이 지배적이던 베니스 미술은 원근법과 거리가 멀었고 이탈리아 북부의 궁정 

화가이자 국제 고딕 양식의 가 던 피사넬로(Pisanello, 1395-1455)도 1점 투시 원근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시에나의 화가들도 원근법을 전혀 이해하지 않았고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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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된 것은 상당히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피렌체의 상황에만 한정하여 이해할 수는 없다. 다만 브루넬레스키, 도나텔
로, 마사초, 알베르티 등 원근법의 기초를 닦은 미술가들이 이 시기 피렌체에서 활
동했으며 또한 그들의 작품과 이론이 널리 유럽으로 퍼지기 시작했다는 점을 통해 
원근법의 진원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콰트로첸토는 중세를 지나 초기 르네상스에 접어드는 시기로 중세와 르네상스의 
특성을 모두 가지는 과도기적 특징이 있다. 요한 하위징아(Johan Huizinga)는 콰트
로첸토를 기준으로 중세와 르네상스가 구분된다기보다는 점차적으로 이행하는 과
정 속에서 각 시 의 공간의 고유한 속성이 이 시기에 드러난다고 보았다.53) 또한 
중세와 르네상스의 연속성에 해 파노프스키는 두 시기의 예술 개념에서의 차이
는 ‘사물의 위치’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중세의 정신이 강조되는 ‘내부세계’에서 
떨어져 나온 사물과 인간은 르네상스의 견고하게 구축된 ‘외부세계’에 각각 모습을 
드러내며 원근법 원리의 적용으로 재현된 사물은 ‘객관화’되고 재현된 인간은 ‘인격
화’ 된다는 것이다.54) 인본주의를 지향한 르네상스의 개념과 부합하는 속성을 원근
법이 지니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피렌체에서 시작된 원근법의 기본 원리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3차원적 공간이나 
물체를 2차원인 평면 위에 거리감과 깊이감을 통해 입체성을 부여하는 방식을 통
해 이루어진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을 그 로 평면 위에 재현하려는 시도는, 인
간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르네상스 시 에 이르러서야 가능했다. 신 중심이었던 중
세에는 신의 무한함과 인간 능력의 한계를 철저하게 구분했었기 때문에 신이 창조
한 세계를 있는 그 로, 가장 완벽하게 표현해야 했다. 인간의 시야에 보이는 로 
표현하려는 목적을 가진 원근법은 중세의 개념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
러나 르네상스기로 접어들며 인본주의가 두되면서 원근법이라는 기법이 발전할 
수 있는 사고의 바탕이 만들어졌다. 

일반적으로 브루넬레스키(Filippo Brunelleschi, 1377-1446)에 의해 건축에서 처
음으로 투시 원근법과 소실점이 반 되었고, 이후 회화에서는 마사초(Masaccio, 

다고 한다.
53) Johan Huizinga, 이종인 역, 중세의 가을, 연감서가, 2012, 617~637면.
     원근법이 공간을 구성하는 예술이라고 볼 때, 중세의 공간이 ‘지옥 이미지의 어두운 심연’

이라면, 르네상스 공간이 이 원근법의 원리로 구성된 회화처럼 명료하고 자연스러운 가시성을 
함축한다는 것이다.(이지연, ｢콰트로첸토의 피렌체 회화에 나타난 ‘인본주의적’ 공간설정 연구
｣,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44, 2016, 125면 재인용.)

54) Erwin Panofsky, Idea: contribution à l’histoire du concept de l’ancienne théorie de l’art, 
trans. Henri Joly, Paris:Gallimard, coll. 《Tel》, 1989, p. 67.(이지연, 위의 글, 125~126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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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1428)가 그린 <성 삼위일체>(산타마리아노벨라 성당, 피렌체)를 통해 최초
로 실현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 두 작품이 모두 피렌체에 있음을 상기할 때, 이 지
역을 중심으로 원근법의 적용이 최초로 이루어졌으며 그 기술이 발전 및 전파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원근법이 발생한 이후 공간에 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공간 안에 형상이 어떤 방식으로 위치하느냐에 따라 이해의 방
향이 달라졌다. 

본고에서 원근법을 살피는 것은 ‘장소’ 개념에 한 이해의 확장을 위한 단계를 
마련하고, ‘원근법의 적용’을 중심으로 어떠한 작품의 창작과 이해의 연관성을 살피
기 위함이다. 콰트로첸토 시기가 중세와 르네상스를 잇는 중간에 놓인다고 할 때, 
원근법의 적용은 어떠한 주제를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다니엘 아
라스는 파노프스키가 지적한 것보다도 앞선 시기에 피에트로 로렌제티의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1342)에서 원근법적 사용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것
이 원근법을 통해 <수태고지>에서 나타나는 육화의 신비를 최초로 재현하고 있음
을 발견한다.55) 이때 원근법과 <수태고지>의 중요한 연관성이 생성된다. 

인본주의의 르네상스의 발생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원근법은 물질적이고 
공간적인 방식을 통해 표현되는데, 이 방식이 <수태고지>의 핵심 주제인 말씀의 
‘육화’라는 비가시적 신비를 형상화하는 것을 매우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수
단으로 사용되었다. 즉, 원근법 자체가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어, 수학적 ‧ 기하학적
으로 완벽한 공간을 만들어 놓은 후에 크기나 위치가 전혀 맞지 않는 형상을 위치
시킨다거나 어떤 부분에 의도적으로 부정확한 원근법적 구도를 배치하여 보는 이
로 하여금 의문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다. 이 의문스러운 부분에 한 사색이 신비
를 떠올리는 출발점이 된다.

그렇다면 <수태고지>란 무엇이며 <수태고지>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신비란 무
엇인가. 이를 밝힘으로써 회화에서 신비의 현현이라는 목적이 달성되는 과정을 고
찰해보도록 하겠다. <수태고지>는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내용을 담
고 있다.

 (26)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27)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
녀의 이름은 마리아 다. (28)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 다. “은총이 가득
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29)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55) Daniel Arrase, 앞의 책, 62~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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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 다. (30)천사가 다시 마리아에
게 말하 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31)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32)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33)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34)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35) 천사가 마리아에게 
답하 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36) 네 친
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 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37)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38) 
마리아가 말하 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로 저에게 이루어지
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강조는 인용자)

<수태고지>는 콰트로첸토의 표적인 화가들에 의해 그려지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로 자주 선택되는 주제 다. 오은아에 따르면, 인본주의의 르네상스에서는 하
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한 중세적 전통에서 벗어나 사람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의 ‘인성’이 중요시되었고, 그와 더불어 신의 말씀을 통한 육화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동정녀 마리아의 존재가 부각되었다고 한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인성과 
육화의 신비를 동시에 드러낼 수 있는 주제로 <수태고지>가 선호된 것이다.56) 마
리아가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
랍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신성한 의지가 실현되고 말씀이 살로 변하여 동정녀 마
리아의 몸 안에 태기가 생긴다. 흔히 ‘육화’라고 표현되는 ‘incarnation’은 ‘성육신
(成肉身)’, 즉 신적 존재 예수가 인간의 몸이 되어 세상으로 오게 됨을 뜻한다. 이 
육화의 신비는 결코 물질적인 것으로 가시화되어 표현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징으로서 표현되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성경에 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 상징적 디테일에 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콰트로첸토를 지나며 도래한 새로운 르네상스 미술에서는 풍요로
운 디테일을 다양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중세와의 차이를 드러냈다. 재현하고자 하
는 이야기에 주제의 통일성을 부과하기 위해 그림은 디테일의 다양성에 복종해야
만 하는 법칙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관념은 디테일을 엄격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면서도 화가에게 미래가 약속된 새로운 유형의 위세, 즉 ‘지성인 화가
56) 오은아, ｢프라 안젤리코 <수태고지> 도상 연구 : 배경에 한 성서신학적 의미 분석｣, 이화

여  미술사학과 석사논문, 2003, 1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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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us pictor)’로서의 권위를 부여할 수 있다.57) <수태고지>의 핵심은 ‘육화’라
는 성스러운 신비의 순간이 발생한 것으로, 화가들에게 결코 가시화될 수 없는 신
비를 재현해야만 하는 것이 과제로 부여됐다. <수태고지>를 그리는 화가들 역시 
이를 위해 신학에 한 이해와 회화적 상징에 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디테일을 
사용하여 신비의 재현을 위해 노력하 다. 

그런데 <수태고지>를 재현함에 있어 또 다른 어려움은 초역사적인 시간성이라
는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태고지’가 일어난 날은 3월 25일이다. 이는 
가톨릭 교회의 공인 순교록인 로마 순교록(roman martyrology)에서 이 용어에 부
여한, 모순적인 의미에서의 “탄생일”이기도 하다. 3월 25일은 “죽음의 날”이자 “
원한 삶으로의 탄생”의 날이 되는데, 예수 탄생이 고지된 날이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는 날도 3월 25일이기 때문이다.58) 원죄 없이 태어난 동정녀 마
리아에 의해 잉태된 예수와 예수의 탄생,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인류 구원이 
바로 ‘수태고지’의 순간에 이루어진다. 원죄 이후 예수 탄생을 예언한 과거와, 예수
가 잉태된 현재와, 죽음을 통한 구원이 실현될 미래가 한 폭의 <수태고지>에 담
겨야 하며 동시에 육화의 신비를 나타내야 하므로, 이는 서구 미술에서 신성과 재
현의 문제를 모두 다루는 주요한 주제이자 다양한 기법과 상징을 통해 꾸준히 그
57) Daniel Arrase, 이윤  역, 디테일, 숲, 2007, 156, 186면.
    알베르티에서부터 16세기 초기까지 재현의 디테일은 점차 상당한 전략적 중요성을 부여 받

는다. 이 재현의 디테일은 과학이란 말에 이중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화가가 과학을 가리
키는 최상의 지표가 된다. 현실의 상을 진실하게 재현할 수 있는 기량(savoir-faire)의 과
학이 그 하나요, ‘판단력’의 과학이 다른 하나다. 화가는 후자를 통해 자신의 기량으로 그릴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 전체에서 그림의 ‘이야기’ 속에 붙잡아 둘 가치가 있는 디테일들을 선
택할 수 있다. 이렇게 디테일은 정확하게 이중적 지향이 걸려있는 지점이 된다. 화가라는 직
업 자체의 지향이 그 하나요, 보다 미묘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회화적 지향’이 다른 하나다. 
왜냐하면 재현의 디테일을 선택하고 이를 작품화시키는 것은, 그림이 재현하고 또 연계시키는 
이 회화적 진리에 한 역사적으로 변화 가능한 개념들과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58) Georges didi-Huberman, op. cit., p. 76.
    조르주 디디-위베르만에 따르면, 수태고지의 가치는 그것이 직접적으로 전형상화(前形象化, 

prefigure)하는 신성한 모성에 있으며, 이는 주의 아들의 희생이라는 구원의 목적에 신성한 
모성의 가치가 놓여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수태고지 자체의 시간적 굴레이자, 
형상적이고 회고적이며 전형상적인 기능이다. 다시 말해 이는 ‘육화의 순간’인 현재를 나타내
고, ‘모든 육신의 기원’이 되는 과거를 회고하며, ‘십자가 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서의 끝을 
예측한다. 여기에서 ‘전형상화’란 형상화되기 이전에 그것이 형상화될 것임을 암시하고 예지
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형상을 완벽하게 재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사하지 않음
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그 과정에서 흔적을 남긴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형상의 기능에 기인하
는, 본질적인 기호론적 가치로 이해되고, 이러한 의미에서, “형상화하는 것은” 다른 무엇도 아
닌 ‘전형상화’하는 것이며, 현재를 넘어 재현되는 사물들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강
조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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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진 주제 다. 따라서 <수태고지>는 서양 미술사의 특징과 그 발전 양상을 알아
볼 수 있는 주제이자 시 적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14세기 이후 원근법의 발명, 그리고 콰트로첸토라는 중세와 르네상스의 교량적 
시 에 발전한 회화적 이론과 기법은 화가의 개성과 신학적 해석이 작품에 반 될 
수 있는 토 를 만들어주었다. 그중에서도 프라 안젤리코는 <수태고지>를 다작한 
화가이자 중세 후기의 신학적 전통을 반 하면서도 르네상스의 기법과 정신을 혼
합하여 신성한 말씀과 신비의 순간을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해냈다.59) 프라 안젤리
코는 총 15점의 <수태고지>를 그렸다. 그중 鄭芝溶詩集의 표지화로 선택된 그
림이 다른 그림과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천사와 마리아의 화가 표현
된 방식에 한 것이다.60) 
59) 프라 안젤리코는 스펜서(John R. Spencer), 롭(David M. Robb), 바자리(Giorgio Vasari) 

등의 미술사학자에 의해 언급되었으나 그의 혁신적인 기법이나 화가로서의 개성에 집중되기 
보다는 수사로서의 생애와 결부되어 논해지거나 시 적 특징과의 관련성을 토 로 논해졌다. 
스펜서는 프라 안젤리코의 그림에서 로지아가 천사와 마리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14세기 
피렌체의 전통을 따른 것이고 배경에 나타나는 아담과 이브, 마리아의 침실, 성부의 형상 등
은 이례적이라고 보았다. 롭은 르네상스 수태고지화에서 인물보다는 배경을 강조하는데 이는 
공간에 한 인문주의자들의 열망이 반 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림에서 3차원적 공간감
이 강조된 것이 르네상스시 의 열망이 구현된 것으로 파악한 것에 그쳤다. 바자리는 프라 안
젤리코의 그림에서 느껴지는 성스러운 감정과 마치 천국을 재현한 듯한 세 한 표현에 감탄
한다. 기도를 드리지 않고는 붓을 들지 않으며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를 그릴 때는 항상 
눈물을 흘렸으며 그가 그린 초상에 그리스도교적 자비의 깊이와 성실이 나타난다고 평하며 프
라 안젤리코의 생애와 관련한 평전을 썼다. 기법이나 접근 방식에 한 특이점에 한 언급은 
없으나 산마르코 수도원 화랑 벽화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아래 산 도메니코를 그려 넣은 
것이 매우 고평 받았다는 정도로 뛰어난 점을 서술하는 것에 그쳤다. 그러나 조르주 디디-위
베르만에 의해 쓰인 프라 안젤리코 이론을 시작으로 그의 회화적 기호와 기법, 이미지에 한 
연구의 새로운 시각이 적용되었다. (Spencer, J. R. “Spatial Imagery of the Annunciation in 
Fifteenth Century Florence”, The Art Bulletin 37, 1955.4; Robb. D. M., “The Iconography 
of the Annunciation in the Fourteenth and Fifteenth Centuries”, The Art Bulletin 18, 
1936.4; Giorgio Vasari, 이근배 역, ｢피에졸레의 지오반니 신부｣, 르네상스미술가평전, 한명
출판, 2000, 203~211면; 오은아, 앞의 글, 15~16면에서 Spencer와 Robb 부분 재인용.)

60) 프라 안젤리코의 또 다른 표적인 <수태고지>는 피렌체 산마르코 수도원 2층 복도에 걸
린 그림이다. 이 그림 하단에는 다음과 같은 글씨가 적혀 있다.

   
     산마르코 수도원 <수태고지>화 하단에 적힌 글씨는 “VIRGINIS INTACTE CVM 

VENERIS ANTE FIGVRAM PRETEREVMDO CAVE NE SILEATVR AVE”로 “평생 동정이
신 마리아의 형상 앞을 지날 때 ‘아베 마리아’를 말하지 않고 지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이런 당부의 말이 중요한 이유는 ‘아베 마리아’를 말할 때 신비의 
현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Ave Maria(아베 마리아)’는 수태한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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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르토나에 있는 <수태고지>에 적힌 글씨는 루카 복음서 속의 천사와 마리아의 
화의 일부이다. 그런데 기둥을 사이에 둔 이 화가 적힌 방식에 나타난 기법이 

문제적이다. 천사의 입에서 나가는 말(SPIRITUS SANCTUS SUPERVENIET IN 
TE, ET VIRTUS ALTISSIMI OBUMBRABIT TIBI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은 순행 방향으로 쓰 고, 단어의 일
부가 기둥에서 사라져 보이지 않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한편, 마리아의 말은 뒤집힌 상태로 쓰여 있으며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단어가 
기둥에 가려 아예 보이지 않는다.

ECCE ANCILLA DOMINI. FIAT MIHI SECUNDUM VERBUM TUUM.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마리아가 신비에 순종을 하는 순간이자 말씀이 육화되어 예수가 마리아
의 태중에 잉태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이때 기둥에 가려진 글자는 그 자체로 ‘피아
트 미히 세쿤둠(그 로 제게 이루어지소서)’61)이 되는 것이다. 기독교 전통에서 기
둥은 예수의 전통적인 상징이고 신전, 즉 육화가 현실로 일어나는 공간적 건축물의 
전통적인 상징이 동정녀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해석이다.62) 그런데 프라 안젤리코
가 천사와 마리아의 화를 눈에 보이는 글자로 재현하면서 신전의 돌기둥 뒤에 

넨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 건네는 인사말이다. 라틴어 
AVE는 인류의  Eva(이브)를 거꾸로 한 말이기도 하다. 이브는 하느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함
으로써 아담과 더불어 원죄를 범하 는데, 이레네오(옛 가톨릭교회의 중요한 교부로 반이단
론의 저자로 알려져 있다.)를 비롯한 교부들은 성모 마리아를 ‘둘째 에바’라고 불렀다. 즉 
“에바의 불순명이 묶어 놓은 매듭을 마리아의 순명이 풀어 주었고 처녀 에바가 불신으로 맺
어 놓은 것을 동정 마리아가 믿음으로 풀었다”고 하며, 에바와 비교하여 마리아를 ‘산 사람들
의 어머니’라 부르고, 가끔 “에바를 통하여 죽음이 왔고 마리아를 통하여 생명이 왔다”고 주
장한다.(밑줄 인용자, 교외헌장 56, 천주교 가톨릭 사전 ｢EVA｣의 내용 참고.) 또한 AVE는 
‘성부’를 뜻하는 ‘Amor’, ‘성자’를 뜻하는 ‘Verbum’, ‘성령’을 뜻하는 ‘Eternitas’의 이니셜들로 
이루어져 있어 완전한 삼위일체를 뜻하기도 한다.

     이처럼 아베 마리아를 말하는 신도는 자신의 의식 속으로 침잠하여, 모든 동요로부터 자신
을 분리하고, 마리아와 같이 자신의 기다림과 비천함과 순종 속에 멈추어 설 것이다. 그를 통
하여 수태고지의 메시지를 신도(信徒)도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아베 마리아’를 말하는 것
이 매 순간 신비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수도원 2층 복도를 올라서자마자 보
이는 그림에 이 글이 쓰여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신비를 나
타내는 기법으로 사용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61) 라틴어로 ‘Fiat’는 ‘이루어지다’, ‘Mihi’는 ‘내게’, ‘Secundum’은 ‘말씀 로’라는 뜻으로 ‘말씀
하신 로 저에게 이루어지소서’라는 순종의 의지를 표현한다.

62) Daniel Arrase, 류재화 역, 서양미술사의 재발견, 마로니에북스, 2008, 80~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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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의 말에서 가장 중요한 성육신의 순간을 감춰 놓은 것은 매우 탁월하게 육
화의 신비를 재현한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말’을 ‘글’이라는 가시적인 형태로 써놓고, 또한 천사
와 마리아의 말의 방향 전환을 통해 ‘ 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
다는 점에서 프라 안젤리코의 이해의 깊이를 짐작케 한다는 점이다. ‘Incarnation’
이란 ‘말씀의 육화’이다. 기둥에 의해 가려진 ‘FIAT MIHI SECUNDUM’이 내용의 
차원에서 육화를 보여주고 있다면, 화 자체가 글로 쓰인 것은 형식의 차원에서 
신비의 현현에 ‘가시성’이 필수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
점에서 볼 때, 정지용이 말한 “시는 언어와 incarnation적 일치”라는 단언은 인식 
가능한 ‘언어’를 통해 표현되고 있는 심상의 현시에 한 이해가 선행되었기 때문
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때 다시금 살펴보아야 할 문제는 정지용이 시집의 표지화로 선택한 그림의 부
분이다. 정지용은 <수태고지> 그림 전체가 아니라 천사의 상반 부분을 선택했다. 
이는 이 시집의 지향이 ‘천사’의 성질과 관련이 있는 것임을 암시하기도 한다. 그렇
다면 그림과 관련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물음이 성립할 수 있다. 과연 천사는 
‘말’을 하는 존재인가? 나아가 천사는 ‘인식’이 가능한 존재인가? 천사는 ‘물질성’을 
가진 존재인가? 이 그림은 여타의 <수태고지>화와 다르게 ‘말’로 이루어지는 ‘
화’가 ‘글자’로 적혀있으면서도, 그 글자가 천사와 마리아의 ‘입’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발화’의 차원까지도 염두에 두게 한다. 천사의 ‘가시성’과 ‘말’에 
해 생각해보면 어떠한 모순적인 점들이 발견된다. 일반적으로 천사는 천상의 존재
이며 특정한 언어로 말을 하는 존재라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태고
지>에서 등장하는 천사는 ‘말씀의 전달’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마리아에게 
나타난다. 이를 고려했을 때, 이 그림에서도 특히 ‘천사’의 시선과 몸짓이 담긴 이 
부분의 해석은 정지용이 나타내고자 했던 시집의 지향과 시작 활동 자체에 부여하
고 있는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2. ‘<수태고지>를 알리는 천사’와 ‘시인’의 역할과 관계
鄭芝溶詩集의 표지화인 프라 안젤리코의 <수태고지> 그림에는 흥미로운 상징

들이 등장하고 있다. 왼쪽 상단 동산에 아담과 이브의 모습이 보인다. 인류 원죄의 
기원이 되는 아담과 이브가 추방당하고 있는 배경 앞으로 인류의 구원을 예지하는 

- 29 -



수태고지의 순간이 펼쳐진다. 천사가 닫힌 정원을 지나 마리아가 있는 공간으로 막 
들어선다. 천사와 마리아의 화는 금색의 글자로 적혀 있는데, 그들 사이의 원기
둥에서 글자가 사라지고 있음을 통해 육화의 신비가 나타났음은 앞서 밝혔다. 그 
원기둥 위에는 성부의 모습을 한 인물이 마리아를 바라보고 있다. 마리아의 머리 
위에는 성령의 상징인 비둘기가 후광에 쌓여 내려오고 있다. 인물 뒤의 배경과 건
물의 아치는 원근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인물은 크게 그려졌
다. 르네상스식의 화려한 장식과 디테일은 중세와 르네상스의 중간 시기에 그려진 
그림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다양한 상징과 명확한 서사를 지닌 이 그림에서 왜 정지용은 천
사의 얼굴을 선택했는지에 한 것이다. 이 시집의 표지화를 다시 살펴보면, 천사
의 옆얼굴과 손 모양이 정확하게 보이는 부분이 선택된 것을 알 수 있다. 천사의 
몸짓과 시선은 매우 단호하다. 천사의 왼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 오른손은 시선
과 같은 방향으로 천사의 앞에 위치한 마리아를 가리키고 있다. 하늘을 가리키는 
손은 입술 앞에, 앞을 향하는 손은 가슴 앞에 위치하고 있다. 천사는 하늘에 계신 
성부의 말씀을 마리아에게 전달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육
화되는 순간의 엄숙함을 표정으로 말하고 있는 듯하다. 

르네상스 이후 화가들에게 몸짓과 표정은 ‘아페티(affetti)’라고 하여 재현에 흔히 
사용하는 기법과 숙고의 원천으로 작용하 다. 이때까지 회화에서 나타난 몸짓은 
표현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것으로 간주되었고, 감동을 표현하기보다는 신학적 교
리라는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화한다고 여겨졌다.63)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프라 
안젤리코는 단순히 신비를 재현하기 위해 성화를 그린 것만이 아니라 독특한 이미
지 기호를 작동시킴으로써 신비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문제를 넘어 그 신비의 현현
을 느끼고 감탄하게 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아케트에 따르면, 문학과 미술, 나아가 음악과 화까지도 각 나름 로의 특수한 
작동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기호들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이 각기 다른 수단
들을 통해 의미 생성에 참여하고 있는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분야를 ‘기호학’이
라고 한다. 이 서로 다른 예술들 사이의 기호론적 관계들은 ‘융합’, ‘공존’, ‘전치’라
는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특히 회화와 문학은 의미를 생성하는 몇 가지 원
리를 서로 다른 표현 매체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64) 이 기호론을 

63) Jean-Louis Haqquette, 정장진 역, 유럽 문학을 읽다, 고려 학교출판부, 2010, 212면.
64) 위의 책, 208~218면.
    아케트가 인용한 레싱의 저서 라오콘에서 “회화가 모방을 위해 시의 방식과 기호들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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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회화와 문학을 유비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본고에서 밝히고자 하는 
정지용과 <수태고지>의 천사 사이의 유사점과 그것을 통해 정지용의 시작(詩作)
에 한 근본적인 지향을 찾으려 함이다. 이를 위해 <수태고지>에서 ‘천사’의 역
할은 어떤 것인지 우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수태고지>의 핵심은 육화의 신비인데, 이에 한 해석은 여러 미술사가들에 의
해 발전해왔다. 그중 국의 미술사학자 마이클 박산달(Michael Baxandall, 
1933-2008)이 밝힌 ‘천사’의 의미가 주목할 만하다. 그에 따르면, 15세기 도미니
코회의 설교가 던 프라 로베르토(Fra Roberto)가 <수태고지>의 세 가지 주요한 
신비에 해 다음과 같이 설교했다고 한다. 첫째는 천사의 임무(the Angelic 
Mission), 둘째는 천사의 인사(the Angelic Salutation), 셋째는 성스러운 화(the 
Angelic Colloquy)이다. 그리고 각각의 신비에는 다섯 가지의 조건을 가진다.65) 

(A) 천사의 임무(the Angelic Mission)
 1) 적합성(Congruity): 천사가 신과 사람의 중개자로서 적절함을 뜻한다. 
 2) 위엄(Dignity): 가브리엘은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3) 명료성(Clarity): 천사는 마리아에게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4) 시간성(Time): 3월 25일 금요일, 아마도 동틀녘이나 정오인데, 겨울이 지나고 

풀과 꽃이 땅을 덮을 때쯤의 시기로 추정된다. 
 5) 장소(Place): 예수가 태어난 곳은 ‘나자렛’으로 이는 ‘꽃’을 의미하는데, <수태고

지> 속 정원에 핀 꽃과 동정녀 마리아의 상징적인 관계를 가리킨다. 

다른 것들을 사용한다면, 다시 말해 공간 속에 전개된 형태와 색을 사용한다면, 시는 분절된 
소리들을 시간 속에서 이용한다. 기호들이 표현되는 상과 자연스럽고도 단순한 관계를 가져
야만 한다는 것이 이론의 여지가 없이 분명하다면, 병치된 기호들은 병치된 상들 혹은 병치
된 요소들로 구성된 상들만을 표현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연속적인 기호들은 연속적인 
상들 혹은 연속적인 요소들만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병치되는 상들 혹은 그 구성 요소
들은 물체라고 불린다. 따라서 물체는 겉으로 드러난 특징들과 함께 회화의 고유한 상들이
다. 연속적인 순서를 따라 배치된 상과 그 요소들은 넓은 의미로 행동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행동은 따라서 시의 고유한 상이다.”(Laokoon(1767), trad. fr. Courtin(1866), Paris, 
Hermann, 1997, p. 120.)라고 말한다. 레싱은 회화와 문학이 ‘재현과 착각’이라는 점에서 공
통점은 있을 수 있으나 공통된 시학이 존재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구분의 목적보다
는 각각의 고유성을 중시한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인용된 글에서도 공통적
인 속성을 찾는 과정을 드러내지 ‘공통’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다. 문학과 회화가 예술이라는 
범주로 묶인다 하더라도 결코 동일선상에서 같은 해석의 기준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는 본
고에서도 동의하는 바이다.

