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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고는 시집 �백록담� 이후의 정지용에 대한 감정공동체로서의 작가론을 시도하

였다. 감정공동체로서의 작가론은 타자와의 관계 맺음을 통해서만 주체화되는 특수

한 여건의 작가 연구에 요구되는 관점이다. �백록담� 이후 기성 시인으로서의 정지

용은 전·후반기 시사를 매개한 역할이 확인되지만 월북과 전향, 시와 비시(非詩)의 

논리로 재단되거나 시사 전반기의 순수시인으로 정위되었다. 본고는 한국현대시사 

전반기 순수시인의 상(像)을 초과하는 정지용의 문학적 실천을 여러 형태의 감정공동

체 안에서 살피고 후반기 시사에서의 정지용 전통에 대한 인식에 이르고자 하였다.

  �백록담� 이후는 정의 내리기에 따라 그 함의가 다양해지는 시간 범위이다. 본고

는 �백록담� 이후를 정지용 시문학사 내의 예외적인 범주가 아닌 작가론의 연속된 

시간으로 재정의하고자 하였다. 그 가운데에서도 주된 논의의 범위는 ‘시인자격’의 

문제와 ‘지용 이후’의 문제가 첨예하게 제기되고 전개된 1940년대부터 복권기까지

였다. 본고는 이 같은 작가론의 시간을 식민지시기 시적 유산과의 역사적 관계가 

형성되고 문학 주체의 재편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한국현대시사 전환기의 시간과 겹

쳐 바라보고자 하였다. 

  본고는 한국현대시사 전환기의 시인 정지용에 대한 작가론의 시간으로 재정의된 

�백록담� 이후를 중심으로 �백록담� 준비기 최정점(1939~1941)의 미결된 시의식이 

해방공간을 기점으로 자기전개하며 시인을 향한 개인 혹은 집단의 감정적 이해와 

접점을 이루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시인들 사이에 형성된 감정적 상호성의 

지점들이 한국현대시사 전·후반기의 순수시의 계맥 관계로 수렴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감정공동체이며, 문학사 내의 ‘장소 없는 장소’로서의 감정공동체가 한국현

대시사 전환기 정지용의 ‘시인자격’을 드러낸다. 

  본고는 �백록담� 이후 정지용의 감정공동체의 형성 및 전개 과정을 해방 전후와 

해방공간, 그리고 분단 이후의 세 단계로 나누어 살폈다. 정지용의 감정공동체는 널

리 그 시인됨이 인정된 ‘지용시대’에서부터 ‘시인자격’이 위태로웠던 �백록담� 이후

로도 유지되며 그 내력을 갖춰 나갔다. 해방 전후는 정지용의 감정공동체가 광막한 

형태로 드러나고 발견되는 시간이었다. 정지용의 감정공동체는 이처럼 해방 이전부

터의 수직적 내력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었으나, 해방공간의 동시대 문단 내에 넓게 

존재하는 것이기도 했다. 한편, 금지된 대상을 향하여 감정을 외부화하는 것이 금지

된 1950년대 이후에는 정지용의 문학적 실천을 직·간접적으로 내면화한 망부석적인 

감정공동체가 시인의 복권기까지 영속했다. 

  한국현대시사 전반기의 순수시인으로 봉인된 정지용과 �백록담� 이후의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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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 의해 풀려나고 현재화되었다. 해방 전후와 해방공간, 그리고 1950년대 이후

로 이어진 정지용 감정공동체의 전개 양상은 대상상실에 따른 감정을 외부화하는 

‘초혼’에서부터 대상과의 상호성이 약화됨에 따라 감정을 내면화하여 보존하는 애도 

방식인 ‘망부석 되기’로 나아가는 애도의 서사와 겹쳐진다. 

  2장에서는 해방 전후로 그 주체만을 달리하며 ‘지기(知己)’라는 감정적 이해의 태

도에 바탕을 두고 정지용의 ‘시인자격’을 지속적으로 보증해 나간 비평가 집단, 그

리고 정지용-윤동주의 상호생성적 관계를 해방공간에서 발견된 정지용의 감정공동

체로 조명하고자 하였다. 비평가 감정공동체에 의해 시인된 해방공간의 정지용은 

윤동주의 후기시에 투영된 �백록담� 준비기(1939~1941) 자신의 시의식을 만시적으

로 마주하였으며, 윤동주와 �백록담�을 비롯한 상실된 대상을 향하여 감정을 외부

화하는 ‘초혼적 글쓰기’를 통해 오랜 비시(非詩, 시가 아닌) 상태에서 비시지시(非詩

之詩, 시 아닌 시)로 나아갔다. 이로써 해방 전후 정지용의 감정공동체가 상호성과 

사후구축성을 통해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방 전후의 감정공동체 형성 원리에 관하여 살핀 2장의 총론적 논의에 이어 3

장에서는 해방공간 동시대의 문단에 넓게 존재한 감정공동체의 맥락 속에서 정지용

을 살폈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와 ‘해방기 문장파’라는 

집단감정에 기반한 공동체의 범주를 새롭게 설정하였다.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는 

개인적 진실성이라는 진보적 민족주의 진영 문학의 조직 결성 초기 단계에 계류된 

문제의식을 해방 후반부에 수리한 데서 그 문학사적 위치가 확인된다. ‘조선문학가

동맹 잔류파’와 마찬가지로 해방 후반부에 발견된 감정공동체인 ‘해방기 문장파’는 

�문장�을 둘러싼 슬픔과 회복의 의지를 수리함으로써 공백화된 문단을 견인해 나갔

다. 본고는 월북과 전향 사이에서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로서의 정체성이 확인되

는 정지용이 ‘해방기 문장파’의 재건을 주도하게 되는 양상에 주목함으로써 두 집단 

간의 내적 연속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4장에서는 분단 이후 전승의 불가능이라는 조건 아래에서 스스로 시인에 대한 전

승의 매개가 된 시인들과 해방공간 소년 출신의 문학사가들을 정지용에 대한 감정

을 내면화한 망부석적인 감정공동체로 다루고자 하였다. 먼저 1950년대의 ‘시연구’ 

동인들의 시적 출발점이 윤동주와 그 후기시에 대한 애도의 감정을 매개로 해방공

간의 정지용에게 잇닿아 있음을 살펴보았다. 윤동주와 마찬가지로 일제 말기에 정

지용의 음영(陰影)을 동보적으로 경험하고 자신의 시의식을 조정해 나간 특수한 예

외적 개인으로서의 조지훈을 조명한 데 이어서, ‘시연구’ 동인 출신으로 시인표상성

의 개성을 나타내며 윤동주의 아우 일주의 유고시집을 엮은 김종길을 윤동주-조지

훈의 매듭이라는 의미로 정지용의 대칭점에 정위하고자 하였다. 끝으로는 해방공간

의 소년으로 정지용이라는 세계 상실을 경험한 3세대 문학사가들을 조명하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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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의한 ‘시인자격’의 회복이라는 문제를 정지용 해금의 문학사적 맥락 속에서 살

피고자 하였다. 느껴서 안다는 의미인 ‘감득(感得)’을 작가론의 방법으로 제시한 한 

문학사가의 인식은 일견 소박해 보이는 것이지만, 이것이 시인의 밝음 뒤에 놓인 

음영을 바라볼 수 있는 ‘감득(感得)’의 자세가 우리에게 요청된다고 공언하였던 

1930년대의 비평가 감정공동체로부터 불연속적으로 지속되는 감정 전통임을 확인

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거쳐 본고는 정지용과 해방 전후의 비평가 감정공동체, 슬픔이라

는 감정의 동위 관계에 배치된 ‘윤동주-정지용’, ‘정지용-조지훈’의 감정공동체, ‘조

선문학가동맹 잔류파’와 ‘해방기 문장파’로서의 정지용, 윤동주 후기시로 매개된 해

방공간의 정지용과 1950년대 시인들의 접점, 그리고 ‘정지용-해방공간의 소년들’에 

이르는 �백록담� 이후 다양한 감정공동체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이처럼 해방공간의 

정지용과 한국현대시사 후반기의 ‘고향을 가지지 않은 자들’을 두루 포괄하는 범위

의 정지용 감정공동체의 경개는 정지용을 향한 직선적·단선적인 계보 인식에 오차

를 발생시키며 정지용을 ‘전반기의 순수시인’이라는 단일한 기원의 지점으로 추인하

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백록담�까지의 시력이 보편적으로 인정되어온 정지용에게 한국현대시사 전환기 

시인의 위상을 부여한다는 것은 마지막 번째 시집과 생애사 ‘이후’로 설정된 작가론

의 시간만큼이나 낯선 것이라고 하겠다. 그 낯선 시간과 장소인 �백록담� 이후의 

시인됨을 입증하는 것이 정지용의 감정공동체임을 확인해 둔다. 여집합과도 같은 

감정공동체 안에서, 시인 정지용의 좌표는 1930년대의 ‘지용시대’에서 ‘시인자격’이 

가장 위태로웠던 한국현대시사 전환기의 한가운데로 나아갔다. 그리고 그것은 해방

공간의 소년이던 문학사가들의 사사화된 기억과 감득(感得)을 통해 경험적으로 현

재화되었다. 시인을 향한 감정적 인식의 토대 위에 서 있을 때 �백록담� 이후는 바

로 지금 이 순간까지인 것이다.

핵심어: 정지용, �백록담� 이후, ‘시인자격’, 감정공동체, 해방공간, 문학사 연속론, 지

기(知己), ‘초혼적 글쓰기’, 개인적 진실성, 시 아닌 시, 전환자, 내면화, 윤동

주,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 ‘해방기 문장파’, 조지훈, ‘시연구’, 김종길, ‘고

향을 가지지 않은 자들’, 감득(感得)

학  번: 201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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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사 검토 및 문제 제기

  □1 �백록담�(1941) 이후의 정지용

  정지용은 �정지용시집�(1935)과 �백록담�(1941)을 중심으로 그 시인됨이 논구되

어 오고 �백록담�까지의 시력이 보편적으로 인정되어 왔던 시인이다. 이러한 보편

적인 인식의 구도 바깥에서 1940년대 후반의 정지용은 자신이 문학을 모르며, 시를 

다 버렸고, 오랫동안 시를 쓰지 못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있었다. �백록

담� 바깥의 작품 형태로 완결되지 않은 시인의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날마다 만나 날마다 졸리어도 날마다 그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나의 靑年이 있다./ “오

늘은 쓰서야지요?”/ “무엇이던가?”/ “原稿 말씀입니다.”/ “무슨 原稿?”/ “文學에 관한 

것입니다.”/ “나 古典主義, 象徵主義 다 잊어베렸소. 나―文學을 모르오.”/ “詩라도 괜

찮습니다.”/ “詩? 詩 다 버렸소!”/ (……) 이렇게 쩔쩔매다가 三四年 동안 나는 詩도 

못 썼다.1)

‘나의 詩’라는 제목과 부합하지 않는 시 없음에 관한 아이러닉한 고백이다. 해방공

간의 신진 시인 박산운이 정지용의 자택을 방문한 1948년 새해에 이미 정지용은 

“有名”뿐인 자신의 시인됨을 울었다. 시인에게서 ‘시보다도 따뜻한 자부(慈父)’를 

느끼던 박산운은 그날 처음 만난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방울”이 굴러 떨어지는 것

을 바라보았다.2)

  한편 그즈음 1930년대 후반의 절필기를 지나 해방 후 청년에서 곧바로 중년이 

되어버렸다고 고백한 시인 김현승은 ｢자화상｣이라는 시를 통해 목이 가늘고 혈액

의 대부분이 눈물인 시인의 형상을 창조하고 있었다.3) 슬퍼하고 회의하며 유약하

지만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존재하는 ‘절대적 눈물로서의 존재’는 그대로 �백록담�

이후 정지용의 모습이기도 했다.4)

1) 지용, ｢나의 詩 ⑵｣, �조선중앙일보�, 1949. 1. 30, 2면.  

2) 박산운, ｢시인 정지용을 방문하다｣, �신시대� 2권 2호, 1948. 2, 40~41면. 

3) 김현승, ｢자화상｣, �경향신문�, 1949. 6. 27, 2면. 이후 �김현승 시초�(문학사상사, 1957)

로 재수록되는 과정에서 “혈액은 철분이 셋에 눈물이 일곱이기”라는 구절이 1행과 2행 

사이에 가필되었다. 

4) 정지용은 시인 월트 휘트먼에 대한 심정적 이해의 태도를 바탕으로 10여 편의 시를 번역

하여 �경향신문� 등에 발표하고 제2산문집 말미에 수록하였다. 정지용의 휘트먼 역시편 

가운데에는 눈물과 울음을 ‘쏟아지고 흐느끼며 목 놓은 것’이라는 의미로 점차 고조시키

다가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의 이미지로 귀착시키는 ｢눈물｣이라는 시가 있다. 월트 휘트

먼, 정지용 역, ｢눈물｣, �산문 부(附)역시�, 동지사, 1949, 281면. 이처럼 시인의 것이되 

시가 아닌 영역에서 빈발하는 시인의 ‘눈물’과 ‘울음’의 정서가 �백록담� 이후 절대적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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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이 詩를 못쓴다고 가엾이 여기어 주는 사람은 人情이 고운 사람이라 이런 親舊와

는 술이 생기면 조용 조용히 안주 삼아 울 수가 있다.5)

시를 쓰지 못한 햇수마저 생생하게 헤아리는 감각과 눈물방울 같은 것, 이렇듯 시

가 되지 않은 것들을 모두 작가적 생애에 포함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면 정지용

의 시간은 보다 더 길고 질긴 것이었다. 그렇다면 넓은 의미에서 정지용의 시력은 

‘암흑기’의 더 깊은 심부로 �백록담�을 밀어넣듯 간행한 순간까지만이었던 것이 아

니라6) 시가 없다는 이유에서 �백록담� 이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7)

  이처럼 행위의 불능과 그것에 반비례하는 듯한 감정의 역능을 포함하여 넓게 펼

쳐진 작가론적 시간의 시계(視界) 속에서, 1930년대의 모더니스트로 익숙한 정지용

을 1940년대의 시인으로 바라본다는 것에 대해 생각한다. 한국문학사에서 해방 이

전과 이후 혹은 일제 말기와 해방공간으로 양분되는 1940년대라는 시대 단위 또한 

그러한 것이겠으나 �백록담� 이후의 1940년대 시인 정지용이란 그보다 더 낯선 대

상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백록담� 이후의 1940년대 시인으로서의 정지용에 대한 인식은 1940

년대 문학을 다루어 왔던 맥락과 유사하게, 다시 말해 국민문학과 해방공간의 문학 

연구라는 차원에서 각기 형성되어 왔다.8) 그런 한편 정지용의 문학세계 전반에 대

물로서의 존재인 정지용의 내면풍경을 드러낸다.

5) 정지용, ｢산문｣, 조선문학가동맹 편, �문학� 7, 1948. 4; 앞의 책, 28면. 

6) 지난 2000년대 이후로 1940년대 전반기를 문학의 암흑기로 바라보는 문학사의 시각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흐름이 이어져 왔다. 암흑기 문학사 인식은 해방 후 문학사관의 무

의식이며, 문학장 내의 주체성과 보편성, 창조성을 들여다보는 일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

다. 이러한 성찰적 맥락에 유의하면서, 본고에서 따옴말로 묶어 사용하는 ‘암흑기’란 윤동

주―정지용의 시인의식과 밀접히 결부된 용어임을 밝혀둔다. 구체적으로 본고에서는 

1940년대 전반기 윤동주의 시에 나타난 경험적 대상으로서의 ‘어둠’과 1940년대 후반기 

정지용의 ‘어둠’에 대한 인식을 ‘암흑기’와 ‘제2암흑기’로 마주세우는 경우에 한하여 ‘암

흑기’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7) 시집 �백록담�은 문장사(文章社)의 대표 간행물이던 잡지 �문장�이 폐간된 지 다섯 달 만

인 1941년 9월 여전히 문장사를 발행소로 유지하면서 간행되었다. �백록담�이 ‘암흑기’

의 심부 속에서 간행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이 같은 문학 행위의 장소상실이라는 조건과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런 한편 시집 �백록담� 이후로도 정지용에게서는 15편의 시

가 확인되므로 엄밀하게는 시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시인 자신의 인정 범위와 

해방 후 시사에 있어서는 이 시기에 시가 없는 것처럼 여겨져 왔던 점에 유의하고자 한

다. 구태여 ‘시가 없다’고 강조하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즉, 이때의 ‘없음’은 시인의 자

기인식과 시인에 대한 인식에 따른 ‘없음’이다.

8) �백록담� 이후 일제 말기 정지용의 시에 대한 역사현실주의적 논의로는 임종국·이건제, �

친일문학론�, 민연, 2013의 부록 1. 관계작품연표; 김용직, 262~263면; 김재용, �협력과 

저항�, 소명출판, 2005, 120면의 선구적인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해방공간의 정지용 

문학 연구의 관점에 대해서는 본 절의 □3 항을 통해 상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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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시적 접근에 있어서 �백록담� 이후는 예외적인 범주로 여겨지거나 1930년대 

시인으로서의 시적 성취와의 다름이 강조되어 왔다. 시간상의 이후란 사실상 장소

의 바깥이고 방외(方外)였던 것이다. 이와 달리 �백록담�의 이후 혹은 바깥을 �백

록담�이 발표된 시기로부터 비교적 연속된 맥락 내에서 복기해 왔던 흐름들은 정

지용에 대한 평전 형태의 작가론을 시도한 경우였다.9)

  그렇다면 �백록담� 이후의 정지용이라는 문제에 접근해 왔던 이와 같은 세 가지 

연구의 흐름이 시사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까지 �백록담� 이후와 정지용

이라는 방외의 문제를 문학사나 시인 연구에서 처리해 왔던 방식이, ⑴ 시인의 자

기연속성보다는 문학을 조건화하고 맥락화하는 역사성을 우선시하는 것이었거나, 

작가 중심의 연구를 표방한 것일지라도 ⑵ 작품론 중심의 작가론과 ⑶ 평전 방식

의 작가론 사이에서 분기해 왔던 것이었음을 의미한다.10) 그렇다면, 삶의 바깥이나 

뒷면 같은 것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시인, 비평가, 작가, 어떤 사람의 세계에 

접근한다는 것은 역사현실주의와 작가론의 서로 다른 두 방법이라는 세 가지 기로

에 선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

  그러나 지금까지 �백록담� 이후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이 분기하며 공존해 왔던 

것처럼, 방법이 그러한 세 가지 길 가운데 반드시 하나로 취해져야 할 까닭은 없

을 것이다. 혹은 그러하다는 믿음으로 본고는 작가적 생애가 그 중심에 놓이는 논

의의 범주를 일차적으로 설정하되 감정공동체라는 관계성의 문제에 주목함으로써 

‘시가 없는’ 시인의 시인됨을 드러내고, �백록담� 이후 정지용의 문학적 실천의 양

상과 함께 해방공간에서 후반기 한국현대시사로 이어지는 정지용의 전통을 복기해 

보고자 한다. 

  시인의 생애 전 시기에 대하여 균등한 정도의 서술을 지향해 온 평전 방식의 작

가론은 작가의 문학사적 연속성이라는 문제를 인식하면서 �백록담� 이후라는 방외

의 영역으로 진입해볼 수 있도록 한다. 해당 방면의 기존 연구를 종합적으로 참고

해 볼 때 �백록담� 이후, 즉 일제 말기부터 해방공간에 이르기까지 정지용의 행적

은 가장으로서의 생존논리와 문학인으로서의 자기연속성이라는 지점에서 가장 뚜

렷이 드러난다. 가장으로서 정지용은 휘문중학 교사로 근무하던 중 서울 소개령으

로 인해 부천으로 가족을 솔거하였다.11) 문학인으로서의 정지용은 종교보국의 차

원에서 ｢異土｣(�國民文學�, 1942. 2)를 발표하였던 한편 ‘�문장�파’로서의 우의를 

9) 김학동, �정지용연구�, 민음사, 1987; 이석우, �현대시의 아버지 정지용 평전�, 푸른사상, 

2006; 최동호, �그들의 문학과 생애 정지용�, 한길사, 2008.

10) 김학동은 작가론이 ‘한 작가의 문학세계에 대한 이해’임을 전제하고, 이를 다시 ⑴ 작품

론을 중심으로 한 작가론의 방식과 ⑵ 평전 방식의 작가론으로 구분하고 있다. 김학동, �

원전확정과 작가론의 반성: 미해결의 문제들�, 새문사, 2006, 174면.

11) 김학동, �정지용연구�, 민음사, 1987,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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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이 폐간된 이후에도 암시적인 형태로나마 피력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12)

시 ｢異土｣에서 희생을 형상화하는 방식과 ‘�문장�파’와의 맥락 의존적인 정지용의 

문필 행위는 1940년대 전반기의 문필 행위가 �백록담�으로부터의 작가적 관성의 

연속선상에서 일종의 자기 재생산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준다.13) 이 같은 

작가적 관성으로서의 내적 연속성이 �백록담� 이후 정지용 문학에서의 연속성이라

는 문제를 제기한다. 나아가 해방공간인 194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정지용에

게 있어서 자기연속성의 문제가 암순응적인 것을 넘어서 보다 더 의식적이고 자각

적인 양상을 띠게 된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해방공간의 정지용은 어떠했는가. 이른바 ‘지용시대’14)의 정점에서 시

집 �백록담�을 출간한 정지용은 해방이 도래하자 유독 시와 시에 관한 발언을 아

꼈다. 그런 반면 정지용의 해방 후 발표한 산문은 약 80여 편으로 이는 해방 이전

의 산문이 약 110편인 것과 비교하여 기간 대비 약 3배 증가한 분량이다. 시가 줄

고 산문 편수가 급증한 현상의 이면에는 언론인·교육자·번역가로의 전신 외에 시에 

대한 해방기 기성 시인으로서의 고심과 생계난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다.15)

  그런 한편 시를 줄여 나갔던 시인 자신의 조정과 별개로, �백록담� 이후에는 시

가 없다고 바라보는 외부의 인식은 해방 후 정지용에 대한 정전화가 신속히 이루

어지고 있었던 사정과 관련되어 있다. 해방기에는 정지용의 문학적 명성을 역사화

하는 작업이 �정지용시집�과 �백록담�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며,16) 이 같은 

‘살아있는 시인’에 대한 정전화를 통해 정지용의 생전의 업은 두 권의 시집으로 간

추려지고 있었다. 시인이 자신의 두 권의 시집을 가리켜 ‘희미하게 끊어진 아니 울

었어도 무방한 봄우레’와 같은 것이었다고 자조한 겸사의 이면에는 삶의 축소와 단

절에 대한 비애가 나타나 있다.17) �백록담� 준비기 최정점에 발표한 서정적 서사

시18)를 통해 정지용이 예고한 검객시인의 형상은 어디로 갔는가?19)

12) 정지용, ｢�무서록�을 읽고 나서｣, �매일신보�, 1942. 4. 18.  

13) ｢이토｣의 형상화 방식이 갖는 작가적 관성과 그것의 이중적 효과에 대해서는 졸고, ｢정

지용 문학의 가톨리시즘과 역사의식｣, �민족문학사연구� 53,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

연구소, 2013 참조. 

14) (좌담) 문학의 제문제｣, �문장� 2권 1호, 1940. 2, 191~192면. 1940년 �문장� 신년좌담

회에서 언급된 표현이다. 그 발화자가 양주동에서 임화에 이르는 것에서 보듯 ‘지용시대’

라는 말 속에는 정지용의 시가 문학 초년생들 사이에서 전범처럼 확산되는 현상에 대한 

경모와 빈축이 함께 담겨 있었다.  

15) 정지용은 장남 구관의 결혼식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산문집을 간행하였다. 이 밖에 해

방기의 정지용이 원고 마감에 쫓기는 모습은 산문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16) 박태일은 정지용의 문학적 명성이 해방기에 대중적으로 확대재생산되었다고 보았다. 박

태일, ｢새 발굴 자료로 본 정지용의 광복기 문학｣, �어문학� 83, 한국어문학회, 2004, 

168면. 

17) 지용, �현대시집� 1, 정음사, 195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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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시력의 축소와 함께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현상은 해방 후반부를 기

점으로 정지용이 다시 시에 관한 사유에 주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정지용이 해

방 후반부에 발표한 10편의 시는 모두 1950년 한 해 동안 발표된 것으로 이 같은 

밀도는 �백록담� 준비기 최정점의 가장 마지막 시편들을 시집 발간 직전 소시집의 

형태로 발표했던 것과도 유사하다. �백록담� 이후라는 방외의 시간 단위를 정지용 

시문학사에서 작가론의 시간으로 포함하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해방 후반부가 갖는 

내질적 차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백록담� 이후 1940년대 후반기인 해방공간의 기성 시인 정지용을 규정

해 왔던 요소는 이처럼 내적 자기연속성의 차원에서도 드러나는 한국현대시사의 

전·후반기를 잇는 전환기 시인으로서의 문학적 실천이나 관계였다기보다 시와 비시

(非詩), 월북과 전향을 구별짓는 논리 그것에 가까웠다. ‘시인’이라는 이름조차 떨

어져 나간 ‘문약한 기회주의적 소시민’이라는 평가는 �백록담� 이후의 정지용에 대

한 인식의 편향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 작가를 둘러싼 소문과 오도되는 진실에 

관한 1970년대산 은유인 ‘소문의 벽’은  �백록담� 이후의 정지용이 경험해 왔던 

상황뿐 아니라 이후 시인을 둘러싼 인식의 역사에 대한 은유로도 적정했다.20)

  시인을 둘러싼 ‘소문의 벽’을 좁혀나간 인식의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현대시사 

전반기의 순수시인으로 시인을 정위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백록담� 이후 시인

이 경험한 공포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정신의 준비의 시간이란 마치 없었던 것

처럼, 한국현대시사 후반기의 ‘문단 주도 세력’에 의해 주도되었던 순수시인으로의 

시사적 정위 작업은 완전한 망각으로부터 정지용을 선택적으로 구제하고 기억하는 

방편으로 기능했다. 1987년 납·월북 시인에 대한 공식적인 해금 조치를 앞두고 출

간된 작품선집에서 정지용은 “이 땅의 현대시를 자주(自主)했던 미당, 청마, 두진, 

18) 정지용은 �백록담� 준비기의 마지막에 쓴 시편들을 소시집 형태로 선보였다(정지용, ｢신

작정지용시집: 도굴｣, �문장� 3권 1호, 1941. 1, 114~133면). 열 편의 수록작 가운데 다

섯 편을 서정적 서사시로 분류할 수 있다. 다섯 편의 서정적 서사시는 현실사건의 결락

된 요소를 시적으로 보충하는 특징을 보인다.

19) “詩人이 더욱이 이 期間에서 人間에 執着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이 어떻게 괴롭게 삶

을 보며, 무엇을 위하여 살며, 어떻게 살 것이란 것에 注力하며, 神과 人間과 靈魂과 信

仰과 愛에 對한 恒時 透徹하고 熱烈한 精神과 心理를 固守한다. 이리하여 살음과 죽음

에 對하여 漸漸 段이 昇進되는 一個 瓢逸한 生命의 劍士로서 永遠에 서게 된다.” 정지

용, ｢시와 발표｣, �문장� 9, 1939. 10, 190면(강조-인용자). 시와 산문의 경계에 놓인 정

지용의 후기문학에 주목한 신범순은 정지용의 시론이 ｢시와 발표｣에 이르면서 시의 기법

에 관한 논의에서 벗어나 점차 시인존재론을 향해가고 있었다고 보았다. 신범순, ｢정지용

의 시와 기행산문에 대한 연구―혈통의 나무와 德 혹은 존재의 平靜을 향한 여행―｣, �한

국현대문학연구� 9, 한국현대문학회, 2001, 190면.  

20) 정지용에 관한 최초의 전기주의적 시인론을 집필한 김학동은 이청준의 소설 ｢소문의 벽

｣(1979)에서 유래한 이 표현을 해방공간과 분단 상황 하 정지용의 작가적 여건을 가리키

는 은유로 사용하였다. 김학동, ｢책 머리에｣, �정지용연구�, 민음사, 198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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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월, 지훈 등의 정신적 배후에서 항상 대부노릇을 했”던 시인으로 평가되었다.21)

  기억을 위해 동원된 ‘순수’라는 한정사가 정치적 함의 혹은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역사적 개념임을 부정하기 어려운 것임에도, 정지용의 문맥을 참고하여 역

사적 개념으로서의 ‘순수’와 구분되는 의미에서의 ‘순수’를 가정해 볼 수 있다면,22)

정지용에게 ‘순수시인’이란 그저 시인이라는 의미에서 가져보고 싶었던 이름이었는

지 모른다. 시인들만이 존재하는 세상은 낙원일 것이며, 이와 반대로 세상에 시인

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면 ‘인생의 높고자 하는 맛’이 없을 것이라던 시인으로서의 

고상함과 긍지는 한때의 정지용이 얼마나 ‘순수하게, 시로써’ 높은 삶을 추구하고

자 하는 시인이었는지를 보여준다.23)

  그러나 우리가 파편적으로나마 기억하고 있으며 결코 모르지 않는 것처럼, �백록

담� 이후의 시인에게는 고상함과 긍지로서의 시인됨은 물론이고 시간에 따라 조금

씩 늙어가고 임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연적인 삶조차 허락되지 않았다.24) 이러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전반기 순수시인으로의 시사적 정위라는 기억의 방식은 �

백록담� 이후 시인의 음영적 현실을 망각한 것이다.

  전반기의 순수시인으로 정위되었음이란 달리 말해 정지용이 한국현대시사 순수

시인 계보 내의 일부로 배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정지용은 

후반기의 순수시 전통을 후견하는 전반기의 순수시인의 자리로 정위되었다. 일찍이 

문학사 연속론의 감각을 바탕으로 정지용에게 시사적 위상을 부여했던 이는 자연

시를 매개항으로 정지용과 청록 3인을 직계 관계로 파악한 김동리였다.25) 이후로 

‘문단 주도 세력’의 문학사적 정통성 확립의 움직임을 통해 [김소월]-[‘시문학파’의 

김영랑과 정지용 혹은 서정주]-[청록파]로 이어지는 순수시의 계승 구도가 축조되

었으며, 이러한 구도가 정지용에 대한 보편적인 문학사적 지식을 형성했다. 순수시 

계보의 한 부분으로 정위되었으므로 순수시의 전통은 정지용으로부터 발생했다는 

논의가 가능했고,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정지용은 김영랑이나 서정주로 대체되거나 

삭제되기도 했다.

  본고는 �백록담� 이후의 정지용에 대한 문학사적 재인식과 후반기 시사와의 관

21) �정지용 시와 산문�, 깊은샘, 1987, 243면. 

22) 시집 �백록담� 준비기에 이르러 ‘깨끗함(clean)’에 머무르지 않는 정신적인 순수로서 

‘조찰함(purity)’을 추구하게 된 정지용 문학의 맥락으로부터 역사적 개념으로서의 ‘순수’

와 구분되는 ‘순수’의 의미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정지용의 문학어로서의 ‘조찰함’

의 역사적 기원과 그 의미 변천 과정에 대해서는 졸고, 앞의 글 참조.  

23) C기자, ｢시인 정지용씨와의 만담집｣, �신인문학�, 1936. 8, 90면. 

24) 1930년대 후반 한 설문에서 정지용은 “최후의 운명”을 묻는 질문에 처를 먼저 보낸 뒤 

청죄하는 신부와 친구, 그리고 아들 딸 앞에서 “남창에 해 빛운 날 오는 듯 가”고 싶다

는 소망을 피력하였다.

25) 김동리, ｢삼가시와 자연의 발견｣, �예술조선� 3, 1948. 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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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성에 대한 해명을 도모하는 이 작업이 정지용을 둘러싼 또 다른 헤게모니의 문

제로 되돌아가는 것을 경계한다. 그럼에도 순수시 계보에 정지용을 정위하는 시각

에는 온전하지 않은 ‘기억책임’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지용을 

한국현대시사 전반기의 순수시인으로 정위해 왔던 시각은 부분의 전체를 순수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문제와 함께 �백록담� 이후 전환기 시인으로서의 정지용의 문

학적 조건과 실천, 그리고 그 전통을 구조적으로 수렴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다. 

□2 연구 범위: �백록담� 이후라는 작가론의 시간 

  �백록담� 이후란 엄밀히는 현재의 시점까지를 가리키는 개념일 것이다. 이는 공

적·사적 기억을 포함한 정지용 인식의 역사가 배치될 만한 오랜 시간이면서, 유독 

정지용 연구에서는 평전 방식을 제외하고는 포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시간이기

도 하다. 이 같은 현재진행형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본고는 ‘시인자격’의 문제가 시

인의 안팎에서 가장 첨예하게 제기되었던 일제 말기와 해방공간, 그리고 분단 상황 

하의 복권기까지를 �백록담� 이후로 대상화하여 바라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말하는 ‘시인자격(poethood)’이란 현대 사회학에서의 ‘사람자격

(personhood)’으로부터 차용한 개념이다. ‘사람자격’에 관한 논의에 따르면 인격은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타인의 인정 속에서 현상하는 어떤 것이다.26) 해방공간에서

는 살아있는 시인으로서 정전화되기 시작하였고, 한국현대시사 후반기에는 순수시

인이라는 조건부 시인이었던 정지용에게도 이러한 시각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

다. 그런 동시에 ‘시인자격’은 시인됨이라는 구성력과 수행성의 측면을 개념 안에 

자체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자격’은  �백록담�

이후로 시인됨이 의문에 부쳐졌으나 감정공동체라는 특정한 타인들과의 상호작용 

안에서는 시인이었던 정지용의 시인됨을 바라보는 양면적인 시각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인자격’의 문제를 중심으로 �백록담� 이후, 곧 마지막 번째 시집과 

시인의 생애사 이후를 작가론의 시간 범위로 삼는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작가론의 시간에 미달하거나 그것을 초과하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정지용

에게 이러한 범위의 작가론의 시간이 요구되는 까닭은 ⑴ �백록담� 이후로도 정지

용은 해방공간에서 ‘시가 없는 시인’으로 자기전개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⑵ 정지

용에 대한 감정적 이해의 내력 또한 해방공간을 정점으로 형성되면서 분단 이후로

는 시인을 내면화한 형태로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요소

가 �백록담� 이후 위태로웠던 정지용의 ‘시인자격’을 안팎에서 강화한다.

26) ‘사람자격(personhood)’에 대해서는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5의 

프롤로그 ｢그림자를 판 사나이｣ 및 제3장 ‘사람의 연기/수행’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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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컨대 �백록담� 이후라는 작가론의 시간은 �백록담�으로부터의 약 반세기를 일

컫는 시간 단위가 된다. 그런 동시에 그 이름이 드러내는 바와 같이 �백록담� 이후

는 �백록담�을 시간의 기점 혹은 기원으로 포함한다는 점을 언급해 둔다. �백록담�

을 전환기 시인으로서 정지용의 출발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백록담�을 읽는 ‘정

지용 소년’ 윤동주가 ｢자화상｣(1939)에서 암시한 시적 상황처럼27) 누구에게나 다시 

되돌아가 확인하게 되는 자신의 얼굴 같은 것이 있다고 할 때 정지용에게 그것은 

시작의 상태에서 미결되어 버린 �백록담� 준비기의 시의식이었을 것임을 가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가정은 ⑴ 국민문학기의 정지용이 �백록담� 준비기의 시적 원리

를 문학의 내적 연속성이라는 차원에서 견지하고 있었으며,28) ⑵ 해방공간의 ‘비시

(非詩)’에 이르러29) ⑶ 윤동주 후기시에 투영된 �백록담� 준비기에 대하여 자화상

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다양한 문학적 실천을 통해 ‘비시지시(非詩之詩)’로 나아간 

것에 근거를 둔다.30)

  위에서 먼저 언급한 것처럼, 본고에서 ‘�백록담� 이후’의 기준시로 제시한 �백록

담�은 보다 구체적으로는 �백록담� 준비기를 일컫는다. 본고에서는 시인이 시론 연

재와 북선(선천·평양·의주·오룡배) 기행을 병행하고 시와 시의 침묵기를 오가며 �문

장�을 근작시 발표 지면으로 삼았던 1939년부터 1941년까지의 기간을 �백록담�

준비기로 명명한다. 이는 수록시편의 생산과정에 따른 시집의 내질적 차이를 고려

하면서 기간을 �백록담�의 출간에 가장 임박해 있는 단계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

백록담� 준비기의 정지용은 시론 연재와 북선 기행, 그리고 시의 침묵기를 두루 거

치며 ｢신작정지용시집: 도굴｣(�문장�, 1941. 1)을 발표하였다. 십여 편의 신작시에

는 현실의 맥락을 참조하고, 참조한 현실을 다시 시적으로 상회하는 새로운 경향의 

시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어제밤, 春山館에서 半醉한 芝溶居士, 일곱 살 少女에게서 花環을 받고싶다 하였다. 오

래 안쓰다 한목 열篇을 던진 속이라 동지섯달에 꽃이 그리우리만치 헛전 하기도 하리

27) 윤동주의 �백록담� 시편 읽기가 �문장�을 매개로 한 것이었음에 주목하고, 정지용의 ｢

백록담｣과 윤동주의 ｢자화상｣의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의 모티프의 상호성을 살핀 논

의로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순수를 향한 처절한 고투 속에서｣, �서울 문학 기행�, 

아르테, 68~76면. 

28) 졸고, 앞의 글, 4장 참조.

29) 해방공간 정지용의 ‘시 없음’, 곧 ‘비시(非詩)’의 상태는 “이렇게 쩔쩔매다가 3, 4년 동

안 나는 시도 못 썼다.”(정지용, ｢나의 시｣, �조선중앙일보�, 1949. 1. 30)에 나타난 시인

의 자기인식을 통해, 그리고 문학정전화 및 비평의 차원에서 정지용의 시사적 맥락에 대

한 삭제가 시작되었던 해방공간의 상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30) �백록담� 준비기 시편―윤동주 후기시―해방공간 정지용의 윤동주에 대한 자화상 감정에 

대해서는 본고의 2장 2절에서, 해방 후반부 ‘비시지시(非詩之詩)’로서의 문학적 실천과 

그것의 문학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3장에서 후술하도록 한다. 



