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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정지용 문학이 지닌 근본 주제를 ‘내면공간’의 시학이란 관점에서 

분석하여, 정지용의 수필 및 시편을 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틀을 마련

하고자 한다. 내면공간이란 릴케의 개념으로, 정신이나 영혼의 영역을 외부 

현실 세계보다 광활한 공간으로 인식되는 데에서 나아가 세계와 사물들의 

본질이 밝혀짐으로써 시가 산출되는 무한한 ‘시(詩)’-공간으로서 의미화된

다. 내면공간의 시학은 ‘가시적인 것의 비가시화’를 중시한다. 가시적인 사

물들의 세계가 ‘변용’ 및 ‘전환’을 통해 시공간이 해체된 후, 새로운 ‘시

(詩)’-공간으로 재편되는 것이다. 

그동안 정지용 문학은 주로 비가시적인 영역을 가시화하는 방법론을 취하

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시는 언어와 Incarnation적 일치다”(「시와 언

어」)나 “안으로 열(熱)하고 겉으로 서늘옵기”(「시의 위의」)와 같은 시론

에서의 언급은 이러한 관례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시론 

「시와 발표」는 박용철의 「시적 변용에 대해서」를 능동적으로 계승하고 

있는데, 「시적 변용에 대해서」가 릴케의 시학을 인용하고 수용했다는 점

을 주목할 만하다. 「시와 발표」의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면 정지용이 다른 

시론에서도 공간화된 ‘내면’에서 가시적인 것이 비가시화되는 메커니즘을 은

연중에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정지용은 후기 시론에서 박용철 

그리고 릴케와의 삼각 구도를 형성하며 ‘내면공간’의 시학을 통해 시의 본

질을 희구했다. 

다만 ‘내면공간’의 시학이 후기에 이르러서야 적용되었던 것은 아니다. 정

지용은 릴케와의 접점을 기대하기 힘든 초·중기 시편에서도 모종의 ‘내적 

공간’에 대한 애착을 드러냈다. 이러한 공간에는 항상 ‘불’의 이미지가 결합

되어 있는데, 즉 정지용의 불 이미지는 내재성(內在性)을 띤다는 특징이 있

다. 초·중·후기 시편에 이르기까지 정지용의 불 이미지는 공간 안에 거하는 

기호로 계속 자리매김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불 이미지를 「시적 변용에 

대해서」에서 시 쓰기의 ‘필연성’을 가리켰던 ‘무명화(無名火)’ 개념에 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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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보고자 하며, 그렇다면 정지용 시는 일종의 메타시

(Metapoetry)로서의 의미도 지니게 된다. 초기 시편부터 시학적 주제를 기

호를 통하여 형상화해왔기에 후기에 릴케의 ‘내면공간’의 시학을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2장에서는 먼저 1930년대에 박용철·임화·김기림 세 논자를 중심으로 전개

되었던 ‘기교주의 논쟁’을 살피고자 한다. 이 논쟁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기교(技巧)/기술(技術)’의 구분 문제가 박용철에게 시의 본질을 사유하게끔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써 「시적 변용에 대해서」가 쓰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시적 변용에 대해서」는 기교주의 논쟁이 닿을 수 없었던 시의 

창작 원리를 ‘기술(奇術)’이란 새로운 개념어로 보완하였다. ‘변용’과 ‘체험’ 

등 내면공간의 시학과 결부된 릴케의 개념들이 활용되었으나 박용철의 요절

로 시론은 더 발전하지 못했고, 이 작업은 1939년 『문장』에 발표된 일련

의 시론들에서 정지용에 의해 명맥을 이을 수 있었다. 정지용은 시론 곳곳

에서 박용철과 릴케의 시론을 적절하게 배합하여, ‘내면’의 중요성을 강조하

는 시학적 입장을 성공적으로 정립했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정지용의 시론이 산출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서 정지용 

시편을 초기·중기·후기로 나누어 분석한다. 정지용의 시 세계에 드러난 ‘내

면공간’의 변모 양상과 그러한 변모를 추동해내는 불 이미지의 변천을 살피

고자 한다. 초기 시편은 주로 교토 유학 시절부터 『시문학』 창간 이전까

지 창작된 시편들을 포괄하여 이른다. 일본어 산문 「시·개·동인」을 비롯한 

글들은 「카페 프란스」의 주요 공간인 ‘카페 프란스’를 이국 정조와 방랑

의 공간이 아니라, 예술가 공동체가 형성되고 문학적 야심이 싹트는 공간이

었음을 암시한다. 이때 정지용에게 안온한 공간으로서의 ‘방 안’이 자주 등

장하며, 방의 기호는 교토 체험이 깃든 ‘근대 도시 거리에 파묻힌 방’과 ‘아

픈 어린아이를 돌보는 방’으로 양분된다. 후자에서 주로 ‘숯불’이나 ‘석탄불’ 

등의 소박한 불 이미지가 등장하고, 이것은 어린아이의 내열(內熱)과 엮이

면서 불이 내재성을 확보한다. 

중기 시편은 흔히 가톨릭 시편으로 분류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한편

으로 이 시기는 박용철과의 교류가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다. 가톨릭 시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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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선입견에 가려졌던 중기의 불 이미지는 ‘영혼’ 안에 거하는 것으로 나

타나면서 초기보다 고고한 색채를 띠게 된다. 불에 초월적이고 신성한 이미

지를 더한 것은 비단 가톨릭뿐만 아니라 박용철과의 교류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이 시기 정지용은 이미 박용철과 교류를 통해 릴케를 알게 되고 자

신의 시론을 정립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이들의 후기 시론의 단초는 

「무제」를 비롯한 중기 시편에서 발견된다. 

후기는 박용철의 죽음 이후 시론이 창작되면서, 동시에 『문장』이 창간

되고 『백록담』이 발간된 시기다. 친한 벗의 죽음은 정지용에게 ‘내면공간’

의 총체적 의미를 다시 사유하게 하는 계기가 되며, 이로 인해 불의 내재성

도 양상을 달리하게 된다. 후기 시편은 주로 물과 산 이미지 위주로 분석되

어 왔으나, 「온정」, 「삽사리」, 「인동차」 그리고 「도굴」 등 의외로 

많은 작품에서 불 이미지가 변주됨을 주목해야 한다. 블랑쇼가 릴케를 분석

하면서 언급했던 ‘열린 내밀성’이란 이율배반이 후기 시편에서 실현된다. 삶

과 죽음, 물과 불 등 대립적인 것들을 통합하여 ‘내면공간’을 확장하려는 사

유가 후기 시편, 나아가 정지용 문학 전체의 정수(精髓)로 거듭난 것이다.

■ 주요어: 정지용, 내면공간, 불 이미지, 변용, 전환, 릴케, 박용철, 기교

주의 논쟁, 메타시, 내열, 영혼, 열린 내밀성

■ 학번: 2018-2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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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문제제기 및 선행연구 검토

본고는 정지용(鄭芝溶, 1902~1950)이 박용철 그리고 릴케와의 영향 관계 

안에서 정립했던 시학을 ‘내면공간(內面空間, Innenraum)’의 시학으로 명명

하고, 이러한 주제가 시론적 산문과 시편의 ‘불’[火] 모티프에서 구체화되는 

양상을 구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내면공간’이란 본래 릴케의 개념으로, 

단순히 인간의 심리 및 정신의 차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외부 현실 공

간과 맞부딪히며 실재하는 ‘시(詩)-공간’을 의미한다. 릴케에게 ‘내면공간’은 

그 안에서 가시적인 것이 비가시적인 것으로, 혹은 비시적(非詩的)인 것이 

시적인 것으로 ‘변용(變容)’하는 거름망과도 같다. 고로 ‘내면공간’의 시학은 

시와 시인의 존재를 치열하게 입증하려고 하며, 시 창작의 메커니즘을 탐구

하고자 하는 시학이다. 정지용의 문학 세계를 이러한 ‘내면공간’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시편 전체가 일종의 ‘메타시(metapoetry)’로 읽힐 수 있는 까닭

도 여기에 있다. 즉 정지용은 ‘무엇이 시인으로 하여금 시를 쓰게 하는가’라

는 근본 문제를 시론과 시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탐색해온 것이다. 선행연

구에서 잘 언급되지 않았던 정지용 시의 ‘공간’과 ‘불’의 기호는 이러한 정

지용의 시학 원리를 염두에 둘 때 비로소 주목된다. 

그동안 정지용 연구에서는 그가 취했던 시적 방법론과 그 효과를 가늠해

보려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정지용만큼 당대에 선명하고 

청신한 감각을 도입하면서도 시인으로서의 노련미까지 갖춘 시인은 한국 현

대시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는 그가 ‘한국 현대시의 아버지’란 보편적

인 칭호를 얻는 동시에 특정한 유파(流派)로 쉽게 포섭되지 않는 결과를 낳

았다. 한국 현대시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지만 시적 스타일에 있어서는 상

당히 논쟁적이었던 것이다. 정지용을 영미 모더니즘과 이미지즘, 주지주의

(主知主義), 가톨릭 사상 혹은 동양정신과 은일(隱逸) 사상 등으로 설명하

려 했던 다양한 관점들은 이러한 딜레마를 배면에 깔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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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용 문학의 가장 큰 성과를 ‘감정의 절제’로 꼽는다.1) 그중에서도 지금

까지는 ‘감정’보다는 ‘절제’에 방점이 놓이며 정지용에게서 특징지어지는 ‘절

제’의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  수많은 방법론이 제출되어 왔다.

정지용이 “자기 감정의 분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1920년대의 서정시”2)

로부터 변별된다는 점은 물론 부정하기 어렵다. 감정의 절제는 분명 정지용

에게서 가장 쉽게 드러나는 시적 특질 중 하나이다. 그러나 정지용에게 나

타난 ‘절제’의 양상을 인정한다 해도 과연 그 절제의 대상이 ‘감정’이었는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정지용 시에서 ‘감정’이라 할 만한 시어 혹은 

정조는 ‘슬픔’과 ‘비애’3), ‘고독’ 등에 한정된다. 낭만주의 시가 분노, 희열, 

1) “30년대 정지용의 「유리창·1」은 흔히 이런 적절한 거리조정에 성공한 표본으

로 지적된다. 사실 정지용시들은 경험적 자아를 억제한 고전주의적 절제의 미

학에 입각한 주지적 태도를 전형적으로 보이고 있다.”

    김준오, 『시론』, 삼지원, 1982, 338쪽.

    “주관의 객관화, 주관의 의식적 통어와 세계와의 조화가 그의 시의 정서를 

다스리는 어법들이다. 갈등과 자위 사이를 오가는 것, 지용 시는 이와 같이 이

중적 정서의 길항이라는 정서적 충동을 절제와 자위의 어법으로 구사해 낸다.”

    김용희, 「정지용 시 어법 연구」, 『정지용의 문학 세계 연구』, 김신정 편, 깊

은샘, 2001, 33쪽.

    “모더니즘의 시정신은 근대적 삶의 공간에 내몰려진 정지용 자신의 외로움이

나 고독감의 정서를 시화할 때, 자신의 시를 이전 시대의 감상적 낭만주의라는 

한계에 매몰되지 않게 하려는 치열한 노력의 소산이었던 것이다.”

    배호남, 「정지용 시의 갈등 양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166쪽.

2) 권영민, 「시적 언어의 해석 문제 3―정지용의 경우」, 『문학사와 문학비

평』, 문학동네, 2009, 59쪽.
    이와 관련하여 최동호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년대의 많은 시인들이 감정의 카오스적 분출에 의거하여 시를 썼다면, 다

양한 경험의 뉘앙스를 감각적 언어로 포착하여 선명한 심상으로 제시하였던 

것이 30년대 정지용이 이룩한 획기적인 방향 전환이었다고 하겠다.”

    최동호, 「정지용의 <장수산>과 <백록담>」, 『하나의 도에 이르는 시학』, 고려

대학교 출판부, 1997, 105~106쪽.

3) 일반적으로 ‘슬픔’과 ‘비애’는 동의어로 취급된다. 정지용에게서는 ‘비애’보다는 

‘슬픔’이란 어휘가 더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중기 시편 「불사조」와 시론 「시

의 위의」 등에서 ‘슬픔’의 내재성(內在性)을 강조할 때에는 특별히 ‘비애(悲哀)’

라는 말을 쓰고 있다. 정지용의 ‘비애’는 ‘슬픔’보다 좀 더 견고한 윤곽을 지닌 

구체적인 사물처럼 표현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정지용의 ‘슬픔’과 ‘비애’를 

구분하여 서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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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규, 심지어 광기까지 다양한 감정을 아우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따라서 

정지용 시에서 감정의 절제 정도를 가늠하여 낭만주의-탈낭만주의의 대별

구도를 지나치게 대입하기보다는, 단순히 ‘감정’을 넘어서 정지용이 시적 대

상으로 삼아왔던 것이 무엇인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본고는 정지용 문학 연구의 쟁점을 ‘감정’에서 ‘내면’으로 옮겨놓을 것을 

제안한다. 여기서 ‘내면’이란, ‘감정’과 ‘의식’, ‘심리’ 따위를 포괄할 수 있으

나 결코 그것들과 동일시되지는 않는 개념이다. 그것은 오히려 크리스토프 

멘케가 “자기변화 내지 자기운동의 내적 원리”4)로 작동된다고 말했던 “미

학적 에너지”가 거하는 주체 내부의 공간을 가리킨다. ‘내면’을 일종의 ‘시

(詩)’-공간으로 구성하려는 정지용의 사유는 이러한 내면에서 시를 산출함

으로써 끊임없이 존재자들을 미학화하는 “미학적 본성”5)과 관련 있기 때문

이다. 

물론 릴케식의 미학적·시적 공간으로 의미화되기 이전에도 인간 주체의 

‘내면’은 주요한 문학적 소재였다. 20세기에 이루어진 ‘근대적 개인/개성’의 

발견은 진지하게 내면을 고찰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한국 문학사에 한

정하여 볼 때, 1910년대 계몽주의 담론에서 내면을 가진 독립된 개체로서의 

개인은 계몽과 교양의 대상이 되었고 1920년대 낭만주의 문학에서 개인의 

내면은 자유로운 감정의 발로가 이루어지는 배출구로 여겨졌다.6) 즉 ‘근대

4) Menke, Christoph, 『미학적 힘』, 김동규 역, 그린비, 2013, 78쪽.

5) 위의 책, 91쪽.

6) 이와 같은 이유로 연구자에 따라 20년대 낭만주의 문학은 재평가의 여지를 인

정받기도 한다. 근대적 개인/개성이란 동일한 주제를 겨누면서도 결과적으로 

일제의 문명(Civilization) 논리에 짓눌린 계몽주의 담론과 달리, 낭만주의 문

학은 문화 제국주의에 의해 날조된 주체의 기원에 대해 오히려 반동성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더욱 확산되고 있는 문화제국주의의 기원으로서 1920년대 낭만주의 

문학은 분열의 글쓰기를 통해 제국주의 문명 논리가 구축해낸 주체의 기원을 

부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것은 ‘어머니’와 여성의 ‘몸’이라고 하는 여성적 타

자와 ‘병’과 ‘죽음’, ‘눈물’이라고 하는 타자성을 통해 고결함과 남성다움의 섹

슈얼리티를 강조한 가부장적 주체의 권위를 부정하고, 문명의 논리를 강조하는 

제국주의 일상성과 감각의 논리를 부정함으로써 인간의 근원적인 존재성을 지

향하였다.”

    조혜진, 「문화 제국주의의 기원에 대한 “분열”의 시 쓰기: 1920년대 낭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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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개인’과 내면은 불가분의 관계처럼 보였다. 

그러나 릴케를 전유한 정지용의 시학에서 시적 대상이 되는 ‘내면’은 이러

한 근대의 개별화 작업과 무관한 것이다. ‘내면공간’은 무한하고 불가해한 

시의 본질을 존재자 차원에서 사유하려는 시도다. 바타유에 따르면 시는 

“논리적 세계의 죽음을 통해 가능한 것의 무한성이 탄생하는 일종의 무

덤”7)과도 같다. 이 문장을 이해하는 독법은 각자 다르겠지만, 적어도 시가 

지닌 무한한 경험의 가능성을 부정할 이는 오늘날 많지 않을 것이다. 혹은 

시를 쓴다는 것은 하이데거의 말처럼 “존재자의 밝음과 숨김으로서의 진리

가 일어나는”8) 가장 근원적인 방식이다. 눈앞에 가시화된 현실에서는 이러

한 시의 무한성과 근원성을 탐색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며, 고로 ‘시 쓰기’

는 필연적으로 내면의 정교화를 요청하게 된다. 정지용 문학의 본령을 ‘내

면의 탐구’로 이해할 수 있다면, 이것을 ‘시의 근원을 향한 탐구’로 바꾸어 

말해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요컨대 내면으로 침잠해 들어가는 내향성(內向性)9)은 시인의 근본 성질이

자 시인이 가져야 할 숙명으로서 규정된다.10) 그래서 내면탐구는 그 자체로 

의 시의 타자성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24권,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7, 99~101쪽.

7) Bataille, Georges, 『불가능』, 성귀수 역, 워크룸프레스, 2014, 194쪽.

8) Heidegger, Martin, 『존재와 시간』, 이기상 역, 까치, 1998, 91쪽.

9) 본래 ‘내향성’은 인간의 내성적이고 비사교적인 성질을 일컫는 심리학적 용어

다. 본고의 논의와 비슷한 맥락으로는 김영랑과 이상, 윤동주를 다룬 어느 연

구에서 ‘내면지향성’으로 의미화한 바 있다.(문정현, 「1930-40년대 시의 내면

지향성 연구: 김영랑, 이상, 윤동주의 시어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국어교육

전공 석사학위 논문, 2009, 1~2쪽 참조. 그러나 이 연구는 ‘내면’ 개념의 다양

한 함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렇지

만 여기서는 단어에 침윤된 심리학적인 의미를 존재론적 의미로 전도하고자, 

‘안을 향한다’는 뜻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 ‘내향성’이란 용어를 의도적으로 쓰

도록 한다. 

10) ‘내향성’에 관한 이러한 입장은 후술할 릴케의 시론에서 지대한 부분을 차지

한다. 이는 내향성 혹은 ‘내면화’를 일본 근대문학에서 현실 도피 경향과 동일

시한 가라타니 고진의 비판과는 대치되는 것이다. 가라타니 고진은 ‘극단적인 

내면화’를 “외부 세계의 소원화(疎遠化)”로 일컬었는데, 이것이 소위 “낭만파”

들 사이에서 전면적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물론 퇴폐적이고 감상적인 낭만

주의가 지닌 한계는 한국 문학사에서도 쉽게 포착된다. 그러나 릴케에 따르면 

‘내면화’는 오히려 주체가 외부 세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적인 것으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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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이면서 ‘시인론’이기도 하다. 본고는 그동안 전혀 분석되지 않았던 정

지용과 릴케 사이의 상관관계를 정지용의 시론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내면

공간’에 상응할 만한 사유의 결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시인을 ‘내면적 인간’

으로 설정하고 그의 존재 양태를 ‘고독’으로 의미화하는 것은 릴케에게 중

요한 주제였다. 시인에게 ‘고독’이 불가피한 까닭은 그만큼 외적 현실에서 

시인으로서의 존립 근거가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시인

으로서 끊임없이 내면으로 걸어 들어가 ‘자기 정립’을 꾀함은 암울한 시대

에 대한 일종의 희생적 반동이다. 정지용 시의 ‘슬픔’ 역시 바로 이러한 맥

락에서 발원된다. 본고를 통해 이념과 사조가 논쟁적으로 뒤섞이던 1930년

대에서 이토록 내밀한 시인의 존재론을 밀고 나간 정지용의 시사(詩史)적 

의의가 입증되리라 기대한다. 

정지용에게서 보이는 감각주의적인 측면을 ‘내면적인 깊이’와 ‘숭고한 시

인의 존재론’으로 엮어내는 관점으로는 신범순11)의 연구가 주목된다. 신범

순에 따르면 초기 시편에 두드러진 ‘떠도는 주체’의 예민한 감각은 분명 데

카당(décadent)하지만, 이는 ‘깊이’를 가진 감각성으로서 “위대한 내면성”을 

지닌 시인 존재론으로 나아가는 밑바탕이 된다. ‘깊이’의 발견은 정지용 시

의 감각을 표피적인 것으로 전제하고 이 표피성을 긍정하는 지배적인 연구 

경향12)과 변별되는 지점이다. 따라서 예민한 감각성은 ‘근대’라는 타자와의 

해(溶解)하는 적극적인 활동이다. ‘내면’에 대한 서로 다른 가치평가가 이러한 

낙차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柄谷行人,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박유하 역, 민음사, 1997, 41쪽 참조.

11) 신범순, 「정지용 시에서 병적인 헤매임과 그 극복의 문제」, 『한국 현대시의 

퇴폐와 작은주체』, 신구문화사, 1998.

    신범순, 「정지용 시에서 ‘詩人’의 초상과 언어의 특성」, 『한국현대문학연구』 

6권, 한국현대문학회, 1998.

    신범순, 「정지용의 시와 기행산문에 대한 연구―혈통의 나무와 德 혹은 존재

의 平靜을 향한 여행」, 『한국현대문학연구』 9권, 한국현대문학회, 2001.

    신범순, 「1930년대 시에서 니체주의적 사상 탐색의 한 장면(1)―구인회의 “별

무리의 사상”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72권 1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5.

12) ‘감각’을 정지용의 주된 미적 원리로 설정하는 김신정(1998)과 이단비(2016)

는 이러한 지점에서 의의와 한계를 동시에 노정한다. 각각 촉각과 청각의 모티

프를 중시하는 두 연구는 정지용의 감각이 ‘자아와 타자의 관계맺기’의 핵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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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구도를 탈피하여 오히려 탈근대적인 반동성을 띠게 된다. 감각이 내밀

하게 모여들어 구성한 정지용의 ‘슬픔/비애’는 과도기적인 두 시  「유선애

상(流線哀傷)」과 「슬픈우상(偶像)」을 통해, 근대적인 교양을 넘어서는 

‘숭고한 비극’으로 상승한다. 정지용의 시적 주체가 자신의 내면을 정교화하

는 과정을 박용철과 릴케의 시론 사이의 상관관계로 파악하는 선행연구로는 

신범순이 유일하다. 후기 시와 기행산문은 보다 릴케적인 내면을 조형(造

形)해가는 도정(道程)이었으며, 정지용의 시적 관심이 ‘감각’에서 ‘기억’으로 

이행하는 양상으로 파악된다. 다만 릴케의 ‘필연성’과 ‘체험’ 개념에 조응하

는 정지용·박용철 시론의 구체적인 의미와 정지용의 이른바 종교 시편은 논

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몇 가지 공백을 남겨두고 있다. 

정지용이 외적인 경험 현실과는 구분되는 대안적인 내면 공간을 축조해

나간 정황은 이외에도 각자 다양한 관점과 방식으로 포착되어 왔다. 문제는 

이 내면이 ‘정신의 공간’, ‘상상의 공간’, ‘마음의 공간’ 등 시인의 주관(主

觀)을 지칭하는 용어들로 가볍게 처리되면서, 단지 ‘주관성’만으로 붙잡기 

어려운 정지용 특유의 내면성을 구명해야 하는 과제는 회피되어 왔다는 점

이다. 우선 최동호13)가 후기 시편을 동양적 ‘은일(隱逸)’의 정신이 담긴 산

수시(山水詩)로 규정한 이래로, 후기 시편의 시적 공간을 무위(無爲)와 관조

의 공간으로 파악하는 하나의 전통14)이 배태되었다. 이 ‘은일’이란 말에는 

“은둔적이고 도피적”이란 부정적인 함의가 있다. “폐쇄된 상상적 공간”이란 

이룬다고 판단한다. 이는 정지용 시의 감각 주체를 능동적 차원으로 재인식하

고 시 전체에 연속성을 마련한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감각은 여전

히 외부 세계를 받아들이는 외피적 도구로서의 속성이 강조되기에, 정지용의 

안-밖을 자아-타자로 치환하는 한정적인 논의에 머문다. 

    김신정, 「정지용 시 연구: ‘감각’의 의미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

과 박사학위 논문, 1998.

    이단비, 「정지용 시에서 ‘듣는 주체’의 출현과 ‘들음listening’의 감각」, 연세

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6.

13) 최동호, 「산수시의 세계와 은일(隱逸)의 정신」, 앞의 책, 1997, 127~165쪽.

14) “그러므로 정지용의 주관적 시간의식인 무시간성의 세계는 ‘다른 세상’, 또는 

‘저세상’에 속하긴 하지만 그러한 시간을 지향하고 받아들이며 그 세계에서 삶

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는 이미 무시간성의 세계를 ‘객관적’인 세계로 이해하

는 것이다.”

    윤의섭, 『시간의 수사학―정지용 시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6, 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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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은 내면으로 침잠하는 시적 주체의 특질을 ‘유폐성(幽閉性)’으로 설명하

고자 하는 의도를 함축한다. 김종태15)는 정지용 시에 나타난 공간의식에 초

점을 맞추어, 정지용의 시적 주체가 놓이는 공간을 ‘원형적 공간/근대적 공

간/제의적 공간’으로 삼분한다. 초기부터 후기까지 이르는 정지용의 시세계

를 ‘공간’으로 도식화한 점은 흥미로우나, 연구자가 마지막에 개념화하고 있

는 후기 시편의 ‘제의적 공간’은 여전히 “세속적인 외부 세계와 차단된 정

적인 내면 공간”으로 정의된다. 다만 이를 ‘유폐’가 아니라 ‘초월’이라는 긍

정적인 차원으로 논의하여, 정지용 시의 내면공간이 지닌 긍정성이 규명될 

여지를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다. 나민애16)는 정지용과 김기림의 시를 ‘이

미지즘’으로 일컫는 맥락을 재해석하면서 이미지즘의 진의가 “새로운 시적 

세계를 획득하고 그 안에 의미를 부여하는 ‘내적 공간’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정지용과 김기림의 이미지즘이 ‘회화성’에만 국한되는 것

이 아니라, “현실의 공간에 상상적인 공간을 은유”함으로써 새로운 조선적

인 토폴로지(topology)를 구축하는 데에 표적을 두었다는 것이다. 이 연구

는 1930년대의 모더니즘·이미지즘의 일명 ‘토착화’ 양상을 기존과 다른 방

식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성취를 보여준다. 그러나 톨

로지로서의 ‘내적 공간’이 지나치게 ‘유토피아’로서만 의미화되는 대목은, 연

구자가 지칭하고 있는 ‘내적(內的)’이란 수사에 엄밀함이 누락되어 있는 것

은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는다. 

1920~1930년대 시들의 ‘죽음’ 모티프에 대한 가치전도를 시도하고 있는 

권희철17)은 이 시기 시편들에 나타나는 ‘죽음’ 모티프가 ‘시적인 것’에 대한 

사유와 접속한다는 전제를 배면에 깔면서, 정지용 역시 이러한 시적 기획의 

연장선에 있다고 본다. 여기서 정의되는 정지용 문학의 요점은 “무형의 ‘생

명력’에 어떤 형태를 부여하면서 그것을 현실 속에서 재발견”하는 데에 있

다. 정지용 시의 주된 이미지들 가운데 ‘바다’와 ‘유리창’은 생명력을 투사하

15) 김종태, 『정지용 시의 공간과 죽음』, 월인, 2002.

16) 나민애, 『1930년대 ‘조선적 이미지즘’의 시대―정지용과 김기림의 경우』, 푸

른사상, 2016.

17) 권희철, 「1920-30년대 시에서의 ‘죽음’의 문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

사학위 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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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스크린(screen)적 공간으로, ‘소라껍질’과 ‘백록담’은 이 생명력과 그 바깥

의 세계(아마도 ‘죽음’의 세계를 암시하는.)를 아울러 담아내는 ‘시적 그릇’

으로서의 공간으로 변모한다. 이 연구는 정지용 문학의 본질을 ‘시적인 것’

과 연계하여 파악한다는 점에서 본고와 문제의식을 공유하지만, 안/밖의 대

별 구도가 삶/죽음의 대별 구도와 동일시되는 데에서는 견해를 달리하는 부

분이다. 연구자가 이러한 견해의 근거로 「유리창」만을 제시하였기에 발생

한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불사조」를 비롯하여 종교 시편을 포함한 몇몇 

시편들은 오히려 ‘죽음’을 내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김정현18)은 ‘구인회’ 동인이 공동체 차원에서 전개해나갔던 예술가적 존

재론에 정지용을 투입함으로써, 신범순이 김기림과 정지용의 시적 주제를 

‘예술가의 위대한 내면’으로 해석한 맥락을 이어나간다. 이 연구를 통해 정

지용 후기 시편 역시 초·중기 시편과 마찬가지로 ‘자연’을 “내면적 정신성”

의 공간으로 받아들이는 예술가적 존재론의 연장으로서 파악된다. 따라서 

정지용을 비롯한 구인회 동인의 ‘데포르마시옹(déformation, 變容)’ 미학은 

‘환상’이란 유토피아적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에 주력한다. 김예리19)도 정지

용에게 ‘꿈’과 ‘환상’의 모티프가 반복적으로 나타남을 지적하며, “낭만적 총

체성을 상실한 근대 세계 위에” “환상적인 꿈의 세계”를 건축하는 의의가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정지용의 내면 의식과 내면성을 이러

한 ‘낭만적인 환상성’으로 의미화하는 작업을 가급적 피하고자 한다. 이는 

앞선 나민애의 연구와 같은 한계를 노출하지 않기 위함인데, 정지용의 내면

을 이러한 ‘유토피아적 추구’로 환원하는 관점으로는 시력(詩歷) 전체를 관

통하는 ‘내면탐구’의 긴장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지용의 내면

에는 많은 경우 오히려 ‘낭만성’이 소거되어 있다. 정지용에게는 ‘환상’과 

‘꿈’의 세계를 모종의 초월적 세계로 찬탄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으며,20)

18) 김정현, 「<구인회>의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예술가적 존재론 연구―김기림, 

이상, 정지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7.

19) 김예리, 「정지용의 시적 언어의 특성과 꿈의 미메시스」, 『한국현대문학연구』 

37권, 한국현대문학회, 2012.

20) 이 지점에 대해서는 종교 시편의 찬양적인 분위기가 반례로 제시될 만하겠

다. 그러나 후술할 내용을 간략히 먼저 적어보자면, 정지용의 종교 시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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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내면은 언제나 불안하고 폭압적인 외적 현실과 불가피한 동행을 하고 

있다. 환상적이고 섬세한 내면이 이 현실에 대한 반동 작용으로서 구성된다

는 것은, 정지용 문학을 지나치게 수사학적으로 바라본 결론이다. 오히려 

정지용에게 내면이란 외적 현실에 늘 근본적으로 선행(先行)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뒤따르는 현실과 마찰을 빚게 되며, 이 마찰이 발생시킨 내면적 

주체의 파토스가 바로 ‘고독’이다. 

정지용의 ‘내면공간’ 탐구를 ‘유토피아’ 탐색을 변별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불’[火]의 기호가 존재한다. 릴케에게 내면공간이 주로 ‘장미’나 ‘천사’와 같

은 기호들로 표현되는 한편, 정지용 시에서 내면공간은 불이 내재하는 공간

으로 은유되는 경우가 많다. 정지용 시의 불 이미지는 다른 시인들, 특히 

퇴폐적 낭만주의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시인들이 주로 불 이미지를 운용하

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모든 존재를 다 집어삼킬 만한 과도한 

역동성을 띤 ‘불길’ 등의 이미지에 비하면 되레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다. 그

렇지만 정지용의 불 이미지가 중요한 까닭은 이러한 ‘역동’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는 구분되는, 불을 지켜내고자 하는 시적 주체의 경건한 태도가 그의 

시 전반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지용이 내면을 ‘구성’했다면, 그 구성

의 목적은 불을 수위(守衛)하려는 열망에 있다. 수위의 열망은 또한, 지켜낸 

불이 다시 시적 주체 자신 혹은 다른 존재를 지켜주는 역설적인 시적 서사

로 발전해나간다. 

즉 정지용 문학 전반에 깔린 시학과 시작(詩作) 원리를 릴케적 ‘내면공간’

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시편에 자주 출몰하는 여러 기호와 일명 ‘정신주

의’를 표방하는 듯한 후기의 사상 사이의 낙차를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된

다. 정지용의 ‘정신주의’는 초중기에 지나온 모종의 경험으로 인해, 갑작스

보이는 이른바 ‘찬양’의 태도는 ‘유토피아적 추구’와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전

개된다. 정지용은 종교 시편에 있어서도 경외의 시선을 ‘바깥’의 존재나 세계

에 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으로 돌리기 때문이다. 즉 종교를 통해 ‘숭고

한 높이’를 획득하는 과정도, 정지용에게는 ‘바깥’에서 혹은 ‘바깥으로부터’ 오

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내부적 사건’으로 취급된다. 요컨대 정지용이 체현한 

존재론적 높이는 ‘내부적 높이’, 즉 ‘안’과 ‘위’라는 방향성이 병존하는 역설적

인 내면공간을 정교화하는 데에 일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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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게 노선을 변경한 결과물이 아니다. ‘정신주의’라 할 때에 ‘정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교한 논의가 요청되는 것이다. 본고는 정지용의 시학적 입장

이 초월론적인 동양주의 혹은 낭만주의 가운데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

이 아니라, 시의 본질이 성취되는 공간으로서 존재 내부의 ‘내면공간’을 상

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1.2. 연구의 시각

1.1.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정지용 문학

에서 일관된 시학적 주제로 ‘내면공간의 탐구’가 대두되는 양상이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첫째, 정지용이 박용철 그리고 릴케와의 공명을 통해 내면공간의 

시학을 확립해가는 과정을 시론을 통해 확인한다. 둘째, 정지용의 시편에서 

‘불’ 이미지가 시인 주체의 내면공간과 연관되는 기호로서 등장하는 경위를 

살핀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정지용의 시편 전체가 주제적으로 하나의 시

학을 이룬다는 전제에 입각한다. 

‘내면공간’이란 개념을 릴케에게서 차용한 만큼, 릴케에게 내면공간이란 

어떤 의미였는지 간략하게나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실증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연관성을 논외로 하더라도, 정지용과 릴케는 ‘내면’에 대한 유사

한 관점을 공유한다. ‘내면공간’, 즉 ‘Innenraum’은 ‘속에, 내부에’ 등의 뜻

을 가진 부사 ‘innen’과 ‘공간, 방’ 등을 의미하는 명사 ‘raum’이 합쳐진 독

일어 어휘다. 이는 릴케가 처음으로 만든 말은 아니며, 어떤 사물이나 공간

의 내부, 혹은 실내를 가리킬 때 흔히 쓰인다. 그러나 릴케의 텍스트에서는 

대부분 ‘내면공간’ 혹은 ‘내부공간’ 등 ‘raum’의 원래 의미를 살린 명칭으로 

번역되는데, 릴케 시에 드러나는 공간화의 상상력을 염두에 둔 번역으로 보

인다. ‘내면공간’에서 파생된 릴케의 조어 ‘Weltinnenraum’도 ‘세계내면공

간’과 같이 번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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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공간’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상상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지만, 릴케

는 이 개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고로 릴케를 언급한 여

러 철학자와 사상가들은 시편과 산문에서의 단편적인 언급들을 모아서 추론

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쟁점은 ‘내면공간’이라는 릴케적 개념과 우리가 이

미 알고 있는 ‘의식, 심리, 마음’ 따위의 비유어인 ‘내면’ 사이에는 어떤 관

계가 성립되는지에 놓여 있었다. 만일 유의어에 가까운 관계에 불과하다면, 

릴케의 사상 및 시론은 그저 낭만주의 시론으로 치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

다. 

이에 대해 하이데거는 「무엇을 위한 시인인가?」란 글에서 릴케를 존재

론적으로 해석하고자 시도한다. 그러면서도 낭만주의적 사상의 계보에 릴케

를 넣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세계내면공간’21)의 

소재는 분명히 “마음의 공간” 안이다. 이 공간은 “사물들이 단순한 대상성

으로부터 구출되어”22) ‘본질적 현존’을 보장받는 온전한 공간이다. 즉 외부 

세계, 혹은 외부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해체되고 대신 모든 존재를 

향하여 뻗어있는 하나의 근원적 공간이다.23) 하이데거가 릴케에게서 “존재

의 공(Kugel des Seins)”이란 개념을 발견하는데, ‘존재의 공[球]’은 말 그대

로 공처럼 둥글게 모든 존재자를 아우르며 “아무런 한계도 없이 서로가 서

로 속으로 흘러넘쳐서 서로에게 작용을 미치는 순수한 힘들이 집결된”24)

본질적 현존 그 자체이다. 시인은 이러한 세계내면공간에서의 내면적 현존

을 갈구하면서, 존재의 신성함과 온전함을 회복한다.25)

또한, 하이데거는 이렇게 ‘마음의 공간’을 향한 방향 전환을 릴케 이전에 

21) ‘Weltinnenraum’은 보통 ‘세계내면공간’으로 번역되나, 하이데거의 『숲길』의 

역자 신상희는 “내면세계공간”으로 어순을 바꾸어서 번역했다. 역주에 따르면 

이유는 다음과 같다.

     “왜냐하면 이 공간은 우리 바깥에 현존하는 세계의 외면 공간과는 달리, 우

리들 마음의 내면공간 즉 우리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현성하는 세계적 현존

재를 위한 진리의 공간을 가리키기 때문이다.”(449쪽)

22) Heidegger, Martin, 『숲길』, 신상희 역, 나남, 2008, 451쪽. 

23) 이영남, 「릴케의 공간의 시학」, 『외국문학연구』 47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

문학연구소, 2012, 216쪽. 

24) Heidegger, Martin, 『숲길』, 443쪽.

25) 김동규, 『하이데거의 사이-예술론』, 그린비, 2009, 1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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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보인 사람으로 파스칼(Blaise Pascal, 1623~1662)을 언급한다. 파스

칼은 데카르트와 거의 동일한 시기에, 계산하는 이성의 논리에 대립되는 

‘마음의 논리’를 발견한다. “마음의 내면과 그 비가시성은 계산하는 표상행

위의 내면보다 더욱더 내적이고 비가시적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것은 단

지 가까이에 세워놓을 수 있는 대상들의 영역보다 훨씬 더 넓게 펼쳐진다

.”26) 파스칼이 보기에 인간 행위의 근본에는 데카르트적인 코기토가 아니

라, 육체에 각인된 습관과 의지, 성향 혹은 믿음의 관행들이 존재하고 있었

다.27) 그는 대표적인 저서 『팡세』에서 이성이 지닌 한계를 비판한다. 

이성의 최후의 한걸음은 자기를 초월하는 무한한 사물들이 있다는 것을 인

정하는 것이다. 이것을 아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그 이성은 허약할 뿐이

다. 

