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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정현종 시편 전반에 나타나는 사물 인식의 근

본 원리를 밝히고, 정현종의 사물 인식이 시간에 대한 의식을 기

반으로 세계 인식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다. 사물의
꿈(1972)이라는 첫 시집의 제목이 말해주듯이 정현종은 초기부터

사물에 대한 관심을 보여 준 시인 중 하나이다. 정현종은 주체의

주관적 관점에서 사물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와 사

물 사이의 상호 역동적 관계에서 비롯한 상상력을 근간으로 한 시

적 이미지로 사물을 인식하고자 했다. 이러한 주체와 사물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 내에서 창조되는 시적 이미지는 사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 인식으로 나아갔다.

본 연구는 등단작부터 시집 한 꽃송이(1992)까지의 시 작품들

을 연구 범위로 설정하고 세 가지 시기 구분에 따라 논의를 전개

한다. 먼저, 2장에서는 그의 등단작부터 첫 시집 사물의 꿈
(1972)과 시선집 고통의 축제(1974)에 수록된 작품들을 초기로

구분하고, 그에 나타난 사물 인식의 근본 원리를 살펴본다. 레오나

르도 다 빈치의 비트루비우스 인간 을 변형한 사물의 꿈 표지
는 기하학적 도형에서 탈주하려는 인간의 형상을 담고 있다. 이는

정현종의 사물 인식이 고정적인 실체가 아니라 역동성을 사물의

본질로 삼았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러한 역동성은 주체와 사물의

비밀을 교통하는 거울 모티프를 통해 ‘방법적 사랑’이라는 사물 인

식의 방법으로 구체화된다. 이는 주체와 사물 사이의 역동적 상호

관계에서 나타나는 힘들의 변화를 통해 사물에 바탕을 둔 시적 이

미지의 창조성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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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에서는 나는 별아저씨(1978)과 떨어져도 튀는 공(1984)에
수록된 작품들을 중기로 구분하고, 정현종의 시와 시론에 나타나

는 ‘순간’에 관한 시간 의식을 바탕으로 시적 이미지의 창조성을

살펴본다. 시적 순간은 ‘말’을 통해 울림 있는 시적 이미지를 창조

하는 상상력의 공간으로 지평을 넓히게 된다. 정현종은 침묵을 강

요하는 당대의 상황을 ‘말’에 육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극복하려

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도부장수와 가객과 같은 전통적인 존재

를 호명함으로써 ‘말’이 억압된 현실의 기계론적 운동을 ‘정지’(순

간-말)시키고 교란(방랑)한다. 이러한 시각은 정현종의 시간의식이

1970년대 한국의 시 공간적 조건과 무관하다는 기존 연구의 관점

에 제고를 요청한다.

4장에서는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1989)와 꽃 한송이
(1992)에 수록된 작품을 후기로 구분하고 파블로 네루다 번역을

계기로 좀 더 구체화된 그의 사물 인식과 세계 인식으로의 확장을

살펴본다. 정현종에게 번역은 기존의 감각과 언어의 한계를 인식

하는 주체에 대한 객관적 거리를 확보하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체험을 주체적 언어로 표현해내는 창작 활동의 일환이었다. 특히

본고는 정현종의 번역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자신

이 적극적으로 친연성을 드러낸 파블로 네루다에 주목한다. 네루

다의 자연 인식은 사물에 대한 ‘회심(回心)’의 공간으로서 자연을

인식하는 정현종의 관점에 영향을 주었고, 이러한 영향은 정현종

의 시에서 ‘기리는 노래’의 형식으로 구체화된다. 후기에 나타난 정

현종의 자연 인식을 생태주의로 해석하는 기존의 관점과는 달리,

정현종에게 자연은 세계를 비약적이고 충동적인 힘들의 구성으로

인식하는 토대가 된다.

이렇게 정현종의 사물 인식은 정현종의 시 세계를 단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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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는 기존 연구의 경향성을 탈피하고 그의 일관된 문제의식을

해명하는 단초가 될 뿐만 아니라, 내면 탐구와 실존적 위기의식의

극복이라는 차원에서 사물 자체에 대한 관심을 부차적으로 취급하

였던 1960년대 시단에서 ‘사물의 독자성’에 천착하였다는 문학사적

의의를 갖는다.

주요어 : 정현종, 사물 인식, 역동적 상상력, 창조적 상상력, 비

연속적 순간, 육체 모티프, 사물시

학 번 : 2015-2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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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본고는 정현종(鄭玄宗, 1939~) 시편 전반에 나타나는 사물 인식의 근본

원리를 밝히고, 정현종의 사물 인식이 시간에 대한 의식을 기반으로 세

계 인식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물의 꿈(1972)이라
는 첫 시집의 제목이 말해주듯이 정현종은 초기부터 사물에 대한 관심을

보여 준 시인 중 하나이다.

1960년대 문단에는 4.19 혁명의 좌절과 근대화에 의한 소외감에 따라

실존적 위기의식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내면과 사물에 대한 관

심이 고조되었다.1) 정현종을 비롯해 황동규, 김영태, 오규원 등 1960년대

이후에 등장한 젊은 시인들은 1950년대 후기 모더니즘 운동과 언어 실험

을 통해 존재론적 탐구를 시도한 1960년대 실험시와 순수시의 계보를 잇

는다고 평가되어 왔다. 그 중에서 정현종은 시적 언어의 생동감과 역동

성을 부각시킨 “즉물적인 언어”를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는다.2) 이때 정

현종의 즉물적인 언어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둘로 갈린다. 다른 젊은 시

인들과 마찬가지로 언어의 실험성에 경도되어 관념성을 탈피하지 못한

것으로 취급되거나, 사물의 독자성과 그에 대한 체험에 도달하려 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인식을 보여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이다.3)

이러한 맥락에 따라 정현종에 대한 당대 비평은 그의 시에 나타난 관

1) 1960년대 시문학사의 한 축을 형성했던 ‘내면탐구’류의 시가 사물에 대한 관심으
로 나타났다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준오, 순수․참여와 다극화 시대 , 김윤식
외, 한국현대문학사 4판, 현대문학, 2005, 422면; 서진영, 정현종 초기시의 지
평구조와 의미양상 , 한국현대문학연구 16, 한국현대문학회, 2004, 77-78면; 문
혜원, 4․19혁명 이후 우리 시의 유형과 특징-1960년대의 한국 시문학사 , 이승
하 외, 한국 현대시문학사, 소명출판, 2005, 222면.

2)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2, 민음사, 2002, 369면.
3) 김주연에 따르면, 정현종은 사물을 시인의 주관적 감정 이입의 대상이 아닌 독자
성을 가진 시적 대상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물 인식과 구별됨을 밝혔
다. (김주연, 60년대 시인 의식 : 소시민 의식과 낭만주의의 가능성, 사상계,
196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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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성에 대한 비판과 사물 인식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공존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가령, 정현종을 추천한 박두진은 “경쾌와 둔중(鈍重), 심각․

침중한 죽음의 어둠과 발랄․건강한 생에의 비약적 탄력”의 엇갈림을 높

이 평가하는 한편, 정현종의 시에 “깊이 있는 사상”이 부족함을 지적하

며 “사회적 현실을 경시하거나 도피”하는 경향을 염려하였다.4) 정현종의

시가 서구 이론을 모방하면서 현실과 유리된 채 지적 우월성을 드러낸다

는 세간의 우려에 반하여5) 정현종의 즉물적인 언어가 지닌 가능성에 주

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김우창은 고통의 축제(민음사, 1974) 해
설에서 정현종 시의 출발점이 죽음이라고 밝히고 실존적 위기의식 극복

과 사물 인식을 관련시켰으며,6) 김현은 정현종의 실존의식을 관통하는

바람 이미지와 역동성의 관련성을 높이 평가하였다.7) 이러한 평가들은

역동성에 바탕을 둔 정현종의 사물 인식이 그의 시 세계에 있어 근본적

인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정현종의 시 세계를 본격적으로 조망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이어져온 선행연구는 대체로

1)‘죽음’, ‘바람(공기)’, ‘나무’ 등의 핵심 이미지 연구,8) 2)이미지의 근간이

되는 상상력에 주목한 연구,9) 3)정현종의 시 세계를 아우르는 주제의식

에 대한 연구,10) 4)시어와 기법 상의 특징 연구11)로 유형화될 수 있다.

4) 박두진, 시 천후기 , 현대문학, 1965.3, 67면·203면.
5) 최하림, 문법주의자들의 성채 , 김현 외, 우리시대의 작가연구총서 : 정현종,
은애, 1979, 101-115면; 염무웅, 유월의 시단 , 동아일보, 1970.6.30., 5면.

6) 김우창, 사물의 꿈 , 정현종, 고통의 축제, 민음사, 1974, 8-31면.
7) 김현, 바람의 현상학 , 김현 외, 우리시대의 작가연구총서 : 정현종, 은애,
1979, 13-35면. (김현, 바람의 현상학 , 김현 외, 한국현대 문학의 이론, 민음
사, 1972. 재인용)

8) 황치복, 鄭玄宗 詩 硏究 : 이미지와 時間 意識을 中心으로 , 고려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1996; 임현순, 정현종 시의 몸 이미지와 언어적 상상력 연구 ,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김인옥, 정현종 시에 나타난 춤의 기호 연구 , 인문
과학연구논총 34,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29-53면.

9) 박정희, 정현종 시 연구 - 공기 이미지를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엄경희, 정현종의 근원적 상상력으로서 나르시시즘: 『사물의 꿈』을 중심
으로 , 한국근대문학연구2, 한국근대문학회, 2001, 262-290면; 서진영, 정현종
의 詩와 時論에 나타난 연금술적 상상력의 의미 , 어문연구 39, 한국어문교육연
구회, 2011, 413-434면.

10) 최동호, 정현종 시와 노장적 불교적 상상 , 작가세계2, 작가세계, 1990,



- 3 -

먼저, 정현종 시에 나타난 핵심 이미지 연구는 앞서 김현이 주목한 ‘바

람’ 이미지의 자장 아래 정현종 시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의 숨은 의미를

해명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논의들이 내세우는 바람이나 공

기와 같은 단일한 이미지가 역동성에 기반한 정현종의 사물 인식이 시간

의식이나 세계 인식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포섭하기에는 지나치게 단편적

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예를 들어 정현종 시에 나타난 공기 이미지의 변

모를 다룬 박정희는 공기의 성격과 역동적 상상력을 연결시킨 바슐라르

의 이론을 활용하여 정현종을 분석하고 있다.12) 그의 논의는 정현종의

사물 인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역동성에 초점을 맞췄을 뿐만 아

니라, 그것을 빈번하게 등장하는 공기 이미지의 의미론적 관계를 통해

해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공기 이미지가 함축하는 역동성

이 구체적으로 확장·전개되는 과정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사물 인식이라

는 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정현종 시의 이미지들을 상상력의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는 기존

연구의 단편성을 넘어서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13) 하지만 이러한 유

형의 논의들은 앞선 유형과는 반대로 이미지가 작동하는 방식이나 그것

108-125면; 최예인, 정현종 시의 변모 양상 연구 ,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손효진, 정현종 시에 나타난 사물의 자기동일성 연구 , 부산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00; 조별, 정현종 시의 타자 의식 연구 : 초기 시를 중심으로 , 성신여
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김규진, 정현종 시 연구 , 경원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2008; 정예인, 정현종 시 연구 : 생태적 상상력과 공동체 의식을 중심으로 ,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11) 김수림, 김지하 정현종 초기 서정시의 물질적 상상력과 문체 , 고려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1.; 류보희, 정현종 시 미학 연구 ,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2002; 소필균, 정현종시의 인지시학적 연구 : 공간의 은유적 확장을
중심으로 ,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오수연, 정현종 시 연구 , 충남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2014.

12) 박정희, 위의 글.
13) 황치복, 鄭玄宗 詩 硏究 : 이미지와 時間 意識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1996; 이소영, 정현종 시에 나타난 생태학적 상상력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전정은, 정현종 시에 나타난 생태적 상상력 연구, 경성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구성호, 정현종 시에 나타난 관능적 상상
력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서진영, 정현종의
시와 시론에 나타난 연금술적 상상력의 의미 , 어문연구 39, 2011, 한국어문교
육연구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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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관통하는 문제의식을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

다. 가령, 임현순의 논의는 김현이 일찍이 주목한 이미지의 역동성을 바

슐라르의 ‘물질적 상상력’과 ‘역동적 상상력’으로 해명하려 하지만, 정현

종의 시에서 바슐라르의 상상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14)

정현종 시의 주제의식에 대한 연구는 이미지 및 상상력에 주목한 기존

연구의 한계로 인해 자연스럽게 요청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연구는 사물의 자기동일성, 비극적 세계 인식, 생태학적 상상력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15) 특히 사물의 자기동일성에 초점을 맞춘

손효진의 연구는 정현종의 사물 인식을 중요한 문제의식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16) 하지만 정현종의 시 세계 전체를 아우

르면서 본격적인 분석을 시도하기보다는 정현종을 이해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이는 정현종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나 당대 비평에서 드러나듯이 정현종 시에 나타난 사물 인

식을 직접적으로 다룬 논의가 드문 탓이라고 할 수 있다. 비교적 최근에

는 정현종 시 세계를 분절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하나의 연구 경향으로

두드러지고 있지만,17) 이러한 경향에 속하는 논의들 역시 앞서 이미지

및 상상력 연구가 지녔던 단편성의 한계를 반복하고 있을 뿐, 사물 인식

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전개하지는 못한다.

이와는 독립적인 맥락에서 정현종의 시에 나타난 시어와 기법 상의 특

징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18) 이러한 연구는 정현종 시의 형식적 특징을

14) 임현순, 위의 글.
15) 최예인, 정현종 시의 변모 양상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김인옥,

정현종 시세계 연구 : 생명에 관한 상상력과 문체론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16) 손효진, 정현종 시에 나타난 사물의 자기동일성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00.

17) 서진영, 정현종 초기시의 지평구조와 의미양상 ,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회자
료집, 한국현대문학회, 2004; 조별, 정현종 시의 타자 의식 연구 : 초기 시를 중
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박현준, 정현종의 후기 시 연구 :
공동체 의식과 생명 옹호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정예인,
정현종 시 연구 : 생태적 상상력과 공동체 의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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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으로 조망하지 못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탈피하려는 시도지만, 첫

번째 유형과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이미지에 천착하는 바람에 그것이 환

기하는 문제의식을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예외적으

로 서진영의 논의는 정현종의 초기 시에 대한 현상학적 관점에서 수직적

시간과 수평적 공간에 관한 분석, 존재의 의미를 회복하는 실존적 공간

으로서 ‘방’의 의미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하지만 그의 논

의는 주제론의 성격상 1960년대 모더니즘의 자장 아래에서 정현종의 ‘방’

을 언급하고 있을 뿐, 정현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확장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긴다.19)

본고는 선행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본고의 문제의식과 관련하

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먼저 정현종 시에 나타난 사물

인식의 독특함이 빈번하게 언급되면서도 구체적으로 해명되지 못한 채

단편적인 이미지 연구에 머물고 있다. 사물 인식 자체에 주목하기 보다

는 이미지의 변모 양상에 따라 정현종의 시 세계를 구분하거나, 공기나

몸과 같은 단일한 이미지를 통해 정현종의 시 세계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사물 인식을 주변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 방식은 정현종의

시 세계를 특정한 이미지가 담고 있는 의미장 속으로 한정지음으로써 단

편적인 논의만을 생산하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초기 시에 등

장하는 이미지들을 사물 인식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정현종의 시 세계를

보다 폭넓고 일관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얻을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초기 시에서 두드러지는 육체 모티프를 사물 인식의 관점

에서 이해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정현종 초기

시에 나타난 육체 모티프가 사물 인식을 설명하는 주요한 테마라는 사실

을 외면한다. 이러한 시각은 정현종의 초기 시를 현학적이고 관념적인

것으로 평가함으로써 중기 및 후기 시와의 단절성을 부각시킨다. 다만

18) 류보희, 정현종 시 미학 연구,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소필균, 정현종시의 인지시학적 연구 : 공간의 은유적 확장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오수연, 정현종 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19) 서진영, 1960년대 모더니즘 시의 공간의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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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영의 논의는 정현종의 초기 시를 중심으로 메를로-퐁티의 이론을

통해 육체의 의미를 탐구함으로써 육체성을 정현종의 언어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20) 그러

나 서진영의 분석은 육체성에 대한 부각이 정현종의 사물 인식과 맞닿아

있음을 해명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정현종 초기 시에 나타나는 육체성에 대한 강조는 사물의 본질을 고정

적인 실체성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역동성으로 보는 정현종의 사물 인식

을 단적으로 반영한다. 이러한 인식은 ‘춤’과 ‘육체’라는 두 가지 모티프

의 상호 관계에서 두드러진다. 이것은 비연속적인 순간에 바탕을 둔 중

기의 시간의식과 독자적인 자연 인식을 바탕으로 한 세계에 대한 사유로

확장된다. 왜냐하면 정현종의 후기 시에 나타나는 원초적 생명력에 대한

경이는 실체적 자연을 긍정하는 단순한 생태주의가 아니라 육체의 역동

성에 기초한 시간 및 자연에 대한 인식에 가깝기 때문이다. 따라서 육체

성과 사물 인식의 관계에 주목하는 것은 이미지나 상상력의 문제가 부각

되는 초기와 생명의식에 주목하여 생태주의로 해석되는 후기 간의 단절

을 넘어서려는 시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고는 2장 1절에서 육체 모티프에 초점을 맞춰 정현종의 사물 인식을 해

명하고, 이러한 부분이 정현종 시의 근간을 이룬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둘째, 정현종의 시와 바슐라르의 상상력 이론 사이의 관련성이 지나치

게 피상적인 차원에서만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현종 시의 특정한

이미지가 바슐라르가 제시한 상상력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 정현종 자신 또한 1974년 아이오와 대학에

서 바슐라르의 저서를 본격적으로 접하는 등 그의 영향력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21) 하지만 정현종의 시를 바슐라르의 상상력 이론으로 해명

20) 서진영, 정현종 초기시의 지평구조와 의미양상 ,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회자
료집, 한국현대문학회, 2004, 81-82면.

21) 바슐라르에 대한 정현종의 이해는 상당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그는 아이오와 대
학에서 바슐라르를 영어 번역으로 처음 접하고 나서 영어 혹은 한글로 번역된 바
슐라르의 책을 모두 섭렵하였다는 사실과 바슐라르와의 남다른 친연성을 한 인
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다. 정현종 문장 인터뷰 참조. 정현종·이선영, “시는 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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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연구의 대부분은 시의 형식과 바슐라르의 상상력이 구체적으로 어

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바슐라르 이

론에 대한 정현종의 이해와 수용의 한계에 대해서 언급하는 분석능력이

결핍된 채, 상상력이 이미지 창조의 능력이라는 바슐라르의 명제를 동어

반복하거나 바슐라르가 제시한 4원소의 의미를 정현종에게 그대로 대입

하는 식이다. 가령, 임현순은 .몸 이미지와 그 변용형태로서의 이미지를

기능적 동질성에 의해 연결시키고 있다. 그러나 정현종의 시에 나타나는

‘발’, ‘눈’, ‘손’, ‘배’와 같은 이미지를 기능과 역할에 따라 ‘날개’, ‘귀’, ‘혀

와 입’ 그리고 ‘풀과 자궁’이라는 바슐라르의 이미지로 연결시키며 이미

지의 가동성을 상실한다. 이러한 이미지는 기실 이미지라고 할 수는 없

고 메타포에 지나지 않는다.22)

이러한 사실에서도 알게 되듯이 정현종이 바슐라르에게 영향을 받은

것은 명백하지만, 그가 바슐라르의 이론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보기는 어

렵다. 왜냐하면 정현종은 1974년 이전에 발표한 독무 , 화음 , 사물의

정다움 등에서부터 사물에 내재한 역동성에 기반한 사물 인식의 단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현종은 바슐라르의 인식 방법론을 ‘방법

적 사랑’으로 변용한다. ‘방법적 사랑’이 중요한 것은 시적 이미지의 생성

이 역학적 패턴들의 차이를 전제조건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정현종의 초

기 시에 나타나는 거울 모티프와 사이에 대한 감각은 사물의 역동성이

힘들의 차이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본고는 2장 2절에서 정현종 시 세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물 인식을 바

슐라르의 역학적인 인식론을 통해 해명하고자 한다.

기 전에 결정된다”, <<http://webzine.munjang.or.kr/archives/7860>>, , 문장 웹
진, 2005.8.23.

22) 선행연구에서 이미지라고 규정하고는 있지만, 그 해석은 실질적으로 메타포의
차원에 머문다고 할 수 있다. 바슐라르는 공간의 시학에서 이미지와 메타포는
다르다고 말한다. “고전적 심리학에서는 시적 이미지를 거의 다루지 않는데, 흔히
그것을 단순한 메타포와 혼동한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이미지라는 말은 심리학자
들의 저서에서 크게 혼돈되어 쓰이고 있다 - 이미지를 본다고도 하고, 이미지를
재현한다고도 하고, 이미지를 기억 속에 간직한다고도 한다. 상상력의 직접적인
산물이라는 것 이외에는 이미지는 무엇이나 되는 것이다.”(가스통 바슐라르, 곽광
수 역, 공간의 시학(이하 공간), 동문선, 2003, 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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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기존의 연구에서는 정현종의 시간 의식이 불연속적 시간관에 입

각하고 있으며, 이것이 1970년대의 역사적 현실에 대한 대응 방식이라는

점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였다. 가령, 황치복의 논의는 시기에 따라 정

현종의 시간 의식을 수직-수평-환원으로 구분하고, 초월-동시대에 대한

관심-신화적이라는 의미에 대응시킨다. 이러한 분석은 정현종의 시간의

식이 어떠한 사상적 바탕과 구체적 정황 속에서 형성되었는지 밝혀내지

못한다. 옥타비오 파스의 시와 역사 를 바탕으로 정현종의 ‘순간’을 조

망한 조강석은 사물-사회-우주로 이어지는 정현종 연구의 패턴이 총체

성에 대한 지향이라고 비판한다.23) 하지만 정현종의 ‘순간’에서 1970년대

와의 관련성을 탈각시킨 점, 정현종의 사물을 이질적인 것들의 궁극적인

통합으로 이해한 점에서 총체성의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논리적 자

기모순을 드러낸다.

바슐라르의 비연속적 순간의 개념은 정현종의 ‘박명’을 해석하는 유효

한 틀이 될 수 있다. 바슐라르에 따르면, 상상력을 통해 포착된 이미지는

과거의 현재성과 미래의 현재성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의식의 차

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박명’은 낮과 밤의 경계가 되는 시간으

로서 서로 이질적인 것들의 대립을 통해 구현되는 순간적인 정지를 가리

키는 것이다. 따라서 ‘박명’은 서로 다른 힘들의 관계라는 사물 인식의

전제를 시간의 맥락에서 구체화한 것으로서, 정현종이 1970년대 말의 가

능성을 억압하는 “기계론적인 운동”24)에 대응하는 논리였다고 할 수 있

다. 박명의 시학에 담긴 정현종의 시간의식은 1970년대의 정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현학적이고 관념적인 시인으로 취급되

었던 정현종에 대한 문학사적 평가가 다시 제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3장 1절에서 정현종의 박명의 시학을 바슐라르의 ‘비연속적 순간’

23) 조강석, 깨진 거울과 고장난 시계, 그리고 꽃 한송이-정현종과 순간의 성화 ,
정과리 외, 영원한 시작, 민음사, 2005, 155-178면.

24) 바슐라르의 이론에 따르면 “기계론적 운동”(묘사)은 “역동론적 철학”(산출)의 대
립되는 개념으로, “운동에 관한 객관적이고 가시적인 연구”를 말한다. 이는 베르
그송 이론에 대한 바슐라르의 비판으로, 역동적 상상력과 물질적 상상력이 결여
된 변화와 생성이 없는 지속을 말하는 것이다. (가스통 바슐라르, 정영란 역, 
공기와 꿈, 이학사, 2001, 449-47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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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명하고자 한다.

넷째, 정현종의 시간 의식을 다룬 기존의 연구에서는 ‘순간’의 잠재력

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한계를 갖는다. 가령, 오수연의 연

구는 정현종 시에 나타난 시간의식이 근대인의 전통적 시간과 달리, 지

각의 양태로서의 시간으로서 과거, 현재, 미래로 단절되는 개념이 아니라

지속되는 시간으로서 잠재적으로 존재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잠

재성이 발현되는 매개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이 없으면 관념적인 차원에 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정현종이 도부장수와 가객과 같은 전통적인

존재를 호명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정현종의 중기 시에서 도부

장수와 가객은 과거에서 호명된 인물들로서 기계론적 운동을 ‘정지’(순간

-말)시키고 교란(방랑)하는 존재로 등장한다. 이렇게 정현종이 도부장수

와 가객과 같은 전통적인 존재를 가져오는 것은 그의 시간의식이 1970년

대 한국이라는 시공간적 조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것은

당시 창작과비평, 문학과 지성 등의 계간지에서 새롭게 제기된 전통

론의 맥락과 함께 이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고는 3장 2절

에서 1970년대 계간지 담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도부장수나 가객과 같

은 인간 형상에 반영된 시간의식을 해명하고자 한다.

다섯째, 기존의 정현종 연구는 시인의 번역활동과 같은 문학적 시도에

대한 포괄적인 고려 없이 접근함으로써 그의 시를 현학적이고 관념적으

로 이해하였다. 정현종은 창작활동과 함께 다수의 문학작품을 번역하였

고 그 영향관계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25) 정현종에게 번역활동

25) 대학 졸업 후, 신태양사에 입사하여 世界思想大系(신태양사, 1965)의 번역 검
토 및 교정을 담당했다. 이후, 정현종은 김수영이 완성하지 못했던 James
Baldwin의 또 하나의 나라(신구문화사, 1968)를 완성하며 본격적으로 문학작품
을 번역하기 시작한다. W.B. Yates, 첫사랑 (민음사, 1973); Richard Bach, 갈
매기의 꿈 (문예출판사, 1973); Robert Frost, 불과 얼음 (민음사, 1973); Kahlil
Gibran, 매혹 (민음사, 1973); Carson McCullers, 슬픈 카페의 노래 (문예출
판사, 1974); Krishnamurti, J, 홍성신서 76 : 크리슈나무르티 (홍성사, 1978);
Krishnamurti, J,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정우사, 1979); Pablo Neruda, 
(Selected Poems)스무 편의 사랑의 시와 한편의 절망의 노래(민음사, 1989);
F. Scott Fitzgerald, 위대한 개츠비 (어문각, 1993), (문예, 2000); Alain
Bosquet, 달리와의 대화 (열화당, 1994); Federico García Lorca, 강의 백일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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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존의 감각과 언어의 한계를 인식하는 주체에 대한 객관적 거리의

확보이자, 경험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체험을 다시 주체적 언어로 표현

해내는 하나의 창작 활동의 일환이었다.26) 그 중 파블로 네루다 번역은

그의 번역 작품 중 상당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사물 인식의 확장이자

새로운 형식의 성립의 계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현종의 네루다 번역

같은 경우, 양적으로 연구 논문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할뿐더러 그러

한 논의들조차도 정현종의 오역이나 정현종과 네루다와의 친연성에 주목

하는 데 그쳐왔다. 따라서 정현종의 네루다 번역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논의는 본고가 최초라고 할 수 있다.

네루다 번역이 정현종에게 미친 영향과 그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선행 작업을 필요로 한다. 먼저, 정현종이 번역에

활용한 텍스트를 서지학적인 관점에서 추적해야 한다. 네루다의 시는

1968년 김수영에 의해 최초로 국내에 소개된 이후 대부분 정현종에 의해

번역되어 왔으며, 정현종은 그러한 작업을 통해 훈장까지 수여받은 바

(민음사, 1994); Pablo Neruda, 100편의 사랑 소네트 (문학동네, 2002,
2009); Pablo Neruda, 네루다 시선 (민음사, 2007); Pablo Neruda, 스무
편의 사랑의 시와 한편의 절망의 노래(민음사, 2007), Pablo Neruda, 충만
한 힘 : 파블로 네루다 시집 (문학동네, 2007, 2012); Pablo Neruda, 질문의
책 (문학동네, 2013); Pablo Neruda, (정현종 시인의 사유 깃든) 네루다 시
여행 (문학판, 2015); Rainer Maria Rilke, (정현종 시인의 사유 깃든) 릴케 시
여행 (문학판, 2015); Federico Garcia Lorca, (정현종 시인의 사유 깃든) 로르
카 시 여행 (문학판, 2015) 총 20권의 문학관련 저서를 번역했는데 그 중 7권이
모두 파블로 네루다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은 파블로 네루다에 대한 그의 애정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26) 정현종, 문학적 공동체-번역에 대하여 , 두터운 삶을 향하여, 문학과 지성사,
2015, 123-135면 참조. : “번역이란 텍스트를 기꺼이 반복해서 읽는 행위이며 또
한 베끼거나 ‘다시 쓰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렇게 개인적인 감동에서 출발한 번
역은 공동체의 정신과 감정을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한다. 어떤 넓고 깊은 정신
과 아름다운 감정의 번역은 말할 것도 없이, 번역자를 자국어의 감옥에서 해
방하고, 역자와 함께 그 번역을 읽는 사람들을 ‘나’라는 감옥에서 해방한다.
(…) 특히 시의 번역은, 번역자의 상상력과 감수성, 언어 감각 따위들이 원작자와
비슷한 수준이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나의 변함없는 생각이다.
(…) 번역에서도 번역되는 작품의 이미지나 표현 방식에 전적으로 찬동하면서
그 작품의 숨결조차도 자세히 느낄 때 이루어지는 육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번역이 어느 정도 창작이라는 걸 알고 있고 전혀 다른 언어로 재
탄생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리고 그런 만큼, 좋은 번역일 경우 번역 작품의 독
창성도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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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정현종은 스페인어를 구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영역본을 중역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 시인 로버트 블라이의

영역 판본이 활용되었다. 둘째, 번역이라는 행위, 그 중에서도 정현종이

택할 수밖에 없었던 중역이라는 조건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정현종

이 미국 방문을 통해 깨달은 제3세계 문학에 대한 관심을 고려할 때, 그

의 언어적 조건상 택할 수밖에 없었던 중역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셋

째, 네루다 번역이 정현종의 시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인 형식의 차원에

서 조명하여야 한다. 네루다 번역의 영향은 정현종의 시에서 ‘기리는 노

래’라는 형식에 나타난다. 따라서 본고는 4장 1절에서 정현종의 사물 인

식이 파블로 네루다 번역을 계기로 확장되었음을 서지학적인 작업과 번

역의 의미, ‘기리는 노래’의 형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해명하고자 한다.

여섯째, 기존의 연구는 정현종 후기 시에 나타난 자연에 대한 관심을

생태학적인 차원과 연결시킨다. 이러한 해석은 초기의 관념성과 대비하

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구차한 의도를 지닌다. 정현종은 네루다의 시

를 번역할 때 그의 시를 “인공 자연”이라고 일컬으며 ‘자연’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때 자연은 단지 생태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재

능(정서적, 지적, 체질적 성능과 성질)과 몸으로 겪은 것, 즉 몸속에 축적

된 오감의 감각 체험”27)까지를 포함하는 말이다. 특히 그는 어린 시절

체험의 공간으로서의 자연을 이야기한다. 이는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이

아닌, 몽상을 통한 ‘회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4장 2절

에서 바슐라르의 주체와 대상(자연)의 ‘조성 작용’을 통해 주체와 대상의

힘의 대립과 그 대립이 만들어 내는 리듬을 파악하고자 한다.

27) 정현종, 책머리에 , 파블로 네루다 저, 정현종 역, 정현종 시인의 사유 깃든 네
루다 시 여행, 문학판, 2015, 10-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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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시각 및 방법론

본고는 정현종의 시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사물 인식이 핵심적이라

고 본다. 따라서 사물의 시사적 맥락과 사물에 대한 가스통 바슐라르

(Gaston Bachelard, 1884-1962)의 이론을 주된 연구의 시각으로 삼고자

한다.

먼저 사물에 대한 시사적 맥락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뉠 수 있

다. 하나는 독일시의 전통에서 사물의 객관적인 특징을 기반으로 사물의

내밀한 영역에 도달하고자 하는 ‘사물시’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신비평가 존 크로우 랜섬(John Crowe Ransom, 1888-1974)이 규정한 사

물의 객관적인 묘사를 통해 사물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고자 하는 ‘즉물

시’의 개념이다.

사물시는 독일어 ‘Dinggedicht’28)의 번역어로, K.Oppert가 릴케의 신
시집Nueu Gedichte을 비평할 때 독일시인 에두아르트 뫼리케(Eduard

Mörike, 1804-1875)와 콘라트 페르디난트 마이어(Conard Ferdinand

Meyer, 1875-1926)의 작품과 비교하면서 개념화한 문예비평용어이다.29)

19세기는 낭만주의가 쇠퇴하고 사실주의 시문학이 떠오르는 과도기로,

이 무렵에 형성된 사물시는 “형성(Werden)의 시로부터 존재(Sein)의 시

로 새로운 변혁”이라는 관점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30) 이러한 맥

28) “Dinggedicht”, The New P 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3rd
ed., 1993.: “(Ger. “thing-poem”) : A type of poetry that seeks to present
concrete objects (or a pictorially perceived constellation of things) with
factual precision and in symbolic concentration. This descriptive exactitude
results from a process of intense observation that yields insights, often
epiphaneous in their overpowering suddenness, into the essential
nature of things.”

29) 김재혁, 릴케 고유의 "앞세우기" 이론을 통한 "사물시" 분석 , 독어독문학77,
한국독어독문학회, 2001, 72면.

30) 노태한, 독일시 – 운율론과 시사, 한국문학사, 2004, 194-195면. : “19세기 독
일은 산업사회의 발전으로 자연과 자아의 조화는 사라지고 체험의 대상도
인간 내면의 영혼으로부터 외부 물질세계의 사물로 바뀌어갔다. 이에 따라
시인도 주관적 내면의 세계로부터 객관적 사물의 세계로 눈을 돌리게 되었으며,
이러한 객관화의 시도가 소위 사물시의 형태로 나타났다. 예술적 조각이나 동
상, 또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사물이나 동물을 대상으로 다루었는데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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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에서 릴케의 사물시는 “주체의 견해를 배제한 객관적인 서술 및 묘사

에 치중”함으로써 사물의 본질에 접근하는 시로 평가되었다.31) 특히 시

각적 표현이 두드러지는 묘사로 인해 사물시는 이미지즘의 계보에 분류

되기도 한다.32)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입장에 반대하며, 릴케

의 사물시를 “시인의 존재 상황에 대한 상징”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33)

사물시가 아무리 물적이라 하여도 시인이 쓴 작품인 이상 완전히 물적일

수만은 없기 때문에 시인의 주관적 인식이 사물에 투영된다는 것이다.

로댕과 세잔 등의 회화적 영향으로 인해 신시집에서 사물에 대한 릴

케의 시각적 심상이 두드러지는 것은 사실이다.34) 그러나 이전과 이후

를 통하여 그 대상을 재창조하면서 그 사물의 진정한 본질과 거기에 내재하는
존재의 법칙 내지는 상징적 의미를 추출하고자 했다. 독일의 사물시는 오랜 전
통을 지닌 분위기 시, 체험시, 관념시를 창조적으로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정
치적 참여시와도 전혀 달랐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학사적 의미를 갖는다.”

31) 김재혁은 로버트 파에지(Robert Faesi)를 비롯한 다수의 연구자들이 사물의 본
질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인의 주관을 배제하는 객관적 서술 및 묘사의
장르로 보고 있다고 서술한다. (김재혁, 위의 글, 73면.; 김재혁, 모방인가, 추상
인가-릴케의 ‘사물시’에 대한 소고 , 독일문학 16, 한국독어독문학회, 2010,
25-26면. 참고)

32) “Dinggedicht”, op.cit., : “More convincing evidence for the modified
relevance of his[인용자: K.Oppert’s] concept may be found in the
poetics of imagism (i.e. Pound’s definition of “image” as ”that which
presents an intellectual and emotional complex in an instant of time”)
in T.S. Eliots’ notion of the ‘objective correlative’, and in the importance
that the early poetry of W.C. Williams (“no ideas but in things”), M.Moore,
G. Stein and W.Stevens attached to unprejudiced observation in the search
for poetic truth.”

33) 베른하르트 블루메(Bernhard Blume)는 시적대상들은 시인의 다른 의도를 위한
하나의 비유 또는 상징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시인의 주관을 무조건적으로 배제
하고 객관적 묘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릴케의 사물시의 목적이 아님을 밝
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영애와 김재혁은 릴케의 사물시가 단지 객관적
사물 묘사로만 이루어진 시가 아니고 시인의 내면세계가 투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34) 릴케는 초기에 시를 “순간에 찾아오는 영감”으로 생각하며 내면에 귀를 기울인
감상적이고 몽상적인 시가 주를 이루었다. 형상시집(1902)에 이르러서는 외부
세계의 사물들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는 전환기가 나타난다. 이후 로댕론
(1902~1907) 집필 시기와 관련하여 미술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그는 ‘보는 방법’
에 대해 깨닫게 되고 신시집(1907)에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 특히 표범 을
로댕에게 헌정하는 시로 그의 사물시적인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난다. 시인이 느
꼈을 감정이 배제된 채, 표범의 눈과 움직임에 집중하여 대상을 표현한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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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당대의 산문에서 릴케가 추구하고자 했던 사물시는 단순히 외부

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수동적인 방식이 아니다. 릴케가 외부

세계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영혼을 관찰하는 법을 배

우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듯이, 사물시는 주체의 내면 공간에서 새로

운 시적대상으로 변용하는 적극적인 영혼의 행위이다.35) 사물에 대한 관

찰 없이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관찰을 바탕

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주체의 내면 공간 내에서 사물의 내밀함을 밝히는

것이다.36) 따라서 릴케적 사물시에서 ‘사물’은 “인간의 내적 체험에 가장

근접한 사물이자, 인간의 어떤 가능(可能)에 대한 암시(暗示)의 기능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37) 이러한 관점에서 외부세계를 인지하는 “감

각기관들까지도 안을 향해 열려있는” 정현종의 “역동적 고요의 공간”은

사물의 내밀성을 인식하는 주체의 ‘내면 공간’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랜섬의 이론을 바탕으로 릴케의 사물시와 다른 즉물시 개념

을 구분하고자 한다.38) 신비평가인 랜섬에 따르면, 시는 “세상을 개선하

나 이때 릴케의 목표는 표범의 외면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사물에 대한 제대
로 된 앎에 도달하는 것, 사물의 본질에 도달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관찰을 바
탕으로 사물에 집중하”며 그 가운데 시인의 생각이 비추게 되는 것이 바로 사
물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나아가는 릴케의 사물시다. (장현경, 릴케의 『로댕
론』에 대한 미학적 해석 : 하이데거의 사물 개념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미
학과 석사 학위논문, 2018 참조)

35) 라이너 마리아 릴케, 신혜양 역, 현대시 , 정현종 외 편, 시의 이해, 민음사,
1983, 320면. :“사물들에 대해서 말하는 대신에 사물들을 가지고 말하기, 즉
<주관적으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 인간은 이전에 외적인 환경을 관찰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의 영혼을 관찰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
다. (…) 즉, 객관적인 수업시대에서는 자기 자신의 외부에서 찾았었던 모든 것
을 자기 내부에서 더 풍부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재발견한 것입니다.”