65) Michael Baxandall, Painting & Experience in Fifteenth-Century ITALY, A primer in the 
social history of pictorial style, Second Edition, New York:OXPORD University Press, 
1988, pp. 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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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천사의 인사(the Angelic Salutation)
 1) 천사는 마리아에게 무릎을 꿇음으로서 공경(honour)을 표한다. 
 2) 산고(産苦)를 면하게 될 것을 알린다.
 3) 마리아가 은총을 받음을 의미한다. 
 4) 마리아가 하느님과 하나됨을 뜻한다. 
 5) 동정녀이자 성모로서 마리아의 유일한 지위를 부여한다.

(C) 성스러운 화(the Angelic colloquy)66) 
 1) 당혹(Disquiet, Conturbatio):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려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마리아는 경이로움을 느끼고 겸손한 태도로 당혹감과 놀라움을 표한다. 
2) 심사숙고(Reflection, Cogitatio): 마리아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한다. 이것은 성스러운 동정녀로서의 신중함prudence를 보여준다. 
3) 질문(Inquiry, Interrogatio): 마리아는 천사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하고 묻는다. 이 질문에 해 프랑시스 메이론(Francis 
Mayron)은 ‘누군가는 동정성을 잃고 신의 아들을 잉태하기 보다는 동정녀로서 남고 싶
어했다고 말할 수 있다. 동정성을 잃고 신의 아들을 잉태하는 것보다 동정성을 (지키는 
것을) 더 가치있게 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정숙하고 순수하며 순결한 
동정성에 한 처녀의 사랑이 어떻게 동정녀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지에 한 질문
을 하게 했다는 것이다. 

4) 순종(Submission, Humiliatio): “주님의 종이오니 제게 그 로 이루어지소서”라고 
말하는 마리아는 깊은 겸손함을 가지고 주의 앞에 순종하고 있다. 그녀의 눈이 하늘을 
향하고 가슴 앞에 손을 여미는 것은 하느님과 성령이 원하는 그 로의 모습이다. 

5) 공로(Merit, Meritatio) : 마리아가 이 말을 마치자 천사가 떠나고 마리아의 태중
에는 예수가 잉태되는 일, 즉 말씀의 육화(incarnation)가 일어났다. 

 
신학을 바탕으로 하는 이 독해법은 <수태고지>의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는 푸른 

정원이나 낮의 시간, 천사의 말이 글자로 새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천사의 
시선이나 자세를 설명할 수 있는 해석의 근거를 마련한다. 정원이 훤히 들여다보이
는 환한 낮의 시간 와 무성한 꽃과 나무는 수태고지가 이루어지는 때의 시간과 
공간을 재현하며 천사의 화려한 의복과 후광은 그 위엄을 나타내기에 충분하다. 천

66) 이 세 가지 신비 모두 ‘Angelic’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신비를 ‘천
사의’로 해석하지만 세 번째를 ‘성스러운’으로 해석한다. ‘the Angelic Colloquy’는 마리아의 
심리 상태가 순차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마리아의 말을 통해 구현되는 신비
이기 때문에 천사의 화보다는 천사와의 화, 즉 성스러운 화로 번역하는 것이 옳은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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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마리아에게 ‘마리아의 복됨’과 ‘하느님과의 하나 됨’을 알리며 성모로서의 지
위를 부여한다. 그리고 이 말은 가시적으로 나타나 보인다는 점에서 명료성을 가진
다. 이렇게 볼 때 이 그림은 <수태고지>의 세 가지 신비를 나타내기 위한 조건이 
잘 지켜지고 있는 듯 보인다. 

프라 안젤리코의 <수태고지>에서 천사의 손과 얼굴 부분이 鄭芝溶詩集의 표
지를 장식한다. 자세의 경직도에 따라 인물의 운동성에 차이가 생기고, 시선의 방
향에 따라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의 정도가 달라지며 몸짓에 따라 그림 속 인물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의 상징을 보다 세부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이 그림을 인
물 중심으로 살펴보면, 천사는 정원을 지나 이제 막 마리아가 있는 공간에 들어 왔
다. 아직도 걷고 있는 듯 옷은 다리가 움직이는 모양의 실루엣 로 드러나고 있다. 
혹은 앞서 언급한 천사의 인사의 첫 번째 행동 양식에 따라 무릎을 꿇으려는 순간
일 수도 있다. 그러나 천사는 이미 마리아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이므로 인
사를 위한 자세를 취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보다 ‘천사의 움직임’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67) 그런데 이때에 마리아는 이미 가슴을 두 손 앞에 여
미고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표정으로 말씀에 순종하리라고 말한다. 천사의 입장과 
마리아의 순종까지 ‘수태고지’의 시작과 끝을 포함한 시간성은 천사의 발끝에서부
67) 천사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인간 앞에 드러나 보이는 천사 자체만으로도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천사’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논의의 상이 된 것은 13세기 이후의 일이다. 정현석에 
따르면, 천사라는 ‘이존실체’는 라테란 공의회(Lateran Council)에 의해 13세기에 천사의 본
성에 한 논의의 표준이 마련되었다고 평가된다. 중세인에게 천사에 한 논의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 다.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세계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원리로 얻어낸 유사성과 연속성의 개념을 통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시도가 성공적으로 완성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마련하고 있는 ‘천사론’은 매우 중요하다. 그는 
“경험적 세계를 철학적 사고방식으로 전유하며 플라톤의 형상이론 비판자인 아리스토텔레스
의 철학적 문제의식을 중세의 맥락과 세계관에 따라 소화하며 아리스토텔레스의 탈플라톤주
의적 성향을 극단”까지 어붙 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정하고 있는 매우 적은 범위의 이존
실체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플라톤의 이존실체론을 끌어들인다. 플라
톤은 이데아론을 통해 이존실체의 존재 가능성의 여부를 확장시켰으나 그 개별적 존재들은 
단절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발견되는 충만성에 

한 이해를 플라톤을 아울러 고찰하며 물질적 세계에 한정됐던 질서와 원리를 초자연의 
역까지 확장하여 ‘천사’와 같은 이존실체까지 재구성된 세계관과 질서 안에서 철학적인 정당
성”까지 확보하며 자신만의 이존실체론을 완성한다.(정현석, ｢중세 천사론의 탈(脫)플라톤주
의적 성격-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존실체론(離存實體論)과 중세인의 옷을 입은 아리스토텔레
스｣, 중세철학 22, 2016, 186~221면 참고 및 부분인용.) 이미 수많은 <수태고지> 그림에
서는 천사가 인간과 유사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가시적인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
나 천사는 기본적으로 비가시적, 비물질적인 존재라고 했을 때 이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는 
‘걷고’ 있는 듯한 천사의 움직임, 그리고 ‘육성’으로 들리는 듯한 ‘말’이 가시적인 형태로 인식
되고 있다는 것은 중세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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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마리아의 손을 통해 실현되었다. 그리고 천사의 두 손의 방향을 통해 마리아에
게 일어날 일은 암시되었다.

천사의 손은 하늘과 마리아를 가리킨다. 하늘은 신성의 역이며 마리아는 지상
의 존재이다. ‘수태고지’는 하늘에 계신 성부의 말씀이 지상의 존재인 마리아에게 
전달되는 과정이며 그 결과로 성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 잉태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면서도 인간의 육신을 취했다. 마리아는 신이 육신을 
취할 수 있게 한 매개자가 된다. 아케트는 카라바조의 그림 <로사리오 기도 중의 
성모마리아>(1607)를 해석하면서 몸짓이 시선의 움직임에 보태지며 그림의 구성
이 완성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그는 ‘손짓’을 중요하게 보았다. 이 그림에서 아
기 예수가 한 손을 성모의 어깨에 올려놓은 것은 정서적 유 감뿐만 아니라 자신
의 신격을 상징한 것으로 어머니가 아들을 보호하는 일반적이고 인간적인 태도가 
역전되어 아들이 어머니를 보호하는 형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즉 이 몸짓은 신으로서 어머니를 보호하는 것이며 이것이 인간적 모델과 신
적 모델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동시에 강조하며 육화의 역설을 나타낸다.68) 

이처럼 몸짓이 그림의 구성 요소의 일부이며, 이것에 한 이해를 통해 총체적인 
그림의 서사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할 때, 이는 그 자체로 하나의 ‘기호’가 됨을 알 
수 있다. 프라 안젤리코의 <수태고지>에서 천사가 보여주고 있는 몸짓은 신성과 
세속을 매개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지표로 사용되었음을 앞에서 밝혔다. 그렇다면 
이 ‘신성’과 ‘세속’이 정지용에게서는 어떠한 기호와 의미로 변주되었는지를 알아내
는 것이 이 시집의 지향과 의도를 알아내는 첫 번째 길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鄭芝溶詩集의 수록된 시편들을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중에
서도 鄭芝溶詩集의 4부와 5부는 직접적으로 가톨리시즘 시와 관련이 있다. 박용
철은 이 시집의 발문에서 “第四部는 그의信仰과 直接 關聯있는 詩篇들이오./第五部
는 素描라는 題를 띠 든 散文二篇.”69)이라며 간략하게 각 부(部)의 특징을 소개
해 놓았다. 여기에서 어떤 숨겨진 기호를 발견할 수 있지는 않을까. 우선 주제적인 
연관성이 가장 높은 4부과 5부에 수록된 시편들을 고찰해보도록 하자.

<수태고지>화에서 사용되는 여러 디테일 중 하나는 꽃이 만발한 정원의 이미지

68) Haqquete, 앞의 책, 217~218면.
    아케트는 이러한 기법을 시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수사인 교착어법(交錯語法)의 원리로 설명

하기도 한다. ‘AB BA식으로 쌍을 이루는 두 요소의 순서를 역전시켜 다시 사용하는 기법’인 
교착어법Chiasm을 통한 회화의 분석은 회화와 문학에서 기호가 작동하는 방식을 유비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접점을 마련한다. (위의 책, 218면, 각주 82번 참고.)

69) 박용철, ｢鄭芝溶詩集 跋文｣, 원본 정지용시집, 1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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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배경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특히 이 정원은 ‘닫힌 정원’으로서 마리아의 처녀성
을 나타내는 동시에, 꽃이 만발해 있는 모습은 수태고지가 발생한 실제적인 장소인 
‘나자렛’과도 연관성이 있다. 이때 정지용이 종종 사용하는 시어 중에 하나인 ‘高山
植物’이 형상화되는 방식이 주목할 만하다. 鄭芝溶詩集 4부에 수록된 ｢그의 반｣
이라는 시를 보자. 

내 무엇이라 이름하리 그를?
나의 령혼안의 고흔 불,
공손한 이마에 비추는 달,
나의 눈보다 갑진이,
바다에서 솟아 올라 나래 떠는 金星,
쪽빛 하늘에 힌꽃을 달은 高山植物,
나의 가지에 머믈지 않고
나의 나라에서도 멀다.
홀로 어여삐 스사로 한가러워―항상 머언이,
나는 사랑을 모르노라 오로지 수그릴뿐.
때없이 가슴에 두손이 염으여지며
구비 구비 돌아나간 시름의 黃昏길우―
나― 바다 이편에 남긴
그의 반●  임을 고히 진히고 것노라.70)

최동호가 편찬한 정지용 사전에서 ‘高山植物’은 “고산 에 나는 식물. 다년생 
풀과 키 작은 관목이 많다”고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고산식물(高山植物)이 나는 
곳인 고산 는 1년의 절반 이상이 눈으로 덮여있지만 그 눈이 녹아 꽃이 피는 시
기가 오면 모든 식물이 일제히 개화한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71) 그렇다면 이 ‘高
山植物’은 ‘곧 겨울이 지나고 풀과 꽃이 땅을 덮을 때쯤의 시기’, 수태고지의 시간
70) 정지용, ｢그의 반｣, 鄭芝溶詩集, 詩文學社, 1935.(詩文學 3호(1931.10)에 ｢無題｣라는 

제목으로 발표, 이숭원 주해, 원본 정지용시집, 깊은샘, 2003, 156면 참고, 이후 원본 정
지용시집, 인용면수만 표기)

71) 최동호, 정지용사전, 고려 학교출판부, 2003, 23면.
    고산 (高山帶)에 생육의 분포지역을 둔 식물, 고산 에서는 1년의 절반 이상이 빙설에 덮

여 매운 추위와 강풍을 맞게 되며, 여름에는 햇볕이 직사하고 자외선이 강하여 수분의 증발이 
심하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관목은 왜소한 것뿐이며 생장도 현저하게 늦어진다. 또, 초
본도 발아 ·개화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모두 다년초뿐이다. 그러나 개화기(開花期)에는 각
종 高山植物이 일제히 개화하므로 꽃밭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 꽃밭을 바르게는 고산초원
(高山草原)이라고 한다.(출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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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수태고지가 일어난 날인 ‘3월 25일’은 원성을 상징하
고 그것이 꽃과 풀로 뒤덮인 정원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3월 25일’은 예수가 탄생
한 날로 알려진 성탄절, 12월 25일로부터 정확히 9달 전이며, 아담이 창조된 날이
자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서 인류를 구원하는 날이기도 하다. ‘제2의 아
담’이라 불리는 예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인류를 원죄로부터 구원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수태고지> 속에서 통합되고 있기 때문에 ‘ 원성’이라는 
속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고산식물’이라는 단어는 1938년에 발표된 시 ｢
슬픈 偶像｣에서도 등장한다.

아직 남의 자최가 놓이지 못한, 아직도 오를 聖峯이 남어있으량이면, 오직 하나일 그
의 눈(雪)에 더 희신 코. 그러기에 불행하시게도 季節이 爛漫할지라도 항시 高山植物

의 향기외에 맡으시지 아니하시옵니다.
- ｢슬픈 偶像｣ 일부 (조광 29호, 1938.3)

이 시에서 등장하는 ‘高山植物’ 역시 만발하여 꽃이 피는 계절 속에 있으면서도 
일반적인 꽃과는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아무도 가지 않은 성스
러운 산봉우리[聖峯]에 있는 눈[雪]은 손상되지 않은 순결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
것은 마치 동정녀인 마리아의 순결함을 떠오르게 한다. 그런데 그러한 눈보다도 더 
흰 코[鼻]를 가진 ‘그 ’는 ‘高山植物’의 향기만을 맡는데, 이는 그러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게 되는 예수의 성스러움과 높으심, 그리고 성자로서의 고귀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고산식물’을 <수태고지>의 배경이 되는 ‘정원’으
로 읽을 때 ｢그의 반｣의 이미지는 새롭게 구성된다.

‘나는 사랑을 모르노라 오로지 수그릴 뿐/ 때없이 가슴이 두손이 염으여지며’에서
는 가슴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천사의 말에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
하신 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답하는 마리아의 순종하는 이미
지를 연상시킨다. 또한 ‘ 혼 안의 고운 불’과 같이 내 안에 머무는 ‘그’는 마리아에
게 ‘성령’으로 다가오는 주(主)의 모습을 상기시킨다. ‘불’은 ‘성령’의 표적인 상
징이자 ‘하느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기도 하다.72) 이처럼 ‘불’이 ‘성
72) ‘불’은 성령의 표적인 상징이자 하느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표징이기도 하다. 데칼로니카 1

서(5:19)에서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라고, 즈가리야(2:19)에서는 ‘이는 야훼의 말이
다. 내가 불이 되어 담처럼 예루살렘을 둘러쌀 터이고 그 안에서 나의 광을 빛내리라.'라고 
말했다. 사도행전(2:1-2:4)에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
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 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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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이자 ‘그리스도’의 현신이 된다면, 신적인 존재가 가시성을 가진 어떤 것으로 형
상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육화’의 속성과 맞닿아 있는 것이 된다. 

또한 화자는 ‘이름할 수 없는 그’에 한 갖가지 형용으로 시를 시작한다. ‘ 혼
안의 고흔 불’, ‘공손한 이마에 비추는 달’, ‘나의 눈보다 갑진 이’이면서도 ‘나’의 
‘가지’, ‘나라’에도 머물지 않고 멀리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수식을 받을 수 있는 

상은 높으신 분, 창조주 즉 ‘신’을 의미한다.73) 그러나 신은 결코 형상화될 수 없
는 존재이며, 끊임없는 비유 혹은 끊임없는 부정으로 인해서만 겨우 구체화할 수 
있는 상이다. 이러한 모순에 해 성 베르나르디노(Saint Bernardino, 
1436-1504)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제공한다.

원성은 시간성으로만, 방 함은 측정함으로써만, 창조주는 창조물로만, … 형상불가능
한 것은 형상물로만, 언어로 말해질 수 없는 것은 언어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말로
만, 선을 그을 수 없는 것은 공간으로서만, 비가시적인 것은 가시적인 것으로서만 나타
난다.74)

형상화할 수 없는 존재를 나타내는 방법은 오로지 형상뿐임을 밝힌 이 공식은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상으로 끊임없이 비유를 하는 것이 가장 정직한 방법이므
로 육화의 신비도 수태고지로밖에 나타낼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75) ‘불’, ‘달’, 

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
기 시작하 다.’를 보면, 불혀의 모양으로 내려오신 성령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불’이 ‘성령’의 상징이 됨을 알 수 있다. 

73) ｢그의 반｣은 가톨릭복年이 간행되기 2년 전에 발표된 것으로 본격인 종교시를 쓰기 이전
에 창작된 것이다. 송기한은 정지용에게 가톨릭은 하나의 유토피아적인 공간의 마련을 가능하
게 하는 구원수와 같은 것이며, 인간성에 한 허무와 걷잡을 수 없이 려드는 근 의 소용
돌이 속에서 정지용이 가톨릭으로 경도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보았다. 그 과정에서 
정지용의 가톨릭 시는 ‘호교성’이 짙어졌고 그것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음을 밝힌다. 그의 시
에서 발견되는 인간의 고뇌와 형이상학이 부재한 종교는 결국 절 자에 한 숭배만을 남기
게 되고 그것이 찬탄만이 가득한 호교적 종교시편을 만들게 했음을 지적한다. 이 연구는 정지
용의 종교시가 가진 무비판적 성격을 적절하게 지적한 논의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지용의 
가톨리시즘을 단순히 창작에의 실패와 사상적 도피에 불과했음을 지적하는 것은 정지용이 꾸
준하게 관심을 가져왔던 ‘종교성’ 자체에 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일 수 있다. 본고는 정지
용에게서 나타나는 가톨리시즘이 호교성이 짙은 종교로의 천착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그것
을 시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던 기법과의 연관성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 해석 방식을 제시하고
자 한다. (송기한, ｢정지용의 시에 나타난 가톨릭시즘의 의의와 한계｣, 한중인문학연구 39, 
2013.4, 71~94면 참고.)

74) Daniel Arasse, “Annonciation/énonciation:Remarques sur un énoncé pictural du 
Quattrocento”, Semiotica della pittura: microanalis 37, 1984.(Georges didi-Huberman, op. 
cit., p.35, 각주 58의 출처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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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 등은 그러한 상에 해당한다. 물론 이러한 비유를 통해 상의 성질을 가시
적인 것으로 형상화하려는 시도를 이해할 수 있겠으나, 시라는 장르적 특성을 고려
할 때, 이러한 상의 무한한 나열은 불가능하다. 이때 정지용은 자신이 ‘시인’이라
는 사실의 자각을 통해 자신의 임무를 찾게 된다. 그것이 바로 수태고지에서의 ‘천
사’의 역할과 일치된 상태로 나타난다. 다음은 文章에 수록된 정지용의 시론 ｢詩
와 言語｣의 일부이다.

색채가 회화의 소재라고 하면 언어는 시의 소재 이상 거진 유일의 방법이랄 수밖에 
없다. 언어를 떠나서 시는 제작되지 않는다. … 가장 정신적인 것의 하나인 시가 언어
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차라리 시의 부자유의 열락이요 시의 전면적인 것이요 결정
적인 것으로 되고 만다. 그러므로 시인이란 언어를 어원학자처럼 많이 취급하는 사람이
라든지 달변가처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어개개의 세포적 기능을 추구하는 자는 다
시 언어미술의 구성조직에 생리적 Lift-giver가 될지언정 언어사체의 해부집도자인 문
법가로 그치는 것도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는 시인을 만나서 비로서 혈행과 호흡
과 체온을 얻어서 생활한다.

시의 신비는 언어의 신비다. 시는 언어와 Incarnation적 일치다. 그러므로 시의 정신
적 심도는 필연으로 언어의 정령을 잡지 않고서는 표현 제작에 오를 수 없다. 다만 시
의 심도가 자연 인간생활 사상에 뿌리를 깊이 서림을 따라서 다시 시에 긴 히 혈육화
되지 않은 언어는 결국 시를 사산시킨다. 시신이 거하는 궁전이 언어요 이를 다시 방축
하는 것도 언어다.

- ｢詩와 言語 一｣, 文章 11호, 1939.12.(강조는 인용자) 

정지용은 시인은 어원학자나 달변가도 아니고 문법가도 아니며 언어의 정령을 
통해 언어를 정신적인 수준에서 다룰 수 있는, 즉 언어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이
라고 생각했다.76) 특히 언어를 통해 시를 쓰는 과정을 ‘신비’라고 일컫는 것을 통
75) Daniel Arrase, 류재화 역, 서양미술사의 재발견, 마로니에북스, 2008, 66면.
76) Georges didi-Huberman, “Preface to the English edition : The Exorcist”, The 

Confronting Images : questioning the ends of a certain history of art, trans. John 
Goodma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USA, 2005, pp. xv-xxvi.

    조르주 디디-위베르만은 파노프스키의 도상해석학적 방식이 마치 악령이 쓰인 사람에게 퇴
마의식을 하는 것(Exorcism)과 같은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회화를 도상해석학적으로 완벽
히 읽어내고 분석하려는 시도가 인간에게 쓰인 악령을 떼어내려는 시도와 비슷하다고 본 것
이다. 파노프스키는 위 한 학술적 전통(특히 중세의 스콜라주의와 르네상스, 신-플라톤주
의)이 서양의 기독교적 인본주의라는 오랜 기간 동안 이미지의 의미에 한 생각들을 구조적
으로 결정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은 시각예술 안에서 이미
지의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생성의 복잡함을 알게 하 다. 그래서 도상해석학적인 접근 
방식이 이미지가 가진 ‘순결’을 빼앗아 버렸다는 것이다. 학습을 통해 이미지의 도상을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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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정지용이 육화의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그것을 시와 적절하게 연결
시켜 사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육화’란 보이지 않는 신성을 형상화해낸다는 점
에서 시적 언어의 본질과 통한다. 이 산문이 1939년에 쓰인 것을 고려할 때, 일반
적으로 정지용의 가톨리시즘을 논하는 시기(1930년  초중반 가톨릭복年 위주의 
문단 활동을 하던 시기)와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전통 지향성이 강
한 文章이라는 문예지에 시의 신비를 ‘육화’와의 비교를 통해 고찰하는 것은 정
지용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가톨리시즘이 호교성이 강한 종교에의 경도가 아니라 
하나의 시적 기법으로 고안됐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여기에서 <수태고지>의 천사와 시인의 관계를 주목해보자. 천사
는 창조주이자 성부인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마리아를 찾아왔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심리적 상태가 변화하며 결국에는 순종을 통해 육화의 신비가 
실현될 수 있게 된다. 앞서 박샌달의 논의에서 보았듯, 이 모든 과정은 천사라는 
하느님의 리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다시 시인의 경우에 립해보면, 
시인은 언어와 시 사이의 매개자로 언어의 조합으로 하나의 시 작품을 만들어내는 
‘incarnation’적인 차원에서 언어의 시화(詩化)를 이루어내는 역할을 한다. <수태고
지>의 육화 과정과 시작(詩作)에서의 육화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발신 중개 수신(결과)
<수태고지> 창조주 하느님의 말씀 천사의 화 마리아의 임신

― 육화(incarnation) 과정 →
정지용의 시 표현하고자 하는 것 詩作 활동 언어

<수태고지>에서 육화는 하느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고자 하는 의지의 발현인 
말씀에서 출발하여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전달하는 것, 즉 ‘수태고지’를 통해 마
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다. 즉 마리아의 자궁 속에 ‘예수’의 육신이 자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 시인의 관념 속에 존재하는 심상
이 표현되고자 할 때 시인을 거쳐 그것이 ‘언어’라는 기호로 표현되면서 이미지를 
물질성을 가진 것으로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독특한 것은 이렇게 물질화된 상태
의 것이 아직은 육안으로 바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수는 마리아의 자궁 속
에 있으며, 언어 기호는 그것을 인식하는 주체에 의해 발견되었을 때 구체적인 이

하는 것은, 이미지의 고유한 힘을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디디-위베르만은 파노프스키적인 
과학성, 순수 이성에 반 했다. 이러한 맥락은 정지용이 생각한 언어와 시인의 관계에도 부합
한다. 시인이 어원학자나 문법가처럼 언어를 기술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와 언어 
사이의 정신적인 차원을 이해하며 육화의 신비와 같이 시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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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 정지용은 ｢詩의 擁護｣에서 이미지의 본질
에 한 본인의 생각을 제시한다.

한가지 사물에 하여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서로 쟁론하고 좌단할 수는 
있으나 정확한 견해는 설(說) 이전에서 이미 타당과 화협하고 있었던 것이요, 진리의 
보루에 의거되었던 것이요, 편만한 양식의 동지에게 암합으로 확보되어 있었던 것이니, 
결국 알만한 것은 말하지 않기 전에 서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타당한 것이란 천성의 
위의를 갖추었기 때문에 요설을 삼간다. 싸우지 않고 항시 이긴다.77)

정지용은 상이라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치된 해석으
로 도출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는 선험적으로 현존하는 어떤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플라톤의 이데아를 연상시키는 이러한 인식은 정지용이 이미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에 해 추측할 수 있게 한다. 그가 구축하고자 하는 이
미지는 발화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이끌어내는 
것은 ‘참신한 언어’의 사용, 즉 ‘생명에서 튀어나오는 항시 최초의 발성’을 통해 가
능해진다. 그렇다면 ‘언어’를 통해 ‘잉태’되는 이미지는 이미 그 자체로 존재하고 있
는 것이 되고 언어로 쓰 을 때 물질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정지용은 ｢詩와 言語｣의 처음을 “색채가 회화의 소재라고 하면 언어는 시의 소재 
이상 거진 유일의 방법이랄 수밖에 없다. 언어를 떠나서 시는 제작되지 않는다.”로 
시작한다. 그리고 “시의 표현에 있어 언어가 최후수단이요 유일의 방법”이며 “표현
은 Making에 붙이어 예술과 구성에 마치는 것이니 Poem의 어원이 Making과 동의

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을 것이 없다고 보았다. 이는 정지용이 언어와 시의 관
계의 긴 함과 시인의 표현이 그 수단이며 매개체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뜻한다. 나아가 이러한 그의 신념은 그가 실제 시작(詩作)을 통해 보여주
었던 언어의 세공과 표현의 정제로 말미암아 알 수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천사는 전체 세계의 완결과 완성을 위해 가장 탁월한 
정신적 존재인 제일원리(=신)와 격이 떨어지는 피조물들 사이에 철학적으로 반드
시 필요한 부분이자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진다. 즉 ‘최고의 정신성’과 가장 ‘빈
약한 정신성’ 사이에서 이 양자와 맞닿아 있는 중간자 혹은 매개자로서 천사와 같
은 정신적 본성을 가진 존재는 필수적이라는 것이다.78) <수태고지>에서 천사는 
말씀(이신 하느님)의 리인이다. 시인은 시의 유일한 도구인 언어의 리인이다. 
77) 鄭芝溶, ｢詩의 擁護｣, 文章 5호, 1939. 6.(정지용전집 2 산문, 567면.)
78) 정현석, 앞의 글, 2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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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존재는 모두 신성과 세속, 관념과 언어 사이를 ‘말’로 매개하는 존재인 것이다.
정지용이 그의 첫 시집인 鄭芝溶詩集의 표지화로 천사의 얼굴과 손, 그리고 단

호하고 분명한 시선이 돋보이는 이 그림의 천사의 얼굴을 선택한 것은 그가 시인
으로서 실현하고자 했던 이상(理想), 육화의 신비와 같은 신비를 시로서 이룩하고
자하는 포부가 담긴 것이며 언어 표현에 그만큼 민감하고자 노력했던 시인의 태도
의 반 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에서 정지용의 언어 사용에서의 특징은 무
엇인지에 해 규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신성’을 시적 이미지를 구축하는 기법
의 일환으로 보고자 하는 본고의 시도는 정지용의 가톨리시즘을 이해해왔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며 동시에 종교가 가지는 성질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 왔던 
정지용의 사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 나아가 초기부터 정지용이 이것을 시적 이
미지로 어떻게 변주해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특히 T. E. 
흄과 에즈라 파운드 그리고 T. S. 엘리엇 등 한국 모더니즘 사조에 큰 향을 미
친 이론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정지용의 언어 사용의 특성을 보다 세 하게 관찰함
과 동시에 시에서의 ‘신성’이 나타나는 양상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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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어적 육화로서의 시 쓰기

3.1. 이행기호적 언어의 사용과 이미지의 발생
정지용은 그의 시론에서 시인이 갖추어야 할 자세에 해 말하며, 시를 다루는 

태도를 엄격하게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그중에서도 언어의 문제에 한 스스
로의 신념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글은 ｢詩의 擁護｣이다.  