자연적 사물들도 이성을 초월한다면 하물며 초자연적 사물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 것인가.28)

― 파스칼, 「제13편 이성의 복종과 이용」 일부

이성으로는 인식되지 않는 무한하고 초월적인 사물들이 주변에 존재하며, 

따라서 이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허약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팡세』

의 다른 구절에 따르면, 인간의 내면은 “이성과 정념 사이의 전쟁”29)이 일

어나는 곳이기도 하다. 즉 하이데거의 판단처럼 파스칼은 사유의 근원을 온

전히 ‘마음의 공간’으로 옮겨놓는다기보다는, 인간의 사유 구조에서 이성과 

정념을 변증법적인 이항(二項)으로 설정하고 둘 사이의 긴장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더불어 릴케의 ‘내면’ 개념을 파스칼의 ‘마음’과 동일시했다는 점에서, 하

이데거의 이러한 계보화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그는 ‘내면공간’이 지닌 

26) Heidegger, Martin, 『숲길』, 448쪽.

27)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을 이론화하기: 기초개념들과 설명논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8권 4호, 한국사회학회, 2014, 180쪽.

28) Pascal, Blaise, 『팡세』, 이환 역, 민음사, 2003, 373쪽.

29) 「제7편 상반된 것들」, 위의 책, 131쪽.



- 13 -

근원적 공간으로서의 성질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파스칼적인 ‘마음의 공간’의 

계보를 잇는 것으로 파악해버렸다. 반면 모리스 블랑쇼의 계보화는 사뭇 다

른 모습을 보인다. 블랑쇼는 릴케의 ‘내면’을 어떤 낭만주의적인 ‘내면’의 계

보로 넣고 싶어하는 유혹을 “관계가 없다”는 말로 일축한 것이다.

그럼에도 릴케의 경험은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의 경험은 노발리스

에게 있어서의 내면이 외면을 긍정하고 자극하게 하는 강력한 마술적 격렬함

과는 관계가 없다. 모든 지상의 초월과도 관계가 없다. 시인이 가장 내면적인 

것을 향하여 간다면, 그것은 신으로 솟아오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깥으로 솟

아나 대지에, 충만함에, 지상의 존재의 과잉에 충실하기 위해서이다. 그때 그 

경험은 경계 바깥으로, 모든 계산을 넘어서는 초과의 힘 가운데 솟아난다. 더

구나 릴케의 경험은 그 고유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 이 임무는 본질적으로 시

적인 말의 임무이다.30) (강조-인용자)

― 모리스 블랑쇼, 「작품과 죽음의 공간」 일부

노발리스(Novalis, 1772~1801)는 독일 낭만파를 대표하는 시인이자 소설

가다. 릴케의 내면은 노발리스 등의 낭만주의자들이 보여준 ‘초월적 내면을 

향한 신비로운 열광’과는 다른 국면을 띤다. 블랑쇼는 이 점을 적절하게 지

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내면공간’은 단순히 파스칼식의 ‘마음의 공간’을 은유적으로 가

리키는 개념 이상의 의미일 수 있다. ‘내면공간’은 인간 주체의 마음과 정

념, 에너지, 기억은 물론 영혼의 영역까지 관통하는 공간으로서 상상되어야 

한다. 바슐라르는 이러한 내면의 무궁무진함을 “내면의 무한”이라 불렀다. 

그에 따르면 무한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내부에 있”31)다. 

‘내밀(內密)함’이란 말은 이를 함축적으로 가리키는데, 즉 ‘내밀한 무한으로

서의 내면’은 마음의 가치를 높이는 것에서 나아가 외부 세계에서는 경험될 

수 없는 세계의 무수한 상위 차원들을 포함하는 또 다른 ‘세계’로 거듭나는 

것이다. 

30) Blanchot, Maurice, 『문학의 공간』, 이달승 역, 그린비, 2010, 196쪽.

31) Bachelard, Gaston, 『공간의 시학』, 곽광수 역, 동문선, 2003, 3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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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랑쇼도 바슐라르의 ‘내밀함’ 개념을 이어받고 있다. 다만 모든 내면이 

곧 내밀한 내면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릇된 내면성’으로 촉

발된 ‘닫힌 내밀성’은 오히려 우리를 “모든 것으로의 진정한 다가감으로부터 

배제”32)되게끔 만든다. 진정한 내면공간은 ‘열린 내밀성’이어야 한다. “바깥

의 내밀성과 내밀한 넓이 속에 있게 되는 내밀성”, 즉 ‘안-밖’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율배반적으로 포괄하게 되는 내면공간이 바로 릴케의 ‘세계

내면공간’의 요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물론 ‘바깥’의 철학적 가능

성을 중시하는 블랑쇼의 관점이 개입된 결과로 보이기도 하지만,33) 실제로 

릴케의 텍스트를 읽어보면 수긍할 만하다. 다음은 ‘세계내면공간’ 개념이 가

장 직접적으로 등장한 릴케 시편의 일부이다. 

모든 존재를 관통하며 그 하나의 공간이 가 닿는다:

세계내면공간. 새들은 조용히

우리들 사이를 지나 날아간다. 오, 성장하고자 하는 나,

나는 밖을 내다보며, 그리고 내 안에서는 나무가 자란다.34) (강조: 인용자)

― 라이너 마리아 릴케, 「다섯 편의 노래」 일부

1914년에 쓰인 것으로 알려진 위 시의 독일어 원문에서 인용 부분만큼만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Durch alle Wesen reicht der eine Raum:

Weltinnenraum. Die Vögel fliegen still 

durch uns hindurch, O, der ich wachsen will,

32) 『문학의 공간』, 191쪽.

33) “블랑쇼에게 ‘바깥’은 글쓰기가 ‘결여(manque)’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다. 우리의 말과 존재를 결여되게 하는 것, 그 부재에 대한 인식이야

말로 문학을 0도(point zéro)에서 다시 출발하게 만드는, 본질에 대한 인식이

라 할 것이다.”

    서지형, 「모리스 블랑쇼와 탈주체의 글쓰기: ‘목소리’와 ‘불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8, 19쪽.

34) Rilke, R.M., 『릴케 전집 3: 완성시(1906~1926)·프랑스어로 쓴 시』, 고원·김

정란 역, 책세상,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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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she hinaus, und in mir wächst der Baum.35) (강조: 인용자)

“Weltinnenraum”은 부연설명(“Durch alle Wesen reicht der eine

Raum:”) 바로 뒤에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행의 맨 앞에 다소 부자연

스럽게 배치36)되어 있다. 그만큼 릴케가 이 개념을 강조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세계내면공간’이란 결국 “모든 존재를 관통하는 그 하나의37)

공간”이다. 즉 ‘세계내면공간’은 인간 주체의 ‘마음의 공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내부를 이어주는 전일적(全一的) 공간으로 확장된다는 

것이다. ‘세계내면공간’에서의 ‘세계’는 현존재의 실존을 규정하는 실존범

주38)라는 하이데거적 세계라기보다는, 블랑쇼의 어법대로 ‘열린 내밀성’이라 

할 때 ‘열림’이 일어나는 장소에 가깝다. 위 시에서 ‘나’는 ‘세계내면공간’을 

통해 안에서 나무가 자라는 느낌을 경험한다. 이 나무로 ‘나’와 사물이 등가

치를 이룬다는 점에서, 나무는 ‘안과 밖의 구분이 지양된 공간’39)이다. 후술

하겠지만, ‘나무’는 곧 ‘시인’과 같은 존재로 표현되며 이는 박용철과 정지용 

시론에서도 엿보이는 수사법이다. 한편으로 ‘세계’에 해당하는 독일어 

‘Welt’는 ‘Raum’과 결부될 때에는 시(詩) 그 자체와 동일시된다. 『오르페

우스를 위한 소네트』에서 릴케는 ‘Innen’이 빠진 ‘Weltraum’이란 용어를 

쓰기도 한다.

숨쉬기여, 너 보이지 않는 시여!

35) Rilke, R.M., Sämtliche Werke Ⅲ, hrsg. von Rike-Archiv in 

Verbindung mit Ruth Sieber-Rilke,besorgt durch Ernst Zinn, Insel 

Verlag, Frankfurt a.M., 1987, p.93

36) 물론 이러한 배치는 1행과 4행(“Raum”과 “Baum”), 그리고 2행과 3행

(“still”과 “will”)의 각운을 각각 맞추기 위함이기도 하다. 릴케는 이 시에서 대

부분 이런 식으로 1-4행, 2-3행의 각운 배치를 고수하고 있다. 

37) ‘Insel’ 출판사에서 출간한 릴케 전집 원어본에서는 ‘eien’(‘하나의’)이 이탤릭

체로 강조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이 릴케의 본래 표기를 반영한 것인지, 혹은 

출판에서 편집을 가한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38) 이기상, 『존재와 시간 용어해설』, 까치, 1998, 124쪽.

39) 최연숙, 「릴케와 세잔느」, 『독일어문학』 43권, 한국독일어문학회, 2008, 21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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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우리의 존재와

순수하게 교류 중인 우주 공간이여, 균형이여,

나는 그 안에서 가락으로 생겨난다.40) (강조: 인용자)

- 라이너 마리아 릴케, 「오르페우스를 위한 소네트」 제2부 Ⅰ 일부

우연을 외쳐대는 소리, 이 우주 공간의

갈라진 틈새 안으로 (그 안으로는 온전한

새 울음소리가 들어간다. 사람이 꿈속으로 들 듯―)

아이들은 날카로운 외침의 쐐기를 박는다.41) (강조: 인용자)

- 라이너 마리아 릴케, 「오르페우스를 위한 소네트」 제2부 ⅩⅩⅥ 일부

원문을 확인하면, ‘우주 공간’은 ‘Weltraum’의 번역어42)다. ‘Weltraum’이 

일상적으로는 ‘우주’의 의미로 쓰이는 어휘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릴케에게는 꼭 ‘우주’의 의미를 지닌다기보다는 가시

적 존재의 공간, 즉 표상 차원의 ‘유한한’ 공간과 대비되는 ‘무한한’ 시적 공

간으로 여겨진다. 이 무한한 내면의 공간에서 시적 몽상이 배태된다.43)

따라서 ‘내면의 무한함’은 시와 시인의 존재 양태를 결정 짓는 조건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릴케는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시인이 되려

면 내면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가 ‘고독’한 상태에 자발적으로 돌입해야 한

40) Rilke, R.M., 『릴케 전집 2: 오르페우스에게 바치는 소네트 외』, 김재혁 역, 

책세상, 2001, 522쪽.

41) 위의 책, 542쪽.

42) 각 인용부분의 원문을 순서대로 적어두면 다음과 같다. 강조는 인용자.

    “ATMEN, du unsichtbares Gedicht!/Immerfort um das eigne/Sein 

rein eingetauschter Weltraum. Gegengewicht,/in dem ich mich 

rhythmisch ereigne.” 

    (Rilke, R.M., Sämtliche Werke Ⅱ, hrsg. von Rike-Archiv in 

Verbindung mit Ruth Sieber-Rilke,besorgt durch Ernst Zinn, Insel 

Verlag, Frankfurt a.M., 1987. p.751)

    “Schreien den Zufall. In Zwischenräume/dieses, des Weltraums, (in 

welchen der heile/Vogelschrei eingeht, wie Menschen in Träume

―)/treiben sie ihre, des Kreischens, Keile.” 

    (같은 책, p.768)

43) Bachelard, Gaston, 『공간의 시학』, 318~3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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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했다. 이때 ‘내면적 고독’이란 단순히 ‘홀로 됨’의 의미는 아니며, 

고로 ‘고립(孤立)’과 구분된다.

꼭 필요한 것은 다만 이것, 고독, 즉 위대한 내면의 고독뿐입니다. 자신의 

내면으로 걸어 들어가 몇 시간이고 아무도 만나지 않는 것, 바로 이러한 상태

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 어른들이 중요하고 대

단해 보이는 일들에 얽매여 분주하게 돌아다닐 때 어른들의 너무나 분주한 모

습과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느꼈던 고독, 바로 그런 

고독을 느껴야 합니다.44)

- 라이너 마리아 릴케, 「여섯 번째 편지」 일부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는 릴케와 젊은 시인 지망생 프란츠 크사

버 카푸스가 1903년부터 1908년까지 주고받은 편지를 모아서 출간한 저작

이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시론서라 하기는 어렵지만, 시와 시인에 대한 릴

케의 관점이 꽤 직관적인 어조로 서술되어 있어서 중요한 텍스트로 평가된

다. 릴케에게 시인이란 철저히 내면적인 인간이며 고독한 인간이다. 그러나 

릴케가 말한 ‘고독’은 ‘세계(외적 현실로서의 세계)에 내던져진’ 자의 실존적 

고독을 넘어서는 것으로45), 내면의 무한성에 점점 깊게 침윤되면서 얻게 되

는 상승적인 파토스에 가깝기 때문이다.46) 그래서 릴케에게 ‘고독한 자’는 

44) Rilke, R.M.,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김재혁 역, 고려대학교출판부, 

2006, 57쪽.

45) 릴케의 ‘내면’과 유사한 개념으로 시인의 ‘몽상’을 제시한 바슐라르 역시, 우

리 내부의 몽상에 잠긴 상태가 ‘세계 속에 던져진 것’과는 다르다고 단언한다. 

    Bachelard, Gaston, 앞의 책, 318쪽 참조.

    또한, 바슐라르에게 이와 같은 몽상적 고독의 상태는 몽상자의 ‘특권’에 가깝

다.

    Bachelard, Gaston, 『몽상의 시학』, 김웅권 역, 동문선, 2007, 202쪽 참조.

46) 말하자면 ‘고독’은 주변의 것들과 거리를 두게 됨으로써 ‘거리의 파토스’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러한 점에서, 릴케의 고독은 니체의 고독, 즉 

‘차라투스트라의 고독’ 모티프와 비교해볼 만하다. 니체에게 거리의 파토스는 

자기를 극복하는 삶의 원동력이다.(김주휘, 2015) 차라투스트라의 고독은 산정

(山頂) 위에서의 고독이다. 산 아래의 ‘약한 자들’로부터 수직적인 거리감을 느

끼면서, 고독과 환희가 쌍생아처럼 형성된다. 릴케의 고독도 수직적인 거리감

과 관련이 있지만, 그것은 산 위의 고독이 아니라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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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높은 지위에 올라서 있다. 내면적 고독은 시인이 시를 쓰게끔 하는 

‘필연성’(Notwendigkeit)에 닿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고독이다. 시는 누군가

에 의해서 혹은 외부 조건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쓰일 수 없다. 릴케에 따르

면 ‘시를 반드시 써야만 한다’는 필연성은 깊은 내면에서만 발견된다. 시인

은 “이 필연성에 의거하여”47) 삶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것은 아이를 잉태

하여 낳는 것과 같아서, “깊은 겸손과 인내심을 갖고 새로운 명료함이 탄생

하는 시간”48)을 요구한다. 시인이 존재 내부로 깊게 파고 들어가는 행위는 

바로 필연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그런데 이 ‘고독한’ 내면의 공간은 외부 세계의 수많은 존재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뒤바뀌어 있기에, 불가해하며 비가시적인 공간이다. 내면공간으로 

뛰어드는 시인의 작업은 따라서 그 어떤 행위보다 모험적이다. 릴케는 이렇

게 내면공간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혹은 이 공간에서 세계의 모습이 치명

적인 전환을 감행하는 것을 ‘변용(變容, Verwandlung)’이란 개념으로 일컬

었다. 

언제나 변용 속으로 들어가고 나와라.

너의 가장 쓰린 경험이 무엇이던가?

그 영양분으로 강한 것으로 자라나리라.49) (강조: 인용자)

- 라이너 마리아 릴케, 「오르페우스를 위한 소네트」 제2부 ⅩⅩⅠⅩ 

일부

고독이다. 위―아래의 대립 구도는 밖―안의 구도를 환유적으로 가리킨다. 니

체의 ‘높은 고독’과 릴케의 ‘깊은 고독’은 거울상이면서도, 서로 낙차가 크다. 

니체는 인간의 내면화를 곧 “인간의 왜소화”(『도덕의 계보』 참조.)라는 부정적

인 측면으로 보기 때문에, ‘깊은 고독’을 긍정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김주휘, 「니체와 프로이트: ‘내면화’ 테제의 비교 고찰―‘힘에의 의지’와 ‘죽음

본능’의 차이를 중심으로 ―」, 『니체연구』 27호, 한국니체학회, 2015, 18쪽.

    Nietzsche, F.W., 『도덕의 계보/이 사람을 보라』, 김태현 역, 청하, 1987, 

51쪽.

47)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14쪽. 

48)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31쪽.

49) 『릴케 전집 2: 오르페우스에게 바치는 소네트 외』, 5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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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이 시가 되려면, 그리고 인간이 시인이 되려면 주저 말고 ‘변용’을 거

치라고 릴케는 단언한다. ‘변용’은 시인에게 끊임없는 자기 극복의 과정이며 

구도(求道)의 과정이다. 또한, ‘가시적 세계’로부터 ‘비가시적 세계’로의 전

환을 주도하는 의미로서의 변용이다. 이러한 변용을 성취하여 비가시적 차

원에 존재하는 아름다움을 얻게 된 존재, 바로 세계내면공간의 주민으로 자

리 잡게 된 존재가 『두이노의 비가』의 ‘천사’50)로 대변된다고 할 수 있

다.51)

비가시성으로 향한다는 것을 ‘변용’보다 더 잘 보여주는 개념은 ‘전환

(Wendung)’이다. 시 「전환」은 ‘보는 것’의 한계를 넘어서 비가시적 내면

으로 향하는 마술적인 장면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보아라, 직관의 한계가 있고.

직관된 세계는 

사랑 속에 피어나고 싶어하니까. 

시선의 작품이 만들어졌으니,

이제 가슴의 작품을 만들어라

그대 안의 형상들, 붙잡힌 형상들에 ; 그대는

이것들을 압도하기에 : 하지만 이제 그대는 이것들을 알지 못한다. 

보아라, 내면의 사내여, 그대 내면의 소녀를,

수천의 본질로 만들어낸

이 소녀를, 비로소

만들어진 이 소녀, 하지만

아직껏 사랑을 받지 못한 이 피조물을. 52) (강조: 인용자)

50) 릴케는 자신의 천사 모티프가 ‘기독교적인 천국의 천사’와는 전혀 무관하며, 

오히려 이슬람교의 천사상과 관련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두이노의 비가』의 

천사는 실제로 신을 대변한다는 기독교적 천사의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을 띤

다. 다만 가톨릭 모티프를 시에 곧잘 차용한 릴케의 창작 성향으로 미루어볼 

때, 적어도 ‘천사’란 용어는 성서의 영향권 내에서 착상되었을 것이다. 즉 릴케

의 ‘천사’는 천사를 둘러싼 여러 사유와 이미지들이 어우러져 형성된 릴케만의 

고유한 ‘천사’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김자성, 「릴케의 『두이노의 비가』에 나타난 천사의 본질」, 『헤세연구』 9권, 

한국헤세학회, 2003, 106쪽 참조.

51) 위의 논문, 107~109쪽. 

52) 『릴케 전집 3: 완성시(1906~1926)·프랑스어로 쓴 시』, 102~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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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너 마리아 릴케, 「전환」 일부

  이 시는 “시선의 작품”으로부터 “가슴의 작품”으로 나아가라고 요청하

고 있다. 두 표현의 원어는 “Werk des Gesichts”와 “Herz-Werk”인데, 각

각 ‘보는 작업’과 ‘마음의 작업’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대상을 파악하고 분석

하는 ‘보는 작업’과 달리, ‘마음의 작업’은 대상과 주체가 하나가 되도록 한

다.53) 다만 내면에서의 ‘시 쓰기’는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다. 릴케는 

시의 제목과 함께 “내면에서 위대함으로 이르는 길은 희생을 통해서 간

다”54)라고 써두었는데, 이는 그의 친구이자 오스트리아 철학자·문화비평가

인 루돌프 카스너(Rudolf Kassner)에게 바치는 글이었다. 이 ‘희생’에 대하

여 릴케는 다른 글에서 “무한한 사랑”이라든가 “자신의 가장 순수한 내적 

가능성을 실현시키려는 시도”라고 설명한 바 있다.55) 즉 사물을 ‘보는’ 방식

을 과감하게 버리고 사물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거듭나야 위대한 내면공간

으로 진입할 수 있다. 가시적인 것으로부터 비가시적인 것으로의 변용은 이

러한 차원에서 이해된다. 비가시성이란 단순히 보이지 않고 불분명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가시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 즉 표피적이고 파편적인 

인식 작용으로 세계의 근원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현상을 극복하는 대

안인 것이다. 이는 ‘내면공간’ 안에서 가능한 작업이고, 여기서의 변용 및 

전환은 블랑쇼가 지적하듯 ‘번역’과 같은 것이다. 표피적 세계의 언어를 내

밀한 내부의 언어로 옮겨주는 내면공간은 일종의 변형 장치이며 시인은 “본

질적 번역자”이다. 이것이 시의 본질이며, 내면공간은 “시의 공간이다.”56)

릴케 시의 제반 개념들, 예컨대 ‘내면공간’, ‘변용’ 그리고 ‘전환’ 등을 다

소 번잡하게 살펴본 까닭은 이것이 정지용과 박용철의 시론이 공유한 핵심

과 밀접하게 조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의 시론은 모

두 ‘가시적인 것의 비가시화’를 지향하고 있다. 앞서 1.1.에서 언급한 선행

53) 김자성, 앞의 논문, 105쪽.

54) 원문 표현은 다음과 같다. 

    “Der Weg von der Innigkeit zur Größe geht durch das Opfer.”

55) 최연숙, 앞의 논문, 199쪽.

56) Blanchot, Maurice, 앞의 책, 2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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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상기해보면, 정지용 문학 연구는 대부분 정지용이 ‘비가시적인 것의 

가시화’를 방법론으로 삼았음57)을 지적하는 데에 그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아마도 후기 시편과 산문에서 보이는 정지용의 ‘정신주의’적 측면과 그것을 

선명한 심상으로 표현해내는 시적 수사법을 종합하려는 의도에서 발생한 관

례일 것이다. 그러나 선명한 가시화 이전의 단계라 할 수 있는 ‘가시적인 

것의 비가시화’가 시작(詩作)에 있어서는 더욱 본질적인 것이며, 정지용과 

박용철은 시론에서 릴케를 끌어들이며 이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정지용이 

취한 방법론을 릴케와 견주어보는 작업은 단순한 수용사적 의미만을 지니지 

않는다. ‘비가시화’의 방법론은 가톨릭이나 동양 사상 등으로 일괄되던 정신

주의 혹은 신비주의의 소산은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밝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박용철은 릴케의 시를 조선 문단에 최초로 소개한 장본인이라 할 수 있

다. 박용철 이전에 1916년과 1934년에 각각 한 번씩 다른 지면에서 릴케의 

이름이 언급58)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작품이 소개된 것은 아니며, 최초의 

릴케 번역으로 기록된 김진섭(金晋燮)의 글도 시가 아니라 산문의 번역이었

다.59) 박용철은 1936년 6월 『여성』지에 (마리아께 드리는)「소녀의 기도 

Gebete der Mädchen zur Maria」라는 제목의 릴케 시를 최초로 번역하여 

게재했다.60) 그러나 그가 1923년 도쿄외국어학교 독문학과에 입학61)했었다

57) 대표적으로 전세진은 정지용이 「시와 언어」에서 언급한 “incarnation적 일

치”를 ‘육화(incarnation)적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으로 고찰하고, “육화란 비

가시적인 것의 가시화라는 신비의 현현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한다.

    전세진, 「정지용 시에 나타난 육화적 이미지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7, 1쪽 참조.

58) 다만 1934년의 경우, 릴케가 언급된 지면이 『가톨릭청년』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 『가톨릭청년』은 정지용이 주축이 되어 발간한 천주교 

기관지였다. 

59) 이때 번역된 릴케의 산문은 오늘날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로 알려져 

있는 서간문 중 하나로 추정된다. 물론 이 글은 릴케의 ‘내적 필연성’ 개념이 

담긴 중요한 텍스트며, 박용철도 이후 평론에서 인용한다.

60) 이상 한국의 독일문학 수용사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조하였다.

    안문영, 「한국 독문학계의 릴케 수용」, 차봉희 편, 『한국의 독일문학 수용 

100년(2)』, 한신대학교출판부, 2001, 97~98쪽.

61) 김학동, 『박용철 평전』, 새문사, 2017,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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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을 고려하면, 오래 전부터 이미 릴케의 글들을 탐독하고 있었을 가

능성이 높다. 릴케를 향한 정지용과 박용철의 호명은 조선 문단에의 릴케 

수용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셈이다.

그러나 정지용 문학의 본령을 릴케 수용 이전과 이후로 양분하여 규정하

는 것은 정당하지도 않을뿐더러, 시기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부적절하다. 본

고에서 정지용이 릴케적 내면 개념과의 공명을 드러낸 글로 보고자 하는 

1939년에 발표된 일련의 시론들은, 이미 많은 시편들이 창작된 이후인 후기

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정지용과 릴케와의 접점을 단순한 수용사적 측면에서 재단

하는 관점을 지양하고, 정지용이 초기 시편에서부터 이미 독자적인 ‘내면 

탐구’의 주제를 표출하고 있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지용의 시는 일종의 메타시(Metapoetry)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내면의 

발견을 통해 어떻게 시를 쓰고 시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의 물음이 정지

용의 문학 저변에서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 릴케와의 접점은 이러한 시학적 

입장을 확정하는 계기로서 작동된다. 1930년대 기교주의 논쟁과 박용철의 

논의는 정지용 시학의 완성과정을 문학사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좋은 근

거가 된다. 

2장은 정지용의 ‘내면의 시학’이 비평적으로 그리고 문학사적으로 완성되

어 가는 경위를 면밀히 분석한다면, 3장에서는 그러한 비평 작업과 병행 혹

은 그 이전부터 전개되고 있었던 정지용 시편의 ‘메타시’적 주제를 논하고

자 한다. 정지용 시의 시적 주체는 초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으

로 어떤 존재의 내면 혹은 내재성(內在性)을 인식하고 탐구하고자 하는 움

직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내면 탐구의 시학적 주제는 ‘불’ 모티프의 다양한 

변주에 의해 추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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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용철·릴케와의 공명을 통한 ‘내면공간’의 시학 정립 

2.1. 기교주의 논쟁과 ‘기술(技術)’에 대한 제안

앞서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정지용은 1939년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시론적 입장을 완성된 글 형태로 정리하여 발표한다. 조선 문단에 데뷔한 

지 10여 년이 넘도록 시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평을 멀리해온 셈이다. 이는 

임화와 김기림, 심지어 가장 절친했던 박용철 등의 동료 시인들이 당대 시

문학 담론에 발빠르게 관여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특히 1930년대

는 일제의 억압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다종다양한 문학 담론들이 출

몰했다. 많은 동인들이 이합집산을 반복하고 의견 대립이 심화되던 혼잡한 

상황, 그리고 이러한 혼잡이 사그라들던 1939년에서야 수면 위에 떠오른 정

지용의 시론 사이에는 별다른 연관관계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정지용의 시는 당대 담론에서 논란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데, 당시 정지용은 파격적으로 등장한 

신인이라기보다는 이미 기성시인으로서 입지를 다지던 중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1935년 『정지용시집』의 발간은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많은 

문인들에게 중대한 사건으로서 인식된다. 정지용의 시는 어느 한쪽의 논리

로도 단일하게 설명될 수 없었다. 그렇기에 오히려 ‘정지용의 시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는 자신의 유파(流派)를 옹호하거나 다른 논리를 비판하는 

데에 유용했던 질문이었다. 

1935년부터 1936년에 걸쳐 임화·김기림·박용철 사이에서 전개된 이른바 

‘기교주의(技巧主義) 논쟁’이 이러한 형국을 가장 잘 보여준다. 이 논쟁은 

공교롭게도 『정지용시집』이 발간된 직후에 발생하였으며62), 논쟁에서 당

62) 기교주의 논쟁의 시발점을 김기림의 「시에 있어서의 기교주의의 반성과 발

전」(『조선일보』, 1935. 2. 10~3.14)으로 볼 경우, 『정지용시집』의 발간보다 시

기적으로 앞에 위치한다. 『정지용시집』은 1935년 10월에 발간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논쟁’의 형식이 취해지기 시작한 것은 김기림의 위 글보다는 임화

의 ｢담천하의 시단 1년｣(『신동아』, 1935. 12.)에서였다. ‘기교주의’란 용어를 

최초로 문제시한 쪽은 김기림이지만, 이를 논쟁화하여 보다 ‘유파성(流派性)’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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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들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거론되었던 인물이 바로 정지용이었기 때문이

다. 이후 임화와 박용철 사이의 갈등이 첨예해지는 데에도 ‘정지용 시에 대

한 가치평가’가 주된 쟁점으로 작용했다.63) 이는 단순히 서로 다른 가치평

가의 충돌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1930년대의 시인들의 전대(前代)의 ‘신시’

로부터 변별성을 확보하려고 할 때, 즉 신시가 주관했던 ‘새로움’[新]의 의

미를 재고하고 ‘현대시’를 수립할 때 정지용이 자주 거론된 것이다. 따라서 

“‘현대시’의 전범(典範)으로 꼽히는 그의 시가 과연 조선 시의 발전과 진보

를 보여주는지를 따져 묻는 것은 당시로선 피해갈 수 없는 질문”64)이었다

고 할 수 있다. 

다만 정지용은 단지 이 논쟁에서 중요한 교두보 역할만 했던 것은 아니

다. 좀 더 시간이 흐르면, 역으로 기교주의 논쟁이 1939년 이후 발표되는 

정지용 시론에 대한 문학사적 배경으로 의미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지용의 시론은 당대 담론들과의 연속선에서 해석되어 오지 못했다. 그 이

유는 이 절의 첫 문단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시론이 발표되기 전 정지용의 

침묵이 너무 길었던 탓이 컸다. 선행연구에서도 정지용의 시를 해석하기 위

한 방법론으로 동원되거나, 박용철의 시론 혹은 낭만주의적인 유기체 시론

을 소극적으로 추수한 결과 정도로 인식되어 온 것이 대부분이다. 

논리로 이끌어나간 쪽은 임화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교주의 논쟁은 『정지용

시집』 발간 이후에 시작된 것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63) “그러니까 ‘기교주의 논쟁’이 발단된 1935년 말의 직전 시기, 곧 1935년 10

월과, 11월의 시기에 정지용 시집과 김영랑 시집이 시문학사의 주간 박용철의 

주도 아래 나란히 출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 시집들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시 평단, 아니 문화계 전체의 화두, 화제로까지 인식 고조되었

음을 알 수 있다.” 

    한형구, 「30년대 문단 재편과 시론의 비평적 전개―‘기교주의 논쟁’ 재음미

―」, 『한국현대문학연구』 17호, 한국현대문학회, 2005, 243쪽.

    그러나 한형구가 이어서 지적하듯, 기교주의 논쟁을 비롯한 당대 담론에서 

비평적 관심은 김영랑 시집이 비해 정지용 시집 쪽으로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

었다. 이는 물론 두 시인의 입지 간 편차로만 설명할 수는 없고, 다만 유파성

의 논리에 관해서는 정지용이 압도적으로 불온한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방증

일 터이다. 

64) 강계숙, 「기교주의 논쟁의 시론(詩論)적 의의」, 『현대문학의 연구』 54호, 한

국문학연구학회, 2014, 2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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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교주의 논쟁을 거쳐 박용철이 ‘변용’의 시론을 확립하게 되고 여기에 정

지용이 공명했다면, 정지용의 시론은 기교주의 논쟁과 박용철이 미처 끝맺

지 못했던 결론으로서의 의미를 얻는다. 비록 비평적으로 엄밀한 글은 아닐

지라도, 정지용이 시론에서 구사하는 용어들은 이전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던 

논의들에 질서를 부여하는 측면이 있다. 

논쟁은 임화로부터 촉발된다. 그가 「담천하의 시단일년」에서 ‘담천하(曇

天下. ‘담천’은 ‘구름이 끼어 흐린 하늘’이란 뜻.)’로 명명한 조선 문단의 암

흑기는 1934년에 있었던 카프 제2차 검거 사건을 노골적으로 암시65)하는 

것이었다. 즉 임화가 김기림의 기교주의 비판을 논쟁적으로 재론하게 된 데

에는, 카프 검거 사건과 『정지용시집』 발간 등으로 경향시의 입지가 좁아

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크게 작용했다. 임화는 ‘기교파’를 엄밀하게 정의하

는 단계를 생략한 채 ‘반경향파적 문단’ 전체를 적대화하는 작업에 주력했

다. ‘경향파’의 성립이 곧 ‘기교파’의 실재성으로 직결되었던 것이다.66) 박용

철은 “그러나 임화씨가 프로시의 쇠미(衰微)와 기교파의 번영을 탄(歎)하는 

그 번영쇠미(繁榮衰微)는 다분히 상업주의적 용어”(「기교주의 설의 허

망」)라 지적하며 이 사태의 발단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물론 임화의 의도와는 별개로, 논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면에서 각 

시론의 쟁점을 부각시키며 다양한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두게 된다. 첫째, 

시적 ‘기교’의 문제다. 이는 박용철에 의해 ‘기술(技術, technique)’이란 용어

로 대체되면서, 근대 시가 창작되는 방법론으로서 구체화된다. 둘째, ‘시적 

종합’의 문제다. 임화·김기림·박용철은 모두 시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종

합’에서 찾는 모습을 보이나, ‘종합’의 의미가 각기 다른 차원에서 발화되면

서 대립각이 발생한다. 셋째, 정지용 시의 가치평가에 대한 문제다. 첫째와 

65) “지난해 수십 명의 시인, 작가, 비평가의 일단(一團) 위에 내린 무서운 뇌우

(雷雨)는 결코 물러가지 않았을 뿐더러, 안개와 구름은 이상 더 농도를 깊이 

하고 거치른 바람은 비가 올지 눈이 올지 전연 판별키 어려웠다.” 

   임화, 『한국문학의 논리』, 국학자료원, 1998. (이하 임화의 산문은 모두 여기

서 인용)

66) 조영복, 「기교파라는 '권력'과 기교파이지 않을 '권리'」, 『상허학보』 47권, 상

허학회, 2016, 197쪽.



- 26 -

둘째 쟁점에서 세 명의 논자가 어떻게 시적 기준을 이끌어내고자 했는지가 

바로 정지용 시를 평가하는 태도에서 가늠될 수 있는 것이다. 

우선 김기림은 어떻게 ‘기교, 기교파, 기교주의’ 등 제반 개념을 처음으로 

문제시하고 있는가. 논쟁의 단초가 된 것으로 알려진 「시에 있어서 기교주

의의 반성과 발전」은 의외로 기교주의 자체를 비판하는 데에 많은 문단을 

할애하지 않는다. 낭만주의 이후의 ‘근대 시의 순수화 경향’을 서양문학사를 

중심으로 정리한 후, 글 말미에 이러한 순수화가 ‘기교주의’라는 “일면화(편

향화)” 양상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덧붙인다. 

여기서 잠깐 근대시의 발달에 있어서 특징이 되어 있는 기교주의와 시의 순

수화 운동에 대한 간단한 비판을 시험코자 한다. 

한 개의 혼돈한 상태는 물론 그 자체가 야만한 것이다. 그러나 음악성이나 

외형 같은 각각 기술의 일부면에 지나지 않는 것을 추상하여 고조하는 것은 

시의 순수화가 아니고 차라리 일면화(편향화)라고 할 밖에 없다.

기술의 일부면만을 부조(浮彫)하는 것은 확실히 명징성을 획득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든지 시의 기술의 일부면에 그쳐야 할 것이다. 전체로

서의 시는 훨씬 그러한 것들을 그 속에 통일해 가지고 있는 더 높은 가치의 

체계가 아니면 아니된다.67) (강조: 인용자)

― 김기림, 「시에 있어서 기교주의의 반성과 발전」

김기림이 다수의 평론을 통해 ‘로맨티시즘’ 시와 ‘편내용주의(偏內容主

義)’ 시를 줄기차게 부정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모더니즘의 도입도 그러

한 부정의 일환이었던 것이다.68) 기교주의 비판 역시 낭만주의라는 ‘소박한 

사상’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는 순수 시에 대한 질책에 가까웠다. 흥미롭

게도 김기림이 부정한 ‘로맨티시즘’과 ‘편내용주의’의 대표자라 할 수 있는 

67) 김기림, 『김기림 전집 2: 시론』, 심설당, 1988, 99쪽. (이하 김기림의 산문은 

모두 여기서 인용)

68) “「모더니즘」은 두 개의 부정을 준비했다. 하나는 「로맨티시즘」과 세기말 문

학의 말류인 「센티멘탈·로맨티시즘」을 위해서고, 다른 하나는 당시의 편내용주

의의 경향을 위해서였다.” (김기림, 「모더니즘의 역사적 위치」, 『인문평론』 

19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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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화는 김기림의 의도와 진단을 철저하게 분리하며, ‘기교주의가 현대 시단

에 기승을 부린다’는 현실 진단에 있어서는 격한 공감을 표한다. 

임화와 김기림이 기교주의를 비판하면서 끌어들이는 공통된 전제는, 기교

주의란 ‘기술’ 위주라는 것이다. 위 인용에서도 김기림은 이미 기교주의의 

문제는 “기술의 일부면만을 부조”하는 데에 있다고 분석했었다. 같은 글의 

다른 대목에서는 기교주의를 “시의 가치를 기술을 중심으로 하고 체계화하

려고 하는 사상에 근저를 둔 시론”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임화는 김기림으

로부터 ‘기교주의’라는 용어와 그에 대한 비판을 그대로 수용한다. 박용철은 

이러한 무비판적인 답습이 “근본적 착오”(「기교주의 설의 허망」)를 불러

일으켰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교주의’가 소위 시적 기교에 대한 정확한 이

해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문명사적으로 진단하려는 유파성 논리에 침윤되

어 있기에 개념을 다루는 데에서 적지 않은 오류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담천하의 신단일년」에서 임화는 기교주의가 “시는 언어의 기술이다!”라

는 근본 명제를 가진다고 하면서도, 다른 부분에서 이를 “시는 언어의 기교

다”로 바꾸어 쓰기도 한다. 즉 ‘기교(技巧)’와 ‘기술(技術)’ 두 용어는 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었고, 김기림의 기교주의 비판도 같은 문제점을 노출한다. 