36) 라이너 마리아 릴케, 신혜양 역, 현대시 , 정현종 외 편, 시의 이해, 민음사,
1983, 318면. “예술이란 협소함과 어두움을 넘어 크고 작은 모든 사물들과 대
화를 나누고 그리하여, 끊임없는 대화들 속에서 모든 생명의 나지막히 흐르는
원천에 다가가려는 개인의 노력으로 보입니다. 사물들의 신비는 그의 내부에서
그 자신의 심오한 감각들과 융해되어, 마치 그 자신의 동경이기나 한 것처럼,
그에게 알려집니다.”

37)전영애, R.M. Rilke의 사물시 - 신시집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4, 117-118면.; 김은정, 김춘수와 릴케의 비교문학적 연구 , 어문연구 32,
어문연구학회, 1999, 330면.

38) 랜섬의 이론을 기반으로한 김춘수와 문덕수의 시론에서 랜섬의 ‘physical
poetry’를 사물시로 번역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주체의 내면 세계에 대한 반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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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이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이고 무효화할 수 없는 대상들로

이루어진 세계”이다.39) 이러한 존재론적 시론 아래 그는 ‘사물의 사물성

(things in their thingness)’을 다루는 즉물시(physical poetry), 관념

(idea)에 초점을 맞추는 관념시(platonic poetry), “너무 현실적”이거나

“너무 이상적”인 두 시의 단점을 지양한 형이상학적인 시(metaphysical

poetry)로 구분한다. 형이상학적인 시는 즉물시를 바탕에 두고 그 위에

사유와 관념, 이성 등의 역할을 강조한 시로 “도덕적 효과(사상의 선함)”

와 “심미적인 효과(사물의 아름다움)”을 혼합한 것이다.40)

랜섬의 신비평이론을 참조하여 시론을 전개한 문덕수는 physical

poetry를 “사물 자체를 아무런 선입견 없이 객관적으로 형상화한 것”으

로 정의하며 ‘사물시’로 번역했다. 반면 김춘수는 platonic poetry를 본인

의 시적 특징이라고 언급하지만, 오주리와 송승환을 비롯한 연구자들은

김춘수의 내면 탐구류의 시를 형이상학적인 시로 분류하고 있다.41) 따라

서 사물시의 개념의 혼란을 막고자, 본고에서는 사물의 사물성을 객관적

으로 묘사하고, 절대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하려는 시를 ‘즉물시’로 구분하

고자 한다. 다시 말해, 즉물시는 이미지즘 계열로 분류되어가는 사물시의

시적 특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930년대의 김기림이 시의

모더니티 에서 형이상학적인 근대시에서 즉물적인 시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의 주장과, 또 모더니즘 계열이 아닌 청록파 시인 박목월에게서 즉물

시의 모습을 찾았다는 김수영의 산문이 바로 이러한 관점으로 볼 수 있

다.42)

기반으로 한 사물에 대한 인식을 설명하고자하는 릴케의 사물시와 구별하기 위
해 physical poetry를 즉물시로 해석하고자 한다.

39) John Crowe Ransom, prologue The world’s body,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 Baton Rouge, 1965, pp.10-11.

40) John Crowe Ransom, Poetry : A Note in Ontology , The world’s body,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 Baton Rouge, 1965, pp.111-142.

41) 오주리, 김춘수의 ‘형이상시’의 ‘존재와 진리’연구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송승환, 김춘수 사물시 연구 , 중앙대학교 문예창작전공 박사학위 논문,
2008.

42) 김수영은 ‘즉물시’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가 모더니즘계열이 아닌 박목월에게서
그러한 시적 특징을 발견했다고 말하고 있듯 그에게 즉물시란 단지 사물의 형상
만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변용되어 나타나는, 본고의 사물시의 개념을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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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고는 주체와 사물과의 역동성에 초점을 맞추는 정현종의 특

징에 따라 랜섬의 ‘즉물시’보다는 릴케의 ‘사물시’와 정현종의 사물시를

같은 맥락에 두고자 한다. 사물시는 단지 사물의 객관적 이미지의 나열

이 아니라, 상상력을 활용한 대상 인식의 ‘변용’이 중요하기 때문이다.43)

특히 이러한 사물에 대한 인식을 “꿈”이라는 행위를 통해 파악하려고 했

던 정현종의 시적특징에 따라 보다 역동성을 강조하는 바슐라르의 시론

에 입각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바슐라르에게 ‘사물’이란 ‘시적 이미지’를 통해서 포착된다.44) 바슐라르

에 따르면 시적이미지란, 본질적으로 변용적인 것으로 개념처럼 구성적

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주체와 대상이 “서로 반사하며 끊임없이 활발하

게 역류하고 되역류하는 상관관계로 어우러져”있는 것이다.45) 이러한 관

계 속에서 모순된 이미지들은 단지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실제적

인 것들을 포착하길 원하며, 나타나는 것보다는 숨겨진 것에서 더 많은

실재성을 발견”하게 된다.

바슐라르가 사물들의 내면에 대한 몽상을 잘 표현한 시인으로 프랑스

의 대표적인 사물 시인 프랑시스 퐁주(Francis Ponge, 1899-1988)를 소

개했다.46) 퐁주는 사물을 인간의 주관적 시선이 아니라 사물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사물의 본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물과 자갈, 양초와

담배 등의 사물로만 이뤄진 사물의 편(1942)이라는 시집을 발표했다.

이렇게 객관적인 사물에 대한 인식을 강조했음에도, 그는 예술가와 사물

은 “돌격과 타격을 주고 받는 사이”로서, 예술가와 사물의 관계는 존재

양식이 되는 것이다.47) 세상의 많은 사물과 관계하는 예술가들에 따라

있다. 따라서 그의 후기 시편들 꽃잎 연작과 풀 은 사물시로 평가받고 있다.
43) 마광수, 시학, 철학과 현실사, 1997, 160면.
44) 박이문, 예술철학: 한국미학의 정수, 미다스북스, 2017, 352면. “바슐라르는 미
적 경험을 도출할 수 있는 이미지를 '시적'이라고 부르고, 예를 들어 새둥주리,
옷장, 서랍, 다락방 등의 물상을 시적 이미지라고 말한다. 이러한 사물 등이 우리
에게 미적 경험, 즉 '행복하게 하는 경험'을 갖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들이 인
간의 가장 행복한 상황을 상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45) 가스통 바슐라르, 곽광수 역, 공간, 46면.
46) 가스통 바슐라르, 정영란 역, 대지 그리고 휴식의 몽상, 문학동네, 2002, 23면.
47) 송욱, 현대시의 세계 , 문물의 타작, 문학과 지성사, 1978, 83-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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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다양한 존재양식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존재양식의 표현이 바

로 예술작품인 것이다. 결국 예술가만이 사물의 본질에 육박할 수 있는

것이다. 퐁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미국 시인 로버트 블라이(Robert

Bly, 1926~)48)의 ‘사물시(the thing poem)’는 사물의 치밀한 관찰과 함께

인생론적 명상이 강화되어는 특징을 갖고 있다. 로버트 블라이는 물상에

치중하는 시를 ‘물상시’ 또는 ‘사물시’로 분류하며, 작가 정신의 움직임과

사물 자체를 표현했다.49)

김준오에 따르면, “민주화와 산업화 사이의 갈등에서 빚어지는 1960년

대 전반기 4.19세대 또는 한글 세대의 욕망과 그 좌절 의식이 반영”된

허무의식은 ‘순수’와 ‘추상’으로 변용되었다. 이 때 추상은 “모든 존재에

대한 총체적인현실적 관념 체계와 시간․공간의 폐기” 즉, “세계 상실”

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세계 상실과 더불어 자아도 비인격적 존

재로 폐기된다. 그러나 세계 상실은 세계로부터 해방이기 때문에 “추상

적 세계와 추상적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가 되며, 현실적인 연관으로부터

해방된 순수한 관념”의 내면세계에 대한 탐구로 연결된다. 이러한 맥락

에서 정현종의 시는 “인간과 사물의 ‘내면적인’ 친화성을 추구하”고 “사

물의 재발견과 사랑이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한 방법론”이 되기 때문에

사물시로 분류된다.

정현종은 즉물적인 언어를 통해 사물의 내밀성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즉물시의 방법과 사물시의 방향성을 동시에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정현

종의 사물은 시적 이미지의 생성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정현종은 고정적인 대상으로서 사물을 인식하고 형태를

묘사하기 위해 언어에 집중하던 기존 인식의 틀을 깨고자 했다. 또한 사

물시가 삶의 무상감에 대한 실존적 의식에서 출발했다면,50) 정현종 시는

48) 스페인어를 하지 못하는 정현종은 파블로 네루다의 작품을 번역할 때 영역본을
중역함으로써 네루다를 소개했다. 이때, 그가 주로 참고했다고 밝힌 네루다의 선
집이 바로 로버트 블라이의 시선집 Neruda and Vallejo : Selected poems이었
는데, 그 또한 미국 내의 사물시를 구성해나갔다는 점에서 정현종의 사물 인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9) 이영걸, 블라이의 사물시와 산문시 , 영미시와 한국시 2, 한신문화사, 1999,
472-475면.

50) 전영애, 위의 글, 117면; 정길화, 릴케시의 사물 , 독일문학, 한국독어독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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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성을 가진 사물의 물질성에 초점을 맞추고 상상력(꿈)의 방법에 주

목했다는 점에서 당대 문단의 사물시와 구별될 수 있다.

현대문학으로 등단한 직후부터 정현종은 “꿈이 현실이 되고 현실이

꿈이 되는 모순적인 삶 속에서 그의 존재를 뒷받침해주는 것이 세목들

(또는 소도구들)”51)이라고 말하면서 사물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

었다. 정현종은 사물을 “물질적 대상들(object)뿐만 아니라, 비물질적 대

상들, 즉 정신적 대상들도 포괄하고 있고 우리의 정서적 현상들도 포괄

하는”것이라고 정의했다.52) 이러한 관점은 사물의 물질성과 인간의 정신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사물의 정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

준다. 사물의 물질성은 인간에게 의식됨으로써 상상력이 전개될 수 있는

질료를 제공하고, 인간의 상상력은 사물을 물리적인 제약으로부터 해방

하여 그 안에 담긴 역동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한다. 이제 사물은 원자

로 구성된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고유한 변화의 가능성을 지닌 이미지로

격상된다. 인간에게 주어진 선험적 조건인 시공간을 새롭게 인식하고 해

석하는 데에까지 나아간다.

사물 인식이 세계로 확장되는 과정은 상상력과 이미지에 대한 바슐라

르의 이론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정현종

은 1974년 아이오와 대학에 갔을 때 바슐라르를 처음 접했다고 밝히고

있다.53) 하지만 바슐라르와 유사한 주제는 등단 초기부터 정현종의 텍스

회, 1995, 168-170면.
51) 정현종, 천료소감 , 현대문학, 1965.8, 67면. “나는 나의 矛盾을 믿는다. 왜냐하면

나는 꿈을 믿기 때문에. 꿈을 믿으면서 ― 결국 나의 現實을, 四月의 밤에 밤늦게까지 놀
면서 친구들이 쌓아놓는 사과껍질이나 菓子부스러기, 성냥불같은 데 데어서 타는 살점, 그리
고 우리가 도둑맞았거나 잃어버린 것들을, 나의 存在를 받치고 있는 그 細目들을 나는 사랑
한다. 그것들은 꿈을 일으키기 위한 小道具임을, 그리고 그것이 또한 나의 宿命임을 알고 있
으므로.”

52) 정현종, 시와 감수성 그리고 그 대상 , 날자, 우울한 영혼이여, 민음사, 1975,
97면.

53) “바슐라르를 처음 접한 것이 74년 아이오와 대학에 갔을 때 영역(英譯)된 것으
로 『몽상의 시학』,『공간의 시학』 두 권을 구해 읽으면서입니다. 그 이후에는
영역된 것을 미국에 갈 때마다 다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곽광수 교수가 번역한
『공간의 시학』, 정영란의 번역인 『공기와 꿈』 두 권의 번역을 가장 좋아합니
다. 2년 전에 나온 『대지 그리고 휴식의 몽상』도 번역이 좋은 경우입니다.”(정
현종·이선영, op.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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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현종 및 바슐라르와

관련된 당대 문단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현종이 1974년 이전

부터 곽광수와 더불어 바슐라르 소개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는 김

현과 교유하였다.54) 이와 더불어 60년대 후반부터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송욱의 문학평전에 일찌감치 바슐라르가 언급되고 있다는 점까지 고

려한다. 바슐라르에 대한 정현종의 관심이 이른 시기부터 시작되었을 가

능성은 충분하다.

바슐라르는 자신의 상상력 이론을 전개하면서 형태적 상상력과 물질적

/역동적 상상력을 구분한다. ‘형태적 상상력’이 사물의 외연을 감각적으

로 모사하는 것이라면, ‘물질적/역동적 상상력’은 사물의 외연을 넘어 내

밀함을 포착하는 능력과 관계된다.

물질적 상상력과 역동적 상상력은 주체와 대상 사이의 ‘전이’와 ‘투사’

가 함께 일어나는 “참여(participation)”의 상태에서 상상력이 산출하는

이미지의 역동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것의 서로 다른 양태

라고 할 수 있다.55) 상상력의 질료라고 할 수 있는 사물의 기본 요소인

4원소에 초점을 맞출 때에는 물질적 상상력이 부각되고, 이러한 운동 양

식들이 구성하는 역학적 질서를 파악할 때에는 역동적 상상력이 강조되

는 것이다.56) 정현종이 “사물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이

노래하는 ‘그것’이 되는” ‘시적 동일성’을 주장할 때, 57) 이러한 시적 동

54) 김현은 1966년에 바슐라르의 불의 정신분석을 처음 읽었다고 한다. (김현, 解
說 , 가스통 바슐라르, 김현 역, 불의 정신분석, 삼중당, 1976, 198면.)

55) “4원소들 중 그 어느 것도 무기력한 상태에서는 상상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반대로 각각의 원소는 특별한 각자의 역동성 속에서 상상되기 때문에 그런 일
(인용자: 상상력은 고정되고 단일하다)은 없다. 상호 연계 관계를 유도하는, 여러
이미지들을 지휘하는 중심 이미지가 있는 법이다.(…) 하나의 물질적 원소는 상
상하는 정신 심리에 지속성을 제공하는 훌륭한 인도자로서의 원칙인 것이다. 결
국, 물질적 상상력에 의해 열정적으로 수용된 모든 원소는 역동적 상상력을
위하여 각별한 승화, 특정적 초월을 (벌써) 준비하고 있다.”(공기, 32면.)

56) 공기, 12면.
57) 정현종, 시의 자기 동일성 – 숨과 꿈 , 시의 이해, 96면. “나의 믿음은 사물
의 꿈이 곧 나의 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나의 시적 대상들, 내가 노래하는 것
들 — 그게 한 그루 나무이든 사회적 사건이든 아니면 정신적 미덕이든지 간에
— 은 나를 통해서 그들의 꿈을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또 달리 말해본다면 나는
나 자신이 내가 노래하는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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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은 사물과 내가 모두 상상력을 지닌 동등한 존재라는 인식에서 출발

한다.

정현종의 시간 의식은 동시대에 대한 시적인 대응으로 모색된 것이다.

시는 역사의 패배와 결핍을 드러내고, 그 결여를 채울 때 혁명을 일으킨

다.58) 또한 시인은 “시대의 소리에 자갈을 물리는 강도를 쫓아 밤새도록

달리는”( 시인 ) 사람이라고 하면서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현재를 과거

의 연속선상에 놓고 부정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시간의 연속

적 흐름에 균열을 내는 ‘말’을 호명하고 있다. ‘말’은 “부활할 수 있으나,

우선 죽어야만” 바슐라르의 ‘순간’과 마찬가지로 “태어나고, 다시 죽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통해 존재한다. 따라서 시인의 말인 시적

언어는 “일종의 창조적 폭력”으로 기존의 흐름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새

로운 세계를 형성하는 근간이 된다. 따라서 정현종의 시간 의식에 대한

연구는 정현종을 당대의 시대적 맥락에서 자리매김하고 그의 시가 갖는

의미를 적극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게 한다.

마찬가지로 바슐라르에게도 상상 작용은 ‘열림[개방]’의 체험일 뿐만

아니라 새로움의 경험 자체로서 비연속적인 순간을 경험케 한다. 상상력

은 “순간적인 추상화 속에서, 완전하고 완수된 전적인 역동적 이미지”를

낳는 것으로 순간을 통해 전체를 직관하는, 그 전체의 힘과 운동을 즉각

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이다.59) 그는 지속과 순간을 대비시키며 과거-현재

-미래의 계기적 시간 흐름 속에 우연의 순간을 강조한다. 순간은 끊임없

이 창조되고 소멸되기 때문에 “형이상학적 가치가 가장 완전하게 벗겨진

상태 안에서의 고독”이다.60)

따라서 바슐라르의 시간관은 시간의 비분절적인 흐름을 상정하는 시간

관과는 달리 각각의 속성들이 지니는 역사성의 차이에 바탕을 둔다고 할

수 있다. 시간의 연속은 현재 의식에 의한 체계화의 원리에 의해 획득된

것이다. 과거의 순간들은 현재 의식의 기억에 의해서 정돈되며, 미래의

58) 정현종, 시와 행동, 추억과 역사 , 숨과 꿈, 문학과 지성사, 1982, 117면.
59) 공기, 132면.
60) 가스통 바슐라르, 이가림 역, 순간의 미학 (이하 순간), 영언문화사, 2002, 2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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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들 역시 현재 의식의 예측에 의해 정돈된다.61) 즉 과거 순간들과 미

래 순간들은 현재의 체계 속에서 현재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바슐라르의

시간 의식은, “인과관계의 사슬을 벗어나지 못하는” 역사와 달리 “인과

관계를 뛰어넘는” 추억을 상정하는 정현종의 시간 의식과 매우 유사하다

고 생각된다.

그런데 시간의 흐름은 순간들이 연속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존재론적

차원에서 체험하는 시간,62) 즉 순간들이 결합하여 만든 연속 체계이자

형식이 바로 ‘리듬’이다.63) 따라서 ‘순간’은 ‘리듬’을 통해 사물이 지닌 다

양한 속성들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뜻하는 ‘밀도’를 지니므로, 서로 단절

된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의 역사가 서로 교차하는

형태로 체험된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감각이 정현종에게는 자연과 세계

에 대한 감각으로 나타난다.

정현종은 네루다의 시를 ‘인공 자연’이라고 명명하면서 이때의 ‘자연’은

“타고난 재능(정서적, 지적, 체질적 성능과 성질)과 몸으로 겪은 것, 즉

몸속에 축적된 오감의 감각 체험의 지층 따위를 망라한 것”이자 “그러한

분류로 이름 붙일 수 없는, 흔히 대문자 ‘자연’으로 쓰는, 우리는 알 수

없는 어떤 힘”을 가리킨다고 말하였다.64) 즉, 정현종에게 자연은 인간의

61) 순간, 111면. “하나의 습관이란 시간의 순간 그 전체의 기초 위에서 선택된 순
간의 질서의 하나이다.(…)그것은 습관의 하나의 다발로서, 비록 우리가 우리
내부에서 실체의 근원으로서의 현재의 순간에서 인도된 현실성만을 발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인상을 우리 내부에 남겨 놓음
으로써 이 습관의 다발이 여러 속성의 다양성 속에서 우리가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가능케한다.”

62) 홍명희, 바슐라르의 리듬 개념 , 프랑스문화예술연구 47, 프랑스문화예술학회,
2014, 496면.

63) 순간, 102-103면. : “존재 전체를 재편성하는 통일을 그리기 위해 지금 우리가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비연속적인 것의 연속은 리듬을 통해 가장 잘 이해
할 수 있다. (…) 특별한 습관은 일정한 하나의 리듬이고, 거기에 모든 행위는
각기 새로움의 가치를 아주 정확하게 동일화하면서, 그러나 새로움이라는 존
재의 지배적인 성격을 결코 잃지 않은 채 반복된다.”

64)정현종, 책머리에 , 파블로 네루다, 정현종 역, 정현종 시인의 사유 깃든 네루다
시 여행, 문학판, 2015, 10-11면. 정현종은 네루다의 시집을 번역하면서 네루다
의 시를 “모든 시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으로서의 언어—인공자연을 실현하
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며 고평했다. 이 때 “자연으로서의 언어”란, “사물의
핵심”에 이르러 “무궁동(無窮動)”의 세계를 열어 창조가 가능한 “역동 상태”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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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축적된 과거의 흔적을 포괄하는 것이자 자연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가능성을 뜻한다. 그가 시를 ‘인공 자연’이라고

규정한 것은 시를 창작할 수 있는 인간의 힘(상상력)이 시공간(역사와

세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칸트의 창조적 상상력65)이 사물에 대한 판단을 산출하는 인식 주체만

의 능력, 즉 “이미지를 형성하는 능력”이라면, 바슐라르의 창조적 상상력

은 “지각 작용에 의해 받아들이게 된 이미지들을 변형시키는 능력”이

다.66) 이것은 사물에 작용하는 몇 가지 특유한 운동 방식을 토대로 사물

에 내재한 힘의 구성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다. 더 나아가 바슐

라르는 상상력이 “이미지가 아니라 상상 영역[상상 세계]l’imaginaire”와

관련이 있으며 “이미지의 가치는 그것이 가지는 상상 영역의 후광”에 따

라 결정된다고 하였다.67) 인간과 사물의 관계는 더 이상 인식 주체와 인

식 대상의 관계가 아니다. 둘은 힘(상상력)이 작용하는 각각의 역학적 메

커니즘을 지닌 존재로서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이러한 동등성은 이미지

의 배경이 되는 상상 영역으로서 역학적인 세계에 대한 감각을 일깨운

리킨다. 다시 말해, 사물의 핵심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 정현종에게 네루다의
시는 “하나의 생동”이고, 네루다는 “만물”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 정현종, 인
공자연으로서의 시-또 하나의 천지창조 , 파블로 네루다, 정현종 역, 스무 편의
사랑의 시와 한 편의 절망의 노래, 민음사, 1989, 137-154면 참조.)

65) 칸트의 상상력 이론은 규정적 판단에 근거를 둔 ➀재생산적 차원과 ➁생산적 차
원, 그리고 반성적 판단에 근거를 둔 ➂창조적 차원이 있다. 규정적 판단은 경험
에 대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의 획득을 목적으로 삼는다. ‘구상력’으로의 상
상력은 규정적 판단에 근거를 둔 상상력을 말하는 것으로, “상상력이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다. 지성만이 법칙을 수립한다.”는 칸트의 말처럼 상상
력은 서로 다른 능력인 감각과 오성을 연결하는 매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 발생
하는 종합을 산출하는 능력이다. 반면, 창조적 차원의 상상력은 규정적 판단의 기
준이 되는 오성의 개념이 부재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대상이며 법칙(법칙없는 합
법칙성)”이 되며 상상력의 자율성을 갖는 것처럼 보인다. 반성적 판단에 근거를
둔 칸트의 창조적 상상력은 주체가 객체에 대해 느끼는 쾌 불쾌의 감정을 상상
력 운동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역, 판단력 비판, 아카
넷, 2009, 264, 365면; 유경훈, 전이인가 전복인가? - 칸트 미학에 나타나는 봉쇄
의 정치 , 영미어문학 73, 2004, 139-176면; 유경훈, 바슐라르의 상상력 이론과
창의력의 철학적 기초 , 영재교육연구 19, 한국영재학회, 2009, 619-620면 참
조.)

66) 공기, 19-20면.
67) 공기,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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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상하는 의식은 안과 밖을 하나로 연결하며, ‘~대한(contre)의식’과 ‘~

속의(dans) 의식’을 하나로 연결한다.68) 이 두 극단 사이에서는 운동이

일어나고 이 운동 속에서 이미지는 증식한다. 이 운동 속에서 사물과 주

체는 하나로 연결된다. 이 연결은 고정된 연결이 아니라 의식의 투사와

전이가 하나의 리듬을 지니고 반복되는 연결이다. 이 연결 속에서 사물

과 주체는 하나의 톤(tone)으로 조정되는 것이자, 사물과 주체는 리듬을

주고받으며 하나로 조율되는 것이다. 바슐라르가 대지 그리고 휴식의

몽상에서 언급하고 있는 상상력의 ‘리듬분석(rhythmanalyse)과 조성

(tonalisation)’이 바로 이것이다.69)

그런데 이 운동이 시작되면 상상된 세계 역시 분열을 일으킨다. 바슐

라르는 개념을 낳는 철학적 변증법이 여럿에서 하나로 향하는 종합의 길

을 걷는다면, 이미지를 낳는 상상의 변증법은 하나에서 여럿을 낳는 분

리의 방향을 향한다고 말한다. 상상이 시작되면서 일어나는 이 분리의

운동은 종점이 없다. 이 때문에 상상력의 활동을 특징짓는 단어는 ‘우글

거리다(foumiller)’이다.70) 우글거리는 이미지들 사이에는 서로 반대되는

68) 바슐라르는 사물의 물질성에 대해 바슐라르는 콩트르contre(무엇 무엇에 대항하
여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와 당dans(무엇 무엇의 내부에서라는 뜻을 가진 전치
사)의 상반되는 지향성이 있는 상상력에 대해 이야기한다. 콩트르는 사물의 물질
적 견고함에 대한 외부로 향하는 상상력으로 대지의 견고한 특성에 대해 저항하
고 맞서는 ‘의지’이다. (가스통 바슐라르, 민희식 역, 대지와 의지의 몽상(이하
대지와 의지), 삼성출판사, 1982 참조.) 반면, 당은 사물의 내부로 향하는 상상
력으로, 심층의 것을 보고자 하는 능동적이고 강력한 호기심이다. 이러한 사물의
내밀성에 대한 탐구는 사물과의 일체감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휴식’이다. (가스
통 바슐라르, 정영란 역, 대지 그리고 휴식의 몽상(이하, 대지와 휴식, 문학동
네, 2002 참조.)

69)조성작용(tonalisation)은 “대상물의 전체 속에서 질료의 심오한 기호로서의 물질
적 특질을 찾는 대신, 자신이 상상하는 것 속에 깊이 참여하고 있는 주체의 전적
일치 속에서 그 특질을 찾아야 하는 것”으로 보들레르의 상응론을 너머 “증진적
이며, 만용과도 같고, 부정확함에 도취한 어떤 관능주의까지도 촉진”시키는 “다가
성”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반립적 두 유혹들을 온전히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리듬 분석이 된다. 즉, 사물은 주체를 되비추며 나는 그런 사
물과 하나가 되었다 다시 분리되며, 되비춰진 나의 내부를 사물 속에서 경험하며
그것을 사물로 경험한다. 이 운동은 하나의 소리가 울리는 순간 멀리 퍼지듯이
이미지를 한없이 증식시키며 지속한다. (대지와 휴식, 97-100면 참조)

70) 대지와 휴식, 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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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들이 양립한다. 따라서 이미지를 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서로 모

순되는 듯이 보이는 이중적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이다

본고는 정현종의 사물 인식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만큼 사물

의 꿈 , 공중에 떠 있는 것들 , 사물을 기리는 노래 를 기준으로 사물
의 꿈(1972)부터 한 꽃송이(1992)까지의 시집을 세 시기로 구분하고

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초기에 해당하는 첫 시집 사물의 꿈과 시선

집 고통의 축제를 대상으로 사물 인식의 근본 원리를 살펴보고자 한

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비트루비우스 인간 Vitruvian Man 이 변형

된 정현종의 첫 시집 사물의 꿈의 표지를 통해 사물에 대한 인식이

육체를 매개로 자기 인식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

는 중기에 해당하는 나는 별아저씨와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을 대상

으로 정현종의 역동적 상상력이 시간 의식과 관계 맺고 있음을 밝히며,

당대에 대한 정현종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말의 형량

의 창작 배경과 안전기획부에 끌려가 고초를 겪었던 정현종의 생애사적

경험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경직된 시대상황과 자유롭지 못했던 창작

활동은 말과 시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4장

에서는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와 한 꽃송이를 후기로 구분하고,

사물 인식이 세계 인식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파

블로 네루다 번역을 통해 세계에 대한 감각으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밝히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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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동성에 입각한 사물 인식의 가능성 발견

2.1. 육체 모티프를 통한 사물의 물질성 인식

이 절에서는 정현종 초기 시에 나타나는 육체 모티프에 초점을 맞춰

정현종의 사물 인식을 해명하고자 한다. 육체성에 대한 강조는 사물의

본질을 고정적인 실체성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역동성으로 보는 정현종

의 사물 인식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인식은 ‘춤’과 ‘육체’라는 두 가지

모티프의 상호 관계에서 두드러진다. 더 나아가 정현종 시의 근간을 이

루는 육체성과 사물 인식의 관계는 이미지나 상상력의 문제가 부각되는

초기와 생명의식에 주목하여 생태주의로 해석되는 후기 간의 단절을 넘

어서려는 시도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양된다.

박두진은 정현종을 추천하는 글에서 “경쾌와 둔중(鈍重), 심각․침중한

죽음의 어둠과 발랄․건강한 생에의 비약적 탄력”의 엇갈림을 정현종의

장점으로 꼽았다.71) 박두진의 언급에서 나타나는 정현종의 특징은 ‘경쾌

와 둔중’, ‘죽음과 생’의 공존이 보여주는 양가성으로 요약된다. 한편, 김

현은 정현종의 초기 시에 해당하는 독무 와 화음 에서 “생각의 고통이

없이,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움직임에만 신경을 쓰는 무희”를 발견

한다.72) 그는 정현종의 시 속에서 그 어떤 판단과도 무관한 움직임의 역

동성을 읽어낸다. 이러한 양가성과 역동성의 관계는 정현종의 초기 시에

서 육체 모티프를 매개로 나타난다.

정현종의 첫 시집 사물의 꿈(민음사, 1970) 표지 그림은 육체의 양가

성과 역동성의 문제가 그의 사물 인식에서 핵심적인 부분임을 보여준다.

표지의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 1452~1519)의

비트루비우스 인간Vitruvian Man 을 떠올리게 한다.73) 정현종이 ‘비트루

71) 박두진, 시 천후기 , 현대문학, 1965.3, 67면·203면.
72) 김현, 바람의 현상학 , 우리시대의 작가연구총서-정현종, 은애, 1979, 25면.
73) ‘비트루비우스 인간’ 혹은 ‘인체비례도’라고 불리는 Vitruvian Man 은 1490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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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우스 인간’을 연상케 하는 그림을 자신의 첫 시집 표지로 활용했다는

사실은 비트루비우스 인간과 사물의 꿈 표지 사이의 관계가 정현종의

사물 인식을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단서가 될 수 있음을 방증한다.74)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그린 소묘작품이다. 이 작품은 약 2000년 전 로마 건축가
마르쿠스 비트루비우스 폴리오가 설명했던 인체 비례를 바탕으로 그려졌기 때문
에 ‘비트루비우스 인간’이라고 불린다. 비트루비우스의 건축십서의 내용을 참고
했다는 설명과 달리 22가지 치수 중 10가지만 비트루비우스가 말한 것이고, 그
중 2가지를 크게 바꾸었다. 이는 본인의 지속해 온 해부실험의 결과를 반영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인체 위에 원과 정사각형을 놓음으로써 비트루비우
스의 텍스트에 담긴 자연의 조화를 구현하는 인체를 시각화했다고 평가받는다.
(Toby Lester, 오은숙 역, 다빈치, 비트루비우스 인간을 그리다-인체비례도에
얽힌 2000년 서양문화 이야기, 뿌리와 이파리, 2014참조.)

74) 정현종이 시집의 표지 작업에 얼마나 많이 관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실
증적인 자료조사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사물의 꿈이 정현종의 첫
시집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시집[인용자:사물의 꿈]이 나에게 커다란 기쁨이
며 감격이 되는 까닭은, 지금 알 수 있는 바로는 김병익 김주연 김치수 김현 이
청준 홍성원 황동규 황인철 등의 친구들과, 그동안 내통해 마지않았던 고은 선배
가 어느덧 돈을 모아 제작비를 부담함으로써 나올 수 있었다”(김현 편, 작가연
보 , 우리 시대의 작가 총서 – 정현종, 은애출판사, 1974, 225면.)라는 회고를
참고해 볼 때, 시집의 표지 작업을 한 화백은 정현종과 교류와 친분을 바탕으로
정현종의 시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형상화한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
로 이 시집은 이중한(李重漢, 1938-2011)에 의해 총괄적으로 구성되었다. 이중한
은 1960년대 월간 자유공론, 세대 편집장을 거쳐 70년대 독서신문, 서울
평론 편집장으로 일했으며, 1960~70년대 척박했던 한국 출판계에 든든한 주춧돌
을 놓은 편집자로 평가받는다. 또한 서울신문사에서 문화부장·논설위원에서 일하
였는데, 서울신문사 문화부에서 일했던 정현종의 경력을 고려해볼 때 두 사람의
적극적인 교류 하에 시집이 전체적으로 편찬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정현종이 직
접 사물의 꿈 표지를 그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현종과의 교류를 통해 그
의 작품 세계를 해석하고 형상화한 표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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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정현종, 사물의 꿈, (민음사, 

1972)

그림2. 레오나르도 다 빈치,
비트루비우스 인간Vitruvian

Man (1490년경)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원을 우주와 신적인 것의 상징

으로, 정사각형은 지상의 것과 세속적인 것의 상징으로 간주하였다. 그들

에게 ‘원’은 세계가 완벽한 비례 관계를 통해 조화를 이루며 작동하는 메

커니즘을 그대로 형상화한 것으로 여겨졌다.75) 또한 네 개의 꼭짓점을

지닌 사각형은 세계의 물질적 토대를 흙, 물, 공기, 불 등의 4원소에서

찾았던 고대 그리스 유물론자들의 사상에 바탕을 둔다.76) 다시 말해 ‘비

트루비우스 인간’에서 원과 사각형은 각각 사물을 구성하는 형상과 질료

를 상징한다. 따라서 원과 사각형을 토대로 하는 비트루비우스 인간은

형이상학적 원리를 구현한 세계 전체이자, 하나의 ‘소우주’로서 세계의

축소판을 의미한다.77)

그러나 정현종의 사물의 꿈 표지에 등장하는 원과 사각형은 기존

비트루비우스 인간 에 등장하는 완벽한 원과 사각형의 비례와 균형을 깨

뜨린 형태로 나타난다. 이것은 정현종의 사물과 세계에 대한 시각이 기

존의 형이상학적 원리와 구별됨을 알 수 있다. 정현종에게 둥근 것은 계

75) 요한네스 힐쉬베르거, 강성위 옮김, 서양철학사 상권⦁고대와 중세, 이문출판
사, 2011, 32면.

76) 위의 책, 50면.
77) Toby Lester, 오은숙 역, 다빈치, 비트루비우스 인간을 그리다-인체비례도에
얽힌 2000년 서양문화 이야기, 뿌리와 이파리, 2014, 14면, 2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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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해서 변화를 창조하는 유동적인 것이므로 긍정적인 형태이다.78) 또 이

러한 둥근 모양은 “다 있고 하나도 없는 모습”이자 “꽉 차고 텅 빈 모

습”을 하고, “생명의 거울”이자 “죽음의 정령”이 되는 양가적인 의미를

지닌다.79)

이러한 원의 유동성과 양가적인 의미는 육체로 이어진다. 위의 표지에

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넓어졌다가 축소되는 마름모는 사물의

물질적 토대가 사각형이 상징하는 4원소의 안정적인 균형이 아니라는 것

을 보여준다. 특히 왼쪽에서는 짧았다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길어지는 팔

과 다리의 연속적 배치는 육체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이것은 육체의 양

가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육체는 물리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그것의 초월을 상상하게 하는 정신의 그릇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육체의 양가성은 사물의 근본적 속성으로서의 역동성을 가능케

한다. 사물의 꿈 표지에는 날선 형태의 도형이 원만한 곡선으로 이루

어진 원을 대체하고 마름모를 찢고 나온다. 비트루비우스 인간에서 원이

사물의 형상을 상징하는 도형이었다는 점을 참고하면, 이러한 변화는 사

물이 수학적 비례에 따른 조화를 넘어서는 힘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바

슐라르에 따르면, 물질적인 질료들은 물리적인 고정성에 머무는 것이 아

니라 가동적이고 창조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역동적 상상력의 매개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현종은 사물의 꿈 표지를 통해 사물

과 인간을 물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역동성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정현종은 육체를 “거대한 공간의 구멍”으로 보고, 움직임에 따라 시

78) 정현종, 태어나고 있는 도덕 , 숨과 꿈, 문학과 지성사, 1982, 73면. : “어떻든
아무런 도덕적 전제도 편견도 없는 데서 도덕은 스스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
다. 도덕은 항상 지금 마악 태어나고 있다.(…) 모든 부분들이 완전하게 관련되
어 있는 모습을 <흐르는 상태>에서 보이는데, 이 흐르는, 유동적인 상태는
둥근 형태에 의해 이루어진다 (…) 나도 실은 태양 지구 달 등 모든 천제가 둥
글다는 것, 사랑이나 조화를 상징하는 것들이 모두 둥글다는 사실 때문에 둥
근 것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착을 갖고 있었는데, 둥근 것이 도덕적이라는
생각은 내가 둥근 것들에 대해 각별한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
하여, 모든 둥근 것은 도덕적이다. 그렇다면 모든 세모난 것, 모든 네모난 것
은 부도덕 하다(!) 즉 모든 모난 것은 부도덕하다(!)”

79) 정현종, ¡ ,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 세계사, 1989, 36-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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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 다른 형태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대상을 인식할 수 있

음을 이야기한다.80) 따라서 정현종의 사물도 움직임에 따른 구멍, 즉 ‘텅

빔’을 통해 육체성을 갖게 되고 인식되는 것이다. 이는 하이데거의 사물

에 대한 인식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사물의

사물성은 감각을 기반으로 한 “제작물(이쪽에-서-있는-것)”이나 이데아

에 근거한 “대상물(마주-서-있는 것)”이 아니라, ‘텅 빔’을 통해 드러난

다. 즉, 사물은 형상과 질료의 이분법을 넘어서 “담아 잡음”을 통해 ‘텅

빔’을 구현될 때이다.81) 다시 말해, 사물은 인식 주체나 제작자의 명확한

의도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사물 나름의 존재 방식이 있다는 것이다.