시의 기법은 시학 시론 혹은 시법에 의탁하기에는 그들은 의외의 무능한 것을 알리라. 
기법은 차라리 연습 숙통에서 얻는다. … 구극에서는 기법을 망각하라. … 일일이 기법

로 움직이는 것은 초보다. 생각하기 전에 벌써 한  얻어맞는다. 혼신의 역량 앞에
서 기법만으로는 초조하다. … 꾀꼬리는 꾀꼬리 소리 바께 발하지 못하나 항시 새롭다. 
꾀꼬리가 숙련에서 운다는 것은 불명예이리라. 오직 생명에서 튀어나오는 항시 최초의 
발성이야만 진부하지 않는다. … 무엇보다도 돌연한 변이를 꾀하지 말라. 자연을 속이
는 변이는 참신할수 없다. … 시인은 완전히 자연스런 자세에서 다시 비약할뿐이다. 우
수한 전통이야말로 비약의 발디딘곳이 아닐수 없다.79)

정지용은 언어예술로서의 시에 한 인식과 더불어 우수한 전통을 기반으로 하
여 끊임없는 노력을 통한 신선한 발상으로 시를 쓸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시에서의 
언어란 진부한 표현을 가져서는 안 되며 자연스러운 발성이면서도 최초의 것이어
야 한다. 그것은 마치 ‘꾀꼬리의 노래’와 같이 인위적인 기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 신선한 것이다. 

시는 언어예술이다. 시는 언어를 통해 이미지를 구축한다. 이미지는 라틴어 어원
인 이마고(imago)에서 유래한다. 본래의 의미는 ‘인물의 상’, ‘초상(肖像)’이나 보
통 인간에 한하지 않고 회화적이나 조소적인 수단에 의하여 재현된 사물과 상
(對象)의 모상(模像) 내지는 사물과 상의 형상(形象) 그 자체를 의미한다. 또 빛
의 반사, 굴절, 투 에 의하여 거울과 스크린 위에 투 된 상계 즉 ‘ 상(映像)’
을 의미한다. 한편, 마음속에 생각되는 직관적 형상, 즉 ‘심상(心像)’을 일컫는 용
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경우는 관념과 표상에 가까우나 이것은 보다 감각적인 
성질이 강하다.80) 시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심상’으로서의 이미지이다. 사르트르

79) 정지용, ｢詩의 擁護｣, 文章 5호, 1939. 6.(정지용전집 2 산문, 573~574면.)
80) 미술 사전Dictionary of Art, 한국사전연구사, 1998, 6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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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상계에서 상으로서의 이미지와 그것을 마주한 의식의 태도로서의 ‘심적 
이미지’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에 해 문제를 제기한다.81) 

이미지란 그 유형성 안에 부재하는 혹은 비존재인 상을 겨냥하는데, 고유한 상태
가 아니라 겨냥된 상의 “유사 표상물”의 자격으로 주어지는 물적 혹은 심적 내용을 
통해서 겨냥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정보를 알려주는 지향은 동일하게 남아 있으므로 개
개의 특수화는 소재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물의 세계에서 소재를 
빌려온 이미지들(삽화 이미지, 사진, 캐리커쳐, 배우의 모방 등)과 심적 세계에서 소재
를 빌려온 이미지들(운동 의식, 감정 의식 등)을 구별할 수 있다. … 심적 표상, 사진, 
캐리커처. … 겨냥된 목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남아 있다. 그것은 지금 여기 
없는 피에르(화자의 친구, 인용자 주)의 얼굴을 내 앞에 나타나게 하는 일이다.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오직 주관적인 표상에만 이미지의 이름을 내어주고 있다. 이것은 옳은 일
인가?(강조는 인용자)82)

이러한 문제제기는 시의 역에서 언어를 통해 구축된 이미지를 사유하는 방식
을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심상’이라는 비가시적인 성질의 것을 ‘이미지’라 칭하며 
그 자체가 ‘ 상’의 재현인 것처럼 취급하는 인식의 차원을 지적하고, 내재적으로 
구현되는 이미지에 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지금 눈앞에 보이
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자기의 인식 속에 뚜렷하게 남아 있는 어떠한 것을 
표현하고자 할 때, 그것은 시적 이미지로 구현된다. 그런데 문제는, ‘시’라는 것은 
시인의 개인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적절하게 원하는 방향

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표현되고 있는지에 한 검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에서 이미지가 생성된다다는 것은 시인과 독자의 관계 속에

서 이미지가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지용이 ｢詩의 威儀｣에서 근 시
가 “안으로 열하고 겉으로 서늘”해야 함을 주장한 것은 시를 통해 표현되는 감정이 
독자에게 전달될 거리를 항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시가 솔선하야 울어버리
면 독자는 서서히 눈물을 저작할 여유를 갖지 못할지니 … 남을 슬프기 그지 없는 
정황으로 유도함에는 자기의 감격을 먼저 신중히 이동시킬 것이다. 배우가 항시 무

와 객석의 제약에 세심하기 때문에 울음의 시간적 거리까지도 엄 히 측정하
던 것이요. … 시인은 배우보담 근엄하다. (…) 그러니까 울음을 배우보다 삼가야 한
다.”83)고 말한 것은 시의 위엄은 시인이 감정의 조절을 통해 독자와의 거리를 상
81) Jean Paul Sartre, 윤정임 역, 사르트르의 상상계, 기파랑 에크리, 2010, 52면.
82) 위의 책, 46~47면.
83) 정지용, ｢詩의 威儀｣, 文章 10호, 1939. 11.(정지용전집 2 산문, 5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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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때에야 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에즈라 파운드는 회화와 문학에서 상을 재현하는 방식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하나의 예시를 든다. 일몰(日沒)을 표현해야 한다면, 화가는 그것을 화폭에 옮길 
수 있지만 작가는 그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색채와 형상
이 화가의 안료(顔料)라면 이미지는 시인의 안료이다. 시인이 ‘붉은빛 망토를 걸친 
새벽’(｢햄릿｣ 1막 1장, 호레이쇼의 말)이라고 말할 때, 시인은 화가가 제시할 수 
없는 무엇을 제시하고 있다. 화가는 직접 보거나 느끼는 색깔을 표현하기 위해 그
림을 그린다면 시인은 이미지를 보고 느끼기 때문에 시를 쓰게 된다.84) 

본고에서는 정지용이 시적 이미지를 구축하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자 한
다. 심상으로서의 이미지를 재현하는 과정에서 ‘육화’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과 그 육화적 이미지를 선명화하는 과정으로 이미지즘의 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프라 안젤리코의 그림과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다. 나아가 주지주의 
이미지즘의 바탕이 되는 모더니즘이 발생한 맥락을 고려하여 흄와 에즈라 파운드, 
그리고 T. S. 엘리엇이 공유하고 있는 종교적 관점을 ‘육화’의 개념 도입을 통해 
해석한다면, 정지용 시의 이미지즘 문제를 새롭게 고찰할 수 있는 관점이 마련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고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정지용이 드
러내고자 했던 ‘신성’이란 결국 무엇이었는가에 한 것이다. 

나민애는 기존의 ‘이미지즘’ 연구가 지나치게 ‘회화성’에 집중되어 있음을 비판하
며, ‘이미지즘=회화성’이라는 논의의 차원을 넘어 인식론적이고 상상적인 이미지의 
원리 구성에 주목했다. 조선 문학에서 이미지즘의 특수성이 근  현실에 한 반작
용에서 촉발된 것이라고 할 때, 시인으로서의 시  인식에 민감했던 정지용이 조선
의 ‘근 ’의 모습을 의식하면서 주체적인 시 세계를 구축해나갔음을 주장한다.85) 
본고에서는 이 논조에 동의하며 이미지즘 연구에서 ‘심상’으로서의 이미지를 지나
치게 상주의적인 것으로 환원하려는 시도가 있음을 인정하는 한편, 정지용만의 
이미지의 특질을 규정하는 관점으로서 이미지의 신성을 논의의 중심에 놓고자 한
다. 앞서 밝힌 육화의 과정으로 완성되는 정지용의 시적 이미지는 표현하고자 하는 
것, 즉 시인의 관념 속에 존재하는 심상의 재현 과정을 설명하기 위함이었다. 

흄의 신고전주의는 낭만주의적 휴머니즘의 사고방식에 반 를 표하며 인간의 유
한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발생했다. 에즈라 파운드가 생각한 이미지즘에서 

84) Ezra Pound, 앞의 책, 383, 385면.
85) 나민애, ｢1930년  한국 이미지즘 시의 세계 인식과 은유화 연구 : 정지용과 김기림을 중심

으로｣, 서울 학교 박사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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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이 강조된 것은 문학에서 이미지는 진부한 상징이나 수사학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이고 명징한 이미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지적 작
업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 문단에 수용되는 과정에
서 ‘지성’이 강조된 형태의 ‘주지주의 이미지즘’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T. S. 엘리엇은 앵글로 가톨릭의 향을 깊게 받았는데 ‘육화’의 개념이 이 종교의 
핵심적인 교리 다는 점에서,86) 정지용 시에서 작동하는 육화적 이미지의 특성을 
고찰하는 것과 모더니즘의 연관성을 바르게 해명할 수 있는 접점을 마련한다.

이미지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시인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기술적인 언어
의 사용이다.87) 정지용은 시를 쓰기 위해서는 언어 훈련이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작업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실제 그의 작품에서 사용된 어휘나 표현은 고도의 단
련을 통해 얻어진 것이었다. 이때 정지용의 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우리말을 기
반으로 하여 모음이나 자음의 변형을 통한 생소한 느낌의 어휘나 새롭게 만들어낸 
의성어, 의태어 사용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이성은 정지용의 시를 해석하
고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 다. 본고는 그러한 어려움이 
끊임없이 발생하게 만드는 어휘와 표현이 정지용 시의 본질이자 특성이며, 그것이 
하나의 의미로 고정되지 않고, 하나의 이미지로 환원되지 않도록 시를 ‘만든’ 의도
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정지용 시에 나타난 이미지 작동 원리의 독특한 방식 중 하나는, 구체적인 묘사
를 통해 하나의 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직관과 상상력을 통해 다양한 이미
지를 발생시키고 어떤 상에 응되는 하나의 이미지로 고정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지와 기호가 함수적 응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와 
기호의 열림을 통한 인식의 차원을 한 단계 초월하게 하는 방식이며 끊임없이 새
로운 기호가 생산되는 방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단순히 회화성과 같은 물질적인 
상의 묘사를 통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수준에서 벗어나 비고정적이면서도 끊임없
이 의미가 생성되는 이미지의 특징을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 여전히 해석되지 않
은 채 남아있는 작품이나, 불투명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미지 재현의 
실패라 불리며 난해시로 규정된 작품, 혹은 기교 중심적인 특징이 두드러진다고 평
가 받는 작품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
86)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김 의 논문 ｢T. S. 엘리엇의 공동체관과 앵글로 가톨릭시

즘의 관계고찰｣(T.S.엘리엇연구 25(3), 2015, 29~58면.)을 참고하길 바란다.
87) 기술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수사학적 표현의 빈번한 사용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

다 나타내고자 하는 바가 구체적인 상일수도 있고 비가시적인 감정일수도 있는데, 이를 명
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참신하고 창의적인 언어의 사용이 가능해야함을 뜻한다.

- 45 -



다. 그 방법의 일환으로 본고에서는 이러한 이미지가 발생하게 하는 정지용의 표현
을 ‘이행 기호(signa translata)’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풀이하고자 한다.

이행 기호란,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형상(figura)을 정의하고자 사용했던 표현이
다.88) 조르주 디디-위베르만은 이 개념을 프라 안젤리코의 그림에 나타나는 독특
한 기호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차용했다. 기호는 논리적인 정당성이나 의미 
규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리를 바꾸며 이행하는 것이자 연상의 가치를 갖는 것
이다. ‘이행 기호’란 정지된 기호가 아니라 항상 이행하는 기호이다. 이러한 기호 
개념을 논하기 위해서는 ‘형상’의 개념을 먼저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상’은 단
지 ‘ 상’이 아니라 다른 것들 사이의 중요한 연관성을 설정하는 방식으로서 작용
한다. 형상은 기호를 체하거나 변형하는 것이자, 기호들이 통행할 수 있게 되도
록 허락하는 것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이것은 의미의 설립의 반 이다. 즉, 기존의 
형상을 사고하는 방식, 기독교적 사고의 근본적인 방식으로서 ‘형상’이라는 도상학
적인 ‘어휘’의 개념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89) 본고에서는 회화에 적용된 이러
한 기호의 특성을 정지용 시를 해석하는 방법론으로 유사 적용하고자 한다. 

디디-위베르만은 프라 안젤리코의 그림 <나를 만지지 말라(Noli me tangere
)>90)에서 마리아와 예수 사이에 그려진 꽃과 십자가의 기호를 예로 들어 설명한
다. 이 그림에서 예수의 성흔 바로 옆에 있는 붉은 ‘꽃’들은 그 성흔과 같은 모양으
88) Saint Augustine, De doctrina christiana, 2.10.15.(Ibid., p.239, 각주 28 참고.)
     어떤 동물의 이름을 물을 때 그 이름을 ‘황소’라고 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의 상을 

하나의 방식으로만 표시하는 고유 기호(signa propria)와는 반 로, 우리가 적절한 용어로 표
시하는 바로 그 상들이 또 다른 상을 지시하는 데 사용될 때, “기호는 형상적”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떤 상을 지시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호’라고 할 때, 그 
기호는 ‘형상적’이라는 특징을 가진다는 것이다. 

89) Georges didi-Huberman, Fra Angelico, op. cit., pp. 58-59.
    이러한 ‘형상’의 특징을 자세히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형상은 항상 두 상, 두 세계, 두 시

간, 의미의 두 가지 방식 사이에 존재한다. 이것은 감각적 형식과 그 반 인 이상적인 형식 
사이, 심지어 우리가 구상적인 형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과 가상의 형상이라고 부를 수 있
는 형태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에 있다. 이것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나 곧 존재하게 될 것 
즉, “다가올 것의 그림자”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기독교적 의미에서 그것의 본질적인 유비를 
통해 그 연결고리를 찾으며 기원과 종말 사이의 극단을 연결하도록 허락한다. 형상에서 이것
은 “예수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구원을 향한 우리의 고유한 희망에 한 것”을 말하는 방법
이 된다.  

90)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시다>에서 <나를 
만지지 말라>는 성경 구절이 등장한다. 정확하게는 20장 17절(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
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
라간다.’ 하고 전하여라.”(강조는 인용자))에서 이 구절이 등장한다.(출처 : 가톨릭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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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곱 번 무리지어 나타나며 5개씩 묶여 나타난다. 숫자 5는 그리스도의 상처와 
상징적으로 매우 연관이 있는 수(양손, 양발의 못자국, 그리고 예수의 몸 우측의 
창상(創傷))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문제는 그저 작고 붉
은 얼룩과 같은 이 모양이 어떻게 그려졌는가 보다는 무엇을 모방적으로 재현하고 
있는가에 한 것이다. 퍼스의 방식으로 생각하면, 이 얼룩은 순수하게 색칠된 물
리적인 흔적으로, 지표로서 그 기호들이 정중앙에 자리잡고 있지만, 이것의 도상적
인 성격은 배경으로 이동하게 되고 결국 논리적인 아포리아에 굴복되고 만다.91) 
이에 따르면 안젤리코는 그저 요한 복음서에서 잘 알려진 일화를 자세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게 된다. 다만 프라 안젤리코는 이 성경 이야기로만은 인식할 수 없
는, 비가시적인 어떤 것을 이 얼룩을 통해 놓아둔 것이다. 디디-위베르만은 이 얼
룩에 해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시한다.

91) Charles Sanders Peirce, Peirce on Signs : Writings on Semiotic, ed. James Hoopes, 
Chapel Hill and London: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1, pp. 181, 183, 
251-252.(Georges didi-Huberman, op. cit, p. 20 참고 및 p. 239 각주 23번 재인용.)

그림 5 예수님의 손과 발의 상흔과 같은 모
양으로 그려진 꽃을 평면으로 도식화
(Georges didi-Huberman, op. cit, p. 20.)

그림 4 Fra Angelico, <나를 만지지 말라>, 
1440-1441, 프레스코, 166x125cm, 산마르코
수도원, 피렌체.

그림 6 나를 만지지 말라에서 십자가 세 개
와 예수님 발의 성흔과 같은 모양의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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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달라 마리아와 부활한 그리스도 사이에 놓여 있는 세 개의 작은 피 흘리는 십자가
는 실제 초원의 그 어떤 것과도 닮아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수난
과 삼위일체에 한 묵상을 가리키면서 명백하게 ‘상기’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그러므
로 프라 안젤리코의 이 그림이 관습적인 도상학적 속성을 넘어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의미화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이 작고 붉은 패턴들은 화가가 사용하는 ‘이
행 기호’로서, 단순한 은유가 아닌 ‘움직임’을 가능하게 한다. 물질적으로 현존하고 있
는 이 기호는 다른 기호론적 상태의 기호들(도상, 지표, 상징 등) 사이에서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규정, 동일시, 혹은 예견이라기보다는 치환, 운동, 그리고 연상의 가치
를 갖게 한다. 프라 안젤리코는 들판에 핀 꽃들을 재현하기 위해 오직 성흔(stigmata), 
즉 단순한 표식인 붉게 채색된 흔적을 선택했다. 나열된 이 흔적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히 이질적인 사유의 질서 사이의 틈을 연결시킨다. 봄철의 들판에 핀 꽃이자 한편
으로는 ‘성흔’으로 장식된 그리스도의 몸이 그것이다. 엄 한 논리적인 사유가 불가능
한 이미지, 혹은 엄 하게 논리적 사유를 의식하지 못하는 이 이미지는, 의식하지 못하
는 것으로부터 의미화하는 힘을 이끌어낸다. 그리하여 이것은 봄꽃으로, 수난의 상징으
로, 또한 부활의 상징으로 뿌려진다. 이것은 인간의 육신(안젤리코가 인간의 신체 윤곽
을 그릴 때 동일한 붉은 색을 사용하며 색칠하기 때문에)과 그리스도의 부활된 육신의 

광과, 육화한 그의 입술과 그의 후광의 붉은 십자가 등으로 끊임없이 이동하며 상기
시킨다.(강조는 인용자)92)

이러한 이행 기호의 개념은 정지용만의 시어 활용과 시적 표현을 통해 끊임없이 
어떠한 이미지들을 상기시키는 과정을 설명하기에 적절하다. 시에서 궁극적으로 이
러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인이 의도한 이미지의 본질에 보다 가깝게 다
가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작품에 다양한 이미지가 
도출되고, 나아가 이 모든 이미지가 다 허용될 수 있게 한다는 심오한 이미지를 가
진 정지용의 시는 기존의 방식과 같이 고정적이고 기호론적으로 환원되는 이미지
로는 정지용 시의 본질에 다가갈 수 없음을 뜻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하나의 시
에서 다양한 이미지가 생성되는 것과 공감각적 이미지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시인
이 의도한 이미지의 일환이다. 

이러한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정지용이 시작 활동을 시작한 이후부터 
鄭芝溶詩集이 발간되는 시기로, 기존의 정지용 연구에서 초-중기로 구분되었던 
때이다. 또한 정지용 특유의 감각적 표현과 다양한 시 형식이 실험되던 이때는, 정
지용이 ‘모더니스트’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시기이기도 하다. 鄭芝溶詩集에 실린 
시가 체로 기존에 발표되었던 시를 중심으로 재구성된 것이라 할 때, 정지용은 

92) Georges didi-Huberman, op. cit., pp.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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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까지 발표한 시를 분명히 어떤 의도에 따라 나누어 놓은 것이 되고, 따라서 
이 시집의 구성을 살피는 것은 그 의도를 살피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 할 수 있
다. 鄭芝溶詩集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집의 발문을 쓴 박용철은 각 부
의 특성을 간략하게 요약해 놓았다. 

그중 정지용의 감각이 빛나는 시편인 ｢바다｣와 ｢琉璃窓｣은 1부에 속해있다. 이 
시집의 발문을 쓴 박용철에 따르면 제 1부는 “가톨릭 개종 이후 제작”된 것으로 
“심화된 시경과 타협없는 감각”이 두드러지며 “손쉽게 친 해질 수 있는 것과는 또 
다른 경지를 밟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93) 실제로 1부에 속한 시들은 1930년에
서 1935년 사이에 쓰 고, 제목에서 지칭하고자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음
에도 불구하고 시의 내용은 제목의 상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기 보다는 낯선 
비유들을 통해 신선한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정지용의 ｢바다｣는 같은 제목으
로 총 10편이 쓰 는데,94) 그중에 2편이 1부에 5편이 2부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정지용의 초기 시에는 ‘바다’를 소재로 한 작품이 많다. 정지용은 1927년부터 
1935년까지 총 8년 동안 ｢바다｣를 제목으로 한 시만 10편 제작했다. 鄭芝溶詩集
에는 1930년 5월 詩文學 2호에 발표되었던 ｢바다｣와 1935년 12월 詩苑 5호
에 발표되었던 시가 1부 맨 처음에 차례로 수록되었다. 1927년 2월과 3월에 발행
된 朝鮮之光 64호와 65호에 실린 ｢바다｣ 시편은 2부 끝에 수록되었다. 그리하여 
鄭芝溶詩集에만 총 7개의 ｢바다｣라는 제목의 시가 실려 있다. 이 ｢바다｣ 연작은 
정지용의 ‘이미지’에 한 실험과 지향을 살펴볼 수 있는 연 기적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정지용의 시적 표현과 기법이 발전해 나간 흔적을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93) 박용철, ｢鄭芝溶詩集 跋文｣, 원본 정지용시집, 173면. 
94) 朝鮮之光 64호(1927.2)에 발표한 시 ｢바다｣를 鄭芝溶詩集에서 4개의 개별 시로 나누어 

수록하 다. 이 시를 개별시로 보았을 때에 총 10개의 ｢바다｣ 시편이 완성된다.(정지용전집 
1 시에서 각 작품의 출처 및 면수 참고.) 

번호 제목 수록지
1-4 ｢바다｣ 朝鮮之光 64호, 1927.2, 98면.

5 ｢바다｣ 朝鮮之光 65호, 1927.3, 14면.
6 ｢바다｣ 詩文學 2호, 1930.5, 4~6면.
7 ｢바다 7｣ 新小說 5호, 1930.9.
8 ｢바다 8｣ 新小說 5호, 1930.9.
9 ｢바다｣ 부인공론 1권 제 4호, 1932.5, 14면.
10 ｢바다｣ 詩苑 5호, 1935.12, 2~3면.(鄭芝溶詩集에 ｢바다｣로 먼저 실

림, 1935년 10월 詩文學社에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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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1 ｢바다｣ 2
오 ‧ 오 ‧ 오 ‧ 오 ‧ 오 ‧ 소리치며 달녀가니
오‧ 오 ‧ 오 ‧ 오 ‧ 오 ‧ 연달어서 몰아온다.

간밤에 잠설푸시 먼-ㄴ 뇌성이 울더니
오늘아츰 바다는 포도비츠로 부푸러젓다.

철석 ‧ 처얼석 ‧ 철석 ‧ 처얼석 ‧ 철석 ‧ 처얼석
제비날아들 듯 물결 새이새이로 춤을 추어

한백년 진흙속에 숨엇다 나온드시
긔처럼 녀프로 기여가 보노니
머-ㄴ푸른 한울미트로 가이업는 모래밧.

｢바다｣ 3 ｢바다｣ 4

외로운 마음이 한종일 두고
바다를 불러-
바다 우로 밤이 걸어온다.

후주근한 물결소리 등에지고 홀로 돌아가노니
어데선지 그 누구 씰어저 우름 우는 듯 한기척,

돌아서서 보니 먼 燈臺가 작 작 박이고
갈메기 루룩 루룩 비를 불으며 날어간다.

우름우는 이는 燈臺도 아니고 갈메기도 아니고
어덴지 홀로 어진 이름도모를 스러움이 하나.

이것은 정지용이 朝鮮之光(64호, 1927.2)에 발표한 이후 다시 鄭芝溶詩集에 
수록하며 4개의 시로 구분한 ｢바다｣ 시편이다. ｢바다 1｣과 ｢바다 4｣는 3연으로, ｢
바다 2｣와 ｢바다 3｣은 3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는 의성어와 의태어의 사용이 
두드러지며 바다와 바다에서 보이는 상들의 형태적 특성을 담아내려고 있는 반
면, 후자는 바다를 바라보며 느끼는 감회를 위주로 서술하고 있다. 또한 ｢바다 1｣ 
에서 ｢바다 4｣로 진행되는 동안, 화자의 감정은 점차 심화된다. 끊임없이 파도가 
치는 바닷가의 정경(1)에서 끝없이 펼쳐진 모래밭 위를 ‘게’처럼 걸어 다녀보며(2) 
문득 외로운 심사의 화자는 어둠이 내려앉는 바닷가를 바라보다(3) 파도를 뒤로 
하고 걸어 나간다(4). 이때 바다를 등지고 걷는 화자의 눈에 보이는 것은 ‘등 ’와 
‘갈메기떼’ 이지만 ‘울음을 울고’ 있는 이는 다름 아닌 ‘바닥에 떠러진 스러움’이다. 