- 9 -

라. 꽃이 그리운 이한테 꽃을 들리고 盞이 그리운 이한테 盞을 勸할 수 있도록 이 새해

여 우리 文壇에 多福하소라.31)

“동지섯달”에 비견될 만한 1년 8개월여의 시의 침묵기를 깨고 소시집 분량의 신작

시 십여 편을 발표한 1941년의 정지용은 일곱 살 소녀로부터 둥근 꽃묶음을 받고 

싶다는 구체적인 소망을 피력하고 있었다. 1941년도의 문단에 대한 축원과 함께 

옮겨진 반취 상태의 소망은 그로부터 이태 전의 정지용이 북선 기행지에서 마주쳤

던 동백나무와 네댓 살 소녀의 환대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그것이 겹쳐 놓인 문

학적인 방식의 환대에 대한 요청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현실을 참조하고 다시 그 

현실을 상회하는 방식의 새로운 시세계에 대한 문학적인 반향이 이루어지기도 전

에, 그러한 세계를 준비하던 장소였던 �문장�은 이 같은 소망을 피력한 지 석 달 

만에 폐간되었다. 그렇게 �백록담� 준비기의 최정점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정지용의 시의식은 시작 상태에서 멈추어 있었다.

  요컨대 본고에서 말하는 �백록담� 이후란 �백록담� 준비기(1939~1941)를 포함관

계로 하는 분단 상황 하 복권기까지의 시간을 가리키는 작가론의 시간이다. �백록

담� 준비기 단계의 미결된 시의식은 ‘시가 없었던’ 때에도 산문화된 형태로 자기전

개하며 시인에 대한 감정적 인식의 역사와 접점을 형성해 나갔다. �백록담� 이후란 

환언하면 1930년대와 해방공간의 ‘정지용 소년들’이 자라서 시인을 부르고 내면화

하는 시간이기도 했던 것이다. 시인의 안팎에서 형성된 감정의 상호성의 지점이 한

국현대시사 전·후반기 순수시인의 계보로 수렴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감정공동체

이며, 이와 같은 문학사 내의 ‘장소 없는 장소’로서의 감정공동체가 한국현대시사 

전환기의 시인 정지용의 또 다른 계보를 구축한다. 

  해방공간은 정지용의 감정공동체가 광막한 형태로 드러나고 발견되는 시간이었

다. 정지용의 감정공동체는 해방 이전부터의 수직적인 내력을 갖추며 드러나는 것

이었으나 또한 해방공간의 동시대 문단 내에 넓게 존재하는 것이기도 했다. 금지된 

대상을 향하여 감정을 외부화하는 것이 금지된 1950년대 이후에는 정지용의 문학

적 실천을 직·간접적으로 내면화한 망부석적인 감정공동체가 시인의 복권기까지 구

축되었다. 한국현대시사 전반기의 순수시인으로 봉인된 정지용과 �백록담� 이후의 

시간은 이들 감정공동체에 의해 끊임없이 되살아났다. 

□3 연구사 검토: 해방공간 정지용 문학 연구의 관점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재설정된 ‘�백록담� 이후’라는 작가론의 시간은 ‘�

31) ｢여묵｣, �문장� 3권 1호, 문장사, 1941. 1, 1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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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록담�까지’라는 지금까지 정지용 시문학사 연구에서의 익숙한 논의의 구도를 재

배치하게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백록담� 이후의 정지용은 해방공간을 기점

으로 문단과 문학사로부터 점차 주변화되었으며, 전반기의 순수시인으로 표상되었

다. 정지용으로부터 이른바 순수문학의 정통성을 확립하려한 분단 이후의 문학사 

기술이 공공의 영역에서 정지용을 금기시하지 않는 발화법이었던 한편 해방 이전

에 관한 선택적 기억이었다는 점에서 양가적인 것이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해방공간 문학인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점이 마련된 87년 체제 이후로도 정지용의 

위상을 �백록담�까지의 세계로 추인하고 해방공간의 예외성을 논의하는 방식은 크

게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월북한 1930년대 작가의 해방 전후 문학의 내재

적인 연속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소략하다는 지적과도 맞닿아 있다.32)

  �백록담�까지의 선택적인 문학사 기술에 더하여, 시인의 작품세계 전반을 단독 

연구 대상으로 삼은 학적 논의들에 기초하면서 정지용 시문학사는 �정지용시집�

(1935)과 �백록담�(1941)이 기준이 되는 초기시와 후기시의 구도로 정리되어 왔다. 

정지용 시문학사에서 예외적인 범주가 되는 구도의 바깥, 곧 해방공간 문학에 관한 

연구는 작품 발굴과 문학의 정치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2000년대 중반 이후 활성

화될 수 있었다. 그러나 두 권의 작품집이 중심이 되는 논의의 구도 아래 해방공

간의 문학적 실천은 ‘시가 아니었던’ 탓으로 시인의 자기연속성에 따른 후기시의 

‘후기(post)’로보다는 예외성의 차원에서 다루어졌다. 

  지금까지 해방공간에서의 정지용의 문학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세 방면에서 이루

어졌다. ⑴ 전기적·종합적 논의33), ⑵ 작품발굴 및 작품론34), ⑶ 해방공간 시와 산

문의 종합적인 해석 및 정치노선에 관한 논의,35) ⑷ 해방공간에서의 언론·교육·번

역 활동에 주목한 문화사적인 관점의 논의가 그것이다.36)

32) 손유경, 앞의 책, 15면. 

33) 김학동, �정지용연구�, 민음사 1987; 김용직, �해방기 한국 시문학사�, 민음사, 1989; 

최동호, �그들의 문학과 생애 정지용�, 한길사, 2008 외. 

34) 박태일, 앞의 글; 이순욱, ｢국민보도연맹시기 정지용의 시 연구｣, �한국문학논총� 41, 한

국문학회, 2005; 김종욱, ｢전집에 없는 정지용의 시와 산문｣, �월간조선�, 2015. 3. 

35) 류경동, ｢해방 직후와 단정 수립기의 정지용 문학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37, 현대

문학이론학회, 2009; 김문주, ｢해방 전후 정지용의 글쓰기와 내면 풍경｣, �어문논집� 68, 

민족어문학회, 2013; 송기한, ｢해방공간에서의 정지용 문학연구―민족주의 사상과의 관련

양상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66, 한민족어문학회, 2014; 배호남, ｢해방기의 정지용 

문학에 관한 고찰｣, �인문학연구� 9,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5; 장철환, ｢해방기 

정지용 시의 연구―현실 인식의 변주를 중심으로｣, �한국시학회� 51, 한국시학회, 2017 

외. 

36) 이경수, ｢‘시인-교육자’로서의 정지용과 그의 산문에 나타난 교육 담론｣, �한국근대문학

연구� 17-2, 한국근대문학회, 2016; 이경수, ｢해방기 정지용의 시와 산문에 나타난 문학

의 정치성과 시적 실천의 문제｣, �우리어문연구� 57, 우리어문학회, 2017; 정헌, ｢정지용

의 월트 휘트먼 시 번역 작업의 목적: 일제 강점기와 해방 공간의 근본적 차이｣, �영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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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⑴~⑵를 통해 해방공간의 정지용의 행적과 문학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상세

한 논의와 실상의 규명이 이루어졌다. 이에 바탕하여 해방공간의 정지용에 대한 가

치평가를 시도한 것이 ⑶이다. ⑶은 다시 문학성과 정치성을 기준으로 해방공간의 

정지용에 접근한 논의인 ⑶-①~②와, 이에 따라 실패의 도식으로 환원되어 온 해

방공간 정지용의 행위성에 주목한 ⑶-③의 논의로 구분된다. 

  ⑶-①에 해당되는 한 논의에서는 해방공간에서의 정지용이 시인으로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의 해명을 연구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설계

로 인하여 해방공간의 정지용 문학은 해방 이전의 정지용 자신이 도달한 문학의 

높이에 의해 부정되었다. 이에 따라 해방공간 정지용의 문학은 ‘무절제’, ‘시적 상

상력의 파탄’, ‘정형률로의 퇴보’로 요약되었다. 시인 자신이 시로 인정하지 않은 

찬가 계열의 상황시가 시인의 실패를 증명하는 텍스트로 활용된 것은 해방 후반부

에 만시적으로 이루어진 시인의 자기비판적 진술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⑶-②에 해당되는 논의 가운데에는 정지용의 이념적 성향을 해방 전후로 일관되

게 김구 노선에 가까운 애국심에 바탕을 둔 민족주의로 좁혀본 경우가 있다. 이러

한 시도는 해방공간 정지용의 조선문학가동맹에의 가담과 이탈, 전향, 행방불명의 

전 과정을 정치적 좌고우면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온 기존의 관점을 비껴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정치적 좌절이 시의 답보로 이어졌다는 분석은 정치와 문

학을 수응 관계로 바라본 것이기에 재고의 여지가 있다. 

  정지용 시문학사에서 �백록담� 이후에 관한 연속된 논의 맥락이 형성되기 어려

웠던 까닭은 ⑴ 기간이 시인의 정치적인 이력이 문제된 해방공간이라는 예외적 시

간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⑵ �백록담�과 대비되는 ‘비시(非詩)’의 예외성 때

문이라는 소결에 이를 수 있다. 요컨대 정치적·문학적 예외성에 그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관점이 ⑶-③을 통해 제시되었다. 이 방면에

서의 논의는 해방 전후로 변화된 정지용의 시관과 번역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이는 시인의 문학적 실천과 자기연속성을 고려한 관점으로,37) �백록담� 이후라

는 연속된 맥락 위에서 정지용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

  한편 정지용 시문학사에서 �백록담� 이후의 연속된 논의 맥락이 형성되기 어려

웠던 사정은 정치적·문학적 예외성에도 그 이유가 있지만, 해방공간의 정지용이 보

였던 자기전개의 양상이 논리적인 이해와 설명이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있는 것이

화� 18-2, 한국영미문화학회, 2018 외. 

37) 정지용을 직접적으로 다룬 논의는 아니지만 해방 전후 김기림의 자기연속성에 관한 연

구는 본고에 시사를 제공한다. 김한성, ｢김기림 문학 연구: 비교문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의 제Ⅳ장 및 한형구, ｢해방 후 김기림의 행적

(업적) 속에 담긴 문화정치사적 함의에 대하여｣, �어문론집� 58, 중앙어문학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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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기도 하다. 

  해방 직후 문단의 초기 풍경이라 할 조선문학가동맹 제1회 전국문학자대회에 정

지용은 장남을 파견하여 왕유(王維)의 시를 대독하게 하였으며, �청록집�(1946)에 

서문을 주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는 않았지만 조지훈과 박두진을 꾸준히 신뢰하

였고, 그런 한편 해방된 이후부터는 임화를 가깝게 느낀다고도 했다.38) 道德經의 

정치철학적 문맥을 윤동주의 시인됨을 나타내기 위해 재맥락화한 정지용은 세상을 

바라보는 대다수 인간의 회심을 위로부터의 변화보다 강조하였고,39) 해방 후반부

에는 녹번리에 은거하면서 공백화된 문단을 재건하기 위해 사회를 왕래했다.40) �

문장� 고선위원으로서 이미 수많은 신인을 둔 정지용이었음에도 ‘새로운 신인’이라

는 갑절의 새로움을 요청한 것도 이때였다. 어쩌면 해방공간 안에서 중년기 정지용

의 내면풍경은 예민한 신경증적 주체로 근대 도시를 헤매던 청년기 때보다도 복잡

한 것이었다.41)

  이것이 문학사로 상술되지 않은 여러 사람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시인의 기행

(奇行)이며 내면풍경이라면, 좀 더 공식적으로 드러난 �백록담� 이후의 복잡한 행

위 정체성은 이런 것이었다. ‘조선문인보국회’, ‘非 KAPF 출신’, ‘조선문학가동맹’, 

‘행위 지연과 시인의 인간적 진실성의 확보’, ‘전향’, ‘(비)자발적 북행’, ‘판금 및 

삭제’가 그것이다. 

□4 해방공간 기성시인들과 감정공동체

  이와 같은 불연속적인 서사를 함께 경험하면서 정지용과 행위 정체성을 공유한 

문학인들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볼 수 있다. 정지용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대체로 

시다움이나 이념 선택의 기준에 따른 시인과 비시인(非詩人), 월북인과 전향인의 

구분법 사이에서 시의 수준이 점차 퇴보한 정치적 중도주의자로 평가되어 왔다. 따

라서, 시인의 자기전개와 이를 둘러싼 ‘감정적 이해’42)를 중심으로 �백록담� 이후

38) 지용, ｢自序｣, 정지용 외, �현대시집 1�, 정음사, 1950, 14면; 박산운, 앞의 글, 40면. 

39) 정지용이 인용한 경문은 성인의 정치에 관한 것이다. 이를 시인론의 문맥으로 전유함으

로써 정지용은 성인의 정치와 윤동주의 시인됨을 동등한 위계에 놓는다. 

40) 따라서 해방 후반부 정지용의 은거의 의미는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은거의 정치학에 

대해서는 정진걸, ｢隱居의 政治學 - 《史記》에 보이는 隱居를 대상으로｣, �중국문학� 84, 

한국중국어문학회, 2015, 163~186면 참조. 

41) 신경증적 주체의 병적 헤맴과 그 극복의 과정을 중심으로 한 정지용 시세계의 이행 과

정에 대한 의미해명으로는 신범순, �한국현대시의 퇴폐와 작은주체�, 신구문화사, 1998, 

57~94면. 

42) 감정적 이해는 감정적인 것과 인지적인 것, 즉 육체와 정신의 사고가 통합되어 있는 충

만한 의식(full consciousness)에 가까운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감정적 이해’에 대해

서는 이명호, ｢문화연구의 감정론적 전환을 위하여｣, �비평과이론� 20-1, 한국비평이론학

회, 2015, 1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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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지용에 대한 감정공동체로서의 작가론을 수행하고자 하는 본고의 시도는 그 

근저에서는 해방 후 시사에서 주변화된 기성 시인 집단에 대한 회복적 관점을 아

울러 지향하는 것이기도 함을 언급해 둔다.

  감정공동체로서의 작가론이라는 시각은 정지용과 마찬가지로 전·후반기의 시사를 

매개하며 자기전개하였으나 역설적으로 그 사이에서 주변화되고 한국현대시사의 

전반기 시인으로 표상된 해방공간의 기성 시인들에 대한 회복적인 관점이 될 수 

있다. 고석규, 이어령 등 1950년대에 기성 시단과 거리를 두며 전후 비평의 제3의 

축을 담당한 학생 시단은 모든 것을 원점화하는 폐허의식 속에서도 선행 시사로부

터 서로 다른 정신사적 전통을 전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상과 윤동주는 이어

령과 임종국, 고석규의 문학적 기원이었다. 

  그리고 이처럼 한국현대시사 후반기 독자적으로 출현한 학생 시단의 형성 배경

에는 해방공간 시인들이 만들어 놓은 지적 맥락이 존재했다. 가령, 고석규로 대표

되는 월남시인들은 해방공간의 정지용을 매개로 윤동주를 사표 삼았고, 전후 시단

의 이상은 김기림과 박인환의 감정공동체에 의해 매개되었으며, 임화와 김수영은 

해방공간과 전후 시단 사이의 내적 연계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백록담� 이후의 정

지용에 대한 감정공동체로서의 작가론을 시도한다는 것은 한국현대시사 후반기 시

문학장 형성의 다양한 정신사적 기원을 해방공간에서부터 되짚어보는 작업을 위한 

작은 출발로서의 의미를 겸한다. 요컨대 본고에서 제시한 �백록담� 이후의 정지용

이라는 문제는 해방공간 기성 시인의 전환기 시인으로서의 역할을 시사적 맥락 내

에서 다루기 위한 논의의 출발점에 놓인다. 

  통상적으로 해방공간의 범위는 을유년 해방에서부터 정부 수립까지의 만 3년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본고에서는 정부 수립기에도 잔류한 조선문학가동맹의 문학적 

실천이 갖는 해방공간과의 연계적 성격에 유의하면서 해방공간을 전쟁기까지의 5

년 범위로 확대한다.43) 이 범위는 정확히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정지용이 경험한 

‘해방공간’에 상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해방공간의 문학사적 함의는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을 것이나 본고에서는 해방

공간이 기성 시인들을 중심으로 해방 이전과 ‘동생시인들’을 향한 양방향의 감정적 

관계망이 구축되는 지점이었으며, 그것이 해방공간 문학사로부터의 전통을 이야기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44) 문학사의 전개 과정에 있어서 해방

공간과 기성 시인들의 전환자로서의 속성과 역할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43) 문학사 단위로서의 해방공간에 대해서는 김윤식, �한국현대소설비판�, 일지사, 1981, 

167면. 

44) ‘非 KAPF 출신’, ‘조선문학가동맹’, ‘행위 지연과 시인의 인간적 진실성의 확보’, ‘전향’, 

‘(비)자발적 북행’, ‘판금 및 삭제’의 행위 정체성을 공유한 시인들의 전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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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공간은 해방 전후의 자기연속성에 대한 기성 시인들의 멀고도 명징한 감각

을 중심으로 작고시인을 비롯한 1930년대 및 암흑기 시정신과의 연대, 그리고 신

진 시인들과의 세대 결속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간이었다. 정지

용을 비롯한 기성 시인들에게 과거와 현재의 교차점인 해방은 역사의 끝이나 시작

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든 과거를 현재로 소환하여 미래를 전망해야 하는 ‘역사의 

전환기’의 의미로 다가왔다.  

  일찍이 해방을 ‘역사의 전환기’라고 규정한 것은 해방공간의 정지용과 동보적인 

행위 정체성을 공유한 김기림이었다. 해방공간을 파시즘과 제국주의를 극복하고 인

류 공동체의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역사의 전환점으로 규정한 김기림의 관점은 훗

날 해방공간 문학의 전환기적 함의에 접근하는 문학사 연구의 흐름으로 이어졌다.  

  해방공간에 대한 김기림의 역사적 자리매김은 ⑴ 해방공간을 시인이 정치적 주

체로 부상한 ‘역사적 전환기’로 규정한 경우부터,45) ⑵ 진보적 시운동의 계보 속에 

해방공간의 시와 시의식을 배치한 사적 접근,46) ⑶ 해방공간에 대한 1950년대 신

진시인들의 교량 역할에 주목함으로써 1960년대 참여시의 발생론적 기점을 해방공

간으로 설정하고 해방공간과 1950년대를 한국현대시 전환기로 범주화한 논의,47)

⑷ 모어를 회복한 한편 일제 말기의 정신사적 파행에 대한 자기비판의 과제에 당

도한 해방공간의 문학인들을 ‘전환기적’ 지식인으로 명명하고 해방공간의 시문학을 

‘전환기적’ 서정과 리얼리즘, 그리고 착근된 저항시라는 3유형으로 계보화한 논의

에 이르기까지의 해방공간 문학에 대한 사적 연구의 흐름을 형성하였다.48)

  김기림은 파시즘과 제국주의로부터 ‘자유’의 가치를 탈환하였다는 의미에서 해방

공간을 역사의 전환기로 규정하였다. 김기림은 역사의 전환기에 있어서 대중의 지

반과 함께 요구되는 것은 시인의 역사의식이라고 보았다.  

(가) 새로운 시의 풍요한 원천으로서 넓은 대중의 지반을 제의하였으며 이 중대한 역사

의 전환기에 있어서 시인에게 필수한 역사적 의식의 실체에 대하여도 언급하였다. 그러

나 나는 반드시 오늘의 시인에게 어떤 옹색한 틀을 준비하여 뒤집어 씌우려는 것은 아

니다. (……) 그러면 시인을 끌어가는 문제란 어떤 범위의 것이냐. 그것은 시인 내부에

서 시작하여 민족에로, 다시 민족을 넘어서 세계에로 확대한다. 그뿐만 아니라 공간을 

45) 전상인, ｢해방공간의 사회사｣,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2, 책세상, 2006; 강계숙, ｢‘시

인’의 위상을 둘러싼 해방기 담론의 정치적 함의｣, �민족문학사연구� 64, 민족문학사학

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7.

46) 김승환·신범순 편, �해방공간의 문학: 시 1~2�, 돌베개, 1988. 

47) 윤여탁, ｢한국전쟁 후 시단 형성과 참여시의 잉태｣, �시의 논리와 서정시의 역사�, 태학

사, 1995와 ｢전환기 한국 현대시의 시 세계｣, �한국시학연구� 25, 한국시학회, 2009. 

48) 유성호, ｢해방기 한국 시의 계보학｣, �동아시아문화연구� 57,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

연구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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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서 역사의 세계에까지 전개한다.49)

(가)에 따르면 시인의 역사의식은 시인에게 타율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

인 자신의 내부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민족에로 (……) 세계에로”, “공간”을 넘어 

“역사”로 전개될 만한 파급력을 갖는다. 

  이처럼 한 점 시인의 내부를 거대한 미래를 향한 역사적 전환의 출발점으로 제

시한 김기림의 입장은 기성 시인으로서의 자기비판을 겸하는 것이기도 했다. 

(나) 그러나 나는 조선의 시인에게는 한 개의 예외를 청하고 싶다. 우리는 반드시 한 

번은 과거로 다녀와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 나는 감히 돌을 잡으라고 하지는 않

는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랴. 돌 던질 대상은 반드시 우리들 주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로 우리들의 정신의 내부에 먼저 있는 것이다.50)

김기림이 (나)에서 말한 ‘조선의 시인’이란 해방 이전부터 시인이었던 자, 곧 기성 

시인을 의미한다. 강조된 부분에서 보듯 김기림은 간음한 여인에 관한 요한복음서

의 내용을 해방 직후 문학인의 자기비판이라는 문제로 재맥락화하고 있다. 김기림

의 발언은, 자신의 과오를 알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과오를 타매하는 위선을 경

계해야 하는 것처럼 문학인의 자기비판은 자신의 내부를 먼저 향하는 것이라야 한

다는 자기반성의 선결성과 염결성을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자기반성의 의무로부터 

‘조선의 시인’인 김기림 자신 또한 예외일 수 없었음은 물론이다.

  발언의 선후관계상 (가)에 제시된 시인의 사명은 (나)를 전제로 주창된 것이다. 

이는 김기림에게 있어서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으로서의 (가)의 “시인 내부”란 (나)

의 자기비판적인 자아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동형의 것임을 의미한다. 이처럼 “우

리들의 정신의 내부”를 문제 삼는 김기림의 내향적 자기비판의 감각은 조직 내에

서 이론적 공식주의를 비판하고 ‘시인의 인간적 진실성’에 대한 확보를 우선시하였

던 임화의 논조를 빼어 닮은 것이기도 하다. 임화는 자기비판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깊고 근본적인 문제임을 전제하면서 내면에 자리잡은 양심을 문제 

삼을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한 장본인이기도 했다. 해방공간 임화의 민주주의 민족문

학론은 이와 같은 발본적인 자기비판 이후에 나온 것이었다.51)

  조선문학가동맹 시부(詩部)의 김기림과 임화를 비롯한 기성 시인들은 실로 역사

49) 김기림, ｢우리 시의 방향 ⑽시의 시련｣, 조선문학가동맹 중앙집행위원회서기국편, �건설

기의 조선문학�, 1946, 71~72면(강조-인용자). 

50) 김기림, ｢우리 시의 방향 ⑹민족적 자기반성｣, 위의 책, 67면(강조-인용자). 

51) 임화의 자기비판에 대해서는 김윤식, ｢해방공간 문화운동의 갈래와 그 전망: 임화, 김남

천의 내면풍경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학보� 16권 1호, 일지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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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끝도 시작도 아닌 그 전부를 감각하며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었다. 자기비판과 

암흑기 이전의 충만했던 현실의식을 회복함으로써 문학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자기 

안의 폐허와도 같은 ‘창조적 무기력증’을 극복하는 것이 해방공간의 기성 시인들에

게 주어진 시사적 과제였던 가운데,52) 자기연속적으로 존재함에도 암흑기 이전과

의 낙차가 가장 컸으므로 더욱 그것의 회복이 절실했던 것은 기성 시인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신진 시인들과 비교할 때 기성 시인들은 자기비판이 요구되

는 대상이었으나 암흑기 이전의 시의식과의 ‘단절이 가로놓인’ 자기연속성을 감각

할 수도 있었던 점에서는 상실된 것에 비추어 “정신의 내부”를 성찰할 수도 있었

던 이중적 위치에 서 있었다.53)

  이와 같은 역할의 이중성, 곧 ‘돌을 쥔 손’을 자신의 “정신의 내부”로 향하여 먼

저 시인이 되고, 그런 다음에 역사의 전환기에 시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논리는, 해방공간의 기성 시인들에게 자기비판과 시인으로의 갱생은 

민족문학의 건설을 위한 혁명 단계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었을 뿐 아니라 각 

개인에게 장기적인 과제와 같은 것이었음을 추정하게 한다. 문단사적인 차원에서 

문학자의 자기비판은 속기록을 동반한 공개적 좌담회의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것에

서 보듯 문학적 정당성의 확보를 위한 자기현시의 일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해방공간 기성 시인 각 개인을 초점화해 볼 때 자기비판은 회복에 대한 의

지라는 좀 더 개인적인 생의 문제와 앞뒷면을 이루며 지속되고 있었다. 

  공적인 자기비판이 미결된 자기 자신의 시의식을 회복해 나가기 위한 미시적·개

인적 차원의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음은 김기림이나 정지용을 통해 확인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정지용에게 자기비판은 창조로 뚜렷이 수렴되지 않는 방계의 

문학적 실천들을 동반하면서 해방 후반부에 만시적으로 이행되는 것이었던 점에서 

확인된다. 임화가 해방 직후 자기비판적 작품행동에 이어서 민족문학론을 제출할 

수 있었다면, 김기림이나 정지용에게 있어서 자기비판은 해방 후반부에 회복의 의

지로 이어졌다. 공식적인 자기비판으로부터 격발된 회복에 대한 의지, 짧은 시간 

뒤의 긴 시간을 통해 그들은 작고시인 및 암흑기 이전의 시정신, 그리고 신진 시

인들을 (재)발견해 나갔다. 

  김기림과 정지용을 비롯하여 해방공간 기성 시인들의 자기비판과 회복에 대한 

52) 신범순, �한국현대시사의 매듭과 혼�, 민지사, 1992, 230면. 

53) 해방공간의 문학사적 기억의 환기와 문학적 정체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양숙, ｢해방기 

문학비평에 나타난 ‘기억’의 정치학―1945~1948년 문학가동맹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

학연구� 28, 한국현대문학회, 2009. 기성·신진 시인의 역사의식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양

숙, ｢역사의 전위가 된 다섯 시인의 노래｣, �한국 근대 문예비평의 논리�, 월인, 2007; 

이기성, ｢해방기 시에 나타난 가족주의와 국가주의―‘자기비판’ 문제를 중심으로｣, �상허

학보�6, 상허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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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는 특유한 글쓰기 양식과 문학적 실천으로 이어졌다. ⑴ ‘초혼적 글쓰기’와 ⑵ 

시와 시인의 주변부에서 이루어진 문학적 실천이 그것이다. 창작으로 수렴되지 않

은 주변부의 문학적 실천으로는 작품집 간행 사업에 대한 참여, 시사 작업, 역시

(譯詩), 시 비평, 신인 추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시가 아닌 영역에서 산문적으로 이루어진 그들의 글쓰기에 대해서는 암흑기 이

전의 시정신과 같은 상실한 대상을 향해 ‘부르는’ 글쓰기라는 의미에서 ‘초혼적 글

쓰기’라는 서정적 서사양식의 이름을 부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임화가 중심이 된 

‘문건’ 계열을 비롯하여 해방공간의 기성 시인들에게 성찰과 회복의 의지는 앞뒷면

을 이루는 것이었음에도, 서사성의 양식을 갖추고 드러나는 자기비판적 글쓰기에 

비할 때 시인들의 ‘초혼적 글쓰기’에 대한 대상화나 양식적 접근을 시도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래 ‘초혼’이나 ‘콜링(calling)’과 같은 ‘시적 부름’은 관계의 연

속성이나 연대를 지각하기 위하여 시인들이 사용하는 서정양식이다.54) 해방공간의 

기성 시인들이 자신을 다른 시간과 존재를 향해 ‘기울이면서’ 지금 이곳과 단절된 

시정신을 간절하게 ‘부르는’ 방식이었던 ‘초혼적 글쓰기’는, 따라서 전통적 서정양

식이 산문적인 형태로 표출된 서정적 서사양식이자 해방공간이라는 역사적 조건이 

문학의 내면적 구성 원리로 전화된 결과라 할 수 있다.55)

  해방 직후 ‘초혼적 글쓰기’는 해방 이전과의 심정적·실질적 거리 속에서 작고시

인들을 호명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해방 직후의 김기림은 작고시인에 대한 ‘깊은 

경의’를 ‘우리 시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모두(冒頭)의 의무’로 여겼다.56) 한림선

생 전(前) 서간체를 취한 이석훈의 자기비판은 스승과 고우들에 대한 부끄러움과 

그리움에 기반한 관계 맺음의 양식, 곧 ‘초혼적 글쓰기’의 면모를 보이는 것이었으

며, 

나는 8·15 이후에, 내가 정신적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느낌(자신의 비애를 이해받

지 못하여 외치고 울부짖고 싶은 느낌―인용자 주)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

이제 새해를 맞았습니다. 과오도, 참회도 그만, 뒤로 흘러가라고 합니다. 정말 새 뜻, 

새 맘으로, 지난날에 뚫어진 구멍을, 성실하게 겸허하게 메우기에, 정성을 기울여야 하

겠습니다. 지난날 내가 절망과, 고뇌와 비애 속에 방황할 때 나를 재생에로 격려해준 

여러 선배와 문우들, 혹은 그러한 때에 더 한층 나를 중상하고, 훼방하여, 내 맘을 무

54) 한국현대시사에서 그러한 양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김소월, 한용운, 이상화의 시

대였다. 양식적 전통으로서의 ‘시적 부름의 시학’에 대해서는 이재선, ｢시적 부름의 시학

―이상화의 시세계의 언어 위상적 양상｣, �한국어와문화� 9,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

연구소, 2011, 115면. 

55) 민족사 변혁기인 해방공간에서의 문학예술의 존재 방식, 곧 주조적 장르 현상의 출현에 

대해서는 김윤식, 앞의 책, 168면. 

56) 김기림, ｢우리 시의 방향 ⑴전언｣, 앞의 책, 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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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히 아프게 한 사람들까지도, 나는 새날 아침에 한번 선의로써 대하고, 8·15 그전의 

나에게 영원한 결별을 지으려하나이다.57)

김철수(金哲洙)58)에게 ‘창조적 무기력증’과 회복에 대한 의지의 상관관계는 보다 

더 시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다. 김기림이나 정지용과 ‘非 KAPF 출신’, ‘조선문학가

동맹’이라는 동일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시인이었던 김철수는 구인회의 일각을 이루

었던 이효석, 김유정, 그리고 이상에 대한 그리움을 글쓰기를 하고 있지 못하는 창

조적 무기력증이라는 증상 속에서 드러냈다. 김철수의 그리움은 완결된 과거를 향

한 회고적인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봄이면 돌아오는 노래인 회심곡

(回心曲)의 정조에 실려 개방된 미래를 향한 기다림으로 변용되고 있었다. 

항시 기다림 만으로 산다는 것은 분명 사람됨이 약한 탓이려니와 그렇다고 굳이 이런 

외로움에서 벗어나려는 마음가지도 약한 탓이라고만 ◯하여 돌릴 것인가.59)

김철수에 따를 때 기다림은 “사람됨”의 “약한 탓”이라고 하겠지만 또한 그것은 

“외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능동적인 마음의 작용, 곧 “마음가지”이기도 하다. 

시 쓰기의 불가능이라는 창작인의 고통을 다루고 있는 이 수필에서 고우에 대한 

기억과 그리움은 회심곡의 정조 속에 기다림의 대상을 ‘부르고’ 외로움에서 ‘벗어

나려는’ 마음가지의 이중작용을 통해 고우들을 다시 만날 미래의 한 지점을 향해 

상승하고 있다. 김기림이나 이석훈의 ‘초혼적 글쓰기’가 자기비판과 짝을 이루는 

회복의 의지와 관련된 것이었던 것처럼, 김철수의 경우는 그리움의 대상과 자기 자

신을 모두 회심곡이라는 하나의 정조 안에 결속시키는 ‘초혼적 글쓰기’를 통해 글

쓰기가 가능해지는 조건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처럼 해방공간의 기성 시인들에게는 반드시 매문하지는 않았더라도, 다시 말해 

“지난날에 뚫어진 구멍”(｢고백｣)이 무엇으로 인한 단절이었는가를 막론하고, 그러

한 구멍을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의 자기비판적인 견딤과 작품행동을 통해 그것을 

메움으로써만 시인으로 갱생할 수 있는 내면 보증의 과정이 겹으로 요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안다면 자신만이 알 수 있을 정신의 내부를 들여다볼 정도의 

신독적(愼獨的)인 자기비판을 거쳐서 자신의 바깥에 놓여 있는 정당한 가치를 향해 

자신을 기울여 쓰는 과정이다. 

57) 이석훈, ｢고백｣, �백민�, 1946. 12. 이석훈 작품선집 및 문학사전류의 수록연월 정보의 

오기를 1947. 1→1946. 12로 바로잡는다. 

58) 해방공간에서 김동석·배호와의 3인 수필집 �토끼와 시계와 회심곡�(서울출판사, 1946) 

및 시집 �추풍령�(산호장, 1949)을 발표한 조선문학가동맹 시부 소속 시인이다.  

59) 김철수, ｢회심곡｣, �상아탑� 1, 1945. 12. 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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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대상세계를 향한 자기 기울임60)으로서의 ‘초혼적 글쓰기’는 다만 문학인

으로서 자기를 재건하는 문제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았다. ‘초혼’이 하늘과 땅 사이

에서 생시에 망자가 입던 옷의 옷깃을 길게 흔들며 혼을 부르는 자기연장 행위의 

구체적인 방식인 것처럼 자기 기울임으로서의 관계 맺음과 그것의 문학적 양식인 

‘초혼적 글쓰기’를 기반으로 해방 전후 문학과 문학인들 사이에는 긴절한 관계망이 

구축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해방공간은 상실된 대상을 ‘부르는’ 동안 그것과의 감정

적 관계망이 구축되는 시간이었다.

  해방공간에서 출간된 작품집을 비롯하여, ‘초혼적 글쓰기’가 장르규범적으로 정

식화된 형태라고 할 문인비평은 해방 전후와 해방공간의 감정적 관계망이 가시화

된 영역이었다. 해방 전후로 활동한 기성 시인들의 작품집, 기성 시인이 출판에 관

계하거나 서·발문을 붙인 작고시인 혹은 신진 시인들의 작품집,61) 그리고 해방 전

후 시인들과 신진 시인들 사이의 문인비평이 그것이다.62) 이와 같은 ‘관계적 자율

성’으로서의 문학적 현상을 주도한 것은 해방공간의 기성 시인들이었다. 그들은 다

른 시인의 이름과 나란히 자신의 이름을 새기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상실한 세계와

의 감정적 관계망을 구축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해방공간에서의 작품집 출간이나 문인비평의 확산은 읽을거리

의 재생산이나 문단 조직의 시적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유 혹은 비평 정신의 

퇴보라는 현상으로 이해되어온 면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동일한 것의 재생산이기

보다 동일한 것을 동일하지 않은 방식으로 (재)발견하는 감각이었고, 시적 정통성

의 확보를 위한 전유라고 일괄할 수만은 없는 자기참조적인 면이 있었으며, 조직과 

기관이 사라진 지점에서 문학 활동을 위한 유일한 기반으로 작용하기도 했다는 점

에 주목한다. 이처럼 해방공간의 기성 시인들이 관계적 자율성으로서의 문학적 현

60) 장-뤽 낭시는 공동체에 관한 사유를 통해 어떠한 개인성이나 전체성에도 귀속되지 않으

면서 ‘나’와 ‘네’가 서로를 향해 있는 관계 구조를 ‘기울어져 있는 움직임’인 ‘편위(偏位)’

로 설명하고 있다. 박준상, ｢�무위(無爲)의 공동체�의 몇몇 개념들에 대하여｣, �철학과현

상학연구� 46, 한국현상학회, 2010, 64면. 

61) ①해방 전후로 활동한 기성 시인들의 작품집으로는 권환, �자화상�(조선출판사, 1945); 

김동석, �길�(정음사, 1945); 여상현, �칠면조�(정음사, 1947); 오장환, �나 사는 곳�(행문

사, 1947) 등이 있으며, ②작고시인의 유고 작품집으로는 이육사, �육사시집: 노랑나븨도 

오쟎는 무덤우에 이끼만 푸르리라�(서울출판사, 1946);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정음사, 1948); 김소월, 김억 편, �소월민요집�(산호장, 1948); 이상, 김기림 편, �이상선

집�(백양당, 1949)이 있다.  