형상과 질료가 구분되기 이전에 그 둘을 구분하게 만드는 어떤 관계(차

이)가 존재하고, 이 관계를 통해서만 사물이 구현되는 것이다. 이 때 사

물의 사물로-됨(dinget)은 “고유화 안에서 하나의 고유함에로 탈고유

화”하는 “사방(Geviert)의 거울-놀이”에서 기인된다.82) 그리고 이러한

80) 정현종, 시와 感受性 그리고 그 對象 , 날자, 우울한 영혼이여, 민음사, 1975,
95-96면. “시간과 공간. 떨어질 수 없는 것. 時 空의 결혼. 인간이라는 자식. 시
공合作으로서의 인간. 어느 한 쪽이 없을 때 다른 한 쪽도 없음. 역시 살의
한계로서의 공간 또는 공간의 한계로서의 살이나 한 포기의 풀. 또는 거대한 공
간의 구멍으로서의 육체. 걸어갈 때는 걸어가는 모양으로 뚫려 있고 앉아 있을
때는 앉아 있는 모양으로 뚫려 있는 구멍.”

81) 마르틴 하이데거, 이기상 외 역, 사물 , 강연과 논문, 이학사, 2008, 216-217,
220-221면. “이쪽에-서-있는-것[제작물]과 마주-서-있는-것[대상물]이라는 의
미를 띤 현전하는 것의 표상은 모두 결코 사물로서의 사물에는 이르지 못한
다.(…)우리가 단지에 가득하게 물을 부을 때, 이러한 부음이 빈 단지 안으로 흘
러들면서 채워지는 것이다. 텅 빔이 그릇의 담아 잡는 힘이다. 텅 빔이, [즉] 단지
에서의 이러한 무(無)가 단지가 담아 잡는 그릇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바로 그것
이다.(…) 그릇의 사물적 차원은 결코 그것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아니라 그것
이 담아 잡는 텅 빔 안에 기인한다.(…) 단지의 텅 빔이 어떻게 담아 잡는가?
그 텅 빔은 들어부어지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담아 잡는다. 그것은 받아들인 것
을 간직함으로써 담아 잡는다. 텅 빔은 이중의 방식으로, 즉 받아들이면서 간직
하는 방식으로 담아 잡는다. 따라서 “담아 잡다”는 이중적 의미이다. 그렇지만
들어부어짐과 받아들임과 부어진 것을 간직함은 함께 속한다. 그러나 그 둘의 단
일성은 단지를 단지로서 규정하는 바로 그 부어줌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텅 빔
의 이중적인 담아 잡음은 부어줌에 기인한다. 담아 잡음은 이러한 부어줌으로서
그것이 존재하는 방식에서 본래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단지로부터 부어줌은 선사
함(Geschenk)이다.”

82) 마르틴 하이데거, 위의 책, 223-224, 231면. “부음의 선사에는 땅과 하늘, 신적
인 것들과 죽을 자들이 동시에 머문다. 이 넷은 그 자체에서부터 하나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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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놀이”는 “진력하는 둥근 원(Ring)” 모양으로 사방의 합일 속에서

각자의 고유한 본질로 휘감겨 드는 “윤무(輪舞)”의 역동성으로 나타난

다.83)

이처럼 사물의 꿈 표지가 함축하는 의미는 정현종 초기 시에서 두드

러지는 육체 모티프와 깊게 연관된다.84) 정현종의 초기 시는 사물에 대

속해 있다. 이들은 모든 현전하는 것에 앞서 도래하면서, 하나의 유일한 사방
(Geviert)에로 하나로 포개진다.(…)사물로-됨은 사방을 일어나게 하면서, 사
방의 머묾을 그때그때마다의 머무는 것 안에로, 즉 이 사물 안에로, 저 사물
안에로 모은다.(…)땅과 하늘, 신적인 것들과 죽을 자들은 그 자체에서부터 서
로서로 합일되어, 합일된 사방의 하나로 포개짐에서부터 함께 속한다. 그 넷
의 각각은 각기 나름의 방식으로 다른 셋의 본질을 다시 비춘다. 각각은 이때
각기 나름의 방식으로 넷의 하나로 포개짐 내에서 자신의 고유함에로 되비추어
진다. 이러한 비춤은 모사물의 제시가 아니다. 비춤은 넷의 각각을 밝히면서 일어
난다. 이때 그들의 고유한 본질은 하나로 포개진 고유화 속으로 서로서로 합일
된다. 넷의 각각은 이러한 일어나며-밝혀지는 방식에 따라 비추면서 다른 셋의
각각에게 자신을 건네며 놀이한다. 일어나는 비춤은 넷의 각각을 그것의 고유
함에로 자유롭게 내어주지만 자유로운 것들을 그것들의 본질적인 서로서로에
로 향한, 하나로 포개짐 안으로 결속한다.”

83) 마르틴 하이데거, 위의 책, 233면. “세계의 거울-놀이는 [사건의] 일어남의 윤무
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무는 또한 그 넷을 큰 데[고리]처럼 감싸지도 않는다. 윤
무는 비춤으로서 놀이하는 가운데 진력하는 둥근 원(Ring)이다. 윤무는 [사건으
로] 일어나면서 그 넷을 그것들의 하나로 포개짐의 광채 안에로 밝힌다. 둥근 원
은 [번쩍이는] 광채를 내면서 넷을 어디에서건 그 본질의 수수께끼에로 연 채로
고유화한다. 따라서 세계의 진력하는 거울-놀이의 모인 본질이 어울림(das
Gering[둥긂]) 이다. 비추며-놀이하는 진력의 어울림 안에서 그 넷은 그들의 합일
하는, 그렇지만 각자의 고유한 본질 속으로 휘감겨든다. 따라서 그 넷은 [감기듯]
유연하게, 유순하게 세계로-되면서 세계를 이어 엮는다.”

84) 본고에서는 정현종 시에 나타나는 육체 모티프가 형성하는 역동성을 니체의 ‘신
체(몸)’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니체는 ‘이성(영혼)’과 ‘육체’를 나누고 이성
을 우위에 두는 이성 중심의 형이상학적 이원론에 반박하며, ‘커다란 이성(die
große Vernunft)’으로서 ‘신체’를 이야기한다. 니체는 육체중심이든, 이성 중심이
든 간에 인간을 두 단위로 분리하여 설명하는 모든 해석을 형이상학적 인간관으
로 규정하며, 인간에 대한 오해라고 단정 짓는다. 인간은 이런 구분에 의해 이원
화될 수 없는 총체적 존재로서, 이성(영혼)과 육체 그리고 의지들이 유기적으로
관계 맺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아(Ich) 운운하는 대신에 그 자아를 실행”
하는 신체적 인간은 고정될 수 없는 되어가는 존재로써 자기 극복의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 이렇게 비판적 자기 제한과 자기 한계에 대한 긍정을 가능하게 하는
커다란 이성으로서의 신체는 가치평가(창조 행위)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한번
평가된 의미와 가치가 고정적일 수 없기 때문에 사물에 대한 인식은 ‘설명
(Erklärung)’이 아니라 언제나 새롭게 창출되는 ‘해석(Auslengung)’이 되는 것이
다. (김정현, 니체의 몸 철학, 지성의 샘, 1995, 171-177면 참조; 백승영, 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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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식이 물리적인 실체성이 아니라 사물에 내재한 역동성에 초점이 맞

춰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육체 모티프를 통해 부각시킨다. 정현종은 등단

작 독무 와 화음 에서 역동성을 의미하는 ‘춤’과 함께, ‘춤’과 대립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육체의 물리적 속성을 상징하는 기호들을 등장시킨다.

이를 토대로 교감 , 물의 명상 에서는 ‘교감’이라는 정황 속에서 육체

를 통해 이루어지는 인식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다.

1

沙漠에서도 불 곁에서도

늘 가장 健壯한 바람을, 한끝은

쓸쓸해 하는 내 귀는 생각하겠지.

생각하겠지 하늘은

곧고 强靭한 꿈의 안팎에서

弱點으로 내리는 비와 안개,

거듭 동냥 떠나는 새벽 거지를.

심술궂기도 滑稽도 여간 무서운

亡子들의 눈초리를 가리기 위해

밤 映窓의 해진 구녕으로 가져가는

確信과 熱愛의 손의 運行을.

알겠지 그대

꿈속의 아씨를 좇는 제 바람에 걸려 넘어져

踵骨뼈가 부은 발 뿐인 사람아, 왜

내가 바오로書院의 門琉璃 속을 휘청대며 걸어가는지를,

한동안 일어서면서 기리 눕는

그대들의 花環과 裝飾의 계획에도

틈틈이 마주 잡는 내

항상 別味인 待接을.

하여, 나는

歲月을 佩物처럼 옷깃에 달기 위해

떠나려는 精靈을 마중 가리.

不足으로 끼룩대는 속의 空腹을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 책세상, 2005, 431-45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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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海魚類 등의 접시로도 메꾸고

冠을 쓴 꿈으로도 출렁거리며

가리 體重있는 그림자는 무등 태우고.

- 獨舞 (현대문학, 1965) 부분 인용85)

독무 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김현이 언급한 것처럼 홀로 춤추

는 무희나 춤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가 전혀 없다. 또한 1의 1연부터 2연

까지는 “생각하겠지”, “알겠지”와 같이 추측형어미로 진술된다. 이 시가

춤추는 정황이라는 것은 ‘독무’라는 제목으로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렇게 춤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은 정현종이 사물의 본질로 인식

하는 역동성의 성격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역동성은 사물 인식

의 근간이 되지만 그 자체로 가시적이거나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독무 의 첫 번째 부분에서 1연의 “확신과 열애의 손”, 2연의 “종골뼈

가 부은 발”, 3연의 “체중있는 그림자”는 가시적인 신체의 부분으로서

육체의 물리적인 측면이 강조된 모티프들이다. 이것들의 물리적 속성은

움직임을 제한하고 방해한다. 확신과 열애의 손은 망자의 눈을 가리느라,

발은 종골뼈가 부어서, 그림자는 체중이 있어서, 시 전반의 주제인 역동

적인 움직임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하지만 2연에서 “일어서면서 기리 눕는” 그대의 양가적인 행동은 이

시에 등장하는 “종골뼈가 부은 발”이라는 육체의 모티프가 단순히 춤을

추는 행위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바슐라르에 따르

면, 비상에 필요한 날개는 ‘큰 날개’가 아니라, 오히려 발뒤꿈치에 붙은

‘작은 날개’이다.86) 오히려 큰 날개는 추락할 때 생기는 팔의 허우적거림

과 일치한다. 근대 물리학에서 비상은 날개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

지만, 꿈의 관점에서 날개의 크기는 비상을 과학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인간의 꿈속을 찾아오는 전령의 신 헤르메스나 사랑의 신

에로스의 날개는 매우 작다. 이러한 맥락에서 2연의 부은 종골뼈는 가볍

85) 정현종, 독무 , 현대문학, 1965.3, 252-253면.
86) 공기, 70-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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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땅을 박차고 비상할 수 있는 날개가 자라고 있음을 암시하는 장치일

수 있다. 비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또 얼마나 오래 비상할 수 있을지

는 모르지만, “화환과 장식의 계획”을 하고 있는 그대들의 모습에서 비

상에 대한 꿈이 좌절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상에 대한 소망은 3연의 “떠나려는 정령을 마중가리”라는 시

구를 통해 결심으로 바뀌게 된다. 이제 더 이상 추측이나 계획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보통 우리는 새로 오는 대상

을 마중하러 나가고, 떠나는 대상은 배웅을 한다고 표현한다. 그러나 화

자가 맞이하러 가는 정령은 떠나려는 정령이라는 데에서 역설이 발생한

다.

인간은 역사를 낳으시고, 이 이상하게 찬란한 발전을 있게 하신 위대한 모태

중의 하나인 우리들의 권태—조직화되고 집단적이며 머리도 심장도 없이 쇠덩

어리처럼 강력한 그 권태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나는 어느 날 신었던 구두를 벗

어 놓고 맨발로 흙을 밟았다. 걸어가면서 풀도 밟았다. 나는 느꼈다, 흙과 풀은

제 살을 베어먹이듯 나를 맞이했고, 은밀히 나를 껴안았고, 나를 높은 데로 탕

탕 밀어 올렸다!(영원한 女性性이 우리를 높은데로!)

- 날자, 우울한 靈魂이여 (1975)87)

화자가 떠나려는 정령을 마중 가는 이유는 “세월을 패물처럼 옷깃에

달기위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세월은 흘러가는 시간이자, 지금까지 화

자가 살아온 시간의 축적을 의미할 때 인간의 권태로운 역사를 의미한

다. 따라서 세월은 “쇠덩어리처럼” 화자의 삶을 무겁게 하고 있기에, 영

혼조차 우울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세월을 무공훈장이 아니라 하나의

“패물”처럼 옷깃에 다는 행위를 통해 권태의 시간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볼 때, “떠나려는 정령”은 우울한 영혼의 권태

에서 벗어나 “높은 데로 나를 탕탕 밀어올”려지는 비상하는 영혼을 말하

고 있는 것이다.

2

87) 정현종, 날자, 우울한 영혼이여 , 날자, 우울한 영혼이여, 민음사, 197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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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律動의 方法만을 생각하는 때,

생각은 없고 움직임이 온통

춤의 風味에 沒入하는

靈魂은 밝은 한 色彩이며 大空일 때!

넘쳐 오는 웃음은

……나그네인가

웃음은 나그네인가, 왜냐하면

孤島 세인트·헬레나 等地로 흘러간 英雄

의 榮光을 나는 허리에 띠고

王國도 情熱도 빌고 있으니. 아니 왜냐하면

비틀거림도 나그네도 향그러이 드는

故鄕하늘 큰 入城의 때인

저 낱낱 刹那의 딴딴한 發精!

靈魂의 집일 뿐만 아니라 香油에

젖는 살은 半身임을 벗으며 鴛鴦衾을 덮느니.

낳아, 그래, 낳아라 거듭

自由를 지키는 天使들

의 오직 生動인 불칼을 쥐고

바람의 核心에서 놀고 있거라

별하나 나하나의 占術을 따라

먼지도 七寶도 손 사이에 끼이고.

- 獨舞 (현대문학, 1965) 부분 인용88)

독무 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역동성과 관계하는 ‘작은 날개’의 성격이

명확해진다. “율동의 방법”은 역동성 자체를 의미하는 “춤의 풍미에 몰

입하는 것”이다. 역동성은 물리적인 것과 구분되는 육체의 내밀한 작용

으로서 “영혼의 집”이자 “향유에/젖는 살”이다. 이것을 “반신”이라고 표

현한 것은 첫 번째 부분에서 두드러진 육체의 물리적인 성격이 육체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반신’은 역동성의 매개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육체의 구조는 “자유를 지키는 천사들”의 ‘작은 날개’가 되며, “낳아,

88) 정현종, 독무 , 현대문학, 1965.3, 252-2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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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낳아라 거듭”이라는 명령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명령은 나의 행동

을 일관적으로 묘사하던 시의 흐름 속에 갑작스럽게 끼어듦으로써 ‘작은

날개’의 비상이 물리적인 현실과 구분되는 몽상의 차원임을 환기한다. 또

한 “생동”의 몽상은 “별하나 나하나의 점술”처럼 다양한 이미지들이 이

루는 흐름을 가능케 한다.

정현종은 날자, 우울한 영혼이여 라는 산문에서 짜라투스트라의 말을

빌려 자유로운 육체의 움직임을 가능하게하기 위해서는 삶의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신의 가벼운 신선함”과 “의식의 흐르는 물과 같은 유

연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89) 비슷한 맥락에서 바슐라르는 비상의

꿈을 “관능적 욕망”의 억압을 상징하는 충동적이고 강박적인 꿈이라고

규정하는 고전 정신분석학을 비판하고,90) 가벼움에 대한 몽상과 연결시

키기도 하였다.91) 이러한 몽상은 사고의 자유로움으로 연결되며, 극점을

연결하는 역동적 상상력과 연결된다.

그대 불붙는 눈섶속에서 日光

은 저의 머나먼 航海를 접고

火焰은 타올라 勇躍의 발끝은 堂堂

히 내려오는 별빛의 서늘

한 勝戰속으로 달려간다.

그대 발바닥의 火鳥들은 끽끽거리며

수풀의 寢床에 傷心 하는 제.

나는 그동안 뜨락에 家鴈을 키웠느니

그 울음이 내 아침의 꿈을 적시고

뒤뚱거리며 가브리엘에게 갈적에

時間은 문득 곤두서 斷面을 보이며

물소리처럼 시원한 내

뼈들의 風散을 보았다.

그 뒤의 댕기는 飮食과 어둠은

89) 정현종, 날자, 우울한 영혼이여 , 날자, 우울한 영혼이여, 민음사, 1975, 13면.
90) 공기, 52면.
91) 공기,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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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 바다의 고기떼처럼 살속에서 놀아

아픔으로 환희 밝기도 하며

五感의 玄琴들은 타오르고 떨리어

아픈 魂 만큼이나 싸움을 익혀 가느니.

그대의 숨긴 極致의 웃음 속에

다시 지금은 좋은일이 더 있을리야

그대의 疾走에 대해 궁금하고 궁금

한 그 외에는

그대가 끊임없이 마루짱에서 새들을

꺼내듯이

살이 입고있는 빛의 갑옷의

그대의 서늘한 勝戰속으로

亡命하고 싶은 그 외에는.

- 和音 (現代文學, 1964)92)

발레는 연극의 대사 대신에 춤에 의하여 진행되는 무용극 예술을 말한

다. 무대 위의 발레리나는 여러 동작을 변주하고 반복하며, 몸짓을 통해

하나의 서사를 만들어 낸다. 정현종은 육체의 형상은 ‘구멍’으로 나타나

는데, 이때 가장 아름다운 구멍이 바로 ‘발레’이기에 발레를 “춤추는 구

멍”이라고 표현하였다.93) 그러나 구멍의 모양은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빈틈이 없는 공간을 어떠한 대상이 뚫고 지나갈 때 생기는 것이

바로 ‘구멍’이다. 그렇다면 음악이 흐르는 텅 빈 무대라는 시간과 공간에

서 발레리나의 몸짓은 하나의 균열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그 틈이 반복

되고 변주되면서 구멍이 마치 춤추는 것처럼 형상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독무 와 마찬가지로 화음 에서도 춤추는 발레리나의 아름다운 모습은

시각적으로 묘사되기 보다는 발레리나가 체험하는 육체의 움직임을 형상

화하려고 노력하였다.

92) 정현종, 화음 , 현대문학, 현대문학사, 1964년 5월호, 168면.
93) 정현종, 시와 感受性 그리고 그 對象 , 날자, 우울한 영혼이여, 민음사, 1975,
96면. “가장 아름다운 구멍으로서의 발레. 춤추는 구멍. 아 구멍이 저렇게 아름다
운 춤을 출수 있다. 육체 예술, 구멍 예술의 극치.”



- 37 -

새장 속의 애완동물로 길러지는 가금류인 “가안”은 이청준의 소설 잔

인한 도시 에 나오는 날갯죽지가 잘린 새들처럼 물리적으로 날개를 잃은

존재이다. 하지만 정현종 시에 등장하는 발레리나의 비상은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큰 날개’를 통한 것이 아니라, ‘작은 날개’의 몽상을 매개로 하

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그의 두려움은 물리적인 날개의 존재 여부에 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함축하는 육체의 물리 법칙에 매몰되는 것

에 기인한다.

“발바닥의 화조들”이라는 표현은 신체의 가장 밑이라고 할 수 있는 발

바닥과 비상하는 존재인 화조들을 결합시킴으로써 시의 주제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발바닥의 화조들’의 비상은 날개의 퍼덕거림이 아니라 지상으

로부터의 도약을 꿈꿀 수 있는 상상력을 말하는 것이다.94) 그래서 몽상

의 세계, 상상력의 역동성을 깨닫지 못했던 과거를 “나는 그동안 뜨락에

서 가안을 키웠나니”로 요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육체의 물

리적 제약을 넘어 역동성을 인식한 “그대”는 나와 반대로 “마루짱에서

새들을/꺼내듯이” “질주”한다. 그의 육체는 더 이상 역동적인 움직임의

방해물이 아니라 “살이 입고있는 빛의 갑옷”으로 묘사된다.

이렇게 정현종의 초기 시에서 상상력이 가진 역동성은 ‘춤’이라는 기호

로 나타나고, 춤이 의미하는 역동성은 육체의 양가적인 성격을 통해 간

접적으로 형상화된다. 선행연구에서 정현종 초기 시에 나타나는 육체의

무게를 벗어난 상승의 움직임은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지향으로 해석되

어왔다.95) 하지만 정현종에게 육체의 물리적 한계와 그것을 넘어서는 움

직임의 대립은 형이상학적인 세계에 대한 지향을 강조하기보다는, 육체

94) 정현종, 날자, 우울한 영혼이여 , 날자, 우울한 영혼이여, 민음사, 1975, 14면.
: “나는 나를 밀어올린 그 땅을 내려다보았다. 땅은 인력의 법칙만을 가지고 있어
서 인간들을 밑으로 끌어내리고 무덤을 파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흙이나 풀이나
혹은 별 등 <자연의 음악적인 사고>를 듣고 기쁨 속에 和唱할 수 있을 때 어떤
영혼을 튕겨 올리는 탄력도 갖고 있다.”

95) 김우창, 사물의 꿈 , 정현종, 고통의 축제, 민음사, 1974, 8-31면.; 남진우, 정
현종, 풀잎/보석의 상상구조 , 이광호 외, 정현종 깊이읽기, 문학과 지성사,
1999, 173-190면.; 박정희, 정현종 시 연구 - 공기 이미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2009.; 서진영, 정현종 초기시의 지평구조와 의미양상 , 한국
현대문학연구 16, 한국현대문학회, 2004, 493-515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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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자체의 고양을 통한 생명력과 창조력의 상승으로 볼 수 있다.96) 그는

“진정한 <관계의 긴장> 속으로, 진정한 생산적 관계의 위험 속으로 우

리를 몰아넣”는 것이 “창조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97) 즉, 독무

와 화음 에서 설정된 육체의 양가성은 그 자체로 역동적 상상력의 이미

지 생산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바슐라르에 따르면, 수직성을 특징으

로 한 움직임에 대한 상상은 공기의 물질적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다. 그리고 공기의 물질적 속성은 다른 원소들에 비해 질료적 성격보다

움직임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이며,98) “극점을 연결”지음으로써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역동적 상상력의 표상이 된다.99)

독무 와 화음 은 춤추는 사람에 대한 외적인 묘사나 율동의 형태에

대한 묘사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상반되는 의미를 지니는

육체 모티프들의 제시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물에 내재한 역동성을 표상

하고, 역으로 육체의 성격과 관련된 이미지들을 탄생시키는 역동적 상상

력의 작용을 ‘춤’에의 몰입과 ‘비상’의 꿈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육체 모

티프와 관련된 수많은 관념어들은 묘사의 과잉이라는 생각을 들게 하지

만, 오히려 이러한 과잉은 역동적 상상력의 작동 방식을 그대로 드러내

고 있는 것이다.

물리적 제약을 벗어나 비상을 상상하는 육체는 독무 와 화음 에서

‘살’이라는 기호를 중심으로 “젖는 살”이나 “살이 입고있는 빛의 갑옷”

등으로 형상화되었다. 남녀의 성교 행위를 의미하는 ‘살을 섞는다’와 같

96) 프리드리히 니체, 이진우 역, 102 , 유고 : 1885년 가을~1887년 가을 : 원래 나
는 나를 어느 정도 나 자신에게서 보호해주고 외, 책세상, 2005, 58면. : “예술은
우리에게 동물적 활력의 상태를 상기시킨다; 예술은 한편으로는 생기발랄한 육체
성이 상(象)과 소망들의 세계로 넘치며 발산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동물
적 기능이 상승된 삶의 상과 소망들에 의해 자극받는 것이다; — 생명감의 고양
이며 생명감의 자극이다.”

97) 어떻게 문학을 할 것인가 , 49면.
98) 4원소는 물질이 갖는 네가지의 기본적인 운동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 각각의 원
소는 자체의 독특한 운동의 방향을 가지며, 따라서 “불의 시인, 물의 시인, 그리
고 대지의 시인은 공기의 시인과 동일한 영감을 전달하지”않는다. 물이 주는 부
드러움과 휴식, 불이 주는 사랑과 욕망, 대지가 주는 풍요와 무게감, 공기가 주는
자유는 4원소가 가지는 기본적인 속성이다. 이런 속성에 기초하여 이미지를 발전
시키고 변형시킨다.

99) 공기, 177면·2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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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표현을 통해 짐작해볼 수 있듯이, 살은 나와 다른 것과 인식하는 매

개이기도 하다. 역동적 상상력은 사물의 물리적인 측면을 탈각시키고 사

물을 운동의 가능성을 내포한 이미지로 인식하게 한다. 사물의 실상이

세계를 구성하는 근본요소들의 비례가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역동성

자체에 있다면, 사물과 인식하기 위해서는 사물을 고정적인 대상으로 환

원하는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독무

와 화음 이 육체 모티프를 통해 역동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바,

교감 , 물의 명상 에서는 역동적 상상력에 바탕을 둔 인식 행위로서의

‘교감’이 대두된다.

밤이 자기의 心情처럼

켜고 있는 街燈

붉고 따뜻한 街燈의 情感을

흐르게 하는 안개,

젖은 안개의 혀와

街燈의 하염없는 혀가

서로의 가장 작은 소리까지도

빨아들이고 있는

눈물겨운 욕정의 親和.

- 交感 (四季2, 1967)100)

교감 의 1연에서 안개는 가등의 붉고 따뜻한 정감을 “흐르게” 한다.

시야가 명확한 상태에서 가등에 들어온 불빛의 한도와 경계가 명확하지

만, 안개로 가려진 상태에서는 가등의 불빛은 안개의 입자 사이로 뿌옇

게 퍼지는 불빛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안개는 가등의 불빛에 부여된 물

리적 한도를 넘어설 수 있게 하는 존재다. 이러한 관계는 2연에서 “젖은

안개”와 “하염없는” “가등”이 “혀”를 통해 “눈물겨운 욕정의 친화”를 나

누게 되는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젖은 안개의 혀’와 ‘가등의 하염없는

혀’는 가등의 한도를 넘어서게 해주는 안개의 속성을 ‘젖음’으로, 가등의

100) 정현종, 교감 , 四季2, 가림출판사, 196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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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성을 ‘하염없음’으로 구체화하고 둘의 ‘친화’가 ‘혀’라는 육체를 매개

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부각된다.

‘친화’라는 표현은 비트루비우스 인간이 상정하는 ‘조화’와 대비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비트루비우스 인간의 ‘조화’가 사물의 물질적 토

대를 이루는 요소들이 적절한 비율을 통해 한정되고 배분될 때 성취되는

반면, 정현종의 ‘친화’는 오히려 그러한 한도를 넘어 서로의 역동성을 인

식할 때 달성된다. 역동성에 대한 인식은 정현종이 안개와 가등 간의 친

화를 인식의 범주들로 분절하지 않고 ‘혀’라는 육체를 매개로 한 에로스

적인 교감으로 형상화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현종은 자신의 시론에서 성

교를 살을 통해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교감의 형태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101) 그렇기 때문에 에로스적 교감은 안개와 가등이 서로가

분출하는 아주 작은 에너지까지도 공유하는, 즉 “서로의 가장 작은 소리

까지도 빨아들”일 수 있는 행위로서 제시된 것이다.

나는 나의 性器를 흐르는 물에 박는다. 물은 뒤집혀 흐르는 배를 내보이며 자기의 물의

量을 증가시킨다. 바람을 일으키는 물결. 가장 활동적인 운동을 시작하는 바람은 氣體의 옷

을 벗고 液化한다. 검은 꿀과 같은 바람.

물안개에 싸인 달의 月宮 빛깔에 젖은 半투명의 나의 꿈 위에 떠오르는 나의 性器의 불

타는 혀의 눈이 확인한 성기의 불타는 혀. 불은 꺼지고 타오르는 재. 불을 흘러가게 하고 가

장 뜨거운 재를 남겨 주는 흐르는 물. 나의 性器를 향해 자기의 量을 증가시키는 물!

- 물의 꿈 (文學과 智性, 1971)102)

교감 이 역동적 상상력에 바탕을 둔 인식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물의 꿈 에서는 주체와 대상의 구도 속에서 인식의 문제가 다

뤄진다. ‘물의 꿈’이라는 제목처럼 이 시는 물을 핵심적인 제재로 삼고

있다. 이 작품에 대한 선행연구 중에는 바슐라르의 이론을 적용하여 정

액이나 양수와 같이 모성을 뜻하는 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103) 이러

한 해석의 단점은 인식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나의 성기가 먼저 물을

101) 정현종, 시와 감수성 그리고 그 대상 , 영혼, 95면.
102) 정현종, 물의 꿈 , 문학과 지성 봄, 1971.2, 131면.
103) 장철환, 비와 술과 이슬 , 정과리 외, 영원한 시작, 민음사, 2005, 54-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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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해 움직이는 도입부와 반대로 물이 성기를 향해 움직이며 주객의 구분

이 모호해지는 후반부의 차이를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따

라서 이 시는 ‘물’이라는 원형적인 관념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육체의

움직임을 형상화한다는 관점에서 읽을 필요가 있다.

물의 꿈 에서 화자의 성적 행위는 물이 “배를 내보이”도록 하여 결국

“자기의 물의 양”을 증가하도록 한다. ‘자기’라는 표현은 그 사물의 주체

성을 강조한 것으로 읽을 수 있고, 물의 양이 증가한다는 것은 움직임의

가능성이 증대된다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이제 ‘물’은 역동성을 증대시

키는 행동의 주체인 것이다. 이렇게 물의 꿈 에서 사물은 수동적인 객

체가 아니라 능동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대등한 존재로 등장한다.104) 그

러므로 이는 정현종의 시에 나타나는 에로스적 행위가 기성세대들의 외

설성과는 차별화된다는 김주연의 평가는 핵심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

다.105)정현종에게 있어 육체적 교감은 사물을 역동성의 관점에서 인식하

는 행위를 형상화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역동성에 기반한 정현종의 사물 인식은 물의 꿈 전반에 나타나는 비

문의 형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연의 첫 문장에서는 많은 수의 관형

격조사 ‘의’와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사용됨으로써 ‘혀’는 여러 관형어의

수식을 동시에 받는다. 이와 함께 물안개, 달, 나의 꿈, 나의 성기, 불타

는 혀 등의 명사가 연쇄적으로 중첩되면서 고정된 의미를 해독하기 어렵

게 만든다. 정현종 시에 나타나는 비문과 관형사격 조사 ‘의’의 중복은

서구식 수사법으로 종종 비판되어왔다.106)

하지만 이러한 중첩에는 ‘물’이라는 사물을 그 자체로 인식하려는 정현

종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의 불명확

성과는 달리 전체적인 문장의 흐름은 리드미컬한 진행을 보여준다. 바슐

라르에 따르면, 물의 물질적 성격은 역동적인 흐름 자체이다.107) 물과 동

104) 니체에 따르면 주체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붙여 꾸며내진 것이다.
105) 김주연, 60년대 시인 의식 : 소시민 의식과 낭만주의의 가능성, 사상계,
1968, 10., 263면.

106) 최하림, 문법주의자들의 성채 , 김현 외, 우리시대의 작가연구총서-정현종,
은애, 1979, 105면.

107) 가스통 바슐라르, 이가림 역, 물과 꿈(이하, 물과 꿈, 68면. : “감각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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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화되려는 육체적인 교감은 물의 물질적 성격을 그 자체로 파악하기 위

한 정현종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물안개’와 물안개가 감싸는

달, 그리고 그러한 월궁의 빛깔과 그로 인해 젖은 나의 꿈으로 흘러갔을

때만, ‘물’의 물질적 성격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

현종은 자신의 초기 시편에서 육체 모티프와 비문의 형식을 통해 역동성

에 기반한 사물 인식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물의 꿈 은 사물의 꿈 연작 시편 중 세 번째 시편이다.108) 정현종

의 시를 사물시라고 할 때, 사물의 내밀성을 탐구한다는 측면에서 릴케

의 사물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릴케의 사물시가 시적 자아

의 주관이나 감정을 최대한 배제한 채 객관적으로 사물에 집중하면서 시

인의 내면이 드러나는 것과 달리,109) 정현종의 사물의 꿈 연작에는 사

물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이나 묘사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정현종의 사

물의 꿈 연작에는 나무, 구름, 물, 사랑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이나 묘사

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그가 시적 대상으로 삼은 ‘나무’,

는-감각은 아니다-실체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교감
(correspondance)’를 부여한다. 그러므로 물질과 같은 푸른 향기는 분명히 신성
한 향기이며, 신선하고 윤나는 육체, 어린아이의 신체처럼 충만한 것이다. 모든
‘교감’은 ‘원초적인 물(l’eau primitive)’, 육체의 물, 우주적인 원소에 의해서
지탱되는 것이다.”

108) 정현종은 나무의 꿈 (현대시학, 1970), 구름의 꿈 (현대시학, 1970), 물
의 꿈 (문학과 지성, 1971), 사랑의 꿈 (현대문학, 1972)을 차례로 발표하며
사물의 꿈 연작을 구성했다. 특히 그의 첫 시집 제목을 이 연작 제목인 ‘사물의
꿈’에서 따올 정도로 이 4개의 시편은 그의 초기 시 세계에서 그가 보여주고자
했던 사물의 위상과 그 인식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작으로 볼 필요가 있다.

109) 로댕에게 특별히 헌정한 시로 알려진 표범-파리 식물원에서 (신시집)에서
릴케는 철창에 갇힌 표범만을 시적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스치는 창살들에 지쳐
그의 눈길은”, “가끔씩 눈동자의 휘장이 소리 없이/걷히면 형상 하나 그리로 들
어가”, “아주 조그만 원을 만들며 빙빙 도는/사뿐한 듯 힘찬 발걸음의 부드러운
행보는”의 시구를 통해 맹수답지 못한 표범을 그것의 눈과 움직임을 통해 묘사하
고 있다. 이 시에는 시적화자가 ‘나’나 ‘우리’로 직접 등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
라, 시인이 철창에 갇힌 표범을 보며 느꼈을 감정도 최대한 배제한 채 사물에 집
중하려고 했다. 그러나 “커다란 의지가 마비되어 있는/중심을 따라 도는 힘의 무
도와 같다”고 표범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시선은 사물에 대한 시인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릴케는 사물에 대한 객관적 관찰을 바탕으로 사물의 본질에
도달하고자 했다. (장현경, 릴케의 『로댕론』에 대한 미학적 해석 : 하이데거의
사물 개념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미학과 석사 학위논문, 2018, 10-1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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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 ‘물’은 보편적인 자연물이고, 심지어 ‘사랑’은 같은 추상적인 관념

이다.110) 하지만 그가 ‘사물’로 본 시적대상보다, 그가 보편적 대상이나

추상적인 개념을 인식한 방법에 주목한다면 정현종의 시적 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진행할 수 있다.

정현종은 사물의 꿈 이라는 제목에서 ‘꿈’이 바로 그의 인식 방법임을

강조했다. 바슐라르에 따르면, “‘물체(objets)’와 함께 사람은 깊게 꿈꾸는

것이 아니다. 깊이 꿈꾸기 위해서는 ‘물질(matieres)’과 함께 꿈꾸지 않으

면 안된다”111)고 했다. 마찬가지로 정현종은 물질과 함께 꿈꾸는 것은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관찰이나 묘사보다, “인간의 내면적 삶의 모든 상

징을 여러 실체들의 깊이 속에서 찾아내는” 상상력에 초점을 맞췄던 것

이다.112) 따라서 춤이라는 육체의 움직임이나, 육체성이 고양된 에로티즘

적인 교감을 통해 주체와 객체의 이분법적 사고틀에서 벗어나 역동성에

입각한 사물 인식의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했다.

110) 마광수는 정현종의 사랑의 꿈 을 사물을 대상을 놓고 씌어진 시(사물시)가 아
니라 시인의 관념 또는 주제의식이 바로 이미지 묘사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근거
로 관념시로 분류하였다. (마광수, 위의 책, 157면.)

111) 물과 꿈, 49면.
112) 물과 꿈, 2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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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물에 대한 역학적 인식의 방법론 모색

이 절에서는 정현종의 초기 시에 나타나는 거울 모티프와 ‘사이’에 대

한 감각은 사물의 역동성이 힘들의 차이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살펴보고

자 한다. 특히 ‘방법적 사랑’으로 대표되는 정현종의 사물 인식 방법을

바슐라르의 역학적인 인식론을 통해 해명하고자 한다.

비트루비우스 인간의 밑 부분에는 인체 비례에 관한 글이 인용되어 있

다. “건축가 비트루비우스는 건축에 관한 자신의 책에서 자연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인간의 치수를 정했다고 말한다.”의 문장으로 시작하는

이 글은 비트루비우스의 건축십서의 내용을 참고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 빈치의 설명이 담긴 이 글이 ‘거울 글씨’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거울 글씨란 거울로 비춰보았을 때 비로소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좌우가 바뀐 글씨를 말한다.

다 빈치의 거울 글씨는 역설적으로 수학적 비례에 입각한 인간의 형상

과 실제 인간의 모습의 차이를 부각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왜냐하면 비트루비우스 인간을 들고 거울 앞에 서면 수학적으로

철저하게 계산된 인간의 형상과 구분되는 다 빈치 간의 차이가 더욱 두

드러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 빈치의 형이상학적 자화상이라고 불

리기도 하는 비트루비우스 인간 은 수학적 비례를 통한 인간의 보편적

인 형상을 그려냈지만, 다 빈치의 거울 글씨는 실제 인간의 모습이 그러

한 형상과 완전히 일치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거울 글씨를 통해 호명되

는 거울은 형상과 실상의 차이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둘의 관계가 개별

인간에 대한 진정한 인식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113)

사물은 각각 그들 자신의 거울을 가지고 있다. 내가 나의 거울을 가지고 있

듯이. 나와 사물은 서로 비밀이 없이 지내는 듯하여 각자의 가장 작은 소리까

지도 각자의 거울에 비취인다. 비밀이 없음은 그러나 서로의 비밀을, 비밀의 많

고 끝없음을 알고 사랑함이다. 우리의 거울이 흔히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거울속으로 파고 든다. 내 모든 감각 속에 숨어 있는 거울이 어디서 왔는지

113) Toby Lester, 오은숙 역, 위의 책, 2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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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모른다. 사물을 빨아들이는 거울. 사물의 피와 숨소리를 끓게 하는 입술

式 거울. 사랑할 줄 아는 거울. 빌어먹을, 나는 아마 시인이 될 모양이다.