시인에게 ‘바다’는 ‘가이없는’ 드넓은 공간인 동시에 왠지 모를 감정 하나를 남기
는 것이기도 하다. 이때 ‘스러움’이라는 표현은 그 감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게 하는 단서이면서도 직관과 상상력을 활용하길 요구한다. ‘스러움’이라는 단어는 
시인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정지용이 시어를 조탁하는 방법 중 하나는 비슷
한 발음을 통해 전혀 다른 의미들을 생산해내면서 의미의 균열을 발생시키는 것이
다. 이러한 방식으로 ‘스러움’을 이해해볼 때, 이는 세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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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그러한 성질이 있음’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인 ‘-스럽다’
로서, 발음상 가장 유사하며 구체적으로 이름 붙이기 어려운 성질이라는 뜻으로 파
악해 볼 수 있다. 둘째, ‘원통하고 슬프다’는 뜻을 가진 형용사인 ‘서럽다’로서, 어
디에서부터 왔는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상에서 유발되는 감정으로 볼 수 있
다. 셋째, ‘전에 본 기억이 없어 익숙하지 않다.’ 혹은 ‘사물이 눈에 익지 않다’는 
의미의 ‘낯설다’를 변용하여 ‘설은’으로 썼다고 가정할 경우에, 근원도 모르고 이름
도 모르는 낯선 것에 한 반응을 적은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스러움’이
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각각의 뜻이 모두 적절
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표현은 중의적이게 된다.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중의적 표현은 단선적인 이해를 방해하는 한편 여
러 의미를 탐색하는 과정을 겪게 한다. 이 점에서 하나의 어휘만으로 다양한 의미
를 파생시키고자 한 시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스러움’의 맥락은 ‘어데
서 난 지’ 모르기 때문에 상의 근원에 한 질문이며 그것을 알고 싶은 마음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표층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특징을 갖는다. 이 단어가 다시 등장하
는 것은 ｢말 2｣에서이다.

말아,
누가 났나? 늬를. 늬는 몰라.
말아,
누가 났나? 나를. 내도 몰라.
늬는 시골 듬에서
ㅅ람스런 숨소리를 숨기고 살고
내사 처 한복판에서
말스런 숨소리를 숨기고 다 잘았다.
시골로나 처로나 가나 오나
량친 몬보아 스럽더라.95)

이는 鄭芝溶詩集 2부에 수록된 ｢말 2｣의 일부이다. “량친 몬보아 스럽더라.”에
서 ‘스러움’은 ‘누가 난 지 모르는’ 말과 화자를 비유하며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서
러움’이라는 형용사와 가장 맥락상 의미가 비슷한 것으로 보이나, ｢슬픈 偶像｣(朝
光 29호, 1938.3.)과 ｢朝餐｣(文章 23호, 1941.1)에서 ‘서러운’이라는 말을 제
로 쓰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는 의도적으로 사용한 표현이라 보는 것이 옳다.

95) 정지용, ｢말 2｣, 鄭芝溶詩集, 詩文學社, 1935.(원본 정지용시집, 100~101면.)

- 51 -



그런데 이러한 중의적 표현은 기본적으로 차이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차이 자체
가 하나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역설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즉, ‘스러운’의 의
미를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파생적 단어와 의미들이 ‘스러운’과 모두 상
통하는 뜻을 가질 때, 그 차이가 근원에 도달하게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다. 이처럼 독자로 하여금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면서 다양한 의미가 생성되
고 그것들을 적용해보는 시도를 통해 비로소 시가 이해된다. 이 이해는 하나의 표
현이 고정적인 어떠한 이미지로 결정이 된다는 것과는 다른 맥락이다. 문제는 이러
한 어휘와 표현은 시에서 일종의 기호이며, 일련의 과정을 통해 결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지용의 기호가 “예술의 기호”96)로서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긍정하고 다양한 의미들 사이를 넘나들며 이미지를 발생시
키는 것은 기호의 이행성에 다름 아니다.

鄭芝溶詩集 맨 처음에 실린 바다 시 두 편은 1930년과 1935년에 쓰 다. 각
각 ｢바다 1｣ 과 ｢바다 2｣로 수록된 것으로 앞서 발표한 네 편의 시와 비교하면 그 
표현과 시야의 넓이가 상당히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바다 2｣는 정지용의 
마지막 ｢바다｣ 시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정지용이 붙잡으려고 했던 ‘바다’가 어떤 
모양인지를 알게 해주는 시이기도 하다. ｢바다 1｣(1930년 5월 詩文學 2호에 실
린 시를 재수록)은 ‘천막’처럼 퍼덕이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바다 종달새’의 시선으
로 포착된 ‘바다’를 그리고 있다. 이 바다는 ‘바다 종달새’에게 ‘속속들이’ 보이는 
것이면서도 여전히 어떤 모양새인지 잘 가늠되지 않는다. 그래서 “봉오리 줄등 
켜듯한/ 조그만 산으로―하고 잇슬가요.// 솔나무 나무/ 다옥한 수풀로― 하고 잇
슬가요.// 노랑 검정 알롱달롱한/ 블랑키트 두루고 으린 호랑이로― 하고 잇슬가
요.”에 나타난 것처럼 그것이 ‘산’인지 ‘수풀’인지 ‘호랑이’인지 알 수 없다. 이 시집
에 수록되지 않았으나 1932년 부인공론 1권 4호에 발표된 ｢바다｣에서도 “바다는 
끄님없이 안고 시픈것이다./ 하도 크고 둥글고 하기 때문에”라며 여전히 잡히지 않
는 ‘바다’의 이미지에 고뇌하는 시인이 나타난다. 이로부터 3년 후 완성한 시가 바
로 이 시집의 두 번째에 수록된 ｢바다 2｣이다.
96) 류종우, ｢들뢰즈 철학에서 기호의 폭력에 따른 배움의 발생｣, 철학논집 37, 2014.5, 282면.
     들뢰즈에 따르면, 예술 작품을 통해 주어지는 예술 기호를 우리가 면하여 해석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예술의 기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의미, 곧 본질이 드러나게 된다. 이것이 드러내
는 본질은 바로 “궁극적이고 절 적인 차이”이다. 이 차이는 경험적, 외재적인 차이가 아닌 
어떤 초월성이나 외재성도 전제하지 않은 내재적 차원의 차이 자체를 의미한다. 기호의 본질
이 ‘차이’ 그 자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기호가 드러내고자 하는 본질이기 때문이
다.(G. Deleuze, Proust et les signes, Presses universitaire de France:Paris, 1970, p. 54, 
류종우의 글 동일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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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는 뿔뿔이 
달어 날랴고 했다.

푸른 도마뱀떼 같이
재재발렀다.

꼬리가 이루
잡히지 않었다.

힌 발톱에 찢긴
珊瑚보다 붉고 슬픈 생채기!

가까스루 몰아다 붓이고
변죽을 둘러 손질하여 물기를 시쳤다.

이 앨쓴 海圖에
손을 싯고 떼었다.

찰찰 넘치도록
돌돌 굴르도록

회동그란히 바쳐 들었다!
地球는 蓮닢인양 옴으라들고……펴고…….97)

이 시에서 비로소 시인은 ‘바다’를 원하는 모양새로 잡아내고 있다. 그런데 그 모
양은 ‘바다’라는 실제 상을 재현한 것이 아니다. 시로서 상을 포착하는 방식에 

한 생각 전환을 통해 ‘바다’의 ‘이미지’를 시 안에 그 로 담아내는 데 성공한 것
이다. 방민호는 기존의 논의들이 이 시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각각 바다의 
근경과 원경을 묘사하고 있다고 해석하지만, 이 시의 전반부는 바다를 언어로, 즉 
시로 옮기는 일의 어려움을 노래한 것이고 후반부는 이 어려움 속에서 제작된 시 
또는 시 언어의 미적 자율성을 노래한 것이라 보았다. 그는 1930년  일제 치하를 
겪은 문인들이 가졌던 <현해탄 콤플렉스>라는 관점에서 ‘바다’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그중 정지용의 ‘바다’를 시골에서 상경하여 처음 만난 거 한 근  문명에서 느
97) 정지용, ｢바다 2｣, 鄭芝溶詩集, 詩文學社, 1935.(원본 정지용시집, 23~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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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는 경탄을 시로 포착하고자 한 시도로 읽었다.98) 
이러한 해석에 동조하며 작품을 보면, 이 시의 전반부(1~4연)는 그동안 정지용

이 ‘바다’를 “끄님없이 안기” 위해 노력하며, 이것을 이미지로 재현하기 위해 심혈
을 기울이던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은 도마뱀의 꼬리처럼 쉬이 잡히지 않는 
것이기에 뿔뿔이 달아나던 것이었다. ‘바다’를 잡기 위한 수많은 노력에 ‘산호보다 
붉고 슬픈’ 생채기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이내 ‘바다’를 잡기 위한 생각의 전환을 
거친다. 바로 ‘바다’를 ‘지구’라는 거 한 ‘그릇’ 속에 담는 것이다. 이 시의 후반부
(5~9연)는 ‘바다’를 새롭게 포착하여 마침내 ‘바다’를 담아내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그릇’에 담긴 바다는 ‘찰찰 넘’치고, ‘돌돌 구’르는 있는 그 로의 바다로, 역동
성을 간직한 자연 그 자체의 바다이다. 

바다가 담긴 ‘지구’, 그리고 그 지구는 “연닢”처럼 오므라들고 펴고 한다. 이러한 
이미지는 결코 상의 묘사를 통한 재현하고자 한 것이 아니며, 오직 이 원리를 이
해한 사람에게만 열리는 ‘의미’를 담아두는 저장소로서의 역할을 한다. 시는 하나의 
“해도(海圖)” 같은 것이다. 바다의 ‘기호’를 해석해야 비로소 ‘바다’의 모습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시의 언어를 해석할 때에야 시의 모습을 알 수 있게 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시의 의미가 ‘열림’을 알게 된다. 문제는 이 
시가 하나의 기호를 해석했다고 해서 계속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개폐
되면서 그 안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질 역시 ‘이행 기호’적 속성
에 부합하는 것이다. 

鄭芝溶詩集 1부 세 번째에 수록된 시 ｢毘盧峯｣은 두 개의 ｢바다｣ 시편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정지용 문학을 초기와 후기로 구분하며 근  
지향성과 전통 지향성을 그 기준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이 시가 독특
한 것은 기법 측면으로는 감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지는 초기의 특성을 지니면서 소
재 측면으로는 후기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시가 1933년 발표된 것이
라 할 때, 정지용 연구에서 시기 구분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
는 동시에 제목과 시어 모두에서 ‘이행 기호’의 특징을 통해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
에서 중요한 문학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 볼 수 있다.

98) 방민호, ｢감각과 언어의 크레바스｣, 감각과 언어의 크레바스, 서정시학, 2007, 14~29면 
참조. (방민호, ｢김환태 비평과 文章의 위상학｣, 일제 말기 한국문학의 담론과 텍스트, 예
옥, 2011, 165면, 각주 21번 재인용.)

- 54 -



白樺수풀 앙당한 속에
季節이 쪼그리고 있다.

이곳은 肉體없는 寥寂한 饗宴場
이마에 시며드는 香料로운 滋養!

海拔五千피이트 卷雲層우에
그싯는 성냥불!

동해는 푸른 揷畵처럼 옴직 않고
누뤼 알이 참벌처럼 옴겨 간다.

戀情은 그림자 마자 벗쟈
산드랗게 얼어라! 귀뜨람이처럼.99)

“앙당한”, “요적(寥寂)”, “시며드는”, “그싯는”, “옴직”, “누뤼 알”, “산드랗게” 등의 
어휘는 직관과 상상력을 통해 이해되어야 하는 표현이자 정지용이 의도적으로 변
형한 어휘들이기도 하다. 5연의 짧은 시에서 연마다 한 두 개의 사용된 이러한 개
성적 어휘들은 독자로 하여금 원래의 어휘는 무엇이며 어떠한 효과를 위해서 이러
한 변형을 가하게 되었는지에 한 짐작의 과정을 거치게 한다. 

“누뤼 알”은 ‘우박 알’의 고유어이지만 단어를 전부 비음과 유음이라는 유성음을 
사용하여 어감의 재미를 더한다. “앙당한”은 ‘앙당그리다’라는 고유어(춥거나 겁이 
나서 근육을 움츠러뜨리다)의 변형일 수도 있고, ‘앙상한’(꼭 짜이지 아니하여 어울
리지 아니하고 어설프다)의 변형일수도 있다. “백화(白樺[자작나무])” 숲 속에 쪼
그리고 앉아 자기가 나올 차례를 기다리는 “계절”이 움츠러든 모습일 수도 있고 어
설프게 앉아 있는 모습일 수도 있으므로 계절이 변화하기 전의 모습을 상당히 감
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어휘의 변형이 된다. “요적(寥寂)”은 “적요(寂寥, 적적하
고 고요함)”의 글자 위치를 바꾸어, 이미 알던 단어임에도 낯선 느낌을 주게 한다. 
“시며드는”은 ‘스며드는’의 변형으로 앞 어절의 ‘이마’와 동일 모음으로 시작하여 운
율을 살린다. “그싯는”은 ‘긋다’의 변형으로 구름 위에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나
타내기 위해 성냥불을 그을 때 불이 붙는 느낌을 강조하고 있다. “산드랗게”는 ‘산
드렇게’보다 음상이 작으며 ‘산드러지다’(말쑥하고 산뜻하다)와 ‘산득하다’(몸의 느
99) 정지용, ｢毘盧峯｣, 鄭芝溶詩集, 1935.(가톨릭복年 1호, 1933.6에 발표, 조선중앙일보

1934년 7월 3일에 ｢卷雲層우에서-毘盧峯｣으로 재발표, 원본 정지용시집, 25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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낌이 싸늘하다)가 결합된 말로 추측할 수 있다.100) 시의 제목인 비로봉은 산봉우
리 중 가장 높은 봉우리를 말하는 것으로, 백두산, 묘향산, 금강산, 속리산, 오 산 
등에서 최고봉을 일컬으며, 이 중에서 만약 동해가 보이려면 금강산이나 오 산 정
도가 될 것이다. 이 “비로”는 불교의 ‘비로자나불’(석가모니의 이름으로 부처님의 
진신을 뜻한다)에서 유래한 것이다. 

정지용의 이러한 시어 선택은 이미지를 직관적으로 감각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이미지를 체험할 수 있게 한다. 나아가 어휘와 표현에 한 
고고학적 접근을 통해 시를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적 유희를 동반하게 한다. 
어휘와 표현에 한 계보를 찾는 과정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적 이미지를 찾으려
는 과정 자체가 이미지에 속한다. 시인은 작품으로서 통합체를 마련해 놓았고, 각 
어휘와 표현의 변형과 생소함을 통해 독자로 하여금 계열체적 탐색을 하여 적합한 
이미지를 찾을 것을 요구한다.101) 이 과정에서 기호의 역동성이 발생하게 된다.

정지용은 시를 쓴다는 것은 “애를 배는 것”과 같이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이면서
도 “조각”을 하는 것처럼 늘 손질을 해야 하는 것임을 밝힌다. 그리하여 아무리 손
질을 해도 결코 인공적인 것이 없는 작품을 써야 함을 강조하 다. “순수한 감정상
태” 속에 “은혜(Grace)”와 같이 시의 감이 와야 하며 의무적으로, 속성으로 시를 
써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102) 시 속에서 하나의 시어를 선택해서 쓴다는 
일은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그 자리에 그것이 아니면 안 될 정도까지 가야하는 것
이기 때문에 정지용의 시를 연구한다는 것은 시의 가장 작은 단위인 시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103) 
100) 정지용, 이숭원 주해, 원본 정지용 시집, 25면 참고.
101) 질 들뢰즈는 ‘앎’과 ‘배움’의 차이를 비적으로 서술한다. ‘배움’은 기호와 필연적인 관계를 

맺는다. 기호는 우리에게 우연적인 마주침의 상이고, 우리를 강제하는 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호 자체가 배움이 아니라 기호의 해석 과정을 거쳐 진리를 발견하게 되며 그렇기 
때문에 들뢰즈는 기호를 ‘살짝 열린 통’에 비유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떠한 낯선 기호를 
마주치고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본질에 다가가는 것은 ‘앎’이 아니라 능동적인 ‘배움’
의 것이며, 정지용 시에서 사용된 어휘와 표현은 그러한 낯설음으로 인해 독자로 하여금 ‘배
움’을 가능케 한다. (류종우, 앞의 글, 263~264, 272~273면 참고.)

102) 정지용, ｢시문학에 하여｣, 조선일보, 1938.1.1.(정지용전집 2 산문, 141~142면 참고.)
103) 정지용이 시어를 선택하는 과정이 매우 신중했음은 다음의 글을 통해 알 수 있다. 

귀또리도/흠식한 양,/옴짓 아니/긘다. -//-의 옴字가 가꾸로 스고 보니까//<옴짓>이 <뭉짓>으
로 되었읍데다.(조광 11월호 졸시 ｢옥류동｣의 末節) 사람도 가꾸로 서면 우수운데 <옴짓>이 
<뭉짓>으로 되고 보니 귀또리같이 귀염성스런 놈도 징하게 되었읍데다. 내 ｢愁끔語｣에는 미스 
푸린트 천지가 되어서 속이 상해 죽겠읍데다. (｢교정실｣, 조광 27호, 1938.1, 245면.)

    오탈자 교정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정지용은 하소연에 가까운 글을 잡지에 실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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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시어들이 모여 만들어진 이 ‘비로봉’의 공간은 ‘권운층 위에’ 자리
한 공간으로 구름 위에 있는 가장 높은 산봉우리이다. 그리고 이곳은 ‘육체가 없는 
요적한 향연장’이자 ‘이마’에는 ‘향기로운 자양’이 스며드는 곳이다. 신비로운 분위
기가 조성되고 이는 ‘비로봉’은 마치 선계의 신성한 장소를 형상화한 듯하다. 성냥
을 그은 듯 멀리서 떠오르는 태양의 오묘한 색감이 어우러져 보다 황홀한 감각을 
자아낸다. 정지용 시에서 ‘귀뜨람이’나 ‘귀또리’는 종종 등장한다. 독특한 것은 정지
용에게 ‘귀뚜라미’의 이미지가 신화적인 이미지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정지용은 휘문고보 재학시절, 타고르의 시편뿐만 아니라 그리스 신화 두 편을 번
역하여 교내 문예지에 실었다. 그중 한 편인 ｢黎明의 女神 오―로아｣에서 여명의 
여신인 ‘오로라’와 결혼한 인간 남자인 ‘치도누스’의 이야기를 번역하 다. 둘은 서
로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오로라가 신들의 왕인 제우스에게 가서 ‘치도누스’가 죽
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다. 제우스는 그 소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늙지 않게 해달
라는 소원은 빌지 않았기 때문에 ‘치도누스’는 늙은 채로 생을 살게 되었다. 모든 
것이 늙었으나 오직 목소리만은 남아 있던 치도누스를 불쌍히 여긴 오로라는 그를 
세상에 데리고 와 ‘귀뚜라미’로 만들었다.

｢오―로라｣는 그를 불상히 녁엿스나 벌서 사랑은 러젓습니다. 늙은 ｢치도누스｣는 
｢오―로라｣도 거진 몰나보게 되고 다리굽은 늙은하라범에게는 예전그림자라고는 아무
것도 볼수업섯습니다. 그리하여 여신은 그를 세상에 다리고와 ｢귀람이｣를 만들어 버
렷습니다.

여러분이 보라빗 아츰구름을 볼에 붉은만토로 둘으로 眞珠門에 건이는 ｢오―로라｣
를 보며 나무덩클틈에서 날카로운 ｢귀람이｣ 울음을 들으실 ｢오―로라｣여신의 남편
이엿섯던 예전 ｢치도누스｣를 追憶하십니까?104)

만약 정지용이 사용하는 ‘귀뚜라미’라는 시어 의미의 근원에 이러한 신화적 이미
지가 자리하고 있다면, ｢毘盧峰｣에서 나타나는 신비로운 분위기와 구름 위에 솟아 
오른 산꼭 기의 모습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올림포스 산의 이미지를 연상시키
기도 한다. 특히 “海拔五千피이트 卷雲層우에/ 그싯는 성냥불!”은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멀리서 보이는 태양빛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여명의 여신’인 ‘오로

만큼 시어 하나에 상당한 신경을 쓰며 시를 제작했던 것이다. 나아가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그가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표준어 어휘들, 특히 연철과 분철을 통해 호흡을 조절하는 것 
역시 철저한 계산과 의도 하에 제작된 것임은 분명한 일이다.

104) 정지용, ｢黎明의 女神 오―로아｣, 휘문 문우, 1923.1, 정지용전집 2 산문, 3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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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를 떠올리게 한다. 이렇게 볼 때 ‘오로라’와 ‘귀뚜라미’가 만나는 장소가 바로 
‘비로봉’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정지용의 시어는 그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열리고’ 그 과정에
서 수없이 많은 이미지들이 ‘열렸다’ ‘닫혔다’ 하며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어휘 사용을 통해 다양한 이미지의 산출을 의도했다는 것은 이미지를 발생
시키는 기호에 한 정지용의 인식 차원이 높은 수준에 있었음을 방증한다. 일상적
이지 않은 언어는 해석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단선적인 반응을 어렵게 하며, 작용
과 반응 사이의 거리를 벌려 놓아 즉각적인 응답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한다. 시를 
읽으면서 독해에 참여한 독자들은 결론 내리기를 망설이고 기다린다. 그동안 지각
의 차원에서 어떤 것은 반사 혹은 굴절되고, 기호로 인한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
하는 신 자극을 지속해서 느끼거나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일종의 선별 작업을 거
친다. 이때 그 기호, 그 상을 느끼는 폭이 넓어지고 지속적인 자극을 통해 질적 
가치의 고양을 느끼며 그 느낌을 넘어 그 기호에서 출발하여 이미지를 사유하고 
생성하는 의식 활동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105) 

난해하고 변형된 시어뿐만 아니라 한자어, 외래어, 고어, 방언, 의성어, 의태어 등 
해석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언어는 정지용 시에서 빈번하게 또 의도적으로 사용
된다. 그중에서도 사전적으로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의미의 고정이 불가능한 경우 
적합한 의미를 찾기 위한 여정을 거쳐야만 한다.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의미는 이
동하며 본질 주변을 맴돌며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방식은 기표와 기
의 사이에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고정된 의미의 거리를 넓히고, 의미의 자리바꿈을 
유연하게 만든다. 이에 해서는 소쉬르의 기호학에 전복적인 해석을 제시한 롤랑 
바르트의 경우가 참고할 만하다.106) 바르트는 기표와 기의 사이의 계약이 불필요
105) 조성훈, ｢들뢰즈의 씨네마톨로지:이미지의 발생과 소멸｣, 비교문학 53, 2011.2, 351면 참고.
106) Roland Barthes, 이화여  기호학연구소 역, 모드의 체계(Systeme de la Mode), 동문

선, 1998, 306~308면 참고.
     바르트는 “언어에서 기표와 기의의 등가 관계는 (상 적으로) 무연적이지만 자의적은 아니

다. 일단 이 등가 관계가 수립되면 언어 체계를 최 로 사용하고자 할 때 어느 누구도 이 관
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소쉬르의 말을 수정하여 언어 기호가 자의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점에서이다. 일반 법칙은 체계 사용자들의 권한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그들의 자유는 조합하는 것이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모드 체계 안에서 기호는 반 로 
(상 적으로) 자의적이다. … 기호는 그것의 기표가 기의와 자연적 혹은 합리적 관계에 있고, 
따라서 기표와 기의를 결합시키는 <계약>이 더 이상 필요 없을 때 유연적이다. 동기 부여의 
가장 공통된 원동력은 유추이지만, (몇몇 표의문자들 내에서) 의미되는 상 형상복제로부터
(예를 들어, 도로 신호에서) 몇몇 신호들의 추상적 도식화에 이르기까지 순수한 의태어, 의성
어에서부터 언어가 같은 모델에 의거하여 일련의 단어들을 구성할 때, 언어가 인식하는 (상
적인) 부분적 유추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단계 유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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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유연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소쉬르의 기호 체제에 내포된 순
수언어와 비순수언어라는 기호의 위계를 폭로한다.107) 결국 시에서 개방적이고 창
조적인 언어의 사용은 기존의 언어 체계에 전복을 가져오는데, 본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성질이 기호의 의미를 해체시키려는 의도에 있다기보다는 하나
의 기호가 가지는 의미의 범주를 무한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기표의 변형을 통해 의미의 고정을 해방시키는 방식은 정지용 시에 나타나는 언
어의 특질로 규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보다 풍부한 이미지의 발생을 이끌어내
며 그러한 기호와 이미지를 보다 유연하게 사고하게 만든다. ‘꾀꼬리의 소리’와 같
은 ‘새롭고 신선한 발성’으로서의 언어가 바로 그것이다. ‘이행 기호’라는 개념은 정
지용의 언어 사용에서 의미의 ‘차이’의 발생을 강조하고 그로부터 다양하게 파생되
는 이미지의 가능성을 열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나 ‘차이’ 자체가 정지용의 언어 
사용에 있어서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정지용의 시적 
이미지에는 ‘신성’이라는 본질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성’이 드러나기 위해서
는 반드시 가시적인 어떤 것을 통해야 하는데 바로 ‘언어’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신성’은 ‘무형상’이기 때문에 재현이 불가능하며 끊임없이 그 본질에 가까
이 다가가려는 노력, 즉 움직임이 필요하게 된다. 그 움직임을 ‘이행 기호’적 속성
을 가진 ‘시어’가 체해주고 있는 것이다.

1935년 이후로 ｢바다｣라는 제목의 시는 다시 쓰이지 않았다. 시인은 이 10번째 
｢바다｣에 도달해서야 비로소 만족한 것이 아닐까. 이 작품은 ‘바다’라는 소재에 
한 집요한 탐구 끝에 정지용이 이룩해낸 시적 육화의 표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육화란 비가시적인 것이 물질성을 가진 어떤 것으로 가시화되는 것을 의미한
다. ‘언어’는 시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해석의 기본이자 필수 
단계이다. 시의 언어는 궁극의 언어여야 하는 것이다. 정지용은 “문학이 다 그러치
만 특히 시에 잇어는 말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니까 길게 말할 필요도 없
지요. 그저 시인이란 말은 캐내야 한다는 것밖에―. 이 경우에는 이 말 한 마디밖
에는 다시 없다는 정도까지는 가야 할 겁니다.”108)라고 말했을 정도로 ‘말’의 사용
에 조심했던 시인이다.

이를 고려하여 鄭芝溶詩集을 기점으로 ｢바다｣ 시 10편의 분석과 기존의 연구
정지용의 언어 표현을 통한 다양한 이미지의 산출은 자의적인 기표의 특성에 기반을 두어 이
해해볼 수 있다.

107) 조지훈, ｢롤랑 바르트의 이미지론｣, 연세 학교 석사논문, 2015, 33~34면 참고. 
108) 정지용, ｢시가 멸망을 하다니 그게 누구의 말이요｣, 동아일보, 1937.6.6.(정지용전집 2 

산문, 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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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후기의 특성을 지녔다고 한 시 ｢毘盧峰｣을 해석해본 결과, 정지용은 단순히 
이미지를 기교주의의 결과로 내놓은 것이 아니라 이미지의 힘 자체를 드러내기 위
한 수단으로서 끊임없이 탐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이행 기호’적 속
성을 가진 어휘의 사용은 다채로운 이미지, 운동성을 가진 이미지를 형성하기에 매
우 적절한 언어 표현이 된다. 정지용의 시를 난해하다고 해석하게 했던 어휘의 문
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의 시적 ‘특징’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2. 비유사적 유사성을 통한 시적 육화의 이해
시에서 이행 기호적 언어의 사용은 다층적인 이미지를 형성한다. 문제는 이렇게 

형성된 ‘이미지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시인의 의도’이다. 전
자는 기존의 이미지즘 연구에서 주목했던 방식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정지용의 
세공된 언어 표현을 통해 선명한 이미지를 만들어낸 의도에 무엇이 존재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정지용의 시는 여러 층의 알레고리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적 어휘와 표현, 그리고 용어의 연원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에 따라 표면적인 서
사 속에 숨겨진 수많은 이미지를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정지용이 그의 시론 ｢詩
의 擁護｣에서 “꾀꼬리는 꾀꼬리 소리 바께 發하지 못하나 항시 새롭다”며 “생명에
서 튀어나오는 항시 최초의 발성이어야 진부하지 않다”109)고 했을 때, 과연 그가 
주목한 ‘자연’의 소리는 무엇이었을까. 

