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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예프스키 소설의 주인공인 키릴로프와 라스콜리니코프를 통해서 보

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주제의식은 ‘역사주의의 낙천성’이 토 로 하

고 있는 옵티미즘을 넘어서는 인간존재의 비극성에 주목하는 것으로 

확장되어 나타난다.

김춘수는『들림, 도스토예프스키』를 총 4부로 구성하면서 가장 마

지막 부분에 < 심문관>을 배치하고 있는데, 지상의 빵을 상징하는 

심문관과 천상의 빵을 상징하는 예수와의 화를 통해서 궁극적으

로 고통이 없는 완전한 자유의 세계가 존재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고통이 없는 완전한 자유의 세계는 키릴로프식의 결론(자살)으로 귀

결될 수밖에 없으며, 김춘수는 ‘고통 속에 자유가 있다’고 결론을 내

림으로써, 그의 오랜 트라우마 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그가 꿈꾸었던 숨막히는 자유에 관한 답을 발견한다. 

『거울 속의 천사』부터 타계하기까지 김춘수의 시에서는 죽음이 

중요한 시적 주제가 된다. 후기시에 나타난 죽음 인식은 죽음 일반에 

한 성찰이라기보다는 ‘아내의 죽음’이라는 구체적인 사건에 의해 촉

발되고 생성된 것이다. 김춘수의 죽음 인식은 적인 공간에 한 탐

색으로 이어진다. 죽음을 부정하거나 현실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와 죽음 공간의 경계에 주목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

적이며, 거울세계를 통해 죽음을 미학적인 방식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김춘수의 거울세계는 일종의 적 세계로서, 그의 시세계에서 거울 

세계는 천사가 있는 공간이면서 천사가 된 아내가 있는 공간으로 창

조된다. 이러한 거울세계를 형상화함을 통해서 역사의 시간을 초극하

는 탈역사성의 세계를 그려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김춘수의 시세계는 멜랑콜리와 역사인식이

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축조되었으며, 창작 활동 내내 역사에 한 

진지한 성찰이 그의 시세계에 반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춘

수의 시세계는 미학적인 실천방식을 통해 역사의 폭력에 맞서고, 그

것을 초극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적 구

원에 이른 길을 모색하 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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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18세기의 자료인 <蒙語老乞大>와 <捷解蒙語>를 주된 

상으로 하여 두 자료에 나타나는 구문 구조의 양상을 몽골어와의 비

교에 의하여 밝히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구문 구조를 살피

려고 하는 것은 두 자료에 한 연구에서 연구가 가장 덜 된 부분이

면서 두 언어 양상을 비교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

술의 주된 상은 계사문, 존재동사문, 형용사문, 자동사문, 타동사문 

구문의 실현 양상이다. 분석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문장이 서술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데에 초점을 두고, 문장의 서술어 특성에 따

라 ‘이다’ 문형의 계사문, ‘있다/없다’ 문형의 존재동사문, 형용사문, 

자동사문, 타동사문으로 분류하여, 그들 문형에 한 몽골어의 예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 문형의 형태적 특징에 따라 ‘간다고, 

가느냐고, 가라고, 가자고’와 같은 간접인용문의 관점에서 평서문, 의

문문, 명령문, 청유문으로 나누어 문체법도 고찰하고자 하 다. 

계사문의 경우 평서문의 ‘-이라’, ‘-이로다’, ‘-이로라’와 의문문의 

‘-(이)ㄴ다’, 부정문의 ‘아니’에 한 기술이다. ‘-이다’가 속하는 통

사 범주나 본질적인 성격에 한 문제가 아닌 ‘-이다’의 문장에서의 

양상을 몽어문과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이 주 관심거리이다. 다음은 

두 자료에서의 ‘있다/없다’가 들어간 문장을 존재 구문, 소유 구문, 소

재 구문, 보조용언 구문으로 나눈 후에 존재 구문에서는 ‘존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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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접한 관계가 있는 ‘있다’와 ‘없다’의 형용사적 양상과 ‘어

떻게 존재하는지’에 해당하는 존재 양상, 소유 구문에서는 이중주어구

문, 즉 조사 ‘이’의 중출 양상을 알아보고, 소재 구문에서는 ‘-에 있

다’ 구조에 해 다루었다. 끝으로 보조용언 구문에서는 ‘-아/어 있

다’ 구조에 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형용사의 경우 형용사 중에서 동사적인 성격을 가진 예와 

몽어문과 차이가 나는 형용사에 해 고찰하 다. 