62) 송영과 민촌, 이원조와 벽초, 한설야와 포석, 박종화와 노작, 조지훈과 노작, 이붕구와 

육사, 이석훈과 김유정, 이붕구와 윤동주, 윤곤강과 이장희, 이상화, 김철수와 임학수 사

이에 존재한 다양한 형태의 감정공동체가 문인비평과 고우사를 통해 확산되었다. �신문

학�, �동아일보�, �백민�, �민성�, �문화창조�, �죽순�, �국도신문� 등에 다수의 문인비평

과 고우사가 발표되었다. �국도신문�은 문인의 고우사를 특집으로 기획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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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개입하였던 방식과 그 효과의 측면에서 본다면 기성 시인이 매개가 된 작품

집 출간이나 문인비평의 확산은 비자각적이거나 안일한 문학 현상이 아니라 자각

적인 문학적 실천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해방공간 기성 시인들의 문학사적 자리는 이처럼 역사의 전환기에서 자기비판에 

따른 자기 폐허의 감각에서 격발된 ‘초혼적 글쓰기’를 통해 해방 전후 및 다음 세

대와의 긴절한 감정적 관계망을 구축하고, 구체적인 문학적 실천들을 통해 해방공

간 현재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시세계와의 연결을 도모한 것에서 확인된다. 이처럼 

상실된 세계를 ‘부르는’ 감정의 문학적 양식인 ‘초혼적 글쓰기’, 그리고 ‘창조적 무

기력증’으로 인한 자기 폐허의 바깥에서 이루어진 문학적 실천과 그로 인하여 형성

된 시인들 간의 관계망이 감정공동체이다. 이와 같은 문학적 실천을 통해 구축된 

문학 계보와 전통은 시인들의 존재와 함께 문학사에서 주변화되었다. ‘非 KAPF 출

신’의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였기에 그들의 ‘초혼적 글쓰기’는 비시(非詩)로, 잔류

파적 정체성은 소시민의 좌고우면하는 행동으로 절하되는 데에 그쳤다.  

□5 논의의 방향성

  그렇다면 시와 비시(非詩), 그리고 월북과 전향의 방외에 존재한 이들의 내면풍

경과 문학적 실천에 대한 이해는 무엇으로써 가능한가. �백록담� 이후 ‘시가 없는’ 

정지용의 문학적 실천과 그것에 대한 감정적 이해에 바탕한 정지용의 감정공동체

라는 여집합적인 범주의 설정은 바로 이와 같은 방외의 시인됨에 대한 고민으로부

터 시작된 것이다. 

  감정공동체는 한 시인의 방외의 시인됨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하는 충만한 여백과

도 같다. 나아가 감정공동체라는 한 시인의 여집합적인 범주는 문학사에서 장소를 

상실한 해방공간의 기성 시인들을 복원하는 보편적인 시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단위체적 범주인 감정공동체는 해방공간에서 사라진 존재들 당사자뿐

만이 아니라 그들의 문학적 실천들을 함께 이끌어낼 수 있는 시각이 된다. 또한 

그것은 문제적 개인과 문예조직 중심의 논의가 아닌 방외의 영역을 포착하는 관점

이면서, 비시인과 유계의 대상까지도 포괄하여 논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1930년대부터 형성된 정지용 감정공동체는 해방 전후로 그 주체를 달리하면서도 

지속되었고, 분단 이후로는 정지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 없었던 내면화의 방식

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였다. 정지용 감정공동체는 그 긴 역사 속에서 유파 중심

의 구도를 벗어난 다양한 문인 합작의 형태와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백록담�

이후에 대한 감정공동체로서의 작가론은 해방공간 정지용의 문학적 실천과 그로부

터의 전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 여집합적인 감정공동체 안에서 정지

용의 문학사적 좌표는 1930년대의 ‘지용시대’로부터 ‘시인자격’이 가장 위태로웠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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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시사 전환기의 한가운데로, 그리고 해방공간에 소년이었던 문학사가들의 

감득(感得)과 사적 기억을 통해 더 먼 곳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1980년대의 납·월북문인에 대한 해금 조치 이후 정지용 문학에 관한 다양한 관

점의 논의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 왔지만 그것이 여전히 해방 이전의 시집을 중

심으로 한 논의이며, 해방공간의 정지용의 문학과 삶을 균등하게 다루는 시력 전반

에 관한 논의는 시인의 복권을 진정한 초기 연구자들의 성과로부터 그리 멀리 나

아가지 않았다는 것, 복권을 전후한 시기가 해방공간의 정지용에 관한 관심의 정점

이었다는 역설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해방공간에서 정지용이라는 세계를 상실한 소년-문학사가가 정지용에 대

해 갖는 비평적 거리의 소실로 인한 갈망의 감정만이 그러한 정점의 작업을 가능

하게 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63) 이러한 역설은 이미 어느 한 시기에 

연구대상에 대한 감득(感得)의 태도로써 그 정점을 보인 연구자의 감정이 본질적으

로는 대상을 바라보는 연구자의 관점으로 계승되고 현재화되는 것이라야 함을 시

사하기도 한다. 감정공동체의 긴 역사 속에서 시인 정지용이 해방공간의 소년들과

의 감정적 관계망 속에서 연구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러한 깨달음이기도 하다. 

63) 다음과 같은 개인들의 기억은 해방공간의 소년들에게 정지용이란 6.25 직전 명멸하는 

하나의 세계로서 무게를 갖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그것의 외부화는 하나의 세계가 상실

하는 것과도 같은 감정경험이었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그것은 목전에서 겪는 세계의 

상실과도 같은 것이다. “먹칠이 끝난 뒤에 시간이 남았지만 수업은 없었다. 정지용의 ｢고

향｣과 ｢춘설｣을 지웠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유종호, �나의 해방전후�, 민

음사, 2004, 264~265면; “6.25가 나기 전의 마음 가난한 중학 시절, 시인이자 국어 교사

인 K선생의 별명이 황소였는데, 이 별명은 그의 모습이 황소처럼 생긴 탓도 있었지만, 

자주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 우는 곳, 아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랴”(｢향수｣)를 읊었음과 관련이 있다.“ 김윤식, ｢다락 같은 말의 나비화―정지용의 변모 

과정｣, �청춘의 감각, 조국의 사상―교토 문학 기행�, 솔, 1999, 106~1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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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시각

□1 문학사 연구 방법론으로서의 감정공동체

  20세기 초 독일의 감정주의 철학자인 막스 셸러는 특정한 상황에서 동일한 감정

을 공유하는 존재들을 ‘감정공동체(communities of feelings)’로 명명한 바 있

다.64) 셸러는 감정을 이성에 비하여 열등한 것으로 여겨왔던 이성주의 중심의 철

학사에 대립하면서 감정의 중요성을 역설하였고, ‘감정공동체’나 ‘동감’과 같은 감

정의 상호작용에 따른 범주를 체계화하였다. 셸러에게 감정은 인식이나 행위를 조

건화하는 동기였다. 셸러에 의해 감정은 수동적인 반응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일 뿐 

아니라 대상의 가치를 상향하는 역능성을 가진 가치론적인 운동 작용으로 정의될 

수 있었다. 

  현대 감정정치와 국가구성론의 맥락에서 막스 셸러의 개념인 ‘감정공동체’를 비

판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시킨 것은 마벨 베레진이었다. 베레진은 감정공동체의 비자

발적/자발적 구성 원리와 주목하였다. 베레진의 논리에 따를 때, 감정공동체는 감

정에너지의 산출을 통해 생성되는 자발적 감정공동체와, 감정에너지를 단지 전유함

으로써 구성원들을 일정한 공적 공간으로 결속시키는 기획된 감정공동체로 분별될 

수 있다.65)

  본고는 베레진이 제시한 자발적 감정공동체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동일성의 이데

올로기를 근간으로 하는 기획된 감정공동체와 감정에너지의 산출로써 생성되는 자

발적 감정공동체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형성 원리에 관한 낭시의 사유를 

부분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 장-뤽 낭시는 동구권의 몰락 이후 동일성의 이데올로

기에 근간한 공동체 형성 원리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에서 ‘외존(exposition)’을 공

동체 구성 원리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낭시에게 ‘공동-내의-존재’는 “‘나’와 타인 사이의 보이지 않는 관계 내의 존재, 

관계에만 정초될 수 있는 존재”로 규정된다. “공동의 이념적 ‘무엇’”을 위함이 아

닌 점에서 이때의 공동체는 가시적인 동일성(재산·국적·인종·종교·이데올로기) 바깥

에 놓이는 것이 된다.66) 이 같은 낭시의 맥락을 감정공동체 논의에 겹쳐 읽을 때, 

64) Max Scheler, On feeling, Knowing, And Valuing, ed. by Harold J. Bershad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p.54.

65) 셸러의 감정공동체 개념와 레이먼드 윌리엄스의 감정구조론을 바탕으로 감정정치의 관

점에서 감정적 에너지의 산출에 따른 공적 공간으로의 집합적 성격을 부각시킨 논의로는 

Mabel Berezin, Making the Fascist Self: The Political Culture of Interwar Ital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pp. 27~28 및 마벨 베레진, ｢안전 국가: 감

정의 정치사회학을 향하여｣, 잭 바바렛 외, 박형신 역, �감정과 사회학�, 이학사, 2009, 

7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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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전유함으로써 기획되는 감정공동체와 달리 자발적 감정공동체는 감정에너

지의 산출로 연결된 관계 내의 존재로 이해된다. 

  이처럼 본고는 감정공동체라는 개념에서 출발하여 초사회체적 공동체 형성 원리

로서 외존 개념, 그리고 해방 전후 시인들의 시와 산문, 문학 수행 등 다양한 층위

에서 나타난 감정진술과 감정발화에 주목하면서 자발적 감정공동체를 구축 가능한 

실체로 이해하고자 한다.67) 나아가, 감정공동체의 의미를 ‘자발적으로 산출한 감정

에너지를 바탕으로 일정한 공간을 구축하고 기관, 조직, 이데올로기 등 사회체로부

터 자율적으로 외존하며 서로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개인들’로 규정하고자 한다. 

□2 감정공동체의 형성 및 작용 원리

  본고에서는 정지용을 중심으로 시인 비평가들 사이에서 동류적인 감정을 통해 

구축되는 공동체의 범주를 정지용 감정공동체로, 정지용과 후행시인 사이의 대응관

계가 중심이 되는 구도일 때에는 그것을 정지용 시단으로 명명한다. ‘감정공동체’

가 동류적 감정을 바탕으로 각 개인들이 결속되는 하나의 장이라고 한다면, ‘시단’

은 그러한 감정공동체가 후행시인과의 사이에서 세대론적 함의를 갖는 경우를 가

리키는 감정공동체의 하위개념이 된다. 

  따라서 이때의 ‘시단’은 일반적인 의미의 ‘시단’과 그 용법이 구분되는 것일 수밖

에 없다. 일반적으로 ‘시단’은 ‘문단’의 동의어로서 문학사의 전개과정에 따라 재편

성되는 것이지만, 감정공동체의 하위개념으로서의 ‘시단’은 한 시인을 중심으로 성

립되는 내밀한 관계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재정의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재정의

된 의미로서의 ‘시단’은 근대적인 문단 개념으로서의 시단을 나타내기보다 시파, 

시맥과 같은 좀 더 오래된 개념들과 유사한 성격을 띤다. 

  ‘시단’을 한 시인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세계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때, ‘시단’은 

그것이 갖는 ‘단(壇)’, 곧 ‘뜰’의 속성으로 인하여 화원의 의미가 부가되기도 한다. 

더욱이 특정 유파로 귀속되지 않는 고독한 시인 무리의 존재를 드문 ‘꽃’에 빗대었

던 정지용과68) 문우들을 사계의 화원 속을 함께 거닐며 교감하는 시의 동반자적 

66) 사회계급적인 기반 없이 개방적으로 결속된다. 장-뤽 낭시, 박준상 역, �마주한 공동체

�, 문학과지성사, 2005; 손영창, ｢낭시의 공동체론에서 공동-존재와 그것의 정치적 함의

｣, �철학논총� 82, 새한철학회, 2015, 290~291면. 

67) 이양숙, ｢네트워크 사회의 감정공동체와 도시적 공공성｣, �구보학보� 15, 구보학회, 

2016, 378면에서는 국가적 감정공동체와 별개로 구성되는 감정공동체의 가능성을 제시

하였다. 

68) 정지용은 초기 일본어 산문 중 하나인 ｢편지 하나｣에서 “당파나 군집, 선언과 결사의 

시단”이 “무섭”다고 말하며, 자신이 원하는 시인의 메타포를 ‘언제 어디에서나 피리를 불 

수 있는[시를 쓸 수 있는]’ ‘피리부는 사람’의 모습으로 제시한 바 있다(정지용, ｢편지 하

나｣, 최동호 편, �정지용 전집 2�, 서정시학, 2015, 321면). 이후 1930년대의 정지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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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로 여겼던 윤동주의 맥락을 경유할 때 그것은 ‘시인의 화원’이라는 의미로 증

폭된다. 

孤獨, 精寂도 確實히 아름다운 것임에 틀림이 없으나. 여기에 또 서로 마음을 주는 동

무가 있는 것도 多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花園 속에 모인, 동무들 (……) 

나는 이 여러 동무들의 갸륵한 心情을 내 것인 것처럼 理解할 수 있습니다. 서로 너그

러운 마음으로 對할 수 있습니다.

  나는 世界觀、人生觀、이런 좀 더 큰 問題보다 바람과 구름과 햇빛과 나무와 友情、

이런 것들에 더 많이 괴로워해 왓는지도 모르겟습니다. 단지 이 말이 나의 逆說이나 나 

自身을 흐리우는 데 지날 뿐일가요.69)

“世界觀, 人生觀, 이런 좀 더 큰 問題”보다 “잎새에 이는 바람”(｢하늘과 바람과 별

과 시｣)과 “구름과 햇빛과 나무와 友情, 이런 것들”, 그 미세한 감정의 작용에 “더 

많이 괴로워”해 왔던 것이 자기 삶의 투명한 진실이라는 윤동주의 설의법적인 고

백은 비단 한 시인의 개인적 고백의 영역에 머무는 것일까. 윤동주의 이러한 고백

을, 시인의 감정이라는 문제에 주목하도록 하는 하나의 선언처럼 읽는 관점이 필요

하다.70)

  이 같은 시인의 감정과 그것의 동류적 관계를 기반으로 구축되는 감정공동체는 

동시대에 수평적으로 존재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한국현대시사의 전·후반기, 그리고 

죽음과 삶으로 엇갈린 시인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감정의 매듭이기도 하다.71) 따라

조선시단의 고독한 시인 무리를 흰 해오라비 꽃에, 해방기에 발견한 무명의 윤동주를 ‘동

지섣달의 꽃’에 빗댄 것은 당파나 군집을 이루지 않은 채 ‘피리부는 사람’들을 알아본 것

이라 할 수 있다(정지용, ｢내가 감명깊게 읽은 작품과 조선문단과 문인에 대하여｣, 같은 

책, 42면; 정지용, ｢서랄 것이 아니라｣,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정음사, 

1948). 정지용에게 시인이란 고독하게 존재하는 자들이며, 그 존재를 들여다보며 기다리

는 자에게만 드러나는 ‘꽃’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알아봄을 통해 드러나는 정지용 시단은 

문단의 동의어인 시단과 구분되는 ‘시인의 화원’이라 할 수 있다. 

69) 윤동주, ｢화원에 꽃이 핀다｣(1939년작 추정, 강조 및 띄어쓰기-인용자)

70) 서정적인 어조로 쓰인 윤동주의 이 산문은 공식매체를 통해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전시

체제를 비판한 부분이 복자처리되어 있는 불온한 텍스트이기도 하다. 현실적인 복자기호 

X는 이 산문이 세계로부터 쌌텄고, 세계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것임을 의미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윤동주의 이 산문을 전시체제를 비판한 것이면서, 거시적인 것의 비본질성을 

미세한 감정의 작용과 같은 본질성에 대비시킨 시인의 관점이 천명된 선언의 텍스트로 

바라보고자 하였다. 

71) 한편, 문학사의 이면에서 불연속적으로 연결되는 시인 공동체의 존재방식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본고에서는 신범순이 “우리 시사의 무수한 현상들을 그대로 긍정하면서, 서로

간에 이어지지 않는 시도들”을 묶기 위해 제시한 창조적 ‘매듭’의 개념을 원용한다. 신범

순, �한국현대시사의 매듭과 혼�, 민지사, 1992, 4면. 비카프출신 문맹계 기성시인에게서 

보듯 때로 그 죽음과 삶의 교차는 한 사람의 내면에서 작가적 죽음과 재생의 과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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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감정공동체는 표면화된 동인관계나 공시적인 맥락을 넘어서 역사적인 깊이로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수직적 관계망으로서의 감정공동체는 그것

을 문학사의 내재적인 전개의 원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일제 말기의 ‘발악

기’72)에 그 정점을 보였던 시인들의 시정신이 정지용, 김기림, 오장환, 신석정 등 

조선문학가동맹 계열의 기성시인들을 격동시키며 해방 후로 이어지고, 미완의 해방

기 리얼리즘 시의 전통이 또한 다음 시대로 수리될 수 있었던 과정은, 한계 상황

을 넘나들며 서로의 감정을 강화해 나가는 감정공동체의 감정작용이 문학사를 전

개하게 하는 원리임을 말해준다.73)

  해방공간의 기성시인들은 공통적으로 감정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었다. 김기림은 

해방이 가져다준 문학의 새로운 조건의 하나로 시인들의 ‘감정의 엉킴’에 대해 이

야기하였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시가 ｢해방시｣를 통해서 얻은 자못 중대한 것은 한 공동체의 의식이

었던 것이다. 물론 전에도 그런 것이 우리 시 속에 없은 것은 아니나 이번에서처럼 단

일적인 앙양된 상태에서 시인의 감정이 엉킨 적은 없었다.74)

김기림에게 시인들의 ‘감정의 엉킴’은 공동체 의식이 시의 차원에서 드러나는 방식

과도 같은 것이었다. 해방 직후 김기림이 말한 ‘감정의 엉킴’이 찬가 계열의 해방

시와 전위시인들로부터 ‘리리시즘의 습도’를 기대하는 시론으로 귀결되는 공시성의 

것이었다면,75) 해방 후반기에 작가론을 전개해나간 오장환은 문학사적인 대상에 

대하여 ‘감정인’이 되는 문학사적 작업의 원리로써 감정을 실천하였다. 소월의 구

성(龜城) 시절과 죽음, 그리고 예세닌에 관한 작가론적 고찰을 통해 오장환은 문학

사의 주-객 관계인 자기 자신과 소월, 예세닌을 동시에 가리키는 상호 이해의 범

72) 정지용, ｢조선시의 반성｣, �문장� 3권 5호, 문장사, 1948. 10. 

73) 윤동주의 시 ｢자화상｣(1939.9)의 한 구절(“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

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의 오

마주라고 할 윤동주 연구자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시인 윤동주의 문학사적 위치를 일제

말기에서 전환기(1945~1959) 한국현대시사의 한가운데로까지 확장한 것이면서 역사 위에 

존재하는 ‘문학의 삶’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라는 점에서 음미할 만하다. ‘문학의 삶’이라

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초판본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1948)의 ‘삶’ 안에는 처음 

그것을 엮었던 정지용의 존재가 함께 아로새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윤동주의 

텍스트의 역사 안으로 제국과 식민, 기억과 망각, 해방과 분단과 전쟁의 흔적이 흘러가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된다.” 유성호, ｢세 권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 �한국시학연

구� 51, 한국시학회, 2017(강조-인용자).  

74) 김기림, ｢공동체의 발견｣, �시론�, 백양당, 1947; 김기림, �김기림 전집 2�, 심설당, 

1988, 144면. 

75) 김기림, ｢�전위시인집�에 부침｣, 위의 책, 1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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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감정인’이라는 개념을 고안하였다. 

지금 우리의 정세는 여러 고팽이의 위기와 침체와 고난이 있다. 딛다가도 한 번씩 이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마음의 준비를 갖추지 못한 감정인들은 심한 상처를 입는다. 

(……) 이처럼[김소월이나 예세닌처럼-인용자 주] 버젓하고 떳떳하여 보이는 듯한 감정 

속으로 뛰어들려고 한다.76)

오장환이 말하는 ‘감정인’은 역사 변혁을 위한 ‘의지’와 소시민적인 ‘감성’ 사이에

서 위태롭게 걸어갔던 시인들의 전형을 가리키는 것이자 동시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77)는 마음으로 이들을 발견하고 해명하는 오장환 자신의 위상이기도 했다.

  소월론에 나타난 오장환의 관점은 대상 시인에게 감정을 개재한다는 것이 서로 

다른 시간 속의 시인들을 상호해명의 관계로 결속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자기발견과 

성찰에 이르게 하는 원리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찰성이 문학의 조건으로 주어

진 해방 후 시사에서 ‘감정인으로서 감정인을 알아본다는 것’은 작고-기성-신진시

인들을 세대를 격하여 자화상적인 감정과 상호 이해의 관계 속에 포괄하는 원리가 

되었다. 

  해방기의 기성시인 오장환의 경우에서 보듯이 감정공동체라는 것이 ‘감정인’을 

알아보는 ‘감정인’ 되기를 통해 긴 시간차를 가로지르며 구축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때, 개인의 주관성의 영역이라고 할 감정은 어떤 원리에 의해 역사를 건너가고 

파급력을 갖게 되는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감정수행’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감정이 사라지지 않고 남는 것인 까닭은, 감정의 표현이란 감

정을 경험한 육체를 통과하여 진술되고 발화되는 것이며, 이처럼 진술되거나 발화

된 감정은 진술된 내용 자체를 넘어서서 다른 감정들을 강화하고 다른 감정들에 

의해서 또다시 강화되는 화행성과 수행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즉, 감정이 영속적으

로 운동할 수 있는 것은 감정을 경험한 육체의 진술과 발화를 통해 파급되는 감정 

본연의 수행적 성격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78)

76) 오장환, ｢자아의 형벌｣, �신천지�, 1948. 1; 오장환, 김재용 편, �오장환전집�, 실천문학, 

2002, 541~542면.  

77) 위의 글, 538면.

78) ‘감정수행’이란 감정을 진술하거나 발화하였을 때 그것이 단순한 정보 출력에 머무는 것

이 아니라 참여자들의 감정을 상호강화하고 전이하는 효과를 지닌다는 감정 진술 혹은 

발화의 화행성과 실천성에 주목한 개념이다. 윌리엄 M. 레디는 감정문, 감정 표현이 단

지 진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상호강화와 변이로 이어지면서 감정실천을 유도한

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러한 감정의 수행성, 효과를 ‘이모티브’로 개념화하였다. 윌리엄 

M. 레디, 김학이 역, �감정의 항해: 감정이론, 감정사, 프랑스혁명�, 문학과지성사, 2015; 

강계숙, ｢해방기 ‘전위’의 초상｣, �한국학연구� 45,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44~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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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동주에 대한 시인표상시 ｢동주야｣를 통해 그러한 감정수행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는 시인의 몸을 “흐느끼며 빠져나간 꿈들”, “온몸 짓뭉개지던 노래

들”이 해방 후 1970년대의 ‘윤동주적인 존재’들을 통해 재생되는 과정 속에서 시

인의 ‘꿈’과 ‘노래’가 영원히 살아있음을 보여준다. 

너는 스물아홉에 영원이 되고/ 나는 어느새 일흔 고개에 올라섰구나./ 너는 분명 나보

다 여섯 달 먼저 났지만/ 나한텐 아직도 새파란 젊은이다./ 너의 영원한 젊음 앞에서 

(……) / 너를 통째로 집어삼킨 어둠/ 네 살 속에서 흐느끼며 빠져나간 꿈들/ 온몸 짓

뭉개지던 노래들 (……)79)

‘꿈’과 ‘노래’의 본질인 영원성에 관한 것이기도 한 위의 시는 시인이 영원히 산다

는 것은 무엇이며, 문학사적 전승의 기반이 상실된 시인의 전통은 어떻게 형성되는

가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을 제시한다. 시인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문

단의 상징적인 권위로 존재하는 방식이 아니라 “흐느끼며 빠져나”가고 “짓뭉개지

던” ‘꿈’과 ‘노래’를 ‘너’를 이해하는 오장환식의 감정인의 마음작용 안에서 개별적

으로 이어간 다른 존재들의 사슬처럼 이어진 삶을 통해서이다.80) 지나간 ‘꿈’과 

‘노래’가 현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고 있는 이 장면은 모든 역사적 

조건과 제약에 구속되지 않는 사사롭고도 내밀한 전통, 그래서 언표화되지 않은 상

호 이해의 감정이라는 ‘감정 전통’을 들여다보도록 한다. 

  특히 관계적 자율성과 집합성의 원리에 따라 구성되는 자발적 감정공동체는 

1930년대 문학의 풍요로운 유산과 분단문학사 사이에서 외부화된 해방기의 기성시

인들을 가시화하는 범주가 될 수 있다.81) 해방기의 기성시인들로 하여금 일제 말

기로부터 해방 이후로 건너오게 하는 힘으로 작용한 것, 즉 “인간 최하층의 생활을 

79) 늦봄, ｢동주야｣, �두 하늘 한 하늘�, 창작과비평사, 1996, 112~113면(강조-인용자). 

80) 어느 시인의 추도식을 배경으로 ‘시인의 영원한 삶’이 무명 시인들의 낭독시를 통해 되

풀이되는 장면을 다룬 김현승의 시 ｢인생송가｣(1954)도 이와 같은 주제를 노래한 것이다. 

이처럼 선행 시인의 ‘꿈’과 ‘노래’를 다시 살게 하는 의식이 추도사, 추도시라는 특수한 

장을 넘어 후행 시인의 삶 속에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김종길의 문학이다. 

81) 오제는 ‘공동의 기억과 경험, 이야기와 상호작용을 통해 사람들 간의 긴밀한 유대를 낳는 

곳’, ‘인간의 질서와 자연의 질서가 융합된 것이자, 우리가 세계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의

미 깊은 중심’을 ‘장소’로 규정한다. 본고에서는 감정공동체와의 감정적 ‘관계’라는 비가시

적인 사이 공간의 성격을 오제가 말한 ‘장소’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감정공동체

와의 관계망 속에서의 ‘장소화’된다는 것은 문학사에서 외부화된 시인이 감정적 관계 속에

서의 외존을 통해 새로운 ‘장소’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현경은 장소를 갖는다는 것

이 단지 물리적인 환경을 제공받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개인이 사적 

관계 속에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장소’의 의미에 

대해서는 마르크 오제, 이상길·이윤영 역, �비장소�, 아카넷, 2017;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5, 2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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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도, 아주 구할 수 없는 곳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시를 영위”82)토록 한 것

은 무엇일까. 그것은 문학의 현실적인 기반을 상실한 뒤에 오히려 그 존재가 음각

적으로 드러나는 문학 공간으로서의 감정공동체였다.  

편중의 일부분은 輓歌―즉 �문장�이 폐간되던 그 호에, �조선일보�가 폐간되던 그날에

―이 밖에는 우리의 모든 기관이 정지되어 지상에 발표라는 가망도 없을 때, 다만 暗瞻

하고 억눌리는 공기 속에도 나를 사랑하는 선배와 친지들을 보이기 위하여서만도 쓴 

것이었다.83)

   

문학 활동의 기반이 “정지되”고, “발표라는 가망도 없”는 ‘암첨(暗噡)함’ 속에서도 

시를 영위하게 한 힘으로 작용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 그리고 그들에게 

‘나의 시’를 주고자 하는 감정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구축된 감정적 관계망은 �

문장� 폐간기라는 ‘가망 없는 암첨함’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음각적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감정공동체 안에서 암첨함을 지나와 한 권의 시집으로 종합된 것이 해방

기 기성시인 오장환의 �나 사는 곳�(1947)이다. 따라서 이 시집은 식민지시기 혹은 

해방기라는 어느 하나의 역사적 단위 속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시사의 전·후반

기를 단절 없이 건너온 감정공동체에 뿌리를 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벼운 술기운을 누르고/ 떠들고 싶은 마음조차 억제하며/ 조용조용 잔을 노늘 새/ 어

느덧 눈물 방울은 옷깃에 구르지 아니하는가.// “내일을 또 떠나겠는가”/ 벗은 말없이 

손을 잡을 때/ 아 내 발길 대일 곳 아무 데도 없으나/ 아 내 장담할 아무런 힘은 없으

나/ 언제나 서로 합하는 젊은 보람에/ 홀로 서는 나의 길은 미더웁고 든든하여라.84)

이러한 맥락에 비추어 보았을 때, 표제시 ｢나 사는 곳｣은 개인과 개인의 감정 사이

에서 ‘관계’로 존재하는 감정공동체를 ‘나 사는 곳’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으로 형상

화한 작품으로 독해되기도 한다. 퇴락한 여관의 단칸방에 불과한 그곳은 ‘내일을 

권하는’ 벗이 함께 있으므로 “홀로 서는 나의 길”을 “미더웁고 든든”하게 하는 새

로운 장소가 되고 있다. 이는 감정공동체를 시적으로 공간화한 것이라 할 수 있으

며, ‘벗’을 수신인으로 설정하고 있는 이 시의 ‘편지-시’의 양식은 감정공동체를 양

식적으로 구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고는 이처럼 해방 전후로 활동한 기성시인들을 중심으로 감정공동체가 구축되

82) 오장환, ｢�나 사는 곳�의 시절｣, �나 사는 곳�, 행문사, 1947. 6; 오장환, 김재용 편, �오

장환전집�, 실천문학, 2002, 622면. 

83) 위의 책, 622~623면(강조-인용자). 

84) 오장환, ｢나 사는 곳｣, 위의 책, 108~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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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에 주목함으로써 감정공동체를 문학사와 시인 인식의 새로운 범주로 제시

하고자 한다. 문학연구에서 감정을 대상으로서 다루는 것에서 나아가 대상이자 시

각으로 삼는다는 것은 시인의 감정이라는 층위를 배제하거나 부차화해 왔던 형식

주의 문학관으로부터의 인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감정공동체라는 개념을 연구방법론으로 도입함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감정공동체라는 범주를 해방 후 시사에 적용할 때, 해방기 기성시인이 감정적 관계

망 속에서 구축한 해방 이전 문학, 그리고 다음 세대와의 연결성이 해명될 수 있

다. 해방 후 문학사에서 유실되어 왔던 것은 해방 이후 자기전개해 나갔던 기성시

인의 존재뿐만이 아니라 이들과 감정적으로 유대하며 긴밀하게 연결된 해방 이전 

문학 유산으로서의 시정신 및 ‘동생 시인들’이기도 하였다. 나아가 자율적으로 구

축되는 공간인 감정공동체는 때로는 생과 사를 초월하여 ‘초혼적 글쓰기’(정지용, 

오장환), ‘정신적 소묘’(고석규), ‘작고시인표상시’(김종길) 등 시적 부름의 양식을 

통해 유계와 소통하면서 魂魄의 조화에 이른 시인들에 대한 관점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본고에서 시인 연구 및 문학사연구방법론으로 설정한 감정공동체라는 

범주는 기존의 맥, 계보, 영향관계와 어떤 변별점을 갖는 것일까. 전통적인 맥, 계

보, 영향연구는 문학 전통의 순차적 연속성을 가정하는 문학사관을 전제해 왔다. 

이에 따라 선배시인→후배시인으로의 후계 양상, 그리고 후배시인의 문학적 기원과 

원천을 탐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감정공동체는 이 같은 선배시인→후배시인으로

의 후계 양상이나 영향이라는 선형적 문학사관을 비껴나 공시적인 영향관계를 비

롯하여 선후배 시인 사이에서 비선형적으로 순환하는 상호 영향의 문제를 폭넓게 

다루는 관점이 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현대문학사에서 시간 역행적인 영향의 

교차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공간을 해방 전후로 보고 있으며, 그 교차점에 놓

인 정지용의 감정공동체가 단방향성이 아닌 상호성을 그 원리로 한다는 점을 밝히

고자 한다. 

  감정공동체의 상호작용이 갖는 전통적인 영향 연구와의 차별점을 부각시키기 위

해서는 해럴드 블룸의 전환적 사유를 부분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 블룸은 텍스트 

중심의 시간 순행적인 영향 연구를 시인의 자아가 중심이 되는 시간 역행적 영향 

연구로 전환하는 사유를 보여주었다. 블룸의 전환적 사유는 텍스트 대 텍스트를 다

루었던 신비평의 형식주의로부터 탈피하여 자아와 자아의 관계에 주목하는 방식에

서 드러난다. 이는 시를 완결된 텍스트 구조가 아닌 다른 시와의 개방적 관계의 

산물로 바라보며, 사랑과 증오의 관점에서 선후배 시인의 자아와 자아를 마주세운 

경우라 할 수 있다.85) 문학사에서 감정공동체라는 범주를 설정한다는 것은 이처럼 

85) 양석원, ｢투쟁의 미학―해럴드 블룸의 문학이론｣, 해럴드 블룸, 양석원 역, �영향의 불안

�, 문학과지성사, 2012, 261~26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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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 영향이 단순히 텍스트 차원의 모방 관계가 아니라 자아와 자아,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라고 바라본 블룸의 전환적 사유와도 일정 부분 맞닿아 있다. 

  블룸은 영향의 문제를 선배 시인에 대한 후배 시인의 미적 투쟁의 과정으로 바

라봄으로써 선형적 문학사관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감정공동체의 상호작용에 유의

한 본고 또한 시간 순행적 영향관계가 아닌 시간적으로 후행하는 시인의 자아가 

선행하는 시인의 자아와 감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지점에 주목한다. 다만 본 연구

는 선후배 시인의 상호작용 과정을 미적 찬탈의 과정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감정

적 내면화에 따른 동반 상승의 과정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블룸의 입장과 분기한

다. 본고는 선배시인의 위업에 대한 미적 찬탈보다는 감정적 상호작용에 따른 동반

관계의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정지용을 중심으로 구축된 감정공동

체는 자아와 자아 사이의 영향 관계이되 공동체라는 계기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미

적 투쟁에 따른 문학사의 불연속성을 전제로 하는 블룸 식의 영향 연구와 결정적

인 차이를 지닌다. 오장환-김소월, 정지용-김소월, 조지훈-정지용, 윤동주-정지용, 

고석규 및 김종길-해방 이전 시인들의 관계는 시간적으로 후행하는 존재가 선행하

는 존재에 대한 자화상 감정을 바탕으로 동반 상승과 공동의 구원을 도모하는 관

계이다. 따라서 이들은 문학사적인 감정공동체 관계로 묶인다고 할 수 있다.   

  오장환의 김소월론 등 작가론, 정지용의 ‘윤동주의 일’(1947~1948), 1920~30년

대 시인들을 대상으로 한 고석규의 정신적 소묘는 시적 영향관계로 국한되지 않는 

감정적 영향관계를 보여준다. 감정공동체는 이렇듯 ‘시’의 영향관계에 국한되지 않

는 다양한 문학사적 작업들을 포괄하는 범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나아가서는 해

방기 소년으로서 정지용이라는 세계 상실을 경험한 문학사가-비평가들마저도 분단 

이후 정지용의 감정공동체로 포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지용 감정공동체는 일제말기의 �문장� 추천 시인에서부터 전환기 시단에 군소

적으로 분포한 시인들까지 폭넓게 아우른다.86) 해방기의 정지용이 마주 대한 ‘해방

기 문장파’와 윤동주, 그리고 윤동주를 편도체로 하는 월남시인들의 존재는 청록3

인과는 다른 축에서 ‘고향을 가지지 않은 자’[정지용]와 ‘고향을 가지지 않은 자들’

[외부화된 문맹계 잔류파, 윤동주, 월남시인]87)의 대응관계를 성립시킴으로써 정지

용으로부터의 전통을 ‘고향을 가진 자들’과 ‘고향을 가지지 않은 자들’의 두 갈래로 

확장한다. 정지용 감정공동체의 서로 다른 두 줄기로서 ‘고향을 가진 자들’, 곧 청

86) 정지용이 일제말기에 시인으로 천명한 청록3인과 달리 ‘고향을 가지지 않은 자들’은 해

방기의 정지용이 새로운 신인으로 호명한 존재들이다. 

87) 월남시인의 본질을 고향상실과 디아스포라로 규정한 것은 방민호, ｢월남문학의 세 유형

―선우휘, 이호철, 최인훈의 소설을 중심으로｣, �통일과평화� 7-2, 서울대학교 통일평화

연구원, 2015, 207면. 이에 따르면 조연현, 서정주, 김동리 등 이른바 ‘문협정통파’의 문

학은 ‘고향을 가진 자’의 문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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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3인의 몫이 산 사람으로서 살아있음으로써 정지용을 문단 안으로 끊임없이 호출

하는 데 있었다면, ‘고향을 가지지 않은 자들’의 몫은 해방기 정지용으로 하여금 

자기발견의 감정 속에서 그들과 연대하며 계속해서 문학자로서 운신하게 하는 힘

으로 작용한 데 있었다. 따라서 정지용 감정공동체의 두 줄기는 서로 경합하는 구

도로보다 모두 사라져가는 정지용을 시인이게 하고자 했던 초혼적 감정이라는 측

면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 

  이들이 구축해 나간 작은 관계망들이 사슬처럼 이어지면서 해방 후 시문학사의 

한 흐름을 이루었다. 그 관계의 본질은 ‘사회성격’과 대비되는 ‘감정구조’에 기반하

여 성립되는 공동체라는 점에 있다.88) 이때의 감정은 작고시인이나 신진시인에 대

한 사랑, 기성시인에 대한 선망과 충정(衷情)89) 등 여러 개별적인 양태를 띠지만 

본질적으로는 상호이해에 기반하여 타인을 ‘읽는’ 방식이다. 

  본고는 한국현대시 전환기 시인들의 이 같은 상호해명성이 ‘초혼적 글쓰기’와 같

은 해방기의 성찰적 문학 양식을 낳을 수 있었고, 사사화된 ‘살롱비평’의 수준으로 

폄하되었던 단정수립기의 문인비평 양식을 통해 문맹계 잔류파와 같이 문학사에서 

고립된 시인들의 존재 의의를 상호 해명하면서 스스로의 미학적 수준과 가능성을 

생성한 점에 주목한다.90) 이 같은 시인에 대한 상호해명성의 전통은 김종길의 ‘시

인표상성’과 시인에 대한 고석규의 ‘정신적 소묘’로서의 글쓰기를 연결고리 삼으며 

1950년대로 이어진다. 이 같은 흐름 안에서 김종길과 고석규의 글쓰기를 ‘초혼적 

글쓰기’의 유산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3 본론의 구성 체계 

88) ‘사회성격’은 특정 시기에 한 사회집단이 공유하는 행동, 태도, 한 시대에 공식적으로 

수용된 사유를 말한다. 이명호, 앞의 글, 120면.  