시가 어떻게 탄생되느냐. 유쾌한 문제다. 시의 모권(母權)을 감성에 돌릴것이냐 지성
에 돌릴것이냐. 감성에 지적 통제를 경유하느냐 혹은 의지의 결재를 기다리는 것이냐. 오
인(吾人)의 어떤 부분이 시작(詩作)의 수석이 되느냐. 또는 어떠한 국부가 이에 협동하
느냐. 

그 가 시인이면 이따위 문제보다도 달리 총명할 데가 있다.
비유는 절뚝바리. 절뚝바리 비유가 진리를 변하기에 현명한 장녀노릇을 할 수가 있

다.110)

그는 이 글에서 “시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묻는다. 그런데 이때 정지용은 “시가 
탄생”하는 데에 있어 “감성”이나 “지성”이 진실로 중요한 문제가 아님을 말하고 있

109) 정지용, ｢詩의 擁護｣, 위의 책, 574면.
110) 위의 책, 571~5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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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히려 “절뚝바리”에 불과한 “비유”가 그보다 나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데, 이 비유가 수사적인 의미에서의 비유를 의미하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 그는 
“무성한 甘藍” 하나를 비유하기 위해서는 “태양, 공기, 토양, 우로, 농부” 모두 균등
하게 “논공행상”할 것을 요구하고, “감람” 하나를 배양하기 위해 협동한 “유기적 통
일의 원리를 상찬”하라고 말한다. 이렇게 보면, 하나의 상을 시로서 재현한다는 
것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시공간적 배경을 아울러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
하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를 구성하기 위해 그 속에 깃든 모든 ‘정신’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지용이 보기에 ‘자연’의 소리는 
진리를 변할 수 없는 인공적 ‘비유’가 아니라 그 자체로 이미 완결된 것이고 ‘신
성’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毘盧峯｣의 ‘귀뚜라미’에 얽힌 신화적 이미지에서도 이러한 ‘정신’을 찾아볼 수 
있다. 오로라는 치도누스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생을 제우스에게 부
탁하 고, 늙어 병들었으나 죽을 수도 없고 목소리밖에 남지 않은 치도누스를 가엾
게 여겨 ‘귀뚜라미’로 만들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의 여명과 귀뚜라미를 이어
주고 있는 것은 “戀情”이다. 그러나 ‘귀뚜라미’가 된 치도누스는 ‘젊음의 그림자’로
부터 벗어난다.(“늙은 ｢치도누스｣는 ｢오―로라｣도 거진 몰나보게 되고 다리굽은 늙
은하라범에게는 예전그림자라고는 아무것도 볼수업섯습니다.”)111) ‘육체없음’을 통
해 치도누스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매일 아침 ‘보랏빛 아침구름’을 보며 우는 
귀뚜라미는 정지용에게 치도누스를 추억하게 한다. 이 번역과 정지용의 시 창작 사
이에 10년이라는 세월이 놓여 있다고 할 때, 정지용은 이 신화를 ‘비로봉’이라는 
동양적인 분위기 속에 감추어 놓고 이를 가톨릭복年에 발표하 다. 겹겹이 쌓인 
베일을 벗기고 찾아내는 ‘정신’ 속에 정지용이 숨겨 놓은 ‘신성’의 의미를 비로소 
발견할 수 있다.

정지용은 “문자와 언어에 혈육적 애(愛)를 느끼지 않고서 詩를 사랑할수 없
다”112)고 말했다. 구극에서는 언어문자 자체보다는 “정신적인 것의 열렬한 정황(情
況) 혹은 왕일(旺溢)한 상태 혹은 황홀한 사기(士氣)”이기 때문에 표현의 기술보다
는 “정신적인 것에 신적(神的) 광인처럼 일생을 두고 가엾이도 열렬”할 것이 시인
이며, 그중에서 “신앙이야 말로 시인의 일용할 신적 양도가 아닐수 없음”을 밝힌
다.113) 그가 초기 번역에서부터 시로서 ‘신성’을 표현하는 것에 한 관심이 있었

111) 정지용, ｢黎明의 女神 오―로아｣, 앞의 책, 386면.
112) 정지용, ｢詩의 擁護｣, 정지용전집 2 산문, 앞의 책, 570면.
113) 위의 책, 5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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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상기할 때, 그의 시적 이미지가 구축하는 방향은 ‘정신성’을 내포하고 있으면
서 가장 ‘자연’에 가까운 소리, 즉 진부하지 않고 가공되지 않은 시를 써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정지용은 시작 초기부터 다양한 시작 기법에 한 모색을 통해 창작의 숙련도를 
높여왔다. 민요, 동시, 시조, 자유시뿐만 아니라 번역에 이르기까지 그는 시의 형식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적 주제에 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鄭芝溶詩集의 
2, 3부에 실린 시편들에서 그의 초기 시작의 특징적인 면모가 드러난다. 2부에 실
린 두 편의 시(｢봄｣, ｢밤｣)와 3부에 실린 세 편의 시(｢무서운時計｣, ｢汽車｣, ｢故鄕
｣)를 제외하면 모두 1930년 이전에 발표된 시로서, 등단 이전에 쓰인 시도 포함되
어 있다. 게다가 약 50편에 이르는 시가 이 부분에 수록되어 있다고 할 때, 정지용
은 자신이 시적 형식을 모색하고 탐색하던 이 시기에 한 애착을 보여주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1930년 에 들어와서 정지용의 시적 특징으로 자리 
잡은 세련된 언어 표현과 그를 통해 감각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이미지즘적 경향이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초기 저작에서 정지용은 자연물에 한 두드러지는 관심을 나타낸다. 그 상에 
직접적으로 말을 걸기도 하고 그것을 이미지로 재현하기 위한 시도도 자주 발견된
다. 그러나 1930년  이후, 언어에 한 깊은 관심과 심화된 시경(詩境)을 보이는 
것은 ‘정신성’에의 깊은 이해와 발견을 통해 가능해진 것이었다. 박용철은 鄭芝溶
詩集의 2부가 “초기 시편”이며 이 시기가 “눈물을 구슬같이 알고 지어라도 내려는
듯하든 時流에 거슬려서 많은 많은 눈물을 가벼이 진실로 가벼이 휘파람불며 비누
방울 날리든 때”114)라 설명한다. 상에 한 가벼운 접근이 1930년 에 들어서며 
점차 심화되는 것은 가톨릭으로 개종한 이후의 일이다. ‘오로라’에 얽힌 신화가 ｢毘
盧峰｣의 이미지로 재탄생되었을 때, 정지용은 아주 작은 상에까지도 얽혀 있는 
‘신성’을 발견하게 된다. 신화적으로 얽혀 있던 사랑이 비로소 시적으로 승화되는 
순간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통해 정지용은 이미지에 한 인식의 차원을 넓힌다. 

‘정신성’을 내포하면서 이미지의 ‘신성’을 부여할 수 있는 길은 상의 모방을 통
한 재현이 아니다. 아무리 좋은 비유를 쓴다고 해도 ‘언어’를 통해 사물을 시적 이
미지로 똑같이 옮겨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때에 필요한 것은 이미지에 접근하는 
인식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1920년 와 달라지는 1930년  이후 정지용 
시의 특징은 이러한 변화에 기반을 둔다. 그 변화의 지점에 시 ｢故鄕｣이 놓인다.

114) 박용철, ｢鄭芝溶詩集 跋文｣, 원본 정지용시집, 172~1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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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러뇨.

산꽁이 알을 품고
뻐꾸기 제철에 울건만,

마음은 제고향 진히지 않고
머언 港口로 떠도는 구름.

오늘도 메 끝에 홀로 오르니
힌점 꽃이 인정스레 웃고,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 쓰다.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높푸르구나.115)

이 시에서 화자는 ‘고향’에 돌아왔지만 ‘고향’에 한 그리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꿈에 그리던’ 고향 그 자체로는 변한 것이 없다. “산꽁이 알을 품고” “뻐꾸기
는 제철에 울고” 있다. ‘산꿩’과 ‘뻐꾸기’로 표되는 자연물은 화자의 이상 속에 있
던 ‘고향’의 상징이자 그 자리를 지키며 ‘고향’의 이미지를 유지해나가는 존재들이
다. 문제는 그곳에 돌아왔으나 ‘머언 항구를 떠도는 구름’과 같은, 이전과는 달라진 
마음을 가진 화자이다. 이로 인한 좌절감은 3음보로 유지되고 있는 율격을 무너뜨
리며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고 있음을 느끼는 5연에서 극 화된다. ‘어린 시절에 불
던 풀피리 소리’는 유년기의 평화로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이지만 그것은 
‘소리가 아니 나고’, 쓰디쓴 감각만 입술에 남기는 존재로 전락해 버린다. 결국 ‘고
향’은 시인이 마음속에서 만들어 낸 ‘환상성’으로 점철된 장소 던 것이다. 이 괴리
를 인정해야 하는 순간은 역설적이게도 아름다운 고향에 돌아온 바로 그때이다. 

기존에 정지용의 ｢故鄕｣은 역사적 현실의 피폐함을 느끼며 더 이상 유토피아로
서 기능할 수 없는 고향의 모습과 그로 인한 존재론적 결핍을 느끼는 장소로,116) 
115) 정지용, ｢故鄕｣, 鄭芝溶詩集, 詩文學社, 1935.(1932년 7월 동방평론 4호에 발표된 것

을 재수록, 원본 정지용시집, 133~134면.)
116) 김봉근, ｢정지용 시에 나타난 존재론적 초월의 양상과 의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0(4), 2016.12, 1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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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와 전근  사이에서 안주할 곳을 찾지 못하는 처지에 해 절망하는 식민지 
지식인의 고통스러운 자의식 속에 정체성의 위기를 맞이하는 장소로,117) 고향의 
타자로서 존재하는 화자의 모습에서 이상적 고향과 동화되지 못하며 ‘혼종으로 살
아가야 하는 불안한 근 적 주체’의 고뇌를 보여주는 장소로118) 해석되었다. 그러
나 정지용의 ｢故鄕｣은 단순히 역사적인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식민지 지식인의 정
체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 속에서 발견되는 한 존재로 인해, 그
가 도피처로 삼았던 환상 공간으로서의 고향에서 벗어나 인식의 전환이 마련되는 
장소로 이해되어야 한다.

고향의 풍경을 한 눈에 보여주는 “메 끝”에 홀로 선 화자를 유일하게 위로해 주
는 존재, 바로 “힌점 꽃”이 있었다. “힌점 꽃”은 좌절한 화자의 마음을 어루만져주
기라도 하듯이 ‘인정스레 웃고’ 있다. 유일하게 화자와 시선을 부딪치는 존재는 “힌
점 꽃”뿐이다. 이 시에서 등장하는 자연물 중에 “힌점 꽃”은 다른 자연물과는 다른, 
이질적인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 정상에 위치한 “힌점 꽃”은 그
곳에서 비애에 젖은 화자를 향해 웃어주기 때문에 환상 속 공간으로의 도피의 시
도와 좌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로운 여정을 떠나게 될 화자를 지지하는 존
재로 승격될 수 있다. 좌절감만을 안겨주는 다른 자연물과는 다른 속성을 부여받는 
것이다. 

디디-위베르만은 ‘응시’와 ‘사랑’의 접한 관계를 설정하는데, 이것는 이미지와 
신성의 문제를 결부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를 마련한다. 신비가 생성되는 비옥
한 장소에서 그동안 주목되지 않았던 존재를 발견하는 것은, 우연한 시각적인 사건
을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디디-위베르만은 “만약 응시
가 있는 곳에 사랑도 있다면, 그래서 사랑이 육화의 신비가 일어나는 곳에서 발견
된다면, 필연적으로, 가시적인 것은 흔들려야 하고, 고동쳐야 하고, 떨려야 한다.”고 
말한다.119)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힌점 꽃”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은 그 안에 깃
든 사랑과 신성을 가시적으로 보게 되는 경험이 된다. 그렇다면, 이 ‘신성’이라는 
것은 특정한 형상을 통해서만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으려고 할 때에, 어
디에서나 언제든지 발견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미지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비유사적 유사성’이다. 

117) 배호남, ｢정지용 시의 고향의식 연구｣, 人文學硏究 22, 2012, 287~288면.
118) 박정석, ｢정지용 시에 나타난 ‘고향’의 의미｣, 한국어문학 국제학술포럼 제5차 국제학술

회, 2008.4, 146면.
119) Georges didi-Huberman, op. cit., p.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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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사적 유사성(dissimilar similarity)’은 조르주 디디-위베르만이 프라 안젤리
코의 작품을 설명하는 방법론으로 사용한 것이기도 하다. 그는 ‘성체(聖體)’를 예로 
들어 이 개념을 쉽게 풀이한다. ‘성체’란 예수의 몸이자 가톨릭 미사에서는 축성 받
은 동그란 모양의 떡으로서 실제적, 본질적으로 현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한다. 그런데 성체는 그저 흰색의 원형 모양의 빵, 즉 ‘무형상’에 가깝다. 기호
와 현존 사이에 아무런 닮음이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명백히 예수의 
살이다. 축성을 받은 성체만이 예수의 형상이 될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때 ‘성체’는 
“현존하는 형상”의 보다 강한 의미에서, 정확하게는 “비유적”인 것이 없는 곳에서의 
살아있는 기호, 효과적인 기호가 된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비유적인 역설을 해
결하는 방법이 육화의 역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120) 축성을 받는 순간에 이 
‘성체’가 ‘예수의 몸’으로 변환되는 것은 수태고지에서의 육화의 역설과 매우 유사
한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을 토 로 하여 디디-위베르만이 프라 안젤리코의 작품 속에서 비유
사적 유사성으로 해석하고자 한 것은 리석에 채색된 흰색 점에 관한 것이다. 산
마르코 수도원 2층 복도 정중앙에는 프라 안젤리코가 그린 <그림자의 성모

120) Ibid., pp. 34-36.

그림 7 프라 안젤리코, <그림자의 성모>, 프
레스코, 1438-1450, 산마르코 수도원, 피렌체.

그림 8 프라 안젤리코의 <그림자의 성모> 하단 
채색된 리석 전면.

그림 9 흰 얼룩 디테일 1 fig 10 흰 얼룩 디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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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onna of the Shadows)>가 있다. 성서의 내용을 담은 그림이 벽 상단을 차지
한다면, 하단에는 네 개의 채색된 리석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독특한 것은 
리석에 흩뿌리듯 그려진 흰색의 점들, 얼룩이다. 

수도사들이 이 복도를 지나다닐 때 반드시 이 그림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 리
석’은 곧 전형상화된 예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늘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다시금 정비하게 된다. 그러나 이 강렬한 색으로 칠해진 리석 위에 얼룩처럼 생
긴 흰색 점들은 그 의미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 리석의 얼룩들은 상징적인 
응축이자 순수한 시각적 상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그림 앞에 서서 흰 점들
의 존재 이유에 해 생각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신’의 모습
과는 전혀 닮지 않았으나 어디에나 존재하는 ‘신’의 본질을 생각하게 된다. 다시 말
해 흩뿌려진 ‘얼룩’이 ‘신’을 떠오르게 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며 전혀 닮지 않았
으나 ‘신성’을 재현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식이 되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에즈라 
파운드에게서도 이러한 이미지의 착안점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3년 전 파리에서 나는 라 꽁꼬르드(la Concorde)역 전철에서 빠져 나오다가 갑작스
레 한 아름다운 얼굴, 그 다음에 다른 한, 그리고 한 아름다운 아이의 얼굴, 그 다음에 
다른 한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다. 그리하여, 나는 그날 내내 이것이 나에게 뜻한 바를 
나타낼 말들을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가치 있어 보이거나, 또는 그 갑작스런 정서만큼 
아름답게 보이는 어떤 말들을 찾을 수 없었다. (…) 여전히 고심하다가 갑작스럽게 나
는 그 표현을 발견하 다. 말들을 찾았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등가물이 나타났으니 
― 말로가 아니라 색채로 된 조그만 얼룩점들로 . . .  그것은 바로 ― 하나의 ‘무늬’라고 
할까, 아니 ‘무늬’에 의해 그 속에 ‘반복’되는 어떤 것을 뜻한다면 거의 무늬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말, 나에게는 색채로 나타난 언어의 시작이었다. … 그날 저녁, 
레이누아르드 가에서 내가 화가라면, 또는 내가 종종 ｢그런 종류｣의 정서를 가진다면, 
… 나는 회화의, 단지 색채의 배열에 의해 말하게 되는 그림인 비묘사(非描寫)의 그림
이라는 새로운 유파를 창시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깨달았다.(강조는 인
용자)121)

우연히 마주친 어떤 아름다운 얼굴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에즈라 파운드는 ‘말’이 
아니라 ‘색채로 된 조그마한 얼룩점’이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른다. 그
러나 이것은 패턴이 있는 ‘무늬’여서도 안 된다. 반복에 의해 의미가 생성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찰나의 감정에서 느낀 무엇을 설명하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

121) Ezra Pound, 앞의 책, 386~387면.

- 66 -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프라 안젤리코의 그림에서 나타난 흰색의 흩뿌려진 점에 의
해, 아무런 규칙이나 반복도 없이 그저 실수처럼 그려진 그 반점들에 의해 신성을 
느끼게 되는 원리와 상당히 유사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 에즈라 파운드는 “이미지
는 그 자체가 언어”이며 “조리있게 표현된 언어를 넘어서는 말”122)이라고 생각했
다. 이는 시적 이미지의 본질에 한 탁월한 표현이자 해석이다. 

그렇다면, 정지용의 시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를 ‘비유사적 유사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려고 할 때, 육화라는 개념은 어떻게 해명할 수 있을까. 나아가 ‘시적 육화’란 어
떠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인가? ‘육화’가 <수태고지>의 신비의 핵심이라면 
과연 ‘시의 육화’도 동일한 종류의 신성성을 띠어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시에서의 신성은 기독교적 신성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러한 물음에 해
답을 내리는 것이 정지용의 이미지가 작동하는 원리를 파악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자 문학사적 의의를 밝힐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정지용에게도 ‘육화’의 신비는 분명 기독교적인 신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되었을 
수 있다. 그의 가톨릭 시편들에서 나타나는 무한한 경외심과 선하고 자비로우며 전
지전능한 ‘신’의 모습을 통해 추측해볼 수 있다.123) 그러나 그가 “詩는 言語와 
incarnation적 일치”124)라고 정의한 시기에 이르러서는 그것보다도 심화된 형태로 
‘육화’를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시에서의 육화는 시적 이미지 구축을 통
한 심상의 물질화이다. 보다 명징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탁월한 언어적 감각을 
사용한 정지용 시의 이미지가 바로 ‘시적 육화’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
의 적용은 사후적인 것에 속한다. 왜냐하면 정지용의 초기 시에서 이미 이러한 ‘육
화’의 기법이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125) 그가 미 모더니즘에서 파생된 주지
주의의 이미지즘적 기법으로부터 받은 향은 시적 육화를 가능하게 하는 디딤돌

122) 위의 책, 388면.
123) 정지용의 시 ｢승리자 김안드레아｣(가톨릭복年 16, 1934.9, 93~94면.)에서 나타난 김

건 신부에 한 칭송과 찬양은 그가 종교에 해 보이는 깊은 애정을 보여준다. 김 건 신부
에 의해 살아남은 천주교의 교리는 정지용에게 시 를 타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려주었다. 
그 감격을 전하는 데에는 기법이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경외를 읊고 읊어도 표현
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함에 한 표시에 다름 아니다. 

124) 정지용, ｢詩와 言語｣, 앞의 책, 649면.
125) 이것은 조르주 디디-위베르만이 미술사를 연 기적으로 보려는 것을 지양하고 초월적인 

시간성 속에서 미술사를 바라보려는 것과 닿아 있다. 연 기적으로 보면 정지용이 이미 시적 
육화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나중에 그가 쓰고 있었던 방식이 이
미 ‘육화’와 같은 방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개념의 사후적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
다. 초기부터 정지용이 관심을 가져왔던 ‘신비’나 ‘신성’이 점차 이미지에 한 심화된 이해와 
깨달음, 인식의 변화를 통해 ‘이미지의 신성’의 본질을 알아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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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었다. 지성의 역을 적극 활용하여 세련된 언어 감각으로 선명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그 구축하려는 이미지가 단순히 상의 재현이 아니라 감정과 
같은 관념적인 것의 재현도 포함되는 것이었다고 볼 때, 여기에서 정지용의 이미지
즘은 중요한 문학사적 의의를 지닌다. 

우선 신성의 역에서 시의 역으로 ‘육화’라는 개념을 확장시키면서 이미지즘
의 기법을 통해 심상의 ‘육화’를 성공적으로 표현해냄과 동시에 이러한 육화를 가
능하게 하는 언어로 ‘우리말’을 사용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그가 표현
한 감정이 상당히 ‘조선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동양과 서양의 변증법적 통합이 이
미지의 육화를 통해 나타나고 있음도 주의하여 보아야 한다. 정지용의 두 번째 시
집 白鹿潭에서는 기존의 정지용 후기 시 연구에서 통용되듯, ‘산’ 이미지만이 구
성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그가 산 속의 존재들을 관조하면서 느끼는 바를 중시하
며 후반부에서는 ‘오피스’를 중심으로 한 도심의 이미지 다수 등장한다. 4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白鹿潭에서 화자는 그가 일상적으로 보던 것들이 새롭게 느
껴지기 때문에 그 상들을 유심히 바라보게 되며, 그 모든 것에 깃든 신비로움을 
발견해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지용은 ‘자연’으로 퇴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화된 경지의 주체적인 모더니즘을 형성한 것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지용의 시작(詩作) 초기에 육화적 이미지가 가장 잘 나타나
는 작품, 즉 ‘시적 육화’가 가장 잘 드러나는 작품으로는 ｢琉璃窓｣을 꼽을 수 있다. 
기왕의 연구에서 ‘유리창’은 근 의 상징을 지닌 소재로 이해되어 왔다.126) 반면, 
장철환의 연구는 정지용의 ｢琉璃窓｣이 단순히 근  풍경의 거울과 같다고 인식하
기보다는 주체의 욕망이 투 되는 스크린으로 유리창을 보았고, 욕망과 정신이라는 
심도가 그 로 ‘유리창’을 통해 육화되고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기왕의 연구의 
한계를 벗어난다.127)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유리창’에 나타난 감각적인 언어 
사용뿐만 아니라 ‘육화’라는 개념이 어떻게 이미지로 형상화되고 있으며, 그 소재인 
‘유리창’이 얼마나 적확했는지에 한 이해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琉璃에 차고 슬픈 것이 어린거린다.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126) 노춘기, ｢정지용 초기시의 "감각"과 근  표상 인식 - 학조』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한
민족문화연구 46, 2015; 박정선, ｢정지용과 김수 의 시에 있어서 근  도시의 표상성 -"지
도"와 "유리"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39, 2011; 이광호, ｢정지용 시에 나타난 
시선 주체의 형성과 변이｣, 어문논집 64, 2011.

127) 장철환, ｢정지용 시의 ‘유리창’ 이미지 연구｣, 한국학연구 2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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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들은양 언날개를 파다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려나가고 려와 부디치고,
물어린 별이, 반짝, 寶石처럼 백힌다.
밤에 홀로 琉璃를 닥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 이어니,
고흔 肺血u이 찢어진 채로
아아, 늬는 山ㅅ새처럼 날러 갔구나!128)

이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유리창 가까이에 서 있는 화자가 유리
창에 어린 입김을 보고 있는 전반부(1~6행)와 유리창을 바라보는 화자의 마음속
에 떠오르는 생각을 표현한 후반부(7~10행)이다. ‘유리’에 어른거리는 “차고 슬픈 
것”은 화자의 숨결이다. 보이지 않는 숨결이 투명한 유리를 만나 ‘입김’의 형태로 
유리 위에 나타난다. 슬픈 상념에 잠긴 화자의 숨결이기 때문에 이 ‘입김’ 역시 슬
픈 것이 된다. 한편, 생명이 있는 존재는 늘 숨을 쉰다는 점에서 ‘입김’은 ‘생명’의 
숨결이며 상징이기도 하다. 유리창에 서서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유리창에는 계속 
입김이 서렸다 다시 사라진다. 그 반복되는 모양새는 “길들은양”, 즉 길들여진 짐승
의 날개처럼 펴졌다 오므라들었다 한다. 그러나 차가운 유리창에 맺히는 숨결이므
로 이는 ‘언날개’처럼 보인다. 하얗게 서린 입김을 지워도 또 다시 생기고 이 과정
에서 까만 밤이 보 다 가려졌다 한다. 이때 화자의 ‘슬픔’은 일상적인 숨결이 아니
라 울음 섞인 숨결이다. 울음으로 인해 거칠어진 숨결은 계속해서 유리에 더 강한 
입김이 어리게 한다. 그 울음으로 인한 눈물이 ‘보석’처럼 박히는 것이다. 투명한 
눈물이 ‘보석’처럼 반짝이며 유리에 비치는 순간 이 눈물은 물질성을 획득한다. 이
렇듯 시의 전반부는 슬픈 화자의 모습을 유리창에 숨결이 어리는 모습을 매우 감
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후반부에서 입김을 비유한 “언날개”가 “늬”라는 “山ㅅ새”가 되어 다시 나타
난다. 그 “山ㅅ새”는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날아간다. 기존에 ｢琉璃窓｣은 정지용이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시로 나타낸 것이며, 자식을 잃은 슬픔을 이토록 감
각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감정의 절제’, ‘이미지즘’의 표적인 시라고 평가되었
다. 그러나 그러한 부차적인 이야기를 제외할 때 이 시가 가지는 선명한 시적 육화
의 특징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언날개를 파다거리며”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128) 정지용, ｢琉璃窓｣, 鄭芝溶詩集, 시문학사, 1935.(1930년 1월 朝鮮之光 89호에 발표된 
것이 재수록, 원본 정지용시집,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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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가는 “山ㅅ새”는 이미 ‘죽은 존재’이다. 숨을 쉬지 않는 ‘죽은 존재’는 유리창에 
입김을 어리게 할 수 없다. 따라서 화자에게 ‘유리창’이 육화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
체라면 더 나아가 이는 생과 사의 죽음의 경계에서 다시금 생명의 육화를 상기시
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근 ’의 발명품으로서의 유리라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
고, 유리의 성질에 한 고찰과 이해의 심화를 통해 생과 사라는 극단을 연결시키
는 수준까지 나아간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극단의 매개를 통해 생성된 변증법적인 이미지가 ‘보편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분명 유리는 근 에 들어와서 발명된 것이기 때문에 ‘근 적
인 것’에 속하지만, 정지용의 ｢琉璃窓｣은 생명의 육화를 재현해냈다. ‘입김’과 ‘눈
물’이 유리창을 통해 물질성을 얻을 때, 이미 이는 ‘육화’가 일어난 것이다. 화자의 
‘슬픈’ 감정이 “입김”에서 “언날개”로, “언날개”에서 “산새”로 확장되며 비로소 슬픈 
감정은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죽은 “늬”에게서 오는 것임이 밝혀진다. 생명이 없
는 존재인 ‘늬’는 유리창 위에서나마 가시적으로 육화된다. 이 지점에서 생명과 죽
음의 경계를 ‘숨결’로 포착한 것과 그 ‘숨결’의 육화를 유리창을 통해 극 화해서 
표현하며 남은 자로서의 ‘산 자’의 슬픔을 한 작품 안에 녹여낸 것은 정지용이 이
미지를 활용하는 방식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에즈라 파운드는 ‘고도로 농축된 에너지’를 가진 것이 시라고 말했다. 또한 “좋은 
글은 완전한 통제”이며 이 때 사용되는 어휘는 “화학논문에서 용어들을 정의하듯
이” 과학적인 정확성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한다. 감정을 ‘정의’로서 
표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보다 “좋은 글은 완전하게 통제된 글
이고, 작가는 바로 그가 뜻한 바를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완전한 명료성과 간결성
을 가지고”, 즉 ‘최소한의 말들을 사용’하여 하고 싶은 말을 곧게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29) 이것이 파운드가 말한 이미지즘의 본질이 되는 것이지 감정을 절제
하여 건조한 이미지만 남기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정지용에게서 나타나는 이미지의 
명료성은 감정의 도 높은 응축과 그 감정을 표현하기에 아주 적확한 언어의 사
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미지는 <A+B=AB>와 같은 공식
보다는 <A+B=C> 같이, 단순 혼합이 아닌 일종의 화학작용과 같이 새롭게 생성
되는 것이고, 후자의 공식에서 ‘+’가 ‘육화’가 되며 새로운 감정과 이미지로서의 C
라는 결과물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 요소는 참신한 감각과 어휘의 사용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것이 독자에게 명확한 이미지와 감정으로 전달되는 것은 언
어의 훈련 덕분에 가능하다.
129) Ezra Pound, 앞의 책, 348~3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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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정지용이 시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의 고유한 언어를 활용한 것들이 많
다. 이근화는 ‘고유명’은 “일반적인 의미로 환원할 수 없기 때문에 보편적 사유의 
도구가 될 수 없으며, 사유와 상관없이 주어진 언어”라 정의한다. 또한 ‘고유명’은 
직역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나 그 뉘앙스나 리듬까지 번역해주지는 못하
며 의역을 하더라도 본래의 음상과 역사성이 훼손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번역은 불
가능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말한다. 그러나 발화의 특수한 맥락 속에서 고유명이 다
른 기표들을 유연하게 체하며 개방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유명의 기의가 
완전히 닫혀 있다고 볼 수 없음을 함께 밝힌다. 그 결과 고유명은 시공간의 의미를 
생성시키거나 고유명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의 역까지도 부분적으로 지시할 수 
있게 된다.130) 

정지용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은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과 이미지를 보다 
적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그러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그는 
끊임없는 언어 훈련을 했던 것이다. ‘비유사적 유사성’의 개념의 도입은 시에서 ‘육
화적 이미지’가 나타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필수적 단계임을 앞서 밝혔다. 또
한 이미지의 재현에 있어서 관념이나 감정과 같은 비가시적인 이미지를 형상화함
에 있어서도 유용하게 적용되는 개념임을 밝혔다. 문제는 신성한 육화(holiness)에
서 나아가 시적인 육화의 신비(mystery)가 정지용 시에서 궁극적으로 어떠한 의의
를 나타나는가에 한 것이다. 