- 거울 (현대시학, 1970)114)

거울은 빛의 반사를 이용하여 물체의 모양을 비추어 보는 기하학적인

물건이다. 따라서 광학적 원리에 따라 대상을 인식하는 ‘거울’은 주로 근

대 문명의 상징으로 이상(李箱, 1910-1937)을 비롯한 많은 시인들에게

넘어서야 할 세계로 시 속에서 형상화되었다.115) 그러나 정현종의 시편

에서 거울은 이러한 기하학적인 도구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

은 소리까지도 각자의 거울에 비취인” 거울이다. 이상 거울 시편의 ‘거

울’은 소리가 없는 세계이자, 거울 속 ‘나’는 “내말을못알아듣는딱한귀가

두개나있소”의 시구처럼 거울 밖의 ‘참 나’와 소통하지 못하는 존재이

다.116) 즉, 이상의 거울이 기하학적 도구라면, 정현종의 거울은 ‘나르시스

의 샘물’이라고 볼 수 있다.117)

114) 정현종, 거울 , 현대시학, 1970.11, 49면.
115) 신범순은 이상의 거울 과 오감도 연작 분석을 통해 이상의 거울 모티프에 대
해 심도 깊은 분석을 시도한다. ‘거울 세계’는 “과학적 지식들로만 이루어진 세
계”로 거울 밖의 ‘참 나’는 거울 세계의 감금으로부터의 탈주하려고 한다. 유물론
적이고 물질적인 거울세계를 꿰뚫고 나아가기 위해 참 나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
력이 충만한 육체성을 담뿍 담은 ‘말’이며 ‘글’이고 ‘텍스트’이다. 이러한 육체성은
땅속의 생명력과 생식력을 충만하게 빨아들여 가볍게 공기 속으로 솟구치는 “차8
씨의 곤봉”( 且8氏의出發 )과 역사의 동토를 녹이는 ‘진녹색의 오줌줄기’( Le
Urine) 가 주요 기호로 설명된다. (이상, 신범순 편저, 신범순원본주해 이상시전
집 : 꽃속에꽃을피우다1, 나녹, 2017, 235-238 314-318 336 364-376면 참조)

116) 이상, 신범순 편저, 신범순수정확정 이상시전집 : 꽃속에꽃을피우다2, 나녹,
2017, 140면.

117) 물과 꿈, 48-49면. : ““(…)거울은 그의 속에, 그에게서 도망치는 배후의 세
계를 감금시켜, 거기서는 자기를 볼 수가 있어도 붙잡을 수는 없으며, 또 좁힐
수는 있어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가짜 거리에 의해서, 그 세계는 그로부터 떨
어져 있는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샘물은 그에게 열린 길일 것이다.(루이라벨, 
나르시스의 오류, 11면; 바슐라르, 이가림 저, 물과 꿈, 문예출판사, 1980, 48면
재인용) 샘물의 거울은 따라서 열려진 상상력의 기회가 된다. 약간 어슴푸레하고
약간 창백한 반영은 관념화의 작용을 암시하고 있다. 자신의 이미지를 비치는 물
앞에서, 나르시스는 자신의 아름다움이 계속되는 것, 또 그것이 완성되지 않아,
완성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느낀다. (…) 거울에서부터 시작하는 시인은,
만일 그가 ‘완전한 시적 경험’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샘의 물’에 도달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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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물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본 나르시스는 그 속에서 자기 모습만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 세계의 부분임을 알게 되었다. 나르시스는 그

를 둘러싼 숲 전체, 하늘 전체 속에서 자신을 보게 된 것이다.118) 위의

시편에 등장하는 거울의 최초 목적도 자기 자신을 비추는 목적이었다.

나는 나의 거울을, 사물은 사물의 거울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추었다.

그러나 서로에게 비밀이 없는 사이인 나와 사물은, 거울이 바뀌게 되어

나의 거울을 통해 사물을 보게 되고, 사물의 거울을 통해 나를 보게 된

다. 이는 사물을 보는 시각이 주체에서 객체의 일방적 방향 하에 해석되

는 것이 아니라, 주체와 객체의 끊임없는 시각의 교환이자, 해석의 역동

적 가능성이 열렸음을 의미한다.119)

비트루비우스 인간 에 적힌 거울 글씨의 함의처럼, 정현종 초기 시의

거울 모티프는 나와 사물 간의 차이가 관계의 원천이 되고, 그렇기 때문

에 역설적으로 나와 사물에 대한 인식을 제공함을 보여준다.120) 거울은

사물과 내가 모든 내밀한 것들을 터놓는 대상이면서, 사물과 내가 그 속

에서 교감할 수밖에 없는 내면적 공간을 의미한다. 정현종은 자신의 산

문에서 “한 편의 시가 태어나는 공간에 대한 이해는 시를 쓰고 있는 자

기 자신의 내면 공간”이며, 그것은 “상상력, 의식, 지성, 감정 혹은 정서,

무의식, 몽상 등의 이름으로 부르는 여러 힘들의 운동과 상호 작용”이라

고 말하였다.121) 서로를 비추는 관계 속에서 나의 거울에는 나의 모습뿐

안 된다. 우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시적경험은 꿈의 경험에 종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

118) 물과 꿈, 53면.
119) 물과 꿈, 66면. “시각(vision)에서 보이는 것으로의 (보는 주체에서 보이는
객체로의) 끊임없는 교환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보여지게 하는 모든
것은 보는 것이다.”

120) 정현종은 성교에 대해 대상과 나누는 정열적인 교감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교감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주체와 객체(타자)사이의 교감을 넘어, 사물 인식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도 가능하기 때문에 성교는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그
의 시상에 나타나는 것이다. “성교가 여자와의 사랑의 가장 강렬한 의식이고 여
자의 살과의 사랑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자신의
살과 사랑에 빠지는 일로 느끼고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적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감수성이고 그 말이 성교를 뜻했음을 아는 것은 비평가(또는 독자)의
감수성이다.” (정현종, 시와 감수성 그리고 대상 , 날자, 우울한 영혼이여, 민
음사, 1975, 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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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사물의 거울에서 반사된 사물의 모습도 함께 들어 있을 수밖

에 없다. 이것은 사물의 거울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한다. 거울은 단순히

외양만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내밀한 영역에서 관계 맺는 힘들의

작용을 비춘다.

서로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의 존재가 가능한 이유는 나와 사물의 차이

때문이다. 거울 의 첫 문장이 “사물은 각각 그들의 거울을 가지고 있

다”는 차이를 부각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거울은 “각자의 가장 작은

소리까지도” 비추어냄으로써 은폐되어 있는 내부를 드러내게 하고,122)

“내 모든 감각”을 형성한다. 즉, 서로를 비추어 보는 행위는 다시 그들

자신의 감각을 일깨우고 인식하는 행위가 된다.123) 정현종은 거울 모티

프를 통해서 사물의 내밀함에 대한 인식이 관계성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형상화한다. 그리고 “시인”은 사물과 나의 관계, 즉 거울들을 서로 바꿔

보면서 나와 사물의 내밀한 실상을 인식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方法的 사랑, 사랑이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방법적이라는 冠形詞를 쓴 이유는, 다

른 진부한 사랑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싸움을 통한 사랑일 수도 있

음을 말하기 위하여 그렇게 의미를 한정한 것이다. (…)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그러므로

진실 — 그것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 에 대한 사랑인데, 우리

의 삶의 현상들, 사물들이 <그것임>을 드러내고, 그리하여 實相에 보다 접근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이 사랑은 허위에 대한 증오도 포함하는 사랑이다. 이런 방법적 사랑

을 통해서만 우리는 생과 아름다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실현할 수 있고, 사물과 우리 사이

의 새로운 거리의 창조자일 수 있을 것이다. (강조-인용자)

- 方法的 사랑 (날자, 우울한 영혼이여, 1975) 부분124)

121) 정현종, 역동적 고요의 공간 , 숨과 꿈, 민음사, 1982, 61면.
122) 바슐라르는 나르시스 콤플렉스를 이야기하면서, 나르시스를 사랑했던 에코도
함께 물의 이미지와 관련시킨다. 에코는 스스로 말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던진 말
을 되풀이 할 수 있을 뿐이다. 나르시스를 사랑한 에코는 나르시스가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에는 자신의 사랑을 전할 수 없었다. 따라서 나르시스와 에코는 동일시
된다. (물과 꿈, 50-51면. : “메아리는 끊임없이 나르시스와 함께 있다. 그녀는
바로 그인 것이다.(…) 물 앞에서 나르시스는, 그 자신의 동일성과 이원성, 남성적
이며 여성적인 그의 이중의 매력, 특히 자신의 현실성과 관념성의 계시를 갖는
것이다.”)

123) 엄경희, 위의 글, 271면.
124) 정현종, 방법적 사랑 , 날자, 우울한 영혼이여, 민음사, 1975, 1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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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 모티프를 통한 정현종의 시도는 ‘방법적 사랑’의 제시로 이어진

다. 그는 차이와 거울이 지닌 이중성, 즉 나와 사물의 다름을 전제하면서

도 둘의 관계를 함축하는 특징을 바탕으로 ‘방법적 사랑’이라는 사물 인

식의 방법론을 제시한다. 방법적 사랑은 “싸움을 통한 사랑”이면서 동시

에 “우리의 삶의 현상들, 사물들이 <그것임>을 드러내고, 그리하여 실상

에 보다 접근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것은 양극의 대립을 포용하는

상상력을 통해 사물의 역동성에 도달하는 바슐라르 인식론의 구조와 닮

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정현종에게 방법적 사랑은 차이와 거울의 의미가

인식 태도의 차원으로 구체화된 것으로, 나와 사물의 차이를 무릅쓰고

사물의 내밀함에 도달하려는 노력이자 사물을 둘러싼 관계를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발바닥의 절망과 머리의 절망 사이에 또는

머리의 희망과 발바닥의 희망 사이에

끼어 있는 내 몸 속의

각색 물들의 흐름과 폭포의 리듬.

믿는 게 있군요

내리는 눈, 내리는 비, 시간……

몇 시나……?

여기야, 그것뿐이야, 앉아 있었던 곳에

그냥 앉아 있고 서있었던 곳에 서 있어,

그것뿐이야……

시간의 공포……

어디냐고? 아홉시 십분, 밤,

그대 가고싶어하던 곳을 계속 가고싶어하고

숨어 있는 데서는 기침을 조심하고

가장 맑은 사랑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대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다섯개의 얼굴은

아직 무한히 부족……



- 49 -

(여자는 그의 앞에서 없어진 나를 본다)

- 시간의 공포를 주제로 한 연가-또는 時空의 結婚 (현대시학, 1970)125)

시간의 공포를 주제로 한 연가 는 사물의 내밀성에 도달하기 위한 전

제로서의 차이와 사랑 간의 관계를 다룬 시이다. 나는 “발바닥의 절망과

머리의 절망 사이”에 있으며 “발바닥의 희망과 머리의 희망 사이”에 있

는 존재이다. “사이”란 서로 다른 사물이 지닐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차

이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차이는 사물에 대한 고정적인 개념의 한계를

드러내고 사물을 둘러싼 관계성을 환기한다는 점에서 사물의 의미를 온

전히 인식하는 가능성의 장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현종이 ‘사이’라는

표현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두 사물 간의 관계와 그에 함

축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126)

중요한 것은 이 시가 사물에 내재한 역동성이 세계를 역학적으로 이해

하기 위해 구상된 바슐라르의 시각과 연결된다는 점이다. 사이에 놓인

존재인 나의 몸은 “각색 물들의 흐름과 폭포의 리듬”으로서 극점을 연결

짓는 역동성을 호명한다.127) 내가 믿는 것은 “내리는 눈”, “내리는 비”,

그리고 “시간”이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의 모티프들은 어떤 방향성을 지

시한다. 그것은 “가고싶어하던 곳을 계속 가고싶어” 한다. 또한 그러한

목적을 위해 “그대/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다섯 개의 얼굴은/ 아직 무한

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증대하려고 한다. 이

것은 물질을 고정적인 실체가 아니라 동적인 것으로 보는 바슐라르가 물

과 불, 공기, 대지와 같은 4원소를 방향성을 가진 흐름, 즉 힘으로 인식

하는 맥락과 상통한다. 따라서 정현종의 시간의 공포를 주제로 한 연가

는 관계 속에 함축된 힘들의 상호작용을 파악하려는 역학적 인식의 태

도를 보여준다. 이 시에 나타난 힘의 방향성이 “가장 맑은 사랑에 이르”

125) 정현종, 시간의 공포를 주제로 한 연가 , 현대시학, 1970.11, 50-51면.
126) 서진영, 정현종 시와 시론에 나타난 연금술적 상상력의 의미 , 어문연구 3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1, 423면.

127) 공기, 2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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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에 맞춰져 있다는 것은 그의 역학적 인식과 ‘방법적 사랑’이 연관됨

을 보여준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모래

반짝이는 건 반짝이는 거고

고독한 건 고독한 거지만

그대 별의 반짝이는 살 속으로 걸어들어가

나는 반짝인다 고 노래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대의 육체가 沙漠 위에 떠 있는

거대한 밤이 되고 모래가 되고

모래의 살에 부는 바람이 될 때까지

자기의 거짓을 사랑하는 법을 연습해야지

자기의 거짓이 안보일 때까지.

- 그대는 별인가 (68문학, 1969)128)

그대는 별인가 는 ‘방법적 사랑’의 메커니즘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시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에서는 거울 에서 사물의 비밀을 “빨아들이는

거울”을 지닌 시인이 하나의 “별”로 변주된다. 이 시에서 별들의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구절은 “그대 별의 반짝이는 살 속으로 걸어들어가/

나는 반짝인다 고 노래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지”라는 대목이다.

그대는 별인가 의 부제는 ‘시인에게’이고, 이 시에 등장하는 그대는 시

인이다. 또한 “그대 별”이라는 표현이 보여주듯이 그대(시인)는 별과 동

일시된다.

별들은 다른 별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다른 존재의 모습을

반사하는 거울과 그 성격이 닮아 있다. 그것들은 “고독”하게 “반짝”이지

만, 이 시의 화자는 고독한 별들의 반짝임이 관계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간파한다. “ 나는 반짝인다 고 노래할 수 있”으려면 “그대 별의 반짝이

는 살 속으로 걸어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많은

별들은 다른 별들의 반짝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빛날 수 있는 것이다.

128) 정현종, 그대는 별인가 , 68문학, 1969.1, 1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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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별들의 육체는 관계를 형성하는 매개로 작동한다. “살”은 서로

다른 두 대상의 교감을 가능하게 하는 육체이다. 별과 별은 육체로 형상

화된 관계를 통해 서로의 반짝임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

나의 별은 다른 별이 빛날 수 있게 해주는 능동적인 존재인 동시에, 다

른 별로 인해 빛날 수 있는 수동적인 존재이다. 사물과 사물 사이의 능

동적이면서 수동적인 관계를 이해할 때, 시인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사물의 내밀성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다.

‘별’에 나타난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관계성은 물질과 상상력의 관계를

그대로 드러낸다. 사물과의 교감과 감응의 상상력은 결코 일방적 관계와

고정된 경계를 형성하지 않으며, 물질에 순응하며 또한 저항하고, 유지하

며 또한 놓아버리고, 필연적이며 또한 자유로운 다양을 포용한다. ‘별’이

함축하는 관계의 양가성은 물질과 상상력이 맺는 관계의 유연성을 보장

하고, 관계에 함유되는 다양한 힘들의 상호 작용을 함축한다.129) 이것을

인식하는 일은 “자기의 거짓을 사랑하는 법을 연습”하는 ‘방법적 사랑’과

직결된다.

사물을 가장 잘 아는 법이 方法的 사랑이고 사랑의 가장 잘 된 표현이 노래이고 그

노래가 신나게 흘러다닐 수 있는 세상이 가장 좋은 세상이라면, 그렇다면 형은 어떤 사랑

을 숨겨 지니고 있읍니까?

어제 형은 형의 꿈 이야기를 해주었읍니다. 온 땅이 거울이 되어 하늘이 다 비췌고 있는

데를 걸어갔다, 거울인 땅 위를 걸어갔다, 안 팔리는 꿈을 향해 꼭두새벽 꼭두대낮 거듭 걸

어갈 때 자기의 모양은 아주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누구나 거기서는 나그네되는 항구,

항구의 고향인 바다와 그리운 꿈만 보이는 식으로 자기가 안 보이는 게 즐거웠다 (그런

데 거울인 땅 위에 자기의 모양이 비췌인 건 침을 뱉기 위해 몸을 굽히거나 구두끈을

매기 위해 허리를 꺾거나 할 때였으며)…… 밤이 되자 별들은 무덤의 입술을 빨고 무덤들

129) 공기, 331면. “본다는 것’[인용자: 별들이 우리를 향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것
으로 “비의도적으로 그저 본다”라는 뜻의 ‘voir를 의미한다]과 ‘바라본다’[인용자 :
우리가 별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응시한다”라는 뜻의 ‘regarder’를 의미한다]는
것은 여기서 그들의 역동성을 상호 교환하고 있으니, 주거니 받거니가 이루어지
는 것이다. 그때에는 거리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무한한 통공[상호 교통]은
무한한 (공간적)크기를 지워버린다. 별들의 세계는 우리 영혼을 감동시키니 그
세계는 바로 시선의 세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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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별들의 입술을 빨고 있었으며, 천지간의 바람은 바람 자신의 代를 잇기 위해 끊임없이

불고 있었으나 오히려 詩人의 눈에 눈물 고이고 귀에 소리 고이게 하기 위해 불고 있었고

그러나 잠들어 눈 어둡고 귀 닫은 이 많아 그들이 깨어날 때까지 불 작정으로 불고 있는 듯

했으며…… 그때 어떤 소리가 말했다, 오늘의 시의 운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쪽박으

로 구걸하는 거지 자기의 名聲의 쪽박으로 구걸하는 건 아니다, 죽음으로 구걸하는 거지 살

아남음으로 구걸하는 건 아니다, 명성 等은 그대의 이름을 쭉정이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임

을 그대는 그대의 그야말로 명성을 위해 알아두어라, 사람은 각자 자기가 사랑받아야 한다

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 이상의 사랑을 ( )로부터 항상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가 삶의

현상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가 두루 궁금할 따름이다, 사랑받아야 한다는 욕망은 사랑

자체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사랑받음과도 아무 상관이 없고 항상 그대는 어떻게 사랑하고

있으면 된다, 그대는 그대의 모든 詩에서 그대의 이름을 지우고 그 자리에 고통과 자신의

죽음을, 문화를, 방법적 사랑을 놓지 않으려느냐, 슬픔 多謝.

잠이 깨었으나 형의 꿈은 더 깊어갔습니다. (289면)

- 사랑辭說 하나-자기 자신에게 (現代文學, 1972)130)

사랑辭說 하나-자기 자신에게 에서 ‘방법적 사랑’이라는 시어가 직접

등장할 뿐만 아니라, 괄호라는 기호를 통해 그 의미를 형상화한다는 점

에서 주목을 요한다. 하늘과 땅이 구분이 되지 않는 상황은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볼 수 없게 한다. 이것은 나에 대한 인식이 개념화될 수 없음

을 알려주는 정황이다. 그런데 오히려 나는 나를 볼 수 없어서 즐겁다고

토로한다. 나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한 상황을 나는 왜 즐거운 일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 해답은 ‘방법적 사랑’이라는 개념에 담겨 있다. “방법

적 사랑”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물의 역동성, 즉 사물에 내재한 힘들의

상호작용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하늘과 땅이 구분되지

않고 나 자신이 보이지 않는 상황은 오히려 나의 진정한 모습, 즉 나에

얽혀 있는 힘들의 작용을 드러낼 수 있는 순간이다. 나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역동성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인 것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정현종은 괄호라는 기호를 활용하여 방법적 사랑의

의미를 구체화한다. “( )에게”에서 비어있는 괄호는 앞에서 언급된 괄

130) 정현종, 사랑사설 하나 , 현대문학, 1970.8, 288-2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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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즉 “(그런데 거울인 땅 위에 자기의 모양이 비췌인 건 침을 뱉기 위

해 몸을 굽히거나 구두끈을 매기 위해 허리를 꺾거나 할 때였으며)”에

상응한다. 괄호 안에 들어 있는 구절은 육체의 다채로운 움직임으로 형

상화된 힘들의 작용이 어떤 개념으로도 규정될 수 없는 역동성 자체임을

가리킨다. 사물의 실상을 포착하려면 “몸을 굽히거나” “허리를 꺾거나”

하는 역동적인 움직임 자체를 바라봐야 한다. 문제는 그것이 논리적인

명제로 구현될 수 없는 모순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논리의 차원에서 몸

은 굽히는 행위와 꺾는 행위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괄호

안의 구절은 이러한 행위들을 한 호흡의 문장 속에 함께 담음으로써 서

로 모순되는 행위들의 병존을 부각시키고 있다. 바로 이러한 지점을 정

현종은 빈 괄호를 통해 형상화한다. 빈 괄호는 사물의 의미를 “담아 잡

는” ‘텅 빔’과도 관련이 된다. 대화 속에서 텅 빈 괄호는 침묵을 의미할

때, 괄호의 침묵까지도 포괄하는 것이 사물의 진실, 즉 사물의 역동성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사랑이기 때문이다.131)

논리적 언어의 차원을 넘어섬으로써 거울을 통한 인식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나아간다. 정현종은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나, 사랑 또는 ‘사랑

받음’과 관계없이 “그대는 어떻게 사랑하고 있으면 된다” 또는 “삶의 현

상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나 사랑, 사랑받음은 사랑의 상태를 개념화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

들은 사랑이 함의하는 꿈틀거리는 힘의 약동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

131) 하이데거에 따르면, “말함(Sagen)의 다른 본질적 가능성의 하나인 침묵함
(Schweigen)도 동일한 실존론적 기초를 가지고 있다. 서로 함께 말하는 가운데
침묵하고 있는 사람이 말을 끝없이 하는 사람보다 더 본래적으로 “이해하게
끔 할”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해를 형성할 수 있다. (…) 그렇지만 침묵함이 벙
어리로 있음은 아니다. (…)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은 주어진 [결정적] 순간에
침묵할 줄도 모른다. 오직 진정한 말함에서만 본래적으로 침묵함도 가능한 것
이다. 현존재는 침묵할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인가 말할 것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본래적으로 풍부하게 열어 밝힐 처지에 있어야 한다.
그때에 과묵함[침묵하고 있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잡담”을 눌러버린다.
침묵하고 있음은 말함의 양태로서 현존재의 이해가능성을 근원적으로 분류 파악
하여, 이 이해가능성에서부터 진정한 들을 수 있음과 투명한 서로 함께 있음
이 생기게 한다. (마르틴 하이데거, 이기상 역, 존재와 시간, 까치, 1998,
226-227면. (강조-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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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종이 말미에서 “사랑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현종은 거울과 사이, 별 등의 모티프와

괄호의 형식을 통해서 ‘방법적 사랑’의 원리와 메커니즘을 구체화하였다.

意識의 맨 끝은 항상

죽음이었네.

구름나라와 銀河水 사이의

우리의 어린이들을

꿈의 病身들을 잃어버리며

캄캄함의 混亂 또는

괴로움 사이로 人生은 새버리고,

헛되고 헛됨의 그 다음에서

우리는 花環과 알코홀을

가을 바람을 나누며 헤어졌네 

意識의 맨 끝은 항상 

죽음이었고.

죽음이었지만

허나 구원은 또 항상 

가장 가볍게

瞬間 가장 빠르게 왔으므로

그때 時間의 每마디들은 번쩍이며

지나가는게 보였네

보았네 대낮의 햇빛 속에서

웃고 있는 牧場의 울타리

木幹의 타오르는 정다움을,

無意味하지 않은 달밤 달이 뜨는 

宇宙의 참 부드러운 事件을. 

어디로 갈까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길과 醉氣를 뒤섞고

두 사람의 괴로움이 서로 따로

헤어져 있을 때도

알겠네 헤어짐의 정다움을.

불붙는 神經의 집을 위해

때때로 내가 밤에 깨물며

依支하는 붉은 사과, 또는

아직도 심심치 않은

오비드의 헤매는 寢臺의 노래

意識의 맨 끝은 항상

죽음이었네.

구름나라와 銀河水 사이의

우리의 어린이들을

꿈의 病身들을 잃어버리며

캄캄함의 混亂 또는

괴로움 사이로 人生은 새버리고,

헛되고 헛됨의 그 다음에서

우리는 花環과 알코홀을

가을 바람을 나누며 헤어졌네  (19면)

意識의 맨 끝은 항상 

죽음이었고.

죽음이었지만

허나 救援은 또 항상 

가장 가볍게

瞬間 가장 빠르게 왔으므로

그때 時間의 每마디들은 번쩍이며

지나 가는게 보였네

보았네 대낮의 햇빛 속에서

웃고 있는 牧場의 울타리

木幹의 타오르는 정다움을,

無意味하지 않은 달밤 달이 뜨는 

宇宙의 참 부드러운 事件을.  (20면)

어디로 갈까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길과 醉氣를 뒤섞고

두 사람의 괴로움이 서로 따로

헤어져 있을 때도

알겠네 헤어짐의 정다움을.

불붙는 神經의 집을 위해

때때로 내가 밤에 깨물며

依支하는 붉은 사과, 또는

아직도 심심치 않은

오비드의 헤매는 寢臺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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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의 정다움 에서 정다움은 “헤어짐의 정다움”이다. 지금까지 시편

들을 바탕으로, 시적화자가 헤어지고자 하는 대상은 의미작용 내에 고립

되어버린 개념화된 사물을 말하는 것이다.135) 따라서 기존 사물에 대한

관념화된 이미지와 결별하고,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구체화해나갈

때, 이는 정다운 헤어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위 시의 “의식의 맨 끝은 항상/ 죽음이었네”와 “죽음이었지만/ 허나 구

132) 장 꼭또, 오현우 역, 무서운 아이들 , 세계문학전집1: 무서운아이들, 동아출
판사, 1958, 34-35면. : “다르즐로의 권세를 벗어난 데다, 엘리자베뜨가 벙어리짓
을 시작한 때부터는 활기를 돋구는 실갱이질의 불똥 튀김도 없게 되어 더욱 더
자기 자신 속에 파묻혀 지냈기 때문에 뽀올은 제 성미대로 살아왔다. 연약한 그
의 성질은 한층 더 여리게 되었다. 엘리자베뜨의 짐작은 틀림없었던 것이다. 그
녀의 앙큼스런 주의력은 아무리 자그마한 징조라도 놓치는 일이 없이 살펴
보는 것이었다. 그녀는 작은 행복에 입맛을 다시는 따위의 꿀꿀이짓이 아예
질색이었다. 고양이처럼 꼬르륵 목을 울리는 짓, 입술 언저리를 쩝쩝 핥는 짓을
증오하였다. 온통 불이며 얼음인 듯한 그녀의 성미는 미지근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라오디게아에 보냈던 사도서(使道書)의 귀절 비슷이, <그녀는 미지
근한 것을 입으로 토하여(요한 계시록자주)버린 것이다. 그녀는 순수한 혈종이
었고, 그녀는 뽀올 역시 순수한 혈종이기를 원하였다. 그리하여 이 소녀는 난생
처음 급행 열차를 타고 달리면서도, 기관차의 울림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동생의 얼굴만 뚫어지게 노려보는 것이다. 광녀의 부르짖음, 광녀의 머리카락,
이따금씩 나그네들의 잠 위를 하늘거리는 외침의 감동적인 머리카락 밑에서, 동
생의 얼굴만을 뚫어지게 노려보는 것이다.”

133) 정현종, 사물의 정다움 , 六十年代詞華集 11, 1965.12, 22면.
134) 정현종, 사물의 정다움 , 사물의 꿈, 민음사, 1972, 19-21면.
135) 바슐라르는 ‘개념’과 ‘이미지’를 구분한다. 개념은 사물의 의미를 고정시킨다면,

이미지는 사물의 고정된 개념을 넘어서 새로운 의미를 확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 이미지 형성의 작동원리가 바로 상상력인데, 이때 상상력은 ‘콩트르
contre 상상력(물질의 적대성에 대한 상상력)’과 ‘당dans 상상력(물질의 내밀성
에 대한 상상력)’의 서로 상반되는 힘의 방향이 종합된다는 점에서 “복합 기능
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상상력은 어느 하나의 힘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
물에 대한 양가성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할 때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이다.(가스통 바슐라르, 대지 그리고 휴식의 몽상, 8-10면 참조.)

滿足이 없는 

작은 幸福 等에 입맛 다시는 

꿀꿀이 짓의

      ※ 끝 二行은 쟝․꼭또의 <무서운 아이들>中

에서 가져온 귀절임.132) 

-｢事物의 정다움｣ (六十年代詞華集, 1965)133)

뚫을 수 없는 여러 運命의

크고 작은 입맛들을.  (21면)

-｢事物의 정다움｣ (事物의 꿈, 197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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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또 항상/ 가장 가볍게”라는 시구는 정현종 연구와 비평에 빈번하게

인용되었다. 보통 이 시구는 정현종의 죽음에 대한 실존주의적 한계를

지적하거나,136) 삶과 죽음이라는 상반된 상태의 변증법으로 자주 언급되

어왔다.137) 그러나 대부분 이 구절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작품 전체 분

석을 통해 정현종의 죽음과 구원을 분석하고 있지 못하다.

먼저 1연의 내용은 시적화자가 경험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죽음이었네”, “헤어졌네”, “죽음이었고”라는 종결어미를 통해서 화

자의 경험을 통해 발견한 죽음과 헤어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먼저

“의식의 맨 끝은 항상/ 죽음이었네”라는 구절은 의식의 끝이 죽음이라는

것을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사물에 대한 의

식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물 이러한 죽음은 “구름나라”와 “은하수” 사이에 존재하는 “꿈의 병신

들”인 “우리의 어린이들”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때 “구름나라”와 “은하

수”를 초월적인 공간으로 해석하기도 한다.138) 그러나 잃어버릴 수 있는

대상은 소유한 대상일 때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초월적인 공간 사

이의 “우리의 어린이들”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구름나라”와 “은하수”를 초월적인 공간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구름과 은

하수가 갖고 있는 물질적인 측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현종에게

구름은 “흘러넘치는” 유동성을 가진 대상으로 시에 나타난다.( 구름의

꿈 ) 바슐라르에 따르면, 구름은 가장 몽상적인 “시적 오브제”이다. 고루

한 개념의 세계에서 상상 세계로 갈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볼 정도로

구름은 창조적 상상력을 가능하게 한다. 게다가 은하수는 “구름보다 더

주무르기 쉽고”, 신화 속 이야기를 통해 형성된 “젖”의 이미지로 보다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이미지를 가진다.139) 따라서 위 시의 “구름 나라”

136) 김우창, 위의 글.
137) 김현, 위의 글.
138) 김충열, 정현종의 사물의 꿈에 나타나는 시어 ‘사이’ 연구 – 들뢰즈와 가타
리의 리좀적 사유를 중심으로 , 국어국문학 174권, 국어국문학회, 2016, 230면.

139) 공기, 354면. : “황금 못[釘]들에 잦 비유되는 별자리들이 고착의 상징들이라
면 반대로 성운, 곧 은하수는 ― 그것을 주의 깊게 바라보노라면 성좌들에 부여
하는 것과 같은 고착성을 아마 부여하게 되겠지만― 어느 저녁 나절의 관조 속에
서는 그것은 끊임없는 변모의 테마가 되어준다. 그 이미지는 구름과 젖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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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은하수”가 의미하는 바는 상상력의 역동적 공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역동적 공간 사이에 있는 “우리의 어린이들”은 “의식의 맨 끝”

에서 “꿈의 병신들”이 되어 버렸다. 이 작품의 말미에 나와 있듯이 위의

시가 무서운 아이들을 배경으로 했을 때, 이때의 꿈의 병신들인 어린

이들은 뽈과 엘리자베뜨를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사물이 개념화 되어 꿈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병신들이 되어버렸

기에 역동적 공간의 사이에서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사물이 개념화 되어 버리면서 더 이상 생동감이 없어진 사물은 주체에

게 캄캄함의 혼란이자 괴로움이 되는 것이다. 이런 괴로움 사이로 “인생

은 새버리”게 되었다. 그러나 새버리는 것은 무(無)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착화

되어버린 사물 개념에서 벗어나 이제 새로운 사물의 생이 될 수 있도록

변형된 것이다. 화자는 이러한 변화가 “헛되고 헛됨”이라고 성경의 구절

을 통해 밝힌다. 이는 삶의 무상감이나 허무함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구절에서도 세대의 변화에서도 영원한 땅, 낮과 밤의 변화에도 동쪽

에서 계속 뜨는 해 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도 변

하지 않는 것, 바로 “영원회귀”의 수레바퀴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

물을 계속해서 보고 들으려고 해도 사물에 대한 인식을 채울 수 없는 것

이다. 니체는 영원회기는 한계에 대한 인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자기

한계의 인정이 바로 새로운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전제하는 작업인

것이다. 더 나아가, 성경구절에서 참고하듯 사물은 눈과 귀와 같은 감각

을 통해 사물의 본질을 인식하려 하지만, 결국 할 수 없다.140) 이러한 감

동시에 입고 있다. 밤은 이 유백색 빛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 이 창공[공기적] 젖
속에서 어떤 상상적 삶이 형성된다. 달의 젖은 대지 위로 감돌고, 은하수의 젖(역
주: 그리스 신화를 보면, 헤라의 젖이 하늘로 뻗치며 은하수가 되었다고 한다)은
하늘에 머문다.”

140) 전도서1:2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다.”를 포함한 전도서 1장의 말씀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을 전
하는 전도서1장의 이야기를 참고하면 한 세대의 변화에도 땅은 영원히 있고, 해
는 뜨고 지되 다시 떴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은 불지만 항상 다시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8절에서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즉, 세상 모든 것은 눈이나 귀로 인식하는 것에 완벽을 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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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적 인식을 보완하여 사물을 이해하는 방안이 바로 상상력이 되는 것이

다.

시적 주체는 “화환”과 “알코홀”을 들고 사물을 인식하고 있다. 꽃과 술

은 축제의 상징이자 제사의 상징이다. 관념화된 사물의 죽음에 대한 애

도의 시간이자, 새로운 사물에 대한 인식을 기다리는 축제의 시간이기도

한 것이다. 추모의 시간이던 축제의 시간이던, 제의는 금기를 넘어서는

잉여의 시간이다. 따라서 우리는 가을 바람을 나누며 기존의 사물개념과

헤어질 수 있는 것이다.

다음 2연에서는 사물의 죽음은 가장 가볍고 빠른 구원을 통해 다시 새

로운 사물로 탄생한다. 이때 시간의 매 마디들이 번쩍이면서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마디’라는 것은 연속의 흐름에서는 볼 수 없는 연속을 분

할한 것을 말하는 데, 사물에 대한 의식에 끝과 새로운 시작 그 사이의

마디가 번쩍이며 보이는 것이다. 이때 그 마디는 나의 의지로 본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의식의 끝과 시작, 전환을 통

해서 나는 새로운 것을 보고자하는 의지를 갖게 된다. 따라서 “보였네”

의 동사가 “보았네”라는 동사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시적화자가 본 것

은 “웃고 있는 목장의 울타리”이자 “목간의 타오르는 정다움”을 보게 되

었다. 목장의 울타리라는 사물을 개념이 아닌 상상력을 통해 인식할 때,

그것은 가축들을 가두는 우리가 아니라, 나무줄기의 타오르는 정다움을

발견한 것이다. 사물에 대한 무의미한 인식이 아닌, 역동적 상상력을 바

탕으로 새로운 사물의 가치를 창조하였고 고로 그 대상을 인식한 화자의

인식이 변화하며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하나의 사건이 되었다.

이어 3연에서는 “어디로 갈까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길에 취기를 뒤

섞는다. 이미 정해진 길이 있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관념의 답습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시적화자는 어디로 갈까를 끊임없이 생각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새로운 사건의 시작에서 정해지지 않은 끝을 향해 어

디로 갈까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생각’이라는 이성적 사고만

을 하는 것이 아니라 ‘취기’를 결합시키다. 정현종에게 술이란 상상력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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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사물의 인식이라는 사건은 객관

적 인식과 함께 상상력이 결합될 때 사물에 대한 창조적 해석이 가능하

게 되는 것이다.

위 시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정현종이 60년대사화집에서 발표할 때

와 사물의 꿈 시집 수록할 때에 수정한 시구이다. 시의 말미에 덧붙여

놓았듯이 “만족이 없는/ 작은 행복 등에 입맛 다시는 / 꿀꿀이 짓의”라

는 시구는 장 콕토의 무서운 아이들이라는 소설의 부분을 따온 것이

다. 무서운 아이들에 등장하는 엘리자베스와 폴은 몽상이 의식이고, 현
실이 죽음인 아이들이다. 다른 아이들은 다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몽상 속에서 지내는 엘리자베스와 폴은 계속 어린아이로 머물게 된다.

어머니의 죽음을 실제 죽음으로 인정하기에 버거운 아이들의 입장에서

몽상 속에서의 죽음은 오히려 그들에게 위안이 되는 것이다.

“만족이 없는/ 작은 행복 등에 입맛 다시는 / 꿀꿀이 짓의”는 “뚫을 수

없는 여러 운명의/크고 작은 입맛들을”로 수정되었다. 이때 만족이 없는

작은 행복은 현실 세계 공간에서의 행복들일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는 상황에서 이들이 부딪혀야 하는 현실은 이제 학교도 다니지 않는

폴과 엘리자베스에게 유일한 안식처인 그들의 집, 그리고 엘리자베스의

결혼으로 그 집에서도 더 이상 그들의 놀이는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아

이들의 성장과 현실의 적응이 바로 “뚫을 수 없는 여러 운명”이 될 것이

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니체의 영원회귀를 보여주는 기호이다. 1연에서

나왔던 “헛되고 헛됨”처럼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고정할 수 없는 것이다. 기존 가치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사

물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고, 다시 관념이 되어버린 사물의 고정관념을

폐기하고 상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물인식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즉, 사물은 어느 하나의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수레바퀴의

움직임, 그 자체가 바로 사물이기 때문인 것이다.

정현종은 상상력을 “구체적인 체험의 구체적인 관념화”라고 이야기한

다.141) 과거, 현재, 미래의 체험을 하나의 기억으로 보고 그 기억을 구체

141) 정현종, 꿈꾸는 者의 內面日記 ― 혹은 善惡을 넘어서 , 문학과 지성, 13,
1973. 가을, 5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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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관념화하는 과정이 바로 상상력이라는 것이다. ‘보이는 것을 보는

것’에서부터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을 보는 것’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사

물시라는 기존의 인식에서 그는 ‘기억’을 하나의 재료로 보고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142) 그러나 이러한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지나치게 수사

적인 표현은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구체적 체험이 오히려

추상화되어 현학적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었다.