그런데 김기림이 정말로 ‘기술’에 대해 느슨한 이해를 갖고 있었는지는 재

고해볼 사항인데, 논쟁 이전에 발표된 「시의 기술, 인식, 현실 등 제문

제」69)(『조선일보』, 1931.2.11.~14)과 같은 글에서는 시적 방법론으로서

의 ‘기술’에 대해 예리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김기림은 시적 

‘기술’의 기원을 “「보들레르」가 자신을 연금사(鍊金師)라고 부른 때”에서 

찾고 있으며 이를 ‘근대적 사건’이라 명한다. 즉 ‘말의 연금술’로서의 ‘기술’

은 문학이 문학으로서만 존립할 수 있게 되는 ‘근대적 분화’의 기점 역할을 

해온 것이다.70) 여기서 ‘기술’은 임화는 물론 김기림도 추후 비판하게 되는 

‘기교’ 특유의 표피성과 경박성과 거리가 멀다. 김기림이 직접 밝히고 있듯, 

이 기술에는 시인의 “정신의 호흡”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69) 이후 『시론』에서 「시와 인식」으로 개제.

70) 신범순, 「1930년대 모더니즘에서 ‘작은자아’와 군중, ‘기술’의 의미―김기림 

시론의 전위적 요소」, 『한국 현대시의 퇴폐와 작은 주체』,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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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은 그의 의식에 떠올라 오는 어떠한 몇 가지의 상념을 어떻게 객관화하

고 구상화할까에 최대한도의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먼저 그 상념 

자체를 정돈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단어가 기용되어 시인의 정

신의 입김을 받아가지고 별다른 살아있는 언어로서 그의 목적을 위하여 약동

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시의 기술이다.71)

― 김기림, 「시의 기술, 인식, 현실 등 제문제」

위의 인용에서 “입김”이나 “살아있는”과 같은 수사는 오히려 박용철과 정

지용이 전개한 ‘체험’ 시론에 가까워 보인다. 이러했던 김기림이 ‘기교’를 논

하면서 ‘기술’과의 엄밀한 구분을 간과하고 임화에게 쉽게 공감을 표했다는 

점은, 박용철에게는 반드시 비판되어야 할 모습이었다. 기교주의 논쟁의 마

지막 글에 해당하는 「기교주의 설의 허망」(『조선일보』 1936.3.)에서 박

용철은 기교주의 자체의 옹호 여부를 밝히기보다, 김기림이 노정한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고 역동적인 ‘기술’의 지위를 복권시키는 데에 주력한다. ‘기

교’를 ‘기술’로 환치하자는 이 글의 주장은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된다. ‘기

술’은 ‘기교’에 비해 가치중립적인 술어(術語)일 뿐만 아니라, 김기림이 비평

활동 초창기에 제시했었던 치열한 방법론으로서의 ‘기술’을 환기하는 용어이

기 때문이다. 

임화가 기교주의를 비판했던 주된 논리 가운데 하나는 “시적 열정의 전무

(全無)”였다. 적극적으로 현실의 이념을 반영하며 치열하게 시를 써내려갔

던 경향시인들과 달리, 소위 ‘기교파’는 “시의 내용과 사상을 방기”한다는 

것이다. 박용철은 ‘기술’ 논의를 통해 이러한 혐의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기술(技術)은 우리의 목적에 도달하는 도정(道程)이다. 표현을 달성하기위하

야 매재(媒材)를 구사(驅使)하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거기는 표현될 무엇이 먼

저 존재(存在)하는것이다. 일반(一 般)으로 예술이전(藝術以前)이라고 부르는 

표현될 충동(衝動)이 있어야 하는것이다.

71) 『김기림 전집 2』



- 29 -

이것은 강렬하고 진실하여야한다. 바늘끝만한 한틈도 없어야 한다.

- 박용철, 「기교주의 설의 허망」72)

위의 인용은 이후 「시적 변용에 대해서」에 나타나는 필연성의 시론을 

암시하기도 한다. 시가 ‘매재’, 즉 언어를 통해서 표현해야할 것은 시 이전

에 ‘존재’하는 ‘시를 써야만 한다는 충동’이다. 강렬하고 진실한 충동은 시가 

성립되는 선결 조건이 된다. 박용철은 이러한 ‘충동’을 낭만주의적 의미에서

의 충동적 감정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임화와 김기림이 내용-형식이라는 이

분법을 고수하며 두 항목의 긴장 관계로만 시의 성패를 재단했던 것에는 

‘기교’를 곧 ‘형식’과 동일시하는 오류73)가 놓여 있다. 반면 박용철은 오직 

‘시’와 ‘시 이전’을 구분한다.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지만, 그가 

보기에 ‘기술’은 얄팍한 형식이나 기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 이전’의 

영역을 시화(詩化)하게끔 하는 시작(詩作)의 본질이었다. 즉 시적 기술이란 

‘A’가 ‘B’로 바뀌는 변화의 기술이다. 이는 김기림이 지적했던 ‘보들레르의 

연금술’과 차라리 가깝다. 기술은 ‘변화’시키는 마력을 지니고 있기에, 시인

은 이 기술과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투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작은 늘 

‘치열’하다. 시를 쓰기 위해서 기술을 치열하게 구사해야 한다는 박용철의 

결론은 오히려 기술(기교) 자체를 치열함의 결여로 보았던 임화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었다.

박용철은 같은 글에서 기술을 “상적(相敵)한 적수를만나 생사를 겨루는 

순간의 검객(劍客)의 칼끝”74)에 비유하며, 기술이란 가벼운 말장난에 불과

72) 박용철, 『박용철 전집 Ⅱ - 評論』, 깊은샘, 2004. (이후 박용철의 모든 산문

은 여기에서 인용)

73) “그러므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기교라는 단어를 ‘기술’로 대체하고, 그

것을 이론적으로 재정의하는 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때 박용철이 염두에 

둔 것은 기교를 ‘형식’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벗어나는 것이다.”

    강계숙, 앞의 논문, 239쪽.

74) 다만 박용철은 이러한 비유에 앞서 “竹友藻風씨의 의견을 따라”라고 덧붙이

고 있다. ‘竹友藻風’은 20세기 초에 주로 활동한 일본의 시인이자 영문학자 다

케토모 소우후우(たけとも　そうふう, 1891~1954)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다케토모 소우후우는 정지용이 다녔던 도시샤대학의 전신인 도시샤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토제국대학을 거쳐 예일대학, 콜롬비아대학에서도 공부했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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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아니라 시인에게 사활이 걸린 근본적인 문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다. 그런데 시인을 ‘검사’로 표현한 은유 체계는 어느 정도 계보를 보이는 

것이 흥미롭다. 김기림은 보들레르의 연금술만을 언급했지만, 『악의 꽃』에 

수록된 「태양(Le Soleil)」과 같은 시에서는 ‘검술(劍術)’로서의 시 쓰기에 

대한 사유가 나타난다. 「태양」의 시적 화자는 햇빛이 미처 닿지 않는 음

침한 곳에서 “환상의 검술”75)을 닦으며 ‘운율(la rime)’, ‘낱말(les mots)’, 

‘시구(詩句, des vers)’ 등을 맞닥뜨린다. 그런 점에서 이 텍스트는 시편이기

도 하지만 ‘검사’로서의 시인의 존재론과 ‘검술’로서의 시 창작론을 담은 하

나의 은유적 시론인 것이다. 보들레르를 직접 원용하지는 않았으나 시적 기

술의 문제를 ‘검술’의 시론으로 논쟁 끝에 발전시킨 박용철의 언급은 이후 

정지용의 “일개 표일한 생명의 검사” 개념으로도 이어지며 시인을 치열한 

존재로 격상시키려는 노력의 한 흐름을 잇는다. 이에 대해서는 2.3.에서 정

지용 시론과 함께 추가로 논의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시적 ‘기술’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흥미롭게도 

기교주의 논쟁의 논자들은 가장 이상적인 시의 모습을 ‘시적 종합/전체’에서 

찾는다는 공통점을 보이면서도, 여기서 입장이 확연하게 구분되기도 한다. 

우선 ‘내용’과 ‘형식’을 분리하는 관점은 역설적으로 그것의 종합을 꾀하고

자 한다. ‘내용 결여’와 ‘형식 편중’은 임화와 김기림이 기교주의를 비판하는 

다. 현재 한국에서는 이 작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알려져있지 않아 본고에서 

미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했다. 여하튼 박용철은 다케토모 소오후우가 

쓴 시론에서 ‘검객’ 비유의 실마리를 얻었을 것이다. 

75) 이 표현의 원어는 “fantasque escrime”인데, ‘escrime’은 특별히 운동 종목

인 펜싱을 가리키기도 하므로, “상상의 펜싱” 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해당 

구절을 모두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잔인한 햇볕이 도시와 시골,

     지붕과 호밀밭에 더 쨍쨍 내리쬘 때,

     은밀한 음행을 가려주는 덧창 달린 오두막집들이 있는

     교외의 엣날 동네로 가서

     나는 혼자 별나게 상상의 펜싱을 연습하며 돌아다닌다.

     우연한 운율이 있는지 모퉁이마다 냄새를 맡으면서,

     포석에 발이 걸리듯 낱말에 걸려 비틀거리면서,

     간혹 오래 전부터 꿈에 그리던 시행들에 부딪치면서,” 

   Baudelaire, Charles, 「태양」, 『악의 꽃』, 공진호 역, 아티초크, 2015. 1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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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논거로서 작용한다. 계급주의자인 임화에게 내용-형식의 변증법적 종

합은 필연적 결론이었을 터였고, 김기림은 후에 ‘전체로서의 시’ 개념으로 

정립하는 시론을 예비적으로 언급해둔다. 

오늘의 편향화한 기교주의는 벌서 전체로서의 시에 종합되기를 요구하고 잇

지 안는냐? 그것은 한 질서에의 의지다. 

“전체로서의 시는 엇던 것이며 기술(技術)의 각 부분은 그 속에서 엇더케 

통일될 것이냐? 또한 그러한 전체로서의 시의 근저가 될 정신은 무엇일가?”

이것은 따로히 한 개의 논문의 제목이 될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지금은 기

교주의를 위하야는 반성의 시기라는 것과 시의 전체성의 이해를 통하야 시의 

순수화를 기도(企圖)하는 것―그것이야말로 현대시의 새로운 과제가 아닐가? 

하는 점을 말해 두면 그만이다.

― 김기림, 「시에 있어서의 기교주의의 반성과 발전」

“이것은 따로히 한 개의 논문의 될 것이다”라는 선언에서 알 수 있듯, 기

교주의 논쟁은 ‘전체로서의 시’ 개념이 배태되는 계기였다고 봐도 무방하다. 

여기 등장한 “종합”, “전체” 그리고 “통일” 등의 어휘는 이후 김기림이 고

집스레 이끌고 가는 시적 유토피아의 구상 안으로 포섭된다. 그러나 적어도 

이 시기에 ‘종합’이란, 내용과 형식의 종합이라는 단순한 논리에서 그치고 

만다. 

박용철의 ‘전체성’ 논의는 전연 다른 맥락을 띠고 있다. 「을해시단총평」

에서 김기림을 비판하는 대목은 상당히 정곡을 찌르는데, 이전 시대의 시와 

같은 시를 쓸 우려로 인해 새로운 시를 고안하겠다는 문명사적인 슬로건은 

주객을 전도시킨다는 것이다. 박용철에 따르면 김기림(과 임화)은 ‘새로움’

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보인다. 그러한 의미에서 ‘새로움’은 진정한 ‘새로움’

이 아니라 작위적으로 구성된 이념에 불과해진다. 

우리는 이러한 출발점을 가져야한다. 『우리는 전생리(全生理)에 있어 이미 

선인(先人)과 같지않기에 새로히 시를쓰고 따로이 할말이 있기에 새로운 시를 

쓴다』(전생리(全生理)라는말은 육체(肉體), 지성(智性), 감정(感情), 감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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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感覺其他)의 총합(總合)을 의미한다.) 

― 박용철, 「을해시단총평」

박용철은 진정으로 ‘새로운’ 시를 쓰기 위해서는 문제의식을 뒤집어야 한

다고 제안한다. 즉 선인과는 다른 시를 쓰기 위해서 새로운 시에 대해 사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선인과는 다른 ‘삶’을 가지고 있기에 필연적

으로 새로운 시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시의 근거를 ‘삶’에서 

찾는 박용철의 견해가 잘 드러난다. 새로운 시는 이데올로기의 작위적인 갱

신이 아니라 ‘삶’이 지닌 새로움에서 필연적으로 산출된다. 

이때 박용철이 ‘삶’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전생리(全生理)’를 언급하고 있

다는 점이 주목되는데, 괄호 속에 부연설명을 추가하면서 박용철 스스로가 

이 용어의 의미심장함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전생리’란 

‘육체, 지성, 감정, 감각’ 등의 총합이다. ‘생리’라는 어휘에 굳이 ‘전(全)’이

란 접두어를 덧붙인 것은 이러한 ‘총합’으로서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육체, 지성, 감정, 감각’ 등 제반 영역이 종합된 영역을 상상하는 

사유는 박용철만의 것이 아니었으며, 이것이 정지용 시를 설명하는 당대의 

가장 적절한 근거였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구인회와 『문장』을 경유하며 

정지용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또 다른 문우이자 비평가 김환태

(1909~1944)는 「정지용론」76)에서 정지용 시를 다음과 같이 평한다. 

76) 이 글은 박용철이 「시적 변용에 대해서」를 게재하기도 했던 『삼천리문학』에 

실렸다. 『삼천리문학』은 창간호와 2호를 내며 총 2회 발행으로 단명했는데, 창

간호는 1938년 1월, 2호는 1938년 4월에 발행되었다. 「시적 변용에 대해서」

가 창간호에 실리고 「정지용론」이 2호에 실렸으므로 두 글 사이에는 불과 3개

월 남짓의 격차가 있었다. 즉 김환태는 동일한 지면 이전 호에 실린 박용철의 

글을 충분히 의식했었을 것이다.

    김환태가 아무리 정지용과 친밀했다 하더라도, 「정지용론」이 이 시기에 발표

된 것은 다소 새삼스러운 일이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피면 「정지용론」은 

정지용에 대한 일반 비평으로 보기는 어렵다. 1935년 발간된 『정지용시집』의 

수록작들을 하나하나 인용하고(물론 부분 인용이 대부분이나) 있는데, 이는 

『정지용시집』에 대한 ‘북 리뷰’처럼 읽히는 측면이 있다. 『정지용시집』이 발간

되자마자 관련된 북 리뷰가 여러 매체에서 쏟아져나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매우 때늦은 글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지용론」의 수록 지면이 「시적 변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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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는 우리가 늦기는 것을 감각한다. 감각 속에 가두

고 그 속에 결정(結晶) 식힌다. 그리하야 그의 천재의 특질은 그의 순수한 감

정과 찬란한 감각에 있다. 그러나 그의 천재의 특질은 또 하나 그의 예리한 지

성(知性)에 있다.

시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말은 감정을 그대로 문자로 기록하

여 놓을 때, 그것이 곧 시가 된다는 말은 안이다. 이는 있는 그대로의 감정의 

토로는, 시 이상의 소재이지, 시그것은 안이기 때문이다.

시란 결국 조화요, 질서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의 감정은 곧 질서와 조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문학 그것이 곧 감정에 질서와 조화를 부여하는 것은 안이다. 그

럼으로 천재는 반드시 깊이 늦기고, 예리하게 감각하는 외에, 그 늦기고 감각

한 것을, 조화하고 통일하는 지성을 갗우어야 한다.

정지용은 이 지성을 가장 고도로 갗우고 있는 시인이다. 그리하야 그는 결코 

감정을 그대로 토로하는 일이 없이, 그것이 질서와 조화를 얻을 때까지 억제하

고 기둘는다. 그리고 감정의 한오래기도 감각의 한 조각도 총체적 통일과 효과

를 생각하지 않고는, 덧붓치지도 깍지도 않는 것은 물론, 가장 미미한 음향 하

나도 딴 그것과의 조화를 그리고 그 내포하는 의미와의 향응(響應)을 고려함이 

없이는 그의 시 속에서의 호흡을 허락하지 않는다.

― 김환태, 「정지용론」77)

김환태는 “시는 감정의 표현”이라는 가장 통용된 정의를 조금 비틀면서, 

정지용 시가 감각·감정·지성을 모두 내포하는 모범을 보여준다고 역설한다. 

이는 세 가지 요소가 기계적으로 결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 섞여서 

서」로부터 이어진다는 점, 그리고 글이 발표된 1938년 4월은 박용철이 사망하

기 한 달 전 마지막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던 시기였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김환태가 새삼스럽게 『정지용시집』의 리뷰를 쓴 것에는 박용철을 향한 간접적

인 경의(敬意)가 깃들어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정지용시집』 리뷰의 시초는 

사실상 『정지용시집』에 수록된 박용철의 발문이기 때문이다. 

77) 『삼천리문학』 1권 2호, 1938.4.1.

    김환태, 『김환태 평론선집』, 오형엽 편, 지식을만드는지식, 2015, 217쪽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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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를 무화하는 ‘통일체’가 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의 감각은 곧 정서

가 되고, 정서는 곧 감각이 된다”는 평가도 가능해진다. 이양하

(1904~1963)가 『정지용시집』의 리뷰(「바라던 지용시집」)에서 언급한 

“시인의 예민한 촉수(觸手)” 개념도 이런 방식으로 정지용 시를 감각·감정·

지성의 통일체로 간주하는 것이었다. 그는 정지용을 “감각의 시인”으로 일

컫긴 했지만, “부닥친 물상의 구석구석에까지 침투하여 시인을 도리어 그 

물상에 몰입케 하고 동화케 하는 너그러운 포용성을 가진 촉수”78)라는 설

명은 ‘촉수’가 단순한 감각기관을 넘어 사물을 접하는 인식·감응 주체까지 

포괄함을 알 수 있게 한다. 물상에 ‘침투’한다는 것은 인식의 단계에, 그리

고 물상에 ‘몰입’하고 ‘동화’한다는 것은 감응, 즉 정서적 동화의 단계에 해

당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김환태와 이양하 등이 정지용에게서 감각·감정·지

성의 종합 양상을 도출해내는 것은 단순히 정지용을 고평하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총체화된 미적 감각’의 차원을 이야기하기 위함이었다.79)

따라서 이들이 말하는 시적 종합의 문제는 ‘내용을 올바르게 형식화하는 

것’과는 애초에 전제부터 달랐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특히 정지용 시를 

평가하는 데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내용’을 곧 시적 ‘깊이’와 동일시했

으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내용’을 ‘깊이’라

는 가치평가적인 용어로 교묘하게 치환하며 20년대 시의 폭발력을 옹호하

는 방향으로 귀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실제로 그는 두 

번째 기교주의 비판인 「기교파와 조선시단」80)에서 20년대 신시가 “진보

적인 생명”을 지닌 “독특한 낭만주의”의 방법을 채택했다며 상찬하는 모습

을 은연중에 드러낸다. 기교주의의 대표로 호출된 정지용 역시 신시와의 비

교를 통해 비판받는다. 임화는 정지용을 “‘슬픔’을 보복의 뜨거운 불길로 고

치지 못하는 시인”으로 취급하며 서슴없이 공격하는데, 신시는 현실 도피였

을지언정 적어도 기교파와 달리 내용, 즉 ‘깊이’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78) 김학동, 『정지용연구』, 민음사, 1987, 237쪽.

79) 김초희, 「정지용 문학의 감각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

문, 2004, 14쪽. 

80) 『조선중앙』 28호, 19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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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철은 임화의 주장이 지닌 다수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지

만, 그중에서도 시를 ‘변설(辯說)’, 다시 말해 옳고 그름을 따져 설명하는 

행위와 같은 것으로 파악하는 관점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을해시단

총평」에서 가장 압권은 정지용의 「유리창」 원문을 직접 인용한 후 그것

을 임화가 주장한 ‘변설’의 양식으로 손수 개작한 「유리창」의 모방작과 

비교하는 대목이다. 둘 중 어느 것이 ‘시’에 더 가까운지 직접 확인해보라는 

박용철의 직설적인 비판이었다. 이를 통해 카프 시의 ‘변설’은 사실상 이전 

세대의 감상적 낭만주의의 전형임이 자연스럽게 입증된다.81) 박용철은 이렇

게 첨언한다.

그러나 시인 정지용은 아마 죽여도 이렇게 애호(哀號)하고 호소(呼訴)하려하

지 아니할것이다.

그는 이러한 생생한 감정을 직설적으로 노출하는것보다는 그 민민(悶悶)한 

정(情)을 그냥 씹어삼키려했을것이다. 그래서 그는 좁은방 키와나란한 들창에 

붙어서서 밖에 어둔밤을 내다보며 입김을 흐리고 지우고 이렇게 작난에 가까

운일을하는것이다. 유리에 입김과 어둠과 먼별이 그의 감각(感覺)에 미묘(微

妙)한 반응을이르킨다. 이때에 문득 진실로 문득 방황하든 그의 전감정(全感

情)이쏠려와서 유리에 정착(定着)이된다. (강조: 인용자)

― 박용철, 「을해시단총평」

「유리창」이 단순한 ‘변설’과 다른 이유도 감정과 감각이 “미묘한 반응”

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시적 언어를 빚어내면서 내적인 감정과 감각이 하나

로 응축되는 일련의 과정을 이른바 ‘변설’론은 설명할 수 없고, 이는 곧 시

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박용철은 여기서

도 “전감정(全感情)”이란 용어를 동원하고 있다. “전생리(全生理)”에 이어서 

그가 고집하고 있는 접두어 ‘전(全)’는 시와 시인에 대한 박용철의 사유를 

잘 드러낸다. ‘전체’로서의 통합은 내용과 형식의 결합, 혹은 계급주의와 기

교파의 결합 따위가 아니라 시의 창작 과정에서 먼저 발생하는 선결 과정이

81) 강계숙, 앞의 논문, 234쪽.



- 36 -

다. 그래서 ‘전(全)’의 사유는 시론을 넘어서 인식 주체에 대한 현상학적 관

점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현재인식(現在認識)의주체(主體)란 지나간인식(認識)의내부기억(內部記憶) 

의 총화성(總和成)인 한전일체(全一體)이며 한개의 존재(存在)에 대한 개인의 

인상은 제각기 상이한것이나 그 상이한 가운대의 공통성(共通性)이 우리의 공

동감상(共同鑑賞)의 기초가 되는 것이니 이 공통성의 규정이없다면 비평(批評)

은 성립불가능이 될것이다 비평은 자기(自己)를감수공통성(感受共通性)의 한 

표준으로가정(假定)하는데서 출발한다. (강조: 인용자)

― 박용철, 「『시문학』 창간에 대하야」82)

박용철은 『시문학』 창간의 의의를 밝히면서, 시뿐만 아니라 비평의 존

재 가치를 적극적으로 해명한다.83) ‘현재인식의 주체는 지나간 인식의 내부

기억의 총화성’84)이므로 사물에 대해 각기 상이한 인상을 받음에도 그 ‘내

부’의 공통성이 비평의 성립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이때 ‘전일체(全一體)’

란 표현이 주목된다. ‘새로운 시’의 성패 여부를 판가름하는 시인의 ‘전생리’

는 감각·감정·지성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온 시간으로 쌓인 ‘기억’

들의 ‘전일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이후 박용철이 「시적 변용에 대해서」에

서 시적인 ‘기다림’의 가치를 역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요컨대 박용철의 이러한 사유들은 기교주의 논쟁에서 임화·김기림과 대립

82) 『조선일보』, 1930.3.5

83) 이는 역시 박용철이 쓴 글로 추측되는 『시문학』 창간사에서 미처 풀어내지 

못한 내용을 다른 지면에서 보충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창간사에서는 『시문

학』 이 시 전문지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기 위해 다른 말을 아끼고 격정적 어조

를 유지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정지용·김영랑 등 자신보다 더 ‘시인’에 가까

웠던 문우들을 향한 배려가 돋보인다. 

84) 이 구절은 특히 의미심장한데, 앙리 베르그손(Henri Bergson, 1859~1941)의 

『물질과 기억』에 실린 ‘역원뿔 도식’과 그에 대한 설명을 연상시키기 때문이

다. 베르그손은 이 도식에서 원뿔SAB를 ‘나의 전체 기억의 총체’라고 했다. 박

용철의 ‘주체’론이 지닌 현상학적 일면에 대해서는 따로 긴 논의가 필요해 보

인다. 

    Bergson., Henri, 『물질과 기억』, 박종원 역, 아카넷, 2005, 258~262쪽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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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세우면서 더 명징한 색채를 띠게 된다. ‘전(全)’의 사유는 이미 30년대 

초반에 확립되었으나 그것을 시적 메커니즘에 들어맞는 용어로 다듬었던 것

은 아니었다. ‘종합’에 대한 임화와 김기림의 문명사적 관점이 노출하는 비

평적 한계는 이러한 사유가 ‘전생애’ 혹은 ‘전감정’ 등의 술어로 구체화하면

서, 기교주의 논쟁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정지용 시의 본질을 옹호할 수 있

게 된 것이다. 

정리하자면 기교주의 논쟁은 필연적으로 ‘기교/기교주의란 무엇인가?’란 

질문을 수반하며, 이 질문은 ‘기교’와 유의어 관계에 있는 ‘기술’에 대한 사

유를 건드리게 된다. 기술이란 이 논쟁에서 ‘언어의 운용’과 다름 아닌 바, 

임화와 김기림은 보다 깊이 탐구되어야할 시와 언어의 문제를 내용-형식이

란 이분법으로 봉합하면서, 논쟁의 초점을 시의 발전사로 이동시킨다. ‘내

용’의 항목에 감정이 배당되면 낭만주의 시가, 이념이 배당되면 경향시가 

된다. 박용철은 이러한 이분법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며 ‘표현’과 ‘기술’의 의

미를 재구한다. 시인의 시적 기술이란 검술에 비견될 정도로 진중한 ‘테크

닉’이다. 박용철은 ‘기교’란 적(敵)을 두기 전에 ‘기술’이란 시의 근본 메커

니즘에 대해서는 얼마나 엄밀을 기하고 있는지 두 논자에게 묻고 있었던 것

이다. 

그러나 시의 연금술적인 측면, 즉 특정한 내용을 형식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를 다른 존재로 변이시키는 시의 마력은 ‘테크닉’으로서의 기술 

개념으로 온전히 해명될 수 없었다. 그래서 박용철 역시 “기술에는 최후까

지 법칙화해서 전달할 수 없는 부분이 남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한다. 기

교주의 논쟁에서 드러난 박용철의 견해는 구체적인 시론이라기보다, 시의 

본질에 대한 일련의 입장문과도 같은 성격을 지닌다. ‘덩어리’, ‘존재’, ‘체

험’, ‘변용’ 등 몇 가지 의미심장한 개념들이 출몰했지만 이에 대한 부연설

명은 덧붙여지지 않았다. 이후 박용철은 마지막 평론 「시적 변용에 대해

서」를 통해 일전에 자신이 흩뿌려놓았던 개념들을 거두어 모아, ‘법칙화할 

수 없는 부분’을 다시금 설명하고자 시도한다. ‘기술(技術)’ 논의가 ‘어떻게 

쓰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 「시적 변용에 대해서」에 이르러 박용철

은 ‘무엇을 쓰는가’에 대한 답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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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내적 필연성으로서의 ‘무명화(無名火)’와 ‘기술(奇術)’로

서의 변용

앞서 2.1.에서는 기교주의 논쟁에 참여한 박용철·김기림·임화의 입장을 시

적 ‘기술(技術)’이란 쟁점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해보았다. 이 ‘기술’이란 당

대 문학 담론에 있어서 ‘시적인 것’의 의미 범주를 구성해나가야 하는 논자

들의 공통적인 사명과 결부되어 있으면서, 각자의 사상과 입장이 끊임없이 

교섭하는 한복판에 위치하던 쟁점이었다. 박용철은 여기서 시의 존재 근거

에 대해 한층 더 천착해나간다. 「시적 변용(變容)에 대해서」는 그러한 천

착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85)

박용철이 병석에 있으면서도 치열하게 써낸86) 명문 「시적 변용에 대해

서」는 그가 생을 마감하기 넉 달 전인 1938년 1월에 『삼천리문학』 창간

호에 발표되었다. 그런 탓에 이 글은 박용철의 문학적 이력에 있어서 중요

성이 매우 크며, 정지용의 시론이 담긴 후기 산문들을 독해하는 데에 없어

서는 안 될 매개체이기 때문에 이 절에서는 「시적 변용에 대해서」의 의의

와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이 글은 제목이 주는 인상과 달리 ‘변용’이란 핵심어를 중심으로 면밀한 

이론적 분석을 수행하는 글은 아니다. 그보다는 박용철 시론의 정수(精髓)

를 ‘변용’을 비롯한 여러 개념, 예컨대 ‘체험’, ‘무명화’ 등의 개념들로 재구

성해보려는 시도에 가깝다. 실제로 글에서 ‘변용’이란 어휘 자체는 글 말미

에야 단 한 번 등장한다. 오히려 부제인 ‘서정시의 고고(孤高)한 길’을 주목

85) 기교주의 논쟁에서 적어도 세 논자 사이의 직접적인 충돌은 1936년 3월 박

용철의 「기교주의 설의 허망」을 끝으로 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고려

하면 2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나 「시적 변용에 대해서」가 발표된 것은 새삼스

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만큼 박용철이 시에 대하여 신중

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86) 최동호, 「시문학파의 문학사적 의미망과 정지용」, 『한국시학연구』 No.34, 한

국시학회, 2012, 2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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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만한데, 즉 「시적 변용에 대해서」는 서정시의 창작 메커니즘이라는 보

다 거시적인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 물론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 릴케를 비

중 있게 인용하고 있고, 그가 표제로 삼고 있는 ‘시적 변용’도 결국 릴케적 

변용을 근거로 삼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글을 주제와 구성에 따라 몇 

부분으로 나누어보았을 때, 박용철은 ‘변용’을 단지 기교주의 논쟁의 연장선

으로만 파악하고 있지 않다. 본고는 「시적 변용에 대해서」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 이해하고자 하는데, 그 중 첫 번째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핏속에서 자라난 파란꽃, 붉은꽃, 힌꽃, 혹시는 험하게 생긴 독용(毒茸). 

이것들은 저의가 자라난 흙과 하늘과 기후(氣候)를 이야기하려하지않는다. 어

디 그런 필요가 있으랴. 그러나 이 정숙한 따님들을 거저 벙어리로 알아서는 

않된다. 사랑에 취해 홀려듯는 사람의귀에 저의는 저의 온갖 비밀을 쏟우기도

한다. 저의는 다만 짓거리지 않고 까불대지 않을뿐 피보다 더욱 붉게, 눈보다 

더욱 히게 피여나는 한송이 꽃.

우리의 모든 체험(體驗)은 피가운대로 용해(溶解)한다. 피가운대로, 피가운대

로. 한낯 감각과 한가지 구경과, 구름같이 펴올랐든 생각과, 한근육(筋肉)의 움

지김과, 읽은 시(詩)한줄, 지나간 격정이 모도 피가운대 알아보기어려운 용해된 

기록을 남긴다. 지극히 예민한 감성이 있다면, 옛날의 전설같이, 우리의 맥(脈)

을 짚어봄으로 우리의 호흡을 들을뿐으로 (실상 끊임없이 속살거리는 이 죠콘

다─) 얼마나 길고 가는이야기를 끌어낼수 있을것이랴.

흙속에서 어찌 풀이 나고 꽃이 자라며 버섯이 생기고? 무슨 솜씨가 피속에

서 시(詩)를, 시(詩)의 꽃을 피여나게하느뇨? 변종(變種)을 맨들어내는 원예가. 

하나님의 다음가는 창조자. 그는 실로 교묘하게 배합(配合)하느니라, 그러나 

몇곱절이나 더 참을성있게 기다리는것이랴!

교묘(巧妙)한배합(配合). 고안(考案). 기술(技術). 그러나 그우에 다시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되는 변종발생(變種發生)의 쵄스. (강조: 인용자)

①에서는 시에 있어서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전 기교주의 논쟁의 

최대 난제였던 기술(技術, technique)에 대해서도 재론하면서 글을 시작한

다. 즉 이 부분은 기교주의 논쟁에서 박용철 본인이 펼쳤던 주장을 다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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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의도87)가 엿보인다. 

특히 시란 ‘변설(辨說)’이 아니라는 「을해시단총평」의 논지가 다시 한번 

변주되고 있다. ‘꽃’과 ‘독용(毒茸)’과 같은 자연물이 자신이 자라난 기후에 

대하여 설명하려 들지 않고 그저 그 안에서 ‘생활’할 뿐인 것처럼, 시 역시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시인이 ‘체험’하는 것이어야 한

다. 이 시적 체험은 시인의 육체에 녹아드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박용철의 

‘체험’ 시론은 ②에서 릴케를 인용하면서 이어진다. 

지난 기교주의 논쟁에서 박용철은 ‘기교(技巧)’를 ‘기술(技術)’로 환치할 

것을 제안하며 논쟁을 갈무리했었다. 그것은 시작(詩作) 행위에 치열한 전

문성을 부여하자는 당부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 글에서 박용철은 자신이 제

안했던 ‘기술(技術)’이란 용어를 오히려 ‘체험’과 대비되는 것처럼 말한다. 

‘체험’을 강조한 「을해시단총평」과 ‘기술(技術)’ 개념을 제안한 「기교주의 

설의 허망」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그리 멀지 않음을 감안하면 「시적 변용

에 대해서」는 상당한 입장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술(技

術)은 ‘교묘한 배합’이며 “하나님의 다음가는 창조”를 산출하는 것이다. 그

러나 ‘시’라는 변종이 발생하려면, 기술(技術)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거기

에 ‘참을성 있게 기다림’이 더해져야 한다. ‘기다림’은 즉 ‘체험’으로서의 기

다림이다. 

② 문학에 뜻두는 사람에게, 「너는 몬저 쓴다는것이 네 심령(心靈)의 가장 

깊은 곳에 뿌리를 박고있는 일인가를 살펴보라, 그러고 밤과 밤의 가장 고요한 

87) 박용철이 기교주의 논쟁에서 ‘생리적 필연성’이라는 종전의 관점과 ‘언어 표

현의 기술’이라는 새로운 관점이 일으킨 균열을 노출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체험’과 ‘변용’을 집중적으로 탐색한 것이라는 분석(오형엽, 「박용철 시론의 

현재성―구조랑 계보를 중심으로」, 김대행·최동호 외, 『어두운 시대의 빛과 

꽃』, 민음사, 2004, 442~445쪽 참조.)도 존재한다. 두 가지 관점이 이 글에서 

종합되고 있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앞의 언급처럼 박용철이 ‘균열’을 맞닥뜨렸

다기보다는, 종합의 매개체로서 ‘기술(技術)’의 지위가 불안정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생리적 필연성’과 ‘언어 표현의 기술’은 적어도 박용철에

게 대립적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두 가지 관점에서 그는 시인 특

유의 치열함을 도출해내려고 했다. 그래서 ‘기교’ 대신에 ‘기술’이라 쓸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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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네 스사로 물어보라 ─ 그글을 쓰지않으면 너는 죽을수 밖에 없는가, 

쓰지않고는 못배길, 죽어도 못배길 그런 내심(內心)의 요구가 있다면 그때 너

는 네생애를 이필연성(必然性)에 의해서 건설하라」고, 이런 무시무시한 권고

를한 독일의시인 라이네르· 마리아· 릴케는 「브릭게의수기(手記)」에서 다음

과 같이 말했다.

사람은 전생애(全生涯)를 두고 될수있으면 긴 생애를 두고 참을성있게 기다

리며 의미와 감미(甘味)를 모으지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러면 아마 최후에 겨우 

열줄의 좋은 시를 쓸수 있게 될것이다. 시는 보통생각하는것같이 단순히 애정

이 아닌것이다. 시는 체험(體驗)인것이다. 한가지 시를 쓰는데도 사람은 여러

도시와 사람들과 물건들을 봐야하고, 즘생들과 새의 날아감과 아침을 향해 피

여날 때의 적은꽃의 몸가짐을 알아야한다. 모르는지방(地方)의길, 뜻하지않았던 

만남, 오래전부터 생각던 리별, 이러한것들과 지금도 분명치않은 어린시절로 

마음가운대서 돌아갈수가 있어야한다.

이런것들을 생각할수 있는것 만으로는 넉넉지않다. 여러밤의 사람의 기억 

(하나가 하나와 서로 다른) 진통(陣痛)하는 여자의 부르지즘과, 아이를 낳고 

햇슥하게 잠든 여자의 기억을 가져야한다. 죽어가는 사람의 곁에도 있어봐야하

고, 때때로 무슨소리가 들리는 방에서 창을 열어놓고 죽은 시체를 지켜도봐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억을 가지므로 넉넉지 않다. 기억이 이미 많아진때 기

억을 잊어버릴수가 있어야한다. 그러고 그것이 다시 돌아 오기를 기다리는 말

할수없는 참을성이 있어야한다. 기억만으로는 시가 아닌것이다. 다만 그것들이 

우리속에 피가되고 눈짓과 몸가짐이 되고 우리 자신과 구별할수없는 이름없는

것이 된다음이라야 ─ 그때에 라야 우연히 가장 귀한시간에 시의 첫말이 그 

한가운대서 생겨나고 그로부터 나아갈수있는것이다.

②의 첫 문단은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의 한 구절을 인용

하고 있고, 둘째 문단에서는 『말테의 수기』의 한 대목 전체를 번역하여 

직접 인용하였다. 주로 ‘필연성’, ‘참을성’, ‘체험’ 그리고 ‘기억’ 등 서두에 

밝힌 체험 시론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발췌되어 있다. 상당한 비중의 인용

이므로, 자신의 시론이 릴케에게 빚진 것임을 공공연히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박용철의 시론은 A.E. 하우스만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은 



- 42 -

것으로 지적되어 왔으나88), 가장 중요한 평론이라 할 수 있는 「시적 변용

에 대해서」에서 결국 하우스만 대신 릴케를 지향점으로 삼았다는 점을 간

과해서는 안 된다. 

첫 문단에서는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의 ‘고독’과 ‘필연성’의 주

제를 거의 그대로 서술하고 있다. 그보다는 다음 대목에서 『말테의 수기』

를 통해 박용철이 시를 쓰기 위한 ‘체험’과 ‘기다림’을 서로 연결한다는 점

이 주목을 요한다. 『말테의 수기』는 릴케가 자신의 파리 체류 경험을 기

반으로, ‘말테 브리게’라는 가상의 덴마크 시인을 화자로 상정하여 쓴 유일

한 장편소설이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강요되는 근대 도시 파리 한복판에

서 말테는 자신의 내면에 잠든 기억들을 ‘수기(手記)’의 형식으로 되살려낸

다. 인용한 부분에 따르면, 박용철이 앞에서 말한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은 가만히 있는 수동적 자세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모든 것

을 ‘체험’하여 내면에 시를 쓰기 위한 재료들을 모으는, 능동적인 행위인 것

이다.89) 박용철은 일찍이 다른 지면에서 롯테 아담의 「문학에잇서서의 체

험과 세계관」(『문학』 제1호)이나 하우스만의 「시의 명칭과 성질」(『문

88)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에서는 박용철이 언급한 해외의 이론가들을 

열거하면서, 그 중 릴케의 중요성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치부한다. 