89) ‘참된 정’으로 풀이되는 ‘충정(衷情)’의 의미를 본고는 김종길 자신이 사용했던 고유한 

용법에 따라 이해하고자 한다. 그것은 외부자로서[외국문학도로서] 한국시(인)이라는 자신

의 내부경험을 향해 원환운동하는 참된 정을 뜻한다. 김종길, ｢책 머리에｣, �시에 대하여

�, 민음사, 1986, 9면. 김종길은 제1시집 �성탄제�(삼애사, 1969)에서부터 자신의 좌표를 

‘시의 주위’에 위치시켰다(김종길, ｢후기｣, �성탄제�, 1969, 69면). 이는 대상세계를 따뜻

하게 감싸고 있는 태도이다. ‘충정’이라는 감정의 태도는 김종길의 시력 속에서 대상세계

를 다루는 시적 태도로서의 ‘선열함’으로 변주된다. 

90) 송희복은 단정수립기부터 1950년까지 상호비평 등 문인비평이 급증하는 현상을 비평정

신의 하강으로 진단하였다. 송희복, 앞의 책, 118~125면. 그러나 문인비평을 통해 오장

환은 소월과 예세닌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데 이르고 있었으며, �산문�(동지사, 1949)

의 정지용은 다른 사람에 관하여 자신의 감정이 개입되는 형태의 글쓰기(“나의 정성과 

우정의 기쁨에서 쓴 것”)가 하나의 문학 장르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뚜렷이 하기 시작

한다. 지용, ｢머리에 몇 마디만｣, 앞의 책. 해방기에 전개된 이른바 ‘정지용 시비(是非)’가 

종결된 것 또한 이념대결이 아닌 상호이해의 감정에 바탕하며 문단의 후방에서 이루어진 

무명의 시인론에 따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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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2장에서는 정지용 감정공동체가 해방 전후를 중심으로 형

성되는 과정과 그 원리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정지용으로의 비평가 

감정공동체가 시인의 자기연속성을 보증하는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과정을 살펴보

고자 한다. 나아가 정지용으로부터의 감정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통해 그 원리

를 살펴보고자 한다. 

  감정공동체의 상호성과 사후구축성, 그리고 작고시인과 신진시인을 향한 시적 부

름이라는 해방 전후 정지용의 작가적 수행에 유의하면서 3장에서는 정지용이 해방

을 전후하여 여러 갈래로 확장된 자신의 시단 가운데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 소

장문인들과 함께 ‘해방기 문장파’를 구축해나가는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초혼적 

글쓰기’와 ‘해방기 문장파’ 활동을 그 중심에 놓을 때, 정지용의 1948년 이후는 

‘창조적 무기력증’에 놓여 있었던 해방 직후의 상황과 질적으로 구분되는 시간으로 

재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백록담�과 �문장� 속간호로써 정지용은 �문장�의 사라

짐을 두 번 부정하였다. 

  끝으로 4장에서는 분단 이후 외부화된 시인의 전승 불가능이라는 역사적 조건 

속에서 스스로 전승의 매개가 되어 시인의 존재를 내면화한 분단 이후 정지용의 

새로운 지류로 존재한 시인과 문학사가들을 정지용의 내면화된 감정공동체로 바라

보고자 한다. 이는 �백록담� 이후 복권기까지의 정지용의 작가적 수행과 그것에 뒤

이은 외부화의 역사를 관계적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각

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정지용과 그의 문학이 시인의 안팎에서 형성된 

감정공동체, 그리고 시적 부름으로서의 ‘초혼적 글쓰기’와 같은 관계적 자율성 안

에서 영속적으로 존재해 왔음을 구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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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방 전후 정지용의 감정공동체와 ‘초혼적 글쓰기’

  해방 전후의 정지용이 시에서 비시로 흔들리며 나아가는 동안 정지용을 둘러싼 

비평가 공동체의 입장만은 해방 이전 김기림이나 김환태로부터 해방 이후 조선문

학가동맹 시인 비평가들에 이르기까지 부동했다. 본고는 이를 ‘시인자격’을 보증하

는 지기(知己) 감정91)의 영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정지용의 시점에

서 지기(知己)는 박용철과 정지용 사이를 순환하는 동류적 감정이기도 했다. 박용

철과의 만남과 헤어짐을 계기로 우정론류의 수필과 ‘우정텍스트’를 전개해나간 정

지용은 해방 후에는 윤동주에 대한 지기(知己)를 수행한다. 우정에 관한 사유는 윤

동주에 대한 자화상적 감정을 토대로 ‘시인자격’을 보증한 것을 비롯하여 해방 이

후로도 언외(言外)의 차원에서 지속되면서 해방 전후 정지용 문학의 연속성을 구축

한다. 비평가 감정공동체에 의한 ‘시인자격’의 보증과 해방 전후 정지용 ‘우정텍스

트’의 연속성은 지기(知己)가 정지용 감정공동체의 안팎에서 작용하는 핵심감정이

었음을 말해준다.  

2.1. 비평가 감정공동체와 정지용 ‘우정텍스트’의 지기(知己)

  2.1.1. 비평가 감정공동체와 해방공간 정지용 시비의 종결

  박용철과 정지용의 첫 만남은 박용철이 �시문학�(1930.3~1931.10, 통권 3호) 발

간을 앞두고 상경한 “在京五十日” 사이에 이루어졌다. 그 해 여름, 25세의 박용철

은 탕약을 새로 짓고 신열로 누워지냈을 만큼 이미 건강하지가 않은 몸이었고, 경

성행이 예정보다 늦어질 만한 집안사정도 있었다. 그럼에도 박용철은 “어렵든 서울

길” 끝에 정지용을 만나 �시문학� 합류의 “同意”를 얻고,92) 그로부터 6년 뒤 �정

지용시집�(1935)을 간행하기에 이른다. 

  박용철이, 더 오래 알고 지낸 벗 김영랑의 시집보다도 정지용 시집의 간행을 서

두른 대외적인 이유는 정지용의 “문단적 명성을 고려한 것”93)이라 파악될 수 있겠

91) ‘지기(知己)’의 동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2.1.1.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92) 박용철, ｢日記抄｣, �박용철전집 2�, 시문학사, 1940, 368~373면 참조. “[시월-인용자 

주] 二十五日에는 (……) 芝溶을 찾었다. 생각든바 老熟보다는 學生風이 앞서고 날낸 才

華에 俗流攻擊이 비오듯 하였다. (……) 雜誌의 이약이는 손쉽게 同意가 나왔다. 밤이 늦

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같은 책, 371면) 박용철이 경성에 머무는 동안 이들은 또 한 차

례 만났다. 1929년 12월의 일기에서 박용철은 정지용의 제안으로 김소운을 잡지에 참여

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장면들은 박용철이 정지용을 다만 �시문학� 창간을 위한 

상징적인 존재로 여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신뢰로써 대하고 의지하며 정지용을 통해 잡

지의 기틀을 잡아나갔음을 말해준다. �시문학� 창간 이후 정지용의 역할범위가 고선(稿

選) 등 다른 동인들과 달랐음 또한 이를 방증한다. 따라서 정지용이 잡지 �시문학�에 발

표한 시편이 적음을 들어 그 참여 수준이 미미하였다고 바라본 선행연구의 시각은 수정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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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만난 날에서 꼭 이틀이 늦은 6년째에 간행된 �정지용시집�은 두 사람 사이

의 우정이라는 맥락을 동반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거의 항상 정확한 날짜 단위의 

일기를 남겨왔던 박용철의 습관으로 미루어94) 시집 출간을 서두른 것이 두 사람의 

우정을 기념하려한 ‘문학적 동반자-편집자’라는 이중관계에 따른 안배였으리라 추

정해볼 수 있다면 이틀의 오차는 서둘렀던 마음을 도리어 절절한 것으로 드러낸다.

  정지용과의 첫 대면 당시 그 “넘우 굳은 카톨릭”이 초기시의 “作風”을 저해할까 

마음속으로 걱정하던 박용철은 정작 시집을 만들 때만은 호화판으로 장정, 속표지

화를 ｢수태고지｣의 ‘가브리엘 천사’로 꾸며주었으며,95) 시집 편제상 종교적 성향의 

시를 위한 자리를 배려하기도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

던”96) 정지용의 시집은 그렇게 박용철의 세심한 손길을 거쳐서 세상으로 나왔

다.97)

또한 어떠한 시집에고 무슨 전설이 붙어다니기 쉽고 그 전설은 실상은 그 책의 가치와 

아무 관계까 없는 것이나 그것이 그 책에 어떠한 인간적인 체온을 느끼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 시집의 탄생에 뭇 산파의 노력을 다한 朴龍喆씨의 어여쁜 우정은 이 시집

의 뒤에 숨은 아름다운 전설의 하나일 것이다.98)

�정지용시집�으로부터 박용철의 “어여쁜 우정”을 알아본 김기림은 그 우정을 시로 

수렴되지 않는, 그러나 시집에 “인간적인 체온”을 더해주는 “아름다운 전설”의 차

원으로 상승시켰다. 그리고 이때에 김기림이 알아본 “시집의 뒤에 숨은” 박용철의 

“어여쁜 우정”은 후일 정지용의 ‘시적 내면 공간’99)을 거치면서 ‘안해 같이 여쁜 

93) 류복현, �용아 박용철의 예술과 삶�, 광산문화원, 2002, 360면; 최동호, �그들의 문학과 

생애, 정지용�, 한길사, 2008, 80면. 

94) 박용철의 일기는 정지용을 만나기 위해 상경한 1929년 하반기까지의 것만 확인된다. 이

듬해부터는 잇따른 잡지 발간으로 사적 기록을 남길 여유가 없었던 것이라 추측된다. 그

리고 동시에 이는 벗들을 시인으로 만들어주고, 자신의 시집은 내지 않은 박용철의 운명

과 겹쳐지는 것이기도 하다. 

95) �정지용시집� 속표지화로는 ｢수태고지｣의 화면 일부가 확대 수록되었다. 그것은 바로 

‘메시지의 중재자’를 상징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모습이다. 졸고, ｢정지용 시와 가톨릭문

학론의 관련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13면. 

96) 김기림, ｢정지용 시집을 읽고｣, �조광� 2권 1호, 1936. 1; 김기림, �김기림전집 2�, 심

설당, 1988, 370면. 

97) 소래섭은 �정지용시집�의 구성 및 편제를 시문학파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박용철의 시론

이 반영된 결과로 바라보았다. 이러한 해석적 관점은 �정지용시집�을 매개항 삼아 시문

학파의 위상을 구인회와 균형을 이룰 만한 수준으로 재배치한 시도이자, 박용철의 출판

행위로부터 작가적 수행의 적극적인 차원을 읽어낸 점에서 주목된다. 소래섭, ｢�정지용시

집�에 담긴 박용철의 의도와 구인회의 흔적｣, �어문연구� 46권 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8 참조. 

98) 박용철, 앞의 책, 370~371면(강조-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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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꽃과 벗｣, �문장�, 1941. 1)’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일곱 거름 안에/ 벗은, 呼吸이 모자라/ 바위 잡고 쉬며 쉬며 오를제,/ 山꽃을 따,// 나

의 머리며 옷깃을 꾸미기에,/ 오히려 바뻤다.// 나는 蕃人처럼 붉은 꽃을 쓰고,/ 弱하

야 다시 威嚴스런 벗을/ 山길에 따르기 한결 즐거웠다.100)

｢꽃과 벗｣의 ‘벗’은 “呼吸이 모자”랐고, 후두결핵을 앓던 박용철은 1938년 봄 향년 

35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101) 박용철과 정지용의 우정이 깊어진 시기를 용아

의 마지막 3~4년간이라 회고한 김영랑에 따를 때,102) �정지용시집�(1935)의 간행

은 대략 그 기점에 놓이는 사건이 된다. 따라서 그것의 간행은 비단 한 권의 시집

을 세상에 내놓는 일 이상의 의미였으리라 헤아려진다. 그것은 정지용의 시적 위상

을 문단에 공표한 사건이었을 뿐 아니라,103) ‘시인으로 꾸며준 자’와 ‘시인이 된 

자’의 구도로 박용철과 정지용을 결속시킴으로써 “나는 芝溶이가 더 좋으이”라던 

박용철의 ‘초과된 소망’을 이루어지게 하는 “天下可定”의 순간이었을 것이다.104)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머리를 올려주는’ 이 오래된 입사(入社)의 장면은 박

용철의 유고를 정지용이 정리하는 작업으로 이어지고,105) ｢꽃과 벗｣에 이르러서는 

99) “그[정지용-인용자 주]가 김영랑과 만나게 되는 곳 그리고 그와 함께 여행하는 시간은 

그 둥그런 기억의 창고에 쌓여가는 시간이 된다. 마치 동백나무 열매와 같은 이 풍요롭

고 내밀한 공간은 시적 창조의 공간이기도 하다.” 신범순, ｢동백, 혈통의 나무―신경증과 

불안의 극복: 정지용론｣, �시작� 2권 4호, 천년의시작, 2003, 260면. 박용철과의 산행기

가 산행으로부터 오랜 뒤에 비로소 시로 정착된 것은 “기억의 창고” 안에 쌓인 기억이 

시가 되는 장면을 보여준다. 정지용은 특유의 기다림 시학을 견지하며 그것[시]을 기다렸

다고 할 수 있다. 

100) 정지용, ｢꽃과 벗｣, �백록담�, 문장사, 1941, 34~35면. 

101) 함대훈, ｢인간 박용철의 추억｣, 박용철, 앞의 책, 5면. 

102) 신범순, ｢정지용의 시와 기행산문에 대한 연구―혈통의 나무와 德 혹은 존재의 平靜을 

향한 여행―｣, �한국현대문학연구� 9, 한국현대문학회, 2001, 195면 재참조; 김영랑, ｢인

간 박용철｣, 김학동 편, �돌담에 소색이는 햇발같이―김영랑전집�, 새문사, 2012. 

103) 첫 시집이 간행된 1935년은 시인 정지용의 ‘시적 위상의 확립’이 시작된 시기로 인정

되고 있다. 최동호, 위의 책, 79면. 

104) 박용철이 �시문학�을 준비하면서 김영랑과 교신한 내용 가운데에는 수주(樹州)와 지용

(芝溶)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수락하면 잡지를 시작하기로 하되 그것이 정지용이었으면 

좋겠다는 내밀한 소망의 내용이 적혀 있다. “何如間 芝溶 樹州 中 得其一이면 始作하지 

劉玄德이가 伏龍鳳雛에 得其一이면 天下可定이라더니 나는 芝溶이가 더 좋으이.” 박용

철, ｢永郎에게의 便紙｣, �박용철전집 2�, 319면. 사실상 이 같은 박용철의 소망은 자신이 

내건 ‘得其一’이라는 조건을 스스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형편과 소망 사이의 이 같은 

불균형이, 박용철의 소망을 더욱 강렬한 것으로 부각시킨다.  

105) 김영랑이 정지용에게 일보(一步)와 공동으로 용아의 유고를 정리해줄 것을 당부하는 내

용의 편지는 정지용, ｢서왕록(상)｣, �조선일보�, 1938.6.5.에 실려 있다. 신범순, 앞의 글

은 전남, 한라산, 북쪽지역으로 이어지는 정지용의 여행기를 ‘애도’로 결연된 3인[정지용, 

박용철, 김영랑] 예술가 공동체의 릴케적 사유로부터 존재의 평정(平靜)과 덕(德)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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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머리와 옷깃 위에 ‘붉은 꽃’을 씌우는 ‘벗’의 행동으로 재맥락화된다. 이것은 

명백히 시로 구현된 ‘초혼(招魂)’ 행위이다. 경험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장정(裝幀)

과 그 위함의 행위는, 자신은 잊고 남을 위해 ‘꾸며주는[裝]’ 행위로 기억되고 재맥

락화되면서 “弱하여 威嚴스런” 희생의 고귀한 가치로 증폭된 것이다.106) 이와 같

이 ｢꽃과 벗｣을 한 편의 ‘초혼가’로 이해할 때, “별과 꽃 사이 (……) 길이 끊어진” 

산정(山頂)이 굳이 시의 배경이 되어야 했던 것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으로 여겨진다. ｢꽃과 벗｣을 위시하여 창작시기상 시집 �백록담�의 가장 마지

막에 제작된 시편들에서의 깎아지른 듯한 산정으로의 끝없는 상승과 마주대함의 

서사(｢백록담｣, ｢나븨｣, ｢진달래｣)는 이 시집의 기저를 흐르고 있는 것이 ‘초혼가’

이며 ‘초혼’하는 시인의 정서임을 방증한다.107) 정지용의 내면풍경을 이러한 것으

로 이해할 수 있을 때, �정지용시집�(1935)에서 �백록담�(1941)까지의 거리는 ‘초

기시와 후기시’ 혹은 ‘모더니즘 시에서 산수시로의 이행’이라는 구도로 환원되지 

않는다.108) 그것은 지상의 시인으로 남은 정지용이 박용철의 ‘어여쁜 우정’을 ‘위

엄’의 가치로 상승시킨 초혼의 과정, 그 연속적이고도 내질적인 ‘시인의 시간’으로 

재독될 수 있어야 한다. 

  박용철과 정지용 두 시인 사이를 순환하는 감정이었던 ‘알아봄’, ‘알아줌’으로서

의 지기(知己)는 이처럼 초혼가적 재맥락화를 통해 영속적인 것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호이해의 감정으로서의 지기(知己)가, 그것을 알아본 당대

의 ‘비평가 감정공동체’를 중심으로 수평적으로 확산되고 있었으며, 해방 후반부에

는 다른 문학의 주체들에 의해 재생되면서 이른바 ‘정지용 시비(是非)’의 종결을 

완수하기에 이르렀던 하나의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 시인을 두고 그 존재 

자체가 ‘시비(是非)’에 부쳐지는 폭력적 사태 속에서, 오래 전 정지용을 둘러싸고 

있던 비평가 감정공동체의 ‘감정’은 해방공간에서 그 주체를 달리하며 어떻게 재생

되고 있는가. 문학사에서, 문인 간의 관계 내에서 형성되고 존재하는 감정의 문제

는 어떻게 재생하고 하나의 전통이 되어서 시인의 존재를 해명하는가. 정지용 비평

가 감정공동체의 형성에서부터 해방공간의 ‘정지용 시비’에 이르는 감정공동체의 

불연속적 연결망을 살펴보는 일은 이러한 물음에 답해보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다. 

에 이르는 여정으로 구축하였다. ｢남유｣ 연작에서 ｢장수산1·2｣을 거쳐 ｢화문행각｣에 이

르는 여정이 그것이다. 신범순은 ‘동백’ 기호를 중심으로 여러 시간과 공간에 걸쳐 이루

어진 여행을 계기적으로 독해하였으며, 이로써 정지용의 후기시를 ‘산수시’의 프레임 바

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구축하였다. 

106) ｢꽃과 벗｣에 대해서는 다음 소절에서 ‘우정텍스트’의 하나로 보다 자세히 다루기로 한

다. 

107) 이에 대한 자세한 고찰은 3장 1절에서 이어나가도록 한다.  

108) 따라서 통상 정지용 시 연구에서 적용되어 왔던 �정지용시집�/�백록담�, 모더니즘시/

‘산수시’, 초기시/후기시의 이분법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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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0년대와 해방 후반부에 시인 정지용을 향한 감정진술을 불연속적인 사슬처럼 

이어나간 비평가 감정공동체의 핵심감정에는 ‘지기(知己)’가 놓여있다. 지기(知己)

란 ‘지기지우(知己之友)’의 준말로서 ‘벗’을 가리키는 명사일 뿐 아니라, ‘알아줌’ 

혹은 ‘알아봄’이라는 동사적이며 수행적인 의미를 아울러 갖는다.109) 본고에서는 

동사적 의미로서의 지기(知己)가 단지 인지적 차원의 인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응시하고 그의 뜻을 알아차리며 이해하는(recognize) 동반자적인 감정을 

수반하는 광범위한 정신적·육체적 인식이라는 점에 주목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감

정과 인지의 두 차원을 포괄하는 의미로 지기(知己)의 뜻을 매긴다. 

  문학에서 지기(知己)는 설화나 소설과 같은 서사양식에 있어서 인물들 사이를 순

환하는 감정이자 중심사건을 추동하는 모티프일 뿐 아니라 그것의 유래가 말해주

듯 무수한 이야기들로 이루어진 역사 전체를 재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원리가 되

기도 한다.110)111) 역사 재인식의 가능성이라는 지기(知己)의 속성에 비추어볼 때, 

시인 정지용을 둘러싼 지기(知己)의 감정공동체와 그 흐름이 시인과 그들 자신을 

일신하게 하는 원리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지용의 ‘시인자격’에 대한 인식이 

해방공간에 현재화될 수 있도록 하는 원리가 되고 있음에 주목하게 된다. 정지용 

시문학사를 이처럼 지기(知己)라는 동류적 감정이 중심이 되는 감정공동체의 형성

과 전개과정을 통해 서술할 때, 시인의 좌표는 �백록담�까지가 아니라 지기(知己)

의 감정이 지속되었던 해방공간으로 확장된다. 

  이와 같은 정신적·육체적 인식으로서의 지기(知己)와 그것에 의해 추동되는 문학

사의 전개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시집의 뒷면으로부터 정지용-박용철의 

우정을 읽어내고 시인에 대한 동류적 감정으로 상호개방되었으며 그럼으로써 정지

용에 대한 감정공동체를 비자각적으로 형성해나간 1930년대의 ‘최초의 비평가들’

은 누구인가. 그 중심에는 �정지용시집�의 출간을 계기로 잇달아 평문을 발표했던 

김기림, 이양하, 김환태, 신석정이 놓이며, 여기에 더하여 해방 후 정지용의 추천으

로 시인이 되거나 활동을 본격화하는 윤동주, 오장환, 상민, 김상훈, 김동석, 김종

길 또한 사제관계 혹은 1930년대에 �정지용시집�을 매개로 한 사숙관계로 정지용

을 경험한 점에서 감정공동체의 넓은 범주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112)

109) ‘지기(知己)’의 동사적 용법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류준필, ｢〈김현감호〉형 서사의 비교

문학적 접근｣, �한국학연구� 45,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179면 참조. 

110) 예컨대 자객열전에서의 ‘지기(知己)’는 중심사건을 추동할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패

한 자객’을 문학적으로는 실패하지 않은 것으로 의미화할 수 있게 하는 원리가 되며, 이

로써 역사의 이면에 무수히 새겨진 ‘감정’의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111) 해방 전후와 복권기까지를 단절없이 포괄하는 관점이 불가능했던 정지용 시문학사 서

술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경로는 감정공동체의 역사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12) 정지용을 향한 감정수행은 이들이 시인이 된 이후인 해방 후에 사후적으로 구축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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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0년대에 상기 비평가들을 중심으로 제출된 정지용론은 정지용의 시적 위상이 

확립되는 순간에 대한 징표로서 혹은 순문학 대 카프문학 논쟁사의 맥락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이들을 더 넓은 형태의 정지용 감정공동체로서 다루거나 

동시기에 정지용을 경험한 해방공간의 신진시인과 이들을 연계하는 관점은 형성되

지 않았다. 그보다 시인을 ‘경험하는’ 비평가와 시인들의 감정 그 자체가 주목되어 

오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양하와 김환태의 정지용론이 시인의 ‘감

정’ 문제를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113) 김기림이 정지용의 시집을 가진 것을 가리

켜 ‘행복’이라고 말해보던 것의 연장선에 있는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이양하는 정지용의 시집을 ‘끌어안았으며’,114) 김환태는 ‘나의 눈

의 빛인 시인’이라는 칭호로써 더 무엇을 보탤 수 없을 최대치의 마음을 바쳤

다.115) 이 같은 마음의 지향을 단지 지나가는 찰나의 것, 의미진술을 넘쳐 흐르는 

잉여적인 감정진술 혹은 순문학 옹호논리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나 의장에 불과

한 것으로 보아야 할까? 이러한 감정들은 무엇이며, 발화된 감정은 무엇으로 남는

가? 당시 정지용을 둘러싼 비평가들의 태도를 무엇에 대한, 무엇을 위한 논리로서

가 아니라 시인을 ‘경험하는’ 비평가의 감정 그 자체로 바라볼 새로운 시각이 요청

된다. 

  비유파적 비평가들 사이를 매개한 정지용에 대한 동류적 감정에 주목하기 위해

서는 감정을 주관성의 표출을 넘어선 감정수행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

다. 감정이 지나가는 속성을 지녔지만 또한 남는 것임은, 감정의 표현이 반드시 그

러한 감정을 경험한 육체를 통과하여 진술되고 발화되는 것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화행론적인 관점에서 진술되거나 발화된 감정은 진술된 내용 자체를 넘어서서 다

른 감정들을 강화하고 다른 감정들에 의해서 강화되면서 영속히 이어져가는 수행

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감정이 불연속적으로 영속할 수 있는 이유는 이처럼 진술과 

발화를 통해 실천성을 촉발하는 감정 본연의 메커니즘에서 비롯하는 것이다.116)

1930년대에는 한 시인을 특별히 경험한 소년들의 감정으로 존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다. 한 시인의 감정공동체를 둘러싸고 작용하는 소년-청년의 존재연속성은 본고의 3장과 

4장에서 중요한 관점이 된다. 1930년대의 소년들에 대해서는 해방공간의 정지용 시단에 

관해 다루는 3장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13) 김환태의 정지용론의 발표 당시 부제는 ‘감정과 지성의 조화와 상상력’이었으며, 이양

하는 일견 풍경을 스케치한 것처럼 보이는 정지용의 ｢비로봉｣을 “귀뚜라미처럼 산드랗게 

언 시인의 마음의 도식”이 담긴 ‘서정시’로 읽어내는 탁견을 보였다. 이는 작품 언외의 

차원인 시인의 감정을 읽어낸 것이다. 이양하, ｢바라든 지용시집｣, �조선일보�, 

1935.12.11; 김학동, �정지용연구�, 민음사, 1987, 237면 재참조.  

114) 이양하, 위의 글, 236면. 

115) 김환태, ｢정지용론―감정과 지성의 조화와 상상력｣, �삼천리문학� 1권 2호, 1938.4.1, 

김환태, 권영민 편, �김환태 전집�, 김환태문학제전위원회·문학사상, 2009, 134면. 

116) ‘감정수행’이란 감정을 진술하거나 발화하였을 때 그것이 단순한 정보 출력에 머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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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0년대 정지용을 둘러싼 비평가들의 감정 진술과 감정 발화를 텍스트를 넘어

서서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감정수행으로, 또한 이들을 비평가 감정공동체라는 이름

으로 포괄하는 방식은 시인을 경험하는 비평가의 감정 그 자체에 주목하게 하는 

방식이 될 뿐 아니라, 진술되고 발화된 감정이 당대를 넘어 이후 문학사의 전개과

정에 있어서 다음 세대의 시인과 비평가들에 의해 불연속적으로 수리되는 양상을 

감정공동체라는 하나의 흐름 속에서 ‘감정 전통’이라는 의미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정지용을 둘러싼 1930년대 비평가 감정공동체의 평문은 각각 독자적으로 발표된 

것이지만 동류적 감정의 측면에 있어서는 서로에 대하여 개방되어 있으며, 그러한 

비자각적인 개방성 속에서 서로의 감정을 강화시켜 나간다. 이들의 평문은 큰 틀에

서 지기(知己)로 포괄되는 동일한 감정을 진술하고 발화하면서 사슬처럼 이어진다. 

이에 더하여 1930년대에는 경험의 단계에서 정지용에 대한 감정을 형성하고 있었

던 ‘해방공간의 정지용 시단’의 시인들 또한 중앙문단의 후방에서 외재화되지 않은 

흐름으로 정지용 감정공동체에 참여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117) 이는 초기의 

정지용론과 해방공간 신진 시인들에 의해 사후적으로 진술되는 시인에 대한 감정 

경험을 하나의 단위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본고에서 당대의 비평가와 문학청년들이 정지용을 경험한 방식에 대하여 단위체

적인 시각을 취함으로써 목적하는 바는 감정 경험의 상이한 맥락에도 불구하고 감

정공동체가 만들어지고 확산된다는 점에 주목하기 위해서이다. 나아가 그 어떤 시

인보다도 문학사적인 위상이 여러 부침을 겪어왔던 시인 정지용을 최초로 알아보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의 감정을 상호강화하고 전이하는 효과를 지닌다는 감정 진술 혹은 

발화의 화행성과 실천성에 주목한 개념이다. 윌리엄 M. 레디는 감정문, 감정 표현이 단

지 진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상호강화와 변이로 이어지면서 감정실천을 유도한

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러한 감정의 수행성, 효과를 ‘이모티브’로 개념화하였다. 윌리엄 

M. 레디, 김학이 역, �감정의 항해: 감정이론, 감정사, 프랑스혁명�, 문학과지성사, 2015; 

강계숙, ｢해방기 ‘전위’의 초상｣, �한국학연구� 45,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44~46면.  

117) 평양숭실중학에서 공부하던 1936년 3월 평양에서 �정지용시집�을 구입한 윤동주는 수

정주의적 독서를 통해 정지용의 세계를 ‘통과한다’.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가 밝히고 있듯 

그의 시적 경향이 변화된 것도 이 시기로 추정될 수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신정, ｢

정지용과 윤동주의 시적 영향 관계｣, �배달말� 59, 배달말학회, 2016; 오장환과 정지용의 

휘문중학 사제관계는 잘 알려져 있다. 해방공간의 오장환은 자신의 정지용론에서 ‘지용사

(師)’라는 호칭 속에 그러한 사제의 관계를 담았다. 상민과 김상훈의 문학 동반자적 관계

와 정지용에 대한 각각의 사제, 사숙관계에 대해서는 신범순, �한국현대시사의 매듭과 혼

�, 민지사, 1992, 254면 및 오성호, ｢해방 직후의 전위시인들｣, �민족문학사강좌(하)�, 창

작과비평사, 1995, 206면; 윤동주와 마찬가지로 �문장�을 읽으며 성장한 김종길이 습작

기에 정지용의 시를 전범으로 삼았는 회고에 대해서는. 김종길, �시와 삶 사이에서�, 현

대문학, 2005, 62~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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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해하는 가운데 형성되었던 ‘시인에 대한 최초의 감정들’이 역사의 전개과정 

속에서 현실 문학의 주체가 변화하고 문학의 정세가 불리해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영속적인 것임을 살펴보는 일은118) 감정공동체의 영속성이 문학사와 

비평의 몫이자 전통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시각 아래, 본 소절에서는 초기 정지용의 주변을 감싸고 형성된 1930년

대 비평가 공동체를 중심으로 그들의 감정이 서로 불연속적으로 개방되고 있는 양

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양하의 정지용론은 감각, 언어, 종교의 문제를 중심으로 

정지용의 초기시 세계를 해설한 당대의 객관적이고도 전범적인 인식으로 여겨져 

왔다. 그런데 세 가지로 항목화되고 있는 논점 사이로 숱하게 적혀있는 것은 “기

쁨”, “眩暈”, “憂鬱”, “참되고 평화로운 것에 대한 그리움”과 같은 비평가의 감정

이다. 자신의 감정을 직서해 내려간 이양하는 �정지용시집�을 읽는 자신의 태도를 

‘시집을 끌어안는 것’이라 설명하고, 그것이 ‘시인의 색채, 향기, 형체, 윤곽을 안는 

일’임을 부연하였다.119)

그러나 우리는 여기 마침내 우리의 욕심을 채울 수 있게 되었다. 오늘 처음 씨의 시집

이 출판되었으매 우리는 한아름 꺾어든 꽃다발처럼 씨의 시집을 끌어안고 그의 아름다

운 색채를, 향기를, 형체를, 윤곽을 마음대로 그리며 엿보며 어루만질 수 있게 되었

다.120)

이양하가 “씨의 시집을 끌어안”은 얼마 뒤에는 김기림이 백석의 �사슴�을 안고 시

와 시인에 대해 이야기하였다.121) 육체의 표현이기도 한 ‘시집을 안는다’는 것,122)

다시 말해 비평적 거리 없이 시와 시인을 이야기한다는 감정은 무엇인가? 대상과

의 비평적 거리가 소실될 때 그 자리에 들어서는 것은 대상을 안는 감정뿐이며, 

이양하와 김기림은 그러한 감정을 표명하는 언외의 방식으로 비평의 말을 대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들의 평문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대상을 사랑하는 

118) “與朋友交 言而有信 雖曰未學 吾必謂之學矣(벗을 사귐에 말에 믿음이 있으면 비록 배

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오직 나만은 그가 배웠다고 말하리라)”

119) 양주동과 박팔양 또한 이양하에 앞서 정지용의 시세계를 상찬한 바 있다. 그러나 김학

동은 정지용의 시집을 가장 고대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자 본격적인 시인론의 차원에

서 북리뷰를 쓴 이양하의 글에 초기 정지용론으로서의 대표성을 부여하였다. 김학동, �정

지용연구�, 민음사, 1987, 135~136면.

120) 이양하, 앞의 글, 같은 면(강조-인용자). 

121) 김기림, ｢�사슴�을 안고―백석시집 독후감｣, �조선일보�, 1936.1.29; 김기림, 앞의 책, 

372~373면. 

122) 우테 프레버트는 감정을 정의하고 분석하는 데 신체의 언어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보았다. 감정은 그 작동원리상 육체성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테 프레버트 강연 

원고, ｢감정과 역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2019.1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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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뿐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처럼 이양하와 김기림의 정지용론, 그리고 백석론은 각편으로 독립된 글이지

만, 박용철의 우정을 알아보고 있을 뿐 아니라 ‘시집을 안는다’는 동일한 마음의 

지향을 보임으로써 서로에게 개방되어 있다. 시집 뒤의 우정을 알아보며 시집을 안

는 이 동일한 마음의 지향이, 단지 특별한 자각 없이 모방하고 재현하는 글쓰기 

관습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감정을 서로 강화하고 개방하는 감정수행

이라면 분명 이러한 지점에서 김기림과 이양하는 동류적 감정에 기반한 비평가 감

정공동체로 매듭지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지용과 박용철 사이를 순환하면서 이들을 우정의 감정공동체로 결속시킨 지기

(知己)를 김기림과 이양하가 알아본 것이며, ‘시집을 안는’ 동류적 감정을 바탕으로 

비평가 감정공동체라는 최초의 한 단위체가 형성되었다. 시집을 품어안는다는 것이 

외부가 내부를 감싸는 구조이듯이 이는 바깥의 지기(知己)로써 안의 지기(知己)를 

알아본 경우이다. 이 같은 동류적 감정에 기반한 정지용의 비평가 감정공동체를 사

적으로 계보화하여 볼 때, 이러한 형태는 이양하와 김환태 사이에서, 다시 김환태

와 신석정 사이에서, 나아가 1930년대와 해방공간의 ‘정지용 시비’가 마주보는 형

태로, 또 드러낼 수 없는 작업의 형태로 작품전집과 시인론을 준비하면서 시인의 

복권을 대망하였던 1980년대의 김학동과 1930년대 김환태 사이라는 더 넓은 거리 

너머에서, 1930년대의 이양하가 1988년의 자기 자신과 마주보는 방식으로 거듭되

어 나타난다.123)

  1930년대의 이양하는 1980년대의 이양하 자신과 마주하기도 한다. 정지용 시집

의 해금 이후 발표된 이양하의 ｢오오 그대여｣는 수십 년을 격하여 “쌍드”란 감정

으로 언어를 기민히 운용하였던 시인의 태도에 주목하였던 지난날의 자신과 마주

하고 있다.

(……) 조개처럼/ 다물고 깊이 잠기다// 진주처럼/ 자라 둥글고// 진주모양/ 알알이 

무지개 서도// 그제 다시/ 입밖에 뱉어// 자개 모양/ 알알아 주워박다// 하나하나/ 

서로 마주 비치다// 반석 모양/ 치어 옴쩍 않고―// 조선 하늘/ 만년 빛나리로다.124)

123) 정지용 복권 이후, 정지용에 대한 자신의 변하지 않은 감정과 반세기 만에 마주하는 

이양하, 그리고 김학동과 김환태의 공유감정으로서의 ‘감득(感得)’에 대해서는 정지용 복

권기의 감정공동체에 관한 본고의 4.2.2.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124) 이양하, ｢오오 그대여―지용에게 바치는 시｣, �일간스포츠�, 1988. 4. 4; 최동호, �그들

의 문학과 생애 정지용�, 한길사, 2008, 158~159면. 최동호는 정지용을 ‘천재시인’으로 

고평한 이양하가 이 시에 “절절한 애정”뿐 아니라 ‘만년’에 대한 “예언적 선언”까지 담고 

있다고 보았다(1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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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하의 감정진술은 시인으로부터 받은 ‘기쁨’을 자신이 충분히 말할 수 없을 것

임을 저어하는 태도로도 나타났으며,125) 이러한 두려움의 고백이 김환태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남으로써 두 사람 간에 감정의 매듭이 형성된다.126) 두 사람은 자신

들이 정지용의 세계를 온전히 말하지 못할 것에 대한 ‘경의어린 두려움’의 감정을 

함께 가졌다.

필자가 氏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제한을 말하지 아니한 데 어떤 독자는 필자가 여기 

<죤슨>박사의 이르는 바 <인생극 가운데도 가장 조소할 만한 笑劇의 하나>를 연출하였

다고 할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제 붓을 놓고 생각하매 필자는 필자가 노둔하야 氏

의 주는 기쁨을 충분히 말하지 못하고 또 필자의 말이 너그럽지 못하여 氏의 시에 예

의를 다할 만한 표현을 하지 못한 것을 도리어 두려워한다.127)

이상으로서 나는 나의 눈의 빛인 시인 정지용을 말하였다. 그러나 이것으로 나는 그의 

시의 아름다움과 그의 시에서 받은 기쁨을 반분도 전하지 못하였다.128)

그런가 하면 김환태와 신석정은 서로 모르는 가운데 ｢향수｣의 애송공동체로 포괄

되고 있었다.129) 김환태는 교토시절의, 신석정은 �시문학� 시절의 정지용을 통해 

육성으로 낭독되는 방식으로 ｢향수｣를 경험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이들은 경험적이

고도 서로에 대해 불연속적인 방식으로 하나의 애송공동체에 귀속되고 있었다.  