시 ｢琉璃窓｣ 해석을 통해 본고에서는 정지용 시에서 나타나는 시적 육화가 이미
지의 물질성을 획득하는 수준의 깊이를 살폈다. 나아가 이것이 우리말 연구와 언어 
훈련을 통해 가능했던 것이라 할 때, 궁극적으로 이는 ‘조선적인 모더니티’를 형성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김유중은 애초에 모더니즘이란 
“연원 상 타자의 문법이기 때문에 단순한 기원이나 형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고
고학적 발굴 작업”의 수준으로 모더니즘을 다뤄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그보다 “모
더니즘이 어떻게 우리 실정에 맞게 변용되었으며 우리 문학의 바람직한 방향 설정
을 위해 어떤 역할을 담당하 는가, 또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가”에 한 논
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131) 다시 말해 ‘모더니즘’이라는 것의 연원과 형식
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수용되어 우리 문학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발전되어 

130) 이근화, ｢고유명의 사용과 조선시의 현장｣, 근 적 시어의 탄생과 조선서의 위상, 서정시
학, 2012, 206~207면.

131) 김유중, ｢모더니즘 문학 연구의 방향에 하여｣, 한국 모더니즘 문학과 그 주변, 푸른사
상, 2007, 232~2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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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는가에 한 탐색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 논조에 동의할 때, 정지용 시의 모더니즘은 단순히 서구 미 모더니즘의 

향 하에 그들이 마련한 형식을 따르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그의 사상을 지탱하고 
있는 신앙과, 한 발짝 더 나아가 1930년 의 시 적 상황에 한 치 한 고민을 
통해 조선에서의 모더니즘은 어떻게 수용되고 발전되어야 하는가에 한 고민의 
흔적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이는 세계적 보편으로서의 모더니티를 추구함과 동시
에,132) 가장 조선적인 방법으로 그 보편에 나란히 하고자 하는 시인의 욕망의 발
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정지용의 이미지론을 ‘육화적 이미지’라는 접근 방식을 통해 정의할 때, 
새롭게 주목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정지용 시의 변모 과정에 한 새로운 해석
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기-바다-근 지향성, 후기-산-전통지향성과 같은 
기존의 단절적인 구분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기법 측면에서 정지용이 ‘이미
지’에 해 드러내고 있는 관심과 그것을 형성하기 위한 ‘언어’ 훈련을 포착하지 못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지용이 ‘시’를 ‘예술’의 범주 안에 놓았다고 할 때, 정지용의 
예술에 한 가치관의 방향이 ‘초월’이 아니라 ‘현실’에 놓인 것임을 파악하지 못한 
한계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가 고전 공부를 강조하면서도 특히 시경(詩
經)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

구인회가 주축이 되어 발간했던 동인지 詩와 小說133)에서 정지용은 자신의 예
술철학을 밝히고 있다. <九人會會員編輯月刊 詩와 小說>이라 쓰인 목차 뒤에 동
인들은 특정한 제목 없이 각각 한 마디씩 소회나 자신의 생각을 써 놓았다. 여기에
서 정지용은 “言語藝術이 存在하는 以上 그 民族은 熱烈하리라”고 말했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서 엿볼 수 있는 정지용의 예술관은 ‘언어’와 ‘민족’이 운명 공동체라
고 볼 정도로 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지용의 
‘언어’에 한 관심은 ‘민족’에 한 관심과 애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정지용

132) 방민호, 앞의 책, 163~177면.
    방민호는 김환태의 비평을 통해 당  모더니스트들의 특징을 파악하며 문학사적 의미를 발

견한다.(김환태, ｢순수 시비｣, 文章, 1939.11, 146면.(방민호, 위의 책, 168면 각주 27번 재
인용.) 김환태는 정지용, 이태준, 박태원 등의 활동이 가치를 지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임을 밝힌다. 오랫동안 조선 문단에서 문예사조적인 ‘주의’를 형성하는 데에 급급했다면 이들
은 이러한 ‘주의’에 매달리지 않고 ‘강렬한 표현의 노력’을 기울 다는 것이다. 김환태는 ‘사
상’이나 ‘주의’라는 문제를 조선 사정에 맞게 조율하고자 노력했다. 文章파 문인들에게 ‘조
선적인 것’은 세계문학이라는 보편성을 의식하고 스스로를 그것의 고유한 일부로 정립하고자 
하는 보편주의적 성격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133) 詩와 小說 창간호, 彰文社, 193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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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독특한 언어 기호를 통해 형성되고 있는 이미지와 그 본질에 놓인 신성의 존
재는 다름 아닌 민족에 한 열렬한 마음이 놓여 있는 것이다. 그가 생각하기에 
“발디뎌야 할 우수한 전통”134)은 이러한 ‘민족’의 뿌리를 제 로 알고 파악하는 데
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렇다면 정지용의 후기 시는 단순히 동양적 전통 지향성으로
의 회귀나 퇴보가 아니라 그가 찾아 헤맨 이미지의 신성이 되는 본질을 찾아나가
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34) 정지용, ｢詩의 擁護｣, 文章 5호, 1939. 6.(정지용전집 2 산문, 573~5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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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화적 이미지가 나타난 장소의 이해와 시집 白鹿潭의 의의

4.1. 이미지의 근원이 되는 장소의 탐색과 구원의 가능성
정지용에게 ‘고향’은 ‘유토피아’적인 장소 다. 그러나 실제의 고향은 환상의 장소

일 뿐 유토피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해소되지 않는 그리움을 안고 살아갈 수
밖에 없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환상 속의 ‘고향’, ‘향수를 달래줄 장소’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헤매거나 그가 만든 ‘고향’이 환상으로 만들어진 장소임을 인식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때 정지용은 후자를 택한다. “힌점 꽃”이라는 존재의 발견을 통해 
힘든 현실에서 도피처를 제공해주는 장소이자 환상의 장소인 ‘고향’으로부터 떠날 
용기를 갖게 된다. 이때 이러한 공간 이행은 궁극적으로 정지용이 찾아 나선 현실, 
즉 시의 의미가 자리할 장소를 찾는 여정이 시작됨을 의미한다. 시 ｢瀑布｣를 보자.

산ㅅ골에서 자란 물도
돌베람빡 낭떠러지가 겁이 낫다.

눈ㅅ뗑이 옆에서 졸다가
꽃나무 알로 우정 돌아

가재가 긔는 골짝
죄그만 하눌이 갑갑했다.

갑자기 호수어 질랴니
마음 조일박게.

흰 발톱 갈갈이 
앙징스레도 할퀸다.

어쨋던 너무 재재거린다.
나려질리쟈 쭐삣 물도 단번에 감수했다.

심심 산천에 고사리ㅅ밥
모조리 졸리운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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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화ㅅ가루
노랗게 날리네.

山水 딸어온 新婚 한 쌍
앵두 같이 상긔했다.

돌부리 뾰죽 뾰죽 무척 곱으라진 길이
아기 자기 좋아라 왔지!

하인리, 하이네ㅅ적부터
동그란 오오 나의 太陽도

겨우 끼리끼리의 발금치를
조롱 조롱 한나잘 딸어왔다.

산간에 폭포수는 암만해도 무서워서
긔염 긔염 긔며 나린다.135)

총 13연으로 구성된 이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산골
에서 자란 물’의 공간 이동에 따라 시가 전개되는데, 1~6연에서는 ‘산골에서 자란 
물’이 ‘벼랑’을 타고 내려오는 과정을, 7~10연에서는 계속 아래로 이동하는 과정에
서 주변 경관을 바라보며 산천을 걷는 신혼부부 한 쌍을 흥미롭게 바라보는 모습
을, 11~13연에서는 자신을 따라온 ‘태양’과 함께 조심히 ‘폭포수’를 기어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시의 상과 주체가 교차된다는 것이다.  ‘1~10
연(3인칭)-11~12연(1인칭)-13연(3인칭)’으로 3인칭에서는 ‘물’이 상이 되고 
있고 1인칭에서는 ‘물’이 화자가 되어 독특하게 입체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시 전반부의 상은 ‘산골에서 자란 물’이다. 시적 주체가 바라보고 있는 상으
로서의 이 ‘물’은 ‘산골’에서 나고 자랐다. 그러나 “돌베람빡 낭떠러지”라는 바깥 공
간으로 나아가는 길은 ‘물’에게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겁’이 나게 하는 존재이다. 그
래서 ‘물’은 한 번에 떨어지지 못하고 얼어 있는 눈 옆에서 졸고, 꽃나무 아래로 돌
기도 하며 머뭇거린다. 하지만 ‘물’에겐 가재가 기어 다닐 만큼 맑지만 좁은 이 공
간이 ‘답답’하다. 그리하여 벼랑 아래로 떨어질 결심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호숩

135) 정지용, ｢瀑布｣, 白鹿潭, 문장사, 1941.(1936년 7월 朝光 9호에 실렸던 것을 재수록, 
원본 정지용시집, 218~2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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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물’은 긴장하여 마음이 조인다. 그래서 주변의 물갈퀴들이 세차게 돌아나가
는 모습이나 물소리를 내는 것이 신경이 쓰인다. 그러나 막상 벼랑을 타고 내려오
는 것은 한번 감수하면 될 일이었다. ‘산골에서 자란 물’은 ‘돌베람빡 낭떠러지’를 
무사히 내려와 유유히 시골 길을 벗어나고 있다. 

벼랑에서 아래로 떨어진 물은, 결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내려왔다. ‘산골에
서 자란 물’의 삶의 터전이었던 ‘벼랑 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고향’을 떠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고향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물’은 한참을 머뭇거리는데, 그 모습이 ｢故鄕｣에서의 정지용의 모습과 닮아 있다. 
그러나 정지용이 고향을 떠나 새로운 장소를 찾아 나섰듯, ‘물’은 “돌베람빡 낭떠러
지”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 산천에 널려 있는 고사리밥은 새로 돋아난 고사리에서 
주먹 모양으로 돌돌 말려 뭉쳐져 있는 잎으로, 송홧가루가 날리는 계절인 봄이 되
었음을 알린다. 이때 ‘물’의 눈에 보이는 것은 산수(山水)를 따라 들어와 앵두 같이 
볼이 상기된 ‘신혼부부’의 모습이다. 전반부의 ‘물’이 갑갑한 좁은 산천에서 벗어나
기 위해 두려움을 무릅쓰고 “돌베람빡”을 단번에 내려왔다면, ‘신혼부부’는 굽이굽
이 굽어있는 돌부리가 가득한 길을 즐거워하며 들어왔다. ‘고향’을 떠난 자와 그곳
으로 찾아 들어온 자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 장소는 결코 단순해 보이지 않는다. 

이때 시적 주체인 ‘나’가 등장한다. ‘나’의 태양은 하이네 때부터 좁은 보폭으로 
끼리끼리 한나절을 따라왔다. 1920~30년 의 주된 번역 상으로 선택되었던 하
이네(Heinrich Heine, 1797-1856)는 낭만주의와 고전주의의 경계에서 놓인 시인
이었다.136) 꾸준히 정지용 시에서, 혹은 정지용이 관심을 가진 시인들과 예술인들
에서 공통적으로 시 의 경계선상에 위치한 인물들이 발견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정지용 역시 그러한 향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에서 하이네와 

136) 김학동, 한국근 시의 비교문학적 연구, 일조각, 1981, 140면, 161-168면 참고.
   독일의 시인인 하이네는 낭만주의와 고전주의의 전통을 잇는 서정 시인이이다. 1920년 한국 

시단에서 하이네의 향은 상당했다. 개화기 이후 독일문학의 유입과정에서 하이네는 괴테와 
함께 가장 많은 작품이 번역 소개된 시인이었다. 하이네의 시집 노래의 책은 ｢로렐라이｣, ｢
아름다운 오월에｣ 등이 수록된 시집으로 1827년에 간행되었고 이후 우리나라에 번역 및 소
개되었다. 시기적으로 괴테에 비해 다소 늦기는 하 으나 양적으로는 괴테 못지않게 많은 작
품이 번역되었고, 이는 하이네에 한 우리 문단의 관심의 반 으로서 1920-30년 에 걸쳐
진 한국 근 시에 미친 향은 매우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1930년 에 이르러 독문학 전공
자인 박용철, 서항석(徐恒鍚)과 서병각(徐丙珏) 등이 주축을 이루어 활발한 번역 활동이 전
개되었다. 박용철은 詩文學지 2호에 번역한 ｢하이네의 詩篇｣을, 서항석(徐恒鍚)은 詩苑지 
3호와 최재서편의 ｢해외번역시집｣에 역재했고, 서병각(徐丙珏)은 주로 조선일보에서 하이
네의 시 번역을 하면서 작품을 논하 다. 1930년 에 들어오면서 소개 수준에 그치지 않고 
하이네에 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이네 연구에 발전을 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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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인 ‘물’을 이어주는 매개체로서의 ‘태양’ 기호는 보다 섬세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시 ｢瀑布｣에서 하이네 시와의 내용적 연관성과 이미지의 전유 양상
이 발견된다. 시 ｢瀑布｣의 전반부는 ‘산골에서 자란 물’이 ‘돌벼랑’으로 떨어지면서 
좁은 산천을 벗어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하이네의 시 ｢평화｣에서는 시적 화자가 
구세주를 만나면서 불행한 혼이 해방되어 기쁨을 만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높은 하늘엔 태양이 떠 있고,
그 주위엔 흰구름이 물결쳤다,
바다는 잔잔했고,
나는 생각에 잠겨 배의 키 옆에 누워 있었다.137)

 ｢瀑布｣ 2연에서 “돌베람빡 낭떠러지”가 무서운 ‘물’이 눈 옆에서 졸고, 꽃나무 
아래로 돌아가는 모습과 이 시에서의 ‘나’의 모습이 형상화된 방식이 매우 유사하
다. 또한 5연에서 “흰 발톱이 갈갈이 앙징스레도 할퀸다”는 표현은 정지용의 시 ｢
바다｣(1935)에서 ‘힌 발톱에 찢긴 珊瑚보다 붉고 슬픈 생채기!’를 연상시킨다. ‘태
양’ 부분을 자세히 보자.

그리고 그분은 태양을,
이글거리를 붉은 태양을
가슴속에 심장으로 갖고 있었다,
(중략)
참으로 오래 내 혼을 휘감고 있던
위선의 차갑고 번쩍거리는 뱀가죽과,
병든 혼을,
신을 부정하고 천사를 거부하는
불행한 혼을―
어어이! 어어이! 저기 바람이 불어온다!
돛을 올려라! 돛을 펄럭이고 부풀려라!
언제 부서질지 모를 수면 위로
배가 달린다,
그리고 해방된 혼은 환호성을 지른다.138)

137) 하인리히 하이네, ｢평화(Frieden)｣, 김재역 역, 노래의 책(Buch der Lieder), 문학과 지
성사, 1827/2001, 302면.

138) 위의 책, 302~3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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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옥죄어오던 병들고 불행한 혼은 불타는 태양을 심장으로 가진 구세주를 
만나면서 해방되어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을 만끽한다. 이처럼 ‘하이네의 태양’은 
‘해방’과 ‘구원’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다. 1~6연에서 답답함을 느낀 ‘물’은 용기를 
내어 그곳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때 ｢瀑布｣에서 “하이네 적부터” 따라온 ‘태양’이 
언급되는데, 이는 결국 ‘물’이 ‘해방’과 ‘구원’을 얻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처럼 유사하게 작용하는 ‘기호-형상’은 하이네와 정지용 작품 사이에 공유되는 장
소를 생성한다. ‘태양’이라는 ‘기호’가 시에서의 ‘형상’이라면, 이 형상의 특징적인 
작동이 개입하면서 ｢폭포｣와 ｢평화｣ 사이에 흐릿한 연결을 강하게 부각시킬 수 있
다. 순수한 기표로서의 물질성이 전혀 다른 이미지를 하나의 장소로 담기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139) 7~10연에서의 고요한 봄날을 즐기며 구불구불한 산길
을 기쁜 마음으로 들어온 신혼부부를 바라보는 상황은 어떠한가.

오 평화의 기적이여! 이 얼마나 고요한 도시인가!
시끌벅적하고 답답한 생업의/ 숨막히는 소음은 멎었고,
발소리 울리는 깨끗한 거리를/백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야자수 가지를 들고 거닐고 있었다.
그 거리에서 두 사람이 서로 만나면,/이해심 가득한 눈길로 서로 마주보고서,
사랑과 달콤한 체념에 몸을 떨면서/서로의 이마에 입맞춤 하고는,
고개를 들어 구세주의 태양의 심장을/올려다보았다,
그러나 구세주의 태양의 심장은/둘을 기쁘게 화해시키면서 그의 붉은 피를
아래를 향해 뿌렸다,140)

고요한 평화의 도시의 모습은 ｢瀑布｣의 7~8연에서 화자가 완연한 봄 날씨를 느
끼며 바라보는 풍경의 모습을 닮았다. 9~10연에 나타나는 사이좋은 신혼부부의 모
습은 두 사람이 “이해심 가득한 눈길”로 마주보거나 사랑으로 가득 차 구세주를 바
라보는 모습과 유사하다. 이러한 사랑을 하는 부부라면 “돌부리 뾰죽 뾰죽 무척 곱
으라진 길”과 같은 고난도 함께 겪어나갈 수 있다. 그들이 바라본 구세주는 그의 
심장에서 ‘피’를 뿌리며 그들을 기쁘게 화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의 ‘피’
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는 구세주가 그들에게 내리는 은총이고, 둘째는 그
들에게 허락한 ‘화해’, 즉 사랑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瀑布｣ 11~12연에서 언급된 
‘하이네 적부터의 태양’이 겨우 끼리끼리의 발꿈치를 한나절 따라온 것은, 두 가지

139) Georges didi-Huberman, op .cit., pp. 162-163.
140) 하인리히 하이네, 앞의 책, 3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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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구세주의 사랑 덕분에 갑갑한 골짜기에서 벗어난 ‘나’에
게 축복이 내리는 상황이고, 다른 하나는 ‘신혼부부’와 같이 구세주의 사랑을 받아 
행복을 느끼는 세상 사람들이 있음을 동시에 발견하게 된 상황이다. 이로써 ‘나’와 
‘신혼부부’가 만나는 장소에 ‘하이네 적부터의 태양’이 함께 있다는 것은 ‘구세주의 
사랑’이 어디에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그런데 마지막 연에서 “암만해도 무서워서” 기어 내려온다는 표현을 통해 미래를 
알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두려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야 하는 상황을 
적절하게 나타낸다. 이처럼 장소의 이동과 시적 화자의 감정 변화를 함께 살펴보며 
시 ｢瀑布｣와 ‘하인리히 하이네’를 비교할 때, 정지용이 상징적 ‘고향’을 떠나왔을 때 
그가 새롭게 찾으려고 했던 장소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째는 ‘신앙’을 깨닫고 원성을 부여할 수 있는 신비
의 공간으로 이행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러한 공간이 초월적이고 관념적인 공간
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신성’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이다. 

1939년 발표한 시론 ｢詩와 言語｣에서 “詩는 言語와 incarnation적 일치”라는 단
언은 이미지의 신성에 한 깊고 꾸준한 관심의 결과로서, 정지용이 신앙적인 의미
에서의 신성의 신비를 시의 역으로 확 하여 비로소 ‘시적 육화’를 이해했기 때
문에 나올 수 있었던 말이다. 미 모더니즘의 이론가, 프라 안젤리코, 독일의 시인 
하이네 등 정지용이 초기 번역에서부터 주목한 시인과 예술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바로 ‘신성’141)의 문제 다. 또한 이들은 정지용과 마찬가지로 각기 
전통과 현 라는 시 적 경계에서 고민하는 위치에 서 있었다. 1920년  정지용이 
국내 문단에 발표한 유일한 산문 ｢時調寸感｣을 보자.

새것이 승하여지는 한편으로 고전을 사랑하는 마음도 심하여지겟지요. 어느 곳 어느 
 할 것 업시. … 작가로서는 봉건시 에 질겨하던 정서와 사상을 그 로 붓들고 늘어
질 맛은 업고 아모조록 내용을 새롭게 하야 하겟지요.

흔 독에 물은 날로 갈고 예전 피리로 새곡조를 불어 내십시오.142)

이를 통해 정지용이 초기 문단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고려했던 사항이 바로 ‘새
141) 여기에서의 ‘신성’은 그들이 지켜내야 하는 성스러운 것을 의미한다. 새 시 의 지향을 무

조건적으로 수용할 수도, 전통의 신조만을 고집할 수도 없는 이유는 그들이 소중히 여긴 전통
의 ‘정신’ 때문이다. 따라서 전통, 그것이 기독교적 전통이든 정신주의의 전통이든, 시 의 경
계에서 이 둘을 적절하게 조합해내려는 고민이 있는 사람만이 이 ‘신성’에 주목할 수 있는 바
탕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선행적으로 이해해야 ‘신성’의 의미가 보다 선명하게 이해될 것이다.

142) 정지용, ｢時調寸感｣, 신민 23호, 1927.3, 정지용전집 2 산문, 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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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고전’의 관계 다는 점, 그래서 정지용이 꾸준히 ‘내용’을 새로이 할 것을 요
구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는 새로운 시 가 다가오고 있더라도 옛것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삼아 새로운 것을 창조할 것을 당부한다. 이
러한 사상은 문예지 文章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해방 이후
의 ‘조선 시’를 논하는 글에까지 이어진다. 