    “『박용철 전집』에서 거명되고 있는 외국 이론가로는 E.A. 포우, A.E. 하우스

만, R.M. 릴케 세 사람이 있다. 물론 박용철이 그들에 대해 언급하였다고 해서 

직접적인 영향관계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섣부른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위험

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러나 포우와 하우스만의 경우 그들의 이론이 박용철

의 시론과 실증적으로 대비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띤다고 하겠다.”

    김동근,  「박용철 시론의 변용적 의미」, 『한국언어문학』 34권, 한국언어문학

회, 1995, 14쪽. 

89) 릴케는 「체험」이란 산문에서, 체험이 선사하는 마술적인 힘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 바 있다. 이 텍스트에 따르면 체험이란 철저히 내면적인 것이며, 삶의 

순간 하나하나를 단단한 씨앗처럼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는 점차 자신의 내부로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 내면에서 불러일으

키는 작용에 놀라며 감동마저 받았다. 그는 그보다 더 조용한 움직임으로 마음

이 채워진 적은 없었다고 생각했다. 그의 육체는 마치 영혼처럼 다루어졌으며, 

육체의 상황이 그처럼 명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느낄 수 없을 정도의 미세한 

영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Rilke, R.M., 「체험」, 『릴케 전집 13: 예술론(1906~1926)』, 전동열 역, 책세

상,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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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제2호) 등을 번역하여 체험 시론에 대한 공명을 드러낸 바 있다.90)

「시적 변용에 대해서」는 그러한 관심이 릴케로 인하여 ‘변용’과 ‘무명화’

의 사유로 꽃을 피운 것이다. 

③ 열줄의 좋은 시를 다만 기다리고 일생(一生)을 보낸다면 한줄의 좋은 시

도 쓰지못하리라. 다만 하나의 큰꽃만을 바라고 일생을 바치면 아모러한 꽃도 

못가지리라. 최후의 한송이 극히 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하야는 그보다 

적을지라도 덜고을지라도 수다(數多)히 꽃을 피우며 일생을 지나야한다. 마치 

그것이 최후의 최대의 것인 것같이 최대의 정열(情熱)을 다하야. 주먹을 펴면 

꽃이 한송이 나오고, 한참 심혈(心血)을 모아가지고있다가 또한번 펴면 또한송

이 꽃이 나오고 이러한 기술사(奇術師)와같이.

나는 서도(書道)를 까막히 모른다. 그러면서도 그 서도를 예(例)로 이야기할 

욕망을 느낀다. 서도의 대예술가(大藝術家)가 그 일생의 절정에 섰을때에 한번 

붓을 둘러서 한글자를 이뤘다하자. 괴석(怪石)같이 뭉치고 범같이 쭈구린 이 

한 자(字). 최고의 지성(智性)과 웅지(雄志)를 품었든 한생애의 전체험(全體驗)

이, 한 인격이 왼통 거기 불멸화(不滅化)하였다. 이것이 주는 눈짓과 부르는 

손짓과 소근거리는 말을 나는 모른다. 나는 그것이 그러리라는것을 어렴풋이 

유추할뿐이다. 이 무슨 불행일것이냐.

어떻게하면 한 생애가 한 정신이 붓대를 타고 가는털을 타고 먹으로서 종이

우에 나타나 웃고 손짓하고 소근거릴수있느냐? 어쩌면 한참만큼 손을 펼때마

다 한송이 꽃이 나오는 기술(奇術)에 다다를수있느냐?

우리가 처음에는 선인(先人)들의 그 부러운 기술을 보고 서투른 자기암시를 

하고 염언(念言)을 외이고 땀을 흘리고 주먹을 쥐였다 폈다하는것이다, 거저 

뷘주먹을. 그러는중에 어쩌다가 자기암시가 성공이되는때가 있다. 비로소 주먹

속에 들리는 조그만 꽃하나. 고화시중(枯花示衆)의 미소요, 이심전심(以心傳

心)의 비법이다.

이래서 손을 펼때마다 꽃이 나오는 확실한 경지에 다다르려면 무한한 고난

과 수련의 길을 밟아야한다. 그러나 그가 한번 밤에 흙을 씻고 꾸며논 무대위

90) 김재혁, 「박용철의 릴케 문학 번역과 수용에 관한 연구―릴케의 문학이 박용

철의 창작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독일문학』 46권 1호, 한국독어독문학회, 

2005,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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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흥행하는 기술사(奇術師)로 올라설때에 그의손에서는 다만 가화(假花)조각

이 펄펄 날릴뿐이다. 그가 뿌리를 땅에 박고 광야에 서서 대기(大氣)를 호흡하

는 나무로 서있을때만 그의 가지에서는 생명의 꽃이 핀다.

시인은 진실로 우리가운대서 자라난 한포기 나무다. 청명한 하늘과 적당한 

온도아래서 무성한 나무로 자라나고 장림(長霖)과 담천(曇天)아래서는 험상궂

인 버섯으로 자라날수있는 기이한 식물이다. 그는 지질학자도 아니요 기상대원

(氣象臺員)일수도 없으나 그는 가장 강렬한 생명에의 의지를 가지고 빨아올리

고 받아드리고한다. 기뿐 태양을향해 손을 뻐치고 험한 바람에 몸을 움츠린 

다. 그는 다만 기록(記錄)하는 이상(以上)으로 그 기후(氣候)를 생활한다. 꽃과

같이 자연스러운 시, 꾀꼬리같이 흘러 나오는 노래, 이것은 도달할길없는 피안

(彼岸)을 이상화(理想化)한 말일뿐이다. 비상(非常)한 고심(苦心)과 노력이 아

니고는 그생활의 정(精)을 모아 표현의 꽃을 피게하지 못하는 비극을 가진 식

물이다.

시인의 심혈(心血)에는 외계(外界)에 감응해서 혹은 스사로 넘쳐서 때때로 

밀려드는 호수가 온다. 이 영감을 기다리지않고 재조보이기로 자조 손을 버리

는 기술사(奇術師)는 드디여 빈손을 버리게된다.

③에서 박용철은 시인이란 이렇게 장구한 체험과 기다림을 거쳐서 “한송

이 꽃이 나오는 기술(奇術)”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흥미롭게도 

①에서 잠깐 언급된 ‘기술(技術)’보다 더 위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동음이의

어인 ‘기술(奇術)’, 즉 ‘기이한 마술’이 제시된다. 박용철은 기교주의 논쟁을 

거치면서 김기림이 초창기에 제시했었던 시적 ‘기술(技術)’의 의미를 개념화

하는 데에 성공했으나, 시작(詩作)의 전(全) 과정에는 ‘법칙화할 수 없는 남

는 부분이 있다’고 하며 정확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시적 

변용에 대해서」에 이르러서는, 특히 릴케를 깊이 있게 탐구하면서 시에서

는 ‘비가시적인 것의 가시화’에 앞서 ‘가시적인 것의 비가시화’ 과정이 선결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된다. ‘기술(技術)’에서 ‘기술(奇術)’로의 이행은 상당히 

중요한데, 이는 박용철이 시에 대한 형식주의적 접근에 몰두한 것이 아니라 

형식 이전에 시라는 것이 존재하는 근원적 방식과 시인의 존재 양태를 사유

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그는 ‘기술(奇術)’로 나아가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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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판으로 ‘체험’을 제시하며, 막연한 신비주의적 혹은 유기체론적 시관(詩

觀)에서 탈피한다. ‘체험’은 ‘경험’과 달리 시인이 ‘겪어 온 광범위한 시간과 

공간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91)이다. 그것이 “외계에 감응”하는 것이며, 

“대기를 호흡하는 나무”로 살아가는 일과 같다. 릴케도 시인, 즉 “예술가는 

나무처럼 성장해가는 존재”92)라고 역설한 바 있다.

④ 영감이 우리에게 와서 시를 잉태(孕胎)시키고는 수태(受胎)를 고지(告知)

하고 떠난다. 우리는 처녀와 같이 이것을 경건히 받들어 길러야한다. 조금이라

도 마음을 놓기만하면 소산해버리는 이것은 귀태(鬼胎)이기도한다. 완전한성숙

이 이르렀을때 태반(胎盤)이 회동그란이 돌아떨어지며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개체(個體)는 탄생한다. 많이는 다시 영감의 도음의손을 기다려서야 이 장구한 

진통(陣痛)에 끝을 맺는다.

태반이 돌아떠러진다는 말이 있고, 꼭지가 돈단 말이있다.

눅은 꿀을 드리우면 내려지다가 도로 올라붙는다.―이 스스로 응축(凝縮)하

는힘.

물이 잡혔든 쌀알이 굳어지는것을 거러잡는다고한다.

물과 쌀과 누룩을 비져넣어서 세가지가 다 원형(原形)을 잃은다음에야 술이 

생긴다.

한백년동안 지하실에 묵여두었던 미주(美酒)의 복욱(馥郁)한 향기를 시는 가

져야한다.

이런것들이 선인(先人)이 그체험(體驗)한바 미각을 무어라 설명치못하고 떠

러트린 낯말들이다.

시를 꽃에 비유하나, 구슬에 비기나, 과실에 비기나, 의상에 참으로 우악스

럽게 구두에 견주나 마찬가지로 비유가 그것 그물건은 아니다. 여표지월(如標

指月)이란말이 있다.

시는 시인이 느려놓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을 재료삼은 꽃이나 나무로 어느

91) 김민지, 「박용철의 시론과 ‘서정성’의 탈경계 국면」,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

연구소 학술지 어문논총』 25호,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14, 51쪽. 

92)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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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시인의 한쪽이 혹은 왼통이 변용(變容)하는것이라는 주장을 위해서 이

미 수천언(數千言)을 버려놓았으나 다시 도리켜보면 이것이 모도 미래에 속하

는일이라 할수도 있다. 시인으로나 거저 사람으로나 우리게 가장 중요한것은 

심두(心頭)에 한점 경경(耿耿)한 불을 길르는것이다. 라마 고대(羅馬 古代)에 

성전(聖殿)가운대 불을 정녀(貞女)들이 지키는것과 같이 은밀(隱密)하게 작열

(灼熱)할수도 있고 연기와 화염을 품으며 타오를수도 있는 이 무명화(無名火) 

가장 조그만 감촉에도 일어서고, 머언 향기도 맡을수있고, 사람으로서 우리가 

아모것을 만날때에나 어린호랑이 모양으로 미리 겁(怯)함없이 만져보고 맛보고 

풀어볼수있는 기운을 주는 이 무명화 시인에 있어서 이 불기운은 그의 시에 

앞서는것으로 한 선시적(先詩的)인 문제이다.

그러나 그가 시를 닦음으로 이 불기운이 길러지고 이 불기운이 길러짐으로 

그가 시에서 새로 한거름을 내여드딜수있게 되는 교호작용(交互作用)이야말로 

예술가의 누릴수있는 특전(特典)이요 또 그 이상적(理想的)인 코─스일것이다.

마지막 부분인 ④는 ‘시 쓰기’를 수태고지(受胎告知)93) 모티프에 비유하

며, ‘선시적(先詩的) 문제’인 ‘무명화(無名火)’를 길러낼 것을 촉구하며 글을 

끝맺는다. 이 부분은 「시적 변용에 대해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만큼 박용

철의 후기 시론에 있어서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수태고지 모티프는 이후 정지용 시론과 관련하여 자세히 서술하고자 한

다. 다만 여기서는 박용철이 시를 “새로운 개체(個體)”라고 표현한 것이 주

목된다. 그는 앞선 몇몇 평론에서도 시를 하나의 독립된 개체, 즉 ‘존재’라

고 명명했었다. 

시(詩)라는것은 시인(詩人)으로말미암아창조(創造)된 한낱존재(存在)이다 조

각(彫刻)과회화(繪畵)가 한 개의존재(存在)인것과 꼭같이시(詩)나음악(音樂)도 

한낱존재(存在)이다

- 박용철, 「시문학 창간에대하야」

93) 수태고지(受胎告知): 마리아가 성령에 의하여 잉태할 것임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알린 일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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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낱존재”에서 “한낱”은 괄시의 의미라기보다는 바로 다음 문장에 나오

는 것처럼 ‘한 개’ 혹은 ‘낱개’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시가 하나의 개체이

자 존재라는 것은 조각 작품이나 회화 작품처럼 시도 물성(物性)을 지닌 개

체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를 ‘의미의 시’로 보는 관점에서 ‘존

재의 시’로 보는 관점으로 전환하는 과정94)이라 할 만하다. 시를 존재로 볼 

경우, 근대 시의 구조를 내용-형식으로 양분했던 임화나 김기림의 입장은 

다시 한번 부정된다. 

이러한 존재로서의 시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심두에 한점 경경

한 불을 길르는것”이 중요하다고 박용철은 주장한다. 이 선명한 “무명화(無

名火)”의 온기는 앞선 ‘체험’과 ‘변용’의 시학을 종합해준다. ‘무명화’는 선시

적, 즉 시 이전의 문제이므로 시 자체라기보다는 시가 되기 위한 잠재력과 

유사한 개념이다. 말하자면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릴케가 말

한 ‘필연성’을 박용철만의 언어로 재구성한 것이다. 그러나 ‘시 이전’이라고 

해서 시론의 범주에서 이탈하지는 않는데, 박용철이 보기에 선시적 문제는 

사실상 시 이후의 문제보다 더 본질적이기 때문이다. 비(非)시적인 것이 시

적인 것으로 하나둘 거듭나는 릴케적 ‘변용’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시는 쓰

일 수조차 없다. 박용철의 역점은 ‘시를 어떻게 쓸 것인가’가 아니라 ‘시를 

어떻게 쓸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놓인다. 

시인 내면의 심연에서 일렁이고 있는 “가장 강렬한 생명에의 의지”를 갈

고 닦는 “완전한성숙”에 이르러야 비로소 “복욱(馥郁)한95) 향기”를 내뿜을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선시적인 것은 곧 필수적인 것이다. 

“시의 정신이라는 불꽃은 시인을 단련시키고 아직은 시(새로운 존재)가 

아닌 것들을 불태워 그것들이 새로운 존재로서의 시라는 신생의 영역에서 

새롭게 부활하게 할 것이다.”96) ‘무명화’는 그 자체로 ‘시적 변용’의 계기이

자 필수 요소가 된다. ‘무명(無名)’, 즉 감히 ‘이름할 수 없는’ 신비스러움은 

94) 강웅식, 「박용철 시론 연구-‘존재’와 ‘무명화’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학연

구』 39권,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89~91쪽.

95) 복욱(馥郁)하다: 풍기는 향기가 그윽하다. 

96) 강웅식, 앞의 논문, 98쪽.



- 48 -

‘무명화’라는 개념이 주는 초월적 분위기를 한층 더한다. 이런 탓에 「시적 

변용에 대해서」는 낭만주의적 시론을 대표하는 글로 종종 여겨졌다. 그러

나 낭만주의적 관점이 초월적 차원과 현실적 차원의 경계를 몸의 외부, 즉 

세계 바깥에 두는 것과 달리, 박용철은 자신의 내면에서 탐색한다. 전통적 

낭만주의자와 분명히 변별되는 지점이다.97)

「시적 변용에 대해서」가 남긴 가장 중요한 이미지 가운데 하나인 ‘무명

화’의 특징은 바로 시인의 “심두(心頭)”에 내재(內在)한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박용철은 기교주의 논쟁 혹은 그 이전부터 시 창작에 영향을 미

치는 ‘내부적인 것’을 탐색했다. 그 결과 그것은 임화나 김기림이 말하는 것

처럼 ‘변설’을 위한 ‘내용’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20년대 신시의 경우처

럼 분출을 앞둔 ‘감정’으로만 가득 찬 것도 아니었다. 감정이나 감각, 지성, 

심지어 기억까지 모두 포괄하는 ‘전일체’적인 내면을 갖출 때 비로소 시가 

산출되는 것이다. 

이러한 내면이 가진 ‘총체성’의 가치를 정지용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내면의 총체성은 ‘체험’으로서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과

정을 통해서만 마련될 수 있다. 이때 ‘체험’을 ‘경험’과 구분하는 것이 중요

한데, ‘경험’이 단순히 과거에 겪은 일들을 가리킨다면 ‘체험’은 과거-현재-

미래를 포함한 시간과 공간을 광범위하게 겪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98) 이

러한 총체적 행위로서의 ‘체험’은 시를 쓰는 데에도 중요하다. 바슐라르에 

따르면 시적 상상력으로 구성된 공간 안에서 우리는 직접 ‘살아’99)간다.100)

그래서 시는 ‘삶’의 문제와 유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긴밀해지며, 이것

이 박용철이 말하고자 한 ‘체험’과 ‘전생리’의 가치다. 

97) 전동진, 「용아 박용철의 ‘언어관’에 대한 연구」, 『호남문화연구』 62호, 전남

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7, 86쪽.

98) 김민지, 앞의 논문, 51쪽.

99) 『공간의 시학』에서 바슐라르가 ‘산다’[生]고 서술한 표현들 대부분에, 한국어 

역자는 ‘체험(體驗)’이란 말을 병기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어 동사 ‘vivre’가 지

닌 다의성(더 정확히는 그러한 다의성을 의도적으로 활용한 바슐라르의 의도)

을 염두에 둔 번역이다. ‘vivre’는 다의어로서, ‘살다’라는 기본 의미 외에 ‘체

험하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100) Bachelard, Gaston, 『공간의 시학』, 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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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이나 ‘전생리’가 육체의 영역(감각)과 마음의 영역(감정, 지성) 사이

의 경계를 없앤다고 할 때, 인간 주체의 내면 역시 두 영역이 하나로 통합

된 총체적 공간인 것이다. 이는 본고의 1.2.에서 다루었던 릴케의 ‘내면공

간’ 논의가 충분히 함의했던 내용이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내면공간 안

에서 ‘시적 필연성’으로 작용하는 ‘무명화’의 모티프도 정지용에게서 이어진

다는 것이다. 다만 ‘무명화’의 ‘내재하는 불’의 이미지는 정지용의 시론보다

는 시에서 유사하게 발견되는데, 이것을 설명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주

지하듯 정지용 시는 「시적 변용에 대해서」에 훨씬 앞서서 창작되기 시작

했다. 

정지용은 30~40년대 문학사에서 당파성 논리에 함몰되지 않았으나, 유일

하게 문학적 관계 및 사적 관계 양편으로 박용철과 동질성을 가진다. 즉 30

년대 말의 정지용 시론과 박용철 시론 사이에 보이는 유사성은 단기적인 혹

은 단편적인 영향 관계로만 설명될 수 없다. 박용철의 사망 이후 정지용이 

자신의 시학적 사유를 글로 정립하기까지, 그는 박용철과 그리고 그의 글들

과 내적인 주고받기를 하며 생각을 정리하고 다듬었던 것으로 보인다.101)

또한, 두 사람의 관계를 일방향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박용철 시론에 

드러난 일련의 개념들이 오히려 정지용과의 교류에서 영향을 받아 탄생했을 

수 있는 것이다. 정지용이 초기 시에서부터 이미 ‘내재하는 불’ 이미지를 탐

색하고 있었던 사실을 상기할 만하다. 「시적 변용에 대해서」의 ‘무명화’는 

그러한 시적 이미지를 비평적 이미지로 ‘번역’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확실한 것은 정지용이 시를 ‘회임(懷妊)’과 ‘출산’의 과정으로 보거나 시적 

기다림(‘체험’과 유사한)을 중시하는 태도 등은 박용철의 논법을 이어가는 

것으로, 둘의 교호를 넘어 시문학파적 동근성(同根性)이 분명히 발현되었다

는 것이다.102) 다만 이러한 동근성을 드러내는 정지용의 시론들이 이미 

『문장』에 합류하고 난 뒤에 더욱 열렬히 발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박용철과 유사한 시적 사유들은 이미 정지용만의 시학 원리로 굳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독자적 시론을 구축한 박용철과 달리 정지용은 비평가

101) 이명찬, 『1930년대 한국시의 근대성』, 소명출판, 2000, 329쪽.

102) 위의 책, 3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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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정신주의와 형식주의 사이에서 머뭇거렸다는 평가103)는 그리 정확하지 

않다. 본고에서는 다음의 논의에서 정지용이 자신의 시론을 통해 박용철을 

어떻게 추모하고 동시에 계승하는지, 그리고 릴케적 사유가 더 강화된 시론

이 어떻게 독자적 경지까지 이르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2.3. ‘안으로는 열(熱)’한 것과 내면의 ‘조각법’ 모색

「시적 변용에 대해서」는 비평가 박용철의 이력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

이 될 만한 글이었다. 그러나 글이 발표된 해 5월, 박용철은 아까운 나이에 

생을 달리한다. 시문학파 동인은 물론 해외문학파도 주축이 되어, 그의 장

례를 치른 직후 『박용철전집』 준비에 착수했고 이듬해와 그 이듬해 각 5

월에 1권과 2권을 차례로 출간했다.104) 그뿐만 아니라 정지용과 김영랑 등

은 전집 출간 이후에도 박용철에 관한 몇몇 산문을 남기면서 이른바 ‘추모

적 창작’을 이어갔다.105) 이러한 추모의 열기는 생전에 고인이 본인의 시집 

출간은 마다하면서 지용과 영랑 두 사람의 시집에 온 열의를 쏟은 것에 대

한 보은과도 같았다.

특히 정지용에게 특징적인 점은, 박용철 사후에 수필 형식의 산문뿐만 아

니라 평론적인 산문을 집필하고 발표하는 빈도가 비약적으로 늘었다는 것이

다. 『문장』에 일련의 평문을 발표하기 시작한 것은 1939년 6월 「시의 

103) 음영철, 「박용철과 정지용의 시론 대비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

논문지』 6권 4호,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6, 437쪽. 

104) 김학동, 『박용철평전』, 87쪽.

105) 김영랑은 「박용철과 나」(『박용철전집』 후기), 「인간 박용철」(1939.12), 「문

학이 부업이라던 박용철 형」(1949.10.1) 등 제목부터 애도 감정이 절절히 드러

나는 글들을 몇 편 발표했다. 「인간 박용철」에서는 『시문학』이 “당시 시단의 

한 경이(驚異)”였다고 회고한다. 또한, 『시문학』뿐만 아니라 『문예월간』과 『문

학』 등 다수의 문예지 편집을 담당했던 박용철을 ‘명편집인’이라 일컬으며 그

이 탁월한 편집 능력을 상찬하기도 한다.

    김학동, 『돌담에 소색이는 햇발 같이―김영랑 전집·평전』, 새문사, 2012, 

174~18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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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를 그 기점으로 삼는다고 할 수 있는데, 같은 해 정지용은 어느 문예

지에서 주관한 설문에서 당대 산문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2. 진부평속(陳腐平俗)한 시정설화(市井說話)에서 30년간 저회(低廻)하는 소

위 언문일치(言文一致)를 산문으로 인정할 수 없다. 산문이야말로 가장 타당한 

문장(文章)이다. 그들의 언문일치에서는 하등의 정신(情神)을 느낄 수 없다.

문장과 정신에서 낙오한 것은 <글>이 아니라 <이야기>다. 무식한 이야기꾼

이 너무 많다. 진정한 산문정신에 목말러가는 이에게 기달려 주기 바란다.

- 「설문답(設問答)」106) 일부

다른 설문이나 토론 기록에 드러나는 정지용의 평소 말투가 다소 냉소적

인 편이긴 하나, 그것을 감안해도 정지용이 썼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강도 높은 비판이다. 이 글은 “선생은 앞으로 자기 작품에 어떠한 야심을 

갖고 계십니까”에 대한 대답이었다. 정지용이 자신의 야심으로 ‘진정한 산문

정신’을 꼽았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마땅히 “문장과 정신”이어야 할 산문

을 속된 “이야기”와 동일시하는 어설픈 “언문일치”란, 일전에 박용철이 임

화에게 ‘시는 변설이 아니’라고 반박한 일을 떠올리게 한다. 여하튼 이때 정

지용은 어느 때보다 ‘진정한 산문’을 쓰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문장과 정신”을 짝지어 언급하는 대목은 마치 『문장』 지의 존재 이유를 

대변하는 것만 같다. 

『문장』은 ‘진정한 산문정신’을 실현하기에 좋은 처소가 되어주었다. 정

지용은 ‘연작 시론’이라 할 만한 일련의 시론들(「시의 옹호」, 「시와 발

표」, 「시의 위의」, 「시와 언어」)을 모두 『문장』에 발표했다. 그 중 

「시와 발표」는 그 주제와 수사법이 「시적 변용에 대해서」와 가장 유사

한 글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시론을 통해 일 년 전 죽은 걸출한 비평가

의 존재를 환기하는 ‘추모적 창작’, 혹은 ‘문학적 추모’였다. 정지용이 『문

장』에서 다름 아닌 박용철을 간접적으로나마 호명할 수 있었던 데에는 

『문장』 특유의 느슨한 유파성107) 탓에 배타적인 분위기가 비교적 옅었다

106) 『작품』, 1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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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108) 그리고 위의 설문답에서 드러나듯 산문정신을 향한 정지용의 열

망이 『문장』의 지향점과 엇갈리지는 않았다는 점 등이 크게 작용했을 것

이다. 

시기적으로 가장 앞서는 시론은 아니지만, 박용철을 향한 추모와 산문정

신에의 열망이 교차하는 지점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판단되는 「시(詩)와 

발표(發表)」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직 예술 문화의 순수와 영구

를 조준하기 위하여 시는 절로 한층 고고한 자리를 잡지 않을 수 없는 필

연성에 집착할 뿐이다”와 같은 「시와 발표」��문장을 보더라도, 이 글이 

「시적 변용에 대해서」의 주제를 환기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시를 

쓰기 위한 필연성’이란 핵심 개념을 계승하고 있고, 그것은 시의 ‘고고한 자

리’를 향해야 한다고 지적하는데 「시적 변용에 대해서」에 달린 부제가 바

로 “서정시의 고고한 길”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만하다. 다음과 같은 구절은 

박용철의 시론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한층 더 구체화한다.

107) “『문장』파는 선연한 이념을 제시하고 나섰던 카프와 같은 유파가 아니라 이

태준과 사주 김연만의 사적 관계를 기반으로 삼아 출발하였으며, 이태준·이병

기·정지용의 개인적 문단적 교류 관계가 잡지 발전의 중요한 매개 역할을 했던 

‘자연발생적’ 유파였다. 이 점에서 『문장』은 구인회와 상통하는 면이 있다. 실

제로 『문장』은 구인회의 친분 관계를 이어받고 있는데, 김환태가 바로 그 중요

한 예다.

    (…중략…)

    이렇게 구인회와 『문장』파는 보성고보나 도시샤대학의 지적 분위기, 인적 교

류관계, 그들 사이의 공통적 심정 또는 취향 같은 것이 접착제 역할을 한 독특

한 문학 ‘유파’였다.”

    방민호, 「김환태 비평과 『문장』의 위상학」, 『일제 말기 한국문학의 담론과 

텍스트』, 예옥, 2011, 155~158쪽. 

108) 한편으로는 『문장』이 느슨한 유파성에도 불구하고, “고전과 전통이라는 또 

하나의 전위적 양식”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구인회 안팎에 포진되어 있던 현대

적 스타일리스트들의 연장선으로 기능했다는 관점도 있다. 손유경은 구인회에

서 『문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이 “노선을 바꿔서 상고주의자로 돌아선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즉 이들의 관계는 단절보다 일관성이 더 본질을 이룬다. 

구인회나 『문장』이나 “‘반부르주아 예술=프롤레타리아 예술’이라는 공식을 벗

어나는 미학적 모험”을 감행했다는 측면에서 동질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손유경, 「1930년대 문학의 유산」, 『슬픈 사회주의자』, 소명출판, 2016, 

203~2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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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타당한 시작(時作)이란 구족(具足)된 조건 혹은 난숙한 상태에서 불가

피의 시적 회임(懷妊) 내지 출산인 것이니, 시작이 완료된 후에 다시 시를 위

한 휴양기가 길어도 좋다. 

― 「시와 발표」109) 일부

시 쓰기란 수태고지 이후 새 생명을 잉태하는 것과 같다는 「시적 변용에 

대해서」의 결론은 여기서 “시적 회임(懷妊)”, 즉 시적인 ‘임신’이라는 개념

으로 변주된다.110) 시작 행위를 회임 및 출산 행위에 비유한 것은 단지 유

기체론적인 시론에 머물기 위함이 아니라, 뒤에 이어서 언급하는 “시를 위

한 휴양기”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 휴양기가 길어도 좋은 까닭은, 그것이 

“정체(停滯)”와는 다르며, 시적 휴양 혹은 휴식은 “생명의 암암리(暗暗裏)의 

영위(營爲)”, 즉 어둡고 조용한 곳에서 행해지는 ‘생명’적 행위에 가깝기 때

109) 정지용, 『정지용 전집 2:산문』, 최동호 편, 서정시학, 2015. (이하 정지용의 

모든 산문은 여기에서 인용)

110) 『정지용시집』(1938)의 표지화가 프라 안젤리코(Fra Angelico, 1387~1455)

가 그린 「수태고지」(1433~1434)라는 작품의 일부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에 대해서는 전세진(2017)의 연구가 유일하게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소래

섭은 『정지용시집』에 나타난 표면적 불협화음을 규명하는 작업(소래섭, 「『정지

용시집(鄭芝溶詩集)』에 담긴 박용철(朴龍喆)의 의도와 구인회(九人會)의 흔적」, 

『어문연구』 Vol.46 No.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8)에 표지화의 문제를 연결

시킨다. 수태고지 모티프를 박용철과 정지용이 어느 정도 공유했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둘 사이의 연결고리보다는 충돌지점이 두드러졌다는 게 이 연구

의 요지이다. 당시 시집 편집을 보다 주도했던 쪽은 박용철이므로 표지화를 선

정하는 데에도 박용철의 입김이 더 셌다고 봐야 하며, 「시와 발표」 역시 박용

철의 시론과 비슷한 점이 보이긴 하나 시기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글의 구체적

인 취지도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소래섭의 결론에 동의하기 어

렵다. 「시적 변용에 대해서」와 「시와 발표」 사이의 시간적 거리는 정지용이 스

스로 말한 ‘시적 휴양’과 조응한다고 봐야 한다. 단지 시기적으로 다르기 때문

에 차이가 두드러진다고 한다면 그의 금강산행과 그에 관한 기록 사이에도 존

재하는 시간적 거리가 제대로 설명되지 못한다. 또한, 「시와 발표」에 나타난 

‘시적 회임’은 다작(多作)을 경계하는 내용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세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텍스트를 잘 살펴보면 오히려 다작을 경계하는 조언은 핑계

에 가깝고 글의 후반부로 갈수록 「시적 변용에 대해서」의 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시적 휴양기’와 관련된 ‘체험’, 즉 박용철이 릴케를 인용하여 말한 ‘기다

림’을 뒷받침하는 개념에 가깝기 때문이다. 글의 결론처럼 등장하는 “생명의 

검사”라는 표현 역시 「시와 발표」를 단조롭게 읽어내는 관점에 강력한 반증으

로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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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따라서 시인은 겸허히 휴양기를 받아들이고 ‘기다림’에 충실해야 한

다. 시를 생명의 잉태와 동일시하는 관점은 릴케에게서도 특징적으로 드러

난 것이었다. 

모든 것은 산(産)달이 되도록 가슴속에 잉태하였다가 분만하는 것입니다. 모

든 인상과 느낌의 모든 싹이 완전히 자체 속에서, 어둠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우리 자신의 이성으로 도달할 수 없는 것 

속에서 완성에 이르도록 내버려두십시오. 그러고 나서 깊은 겸손과 인내심을 

갖고 새로운 명료함이 탄생하는 시간을 기다리십시오.111)

― 릴케, 「세 번째 편지」,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릴케가 누누이 강조하는 ‘내면으로의 

집중’과 자발적 ‘고독’이란, 생명을 잉태하기까지 산부가 겪는 오랜 인내의 

시간과 다르지 않다. 릴케와 마찬가지로 박용철과 정지용이 ‘시적 기다림’을 

중시한 데에는 ‘시’라는 장르 특유의 ‘치열함’을 역설하려는 의도가 배어 있

다. 

그런데 정지용이 생각하기에 시는 산문과 달리 “의무로 쓸 수” 없다. 시

는 꽃이 피고 아이가 태어나는 필연적 자연 현상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즉 

정지용은 ‘인위성이 제거된 치열함’이란 역설을 시론을 통해 주장하고 있으

    

    ▲ 프라 안젤리코, 「수태고지」(1433~1434)

111)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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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러한 역설은 내면으로부터의 필연적 요구와 시적 기다림의 과정을 거

쳐 가능해지는 것이다. 정지용은 「수수어 2」(조선일보, 1937.6.9.)에서 청

탁을 받아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저널리즘적 글쓰기에 대한 반감을 드

러낸 바 있다. 마감 시간까지 글을 써내지 않으면 “너의 목이라도 갓다 바

치고 대령하라는” 협박하는 것과 같은 윤전기(輪轉機)112)는 시적 휴양과 회

임을 허용하지 않는 글쓰기, 즉 저널리즘적 산문과 ‘변설’을 대변한다. 여기

서 정지용은 시와 산문의 비교를 통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시정신’과 ‘산

문정신’을 동시에 밝히고 있다. 이 대목에 따르면 앞서 「설문답」에서 비

판했던 “진부평속한 시정설화”의 산문은 바로 저널리즘적 산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시적 휴양기’는 새로운 시를 쓰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시인의 조

건인 것처럼 서술된다. 이 시기에 시인은 공허하게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주변의 모든 것들을 ‘체험’해내야 한다. 「시와 발표」는 사뭇 진지한 

수사를 동원하며 결론에 이른다. 

그보다도 더 좋은것을 얻을수 있는것은 바다와 구름의 동태(動態)를 살핀다

든지 절정에 올라 고산식물(高山植物)이 어떠한 몸짓과 호흡을 가지는것을 본

다든지 들에 나려가 일초일엽(一草一葉)이, 벌레 울음과 물소리가, 진실히도 

시적운율(詩的韻律)에서 떠는것을 나도 따라 같이 떨수있는 시간을 가질수 있

음이다. 시인이 더욱이 이시간에서 인간(人間)에 집착하지 않을수 없다. 사람

이 어떻게 괴롭게 삶을 보며 무엇을 위하여 살며 어떻게 살것이라는것에 주력

하며, 신과 인간과 영혼과 신앙과 애(愛)에 대한 항시 투철하고 열렬한 정신과 

심리를 고수(固守)한다. 이리하여 살음과 죽음에 대하여 점점 단(段)이 승진(昇

進)되는 일개(一個) 표일(飄逸)한 생명(生命)의 검사(劍士)로서 영원(永遠)에 

서게 된다. (강조: 인용자)

― 「시와 발표」

시를 쓰기 위해 온갖 자연의 풍광과 사물들을 응시하고 인간의 다양한 모

112) 윤전기(輪轉機): 윤전 인쇄기. 신문이나 잡지 등 한꺼번에 많은 인쇄물을 인

쇄할 때에 쓰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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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들에 주목하라는 당부는, 「시적 변용에 대해서」에서 박용철이 인용했던 

『말테의 수기』와 매우 흡사113)한 내용과 어조를 담고 있다. 이는 정지용

이 박용철의 글을 환기함과 동시에, 「시적 변용에 대해서」가 바탕을 두었

던 릴케의 사유를 정지용 자신만의 언어로 재구성한 것이라는 의의가 있다. 

즉 어떤 점에서는 직접 인용에 그치고 있는 박용철보다 릴케를 더욱 능동적

으로 호명한 셈이다. 

이에 더하여, “생명의 검사”라는 의미심장한 표현이 출현한 마지막 문장

이 시선을 잡아끈다. 생명의 검사라는 고귀하고 영웅적인 시인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간에 집착”해야 한다. 이 대목은 시적 창작 태도에 

관한 논의에서 시인의 존재 자체에 관한 논의로 옮겨간 것114)으로 볼 수 

있고, 시의 재료가 결국 인간의 삶과 죽음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삶’의 문제

에 포진해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생명의 검사”에서 ‘생

명’이란 유기체론적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박용철의 ‘전생리(全生理)’ 개념

을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있다. 정지용은 릴케와 박용철의 체험 시론을 시인

의 존재론으로 확장하여 이해했다. 

시인을 하필이면 검을 다루는 ‘검사’로 비유한 것은 ‘당부’의 뉘앙스로 일

관하고 있는 이 글의 분위기에는 이질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

은 박용철의 ‘검객’ 비유로부터 이어지는 나름의 계보를 지닌다. 앞서 살펴

보았듯, 박용철은 기교주의 논쟁 당시 일본 사상가 “竹友藻風”의 의견을 따

라서 시적 ‘기술(技術)’을 “상적(相敵)한 적수(敵手)를만나 생사를 겨루는 

순간의 검객(劍客)의 칼끝”(「기교주의 설의 허망」)에 빗댔다. 이러한 ‘검

술(劍術)’ 모티프는 김기림이 보들레르를 인용했던 것을 암시하면서 시작(詩

作)을 ‘기교’와는 다른 치열한 창작 행위로 격상시키고자 하는 의도였다. 정

113) 『말테의 수기』의 말테도 “한 줄의 시를 쓰기 위해서는 많은 도시와 사람들 

그리고 사물을 보아야 하며 동물들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아이를 낳

는 여자와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며 삶과 죽음의 인간적인 문제를 몸소 체험

해야 한다는 것 역시 「시와 발표」의 요지와 유사하다.

    Rilke, R. M., 『릴케 전집 12: 말테의 수기』, 김용민 역, 책세상, 2001, 26쪽 

참조.

114) 신범순, 「정지용의 시와 기행산문에 대한 연구―혈통의 나무와 德 혹은 존

재의 平靜을 향한 여행」, 1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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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에게도 그 계보가 이어졌다. 그러나 그동안에 박용철은 한계에 봉착한 

‘기술(技術)’ 개념을 파기하고 ‘기술(奇術)’로 대체했다. ‘기술(奇術)’에 담긴 

지나치게 신비주의적인 색채를 퇴색하기 위해 릴케의 ‘변용’을 빌려온 것이

었다. “생명의 검사”는 이전 “검객”의 이미지가 가진 과도한 긴장을 조금 

덜어낸 채, 「시적 변용에 대해서」가 닿고자 했던 시인의 초상에 근접한

다. 이제 시의 검술은 ‘생사(生死)’를 겨루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 ‘생명(生

命)’ 그 자체를 관장하는 검사가 되게끔 한다. 

“살음과 죽음에 대하여 점점 단(段)이 승진”되어 “영원”에 서게 된다는 

구절은 시인을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까지 간주하는 것처럼 읽힌다. 정지용

은 다른 글에서 “시인은 정정(亭亭)한 거송(巨松)이어도 좋다./그위에 한마

리 맹금(猛禽)이어도 좋다./굽어보고 고만(高慢)하라”(「시의 옹호」)라고 

하며, 시인을 한층 더 ‘높은’ 존재로 인식한다. 시인의 ‘검술’이 기교나 기술

(技術) 차원에 그쳤다면 이러한 시인의 고결성을 절대로 성취될 수 없는 것

이다. 정지용이 임화의 비판을 빠져나와 ‘위대한 시인’의 형상을 수립하기까

지는, 시적 공간으로서 ‘내면’을 파악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수적이었다.