그 후 어떤 칠흑과 같이 깜깜한 그믐날 그는 나를 상국사(相國寺) 뒤 끝 묘지로 데리고 

가서 <향수>를 읊어주었다.130)

주인 박용철 씨를 만나 한참 이야기하는 판에 얼굴이 검은데다가 검정 명주 두루마기

125) 이양하는 ”필자가 노둔하야 씨의 주는 기쁨을 충분히 말하지 못하고 또 필자의 말이 

너그럽지 못하여 씨의 시에 예의를 다할 만한 표현을 하지 못한 것을 도리어 두려워한다

“라고 말한다. 이양하, 앞의 글. 김환태 역시 그와 같은 종류의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

였다. ”그러나 이것으로 나는 그의 시의 아름다움과 그의 시에서 받은 기쁨을 반분도 전

하지 못하였다“ (김환태, 앞의 글, 같은 면)  

126) 김윤식은 교토에서 공부한 정지용, 이양하, 김환태, 윤동주를 ‘교토문학파의 감수성’이

라는 이름으로 범주화한 바 있다. 김윤식이 시인들의 ‘집단 정조, 곧 센티멘트’를 중시하

는 관점은 �문장�의 고선위원들을 ‘�문장�파’로 명명한 것에서부터 일관되어온 것이다. 

이는 학맥이나 매체 등의 조건을 초과해있는 시인들의 감수성과 집단 정조의 문제를 대

상화한 관점이라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127) 이양하, 앞의 글, 240~241면(강조-인용자). 

128) 김환태, 앞의 책, 134면(강조-인용자). 

129) 김환태, ｢교토의 3년｣, �조광� 2권 8호, 1936. 8; 위의 책, 359~360면.

   신석정, ｢정지용론｣, 신석정전집간행위원회, �신석정전집 5�, 국학자료원, 2009, 122면. 

130) 김환태, 앞의 글, 3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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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입은 시골양반 타입의 한 사람과 양복 입은 사람이 뒤따라 들어왔다. 바로 이 시골

양반이 정지용 씨였고, (……) 자리가 한창 흥겨워졌을 즈음 정지용 씨는 시낭송을 시

작하였다. 그것이 처음 들은 씨의 시낭송이다.

처음에 읊은 시가 ｢향수｣이었으니 그때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131)

신석정과 김환태는 정지용에 대한 ‘인상’을 비자각적인 방식으로 서로 공유하고 있

기도 했다. �시문학� 종간호에 참여한 신석정의 평문은 당초 시 비평을 주문한 �풍

림�지 편집자의 요구와는 달리 “인간 정지용 씨”에 대한 “작은 인상적 기록”을 남

긴 글로 정착된 것인데,132) 여기에서 신석정은 별을 보고 걷다 넘어진 이의 고사

를 언급하면서 정지용을 ‘星座’에 빗대었다. 이는 김환태가 시인에게 ‘나의 눈의 

빛’이라는 칭호를 부여하였던 것과 상통한다. 정지용을 ‘나의 눈의 빛’으로 여겼던 

김환태는 신석정이 말한 “성좌를 그리워”한 “에머슨”에 대응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일찍이 시단의 지평선상에 새로 출현한 한 성좌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정지용이라는 

뚜렷한 존재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아니 오늘까지도 이 성좌를 그리워하여 구렁

에 빠지는 철학자는 물론 한 사람의 에머슨도 없었다는 슬픈 사실이 있다.133)

시인을 눈부시게 빛나는 존재로 여겼음은 감각표현을 통해 감정을 진술한 경우라

고 할 수 있다. 이들의 문맥에서 동일하게 나타나 있는 것처럼, 시인의 ‘빛’과 비평

가의 ‘눈’을 거리 없이 병치한 것은 시인의 빛으로 인해 눈이 멀었음에 대한 은유

이다. 따라서 빛에 대한 감각표현을 통한 감정진술은, 앞서 김기림과 이양하의 경

우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비평적 거리가 소실됨으로써 ‘시집을 안았던’ 감정과 상통

한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신석정이 말한 “슬픈 사실”의 극복이라 할지, 해금 조치 이후 정지용의 

131) 신석정, 앞의 책, 122면(강조-인용자).  

132) 위의 책, 123~124면. 주문방식과 실제 제작결과 사이에서 발생한 이 같은 불일치의 틈 

사이로 신석정의 감정인 “학경(學敬)”이 스며들었다고 할 수 있다. 신석정은 �시문학�의 

투고작의 게재를 심사한 정지용에 의해 �시문학�지에 시를 발표하게 된 경우이다. 따라

서, 신석정은 정지용이 �문장�을 중심으로 시 고선 활동을 본격화하게 되기 이전인 1930

년대 초반 이미 정지용의 추천을 받은 셈이라 할 수 있다. 신석정은 ｢향수｣의 애송공동

체이자 김환태와 동류적 감정을 공유한 초기 정지용의 비평가 감정공동체였으며, 정지용 

문하(門下)에 등단한 ‘정지용 시단’이며, 해방 후반부에는 전향한 ‘조선문학가동맹 잔류

파’라는 정체성의 측면에서 정지용과 교차되는 존재이다.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라는 

문학사적 범주에 대해서는 본고의 3장에서 후술하도록 한다.

133) 신석정, 앞의 책, 120면. 해방공간에서도 신석정은 정지용론을 발표하였다. 신석정, ｢

詩人이 본 詩人 鄭芝溶｣, �문화일보�, 1947.4.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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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를 애송하는 일은 마음껏 드러내도 좋은 일이 되었다. 

정 시인의 글이 금서의 붉은 딱지를 뗀 88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그를 기리는 `지

용제'가 열렸다. “빼곡히 들어찬 사람들이 아버지 시를 읊어도 누구 하나 막는 사람이 

없었어. 아버지 시 속에서 울고 웃고….”

가슴 속 한의 일부가 씻겨내려갔다.134)

그러나 갑작스러운 환대와 애송이 가능해지기까지, ‘애송’이 가졌던 의미는 김환태

나 신석정의 기록에서 보듯 사적 교유의 장면 속에서 발화를 통해 시와 결합되는 

시인의 육체를 경험한 한 개인이 그것을 ‘잊지 못하는’ 특수한 기억으로 오랫동안 

내면화되어 있었다. 김환태와 신석정 두 사람 모두가 그 일을 ‘잊지 못한다’고 진

술하고, “아버지 시”에 대한 감격을 노출하는 사람들 사이로 장남 구관에게서 “씻

겨내려”간 것의 일부가 ‘한’이었던 이유는 가능해진 애송 앞에서 최초의 애송과 애

송 불가능의 경험만이 갖는 감정의 ‘밀도’로 인한 차이에서 비롯한다.135) 정지용의 

경우 대대적인 작품 삭제와 판금 조치가 단행된 1949년 이후 애송이나 고유한 기

억과 같은 내면화의 방식만이 시인에 대한 유일한 기억과 전승의 수단이 되어왔다. 

이 점을 유념할 때, 애송공동체에 포괄된 김환태와 신석정이 정지용에 대해 가졌던 

‘잊지못함’의 감정은 정지용을 자신에게 내면화함으로써만 기억하는 것이 가능했던 

긴 역사를 예비한다.

  정지용의 해방공간 감정공동체로 범주화될 수 있는 시인 비평가들 또한 애송과 

시어 계승을 통해 정지용을 내면화하고 있었다.136) 김동석은 정지용의 ｢향수｣를 암

기의 수준으로 애송하면서 순도 높은 기억력으로 자신의 최초 평문인 ｢조선시의 

편영｣(1937)에 외워 옮겼다.137) 이상(李箱)의 시를 차용한 것에서부터,138) 단테의 �

134) 김소민, ｢정지용시인 가족 “차마 꿈엔들 잊힐리요”｣, �한겨레�, 2001.3.4.

135) 장남 구관의 눈에 비친 지용제의 장면은 감정의 ‘밀도’ 차이를 가진 사람들의 자리가 

구획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빼곡이 들어찬 사람들 사이에, 오랫동안 아버지의 이름을 말

할 수 없었고, 그러면서도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한 장남 구관의 자리는 진정 마련되어 

있었던 것일까?   

136) 본고의 3장과 4장에서 이를 해방전후의 정지용 시단을 중심으로 한 정지용의 내면화 

양상과 분단이후 보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내면화 양상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자 한다. 

137) 김동석, ｢조선시의 편영｣, �동아일보�, 1937.9.9.~14.

138) 이상(李箱)을 의식적으로 차용한 구절인 “뇌수 속에 피는 꽃의 묵화일러라”가 그것이

다. 김동석, ｢시｣, �길�, 정음사, 1945; 김동석, 구모룡 편, �예술과 생활 외�, 범우사, 

2009, 13면. 김동석이 해방 이전 틈틈이 써왔던 시는 개인의 내면과 시인으로서의 자의

식을 다룬 것이 다수이다. 이는 해방 후 김동석 자신에 의하여 자기비판의 요소로 작용

하였으나, 김동석이 스스로 지적한 ‘생활태도’의 문제는 사실상 청산불가능한 개인의 기

질의 영역으로, 해방 후반부까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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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과 정지용의 시를 지속적으로 내면화했던 것은 김동석에게는 선행하는 문인

들의 세계가 자신을 인도하는 지남철이었음을 의미한다. 그의 문학적 취향과 해방

공간 좌익 민족문학 비평가로서의 사명감 사이의 표리부동함은 여기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조선시의 편영｣에서 정지용의 시를 풍경과 정신의 일여함에 따른 

리얼리즘의 극치로 고평했던 김동석은 해방 이후로도 정지용의 시를 타매하는 가

운데 긍정했다. 남한에서의 김동석의 마지막 저작이자 두 번째 비평집인 �부르조아

의 인간상�(탐구당, 1949) 서문에는 정지용의 초기시를 대표하는 ｢바다2｣의 고유한 

표현(“앨쓴”)을 차용하였다.139) 이는 그 책에 대한 신간평을 정지용이 썼음을 고려

할 때, 선배시인에 대한 오마주로 여겨질 만한 표현이다. ｢향수｣와 함께 ｢말｣ 연작

을 중심으로 한 애송공동체 또한 1930년대에서 해방공간까지 지속되었다. 이상이 

정지용의 ｢말｣을 애송하던 풍경을,140) ｢말｣ 연작을 또 다른 ｢말｣과 ｢소｣로 변주한 

해방공간의 신진시인 김상훈과 김종길이 이어간 것이다.141)142)

  이들은 모두 ‘애송’과 ‘전거의 인용’이라는 동일한 방식을 통해 정지용을 자신의 

존재와 텍스트의 층위로 내면화한 점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포괄되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정지용을 중심으로 비평적 거리가 소실된 비평가 공동체와 함

께 애송공동체라는 또 하나의 단위체를 설정할 때,143) 서론에서 제기한 바 ‘전승의 

현실적인 기반이 상실된 문학인의 전통은 어떻게 형성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이

해에 가닿을 수 있게 된다. 즉, 정지용의 불가능한 전승을 가능하게 한 동력은 그

를 감싸고 존재한 비평 공동체의 감정수행과 함께 ｢향수｣와 ｢말｣을 중심으로 형성

된 시인·비평가 애송공동체의 영속성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정지용을 내면화했던 

시인 비평가들의 공동체는 문학사에서 그 어떤 하나의 단위체로서 인식되지 않아

왔던 것이지만, 분단 전후 한국 문학사에서 정지용의 ‘시인자격’을 가장 강력하게 

139) 박용철 또한 �정지용시집� 발문에서 ‘앨쓴’을 변형한 “앨써”라는 줄임말 표현을 쓰고 

있다. 박용철, ｢발｣, �정지용시집�, 시문학사, 1935, 156면. 이 또한 텍스트 차원에서 정

지용의 흔적 혹은 자국을 남긴 경우로 여길 수 있다. 

140) 정지용의 ｢말｣ 연작의 주제가 이상(李箱)을 통해 심화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신범순, ｢

1930년대 시에서 니체주의적 사상 탐색의 한 장면(1)―구인회의 ‘별무리의 사상’을 중심

으로｣, �인문논총� 72-1,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5, 28~33면 참조.

141) 이상, 「나의 애송시」, 『중앙』, 1936. 1; 김상훈, ｢말｣, 이병철 외, �전위시인집�, 노농

사, 1946; 김종길, ｢소｣, 1946, �황사현상�, 민음사, 1986; 석은, ｢시인의 법열｣, �국도신

문�, 1949. 5. 13~17[석은의 평문에는 이용악이 ｢말｣을 애송한다는 것, ｢말｣ 때문에 지용

을 ‘숭배’한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142) 이 밖에 휘문 학맥으로 연결되는 정지용-오장환의 시어 계승 양상을 세대론적인 관점

에서 상세히 다룬 논의로는 박노균, ｢정지용과 오장환｣, �개신어문연구� 38, 개신어문학

회, 2003 참조. 

143) 육체적 암송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읽기공동체의 전통에 대해서는 �텍스트의 포도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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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는 조건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144) 정지용과 감정공동체의 관계는145) 김환

태와 신석정, 그리고 상기 애송공동체에 포괄된 문인들의 경우에서 보듯 텍스트 내

부의 흔적(trace)과 자기기술의 형태로 남아있다.146) 특히 정지용을 중심으로 한 

애송공동체는 전승의 기반이 상실된 문인에 대한 전통은 애송과 텍스트 재생산이

라는 내면화의 방식을 통해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지용을 중심으로 한 감정공동체는 정지용이 조선시단 최고의 시인이었던 당대

에 수평적인 형태로 넓게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자타로 시인이 상징적인 작가의 

죽음에 이르렀던 해방공간과 작가의 죽음 이후로도 그를 내면화하는 시인들을 통

해 영속하며 수직의 계보를 형성한다. 이 수직의 계보는 엄밀히 말해 정지용의 

‘시’를 중심으로 한 계보라기보다 지기(知己)로써 정지용이라는 시인의 ‘존재’를 감

싸고 존재한 더 넓은 형태의 감정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음의 질문은 수평적 형태로 넓게 퍼져나간 감정공동체의 

수직적 전환에 관한 것, 즉 1930년대 정지용에 대한 비평가 감정공동체의 지기(知

己)가 해방공간에서 어떻게 재생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 된다. 정지용이 조선시단 

최고의 시인이었을 때만이 아니라 해방공간을 통과하면서 정지용 시의 좌표가 시

에서 비시(非詩)를 향해 흔들리며 나아가는 동안,147) 또한 그것이 이른바 ‘정지용 

시비’의 계기로 작용하던 순간에도 해방 이전 김기림이나 김환태로부터 해방 후 조

144) 정지용 감정공동체에 관한 연구는 정지용 시문학사의 ‘배후에 존재하는 것들’에 관한 

추적이라 볼 수 있다. 신범순은 이러한 것에 대한 천착을 ‘이상향에 대한 꿈’으로 정의한 

바 있다. 신범순, �바다의 치맛자락�, 문학동네, 2006. 

145) 해방공간의 신진시인과 비평가가 중심이 된 정지용의 해방 후 시단은 대부분의 납·월

북에 따라 그 계보의 존재와 가능성 자체가 명시되지 않았다. 본고의 시도는 이처럼 명

시되지 않은 넓은 시단의 형태를 복원하고, 윤동주를 가능한 계승을 위한 편도체로 설정

하고자 하는 데 있다.   

146) 다니엘 아라스는 역사방법론으로서의 아나크로니즘을 미술사에 원용, 마네의 작품 속

에 남겨진 선행 화가 티치아노의 흔적(trace)을 발견한다. 안나영, ｢다니엘 아라스의 아

나크로니즘 개념에 대하여｣, �미학� 83-4, 한국미학회, 2017, 95~96면. 정지용의 시를 

애송한 공동체의 존재 가능성 또한 그들의 텍스트에 불연속적으로 남겨진 흔적을 통해 

귀납적으로 드러난다. 

147) 비시를 향해갔다는 것은 여러 함의를 갖는다. 먼저 그것은 해방 이후 시의 편수에 반

비례하듯 산문의 편수는 급증한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정지용의 해방공간 문학 전반에 

걸쳐 나타난 현상이지만 해방 후반부의 산문이 급증한 현상은 특히 생활난과 관련되어 

있다. 둘째로 그것은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바 시로서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셋째는 정지용 자신이 시의 관념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시와 비시의 구분법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지점을 의미한다. 이 세 번째 이행의 과정은 

해방 후반부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해방 후반부에 이르러 정지용은 시인 이수형 시집 

서문을 작성하면서, 해방 후 시의 미학적 기준 자체를 반성하게 된 자신의 시관을 이수

형을 매개하여 드러내고 있다. 정지용, ｢서 대신―시인수형께 편지로―｣, �산문�, 동지사, 

1949, 437~4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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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학가동맹 비평가들에 이르기까지 정지용을 둘러싼 비평가 공동체의 입장만은 

부동했다. 정지용 감정공동체는 이처럼 그 주체가 바뀌더라도 동류적 감정이 촉발

되는 감정수행을 통해 유지되는 모습을 통해 감정공동체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다. 

해방공간 문학에 대한 ‘절망의 키재기’라는 은유가 있거니와 해방공간이란 결국 무

한한 가능성 속에 놓인 개인들을 역사가 압도해버린 공간이었다고 보는 것이 보편

적인 역사 인식이라 할 때, 정지용을 둘러싸고 1930년대 비평가들로부터 해방공간

의 조선문학가동맹 비평가들로 이어지는 감정공동체의 부동성은 예외적인 것이 아

닐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외성과 시대착오의 감각이 시인의 존재를 해명하

며, 나아가 해방공간 기성 시인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지점을 형성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지용 시세계를 통괄”148)하는 관점으로 해방공간의 ‘정지용 

시비’149)를 종결한 석은(石殷)150)의 평문 ｢시인의 법열｣이 바로 그러한 전환점을 

형성한다. 

  해방공간에서 정지용의 시집 두 권에 대한 정전화가 이루어졌던 가운데, 해방공

간 당시의 현재적인 관점에서의 정지용론이 김동석과 오장환 등 조선문학가동맹 

시인 비평가들에 의해 주도된 것은 특기할 만하다. 정지용에게서 바라는 시세계가 

주문적이고 구체적인 것이었을지언정 미래를 열어두고 그의 시를 ‘기다리는’ 태도

를 보인 것이기 때문이다. 김동석의 ｢시를 위한 시―정지용론｣(�상아탑� 5, 1946. 

148) 김학동은 석은의 ｢시인의 법열｣을 해방 전후 정지용의 시세계를 통괄하는 드문 평문의 

사례로 보았다. 김학동, �정지용연구�, 민음사, 1987. 석은의 평문은 오장환이나 김동석

의 정지용론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지용의 문학사적 의의와 시집 두 권에 대한 통괄적인 

시각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그것은 내면화되거나 굴절된 형태의 시인 전승의 역사가 시

작되기 이전 시인을 직접 경험한 방식을 토대로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진 정지용론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도 한다. 

149) 이른바 ‘정지용 시비’의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송희복, �해방기 문학비평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3, 112~118면에서 문학논쟁사의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다루었다. 논쟁의 과정

을 통해 옹호의 입장이 하나의 텍스트 오독에서 시작되고, 오독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다

시 옹호의 입장이 쉽게 반박논리로 전화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김동석, 조연현, ｢

산문정신의 모독-정지용 씨의 산문 문학관에 대하여｣, �예술조선�, 1948. 9; 조연현, ｢수

공업 예술의 말로-정지용 씨의 운명｣, �평화일보�, 1947.8.20.~8.21. 문제의 ‘심장이 없

는 수공예술’이란 표현은 조연현의 반박논리로부터 나온 것이다. 

150) 석은, ｢시인 용악의 위치｣, �국제일보�, 1948.2.12.~16. *｢시인 용악의 위치｣는 이용악 

연구사를 통해 확인한 서지정보이나 �국제일보�의 총 간행기간(1947.4.19.~1947.8.14.)과 

부합하지 않는다. ｢시인 용악의 위치｣는 서지정보의 재확인이 필요하다.

   석은, ｢물살｣, �주간서울� 28, 1948.3.28.

       , ｢바다｣, �신천지� 4권 5호, 1949. 5~6(합병호).

       , ｢시인의 법열―지용 예술에 대하여｣, �국도신문�, 1949.5.13~17.

   김철수, 이용악, 석은의 월북을 보도한 한 기사에 따를 때 석은의 월북시점은 단독정부수

립 이후로 추정되며(｢납북 예술인과 월북 예술인｣, �민주신보�, 1951.1.1.), 이후 북한에

서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정지용론은 현재까지 확인되는 석은의 

마지막 발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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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은 전면적인 정지용의 부정이 아니라 ‘시를 위한 시’를 쓰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

이 정지용의 시인으로서의 본령임을 주장하고 있다. 김동석이 비판한 지점은 정지

용이 해방정국에서 상황시를 씀으로써 ‘다른 무엇을 위한 시’를 썼던 점에 있다. ｢

시를 위한 시｣가 실린 지면이 정지용과 제호를 상의하여 김동석이 간행한 �상아탑

�이라는 것, ‘상아탑의 시인’이라는 계관은 정지용을 위한 것이라는 김동석의 발언

에 주목할 때151) 김동석은 시인에게 ‘탁류’ 속에서 �백록담�의 세계를 견지하기를 

바랐던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지용사(師)의 백록담｣에서 오장환은 �백록담�의 형식주의적인 무결함의 세

계 속에 ‘자폭(自暴)’, ‘센티’, ‘민족적 애상’과 같은 시인의 자기감정과 민족적 공통

감정이 드러나는 지점을 포착하였다. 오장환이 정지용을 ‘선상의 신천옹’의 신세에 

빗댄 것은 자신이 발붙인 현실에 대한 지상적 관점을 형식적인 무결함의 세계에서

조차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던 것이 정지용 시의 본령임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된

다. 

남들은 작가 생활을 계속하려고 추악한 현실에서 발버둥치기도 하고, 혹은 비굴한 억합

(抑合)으로 얽매일 때 이 세계를 벗어나 오로지 자기 순화를 꾀하고 깨끗함을 지키기에

는 그가 취한 언어만의 연금술 더 찍어 말하자면 감각만의 연금술이 유리한 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라고 아무나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 

연금술 속에도 세속의 일이 낑긴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는 엄연한 현실이며 애

절한 일이냐. (……) 

｢백록담｣의 일절에서 그 완전한 지향은 없었다 하나 민족적인 애상과 비감을 포착한 

것은 공통적인 우리의 표현이라 하면 ｢소곡｣의 센티와 자폭(自暴)은 ‘지용’ 개인 본심의 

꽁지를 남의 눈에 띄우게 한 것이다.152)

김동석과 오장환의 공통점은 이들 모두가 시집 �백록담�을 세계에 대한 갈등이 없

는 화해적인 공간의 의미로 보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이들에게 �백록담�은 탈속성

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과 투쟁하는 정신을 곧바로 상징하는 것이었다. ｢조선시의 

반성｣이 현실도피성에 대한 자기비판 텍스트로 독해됨에 따라 �백록담� 또한 같은 

맥락에서 현실도피적인 것으로 독해되어 왔던 흐름에 비추어볼 때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의 관점은 상당히 선구적이며 예각화되어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해방

공간 정지용에 대한 정전화의 양상이 조선문학가동맹과 우익문학단체를 중심으로 

151) 김동석, ｢탁류의 음악―오장환론｣, �민성�, 1946. 5~6; 김동석, 이희환 편, �김동석 비

평 선집�, 현대문학, 2010, 61면. 

152) 오장환, ｢지용사(師)의 백록담｣, �예술통신�, 1947.1.8; 오장환, 김재용 편, 앞의 책, 488~491면

(강조-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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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되고 있었던 바,153) 해방공간에서의 정지용의 비평가 감정공동체를 통해 이러

한 분기가 �백록담�에 대한 해석적 차이라는 양상으로 비평의 층위에서도 작동하

고 있었음을 보게 된다. 

  ‘정지용 시비’는 이 가운데 김동석의 평문을 오독한 조연현의 옹호논리를 정지용

이 반박하는 과정에서 촉발되었다.154) 석은은 남한 문단에서 해방 후반부까지 창작

활동을 연명해나가다 월북한 시인 비평가라는 점에서 정지용과 마찬가지로 ‘조선문

학가동맹 잔류파’로 분류될 수 있다. 석은은 세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한에서 문필활동을 이어감으로써 해방 후 정지용의 비평가 감정공동체를 가장 

마지막까지 이끌어갔다. 상대적으로 논쟁의 외곽에서 독자적으로 발표된 석은의 평

문은 정지용을 ‘시인 지용’, ‘선배’로 호명하면서 식민지시기에 정신적 위안과 구심

체로서 노릇했던 지점에서뿐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을 창조할 법열의 시인으로 정지

용의 위상을 재정립하였다. 석은이 ‘또 다른 법열’을 ‘아름다운 희망’이라고까지 이

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해방 이전 시인으로서 정지용이 갖는 의미를 연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석은은 정지용이 소시민으로서의 취약성을 지녔으나 

“8.15 이전 우리 문학과 우리 시를 완성한 시인”이었고, “철저히 비정치적 예술파

의 서정”이었으나 릴케가 줄 수 있었던 위안을 주는 시인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철저히 비정치적 예술파의 서정이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당시 혼돈에 있어서 

정신적으로나마 구원을 받은 유일한 시인으로서 그의 예술에 잠시 소극적인 침잠을 구

한 것은 정당한 평가를 잊어선 안될 일이다. 전대의 불안에 있어서 릴케의 예술에서 받

은 정신적 위안을 우리는 국한된 <환경>에서 지용 예술에 의지하지 않았던가. 지용의 

예술이 본질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질서였더냐 하는 문제는 他日 다른 기회에 논의될 것

이다. 다만 8.15 이전 우리 문학과 우리 시를 완성한 시인의 업적을 다시 한번 추억하

고 (초기 童詩에서 �白鹿潭�까지) 8.15 이후 산문을 발표함으로써 역시 우리 문학과 우

리 시에 참다운 식량을 공급한 선배의 건재를 축복하는 의미에서 본고를 초하는 것이

다.155)

또, 석은은 ｢꽃과벗｣과 ｢백록담｣을 하나의 ‘경(境)’을 보이는 두 작품으로 이해하였

다. 시집에 나란히 수록되지는 않았으나 ｢백록담｣과 ｢꽃과벗｣이 갖는 긴밀한 상호

텍스트성을 고려할 때,156) 석은은 �백록담�에 대한 선구적인 통찰력을 제시한 것이

153) 해방공간의 문단에서는 정지용을 자연서정시인으로 정전화하는 흐름과 정지용 그대로

를 온전히 정전화하는 두 가지 방식이 투쟁하고 있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방공간에

서의 정지용의 내면화와 정지용 시단의 확산에 관한 3장에서 고찰하도록 한다. 

154) 송희복, 앞의 책, 114~115면. 

155) 석은, ｢시인의 법열｣, �국도신문�, 1949.5.13.~17;김학동, 앞의 책, 251~252면 재인용

(강조-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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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지용이 8.15를 기점으로 시에서 산문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석은의 지적은 

해방 직후 쓰인 정지용의 상황시를 논외로 처리하는 관점이라는 점에서 정지용의 

해방 직후 근거로 해방공간의 정지용 문학 전반을 시의 퇴보로 규정해왔던 여러 

관점들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석은은, 해방 직후 시를 쓰지 않았고 산문을 쓰고 있

지만 정지용은 여전히 시인이라는 시인 인식을 보여준다. 즉, 그가 쓰는 것이 시든 

시가 아니든 그는 시인이라는 것으로, 이는 시인의식 혹은 시인이라는 존재를 기준

에 합당한 시보다 중시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산문�은 현실의 고민을 구체적인 현실 속에 파고 들어감으로써 경험의 영역에서 해결

하려는 노력의 결정에 不外한 것이다. (……) 저것이 시고 이것이 산문일지라도 함께 

시인 지용의 심혈의 표현임에 틀림없을 것이다.157)

사람들은 이 단려한 장정속에 쌓인 아름다운 시집에 의해서 낡은 시와 새로운 시라느

니보다도 시 아닌 것과 참말 시의 경계를 다시 한번 뚜렷하게 분별할 것이다.158)

‘지용시대’의 비평가 감정공동체에 의해 ‘시 아닌 것’과 ‘참말 시’를 구별하는 ‘참말 

시’의 시인의 지위에 도달했던 정지용이159) 해방공간에서는 ‘시 아닌 것’을 쓰게 

되었을 때, 석은은 여전히 그를 ‘시인’이라고 말함으로써 ‘시 아닌 것’을 ‘시 아닌 

시’로 받아들인 것이다. 말하지면 시 아닌 시, 곧 비시지시(非詩之詩)의 논리를 펼

친 석은은 원리주의적인 사고에 불과한가? 본고는 그것이 해방 후반부 마지막 문

학의 기반이던 속간호 �문장�마저 상실되었을 때,160) 남한에서 소수파로 남은 ‘조

선문학가동맹 잔류파’가 문학적으로 연명할 수 있었던 마지막 수단인 상호이해와 

믿음의 감정, 서로의 얼굴 속에서 갖게 되는 자화상적인 감정, 마침내 말의 진정한 

의미로서의 지기에 이르는 순간이 일종의 ‘비시지시론(非詩之詩論)’으로 논리화된 

것이라고 본다. 해방 후반부의 정지용이 시 비평가로서 이수형의 시를 옹호한 논리 

또한 일종의 비시지시의 관점이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時間에서 琇馨은 詩까지 썼으니 무슨 詩니 아니니 고리삭진하게 못되게 굴것이 

없으며 또 그러한 詩가 아즉도 存在할 수 있다면 먼저 두들겨 부셔 놓고 그리고 다시 

詩를 議論해야 합니다. 

156) 본고의 2.1.2. 참조. 

157) 석은, 앞의 글, 257면(강조-인용자). 

158) 김기림, 앞의 책, 370면. 

159) 김기림, 위의 책, 같은 면. 

160) 본고의 3.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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琇馨의 詩는 먼저 詩를 두들겨 부셔 놓고 다시 詩를 構築하기까지의 當來할 朝鮮詩의 

第一期的 詩인 것입니다.161)

석은의 ｢시인의 법열｣은 논쟁의 열기 한가운데에서 대타의식의 발로로서 쓰인 것

이 아니다. 정지용이 전향시인으로서 갈급히 ‘고백을 공개’하며 감시체제 하에 문

단적인 ‘명성’을 회복한 시기가 아니라, 문학의 최후기반을 상실하고 사라지고 있

었던 바로 그때에 쓰인 이것은 평문의 의미를 넘어서 있는 존재해명의 차원의 것

이다. 제1호로 삭제조치되며 사라지고 있던 시인에 대하여 그는 언제나 시인이었

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순수문학 시비의 맥락에서 자신의 옹호논리를 반박논리로 

손쉽게 수정했던 논리와는 얼마나 다른 것인가. 

지용 예술을 논하는 본고에 제하여 <시인의 法悅>이라고 하였다. 법열이라 함은 물론 

종교적인 술어다. 지난 날 불가피한 환경에서 종교적인 법열을 구한 우리가 오늘날 경

제적인 기초부터 시작하는 지용의 산문을 읽고 머지않아 새로운 법열이 올 것을 기뻐

하는 것이다. 그것은 아름다운 희망이 아닐 수 없다.162)

석은의 시선을 투과하면서, 해방공간을 통과하는 동안 그 시인됨을 의심받으며 ‘심

장이 없는 슬픈 수공 예술’이라는 조롱 속에 놓여 있던 정지용의 해방공간은 ‘법

열’의 수준으로 도약한다. 

  이처럼 김동석과 오장환, 그리고 석은 세 사람 간의 매듭으로 형성된 해방 후 

정지용의 비평가 감정공동체는 정지용에게 기다림의 방식으로 ‘시인자격’을 부여하

였다. 특히 석은의 ｢시인의 법열｣은 해방공간의 정지용 시비를 종결하는 지점에서 

1930년대 정지용의 비평가 감정공동체가 해방공간으로 그 주체를 달리하며 전환되

는 양상을 보여준 것이다. 

  그렇다면 일찍이 정지용과 박용철의 지기(知己)를 알아보았고 해방공간에서는 기

성 시인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김기림의 경우는 어떠했을까. 해방과 함께 기성이 

되는 김기림은 박용철이 그러했던 것처럼 지기(知己)의 감정으로 시인들을 지원하

는 양상을 보인다. 김기림은 시인으로서 조선문학가동맹에서 외곽화되고 있었던 한

편,163) 시인을 지원하는 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비평가

로서의 지기(知己)를 수행해나간 것이다. 해방공간의 기성 시인 혹은 ‘살아남은 자’

161) 정지용, ｢序 대신―詩人 琇馨께 편지로｣, �산문�, 동지사, 1949, 246면. 

162) 앞의 글, 257면 재인용. 

163) 조선문학가동맹의 입장에서 ‘순수서정성+생활감정’의 형태를 보이며 당파성을 “매우 여

리게 나타”낸 김기림이나 작품이 거의 없었던 정지용은 “제자리를 지키지 못한 시인들”

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 김용직, �해방기 한국 시문학사�, 민음사, 1989, 192~1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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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김기림은 조선문학가동맹 내에서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면서까지’ 그것을 독

자적으로 전개해나갔다. 이 같은 해방공간에서의 김기림의 활동은 지기(知己) 전통

의 지속이 비평 층위에서뿐 아니라, 시집 출간과 같은 작품 언외의 측면에 해당하

는 작가적 수행의 차원에서도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특히 작고시인 이상(李箱)에 대한 해방공간에서의 김기림의 감정수행은 박용철과 

정지용 사이에 있었던 입사식을 연상하게 한다. 정지용이 ｢꽃과벗｣(�문장�, 1941. 

1)을 통해 벗의 유약하던 육체를 위엄스러운 가치로 상승시켰던 방식의 초혼을 김

기림은 이상(李箱) 추도시가 표제인 시집 �바다와 나비�(신문화연구소, 1946)의 출

간을 통해 수행한다.164) 김기림의 이러한 작가적 수행은 박용철과 정지용 사이를 

순환하고 있던 매우 내밀한 감정이며 태도이던 지기(知己)가 전환기를 기점으로 문

학사의 연속적 전환의 원리로 증폭되는 지점을 보여준다.  

시를 이야기하는 이 역사적인 자유로운 자리와 반가운 날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이미 

고인이 된 시단의 여러 선배와 동료 이상화(李相和), 김소월(金素月), 이장희(李章熙), 

이상(李箱), 박용철(朴龍喆) 씨의 기억에 깊은 경의를 올림으로써 이 보고와 전망의 모

두의 의무를 삼고자 한다.165)

해방 직후의 김기림은 조선문학가동맹의 제1차 전국문학자대회에서 작고시인에 대

해 “깊은 경의를 올”리는 것을 ‘모두(冒頭)의 의무’로 여기며 보고연설을 시작하였

다.166) 시집 �바다와 나비�(신문화연구소, 1946)를 출간한 데 이어서는 페이지를 

넘길수록 ‘氣象圖’라는 문구의 크기가 점점 확대되며 시각적으로 가까워지는, 곧 2

차원에 입체성을 부여하는 애니메이션적인 효과로 자신의 시집 �기상도�(창문사, 

1936)를 남다르게 꾸며주었던 시인 이상(李箱)의 유고를 모아 �이상선집�(백양당, 

1949)을 간행하였다. 

  나아가 김기림은 서정시인 김철수와 모더니즘 시인 조병화와 같은 군소시인들을 

알아보고, 이들의 시세계를 특정한 유파단위로 분류하기보다 한 사람의 세계로 인

정하였다. “바람결에 흘러가는 한가닥 조그만한 音樂에조차 敏感하기 짝이 없는 

纖細한 귀의 임자인 詩人”이라는 평가와 함께 황진이와 김소월과 같은 여성주의적

164) 김기림은 ｢바다와 나비｣(�여성�, 1939. 4)을 표제작으로 하는 시집을 해방공간에서 간

행하였다. �이상선집�과 함께 이는 기성 시인으로서 김기림이 시집출간의 방식으로 해방 

이전의 시인에 대한 지기(知己)를 수행한 것이다. 해방 후 이상(李箱) 추도의 흐름에 대

해서는 신범순, �원본주해 이상시전집 꽃 속에 꽃을 피우다�, 나녹, 2017, 610~633면. 

165) 김기림, ｢제1차 전국문학자대회 보고연설: 우리 시의 방향｣, 1946. 2. 8; 조선문학가동

맹 편, 최원식 해제, �건설기의 조선문학�, 1946. 6, 온누리, 1988, 62면.  

166) 위의 글, 같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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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서정시인의 계보에 김철수를 위치시켰으며,167) 해방공간에서 ‘후반기’ 모더니즘 

동인들과 외따로이 모더니즘 시를 쓰고 있었던 조병화를 1930년대의 모더니스트 

장만영에게 소개하여 시집을 낼 수 있도록 주선한 것이다.168) 해방 후 김기림의 

이 같은 작가적 수행은 일찍이 그가 알아보았던 박용철-정지용의, 그리고 1930년

대 정지용의 비평가 감정공동체 사이를 순환한 지기(知己)의 감정전통을 보여준다. 