142) 마광수는 사물시는 시인의 상상력을 통해 대상의 자유로운 연상 작용과 그 연
상 작용에 의한 대상의 변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물을 이미지의 소재
로 삼되 철학적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현종의 시는 상상력을 통한 사물 인식의 역동성을 강조했
다는 점에서 고평할 만하다. 하지만, 바슐라르와 니체의 철학적 사유를 그의 시적
이미지로 변용하지 못하고, 춤, 바람, 비상의 기호로 쓰이는 부분은 오히려 그의
시적 세계를 추상화하거나 현학적으로 만든다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마광수, 위
의 책, 149 15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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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시간 의식에 의한 사물 인식 구체화

3.1. 시간의 기계적 흐름과 역동적 상상력의 불가능

성 - ‘말’의 인식과 관련하여

앞 장에서 논의를 통해 정현종에게 사물의 본질은 형이상학적 관념이

나 이상이 아니라, 역동성임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사물의 역동성

을 표현하기 위해 정현종은 육체모티프를 활용하면서, 주체와 타자 사이

의 교감을 넘어선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열고자 했다. 그러나 역동성

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물 인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기에 ‘순간’이라는

시간 속에서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순간’에 대한 시간 의식

은 “박명의 시학”이라는 정현종의 대표적인 시론으로 정립하게 된다. ‘박

명’은 낮과 밤의 경계가 되는 시간으로서 서로 이질적인 것들의 대립을

통해 구현되는 순간적인 정지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정현종이 ‘박명’이라는 시간의 맥락에서 서로 다른 힘들의 관계라는 사물

인식의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바슐라르의 ‘비연속

적 순간’의 개념은 정현종의 ‘박명’을 해석하는 유효한 틀이 될 수 있

다.143)

정현종의 시간 의식은 동시대에 대한 시적인 대응으로 모색된 것이다.

시는 역사의 패배와 결핍을 드러내고, 그 결여를 채울 때 혁명을 일으킨

다.144) 또한 시인은 “시대의 소리에 자갈을 물리는 강도를 쫓아 밤새도

143) 가스통 바슐라르, 이가림 역, 시적 순간과 형이상학적 순간 , 순간, 147 159
면. “포에지(poésie)는 순간화된 형이상학이다. 그것은 한 편의 짧은 시 속에서
전우주의 비전과, 하나의 혼의 비밀, 존재의 비밀 그리고 여러 대상의 비밀을
동시에 드러낸다. (…) 그것은 분쇄되어 버리는 것에 대해, 용해되어 버리는 것
에 대해, 즉 많은 메아리를 흩뿌리는 지속에 대해 무관심하다. 그것은 순간을
창조한다. (…) 포에지가 자신의 특별한 역동성을 발견하는 것은 부동화된 순
간의 수직적 시간 속에서이다.”(강조-인용자)

144) 정현종, 시와 행동, 추억과 역사 , 숨과 꿈, 문학과 지성사, 1982, 1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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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달리는”( 시인 ) 사람이라고 하면서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현재를

과거의 연속선상에 놓고 부정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시간의

연속적 흐름에 균열을 내는 ‘말’을 호명하고 있다. ‘말’은 “부활할 수 있

으나, 우선 죽어야만”하는 바슐라르의 ‘순간’과 마찬가지로 “태어나고, 다

시 죽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통해 존재한다. 따라서 시인의 말

인 시적 언어는 “일종의 창조적 폭력”으로 기존의 흐름에서 벗어나 끊임

없이 새로운 세계를 형성하는 근간이 된다.145) 이러한 언어 의식, 그리고

시간의식이 그의 시대감각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이

경우 지금까지 현학적이고 관념적인 시인으로 취급되었던 정현종에 대한

문학사적 평가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박명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며 낮과 밤이 서로 스며들고 있는 시공이다. 낮과 밤이 화

학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시공이다. 낮은 밝음 속에 정지해 있고 밤은 어둠 속에 정지해

있다면 박명의 푸른빛은 움직이고̇ ̇ ̇ ̇ 있다. 낮과 밤이 서로 녹아들면서 술이 되는 시간이다.
박명은 취한 시공이며 깊은 시공이다. 사물은 그의 비밀을 박명 속에서만 드러낸다. 아

니, 박명은 사물의 비밀을 가장 뚜렷이 드러내는 공간이다. 사물의 비밀이 푸른 도깨비처

럼 나타나고 꽃의 향기처럼 냄새나는 시공이다. 박명은 안심할 수 없는 시공이다. 하나와 다

른 하나가 만나서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지점은 안심을 허락하지 않는 지점이다. 가령 한

몸과 다른 몸, 한 마음과 다른 마음이 만날 때 생기는 설레임은 박명이 낳은 설레임이다.

감동은 박명이 낳는 설레임이다. 또 다른 예를 들면 혁명(정치적인 것이든 예술적인 것

이든)은 시간이 바뀌는 시점이다. 즉 혁명전의 시간과 후의 시간은 다르다. 시간이 바뀐

다는 것은 동시에 공간이 바뀐다는 것이다. 혁명 전의 시공과 후의 시공이 만나는 접점인

혁명은 그래서 박명의 시공이자 모든 아름다운 혁명은 박명의 아들이다. (강조-인용자)

- 박명의 시학 (숨과 꿈, 1982) 부분146)

정현종은 사물의 비밀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시 공간이 박명의 시 공

간이라고 이야기한다. 낮과 밤이 정지의 시간이라면, 낮과 밤이 녹아드는

박명의 시간은 역동적이라고 한다. 실제로 모든 시간은 흘러가기에 낮도

밤도 정지의 시간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낮은 밝음이 지속되는 시간

145) 순간, 21면.
146) 정현종, 박명의 시학 , 숨과 꿈, 문학과 지성사, 1982, 62-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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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밤은 어두움이 지속되는 시간이다. 하지만 박명은 밝음과 어둠이라

는 서로 다른 특성이 함께 어우러진 변화의 순간이 되는 것이다. 바슐라

르에 따르면 시적 순간은 “반대명제(antitheses)들이 서로 양면감정병존

(ambivalence)을 지니면서 결합”하여 존재의 새로운 가치평가를 가능하

게 한다.147)

순간은 수평적 시간 속에서 순간은 끊임없이 창조되고 소멸되기 때문

에 고독할 수밖에 없다.148) 하지만 ‘현재의 순간’은 과거 순간들과 미래

순간들의 연속의 구심점으로서 요구되는 것으로 시간현상의 연속성을 지

닌다.149) 마찬가지로 정현종의 박명의 시학에서 중요한 점은 혁명의 순

간이 만들어 낸 혁명 전과 후의 시간의 변화와 그로인한 공간의 변화를

인식했다는 것이다. 즉, 정현종은 사물의 진실을 순간적으로 포착하려고

한 것을 넘어 새로운 사물 인식이 가지는 연속성에 주목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 의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항상 ‘순간’의 이용의

의식이고, 그것은 항상 능동적이며 결코 수동적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속의 의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적 존재의 ‘진보’를 전제로

하고 있다.150) 바슐라르의 습관은 라이프니츠의 “예정조화설”의 가설을

147) 순간, 149면.
148) 순간, 21면. “시간은 순간 안에 꽉 조여 있고 두 개의 허무 사이에 매달려
있는 현실이다. 물론 시간의 재생은 가능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은 우선
한 번 죽지 않으면 안된다. 시간은 지속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순간에 있는 자
기 자신의 존재를 다른 순간으로 옮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순간, 그것은 이미
고독일 것이다. 그것은 그 형이상학적 가치가 가장 완전하게 벗겨진 상태 안에
서의 고독이다. 그러나 보다 감정적인 질서에의 고독이 순간의 비극적 고립을 견
고하게 한다. 즉 일종의 창조적 폭력에 의해서 순간에 국한된 시간은 우리를
단지 타인에게서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고립시키고 만다. 왜냐하
면 그렇게 함으로써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친밀한 자기 자신의 과거로부
터도 절연하기 때문이다.(…)시간은 고독한 순간으로서, 고독의 의식으로서 제시
된다.” (강조-인용자)

149) 이경신, G. Bachelard의 시간형이상학에 대한 고찰 , 서울대학교 철학과 석사
학위논문, 1992, 9 12면.

150) 순간, 128-129면. “시간의 의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항상 ‘순간’의
이용의 의식이고, 그것은 항상 능동적이며 결코 수동적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
리의 지속의 의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적 존재의 ‘진보’ - 그 진보가 실효성
이 있는 것이건, 모방적인 것이 아니면 단순히 몽상적인 것이건 간에 – 의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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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하며,151) 습관의 다발이 여러 속성의 다양성 속에서 우리가 계속 존

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다.

정현종의 시간 의식은 내면 공간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박명은 낮과 밤 사이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낮과 밤이 서

로 녹아들면서 술이 되는” 순간, 사물의 비밀을 드러내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 이때 공간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는

‘내면 공간’을 의미하는 데, 이때 시인의 언어인 ‘말’이 바로 내면 공간의

열림을 주도하게 된다.152) 이러한 내면 공간에서는 상상력을 통해 새로

운 시적 이미지가 창조되는 바, 이때 상상력은 구체적인 현실을 바탕으

로 작동해야 한다.153)

것이다. 진보 안에서 이와 같이 구성된 복합성은 명확하게, 보다 단순하게 된다.
그리고 다시 갱신된 리듬은 훨씬 더 집요한 것이 된다. (…) 창조적 순간의 하나
의 정리(整理) 안에서, 즉 수많은 질서 있는 사고를 각기 독립을 유지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풍부한 사고 중의 하나에서 이 획일성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은 풍부성이 된다. 우리는 그것을 추상화를 통해서 발견할 수 없다. 하나를
또 다른 하나의 뒤에 놓음으로써 – 언제나 그것은 서로 접촉하지 않고 – 구체
적이고 신선한 의식으로 넘치며, 잘 정리된 순간의 씨실이 구성되는 것이다. 지속
의 밀착성, 그것은 말하자면 풍부화의 방법의 조정이다. (…) 현실적으로 획일적
인 유일한 지속은 우리의 견해로서는 획일적으로 변화하는 지속, 즉 진보하는 지
속인 것이다.”

151) 바슐라르는 “라이프니츠는 공간 속에 배분되어 있는 여러 존재의 직접적이고
활동적인 연대성을 부정한다. 이와 반대로 예정조화설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시
간 – 그 시간에 따라 모든 모나드의 완전한 정합성이 실증되는 것이지만 – 의
작용에 의해 각각의 모나드안에 실현된 참된 연속을 예상하는 것이다. (…) 예
정조화의 가설에 대신하기 위한 원칙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이다.”라며 습관을 여전히 지속의 산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
던 것을 반성하고, 비연속적 시간의 갱신을 통해 진보를 전제한 습관을 설명
하였다.

152) 정현종, 말=胎 , 숨과 꿈, 문학과 지성사, 1982, 87-88면. “<가을>이란 말은
일차적으로 사계 중의 하나를 일컫는 말이지요만, 우리가 계절을 <느낀다>고 하
듯이 다만 시간의 기계적인 진행과 매듭만을 구별하려고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
리하여 가을은 우선 감각의 공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가을은 감
정의 공간입니다. (…) 마지막으로 가을은 의미의 공간입니다. (…) 이렇게 <가
을>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감각 공간․감정 공간 및 의미 공간이 마치 삼중주처
럼 울려내는 그 울림을 들을 때 가을은 비교적 한껏 우리의 것이 되며 가을을 사
는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하는 정도가 높아질 것입니다.”라는 언급에서 볼 수 있
듯이 말은 불연속적 순간에 사물에 대한 역동적인 상상력을 가능하게 하는 내면
공간을 열어, 사물의 이미지를 풍부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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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종은 “말의 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시인의 ‘말’은 “체험의 밀

도, 진실의 중량 등이 만드는 울림과 색깔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말에

도 육체를 부여했다.154) 말이 살이 된다는 것은 ‘육화(肉化)’를 의미하는

데, 이는 일단 기독교적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155) 그러나 주체와

사물간의 교감의 통로가 되는 ‘살’에 주목한다면, 시인의 ‘말’은 “몸이 세

계와 소통하는 통로”이다. 즉, 여기서 육체란 세계 안에 속해 있으면서도

넘어서는 세계를 지향하는 “존재의 양가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러한

육화된 언어로 쓰인 시는 “존재 영역의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156) 주체

와 사물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사물이 주체가 되고, 주체가 사물이

되는 역동적인 상상력이 발휘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시인의 언어인

것이다.

그렇다면 말에 육체를 부여한다는 것은, 시인의 말은 보고 들은 것을

감각적으로 묘사하는 “형태적 상상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시인의 언

어는 경험한 바를 내면화하여 독자를 감응시킬 수 있는 울림 있는 시적

이미지를 생성하는 “역동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

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적 언어’는 부동의 상태로 반복되는 일상을 살

153) 정현종, 시의 자기 동일성 , 시의 이해, 민음사, 1983, 97면. “내가 나이면서 동
시에 나무일 수 있는 공간이 시의 공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나 아닌 것, 이것과 저것,
서로 다른 것들이 자기이면서 동시에 자기 아닌 것이 될 수 있는 공간이 시의 공간입니다.
(…) 그런데 그런 융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꿈 또는 상상입니다. 상상의 구체성이 육체에
의해 획득되듯이 꿈은 현실의 소산이라는 점 때문에 그 구체성을 획득합니다.”

154) 정현종, 말(言語)의 살 , 날자, 우울한 영혼이여, 민음사, 1975, 27-30면.; 정
현종, 우리가 신화를 창조한다-무용가 이정희씨와의 대담 , 숨과 꿈, 문학과
지성사, 1982, 267면.

155)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14)

156) 정현종의 ‘살’을 메를로-퐁티의 ‘살(chair)’에 관한 논의와 관련지어, “몸과 세계
의 주객이분법을 넘어서는 접점이 되며, 지각 가능한 가시적인 대상들을 비가시
적인 것들과 통합하는 총체”로 해석한다. (서진영, 정현종 초기시의 지평구조와
의미양상 ,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회자료집,한국현대문학회, 2004, 81면.; 서
진영, 정현종의 시와 시론에 나타난 연금술적 상상력의 의미 , 어문연구 3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1, 427면.; 임지연, 1960년대 지식장에 나타난 ‘신체성’
개념과 시적 전유-정현종과 마종기 시의 ‘몸과 사물’의 문제를 중심으로 , 국제
어문 65, 2015, 317-31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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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는 독자의 삶에 파문을 던지는 순간이자, 창조적 이미지의 모태라는

것이다.157) 사랑 사설 3- 말의 형량 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에 대한 본

격적인 관심은 1970년대의 정치적 억압과 산업화로 생의 약동이 사라진

시대에 대한 인식이자, 이러한 권태를 깨뜨리고 ‘역동적 상상력’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지하의 오적 필화사건과 그로 인한 사상계의 폐간은 당대 문단

내의 정치적 억압을 보여주는 표지로 작용하였다. 사상계는 1960년대

문단의 신진작가들의 청년기를 함께했던 종합지로 대표되고, 비슷한 동

년배이자 함께 문단에서 활동한 김지하의 필화사건은 당대 문인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4.19세대에 속하는 정현종 또한 사상계를
통해 함석헌을 비롯한 여러 사상가들 또는 문인들의 작품을 탐독하며 청

년기를 보낸 사실을 산문을 통해 회고하고 있다.158) 정현종과 김지하의

현실에 대한 시적 대응 방식은 달랐으나, 활동시기가 비슷하였던 작가인

만큼 개인적인 교류도 있었다. 먼저, 말의 형량 은 김지하의 필화사건

이후 문제의식을 갖고 쓴 시라고 알려져 있다.159) 그 외에도 정현종의

회고에 따르면 도피 중이던 김지하와의 만남과 더불어 안전기획부에 끌

려가 고초를 겪게 된 일화도 밝히고 있다.160) 가혹한 고문을 받지는 않

157) 정현종은 “말은 우리의 태(胎)입니다. 말이 우리 속에서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
지로 우리는 말 속에서 끊임없이 태어나고 있습니다”라며, 말과 세계의 관계에
대해 산문에서 밝히고 있다. (정현종, 말=태(胎) , 숨과 꿈, 문학과 지성사,
1982, 88-89면.

158) 정현종, 젊은 날의 해방과 구원으로서의 책 , 생명의 황홀, 세계사, 1989,
141면. : “함석헌 선생의 글에 반해 매달 사상계라는 잡지를 기다리면서 살기
도 했으며” 라는 고백을 통해 문학적 역량의 성장에 사상계가 기여했음을 밝히
고 있다.

159) 정현종, 그 시절의 삽화 , 두터운 삶을 향하여, 문학과 지성사, 2015, 81면.
“ 말의 형량 은 김지하가 당시 군사정권의 부정과 부패를 신랄하게 비판한 담시
오적 때문에 체포, 수감되었던 무렵(솔 출판사 판 결정본 김지하 전집의 약
전에 의하면 1970년)쓴 것인데, 용기 있는 비판을 한 시인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처사에 대한 내 나름의 아픔과 분노가 낳은 시였다.”

160) 정현종, 위의 글, 81-82면. 그런데, 정현종 깊이읽기에서 이경호는 정현종의
안전기획부에 끌려가 고초를 겪은 원인을 소설가 박태순의 권유로 유신헌법 반
대에 서명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경호,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생명의
황홀’로 나아가는 길 , 이광호 편, 정현종 깊이 읽기, 문학과 지성사, 1999,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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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어도, 조서작성을 비롯하여 안전기획부에 끌려가 고초를 겪은 일은 예

술에 대한 정치의 간섭과 압박으로 느꼈을 것이고, 이로 인해 그는 자유

로운 상상력을 가로막는 시대적 억압 대한 인식을 더욱 선명하게 느끼게

되었다.

정현종은 본인의 시 중 말의 형량 , 심야 통화 , 고통의 축제 등을

정치적인 시로 꼽는다. 정치로부터의 예술을 독립성을 주장했지만, 정치

적 권력의 문단에 대한 압력 속에서 예술과 정치의 관계, 예술과 도덕의

관계 등에 대한 고민이 깊었던 것 같다.161) 물론 정현종의 현실에 대한

비판이 당대의 민중시 계열의 시인이나 현실 참여적인 시인들에 비해 날

카롭지 못하고, 풍자적인 기능에 멈추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당대

를 살아가던 지식인으로서 현실에 대한 고민과 그러한 현실 속에서 문학

(예술)하는 사람으로서의 고뇌가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 알의 말이 썩는 아픔, 한 덩어리의 말의 불이 타는 아픔, 말씀이 살이된 살이 타는 무

두질의 아픔, 제가 하는 바를 모르고 하는 저 죽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말의 이별의 슬픔,

이별 슬픈 말, 완강한 어둠의 폭력에 상처 입은 한줄기 빛의 예리한 아픔의 아름다움, 어둠

긁는 말의 마디마디에 흐르는 피의 아픔의 아름다움, 어둠 슬픈 말, 꽃도 피면 시드나니가

아니라 시들음의 香氣化, 죽음에 향기를 充電하는 삶의 필요성, 큰 죽음은 크게 반짝이고 작

은 죽음은 작게 반짝임, 별 하나 나하나, 두려움, 말의 두려움, 말 하나 나하나의 두려움, 말

을 사랑하는 두려움, 말을사랑할 줄 모르는 자, 말의 사랑을 모르는 자의 無神的 폭력, 가엾

음, 분노, 가엾음의 분노, 분노의 가엾음…말이 머리 둘 곳 업스매 시대가 머리둘 곳이 없

다. [강조 : 인용자]

- 사랑辭說 셋 – 말의 형량 (동아일보, 1970.6.13.) 전문162)

면.) 안전기획부로 끌려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여당을 옹호하던 기
조를 가진 ‘서울신문사’에 근무하는 이력으로 큰 고문 없이 다음날 풀려났다고 한
다.

161) 1970년대의 현실에서 문학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산문이 많이 있다.
대표적인 산문으로는 어떻게 문학을 할 것인가 , 왜 쓰는가 , 예술적 행복과
도덕적 고통 등의 산문이 있다.

162) 정현종, 사랑사설 셋 , 동아일보, 1970.6.1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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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작품은 사랑 사설 연작의 세 번째 작품으로 ‘말의 형량’이라는 부

제가 붙은 제목이다. 시인으로서 시적 언어에 대한 관심은 필연적이겠지

만, 정현종에게 시적 언어는 ‘말’이었다는 점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

다.163) 말의 형량 을 비롯하여 정현종이 ‘정치적인 시’ 또는 그 당대의

현실이 반영된 시라고 하는 시편들부터 정현종의 시는 산문시 형식을 취

한다. 김현에 따르면 산문시는 1970년대의 시적 경향이기도 했다. 그런데

산문시는 산문으로 내용을 풀이하여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한 시가 아

니라, 오히려 시적대상과의 긴장을 유지하는 형식이 될 수 있을 때 시로

써 의미가 있는 것이다.164) 이 시는 ‘사랑 사설(辭說)’이라는 제목에 맞게

정현종이 주목하고 있는 ‘방법적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풀어놓은

것이다. ‘방법적 사랑’은 대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사랑, 즉 주

163) 정현종은 본인의 시적 언어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글( 말의 살 , 말=태(胎)
등)에서 “말(言語)”라는 표현으로 언어 대신 ‘말’을 사용하고 있다. 바슐라르도 랑
그와 파롤을 구분하여, “말(파롤)은 인간 정신 심리의 직접적 생성(devenir
immediat)”이라고 이야기한다. (공기, 23면.) 이는 오직 말이 시적 이미지의 창
조를 가능하게 하고, 시적 이미지의 ‘울림’이 인간 존재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는 것이다. (공간, 50-53면 참조.)

164) 김현, 산문시와 쉬운 시 ,김현 문학전집 14 : 우리 시대의 문학 / 두꺼운 삶
과 얇은 삶, 문학과 지성사, 1993, 159-161면. “70년대에 들어서면서 갑작스럽게
유행되기 시작한 산문시는 그 대립[인용자 : 시인과 대상과의 긴장관계]을 정직하
게 표현하려는 젊은 시인들의 노력의 결과이다. 대립을 정직하게 드러내려 할 때
상투적인 틀과 어휘들이 그대로 쓰일 수는 없다. 아주 짧은 시를 시도하는 젊은
시인들의 노력과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방향에서 이해되어야 할 산문시 시도는
시의 조직적 해체를 통해서 시인과 대상과의 거리를 그대로 드러내려는 작업이
다. 특히 황동규·정현종·오규원·신대철 등의 산문시 시도는 상투적인 어휘 거
부, 다시 말해서 대립을 대립답게 드러내려는 노력의 정직성이라는 면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산문시는 산문이 아니라 시이다. 사문시가 시이어야 한다는 진술을
그것이 풀어 쓴 시가 아니라 산문으로 쓴 시라는 뜻이다. 산문시가 풀어 쓴 시
가 되는 순간에 산문시는 그 나름의 존재 이유를 잃는다. (…) 갑작스럽게 유
행되기 시작하면서 숱하게 쏟아져 나오는 산문시들 중에는 시의 운율 구조에 대
한 탐구를 포기한 연후에 아무렇게나 씌어진 것들이 많다. 그러나 다시 한번 되
풀이하는 것이지만 산문시는 시를 해체함으로써 오히려 시를 구제한다. 운율
구조에 대한 성실한 탐구 끝에 씌어지는 산문시와 애당초의 감상적인 줄거리로
콩트를 쓰겠다는 태도 밑에 제작되는 산문시와는 완전히 다르다. (…) 산문시는
시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씌어지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쉽게 대상을 파
악하려는 태도를 견제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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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 객체 사이의 상상력의 역능이다.

세 번째 연작인 말의 형량 에서는 역동적 상상력을 가능하게 하는

‘말’은 썩어가고, 말의 향유자인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형량에 처해있다. 시와 함께 더 쓰고 싶지 않지만 이라는 시작 노

트를 덧붙여 놓았다. 시작 노트의 제목과 달리, “말 밖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으로서 시인은 말의 힘과 말을 통한 시인의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같은 말의 반복이나 무의미한 말의 열거를 통해서라도 신문의 지면을 채

우고 있다. 말이 썩는 아픔, 말의 불이 타는 아픔, 말씀이 살이 된 살이

타는 무두질의 아픔이 나열되어 있다. 아픔 이후에는 버림받은 말의 이

별의 슬픔, 슬픈 이별의 말로 연쇄적인 감정과 그 감정을 느끼는 말의

나열이 병치되어 나타난다. 또한 정현종의 산문시에서는 수식어구의 중

첩이 만들어내는 시구의 중의적인 의미가 시적대상과의 긴장을 고조시킨

다.

“말의 이별의 슬픔”이란 말이 느끼는 이별의 슬픔으로, “이별 슬픈 말”

이라는 시구를 통해, 말을 슬픔을 느끼는 주체이자 슬픔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별의 슬픔을 체감한 말이, 슬픈 이별의

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별의 슬픔은 아픔이 되고 그

아픔은 아름다움이 된다. 이 아름다운 아픔은 꽃의 시듦으로 형상화가

되고, 꽃의 시듦은 삶의 필요성으로, 죽음의 반짝임으로, 별로, 결국은 다

시 말의 두려움과 말을 사랑하는 자의 두려움으로 귀결된다. 말을 사랑

하는 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말을 사랑할 줄 모르는 시대의 폭력이다. 그

러나 말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이 말이 머리둘 곳 없는 현실에 대한 안타

까움과 함께 시대에 대한 연민을 말하며 시의 첫 부분에서 언급한 “이별

의 슬픔”을 다시 해석하게 한다.

이 시가 김지하의 오적 필화사건에 대한 비판으로 나온 시라는 배경

하에서 김지하를 포함한 시인들이 겪는 두려움은 바로 “말을 사랑하는

두려움”일 것이다. 또 “말의 사랑을 모르는 자의 무신적 폭력”에 대한

분노로 연결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를 통해 정현종은 시대적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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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으로 인한 신문의 지면 할애가 줄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말의

나열을 통해서라도 말의 힘을 회복하고 싶은 자신의 소망을 암시한

다.165)

말의 형량 이 발표된 뒤, 염무웅은 언어에 대한 확고한 신념 정현종

씨 라는 글을 통해 정현종의 시적 특징을 설명한다. 먼저 염무웅은 언어

에 대한 정현종의 관심이 표현된 글이라 인식하면서 정현종을 말라르메

이후 절대주의 시론의 대변자이자 아류라고 평가하고 있다. 두 번째로,

“말이 머리 둘 곳 업스매 시대가 머리둘 곳이 없다”라는 구절에 대해 본

말이 전도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166)

이에 대해 정현종은 어떻게 문학을 할 것인가 라는 산문을 통해 반박

을 한다. 먼저, 언어에 대한 관심을 무비판적 서구에 대한 추종으로 보는

관점은 순수와 현실 참여라는 이분법적인 틀 안에서 평가하는 “경화된

사고”라고 지적한다. 정현종에게 ‘시대’란 “현실과 사회를 포괄하는 개

념”으로 현실 또는 사회라는 말로 치환할 수 없기에 순수와 참여의 이분

법적 틀로 재단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 그리고 말과 말의 세계인 문학

작품은 “에포크에게 이름을 주기” 때문에 한 시대를 구현하는 것이다.

에포케(epoche)에 이름을 준다는 것은, 말은 기존의 지속된 시간의 흐름

165) 퐁주에 따르면 사물을 글쓰기의 장에서 어떻게 활성화하느냐의 문제에 대한 핵
심이 바로 ‘말 la parole’이다. 퐁주는 “침묵[인용자: 이때의 침묵은 하이데거가 말
하는 ‘벙어리의 침묵’을 말한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무
엇이건 말해야한다”고 한다. “말을 통하여, 말을 거스르며, 자신과 함께 말을 훈
련시키고, 그 말과 부딪치면서, 왜곡시키고 돌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다. 즉, 말은 언어와 사물, 주체와 대상 사이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열
림의 기능을 한다. 사물의 내밀성을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말인
것이다. 하지만 사물과 말의 일대일 대응관계는 불가능하다. 대상의 실체와 대상
에 대한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표현 사이에는 괴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말과 사물 사이의 좁혀질 수 없는 거리가 주는 애매모호성이 글쓰기의 충
동적 역동적 힘이 되어 무한한 가능성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허정아, 해
설-퐁주의 글쓰기 , 프랑시스 퐁주, 허정아 역, 표현의 광란, 솔출판사, 2000,
209-218면 참조.) 그러나 1970년대는 정현종에게 이러한 지시 대상적 오브제와
시적 언어로서의 오브제간의 차이가 인정되지 않는 공간이었던 것이다. 대립되는
관계 속에서 수용과 변화가 아니라 대립의 지속 속에서 주체와 대상간의 지시를
강요하는 정지된 사회인 것이다.

166) 염무웅, 유월의 시단 , 동아일보, 1970.6.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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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단절시키는 ‘순간’이자 순간의 지속을 통해 새로운 흐름, 즉 시대를

구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현종은 “말과 시대는 그 어느 쪽에도 우선

<권>이 있지 않고 더불어 있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순간과

순간의 연속을 통한 흐름의 재구성은 생동감있는 이미지의 창조를 가능

하게 하는 것이다.

시인의 운명이 말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말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이어야 한다면, 시 속에서 연쇄적으로 정현종이 구현하고 있듯, 말의 내

포된 체험을 알아야 그러한 슬픈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의 원리를 깨닫는

자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대가 먼저 있고 그에 대한 시를 쓰는 시

인이 아니라, 외부적 자극이 있을 때 그로 인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감응을 기반으로 외부적으로 향해가는 자세가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인 행동을 내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사회․개인적으로 난처한 상황에 처해있던 정현종은 아이오와 주립대

학의 국제창작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면서, 시대적 억압으로부터 잠시나

마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물리적 거리가 확보된 미국

이라는 곳에서 세계 각국의 시인들과 교류하는 새로운 경험도 갖게 된

다. 김현은 정현종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만난 시인들과의 영향관계

를 밝힐 필요성을 주장했다.167) 또한 이경호는 국제창작프로그램 참가가

1990년대 정현종의 시적세계에 생명의 충일감을 가져다주었으며, 모국어

167) 당시 정현종을 포함하여 그리스(Katerina ANGELAKE-ROUK), 인도네시아
(Sutardji Calzoum Bachri), 이란(Reza Baraheni), 아르헨티나(Alberto O.
BLASI), 칠레(Hugo CORREA), 나이지리아(Cyprian EKWENSI), 온두라스(Julio
ESCOTO), 콜롬비아(Alejandro GONZALEZ), 바베이도스(Anthony HINKSON),
타이완(Mei-tze HU), 말레이시아(Abdul Ghafar IBRAHIM), 이스라엘(Samira
KHATIB), 브라질(Carlos Felipe MOISES), 남아프리카공화국(Oswald
MTSHALI), 인도(U.R. ANANTHAMURTHY), 나이지리아(Kole OMOTOSO),
폴란드(Jerzy PRZEZDZIECKI, Michal SPRUSINSKI), 파나마(Guillermo
SÁNCHEZ), 홍콩(Stewart YUEN)에서 온 작가들을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였
다. 비록 그가 영어의사소통에 능하지 못해 많은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지만 그
가 김우창의 도움으로 번역한 15개의 시를 낭독하자, “마치 고무공이 튕기는 것
과 같다”라는 찬사를 받았다고 회고하며, 15개의 시만 번역된 것을 아쉬워했다고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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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기회였다고 설명한다.168)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

구에서는 정현종의 아이오와 주립대학 창작프로그램 참가에 대해 주목하

지 않았었다. 이에 따라 본고는 시와 산문에서 언급되는 아이오와 창작

프로그램 참가 경험을 바탕으로 그의 사물인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169)

미국 시카고에서의 어느 날 밤.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넓은 홀과 같은 방에서 같이 잔다. 사람들은 깊

이 잠들기 시작한다. 낮에는 줄곧 영어를 지껄인 사람들이다. 그러자 한 친구가

중국말 잠꼬대를 하기 시작한다. 대만산이다. 퍽 오래 중국말 잠꼬대를 듣는다.

나는 소리 없이 많이 웃었다. 그러자 라틴 아메리카의 한 아르헨티나가 또 스

페인어로 열렬히 잠꼬대를 했다. 나는 또 많이 웃었다. 그날 밤 나도 한국어로

잠꼬대를 했는지도 모른다.

오늘날 영어를 비롯한 몇 개의 주요 언어들은 意識語(?)이고 나머지 소위

제3세계의 언어들은 無意識語(?)인지도 모른다. 힘과 의식을 대표하는 언어

들 속에 끼지 못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잠꼬대를 장악함직하다.

그러나 서울에 있는 나도 잠꼬대로밖에는 내 나라말을 할 수 없다면 내

고향은 퍽 낯선 곳이었던 모양이다.

- 절망할 수 없는 것조차 절망하지 말고……—노트 1975 (나는 별아저씨,
1978)170)

위의 노트에서는 의식어로서의 영어와 무의식어로서의 대만어, 스페인

어 그리고 한국어가 대비된다. 사람들은 서로 소통하기 위해 “힘과 의식

을 대표하는” 영어를 사용했지만, 꿈의 세계에서 영어는 사용될 수 없다.

168) 이경호, 위의 글, 77-78면.
169) 정현종은 시작 노우트 1975-25 , 깊은 가슴 – 1974년 시월 아이오와 등의
시편 그리고 카타리나의 추억 , 세속에서의 명상 , 한국, 내 사랑 나의 사슬 ,
그 시절의 삽화 등 다수의 산문에서도 아이오와 창작프로그램 참가에 대해 언
급한다. 또한 서울예술전문대학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 중, 아이오와 창작프로그
램을 참고하여 대학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이경호, 위의 글, 80면.)
그만큼, 정현종의 아이오와 창작프로그램은 정현종의 시작 활동에 직․간접적으
로 영향을 준 계기였다고 볼 수 있다.

170) 정현종, 절망할 수 없는 것조차 절망하지 말고……—노트 1975 , 나는 별아저
씨, 문학과 지성사, 197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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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 하에서, 사물의 표면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의식어만으로 충분

하지만, 사물의 내밀함은 반드시 무의식어로만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성의 힘이 지배하는 현실 세계에서는 영어가 우위에 있을 수

있으나, 꿈의 세계에서 이성의 언어는 무력해지는 것이다. 꿈의 세계에서

주체가 마주하는 사물과 사건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주체와 사물 사이의

관계가 만들어내는 역동성이기 때문에 “내 나라말”로만 표현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정현종에게 국가란 국경이나 인종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

니라, 사물의 역동성을 포착할 수 있는 말이 통용되는 곳이다. 정현종의

국적은 한국이지만, 낮 시간에는 내 나라말을 할 수 없는 이방인이 된다.

이는 타성에 젖어버린 현실에 대한 비판이자, 침묵을 강요하는 현실에서

느끼는 상실감으로 볼 수 있다.171) 그래서 시인은 잠꼬대처럼 자신의 시

상을 전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시월 밤의 아이오와市. 핀란드 출신 미국 시인 안셀름 홀로(Anselm Hollo)의 시낭독회가

끝난 뒤 우리는 어느 선술집으로 들어간다. 안셀름, 카테리나, 어떤 소설가와 아마 그 애인.

희랍 시인 카테리나가 나한테 묻는다. 서울 인구는 얼마나 돼? 한 7백만 될꺼야, 대답하

고 나는 덧붙였다. 헌데 몇 명이 죽었는지는 모르겠어. 카테리나는 파안대소했다. 나란히 앉

아서 우리는 한잔 했다.

뭐랄까, 날개보다 더한 거

마음은 그냥 大氣.

자유?

오 이 벌판 같은

난 그대로

加工하지 않은

實物感!

171) 앞의 2.2절에서 방법적 사랑이 구현되는 운동성을 이야기하면서 말과 침묵의
관계에 대해 하이데거의 이론을 참고했었다. 그러나 이때의 침묵은 시적 순간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이 있어도 말 할 수 없는 벙어리의 침묵을 말한다.
정현종은 시구에서 직접 “땅콩 먹은 벙어리”( 밤 술집 )라고 이야기하며, 정말 해
야 할 말은 “입 속에 감금된 폭발”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아가씨가 예쁘다”는 ‘잡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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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자, 만져봐

만져 보라구

만져 보라니까! (38)

술집에서 나온다, 밤하늘에 별은 맑고 바람은 서늘한데 안셀름이 저쪽을 가리키며 내게

말한다, 저기 담 보이지, 그게 경찰서야. 내가 말했다, 우린 저 속을 볼 수 없지만 저기서

는 바깥이 내다보이게 돼 있을 거야. 뭔지 신이 났다.

우리는 자리를 옮겨 무슨 카페에 들어갔고, 아이리쉬 커피라는 걸 세 잔씩이나 마셨다.

소설가가 모는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

새벽 세시

나는 내가 묵고 있는 아파트 앞에서 내렸다

안셀름이 따라내렸고

우리는 끌어안았다, 나는 일찌기

이렇게 힘찬 포옹을 겪지 못했다

한 가슴이

지구를 안고 있었다.

- 깊은 가슴 — 1974년 시월 아이오와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 1989)172)

위의 인용된 시는 아이오와 창작프로그램에서 만난 핀란드 출신의 미

국시인 안셀름(Anselm Hollo)과 그리스 시인 카트리나(Katerina

Angelake-Rouk)과 함께 낭독회가 끝난 밤 술집에서 나눈 일화를 바탕

으로 쓴 시이다. 서울의 인구가 얼마냐는 물음에 공식적으로는 7백만의

인구이지만, 그 중 몇 명이 죽었는지는 알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한국 전쟁, 1960년대 4.19혁명 그리고 1970년대 유신으로 인한 정치적 억

압에서 어떻게 그리고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리며

한 정현종의 말은 그리스 시인에게는 파안대소할 농담으로 들리게 된다.

이는 단지 분노와 아픔으로 가득했던 한국인으로 느꼈던 비애와 분노가

객관적 시선의 장치를 통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웃음밖에 나지 않는

172) 정현종, 깊은 가슴 — 1974년 시월 아이오와 ,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 세
계사, 1989, 38-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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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았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제시하며 그

는 한국의 비극적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물리적 거리감은 정현종으로 하여금 “가공하지 않은/실물감”을

느끼게 한다. 이것은 “뭐랄까”와 같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기 위

해서 사용하는 감탄사나, “자유?”와 “마음?”의 물음표를 통해 지금까지

본인이 인지했던 어떤 자유로운 상태를 “그냥 대기(大氣)”라고 표현하며

형태를 가늠할 수 없지만,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역동적인 것으로 표

현하고 있다.

자기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사물은 달리 보이게 마련인데 제 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당시 나라 안에 있을 때는 국가적 불행의 원천에 대해 비판, 냉소,

풍자의 감정이 지배적이었다고 한다면 나라 밖에 나가서 제 나라를 바라볼

때는, 시절이 시절이니만큼, 연민이 앞섰던 게 아닐까 한다. 어떻든 한국이

불쌍해서 혼났으니까.