정지용은 윌리엄 블레이크(William Blake, 1757~1827)의 시를 주제로 도

시샤대학 영문과 학부 졸업논문을 썼다. 영어로 쓰인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에 있어서의 상상력」이란 제목의 이 논문은 블레이크의 ‘시적 변모’로서

의 상상력을 중시하고 있다. 당시 정지용이 보기에, 블레이크의 상상력이란 

우주 전체를 시적으로 변모시키며 ‘진리’를 구하게 만들 정도로 근본적인 

힘이다.

자아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상상력이다. 그러므로 상

상력은 최상의 절대적인 실재였다. 우리가 상상력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할 때, 

우리는 외적 현상을 실재라고 잘못 생각하는 오류를 면할 수 있다. 만약 우리

가 모든 물리적인 사물들을 상징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대상들이 우리에

게 주는 암시나 진리를 점차 인식하게 될 것이다.

―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에 있어서의 상상력」115)

115) 『정지용 전집 2:산문』(서정시학, 2015)에서 발췌한 정지용의 학부 졸업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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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서술은 정지용이 초창기부터 외적 현상의 공고한 실재성을 부정하

고, 상상력이 줄 수 있는 ‘진리’의 힘을 믿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블레이크

에 공명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내 시편을 창작하고 박용철과의 

교류를 거치면서, 정지용은 시인의 내면을 블레이크 식의 낭만주의적·신비주

의적 상상력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 

정지용은 ‘내면의 위대함’을 통해 스스로 독립적인 존엄성을 확보116)하는 

방식으로 딜레마를 극복해나간다. 즉 릴케적 ‘변용’을 거친 내면공간은 그 

자체로 자족적인 공간이며 모든 분열과 결여를 허락지 않는 온전한 공간이

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지용의 시론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

다.

“안으로는 열(熱)하고 겉으로 서늘옵기”라는 「시의 위의」의 구절은 매

우 유명하다. 정지용의 창작방법론으로 취급되는 이 구절에서 압도적으로 

중요하게 읽히는 부분은 후자, 즉 “겉으로 서늘옵기”다. 언뜻 보기에 정지용

은 내면의 원초적인 감정을 다소 낮은 단계의 것으로 격하시키며, 이것을 

철저한 언어적 조탁으로 끌어 올리기를 촉구하는 것 같다. ‘20년대 시의 지

나친 감정의 용솟음’을 지양117)했다는 정지용에 대한 일반적 평가와도 무리 

없이 어울리는 대목이다. 그런데 이러한 결론은 앞선 도시샤대학 졸업논문

에서 엿보였던 내적인 상상력에 대한 옹호와 전적으로 맞선다. 졸업논문이

야 시간적 격차가 있는 글이라 치부하더라도, 같은 시기에 발표된 「시의 

발표」와도 서로 모순되는 듯하다. 

정열(情熱) 감격(感激) 비애(悲哀) 그러한것 우리의 너무도 내부적(內部的)

인것이 그들 자체로서는 하등(何等)의 기구(機構)를 갖추지 못한 무형(無形)한 

업화적(業火的) 괴체(塊體)일것이다. 제어(制御)와 반성을 지나 표현(表現)과 

제작(製作)에 이르러 비로소 조화와 질서를 얻을뿐이겠으니 슬픈 어머니가 기

은 김구슬(협성대학교 영문과 교수)의 번역을 따른다. 

116) 신범순, 「정지용 시에서 ‘詩人’의 초상과 언어의 특성」, 134쪽.

117) 박철희, 「참신한 동양인=정지용」, 1980. (김은자 편, 『정지용』, 새미, 1996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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쁜 아기를 탄생한다.

표현 기구 이후의 시는 벌서 정열도 비애도 아니고 말었다. 일개(一個) 작품

이요 완성이요 에술일뿐이다. 일찍이 정열과 비애가 시의 원형(原型)이 아니었

던것은 다만 시의 일개(一個) 동인(動因)이었던 이유로서 추모(追慕)를 강요하

기에는 독자는 직접 작품에 저촉(抵觸)한다.

독자야말로 끝까지 쌀쌀한대로 견디지 못한다. 작품이 다시 진폭(振幅)과 파

동(波動)을 가짐이다. 기쁨과 광명(光明)과 힘의 파장(波長)의 넓이 안에서 작

품의 앉음 앉음새는 외연(巍然)히 서늘옵기에 독자는 절로 회득(會得)과 경의

(敬意)와 감격(感激)을 갖게 된다.

근대시가 안으로 열(熱)하고 겉으로 서늘옵기는 실상 위의문제(威儀問題)에 

그칠뿐이 아니리라. 

― 「시의 위의」

「시의 위의」는 시의 위엄, 즉 시인이 “생명의 검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위엄스러운 일종의 ‘아우라’에 대하여 논한 글이다. 그

런데 이 글에 깔린 의도의 많은 부분은 기교주의 논쟁에서 임화가 정지용에

게 가했던 비판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박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창」을 두고 임화와 박용철은 ‘변설’인 시와 ‘변설 이상의 시’를 구분

하여 대립했었다. 이때 임화는 「유리창」에 드러난 자식 잃은 슬픔의 감정

이 “만사람의 동포의 사(死)와 불행”(「기교파와 조선 시단」)에 비해 소박

할뿐더러 그 표현 방식도 깊이가 없는 ‘기교’에 불과하다고 했다. 「시의 위

의」에서 “추모를 강요하기에는 독자는 직접 작품에 저촉”한다는 문장은 이

에 대한 논박이다. 정지용이 「유리창」을 쓴 것은 감정을 분출하기 위함

도, ‘추모’를 독자에게 강요하기 위함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내부적인 것’을 제어와 제작을 통해, 조화와 질서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

장은 임화의 비판에 간접적으로 대응하면서 박용철의 이른바 ‘변설 반대론’

을 지지하려는 의도에서 표면화된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의도를 조금 제거하

고 글을 읽을 때, 오히려 ‘내부적인 것’에 대한 정지용의 애착을 엿볼 수 있

다. 내부적인 정열·감격·비애를 ‘서늘한’ 시로 만들어내는 과정은 “슬픈 어머

니가 기쁜 아기를 탄생”하는 것에 비유된다. 그렇다면 ‘내부적인 것’이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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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 어머니”에 대응하며, ‘시적 회임’과 ‘출산’에 대한 정지용의 강조를 고

려하면 이 “슬픈 어머니”가 “기쁜 아기”에 비하여 부정적인 의미라고 보기

는 어렵다. 오히려 ‘내부적인 것’은 시의 모체(母體)로서 의미화된다. 또한, 

정지용에게 시는 끝내 내적인 “진폭과 파동”을 가지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는 역으로 독자에게 ‘쌀쌀’해지기를 경계하고 ‘서늘옵기’의 적정선을 지킬 

것을 권장하고 있기도 하다.

정지용은 “안으로는 열”한 정열, 감격, 비애 등을 적절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괴체(塊體)”, 즉 ‘덩어리’로 표현한다. 그러나 이 ‘덩어리’에 대한 사

유는 박용철으로부터 이어진 것이다. 박용철은 시적인 표현이란 “가슴에 뭉

얼거리는 덩어리를 가지고 언어 가운데서 그것에 가장 해당한 표현을 찾으

려”(「기교주의 설의 허망」) 하는 것이라 했었다. 이때 ‘덩어리’는 시적 ‘내

용’을 상정하는 임화와 김기림에 반대하여 시를 물성을 지닌 ‘존재’로 보기 

위한 표현이다. 시가 쓰이기 전, 즉 ‘선시적’인 내면은 정제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내부에서 ‘덩어리’로서 묵직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다. 정지용은 ‘덩어리로부터 시를 만든다’는 착상을 조각(彫刻) 예술에 대한 

은유로 한층 발전시킨다. 

朴(박용철을 뜻함. ― 인용자): 그러면 시가 그러케 되여서 표현까지 이르는 

경로는 엇더케 됩니까?

鄭(정지용을 뜻함. ― 인용자): 처음에 상(想)이 올때는 맛치 나무에 바람이 

부는 것 갓해서 떨니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시를 배는 것이지요, 그래서 붓을 

드는데 그때는 정리기(整理期)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회를 기둘러야지요 애

를 배어도 열달을 기둘러야 사람의 본체가 생기드시 시도 밴 뒤에 상당한 시

기를 경과해야 시의 본체가 생기는데 그 시기를 기두리면서도 늘 손질을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조각이란 대리석(大理石)속에 드러잇는데 그것을 파고 쪼아

서 조상(彫像)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으로 아모리 손질을 해도 결

코 인공적인데가 업는 것이 아닙니까. (강조: 인용자)

― 「시문학에 대하야」118)

118) 『조선일보』, 19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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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용과 박용철은 이미 서로 준비가 된 내용을 문답의 형식으로 풀어내

고 있는 듯하다. 시를 쓰고자 하는 필연적인 욕구와 그것을 길러내는 과정

을 ‘애를 배는 것’에 비유하는 대목은 「시적 변용에 대해서」와 거의 겹치

는데, 두 텍스트가 모두 1938년 1월에 동시에 발표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시적 변용에 대해서」와 「시와 발표」 이전까지 두 사람이 부단하

게 생각을 주고받으며 나름의 합의점에 도달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기 때문

이다. 시와 조각 예술 사이의 유비는 김영랑의 시를 논하는 다른 텍스트에

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시인의 운율과 희열(喜悅)의 제작(製作)은 그 동기적(動機的)인 점에서 그의 

비결을 공개치 아니하나니 시작(詩作)이란 언어문자의 구성이라기보담도 먼저 

성정(性情)의 참담(慘憺)한 연금술이오 생명(生命)의 치열한 조각법(彫刻法)인 

까닭이다. (강조: 인용자)

― 「시와 감상: 영랑과 그의 시 2」119)

시작을 ‘연금술’에 비유한 것은 일찍이 김기림이 스치듯 언급했던 보들레

르적 ‘시적 연금술’을 환기하는 것이요, 기술(奇術)과 변용(變容)에 이른 박

용철의 시론을 더욱 명징하게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생명의 치열한 조각

법”은 “표일한 생명의 검사”와 이어지는데, 즉 정지용은 “언어문자의 구성”

과 같은 기교가 아니라 “성정”, “생명” 등 선시적 요소에 방점을 둔다. 

무엇보다 인용한 두 텍스트에서 정지용은 조각이란 바깥에서 안으로 깎아

내어 형상을 만든다는 통념과 달리, 그 재료인 ‘덩어리’ 안에 이미 형상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견지한다. 즉 ‘덩어리’는 시보다 저급한 것이 아니라, 오

히려 시의 ‘본체’다. 정지용이 시적 질료로서 ‘성정’이나 ‘생명’ 등을 강조하

고 밖에서 안으로 깎아내는 조각 예술을 언급하는 데에는, “업화적 괴체”로

서의 “너무나 내부적인 것”을 시적 원천으로 인정하려는 관점이 깔려 있는 

것이다. 

119) 『여성』 3권 9호, 1938.9



- 62 -

조각으로부터 시의 본질을 발견해내는 과정은, 릴케가 『로댕론』을 저술

하면서 자신의 존재론적 시론을 더 공고히 한 것과 상통한다. 『로댕론』은 

로댕의 작품을 해명하려는 예술사적 논문이 아니다. 그보다는 로댕이란 걸

출한 조각가를 빌려, 역시 창조를 하는 시인인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고백

을 대신하는 것에 가깝다.120) 릴케는 로댕의 인간학적인 주제, 즉 삶을 통

과해 가며 죽음까지 초극하는 영원성에 다다른다는 주제를 읽어낸다.121) 정

지용도 이 ‘생명’을 치열하게 조각하여, ‘생명의 검사’로서 ‘영원’에 서게 된

다고 했다. 

요컨대 릴케와 박용철을 전유한 정지용의 시론은 인간 주체의 ‘내면’을 

“안으로는 열한 것”으로 가득 찬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한다. 이 공간 자체

로서 ‘시’가 되는 것은 그것은 형체를 지니지 않았기에 불가능한 일이지만, 

‘내밀한 비가시성의 공간’인 내면공간을 통해야 ‘시가 아닌 것’이 비로소 시

가 되기도 한다. 정지용은 이러한 시작 과정을 “시적 기밀(機密)에 참가하

야 그 당오(堂奧)”(「시와 발표」)에 들어서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당오’란 

‘학문의 깊은 뜻’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만, 본래 ‘마루와 방의 깊숙한 

곳’이란 좀 더 직관적인 의미가 있다. 즉 시를 쓰는 것이란 ‘방의 깊숙한 

곳’에 들어가듯, 내밀하고 깊은 내면공간에 스스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

는 일이다. “무한은 우리들의 내부에 있는 것”122)이다. 이 내부의 광활함을 

이해하는 것은 정지용에게 시의 본질을 겨누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무한한 내면공간’은 시인뿐만 아니라 인간 주체의 내부에 실재하는 공간

으로 파악된다. 다만 시인이야말로 이 공간을 ‘시(詩)’-공간으로 재구성함으

로써, 존재의 근원성을 더 잘 탐구할 수 있는 존재다. 내면공간의 시학은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기도 한다. 아도르노의 정신적 후계자로 일

컬어지는 미학자 크리스토프 멘케는 미학을 인간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위

해, ‘미학적 힘’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힘의 미학은 미학적인 것을 (무엇

120) Lefmann, Wolfgang, 『릴케―영혼의 모험가』, 김재혁 역, 책세상, 1997, 

284쪽. 

121) 신범순·조영복, 『깨어진 거울의 눈』, 현암사, 2000, 157쪽. 

122) Bachelard, Gaston, 『공간의 시학』, 3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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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에 관한) 감각적 인식과 묘사가 아니라, 표현의 유희로서 파악한다. 다

시 말해서 그것은 실천 속에서 능력이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실현

시키는 힘을 통해 추동된다. 여기에서 힘이란, 그것이 “어둡고” 무의식적이

기 때문에, 아무것도 재인식하지 않고 재현하지 않는다. 그것은 주체의 힘

이 아니라, 주체로서의 자신과 구분되는 인간의 힘이다. 힘의 미학은 일종

의 인간 본성에 대한 가르침이다. 실천하고 연습하면서 획득한 문화와는 구

분되는, 인간의 미학적 본성에 대한 가르침이다.”123)

정지용의 ‘내면공간’의 시학에서 ‘불’ 이미지가 파생되는 데에는 멘케가 

제시한 것과 유사한 ‘힘’에 대한 사유가 깃들어있다고 여겨진다. ‘유한’에서 

‘무한’으로의 변용은 주체의 의식적인 조절과 기술만으로 달성될 수 없다. 

‘재현’과 ‘재인식’ 등이 통하지 않는 유희적이고 무한한 내적 에너지를 발견

하는 것, 이것이 정지용 시학의 핵심을 이룬다. 3장에서는 그러한 에너지의 

상징으로서 ‘불’이 어떻게 변주되고 있는지를 본고에서는 주목하고자 한다. 

박용철의 ‘무명화’와 정지용의 ‘안으로 열한 것’이 내면을 관장하는 가장 중

요한 요소가 된 것처럼, 정지용은 시론이 아닌 시편에서도 이 불씨를 어떻

게 지켜내야 하는가에 가장 큰 애착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123) Menke, Christoph, 앞의 책,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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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면공간’ 시학을 구성하는 불 이미지의 변모 과정 

3.1. 초기 시편의 아이 모티프와 내적 에너지의 발견

초기 시편에 드러난 이미지와 주제를 분석하기에 앞서, 정지용의 문단 활

동이 시작된 경위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를 대표적인 초기 

시편인 「카페―·프란스」를 해석하는 문제로 초점화하고자 한다. 오늘날 정

지용의 첫 발표 시편으로 알려진「카페―·프란스」는 사실 『학조(學潮)』

에 발표되기 1년 전 일본어로 먼저 발표124)된 바 있다. 정지용은 1923년에 

도시샤대학(同志社大學)에 입학하여 1929년 졸업하기까지 7년이라는 꽤 오

랜 기간을 일본 교토에 체류했다. 장남 출생 등의 이유로 고향을 자주 왕래

했음을 감안해도 20대 시절의 대부분을 교토에서 보낸 셈이다. 즉 정지용 

시의 출발을 논하는 데에 있어서 이른바 ‘교토 체험’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교토 체험이 ‘근대적 신문물에 대한 경이’와 ‘망국민으로서의 비

애’라는 두 가지 국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 채 이해된다는 것이다. 

「카페―·프란스」는 이러한 시각을 가장 잘 뒷받침해주는 작품으로 평가되

어 왔다. 일찍이 이 작품의 특징을 “서구지향성”과 “실향민의 비애”로 정리

한 김학동125)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는 ‘카페 프란스’란 시적 배경을 상반

되는 두 가지 감정이 충돌하는 ‘내적 혼돈’126)의 공간으로 바라보게끔 한다. 

당시 정지용이 망국 상태에 있는 유학생 신분이었다는 점과 ‘이국종 강아

지’가 등장하는 마지막 두 연의 내용이 맞물려서, 이 시를 디아스포라적 의

124) 『동지사대학예과학생회지(同志社大學豫科學生會誌)』 4호, 1925.11. 

   일본어 발표작과 조선어 발표작 사이에는 구성과 표현 양면에서 모두 큰 차이

가 없다. 다만 4연의 마지막 행인 “제비 처름 저진 놈이 여간다”의 경우, 원

래 일본어 원문은 “들개처럼 젖은 놈이 날아간다(野良犬のやうに濡れたやつが

飛んで行く。)”였다. 

125) 김학동, 『정지용연구』, 28~33쪽.

126) 노춘기, 「정지용 초기시의 “감각”과 근대 표상 인식―『학조』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51권, 한민족문화학회, 2015, 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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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소산으로 보고자 하는 관점127)에 일견 힘이 실린다. 정지용의 교토 체

험과 당시 쓰인 작품들에서 ‘내적 혼돈’의 양상이 분명 엿보이는 것은 사실

이다. 그러나 「카페―·프란스」와 거의 동시에 발표되었던 일본어 산문 

「시·개·동인」(원제는 「詩·犬·同人」)에 주목하면, 이러한 관점에 대하여 

재론할 여지가 남는다. 

한 여름의 별이 빛나는 하늘은 멋진 수박을 싹둑 자른 것 같다고 말하면 고

다마(兒玉)는 천녀(天女)가 벗어 놓은 옷 같다고 말한다. 미이(ミイ)의 붉은 뺨

은 작은 난로 같다고 말하면 고다마는 미이의 요람 위에 무지개가 걸려있다고 

말한다. 북성관(北星館)의 2층에서 이러한 풍의 사치스런 잡담이 때때로 교환

되는 것이다. 그가 도기(陶器)의 시를 썼을 때 나는 붉은 벽돌의 시를 썼다. 

그가 눈물로 찾아오면 밤새 이야기할 각오를  한다.

「시는 연보라색 공기를 마시는 것이거늘」이라고 그가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렸을 때

「시는 개를 애무(愛撫)하는 것이거늘」이라고 내 멋대로의 정의로 맞받아쳤

다.

개를 사랑하는 데 그리스도는 필요하지 않다. 우울한 산책자 정도가 좋은 것

이다.

(…중략…) 

다양한 남자가 모여 있다.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외로워하는 남자 야마모토

(山本)가 있는가 하면 「아아 카페 구석에 두고 잊어버린 혼(魂)이 지금 연인

을 자꾸만 찾는다!」라고 신미래파처럼 구는 마쓰모토(松本)가 있다. 그는 이

야기 중에 볼품없는 장발을 멧돼지처럼 파헤치는 버릇이 있다. 

어쟀든 우리들은 힘내면서 간다면 좋다. 요즈음 시작(詩作)을 내어도 바보 

취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바보 취급해서 써버리면 되지. (강조: 

인용자)

― 「詩·犬·同人」128)

127) 김응교, 「정지용의 〈카페·프란스〉와 타자로서의 일본」, 『한국언어문화』 68

호, 한국언어문화학회, 2019.

128) 『자유시인(自由詩人)』 1호, 1925.12.

   번역은 인용 출처와 동일한 『정지용 전집 2: 산문(최동호 편, 2015)』을 따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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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개·동인」은 당시 정지용이 교토의 젊은 시인들과 정지용이 교류했던 

실증적인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흔치 않은 자료이면서, 「카페―·프란스」

와의 상호텍스트성이 두드러져 이 시편을 읽어내는 새로운 맥락을 제시한

다. 

글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인물인 ‘고다마(兒玉)’는 교토 시단을 대표하던 

시인 고다마 사네치카(児玉実用, 1905~1993)를 가리킨다. 도시샤대학 1년 

후배였던 고다마는 정지용과 함께 문예지 『자유시인(自由詩人)』을 만들고 

편집동인으로 참여했으며, 『자유시인』의 전신은 도시샤대학 예과생 동인

을 중심으로 발간되었던 『가(街)』129)였다.130) 정지용은 고다마를 비롯한 

도시샤대학 출신 문인들과 함께 교토 시단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었다. 

「시·개·동인」의 사람들이 모여있던 공간인 “북성관(北星館) 2층”에서 ‘북

성관’은 일명 ‘호쿠세이관’으로, 구마키 쓰토무에 따르면 고다마의 하숙집이

자 『자유시인』의 발행처였다.131)132) 정지용은 “사치스런 잡담”이라 표현

했지만, 「시·개·동인」의 내용을 볼 때 호쿠세이관은 문인들 사이의 사적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던 ‘연대’의 공간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시란 개를 

애무하는 것’이란 농담 섞인 정지용의 아포리즘은 이러한 교류 가운데 나온 

것인데, 이는 「카페―·프란스」에서의 “이국종 강아지”를 강하게 연상시킨

다. 이 시에서는 ‘내가 개를 애무하는 것’이 ‘개가 나를 애무해주는 것(“내 

발을 할터다오”)’으로 미묘하게 뒤바뀌어 있을 뿐이다.133)

129) 일본어 시편까지 포함한다면, 현재까지 정지용의 최초 발표 시편은 「신라의 

석류(新羅の柘榴)」로 확인된다. 이 작품이 발표되었던 지면이 바로 『街』 (2권 

3호, 1925.3.)다. 「신라의 석류」는 1927년 『조선지광』에 「석류(柘榴)」로 재발

표되기도 했다.

130) 구마키 쓰토무(熊木勉), 「鄭芝溶と『自由詩人』」, 植民地朝鮮の文学 文化と

日本語の言説空間(2) 심포지엄 발표문, 2014.7.5., 6쪽.

131) 구마키 쓰토무, 위의 글, 7쪽.

132) 김동희의 추론에 따르면, 호쿠세이관은 교토부립식물원 부근에 위치해있었

을 것이며 정지용의 하숙집 역시 이곳과 멀지 않았을 것이다. 

    김동희, 「정지용과 ‘교토’라는 장소」, 『한국시학연구』 45호, 한국시학회, 

2016, 134쪽.

133) 다만 마지막 연에서 시적 화자가 “오오. 이국종 강아지야”라고 부르며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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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용은 대개 중기 이후(즉 『가톨릭청년』 창간 이후)에 산문을 창작 

및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초기에도 6편134)이나 되는 일본어 산문을 

남겨 놓았다. 이 시기 산문들은 정지용의 다른 산문들에 비해 다소 이질적

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1939년을 전후로 한 후기에 발표된 산문들은 2.3.에

서 인용한 「설문답」에서 알 수 있듯, 산문 양식에 대한 정지용의 자각적 

의식에 근거하여 창작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자각은 「소묘(素描)」

를 위시한 중기 산문에서 이미 실마리를 보인 것이기도 하다. 정지용은 

「소묘」에서부터 시 창작방법론을 본격화135)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정지용의 초기 일본어 산문들은 한참 뒤 자신이 비판

했던 ‘글이 아니라 이야기 같은 산문’에 훨씬 가까워 보인다. 이때는 ‘산문

성’에 대한 의식이 확립되지 않았던 시기였으므로, 자신의 감정과 심리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이른바 ‘경수필’을 주로 썼던 것이다. 「정거장」과 같은 

글은 특히 정지용의 심리 상태를 여과없이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이 시기

에 창작된 「시·개·동인」이 「카페―·프란스」와 상호텍스트적 관계에 있다

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한데, 「카페―·프란스」의 배후에 놓인 정지용의 

의도와 맥락을 「시·개·동인」에서 비교적 정확하게 대응해볼 수 있기 때문

이다. 

만일 「시·개·동인」이 「카페―·프란스」이 창작 배경이 될 수 있다

면,136) ‘카페 프란스’는 슬픔과 고립의 공간이라기보다 오히려 “우리들은 힘

내면서 간다면 좋다”는 선언이 발화되는 ‘호쿠세이관’과 비슷한 연대의 공간

개를 쓰다듬었을, 즉 ‘애무’했을 가능성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즉 「카페―·

프란스」에서 애무의 주체와 대상이 완전히 도치되었다기보다는, 시적 화자가 

개에게 ‘애무의 상호교환’을 요청하고 있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하다. 

134) 「詩·犬·同人」, 「停車場」, 「退屈さと黑眼鏡」, 「日本の蒲團は重い」, 「手紙一

つ」, 「春三月の作文」.

135) 허윤, 「정지용 시와 가톨릭문학론의 관련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

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2 20쪽.

136) 물론 「시·개·동인」이 「카페―·프란스」보다 한 달 먼저 발표되었기 때문에, 

「카페―·프란스」가 먼저 창작되고 이에 대한 후일담의 일환으로 「시·개·동인」이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역시 어디까지나 ‘발표 일자’에 근거를 둔 추

측이므로, ‘창작 일자’를 고려한다면 여전히 「시·개·동인」이 먼저 쓰였을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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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산문에서 언급된 ‘고다마, 야마모토, 마쓰모토’ 등의 이름들은 시에

서 ‘루바쉬카, 보헤미안 넥타이’ 따위를 입은 “이 놈”들에 해당한다. 정지용

의 ‘카페 프란스’가 이상의 ‘제비다방’ 혹은 오페라 『라 보엠』의 ‘카페 모

뮈스’처럼 예술가 공동체가 결성되는 혁신적 공간이었다는 신범순의 지

적137)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카페들은 어느 연구의 지적처럼 “또 다른 

떠남을 위한 임시적 거처로서의 노마드적 공간”138)과는 거리가 멀다. 

      A

옴겨다 심은 種蠡나무 미테

빗두루 슨 장명등.

카페―̇̇ ·̇프란쓰̇̇ 에̇ 가자.

이 놈은 루파스카̇̇̇ .̇

 한놈은 보헤미안̇̇̇ 네̇ㄱ타이.

적 마른놈이 압장을 섯다. 

밤ㅅ비는 배ㅁ눈 처럼 가는데 

페이브메ㄴ트̇̇̇̇̇ 에̇ 흐늑이는 불빗.

카페―̇̇ ·̇푸란쓰̇̇ 에̇ 가자.

이 놈의 머리는 갓익은 능금.

 한놈의 心臟은 벌레먹은 薔薇.

제비 처름 저진 놈이 여간다.

       B

「오―파로트 (鸚鵡)서방! 굿 이부닝!」

137) 신범순, 「카페에서의 사색 1―<카페 프란스>와 <향수>로부터 <백록담>의 절

정에 이르는 길」, 서울대학교 2018년 2학기 ‘한국현대시론’ 강의록, 

2018.10.11., 7쪽. 

138) 이형권, 「정지용 시의 ‘떠도는 주체’와 감정의 차원: 시적 자아의 이국정조

와 슬픔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9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3, 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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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 닝!」

―이 친구. 엇더 하시오?―

추립브(鬱金香)아가씨 는

이밤 에도

更絲 커―튼̇̇ 미̇테서 조시는 구려.

나 는 子爵의아들 도 아무것도 아니란다.

남달니 손 이 희여서 슯흐구나.

나 는 나라도 집도 업단다.

大理石 테이불̇̇ 에̇ 닷는 

내 ㅁ이 슯흐구나.

오오. 異國種 강아지 야

내 발을 할터다오.

내 발을 할터다오. 

― 「카페―·프란스」 전문

‘카페 프란스’는 교토에 실존하던 카페가 아니라 「시·개·동인」에서 언급

된 ‘호쿠세이관’을 모델로 삼은 상상적 공간일 가능성이 있다. 물론 실존하

는 특정 카페를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같은 산문의 후

반부에서도 “신미래파처럼 구는 마쓰모토”가 ‘카페’를 언급하는 대목이 있

다.139) 다만 ‘카페 프란스’의 실존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당시 예술가들에게 

상징적인 공간이었던 ‘카페’와 실질적인 공동체 공간이었던 ‘호쿠세이관’의 

139) 김동희는 당시 교토의 번화가였던 시조(四條) 거리에 위치했던 것으로 보이

는 ‘고마도리 찻집(コマ ドリ喫茶店)’이 ‘카페 프란스’와 가장 유사한 곳이었다

고 추론한다. 실제로 정지용의 다른 산문(「다방 고마도리 안에 연지찍은 색씨

들」, 『삼천리』 96호, 1938.6.)에서도 이 카페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기 때

문이다. 

    김동희, 「정지용과 ‘교토’라는 장소」, 122~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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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가 결합되어 ‘카페 프란스’가 만들어졌다는 추측은 여전히 유효하다.

논의가 다소 길어졌으나, 그만큼 ‘카페 프란스’란 공간을 이해하는 문제는 

이후 정지용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안―밖’의 분할 구도를 이해하는 문

제와 직결되기에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카페―·프란스」에서 A와 B가 

각각 ‘카페 프란스’의 바깥 풍경과 내부 풍경에 해당됨은 어렵지 않게 확인

된다. 전술했듯 ‘카페 프란스’가 ‘호쿠세이관’과 같은 보다 능동적·긍정적 공

간으로 의미화될 수 있다면, “카페―·프란쓰 에 가자”는 구호와 A에서 B로 

옮겨가는 시선의 전환은 결국 ‘밖’에서 ‘안’으로 향하고자 하는 내향(內向) 

의지, 즉 외적 조건들의 구속력을 끊어낼 수 있는 ‘내적 공간’을 구성하고자 

하는 작가적 태도와 관련이 깊다. 

정지용의 초기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방(房)’ 혹은 ‘집’은 시적 주체를 안

주시킬 수 있는 ‘내적 공간’의 표상이다. 초기 시편은 단일한 경향으로 환원

될 수 없을 만큼 주제적·양식적으로 다양한 모습을 띤다.140) 감각적인 모더

니즘 경향, 바다 이미지, 동요 시편 등 여러 측면들이 부각된 가운데 방/집

의 기호는 그동안 충분히 주목되지 못했다. 김종태가 초기 시편에 나타나는 

주요 공간이 “안온한 집”이라는 점을 유의미하게 지적했으나, 구체적인 분

석이 뒤따르지는 않았고 ‘집은 외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공간적 거점’이

라는 원론적인 논의에 그치고 있다.141)

그보다 정지용에게 방/집이란 공간이 어떻게 시적 공간으로 ‘변용’되는지

에 더욱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이때 방/집은 많은 경우 ‘불이 피어오르는 

따뜻한 곳’으로 표현되는데, 여기서 정지용 시편에서 매우 특징적이라 할 

수 있는 일상적 불 이미지의 반복이 발생한다. “숯불”로 대표되는 이러한 

140) 예컨대 조선 문단에 공식적으로 데뷔한 일련의 『학조』 수록작들(「카페―·프

란스」, 「슬픈인상화」, 「파충류동물」, 「「마음의일기」에서」, 「서한울」, 「」, 

「감나무」, 「한울혼자보고」, 「레(人形)와아주머니」 이상 9편)만 보아도, 다양

한 시 양식을 보여주고자 하는 정지용의 의도가 돋보인다. 이 중 소위 ‘모더니

즘’ 시로 분류될 만한 감각적인 자유시는 3편에 불과하며, 연시조 1편(“시조아

홉首”라 부기하여 게재했으나, 연시조 형식으로 한 표제에 묶여 있으므로 1편

으로 간주함)에 나머지 5편은 동요풍의 시편이다. 게다가 ‘시조, 동요’ 따위의 

장르 구분은 정지용이 직접 명시하고 있다. 

141) 김종태, 앞의 책, 46~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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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이미지는 초기 시편에서 특히 높은 빈도로 등장하긴 하지만, 정지용의 

시편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된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숯불” 이미지

는 “기름ㅅ불”(「녯니약이 구절」, 「태극선에날니는꿈」 등), “촉불”(「촉불

과 손」, 「밤」, 「삽사리」, 「온정」 등), “석탄”불(「슬픈기차」, 「홍

역」 등) 등으로 다양하게 변주되기도 한다. 

“숯불”류로 따뜻하게 데워진 방/집 공간에 대한 ‘내향’의 열망은 바깥 상

황과 대비를 이루며 더욱 굳게 다져진다. 

이금 지나가 는 느진 電車 가 이이익 돌아 나가는 소리 에 내 조고만 

魂 이 놀난 드시 파다거리 나이다. 가고 시퍼   한 화로 가 슬 차저가고 

시퍼. 조하 하는 馬太傳五章을 읽으면서 南京콩 이나 먹고 시퍼. 그러나 나 

는 차저 돌아 갈데 가 잇슬나구요? (강조: 인용자)

― 「황마차」142) 일부

「황마차(幌馬車)」는 초기 시편 중에서 보기 드문 산문적 문체로 쓰였으

며, 풍경들이 환유적으로 전이될수록 화자의 감정도 변화를 겪는 독특한 병

렬 구조를 특징으로 삼는다는 점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143) 시선의 수평적

인 이동에 따라 도회 풍경을 하나하나 감각 속으로 끌어들이는 구성은 이후  

정지용의 전체 시편을 통틀어서도 유일한 것이다.144)

이러한 풍경 가운데 ‘따뜻한 화롯가’를 찾아가고 싶다는 화자의 발화는 

상당히 직접적이다. 화자는 교토의 번화가145)를 거닐고 있으면서도 ‘따뜻한 

142) 『조선지광』 68호, 1927.6.

143) 주영중, 「풍경과 감정의 모호한 당김」, 『다시 읽는 정지용 시』, 77~83쪽.

144) 예외적으로 「유선애상(流線哀傷)」(『시와 소설』 1호, 1936.6.)도 「황마차」와 

마찬가지로 산문적 문체의 시며, 도회의 이미지들을 노출시키고 있다. 그러나 

「유선애상」은 ‘풍경의 환유적 전이’보다는, 다양한 은유 체계가 몽타주처럼 느

슨하게 얽히며 산문성을 산출한다는 차이가 있다. 

    권영민, 「정지용의 「유선애상」」, 『문학사와 문학비평』, 문학동네, 2009, 

210~213쪽 참조.

145) 정지용은 작품 말미에 “一九二五·十一月·京都”라고 덧붙이며 창작 장소가 

교토임을 밝혔다. 조선에 발표되기 1년 전 『동지사대학예과학생회지』 7호

(1926.11.)에 먼저 일본어로 발표된 작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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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롯가’에 대한 애착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며, ‘황마차’는 화자의 그러한 열

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매개체다. 즉 「황마차」에는 혼란스러운 타국의 

도회 공간(‘밖’)에서 헤매는 이방인의 자조의식만이 담겨 있지 않다. 이러한 

정서의 한편으로는 ‘화롯불을 쬐고 마태복음을 읽으며 남경콩146)을 까먹을 

수 있는’ 일상적인 공간(‘안’)을 향한 강렬한 지향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것

이다. 

“카페―̇̇ ·̇프란쓰̇̇ 에̇ 가자”라는 선언과 “  한 화로 가 슬 차저가고 시

퍼”라는 고백은 결국 동일선상에 존재한다. 어떤 공간의 ‘안’으로 향하고자 

하는 시적 주체의 애착은 이미 정지용의 최초 시편들에서부터 드러나고 있

다. 여기서 ‘따뜻한 화롯가’는 ‘방/집의 안’으로 확장되어 초기 시편의 주된 

배경이 된다. 

집은 그 어느 공간보다 ‘내밀함’의 가치를 지닌다. 집은 차라리 하나의 세

계 혹은 우주에 가까우며, 단순한 거주의 공간을 넘어서는 공간으로서의 의

미가 있다. 한 개인의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 전체가 집에 가득 들어찬다. 

바슐라르는 이러한 집의 총체성이 가장 오래된 기억은 물론 ‘태고적 과거’

까지 상상할 수 있게 하며, 그가 매우 중요시하는 시적 ‘몽상’이 바로 여기

서 시작되는 것으로 보았다.147)

정지용에게 집 또한 단순한 시적 배경이 아니라, ‘카페 프란스’처럼 그가 

상상적으로 구현한 ‘시적 공간’에 가깝다. 정지용의 방/집 모티프가 지닌 특

이점은 그것이 ‘열병(熱病)에 걸린 아이’의 이미지와 곧잘 결합한다는 데에 

있다. 「을해시단총평」에서 박용철이 「유리창」을 두고 “어린아들을 잃은 

것”으로 단언한 이래로,148) 「유리창」을 위시한 시편들에 나타나는 아픈 

    김동희는 시에 노면전차가 등장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황마차」의 구체적

인 배경을 교토의 데라마치니조(寺町二条) 거리라고 보았다. 데라마치니조는 

최대 번화가인 시조보다 좁았지만 도시문화가 집중되어 있던 곳이라고 한다. 

    김동희, 「정지용과 ‘교토’라는 장소」, 128~133쪽.

146) ‘땅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최동호, 『정지용 사전』,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60쪽 참조.

147) Bachelard, Gaston, 『공간의 시학』, 75~78쪽.

148) 정확한 서술은 다음과 같다.

    “그가 시를 쓴것은 그가 비애(悲哀)의절정(絶頂)에서서 그의심정(心情)이 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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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모습은 어린 아들이 사망한 정지용의 안타까운 개인사가 반영된 것

으로 대개 이해해 왔다. 그러나 이숭원의 지적149)처럼 장남 정구관 씨의 인

터뷰를 비롯한 여러 실증 자료들이 혼잡스럽게 섞이면서, ‘「유리창」에 등

장하는 죽은 아이는 누구인가’란 소모적인 논쟁은 확답을 내리지도 못하고 

실정이다.

굳이 정지용의 개인사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아이’는 본래 정지용이 자주 

활용하던 소재였음은 쉽게 알 수 있다. 동요풍의 시편, 즉 동시(童詩)150)는 

정지용의 초기 시편 중에서 의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정지용의 동시는 

아동문학사적으로 높은 성취를 보여주며, 여러 방면에서 정지용이 아동문학

에 가졌던 관심을 드러낸다. 또한 해방 후 1946년에도 조선문학가동맹 아동

분과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관심이 나름 지속적이었음을 

말해준다. 다만 그가 “‘동심천사주의’의 정교한 표현자이자 강력한 후원

자”151)였으며 “근대적 아동에 대한 자각을”152) 문학으로 표현했다는 평가는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정지용이 이후 본격적인 동시 작가로 나아가지 않은 

까닭을 고려해봐야 하는 것이다.   