  박용철과 정지용, 이상과 김기림의 경우에서 보듯 문인들 사이에서 촉발된 지기

(知己)는 이처럼 해방공간 기성 시인에 의하여 하나의 ‘태도’로 계승되고 있었으며, 

작고시인과의 거리가 형성되고 기억과 성찰이 문학의 조건으로 주어진 해방공간이

었기에 그러한 흐름은 더욱 증폭되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기성 문인들

에게 해방은 역사의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생생한 지속이었으며, 과거의 현

재적 소환을 가져오는 역사적 계기로 작용한 것이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169)

따라서 해방공간에서의 시집복간 흐름에 대한 이해는, 읽을거리의 손쉬운 재생산이

라거나 문학조직의 이념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나 논리의 차원이 아니라,170) 기성 

시인의 작가적 수행이라는 차원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식민지시기에 지

녔던 지기(知己) 감정의 전통이면서, 기성 문인이 새로운 문학을 도모하는 방법이

었던 까닭이다.171) 그리고 이것은 감정 전통의 계승과 새로운 문학 사이라는 ‘파상

(破像)’의 지점에 기성 시인이 자기 존재를 내걸었음을 말한다.172) 이 같은 기성 

167) 김기림, ｢서문｣, 김철수, �추풍령�, 산호장, 1949; 동서문화원 편집부, �납·월북시인총

서 10�, 동서문화원, 1988, 372면. 

168) 조병화, ｢나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 �밤이 가면 아침이 온다�, 신흥출판사, 1958, 

270~271면; 김용직, �해방기 한국 시문학사�, 민음사, 1989, 312면 재참조. 해방 후반부 

김기림의 ‘지기(知己)’에 바탕을 둔 계보화 작업과 시집출간 주선은 출판사 ‘산호장’을 중

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적 요소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증을 거

치지 못한 가설 정도로 언급해두기로 한다. 

169) 같은 이유로 기성 시인들은 일제말기 행적으로부터 자기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웠고, 

그런 반면 누구보다도 일제말기의 시정신을 ‘기억’의 형태로 계승할 수 있었던 입지에 서

있기도 했다. 말하자면 해방공간의 기성 시인은 문학사의 명암(明暗)처럼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기성 문인과 전위시인의 대비, 그리고 해방공간의 ‘기억’에 대해서는 이양숙, ｢

역사의 전위가 된 다섯 시인의 노래―이병철 외, �전위시인집�(1946)｣, �한국 근대 문예

비평의 논리�, 월인, 2007, 328면; 이양숙, ｢해방기 문학비평에 나타난 ‘기억’의 정치학―

1945~1948년 문학가동맹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28, 한국현대문학회, 2009 

참조. ‘선배 문인’과 ‘전위시인’의 차이를 자기고백으로부터의 부자유/자유, 그리고 지속/

단절이라는 역사인식의 상이성에서 찾은 논의로는 이기성, ｢해방기 시에 나타난 가족주

의와 국가주의―‘자기비판’ 문제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26, 상허학회, 2009, 154~165

면; 강계숙, ｢해방기 ‘전위’의 초상｣, �한국학연구� 45,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35면 참조. 

170) 박민규, 앞의 글. 

171) 이 가운데 후자의 문제, 곧 해방공간에서의 기성 문인의 문학적 운신의 방편으로서의 

시 비평과 문인비평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방기 정지용의 비평행위에 관한 다음 절을 통

해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 54 -

시인의 작가적 수행에 따른 지기(知己) 전통의 계승과 새로운 문학적 운신의 방법

에 대한 이해는 정세의 변화나 문학장의 구조 변동에 우선하여 문학인의 내질적인 

변화에 대한 지기(知己)를 수행한 감정공동체의 역할로부터 문학사 전환의 원리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정지용의 초기 비평가 감정공동체로서의 김환태의 사유는 분단 이후 김학동을 

매개로 불연속적으로 재생된다. 분단 이후 정지용을 내면화한 다양한 지류가 형성

되었던 가운데 정지용의 생애와 문학에 대한 전면적인 문학사를 서술하는 학문의 

방식으로 정지용을 내면화했던 것은 김학동이다. 김환태와 김학동을 비자각적인 방

식으로 여러 세대를 초월하여 매듭지은 것은 비평의 윤리에 닿아있는 ‘감득(感得)’

의 태도이다. 

그의 이 슬픈 일지를 읽고, 이 적막한 습관을 들여다 보지 않고, 손벽치고 너털웃음 웃

는 그만 볼 때, 우리는 그를 반분도 이해못할 것은 물론, 그의 시의 가장 아름다운 매

력과 향기를 끝내 감득하지 못하고 말게 될 것이다.173)

그는 전생애를 통하여 오로지 詩만을 위해 살아간 것이다. 그는 가장 순수했던 시인이

었기 떄문에, 그 누구보다도 孤高했고 투명했었던 것 같다. 그가 걸어간 詩歷은 너무나

도 고된 詩的 行脚이었다. 따라서 그의 남긴 시에서 특이한 호흡과 체온을 느끼게 된

다. 이 모두가 우리 자신의 것으로 感得될 때 비로소 그의 시세계에서 遊泳할 수 있을 

것이다.174)

김환태는 시인의 ‘음영(陰影)’을 확인할 때에 비로소 그의 “매력과 향기”를 느껴서 

알 수 있다[感得]고 보았다.175) 김환태의 ‘감득(感得)’에 관한 사유는, 정지용의 “고

된 시적 행각”에서 비롯된 “특이한 호흡과 체온”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느껴서 

알아야 한다고 보았던 김학동의 사유와 연결된다. 느껴서 안다는 것은 비평가 자신

의 마음을 시인에게 개입시키는 것을 의미하며,176) 이를 통해 김환태와 김학동은 

172) “파상의 장소는 과거의 몽상이 파괴되는 곳일 뿐 아니라 아직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미래의 꿈이 태동하는 곳이기도 하다.” ‘파상력’을 그러한 역능이 일어나는 장소 개념으

로 확장하여 상상해볼 때, 기성 시인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그러한 파상의 장소로 내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파상력(破像力)’ 개념에 대해서는 김홍중, �사회학적 파상력�, 문

학동네, 9~14면 참조.  

173) 김환태, 앞의 글, 126면(강조-인용자).

174) 김학동, ｢책 머리에｣, 1984. 4, �정지용연구�, 민음사, 1987, 5면(강조-인용자). 

175) 그 사람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기쁨도 이해할 수 없다는 이 같은 인식은 슬픈 

어머니가 기쁜 아기를 출산한다고 보았던 정지용의 시론과도 상통하는 것이다. 정지용, ｢

시의 위의｣, �문장� 10, 1939. 6; 정지용, 『지용문학독본』, 박문출판사, 1948, 196~19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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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집을 안았던’ 김기림, 이양하와 함께 더 넓은 동류적인 감정공동체에 귀속된다. 

그들이 누구이며, 어느 시대에 살았고, 어떠한 이념적인 배경을 지녔는지는 ‘느낌’

을 개입시키는 지점에서는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이들이 형성하는 감정공동체

는 그들이 처해있는 장소의 ‘바깥’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1930년대의 초기 감정공동체에서부터 1980년대의 이양하와 김학동에 이르기까

지 정지용의 비평가 감정공동체는 수직적인 계보를 형성하면서 그것이 사후적으로 

구축되며 영속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정지용의 비평가 감정공동체는 사후구축이라

는 감정공동체의 원리를 드러낸 것일 뿐 아니라, 영속하면서 ‘시인자격’을 보증해

왔다. 정지용의 비평가 감정공동체를 가리켜 세계에서 드물게 영원한 것은 이런 지

점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해보면, 1930년대 중후반 문단에는 정지용을 중심에 두

고 박용철, 김기림, 신석정, 이양하, 김환태의 비평적 감정공동체라는 것이 존재했

다고 할 수 있다. 문학사에서 이들의 평문은 1930년대라는 시대범위 내에서 정지

용에 대한 당대의 객관적이고 규범적인 인식을 대표하거나 시단의 순문학주의 대 

카프의 대결구도라는 논쟁사적 맥락에서 독립된 텍스트로 독해되고 원용되어 왔다. 

물론 이러한 방식의 접근을 통해 정지용 초기시의 경향성이 몇 가지로 파악될 수 

있었고, 초기 연구사가 마련된 성과는 소중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소절에서는 비평가들이 정지용을 경험하는 감정의 방식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하

고, 감정의 동류성을 바탕으로 수평적으로 결속된 정지용의 비평가 감정공동체가 

해방공간과 분단 이후로도 지속되고 재생되는 과정을 살피고자 하였다. 

  1930년대에 형성된 비평적 감정공동체의 존재를 해방공간의 정지용 시비의 상황 

속에서 다시금 중요하게 되돌아가 짚어보아야 했던 까닭은 무엇인가. ‘참말 시’에

서 ‘시 아닌 것’으로의 급격한 하강, 곧 ‘시인이 아닐 수 없었던’ 정지용이 ‘시인이 

아니게 되는’ 시인에 대한 인식의 전도가 일어난 해방공간에서 ‘시인자격’을 보증

하는 비평적 감정공동체의 태도는 하나의 ‘감정 전통’으로서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정지용 시비의 종결은 그야말로 시비의 차원이며 하나의 예외

적인 국면이라 할 수 있지만, 존재의 시비를 묻는 폭력성의 지점에서 바라볼 때 

시인에 대한 인식을 ‘비시지시론(非詩之詩論)’이라는 새로운 수준에서 제시한 석은

의 논리는 ‘시인자격’을 유일하게 보증한 지기(知己)의 감정수행이란 점에서 그 의

176) 이는 오장환이 말한 ‘감정인되기’의 태도이다. 오장환이 말하는 ‘감정인’은 역사 변혁을 

위한 ‘의지’와 소시민적인 ‘감성’ 사이에서 위태롭게 걸어갔던 시인들의 전형(典型)을 가

리키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으로 (재)발견하고 해명하

는 오장환 자신의 존재론적인 위상을 의미했다. 오장환, ｢자아의 형벌｣, �신천지�, 1948. 

1; 오장환, 김재용 편, �오장환전집�, 실천문학, 2002, 541~542면. 오장환의 '감정인되기

'의 태도에 대해서는 본고의 1.2. 연구의 시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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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갖는다.  

  해방공간에서 정지용과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의 정체성을 공유하기도 한 김동

석, 오장환, 석은은 자신들이 소년 시절부터 경험하며 위안을 삼았던 시인 정지용

에 대하여 기다림이라는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그를 여전히 시인이라고 호명하였

다. 이는 정지용을 둘러싼 하나의 단위체적 비평가 감정공동체가 해방 이전과 이후

의 시간 사이에서 하나의 통로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살아있는 시인

으로서 ‘작가적 죽음’에 이른 정지용의 시력 전반이 ‘시인’이라는 이름으로 복원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가느다란 통로를 통해서였다. 정지용의 비평가 감정공동체는 이

렇듯 해방 전후로 정지용을 보증할 수 있는 감정을 기반으로 하는 문인합작의 장

소가 되고 있다. 

  2.1.2. ‘우정텍스트’와 정지용 문학의 내적 연속성

  지금까지 해방 전후와 분단 이후로 영속하면서 정지용의 시인자격을 해명한 비

평가 감정공동체의 흐름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소절에서는 우정에 관한 정지용의 

사유에서 출발하는 감정공동체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양방향적 감정공동체로

부터 정지용의 해방 전후 연속성을 확인함으로써 �백록담� 이후의 정지용을 장소

화고자 하는 것이다. 

  정지용으로부터의 감정공동체의 핵심에는 우정론의 사유와 그것의 결실인 ‘우정

텍스트’가 놓여있다. 정지용은 일본어산문을 습작하던 초기문학의 형성단계에서부

터 동인의식을 문학활동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삼고 있었다. 정지용에게 동인의식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는 순수한 자기 감정의 발로였다. 

나와 같은 사람에게는 조금도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지만 그는 어딘가 상냥한 불량소년 

같은 느낌이 드는 남자다. 그 눈이 좋다. 전체적으로 금붕어 같이 벌벌 떨며 조금도 안

정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 귀엽다.177)

같은 시기에 정지용은 “당파나 군집, 선언과 결사의 시단”을 비껴나 세계의 모든 

문제를 “피리 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도 적었다. 시인이 되기를 꿈꿨지만 정

견에 의한 문학활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지

용은 정견을 초월하여 자유로운 “피리 불기”로서의 시에 대해서만 “어디서라도, 언

제라도”라는 희망을 걸 수 있었다. 기타하라 하쿠슈에게 보내는 서신이었지만 정지

용은 시단의 권위에 자신을 의탁하기보다 시인이 되려는 뜻을 분명히 했다. 

177) 지용, ｢詩·犬·同人｣, �自由詩人� 1, 1925. 12, 24면; 최동호 편, �정지용 전집 2 산문

�, 서정시학, 2015, 3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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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무래도 피리 부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랑도 철학도 민중도 국제문제도 피리로 불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당파나 군집, 선언과 결사의 시단은 무섭습니다.

피리. 피리. 피리 불기는, 어디서라도, 언제라도, 있는 것이죠. 안녕.178)

이처럼 정지용은 초기문학의 형성단계에서부터 정견을 초월한 순수한 자기감정의 

발로에서 출발하는 동인관계와 시인의식에 관한 사유를 보였다. 해방 전후로 ‘시문

학’, ‘구인회’, ‘문장’으로 이어지는 동인활동과 함께 정지용은 다양한 매체의 시 고

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시인들의 구심점 노릇을 했다.179) 그는 자율적인 형태로 공

존하는 ‘해오라비 꽃’과 같은 시인들을 선호했다.180) 해방 직후에도 정지용은 문학

적 동반관계가 정견을 초월하는 지점에서 성립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던 것

으로 보인다. 최태응의 회고에 따르면 정지용은 문학가동맹에 참여한 것이 우정을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말로 문인들을 당혹케 하기도 하였다.181)

  정지용은 실로 많은 동인과 유파를 거쳐왔고 그에 관한 선구적인 연구들이 동인

과 매체를 중심으로 집적되어 있다. 그런데 외재화된 흐름으로 나타난 동인이나 유

파 활동에 대한 관점만으로는 현실적인 활동 기반이 상실된 이후로도 지속되는 정

지용의 문학적 동반관계를 포착하기 어렵다. 가령, 박용철과 정지용의 문학적 동반

자 관계를 시문학파의 문학사적 관계망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경우 현실적인 기반

이 사라진 이후에도 지속되고 심화되는 정지용-박용철의 우정공동체의 양상은 순

수시 계보의 확립182)이라는 의미 이상의 지점에서 포착되기 어려운 것이다. 해방공

간에서 �문장�이 재간행된 것을 복각의 수준이 아니라 문장파와의 우의의 연장선

상에서 정지용이 능동적으로 개입한 우정의 산물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어

178) ｢편지 하나｣, �近代風景� 2권 3호, 1927. 3, 90면; 위의 책, 321면. 

179) 정지용의 고선위원 활동은 �가톨릭청년�이나 �문장�과 같은 매체단위를 넘어서 좀더 

폭넓게 조망될 필요가 있다. 해방 이전의 고선활동이 �시문학� �가톨릭청년� �문장�을 

중심으로 한 것이라면, 해방 직후와 정부수립기 이후에는 �주간 소학생�과 �어린이나라�

의 고선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해방 이후에 정지용이 고선위원으로 활동한 매체와 심사평

에 주목한 선행연구로 박태일, ｢새 발굴 자료로 본 정지용의 광복기 문학｣, �어문학� 83, 

한국어문학회, 2004, 168~169면. 

180) �시문학� 이후 �가톨릭청년� 문예란 주간 당시 정지용은 시단의 외곽에서 인상 깊은 

시를 창작하는 시인들을 언급하면서 이들을 조선시단에 “발 고이고 선 해오라비 무리”(｢

내가 감명깊게 읽은 작품과 조선문단과 문인에 대하여｣, �중앙일보�, 1933.1.1.)에 빗대

었다.

181) 최태응(1962); 김학동 또한 정지용이 문학가동맹에 가입한 이유는 우의로 인한 것이었으리

라고 보았다.

182) 최동호, ｢시문학파의 문학사적 의미망과 정지용｣, �한국시학연구� 34, 한국시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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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183)

  외재화되지 않은 우정의 감정공동체에 접근하기 위해 본 소절에서는 정지용이 �

백록담�을 준비하던 시기인 1930년대 후반에서 1940년대 초반 사이 연작 형태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던 우정론적 사유와 그 결과물을 ‘우정텍스트’라는 범

주로 제시하고자 한다.  

友情이란 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友情이란 戀情도 아니

오 同好者끼리 즐길 수 있는 趣味에서 반드시 親舊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서령 

政見이 다를지라도 극진한 벗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가. 더군다나 氣質이나 利害

로 友情이 설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밝은 事實이다.184)

박용철 사후의 일을 다룬 수필 ｢서왕록｣ 상편에서 정지용은 우정이 정견을 초월해 

성립하는 것이라는 초기문학 형성단계에서의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정이 

연정과 다르며 동호자적 취미, 정견, 기질, 이해관계로써 성립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이러한 깨달음은 박용철의 사후에 만시적으로 찾아온 것이다. 상대방과의 

우정을 느끼고 자각하는 순간의 만시성과 그로 인한 감정공동체의 사후구축성은 ｢

서왕록｣ 하편을 통해 좀 더 분명하게 제시된다. 

고인의 부음을 들었던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고인의 형제나 근친이 받아야 할 만

한 조위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다.

그의 덕을 조곰도 딿지 못하였고 우의에 충실하지 못하였음에도 고인의 지우가 그를 

아까워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기억된 줄을 생각하니 두려운 일이다. (...) 오즉 선인에

게만 허락되었던 우의에 내가 십년을 포용되었음을 깨달았을 적에 나는 한 일이 없이 

자랑스럽다. 나의 반생이 모르는 동안에 보람이 있었던 것이로구나!185)

｢서왕록｣의 하편에서 정지용은 우의란 ‘덕(德)’의 상호성을 기반으로 성립되는 것이

며,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과도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박용철과의 만남과 헤

어짐이 있었던 무렵의 정지용은 우정이라는 상호성의 감정에 최상의 가치를 부여

해나가고 있었던 것이다.186) 이어서 정지용은 두보의 시를 인용하여 우정에 대한 

183)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184) 정지용, ｢서왕록 (上)｣, �조선일보�, 1938.6.5; 정지용, �지용문학독본�, 박문출판사, 

1948, 34면.   

185) 정지용, ｢서왕록 (下)｣, �조선일보�, 1938.6.7; 정지용, 앞의 책, 37면. 

186) 박용철과 정지용의 관계를 ‘시문학파’의 관계망을 벗어나 예술적 사유의 공동체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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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의 平靜을 향한 여행―｣, �한국현대문학연구� 9, 한국현대문학회, 2001 참조. 신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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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각이 ‘짙은 꽃 속에 감춰진 뻐꾸기의 울음소리’와도 같이 사후구축적이고 만시적

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표현하였다.187)

  ｢서왕록｣은 박용철이 세상을 떠난 1938년의 것이지만, 정지용의 우정론에 관한 

사유는 병세의 전조를 보이던 “喆”과 함께 금강산을 유람하던 때로부터 시작된 것

이었다. 박용철과의 금강산 유람을 다녀온 이듬해에 ‘수수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

고 이후 산문집에 수록되면서 개제된 수필 ｢내금강소묘 1~2｣가 그것이다. 

  喆이는 입술이 점점 노래지고 이마에 구슬땀이 솟아 송송 매여달린 품이 암만해도 

만만하지 않은데 그래도 개실개실 딸아온다. 長安寺에서 먹은 그 시커먼 냉면이 살어오

르는 모양이나 이 사람이 벌써부터 이러면 내일 毗盧峯을 넘을가가 문제다. (……) 

  개온히 씻고났다느니보담 몸을 새로 얻은듯 가볍고 신선하여 여관방에서 결국 밥상

을 혼자 받게되었다. 머얼건 죽만 몇번 마시고 나서 뀅한 눈으로 밥상을 살피어보는 喆

이의 등뒤에 그림자는 장승처럼 구부정 서 있다. (……)

  소리라고는 바람도 자고 뒷뜰 홈으로 흘러 떨어지는 물이 쫄쫄거릴 뿐이요 그래 좀 

후렷한가 물어보면 좀 낳은 것 같어이, 그래 내일 毗盧峯 넘겠는가, 하면 넘지 넘어, 

이야기하며 먹노라니 벅차게 큰 튀곽이 유난히도 버그럭 소리가 나는 것이었다.188)

자신은 먹지 못하면서 건강한 사람의 식탁을 지켜주는 벗과 그러한 벗을 애연스러

워하는 마음으로 마주대하는 ‘나’의 이자 구도는 이 수필의 의미가 유람기에 머무

는 것이 아니도록 한다. 비로봉을 향해간 산행의 여정과 함께 제시되는 것은 위의 

장면처럼 ‘나’와 벗 사이의 감정이 오고갔던 내금강에서의 또 다른 내면풍경이다. 

  ｢내금강소묘｣에서 출발한 정지용의 ‘우정텍스트’는 이후 다수의 우정론류 수필과 

기행산문, 그리고 시의 형태로 정착된다. ‘우정텍스트’는 1938년에서 1941년 사이

에 집중되어 있으며, 시집단위의 시간상으로 이는 �백록담� 준비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189)

  정지용의 ‘우정텍스트’는 수필, 기행산문, 시의 세 층위에 걸쳐 나타났다. 기행산

문과 수필이 비교적 짧은 시간차 속에서 긴밀히 상응하면서 벗의 앓음과 죽음에 

대한 현실 맥락을 환기하고 있었다면, 후행하는 시의 차원에서는 이러한 현실 맥락

은 박용철 사후에 창작된 정지용의 수필과 여행기를 우정을 동반한 예술적 사유의 확산

이라는 맥락에서 바라보았다. ‘산수시’로 논의되어온 정지용의 후기시를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이 제시된 것이다.    

187) ｢서왕록｣ 하편을 “본격적인 애도의 글”로서 분석한 신범순은 이를 고인에 대한 시인의 

슬픔의 소리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았다. 신범순, 위의 글, 195면. 

188) 정지용, ｢수수어 Ⅱ-3｣, �조선일보�, 1937. 2. 16~2. 17; 정지용, ｢내금강소묘 (1)~(2)

｣, �지용문학독본�, 박문출판사, 1948, 91~96면. 

189) �백록담� 준비기의 정지용은 한 축에서 시론을 연재하는 한편, 다른 한 축에서는 ’우정

텍스트‘를 집적하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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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상황이 시적으로 재맥락화되고 있었다. 이처럼 수필과 기행산문의 층위에서 

현실 맥락의 내용들이 긴밀히 상호보충되고, 이것이 다시 시적 맥락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통해 세 작품군 사이에서는 연작관계가 형성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를 하나

의 ‘우정텍스트’라는 범주 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해방 이전 정지용의 ’우정텍스트‘(1937~1941)>

이처럼 정지용의 ‘우정텍스트’는 긴밀한 대응관계 속에서 전개되고 있었다. 이는 

정지용의 우정이 지나간 시간 속에 고적하게 머무는 감정이거나 우정과 관련된 현

재적 사건의 일시적인 반영이 아니라, 시인으로 하여금 그것을 매개로, 또 시작점

으로 �백록담�이라는 정점을 향해 뻗어나갈 수 있게 하였던 시적 사유의 한 방편

이었음을 의미한다. 

  정지용의 ‘우정텍스트’는 수필과 기행산문에서 다루어진 현실 맥락을 시적인 차

원으로 상승시키는 수필/기행산문-시의 연작관계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우

정텍스트’의 마지막에 놓이는 ｢꽃과벗｣이 다시금 그것과 가장 긴밀히 대응되는 기

행산문인 ｢내금강소묘｣의 현실맥락을 강하게 환기시킴으로써 ‘우정텍스트’의 독자

로 하여금 ｢내금강소묘｣→｢꽃과벗｣→｢내금강소묘｣로 순환하는 하나의 영속적인 세

계를 경험하게 한다. 

  정지용의 ‘우정텍스트’가 퇴영적인 감정을 다룬 단편들이 아니라, 시작과 끝이 

서로 이어지며 영속하는 하나의 세계였다고 할 때, 그러한 순환의 연결고리를 보다 

강화하는 텍스트로서 ｢우산｣(1939. 4)190)이라는 수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산

｣은 박용철이 세상을 떠난 1938년 봄날로부터 한 해 뒤에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

러한 시차에도 불구하고 ｢우산｣이라는 수필은 정지용의 ‘우정텍스트’가 1938년의 

애도여행에 따른 기행문 이후로도 지속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표지가 된다. 뿐만 

190) 정지용, ｢우산｣, �동아일보�, 1939.4.16; 정지용, �지용문학독본�, 박문출판사, 1948, 

38~41면. 

수필 기행산문 시

수수어(조선일보, 1937.2.14, 16.)

날은 풀리며 벗은 앓으며(조선일보, 1938.2.17.)

남병사 칠호실의 봄((동아일보, 1938.3.3.)

서왕록 상(조선일보, 1938.6.5.)

서왕록 하(조선일보, 1938.6.7.)

남유연작(조선일보, 1938.8.6.~8.19.)

남유연작(동아일보, 1938.8.23.)

다도해기(조선일보, 1938.8.23.~30.)

우산(동아일보, 1939.4.16.) 백록담(1939.4)

꽃과벗(1941.1)



- 61 -

아니라 ｢우산｣은 같은 시기에 발표된 시 ｢백록담｣, 그리고 마지막 ‘우정텍스트’ 시

편인 ｢꽃과벗｣(1941.1)과의 상호텍스트성을 보임으로써 이전까지의 ‘우정텍스트’들

과 ｢백록담｣ 및 ｢꽃과 벗｣ 사이를 긴밀하게 매개한다.  

  지금까지 ｢우산｣은 정지용과 박용철의 관계나 ‘우정텍스트’의 차원에서 주목되지 

않았다. 박용철 사후로부터 일정한 시차 뒤에 발표된 것일 뿐 아니라 일견 이 수

필은 우산의 공동소유를 제안하는 풍속적인 내용처럼 읽히기 때문이다. 우산은 부

서지기보다는 유실하는 일이 많고, 가지고 다니기 거추장스러우므로 “우산에 대한 

소유관념을 일체 해소하되 그것이 아주 풍습”이 될 수 있도록 집집마다 행인을 위

한 우산을 구비해두자는 묘안이 제시되기도 한다.191)

  그러나 ｢우산｣은 우정에 관한 사유를 우산의 공동소유에 관한 주제와 시적인 방

식으로 미묘하게 교직시키고 있는 텍스트이다. 정지용에게 산문은 줄글이라는 형태

상의 개념이 아니라 ‘정신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글’이라는 고차원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었음을 염두에 둘 때, 두 가지 주제가 입체파적으로 교직된 ｢우산｣은 제목과 

표면적인 주제 속에 감춰진 ‘우정’의 사유를 ‘느끼게 하는’ 글이라 할 수 있다. 이 

수필이 훗날 해방공간의 산문집에 재수록될 때 박용철 생전의 병문안기와 나란히 

수록된 사실은 이러한 우정의 맥락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무리 피한대도 비에 젖지 않을 수 있습니까.

(……) 열두시 막전차에서 나리어 한 십분 남짓 걷는 호젓한 길에서 다시 젖을지라도 

벗과 헤여진 후 우산이 새로 그리울 것이 있습니까.192)

｢우산｣은 우산의 공동소유에 관한 주장 사이로, 쏟아지는 비에도 우산이 아쉽지 않

게 하는 벗과의 만남을 다루고 있다. ‘나’는 ‘비에는 젖지 않을 수 없다’와 ‘벗을 

만나고 난 뒤에는 우산이 새로 그리울 것이 없다’는 자신의 생각을 우산에 관한 

풍속적인 생각 사이에 설의법의 형태로 드러내고 있다. 설의법의 동일한 구조와 리

듬을 가진 문장을 시의 운(韻)처럼 산문 속에 배치함에 따라 두 구절은 서로 연결

되어 읽히고, 이에 따라 우정의 주제가 시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두 구절을 연결하

여 읽을 때 그것은, ‘비에는 젖지 않을 수 없으며, 벗과 만난 뒤에는 우산이 새로 

그리울 것이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비’는 피해보려야 피할 수 없는 것이며, 

‘벗’과 함께 보낸 시간은 우산의 필요를 상쇄해 버릴 만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비’

191) “雨傘에 對한 所有觀念을 一切 解消하되 그것이 아주 風習이 되야만 하겠읍니다. 그

리자면 있던 雨傘이 나갈것이오 다른데서 들어올것이요 나갔던것이 도로 돌아올 것입니

다.” 정지용, 위의 글, 39면. 

192) 정지용,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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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벗’은 현실적으로는 성립되지 않는 시적인 유비관계 속에 놓이게 된다. 

  이 같은 우정관계에서의 충일감이 수필 ｢우산｣의 풍속화 속에 교직되어 있다. 

“막전차”가 이르도록 벗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우산이 필요없어지는 데서 우산의 

소유 방식을 논하던 표면적인 주제는 이반된다.193) ‘비’의 의미가 시적으로 재맥락

화된 데 이어서, 이 수필의 화자는 ‘병’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내리게 된다. 화자에 

의해 ‘병’은 질병이라는 1차적인 의미를 벗어나 ‘다정(多情)이 병’이라는 문맥으로 

재정의된다. 

(...…) 심신이 더욱 구즐구즐하여 다시 껑충거리며 몇집 뛰어건느기로 하는데 우연히 

만나서 도모지 떨어지지 못하는 것이 병입니다. 

병은 만나서 떨어지기 싫은데 있습니다. (……) 심신이 더욱 구즐구즐하여 다시 껑충거

리며 몇집 뛰어건느기로 하는데 우연히 만나서 도모지 떨어지지 못하는 것이 병입니다. 

봄비에 젖은 몸을 결국 주량으로 말리워 다시 입게 되는 것이니 우산을 아침에 아니갖

고 나와서 낭패본일이란 실로 근소하고 결국 만나기만 하면 십년 못보았다 본 것처럼 

좋은 것이 병입니다.194)

벗을 만나서 “떨어지기 싫은” 것이 병이며, 언제 다시 만나더라도 “십년 못보았다 

본 것처럼 좋은 것”이 병이라는 진술이 이어진다. 따라서 그것은 질병이라는 의미

를 초과해 버린다. 앞서 ‘비’와 ‘벗’의 유비관계가 반복되는 설의법의 구조 속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병’을 재정의하는 구절 또한 반복되면서 ‘다정병’이라는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수필 ｢우산｣은 이로써 우정에 관한 사유가 내밀히 반복되고 있는 

텍스트임이 드러난다. ‘우정텍스트’라는 범주 속에서 ｢우산｣은 ‘우정을 병들고 우정

을 비맞기를 택한 자’의 시가 된다.  

  ｢우산｣은 해방 후 정지용의 산문집 �지용문학독본�(1948)으로 재수록되는 과정

에서 박용철 병문안기와 나란히 수록되었다. 병문안기로부터 한 해 이상의 시차가 

있는 ｢우산｣을 두 편의 병문안기와 나란히 수록한 이유는 무엇인가. 서로 다른 의

미의 ‘병’을 소재로 한 두 편의 병문안기와 ｢우산｣을 나란히 수록하고, 그 가운데

에서도 ‘다정병’에 관한 수필인 ｢우산｣을 마지막 순서로 배치한 것에서 정지용이 

‘병’의 의미를 재정의한 것은 박용철을 위한 것이었음이 드러난다. 

  한편, ｢우산｣은 같은 달에 발표된 ｢백록담｣, 그리고 ｢백록담｣과 ‘애도’와 ‘초혼’

의 측면에서 하나의 연작관계를 이루는 시 ｢꽃과벗｣에 대하여 상호텍스트성을 보

193) 이것은 우정의 맥락을 동원하여 ‘공동체’라는 주제를 심화시키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

다. 이러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다만 여기에서는 작품 전반부에 이면화되어 있

던 우정의 주제가 표면화되는 지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194) 정지용, 위의 글, 같은 면. 



- 63 -

인다. 동일한 장면이 세 작품 사이를 각각 매개하고 있다.  

아무리 피한대도 비에 젖지 않을 수 있읍니까. 미리 우장을 하고 나선 것도 아니고, 남

의 상점 문어구에서 열없이 오래서기도 게면쩍은 일이요 다시 우줄우줄 걸어나서자니 

비를 놋낫 밪게 됩니다. 

쉼없이 비를 맞는 것을 ‘놋낫’이라는 부사어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 ｢우산｣의 한 장

면이다. 가느다란 직선 형태로 늘어뜨려진 노끈이란 의미로 추정되는 ‘놋낫’195)은 

같은 달 �문장�(1939.9)에 발표된 시 ｢백록담｣에 또 한 번 나타난다. 

8

고비 고사리 더덕순 도라지꽃 취 삭갓나물 대풀 석이 별과 같은 방울을 달은 고산식물

을 색이며 취하며 자며 한다. 백록담 조찰한 물을 그리여 산맥우에서 짓는 행렬이 구름

보다 장엄하다. 소나기 놋낫 맞으며 무지개에 말리우며 궁둥이에 꽃물 익여 붙인채로 

살이 붓는다.196)

‘놋낫’ 비를 맞는 장면을 통해 ｢우산｣과 ｢백록담｣ 사이에는 상호개방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이처럼 ‘놋낫’이란 표현이 반복된 것은 다만 무의지적인 표현의 반복인 

것일까?  

  다시 수필 ｢우산｣으로 돌아와서 볼 때, 벗과 함께 따뜻한 곳으로 자리를 이동하

는 상황과 그곳에서 벗의 ‘얼굴’을 바라보았던 장면은, 주림을 피해 짐승의 동굴을 

찾아가고 그곳에서 벗의 ‘얼굴’을 바라보는 ｢꽃과벗｣의 시적 상황으로 재맥락화되

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전등이 켜지고 벗의 얼굴은 불처럼 붉어지고 구변이 점점 유창하여지고 취기가 바야흐

로 난만할 적에 밤이 깊어가는 것을 잊을만 할지라도 밖에 나리는 봄비가 굵어가는 것

을 들을 수 있읍니다. 열두 시 막전차에서 나리어 한 십분 남짓 걷는 호젓한 길에서 다

시 젖을지라도 벗과 헤여진 후 우산이 새로 그리울 것이 있읍니까. 그저 맞으며 걷지

요. 꽃이 한창 어울리노라고 오는 칩지 않은 봄비에 다시 젖으럅니다. 

｢우산｣의 이 장면은 “삽시 엄습해 오는 비ㅅ낯”으로 “김승”도 버리고 간 석굴로 

찾아들어가는 ｢꽃과벗｣의 상황, 그리고 그곳에서 벗의 ‘얼굴’을 바라보는 장면과 

중첩된다. 

195) 최동호, �정지용사전�, 고려대학교출판부, 2003, 68면. ‘놋낫’ 항목 참고. 

196) 정지용, ｢백록담｣, �문장�, 1939. 4; 정지용, ｢백록담｣, �백록담�, 문장사, 194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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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시 掩襲해 오는 

비ㅅ낯을 피하야, 

김승이 버리고 간 石窟을 찾어들어, 

우리는 떨며 주림을 의논하였다.

白樺 가지 건너 

짙푸르러 찡그린 먼 물이 오르자, 

꼬아리같이 붉은 해가 잠기고,

이제 별과 꽃 사이 

길이 끊어진 곳에 

불을 피고 누었다.

(……)

높이 구름우에 올라, 

나릇이 잡힌 벗이 도로혀 

안해 같이 여쁘기에, 

눈 뜨고 지키기 싫지 않었다.197)

｢우산｣과 ｢꽃과벗｣의 관계를 이처럼 ‘우정텍스트’의 긴밀한 상호개방성 속에서 파

악할 수 있다고 할 때, ｢우산｣과 동시기에 발표된 ｢백록담｣의 ‘놋낫’은 단순한 표

현의 반복이 아니라, 벗을 만나러 가는 길에 “놋낫” 맞았던 비의 기억을 환기시키

는 장면, 곧 산정을 향해가면서 우정이라는 지상의 맥락을 동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면상 한 사람의 등정으로 이루어진 ｢백록담｣에서 그러한 등정의 과정이 

‘장엄한 행렬’이라는 복수태로 제시된 것은 자연물들과 함께 그러한 영적 우정의 

맥락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우정텍스트‘의 맥락 속에서 바라볼 때 이처럼 ｢백록담｣과 ｢꽃과벗｣은 ’우정텍스

트‘가 유계를 향해 꺾어지는 지점, 곧 대상에 대한 초혼의 정서를 동반하는 일종의 

초혼가로 재맥락화되는 장면을 보여준 것이라 이해된다. ｢백록담｣과 ｢꽃과벗｣은 함

께 다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우정텍스트‘의 맥락에서는 우정론의 사유가 

강력하게 제시된 수필 ｢우산｣과 긴밀히 대응되고 있을 뿐 아니라 누군가의 ’얼굴

‘을 들여다보는 행위에서 서로 연결된다.198) ｢백록담｣에서 호수에 비친 것이 ’쓸쓸

197) 정지용, ｢꽃과벗｣, 앞의 책, 36~37면(강조-인용자).

198) ｢꽃과벗｣과 함께 ｢신작정지용시집: 도굴｣로 나란히 발표된 ｢나븨｣에도 또한 유리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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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얼굴‘이었다면 ｢꽃과벗｣에서 그것은 ’벗의 얼굴‘로 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는 정지용이 ’우정텍스트‘를 통해 새롭게 창조하고 도달한 세계의 정점에는 잃어버

린 벗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정지용은 ’우정‘이라는 지상의 관점을 가지고 

천상이라는 유계의 공간을 시적으로 창조해낸 것이다. 이는 지옥과 연옥을 거쳐서 

사랑하는 연인이 거소한 장소로 향해가는 과정을 다룬 ’신곡‘적인 공간이기도 하

다. 일찍이 정지용은 지상과 천상, 육체와 정신에 대한 존재통합적인 관점을 단테

에게서 확인한 바 있다. 