자·타동사문은 두 자료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그 수효가 상당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분류를 하지 않고, 먼저 문장의 종결에서 시제 범주

가 나타는 예를 살펴본 뒤 두 언어에서 차이를 보이는 특정한 예를 

골라 논하 다. 이어서 몽골어의 측면에서 본 예를 고찰하 다. 자·타

동사문의 종결어미의 경우 몽골어 측면에서 보는 것도 한국어 번역문

과의 차이를 밝히는 데 보다 효과적이라고 보고, 평서문과 의문문에

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현재 시제의 ‘-mui/mu’, 과거 시제의 

‘-ba/be’, 현재와 미래 시제의 ‘-qu/ku’와 ‘-qui/kui’, 미래 시제의 

‘-na/ne’에 한 한국어 예문을 제시하여 논하 다. 

계속해서 각 구문의 종결형에서 다루지 못한 문장의 연결과 전성의 

양상을 검토하 다. 연결어미는 등과 종속적 연결어미로 나누어, 

등적 연결어미에서는 ‘-고’, ‘-(이)오/요’, ‘-며’, 종속적 연결어미에

서는 ‘-니’, ‘-면’, ‘-아/어/여’에 한 예를 제시하 다. 문장 전성의 

경우 현재 시제의 ‘-’과 과거 시제의 ‘-(으)ㄴ’, 미래 시제의 ‘-

(으)ㄹ’ 등 관형사형 전성어미와 명사형의 ‘-ㅁ’과 ‘-기’ 전성어미의 

실현 양상을 비교해 보았다. 

이와 같이 양 언어의 구문 구조 양상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몽어문

에서의 종결형이 한국어 번역문에서 연결형으로 나타나거나 일부 형

태소가 번역되지 않거나 몽어문에서도 구어적인 성격의 ‘-ĵi’, 

‘ĵuqui/ĵukui’와 같은 형태들이 쓰이는 경우가 자주 나타났다. 이런 점

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두 자료는 비록 순수 구어형은 아닐지라도, 

구어적 요소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들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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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 근 문학의 성립에 기여한 주요 문인들이 한반도 

서북 지역에서 출생하고 성장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근  서북 지역

의 로컬리티와 서북문인들의 문학사상과의 연관성을 해명하고자 하

다. 이때 ‘로컬리티(locality)’란 한국근 문학의 발생지로서 한반도 

서북지역, 특히 평안도(平安道)의 문화적 특수성을 문학연구에 도입

하고, 한반도 내부의 정치사회적 헤게모니 경쟁과 국제 관계 속에서 

민족문학을 구상해야 했던 서북문인의 위상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선택된 개념이다. 

한반도의 변방인 서북 지역은 조선 시  이래 문화적 이질성, 국경

지 의 반심(叛心)에 한 의혹 등으로 정치사회적 차별을 받아온 땅

이다. 지역적 차별은 중앙 통치 세력을 불신하는 지역사회의 독자적 

발전 양상으로 나타났고, 이에 ‘서북인(西北人)’이란 기존 제도권 내

에서는 입신양명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소외된 지식인 그룹의 전형으

로 간주되었다. 서북인은 통치 수단으로 동원되는 단일국가론의 허상

과 기득권 계층을 재생산하는 사회제도 등에 한 환멸을 키운, 내부

적으로 소외되었던 집단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서북인은 근 적 전

환을 구시 와 구분되는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기 위한 기회라 보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