(悶狂)하려든때이다. 그는 그의 사랑하는 어린아들을 잃은것이다”

    물론 여기서 “그”의 정체가 중요한 쟁점에 놓인다. 문맥상 “그”는 시적 화자

보다는 작가 정지용을 가리킨다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하므로, 박용철이 실제 맥

락을 어느 정도 개입시켰던 것은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이러한 안타까운 개인사를 박용철이 옆에서 직접 목격했다고 보기는 어

렵기에, 이는 엄밀하게 실증적인 의도를 지닌 언급이 아닐 수 있다. 시가 쓰인 

1927년은 아직 박용철이 정지용과 만나기 전이다. 

149) 이숭원, 「정지용 시 「琉璃窓」 읽기의 반성」, 『문학교육학』 Vol.16, 한국문

학교육학회, 2005.

150) 다만 당시에 ‘동시’라는 장르 범주는 ‘동요’와 혼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지

용을 계속 ‘동시 시인’으로 명명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작품성이 인정된 동

시에 곡조를 붙이면 그것이 곧 동요가 되었던 셈이다. 정지용도 ‘동시’가 아니

라 ‘동요’라는 표제를 쓰고 있기에, 이 글에서는 정지용의 동시를 ‘동요 시편’

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후술하겠지만, 동요 발흥 운동과 정지용 사이의 밀접한 

관계 역시 그가 자신의 시편들을 ‘동요’로 자각하고 있었음을 방증해주기 때문

이다. 

151) 최현식, 「‘어린 아이’의 전통과 근대―정지용과 동시(童詩)」, 『민족문화연구』 

81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8, 483쪽.

152) 이소연, 「‘아이’를 통해 본 정지용 시의 근대 인식 양상」,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63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4, 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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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옵바 가신 고슨

해ㅅ님 지는 서해 건너

멀니 멀니 가섯 다네.

웬일 인가 저 하눌 이

피ㅅ빗 보담 무섭 구나.

날니 낫나. 불이 낫나.

― 「서쪽한울」153) 전문

정지용의 동요 시편 가운데에는 아이 화자가 남매 지간의 별리(別離) 상

황을 노래한 것이 많다. 「서쪽한울」과 같은 지면에 수록된 「감나무」도 

돌아오지 않는 “우리 옵바”를 노래하며, 「한울혼자보고」의 화자는 시집 

간 누나를 그리워한다. 이후 「산소」(『신소년』 5권 3호, 1927.3.)에서는 

누이의 죽음(“어린 누의 산소를 뭇 고 왓 소.”)이 암시되며, 「옵바가시고」

(『문예월간』 3호, 1932.1.)에는 다시 오빠의 부재 상황이 드러난다. 사실 

반복되는 남매의 별리 모티프는 정지용만의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특

히 ‘오빠의 부재’의 경우, 지금까지도 널리 불리는 동요인 「오빠생각」의 

가사가 연상되지 않을 수 없다.

뜸북뜸북 뜸북새 논에서 울고 뻐꾹뻐꾹 뻐꾹새 숲에서 울제

우리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며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 동요 「오빠생각」 1절

이 유명한 동요는 『어린이』(1925년 11월호) 문예 응모에 당선된 최순

애(崔順愛, 1914~1998, 당선 당시 12세)의 동시에 작곡가 박태준(朴泰俊, 

1900~1986)이 음률을 붙여 만들어졌다.154) 「오빠생각」이 당선된 이듬해

153) 『학조』 1호, 1926.6. 

     정지용, 『정지용 전집 1:시』, 최동호 편, 서정시학, 2015. (이하 정지용의 모

든 시는 여기에서 인용)

154) 박태준은 1928년 9월 14일에 열린 박태준 창작음악회에서도 「오빠생각」을 

피아노로 연주한 바 있다. 박태준이 스스로 이 동요를 자신의 대표곡이라 여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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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등단 연도인 1926년부터 정지용은 『어린이』에 동요풍 시편을 발표

하기 시작했다. 그 전부터 『어린이』의 독자였을 것이고, 따라서 「오빠생

각」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155) 「오빠생각」은 작자가 

실제로 ‘어린이’였다는 점에서 동요 창작의 전범이 될 만했다. 그런 어린이

의 시각으로 ‘서울로 떠난’ 오빠를 그리는 상황에는 당시 경제적 궁핍으로 

젊은이들이 상경을 요구받았던 현실이 잘 반영되어 있기도 하다. 「서쪽한

울」의 “서해 건너” 역시 이런 맥락에서 조선 땅을 떠나 이국으로 향해야하

는 오빠의 상황이 암시된다. 즉 정지용은 「오빠생각」의 어조와 모티프, 

주제를 적극적으로 차용하여 자신의 문학적 출발점에 끼워 넣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요 「오빠생각」을 작곡한 박태준, 그리고 그와 가까웠던 동시 작가 윤

복진(尹福鎭, 1907~1991)에게서도 정지용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박태

준의 작곡집 가운데 『중중 때때중』, 『양양 범버궁』, 『물새 발자옥』 

이상 세 권은 모두 계성학교 후배 관계였던 윤복진이 쓴 가사로 구성되어 

있다.156) 이 중 『중중 때때중』(1929)은 실물이 발견되지 않아 16편의 수

록곡 목록을 알 수 없지만, 널리 알려진 동요 「중중 때때중」(박태준 작곡, 

윤복진 작사)은 제목과 동명인 표제작으로서 수록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중중 때때중

바랑 메고 어디 갔나

중중 때때중

목탁 치고 어디 갔나

― 동요 「중중 때때중」 1절

던 것 같다. 

   손태룡, 「박태준의 작곡집 고찰」, 『음악문헌학』 3호, 한국음악문헌학회, 2012, 

39~40쪽 참조.

155) 후술되겠지만, 당시 아동문학 운동의 주도자들과 정지용 사이의 관련도가 

옅지 않음을 감안하면 「오빠생각」을 의식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오히려 현저히 

적다. 

156) 손태룡, 「윤복진의 가사로 된 악곡 고찰」, 『음악문헌학』 5호, 한국음악문헌

학회, 2014,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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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중 때때중’은 일명 ‘빡빡머리’를 깎고 나온 동무를 여럿이 짖궂게 놀려

주는 말이다.157) 순수하고 장난스러운 아이들의 모습이 엿보인다. 그런데 

정겨운 느낌을 주는 후렴구인 ‘중중 때때중’은 사실 윤복진의 가사보다 정

지용의 동요 시편에서, 그것도 여러 번에 걸쳐 먼저 발견된다. 가장 잘 알

려진 작품은 「삼월삼질날」이다. 

중.중. 때때 중.

우리 애기 까까머리.

질라라비 훨 훨.

제비색기 훨 훨.

― 「삼월삼질날」158) 일부

「삼월삼질날」은 1928년 『조선동요선집』에 발표되었고, 이후 7년 뒤 

『정지용시집』에도 별다른 개작 없이 실린다. 그러나 이 시는 본래 1926년 

「카페―·프란스」와 함께 게재된 동요 시편 중 하나인 「딸레(人形)와아주

머니」에 뿌리를 두고 있다. 「딸레(人形)와아주머니」는 특이하게도 ‘딸레’

와 ‘작은 아주머니’에 관한 이야기인 전반부는 「딸레(人形)」(『어린이』 

11권 6호, 1933.6.)159)로, 후렴 ‘중중 때때중’을 비롯한 후반부는 「삼월삼

질날」로 분리되어서 개작을 거치는데, 특히 마지막 네 줄 “호. 호. 잠들여 

노코/냥. 냥. 잘도먹엇다./중. 중. 때때중./우리 애기 상제 로 사갑소.”는 거

의 그대로 반복된다. 

「삼월삼질날」은 “一九二四年作”이라 명시되어 있다.160) 『중중 때때

157) 원종찬, 「동요시인 윤복진의 작품세계」, 『아동문학과 비평정신: 원종찬 평론

집』, 창작과비평사, 2001, 300쪽.

158) 『조선동요선집』, 1928.

159) 이후 『정지용시집』에는 「딸레」로 소소한 개작을 거쳐 수록된다.

160) 그러나 위에서 서술했듯 「삼월삼질날」은 그것 자체로 처음 출현한 작품이 

아니라 ‘개작’된 작품이기 때문에, 정지용이 어떤 텍스트를 가리켜 ‘1924년작’

이라 했는지 정확하지 않다. 개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작에 해당하는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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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출간된 1929년보다 훨씬 이전이다. 「중중 때때중」의 창작 시기는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발표 시기이든 창작 시기이든 ‘중중 때때중’이란 후

렴을 동요적 문법에서 먼저 활용한 쪽은 오히려 정지용으로 보인다.161) 다

만 ‘중중 때때중’이 아이들끼리 희롱하는 말을 가리킨다면 정지용과 윤복진 

모두 민간에서 전승되던 노래 혹은 유희를 참고했을 수 있다.162) 둘 사이에 

엄격한 선후관계가 따른다기보다는 당시 동요 창작의 흐름에서 ‘중중 때때

중’은 중요한 모티프로서 공유되었다고 보는 편이 온당하다.

「오빠생각」과 「중중 때때중」은 발표 당시부터 주목받는 동요였다. 앞

서 살펴봤듯 정지용의 동요 시편들은 이러한 동요들과 상호연관을 가지는

데, 이는 남매 별리 모티프와 후렴 ‘중중 때때중’이라는 동요의 양식적 특성

을 공유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즉 정지용은 당대 동요 발흥 운동의 주된 과

제였던 동요 장르의 정착 작업에 적극적으로 착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모티

프의 공유라는 내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대개 대립적·병렬적 구성을 취함으

로써 동요의 큰 특징 중 하나인 단순화된 형식 역시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

다.163) 나아가 1927년에는 ‘조선동요연구협회’의 창립 회원이 됨으로써164)

레(人形)와아주머니」를 1924년작이라 했을 수도 있지만, 「삼월삼질날」이 1924

년작이고 「딸레(人形)와아주머니」가 역으로 그 개작 작품일 가능성도 있기 때

문이다. 물론 후자는 작품을 발표하는 데에 있어서 그다지 자연스러운 정황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딸레(人形)와아주머니」를 1924년작으로 보는 편이 더 타

당하다. 

161) 정지용과 윤복진이 당시 교류했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해방 직후 조선문학가동맹 아동문학부에서 각각 위원장과 사무장을 지

낸 것으로 보아,(『아동문학과 비평정신』(원종찬) 307~309쪽 참고.) 적어도 두 

사람은 아동문학계의 대표자로서 서로의 존재를 오랫 동안 알고 있었을 것이

다. 

162) 박태준 작곡집 『중중 때때중』을 소개한 『동광(東光)』의 어느 기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윤복진군의 동요는 널리 알리워 잇다. 『중중떼떼중』이란 이 동요집의 이름

만 보아도 알 수 잇게 그의 조선적 동요의 포촉(捕促)은 매우 날카로운 점이 

잇다. 이 점에서 조선의 동요에 일격(一格)을 시작햇다고 할 것이다.”

    뒤이어 글을 쓴 기자는 자신이 동요에 관해서는 문외한임을 밝히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도 제목 ‘중중 때때중’이 ‘조선적’이란 인상을 준다는 것은 이 말

이 민요에서 투입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하게끔 한다. 많은 이들에게 정겨움과 

친근감을 줄 수 있는 표현으로서 인식되지 않았을까. 

    작자미상, 「독서실」, 『동광』 21호, 1931.5.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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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의식에 기반한 동요에 대한 관심을 더욱 정교화했던 것이다.

아동문학에 대한 관심이 일본 시인 기타하라 하쿠슈(北原白秋, 

1885~1942)의 영향에서 비롯되었다는 분석도 있다.165) 정지용이 교토 유학 

시절 기타하라 하쿠슈가 주재한 『근대풍경(近代風景)』에 다수의 글을 발

표하면서 일본 문단에 알려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본 근대아동문학의 

기원인 『빨간새(赤い鳥)』지를 중심으로 한 동요운동의 주도자가 하쿠슈였

고, 아동문학이 “『빨간새』에 와서야 ‘예술성’을 강조하는 근대문학의 ‘제

도’ 안에 들어설 수 있었”166)다는 의의는 정지용의 동요 창작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일본 근대 아동문학의 개척자로 취급받는 기타하라 하쿠슈와는 달

리, 정지용은 그 관심의 지속에 비해 ‘개척적’이라 할 만한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1928년 이후 여러 지면에 수록되는 동요 시편들은 대부분 

이전 작품을 개작한 것들이며 완전히 새로운 작품은 1932년 『문예월간』

에 발표한 「옵바가시고」 정도에 그친다. 대신 동요 시편의 ‘아이’는 ‘열병 

걸린 아이’ 모티프를 공유하는 시편들로 옮겨 온다. ‘아이’가 시적 화자에서 

시적 대상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러한 전환이 가진 의미에 주목해보아야 한

다. 

정지용은 ‘열병 걸린 아이’를 선명한 감각적 심상을 동원해가며 굉장히 미

학적인 모티프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 모티프는 주로 방/집이란 공간 안에

서 어른으로 추정되는 시적 화자가 아픈 아이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구도

를 취한다. 이때 이 공간에서 화자와 아이를 매개하는 것이 ‘숯불’류의 일상

적 불 이미지다. 「황마차」에서 시적 화자가 갈구하던 ‘따뜻한 화로’가 여

기서는 시적 대상(아이)을 보살펴 주기 위한 것으로 기능한다. 

처마 끄 테 서린 연기 딸어

163) 권정우, 「정지용 동시 연구」, 『정지용의 문학 세계 연구』, 132쪽.

164) 원종찬, 「정지용과 이태준의 아동문학」, 앞의 책, 310쪽. 

165) 김성용, 「정지용 동시 연구」,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3, 51~54쪽.

166) 원종찬, 「한일 아동문학의 기원과 성격 비교」, 앞의 책,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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葡萄순 이 버더 나가는 밤, 소리 업시,

감으름 땅 에 심여 든 더운 김 이

등 에 서리 나니, 훈훈 이,

아아, 이 애 몸 이 또 달어 오르 노나.

갓븐 숨결 을 드 내 쉬노니, 박나븨처럼,

가녀린 머리, 주사 찍은 자리 에, 입술 을 부치 고

나 는 중얼거리 다. 나 는 중얼거리 다.

붓그러운 줄도 몰으는 多神敎徒 와도 가티.

아아, 이 애 가 애자지게 보채 노나.

불 도 약 도, 달 도 업는 밤

아득 한 한울 에 는,

별 들 이 참벌 날으 듯 하여라.

― 「발열(發熱)」167), 전문

석탄 속에서 피여나오는/太古然히 아름다운 불을 둘러/십이월밤이 고요히 

물러앉다.//

(…중략…)

어는 마을에서는 紅疫이 躑躅처럼 爛漫하다.

― 「홍역(紅疫)」,168) 일부

“이 애 몸이 또 달어 오르 노나”라는 「발열」의 읊조림에서 알 수 있듯, 

정지용에게서 아픈 아이는 몸에 열이 오르는 열병(熱病)에 시달리는 것으로 

그려진다. 열병에 걸리면 몸 안팎의 온도차가 커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쉽게 

추위를 느낀다. 그래서 방을 훈훈하게 데워 불의 열기로 몸의 열기를 다스

려야 하는 역설이 발생하며, “불 도 약 도” 없는 밤은 더욱 안타깝다. 정지

용은 이러한 역설에서 아이의 신열(身熱)과 ‘숯불’ 따위의 불이 결합할 수 

있음을 목격한다. 열병 걸린 아이도 불의 일종인 것처럼 서술된다. 

「홍역」은 시기상 중기에 속하지만 초기의 모티프를 차용해온 초기적 작

167) 『조선지광』 69호, 1927.7.

168) 『가톨릭청년』 22호, 1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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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이다. 그러나 아이와 불의 결합을 보다 광활한 ‘풍경’으로 펼쳐놓는 수사

법은 초기보다 더욱 노련해진 ‘변용술’을 보여주며, 이후 「백록담」의 1연

을 구성하는 데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태고연히 아름다운” “석탄” 불은 

차가운 “십이월밤”을 물러앉게 하며 내적 공간을 지켜낸다. “십이월밤”은 

시간을 가리키는 표현이지만, 석탄 불 주위를 둘러싼 하나의 ‘공간’인 것처

럼 서술되었다. 정지용은 석탄 불이 타오르는 방 안 풍경에 대한 묘사에서, 

별안간 “홍역이 척촉처럼 난만”한 어느 마을에 대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

시킨다. 홍역은 주로 아이들이 걸리는 전염병이면서 온몸에 빨간 반점이 나

타나는 현상과 발열을 동반한다. 철쭉(척촉)처럼 난만(爛漫: 꽃이 활짝 피어 

화려함.)169)하다는 것은 이러한 아이 한 명의 몸을 묘사한 표현일 수도 있

고, ‘전염병’의 맥락을 살려 마을 전체에 마치 꽃이 핀 것처럼 홍역 걸린 아

이들이 흐드러져 피어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마을 아이들에게 전염병이 

도는 비극적 상황을 아름다운 시각적 이미지로 승화시키는 은유 체계는 당

시 정지용이 도달했던 시적 경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

고, ‘난만한’ 홍역 걸린 아이들의 아름다움은 석탄 불의 ‘태고연한’ 아름다움

과 의도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홍역」은 역설적인 결합이 산출해낸 아름

다움을 ‘방 안’이란 협소한 공간을 넘어, 마을 전체가 담긴 풍경화 속으로 

확장해 놓는다. 

이후 중기-후기로 이어지는 정지용의 시적 도정(道程)은 이 ‘불씨를 어떻

게 지켜낼 것인가’를 일관적인 주제로 삼고 있다. 특히 초기 시편에서 그것

이 ‘아이’와 결합되는 양상은, 정지용이 이들 결합체를 지켜주는 보호자 역

할을 자처하지만 역으로 그들로부터 삶을 이어나가는 원동력을 얻기도 함을 

보여준다. 이 결합을 발견함으로써 「황마차」에서 노출된 그의 ‘내향’ 욕망

이 안정적으로 충족되고, 또 ‘불씨를 살려내는 것’으로서의 ‘시 쓰기’를 추동

하는 힘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초기의 정지용은 이러한 꿈틀거리는 힘을 아

169) ‘난만(爛漫)하다’는 정지용이 즐겨 쓰는 표현 중 하나다. 대표작 「백록담」

(『문장(文章)』 3호, 1939.4.)에도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바람이 차기가 

함경도끝과 맞서는 데서 뻑국채 키는 아조 없어지고도 팔월한철엔 흩어진 성

진(星辰)처럼 난만(爛漫)하다.” 즉 정지용이 쓰는 ‘난만함’의 풍경은 결정화(結

晶化)된 무언가가 반짝거리며 흩어진 모습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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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발열’하는 몸에서 추출해낸 것 같다.

느리잇 느리잇 한눈파는 겨를 에

사랑이 수히 알어질가 도 십구나.

어린아이 야. 달녀가자.

두뺨 에 피어오른 어엽븐 불이

일즉 꺼저버리면 엇지 하자니?

줄 다름질 처 달녀가자.

(…중략…)

어린아이 야, 아무것도 몰으는

샛밝안 기관차 처럼 달녀가자. (강조: 인용자)

― 「샛밝안기관차(機關車)」170)

「샛밝안기관차」에서는 “어린아이”와 “샛밝안 기관차”가 동일시되고 있

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두뺨 에 피어오른 어엽븐 불”이 꺼져버릴까봐 “줄 

다름질 처 달녀가”야 하는 숙명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서로 멀지 않은 시기

에 발표된 세 시편 「파충류동물」(1926.6.)과 「샛밝안기관차」(1927.2.) 

그리고 「슬픈기차」(1927.5.)는 ‘기차’라는 같은 소재를 다루면서도171) 각

각 뚜렷한 개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당시 기차에 대한 정지용의 시각은 굉

장히 다각적이었음을 짐작하게끔 한다. 그 중에서도 「샛밝안기관차」는 기

차에게서 ‘불’의 속성을 이끌어내고 있다. 당대에 조선과 일본에서 가장 상

용되고 있었을 증기기관차의 증기기관은, 석탄을 태워서 증기로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열기관이다. 정지용은 ‘근대적 산물’이란 기호로 기차를 바라보

기 이전에 먼저 ‘불의 힘으로 나아가는 사물’로서 기차를 바라보았을 것이

다. 그래서 「황마차」에서 “내 조고만 혼”을 놀라게 했던 “전차(電車)”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전차’에는 불의 속성이 결여되

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시로 돌아오자면, 「샛밝안기관차」에서 정지용은 

170) 『조선지광』 64호, 1927.2.

171) 그밖에 『동방평론(東方評論)』 4호(1932.7.)에 발표된 「기차」도 있으나, 시기

적인 차이가 다소 존재해서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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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불-기관차’의 연결고리를 마련한다. 이 시는 1925년 1월에 창작172)

되었기에, 사실상 아이 모티프와 불 모티프가 결합하는 최초의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아이 혹은 기관차의 “두뺨”에 피어오른 ‘석탄’ 불은 

「홍역」에서의 “석탄” 불과는 구분된다. 후자는 방 안이란 일상적 공간에 

온화한 온기를 채워넣어주는 반면, 전자는 아이/기관차를 움직이는 원초적

인 동력(動力)에 가깝다. 따라서 정지용은 아이의 몸 속에서 일렁이는 어떤 

에너지(energy)로서의 불씨를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샛밝안기관차」의 주

제가 ‘아이의 에너지를 발견’하는 것이라면, 이 시의 아이가 “일종의 열정적

인 환상과 추구에 대한 의지를 가진 존재”173)라거나 “역동적·진취적 기상과 

함께 순수성”174)을 상징한다는 분석은 일견 타당한 말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분석들은 시에 알게 모르게 스며든 슬픈 정조를 제대로 설

명해주지 못한다. 앞서 서술했듯 「샛밝안기관차」의 아이와 기관차는 ‘숙명

성’을 공유한다. 느릿느릿 움직이면 ‘사랑이 쉽게 알아지고’ ‘불이 일찍 꺼버

릴까봐’ 아이는 달음질을 쳐야한다. 즉 여기서 화자가 두려워하는 두 가지 

상황, 사랑이 가볍게 취급되는 것과 불이 꺼지는 것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

음을 알 수 있다. 아이 안의 불씨가 곧 에너지라는 이 글의 견해를 상기한

다면, 불이 꺼지는 것은 에너지가 소진된다는 것이고 ‘죽음’과도 같이 존재 

근거가 사라진다는 의미이다. 사랑을 쉽게 알면 안 된다는 화자의 강박은 

그만큼 정지용에게 ‘사랑’이 중요하며 삶을 유지하는 문제와 직결됨을 방증

한다. 실제로 정지용은 여러 글들에서 사랑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은연중

에 드러낸다.175) 다만 사랑과 에너지, 불씨라는 근본 요소를 한꺼번에 품은 

172) 발표 지면에 “一九二五·一月·京都”란 표기를 동반하고 있다. 

173) 김정현, 앞의 논문, 257쪽.

174) 이소연, 앞의 논문, 85쪽.

175) 예컨대 시 「다시 해협(海峽)」(『조선문단(朝鮮文壇)』 24호, 1935.8.)의 유명한 

마지막 구절 “스물 한살 적 첫항로(航路)에/연애보다도 담배를 먼저 배웠다.”

는 ‘연애’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샛밝안기관차」

에서 드러난 강박처럼 ‘사랑을 쉽게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해볼 

수 있다. 이 시에서 추억하고 있는 “스물 한살 적”(1923년, 교토 도시샤대학으

로 처음 유학길에 올랐던 때)과 「샛밝안기관차」의 창작 연도 1925년은 서로 

그리 먼 시기가 아니다. 사랑의 중요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역설하는 서술들도 

있다. 시 「비들기」(『조선지광』 64호, 1927.2.)의 화자는 “하마 자칫 이즐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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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는 존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달려야만 하는 존재론적 숙명에 처

해있다. 불로 인해 달려갈 수 있게 되었으면서도 또 계속 달려야만 그 불을 

꺼트리지 않는다는 상황은 하나의 슬픈 역설이다. 그러므로 「샛밝안기관

차」에는 아이의 에너지를 발견하는 역동성과, 그 에너지의 유지 조건을 숙

명화하는 슬픈 역설성이 혼재한다. 

정지용은 이때부터 이미 열병 걸린 아이의 모티프를 염두에 두었을 가능

성이 높지만, 이후 「발열」과 「홍역」 등의 시편에서는 아이가 지닌 ‘기

관차’로서의 잠재력을 의도적으로 은폐한다. 대신 역동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의 ‘석탄’이 아니라 그러한 에너지를 소진해버린 존재를 묵묵히 지켜주는 

‘석탄’ 불을 아이 옆에 나란히 놓는다. 아픈 아이를 바라보는 정지용의 시선

이 끝없는 애상성으로 침잠하지 않고 오히려 ‘아름다움’을 감각하는 까닭은, 

아이와 불이 결합함으로써 정지용 자신에게도 “따 뜻 한 화로 가”를 돌려주

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황마차」의 화자가 종달새에게 느꼈던 “씨

다 듬어 주고 시픈, 씨다듬을 밧고 시픈 마음”은 비로소 만족을 얻는다. 초

기 시편에서 구축된 정지용의 시적 공간은 아픈 아이와 ‘숯불’ 계열의 불,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어른 화자(정지용의 분신이라 할 만한.)가 삼각형을 

이루는 따뜻한 ‘방 안’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공간에서 일방적인 ‘보호자―

피보호자’의 상하구도는 무화(無化)된다. 돌봄과 돌보아짐, 데움과 데워짐, 

아픔과 고침은 서로 구분없이 뒤섞인다. 

살펴본 것처럼 아이를 화자로 내세운 정지용의 동요 시편은 선구적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표면적이다. 이는 동요 시편 창작을 ‘아이다움’에 대한 근대

햇던/사랑. 사랑이,” 비둘기를 타고 오는 장면을 목격한다. 여기서는 사랑을 

망각하게 되는 것을 경계한다. 「샛밝안기관차」에서 사랑을 쉽게 알지 않으려 

하는 것도, 결국에는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함일 수 있다. 종교 시편

에서의 ‘사랑’은 신앙적인 의미가 덧대어지면서 오히려 그 중요성은 중대해진

다. 「다른한울」(『가톨릭청년』 9호, 1934.2.)의 “령혼은 불과 사랑으로!”나 「또

하나다른태양」(동일 지면)의 “사랑을 위하얀 입맛도 일는다” 등의 구절에서 

‘사랑’은 화자에게 다른 삶의 형식, 말하자면 현세(現世)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 

생명을 부여해준다는 의미까지도 지닌다. 산문 「시의 옹호」(『문장(文章)』 5호, 

1939.6.)는 시인이 갖추어야할 ‘정신적’인 요소로 “애(愛)”를 가장 많이 강조하

는데, 이 글은 “애(愛)”를 신앙적인 의미로 설명하면서도 보편적인 시학 원리

로 조정해나간다는 점에서 혼재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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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데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여러 이미지와 수

사, 구성 등이 출몰하며 시작(詩作) 활로를 모색하던 초기 작업의 일환으로 

보는 관점에 힘을 실어준다. 정지용의 아이는 담론의 촉수로부터 빠져나온

다. 아이에게 ‘순수함’이 있다면, 그것은 아이 존재 안에 담긴 에너지의 원

초성이자 역동성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정지용의 동요 시편은 어느 구석에 

늘 균열을 품고 있었다. 아이는 이 균열을 뚫고 나와 ‘불’ 모티프와 결합하

는 독특한 미적 형식을 보여준다. 

다만 신체 안에 내재하는 ‘내열(內熱)’ 혹은 ‘내화(內火)’로서의 신열은 비

단 아이의 몸에서만 발견되었던 것은 아니다. 

나지익 한 한울은 白金비츠로 빛나고

물결은 유리판 처럼 부서지며 끌어오른다.

동글동글 굴러오는 바람에 뺨마다 고흔피가 고이고

배는 華麗한 김승처럼 지스며 달녀나간다.

― 「갑판(甲板)우」176) 일부

나 는 차창 에 기댄 대 로 옥톡기처럼 고마운 잠 이나 들 자.

靑 만틀 깃 자락 에 매담 R의 고달핀 이 붉으레 피여 잇다. 고흔 石炭불

처럼 익을거린다.

(…중략…)

나 는 유리  에 각갑한 입김 을 비추어 내 가 제일 조하 하는 일음이나 

그시며 가 자.

― 「슬픈기차」177) 일부

이 알몸을 끄집어내라, 때려라, 부릇내라

나는 熱이 오른다,

뺨은 차라리 戀情스레이

유리에 부빈다. 차듸찬 입마침을마신다

176) 『문예시대』 2호, 1927.1.

177) 『조선지광』 67호, 1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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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라리, 아련히, 그싯는 音響―

머언 꽃,

都會에는 고흔火灾가 오른다.

― 「유리창·2」178) 일부

위의 인용을 살펴보면, 아이뿐만 아니라 화자 자신 혹은 ‘마담 R’이라는 

아이가 아닌 다른 대상에게서도 ‘열’을 감지해내는 정지용의 수사가 계속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지용은 ‘붉은 피로 상기된 뺨’을 주로 이런 

열로서 감각하며, 그것은 「슬픈기차」에서처럼 일상적 불 이미지인 석탄불

과 연결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오히려 시각적 심상이 아니라, 촉각적 심상을 통해 두드

러진다. ‘붉은 뺨의 열’은 유리판처럼 부서지는 물결(「갑판우」)이나, “靑 

만틀 깃”(「슬픈기차」), 유리(「유리창·2」) 등 차가운 물체와의 접촉을 통

해서 더 두드러진다. 정지용 시에서 시각보다 오히려 촉각이 두드러진다는 

점은 선행연구에서 잘 지적된 바 있다. 촉각은 대상과의 거리를 더욱 좁히

면서 구체적인 경험과 느낌의 차원으로 그 감각을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유

의미하다.179) 그 촉각 이전에 ‘접촉’ 혹은 ‘마찰’이란 행위가 선행된다. 정지

용 시에서 유달리 뺨이나 볼, 얼굴 등을 어딘가에 비빈다는 표현이 많이 나

오는 것에는, 바로 이러한 접촉/마찰을 통해 신열을 감각하고자 하는 열망

이 담겨 있다. 뺨을 대리석 테이블에 닿게 하거나(「카페―·프란스」) 유리

창 가까이에 입김을 내뿜고(「유리창」), 돌계단에 볼을 비비며 돌 냄새를 

맡는 것(「석취(石臭)」) 모두 이러한 접촉의 양상에 해당한다. 

멘케는 ‘미적 인간’으로서의 인간학을 구성하는 기본 개념인 에너지로서의 

‘힘(Kraft)’을 ‘어두운 힘’이라 명명한다. 이 힘은 매우 무법칙적이고 무목적

적이기에, 기계적인 감각화를 통해서는 인식조차 될 수 없기 때문180)이다. 

178) 『신생』 27호, 1931.

179) 김신정, 앞의 논문, 15쪽. 

180) Menke, Christoph, 앞의 책, 79쪽.

    물론 ‘어두운 힘’이란 개념은 멘케가 직접 명명했다기보다, 헤르더의 명명을 

빌려와서 새롭게 개념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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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용의 시에서 뺨을 접촉시키는 행위가 다소 슬픈 정서 속에 포섭되어 전

달되는 까닭은 사실 이러한 인식 불가능성에 대한 자각이 담겨 있는 것이

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양하가 언급한 ‘감각의 촉수’를 최대한으로 뻗어서 

최소한 에너지의 존재를 인식하고자 하는 열망을 보이는 것이다. 정지용은 

뺨에 담긴 열 혹은 불을 가리켜 시종일관 “고흔”이란 수사를 붙이고 있다. 

일제 말기에 발표된 「창(窓)」을 분석한 한 연구자는 ‘곱다’라는 수사를 미

학주의적·정신주의적 정결성의 맥락에서 해석한다. 이 시에서 ‘나의 창’은 

시적 화자의 내면을 은유하며, “깁과 같이 곻아 지라”라는 주문은 결국 시

인의 내면도 비단처럼 고와지길 바라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것이다.181)

요컨대 정지용 초기 시편에서 불 혹은 열기의 내재성을 확인하려는 탐구 

과정은, 집/방이라는 내적 공간을 형성하는 데에 이어서 이 열을 ‘신열’로 

전이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샛밝안기관차」 등의 시에서 알 수 있듯 정지

용은 인간 주체의 내적 에너지로서 이 열기를 바라보고 있으며, 이것은 ‘곱

다’라는 수사로 미학적인 것으로 승화되고 있다. 그러나 멘케는 이러한 자

기운동의 ‘내적 원리’로 작동되는 에너지에는 유기체의 생물학적 힘만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무의식적 힘’과도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다.182)

이를 고려하면 정지용이 중기 시편으로 넘어가면서 이 에너지로서의 불 이

미지를 영혼 문제에서 거론하는 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이해된

다.

3.2. 중기 시편에 나타난 영혼과 고고(孤高)의 문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1931년 가톨릭교 기관지인 「별」에 ‘방지거(方

濟角)’183)란 세례명으로 발표한 「셩부활주일」이 첫 종교시편으로 기록된

181) 김정현, 「정지용 후기 시에 나타나는 ‘자연’-이미지의 다층성 연구」, 『한국

현대문학연구』 49권, 현대문학회, 2016, 159~160쪽.

182) Menke, Christoph, 앞의 책, 76~78쪽.

183) 프란치스코(Francesco)를 한자로 음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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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침 같은 연도에 발표된 「유리창·2」은 상당히 동요적인 분위기를 지

녔던 초기 시편에서의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유리창」의 연작시

편 내지는 후속시편일 것으로 암시되는 제목이면서도 시적 주체의 시선이 

아이(즉, “산ㅅ새”)가 아니라 신열을 가진 ‘나’의 몸으로 옮겨왔기 때문이다. 

「셩부활주일」의 뒤를 이어 발표된 두 번째 종교 시편인 「무제(無題)」

는 『시문학』 3호(1931.10.)에 다른 (종교 시편이 아닌) 시 3편(「자류(柘

榴)」「뻣나무열매」, 「바람은부옵는데」)과 함께 수록된다. 이때 『시문

학』 3호 수록작 네 작품에는 모두 ‘불’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불 모티프

에 대한 정지용의 천착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준다. 불이 등장하는 구절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나의 령혼안의 고흔불”(「무제」), “장미꽃처럼 곱

게 피여가는 화로에 숫불”(「석류」), “불빛은 송화(松花)ㅅ가루 삐운드시 

무리를 둘러쓰고”(「뻣나무열매」), “저달 영원(永遠)의 등화(燈火)”(「바람

은부옵는데」). 

다만 단순히 ‘불’이란 시어가 등장했다고 해서 이들이 동등한 의미 범주로 

묶일 수는 없다. 「석류」와 「뻣나무열매」는 이미 발표된 작품을 조금 개

작하여 재발표한 것이기에 초기의 ‘아이-불’ 시편과 친연성이 있다. 「바람

은부옵는데」는 정지용 시편 중 달을 불에 비유하는 흔치 않은 작품이고 

‘영원성’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이라는 의의가 있지만, 작품 

길이가 지나치게 짧고(총 4행) 불도 보조관념에 그치고 있어서 깊이 논의하

기는 어렵다. 불이 가장 적극적인 시적 대상으로 다루어지는 작품은 「무

제」다.

내 무엇이라 이름하리 그를?

나의 령혼안의 고흔불,

공손한 이마에 비츄는 달,

나의 눈 보다도 갑진이,

바다에서 소사올라 나래떠는 금성(金星),

빛하눌에 흰꽃을 달은 고산식물(高山植物),

나의 가지에 머믈지 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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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나라에서도 멀다,

홀로 어엿비 스사로 한그러워― 항상 머언이,

나는 사랑을 모르노라, 오로지 수그릴 .

때업시 가슴에 두손이 여믜여 지며

구비 구비 도라나간 시름의 황혼(黃昏)길우―

나― 바다 이편에 남긴

그의 반 임을 고히 진히고 것노라.

― 「무제(無題)」 전문

마지막 구절에서 “반” 위에 찍힌 강조점은 원문 표기를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정지용의 강조는 이 작품이 『정지용시집』에 「그의 반」이란 제목

으로 고쳐 수록되면서 한층 명료해진다. 「무제」(「그의 반」)는 연구자들

에게 별다른 이견 없이 정지용의 종교 시편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받아들여

졌는데,184) 대개 여기서 ‘반(半)’이 종교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중심으

로 해석되어온 반면 “나의 령혼안의 고흔불”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

다. 이는 종교 시편에 드러난 불 이미지를 그저 “기독교 상징 중 가장 해묵

은 일반화된 상징”185)으로 치부해온 관습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무제」의 “나의 령혼안의 고흔불”은 상징에 기댄 기호라기보다

는, 정지용이 초기 시편부터 붙잡고 있었던 ‘내재(內在)하는 불’ 기호의 종

교적 연장으로 보아야 한다. 3.1.에서 상세시 서술했듯 정지용의 시적 주체

가 아이 몸 안에 깃든 일종의 ‘에너지’로서 석탄불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자신의 몸 안에 항존하고 있는 불과 열기를 발견하는 작업이 선

행되어야 했었다. 종교 시편에서는 불을 발견하는 시선이 다시 자신에게로 

향한다. 이는 앞서 말한 「유리창」과 「유리창·2」 사이에 보이는 시선의 

184) 전술했듯 정지용 종교 시편이 지나치게 직설적이거나 가톨릭 요소의 이질성

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적되는 점을 고려하면, 「무제」는 가톨릭교를 

연상시키는 시어를 직접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종교 시편으로서의 인상을 갖추

고 있으므로 이른바 ‘모범’으로서 손색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관점은 특

정 시편들을 ‘장르’에 귀속시킨 후 성패를 가름한다는 도식성이 문제가 된다.

185) 유성호, 「정지용의 이른바 ‘종교시편’의 의미」, 『정지용의 문학 세계 연구』, 

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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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과도 상통한다. 불과 열기는 다시 시적 주체의 안에 깃든 것으로 나타

난다. 이러한 불의 내재성은 종교 시편을 비롯한 1930년대 시편들 한가운데

서 견고함을 잃지 않고 지속된다.186) 다만 「무제」에서 보이는 시적 주체

의 ‘안’이라 함은 「유리창·2」과는 의미가 사뭇 달라지는데, 그것은 ‘몸’이 

아니라 “령혼”의 안이기 때문이다. “령혼”은 종교적인 상징성을 띤 상투적 

어휘로 보이지만 사실 정지용에게 ‘혼(魂)’이란 낯선 거리에서 방랑하는 시

적 주체를 표현하기 위해 종종 동원되던 시어였다.187) 정지용의 작고 외로

운 ‘혼’은 “전차(電車) 가 이이익 돌아 나가는 소리에” 놀라 파닥거리거

나,(「황마차」) “비날니는 이국(異國)거리를/탄식(嘆息)하며 헤메”던 조약돌 

같은 “혼(魂)의조각”이다(「조약돌」(『동방평론』 4호, 1932)). 이 “혼”은 

“령혼”으로 표기가 바뀌면서, 퇴폐적인 주체를 암시하는 것으로 비칠 여지

를 걷어내고 성스럽고 신비로운 ‘불’이 자리잡는 주체 내(內) 공간으로 격상

된다. 