단테는 정신적인 세계를 묘사할 때 지상적 관점을 결코 잊지 않았다.199)

이는 초기문학의 형성단계에서 정지용이 윌리엄 블레이크의 상상력에 관한 논문에

서 언급한 내용이다. 해당 논문에서 정지용은 단테와 밀턴, 특히 “지상의 사물들”

을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었던 단테를 블레이크의 선구자로 평가하였다. 이것이 의

미하는 바는, 정지용이 단테나 블레이크의 수용자였음이 아니라 그들 간의 계보적 

관계를 알아보았으리만큼 지상적 관점과 정신적 세계의 길항관계에 주목하고 있었

던 시인이었다는 점이다. 정지용의 ’우정텍스트‘는 유계의 차원을 시적으로 재맥락

화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간 것이며, ｢백록담｣을 단테의 �신곡�의 연옥편과 흡사한 

구조로 구성함으로써 정지용은 ’우정텍스트‘로서의 ｢백록담｣에 유계로의 상승이라

는 맥락을 부여하고 있었다.    

  피렌체의 몰락한 귀족가문에서 태어난 단테가 소년 시절에 만난 베아트리체는 

시인의 전생애를 이끌어갈 만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로, 단테는 �새로운 인

생�을 통해 베아트리체로부터 느낀 슬픔, 기쁨 등의 감정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고

귀한 영역으로 이끌어올리고자 하였으며, 대서사시 �신곡�에 이르러 베아트리체를 

고귀한 형상으로 재탄생시켰다.200)

  �신곡�의 연옥편은 아홉자락의 단계를 거쳐 지상낙원에서 신성한 연인 베아트리

체와 재회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백록담｣은 “일편낙토”, 곧 한라산 산정 

위의 지상낙원을 향한 등정 과정을 9개의 연으로 형상화하고 있다.201) 이처럼 유

붙은 나비를 바라보는 장면이 있다. 이는 ‘얼굴’을 들여다본다는 동일한 모티프가 세 작

품 사이를 순환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199) 정지용,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에 있어서의 상상력｣, 김구슬 역, 최동호 편, �정지용전

집 2�, 서정시학, 2015, 369면. 

200) 단테 알리기에르, 박우수 역, ｢작품해설｣, �새로운 인생�, 민음사, 2005 참조. 

201) �신곡�의 연옥편 역시 지상낙원을 향해 상승하는 비탈의 구조를 보이며 9개의 권역으

로 이루어져 있다. 이 글에서 참고한 �신곡�의 번역본은 단테 알리기에르, 한형곤 역, �

완역 신곡�, 서해문집,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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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향한 상승이라는 맥락이 형성됨에 따라 ｢백록담｣은 죽은 벗 박용철을 암시하

는 인물의 얼굴을 ’안해‘, 곧 내 안의 또다른 나와 같이 바라보는 ｢꽃과벗｣에 선행

하는 초혼적 텍스트가 된다. ｢백록담｣과 ｢꽃과벗｣을 이처럼 ’우정텍스트‘라는 맥락 

속에서 마주세울 때, 죽은 박용철을 애도하는 여행의 마지막 순서였던 한라산 등정

을 다룬 ｢백록담｣은 극목(極目)하는 장소인 국토 끄트머리의 ‘일편낙토(一片樂土)’

에 다다라 생전의 박용철과 함께 내금강에서 느꼈던 ‘함경도 바람 같은 것’을 그가 

없는 만시성 속에서 다시 불러들이는 초혼의 노래로 재해석된다. 

  ｢백록담｣(1939)과 유사하게 산정을 향해가는 상승의 과정을 보이면서202) 박용철

과의 내금강 유람의 기억을 복기하는 작품으로 해석될 수 있는 ｢꽃과 벗｣(1941)이 

｢백록담｣ 이후 순서로 쓰일 수 있었던 것은 ｢백록담｣이 이처럼 초혼의 텍스트로 

선행했기 때문이다. 

철이는 입술이 점점 노래지고 이마에 구슬땀이 솟아 송송 매여달린 품이 암만해도 만

만하지 않은데 그래도 개실개실 딸아온다. 장안사에서 먹은 그 시커먼 냉면이 살어오르

는 모양이나 이 사람이 벌써부터 이러면 내일 비로봉을 넘을가가 문제다. (…) 내일 낮

쯤은 우리 다리가 간조롱히 하늘 끝 낮별 가장자리를 밟겠고나. (…) 산 그림자가 갑자

기 어두어지며 등에 흠식 젖은 땀이 선뜻선뜻하여 8월 중순 기후가 벌써 춥다싶이 하

다.203)

한해ㅅ여름 팔월하순 닥어서 금강산에 간적이 잇섯스니 (…) ｢비로봉｣ ｢구성동｣ ｢옥류

동｣ 세편을 죽도록 앨써 어더 기록하엿더니 그중에도 제일 아까운 ｢옥류동｣ 1편을 용

철이가 가저다가 분실하여 버렸다.204)

｢꽃과벗｣의 맥락과 긴밀히 대응하는 기행산문이자 ‘우정텍스트’의 시작이기도 한 ｢

내금강소묘｣에서 정지용은 비로봉에 오르는 일을 ‘하늘의 낮별 가장자리 밟는 일’

이라 표현하였다. 이 장면은 ｢백록담｣과 ｢꽃과 벗｣의 한 장면으로 이어진다.205)

1

202) �백록담� 시편에 나타난 상승의 과정에 주목한 신범순은 정지용의 후기시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명칭인 ‘산수시’를 ‘산행기’와 같은 등정의 과정을 내포하는 명칭으로 수정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203) 정지용, ｢수수어 Ⅱ-3 (내금강소묘 1·2)｣, �조선일보�, 1937. 2. 16~2. 17; 정지용, 김

학동 편, �전집� 2, 민음사, 2003, 46~51면.

204) 정지용, ｢수수어 Ⅲ-2｣, �조선일보�, 1937. 6. 9; 위의 책, 57면. 

205) �신곡� 연옥편의 산 꼭대기에 위치한 지상낙원은 신성한 연인과 함께 천체에 오르기 

위한 장소라는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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絶頂에 가까울수록 뻑국채 꽃키가 점점 消耗된다. 한마루 오르면 허리가 슬어지고 다시 

한마루 우에서 목아지가 없고 나종에는 얼골만 갸옷 낸다본다. 花紋처럼 판박힌다. 바

람이 차기가 咸鏡道끝과 맞서는 데서 뻑국채 키는 아조 없어지고도 八月한철엔 흩어진 

星辰처럼 爛漫하다. 산그림자 어둑어둑하면 그러지 않어도 뻑국채 꽃밭에서 별들이 켜

든다. 제자리에서 별이 옮긴다. 나는 여긔서 기진했다.206)

이제 별과 꽃 사이

길이 끊어진 곳에

불을 피고 누었다.207)

이러한 상호텍스트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벗과 일곱 걸음 차를 두고 산에 

올랐던 과정이 ｢꽃과벗｣(1941)을 통해 오래된 기억 속에서 다시 쓰이는 과정208)에

는 또 다른 ‘우정텍스트’로서 ｢백록담｣과 ｢내금강소묘｣가 선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꽃과 벗｣은 ｢내금강소묘｣와 ｢백록담｣에 이어지면서 기억 속에서 쓰

이고 있었던 시라고 할 수 있다. ‘신곡’의 맥락에서 말하자면 ｢백록담｣은 베아트리

체와 함께 천체에 오르기 위하여 지상낙원을 향해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며, ｢꽃

과벗｣에서는 베아트리체와의 재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백록담｣에서 ‘내’ 얼굴과 

포개어볼 수 없었던 ‘얼굴만한’ 형상을 ｢꽃과벗｣에서는 마주대하게 된 것이다. 

9

가재도 긔지 않는 白鹿潭 푸른 물에 하눌이 돈다. 不具에 가깝도록 고단한 나의 다리

를 돌아 소가 갔다. 좇겨온 실구름 一抹에도 白鹿潭은 흐리운다. 나의 얼골에 한나잘 

포긴 白鹿潭은 쓸쓸하다. 나는 깨다 졸다 祈禱조차 잊었더니라.209)

駱駝털 케트에 

구기인채 

벗은 이내 나븨 같이 잠들고, 

높이 구름우에 올라, 

나릇이 잡힌 벗이 도로혀 

안해 같이 여쁘기에, 

눈 뜨고 지키기 싫지 않었다.210)

206) 정지용, ｢백록담｣, �백록담�, 문장사, 1941, 14면(강조 인용자).

207) 정지용, ｢꽃과 벗｣, 위의 책, 37면(강조 인용자).

208) ｢백록담｣이 현재형과 과거형 종결어미가 혼재된 형태라면, ｢꽃과 벗｣은 오로지 과거형 

종결어미로만 이루어져 있다.   

209) 정지용, ｢백록담｣, �백록담�, 문장사, 1941, 17면(강조-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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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과벗｣의 ‘안해’를 ‘아내’의 의미로서가 아니라 본래 그것의 어원인 또 다른 내 

안의 내면적 자아, 곧 ‘나’의 타자성으로서의 우정이라는 의미에서 바라볼 수 있을 

때, ｢백록담｣의 ‘내 얼굴에 포개인 크기인 백록담’은 ‘다시 보고 싶었던 얼굴’이라

는 맥락을 갖게 된다. 

  ｢꽃과벗｣의 화자는 벗이 내게 보여준 우정의 가치를 최상의 것으로 상승시킨다. 

약한 것이 위엄스러운 것으로 전도됨에 따라 선후행의 관계 자체가 역전된다. 

일곱 거름 안에/ 벗은, 呼吸이 모자라/ 바위 잡고 쉬며 쉬며 오를제,/ 山꽃을 따,// 나

의 머리며 옷깃을 꾸미기에,/ 오히려 바뻤다.// 나는 蕃人처럼 붉은 꽃을 쓰고,/ 弱하

야 다시 威嚴스런 벗을/ 山길에 따르기 한결 즐거웠다.211)

화자는 자신을 번인처럼 만들어준 벗의 위상을 ‘약하고도 위엄스러운 존재’로 높인

다. 그리하여 다음 순간부터는 ‘내’가 ‘벗’을 따르는 구도가 된다. 이러한 역전 구

도와 함께 전환되는 것은 시간의 축이기도 하다. ｢꽃과벗｣을 통해 다시 ｢내금강소

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이러한 시간축의 전환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꽃과 벗｣

을 입구로 ｢내금강소묘｣에 이른다. ‘우정텍스트’의 정점에서 정지용은 우정에 최상

의 가치를 부여하고, 약한 것을 위엄스러운 것으로 전도시키며, 시간의 축을 되돌

림으로써 유계의 존재를 ｢내금강소묘｣로부터 영원히 순환하는 ‘우정텍스트’ 속에 

존재하게 하였다. 

  한편, ｢꽃과벗｣은 ｢신작정지용시집｣(�문장�, 1941. 1)의 맥락 속에서 발표된 것

이다. 자신의 병세를 돌보기보다 ‘나’를 “꾸미기에” “오히려 바뻤”던 벗의 형상, 곧 

시인으로 자신의 머리를 올려주었던 박용철의 존재를 환기하는 이 작품은 말하자

면 작품 활동의 기반이 “악화일로”212)를 치달은 일제 말기 정지용의 새로운 양식

의 하나로서 제출된 것이다.213)

210) 정지용, ｢꽃과벗｣, 위의 책, 37면(강조-인용자). 

211) 정지용, ｢꽃과 벗｣, �백록담�, 문장사, 1941, 34~35면(강조-인용자). 

212) 지용, ｢조선시의 반성｣, �문장� 3권 5호, 1948. 10. 

213) 박용철과 정지용의 금강산행기가 ｢꽃과 벗｣의 선행텍스트임에 착안한 연구로는 신범순

(2019). 북쪽기행을 마치고 돌아온 정지용은 소시집 분량의 ｢신작정지용시집: 도굴｣(�문

장�, 1941. 1.)을 통해 경험에 바탕한 서사적 서정시 여러 편을 2연1행의 자연시와 함께 

발표하였다. 이로써 서사적 서정시 경향을 지닌 ｢도굴｣ 시편들 간에는 실제 경험을 환기

하게 되는 읽기의 규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 설 때, ｢꽃과벗｣ 또한 

실제 경험인 금강산행을 시적으로 재맥락화한 시로 독해될 수 있다. 이 시를 자연시가 

아니라 실제 경험을 시적으로 재맥락화한 서정적 서사시로 독해하도록 하는 이 독특한 

배치의 원리는 정지용 스스로가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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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용의 문학세계 안에서 긴밀한 연작관계를 보이며 전개된 ‘우정텍스트’는 �백

록담�에서 멈춰버린 것일까. 그것은 시인에게 무엇으로 남았을까. 해방공간에서는 

정지용이 배치하고 편집한 산문집 �지용문학독본�과 �산문�이 출간되었다. 이 중 

해방 이전에 발표된 산문을 모으고 재배치한 것이 �지용문학독본�(박문출판사, 

1948)이다. 1948년 녹번리 은둔기의 정지용은 해방 이전의 ‘우정텍스트’들을 재배

치하고 있었다. 최초 발표 당시, 수필을 기준으로 그것은 두 편의 병문안기, ｢서왕

록｣, ｢우산｣의 순서였으나, 해방공간의 정지용은 ｢우산｣을 병문안기와 나란히 세 

편의 ‘병문안기’로 배치시키고, 그 다음 ｢서왕록｣을 배치하는 묘를 발휘하였다. 우

정에 기꺼이 병드는 자신의 내면을 병문안기와 애도문 사이에 위치시킨 것이다. 이

는 언외의 차원에서 ‘우정텍스트’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정지용의 ‘우정텍스트’는 표면적으로 �백록담� 이후 멈춰버린 것처럼 보이는 해

방 전후의 정지용 문학이 갖는 내적 연속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해방공간에서는 

언외의 작가적 수행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해방공간에서 이루어진 언외의 작가적 수행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면은 정지용이 남해기행 중에 청마에게 헌정한 미발표 시화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다. 

(......) 복원된 생가 옆에 세워진 장대한 이층 기념관 안에 원본, 육필, 사진, 편지 등과 

함께 전시된 표구된 거대한 시화 한 편. 제일 높은 곳에 놓여 기념관 전체를 굽어보고 

있는 시의 제목은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그림은 모란 꽃밭, 수묵화. 시 제목 

앞엔 '위청마(爲靑馬)'라 적혀 있었소. 누가 청마에게 준 것일까. 가까이 가서 서명을 

눈여겨볼 수밖에. 그림은 청계(靑谿), 글씨는 정지용이 아니겠는가. 날짜는 경인(庚寅, 

1950)년 5월.214)  

전향 후 선무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정지용의 남해기행은 기행문의 형태로 신

문에 발표되었다. 그러나 텍스트로 정착되지 않은 시화 한 편이 ｢모란이 피기까지

는｣이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그것은 과거의 문학적 동반자 관계를 잃어버린 

채 ‘찬란한 슬픔’을 다시 기다리겠다고 말하는 자의 심정이기 때문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즉 나의봄을 기둘리고 잇슬테요

모란이 뚝뚝 떠러져버린날

나는 비로소 봄을여흰 서름에 잠길테요

214) 김윤식, ｢지용과 청마의 술잔에 모란은 떨어지고-찬란한 슬픔, 북두(北斗)의 윤리감각

｣, �엉거주춤한 문학의 표정�, 솔, 20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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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月어느날 그하로 무덥든날

떠러져누은 꼿닙마저 시드러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최도 업서지고

뻐처오르든 내보람 서운케 문허젓느니

모란이 지고말면 그뿐 내 한해는 다 가고말아

三百예순날 하냥 섭섭해 우옵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둘리고잇슬테요 찬란한슬픔의 봄을215)

  ｢모란이 피기까지는｣의 시인이자 정지용-박용철과 함께 또 하나의 문학적 동반

자 관계축을 형성하였고 해방공간에서 정지용과 다른 길을 걸었던 김영랑은 1950

년 9월 서울 수복 당시 사망하였다. 정지용이 청계 정종여와 함께 위의 시화를 완

성한 날로부터 몇 달 뒤의 일이다. 정지용은 자신들이 모두 어떤 의미에서건 외부

화될 것을 예감한 것일까. 정지용은 일 년 가운데 삼백예순날을 제외한 ‘닷새’로 

상징되는 우정과 그것이 만들어낸 짧고 찬란한 문학적 삶, ‘시문학’적인 출발을 다

시 강력하게 희구하고 있었다. ｢남해오월점철｣ 시기의 정지용에게서는 극심한 외부

화를 경험한 문인으로서의 회복의 의지가 다분히 느껴진다. 공포와 분간되지 않는 

그러한 회복의 의지가 ‘모란’의 상징성을 통해 드러났다는 것은, 여전히 정지용에

게 새로운 세계를 향해가게 하는 것은 우정의 기억라는 것을 알게 한다. 경험적으

로 우정은 ｢우산｣에서 보듯 세계가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다가오도록 하는 것이었

으며, ｢백록담｣과 ｢꽃과벗｣에서 보듯 지상낙원에 이를 수 있게 한 그의 문학의 본

령이었기 때문이다.  

  본 소절에서 ‘우정텍스트’의 해방 전후의 연속성을 살펴본 결과, 정지용이 우정

론적 사유와 ‘우정텍스트’를 통해 도달한 인식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하나

는 우정을 자각하는 순간의 만시성에 따른 우정관계의 사후구축성이고, 둘은 우정

이 시인으로 하여금 세계를 새로운 의미로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그

것은 대상과의 만남이 불가능해진 음영적 현실에 이르러 사라진 것이 아니라 초혼

적 감정으로 증폭한다는 것이었다. 해방공간은 그러한 우정론적인 사유가 언외의 

측면에서 영속되고 있었던 장소였다. 해방 이전의 ‘우정텍스트’가 시인의 손을 거

쳐 한 권의 책 속에 나란히 수록되었으며, 정지용은 미발표 시화를 통해 우정으로 

지탱되었던 ‘찬란하고 슬픈’ 문학적 삶에 대한 희구를 드러내고 있었다. 해방공간

은 정지용의 문학의 본령인 우정이 지속되면서, 또한 음영과 교차하는 시기였다. 

215) 김영랑, 박용철 편, �영랑시집�, 시문학사, 1935. 제목 없이 45번 작품으로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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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방 전후 정지용과 윤동주의 감정공동체

  본 장의 1절을 통해 지기(知己) 감정에 바탕한 정지용의 비평가 감정공동체와 

‘우정텍스트’를 중심으로 해방 전후 정지용의 존재연속성을 살펴보았다. 본 장의 2

절에서는 해방공간에서의 음영적 현실과 교차한 정지용이 역설적인 창조에 도달하

는 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해방공간의 정지용이 경험한 음영적 현실은 세 가지로 

파악된다. 첫째로 그것은 세대론적인 의미에서 기성 시인들이 공통되게 겪었던 ‘창

조적 무기력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생산해야 했던 시인의 생활난이며, 

둘째로 그것은 ‘창조적 무기력증’을 극복한 원리로서의 ‘초혼적 글쓰기’와 그것의 

작가적 수행의 일환이었던 ‘해방기 문장파’의 활동이 금지되면서 창작활동이 불가

능해진 상황을 말한다. 셋째로 그것은, 이후 ‘소문의 벽’ 사이에서 전향에 의존하여 

글쓰기를 연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가리킨다. 해방공간의 정지용이 처한 이 같

은 상황은 단명한 동갑내기 시인인 구성(龜城) 시절의 소월과 겹쳐지는 것이기도 

하다.216)  

  첫 번째 음영의 단계에서 정지용은 해방 직후 세 편의 찬가에 멈춰버린 자신의 

‘창조적 무기력증’의 폐허 속으로 윤동주를 비롯한 이른바 ‘동생 시인들’을 불러들

인다. 작고시인들과 ‘동생 시인들’ 사이에서 파상(破像)의 지점에 자신을 위치시킨 

정지용의 파상력은 시인 발굴과 발견, 그리고 시 비평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었

다.217) 자신에 대한 진실의 오도와 치밀하게 설계된 ‘전향 장치’ 속으로 가파르게 

이어진 두 번째, 세 번째 음영적 현실 속에서도 정지용은 상호 이해의 감정에 기

반한 문인비평 글쓰기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자신의 파상력에 기반한 글쓰기를 하

나의 장르로 정식화하고 있었다. 자신을 파상(破像)의 지점에 위치시킨 정지용의 

이 같은 역설적 창조의 지점을 ‘초혼적 글쓰기’로 명명할 수 있다. 

  정지용에 의해 글쓰기로 양식화된 감정인 ‘초혼적 글쓰기’는 해방공간의 정지용

이 작고시인과 동생시인들 사이에서 매개자로서, 곧 초혼자로서 절실하게 운신한 

흔적이다. 또한, 여백의 존재들에 대한 ‘초혼적 글쓰기’로서의 존재연속론의 입장은 

이후 고석규의 ‘정신사적 소묘’와 김종길의 ‘시인표상시’로 이어진 해방공간 기성 

시인의 문학적 전통으로 의미화될 수 있다. 

216) 정지용의 전향기 시편은 차폐된 자아의 형상을 보여준다. 정지용의 전향기 시편에는 

구성 시절 소월이 안서에게 우송한 ｢차안서선생삼수갑산｣과 유사한 분위기가 나타난다. 

정지용은 견디듯 꾹꾹 눌러쓴 시의 형식적 단조로움과 이에 대비되는 나비 이미지로써 

자유로움에 대한 갈망을 함께 드러냈다. 이는 구성 시절 소월 시의 삼수갑산, 그리고 새 

이미지와 겹쳐진다. 

217) ‘파상력’에 대해서는 1.2. 연구의 시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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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정지용-윤동주의 자화상 감정과 상호생성적 관계

  최근 윤동주 연구의 흐름은 윤동주의 시세계를 일기와도 같은 사적인 영역의 기

록으로 바라보거나 ‘순수시인’이나 ‘민족시인’으로 역사화하며 이념적으로 사후표상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218) 점차 윤동주의 시세계를 문학사의 맥락 속에서 다루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윤동주의 시세계와 그 이행의 과정을 ‘1930년

대 시인’ 정지용과의 영향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방식 또한 유연해지고 용이

해졌다.219) 주로 그 관련성에 대한 논의는 윤동주가 1936년 봄 평양에서 구입하여 

연희전문학교 재학 시절까지 소장한 �정지용시집�(1935)과 윤동주의 시를 중심으

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구도 속에서 윤동주와 정지용의 영향관계에 관한 논의

는 선배시인에 대한 후배시인의 모방의 양상과 수정주의적 이탈의 과정을 다루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220)

  그런데 두 시인의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가 �정지용시집�이라는 단일한 대상으로

부터의 기법적인 영향의 수용이라는 구도 하에 이루어짐에 따라, 두 시인 사이에서 

더욱 폭넓고도 오랫동안 전개된 시적 사유의 상호작용의 측면은 주의깊게 다루어

지지 않았다. 두 시인의 영향관계는 �정지용시집� 이후로도 지속되면서 시적 사유

의 측면에서 상호 영향관계로 확장되었으며, 이는 주로 �문장�에 실린 정지용의 �

백록담� 준비기 작품을 마주보고 형성된 윤동주의 후기시(1940년 이후작)를 경험

한 해방공간의 정지용이, 윤동주의 ｢병원｣ 이후 작품들로부터 격동된 감정은 �백록

담� 준비기의 정지용 자신에 대한 만시적인 자화상 감정이었으리라는 것이 본 소

절의 요지이다. 

  그것이 홀로된 작업이기는 하였어도 1930년대부터 윤동주는 비문단 지대에서나

마 이미 정지용에 대하여 ‘소년시인-청년시인’의 보조를 맞춰나가고 있었을 뿐 아

니라,221) �문장�을 구독하면서 쓰기-읽기의 시차가 거의 없는 애독자의 자리에서 

정지용의 발표시와 산문을 스크랩해나가고 있었다.222) 윤동주는 연희전문학교를 졸

218) 이 같은 윤동주 문학 연구의 양분법적 시각에 대한 문제제기로는 김유중, �한국 모더

니즘 문학과 그 주변�, 푸른사상사, 2006, 327~328면; 허정, ｢윤동주 시의 정전화와 민

족주의 지평 넘기｣, �어문논총� 51, 한국문학언어학회, 2009, 572~573면 참조.

219) 두 시인의 시의식의 관련성에 주목한 대표적인 연구로 남기혁, ｢윤동주 시에 나타난 

윤리적 주체와 저항의 의미｣, �한국시학연구� 36, 한국시학회, 2013. 

220) �정지용시집�을 매개로 한 시적 영향관계에 집중한 최근의 선행연구로는 김응교, ｢윤

동주와 �정지용시집�의 만남｣, �국제한인문학연구� 16, 국제한인문학회, 2015; 김신정, ｢

정지용과 윤동주의 시적 영향관계｣, �배달말� 59, 배달말학회, 2016. 

221) 미성년의 윤동주는 연길교구에서 간행되던 �가톨릭소년�(1936.11;1937.1)에 시를 발표

하였다. 이는 경성교구의 정지용이 �가톨릭청년�의 문예란 편집주간으로서 시인들의 시

를 활자화하고 있었던 때와 가까운 시기이다. 1930년대의 소년시인-청년시인이라는 유비

는 이로부터 착안된 것이다. 

222) 윤동주의 독서방식과 범위에 대해서는 홍장학 편, �정본 윤동주 전집�, 문학과지성사, 



- 73 -

업하고 1942년 초 도일하기까지, 1941년 4월 �문장�이 폐간되는 것까지도 정지용

과 이태준의 독자223)로서 지켜보았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윤동주와 정지용의 관계가 비단 �정지용시집�

(1935)이라는 단일한 지점 위에서 완료된 것이 아니라 1930년대 후반과 1940년대 

초반까지도 진행되었으리라는 가능성이다. 이러한 가능성이 실제였음을 알게 하는 

자료로 윤동주의 장서 중 �정지용시집�에 남아있는 가필의 흔적을 들 수 있다. 이

는 단순한 낙서나 메모가 아니라 윤동주가 �정지용시집�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정

지용으로부터 받아들인 시적 사유의 흔적(trace)으로 보아야 한다. 

윤동주의 장서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정지용시집�에 수록된 정지용의 시 

｢태극선｣ 3연 아래에 ‘熱靜을 말하다’라는 메모가 보인다는 사실이 언급된 바 있

다.224) 그런데 이것은 ‘熱靜’이 단어로서 갖는 그 유일성과 특수성으로 인하여 윤

동주가 1930년대 후반 �문장�에 연재된 정지용의 시론 가운데 ｢시의 위의｣(1939. 

11)의 핵심을 자신이 이해한 바에 토대하여 두 글자의 한자어로 압축하고 �정지용

시집�에 가필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정지용시집�보다 시간적으로 후행하는 �문장� 수록 시론의 핵심을 �정지용시집

2005의 ｢작가 및 작품 연보｣(163~167면)와 윤일주, ｢선백의 생애｣, 윤동주, �하늘과 바

람과 별과 시�, 증보, 1955. 

223) 윤동주의 ｢화원에 꽃이 핀다｣는 주역의 ‘이상견빙지’의 괘를 시적으로 재맥락화한 것이

다. 이는 시인으로서 윤동주가, 이태준의 �패강냉�의 ‘현’을 통해 발화된 암울한 전망으

로서의 괘를 반전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이태준의 �패강냉�과 윤동주의 ｢화

원에 꽃이 핀다｣에 주목한 논의로는 김우창, �궁핍한 시대의 시인�, 민음사, 1977.

224) 김응교, 앞의 글, 107면(사진 강조-인용자). 사진 출처는 왕신영 외, �사진판 원본 윤동

주 전집�, 민음사, 2000의 제2부 사진판 자필 메모, 소장서 자필 서명. 이 메모는 정지용

에 대한 윤동주의 적극적인 독서의 양상이라는 맥락에서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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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필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윤동주와 정지용의 영향관계를 �정지용시집�이 발

표된 1930년대 중반 시점의 일로 제한할 수 없으며, 윤동주가 정지용에 대하여 관

계를 형성하는 방식이 지속적이었을 뿐 아니라 ‘가필’이라는 적극적인 행위를 동반

하는 것이었음을 방증하는 자료가 된다. 이는 ‘가필’이면서, 특정 시행의 아래에 붙

인 ‘주석’이기도 하다. 종이와 시행 위에 밀착된 가필 혹은 주석의 행위는 비평적 

거리를 소실시키며 정지용의 시집을 안았던 동시기 비평가 감정공동체의 태도와 

함께 묶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윤동주가 가필한 ‘열정(熱靜)’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열정(熱情)’을 

나타내는 글자가 아니라 ‘열(熱)’과 ‘정(靜)’을 조합하여 윤동주가 새롭게 만들어낸 

조어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지용의 시론 ｢시의 위의｣에서 시의 지침으로 

제시되었던 태도인 ‘안으로 열하고 겉으로 서늘옵기’라는 두 가지의 상반된 감각을 

압축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안으로 熱하고 겉으로 서늘옵기란 一種의 生理를 壓伏시키는 노릇이기에 심히 어렵

다. 그러나 詩의 威儀는 겉으로 서늘옵기를 바라서 마지 않는다. (……) 

  詩人은 俳優보다 다르다. 슬픔의 模倣으로 終始할 수 있는 動作의 技師가 아닌 까닭

이다. (……) 人生에 恒時 正面하고 있으므로 괘사를 떨어 人氣를 左右하려는 어느 겨

를이 있으랴. 그러니까 울음을 俳優보다 삼가야 한다. (……) 

  讀者야말로 끝까지 쌀쌀한대로 견디지 못한다. 作品이 다시 振幅과 波動을 가짐이

다.225)

정지용의 시론 ｢시의 위의｣가 단순히 감정을 노출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법의 차원

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시인이 “슬픔”을 “模倣“하는 자가 아니며 ”人生에 恒時 

正面하고 있”는 존재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임은 시인과 배우의 차이에 관하여 이

어지는 대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감정’을 경험하고 처리하는 시인과 배우의 

태도와 그 차이에 주목함으로써 정지용은 시인이 모방이라는 간접화된 방식이 아

닌 ‘슬픔을 항시 정면하고 있는 존재’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정지용은 이처럼 

인생에서 항시 슬픔을 정시하고 있는 시인이 “괘사를 떨”지 않고 오로지 작품 속

에 그러한 감정들을 응축시키면, 작품을 통해 드러난 “振幅과 波動”에 독자 또한 

“쌀쌀”함을 넘어서 공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따라서 정지용의 시론 ｢

시의 위의｣는 몸가짐으로서의 감정의 제어도 시의 기교 차원에 관한 지침도 아닌, 

인생의 정면을 응시하는 시인과 독자가 작품 속에 응축된 감정을 통해 서로 매개

225) 정지용, ｢시의 위의｣, �문장� 10, 1939. 11; 정지용, �지용문학독본�, 박문출판사, 

1948, 196~1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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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 교감의 세계에 관한 일종의 감정론, 감정시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윤동주가 ‘안으로 열하고 겉으로 서늘옵기’로서의 시인의 태도 혹은 그러

한 시인의 태도를 거쳐 작품 속에 진폭과 파동을 지닌 채 응축되어 있는 감정을 

‘熱’과 ‘靜’의 두 글자로 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정지용이 제시한 서늘함을 단지 

감각적인 서늘함, 감정의 배제상태에 관한 표현이 아니라 “人生에 恒時 正面하고 

있는 시”인의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의 의미로 이해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동

주의 ‘熱’은 정지용의 ‘熱하다’로부터 반복된 것이지만 정지용의 ‘서늘함’을 ‘靜’으

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윤동주가 정지용의 시론을 감정론, 김정시론으로 받아들

였으며, ‘서늘함’의 의미에 대한 표면적인 이해를 벗어난 깊은 이해의 수준에 도달

해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처럼 윤동주는 정지용의 감정론, 감정시론을 숙독하고 그 사유를 �정지용시집�

에 주석방식으로 적용해보며 ‘단권화하는’ 지속적인 이해와 대화의 과정을 거치면

서 시인에 대한 동반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는 두 시인의 관계가 작품 

내적인 차원에서 단방향적으로 성립된 것이 아니라 시인의 사유에 교감하는 방식

을 거치며 상호적으로 구축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그 상호성은 가필을 통

한 시집 단권화의 방식에서 보듯 작품을 창작하는 시인의 삶을 둘러싼 일상인으로

서의 삶의 차원에서 드러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해방공간은 �문장� 폐간기까지 각각 문단의 전방과 후방에서 시인-독자/

문학청년 혹은 청년시인-소년시인으로 존재했던 두 시인의 관계 혹은 구도가 상호 

영향관계로 확장되는 시간이었다. 해방공간의 기성 시인 정지용에 의해 윤동주가 

발견되고, 윤동주의 시와 시인됨에 정지용이 격동됨에 따라 두 시인의 영향관계가 

정지용→윤동주의 관계로 전도되고 확장되었으며, 이로써 해방을 전후로 두 시인 

간에는 상호관계의 연속성이 형성된 것이다. 이 같은 전도에는, 윤동주의 죽음으로 

인한 작고시인과 생존시인이라는 구도가 부가된 것 외에 본 절의 도입부에서 언급

한 것과 같이 해방 직후 정지용이 경험한 음영적 현실인 ‘창조적 무기력증’이라는 

상황이 개재되어 있었다. 해방 직후 상황시 세 편을 내놓았을 뿐인 정지용이 시와 

시인에 관하여 발언하게 되는 기점에 ‘윤동주의 일’이 있다.  

  윤동주 2주기(1947.2.16)를 앞둔 1947년 2월 13일, 윤동주 유고시편 중 하나인 

｢쉽게 씨워진 詩｣를 세상에 알린 것이 정지용이었음은 잘 알려져 있다. 1946년 10

월부터 �경향신문� 초대주간으로 재직 중이던 정지용은 같은 직장 내 조사반원이

던 강처중으로부터 윤동주 시고를 입수한 것이다.226) 윤동주의 연희전문학교 시절 

문우회 동기였던 강처중이 1942년 봄, 도일기의 윤동주로부터 우송받은 다섯 편의 

226) 송우혜, �윤동주평전�, 서정시학,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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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시227)가 그것이다. 

  추천형태로 윤동주를 소개한 1947년 이후의 정지용은 자신의 ‘창조적 무기력증’

에 격발되는 식으로 무기력증의 토로와 함께 신인 추천 형태의 시 비평과 신간평

을, 설정식과 이수형228)을 비롯한 ‘동생 시인들’을 향해 그 영역을 확장하여 전개

해 나가게 된다.  

시인 윤동주의 유골은 용정 동묘지에 묻히고 그의 비통한 시 10여 편은 내게 있다. 지

면이 있는 대로 연달아 발표하기에 윤 군보다도 내가 자랑스럽다. ― 지용

1947년 2월, ｢쉽게 씨워진 시｣를 처음으로 소개하고 윤동주 2주기 추도식에도 참

석한 정지용은 윤동주의 나머지 시 2편까지 ‘3회 추천’을 완료하였으며,229) 같은 

해 12월에는 윤동주의 아우인 윤일주와의 면담을 거쳐 초판본 윤동주 시집 �하늘

고 바람과 별과 시�의 서문을 작성하였다. 초판본의 자켓 표지 판화의 제작을 담당

한 이정(李靚)의 회고에 따를 때 시집 기획과 편집은 시집의 출간을 두 계절 앞둔 

시점부터 시작되었다.230) 말하자면 정지용의 시점에서 3회 추천과 추도식, 시집 기

획 및 편집, 서문 작성 등은 초판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1948.1)의 간행을 앞

둔 1947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일이며, 이는 정지용이 ‘윤동주의 일’을 지속적으

로 해나갔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해방공간의 정지용이 ‘윤동주의 일’을 돌본 것은 

초판본 시집의 서문을 작성하고, �경향신문�에 시를 소개하였다는 단편적 사실 이

상의 연속적이고도 확장된 작업, 작가적 수행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정지용이 윤동주를 추천형태로 3회에 걸쳐 공식적으로 소개한 일은 해방공간 정

지용의 작가적 수행 중 하나인 신인 추천의 맥락 속에 위치될 수 있다.231) 정지용

227) 편지는 교환의 회로를 벗어나 무한히 산포될 수 있으며, 가능한 모든 우연한 마주침에 

열려 있다. 유운성, ｢‘영화-편지’의 조건, 또는 ‘영화-편지’는 가능한가｣, �유령과 파수꾼

들―영화의 가장자리에서 본 풍경�, 미디어버스, 2018, 22면.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윤동주의 편지-시 또한 그것이 쓰일 당시에는 강처중을 수신인으로 하는 것이었지만 점

차 그러한 교환의 회로에서 벗어나 산포되는 ‘편지 예술’의 차원에 도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28) 이경수는 해방공간의 정지용이 설정식, 이수형, 윤동주 등의 시인들에게 애정을 나타낸 

까닭을 정지용 자신의 변모된 시관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경수의 논의는 해

방공간의 정지용이 이처럼 신진 시인들을 발견하고 긍정한 것을 해방공간의 시적 실천의 

차원에서 바라본 경우로서 주목된다. 이경수, ｢해방기 정지용의 시와 산문에 나타난 문학

의 정치성과 시적 실천의 문제｣, �우리어문연구� 57, 우리어문학회, 2017, 212-215면. 

229) 이 중 마지막 번째 시편은 정지용이 사직한 후에 게재되었다. 정우택은 추천 작업의 

연속성으로 미루어 정지용이 발표를 준비해둔 상태에서 사직한 것으로 보았다. 

230) 이주순(이정), ｢그날이 어제인데｣, 홍선웅, �표지 장정에서 출발한 판화가 이정 전시 도

록�, 소명출판, 2019, 68면. 