무엇보다도 돌연한 변이를 꾀하지 말라. 자연을 속이는 변이는 참신할수 없다. 기벽스
런 변이에 다소 교활한 매력은 갖출수는 있으나, 교양인은 이것을 避한다. 귀면경인이라
는 것은 유약한자의 슬픈 괘사에 지나지 않는다. 시인은 완전히 자연스런 자세에서 다시 
비약할뿐이다. 우수한 전통이야말로 비약의 발디딘곳이 아닐 수 없다.(강조는 인용자)143)

詩者는 言志라하면 시형에 담기어 있는 뜻이나 생각을 따지어 볼 때 새로운 세기의 
술을 담기에는 너무도 낡고 초몽(草蒙) 이전의 황당한 토기(土器)임에야 어찌하랴? … 현
실과 사태에 응하여 정확한 정치감각과 비판의식이 희박하면 할쑤록 유리되면 될쑤록 
그의 시적 표현이 봉건적 습기 이외에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본다. … 시가 낙후되었다는 
것은 풍속적 유행에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생활과 실천에서 돌아서거나 낙오되거
나 말하자면 역사의 추진과 함께 능동하지 못함에서 그런 것이다.(강조는 인용자)144)

정지용은 文章에서 작품 활동뿐만 아니라 편집 동인으로서도 두드러진 활약을 
보 다. 신인 문인을 발굴하고, 예술로서의 ‘시’가 나아갈 방향에 해 끊임없이 탐
구했다. 특히 ‘고전’과 ‘전통’을 중요시하는 목에서는 文章의 지향과 ‘정지용’의 
문학적 지향이 같은 방향을 취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방향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다. 이때 주목할 것이 바로 文章의 표지 제자로 선
택된 ‘추사체(秋史體)’, 즉 추사 김정희의 글씨체이다. 김유중은 文章파의 지향이 
“전통 문화를 향한 복고적 관심과 문화적 엘리트주의 태도”에서 출발하며 “조선조 
사 부 문인 계층의 선비정신과의 기묘한 동류의식 속에서 실질적 존립 근거를 마
련”하고 있다고 파악했다.145) 그는 추사 김정희가 속한 북학파 지식인들의 사상을 

143) 정지용, ｢詩의 擁護｣, 文章 5호, 1939. 6.(정지용전집 2 산문, 573~574면.)
144) 정지용, ｢朝鮮詩의 反省｣, 文章 27호, 1948.10.(정지용전집 2 산문, 641, 643면.)
145) 시집 白鹿潭 5부에 실린 산문 형식의 작품 중 ｢꾀꼬리와 국화｣에서는 꾀꼬리 소리에 설

레고 황국을 바라보며 정취를 느끼는 모습이, ｢비둘기｣와 ｢육체｣에서는 궁핍한 삶을 사는 농
민, 고달픈 육체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
는 마치 조선조 선비들의 자연을 사랑하며 벗하는 마음, 그리고 가난한 백성을 보고 측은지심
을 느꼈던 모습을 연상시킨다. 정지용에게 ‘고전’이란 특정한 형식이라기보다는 ‘선비의 마음’
이 담긴 ‘정신’적 지향이기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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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힌다. 이것이 ‘고전’과 ‘진부’를 
구분하고, 새로운 창조를 위한 비약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과거의 전통을 삼고자 
하는 태도야말로 文章의 지향이자 정지용의 사상적 지향이 된다.146) 

나아가 정지용의 지향을 보다 확고히 해주는 것은 文章의 정신적 지주 ‘이병
기’에 한 태도이다. 정지용은 嘉藍時調集의 발문을 썼는데, 여기에서 “모든 정
형시의 미덕이 조선에서는 삼장 시조형(三章 時調形)으로 현양(顯揚)된 것이니 조
선적 정형시는 아직 시조시 이외에 타당한 시형이 발견되지 않은 것이니 전통적 
시형을 추존하여 이에 시의 기식(氣息)을 불어 넣기란 원래 시인의 업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을…”이라며 시조예술을 고평하고 “가람(嘉藍)이 전통에서 출발하여 
그와 몌별(袂別)하고 다시 시류에 초월한 시조중흥의 예로운 위치에 선 것이다.”
라고 칭송했다. 즉, 정지용은 전통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시 적 감각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근 ’의 창조이며 그러한 감각을 ‘모던’한 것이라 생각했다. 
이 ‘모던’에 담기는 ‘정신’이 바로 정지용의 ‘시’에 스며있는 ‘신성’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1941년 발표된 정지용의 두 번째 시집 白鹿潭은 ‘정신’과 ‘형
식’의 통합을 시도하면서 정지용이 주체적으로 만들어낸 ‘모던’의 진수를 보여준다. 
또한 1930년 를 지나 정지용이 찾으려고 했던 이미지가 생성되는 근원으로서의 
장소를 마련하고, 그 ‘신성’의 장소를 일상 속으로 옮겨 온다.147) 이러한 장소의 특
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수태고지’의 상징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프라 안젤
리코의 <수태고지>화에서 육화의 신비는 형상과 장소의 특이한 배치를 통해 나타
난다. 신성의 현현을 위한 장치들은 결코 신성과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렇기 때문에 이 형상과 장소를 이해해야만 신비의 발현에 한 총체적인 인식이 
가능해진다. <수태고지>화의 역사에서 신비의 가시성, 물질성을 위해 상징으로서
의 회화적 디테일뿐만 아니라 수태고지가 일어나는 장소 자체 차원의 장치들도 마
련해 놓았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장소’ 개념을 시에 적용할 때, 기존의 시 이미지를 분석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정지용 시에서의 ‘육화적 이미지’가 <수태고
지>에서의 육화의 신비와 달라지는 지점이 무엇인지 먼저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
서 우선적으로 육화가 일어나는 장소에 한 특징을 살피고자 한다. 이는 플라톤의 
146) 김유중, ｢정지용 시 정신의 본질｣, 한국 모더니즘 문학과 그 주변, 푸른사상, 2007, 

65~76면.
147) 정지용의 시가 ‘육화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 이미지의 본질을 이루고 있지만 

감춰져있어서 발견되어야 하는 ‘신성’은 비유사성을 통해 가시화된다. 그 가시화된 상을 통
해 끊임없이 이행하고 전치하는 과정 속에서 ‘신성’의 의미가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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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마이오스에서 논의된 공간 개념을 통해 이해해볼 수 있다.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우주의 세 가지 생성 요소는 공간 개념을 비가시적인 측면까지 확장한다. 

플라톤은 티마이오스에서 우주의 생성 요소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다. 하나
는 합리적 설명과 함께 지성에 의한 앎(이해)으로 포착되는 것으로 언제나 존재하
는 것이되 생성을 갖지 않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비이성적인 감각과 함께하는 의
견의 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생성되는 것이되 결코 존재하지는 않는 
것이다. 플라톤은 이러한 구분 뒤에 하나를 더 제시한다. 이는 일체 생성의 수용자
(hypodochē)라 부르는 것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 혹은 그것들이 ‘그 안에
서 언제나 생성되어서 나타나고 다시 그곳으로 소멸하게 되는 것’으로 규정된다. 
이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 플라톤은 ‘유모’, ‘어머니’, ‘금’, ‘새김바탕’과 같은 것
에 이를 비유하기도 하고, ‘언제나 존재하고 소멸을 허용하지 않는 공간(chōra)의 
종류로서, 생성되는 모든 것에 터(hedra)를 제공하는 것’이라 일컫기도 했다. 이러
한 비유를 계속해서 드는 것은 이것이 지성이나 감각적 지각에 의해 파악되지 않
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148) 

이러한 ‘공간’은 무엇이든 생겨날 수 있고 또 소멸할 수 있는 무한의 장소에 
한 개념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잠재태’라는 의미에서 여성의 
‘자궁’과 상통하는 맥락을 발견할 수 있다. 플라톤이 열어주는 장소에 한 개념은 
형상과 감각에 의해 지각되는 것들을 구분할 수 있게 한다. 바로 여기에서 <수태
고지>의 ‘마리아’라는 형상과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 가톨릭에서는 전통적으
로 마리아를 새 이브, 원한 동정녀, 충만한 축복을 받은 여인이자 천주의 모친으
로 여겨왔고, 또한 그리스도교의 신앙생활에서 은총의 중개자이자 도자(代禱者), 

적(靈的) 모친 및 교회의 어머니로 여겨 왔다.149) ‘마리아’라는 이름에서부터 성
모(聖母)로서의 지위가 암시되어 있으나, 그것이 확인되는 것은 천사에 의해 주님
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것, 즉 ‘수태고지’가 일어난 날에서야 비로소 시작
된다고 볼 수 있다. ‘수태고지’의 순간이 가지는 시간성이 인류의 시작에서부터 훗

148) 플라톤, 박종현 ‧ 김 균 역, 티마이오스, 27c:27d, 48e:49a, 서광사, 2000, 74~75, 
134~136면.

149)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모친으로서 흔히 복되신 동정(童貞) 성모 마리아라고 불린다. 성부와 
본질이 같은 성자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서 인성(人性)을 취함으로써 강생한 후 지상에서 구
속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마리아는 구원의 역사에서 특이하고 중요한 위치에 선다. 마리아는 
구약과 신약 및 망(待望)과 성취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한다. 루카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처
녀탄생이 하느님의 초자연적 개입에 의한 특전(特典)적인 사건임과 또한 마리아의 몸에서 탄
생할 거룩한 아기는 약속된 구세주요(루카 2:11), 원한 왕이며 하느님의 아들임을 명시한
다(루카 1:30-35). (가톨릭 사전 용어 “마리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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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인류 원죄의 구원까지의 시간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역사 속의 한 순
간으로만은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수태고지’가 일어나는 장소 역시 일반적인 공간
으로 축소되어 이해돼서는 안 될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수태고지의 기호학은 ‘이행 기호’로서의 기호학이다. 그 결과로 
수태고지의 회화적 장소는 오직 전치의 기하학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주해 가능
한 성서 속 회화적 형상이 ‘시간 네트워크’, 즉 가상의 현실, 기념적인 과거, 전형
상화된 미래의 미묘한 네트워크를 정교화 한다고 할 때, 그것 역시 ‘장소 네트워
크’, 즉 호환 가능한 공간(locuz translativus)이라 부를 수 있는 작용을 요구하게 
된다.150) 수태고지에서 천사와 마리아가 말을 주고받듯, 이 장소도 서로 관계맺음 
하면서 의미가 교환되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한정적인 장소의 개념으로는 이 신비
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문제는 ‘형상’이다.

회화에서 ‘형상’이 ‘신비’의 재현에 있어서 중요한 까닭은 무엇인가. ‘형상’이 ‘신
비’에 다가가는 우회로이기 때문이다. ‘신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형상’은 가시적
인 세계 속에 존재한다. 프라 안젤리코가 형상을 사용하는 방식은 형상에서 형상으
로 의미를 옮겨가는 것이다. 형상화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형상’으로 옮겨놓는
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어떤 상의 형상이 눈에 보인다는 것은 그 상의 
겉모습이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상의 겉모습을 가시적인 어떤 것으로 바꿔
놓는 것일 뿐이다. ‘형상화’란 가시적인 어떤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에 불과하
다.151) 이러한 논의의 방향은 디디-위베르만이 프라 안젤리코를 통해 보려고 하는 
‘신비’의 개념이 ‘물질성’이라는 기반 위에서 성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수태고지>화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되는 배경의 ‘형상’은 ‘닫혀있는 정원’152)과 
150) Georges didi-Huberman, op. cit., p. 154.
151) Ibid., p. 121.
    신은 최초의 인류를 자신의 모습[imago dei] 로 만들었으나 인간이 원죄를 지은 이후 그로

부터 등을 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신비’를 통해 인간에게 다가올 여지를 남긴다. 바
로 이때에 ‘형상’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인간의 사유는 형상의 무한한 우회를 통해, 형상을 가
로 질러서만 신비에 다가갈 수 있다. 신도 신비를 통해 말을 걸지만, 인간도 신비를 통해 신
에게 갈 수 있기 때문에 ‘형상’을 필요로 한다. 인간은 신성이 베일에 감추어져 있고 숨어 있
고 외면하고 있음에도 그런 것들에 응답하고 다가가고자 한다. 여기에서의 ‘우회’는 신성한 
의미의 사막에서 끝없이 헤매는 것이다. 인간의 사유는 신성의 외면, 은거, 감춤에 응답하면
서, 형상을 가로 질러 그 신비에 끝없이 다가간다.

152) ‘닫힌 정원’은 마리아의 순결성을 나타내며 누구도 범접한 적 없는 상태를 나타낸다. 또한 
이 정원은 원시적 낙원인 에덴동산을 떠오르게 한다. 실낙원의 정원인 에덴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난 날인 3월 25일과, 수태고지가 일어난 3월 25일의 연관성을 통해서 이 ‘정원’이라는 
기호는 인류의 기원과 원죄 그리고 구원이 닿아 있는 초역사성의 속성을 갖는다. <수태고
지>에 나타나는 정원이 ‘울타리’ 등으로 닫힌 것은 울타리 밖의 숲과 정원을 나누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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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밭’153), 그리고 ‘유리(유리창, 유리병 등)’154)이다. 이러한 ‘형상’은 강력한 물질
성을 가지는 기호이며, 결국 ‘육화’의 신비라는 재현 불가능한 주제를 ‘우회로’적인 
기호를 통해 접근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이때 ‘마리아’는 그 모든 형상의 
중심으로 신비의 현현에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형상이자 그 신비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마리아가 그 자체로 곧 하나의 장소가 되기 때문이다.155)

끊임없이 일상 속으로 침투하는 신성한 ‘신비’는 가시적인 물질, 즉 ‘형상’을 통해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는 ‘현존하는 신비’로 나타난다. 이러한 신비를 담아내는 역
동적인 장소 개념의 정점은 ‘마리아의 자궁’에 있다. 이를 통해 <수태고지>가 ‘현
존하는 신비’를 드러낼 때, 이것이 궁극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는 <수태고지>를 통해 펼쳐지는 초월적인 역사와 장소의 확장이 신자(信者)
들에게 ‘구원’의 희망을 가져오기 때문이고, 둘째는 ‘현존하는 신비’가 시라는 장르 
속에서 ‘물질성’을 통해 찾을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첫째로 ‘마리아’라는 형상을 통해 어떻게 ‘구원’의 가능성이 마련되고 있는지 살
펴보자. 인간의 운명을 저주와 절망으로부터 구원에 한 희망으로 전복시키거나 
정화하며 최초의 창조의 날이라는 에피소드를 반복하는 <수태고지>의 방식은, 3
월 25일이라는 날짜의 일치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때 이 날짜의 일치는 주해적인 
암시를 무한하게 넘어서 있다. 왜냐하면 신학적인 가르침은 계보학적인 관계, 최초
의 인간의 실체와 그리스도 사이의 진정한 물질적인 인과관계를 상정했고, 그것의 
육체는, 아퀴나스에 따르면, “이 육체를 취함으로써 인간 본성이 그 자체를 치유하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아담-이브’와 ‘복되신 마리아’의 공간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한다
(Ibid., p. 158.).

153) ‘꽃’은 라틴어로 ‘나자렛’을 뜻하며 ‘나자렛의 왕’이신 예수의 탄생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일어날 것임을 암시한다. 또한 정원에 만발해 있는 꽃은 ‘생명’의 상징이자 ‘ 원성’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특히 프라 안젤리코의 그림에서 탁월하게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흔과 같은 
모양으로 그려진 붉은 점 꽃들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예수의 탄생과 죽음, 부활과 구원이라
는 역사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정원 안의 꽃’이면서 ‘초역사적인 시간성’을 이해하게 하는 역
할을 한다. 실제의 꽃과 닮지 않은 이 ‘꽃’은 신성을 상기시키는 강력한 ‘물질’로 작용한다. 

154) ‘유리’는 처녀막이 손상되지 않은(intacte) 상태로 잉태를 한 마리아에 한 상징으로, 빛이 
유리를 손상시키지 않고 통과되듯 말씀이 처녀막을 통과할 수 있다는 신비를 매우 물질적인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수태고지>화에 배치되어 있는 유리창, 유리 꽃병 등은 이러한 
상징을 가진 기호가 된다.

155) 수태고지의 신비가 실제 일어나는 장소는 마리아의 ‘자궁’ 안이다. 이 장소는 분명히 존재
하나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이것은 “언제나 존재하는 공간의 종류로서, 소멸은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생성을 갖는 모든 것에 자리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이것 자체는 감각적 
지각을 동반하지 않는 ‘일종의 서술적 추론’에 의해서나 포착될 수 있는 것이므로 도무지 믿
음의 상으로 될 수 없는 것”이다(52a:52b). 이러한 공간은 ‘어머니’, ‘유모’와 같이 존재의 
기반을 제공해주는 터로 이해된다(플라톤, 앞의 책, 145~146면).

- 84 -



고자 아담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156) 결국 형상을 통해 신비에 우회적으로 
다가가며 그러한 신비를 가능케 하는 시간과 장소의 개념이 <수태고지> 속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그러한 신비의 현존은 인류의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둘째로 ‘마리아’를 통해 형성되는 구원의 가능성을 시라는 장르에 입하여 볼 
때, 시적 육화에서 이미지가 발생하는 장소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마
련된다. 본고에서는 정지용의 시에서 육화적 이미지가 놓이는 공간으로 제시된 “백
록담”을 통해 완성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정지용의 두 번째 시집인 白鹿潭
을 기존의 연구에서 ‘전통’ 혹은 ‘동양’ 지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다면, 본고에
서는 그 장소의 의미에 주목한다. 정지용 후기 시에 나타나고 있는 시적 기법은 시
의 물질성과 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따라서 白鹿潭은 정지용이 초기부터 관심
을 가져왔던 ‘신성’이라는 주제를 공간적으로 형상화하면서 ‘구원’으로서의 장소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지용이 최종적으로 지향했
던 것은 ‘현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신성의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상적인 장소 곳곳에 옮겨오고자 했었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4.2. ‘구체화’된 육화적 이미지가 자리한 장소로서의 白鹿潭
1941년에 발간된 정지용의 두 번째 시집 白鹿潭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수록된 시편들은 1936년에서 1941년 사이에 발표된 후 재수록 되었거나 새
로 실린 것들이다. 그런데 白鹿潭은 흔히 정지용의 후기 시의 표적인 이미지라 
불리는 ‘산’ 이미지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白鹿潭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장소의 이동에 따라 각 부(部)가 구성되어 있고, 이때의 장소는 ‘산’에서 출발하여 
‘바다’, ‘도심’, ‘일상’의 장소로 계속해서 이동하는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시 ｢
長壽山｣과 ｢白鹿潭｣이 실려 있는 1부에는 총 18편이 수록되어 있고 ,2부에서 5부 
사이에 15편이 수록되어 있다. 1부에 ‘산’과 ‘산의 것’들을 소재로 하는 시가 주로 
수록되어 있어 ‘산’이라는 장소가 부각된다. 2부는 ‘바다’를 건너 ‘도심’으로(｢船醉｣, 
｢流線哀傷｣), 3부는 다시 찾아온 ‘봄’을 만끽하는 장소로서의 ‘산’으로 이동한다(｢
春雪｣, ｢小曲｣). 4부는 고민과 사색의 잠겨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나

156) Georges Didi-Huberman, op. cit., pp. 1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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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네의 ‘여정’을 보여준다(｢파라솔｣, ｢별｣, ｢슬픈 偶像｣). 5부에 수록된 작품 8편의 
글은 ‘도심’ 속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흥미롭게 바라보며 그로 인해 어떠한 
‘깨달음’을 얻는다는 산문 형식의 글들이다.157) 

白鹿潭에서 ‘백록담’ 혹은 ‘백록담’과 관련된 장소가 등장하는 것은 1부의 시 ｢
백록담｣ 한 편에 불과하다. 실제 지명을 활용한 작품은 ‘장수산’(인천), ‘백록담’(제
주), ‘구성동’, ‘옥류동’, ‘온정’(금강산) 등인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된 장소들은 
우리나라를 표하는 아름다운 산 혹은 그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들임을 제외하고
는 특별한 공통점이 없다. 오히려 독특한 것은 ‘산’에서 만날 수 있는 존재들인 
‘비’, ‘꽃’, ‘인동차’, ‘붉은 손’, ‘삽사리’, ‘나비’와 같은 일상적인 소재를 곳곳에 배치
시켜놓고 그것을 관조하는 시선이다. 이 ‘소재’들은 白鹿潭 전체에 걸쳐 산발적으
로 등장한다. 이 단순한 자연적 소재들이 반복되어 계속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
까? 그리고 시적 주체가 이러한 것들을 그렇게 깊이 관조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프라 안젤리코는 <수태고지>에서 육화의 신비를 드러내고자 할 때, 그 신비를 
관습적으로 유사한 방법으로 재현하려고 하지 않고 비유사적인 속성을 지닌, 지극
히 물질적인 것에 그 기반을 두어 신비의 현존을 가능케 했다. ‘흰 얼룩’, 예수의 
성흔과 같은 모양의 ‘꽃’과 같이 ‘신비’에 우회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기호’를 
적절하게 활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정지용은 白鹿潭을 ‘기행(紀行)’ 시편이 아니
라 하나의 상징적 장소로서 ‘백록담’을 상정하면서 그 장소를 연상하게 하는 자연
의 ‘기호-형상’들을 흩뿌려놓은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백록담’은 어떠한 상
징을 가지는 것인지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장소의 개념에 한 접근은 이미지 발생의 기원을 찾는 문제와도 연관된
다. ‘심상’이라 불리는 시적 이미지는 묘사나 비유를 통해 상을 재현하기도 하지
만, 시인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생각이나 관념을 재현하는 과정을 거쳐 나오기도 한
다. 그 과정에서 시인의 개성이 표출되며 그의 사상을 탐색할 수 있는 실마리가 제
공되기도 한다. 정지용에게 있어서 시적 육화의 과정은 심상에 물질성을 부여하여 
이미지를 형상화할 때에 매우 명료하게 그것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시인
의 정서, 사상, 지향을 혼융시킨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때 그러한 관념적이고 
비가시적인 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정지용은 그의 
157) 5부는 산문 수수어 편에 실린 글과 신문 기사, 기타 산문으로 발표된 적이 있거나 시집 

간행 이후 발표된 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耳目口鼻｣, ｢禮讓｣, ｢비｣, ｢아스팔트｣, ｢노인과 
꽃｣, ｢꾀꼬리와 국화｣, ｢비들기｣, ｢肉體｣ 등 8편으로 구성된 5부는 수필의 형식을 취하고 있
으며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이나 사건을 화자의 깨달음과 연결하거나, 자연의 섭리를 통해 자신
이 깨달은 바를 담담하게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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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논문에서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적 비전이 관념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음을 
비판하며 ‘물질성’을 가진 구체적인 이미지로 시를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58) 
시작 초기부터 정지용은 시 이미지가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성질을 가져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태고지>에서처럼 비가시적인 장소에서 발생한 신비는 다른 물질적인 기호를 
통해 ‘형상화’되어야 한다. 이를 ‘시’라는 장르에 입해보면, 시인의 머릿속에 존재
하는 이미지가 시를 통해 가시화될 때 그 다양한 시적 기호들은 자기들이 위치해
야 할 ‘장소’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가 된다. 성흔 모양의 꽃, 채색된 리석의 ‘흰 
점’ 등 비유사적 기호들은 재현할 수 없는 신비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물질’로 
작용한다. 이 꽃이 ‘닫힌 정원’ 위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나자렛’의 왕인 예수를 상
징할 수 있으며, ‘흰 점’은 수도사들이 지나다니는 복도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
에 전형상화된 예수를 의미할 수 있듯이, 시의 기호도 자신의 의미를 드러낼 적절
한 장소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정지용이 白鹿潭에서 보여주고 있는 장소의 이동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자연적 이미지들이 결국 ‘백록담’이라는 구체적이면서도 상징
적인 장소에 ‘육화적 이미지’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 ‘백록담’
을 ‘육화적 이미지’가 자리한 장소로 만드는 데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신성’을 다시 일상의 장소로 옮겨오려 했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자 한다. 실제로 전체적인 白鹿潭의 구성을 살펴봤을 때, 1부를 제외하고는 시의 
소재나 주제, 나아가 시의 형식까지도 ‘전통지향성’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지점들
이 존재하고 있다. 2부에 실린 ｢船醉｣의 표면적인 서사는 ‘신혼여행’을 가는 부부
가 고통스러운 ‘뱃멀미’를 가까스로 견디고 있다. ｢流線哀傷｣의 이미지는 기존에 

158) “그러므로 우리는 상상력의 재현, 그의 시 또는 그림에서, 우리가 사물과 접촉할 때 느끼게 
되는 그런 단단하고 힘찬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욥기, 블레어의 무덤 또는 단테의 삽화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성을 지닌 형태로 표현한 상들의 예-인용자 주)들을 보고 인간의 

혼이나 요정들, 천사들, 그리고 제신들이 어떻게 그에게 실제의 비전으로 나타났는가를 알
게 된다는 것이다.”에서 정지용이 ‘물질성’을 기반으로 하여 작품의 이미지를 발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블레이크의 시와 그림이 그렇듯이, 우리는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에 

양과 산과 창조물들을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 그러므로 블레이크의 시가 이해하기 어려
운 것은 그의 독특한 신비주의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블레이크의 시를 읽을 때 우리는 항시 
그가 물리적인 세계에 해 정확하게 관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시에 나타나는 다양한 비전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블레이크 밖에 없을 것이다.”
(정지용전집 2 산문, 368~369면.)라고 말하며 블레이크가 물리적인 세계를 무시하고 상상
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기묘하고 신비주의적이며 전적으로 추상적인 관념에 의존하여 자신
의 비전을 창조하고 있는 것에 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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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첼로’, ‘케이블카’ 등으로 해석되어 왔으나 명확한 상으로 포착되지 않
는다. 5부에 수록된 ｢비｣나 ｢아스팔트｣에는 ‘ 화관’에 가거나 ‘아스팔트’ 위를 맨
발로 걷고 ‘맥주’를 마시며 ‘오피스’의 피로를 풀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관찰된다. 
공통적으로 이들은 구체적인 ‘장소’ 위에 위치한 기호들이다. 白鹿潭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으나 이러한 시편들이 白鹿潭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白鹿潭에 실린 예외적인 작품들에 한 논의가 적었던 것은 이를 포괄
적으로 해석할 만한 관점이나 주제를 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
에 白鹿潭에 담겨 있는 이질적인 작품들의 특성과 구성이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鄭芝溶詩集과의 형식 및 소재의 차이에 집중하여 초기와 
후기를 단절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정지용의 후기 시가 감정의 절제가 돋보이는 
‘전통 지향’의 시로 회귀했다는 문학사적인 관점이 통용되면서, 이러한 시기 구분이 
공식적인 틀처럼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그러나 白鹿潭의 4부의 작품들은 ‘전통’
이나 ‘동양’의 이미지와는 관련이 없고 ‘도심’의 이미지가 나타나기도 한다. ‘연잎 
냄새’가 나며, “윤전기 앞에서 천사처럼 바쁜” 오피스에 있는 ‘그’라는 상을 관찰
하며(｢파라솔｣), ‘별’들을 바라보는 행위로써 드러나는 통합적인 시간관을 드러내고
(｢별｣), 위엄 있고 전능한 ‘그 ’라는 절 적인 상을 신화적인 분위기로 형상화한 
작품(｢슬픈 偶像｣) 속에서 화자는 “이오니아 바닷가”를 떠나는 ‘오디세우스’처럼 나
그네의 여정을 떠난다. 이는 정지용 시를 시기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옳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각 부(部)를 나누어 살펴볼 때, 서사나 소재, 주제에 있어서 동질적인 특
징이 파악되지 않는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소재들이 이들을 하나의 집합
으로 모아준다. ｢毘盧峰｣의 “꽃 옆에 자고/ 이는 구름”은 ｢朝餐｣에서의 “머흘 머흘/ 
골을 옮기는 구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흰 이마’를 가진 상은 ｢붉은 손｣과 ｢꽃
과 벗｣에서 나타나며 이것이 ｢춘설｣에서 ‘먼 산과 이마받이’하는 화자의 모습 사이
를 넘나든다. “백화” 나무는 ｢白鹿潭｣, ｢진달래｣, ｢小曲｣, ｢꽃과 벗｣, ｢毘盧峰｣에서 
등장하며, “송홧가루”가 날리는 모습은 ｢瀑布｣와 ｢호랑나븨｣에서 나타난다. 白鹿潭
에서 쓰인 정지용의 독특한 문체인 ‘-하이’는 ｢長壽山｣과 ｢삽사리｣에서 반복적으
로 쓰 다. “흰 나리꽃”은 ｢파라솔｣과 ｢슬픈 偶像｣에서 언급되며 ‘도심’을 배경으로 
하는 시에서는 “오피스”라는 장소가 계속해서 등장한다. 산 속에 펴 있는 ‘진달래’
는 도심 속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집 앞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실제로 ‘자연물’이라
는 것은 ‘어디에나’ 있는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어디에나’ 있는 것을 보고 
무심히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떠올리게 만드는 메커니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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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회의 동인지 던 詩와 小說에서 정지용이 “言語藝術이 存在하는 以上 그 
民族은 熱烈하리라”고 말했던 것을 상기해보자. 이때 그는 ‘열렬한 민족’의 존재 가
치를 ‘언어예술’에서 찾고 있다. 또한 그는 “불후의 시가 있어서 그것을 말하고 외
이고 즐길수 있는 겨레는 이방인에 하야 항시 자랑거리니, 겨레는 자랑에서 화합
한다. 그 겨레가 가진 성전이 바로 시로 쓰여졌다.”159)고 말하며 ‘시’가 ‘민족’의 얼
을 담아내고 그 민족의 수준을 나타낸다고 생각했다. 결국 정지용에게 ‘시’란 ‘정신
성’을 담아내는 ‘수용체’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에게 시인은 “精神的인 것에 神的 
狂人처럼 일생을 두고 가엾이도 熱烈”160)한 사람이다. 정지용이 거듭 강조하고 있
는 ‘정신성’은 시 의 경계에서 스스로의 신념을 확고히 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혹은 그 경계 자체를 초월하여 생각할 여지를 남기게 한다.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정지용이 ‘백록담’에 담으려고 했던 상징의 의미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시인소리만 들어온 것이 늦게 여간 괴롭지 않고 시쓴 버릇 때문에 정서와 감정에 치
료하기 어려운 편집적 병벽이 깊어져서 나는 못쓸 사람이 되어버리지나 않았나? 하는 괴
로움에서 헤어나기가 힘들다. 이러한 괴로움이 일제 발악기에 들어 文章이 폐간 당할 
무렵에 매우 심하 다. 그 무렵에 나의 시집 白鹿潭이 주제 가두에 나오게 된 것이다. 