- 그 시절의 삽화 (두터운 삶을 향하여, 2015)173)

여기서 정현종은 사물을 바라보는 주체의 위치에 따라 사물이 다르게

보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앞서 사물에 대한 인식이 물질적인 대상

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맞췄다면, 아이오와 창작프로그램 참가를 계기로

국가 역시 정현종의 인식의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는 국

내와 국외에서의 자신의 위치에 따라 한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

의 변화를 느끼게 되었고, 국내의 정치상황과 본인의 객관적 거리 설정

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민이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아닌 타자 또는 객관화된 대상을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기는

감정을 말한다. 이러한 객관화는 “현실의 전구조에 대한 통찰과 삶의 깊

이”를 볼 수 있게 한다.174) 정치적 사건이나 현실의 문제에서 시인의 진

술이 즉각적이고 소박한 사적인 진술에 그칠 때, 천편일률적인 현실에

173) 정현종, 그 시절의 삽화 , 두터운 삶을 향하여, 문학과 지성사, 2015, 84면.
174) 정현종, 사회 현상과 시인의 눈 , 숨과 꿈, 문학과 지성사, 1982, 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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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시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175) 따라서 그는 개인과 시대를 “독립된

유기체”로 놓고 생각해야함을 주장한다.176) 시대가 개인을 앞서면, 한 작

가의 생과의 투쟁에서 얻은 아름다운 창조적 소산들을 살펴볼 수 없기

때문이다.

뜻깊은 움직임을 비추는 거울은

거의 깨지고 없다.

다만 커다란 거울 하나가 공중에 떠 있고

거울 위쪽에 이렇게 적혀 있다.

祝臥禪. 낮을수록 복이 있나니.

거울 속에는 그리하여

누워 있는 자와 잠든 자, 혹은

죽은 자들만이 있다.

즉 그게 자기의 모습을 보는 방식이다.

- 공중에 떠 있는 것들 3 – 거울 ,(文學과 知性, 1976)177)

초기시에 나타나는 “거울이 땅인 데”( 사랑사설 하나 )를 걸어가며 하

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이 된 세계에서 “뜻깊은 움직임을 비추는 거울”(

공중에 떠있는 것들 3 –거울 )은 모두 깨져버리고 말았다. 깨져버린 거

울은 과거가 파편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의 모습이자, 깨진 거울을 통해

비춘 자신의 모습도 파편적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땅 위에

놓여 하늘을 비추던 거울은 더 이상 하늘을 향해 있지 않는다. 대신 “축

와선. 낮을수록 복이있나니.”라는 역설적인 내용이 새겨진 큰 거울만 공

중에 떠서 지상의 존재들을 비춘다. 걸음을 멈춰 땅을 향했을 때만 보이

175) 정현종, 내가 얼마나 망가져있는지 , 숨과 꿈, 문학과 지성사, 1982, 170면.
176) 정현종, 시인과 그 시대 - 윤동주와 관련해서 , 날자, 우울한 영혼이여, 민
음사, 1972, 90-91면.

177) 정현종, 공중에 떠 있는 것들 , 문학과 지성 봄, 1976.2, 194-1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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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정지의 순간에서 볼 수 있었던 하늘을 향한 거울과는 달리, 공중에

떠 있는 거울은 걸음을 걷는 사람도 멈춰 있는 사람도 하나의 작은 점처

럼 멈춰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한다. 따라서 그 거울 속에는 “누워 있는

자”, “잠든 자”, “죽은 자”만 존재한다. 이미지의 역동성을 강조했던 거울

모티프는 이제 ‘정지한 것’들만 포착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정지한 자

가 바로 자기의 모습을 보는 방법이 되어버렸다.

정현종의 거울은 현실의 ‘참 나’의 모습을 모방한 ‘거울 속의 나’가 존

재하는 기하학적인 공간이 아니다. 오히려 사물의 내밀함에 도달할 수

있는 수단이자,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시

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거울이 깨져버린 현실은 현재

의 상황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깨져버림”은

순간을 예비하는 “침묵의 최초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바슐라르에 따

르면 끊임없는 이미지를 창조해내는 시는 “침묵의 최초 현상”이기 때문

에, 열린 세계이자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자유의 시간이라고 한다.178) 바

슐라르는 이러한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존재로 “위대한 화자”인 시인을

“범신론적 의미의 신(nature naturante)”보다 앞세운다.179) 즉, 새로운 시

대로 나아가기 위해 기존의 지속적 흐름을 끊는 것은, 바로 ‘말’을 통해

178) 공기, 439면. : “시[포에지]는 정녕 침묵의 최초 현상이다. (…) 시[포에지]
는 시 작품을 그 무엇도 두들겨 대지 않고, 그 무엇도 재촉하지 않으며, 그 무엇
도 명령치 않는 침묵의 시간 위에 지으니, 그 시간은 모든 정신성을 향해 열려
진 시간이며, 우리의 자유를 위한 시간인 것이다.”

179) 공기, 184-185면.: 이미지는 웅얼거리며 암시하는 음성[인용자 : 말]에서
직접, 곧바로 태어난다. 말하여진 자연은 능산적 자연[역주 : 스피노자의 개념으
로 “범신론적 의미의 신(nature naturante)”을 의미함]의 서곡이다. 시의 창조적
동사[말]에 제 합당한 위치를 부여할 때, 시란 인간의 정신 심리를 (먼저) 창
조하고 이 인간의 정신 심리가 이어서 이미지를 산출한다는 것을 인정 할 때,
말하여진 자연이 능산적 자연을 일깨움으로써 그 능산적 자연이 소산적 자연
[역주 : 스피노자의 개념으로 범신론에 있어서 “신에 대한 자연(natrue
naturee/nature naturata)]”을 의미함]을 창조한다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소
산적 자연은 말하는 자연 속에서 듣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음으로써 전통
적으로 두 개의 용어밖에 갖지 않았던 (위의 자연 이해) 구조를 보다 세분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 수많은 시인들이 말하였듯이 들을 귀 있는 자에게
자연은 말하고 있다. 우주의 모든 것이 말한다. 그러나 첫마디를 떼는 자, 그것
은 위대한 화자(話者), 인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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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 이미지를 생성하는 시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눈여겨 볼 부분은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을 “축와선”, “낮을수록

복이 있나니”라는 경전 구절을 인용했다는 것이다.180) 와선(臥禪)이란,

누워서 하는 불교의 수양 중 하나이다. 김수영은 “자기의 골방에 누워서

천장에서 떨어지는 부처나 자기의 몸에서 우러나오는 부처를 기다리는̇ ̇ ̇ ̇

가장 태만한 버르장머리 없는 선의 태도”라고 일컫으면서도, “무례한 수

용(受容)의 태도”를 작품에서 보여주는 릴케의 시, 헨델의 음악, 그리고

피카소의 그림을 옹호한다. 이러한 수동성의 자세는 “자기의 작품을 잊

어버”리는 “완전무결한 망각”의 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에,181) 김수영의

‘와선’은 정현종의 ‘능동적 수동성’ 또는 ‘방법적 사랑’은 유사한 맥락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예술적 창조를 위해 개인이나 사회의 타성과 마비

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듭 태어나는 것이다. 그렇기에 정현종은 ‘와선’이

라는 수행자세 앞에 ‘祝’을 붙이게 된 것은 더 이상 하늘을 비추는 거울,

움직임과 정지를 모두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정지된 상태만을 비추는

거울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고통을 수용하고 성찰하며 새로 태어나는 자

세로 해석한다. 말할 것이 있는 ‘침묵’처럼, “축와선”이 쓰여 있는 거울은

역동성으로 나아가기 전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축

와선에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는 자들은 누워있으나 움직일 자, 잠들

었으나 꿈꾸는 자, 죽은 자이나 다시 살아날 자가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낮을수록 복이 있나니”라는 구절도 고통에 대한 새

로운 인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낮을수록 복이 있나니”라는 구절은 실

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자, 주린 자, 의를 지키기 위해 박해받은 자

등이 고통(하나님의 시험)을 겪는 자들의 구도적 자세를 의미한다.182) 정

180) 정현종의 시에는 특히 기독교적 모티프들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특히 성경의
예스러운 말씨를 차용하며 기독교적 모티프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유행가와
민요 등의 여러 구절도 시 속에서 그대로 인용하거나 변형하여 시적 분위기의 변
화를 주도했던 시인의 특성상 경전의 인용을 종교적인 모티프로만 한정할 필요
는 없다.

181) 김수영, 와선 , 동아일보, 1968.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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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은 신적 존재의 강림을 통해 고통을 수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

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자신의 고통을 수용했던 성경 속 인물들의 모습을

떠올린 것이다. 즉, 깨진 거울을 통해 바라보는 파편적인 현실과 자기 인

식, 그리고 “누워 있는자”, “잠든 자”, “죽은 자”만 비추는 역동성을 잃은

거울 또한 “자기 모습을 보는 방식”으로 수용하며 새로운 거리 설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의 육체는 뿌리와 같다. 영혼의 꽃 피는 불을 위한 모든 것을 빨아올리

고 준비한다. 걸어다닐 때도 춤출 때도 땅속에 뿌리박고 있다. 땅은 어둡다.

그러나 뿌리인 그의 육체는 밝고 밝다. 지상의 햇빛 속에 피워내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육체여 왜 어둡겠는가. 그의 육체는 뿌리와 같다.

그의 목은 나무 줄기와 같다. 그 목은 길고 투명하다. 목은 높은 데로 올라

가는 신성한 사다리와 같다. 목은 아, 얼굴을 향하여 한없이 올라가고 있다.

나는 피어난 고통의 꽃 그의 얼굴을 본다. 그 얼굴은 폭풍의 내부처럼 고

요하고 그리고 아름답다. 그의 눈은 눈물의 내부에 비친 기쁨의 빛의 넘치

는 그릇이다. 자연의 폐의 향기를 향해 깊이 열려 있는 그의 숨결. 운명의 모

습처럼 반쯤 열려 있는 저 입의 심연의 고요. 회오리 바람기둥의 중심에 모인

힘으로 기쁨을 향해 열려 있는 얼굴. 오, 피어난 고통의 꽃 그대의 얼굴.

- 한 고통의 꽃의 초상-니진스키에게 (나는 별아저씨, 1978)183)-

182)“하나님께 징계 받는 자에게는 복이있나니(욥기 5:17)”,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
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시편 94:12)”,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마태복음 5:3)”,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마태복음 5:4)”, “의에 주리고 목마른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마태복음 5:6)”,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마태복음 5:7)”, “의를 위하여 박해
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마태복음 5:11)”, “너희 가난
한자는 복이 있나니(누가복음 6:20)” “지금 주린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
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누가복음
6:21)” “시험을 참는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
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야곱
1:12)”

183) 정현종, 나는 별아저씨, 문학과 지성사, 1978, 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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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시는 20세기 당대 최고의 남성 무용수로서 활약했던 바츨라프 니

진스키184)의 춤을 ‘한 고통의 꽃’으로 형상화한 시이다. 정현종은 니진스

키의 춤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를 29살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현실적 고뇌를 딛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정현

종의 초기 시에 등장하는 춤은 육체의 운동을 표상하는 기호로 역동적인

상상력과 같은 자유로움에 대한 추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위의 시는 춤 모티프를 소재로 하지만, 지상에 뿌리를 내린 꽃에 인간의

형상을 결합시킨 춤이기에 역동적인 움직임이 초기 시보다는 부각되지

않는다. 화음 에 등장하는 날지 못하는 기러기(가안)와 발레리나와 같

은 무희처럼 영원한 비상을 할 수 없고, 육체의 한계로 인해 땅으로 내

려와야 한다는 비극적 운명을 지니고 있었다.

초기 시에서는 그러한 비극적 운명에도 불구하고, 춤추는 순간에 그들

이 느끼는 자유로움과 역동적인 움직임이 부각되었던 것과 달리 위 시의

니진스키는 식물화된 인간으로 대지의 고정적이고 단단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부정적인 현실의 토대를 살아가는 그는 걷거나 춤추는 운동을 할

때에도 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 바슐라르의 4원소 중 대지는 물,

184) 바츨라프 니진스키(Vatslav Nizhinsk, 1890.3.12 ~ 1950.4.8) : 1907년 페테르부
르크의 황실(皇室)무용학교를 졸업하고, 1909년 파리에서 창단한 S.P.댜길레프의
발레뤼스(러시아발레단)의 제1 남성무용수로 성공을 거두었다. 이어서 《장미
의 정(精)》《페트루슈카》 등, 개성과 천분을 주체로 한 작품으로 더욱 명성을
높여 당대 제일의 남성무용수라는 칭찬을 받았다. 1911년부터 안무가를 겸하여
《목신(牧神)의 오후》《봄의 제전》《유희》를 창작하였는데, 1912년에 자작
자연(自作自演)한 《목신의 오후》는 고전무용의 법칙을 완전히 무시한 작풍
으로 특히 문제를 불러일으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1913년 남아메리카 순회공
연 중 무용수인 로모라와 결혼, 그것이 원인이 되어 세르게이 디아길레프
(Sergei Diaghilev, 1872~1929 : 최고의 젊은 러시아 무용수로 구성된 ‘발레 루
스’를 창립. 그 중, 안나 파블로바와 바슬라프 니진스키가 있으며, 1909년 5월
19일, 그들의 첫 공연은 큰 화제가 되었다. 댜길레프는 일생 동안 수많은 동성
애 관계를 맺었다. 니진스키도 그 중 한명이었는데, 댜길레프는 니진스키가
1913년 결혼한 후, 즉시 그를 발레 루스에서 해고하였다.)와 헤어졌다. 1916년
복귀하여 미국에 건너갔고, 이듬해 남아메리카 순회 중 정신이상 증세가 심해져
서 요양차 스위스로 떠났다가 뒤에 런던에서 죽었다. 광기(狂氣)와 천재 사이를
헤맨 불세출의 인물로 전설적인 명성을 얻었다. 아내 로모라가 쓴 《니진스키전
(傳)》《니진스키의 일기》《니진스키의 만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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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공기의 나머지 원소에 비해 훨씬 불활성이며 고정되기 쉽고 포착하

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분명한 실재감은 역으로 우리로 하여금 대지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하려는 대지적 상상력을 작동하게 한다.185)

즉, 고통의 현실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영혼의 꽃 피는 불을 위해 모

든 것을 빨아올리”는 수용과 희생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뿌리의 영양

분을 꽃으로 전달해주는 줄기처럼, 무용수의 목에 비유되는 줄기는 ‘상승

적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고통의 땅에 뿌리내리고 피어난 꽃

은 고통의 꽃이 아니라 “기쁨을 향해 열려 있는 얼굴”을 가진 꽃이 역설

적으로 피어나게 된 것이다. “꽃은 땅속에 뿌리내리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땅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피어난다는 것입니다.”186)라는 표현에서 우

리는 “일정한 거리”와 “피어난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정한 거리유

지는 대상과의 객관적 인식 확보의 결과일 것이다. 피어난다는 그러한

객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주체의 성찰을 통한 인식의 전환 즉 고통을

수용하며 극복하는 발전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185) 가스통 바슐라르, 민희식 역, 불의 精神分析 ; 초의 불꽃 ; 大地와 意志의 夢
想, 三省出版社 , 1982, 352면.

186) 정현종, 숨과 꿈, 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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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비연속적 순간을 통한 방랑의 노래

정현종의 중기 시에 등장하는 도부장수와 가객은 과거에서 호명된 인

물들로서 기계론적 운동을 ‘정지’(순간-말)시키고 교란(방랑)하는 존재들

이 등장한다. 이렇게 정현종이 도부장수와 가객과 같은 전통적인 존재를

가져오는 것은 그의 시간의식이 1970년대 한국이라는 시공간적 조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1970년대 계간지

담론에서 제기되는 전통론의 맥락과 함께 정현종의 시에 등장하는 도부

장수나 가객과 같은 인간 형상에 반영된 시간의식을 해명하고자 한다.

전통에 대한 인식문제는 한국문학의 정체성 수립이라는 당대의 지상 과

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187)

당시 창작과 비평과 문학과 지성으로 대표되는 계간지시대의 비평

가들은 전후세대 비평가들의 기존 전통담론에 대한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대안적인 논리를 모색하는 것을 담론적 과제로 설정하고 있었다. 또한

서구(세계)와 전통 사이에서의 방향상실의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였으며,

문화적 식민지성의 극복을 또 다른 당면과제로 내세웠다.188) 1969년에

열린 서울대 문리대 4.19 기념 심포지엄을 전후하여 계간지 비평가들의

전통론에 대한 기본입장이 정초되었다. 이들은 국사학계의 내재적 발전

론의 영향을 수용함으로써 기존의 전통단절론을 극복하고자 했다.189)

현실의 고통에 뿌리를 두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다는 정현종의 생각

은 “부정적인 고통은 역설적이게도 행복스럽다”며 억압된 시대에 대응하

는 문학의 역할을 역설하는 김현의 주장과 유사성을 갖는다.190) 김현은

187) 한수영, 제3장 민족문학론의 전개 양상 , 한국 현대비평의 이념과 성격, 국
학자료원, 2000, 104~129면.

188) 안서현, 계간지 시대 비평 담론 연구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69면.
189) 위의 글, 128면.
190) “우상을 파괴해야한다는 높은 소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억압하지 않는 것이 있
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 문학은 우상을 파괴한다. 김정한이나 신동엽의 저
목총 높은 구투의 형태 보존적 노력보다, 최인훈이나 이청준, 김수영이나 황동규,
정현종의 형태 파괴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것 때문이다.
우상을 파괴하지 않는 한, 억압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파괴는 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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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단절(열등 콤플렉스)과 ‘새 것’에 의한 혼란(새것 콤플렉스)라는 두

원인에 의해 전통과 ‘새 것’ 사이의 변증법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

을 한국문화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191) 이후 김현은 문학과 지성에
서 1975년부터 2년 동안 한국문학의 위상 – 그 전개와 좌표 를 연재하

며, 1970년대 참여문학이나 대중문학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도, 사회의

억압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문학을 지향해야 함을 밝히고 있

다.192) 기존의 ‘이식문학론’과 ‘한국문학의 주변성’을 극복하기 위해 바슐

라르의 ‘단절’과 ‘감싸기’ 개념을 활용하여 과거 전통과 새로운 전통 사이

의 ‘단절’을, 과거 전통에 대한 부인이 아니라 새로운 전통이 감싸 안음

으로써 발전되는 한국 문학의 전개 양상을 모색했다. 193) 이러한 단절과

파괴해야 한다는 주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문학이 그 파괴의 징후가
됨으로써 이루어진다. 12 3년이 넘게 글을 써온 나를 새삼 괴롭힌 것은 나는
왜 행복을 노래해서는 안되는 것일까라는 정현종의 고통에 찬 회의이었다.
(…) 식민지 시대 이후로 한국 문학은 고통의 제스처를 보여주지 않은 문학에 대
해 체질적인 반감을 보여 왔다. 그러나 감히 말하거니와 긍정적인 가짜 화해로
끝나는 고통의 제스처보다는 끝내 부정적인 행복스러운 고통을 우리는 보여주지
않으면 안된다. 고통의 제스처는 추하다. (…) 그러나 부정적인 고통은 역설적이
게도 행복스럽다. 자신이 고통이 됨으로써 그 부정적인 고통은 모든 거짓 화
해와 거짓 고통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결국 인간이 행복스럽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김현, 한국문학의 위상, 문학과 지성사,
1977, 30-31면),

191) 김현, 한국문학은 붕괴되어가고 있는가 , 자유공론, 1966.6. 257 260면. “한국
문학이 이렇게 질적 변증법을 거절하는 것은 나에게는 다음 두 가지의 원인 때문
인 것 같다. 첫째는 전통의 단절이다. 전통의 단절이라는 명제는 1950년대의 평론
가들에 의해 여러 번 되풀이 되어 제기 되어온 문제이다.(…) 둘째는 너무 많은
문학의 사조들과 방법들이 동시에 한국에 유입되어 왔다는 것이다.”

192) 인아영, 문학과 지성의 이론적 기반과 미학적 실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7, 73면.

193) 김현, 한국문학의 위상, 문학과 지성사, 1977, 78-79면.

“전통의 단절이 없으면, 과거의 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통이 단절되었다고 해서 과거의 전통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전통에 의해 폭넓게 감싸이는 것이다.(…)전통 1과 전통 2사이에는
단절이 있다. 그러나 전통 1은 전통 2에 흡수되어 전통 2-1을 이루며, 그것은 전통
3과 단절되어, 전통 3의 한 내용을 이루게 된다. 그 변증법적 과정을 전통의 단절과
감싸기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다. 전통의 단절은 그러나 흔히 생각하듯 그렇게 갑작
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 전통 1은 그 자체 내의 구조적 모순에 의해서, 다시 말

전통 1 전통 2
전통 2-1 전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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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싸기의 개념으로 김현은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의 문학을 문학적 기능

의 변모와 형태의 변화에 따라 4시기로 구분한다.194) 김현은 한국문학사

의 전개과정에서 모순들을 파악하고 다음 단계로의 변화를 이끄는 “떠돌

이”의 존재에 주목하였다.

문학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순하게 전파하는 도구였다. 그 도구로서의 문

학에 본능적으로 저항하여 문학을 정치에서 벗어나 정치와 맞설 수 있는 힘

을 가진 예술로 만들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을 보여 준 것은 사대부 계층이

아니라, 사대부 계층의 변두리에 위치하는 떠돌이nomade였다. 그들은 사회

속에 정착하지 못하고 사회의 변두리에 자리잡음으로써 사회의 중심에 있는 문

화인들의 허구성을 드러낼 수가 있었다. 그들은 중심 문화인들의 규범성에서

쉽게 벗어나 그들의 삶을 그대로 노래할 수 있었다.195)

김현은 한국문학의 전개과정을 구성하면서 ‘떠돌이’의 존재를 지속적

으로 언급하지만,196) 제3기 문학에서 제4기 문학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떠돌이”의 존재를 부각시켰다. 그는 이러한 각 시기별 구분에서 “사회

의 주변부에서 사회 자체를 회의하고 또한 기존의 이데올로기에 의하면

무용한 것을 담지하나 동시에 그로 인해 자유를 획득하는”197) 떠돌이에

주목하며 바슐라르와 마르쿠제에 대한 이해와 연결하고 있다. 즉, 사회의

하자면, 그 자체 내의 규칙을 벗어나는 요소에 대한 오랫동안의 억압에 의해서, 전
통 2의 씨앗을 그 속에서 키우는 것이며, 그 씨앗이 예외적인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표면화되었을 때, 전통의 단절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이 (이제 나는 행복하게도
단절이라는 현상 앞에 비극적이라는 관형사를 붙일 의무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 생
가난다. 전통2는 전통1속의 어떤 요소의 부인이며, 어떤 요소의 긍정이다.”
194) “제1기 : 삼국 통일 이전(676년), 제2기 : 삼국통일 이후부터 무신란까지(676년
부터 12세기까지), 제3기: 무신란에서 이조 영․정조 시대까지(13세기부터 18세기
까지), 제4기 : 영․정조에서 현대까지” 김현, 한국문학의 위상, 문학과 지성사,
1977, 94면.

195) 김현, 한국문학의 위상, 문학과 지성사, 1977, 133면.
196) 1기는 떠돌이가 나타날 여건이 형성되지 못했고, 2기는 최치원을 ‘창조적 프롤

레타리아’로 보고 김시습과 김립의 선구자로 규정했으며, 3기는 유교적 이데올
로기가 안고 있는 모순점들을 느끼고는 있었으나, 그것을 논리적으로 객관화시
키지는 못했던 떠돌이들의 의미를 도드라지게 부각했다.

197) 장문석, 바슐라르를 읽은 기파랑-김현의 한국문학의 위상을 통해 질문하기,
그 첫 번째 , 관악어문연구 38,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13, 325-3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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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백을 떠돌아 다니면서 제도로 정착시키는 사회를 회의하게 하고, 행동

의 자유와 상상력의 자유를 통해 다시 사회를 변하게 하는 것이다.

김현이 떠돌이의 존재를 부각했던 3기와 4기 사이에 활동하던 예술인

들은 한국문학사에서 “가객”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다.198) 조동일은 가

객이 속해있는 중인 계층이 고려 말의 사대부처럼 사회의 기존 질서를

전복하지는 못했지만, “중인의 한계를 시민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과정”

을 통해 “다음 시대를 창조하는 역사적인 움직임”을 구체화했다고 평가

한다.199) 정현종은 시대 현실의 모순을 누구보다 예리하게 포착했지만,

시 자체가 구호나 격문이 되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경계했다.

따라서 정현종은 구체적 현실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문학작품으로서의 예

술적 창조성을 잃지 않는 시를 창작하는 떠돌이로서의 자의식을 지녔다.

그리고 이러한 떠돌이로서의 자기인식은 시에서 ‘가객’의 모습으로 나타

난다.

정현종은 거지와 광인(나남, 1985)이라는 문학선을 출간하게 되는데,

본인의 시집을 재수록할 때, 발간된 시집에 따라 나눈 것이 아니라 “사

물의 꿈”, “고통의 축제”, “가객”이라는 분류에 따라 본인의 시를 분류하

였다. 나는 별아저씨의 시편들은 “고통의 축제”에 수록되어있고 떨어
져도 튀는 공처럼의 수록 시편들은 “가객”이라는 분류아래에 재편되었

다.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의 가객 이라는 시편이 중기의 대표적인 시

작품으로 표면화됨을 알 수 있다.

198) 조선시대는 사대부와 상민으로 신분이 양분되어있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갈
수록, 의(醫), 역(譯), 율(律), 산(算), 역(曆)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기술관들의
성장하였고, 1)사대부들은 본인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신분의 장벽을 만들자 했
고, 2)기술관들은 상호 유대 강화와 지위 세습을 통한 사대부에 대항할 권력을
형성하고자 ‘중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이 등장하게 된다. 중인은 ‘위항인’으로도
불렸으며, 그들 중 사대부들의 향유물이었던 시조를 창작하거나, 시조에 가
곡을 얹어 부르던 사람들을 전문가객이라고 했다. 이들은 천민인 악공, 재
인, 광대 기녀 등보다는 지체가 훨씬 높은 자유인이었다. 따라서 국가에서 필
요로 하거나 상층이 요구하는 공연을 천민예능인이 제공할 때에는 볼 수 없던
중간위치의 공연물을 마련하기도 했다.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4판, 지식산
업사, 2005, 171-173, 187면.

199)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4판, 지식산업사, 2005, 1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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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종은 이러한 ‘순간’의 시간을 ‘박명의 순간’에서 발견한다. 어둠과

밝음이라는 극점을 연결시키는 푸른빛의 시공에서 움직임을 발견한다.

박명의 순간 이후, 정현종은 깨진 거울과 고장난 시계를 사서 파는 도부

장수의 모습이 될 것을 다짐한다. 도부장수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떠

도는 삶을 살아간다. 순간을 통한 기계적 흐름의 단절 이후, 현재의 순간

에서 이루어지는 과거와 미래의 재구성은 현존하는 세계 내에서 끊임없

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창조자가 되는 것이다.

세월은 가고

세상은 더 헐벗으니

나는 노래를 불러야지

새들이 아직 하늘을 날 때

아이들은 자라고

어른들은 늙어가니

나는 노래를 불러야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동안

무슨 터질 듯한 立場이 있겠느냐

항상 빗나가는 구실

무슨 거창한 목표가 있겠느냐

나는 그냥 노래를 부를 뿐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는 동안

나그네 흐를 길은

이런 거지 저런 거지 같이 가는 길

어느 길목이나 나무들은 서서

바람의 길잡이가 되고 있는데

나는 노래를 불러야지

사람들이 乞神을 섬기는 동안

하늘의 눈동자도 늘 보이고

땅의 눈동자도 보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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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내 노래를 불러야지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동안

- 가객 ,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1984)200)

정현종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는” 헐벗은 세상에서 “터질 듯한 입

장”도 없고 “거창한 목표”도 없이 그냥 노래를 부르며 길을 가는 나그네

로 본인의 시적 자아를 형상화한다. 특히 “나는 노래를 불러야지”의 시

구의 반복이 “나는 내 노래를 불러야지”라는 시구로 변형되어 반복되는

것을 주목하고 시인의 노래가 갖는 의미와 가객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정현종의 시편에는 초기부터 떠도는 존재들이 ‘나그네’ 또

는 ‘거지’의 이미지로 자주 등장했다. 이때의 떠도는 존재들은 자유로운

방랑을 보여주는 존재들이었다면, 가객 의 시편에서는 ‘내 노래’를 갖고

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 떠도는 존재로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

월이 가고”, “아이들은 자라고”, “어른들은 늙어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

서 노래를 통해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는” 결핍의 시대를 단절하고 포옹

하며 역사를 전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정현종의 내 노래를 가진 떠돌

이의 형상화는 시대의 일반적인 흐름을 거역하고 새로운 시야를 확보하

려는 의지라고 볼 수 있다.

정현종의 노래는 역사의 결핍과 패배를 단지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라,

결핍을 충족시켜 기쁨의 꽃으로 피어나게 하는 노래이다. 이 경우, 정현

종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선조적인 흐름의 역사를 노래하는 것

이 아니다. 그는 ‘추억’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현재화할 수 있는 순간들의

집적을 역사라고 인식하고 그 역동적인 흐름 속에 있는 가객으로 인식한

것이다.

추억은 무엇이고 역사는 무엇인가. 추억이 약하고 작은 거라면 역사는 강하고 큰 것이다.

역사가 개인들과 그들의 추억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추억은 개인들과 그들의 삶을 영

200) 정현종, 가객 ,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문학과 지성사, 1984, 62-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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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화시킨다. 역사의 모든 주역들이 그렇듯이 역사가 과거를 거울로 삼지 않는 것이라면 추

억은 그것 자체가 과거의 거울이며 거울도 마술의 거울이다. 역사가 현실이라면 추억은 꿈

이다. 역사가 더러운 것이라면 추억은 정결한 것이며, 역사가 무거운 것이라면 추억은 가벼

운 것이다. 역사는 늙지만 추억은 늙지 않으며 역사가 공동묘지라면 추억은 그 묘지에 피어

나는 유장한 꽃이다. 역사가 죽음이라면 추억은 삶이며, 역사가 결핍이라면 추억은 충족이다.

꿈꾸는 추억은 가난한 법이 없기 때문이다.

역사가 인과관계의 사슬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면 추억은 인과 관계를 뛰어넘는 것이

며, 역사가 시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시는 그 요구의 부당성과 싸우면서 역사의 폐허

를 가득 채우는 형상이며 소리이다.

앞에서 우리는 결핍과 패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걸 충족시키는데 시의 혁명성이 있다

고 말했다. 그런데, 덧붙일 필요도 없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충족이란 무슨 이데올로기나 신

념 같은 것에 의한 충족이 아니라는 점이다. 시의 공간이 열어보이는 충족은 그러한 충족

상태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로울 때 생기는 충족이라고 할만 하다.

- 시와 행동, 추억과 역사 -김수영의 시를 읽으면서 생각해 본 시의 문제 (숨과 꿈,
1982)

위의 글은 김수영의 시편들을 읽고 시와 역사의 관계에 대해 쓴 정현

종의 산문이다. 김수영의 거대한 뿌리 를 기반으로 역사와 추억을 대조

하며 정현종의 역사적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글이다. 정현종은 사물의 비

밀을 포착할 수 있는 시공간으로 ‘박명’을 언급했었다.201) 박명은 밝음과

어두움이 혼융되어 있는 시 공간이자, 낮과 밤이라는 정지의 시간과는

대비되는 역동적인 움직임이 허용된 시간이었다. 이처럼 정현종은 박명

의 순간을 시적 혁명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시간의 계기적 흐름을 끊는

순간을 통해 다시 새로운 시간과 공간으로 흘러갈 필요성을 제시했다.

위의 글에서 대조적으로 제시된 추억과 역사를 통해 정현종이 역사를 부

종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여기서의 역사는 계기적 흐름

으로 연결된 과거-현재-미래의 지속성만을 추구하는 흐름이고, 추억은

‘현재화’가 가능한 과거의 기억의 파편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201) 박명의 순간은 바슐라르의 ‘포에지’, ‘시적 순간’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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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숨을

쉬지

않는다

콧구멍들은 모두

굴뚝이다

숨이 그리워

숨이

그리워

(향기로운

공기는

집 없이

떠돈다)

나는 밥그릇처럼

역사를 존경하며

역사의 거울을 파는

도부장수

깨진 거울이나

고장난 시계 삽시다!

그래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페가수스 날개 냄새에

취해, 나는

우리네 굴뚝마다 꽃을 꽂으리

- 세월의 얼굴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1984)202)

202) 정현종, 세월의 얼굴 ,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문학과 지성사, 1984, 32-33
면. “우리는 시를 읽는다기보다는 시를 숨 쉽니다. (…) 숨통을 틔운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심리적 억압이나 육체적 긴장 또는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순간이지요, 마음 안팎의 답답한 상태, 나쁜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순간입니다. 무
거움으로부터의 해방이지요. 마치 무용가가 높이 뛰어올라 용약(踊躍)의 정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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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종은 “시를 읽는다”보다 “시를 숨쉬다”가 보다 적절한 표현이라며,

개인적․사회적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순간이 바로 시를 읽는 순간이

며, 숨이란 생의 활기를 의미한다고 한다.203) 그러나 위의 시의 첫 구절

은 “누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는 시구로 시작을 하고 있다. “누가 숨

을 쉬지 않는다”라는 하나의 문장으로 한 행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구

를 그는 어절 단위로 하나의 행으로 나눠 하나의 연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숨을 쉬지 않는 상황, 활기를 잃은 상황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

다. 인체의 콧구멍이자 집의 굴뚝은 숨을 쉬어야 하는 곳인데 숨이 막히

는 상황에서 “향기로운/ 공기”는 갈데없이 떠돈다.

위의 시에서 시적화자인 ‘나’는 “역사의 거울”을 파는 도부장수이다. 도

부장수란 물건을 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파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

데 이 시에서 도부장수는 물건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깨진 거울이나/

고장난 시계 삽시다!”라며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울과 시계

의 파편들을 모으고 이러한 파편들을 다시 조립하여 역사의 거울을 만들

어 낸다. 일상적 의미에서 거울은 자기의 정체를 확인하는 수단이고, 시

계는 자기의 삶의 리듬을 측정하는 수단이다.204) 도부장수는 버려진 깨

진 거울과 고장난 시계들을 소중히 모아다가 새로 고치고 재생하여 제공

한다. 즉 시인은 떠돌이이자, 재생자이다. 파편화된 자기인식과 파편화된

순간은 도부장수를 통해 새로운 시간의 흐름을 만들어낸 것이다. 도부장

수가 만들어낸 새로운 흐름은, 바슐라르가 말한 “비연속적인 것의 연속”,

즉 리듬과 통한다.205) 바슐라르에 따르면, ‘리듬’은 현재의 ‘순간’들이 결

이를 때 중력으로부터 해방되듯이, 시는 우리의 마음에 숨을 불어넣어 정신으로
하여금 용약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무거움에서 해방합니다.”

203) 정현종, 시의 자기 동일성 – 숨과 꿈 , 정현종 외, 시의 이해, 민음사, 1983,
94면.

204) 이상섭, 정현종의 ‘방법적 시’의 시적 방법‘ , 이광호 편, 정현종 깊이읽기~,
156-157면.

205)순간, 102-103면. : “존재 전체를 재편성하는 통일을 그리기 위해 지금 우리가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비연속적인 것의 연속은 리듬을 통해 가장 잘 이해
할 수 있다. (…) 특별한 습관은 일정한 하나의 리듬이고, 거기에 모든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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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만든 현재 연속체라고 해석해볼 수 있다.206) 그렇다면 ‘순간’은

‘리듬’을 통해 사물이 지닌 다양한 속성들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뜻하는

‘밀도’를 지니므로, 서로 단절된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

소들의 역사가 서로 교차하는 형태로 체험된다. 즉, ‘리듬’은 선적인 시간

진행이 아니라 역동적인 상상력을 근간으로 한 생동감이 있는 시간을 가

능하게 한다.

이러한 시간의 흐름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 마르고 닳도록”이라는 유

구한 시간적 배경 속에 세기의 영웅의 출현의 순간을 나타내는 페가수스

의 날개 짓에 취한 것과 연관이 있다. 지속적 역사의 흐름에 순간의 단

절이 발생하고, 다시 역사를 써가는 도부장수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다.

이때 도부장수는 숨을 쉬지 못했던 콧구멍이자 굴뚝에 꽃을 꽂는 행위로

이어지게 된다. 즉, 이러한 한 송이의 꽃은 구체적인 생명으로의 접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죽음을 넘어 생을 긍정하

는 방랑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좌절과 정체를 경험합니다. 또 일반적으

로 우리의 의식과 감각은 무디어지고 타성적이 되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 우리의

의식과 감수성이 충분히 신선하고 민감한 때 우리가 정말 살아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시는

이러한 신선함과 민감성을 회복시키는 숨결입니다. (…) 그래서 숨은 또한 정신의 기운 자체

를 일컬으며 심신의 역동적 움직임을 구체적으로(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는 문명과 제도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왜곡되고 쭈그러든 인간의 원초적

자아가 희생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또한 자연의 숨결이기도 합니다. (…)

우리의 숨의 원천은 꿈입니다. (…) 약 10년전 나는 사물의 꿈 이라는 일련의 작품을 발

표하기 시작했고 (…) 그 때의 나의 믿음은 사물의 꿈이 곧 나의 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나의 시적 대상들, 내가 노래하는 것들—그게 한 그루 나무이든 사회적 사건이든 아니면

정신적 미덕이든 간에—은 나를 통해서 그들의 꿈을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 내가 노

래하는 그것이 될 수 없다는 사정 때문에 나는 한때 매우 슬퍼했었고 그것이 또 시인의 비

극이라고까지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은 이 지점에서 시는 탄생합니다.

각기 새로움의 가치를 아주 정확하게 동일화하면서, 그러나 새로움이라는 존
재의 지배적인 성격을 결코 잃지 않은 채 반복된다.”

206) 이경신, 위의 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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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나이면서 동시에 나무일 수 있는 공간이 시의 공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나 아

닌 것, 이것과 저것, 서로 다른 것들이 자기이면서 동시에 자기 아닌 것이 될 수 있는

공간이 시의 공간입니다. (…) 그런데 그런 융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꿈 또는 상상입니다.

상상의 구체성이 육체에 의해 획득되듯이 꿈은 현실의 소산이라는 점 때문에 그 구체성

을 획득합니다. 즉 꿈의 뿌리는 역사 속에 박혀 있으며 그리고 꿈이 아름답다면 그것은

꿈이 역사=결핍으로부터 양분을 빨아올리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 우리의 삶은 있는 것과 있어야 하는 것 사이의 긴장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

도 있어야 하는 것은 있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때 그것은 있

어야 하는 것을 낳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사물의 꿈에 대해 얘기했습니다만 우리의

꿈이 정당성과 구체성을 획득하는 것은 그것이 구체적인 사물과 역사 속에 뿌리박고 있

기 때문입니다. 꿈은 그러니까 있는 것과 있어야 하는 것 사이에 있는 어떤 공간이며, 시가

꿈의 소산이라고 할 때 그것은 있는 것과 있어야 하는 것을 연결하는 운동이며 접합의 현장

입니다.