신성화된 정지용의 “령혼”은 오히려 김소월의 ‘시혼(詩魂)’과 가까워진다. 

김소월은 시혼을 “가장 놉피 늣길 수도 잇고 가장 놉피 깨달을 수도 잇는 

힘”으로 표상한다. 시혼이 지닌 이러한 ‘높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다. 「시혼」에서 김소월은 ‘시혼’을 체험하는 경로를 “죽음의 새벽”이나 

“그림자”로 설명하기 때문에, 일견 퇴폐적인 신비주의 시론이라는 인상을 

186) 가령 「별」(『가톨릭청년』 4호, 1933)에는 “령혼 안의 외로운 불”이라는, 「무

제」와 거의 동일한 표현이 있다. 여기서는 종교 시편으로 취급하진 않지만, 

「불사조」(『가톨릭청년』 9호, 1934) 역시 “가장 안”에 살아가는 불새[火鳥]로서

의 불사조(즉 “비애”)의 존재를 탐색한다. 

187) 신범순은 정지용의 ‘혼’을 ‘기억’이 발생하는 공간으로 해석하며 ‘감각’이 발

생하는 ‘육체’와 대비하여 후기 시편과 기행산문의 의미를 논구한다. 이때 예

시로 거론되는 시가 김소월의 「초혼(招魂)」인데, 김소월은 “떠도는 혼을 불러

들임으로써 혼과 백이 조화되고 통일됨으로써 육체와 정신의 질병을 치유”하

는 주제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초기 정지용의 ‘혼’이 외롭고 유약한 주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맥락은 「초혼」에서의 ‘혼’에 대한 사유와 비슷해 보인다. 다

만 정지용은 이내 ‘망각’과 ‘기다림’의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김소월식의 격정적

인 ‘혼의 끌어들임’으로부터 멀어진다고 신범순은 지적한다. 여기에서 ‘망각’과 

‘기다림’은 본고의 2장에서 논의한 릴케적 ‘체험’과 관련이 깊다. 

    신범순, 「정지용의 시와 기행산문에 대한 연구―혈통의 나무와 德 혹은 존재

의 平靜을 향한 여행」, 196~1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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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여기까지만 보면 ‘시혼’이란 거리에 떠도는 죽은 자들의 망령과도 같

은 음침한 영적 기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러나 “가장 

놉피 늣길 수도 잇고 가장 놉피 깨달을 수도 잇는 힘”이란 표현은 시혼을 

실체 없는 영적 기운이 아닌 분명히 감각되는 ‘힘’으로 일컫고 있으며, 그것

의 존재를 인식하는 모종의 경지를 “놉피”라는 존재론적 높이에 결부시킨

다. ‘혼’은 이러한 ‘높이’를 지님으로써 주체로 하여금 끊임없이 추구하고 상

양하게끔 한다. 그리고 낮은 곳에 있는 주체에게 현현(顯現)되어야할 신성

한 개념으로 거듭나며, 이 높은 혼을 ‘내면화’한 주체는 스스로 한층 고양된 

존재가 된다. 정지용은 이러한 종교적인 ‘현현’의 원리를 시론에 적용한다. 

“시는 언어와 Incarnation적 일치”란 문구가 대표적이다. ‘육화(肉化)’로 번

역되는 ‘incartnation’은 예수의 몸으로 현현된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는 

기독교 용어다. 육화를 내세우는 정지용의 시론과 『정지용시집』의 표지화 

「수태고지」 사이의 관계는 선행연구에서 면밀히 분석된 바 있다. 신비를 

현현한다는 것은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화하는 작업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

는 곧 언어로 이미지를 창출해내는 정지용 모더니즘이 지닌 특성을 드러낸

다는 결론이었다. 「시혼」에도 ‘현현’에 대한 사유가 등장하기에, 다시 인

용해둔다. 

그러한 우리의 영혼(靈魂)이 우리의 가장 이상적(理想的) 미(美)의 옷을 닙

고, 완전한 운율(韻律)의 발거름으로 미묘한 절조(節操)의 풍경 만흔 길 우흘, 

정조(情調)의 불 붓는 산(山)마루로 향하야, 혹은 말의 아름답은 샘물에 심상

(心想)의 적은 배를 젓기도 하며, 잇기도든 관습의 기구(崎嶇)한 돌무덕이 새

로 추억의 수레를 몰기도 하야, 혹은 동구양류(洞口楊柳)에 춘광(春光)은 아릿

답고 십이곡방(十二曲坊)에 풍류(風流)는 번화(繁華)하면 풍표만점(風飄萬點)

이 산란(散亂)한 벽도화(碧桃花)꼿닙만 저흣는 움물 속에 즉흥(卽興)의 드레박

을 드놋키도 할 때에는, 이곳, 니르는 바 시혼(詩魂)으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 

현현(顯現)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시혼(詩魂)은 물론 경우에 따라 대소심천(大小深淺)을 자재변

환(自在變換)하는 것도 안인 동시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 김소월, 「시혼(詩魂)」188)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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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용이 「시와 언어」에서 강조했던 “Incarnation적 일치”는 단지 시와 

언어의 단독 대면을 가리키지 않는다. 시와 언어 사이에는 ‘정신(情神)/정령

(精靈)’이란 매개자가 존재해야만 한다. “Incarnation적 일치” 다음에 등장

하는 문장을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시의 정신적 심도는 필연으

로 언어의 정령을 잡지 않고서는 표현의 제작(製作)에 오를 수 없다.” 따라

서 여기에는 시-언어-정령이란 삼위일체의 구도가 있으며, 시와 언어를 아

우르는 근본적인 바탕 개념은 오히려 ‘정령’, 즉 ‘영혼’인 것이다. 

요컨대 정지용은 종교 시편을 통해, 그리고 “Incarnation적 일치”라는 시

론에서의 언급을 통해 현현되는 ‘영혼’의 숭고한 높이를 사유하게 된다. 

「무제」에서도 “령혼안의 고흔불”를 은유하는 “달”, “금성”, “고산식물” 등

의 시어들은 모두 높이를 지닌 사물들이었다. 초기 시편에서의 방랑하는 

‘혼’은 그 방랑을 극복하기 위해 내향(內向) 의지를 갖게 되고, 그 과정에서 

아이-불과 ‘나’ 사이에 긴장관계가 산출되는 ‘방 안’이라는 내면공간이 구축

된다. “Incarnation”의 맥락을 투입할 때, ‘아이’ 존재를 숯불이 타오르는 방 

안으로 포용하는 초기 주체의 모습은 ‘상징적 잉태’로 의미화해볼 수 있다. 

‘육화’는 비가시적인 것의 가시화뿐만 아니라 ‘불가능의 가능’이란 의미도 

지닌다. 육화 양상의 가장 대표격인 수태고지를 통한 마리아의 잉태가 신성

성을 띠는 까닭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불가능했던 잉태가 ‘가능’해졌기 때

문이다. 즉 ‘아이-불-나(어른 화자)’의 공간은 시적 주체에게 안온함과 시적 

숙명을 안겨주는 것에 더하여, 신성성을 체현(體現)하게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영혼의 높이가 하필이면 초기 주제에서의 ‘불’을 포기하지 

않은 채로 사유되는지 아직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다. 종교 시편에서는 영혼

의 ‘높이’와 불의 ‘내재함’이 공존하는 기묘한 현상이 일어난다. 사뭇 달라보

이는 두 가지의 방향성(‘위’[高]와 ‘안’[內])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 두 작품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88) 『개벽』, 19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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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애(悲哀)! 너는 모양할수도 업도다.

너는 나의 가장 안에서 살엇도다.

너는 박힌 활살, 날지 안는 새,

나는 너의 슬픈 우름과 아픈 몸짓을 진히노라.

너를 돌녀보낼 아모 이웃도 찻지 못하엿노라.

은밀히 이르노니― 「행복」이 너를 아조 실허하더라.

너는 진짓 나의 심장(心臟)을 차지하엿더뇨?

비애(悲哀)! 오오 나의 신부(新婦)! 너를 위하야 나의 창(窓)과 우슴을 다덧

노라.

이제 나의 청춘이 다한 어늬날 너는 죽엇도다.

그러나 너를 무든 아모 석문(石門)도 보지 못하엿노라. 

스사로 불탄 재에서 나래를 펴는

오오 비애(悲哀)! 너의 불사조(不死鳥) 나의 눈물이여!

― 「불사조(不死鳥)」189) 전문

얼골이 바로 푸른 한울을 우러럿기에

발이 항시 검은 흙을 향하기 욕되지 안토다. 

곡식알이 걱구로 러저도 싹은 반듯이 우로!

어느 모양으로 심기여젓더뇨? 이상스런 나무 나의 몸이여!

오오 알맞은 위치(位置)! 조흔 우 아래!

아담의 슬픈 유산(遺産)도 그대로 바덧노라.

나의 적은 연륜(年輪)으로 이스라엘의 이천년(二千年)을 헤엿노라.

189) 『가톨릭청년』 10호, 19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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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존재는 우주의 한낫 초조(焦燥)한 오점(汚點)이엇도다.

목마른 사슴이 샘을 차저 입을 잠그다시

이제 그리스도의 못박히신 발의 성혈(聖血)에 이마를 적시며―

오오! 신약(新約)의 태양을 한아름 안다. 

― 「나무」190) 전문

「불사조」와 「나무」는 1934년 3월 『가톨릭청년』 10호에 나란히 발

표되었다. 그런데 이 두 작품은 여러모로 유사함을 보일 뿐만 아니라, 당시 

같은 지면에 수록되는 방식 면에서도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이에 관해서 먼

저 『가톨릭청년』이 정지용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 더불어 중기 시편을 ‘종교 시’로 규정하는 전통의 정당성도 검토해보

고자 한다. 

정지용은 매일신보에 기고한 「직히는밤이애기」191)라는 산문에서 『가톨

릭청년』 창간이 결정된 경위192)를 손수 밝힌 바 있다. 『가톨릭청년』의 

주요 편집진(정지용 포함)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익명으로 표기193)하고, 이들

의 대화를 재구성한 방식이어서 흥미롭게 읽히는 글이다. 이들은 새로운 잡

지를 ‘종교’, ‘사회’, ‘취미’ 중 어떠한 카테고리를 본위로 할 것인지 토론하

다가 결국 ‘문학’을 택하기로 한다. 

P, 『결론으로 취미론(趣味論) 불찬성(不贊成)!』

C, 『가톨릭적이면 벌서 결정되여잇다』

Y, 『교회월보식(敎會月報式)이  가톨릭적은 아니다』

C, 『누가보기나하나』

Y, 『비판(批判)과문학(文學)을 중심으로할수박게』

190) 『가톨릭청년』 10호, 1934.3

191) 『매일신보』, 1933.6.8

192) 이 산문은 『가톨릭청년』 창간호가 발간되기 이틀 전에 발표되었다. 

193) 인물의 정체를 아예 가늠하기 힘든 익명은 아니고, ‘Y, C, R, S, P’ 등의 

알파벳 이니셜로 표기했다. 이 중 ‘Y’가 정지용으로 추측되나 확실하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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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히는밤이애기」

즉 정지용이 야심 차게 준비한 『가톨릭청년』은 그 이름과 달리 ‘종교 

본위’를 오히려 지양하고 ‘비평 및 문학 중심’을 향해 있었다. 그에게 가톨

릭과 문학은 서로를 저해하는 상호 장애물이 아니었다. 고로 중기 시편이 

종교에 편향되어 문학으로서의 자질을 잃어버렸다는 관점194)은 재고할 여지

가 있다. 『가톨릭청년』에 게재된 시를 모두 ‘종교 시’로 분류하던 관습도 

의심해보아야 한다.195) 『가톨릭청년』은 단순히 정지용의 열렬한 신앙심이 

반영된 가톨릭교 기관지가 아니라, 문학적 야심으로 추동되는 프로젝트 성

격의 문예지에 가깝다. 따라서 『가톨릭청년』에 나타난 글과 그림의 편집 

및 배치 방식은 정지용이 전권을 잡고 주도한 결과로 추측해볼 수 있다. 특

히 자신의 시를 게재하는 방식에서 정지용의 미의식이 두드러지는데, 텍스

트와 그림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에 강박적일 정도로 집착을 보

이기 때문이다. 「불사조」와 「나무」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 시편의 『가톨릭청년』 게재 당시 주목되는 지점들 몇 가지를 정리

해보면 다음과 같다. 

194) 대표적으로 김윤식은 정지용 시가 “가톨릭적인 것에 기울면 그럴수록 실패”

한다고 단정한 바 있다.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사』, 한길사, 1984, 432쪽 참조.

195) 김용직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참고할 만하다.

     “우선 정지용은 시작 활동에 관한 한 그 상위 개념을 시인하려 들지 않은 

시 일체주의자였다. 그런 정신의 단면은 두 가지 직접적 증거로 이끌어 낼 수 

있다. 《가톨닉 청년》 문예란을 담당하면서 그가 이상·김기림·이병기 등의 작품

을 게재한 사실은 이미 밝힌 바와 같다. 그런데 이들 시인은 그 누구도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다. 그들이 쓴 작품들 역시 그런 정신세계와는 무관했다. 특히 

이 잡지에 실린 이상의 작품은 다분히 기독교 신에 대한 야유·조소의 말들이 

섞인 것이다. 

     정지용이 만약 시에 앞서 종교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런 일련의 일들이 감

행되었을 리가 없다.”

     김용직, 「순수와 기법―정지용론」, 『한국 현대시인 연구 (상)』, 서울대학교출

판부, 2000. (김용직, 『김용직 평론선집』, 문혜원 편, 지식을만드는지식, 2015, 

119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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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청년』 10호(1934.3.)에 수록된 「불사조」와 「나무」196). 

① 시의 길이와 형식이 서로 유사하다. 「불사조」는 총 6연 12행, 「나

무」는 총 6연 11행으로 쓰였으며 각 행의 문장 길이 역시 비슷하다. 행의 

수가 홀수인 「나무」의 마지막 연을 제외하고 두 시 모두 각 연마다 2행

씩 구성되어 있다. 『가톨릭청년』 10호 원본의 지면을 보면 지면 한 장을 

딱 맞게 채우는 길이의 두 시는 안정적으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정지용

은 당시 『가톨릭청년』 편집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서로 거울

상으로 마주보는 것과 같은 이러한 시각적 구성197)에는 정지용의 의도가 강

하게 작동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심지어 감탄사 “오오”가 두 번씩 반

복되는 것마저 동일하다. 

196) 이미지는 다음 책을 참고하여 스캔하였다. 

    정지용, 『정지용 전집 3: 원문시집』, 최동호 편, 서정시학, 2015, 199~200쪽.

197) 전호(前號)였던 『가톨릭청년』 9호(1934.2.)에 게재된 정지용의 시 「다른한

울」과 「하나다른태양」의 경우도 거울상으로 배치되었었다. 두 시 모두 이름 

모를 성화(聖畫)를 한 점씩 수반하고 있는데, 이 두 점의 성화는 사실 같은 그

림을 좌우반전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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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두 시 모두 “피카소作”이라 명시된, 입체파 화가로 유명한 파블로 피

카소(Pablo Picasso, 1881~1973)의 그림과 함께 수록되었다. 시의 내용에 

어울리는 삽화나 가톨릭 교리와 관련 있는 성화(聖畫)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배치는 어떤 의도의 개입이 아니라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더군다

나 피카소의 그림 중에서도 현대의 대중에게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그림들

이라 주목되는 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사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사항이다. 「나무」에 덧붙여진 그림은 「기타, 유리잔 그리고 과일

이 담긴 과일접시」(원제: Guitare, verre et compotier avec fruits, 192

4)198)로 확인된다. 「불사조」에 게재된 그림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긴 어

려우나, 화풍으로 보아 「나무」의 그림과 마찬가지로 피카소가 1920년대에 

   

    ▲ 『가톨릭청년』 9호(1934.2.)에 수록된 「다른한울」과 「하나다른태양」. 

    원광(圓光)을 둘러쓴 성화 속 천사는 고개를 숙인 채 성화(聖火)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다. 두 그림은 서로 거울상을 이루면서 마치 마주보는 천사 가운데로 

성화(聖火)의 불길이 모아지는 것만 같은 시각적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성화(聖

火) 위에는 ‘거룩하다’는 뜻의 라틴어 ‘SANCTUS’가 적혀있다. 이 시들은 또한 

제목으로도 각각 ‘다른 하늘’과 ‘다른 태양’을 가리키며, 대응 관계에 있는 작

품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는 의도가 담긴 일종의 ‘기획적’ 편집이

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정지용은 『가톨릭청년』 편집의 전권자로서 이 기획을 

전두지휘했을 것이다. 

    이미지 출처는 『정지용 전집 3: 원문시집』, 195~196쪽.

198) 원작 그림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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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정물화로 추측된다.199) 이 시기의 정물화들은 피카소가 점차 입체파

(큐비즘) 화풍에서 벗어나 초현실주의에 발을 들이게 된 과도기에 위치한다.

③ 유사한 시적 내용이 서로 대응 관계를 이룬다. 「불사조」와 「나무」

에 드러난 시적 대상 ‘불사조’와 ‘나무’는 모두 화자인 ‘나’와 결합되어 있

다. ‘불사조’는 “나의 가장 안”에 깃든 존재고, ‘나무’는 “나의 몸”과 동일시

된다. 엄밀히 말하자면 두 대상은 모두 특정 원관념에 대한 보조관념이다. 

‘불사조’는 내 안에 있는 “비애”의 보조관념이며 ‘나무’는 “나의 몸”의 보조

관념이다. 물론 이 시들의 제목은 각각 「비애」와 「나의 몸」이 아니라, 

「불사조」와 「나무」가 되었다. 정지용의 수사학을 따라가다 보면 원관념

과 보조관념이라는 절대적인 구분은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불

199) 그나마 밑의 그림이 가장 유사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그림의 제목은 

「갈레뜨가 있는 정물화」(원제: Nature morte à la galette)로, 역시 1924년작

이다. 그런데 색 구성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그림 또한 「기타, 유리잔 그리

고 과일이 담긴 과일접시」와 동일한 대상, 즉 기타와 유리잔, 과일접시를 그린 

정물화임을 알 수 있다. 피카소는 동일한 대상과 동일한 구도를 가졌지만 전혀 

다른 색감과 구성을 띠는 정물화를 다수 그렸다. 「불사조」의 그림은 여기에서 

더 추상화되고 색 대비가 극단화된 버전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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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와 「나무」는 모두 존재론적인 사유를 담고 있다. 「불사조」는 ‘안’

으로 침잠해들어가는 ‘깊이’의 주제를, 「나무」는 ‘위’에의 지향과 ‘아래’로

의 묶임이 장력(張力)을 발생시키는 ‘높이’의 주제를 드러낸다. 

먼저 「불사조」는 몇 번이고 부활하는 전설의 새 불사조(不死鳥), 즉 피

닉스(phoenix) 신화를 차용하여 ‘비애(悲哀)’의 본질을 탐구하는 시이다. 이 

시는 가톨릭을 암시하는 요소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에 의

해 아무런 의심 없이 종교 시편으로 묶이곤 했다. 『가톨릭청년』에 발표되

었다는 점과 불사조의 ‘부활’ 모티프가 기독교에서의 ‘부활’로 읽힐 수 있다

는 점이 그러한 분류를 용인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지용은 『가톨릭

청년』에 「불사조」 이외의 종교적 요소가 전무한 다른 작품도 종종 발표

했으며 불사조의 ‘부활’이 가톨릭 교리에 입각하여 사유되고 있는 것은 아

니기 때문에, 「불사조」를 종교 시편으로 취급해온 관례는 말 그대로 ‘관

례’에 불과했다. 

중남미 문학의 거장인 보르헤스(Jorge Luis Borges, 1899~1986)는 『상

상동물 이야기』(원제: El libro de los seres imaginarios, 1967)에서 죽지 

않고 삶을 영원히 순환시키는 피닉스의 기원이 이집트에 있다고 주장한다. 

훗날 피닉스를 신화화하는 데 많이 기여한 이들은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이

지만, 삶과 죽음의 영원한 순환 가능성에 대한 사유가 있었던 이집트인들이

야말로 피닉스 신화를 처음 만든 이들이라는 것이다. 이후 스토아 철학자들

은 우주의 생성과 소멸 원리를 피닉스가 “불길 속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불

길 속에서 탄생”하는 것으로 설명했다고 한다. 즉 피닉스는 불타오르는 ‘불

새’ 혹은 ‘태양새’의 이미지로 전유되었으며, 피닉스의 생리(生理)는 곧 우주

의 섭리를 반영한다. “성 암브로시우스와 예루살렘의 시리아쿠스는 피닉스

를 육신의 부활의 증거로 여겼”다는 보르헤스의 언급은, 비록 그 기원은 기

독교와 동떨어지지만 기독교적 부활을 증거하는 이미지로 피닉스가 채택되

곤 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200)

그러나 「불사조」에서 ‘불사조’로 명명되고 있는 시적 대상은 다름아닌 

200) Borges, J.L., 「불사조 피닉스」, 『상상동물 이야기』, 남진희 역, 민음사, 

2016, 51~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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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애(悲哀)”라는 점에서, 이 시에서의 부활 모티프를 기독교적 부활과 직결

시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대신 어떤 연유에서 정지용이 ‘비애’를 ‘불사조’

라는 신성한 새의 이미지로 전환하고 있는지를 고찰해보아야 한다. 의외로 

이 시는 3년 전 발표된 시 「무제」, 그리고 4년 뒤 발표되는 박용철의 

「시적 변용에 대해서」의 주제들과 연관이 있다. 「시적 변용에 대해서」

에서 말하고자 하는 “변용”의 요체가 바로 시인의 깊숙한 내면에서 일렁이

는 “무명화”의 변용이었음을 이미 2.2.에서 논의한 바이다. 시를 쓰게 하는 

내적 필연성으로서의 “무명화”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불꽃’이기도 하고, ‘함

부로 이름할 수 없는 불꽃’이기도 하다. ‘무명(無名)’이란 존재 양태는 ‘미지

(未知)’가 아니라 ‘불가지(不可知)’, 즉 아직 알려지지 않음이 아니라 알려질 

수 없음이다. 일견 신비주의적인 개념이지만, 그것은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 

모든 형태의 이론적·이성적·비평적 시도를 와해시킬 만큼 근본적인 요소라는 

의미이다. 「불사조」의 “비애” 역시 ‘불가지’의 상태에 있다. 

내 무엇이라 이름하리 그를?

나의 령혼안의 고흔불,

― 「무제」 일부

비애(悲哀)! 너는 모양할수도 업도다.

(…중략…)

그러나 너를 무든 아모 석문(石門)도 보지 못하엿노라.

― 「불사조」 일부

재차 인용한 위의 구절들에 주목하면, 「무제」와 「불사조」에 나타난 

‘불’(불사조 역시 ‘불새’이므로.)은 박용철의 ‘무명화’ 개념과 상통함을 알 수 

있다. 「무제」의 “고흔불”이 지닌 ‘이름할 수 없음’은 ‘무명화’와 거의 같은 

맥락에 있고, “비애”의 ‘모양할 수 없음’, 즉 부정형(不定形)의 성질 역시 형

태를 알 수 없으니 함부로 이름할 수도 없는 ‘불가지’에 해당한다. “너를 무

든 아모 석문도 보지 못하엿”다는 것은 불사조(비애)의 죽음에 대한 어떠한 

가시적인 실증도 부재한다는 것이다. 불사조는 스스로 불타면서 죽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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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살아나기 때문이다. 그러한 불사조의 생리에서 비롯된 비가시성을 시

적 주체는 찬양하듯 받아들이고 있다. 

존재의 질주를 추동하는 원동력으로서의 ‘불’은 정지용 초기 시편에서부터 

이미 출현하고 있었다. 그때에도 불은 내재(內在)하고 있었지만, 아직 ‘무명

화’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정지용의 

종교 시편은 이 내재하는 불 모티프가 신성성과 신비로움을 획득하면서 ‘무

명화’적인 이미지로 올라서게 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아마도 박용철은 1930

년 이후 정지용과 교류하기 시작하면서, 존재의 가장 내적으로 존재하는 

‘불가지’의 불 모티프를 심상치 않게 감지해냈던 것 같다. 이러한 사상적 교

류의 결과는 그가 1938년에 이르러 직접 “무명화” 개념을 내놓기에 이른다. 

“무명화”는 정지용의 불 모티프를 시 창작론과 시인의 존재론에 비평적으로 

연결시킨 개념이다. 그러나 본고의 2.3.과 3.1.에서 논의한 것처럼 정지용의 

보편존재론과 시론에서 ‘비애/슬픔/고독’이 개별적인 감정이 아니라 존재의 

가장 내적인 근거이자 시작(詩作)의 질료로서 의미화되는 양상을 환기한다

면, ‘비애’를 ‘무명화’적인 의미로 사유하는 「불사조」는 「시적 변용에 대

해서」의 주제를 훨씬 명료하게 선취한 셈이 된다. ‘무명화’에 대한 정지용 

시의 공명은 바슐라르가 전개한 ‘불의 시학’와 유사한 면이 있다. 바슐라르

에게도 ‘불’은 단순한 상상력이 아니라 시 쓰기의 실존적 원동력이 되며(이

것이 바슐라르가 제시한 ‘몽상’ 개념의 요체일 것이다.), 바슐라르 역시 이를 

불사조(피닉스)의 부활 이미지로 치환한다. 

사실, 피닉스는 시 안에서, 시에 의해, 시를 위해, 끊임없이 살고 죽으며, 다

시 태어난다. 그 시적 형태는 다양하고 새롭기 그지없다. (…중략…) 그리고, 

새로운 시인에게는 새로운 피닉스, 경이로운 불사조적 존재가 상응한다고 나는 

확신한다.201)

― 가스통 바슐라르, 「서론」, 『불의 시학의 단편들』202) 일부

201) Bachelard, Gaston, 『불의 시학의 단편들』, 안보옥 역, 문학동네, 2004, 

78쪽. 

202) 원제: Fragments d’une Poétique du Feu,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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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지용에게서는 박용철과 바슐라르에겐 없었던 존재근원적인 ‘비애’

의 사유가 더해진다. ‘무명화’ 같은 신비로운 필연성의 불길과 ‘불사조’처럼 

부활하는 존재는 곧 ‘비애’의 다른 이름이다. 이 비애는 “나의 가장 안”에 

철저히 내면화되어 있다. 비애를 시작(詩作)의 근거로 발견하는 일은 “가장 

안”으로 침잠하기를 자처하는 내면적 주체의 ‘숭고한 고독’이 선행되어야 가

능하다. 여기서 ‘불사조’의 원형적 상징은 매우 흥미로운데, 삶과 죽음이 이

분법이 붕괴되는 불사조의 생리는 이후 후기 시편과 산문에서 드러나는 ‘죽

음’에 대한 태도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정지용 시에서 ‘죽음’이 

직접적으로 표면화된 것은 종교 시편부터라고 봐야한다. 물론 종교적 색채

가 덧칠되어 있기 때문에 현세 너머에 있는 ‘피안’의 세계로서 죽음이 인식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죽음의 인식은 시적 주체에게 ‘숭고함’을 체현

하게끔 하는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는 곧 ‘내면의 숭고화’이며, 

정지용이 시론을 통해 예술가의 존재론을 펼치게 되는 계기로서 작용한다. 

「나무」는 “푸른 한울”을 향하면서도 “검은 흙”에 뿌리박은 ‘나무’의 존

재 형식에 대한 사유를 종교적인 어조로 노래한다. 여기서 특징적인 점은 

화자가 숭고한 ‘위’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대지로 끌어내리고 있는 

‘아래’ 역시 긍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의 존재는 우주의 한낫 초조한 오

점이엇도다”와 같은 구절은 분명 과도하게 종교적 색채에 침윤된 것이지만, 

그러한 미미한 ‘나의 존재’는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피[“聖血”]에 이마를 적

시면서 “신약의 태양”을 한 아름 안는 존재로 거듭난다. 나의 나무-몸에 깃

든 위와 아래의 긴장 관계는 자신의 육체를 생경하고 신비스러운 것으로 인

식(“이상스런 나무 나의 몸이여!”)하게 한다. 그러나 화자는 이내 생경함을 

극복하고 자기 존재 자체를 긍정한다.(“오오 알맛는 위치! 조흔 우 아래!”)

「불사조」와 「나무」는 종교 시처럼 보이는 외피(外皮)에도 불구하고, 

실은 자기 존재의 ‘안’과 ‘위-아래’를 탐구하는 모습을 병렬적으로 제시한 

일종의 ‘실험시’에 해당한다. 두 시의 주제가 결합하면 내면의 깊이와 높이

를 동시에 지닌 예술가적인 내면공간에 관한 이야기가 된다. 일찍이 릴케에

게 ‘나무’는 시인/예술가와 동일시203)되었고, ‘세계내면공간’ 개념도 ‘나무’ 

속에 위치한 공간으로서 등장했었다. 박용철도 이를 이어받아 “시인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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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우리가운대서 자라난 한포기 나무”(「시적 변용에 대해서」)라고 주장했

다. 「시적 변용에 대해서」에 나타난 주요 은유 체계 두 가지가 바로 ‘시

인-나무, 시적 필연성-무명화’라고 정리한다면, 정지용이 4년 전 『가톨릭

청년』에 동시에 게재한 이 시들은 박용철 시론의 핵심을 선취하고 있는 것

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두 작가 간의 교류 양상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밝혀낼 

만한 계기로 기대된다. 

중기 시편에서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변화로는 ‘그대’라는 이인칭의 출현

이다. 이 ‘그대’가 어떤 가톨릭적인 경건함의 어조에서 호명된 것은 사실이

다. 정지용 시에서 ‘그대’는 이후 「슬픈 우상」과 같은 과도기적인 작품을 

지나 후기 시편 중에서 가장 이른 작품인 「삽사리」와 「온정」까지 유지

되지만, 『문장』에 본격적으로 연루된 이후부터는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앞서 나열한 작품들은 모두 ‘종교 시’로 규정하기에는 어렵다는 점이 아이

러니한데, 정지용이 ‘그대’에서 종교적 외피를 걷어내고 오직 특유의 경건함

만 부여하는 데에 성공했다는 방증이 될 터이다. 

고요히 그싯는 손씨로

방안 하나차는 불빗!

별안간 다발에 안긴드시

올이처럼 일어나 큰눈을다

그대의 붉은 손은

바위틈에 물을 오다

山羊의 젓을 옴기다

簡素한 菜蔬를기르다

오묘한 가지에

장미가 피드시

그대 손에 초밤불이 낫도다

203) “예술가는 나무처럼 성장해가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 편지」,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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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불과 손」204) 전문

“방안 하나차는 불빗”은 ‘방 안의 불’이라는 점에서 초기 시편에서의 불 

이미지와 상통한다. 제목의 “촉불”이 바로 이 불을 가리킬 것이다. 다만 이 

시에서는 초기 시편과 달리 방 안의 불이 아픈 아이와 결합하는 것이 아니

라, 촛불의 붉은 색채감이 “그대의 붉은 손”으로 옮겨간다. 마지막으로 “그

대 손에 초밤불이 낫도다”에 이르면 불은 “그대”에게 완전히 전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지용은 촉각과 시각의 불일치를 탁월하게 활용하여 감

각적 이미지를 역설적인 의미로 밀어 넣는데, 본래 바위틈에서 물을 떠오다

가 너무 차가워 빨개진 “그대”의 손이 따뜻한 “초밤불”을 품은 것으로 표현

된다. 이를 “오묘한 가지에/장미가 피드시”라 하면서 “그대”를 장미나무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는 모습도 보인다. 정지용 시에서 “그대”를 하나님 혹은 

어떤 초월적 존재로 일대일 대응시키는 것은 많은 경우 무의미해지는 작업

이다. 무엇을 가리키든 간에, 정지용의 “그대”는 화자가 닿을 수 없는 경지

에서 특정 공간이나 대상을 보살펴 주는 존재로 자주 등장한다는 점이 중요

하다. 초기 시편의 ‘숯불’ 이미지도 아픈 아이를 보살펴 주는 존재였다. 그

러나 중기에서 불 이미지는 “그대”와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면서, 숭고한 

‘영혼의 불’로서의 의미를 획득한다.

중기 시편에서 가톨리시즘의 영향보다 더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은, 

이 시기의 시작(1931~1933년)이 박용철과의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는 점이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었

다기보다, 숱한 대화와 여행, 동인 활동을 거쳐 상호적으로 의견을 주고받

았을 것이다. 박용철의 ‘무명화’와 정지용의 ‘성화’ 사이의 유사성은 그런 맥

락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 ‘무명화’ 역시 「시적 변용에 대해서」에서는 매

우 종교적인(그러나 기독교적이지는 않은) 색채를 띠며 일종의 성전에서 타

오르는 불길인 것처럼 표현되는데, 이러한 ‘숭고함’의 사유의 공유는 릴케적

인 ‘고독(孤獨)’이 ‘고고(孤高)’로 전환되는 국면을 암시한다. 정지용의 시론

204) 『신여성(新女性)』 10권 11호, 19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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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시인은 “고만(高慢)”해도 좋은 자리에 있다고 표현된다. 요컨대 중기 

시편은 ‘내면의 위대함’을 체현하는, ‘고고’한 시인의 존재론이 본격화되는 

시기였다. 내면으로의 깊이가 존재론적 높이로 환치되는 마술적인 변환은 

초기에 제시된 ‘불’이 영혼 안에 거하는 것으로, 즉 ‘내재(內在)’의 처소가 

이동하면서 가능했다. 이러한 존재론적 높이에 대해 사유할 수 있게 된 정

지용은 이후 후기의 고지(高地) 시편에 올라서서, ‘은일’이 아닌 높은 곳에

서 삶과 죽음 등 현실에서의 대립체들을 통합하여 사유할 수 있게 되는 단

독자205)로서의 경지를 획득하는 것이다.

3.3. 내면의 확장적 인식을 통한 후기 시편의 전개 

초기와 중기 시편에서 엿보였던 내면공간에 대한 탐구는 후기에 이르러서

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끊임없이 자기 갱신을 시도해온 정지용 문학

이기에,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아득한 거리감은 불가피한 것이었을지도 모

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공간에 대한 천착은 지속적인 주제였으며, 다

양하게 변주되는 불 이미지가 정지용 문학의 이러한 연속성을 뒷받침한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그러나 연속성을 중시한다고 해서 각기 다른 경향들 

사이의 전환 지점을 논외로 치부할 수는 없다. 초기에서 후기로의 이행을 

‘바다→산’206)의 이행이나 ‘감각→기억’207)의 이행으로 바라보는 관점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2장에서 논한 정지용의 시론에 의하면, 내면공간이란 내적 에너지가 응축

205) 신범순, 「정지용 시에서 ‘詩人’의 초상과 언어의 특성」, 148쪽.

206) “이후 바다에서 산으로 소재가 이동하면서 산수시 계열의 시들이 씌어진다. 

감각에서 정신에로의 변전이 그것이다.”

     최동호, 『하나의 도에 이르는 시학』. 160쪽.

207) “필자는 정지용의 후기 시가 감각에서 기억의 영역으로 그 중심점을 옮겨 

놓고 있다고 생각한다. 감각은 육체적인 것과 관련되는 것이며 기억은 혼의 영

역과 관련되는 것이다.”

     신범순, 「정지용의 시와 기행산문에 대한 연구―혈통의 나무와 德 혹은 존

재의 平靜을 향한 여행」. 1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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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공간이자 감각·감정·지성 등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 총체적 공간이다. 박

용철의 표현을 빌리자면 “전일체”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전일체적 공간에

서는 삶과 죽음 역시도 엄밀히 분리되지 않는다. 이는 죽음으로 하여금 실

존의 한 부분을 이루게 하는208) 내면공간의 근원적 특징이다. 

이때 중기 시편에서 ‘영혼’ 안에 거하던 성스러운 불은 다시 ‘자작나무 모

닥불’이란 소박한 이미지로 변화한다. 「백록담」을 비롯한 후기 시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자작나무, 즉 ‘백화(白樺)’는 “소멸과 죽음의 상징”209)이다. 

그런데 ‘불’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에 의하면 한 존재의 실존을 가능케 하는 

내적 동력이자 생명력이었다. 「인동차」에서 이러한 ‘자작나무’를 태워 차

를 끓일 ‘불’을 피운다는 것은 ‘죽음을 통한 삶의 유지’라는 역설적인 의미

를 담고 있다. 정지용은 박용철의 죽음이 닥쳐왔던 1938년을 전후로 하여 

삶과 죽음의 교환 가능성을 더 적극적으로 사유하게 된다. 

남자가 삼십(三十)이 지난 나이가 되고보면 이만한 나룻과 염을 갖훌 수 있

는것이었던가, 달포 가까히 입원한 동안에 이렇게 짙을수 있는 것이런가, 새삼

스럽게 놀랍기 도하다.

(…중략…)

알른사람이야 오작하랴마는 사람의 생명이란 진정 괴로운것임을 소리없이 

탄식아니할수 없다. 계절과 계절이 서로 바뀔때 무형(無形)한 수레바퀴에 쓰라

린 마찰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의 육신과 건강이란 실로 슬픈것이 아닐수없다. 

― 「남병사(南病舍)」210) 일부

박용철이 죽기 두 달 전에 발표된 위의 글에서, 정지용은 다 죽어가는 젊

은 남자(박용철)의 얼굴에 수염만은 덥수룩하게 자라나는 아이러니한 광경

을 보면서 느낀 복잡한 감정을 담담히 써내려간다. 벗의 죽음 앞에서 “생

명”과 “육신”, “건강” 등 삶과 결부된 것들은 모두 괴롭고 슬픈 것에 불과

208) Blanchot, Maurice, 앞의 책, 175쪽.

209) 조영복, 「정지용의 「백록담」과 ‘인간 꽃’의 황홀경」, 『원형 도상의 언어적 

기원과 현대시의 심연』, 소명출판, 2012, 292쪽.