白鹿潭을 내놓은 시절이 내가 가장 정신이나 육체로 피폐한 때다. 여러 가지로 남이
나 내가 내 자신의 피폐한 원인을 지적할 수 있었겠으나 결국은 환경과 생활 때문에 그
렇게 된 것이다. (중략) 위축된 정신이나마 정신이 조선의 자연풍토와 조선인적 정서 감
정과 최후로 언어문자를 고수하 던 것이요, 정치감각과 투쟁의욕을 시에 집중시키기에는 
일경의 총검을 항하여야 하 고 또 예술인 그 자신도 무력한 인테리 소시민층인 까닭
이다.(강조는 인용자)161)

1948년에 쓴 글 ｢朝鮮詩의 反省｣에서 정지용은 白鹿潭을 발간한 목적과 당시
의 심정을 언급한다. 일제 말기의 파시즘이 극도에 달했을 때, 우리말로 글을 쓴다
는 것은 “일경의 총칼”에 항해야 하는 일이었으나, 그 앞에 “무력”하기만 할 수도 
없는 시인은 “언어문자”를 고수하면서 “위축된 정신”을 “조선의 자연 풍토와 정서” 
속에 고이 모으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정신’을 “백록담”이라는 조선 땅에서 가
장 높고 깨끗하며 험한 장소에 올려다 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백록담”으로
의 도피를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시 한 번 시집 白鹿潭을 보자. 이 시집의 가장 처음 부분에 ｢백록담｣이 위치
159) 정지용, ｢詩의 擁護｣, 정지용 전집 2 산문 569면.
160) 위의 책, 570면.
161) 정지용, ｢朝鮮詩의 反省｣, 위의 책, 632~6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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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고, 후반부로 갈수록 시 속의 장소는 ‘오피스’가 있는 도심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산’에서 보았던 존재들이 다시 발견되고, 그러한 존재의 발견은 
다시 “백록담”을 떠올리게 한다. 이-푸 투안에 따르면, 문학작품에서 구체적인 장
소가 상정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장소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의 기준이 ‘가시성’이다. “친 한 경험에 가시성을 부여”하며 
“우리가 그 작품을 접하지 않았더라면 알지 못했을 경험지역들에 관심”을 기울이게 
만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문학작품을 통해 그저 알고 있던 상에 ‘가시성’이 부
여될 때, 이는 곧 ‘장소의 창조’가 된다.162) 실제 이 시집에서 ‘백록담’을 직접적으
로 언급하는 것은 1편에 불과하지만, 白鹿潭에 실린 다른 작품과 그 속의 ‘이미
지-기호’들이 ‘백록담’으로 귀결되게 하고 ‘백록담’은 ‘민족의 정신성’을 담고 있는 
‘장소’로 ‘창조’되는 것이다.

신범순은 ｢꾀꼬리와 국화｣, ｢백록담｣의 비교를 통해 ‘뻑국채 꽃’이 숭고한 정신적 
상징을 가늠하는 척도이며 ‘백록담’이라는 공간에 정지용의 역동적인 상상력이 담
겨 있음을 밝혔다. 나아가 이것이 ‘나라’라는 공간으로 확장되며 식민지 국가 체제
의 삼엄한 경계를 빠져나가는 섬세한 이미지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 연구는 
‘백록담’이 가지는 상징적 공간과 그 안에서 작동하는 이미지의 역동성을 발견한 
것으로, ‘나라’라는 기호의 계보 속에 ‘백록담’의 위치를 정하고, 정지용의 사상적 
깊이와 지향까지 아우르고 있다.163) ｢백록담｣은 민족의 산 꼭 기에 위치하며 
하늘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그 속에 하늘과 땅이 한꺼번에 담고 있다. 결국 그러한 
이미지를 담고 있는 장소로 ‘백록담’을 확장시켜 육화적 이미지를 완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지용에게 ‘백록담’이란 ‘민족’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사상적 지향을 제
공하는 구체적인 장소이다. ‘백록담’은 그곳에서 발견했던 모든 ‘존재’들에 그 ‘정신
성’이 깃들게 해주었고, 일상 속에서 만나는 ‘비’, ‘별’, ‘비둘기’, ‘꾀꼬리’ 등도 다시
금 ‘백록담’을 상기하게 하는 물질적인 존재가 되도록 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집 白鹿潭이 보여주고 있는 형식적 특징에 관한 것이
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지용은 “언어예술이 존재하는 이상 그 민족은 열렬하리
라”고 말하며 ‘언어예술’과 ‘민족’의 상관성을 강조했다. 또한 “위축된 정신”을 “최후
의 언어문자”로서 고수하여 보여주고자 했다. 그러한 언어적 특성이 가장 두드러지
는 것이 바로 ｢長壽山｣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문체인 종결어미 ‘-하이’이다. 후기 
시에서 나타나는 동양적 색채는 표면적으로는 고고한 정신세계를 지향하며 현실에
162) 이-푸 투안, 구동회·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윤, 2007, 261~263면.
163) 신범순, ｢정지용의 <백록담>｣, 노래의 상상계, 서울 학교출판문화원, 2011, 291~3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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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초극을 시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거기에는 시
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시인의 고뇌가 담겨 있다. 정지용의 ｢長
壽山｣은 그러한 고뇌의 결과이다. 이 시의 어미에서 생성되는 ‘생소함’과 ‘낯섦’은 
쉬클로프스키의 ‘낯설게 하기’와 같은 기법적인 측면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

러시아 형식주의의 관점에서 ‘모던’한 것은 ‘낯설게 하는’ 것이고 이 조건이 충족
된다면 이는 곧 ‘리얼리즘’의 층위에도 함께 놓이게 된다. 1930년 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어미가 아닌 ‘-하이’와 같은 어미를 사용하는 것은 의도적인 ‘낯설게 하기’ 
장치에 해당할 수 있다. 장수산을 묘사하되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듯이 시로서 풀어
내는 것이 아니고, ‘장수산’이라는 실제 장소를 오히려 관념 속 이미지로 형상화하
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동양적 정신을 모던한 감각의 시적 기법으
로 담아낸 것이라 보아야 옳을 것이다. 

정지용은 가장 전통적이라고 생각되는 것 속에서 완전한 근 의 형식을 이룩하
려는 심오한 변증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근 적인 것을 통한 모던이 
아니라 전통 속의 모던을 꾀하여 새로운 시각의 모더니즘을 창안한 것이다. 따라서 
｢長壽山｣에서 사용되는 종결 어미는 정지용이 주고 있는 생소함은 얼핏 ‘전통적’으
로 보이지만 이것은 지향성의 문제가 아니라 전통과 근 의 경계에 놓인 시인으로
서 그 둘의 절묘하게 융합해내어 만든 새로운 성질의 것이 된다. 프라 안젤리코가 
중세와 르네상스의 경계에서 <수태고지>라는 보편적인 주제에 중세적 전통의 정
신성을 르네상스적 기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한 것과 같이, 추사 김정희의 ‘세
한도’가 극도의 동양적 정신성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실사구시의 학문을 추구한 
것과 같이, 정지용은 내용과 형식의 접점을 白鹿潭 시편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형식과 내용, 구체와 보편은 온전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다른 종류의 것들이 아
니다. 미 모더니즘의 이론을 구체화한 엘리어트의 감수성의 통일은 낭만적인 감
정과 사실주의적인 사상을 결합시키는 창조력에서 발생했다.164) 현재까지 연구에
서 여백, 산문이라는 기법적 형식을 밝히거나 정신주의, 전통 지향성이라는 내용적 
측면을 각각 밝히는 것에 주목했다. 그러나 정지용은 시  변화의 경계에서 고전과 
현 의 접점을 탁월하게 형상화하고 ‘열렬한 민족’을 가능하게 하는 ‘시’ 형식의 창
조를 바랐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지용은 초기 시에서만 ‘모더니즘’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후기 시에서 오히려 완숙한 ‘모더니즘’의 경지를 보여 주었다
고 평가할 수 있다. 그는 ‘육화’라는 이미지 제시 방식을 고안함으로써 모더니즘과 
164) 이명섭, ｢뉴크리티시즘 시론｣, 브룩스 외/이경수 외 옮김, 신비평과 형식주의, 고려원, 

1991, 19~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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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주의의 합일에 성공한 것이다.
예컨  ｢長壽山｣에서 시의 형식을 통해 시라는 시간성에 회화적 공간성이 조화

된 모습을 보 다. 이는 ｢삽살개｣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시 ｢白鹿潭｣에서는 
시의 ‘물질성’에 한 이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신성’을 숨겨놓은 이미지들이 

거 등장하는데, 이를 기반으로 하여 白鹿潭 시집 전체는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일상의 존재들에서 ‘신성’의 의미로 다가가는 우회로를 제공하고 있다. ‘신
성’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그것은 ‘응시’ 속에서 발견되고, ‘응시’가 가능하기 위해
서는 ‘ 상’, 즉 ‘형상’이 필요하다. 형상을 바라보는 존재와 바라보이는 존재 사이
에는 상호적인 응시가 교환되고, 이 응시는 그 너머에 존재하는 신비의 현전을 경
험하게 한다. 채색된 리석 위에, 복도 한가운데에 흩뿌려진 색의 자국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작용을 통해서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육화’의 신비에 한 반론으로 제기된 질문, “어떻게 그리스
도는 여성의 자궁 안에 담기면서도 동시에 신으로서 천상과 지상을 채우는가?”에 

해 “아토픽(atopic)적으로, 그리스도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165)고 답
했다.166) ｢白鹿潭｣에서 응시를 통해 형상마다 깃든 신비를 발견한 ‘나’는 온전한 
‘신성’을 이해하는 경험을 한다. 특히 이 시의 마지막 연에서 ‘나’는 한나절동안 백
록담 속에 담긴 자기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와 ‘하늘’과 ‘땅’이 한데 모인 그곳에서 
‘기도’조차 잊고 ‘쓸쓸함’을 느낀다. 그러나 이것은 ‘허무’보다는 어떠한 ‘깨달음’에
서 발현된 감정이다. 이는 현실을 탈피하고 초월하려는 욕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
라 초역사적인 관점에서 현실의 암담함을 포용하려는 의지의 발현으로 보아야 한
다. 이러한 장소를 형상화한 것은 마리아의 자궁과 같이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는, 
역동적이고 잠재적인 장소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白鹿潭을 통해 정지용이 마련
하고자 한 것은 일상 속에 깃들어 있는 신비를 발견하고, 그때마다 ‘백록담’을 상기
하는 것을 통해 ‘구원’의 희망을 갖게 하고자 함이다.

165)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ca, 3a.31.4.
  ‘Atopic’이란 토마스 아퀴나스가 언제나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는 ‘신’의 전능함을 설명하기 위

해 사용한 용어로 “그는 어느 장소에도 담기지 않고도 매 순간 어디에나 있다. 그는 그가 있
던 장소를 떠나지 않고도 어떤 장소로 가는 것을 안다. 그는 그가 있어왔던 장소를 떠나지 않
고도 어떤 장소로부터 떠나가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Georges didi Huberman, op. cit., p. 
261, 각주 227 참고.)

166) Georges didi Huberman, op. cit., pp.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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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고는 정지용 시에 나타난 이미지를 ‘육화’의 관점으로 해명하고자 하 다. 나아

가 이를 ‘육화적 이미지’라 명명하고 그 특성을 밝힘으로써 이러한 이미지를 구축
한 사유를 고찰하여 새로운 차원의 이미지 해석 방식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따라서 본고는 기존의 정지용의 이미지를 해석해온 방식과 그 과정에서의 한
계를 밝히기 위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정지용 시의 이미지를 해석하는 
관점으로 ‘육화’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의 효용성을 입증하고자 하 다.

1장에서는 정지용 시의 이미지를 다룬 기존의 연구를 정리하고, 정지용의 이미지
를 해석하는 기본 틀로 제시되어 온 모더니즘과 이미지즘이 이해되어 온 양상을 
살폈다. 나아가 이것이 정지용 시 해석에 미친 향과 한계를 고찰하 다. 이를 통
해 한국 현 시사에서 정지용이 1930년  표적인 모더니스트로 자리매김 하 으
나 ‘모더니즘’과 ‘이미지즘’, ‘근 ’와 ‘전통’이라는 형식적인 틀에 갇혀 작품에 온전
히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를 비판했다. 또한 정지용의 이미지즘을 다룬 연구가 꾸준
하게 축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지용을 이미지스트로 규정할 때 가장 중요한 
초기 작품의 집합체가 되는 鄭芝溶詩集을 구체적으로 분석되지 않았고, 그로 인
해 정지용의 시 이미지를 ‘육화’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당위성을 제공하는 첫 
번째 단서인 鄭芝溶詩集의 표지화를 발견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2장에서는 鄭芝溶詩集의 표지화의 발견이 정지용 시 이미지를 어떠
한 방향에서 새롭게 해석할 관점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프라 안
젤리코의 <수태고지>에서 활용된 회화적 기호의 의미를 분석한 프랑스의 미술사
학자 조르주 디디-위베르만의 이론을 방법론으로 사용했다. 회화와 문학의 상관성
을 인지하고 종합예술을 추구하는 양상은 1920년 부터 발전하여 1930년 에 들
어와서는 문학과 미술, 작가와 화가가 정신적 상동성을 인식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문단적 상황을 고려할 때, 鄭芝溶詩集의 표지화는 정지용의 시적 지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며, 반드시 ‘해석’해야 할 상이 된다. 

2.1절에서는 鄭芝溶詩集의 표지화가 지니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 다. 
鄭芝溶詩集의 표지화는 이탈리아의 화가이자 수사 던 프라 안젤리코의 <수태고
지> 그림이다. 놀랍게도 프라 안젤리코의 <수태고지>의 회화적 기호를 해석하는 
방식이 정지용의 시 이미지를 해석하는 방식과 유사한 지점이 많다. 따라서 회화와 
문학을 유비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도출될 수 있는 효과를 설명하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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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이 그의 시론 ｢詩와 言語｣에서 “詩의 神秘는 言語의 神秘다. 詩는 言語와 
incarnation적 一致다”라고 단언한 지점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 다.

2.2절에서는 鄭芝溶詩集의 표지화로 선택된 <수태고지> 그림의 일부가 지니
는 의미를 고찰하 다. 정지용은 <수태고지> 그림 전체가 아니라 천사의 상반 부
분을 선택했다. 이것은 이 시집의 지향이 ‘천사’의 성질과 관련이 있는 것임을 암시
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마이클 박샌달의 논의를 참고하여 <수태고지>에서의 ‘천
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정지용의 시 ｢그의 반｣이 
어떻게 새로운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지를 밝혔다. 정지용은 언어를 통해 시를 쓰
는 과정이 ‘신비’라고 일컬었고, 시인은 어원학자나 달변가도 아니고 문법가도 아니
며 언어의 정령을 통해 언어를 정신적인 수준에서 다룰 수 있는, 언어에 생명을 불
어넣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詩와 言語｣, 文章 11호, 1939.12.) 이는 정지용이 
‘육화’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시’라는 장르와 적절하게 
연결시켜 사고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해주었다. <수태고지>에서 천사는 말씀(이
신 하느님)의 리인이고, 시인은 시의 유일한 도구의 언어의 리인이 된다. 이들
은 ‘관념’과 ‘언어’ 사이를 ‘말’로 매개하는 존재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를 통해 정지용이 鄭芝溶詩集의 표지화에서 ‘천사’의 얼굴과 손 모양을 선택한 
이유에 해 알 수 있게 된다.

3.1절에서는 정지용이 구사하는 언어의 특징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미지의 특
이성을 고찰하 다. 정지용 시에 나타나는 이미지 작동 원리의 독특한 방식은 구체
적인 묘사를 통해 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과 상상력을 통해 다양한 이
미지를 발생시키고 어떤 상에 응되는 이미지를 하나로 고정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지용 시에서 자주 사용되는 한자어, 외래어, 고어, 방언, 의성어, 의태어 
등과 언어의 조탁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 낸 어휘들은 정지용 시 해석을 어렵게 하
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오히려 이것이 정지용 시에서 역동적인 이미지를 발생하
게 하 다. 본고는 이를 ‘이행 기호’적 속성을 지닌 것이라 파악했다. 

정지용은 1927년부터 1935년까지 ｢바다｣를 제목으로 한 시를 총 10편 제작했
다. 이 ｢바다｣ 시편을 고찰함으로써 본고는 정지용이 모호한 어휘와 중의적 표현을 
사용한 의도를 밝히고, ‘이행 기호’의 개념 도입을 통해 시의 이미지가 어떻게 운동
성을 지닌 역동적인 이미지로 해석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毘盧峯｣은 정지
용의 언어 감각이 두드러지는 시이면서 동양적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
지만 정지용의 초기 번역 ｢黎明의 女神 오―로아｣(휘문 문우, 1923.1.)와 내용적 
유사성이 발견된다. 이러한 시 이미지는 다양한 이미지를 산출시키면서도,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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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와 동양적 분위기를 넘나들며 무한하게 퍼져 나가는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결
국 정지용은 단순히 기교주의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지의 
힘과 역동성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꾸준히 탐구한 것이라 해명되어야 한다.

3.2절에서는 이행 기호적 언어의 사용을 통해 다층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자 한 
시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비유사적 유사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정지용 시에서 나타
나는 이미지 재현 방식을 고찰하 다. 정지용은 하나의 상을 시로서 재현한다는 
것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시공간적 배경을 아울러 볼 수 있는 능력을 필요
로 한다고 생각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를 구성하기 위해 깃든 ‘정신’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은 곧 그 안에 깃든 ‘신성’을 발견해야 함을 의미하기
도 한다. 그런데 ‘정신성’을 내포하면서 이미지의 ‘신성’을 부여할 수 있는 길은 묘
사를 통한 상의 모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에 접근하는 인식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는 정지용의 시 ｢故鄕｣을 해석하면서, “힌점 꽃”의 
발견을 통해 정지용이 시에서 ‘신성’을 나타내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또한 시 ｢琉璃
窓｣에서 정지용의 초기 시에 ‘육화적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시는 비가시적인 형태인 감정이나 관념을 드러내기 위해 ‘물질성’을 가진 존재
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말’ 사용을 통해 그 표현을 
보다 적확하게 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정지용에게서 나타나는 이미지의 명료성은 감정의 도 높은 응축과 그 감정을 
표현하기에 아주 적확한 언어의 사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정지용 시의 모더니즘은 
단순히 서구 미 모더니즘의 향 하에 그들이 마련한 형식을 따르는 수준의 것
이 아니라 그의 사상을 지탱하고 있는 신앙과, 1930년 의 시 적 상황에 한 치

한 고민을 통해 조선에서의 모더니즘은 어떻게 수용되고 발전되어야 하는가에 
한 고민의 흔적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이는 세계적 보편으로서의 모더니티를 추

구함과 동시에, 가장 조선적인 방법으로 그 보편에 나란히 하고자 하는 시인의 욕
망의 발현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장에서는 정지용이 ‘육화적 이미지’가 위치하고 있는 ‘장소’를 白鹿潭을 통해 
마련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 다. 鄭芝溶詩集이 시를 통해 이미지를 구현하는 
방식에 한 고민을 담은 시집이었다면, 白鹿潭은 이미지를 표현하는 완숙된 기
법을 기반으로 하여 그러한 이미지들이 담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려는 의도를 
지닌 시집이라고 볼 수 있다. 

4.1절에서는 <수태고지> 그림에서 ‘신비의 현현’을 가능하게 하는 ‘형상’이 어떻
게 작용하는지 살피고, 이를 통해 이미지의 근원이 되는 장소를 탐색해 보았다.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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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톤의 티마이오스에서 제시되고 있는 공간 개념은 비가시적이지만 무한한 잠재
성을 가진 ‘장소’의 특징을 설명한다. 이것은 <수태고지>에서 ‘마리아’가 가지는 
‘장소성’과 유사하다. 이미지가 발생하는 곳으로서의 장소, 이미지의 근원이 되는 
장소 역시 이러한 잠재성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수태고지> 그림에서 
형상이 작용하는 방식과, ‘마리아’가 가지는 ‘장소성’을 이해할 때, 그것이 구원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지용의 白鹿潭의 상징을 파
악하게 된다. 정지용은 그가 초기부터 관심을 가져왔던 ‘신성’이라는 주제를 ‘형상’
을 통해 드러내며 ‘백록담’이라는 장소에 ‘구원’의 의미를 담아 놓고 있기 때문이다.

4.2절에서는 白鹿潭이 후기 시의 표적인 이미지라 불리는 ‘산’ 이미지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소의 이동’에 따라 부(部)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음
을 밝히고, 이를 통해 구체화된 육화적 이미지가 자리한 장소가 마련되고 있음을 
고찰하 다. 白鹿潭은 ‘산’에서 출발하여, ‘바다’, ‘도심’, ‘일상의 장소’로 계속해서 
이동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白鹿潭이 ‘기행(紀行)’ 시편이 아니라 상징
적인 장소로서 ‘백록담’을 상정하면서 그 장소를 연상하게 하는 자연의 ‘기호-형
상’을 여러 곳에 배치해 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시’가 곧 ‘민족의 얼’을 담아
내고 그 민족의 수준을 나타낸다고 할 때(｢시의 擁護｣), 정지용에게 시란 정신성을 
담아내는 수용체가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白鹿潭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시 형식은 정지용의 시를 보다 넓
은 차원의 모더니즘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다. 정지용은 가장 전통적이
라고 생각되는 것 속에서 근 의 형식을 이룩하려는 심오한 변증법을 시도하고 있
는 것처럼 보인다. 모던한 것으로서의 모던이 아니라 전통 속의 모던, 새로운 시각
을 열어주는 것으로서의 모던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白鹿潭
을 여백, 산문이라는 기법적인 형식의 측면에 주목하거나 정신주의, 전통 지향성
이라는 내용적 측면에 주목해왔다. 그러나 사실 정지용은 시  변화의 경계에서 고
전과 현 의 접점을 시의 내용과 형식의 조화를 통해 나타내어 ‘열렬한 민족’을 가
능하게 하는 ‘시’ 형식의 창조를 모색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지용은 
초기 시에서만 ‘모더니즘’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후기 시에서 오히려 완숙한 ‘모더
니즘’의 경지를 보여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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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Incarnational Imagery 
in the Poetry of Jeong Ji Yong

Sejin Jeo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shows that Jeong Ji Yong understood the relationship of 
poetry and language from the perspective of ‘incarnation,’ and that his 
poetic imagery is constructed through a sensory amalgamation of language 
and poetry which can be termed ‘incarnational imagery.’ In proclaiming that 
“The mystery of poetry is the mystery of language. Poetry corresponds 
with language incarnationally” in his essay on poetic theory, “Poetry and 
Language,” Jeong Ji Yong reveals his perception of poetry as a literary art. 
The concept of incarnation, referring to the achievement of materiality and 
taking on of a visible form by something invisible and immaterial, can be 
utilized beyond its religious dimension as an effective means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poetry, language, and imagery. With this in mind,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features of incarnational imagery as it 
appears in Jeong Ji Yong’s poetry and in so doing analyze his thought in 
constructing this imagery, thereby offering a new method for the 
interpretation of imagery.

In the history of modern Korean poetry Jeong Ji Yong exhibits an 
exemplary sense for language, offering lucid imagery that secures his 
position as the representative modernist of the 1930s. However, trapp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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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rmulaic interpretive frames of modernism and imagism, modernity 
and tradition, his works have not yet been fully understood or interpreted. 
In fact, his early poetry has been considered important in defining him as 
a modernist poet, but his first book of poetry, Poems of Jeong Ji Yong 
(1935), which collects these early poems, has not itself received much 
attention. It is for this reason that the first clue to understanding the 
aptness of incarnation as a perspective from which to view Jeong Ji 
Yong’s poetic imagery, specifically the cover illustration of this first book 
of poetry, has so far gone undiscovered.

Recogni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ainting and literature and the 
pursuit of an integrated art developed in the 1920s, and in the 1930s this 
grew into the phenomenon of interaction between literature and art, writer 
and painter. Considering this aspect of the contemporary literary world, 
the cover art of Poems of Jeong Ji Yong becomes an important clue to 
understanding his poetic orientation and demands interpretation. The 
painting on the cover is Italian painter and priest Fra Angelico’s The 
Annunciation. Surprisingly the techniques used to interpret the painterly 
symbols of Fra Angelico’s The Annunciation are similar in many ways to 
methods that can be used to interpret Jeong Ji Yong’s imagery.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show how methods of interpretation can be applied 
analogously in painting and literature and what effects such an approach 
can offer.

In order to do so I employ the concept of figurative signs. Using this 
concept I investigate Jeong Ji Yong’s intention in creating poetry that 
repeatedly and uses not only modified and difficult to understand words 
but also Chinese characters, foreign loan words, archaic words, dialect, 
onomatopoeia and other linguistic features in order to complicate the 
interpretive process. Through readings of the poems “Sea” and “The Peak 
Birobong” I show that Jeong Ji Yong did not seek to develop imagery 
simply as a poetic technique, but instead explored it as a means to rev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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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wer and dynamic nature of imagery. Next I investigate Jeong Ji 
Yong’s intention to develop multi-layered imagery using figurative signs, 
and then using the concept of dissimilar similarity I analyze this imagery’s 
method of reproduction. This provides the conceptual foundation to indicate 
that an imagery which contains the sacred is not only possible through the 
representation of an existing object, but can also be discovered in things 
which bear no resemblance to the sacred.

The clarity of Jeong Ji Yong’s imagery is achieved through a dense 
condensation of emotion and the use of the most precise language to 
express this emotion. His modernism must be read not merely as an 
attempt to follow the forms provided by the influence of the Western 
modernists, but as the traces of intense concern over how to receive and 
develop modernism in the context of 1930s Joseon. This is significant in 
that it may be seen as an  expression of his desire at one and the same 
time to pursue an international, universal modernity and also to attempt to 
stand in line with that universality through the method most appropriate to 
Joseon.

The result of these concerns reaches its most complete form in his 
second book of poetry, White Deer Lake. If Poems of Jeong Ji Yong 
consists of Jeong Ji Yong’s thoughts on a method to realize imagery 
through poetry, then White Deer Lake takes the mature technique for 
expressing images as its foundation and exhibits the intention to provide a 
place for those images. The incarnational imagery that appears in Jeong Ji 
Yong’s work reaches completion in White Deer Lake, and a specific place 
for this incarnational imagery to occupy is prepared in this book as well. 
In addition the new form of poetry visible in White Deer Lake provides a 
more spacious ground for interpreting Jeong Ji Yong’s modernism. He 
attempts through a profound dialectic to capture a modern form from 
within the most apparently traditional. He chooses not the modernity of 
modern things but a modernity inside tradition, a modernity which op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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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 new perspectives. Therefore in Jeong Ji Yong’s work up to White Deer 
Lake, a genealogy of his interest in the sacred is produced, and this is 
significant in that it makes possible a new perspective from which to 
interpret Jeong Ji Yong’s poetry in terms of movements in artistic and 
literary thought.

Keyword(s) : Incarnational Image, Incarnation, Modernism, Poems of Jeong 
Ji Yong Cover Illustration, Fra Angelico, The Annunciation, Figurative 
Signs(Signa Translata), Dissimilar Similarity, Plac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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