(…) 우리의 삶과 역사가 괴로운 것이라면 그것은 뭔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터인

데, 이 결핍은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고 노래부르게 하며, 여기에 노래의 위대성

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가난하더라도 꿈은 가난한 법이 없으며 그것이 노래인 한 그것은

슬픔의 끝을 충족시키며 기쁨의 아늑함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 현실과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의 꿈의 실현을 유예하면서 미래화하지만 지복의

순간을 허락하는 시는 우리의 현재를 탈환하고 회복합니다.

- 詩의 자기동일성 (시의 이해, 1983)207)

정현종은 타성에 젖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음을 알 수 있다. 정치적 억

압과 산업화라는 시대현실에 대한 비판을 실천적으로 옮기지 않았지만,

그는 타성에 젖지 않기 위해 “현재를 탈환하고 회복”하는 “순간”과 이를

시적 언어로 구현할 수 있는 말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당대의 역사

또는 현실에 대한 소재를 언급한 정현종의 중기시에 대해 기존 연구는

수평적 의미지평의 확대 또는 수평적인 시간 의식으로 보는 경우가 많

207) 정현종, 시의 자기 동일성 - 숨과 꿈 , 정현종 외, 시의 이해, 민음사, 1983,
94-99면. 이 글은 1982년 10월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의 한국 현대 문학 심포지움
에서 발표한 것이다. 발표문은 그가 편집한 시의 이해라는 시론집에 처음으로
수록되었다. 추후 시의 자기 동일성 이라는 산문의 제목은 시란 무엇인가 (날
아라 버스야, 2005)라는 제목으로 바뀌었으며 정현종의 시적 세계가 구체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시론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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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8) 그러나 바슐라르의 시간관에 따르면 순간에 대한 탐색은 수평적

시간에 수직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209) 이 때의 수직적으로의 전환은

초월적인 세계의 지향이 아니라, 체험을 바탕으로 한 시적 창조를 더욱

풍부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현종이 언급하는 결핍과 부족의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는 상상력을 당대 현실에만 한정지어서는 안 된다. 그는

보다 구체적인 대상과 그 대상에 대한 체험을 기반으로 시를 써내려 갈

때, 그 시가 주는 울림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08) 황치복과 오수연의 연구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오수연은 정현종 시에 나
타난 시간의식이 근대인의 전통적 시간과 달리, 지각의 양태로서의 시간으로서
과거, 현재, 미래로 단절되는 개념이 아니라 지속되는 시간으로서 잠재적으로
존재한다고 한다.

209)순간, 151 159-160면. “순간 속에서의 양면감정병존의 질서도 하나의 시간이
다. 그리고 그것은 수평적 시간, 다시 말하면 타인의 생성, 삶의 생성, 세계의
생성 등을 거부할 때에 시인이 발견하는 수직적 시간이다. (…) 포에지가 자신
의 특별한 역동성을 발견하는 것은 부동화된 순간의 수직적 시간 속에서이다. 거
기에는 순수한 포에지의 순수한 역동성이 존재한다. 형식과 인격의 시간 속에서
수직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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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창조적 상상력을 통한 세계 인식의 확장

4.1. 번역작업을 통한 언어에 대한 재인식

앞 장에서 살펴본 시적 순간을 구현하는 ‘말’에 대한 정현종의 관심은

후기 시에 ‘생동하는 언어’로 구체화된다. 생동하는 언어란 사물에 대한

시적 순간을 표현하는 말로, 사물의 핵심에 가까워지다가 결국은 사물을

하나의 생동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어에 대한 시인의 추구를

보여준다. 이러한 그의 사물인식은 파블로 네루다(Pablo Neruda)의 작품

번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210) 따라서 이 절에서는 정현종의 사

물 인식이 파블로 네루다 번역을 계기로 확장되었음을 서지학적인 작업

210) 파블로 네루다 (Pablo Neruda, 1904~1973)는 칠레의 세계적인 시인으로 1904년
칠레 중부의 파랄(Parral)에서 철도원의 아들로 태어나, 생후 한 달 뒤 결핵을 앓
던 어머니를 잃었다. 본명은 네프탈리 리카르도 레예스 바수알토(Neftali Ricardo
Reyes Basoalto)였으나 문학 활동을 반대했던 아버지의 눈을 피하기 위해 파블로
네루다라는 필명을 사용하게 된다.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의 대학에서 철학과 문
학을 공부하며 열아홉 살의 나이에 첫 시집 황혼의 노래Crepusculario(1923)를
발표하고, 이듬해 스무 편의 사랑의 시와 한 편의 절망의 노래Veinte poemas
de amor y una canción desesperada(1924)를 출간하여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명성을 떨치며 대중적 사랑과 지지를 받는 작가로 발돋움했다. 23세부터 스페인,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지의 영사를 지내며, 로르카를 비롯한 스페인 시인들과 각
별한 교우를 가진다. 프랑코의 파시스트 반란 때는 스페인인들의 망명을 적극적
으로 도우며 스페인 내란을 주제로 한 시들 마음속의 스페인 España en el
corazón발표하고, 이를 기점으로 서정적이었던 네루다의 목소리가 현실 참여
적으로 바뀌게 된다. 이후 칠레로 돌아와 공산당 상원의원으로 정치활동을 하며
중남미 민중들을 향했고 서사적이며 현실적인 시를 창작하게 된다.(지상의 거
처Residencia en la Tierra(1933~1947), 모두의 노래Canto General, 포도와
바람 Las Uvas y el Viento 등) 동시에 그는 사랑에 대한 시와 소박한 사물
에 대한 예찬을 노래한 소박한 것들에 바치는 송가 Odas Elementales를 비롯
한 송가류도 꾸준하게 창작하였다. 앞서 언급한 작품들을 포함하여 그는 39권 정
도의 저서를 남겼고, 고국인 칠레에서 국가적 영웅으로 칭송받을 정도로 자신의
시와 정치사상을 통해 동시대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1950년에는 국제스탈린평화상, 1971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시
인임을 입증했다. 네루다는 시대를 통틀어 가장 많이 번역되는 시인으로 전 세계
적인 영감과 영향력의 원천으로서 라틴아메리카 시에 크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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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번역의 의미, ‘기리는 노래’의 형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해명하고자 한

다.

정현종은 창작활동과 함께 다수의 문학작품을 번역하였기 때문에 번역

과 그의 작품 사이의 영향관계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211) 기존

의 정현종 연구는 시인의 번역활동과 같은 문학적 시도에 대한 포괄적인

고려 없이 접근함으로써 그의 시를 현학적이고 관념적으로 이해하였다.

정현종에게 번역활동은 기존의 감각과 언어의 한계를 인식하는 주체에

대한 객관적 거리의 확보이자, 경험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체험을 다시

주체적 언어로 표현해내는 하나의 창작 활동의 일환이었다.212)

211) 대학 졸업 후, 신태양사에 입사하여 世界思想大系(신태양사, 1965)의 번역 검
토 및 교정을 담당했다. 이후, 정현종은 김수영이 완성하지 못했던 James
Baldwin의 또 하나의 나라(신구문화사, 1968)를 완성하며 본격적으로 문학작품
을 번역하기 시작한다. W.B. Yates, 첫사랑 (민음사, 1973); Richard Bach, 갈
매기의 꿈 (문예출판사, 1973); Robert Frost, 불과 얼음 (민음사, 1973); Kahlil
Gibran, 매혹 (민음사, 1973); Carson McCullers, 슬픈 카페의 노래 (문예출
판사, 1974); Krishnamurti, J, 홍성신서 76 : 크리슈나무르티 (홍성사, 1978);
Krishnamurti, J,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정우사, 1979); Pablo Neruda, 
(Selected Poems)스무 편의 사랑의 시와 한편의 절망의 노래(민음사, 1989);
F. Scott Fitzgerald, 위대한 개츠비 (어문각, 1993), (문예, 2000); Alain
Bosquet, 달리와의 대화 (열화당, 1994); Federico García Lorca, 강의 백일몽
(민음사, 1994); Pablo Neruda, 100편의 사랑 소네트 (문학동네, 2002,
2009); Pablo Neruda, 네루다 시선 (민음사, 2007); Pablo Neruda, 스무
편의 사랑의 시와 한편의 절망의 노래(민음사, 2007), Pablo Neruda, 충만
한 힘 : 파블로 네루다 시집 (문학동네, 2007, 2012); Pablo Neruda, 질문의
책 (문학동네, 2013); Pablo Neruda, (정현종 시인의 사유 깃든) 네루다 시
여행 (문학판, 2015); Rainer Maria Rilke, (정현종 시인의 사유 깃든) 릴케 시
여행 (문학판, 2015); Federico Garcia Lorca, (정현종 시인의 사유 깃든) 로르
카 시 여행 (문학판, 2015) 총 20권의 문학관련 저서를 번역했는데 그 중 7권이
모두 파블로 네루다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은 파블로 네루다에 대한 그의 애정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212) 정현종, 문학적 공동체-번역에 대하여 , 두터운 삶을 향하여, 문학과 지성
사, 2015, 123-135면 참조. : “번역이란 텍스트를 기꺼이 반복해서 읽는 행위이며
또한 베끼거나 ‘다시 쓰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렇게 개인적인 감동에서 출발한
번역은 공동체의 정신과 감정을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한다. 어떤 넓고 깊은 정
신과 아름다운 감정의 번역은 말할 것도 없이, 번역자를 자국어의 감옥에서
해방하고, 역자와 함께 그 번역을 읽는 사람들을 ‘나’라는 감옥에서 해방한다.
(…) 특히 시의 번역은, 번역자의 상상력과 감수성, 언어 감각 따위들이 원작자와
비슷한 수준이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나의 변함없는 생각이다.
(…) 번역에서도 번역되는 작품의 이미지나 표현 방식에 전적으로 찬동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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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파블로 네루다 작품 번역 현황

그 작품의 숨결조차도 자세히 느낄 때 이루어지는 육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번역이 어느 정도 창작이라는 걸 알고 있고 전혀 다른 언어로 재
탄생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리고 그런 만큼, 좋은 번역일 경우 번역 작품의 독
창성도 인정해야 한다.”

역자 출판제목 출판사
출판년

도
비고

임중빈

(평론가)
네루다 서정시집 한얼문고 1971 重譯

박봉우

(시인)
네루다 시집 성공문화사 1972 重譯

최권행

(불문학전

공)

스무 개의 사랑의 시와 하나의 절망의 

노래
돌베개 1979 重譯

민용태
(서어서문전

공)

맞추삐추의 山頂 열음사 1886 원어번역

로르까에서 네루다까지 창작과 비평사 1995 원어번역

이종욱

(시인)
네루다 시가 있는 명상 노우트 일월서각 1987 重譯

김남주

(시인)

해방시집1-아침저녁으로 읽기 위하여 남풍 1988 重譯

은박지에 새긴 사랑 푸른숲 1995 重譯

정현종

(시인)

스무 편의 사랑의 시와 한 편의 절망의 

노래

(詩選集)

민음사 1989 重譯

100편의 사랑 소네트 문학동네 2002 重譯

네루다 시선 민음사 2007 重譯

스무 편의 사랑의 시와 한 편의 절망의 

노래
민음사 2007 重譯

충만한 힘 문학동네 2012 重譯

질문의 책 문학동네 2013 重譯

정현종 시인의 사유가 깃든 네루다 시 

여행
문학판 2015 重譯

편집위원
스무 편의 사랑의 시와 한 편의 절망의 

노래
공간 1991 重譯

추원훈
(서어서문전

공)

스무 편의 사랑의 시와 한 편의 절망의 

노래
청하 1992 원어번역

그대 사랑 내 영혼 속에 한겨례문고 1993 원어번역

윤인웅 추억 (상), 추억 (하) 녹두 1994 重譯

김현균
(서어서문전

공)

인어와 술꾼들의 우화 솔 1995 원어번역

네루다 시선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0 원어번역

고혜선
(서어서문전

공)

실론 섬 앞에서 부르는 노래 문학과 지성사 2000 원어번역

모두의 노래 문학과 지성사 2016 원어번역

남진희
(중남미문학전

공)

안녕 나의 별 살림어린이 2010 원어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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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종의 초기 번역작업은 생계수단의 일환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나,

후기의 번역작업은 그의 관심사를 토대로 이루어진 작업이라고 볼 수 있

다.213) 특히 위의 표에서 보듯이 정현종의 파블로 네루다 번역은 그의

번역 작품 중 상당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사물 인식의 확장이자 새로

운 형식의 성립의 계기로 볼 수 있다.

김수영을 통해 한국 문단에 소개된 파블로 네루다는 스페인문학 또는

남미문학 전공자들보다 국내 문인들이 주도하여 번역을 시작하였다. 네

루다 작품 번역과 관련하여 주목받는 시인으로는 대표적으로 김남주와

정현종이 있다.214) 김남주(1946~1994)는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에

서 정치적 투쟁운동을 하다가 투옥되었는데, 그때 “싸우는 사람들이 일

상적으로 이 시들을 읽어주기 바랍니다”라는 그의 책 서문과 함께 네루

다를 민중의 해방을 위해 싸우는 ‘혁명시인’으로 번역하였다. 김남주가 
창작과 비평을 통해 등단했고, 정현종은 문학과 지성에 작품 발표를

213) 대학을 졸업한 1965년에 학부시절 아르바이트를 하던 신태양사에 입사하여 철
학관련 서적을 번역했다. 철학서적 외에도 1969년에는 김수영의 갑작스런 죽음으
로 번역이 중단된 제임스 볼드윈의 또 하나의 나라를 완역해 신구문화사에서
출간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동서춘추등의 잡지를 전전하다가 1970년에는 서울
신문사에 입사했는데, 1973년 안기부에 끌려감에 따라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
했다. 이후 다시 번역일에 집중적으로 매달리게 되며, 노벨문학상 수상 작품집 등
을 번역하게 되었다. 즉, 1970년대 중반까지 그의 번역작업은 그의 창작 지평을
넓혀주는 계기가 되면서도 생계수단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점차 그의 문학적 위
치가 공고해지면서 1977년 서울예술전문대학의 문예창작과 교수로 취임하였고,
1982년에는 연세대학교 국문과 박두진 교수의 뒤를 이어 창작지도 교수로 부임
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게 되었다. 특히 1974년 아이오아주립대학
창작프로그램에 다녀오며 알게 된 크리슈나무르티 저서를 국내에 최초 번역하였
고, 연세대 국문과에 재직하며 니체와 바슐라르의 영역본을 가지고 수업했던 일
화를 고려할 때, 1970년대 중반 이후 정현종의 번역은 더 이상 생계유지 수단이
아니었다. 오히려 정현종의 번역은 작가의 문학적 관심사의 표현으로, 그의 시 창
작과의 영향관계를 고려할 때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214) 파블로 네루다가 칠레의 공산당원으로 활동하면서, 이태준, 이기영, 한설야를
비롯한 북한문단과 먼저 교류가 있었다. 남한에 파블로 네루다를 처음 소개한
인물은 김수영이었다. 그는 Encounter(1967)에 소개된 네루다의 열두 편의
시 중에 여섯 편의 시를 선별하여 창작과 비평(1968)을 통해 네루다의 시
편들을 소개하였다. 김수영은 네루다를 “래틴·아메리카가 내놓은 가장 위대한
시인” 이라고 소개하며 “그의 초기 작품에는 소위 <모더니즘>의 영향이 현저
하지만, 그 후에는 차차 그것에서 탈각해서, 독자적인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
했다”며 네루다의 시적세계의 특성과 변모에 대해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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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하고, 또 문지의 문인들과 교류가 두터웠다. 이러한 시인들의 생

애사적 배경을 창비와 문지의 이분법적 구분에 따라 정현종을 김남

주의 대척점에서 파블로 네루다를 “사랑의 시인”으로 번역했다고 보는

경향이 농후하다.215)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참여와 문학주의와 같은 구

분에 따르지 않고 김남주와 정현종이 번역한 텍스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정현종은 김남주에 비해 보다 다양한 네루다의 모습을 번역하려고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216)

그렇다면, 이때 정현종이 초점을 맞춘 ‘사랑’은 남녀의 에로스적 사랑

이 아니라 만물에 동화되는 교감으로서의 에로스임을 짐작해 볼 수 있

다.217) 다시 말해 사물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물에 대

한 ‘조성(調性)작용’, 즉 ‘방법적 사랑’과 일치한다. 이것은 정현종이 자신

이 역설한 “수동적 능동성”의 자세로 사물을 인식하는 네루다의 상상력

을 고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물에 대한 사랑은 그가 파블

로 네루다와 함께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 작품에서 주목한 ‘생동감

있는 언어’와 연결된다.218) 생동감 있는 언어란, “유체적인 우리 존재를

215) 김현균, 한국 속의 빠블로 네루다 , 스페인어문학 Vol.40, 한국스페인어문학
회, 2006. 210-212면 참조.

216) <부록 1>과 <부록 2>를 참고해보면, 김남주와 정현종이 네루다의 어느 작품
을 번역했는지 알 수 있다. 김남주의 경우 네루다가 스페인 내전을 겪은 이후 공
화파를 적극 지지하게 되며 적극적인 현실 참여적 어조로 시를 노래하는 마음
속의 스페인, 지상의 거처Ⅲ그리고 Canto General(모두의 노래 또는 온갖노
래)에서 선별한 작품이 다수 인 것으로 보아 김남주가 네루다의 혁명 시인적인
면모를 강조하고자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정현종은 네루다의 초기의 시
집인 스무 편의 사랑의 시와 한 편의 절망의 노래(1924)부터 이슬라 네그라에
머물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내용을 담은 후기의 시집인 Memorial de Isla
Negra 이슬라 네그라의 추억(1964)과 Las manos del día 날의 손들 또는 하
루의 손까지의 작품들을 골고루 선별하여 번역하였다.

217) 정현종, 시적 이미지의 가치 , 거지와 광인, 나남, 1995, 401면. “생명본능은 시인
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창조적 상상력이 하는 일도 에
로스의 욕망과 다르지 않아서, 사물들이 서로 자기를 열고 메아리치는 소리를 듣는 신
통한 힘이 있기 때문이다.”
218) 정현종, 활자가 숨쉬고 있다—로르카의 시 , 황홀한 생명, 1989, 210-211면.
: “내가 로르카의 작품을 처음 만난 것은 1977년쯤이 아닌가 한다. 그 전에는 로
르카라는 상당히 근사한 시인이 있다는 얘기만 듣고 그냥 흘려버렸는데 (…) 동
아일보 후문 건너편에 있던 <동아서점>이라는 조그만 외서점에서 영어판 로르
카 시선을 발견하게 되었다. (…) 그 뒤 80년이라고 기억되는 어느 날 나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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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응시키려 다가오는 또 하나의 유체”로, 시적 언어를 통해 대상에 대한

실감 또는 역동적 인식에 대한 시인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번역의 메커니즘은 정현종이 강조해온 사물 인식의 과정과 닮아 있다

고 할 수 있다.219) 번역작업은 단순한 어휘의 교체 작업이 아니라, “반복

해서 읽는 행위”이며 “다시 쓰는 행위”이다.220)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독

자의 독서행위가 능동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독자가 작품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동적인 일이기도 하다. 즉, 번역은 “수동적이면서 동시에

능동적인 일”이다.221) 정현종의 사물 인식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주체와

객체 사이의 역동성이라고 할 때, 시인의 ‘방법적 사랑’이 번역가와 번역

텍스트 사이의 번역작업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현은 번역이 비평과 같이 작품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

야기한다. 그러나 작품에는 여러 개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작품을 읽은

번역자의 의도와 작품에 대한 번역자의 평가가 번역서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222) 벤야민도 “낯선[원작의] 언어 마력에 걸려

꼼짝 못하고 있는 순수언어를 번역자 자신의 언어를 통해 해방시키고 또

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 후배가 사서 보낸 로르카 시집을 받았다. (…) 이
시집은 미국시인 폴 블랙번이라는 사람이 고르고 번역한 것으로서 앞의 시집[인
용자: 로르카 시선]에 없는 작품들이 많이 들어 있었고 번역도 한결 좋은 것
같았다.”

219) 김현은 정현종의 시 너무 좋아서 에 나오는 번역하는 ‘너’가 “사물이며 사람”
이라고 이야기한다. 사물과 사람에 감격한 시인이 취기를 빌려 사물들과 사람들
을 시인의 말로 번역한다는 것이다. (김현, 술취한 거지의 시학 – 정현종의 문
학적 자리 , 정현종, 거지와 광인, 나남, 1985, 427-428면 참조)

220) 정현종, 문학적 공동체-번역에 대하여 , 두터운 삶을 향하여, 문학과 지성
사, 2015, 123면.

221) 정현종, 시의 자기동일성 , 생명의 황홀, 세계사, 1989, 157면.
222) 김현, 뛰어난 오역을 보고 싶다 , 김현 문학전집 14 : 우리 시대의 문학 / 두
꺼운 삶과 얇은 삶, 문학과 지성사, 1993, 273면. “나는 번역 또한 어떤 책을 완전히
이해한 뒤에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확한 번역, 완벽한 번역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쉽게 하고 있지만, 그것은 번역의 대상이 된 책이 오직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을 때 그
것은 뛰어난 번역자에게 곧 인지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것은 번역자가 원저자보
다 더 높은 감성적인 능력과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돌려서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작품에는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아니 수많은 의미가 있다. 번
역자는 비평가와 마찬가지로 작품에 자기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일 따름이다. 그런
의미에서 완벽한 번역이란 있을 수가 없다. 다만 가치 있는 번역이 있을 따름이다.”(강조-인
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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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안에 갇혀있는 언어를 그 작품의 재창작(Umdichtung)을 통해 해방

시키는 것”223)을 번역자의 과제라고 언급하고 있다. 즉 번역자는 원작을

직접적이고 충실하게 옮기는 것이 아니라, 번역자의 관점에서 해석된 작

품으로 재창작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벤야민의 재창작은 원작에서 벗어

나지 않는 한에서, 원작이 추구하는 순수언어를 번역자의 언어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나친 의역으로 번역의 내용 전달을 목표로

하는 번역은 좋은 번역이라 할 수 없다.

스페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정현종은 로버트 블라이(Robert Bly, 이

하 블라이)의 Neruda and Vallejo : selected poems(1971) 영역본을
중역하였다. 정현종의 네루다 번역은 블라이가 해석한 네루다의 작품을

재해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네루다의 스페인어로 된 작품이

한국어로 직역된다고 해도 언어와 언어 사이의 ‘번역 불가능성’이 근원적

으로 내재하기 때문에 중역이 작품 해석에 장애물이 되는 것은 아니

다.224) ‘번역 불가능성’은 발터 벤야민의 번역 이론으로, “모든 언어와 그

언어의 형상물들에는 전달 가능한 것 이외에 전달 불가능한 어떤 것, 그

것을 만날 수 있는 그때그때의 맥락에 따라 상징하는 것

(Symbolisierendes) 또는 상징된 것(Symbolisiertes)”225)이 남아 있는 것

을 말한다. 즉, ‘번역 불가능성’이란 단순히 번역이 불가능한 것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라, 일대일의 축자적인 번역의 불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번역은 “변형의 연속체를 횡단하는”226) 과정으로 원작과 다른

223) Walter Benjamin, 최성만 역, 번역자의 과제 , 발터 벤야민 선집 6 : 언어 일
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 번역자의 과제 외, 도서출판 길, 2008, 139면.

224) 김항, 주권의 번역, 혹은 정치사상의 멜랑콜리아 , 제국일본의 사상, 창작과
비평사, 2015, 36면. “중역은 서양어-일본어-한국어의 번역 과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을 가능케 하는 어떤 매개가 절대적 번역 불가능성을 초래함을
의미한다. 일본어로 번역된 서양어가 온전히 한국어로 번역되지 못하는 것은 일
본어 때문이 아니라 번역에 내재한 근원적 속성 때문이다. 즉 A의 언어를 B의
언어로 옮길 때 C의 언어가 개입해서 번역 자체를 불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
라, 이미 A와 B사이의 직접 번역에도 모종의 불완전성이 내재해 있는 셈이다.
그래서 중역은 번역의 하위범주가 아니라 상위범주다. 다시 말해 모든 번역은
중역이다. 중역이 두 언어 간 번역에 어떤 매개가 끼어듦을 의미하는 한에서
말이다.”

225) Walter Benjamin, 최성만 역, 번역자의 과제 ,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번역자의 과제 외, 도서출판 길, 2008, 1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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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를 덧붙일 수 있는, 즉 번역자의 인식을 덧붙여 원작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중역은 ‘언어-문화’의 ‘자기화’와

‘타자화’작업을 동시에 구현하는 과정으로써, 번역 텍스트에 대한 전적인

수용이 아니다. 오히려 번역가 스스로의 작품에 대한 추론을 도모하고,

이어 새로운 번역텍스트를 창안해내며 번역가 제 언어의 실현 가능성을

타진해 나가는 작업인 것이다.227) 따라서 정현종의 네루다 번역양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텍스트의 내용과 함께 번역 텍스트를 둘러싼 당대의

맥락과 번역자의 인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현종의 네루다 번역 중에서도 단순한 것들을 기리는 노래(Odas

Elemetales)는 대개의 경우 로버트 블라이의 영역본을 대본으로 삼은

것과 달리 추가적으로 다른 책을 참고하는 등 공을 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 시집에 등장하는 Ode를 번역한 ‘~을 기리는 노래’가 정현종 후기 시

의 주요한 형식으로 자리잡았다는 점에서 별도의 주목을 요한다. 노래를

가리키는 그리스어 “ōidē”에서 유래한 Ode는 주로 공적이거나 사적인 엄

숙한 행사에서 낭송하는 서정시의 일종으로 의례적인 성격이 강하다. 따

라서 엄숙한 주제와 품위 있는 문체(high style), 그리고 정교한 스탠자

의 구조를 갖는다. 그러나 네루다는 odas(ode의 스페인어)의 형식을 일

상적이고 평범한 대상들을 노래하기 위해 사용했다.

정현종은 네루다의 ‘기리는 노래’를 통해 사소하고 구체적인 사물들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시의 고유한 역할이고 예술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

을 깨닫게 되었다.228) 이후 정현종은 천둥, 나무껍질, 부엌과 같은 구체

적인 대상에 대한 응시를 통해 세계에 대한 인식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정현종의 후기 시가 보여주는 “구체적인 생명”에 대한 인식은 정현종의

파블로 네루다 번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그러나 이 생명이 생태계

와 관련된 것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동감 있는 말과 그로 인한

226) Walter Benjamin, 최성만 역,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 , 발터 벤
야민 선집 6 :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 번역자의 과제 외, 도서출판
길, 2008, 87면.

227) 조재룡, 중역과 근대의 모험-횡단과 언어적 전환이라는 문제의식에 관하여 ,
번역하는 문장들, 113면.

228) 정현종, 인터뷰, 영원한 시작 , 2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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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력을 얻은 이미지가 구현하는 것을 모두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사물에 대한 네루다의 송가들 중, 폭풍우를 기리는 노래 라는

제목으로 정현종이 번역한 시편을 원전과 함께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

다. 네루다 번역작업이 끝난 해에 정현종은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
는 시집을 출간하게 되는데, 그 중 천둥을 기리는 노래 라는 시편이 수

록되어 있다. 이 시편은 정현종의 “사물을 기리는 노래” 연작들 중 첫

편으로 수록되었으며, 네루다의 폭풍우와 전형종의 천둥이라는 제재의

유사성을 짐작할 수 있다. 유사한 소재와 형식을 사용한 두 시를 비교하

며 네루다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Last night 

she

came,

livid,

night-blue,

wine-red:

the tempest 

with her 

hair of water, 

eyes of cold fire― 

(…)

She shook the lightning

from her quiver of fire,

dropped thunderclaps

like great barrels.

All of a sudden 

there was silence:

(…)

and when we were about to think

that the world was ending,

then,

rain,

rain,

only

rain,

all earth, all

sky,

at rest,

(…)

you played 

at lifting a leaf,

gave strength to rivers,

어젯밤 

그녀는 

왔다, 

검푸르게, 

밤빛 감청,

포도주빛 붉은 빛으로:

물의 머리카락, 

차가운 불의 눈을

가진 

폭풍우― 

(…)

그녀는 그녀의 화통(火筒)에서

번개를 흔들어 떨어뜨렸고.

커다란 통들인 양

우레를 떨어뜨렸다.

일순

침묵에 싸였다:

(…)

세상이 끝나는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쯤,

그때쯤,

비,

비,

오직

비,

땅 전체, 온

하늘이 

잠든다,

(…)

너는 나뭇잎 하나 들어올리며

놀고,

강들에 힘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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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ught

men

to be men,

the weak to fear,

the tender to cry,

(…)

you, delicate storm,

my betrothed

wild as you were,

did us no wrong:

but returned

to your star

and rain,

green rain

rain full

of dreams and seeds,

mother

of harvests

rain,

world-washing rain,

draining it,

making it new,

rain for us men

and for the seeds,

rain

(…)

only the rain

you left behind,

(…)

for this,

I live you

storm,

reckon with me,

come back,

wake me up,

illuminate me,

show me your path

so that the chosen voice,

the stormy voice of a man

may join and sing your song with 

you. 

-Nathaniel Tarn 譯, ｢ODE TO THE 
STORM｣(Selected Poems(2nd Edition), 

1970)229)

사람되게 

사람을

가르치고,

약한 사람 겁먹게 하고,

여린 사람 울게 하며,

(…)

너, 자상한 폭풍우여,

내 약혼자여, 

그렇게 거칠었으면서도 너는

우리에게 잘못을 하지 않았다:

그렇질 않고

너의 별과

비로 돌아갔다,

풋풋한 비,

꿈과 씨로

가득찬 비,

추수의 어머니인

비,

세상을 씻는 비

씻어 잘 말리고,

그걸 새롭게 하는,

우리들 사람과

씨앗을 위한 비,

(…)

비만을 

너는 남겼다,

(…)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폭풍우여,

나를 생각해주고,

다시 와서, 

나를 깨워주며,

마음 밝게 해다오,

너의 길을 보여주어

사람의 폭풍우 같은 목소리가

너와 어울려 너의 노래를 부르게 해다오.

- 정현종 譯, ｢폭풍우를 기리는 

노래｣(스무 편의 사랑의 시와 한 편의 

절망의 노래, 198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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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네루다는 폭풍을 “물의 머리카락”과 “차가운 불의 눈을/가진” 여

성으로 “밤빛 감청,/ 포도주빛 붉은 빛으로:”라며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다. 특히 이 여성화된 시적 대상인 폭풍우는 “약혼녀”이자 비를 통해 땅

위의 생명력을 활성화시키는 “어머니”의 존재로 그려진다. 두 번째로, 폭

풍우는 시각적인 번개와 청각적인 우레를 가진 존재로, 번쩍임과 침묵을

가지고 오는 존재로 그려진다. 마지막으로 네루다는 “사람의 폭풍우 같

은 목소리가/너와 어울려 너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오”라며 사람의 목소

리가 폭풍우화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위의 번역본 비교에서 볼 수 있듯이 정현종은 나타니엘 탄(Nathaniel

Tarn)의 번역을 충실히 따라서 한국어로 번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콤마(,), 세미콜론(;), 콜론(:) 등의 문장부호를 활용한 원전에서의

행의 구분을 한국어로 번역하면서도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 하지만 번역

작업이 텍스트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공감과 육화를 바탕으로 한

하나의 창작물이라는 정현종의 산문에서처럼 위의 번역에서도 정현종의

의도된 시적 특징들이 나타난다.231) “세상을 씻는 비/ 씻어 잘 말리고,/

그걸 새롭게 하는,/ 우리들 사람과”와 같은 구절에서, ‘물을 빼내다’ 또는

‘배수하다’라는 뜻을 가진 draining이라는 단어를 앞의 “씻는 비”와의 연

결을 고려하여 “씻어 잘 말리고”라고 번역하며 한국어의 어미활용을 통

해 ‘씻는-씻어’로 연결되어 말의 자연스러운 흐름 뿐 아니라 흘러 내리

는 비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그리고 정현종 시에 자주 드러나는 수식어의 중첩을 통한 중의성도 함

께 살펴볼 수 있다. “그걸 새롭게 하는”이라는 관형어로 끝난 이 시구는

229) Neruda, Pablo, “ODE TO THE STORM”, Translated by Nathaniel Tarn, Selected 
Poems(2nd Edition), Edited by Nathaniel Tarn, New York: Delacorte Press, 1970, 
pp325-331. 

230) 파블로 네루다, 정현종 역, ｢폭풍우를 기리는 노래｣, 스무 편의 사랑의 시와
한 편의 절망의 노래 민음사, 1989, 130면.

231) 정현종, 문학적 공동체 , 두터운 삶을 향하여, 문학과 지성사, 2015, 131-132
면. : “우리는 물론 번역이 어느 정도 창작이라는 걸 알고 있고 전혀 다른 언어로
재탄생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리고 그런 만큼, 좋은 번역일 경우 번역 작품의 독창
성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원작의 해독과 그에 대한 공감에서
나오는 존중과 육화가 있는 뒤의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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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 사람”이라는 시구와 연결되어 원전에서처럼 “세상을 씻는 비”가

세상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와 함께 세상을 씻는 비를 잘 말리고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들이라는 의미로도 해석 될 수 있다. 이러한 시적 특징은

정현종의 정현종의 첫 번째 ‘사물을 기리는 노래’는 천둥을 기리는 노래

로 이어지며 네루다와 정현종 사이의 영향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게 해

준다.

여름날의 저

천지 밑빠지게 우르릉대는 천둥이 없었다면

어떻게 사람이 그 마음과 몸을

씻었겠느냐,

씻어

참 서늘하게는 씻어

문든 가볍기는 허공과 같고

움직임은 바람과 같아

왼통 새벽빛으로 물들었겠느냐

천둥이여

네 소리의 탯줄은

우리를 모두 新生兒로 싱글거리게 한다

땅 위에 어떤 것도 일찌기

네 소리의 맑은 피와

네 소리의 드높은 음식을

우리한테 준 적이 없다

무슨 이념, 무슨 책도

무슨 승리, 무슨 도취

무슨 미주알고주알도

우리의 내장을 훑어내리는 네

소리의 근육이 점지하는

세상의 탄생을 막을 수 없고

네가 다니는 길의 눈부신

길 없음을 시비하지 못한다.

천둥이요, 가령

내 머리와 갈비뼈 속에서 우르릉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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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 하는 내 천둥은

시작과 끝에 두려움이 없는 너와 같이

천하를 두루 흐르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무덤 파는 되풀이를 끊고

이 냄새 나는 조직을 벗고

엉거주춤과 뜨뜻미지근

마음 없는 움직임에 일격을 가해

가령 어저께 나한테 선생님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떠도는 꽃씨 비탈에 터잡을까

망설이는 목소리로 딴죽을 건

그 여학생 아이의

파르스름 果粉 서린 포도알 같은 눈동자의

참 그런 열심히 마름하는 치수로 출렁거리고도 싶거니

하여간 항상 위험한 진실이여

죽음과 겨루는 그 나체여, 그러니만큼

몸살 속에서 그러나 시와 더불어

내 연금술은 화끈거리리니

불순한 비빔밥 내 노래와 인생의

主調로 흘러다오 천둥이여

가난한 번뇌 입이 찢어지게

우르릉거리는 열반이여

네 소리는 이미 그 속에

메아리도 돌아다니고 있느니

이 新生兒를 보아라 천둥 벌거숭이

네 소리의 맑은 피와

네 소리의 드높은 음식을 먹으며

네가 다니는 길의 눈부신

길 없음에 놀아난다, 우르릉…… (80)

- 천둥을 기리는 노래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 1989)232)

232) 정현종, 천둥을 기리는 노래 ,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 세계사, 1989,
78-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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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종의 천둥을 기리는 노래 의 천둥은 네루다의 폭풍우에 비해 청

각적인 심상이 강조되었다. 바슐라르에 따르면, 몽상 속에서 폭풍우의 이

미지는 주로 “놀란 귀”를 통해 형성된다고 한다.233) 따라서 정현종은 네

루다 시에서 형상화된 번개와 천둥 그리고 비가 되어 내리는 폭풍우 치

는 밤의 공간을 천둥이라는 청각적 심상에 초점을 맞춰 보다 극적으로

시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정현종의 천둥을 기리는 노래 는 들여쓰기를 통해 외부의 천둥과 내

부의 천둥으로 구분하여 시를 전개해 나간다. 먼저 외부의 천둥은 네루

다의 폭풍우와 마찬가지로 시적화자와 그의 세상을 ‘정화’시켜주는 존재

임이 부각된다. 이 부각은 “씻었겠느냐/ 씻어/ 참 서늘하게는 씻어”의 어

미의 활용과 의미 반복을 통해 천둥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씻기는 주체

로서의 역할이 부각된다. 이렇게 마음과 몸음 씻은 사람은 허공과 같은

가벼움과, 바람과 같은 움직임을 가지며 새로이 태어난다. 천둥의 소리는

우리를 “무슨 이념, 무슨 책도/ 무슨 승리, 무슨 도취/ 무슨 미주알고주

알도” 침범하지 못한 “신생아”와 같은 순수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다. 이처럼 천둥은 “사물을 새로 태어나게 하고 일들을 새롭게 보게

하는 힘”과 “끊임없이 시작 속에 있게 하는 힘”을 가진 시를 형상화 한

것이다.234)

그러나 “내 천둥”은 아무리 순수한 존재가 되어도, “시작과 끝에 두려

움이 없는” 외부의 천둥과 같은 존재는 될 수 없음을 3연에서 고백한다.

왜냐하면 시적화자는 “냄새나는 조직”을 가진 인간이라는 실존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엉거주춤과 뜨뜻미지근/ 마음 없는 움직임”

뿐인 나에게 “ 선생님/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목소리는 천둥의 소

리만큼 나에게 생명력과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이다. 따라서 ‘나’를 새

롭게 하는 것은 천상의 천둥이 아니라 안부를 묻는 학생의 목소리처럼

우리 주변의 사소하고 구체적인 것을 지각하는 것이다.

233) 공기, 404면. : “듣는 다는 것은 본다는 것보다 더 극적인 법이다. / 폭풍우의
몽상 속에서 이미지를 주는 것은 눈이 아니고 놀란 귀이다.”

234) 정현종, 시, 꿈의 생산성을 향하여 , 두터운 삶은 향하여, 문학과 지성사,
1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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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네 소리”로 구현되는 외부의 천둥과 안부를 묻는 사람들의 말

소리와 함께 시적 화자는 천둥 안에서 메아리로 “놀아나는” 존재이다.