210) 『동아일보』, 19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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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 혼란스러워하는 심리가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1년 후 정지용은 다시 

시인이란 “살음과 죽음”에 초연한 “생명의 검사로서 영원에 서”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 문장이 담긴 시론 「시와 발표」는 박용철의 계승이면서 추모

의 성격을 띤다는 점은 이미 2장에서 밝혀둔 바이다. 삶과 죽음을 둘러싼 

「남병사」에서의 복잡한 심경은 벗의 죽음을 치열하게 추억하고 애도하는 

과정을 거친 후 “살음과 죽음”을 모두 아우르는 완숙한 사유로써 극복된다. 

이렇게 정지용의 후기 시편은 박용철의 투병 및 사망이라는 사건과 함께 

시작되고 있다. 정지용은 아픈 벗을 줄곧 바라보며 자신의 초기 시편의 한 

축을 담당했었던 ‘열병 걸린 아이’의 이미지를 떠올렸을 것이다. 그래서 “알

른사람은 어린아이같은 심정을 가질수도 있는것”211)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박용철과의 금강산 여행을 기록한 「내금강소묘(內金剛素描)」 연작212)에서 

박용철을 돌보는 정지용의 모습은 차라리 아픈 아이를 둔 아버지에 가까워 

보인다. 그런 탓에 후기 시편의 처음 양상은 초기 시편의 모티프를 다시금 

변주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일상적 불의 이미지가 귀환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후기 시편은 『문장』 수록작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지만, 박용

철의 병세가 악화된 시기이자 후기 시편의 시작을 알리는 1938년도의 작품

들213)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과도기적 작품인 「슬픈우상」의 뒤를 이어

『삼천리문학』 2호(1938.4.)에는 「삽사리」와 「온정(溫井)」이 함께 수록

된다. 흥미롭게도 이들 역시 「다른한울」과 「하나다른태양」, 「불사

조」와 「나무」 등 『가톨릭청년』 수록작들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데칼

코마니적인 형식을 보인다. 중기 시편에서 강렬하게 타오르던 ‘성화(聖火)’

에 가려진 ‘촛불, 화롯불’ 등의 일상적 불 이미지가 여기서 재등장한다. 

그날밤 그대의 밤을 지키든 삽사리 괴임즉도 하이 짙은울 가시사립 굳이 닫

211) 「남병사」

212) 본래 조선일보에 「수수어 3」(1937.2.14.)과 「수수어 4」(1937.2.16.)으로 실

린 작품들을 『문학독본』에는 각각 「내금강소묘(1)」과 「내금강소묘(2)」로 개제

하여 수록했다. 

213) 정지용은 박용철의 죽음 직후인 1938년 하반기에는 어떤 작품도 발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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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었거니 덧문이오 미닫이오 안희 또 촉불 고요히 돌아 환히 새우었거니 눈이 

치로 쌓인 고삿길 인기척도 않이 하였거니 무엇에 후젓허든 맘 못뇌히길래 그

리 짖었드라니 어름알로 잔돌사이 뚤로라 죄죄대든 개울물소리 긔여 들세라 

큰봉을 돌아 둥그레 둥긋이 넘쳐오든 이윽달도 선뜻 나려 슬세라 이저리 서대

든것이러냐 삽사리 그리 굴음즉도 하이 내사 그대ㄹ 새레 그대것엔들 다흘법

도 하리 삽사리 짖다 이내 허울한 나릇 도사리고 그대 벗으신 곻은 신이마 위

하며 자드니라. (강조: 인용자)

― 「삽사리」214) 전문

그대 함끠 한나잘 벗어나온 그머흔 골작이 이제 바람이 차지하는다 앞남긔 

곱은 가지에 걸리어 파람 부는가 하니 창을 바로치놋다 밤 이윽쟈 화로ㅅ불 

아쉽어 지고 촉불도 치위타는양 눈썹 아사리느니 나의 눈동자 한밤에 푸르러 

누은 나를 지키는다 푼푼한 그대 모습 훈훈한 그대 말씨 나를 이내 잠들이고 

옴기셨는다 조찰한 벼개로 그래 예시니 내사 나의 슬기와 외롬을 새로 고를 

박긔 땅을 쪼기고 솟아 고히는 태고로 한양 더운물 어둠속에 홀로 지적거리고 

성긴 눈이 별도 없는 거리에 날리어라. (강조: 인용자)

― 「온정(溫井)」215) 전문

두 시는 ‘~하이’ 등의 고어체를 활용하여, 추후 「장수산」 연작에서의 

예스러운 분위기로 이어지는 형식상의 단초를 우선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공

통적으로 하얀 눈이 내리는 겨울밤을 시적 배경으로 삼는데, 이 역시 「장

수산」을 비롯한 후기 시편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배경과 동일하다. 마광

수도 『백록담』에 수록된 작품들 중에서 「삽사리」와 「온정」을 최고로 

꼽으면서, 두 시가 형식·내용 양면에서 “서로 자매편 또는 속편의 관계”216)

를 맺는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들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점이라면, ‘그대’라는 동일한 시어가 「삽사

리」에서는 지켜져야 할 대상으로, 「온정」에서는 (‘나’를) 지켜주고 “훈훈

214) 『삼천리문학』 2호, 1938.4

215) 『삼천리문학』 2호, 1938.4

216) 마광수, 「정지용의 시 「온정」과 「삽사리」에 대하여」, 『인문과학』 51권, 연세

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984,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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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말씨로 재워주는 주체로 다르게 등장한다는 점이다. 많은 연구자가 지

적한 대로 「삽사리」의 ‘삽사리’는 결국 그대를 지켜주고픈 ‘나’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동물로 볼 수 있다. 즉 「삽사리」와 「온정」에는 ‘나’와 ‘그대’

의 보살핌의 관계가 거울상으로 뒤집혀 있다. 이 ‘그대’가 가리키는 의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정지용 시에 나타난 존재론적 초월 양상에 주목

한 한 연구는 ‘그대’를 향한 ‘나’의 태도가 ‘종교적 구원’을 포괄한다고 하

여, 두 작품을 “투박한 ‘문학적 종교’로부터 후기의 완숙한 ‘종교적 문학’으

로” 향하게 하는 시발점으로 해석했다.217)

그러나 ‘그대’가 지시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차치하더라도,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초기 시의 주된 시적 구도였던 ‘보살핌-보살펴짐’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 ‘종교적’인 것으로 볼 수 있

겠으나, 오히려 종교적 색채에 가려서 잠시 보이지 않았던 ‘보살핌’이 마치 

억압된 것이 회귀하듯 「삽사리」와 「온정」에 따뜻한 어조로 돌아온 것이

다.  

문제는 이들의 지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다. 초기 시편에서 열병 든 

아이를 지켜주고, 또 그 아이와 아이를 바라보는 ‘나’가 귀속된 집/방 안이

란 내면공간을 “십이월밤”부터 지켜주던 촛불/화롯불은 더 이상 그때의 열

기를 지속하지 못하고 “아쉽어 지고” “치위”(추위)를 탄다. 「삽사리」의 

“안희 또 촉불”은 그 열기의 사그라듦이 직접 노출되어 있지는 않지만, 누

군가를 ‘지켜내는’ 임무를 ‘삽사리’에게 양보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온정」

에서는 “태고로 한양 더운물”(온정)이 ‘따뜻함’을 지닌 채 “어둠속에”서 촛

불/화롯불 대신 ‘나’를 지켜주고 있다. 이와 같은 ‘불’의 기능의 이행은, 정

지용의 시적 관심사가 더 이상 ‘내면의 불씨’를 발견하는 데에 있지 않다는 

방증일 것이다. 

이들 ‘삽사리’와 ‘더운 물’은 초중기 시편에서 이미 나타났던 비슷한 모티

프에 대응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예컨대 「카페―·프란스」에서 외로운 화자

를 ‘애무’로써 위로해주던 “이국종 강아지”는 토속적 이미지인 ‘삽사리’로 

217) 김봉근, 「정지용 시에 나타난 존재론적 초월의 양상과 의미」, 『한국문학이론

과 비평』 73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6, 209쪽.



- 109 -

변주되어 화자와의 심리적 거리가 더욱 좁혀졌다. “태고로 한양 더운물”이

란 표현은 「홍역」에서의 “太古然히 아름다운 불”을 연상케 한다. 정지용

은 매우 일상적인 ‘석탄불’에서도 태곳적의 아름다움을 이끌어내고 있다. 마

찬가지로 소박하면서도 정겨운 ‘온정’의 ‘더운물’도 실은 태고라는 근원적인 

시간성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더운 물’은 정지용의 중요한 시적 소재인 ‘불’을 대신하고 있기에 

주목을 요한다. 주지하듯 「바다」 연작 등 초기 시편에서 드러난 ‘물’은 냉

기(冷氣)218)를 주관하던 이미지였으나219) 「온정」에서는 정반대의 촉각적 

심상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더운 물’에 덧붙여진 ‘태고’라는 시간 감각은 

1년 후에 발표된 대표작 「백록담」을 해석하는 데에도 좋은 참조점이 될 

수 있다. 

  

       1

絶頂에 가까울수록 뻑국채 꽃키가 점점 消耗된다. 한마루 올으면 허리가 슬

어지고 다시 한마루 우에서 모가지가 없고 나종에는 얼골만 갸옷 내다본다. 花

紋처럼 版박힌다. 바람이 차기가 咸鏡道끝과 맞서는 데서 뻑국채 키는 아조 

없어지고도 八月한철엔 흩어진 星辰처럼 爛漫하다. 山 그림자 어둑어둑하면 

그러지 않어도 뻑국채 꽃밭에서 별들이 켜든다. 제자리에서 별이 옴긴다. 나는 

여긔서 기진했다. 

(…중략…)

       9

가재도 긔지않는 白鹿潭 푸른 물에 하눌이 돈다. 不具에 가깝도록 고단한 

나의 다리를 돌아 소가 갔다. 쫓겨온 실구름 一抹에도 白鹿潭은 흐리운다. 나

의 얼골에 한나잘 포긴 白鹿潭은 쓸쓸하다. 나는 깨다 졸다 祈禱조차 잊었더

218) 물론 이 ‘냉기’란 ‘겨울밤’이 지닌 ‘한기(寒氣)’와 구분되어야할 것이다.

219) 물 이미지를 중심으로 정지용 시편을 분석한 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가움’

이 “감정의 절제를 통해 대상과의 ‘간격을 둔 접촉’을 유지하려 했던” 의식적 

태도와 관련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안으로 열하고 겉으로 서늘옵기”(「시의 

위의」)라는 정지용의 시론을 충실히 적용한 결과다. 

   이솔, 「정지용의 초기 바다시편과 후기 산수시의 상관성 연구: 물의 이미지 유

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4, 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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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강조: 인용자)

― 「백록담」 일부

「백록담」은 한라산 꼭대기를 등정하는 여정과 시선의 이동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초기 시편 중 「카페―·프란스」와 「황마차」에서는 ‘밖’에서 

‘안’으로 향하는 수평적 이동이 특징적이었다. 「백록담」은 그것을 수직적

으로 전환하면서, 꼭대기에 이르기까지 마주치는 모든 존재와 풍경들을 기

행문의 형식으로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여정은 일종의 수련(修

練)과도 같이 느껴진다. 「황마차」에서의 헤맴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白鹿潭 푸른 물에 하눌이 돈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시 전체적으로 

차고 푸른 심상이 두드러진다. 백록담 물에 비친 하늘은 틀림없이 푸른빛이

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늘을 오롯이 담고 있는 백록담은 ‘총체적인 우주를 

비추는 지상의 거울’220) 혹은 “자연 전체를 담고 있는 자연 안의 작은 물그

릇”221)이라 불릴 만하다. 

그러나 이 ‘물’은 거울이나 그릇으로만 비유되지는 않는다. 「백록담」의 

백미는 ‘뻑국채’ 꽃으로 가득 찬 1연의 황홀경이다. 오늘날 ‘뻐꾹채’라고 불

리는 뻑국채는 약간의 붉은빛이 감도는 자줏빛을 띠고 있다. 정지용 후기 

시편에서 이렇게 붉은빛의 심상이 한 연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뻑국채 이후 등장하는 여러 자연물들과 대조해봐도 뻑국채의 붉은빛

은 상당히 유난스럽다. “암고란 환약222)”, “백화”, 파랗게 질리는 “도체비

꽃”223), “풍란”, “고비 고사리 더덕순 도라지꽃 취 삭갓나물 대풀 석이”는 

220) 조영복, 「정지용의 「백록담」과 ‘인간 꽃’의 황홀경」, 앞의 책, 290쪽.

221) 권희철, 앞의 논문, 72쪽.

222) 한라산의 대표적인 고산식물인 시로미(crowberry)의 열매를 가리키는 것으

로 보인다. ‘암고란’은 시로미의 별명이다. 시로미의 꽃은 붉은빛을 띠지만, 열

매는 블루베리의 검푸른빛과 유사한 빛깔이다. 

223) 최동호는 『정지용 사전』에서 “도체비꽃”이 될 수 있는 후보로 도깨비바늘, 

도깨비부채, 도깨비사초, 도깨비쇠고비, 도깨비엉겅퀴 등을 제시했다. 오탁번은 

“도체비꽃”을 아예 ‘도깨비엉겅퀴’로 확정하여 언급하였다. 그러나 도깨비엉겅

퀴는 주로 뻑국채와 비슷한 자줏빛을 띠기 때문에, ‘파랗게 질린다’는 정지용

의 표현과는 맞지 않는다. 

    그보다 여기서 “도체비꽃”은 ‘수국’, 그 중에서도 제주도에 많이 자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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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푸른색, 흰색, 푸른색 등 모두 한색(寒色) 계열이기 때문이다. 

유일한 붉은 꽃인 뻑국채는 한라산의 고도가 높아질수록 키가 소모되어, 

결국 판박힌 “화문”(꽃무늬)처럼 꽃잎만 남는다. 이 “화문”과 “성진처럼 난

만하다”는 표현은 1연을 온총 붉은빛으로 물들이게 한 장본인이다. 뻑국채

의 붉은빛은 정지용에 의해 ‘무늬’가 되어 「백록담」의 풍경 전체에 산재

하게 된다. “성진처럼 난만하다”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홍역」의 “홍역이 

척촉처럼 난만하다”와 매우 유사한 수사법이다. 「홍역」에서도 이 구절은 

‘홍역’이란 단어가 주는 붉은빛의 느낌과 실제 홍역 걸린 아이들의 몸에 퍼

진 붉은 반점의 이미지, 철축꽃의 붉은빛, 그리고 “태고연히 아름다운” 석탄

불의 붉은빛을 서로 긴밀하게 연결시키면서, ‘흐드러진다’는 의미의 ‘난만

(爛漫)’을 통해 붉은빛을 풍경 단위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수행했었다. 다시 

말해 1연의 백록담은 다른 연과 달리 ‘붉은 물’인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뻑

국채 꽃이 “태고연히 아름다운” 석탄 불씨처럼 백록담 근처에서 “난만”하기 

때문이다. 

약간의 비약을 감수하자면, 백록담이 화산활동으로 생겨난 화구호(火口

湖)라는 사실도 고려해볼 만하다. 그렇다면 백록담은 원래 ‘더운 물’이었을 

것이다. 「온정」의 ‘온정’이 태곳적부터 늘(‘하냥’) 더운 물인 반면 백록담

은 태곳적 한때에 더웠던 물이다. 즉 「백록담」은 흐드러진 붉은 불씨들과

도 같은 뻑국채 꽃을 백록담에 결합시키면서 태곳적의 훈훈한 열기를 다시

금 환기하면서 시상을 전개시킨다. 초기 시편에서 살펴보았듯 정지용에게 

꽃, 특히 붉은 꽃은 ‘불’의 원관념이기도 하고 보조관념이기도 하며 동일시

‘한라수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수국은 토질에 따라 푸른색, 붉은색, 녹

색, 흰색 등 다양한 빛깔을 띠는 꽃으로 알려져 있다. ‘도체비’는 도깨비의 제

주 방언인데, 수국이 도깨비처럼 신묘하게 색깔을 바꾼다 하여 제주도에서는 

‘도체비꽃’이라 불린다는 정보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도체비꽃”이 

수국이라면 ‘파랗게 질린다’는 표현에도 정확히 들어맞는다. 원래 파란색이 아

니었던 수국꽃이 파랗게 변해과는 과정을, 정지용은 ‘파랗게 질린다’는 상상력 

풍부한 표현으로 대신했던 것이다. 

    최동호, 『정지용 사전』, 86쪽.

    오탁번, 「지용시의 심상의 의미와 특성」, 『한국현대시사의 대위적 구조』, 고

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1983.(김은자, 『정지용』, 새미, 1996, 226쪽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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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후 백록담은 푸른빛의 심상과 ‘쓸쓸한’ 정서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통해, 이제는 식어버렸지만 세계의 ‘거울’이자 ‘그릇’이 된 현재의 물을 보여

준다. 1연과 그 이후 연들 사이에 보이는 분위기의 낙차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정지용은 식어버린 화산(휴화산)을 등정하면서 이 태곳적의 

열기가 남긴 흔적을 가늠해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더운 물이 환상적인 내면 풍경으로만 재구성되어 있을 

뿐이다. 이후 1941년에 발표한 시에서 정지용은 더운 물을 다시 「온정」과

도 같은 일상적인 풍경으로 끌어내린다. 

老主人의 腸壁에

無時로 忍冬 삼긴물이 나린다.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여 붉고,

구석에 그늘 지여

무가 순돋아 파릇 하고,

흙냄새 훈훈히 김도 사리다가

밖앝 風雪소리에 잠착 하다. 

山中에 冊曆도 없이 

三冬이 하이핳다. (강조: 인용자)

― 「인동차(忍冬茶)」 전문

“책력도 없이” 시간이 멈춘 것만 같은 산중 어느 방 안에 노주인이 인동

차를 끓여 마시고 있다. ‘더운 물’로 끓인 인동차는 노주인의 몸으로 스며들

어 이름처럼 ‘겨울을 견디게’ 해준다. 「백록담」의 황홀경에 비하면 매우 

소박한 장면이지만, ‘나’를 지켜주었던 「온정」의 온기가 인동차의 온기로 

변주됨으로써 ‘더운 물’의 계보를 분명히 잇고 있다. 여기서는 다시 초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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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에서의 주제, 즉 차가운 바깥의 겨울을 견뎌야 한다는 명제가 ‘더운 물’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요컨대 ‘「온정」→「백록담」→「인동차」’로 이어지는 ‘더운 물’의 계보

는 정지용의 불 이미지가 물 이미지와 결합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후기 시

편은 박용철의 죽음과 관련하여 삶과 죽음의 이미지를 하나로 총체화하고 

있음을 앞에서 이미 지적해 두었다. 삶과 죽음, 불과 물 등 언뜻 보기에 이

항대립적으로 보이는 개념들이 결합하면서, 박용철이 제시했던 모종의 ‘전일

체적 종합’이 정지용 시편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불과 물의 결합

은 매우 연금술적인 결합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융에 따르면, 연금

술사들은 가장 전형적인 대극쌍인 물과 불이 결국 하나임을 증언하곤 한다. 

예컨대 연금술의 ‘원질료’로서의 물을 의미하는 ‘영원한 물(aqua 

permanens)’의 개념은 “불의 형태를 한 순수한 물”로서 의미화된다는 것이

다.224)

「인동차」에서 인동차가 끓여지던 공간은 ‘무시간(無時間)’으로서 “공간

화된 시간”이다. 이 공간화된 시간은 바깥 세계의 시간으로부터의 구속을 

모두 끊어냈다는 점에서 “초월적 존재로서의 시간”이며 “정신적인 깊이인 

내면공간을 상징”225)한다. 「인동차」의 내면공간은 초기의 중요한 내면공

간이었던 ‘카페 프란스’와는 또 다른 성격을 지닌다. 이 시에서는 ‘바깥에서

의 내향 의지’가 전혀 제시되지 않으며, 내면공간과 외적 세계 사이는 더욱 

단절되어 있다. “밖앝 風雪소리에 잠착”한다는 것은 내면공간의 고요함과 

외적 세계의 ‘소리’ 사이의 대비를 보여준다. 

이렇게 더 단독화된 내면공간226)에서 인동차를 끓여주는 장치는 다름 아

닌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다. 정지용 후기 시편에서 자작나무는 ‘백화(白

224) Jung, C.G., 『연금술에서 본 구원의 관념』, 한국융연구원 C.G.융저작번역위

원 역, 솔, 2004, 22쪽. 

225) 김훈, 「「白鹿潭」의 시·공간」, 『정지용 문학 세계 연구』, 284쪽.

226) 윤의섭은 정지용의 후기 시편이 대부분 이러한 ‘무시간성’에 근거하고 있으

며, 이는 여행 기억 속에서 재창조된 “순수 현재”이자 “영원한 현재”로서의 의

미를 지닌다고 지적한다. 즉 현실 세계의 유한성을 초월한 ‘현재’를 상상하는 

것으로, 정지용은 ‘죽음’에 대한 존재론적 인식으로 나아가게 된다.

     윤의섭, 앞의 책, 101~1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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樺)’라는 표현으로도 자주 등장한다. 「백록담」에서 그는 자작나무의 흰빛

으로부터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자작나무의 

흰빛은 소멸과 죽음의 상징이면서도, ‘성스러움’의 빛깔이다. 북유럽 신화나 

켈트 족 신화에서 자작나무를 일컫는 이름들은 모두 ‘여신’의 의미를 지니

고 있고, 이는 ‘빛나는 나무’라는 뜻의 산스크리트어 부라(Bhura)와 어원이 

같다. 즉 자작나무는 죽음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생명수’이기도 하다.227)

자작나무 장작불이 다시 등장하는 「도굴(盜掘)」은 「인동차」의 몇 가

지 모티프를 변주한다. 「인동차」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인 풍경과 달

리, 「도굴」은 제목에 드러나는 바와 같이 하나의 ‘사건’을 다룬다. 다만 

정지용은 일견 비극적인 이 사건에서도 붉은 색채감을 활용해 ‘미학화’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홍역」에서도 “태고연히 아름다운” 석탄불이 비슷

한 아이러니를 산출했듯, 여기서도 “자작나무 화투ㅅ불”이 ‘미학화’의 중심

에 있다.

百日致誠끝에 山蔘은 이내 나서지 않었다 자작나무  화투ㅅ불에 확근 비추

우자  도라지 더덕 취싻 틈에서  山蔘순은 몸짓을 흔들었다  심캐기늙은이는 

葉草 순쓰래기 피여 물은채 돌을 벼고  그날밤에사 山蔘이 담속 불거진 가슴

팍이에  앙징스럽게 后娶감어리처럼 唐紅치마를 두르고 안기는 꿈을 꾸고 났

다  모태ㅅ불 이운듯 다시 살어난다  警官의 한쪽 찌그린 눈과 빠안한 먼 불 

사이에 銃견양이 조옥 섰다  별도 없이 검은 밤에 火藥불이 唐紅 물감처럼 곻

았다  다람쥐가 도로로 말려 달어났다. (강조: 인용자)

― 「도굴(盜掘)」228) 전문

「도굴」은 “심캐기늙은이”가 “당홍치마를” 두른 산삼 꿈을 꾸다가 어느 

경관으로부터 총을 맞는 이야기 정도로 ‘줄거리’를 정리할 수 있겠으나, 사

실 뚜렷한 내러티브를 지니기보다는 유사한 이미지들이 중첩과 연쇄 작용을 

일으키면서 시를 구성하고 있다. “심캐기늙은이”는 「인동차」의 “노주인”에

서 이어지는 ‘노인’ 모티프인데, 정지용 후기 시편에 이러한 노인들이 산재

227) 조영복, 앞의 책, 292~293쪽.

228) 『문장』 23호, 1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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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 역시 초기 시편의 아이 모티프와 대비되는 지점이다. 

이 시에서 “자작나무 화투ㅅ불”은 “심캐기늙은이”에게 산삼순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장작불의 붉은빛은 꿈속에 등장한 산삼의 “당홍

치마”로 전이되며, 이것이 다시 경관의 총에서 빛나는 “화약불”로 연쇄된다. 

이러한 이미지의 연쇄는 “당홍 물감처럼 곻았다”는 서술을 통해 아이러니로 

끝맺는다. 정지용은 붉은빛을 의도적으로 배치했다. “경관의 한쪽 찌그린 눈

과 빠안한 먼 불 사이에 총견양이 조옥 섰다”는 구절은 경관의 화약불과 심

마니의 자작나무 장작불, 그리고 환기된 꿈속 산삼의 당홍 치마를 삼각 구

도로 잇는다. 이 구도에서 자작나무 장작불과 화약불은 대척점에 있다. 어

느 한쪽은 “심캐기늙은이”의 꿈을 촉발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그 꿈을 깨

게끔 하기 때문이다. 정지용은 두 가지 다른 ‘불’의 대비를 노골적으로 보여

주기보다는 아이러니하게 처리함으로써 하나의 초현실적인 장면을 연출한

다. 

살펴본 바와 같이, ‘산수시’로 곧잘 명명되는 관례와 달리 정지용의 후기 

시편에도 ‘불’의 이미지가 선명한 수사를 동반하며 자주 등장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이때의 ‘불’은 초기 시편의 소박한 ‘숯불’류의 불로부터, 

차가운 산속의 공기와 직접 대면하는 ‘자작나무 장작불’의 형태로 변모한다. 

후기 시편의 불 이미지에서는 모든 이항대립적인 것들, 예컨대 안과 밖, 물

과 불, 그리고 삶과 죽음 등의 경계가 무화된다. 즉 불이 관장하고 있는 내

면공간의 의미가 점차 이율배반을 포용하는 광활한 공간으로서 확장되고 있

는 것이다. 후기 시편 속 내면공간은 바슐라르가 말한 ‘내밀의 무한성’이나, 

블랑쇼가 추구했던 ‘열린 내밀성’ 등을 시적 이미지로 정교하게 형상화한 

결과와도 같다. 후기 정지용의 사상이 ‘정신주의’라는 것은 다시 말해 ‘확장

된 내면공간’에 대한 사상이었다고 정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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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고는 정지용 문학이 지닌 근본 주제를 ‘내면공간’의 시학이란 관점에서 

분석하여, 정지용의 수필 및 시편을 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틀을 마련

하고자 하였다. 내면공간이란 릴케의 개념으로, 정신이나 영혼의 영역을 외

부 현실 세계보다 광활한 공간으로 인식되는 데에서 나아가 세계와 사물들

의 본질이 밝혀짐으로써 시가 산출되는 무한한 ‘시(詩)’-공간으로서 의미화

된다. 내면공간의 시학은 ‘가시적인 것의 비가시화’를 중시하는 시학이다. 

가시적인 사물들의 세계가 ‘변용’ 및 ‘전환’을 통해 시공간이 해체된 후, 새

로운 ‘시(詩)’-공간으로 재편되는 것이다. 

그동안 정지용 문학은 주로 비가시적인 영역을 가시화하는 방법론을 취하

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시는 언어와 Incarnation적 일치다”(「시와 언

어」)나 “안으로 열(熱)하고 겉으로 서늘옵기”(「시의 위의」)와 같은 시론

에서의 언급은 이러한 관례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시론 

「시와 발표」는 박용철의 「시적 변용에 대해서」를 능동적으로 계승하고 

있는데, 「시적 변용에 대해서」가 릴케의 시학을 인용하고 수용했다는 점

을 주목할 만하다. 「시와 발표」의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면 정지용이 다른 

시론에서도 공간화된 ‘내면’에서 가시적인 것이 비가시화되는 메커니즘을 은

연중에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정지용은 후기 시론에서 박용철 

그리고 릴케와의 삼각 구도를 형성하며 ‘내면공간’의 시학을 통해 시의 본

질을 희구했다. 

다만 ‘내면공간’의 시학이 후기에 이르러서야 적용되었던 것은 아니다. 정

지용은 릴케와의 접점을 기대하기 힘든 초·중기 시편에서도 모종의 ‘내적 

공간’에 대한 애착을 드러냈다. 이러한 공간에는 항상 ‘불’의 이미지가 결합

되어 있는데, 즉 정지용의 불 이미지는 내재성(內在性)을 띤다는 특징이 있

다. 초·중·후기 시편에 이르기까지 정지용의 불 이미지는 공간 안에 거하는 

기호로 계속 자리매김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불 이미지를 「시적 변용에 

대해서」에서 시 쓰기의 ‘필연성’을 가리켰던 ‘무명화(無名火)’ 개념에 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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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보고자 했으며, 그렇다면 정지용 시는 일종의 메타시

(Metapoetry)로서의 의미도 지니게 된다. 초기 시편부터 시학적 주제를 기

호를 통하여 형상화해왔기에 후기에 릴케의 ‘내면공간’의 시학을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2장에서는 1930년대에 박용철·임화·김기림 세 논자를 중심으로 전개되었

던 ‘기교주의 논쟁’을 살폈다. 이 논쟁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기교(技巧)/기

술(技術)’의 구분 문제가 박용철에게 시의 본질을 사유하게끔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써 「시적 변용에 대해서」가 쓰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시적 변용에 대해서」는 기교주의 논쟁이 닿을 수 없었던 시의 창작 원리

를 ‘기술(奇術)’이란 새로운 개념어로 보완하였다. ‘변용’과 ‘체험’ 등 내면공

간의 시학과 결부된 릴케의 개념들이 활용되었으나 박용철의 요절로 시론은 

더 발전하지 못했고, 이 작업은 1939년 『문장』에 발표된 일련의 시론들에

서 정지용에 의해 명맥을 이을 수 있었다. 정지용은 시론 곳곳에서 박용철

과 릴케의 시론을 적절하게 배합하여, ‘내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학적 

입장을 성공적으로 정립했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정지용의 시론이 산출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서 정지용 

시편을 초기·중기·후기로 나누어 분석했다. 정지용의 시 세계에 드러난 ‘내

면공간’의 변모 양상과 그러한 변모를 추동해내는 불 이미지의 변천을 살피

고자 한다. 초기 시편은 주로 교토 유학 시절부터 『시문학』 창간 이전까

지 창작된 시편들을 포괄하여 이른다. 일본어 산문 「시·개·동인」을 비롯한 

글들은 「카페 프란스」의 주요 공간인 ‘카페 프란스’를 이국 정조와 방랑

의 공간이 아니라, 예술가 공동체가 형성되고 문학적 야심이 싹트는 공간이

었음을 암시한다. 이때 정지용에게 안온한 공간으로서의 ‘방 안’이 자주 등

장하며, 방의 기호는 교토 체험이 깃든 ‘근대 도시 거리에 파묻힌 방’과 ‘아

픈 어린아이를 돌보는 방’으로 양분된다. 후자에서 주로 ‘숯불’이나 ‘석탄불’ 

등의 소박한 불 이미지가 등장하고, 이것은 어린아이의 내열(內熱)과 엮이

면서 불이 내재성을 확보한다. 

중기 시편은 흔히 가톨릭 시편으로 분류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한편

으로 이 시기는 박용철과의 교류가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다. 가톨릭 시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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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선입견에 가려졌던 중기의 불 이미지는 ‘영혼’ 안에 거하는 것으로 나

타나면서 초기보다 고고한 색채를 띠게 된다. 불에 초월적이고 신성한 이미

지를 더한 것은 비단 가톨릭뿐만 아니라 박용철과의 교류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이 시기 정지용은 이미 박용철과 교류를 통해 릴케를 알게 되고 자

신의 시론을 정립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이들의 후기 시론의 단초는 

「무제」를 비롯한 중기 시편에서 발견된다. 

후기는 박용철의 죽음 이후 시론이 창작되면서, 동시에 『문장』이 창간

되고 『백록담』이 발간된 시기다. 친한 벗의 죽음은 정지용에게 ‘내면공간’

의 총체적 의미를 다시 사유하게 하는 계기가 되며, 이로 인해 불의 내재성

도 양상을 달리하게 된다. 후기 시편은 주로 물과 산 이미지 위주로 분석되

어 왔으나, 「온정」, 「삽사리」, 「인동차」 그리고 「도굴」 등 의외로 

많은 작품에서 불 이미지가 변주됨을 주목해야 한다. 블랑쇼가 릴케를 분석

하면서 언급했던 ‘열린 내밀성’이란 이율배반이 후기 시편에서 실현된다. 삶

과 죽음, 물과 불 등 대립적인 것들을 통합하여 ‘내면공간’을 확장하려는 사

유가 후기 시편, 나아가 정지용 문학 전체의 정수(精髓)로 거듭난 것이다.

이렇듯 정지용의 시론은 단순히 ‘정신주의’나 ‘모더니즘’으로만 정의될 수 

없으며, 그의 시편도 ‘모더니즘→가톨리시즘→산수시’의 단절적인 변화로 재

단될 수만은 없다. 정지용은 시가 산출되는 공간으로서의 ‘내면공간’을 사유

하고 있었으며, 이는 릴케 그리고 박용철의 시론을 자신만의 언어로 소화함

으로써 더욱 깊이를 획득한다. 정지용은 ‘내면’이란 말을 둘러싸는 여러 개

념, 예컨대 감각이나 감정, 인식, 기억, 삶 등을 내면공간 특유의 통합성으

로 포용하여 그것을 모두 시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변용’을 꾀했다. 정지용

의 이러한 ‘탐구’의 양상은 그러나 정지용의 선구안이라기보다는, 당대 시단

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던 한 흐름에 따라 시대적으로 요구된 것일 수도 

있다. 앞으로의 연구가 이 지점에 주목함으로써, 본고가 미처 닿지 못했던 

시대사적인 맥락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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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etics of ‘Inner Space’ in Jeong Ji-yong Literature

― Focused on essays of poetics and the image of fire ―

KANG MIN HO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fundamental themes of Jeong Ji-yong 

literature in terms of the poetics of 'inner space' to prepare a 

framework for the consistent interpretation of essays and poetry. Inner 

space is the concept of Rilke, meaning that the realm of the mind and 

soul is a wider space than the outer real world, and that the meaning 

of the world and objects is revealed as an infinite 'poetry' -space in 

which poetry is produced. The poetics of inner space emphasize 

'invisibility of the visible'. The world of visible objects is reorganized 

into a new 'poetry'-space after the space-time is dismantled through 

'transformation' and 'transition'.

In the meantime, Jeong Ji-yong literature has been regarded as taking 

a methodology that mainly visualizes invisible areas. "Poetry is consistent 

with language as Incarnation." or "Warm inside and cool outside" is to 

support these conventions. However, an essay named 「Poetry and 

Publication」 inherits Park Yong-cheol's 「About Poetic Transformatio

n」, and it is noteworthy that 「About Poetic Transformation」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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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ccepted Rilke's poetics. Considering these features of 「Poetry and 

Publication」, it can be seen that Jeong Ji-yong emphasized the 

mechanism by which the visible within the spatialized 'inside' is being 

also invisible. In short, Jeong Ji-yong formed a triangular composition 

with Park Yong-cheol and Rilke in the late-term essays and sought the 

essence of poetry through the poetics of 'inner space'.

However, the poetics of 'inner space' were not applied until late-term. 

Jeong Ji-yong showed some attachment to the 'inner space' even in the 

early and mid-term poetry, where it was difficult to expect a contact 

with Rilke. This space has always been combined with the image of the 

"fire", thus “fire” image of Jeong Ji-yong is characterized by immanence. 

From the early, mid, and late-term, the image of “fire” continues to be 

a symbol inherent in space. This study would like to see this image of 

“fire” as equivalent to the concept of “Unnamed fire”, which refers to 

the 'necessity' of poetry writing in 「About Poetic Transformation」, 

and if so, Jeong Ji-yong poetry also has a meaning as a kind of 

metapoetry. From the early poetry, the poetic theme has been shaped 

through signs, so that Rilke's poetics of 'inner space' could be 

accommodated in the late-term .

In Chapter 2, this study will first examine the 'Artistry debate' which 

was developed around three scholars, Park Yong-cheol, Im Hwa, and 

Kim Ki-rim. The problem of distinguishing between 'Artistry'(技巧) and 

'Technique'(技術), the biggest issue of this debate, gave Park 

Yong-Cheol to think about the essence of poetry, so that 「About 

Poetic Transformation」 was able to be written. 「About Poetic 

Transformation」 supplements the creative principle of poetry, which the 

artist debate could not reach, with the new concept of ‘Trick’(奇術). 

Although Rilke's concepts associated with the poetry of the inner space, 

such as Transformation and Experience, were used but the poetics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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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improve because of an early death of Park Yong-cheol’, this work 

was able to be linked by Jung Ji-yong in a series of essays published 

in 1939 『Munjang』. Jung Ji-yong successfully formulated the poetic 

positions that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inside' by combining Park 

Yong-cheol and Rilke's theories in various places.

Chapter 3 analyzes the poems for stops in the early, middle, and late 

periods as the background for the theory in Chapter 2. It would like to 

examine the transformation of 'inner space' revealed in the world of 

Jeonng Ji-yong's poetry and the image of “fire” that drives such 

transformation. The early poetry mainly included the poems created 

from studying in Kyoto until the publication of 『Simunhak』. Writings 

including Japanese prose 「Poetry, Dog, and Group」 suggest that 'Café 

France', the main space of 「Café France」, was not a space of 

exoticism and wandering but a space where artists' communities were 

formed and their literary ambitions sprouted. At this time, the 'room' as 

a relaxing space in Jeong Ji-yong’s poetry often appears, and the 

symbol of the room is divided into a room buried in a modern city 

street and a room for caring for a sick child. In the latter, a simple 

image of “fire” such as 'charcoal fire' or 'coal fire' emerges, which is 

intertwined with the child's heat, and the fire secures intrinsic resistance.

Mid-term poetry were often categorized as Catholic poetry. On the 

other hand, this is also the time when exchanges with Park Yong-cheol 

began. The medium-sized fire image, hidden by the preconceived notion 

of the Catholic Psalm, appears to be dwelling in the 'soul' and has a 

higher color than the early days. The addition of a transcendent and 

sacred image to fire may have originated not only from Catholics but 

also from Park Yong-chul. During this period, Jeong Ji-yong would 

have already come to know Rilke through exchanges with Park 

Yong-chul and felt the need to establish his own theories. Their 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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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ems are found in mid-term psalms, including 「Untitled」.

The latter period is the time when the poem was created after Park 

Yong-chul's death, and at the same time, 『Munjang』 was published 

and 『Baekrokdam』 was published. The close friend's death causes 

Jung Ji-yong to rethink the overall meaning of 'inner space', which 

causes the inherent nature of fire to change. Later poetry have been 

analyzed mainly on water and mountain images, but it should be noted 

that the fire image is variably transformed in many works, such as 

「Warm well」, 「Sabsari」, 「Honeysuckle tea」, and 「Tomb theft」. 

The 'open secrecy' mentioned by Blanche in his analysis of Rilke is 

realized in later poetry. The thought of expanding 'inner space' by 

integrating oppositional things such as life and death, water and fire 

was reborn as the essence of the late poetry and even the core of the 

entire Jeong Ji-yong literature.

■ Key words: Jeong Ji-yong, inner space, fire image, transformation, 

conversion, Rilke, Park Yong-cheol, artistry debate, meta poetry, heat, 

soul, open secre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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