천둥의 우렁찬 소리는 시적화자와 세상에 대한 일방적인 꾸짖음이 아니

라 시적 화자의 깊은 내면에 울림을 주고 그에 대한 반향을 통해 재생산

된 하나의 천둥이 되는 것이다.235) 이는 네루다의 폭풍우 형상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형상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네루다의 폭풍우와 정현종의 천둥은 둘 다 ‘너’라는 2인칭이자 시적화

자에게 말을 하는 존재로 형상화된다. 먼저, 네루다의 폭풍우를 기리는

노래 에서 시적 화자는 폭풍우의 길을 따라 “폭풍우 같은 목소리”로 폭

풍우에 동화되고자 한다. 반면, 정현종의 천둥을 기리는 노래 에서 시적

화자는 “네가 다니는 길의 눈부신/ 길 없음에 놀아난다,”면서 천둥의 길

을 그대로 따르고 있지 않다. 오히려 천둥의 소리를 “우르릉…”이라는

시적 화자의 인식을 반영한 소리로 구현하며 시적 화자의 내면 공간에서

천둥의 소리를 회생시킨다. 즉, 네루다가 사람의 목소리를 폭풍우화 시켰

던 것과 다르게, 정현종은 사물의 물질성에 놀아나는 행위를 통해 초기

부터 시인이 구현하고자 했던 사물을 이해하는 방식인 “적극적인 수동

성”으로 전환하였고, 하나의 시적 창조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후 천둥을

기리는 노래에서 시작한 정현종의 ‘기리는 노래’ 연작은 ‘나무껍질’, ‘부

엌’, ‘여행’, ‘사전’, ‘동물’, ‘구두 수선소’, ‘샘’ 등과 같은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역동적 상상력을 발휘하며 대상의 내밀함에 파고드는 하나의 형식

으로 구체화하고자 했다.

235) 공간, 50-51면. “반향은 세계 안에서의 우리들의 삶의 여러 상이한 측면으
로 흩어지는 반면, 울림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 자신의 존재의 심화에 이르게
한다. 반향 속에서 우리들이 시를 듣는 다면, 울림 속에서는 우리들은 자신 시를
말한다. 그때에 시는 우리들 자신의 것이기 때문이다. 울림은 말하자면 존재의 전
환을 이룩한다. 이때에 시인의 존재는 마치 우리들 자신의 존재인 듯이 여겨진다.
그러므로 반향의 다양성은 존재 차원에 있어서의 울림의 통일성에서 나오는 것
이다.(…) 울림이 있은 다음에야 우리들은 반향을, 감정적인 반응을, 우리들 자신
의 과거가 회상됨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강조·밑줄-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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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구체적 사물에의 ‘회심(回心)’과 세계 인식의 확

장

정현종은 네루다의 시를 번역할 때 그의 시를 “인공 자연”이라고 일컬

으며 ‘자연’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때 자연은 단지 생태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재능(정서적, 지적, 체질적 성능과 성질)과 몸으로

겪은 것, 즉 몸속에 축적된 오감의 감각 체험”236)까지를 포함하는 말이

다. 특히 그는 남미 원시림에서 보낸 파블로 네루다의 유년 시절이 그의

시에 생동감을 부여한 원천이 되었음을 지적하며, 어린 시절 체험의 공

간으로서의 자연을 이야기한다.237) 이는 단순한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

이 아닌, 몽상을 통한 ‘회심(回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절

에서는 바슐라르의 주체와 대상(자연)의 ‘조성 작용’을 통해 주체와 대상

의 힘의 대립과 그 대립이 만들어 내는 리듬을 파악하고자 한다.

정현종은 네루다 시의 언어가 “하나의 생동”이고 시인 자체가 만물이

라고 극찬하면서 대상에 동화되는 네루다의 진정성을 그의 유년시절 “남

미의 원시림과 거기 사는 생물들 그리고 바다와 같은 자연”에서 찾았

다.238) 또한 네루다의 시가 인간을 ‘자연’으로 되돌리는 역할을 하는 ‘인

공자연’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현종의 후기 시를 초기 시와 구분하여 생태시로 분

류하는 논의가 많다. 생태문학 담론은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를 전후로

236) 정현종, 책머리에 , 파블로 네루다 저, 정현종 역, 정현종 시인의 사유 깃든
네루다 시 여행, 문학판, 2015, 10-11면.

237)정현종, 人工自然으로서의 시-또 하나의 천지창조 , 파블로 네루다, 정현종 역,
스무 편의 사랑의 시와 한 편의 절망의 노래, 1989, 163면. “그러나 그의 초현
실주의는 불란서 초현실주의자들처럼 추상적인 주장 속에 들어있는 초현실주의
와 다르다.(…) <남미에서의 시는 전혀 다른 문제다. 아다시피 우리 대륙의 나
라들에는 이름 없는 강들, 아무도 모르는 나무들, 누구도 말한 적이 없는 새
들이 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새로운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듯
이 배워서거나 의식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가 태어나 자란 자연환경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고 또 가슴에 들어 있는 심장처럼 타고난 체질
이요 재능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강조-인용자)

238) 정현종 자연․신명․에로스 , 두터운 삶을 향하여, 문학과 지성사, 2015, 230
면.



- 110 -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한 세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이룩해왔

던 문명 세계에 대한 일련의 성찰적 기획으로 마련된 것이다.239) 생태시

는 환경오염의 현장 고발 및 현대문명 비판, 생태학적 자각 유도, 생태학

적 전망 구현 등으로 유형화된다.240) 정현종 시의 생태적 연구는 1980년

대 후반부터 발표된 시집의 해설을 비롯한 서평과 평론, 연구 논문 등에

서 이루어졌고, 이외에도 생태문학 담론과의 연관성 아래에 논의되어 왔

다.241)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나는 생명 현상들에 감동합니다. (…) 사실 생명의 기쁨은 무

슨 추상적인 이념이나 거창한 철학 속에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것들 (인용자

: 초록나뭇잎과 풀들, 나는 새들, 꽃들, 풀벌레들 같은 것들) 속에 들어있습니다. (…) 하

여간 요새는 더욱더 구체적인 사물에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컨대 며칠 전에 학교 숲을 산보

하다가 아직도 새파란 토끼풀을 보고 참으로 신통해서 거기 쭈그리고 앉아 어렸을 때 했듯

이 네 잎 클로버를 찾아보았읍니다만, 그때 깨달았다고 할까 의심할 나위없이 느꼈던 것은

풀 같은게 가령 종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포기 풀을 들여다보는

일에도 구원은 오히려 구체적으로, 들어있다는 이야기지요. 이걸 좀 더 일반화시키면

<보는 것> 자체의 뜻을 생각해볼 수 있겠읍니다만…….

어떻든 작으나 구체적인 생명들, 구체적인 사물에 비하면 모든 거창한 이념들이나 철

학들 — 그것이 아무리 유토피아를 약속하고 새 세상을 연다고 하더라도 — 추상적인 것이

라고 생각됩니다. 추상적이라니, 이념 때문에 전쟁을 하고 사람들이 놀아나고 하는데도? 라

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사실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이지요.

그에 비하면 시는 항상 구체적인 생명에 닿아 있습니다. (강조– 인용자)

- 구체적 생명에로 (생명의 황홀 – 삶과 시에 관한 에세이, 1989)242)

239) 이형권, 김지하의 생명시와 생명시론 – 생태시 논의와 관련하여 , 한국시의
현대성과 탈식민성, 푸른사상, 2009, 264면.

240) 임도한, 한국 현대 생태시 연구 ,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9, 60면.
241) 정과리, 환경을 만드는 시인 , 이광호 편, 정현종 깊이읽기, 문학과 지성사,
1999, 292-314면; 유종호, 해설-해학의 시학 , 정현종, 한 꽃송이, 문학과 지성
사, 1992.; 오생근, 해설-바람과 숨결의 시학 , 정현종, 세상의 나무들, 문학과
지성사, 1995.; 박현준, 정현종의 후기 시 연구 : 공동체 의식과 생명 옹호를 중
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정예인, 정현종 시 연구 : 생태적 상
상력과 공동체 의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등 다수.

242) 정현종, 구체적 생명에로 , 생명의 황홀 – 삶과 시에 관한 에세이. 세계사,
1989, 174-1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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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종은 “한 포기의 풀을 ‘들여다 보는 일̇ ̇ ̇ ̇ ̇ ̇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시적 대상을 보는 방식에 대한 관심으로 생명에 대한 관심도 사

물 인식의 연장선상에 놓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현종의 ‘보는 일’

은 “한 포기의 풀”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 특질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상상하는 것 속에 깊이 참여하고 있는 주체의 전적 일치 속에서

그 특질을 찾아”내는 ‘조성 작용(tonalisation)’으로써, “의미들의 다성 현

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 포기 풀’이 상징하는 것은 추상

적인 개념으로서의 생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물로서의 생명’을 가리킨

다. 이러한 자연의 사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행위는 사물을 그 자체로

체험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상을 넘어 역동적인 이미지를

가능케 하는 상상력의 단초라고 할 수 있다.

정현종은 릴케와 네루다의 시를 비교하며, 릴케의 시가 ‘수직적 세계’

였다면 네루다의 시는 ‘수평적 세계’라고 한다.243) 이때 수직적 운동을

하는 릴케의 시만이 역동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릴케의 사

물시 “수직적”이라는 말은 릴케의 사물시가 삶의 무상감에 따른 실존적

고민에서 출발했던 것이라면, 네루다의 시는 원시림에 대한 유년시절의

기억, 원초적인 사랑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이다. 즉, 삶과 죽음이라는 극

점의 역능에서 보다, 일상의 구체적인 사물들에 대해 “들여다 보는 일”

은 우리가 처음 그 사물을 마주했을 때의 경이로움으로 돌아가 내밀화를

했을 때 창조적 상상력이 발휘된다는 것이다.

243) 정현종-조강석, 장철환, 강계숙, (정담2)시·세계·마음-외솔관에서의 향연 , 정
과리 외, 영원한 시작, 민음사, 2005, 296면. : “네루다는 지상적인 시인이겠는데,
릴케하고는 체질이 좀 달라요. (…) 하지만 릴케의 시가 천상적인 것만은 아니에
요. 우리가 읽은 두이노의 비가 도 천상의 이야기는 아니잖아. 릴케가 내면적이고
명상적인 시인인 것은 사실이야. 그러나 명상적인 것 또한 상상력의 고유한 움
직임 중의 하나이지 않은가 말이지. 네루다는 스스로 정치활동도 했고, 현실 속에
서 깊이 발효된 시인이었지. 그래서 릴케도 네루다도 모두 큰 시인이지만, 릴케가
수직적이라면 네루다는 지구적·수평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릴케도 잘 기리
는 영혼이지만 숟가락을 기리는 노래 같은 건 안 썼으니까. (웃음) 시인이 노래하
기 전에는 가치를 부여받지 못했던 것들, 그런 사물들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시의 고유한 역할이고 예술이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지.” (강조·밑줄-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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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

아이가 플라스틱 악기를 부— 부— 불고 있다

아주머니 보따리 속에 들어 있는 파가 보따리 속에서

쑥쑥 자라고 있다

할아버지가 버스를 타려고 뛰어오신다

무슨 일인지 처녀 둘이

장미를 두 송이 세 송이 들고 움직인다

시들지 않는 꽃들이여

아주머니 밤 보따리, 비닐

보따리에서 밤꽃이 또 막무가내로 핀다

-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 1989)244)

위의 시는 버스 안의 시적 화자가 버스 안의 풍경과 밖의 풍경을 교차

하며 시상을 전개해 나간다. 정현종은 산문에서 아주머니의 장바구니에

들어있는 파를 가만히 들여다 볼 때 파가 그 속에서 자라는 것과 같은

실감을 느꼈다고 이야기하며, 바라보는 행위의 능동적 수동성에 대해 이

야기한다. 위 시에서도 아이들이 부는 피리소리,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로 차 있는 버스에서 시적 화자가 하는 일은 아주머니의 장바구니를 응

시하는 것이었다. 화자의 응시로 파는 자라고, 처녀들이 들고 있는 장미

꽃은 시들지 않고, 밤에서는 꽃이 핀다. 이러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물 자체에 대한 응시를 바탕으로 한 상상력이다. 그러

나 이러한 응시는 사물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하지만, 이러한 응시는

에로스적 순간에 그치기에 매우 짧은 시간인 것이다. ‘사랑할 시간이 많

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다.

사람은 만물과 더불어 사람이고 시인은 더더구나 만물과 더불어 시인이다. 시인들은 이제

‘가이아 명상’이라고 내가 이름 붙여 본 그러한 느낌의 우주에 노닐 필요가 있다. 느낌의 우

주라고 해도 좋고 감정의 공간이라고 해도 좋으며 섬세하고도 광활한 앎이라고 해도 좋다.

가이아 명상은 천지를 꿰는데, 미생물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전 생명권으로 퍼져

나가는 생기 있고 탄력적이며 온당하고 착한 움직임이다. 동시에 다차원적으로 움직이는

244) 정현종,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 ,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 세계사, 1989,
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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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하면서도 역동적인 영혼. 모든 생명 현상을 행해서 퍼져 나가는 슬프고 기쁜 마음. 참되

고 착한 움직임 (가이아 명상은 그러니까 생명권에 관한 명상이기도 하고 생명권이 하는

명상이기도 하며 그중의 일부인 우리 마음의 움직임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내가 가이아 명

상에 잠길 때 세균이나 메뚜기, 풀 같은 것들도 명상에 잠기며, 내가 움직일 때 만물이 더

불어 움직인다는 느낌을 생각해도 좋다.)

- 신은 자라고 있다 – 가이아 명상 (작가세계, 1990)245)

‘가이아 명상’에 대한 정현종의 산문은 “우주적 상상력”이 정현종의 사

물 인식이 세계의 차원으로 확장된 것임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대지의

신이자 신들의 어머니인 ‘가이아’는 신화 속에서 만물을 탄생시키는 원초

적인 생식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왔다. 하지만 정현종은 가이아

가 수행하는 ‘명상̇ ̇ ’을 “마음의 움직임”이라고 말함으로써 가이아의 존재

가 역동적 상상력과 관계된 것임을 암시한다. 바슐라르에 따르면, 우리를

지속시키는 것은 물질적인 실체가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하는 운동이

다.246) 대지의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난다. 하나의 단

일한 생명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우주의 질서는 지속된다. 그러

나 이때의 지속은 변함없는 불변의 존재들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끊

임없는 변형을 전제로 한 움직임의 지속인 것이다. 따라서 정현종의 후

기 시에 등장하는 ‘자연’은 물리적 근원이 아니라 상상력의 토대를 뜻한

다고 할 수 있다. 이때의 상상력은 초기와 중기에서 나타난 주체와 객체

의 차원을 넘어 우주 만물로 확장된 것이다.247)

그러나 정현종은 이러한 우주적 나르시즘이 자기애로 변질 되는 것을

경계한다. 대신 그는 시인으로서 “회심(回心)”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회심이란, 어린 시절로 회귀하고, 동심을 넘어 자연(동물)과의 접

경지대로 회귀하려는 마음가짐을 말한다.248) 즉, 세계라는 틀 안에서 우

245) 정현종, 신은 자라고 있다-가이아 명상 , 작가세계 6, 세계사, 1990, (정현종,
날아라 버스야, 문학판, 2015, 113-114면. 재수록)

246) 공기, 99면. : “우리 내부에서 영원한 것은 물질적 실체라기보다는 운동인 것
이다. 운동은 변할 수 있으나 없어지지 않는다.”

247) 정현종, 신은 자라고 있다-가이아 명상 , 작가세계 6, 세계사, 1990, (정현종,
날아라 버스야, 문학판, 2015, 113-114면. 재수록)

248) 김동규, 실감의 미학 – 정현종 시인과의 대화 , 시인수첩 52, 문학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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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매 순간 ‘미래-죽음’로 향하고 있으면서, 시작-삶을 향한 회귀의 움

직임을 추구하는 생의 의지를 나타낸다. 이 때 우리는 살아 있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생명에 감응하는 것이다. 실제 우리는 태초의 순

간으로 돌아갈 수 없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회심의 순간을 가

능하게 하는 ‘시적 이미지’인 것이다. 우리가 돌아가는 시작은 매번 다르

게 나타나며 따라서 다른 전망을 얻게 될 것이다.

희망은 많이 허황하지만

허황함 없이 또한 살림살이가

어떻게 굴러가겠느냐.

ㅎ音이 워낙 바람빠지는 소리이듯이

희망에 붙어 있는 허황함은

알게 모르게 마음의 통풍 구멍이니

새해 아침이라는 세월의 한 구멍으로

바람빠지는 소리나 해보자는 것이다.

어젯밤에 눈이 좀 내리고

드물게 맑은 아침 밝은 햇빛이

얼음을 녹이며 눈부시다.

새해라고 하지만

해는 새해인지 모르겠으나

우리 생각은 질기게도 낡은 것이어서

죽은 나무에 새싹 돋게 하는

헌 세상 시들한 시간에 새살 나게 하는

回心의 순간은 참 만나기 어렵구나.

나 살리니 너 살고

너 살리니 나 사는 회심이여.

어젯밤에 눈이 좀 내리고

드물게 맑은 아침 밝은 햇빛이

얼음을 녹이며 눈부시다.

2017, 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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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칼 말마따나 도덕의 원리는

‘잘 생각하는’ 데 있는데,

실은 그렇게 쉬운 얘기인데,

그게 필경 쉽지 않은 일인지

잘못 생각하는 일이 하도 많아

세상은 점점 살기 어렵고

생명은 사방 죽음에 노출돼 있구나

아스팔트 네거리 한복판의 아이와도 같이.

어젯밤에 눈이 좀 내리고

드물게 맑은 아침 밝은 햇빛이

얼음을 녹이며 눈부시다.

보려무나 偏在하는 死神,

공장에 논밭에 거리 위에

달리고 뿌려지며 떠도는 死神,

국가에 진보에 어두운 마음에

막강하게 잔인하게 지겹게 웅크린 死神,

이 폭력 저 폭력에 번창하는 死神―

어젯밤에 눈이 좀 내리고

드물게 맑은 아침 밝은 햇빛이

얼음을 녹이며 눈부시다.

그것들을 장사지내기 위해 이제는

돈이 쓰여져야 하고,

마음이 좀 아파야 한다.

하느님께 기도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빌어야 한다―

잘 생각해야 한다고,

回心이라는 폭발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를 살릴 회심이여―

어젯밤에 눈이 좀 내리고

드물게 맑은 아침 밝은 햇빛이

얼음을 녹이며 눈부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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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回心이여-1990년을 맞으며 (한 꽃송이, 1992)249)

위의 작품에서 “어젯밤에 눈이 좀 내리고/ 드물게 맑은 아침 밝은 햇

빛이/ 얼음을 녹이며 눈부시다”라는 연(聯)이 반복되면서 시상을 전개하

고 있다. 눈이 부시기 위해서는 밤에 내려 얼음이 된 눈과 간만에 맑은

아침의 밝은 햇빛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헌 세상 시들한 시간”, “아

스팔트 네거리 한복판”, “편재하는 사신”들이 바로 얼음이 된 눈과 같을

것이다. 이러한 얼음을 녹이기 위해서 시적화자는 허황될지라도 회심의

순간을 희망하길 바라고 있다. 회심이란 “나 살리니 너 살고”, “너 살리

니 나 사는” 즉, 우리를 살리는 하나의 ‘폭발’이다. 이러한 폭발은 “옛날

의 전복적 힘”과 같은 에로티시즘이 충만한 시적 이미지를 말하는 것이

다.250)

구체적인 대상을 시적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노력은 실제로 그의 후기

시를 “순취된 작란을 일삼는 시”이자 “수더분한 시”로 만들었다.251) 정현

종은 구체적 대상을 향해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하고자 했지만, 시적 대

상을 보는 시각이 초기 시처럼 첨예하지 못했기에 후기 시에는 그가 형

상화하고자 했던 생동하는 시 작품이 적어지고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

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의 세계에서 선적인 흐름에 따라 살아가고 있

다. 형태로서의 인간은 날마다 쇠퇴해가는 생물에 불과하지만, 상상력으

249) 정현종, 회심이여-1990년을 맞으며 , 한 꽃송이, 문학과 지성사, 1992, 39-41
면.
250) 정현종, 구체적 생명에로 , 생명의 황홀, 1989, 세계사, 166·173면. : “시적
이미지는 모두 회심의 순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작품을 읽는 순간 우리의
정신은 문득 솟아오르고 충전되며 우리의 삶은 천금과도 같은 새로운 시작과 전망
을 얻습니다. (…) 시적활동은 에로티시즘과 신비로 충만한 바로 그 비밀에 의해서
옛날의 전복적 la을 재발견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금제(禁制)―분명히 공식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을 덜 단죄하는 것도 아닌―에 대한 도전이다. 과거에는 우주적
교섭의 자유로운 공기를 숨쉬기 위해 요구되었던 시는, 힘과 수(數)의 마술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액막이 노릇을 계속하고 있다.”
251) 유종호, 해설-해학의 친화력 , 정현종, 한 꽃송이, 문학과 지성사, 1992, 10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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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인간은 매번 다른 시작으로 돌아가서 새로 태어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정현종이 추구하고자 했던 시의 세계는, 생동감 있는 언어를 통

해 일상적인 사물들을 세계 내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움직임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감응을 통해 우리는 매일 태어나는 듯이 주변의

사물들을 바라볼 수 있고, 나와 함께 매일 변형하는 사물들의 움직임으

로 창조적인 세계가 되는 것이다.

시적 언어의 울림을 통해 시인은 사물을 새롭게 인식한다. 이러한 울

림은 파동처럼 시적 순간 이후로 퍼져 나가고 독자에게 감동을 준다. 독

자는 반향을 일으키고, 그 반향에 따라서 시인도 자연(문학 생태계)의 일

부가 되며 독자가 되고, 다시 파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끊임없는 파동의

점진화는 세계 인식을 확장시킨다. 시인이 발원인 파동만 있는 것이 아

니라 파동의 울림은 독자의 세계에 대한 울림으로 그리고 다시 독자가

되는 시인에게도 울림이 전달되는 것이다. 따라서 시인은 세계를 보는

눈을 커지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물에 대한 깊이를 축적시킨다. 사물

의 인식 틀을 계속 깨고 다시 만들면서 사물의 외연뿐만 아니라 깊이를

인식하는 것이 바로 두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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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고는 정현종 시편 전반에 나타나는 사물 인식의 근본 원리를 밝히

고, 정현종의 사물 인식이 시간에 대한 의식을 기반으로 세계 인식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정현종은 주체의 주관적 관점에서 사물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와 사물 사이의 상호 역동적 관계에

서 비롯한 상상력을 근간으로 한 시적 이미지로 사물을 인식하고자 했

다. 따라서 정현종의 사물은 당대의 내면 탐구류나 무의미시와 같은 사

물의 순수한 물질성을 탐색하는 사물시와는 구별될 수 있었다. 오히려

시적 이미지의 생성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즉물적인 언어를 통해

사물의 내밀성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즉물시의 방법과 사물시의 방향성을

동시에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현종의 시적특징을 근간으로 2장에서는 초기에 해당하는 첫

시집 사물의 꿈과 시선집 고통의 축제를 대상으로 사물 인식의 근

본 원리를 살펴보았다. 특히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비트루비우스 인간

Vitruvian Man 이 변형된 시집 사물의 꿈의 표지를 통해 사물에 대한

인식이 육체를 매개로 자기 인식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며, 초기

시에 나타나는 육체성에 대한 강조가 사물의 본질을 고정적인 실체성에

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역동성으로 보는 정현종의 사물 인식임을 밝혔다.

또한 정현종이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인 ‘방법적 사랑’을 바슐라르의 역학

적 인식론과의 유비를 통해, 정현종의 초기 시에 나타나는 거울 모티프

와 ‘사이’에 대한 감각이 사물의 힘들의 차이에 바탕에 둔 역동성임을 밝

혔다.

3장에서는 중기에 해당하는 나는 별아저씨와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을 대상으로 정현종의 역동적 상상력이 시간 의식과 관계 맺고 있음을

밝히며, 당대에 대한 정현종의 시대 인식을 살펴보았다. 경직된 시대상황

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창작 활동은 말과 시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

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박명’은 서로 다른 힘들의 관계라는 사물 인식

의 전제를 시간의 맥락에서 구체화한 것으로서, 정현종이 1970년대 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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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억압하는 “기계론적인 운동”에 대응하는 논리였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정현종이 중기 시에서 형상화하는 도부장수와 가객은 과거에서

호명된 인물들로서 기계론적 운동을 ‘정지’(순간-말)시키고 교란(방랑)하

는 존재로 등장한다. 이처럼 박명의 시학과 전통적인 존재를 형상화하는

그의 시작품을 통해 정현종의 시간의식이 1970년대 한국이라는 시공간적

조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밝히며, 지금까지 현학적이고 관념적인 시

인으로 취급되었던 정현종에 대한 문학사적 평가를 제고하고자 했다.

4장에서는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와 한 꽃송이를 후기로 구분하
고, 사물 인식이 세계 인식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특히 정현

종의 파블로 네루다 번역활동은 기존의 감각과 언어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체험을 다시 주체적 언어로 표현해내는 하나의 창작

활동의 일환이었다. 본고는 정현종의 네루다 번역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최초의 논의로써, 서지학적인 작업과 번역의 의미, ‘기리는 노래’의 형식

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현종의 사물 인식이 파블로 네루다 번역을 계기로

확장되었음을 해명하였다. 이에 따라, 정현종 시에 나타나는 자연을 기존

연구에서처럼 생태계에 한정하지 않고, “타고난 재능(정서적, 지적, 체질

적 성능과 성질)과 몸으로 겪은 것, 즉 몸속에 축적된 오감의 감각 체

험”252)까지를 포함하는 회심의 공간임을 밝혔다. 즉 정현종에게 자연이

란 비약적이고 충동적인 힘으로 구성된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연을 노래하는 시인의 시적 형상화는 그의 세계 인식 방법이 되는 것

이다.

정현종의 사물 인식에 초점을 맞춘 본 연구는 정현종의 시 세계를 단

절적으로 이해하는 기존 연구의 경향성을 탈피하고 그의 일관된 문제의

식을 해명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또한 내면 탐구와 실존적 위기의식의

극복이라는 차원에서 사물 자체에 대한 관심을 부차적으로 취급하였던

1960년대 시단에서 ‘사물의 독자성’에 천착하였던 정현종의 문학사적 의

의를 새로이 정립한 의의를 가진다.

252) 정현종, 책머리에 , 파블로 네루다 저, 정현종 역, 정현종 시인의 사유 깃든
네루다 시 여행, 문학판, 2015, 10-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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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1.

Pablo Neruda 작품집 원제목(영역본제목) 정현종 번역

Veinte poemas de 
amor y una canción 
desesperada (1924)
스무 편의 사랑의 시와 

한 편의 절망의 노래

1 한 여자의 육체…

3 아 소나무 숲의 광활함*

6 나는 기억한다 그 최후의 가을에

20 오늘밤 나는 쓸 수 있다.*

Residencia en la 
Tierra

Ⅰ(1925-1935), 
Ⅱ(1932-1935), 

Ⅲ(1947)

이 땅에서 살기

SOLO LA MUERTE 

(NOTHING BUT DEATH)
죽음만이

WALKING AROUND 산보

ENTIERRO EN EL ESTE 

(FUNERAL IN THE EAST)
동쪽에서의 장례

CABALLER SOLO 

(GENTLEMAN WITHOUT 

COMPANY)

혼자 사는 남자

SONATA Y DESTRUCCIONES 

(SONATA AND 

DESTRUCTIONS)

소나타와 파괴들

MELANCHOLÍA EN LAS 

FAMILIAS 

(MELANCHOLY INSIDE 

FAMILIES)

가족 안의 우울

AGUA SEXUAL 

(SEXUAL WATER)
性的인 물

NO HAY OLVIDO (Sonata) 

THERE IS NO 

FORGETFULNESS (Sonata)

망각은 없다 (소나타)

BRUSELAS 

(BRUSSELS)
브뤼셀

Canto 
General(1950)

온갖 노래

ALTURAS DE MACCH PICCU 

Ⅲ 

(THE HEIGHTS OF MACCHU 

PICCHU Ⅲ)

마추피추 산정Ⅲ

DESCUBRIDORES DE CHILE 

(DISCOVERERS OF CHILE)
칠레의 발견자들

El poeta

(The Poet)
시인*

HAMGRE EN EL SUR

(HUNGER IN THE SOUTH)
남쪽에서 굶주림

JUVENTUD

(YOUTH)
젊음

LOS DICTADORES

(THE DICTATORS)
독재자들

AMÉRICA, NO INVOCO TU 

NOMBRE EN VANO

(AMERICA, I DO NOT CALL 

YOUR NAME WITHOUT 

아메리카여, 나는 희망없이 네 이

름을 부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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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에서 명암 처리된 작품들은 정현종이Robert Bly의 영역본 Neruda and Vallejo:
Selected Poems (Beacon Press, 1971)외 다른 영역본을 참고하여 번역한 작품들을

표시한 것.

* Nathaniel Tarn외 다수가 번역에 참여한 영역본 Pablo Neruda Selected Poems

HOPE)

HIMNO Y REGRESO (1939)

HYMN AND RETURN (1939)
찬가와 귀국

CRISTÓBAL MIRANDA 

(Palero-Tocopilla)

CRISTOBAL MIRANDA

(Shoveler at Tocopilla)

크리스토발 미란다 (토코필라의 

삽질하는 사람)

도망자 Ⅱ

“ERA EL OTOÑO DE LAS 

UVAS”

(IT WAS THE GRAPE’S 

AUTUMN“)

포도의 가을이었다

LA HUELGA

(THE STRIKE)
파업

CARTA A MIGUL OTERO 

SILVA EN CARACAS (1948)

(LETTER TO MIGUEL OTERO 

SILVA, IN CARACAS) 

카라카스에 있는 오테로 실바한

테 보내는 편지

LOS ENIGMAS

(ENIGMAS)
수수께끼

COMPAÑEROS DE VIAJE 

(1921)

(FRIENDS ON THE ROAD)

길 위의 친구들

Odas Elementales
(1954)

Nuevas Odas 
Elementales (1956)
Tercer Libro de las 

Odas (1957)
단순한 것들을 기리는 

노래

ODA A LOS CALCETINES

(ODE TO MY SOCKS)
내 양말을 기리는 노래

ODA A LA SANDÍA

(ODE TO THE 

WATERMELON)

수박을 기리는 노래

ODA A LA SAL

(ODE TO SALT)
소금을 기리는 노래

Oda Una Castaña en el Suelo

(Ode to a Fallen Chestnut)
떨어진 밤을 기리는 노래*

Oda al Libro (Ⅰ)

(Ode to the Book (Ⅰ))
책에 부치는 노래 (Ⅰ)*

Oda a Mirar Pájaros

(Birdwatching Ode)
鳥類관찰을 기리는 노래*

Oda a la Tormenta

(Ode to the Storm)
폭풍우를 기리는 노래*

Memorial de Isla 
Negra (1964)

이슬라 네그라 비망록

La Poesia

(Poetry)
詩*

Las manos del día 
(1968)

낮(날)의 손들

El campanero

(The Bell-Ringer)
종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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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ta Book, 1970)를 참고하여 번역함.

** 중역에 참고한 번역본을 찾지 못한 작품들.

부록2.

Pablo Neruda 작품집 원제목 김남주 번역

Veinte poemas de 
amor y una canción 
desesperada (1924)

스무 편의 사랑의 시와 한 편의 

절망의 노래 1-21

스무 편의 사랑의 시

1. 여자의 육체

그 이외에는 번호로 매김 (절망의 

시 한편을 뺌)

España en el 
corazón (1937)

마음속의 스페인 

아르메니아 아르메리아

죽은 의용병들의 어머니들에게 바

치는 노래

Residencia en la 
Tierra Ⅲ (1947)

지상의 거처 (이 땅에 

살기)

그 이유를 말해주지 그 이유를 말해주자

Canto 
General(1950)

Ⅴ.배신의 모래-Ⅱ_➄ 천상의 시

인들
천상의 시인들

ⅩⅤ.나는-ⅩⅩ위대한 기쁨 커다란 기쁨

Ⅳ.해방자들 – ⅩⅤⅡ(17) 소코로

의 농민들 (1781)
소꼬로의 봉기자들

Ⅲ.정복자들 - Ⅰ 바다로 오다 

(1493)

그들이 섬을 향해 오고 있다 

(1943년)

Ⅴ.배신의 모래-Ⅲ_➄국기는 어떻

게 태어나는가?
깃발은 어떻게 태어나는가

Ⅴ.배신의 모래-Ⅲ_➁ 학살 학살

Ⅻ. 노래하는 강들-Ⅴ스페인의 감

옥에서 살해당한 미겔 에르난데스

에게

스페인 형장에서 살해된 미켈 에

르난데스

Ⅷ. 그 땅 이름은 후안아리네-Ⅵ

아브라함 헤수스 브리토 (민중시

인)

에이브라함 이에즈스 브리또오

Ⅻ. 노래하는 강들-Ⅱ 라파엘 알

베르티에게 (스페인 산타마리아 

항구)

라파엘 알베르띠에게

ⅩⅤ.나는-ⅩⅩⅦ 나의 黨(당)에

게
나의 당에게

Ⅳ.해방자들 – ⅩⅩⅤ 마누엘 로

드리게스
마누엘 로도리게스

Ⅴ.배신의 모래-Ⅱ_⑮ 연합 청가

물 회사
연합 청과물 회사

Ⅸ나무꾼이 잠에서 깨기를-Ⅳ 그러나 북아메리카여

Ⅸ.나무꾼이 잠에서 깨기를-Ⅴ 나무꾼이여 깨어나라

Ⅸ나무꾼이 잠에서 깨기를-Ⅵ 평화 있어라

Ⅹ. 도망자 (1948) - Ⅰ, Ⅲ, Ⅴ

일본어 번역본에도 1,3,5
도망자(1, 3, 5)

ⅩⅤ.나는-ⅩⅩⅢ 유서 (1) 유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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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주는 일역본인 ネル－ダ詩集(大島博光 譯, 角川書店, 1977)을 통해 파블로 네

루다의 작품을 번역함. 그 외 김남주 번역의 원본 출처와 서지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작품은 음영으로 표기함.

* 일역본을 통해 번역한 작품임은 확인되었으나, 김남주 번역 작품의 제목과 네루다 작

품의 제목과 상이하여 실제 작품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ⅩⅤ.나는-ⅩⅩⅣ 유서 (2) 유언2

ⅩⅤ.나는-ⅩⅩⅠ 죽음 죽음

Ⅴ.배신의 모래-Ⅲ_➀광장의 주검

(칠레 산티아고, 1946년 1월 28

일)

라쁠라사의 사자들

잉카의 최후*

Las Uvas y el 
Viento (1954)

포도와 바람 

歌い手のおれは さまよった… 歌人(가인)인 나는 헤매다녔다

ああ いつ ああ いつ いつ… 아 언제 아 언제 언제

ユリウス・フチ─クとの 対話 율리우스 후치크와의 대화

Estravagario (1958)

에스트라바가리오 

點(점) 

인어와 술꾼들의 우화

나의 의무에게

동방의 종교

바위에 새겨진 초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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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Object Perception in

the Poetry of Joung Hyunjong

Kim Kyoungmi

Department of Korean lang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lluminate the fundamental principle

underlying Joung Hyunjong’s perception of the poetic object, and to

examine the process by which this object perception grows out of a

foundation in thought on time into a perception of the world. As can

be seen from the title of his first collection, The Dreams of Things

(Samului Kkum), Joung was a poet who took an early interest in

objects, or ‘things.’ Joung attempted not to pursue the essential

nature of a thing from the subjective perspective of the subject, but

to perceive the object as a poetic image on the basis of an

imagination arising in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the subject

and object. This image, created within the dynamic relationship of the

subject and object, grew into a perception of the world with a deep

understanding of objects as its foundation.

This study takes Joung’s work beginning with his debut and

ending with his 1992 collection A Single Flower (Han Kkochso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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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its research focus and develops the discussion of this work by

dividing it into three periods. Chapter 2 establishes the parameters of

Joung’s early work, beginning with his first published poem and

including The Dreams of Things (1972) and the collection of selected

poems Festival of Pain (Gotongui Chukje) (1974), and examines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Joung’s object perception. The cover of The

Dreams of Things, an adaptation of Da Vinci’s Vitrivian Man,

displays an image of a man attempting to break loose of a geometric

figure. This reveals that Joung’s object perception takes dynamism,

rather than a fixed nature, to be the essence of the object. This

dynamism materializes into a method of object perception called

‘methodological love’ through the motif of the mirror which

communicates the secrets of the subject and object. This illuminates

the creative nature of a poetic image which achieves a basis in

things via the changing forces that arise in the dynamic relationship

of the subject and the object.

Chapter 3 takes the poems of I Am Mr. Star (Naneun Byeol

Ajussi) (1978) and The Ball That Bounces When it Falls

(Ddeoleojeodo Twineun Gong) (1984) as the middle period of Joung’s

poetry, and examines the creative nature of his poetic imagery

through the consciousness of time exhibited by the concept of ‘a

moment’ in his poetry and poetic theory. This expands the horizon

lines of his poetic ‘moment’ to include an imaginative space in which

a reverberating poetic image is created through ‘words.’ Joung

attempts to overcome the contemporary situation of coerced silence

by ascribing a physical body to ‘words.’ Moreover, he invokes the

traditional figures of the itinerant poet and peddler to interrupt(via

‘moment’ or ‘words’) or confuse (or set to wandering) the mecha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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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ment(kinematics) of reality, which represses ‘words.’ This

observation encourages a reconsideration of the idea, prominent in

previous research, that Joung‘s poetry is unrelated to the reality of

1970s Korea.

Chapter 4 examines Joung’s late work, including There is Not

Much Time to Love (Saranghal Sigani Manhji Anhda) (1989) and A

Single Flower, investigating the expansion of Joung’s object

perception into a world view and its elaboration as a result of his

translations of Pablo Neruda. To Joung, translation was a part of his

creative efforts to express a new world in the language of the

subject and secure objective distance from the subject based on his

perception of the limitations of existing language and sensations. This

study focuses on Joung’s translations of Neruda, which occupy the

majority of his translation work and for whom he expressed an

active affinity. Neruda’s perceptions of nature become a space of

renewal (hoesim) in relation to things(objects) and influence Joung’s

perspective on nature, and these influences appear in Joung’s poetry

in the form of odes. In contrast to previous interpretations which take

Joung’s views of nature in his later poetry as a type of

environmentalism, nature in fact acts in Joung’s poetry as a basis for

perceiving the world as a shocking and irrational composition of

forces.

This understanding of Joung’s object perception avoids the tendency

in previous research towards a fragmented understanding of Joung’s

body of work and provides a clue in delineating his more consistent

concerns. This object perception also has literary-historical

significance in its investigation of the ‘autonomy of objects’ within

the world of 1960s poetry, which treated interest in things them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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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secondary to exploring subjective interiority and overcoming a

sense of existential crisis.

Keywords: Joung Hyunjong, Object Perception, Dynamic

Imagination, Creative Imagination, Poetic Moment,

Physical Motif, Dinggedicht (Thing Po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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