231) 정지용은 해방 이후로도 아동매체 �주간소학생�과 �어린이나라�뿐 아니라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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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윤동주의 시를 소개한 시기는 �경향신문�이 등단제도를 통해 신인작을 가리기 

시작한 때이기도 하였으므로, 정지용이 윤동주를 소개한 것은 단순한 소개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시인’에 대한 요청을 함의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232) 이 ‘새

로운 시인’으로 요청된 윤동주 시를 소개함에 있어서 정지용이 선자로 자신을 드러

내며 유독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은 신춘문예 심사평과 비교할 때 보다 명확

해진다. 신춘문예의 심사평이 투고작에 대한 다소 회의적인 어조와 함께 심사자의 

이름이 이니셜로 표기된 데 반하여,233) 윤동주 시의 소개만은 �문장�의 추천완료제

도를 따르듯 3회에 걸쳐 정지용 명의의 추천사와 나란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정

지용은 신인추천의 형태를 취하며 故 윤동주를 마치 살아있는 시인처럼 지명하고 

있었다. 윤동주를 통하여 정지용이 ‘신인’과 ‘故 尹東柱’라는 삶과 죽음 사이에 모

순적 대응관계를 구축한 것은 일찍이 그가 ‘우정텍스트’의 전개과정을 통해 그러한 

신념을 내비쳤던 것처럼, 과거로부터의 것, 유계로부터의 것이 현재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전개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베아트리체를 

지상-천체의 인도자로 형상화하고, 죽은 벗을 위엄스러운 존재로 상승시켰던 단테

와 정지용의 문학적 비전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정지용의 작가적 수행을 통해 해방공간에서 역전된 정지용과 윤동주의 독자-시

인의 관계에 있어서 또 하나 주목할 사실은 두 시인의 과거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

으로서의 윤동주의 후기시와 그 마지막에 놓이는 다섯 편의 유고시 ‘흰 그림자 시

편’의 존재이다. 앞서 인용한 윤동주 ‘추천사’에서 정지용은 시인의 “비통한 시 10

여 편”이 수중에 있음을 알렸다. 그것은 강처중을 통해 입수한 일본유학시절의 편

지-시 다섯 편을 포함한 윤동주의 후기시였다. 

  ‘흰 그림자’는 바로 그 다섯 편의 편지-시를 가리킨다. 초판본 시집에서는 윤동

주의 도일시기 유고작이 된 다섯 편의 시(1942년작)를 초판본 윤동주 시집의 제3

부로 묶으면서 그 중 한 편의 제목을 따서 ‘흰 그림자’라는 편제명을 붙이고 있는 

�문장�의 고선위원을 담당하면서 신진 시인들을 발굴하였다. 이는 해방 이전의 작가적 

수행과의 연속적인 양상이면서, 해방공간의 정지용이 ‘새로운 신인’을 요청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232) 1947년 1월 ｢門｣으로 신춘문예 시 부문에 입선한 김종길은 부상을 받기 위해 방문한 

경향신문사에서 까만 명주 두루마기 차림의 정지용을 처음 볼 수 있었다고 회고하였다. 

김종길, �시와 시인들�, 현대문학, 2004. 이는 정지용이 신문사 문예란의 주간으로 신인 

등단에 관여하고 있었던 일면을 보여준다. 정우택은 정지용이 윤동주 시에 관한 해설에 

자신의 명의를 밝히고 있을 뿐 아니라 �문장�의 3회 추천완료제를 의식하듯 3회에 걸쳐 

윤동주 시를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바로 이 지점에서 윤동주는 정지용에 의해 

해방공간에 새롭게 발견된 신인이자 해방 이전에 발견된 청록3인보다 더욱 주목받는 시

인이었다고 보았다. 정우택,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 초판본과 재판본의 사이｣, �한국

시학연구� 52, 한국시학회, 2017, 237~238면. 

233) ｢신춘문예당선발표｣, �경향신문�, 19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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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234) 정지용이 �문장�을 통해 시고를 발표하던 �백록담� 준비기에 윤동주는 

그것들을 동보적으로 읽어나가는 독자로서 ｢병원｣(1940)에서부터 도일 직전까지 

꾸준히 많은 시를 썼다. 그것의 가장 끝에 놓이는 다섯 편의 유고시 ‘흰 그림자 시

편’은 �문장�이 폐간된 이후 �백록담�을 어렵게 출간함으로써 그래도 ‘최후’까지 

시인이었던 정지용마저 국민문학과 종교보국의 틈바구니에서 시다운 시를 쓰지 못

했던 암흑기로부터 도착한 윤동주의 편지-시였다. 

  정지용이 입수한 시가 윤동주의 후기시였음은, 정지용이 윤동주를 경험하는 방식

이 말하자면 시집을 뒤에서부터 읽어나가는 역순행적인 것이었음을 의미한다. 윤동

주 3주기를 앞두고 출간된 초판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1948.1)는 또 다른 문

우 정병욱이 보관하던 필사본 자선시집 수록시를 강처중이 보관하던 시고들과 합

쳐 엮은 것이다. 즉, 초판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처음부터의 자선시집과 마

지막으로부터의 후기시라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원고가 모인 것이며,235) 이러한 

흐름에 주목해볼 때 자선시집에 미포함된 윤동주의 후기시 작품들은 강처중-정지

용의 수용을 거치면서 하나의 묶음, 작품군을 형성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윤동주의 시를 후기시부터 역순행적으로 읽는 방식은 윤동주 시세계에서 가장 

치열했던 고투의 기록부터 읽은 것이므로, 자선시집에 실린 시를 차례대로 읽는 방

식과는 분명한 감각의 차이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236) 초판본 시집의 정지용-

강처중이라는 컨텍스트가 1955년도에 조정되는 과정을 거쳤음에도 정지용에게서 

비롯된 이 같은 역행적 읽기 방식만은 해방공간의 청년이었던 몇 시인들의 윤동주 

애사(哀詞)로 이어졌다. 윤동주 애사에 이어서 ‘시연구’(1956) 동인을 조직하게 되

는 해방공간 청년 출신의 1950년대 시인들은 경향신문과 초판본 시집을 통해 윤동

주를 경험했던 기억을 바탕으로 윤동주를 애도하였기 때문이다.237)

  정지용은 윤동주의 시 세 편을 3회에 걸쳐 추천형태로 소개하였고,238) 시집의 

234) 제4부의 편제명이 ‘밤’임을 볼 때, 처음 이 시편들을 하나의 작품군으로 공유했던 강처

중과 정지용은 ‘흰 그림자’를 빛의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다. 

235) 초판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정병욱이 보관하고 있던 윤동주의 자선시집에 있는 

19편의 시와 강처중이 보관하고 있던 시들 중에서 골라낸 12편을 합친 31편의 시를 토

대로 한 것이다. 송우혜, �윤동주 평전�, 서정시학, 2016, 500~501면; 정우택, 앞의 글, 

246면. 

236) 윤동주의 초중기 시편과 후기시 사이의 차이는 시대인식의 반영 여부에 따라 뚜렷하게 

나뉜다. 윤동주 시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권오만, �윤동주 시 깊이 읽기�, 소명출판, 

2009 참조. 

237) 본고의 4장에서는 ‘시연구’ 동인들의 윤동주 애사를 통해 윤동주에 대한 이들의 문학

적 경험은  초판본 시집의 외부 맥락이 조정되기 이전인 해방공간에서의 경험에 바탕한 

것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238) ｢쉽게 씨워진 詩｣를 소개한 이후로 정지용이 ‘故 尹東柱’의 이름으로 발표한 작품은 ｢

또 다른 고향｣과 ｢소년｣ 등 1939년 이후작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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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에서는 다섯 편을 다루었다. 중복작을 제외하면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다룬 

작품은 총 일곱 편이다. 특히 그 중에서 시집의 서문에서 다룬 작품들은 모두 윤

동주가 백지에 초고를 적었던 ｢병원｣(1940.12)과 그 이후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시집 편집에 관여하게 되면서 편지-시와 후기시 “십여 편”에 한정

되지 않는 작품 전반을 접할 수 있었을 것이었음에도 정지용은 계속해서 윤동주의 

후기시에 주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해방공간의 정지용과 윤동주의 접점이 ‘후기시’를 중심으로 한 것이며, 1950년 

이전까지 음영적 현실 속에서 시를 쓰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정지용이었으

므로, 정지용이 윤동주의 후기시를 다룬 것은 �백록담� 준비기 자신의 시세계가 내

면화되어 있는 대상을 바라봄에 따른 자화상적인 감정, 곧 지금 현재 시점의 자신

에게서 가능하지 않은 ‘시인됨’의 확인과도 같은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병원｣이 기점이 되며 ‘흰 그림자’ 시편으로 향해가는 윤동주 후기시와 

해방공간 정지용 사이의 접점, 자화상적 감정은 어느 지점에서 마련될 수 있었던 

것일까? 정지용이 주목한 윤동주의 후기시의 창작 시기는 정지용의 �백록담� 준비

기와 겹쳐지며, ‘흰 그림자 시편’들은 정지용이 시를 쓰지 못한 시기로부터 도착한 

편지-시임을 앞서 언급하였다. 정지용이 주목한 윤동주의 1940년 이후 시 작품들

은 ｢병원｣을 기점으로 집중적으로 쓰인 것이라는 ‘밀도’의 측면에서 �백록담� 준비

기에 정지용이 소시집 형태로 발표한 ｢신작정지용시집: 도굴｣(�문장�, 1941.1)과 

긴밀히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239) 윤동주가 �문장�을 통해 �백록담� 준비기의 작

품들을 시차 없이 읽어나가고 있었으므로 정지용의 모티프와 짝을 이루는 시를 쓸 

수도 있었으리라 바라본 해석에 유의하면서240) 윤동주의 ｢병원｣을 정지용의 �백록

담�과 비교해볼 수 있다.  

  윤동주의 ｢병원｣에는 �백록담�의 몇 가지 모티프가 내면화되어 있다. ｢병원｣은 

병원의 풍경과 화자의 내면이 직조되어 있는 3연 형태의 산문시이다. 1연의 “슬프

지도 않은”이라는 구절은 이후 4장에서 살펴보게 될 조지훈과 함께 윤동주가 �문

장� 시절, 그리고 �백록담� 준비기의 정지용에 공명한 흔적이다. 

239) 표지에 정지용의 캐리커처가 그려진 ｢신작정지용시집: 도굴｣은 �문장� 1941년 1월호에 

소시집 형태로 발표된 것이다. 같은 해 9월 발간된 시집 �백록담�에서 이 ｢도굴｣ 시편들

은 제1부 수록시 18편 중 1930년대 후반에 발표된 시를 제외한 나머지 10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도굴｣ 시편이 �백록담�의 준비기에 정지용이 가장 많은 공력을 

들인 시편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240) 윤동주를 ‘정지용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방민호는 윤동주의 ｢자화상｣이 �문장�

1939년 4월 발표된 정지용의 ｢백록담｣의 성찰의 모티프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았다. 방민호, 앞의 책, 68~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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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

리를 드러내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

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241)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     오오 견듸랸다     차고 兀然

히     슬픔도 꿈도 없이    長壽山속 겨울 한밤내―242)

그러나 ｢병원｣에서의 ‘슬프지 않음’은 흔들리지 않는 올연함으로서의 ‘슬프지 않음’

이 아니라, “여자를 찾아오는 이” 하나 없는 상황, 곧 ‘여자’의 주변에 ‘슬픔’이라

는 감정조차도 메말라있음을 나타내는 표지이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

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243)

｢병원｣의 2연은 자신이 앓고 있는 ‘병’에 대하여 ‘알아주는 이’가 없는 지기(知己) 

감정의 부재에 관한 장면이다. ‘여자’를 찾는 이 없고, 그래서 메마른 감정 사이에 

여자는 누워있는 것처럼, 2연의 화자는 자신에 대한 알아줌의 감정인 지기(知己)가 

메말라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는 바로 뒤의 구

절과 연결될 때에 ‘의사’에 대해 일어나는 고조된 감정의 반응처럼 읽히기도 하지

만, 지나친 “시련”과 “피로” 그것이 곧 화자가 앓는 병 그 자체임을 시사하기도 한

다. 이처럼 1연과 2연은, 감정이 메말라 없고, 그런 가운데 시련과 피로가 “지나

친” 것이 되는 감정의 비대칭성이라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잔화 한 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

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244)

3연에서는 “금잔화 한 포기”를 꺾은 여인의 행동을 통해 ‘바람’도 ‘나비’도 없던 

그곳이 화원이었음이 만시적으로 드러난다. 여자의 회복을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

리에 누워보는 행위를 통해서는, 감정이 메말라 없는 장소에서 시련과 피로를 앓는 

241) 윤동주, ｢병원｣, 홍장학 편, �정본 윤동주 전집�, 1940.12, 앞의 책, 106면(강조-인용자). 

242) 정지용, ｢장수산 1｣, �문장� 1권 2호, 1939. 3; 정지용, �백록담�, 문장사, 1941, 12면. 

243) 윤동주, 앞의 책, 같은 면(강조-인용자). 

244) 위의 책, 같은 면(강조-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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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가슴을 앓는 여자 사이에 감정공동체가 형성된다.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에 

‘금잔화 한 포기’로 ‘화원’이 드러나는 구조는 무엇의 바깥에 만들어지는 외존성

(exposition)을 본질로 하는 감정공동체의 사후구축성, 바로 그 늦음, 그 바깥에도 

불구하고 피어나는 감정공동체의 생명력에 대한 유비이다. 

  ｢병원｣은 1연이 ｢장수산｣의 구절을 반조적인 의미에서 재맥락화한 것일 뿐 아니

라, 무엇보다 3연에서 구축되는 화원과 ‘나’-‘그’의 감정공동체로 정지용의 �백록담

� 준비기 작품과 공명한다. 정지용이 �백록담� 준비기에 모색한 것은 조화롭고 화

해로운 자연공간의 서경적인 묘사가 아니라 인간의 삶에 대한 투철한 의식에 바탕

한 ‘최저낙원’245)의 관점이었다. ｢병원｣의 3연에서 만시적으로 드러나는 화원의 모

습, 그리고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보는 행동은 정지용의 ｢진달래｣, 그리고 ｢장

수산 2｣와 모티프를 공유한다.   

(……) 바로 머리 맡에 물소리 흘리며 어늬 한곬으로 빠져 나가다가     난데없는 철아

닌 진달레 꽃사태를 만나     나는 滿身을 붉히고 서다.246)

풀도 떨지 않는 돌산이오     돌도 한덩이로     열두골을 고비고비 돌았세라     찬 

하눌이 골마다     따로 씨우었고     어름이 굳이 얼어     드딤돌이 믿음즉 하이    

꿩이 긔고 곰이 밟은 자옥에     나의 발도 노히노니     물소리      귀또리처럼 喞

喞하놋다     피락 마락하는 해ㅅ살에     눈우에 눈이 가리어 앉다     흰시울 알에 

흰시울이     눌리워 숨쉬는다     온산중 나려앉는 휙진 시울들이     다치지 안히!  

   나도 내더져 앉다     일즉이 진달레 꽃그림자에 붉었던     絶壁 보이한 자리 우

에!247)

일제 말기에 문단의 전방과 비문단에서 두 시인이 ‘죽음’과 ‘겨울’, ‘병원’ 너머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화원’과 ‘진달래’, 그리고 ‘청산도’(｢호랑나븨｣)와 같은 낙원

의 기호였다. 그래서 윤동주의 ｢병원｣은 뒷면에 ‘화원’이 그려져 있는 양면 그림엽

서와 같은 시이다. 두 시인이 공유한 ‘최저낙원’의 사유는 윤동주가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백록담� 준비기의 다른 시론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245) ‘최저낙원’은 낙원의 상실을 의미하는 ‘실낙원’과 구분되는 이상의 고유한 문학적 기호

로서 식민지 현실에서조차 하나의 가능성으로서의 낙원을 추구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이

상의 텍스트에서 ‘최저낙원’은 하나의 문학적 주제이면서 ｢청령｣과 같은 시에서는 무덤 

같은 세상에 핀 해바라기 풍경과 같은 이미지로 변주되기도 한다. 신범순, �(원본주해) 

이상 시전집: 꽃 속에 꽃을 피우다�, 나녹, 2017, 474, 514면. 

246) 정지용, ｢진달래｣, �백록담�, 문장사, 1941, 47면. 

247) 정지용, ｢장수산 2｣, 위의 책,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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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나 구름의 動態를 살핀다든지, 山의 頂上에 올라 高山植物의 몸짓이나 呼吸을 지

켜보든지, 들에 나가 풀이나 벌레소리와 물소리를 익혀, 그것을 詩的 韻律로 가져도 좋

다는 것이다.

詩人이 더욱이 이 期間에서 人間에 執着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이 어떻게 괴롭게 삶

을 보며, 무엇을 위하여 살며, 어떻게 살 것이란 것에 注力하며, 神과 人間과 靈魂과 

信仰과 愛에 對한 恒時 透徹하고 熱烈한 精神과 心理를 固守한다. 이리하여 살음과 죽

음에 對하여 漸漸 段이 昇進되는 一個 瓢逸한 生命의 劍士로서 永遠에 서게 된다.248)

   

�백록담� 준비기의 정지용은 시론 ｢시와 발표｣를 통해 ‘산정에 올라 고산식물의 호

흡을 바라보고 바다와 구름의 동태를 살피는 것’과 동시에 “사람이 어떻게 괴롭게 

삶을 보며, 무엇을 위하여 살며, 어떻게 살 것이란 것”에 주력할 수 있는 ‘생명의 

검사(劍士)’로서의 시인의 형상을 제시하였다. 즉, 자연의 생명에 대한 탐구와 함께 

인간의 현실적인 삶에 대한 고려라는 양자 간의 긴장이 �백록담�의 ‘최저낙원’ 기

호로 제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지용이 윤동주의 시를 가리켜 ‘서정강골’이라 

말한 것은, 바로 이 같은 �백록담� 시절 자신의 ‘최저낙원’의 기호를 윤동주에게서 

자화상적인 감정 속에서 발견하는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老子 五千言에

�虛其心 實其腹 弱其志 强其骨�이라는 句가 있다. 

청년 윤동주는 의지가 약하였을 것이다. 그렇기에 서정시에 우수한 것이겠고, 그러나 

뼈가 강하였던 것이리라. 그렇기에 日賊에게 살을 내던지고 뼈를 차지한 것이 아니었던

가?249)

정지용이 작성한 초판본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 서문의 일부이다. 정지용이 인용

하고 있는 구절은 노자의 �도덕경� 3장의 “是以聖人之治, 虛其心 實其腹 弱其志 

强其骨”로, 이는 ‘그 마음을 비우고 그 배를 채우며, 그 의지를 약하게 하고 그 뼈

를 강하게 하는 것이 성인의 정치’라는 ‘무위위(無爲爲)’로서의 성인의 정치를 논한 

대목이다.250) 정지용은 이 가운데 “弱其志 强其骨”을 취하여 윤동주의 시인됨을 

나타냈다. 편지-시로서 도착한 윤동주의 후기시로부터 ‘抒情强骨’의 가치를 알아본

[知己] 것은 윤동주가 내면화한 정지용 자신의 과거, 곧 �백록담� 준비기를 바라보

는 자화상적인 감정이기도 했다.251) 윤동주를 통해 자기를 들여다봄으로써 �백록담

248) 정지용, ｢시와 발표｣, �문장� 9, 1939. 10, 190면(강조-인용자). 

249) 정지용, ｢서랄 것이 아니라｣,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정음사, 1948(강조-인

용자). 

250) 김형효, �사유하는 도덕경�, 소나무, 2004, 80면.   

251) 본고에서는 정지용이 윤동주를 경유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과거와 대면하고 자기성찰에 



- 83 -

� 준비기의 정지용과 해방공간의 정지용 사이에 감정공동체가 구축된다.

  윤동주는 도일 전 자선시집 한 부의 출판을 이양하에게 의뢰한 바 있지만 그 일

은 보류되었고, 결과적으로 세상에 윤동주와 그의 시를 알린 사람은 정지용이었다. 

두 시인의 상호생성적 글쓰기는 �백록담� 준비기 정지용을 내면화하고 있었던 윤

동주에게서 비롯되었으며, 해방공간 정지용의 ‘초혼적 글쓰기’로 이어졌다. 1947

년~1948년 ‘윤동주의 일’에 지속적으로 관여한 정지용은 이후 몇 편의 시 비평에 

주력하고 �문장�을 속간하게 되었으며, 1950년에는 �문장� 폐간에 이은 급격한 외

부화와 함께 전향장치에 의존하게 되는 두, 세 번째의 음영 속에서 새롭게 시를 

쓰기 시작했다. 시 비평과 �문장�의 속간은 윤동주 추천사와 시집 서문을 통해 시

도되었던 ‘초혼적 글쓰기’가 작가적 수행으로 나타난 결과이며, 1950년의 시는 시

라는 장르로 양식화된 ‘초혼적 글쓰기’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윤동주의 일’은 해방공간의 정지용에게 새로운 전기가 되고 있었다. 문

학사에서 정지용이 외부화된 해방 5년의 내질적인 시간의 차이는 여기에서 확인된

다. 자신을 내면화한 유계의 존재를 만시적으로 현재화하는 감각의 글쓰기가 곧 정

지용의 ‘초혼적 글쓰기’였으며, 음영적 현실 속에서 자화상적 감정에 바탕하여 정

지용 자신이 창조해낸 이 새로운 양식은 나아가 정지용으로 하여금 ‘초혼적 글쓰

기’를 양식화하는 전환축이 된 것이다. 이는 해방 후반부 급격한 외부정세의 하강

에도 불구하고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로서 정지용이 작가적으로 운신해나간 지점

이며, 해방 직후로부터 기성 시인과 생활인으로서 겪어왔던 ‘창조적 무기력증’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윤동주를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초혼적 글쓰기’라는 양식에 이르고, �백록담� 준

비기의 자신에 대한 자화상적 감정에 격동된 정지용은 현재를 과거와 연결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새로운 시간의 입구가 되었던 윤동주를 ‘冬섣달에도 꽃과 같은 

어름 아래 다시 한 마리 鯉魚’라 표현함으로써 그 존재의 드물고 귀함을 높였다. 

그러나 또한 드물고도 귀했던 것은 그것을 알아볼 수 있었던 정지용 자신의 지기

(知己) 감정이기도 했다. 

才操도 蕩盡하고 勇氣도 傷失하고 八·一五 以後에 나는 不當하게도 늙어간다. (……) 

冬섣달에도 꽃과 같은 어름 아래 다시 한 마리 鯉魚와 같은 朝鮮 靑年詩人 (……)252)

이르는 과정을 두 시인의 작품 시기가 교차하는 �백록담� 준비기와 윤동주의 후기시를 

통해 살펴보았다. 해방공간에서의 정지용의 이 같은 자기성찰은 ‘성찰하게 하는 시’라는 

윤동주 서정시의 본질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형철, ｢그가 누웠던 자리

―윤동주의 「병원」과 서정시의 윤리학｣, �몰락의 에티카�, 문학동네, 2008, 502~512면.  

252) 정지용, ｢윤동주시집서｣, �산문�, 동지사, 1949, 148~152면(강조는 인용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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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冬섣달에도 꽃’이라는 말은 이후 정지용에게 일종의 ‘윤동주적인 무의식’으로 존재

하면서 전향기 시편(1950)에 부지중 끼어드는 방식으로 다시 나타난다. 이는 공안

질서로부터 공포를 느끼는 동시에 그러한 질서에 자신과 가족을 의탁할 수밖에 없

었던 전향기 정지용의 내면풍경을 보여주는 일종의 자전시이다. 

여보!/ 운전수 양반/ 여기다 내뻐리구 가믄/ 어떠카오!// 碌磻里까지 만/ 날 데레다 

주오// 冬至 섯달/ 꽃 본 듯이 ............ 아니라/ 碌磻里가지 만/ 날 좀 데레다 주소 

(……)253)

시의 화자는 자신과 행선지가 같은 소년이 얼굴을 바꿀 것을 경험적으로 두려워한

다. ‘冬섣달의 꽃’은 ‘날 데레다 주오’라는 민요의 구절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이기도 하지만, ‘드물면서 귀하고도 영원한 가치’를 ‘冬섣달’이라는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함을 나타낸다. 이는 본 장의 1절 둘째 소절을 통해 

살펴본 ‘모란’의 상징성과도 같다. 그러하므로, 이 같은 표현을 민요조로의 퇴행으

로 바라보는 것은 민요조 시를 퇴행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미적 근대성의 관점이라

는 점에서뿐 아니라 ‘冬섣달의 꽃’이 정지용에게 개인적인 상징어로서 갖는 의미를 

간과한 해석이라는 점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해방공간의 정지용이 가장 먼저 경험하였던 윤동주의 시세계인 ‘흰 그림

자’ 시편은 윤동주 초판본 시집 제3부의 편제명이 되었을 뿐 아니라 어둠을 밝히

는 눈 쌓인 나목 혹은 흰 자작나무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초판본 시집 자켓의 표지

화로도 제시되었다. 윤동주의 ｢흰 그림자｣에서 ‘흰 그림자’는 어두울 때 드러나는 

빛-그림자이며, 자켓 표지화인 이정(李靚)의 목판화 또한 음각된 부분이 어둡게 푸

르른 밤 속에서 하얗게 드러나는 특징을 보인다.

黃昏이 지터지는 길모금에서

하로종일 시드른 귀를 가만이 기우리면

땅검의 옴겨지는 발자취소리,

발자취소리를 들을수있도록

나는총명했든가요.

이제 어리석게도 모든것을 깨다른다음

253) 정지용, ｢녹번리｣, �새한민보� 4(1), 1950.1.20; 이순욱, 앞의 글, 67-68면 재인용(강조-

인용자). 정지용에게 ‘冬섣달 꽃’은 윤동주의 은유이기도 하다는 점, 따라서 이 구절을 정지

용이 민요조로 퇴행한 이유로 바라보는 관점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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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마음 깊은속에

괴로워하든수많은나를

하나, 둘 제고장으로 돌려보내면

거리모통이 어둠속으로

소리없이사라지는힌그림자,

힌그림자들

연연히 사랑하든 힌그림자들,

내모든것을 돌려보낸뒤

허전히 뒷골목을 돌아

黃昏처럼 물드는 내방으로 돌아오면

信念이 깊은 으젓한 洋처럼

하로 종일 시름없이 풀포기나 뜻자.254)

윤동주의 ｢흰 그림자｣와 제3부의 편제명 ‘흰 그림자’, 그리고 자켓 표지화의 나목 

형상을 통해 점차 확장되는 ‘흰 그림자’의 상징성과 대표성은, ‘흰 그림자’의 작품

군을 공유했던 정지용과 강처중을 비롯한 시집의 편집자들이 ‘흰 그림자’라는 세계

에 부여한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한다. ‘흰 그림자 시편’은 어둠 속에서의 밝

음이라는 일제 말기 암흑기의 음화적 빛의 상징성을 드러내며, ‘흰 그림자’의 이미

지가 편제명으로 확장되는 지점에서 윤동주의 유고시는 �백록담�에서 죽음이 가까

워질수록 하얗게 빛나는 ‘백화(白樺)’의 음화적 빛과 상호텍스트성을 보이기도 한

다. ‘흰 그림자’ 시편은 윤동주가 정지용에 보조를 맞춰나갔던 일제 말기에 �백록

담� 이후 정지용의 시적 공백기에 놓였던 것이므로 흰 그림자와 백록, 백화의 흰 

빛의 상호텍스트성이 표지 목판화의 눈쌓인 나목, 혹은 자작나무의 이미지로 구현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판화가가 되고 싶다고 했던 윤동주의 소망

이 구현된 것이기도 했다. 표지화를 제작한 판화가 이정과 윤동주의 공통된 취향은 

윤동주가 구독하던 판화잡지 �흑과 백�255)의 대표 목판화가인 후쿠자와 사쿠이치

의 작품에서 확인된다.256)257)

254) 윤동주, ｢힌 그림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정음사, 1948(강조-인용자). 

255) 윤동주는 언젠가 판화를 제작해보고 싶다는 말을 아우에게 남기기도 하였으나, 윤동주 

연구에서 ‘판화’의 요소는 중요하게 언급되지 않았다. “앞에서 말한 판화 전문지 《흑과 

백》을 나에게 보이며 자기도 목판화를 배우고 싶다고 하였다.” 윤일주, ｢윤동주의 생애｣, 

�나라사랑� 23, 외솔회, 1976, 159면. 

256) 홍선웅, �표지 장정에서 출발한 판화가 이정�, 소명출판, 2019, 13면 및 62면. 이정의 

소장품인 후쿠자와 사쿠이치의 판화와 표지 연습화에 새겨진 철골전신주는 모두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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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본 소절에서는 두 시인이 1940년을 전후한 동시기에 새로운 문학을 준

비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그것의 교차점으로서 윤동주의 후기시를 �백록

담� 준비기 작품들과 함께 살펴보았다. 정지용이 윤동주를 해방공간에서 발견하고 

마주하였던 것은 윤동주의 발견이면서, 그것이 내면화하고 있는 세계, 시간 속에 

담겨 있는 자신에 대한 자화상적인 감정이었다. 이처럼 정지용이 윤동주에게 격동

되고, 윤동주로부터 ‘시와 시인이란 이런 것’임을 발견하게 된 해방공간은 윤동주

와 정지용의 단방향적인 영향관계가 상호 영향관계로 전도되는 전환기였다. 윤동주

의 ‘병원’ 준비기258)와 정지용의 �백록담� 준비기가 교차하였던 시간, 그리고 그것

을 다시 해방공간에서 만시적으로 자화상적인 감정 속에서 마주한 정지용에 의해 

정지용과 윤동주의 영향관계는 상호 영향관계로 확장된 것이다. 이는 정지용에 대

한 윤동주의 감정공동체가, 정지용의 지기(知己) 감정과 자화상적 감정으로 인해 

정지용과 윤동주의 감정공동체라는 상호성을 갖게 된 지점이다. 

  암흑기 이전 문학의 현실의식과 시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해방공간 시의 과제였

다고 할 때,259) 편지-시를 입구로 하는 윤동주의 후기시와 그것에 내면화되어 있

는 �백록담� 준비기 정지용의 시정신은 회복해야 하는 암흑기 직전의 빛으로서 그 

의미를 갖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방 후 정지용으로부터의 전통을 

말한다는 것은 두 시인이 새로운 문학을 준비하던 시기가 교차한 1940년을 전후하

여 해방공간까지 영속한 정지용-윤동주의 감정공동체와 그것이 공동으로 구축한 

‘최저낙원’에 주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2.2.2. 역설적 창조로서의 ‘초혼적 글쓰기’ 

형태를 띠고 있다. 이들의 유사성은 여러 개의 직선을 활용해 빛을 표현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그러나 이는 연습화의 단계에서 시도된 것이며, 이정의 연습화는 완성본과 비

교할 때 형상이나 채색의 방식과 같은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정의 판화가 후쿠자와 사쿠이치의 화풍을 비자각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는 초판본 윤동주 시집의 자켓 표지화를 후쿠자와 사쿠이치에 대한 취향을 

바탕으로 새로운 화풍을 시도한 결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된다.  

257) 윤동주 초판본 시집의 표지화가 당대 전위시인들의 시집처럼 목판화로 제작되었다는 

것은 당시 초판본 시집 편집자들에게 윤동주가 어떤 계열의 시인으로 배치되었는지를 보

여주는 흥미로운 지점이기도 하다. 정우택은 정음사의 출판목록을 바탕으로 윤동주가 조

선문학가동맹 시인들과 나란히 시집이 출간된 점에 주목한 바 있다(정우택, 앞의 글). 정

지용과 (비)직접적인 배움의 관계에 있었던 신진시인들, 가령 김상훈이나 상민의 개인시

집 표지화 또한 목판화로 제작되었다. 

258) 윤동주의 자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본래 제목이 ‘병원’이었음은 잘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윤동주는 ｢병원｣ 등 3편을 창작한 1940년부터 도일 직전까지 집중적

으로 시를 썼으므로, 윤동주의 후기시는 �병원�이라는 시집으로 묶일 만한 부피의 것이

었다. 

259) 신범순, �한국현대시사의 매듭과 혼�, 민지사, 1992, 231~2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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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공간의 기성 시인 정지용은 동세대 시인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던 일종의 

세대적 증상으로서의 ‘창조적 무기력증’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원고를 

생산해야 했던 생활 조건에 처해 있었다. 이 두 가지의 음영적 현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해방공간 정지용의 산문은 그 문면에 ‘창조적 무기력증’과 함께 자조

의 감정이 그대로 표출되는 자기고백적인 스타일을 갖게 된다. 본 소절에서는 이러

한 음영적 현실 속에서의 정지용이 작고시인과 신진시인들에 대한 자화상적 감정

과 형제의식260)을 바탕으로 지기(知己)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창조해낸 

양식이 ‘초혼적 글쓰기’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이 역설적 창조의 지점인 까닭

은, 정지용 문학의 한 본령인 우정, 지기(知己)라는 감정이 음영적 현실과 교차되

면서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견고하게 양식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방 후 ‘초혼적 글쓰기’의 가장 이른 형태는 전국문학자대회의 작고시인 추도사

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261) 파상력이 구축으로 이어지는 것이듯, ‘초혼적 글

쓰기’는 작고시인과 신진시인 사이의 단층을 해방공간의 기성 시인이 매개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해방공간에는 작고시인에 대한 회고는 물론이고, 신

진시인의 창작집에 대한 서·발문을 제공하거나 출판을 주선하는 등 기성 시인의 감

정적 결속 관계 아래에서 세대를 격한 시인들 간의 관계망이 형성되었다. 그 중심

에는 비카프출신 조선문학가동맹의 기성 시인 오장환, 정지용, 김기림이 있었

다.262) 신진에게 추진체가 되고 있는 이들의 활동은 시간상으로는 해방 직후의 기

행(奇行) 혹은 ‘개인적 진실성’을 표출하는 형태로 조직의 창작노선과 불화한 이후

의 것이며, 조직 차원의 신진육성사업과도 일정한 차이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

다.263) 오장환과 김소월, 정지용과 윤동주, 그리고 김기림과 김철수·조병화 사이의 

‘초혼적 글쓰기’에 기반한 감정적 결속구도는 조선문학가동맹 기성 시인들이 조직

으로부터 외곽화된 시점인 해방 후반기에 구축되었다. 기성 시인들은 작고-신진시

인들에 대한 ‘감정인 되기’를 수행함으로써 두 세대를 매개하였을 뿐 아니라 자기

발견에 이르기도 하였다.264) ‘초혼적 글쓰기’가 시 비평의 차원에서 비평 대상에 

260) 정지용, ｢나의 시｣, �조선중앙일보�, 1949. 1. 30. 

261) 작고시인들에 대한 각별한 애도의 표시는 김기림, ｢우리 시의 방향｣, 조선문학가동맹 

편, 최원식 해제, �건설기의 조선문학�, 1946. 6, 온누리, 1988, 62면; 김기림, ｢�전위시

인집�에 부침｣, �김기림 전집 2�, 심설당, 1988, 149면. 

262) 정지용은 윤동주를, 오장환은 소월을 발견하며, 김기림은 출판사 산호장을 중심으로 식

민지시기의 서정시 혹은 모더니즘 계보를 이을 만한 신진시인을 발견한다. 신진을 신진

으로서 발견한 김기림은 물론이거니와 정지용과 오장환이 발견한 두 시인은 해방공간의 

맥락 속에서 소환된 것이다.  

263) 이는 해방 직후 김오성이 당의 차원에서 제시했던 신인육성사업과는 시간적으로나 방

법면에서나 차이를 보인 신인의 발견이었다. 김오성, ｢계몽운동의 전개와 신인의 육성｣, 

조선문학가동맹 편, 최원식 해제, 앞의 책, 141~1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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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감정적으로 결속되는 형태의 글쓰기, 곧 감정인되기로서의 글쓰기의 양상으

로 나타났다면, 오장환, 설정식 등 해방공간의 조선문학가동맹 시인의 시의 차원에

서 그것은 자기 자신의 감정, 감각, 기호 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존재연속성으

로서의 개인의 서정성을 돌올히 드러내는 양식으로 나타나고 있었다.265)

  윤동주의 ‘흰 그림자’ 시편에서부터 시작된 정지용의 시 비평과 시인됨의 발견 

과정 또한 이처럼 해방 후반부에 조선문학가동맹 기성 시인들에 의해 주도된 집단

화된 현상 가운데 위치된다. 해방공간의 정지용은 ‘윤동주의 일’을 해나갔던 1947

년을 기점으로 시인에 대한 초혼의 감정을 추천과 서문의 형태로 양식화하였다. 

‘윤동주의 일’이 정지용에게 ‘초혼적 글쓰기’의 기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유

는, 이때를 기점으로 정지용은 월트 휘트먼에 대한 심정적 재해석과 이수형, 설정

식 등 동생 시인들에 대한 시 비평에 주력해 나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문장�

(1939~1941)의 폐간 경위에 관한 수필 ｢알파 오메가｣(1948) 또한 일제 말기와 해

방공간으로 나뉘어진 두 시간의 때를 간극 없이 잇는 것이라는 점에서 해방공간 

정지용의 ‘초혼적 글쓰기’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해방 이전의 시론과 산문인 ｢시와 

언어｣와 ｢비｣를 해방공간의 시론인 ｢조선시의 반성｣(1948)과 함께 나란히 산문집

으로 재수록한 것은 파편화된 자기 존재연속성에 대한 회복과 구축으로서의 ‘초혼

적 글쓰기’가 작가적 수행의 차원으로 나타난 지점이다. 

  정지용에게 ‘초혼적 글쓰기’는 조금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의미화되고 있었다. 

정지용에게 그것은 “정성과 우정의 기쁨”266)에서 쓰인, 그러하므로 남에 대해 글이

지만 결국 나의 글이 된다는 하나의 장르 인식으로 이어진 것이다. 정지용은 파상

력(破像力)에 입각한 이 새로운 스타일의 글들을 모아 자신의 두 번째 산문집인 �

산문�(1950) 제4부에 수록하였으며, �산문�의 서문에서는 이 같은 ‘초혼적 글쓰기’

에 대하여 자신의 분명한 장르의식을 밝혀두기도 하였다. ‘초혼적 글쓰기’를 �산문

�(1950) 속에 하나의 새로운 장르로 분류하고 정착시키기까지 정지용의 이 역설적 

창조로서의 새로운 글쓰기는 1947~1950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초혼적 

글쓰기’는 윤동주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일회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정지용의 

해방공간 문학에서 내적 연속성을 가지고 전개된 것이다. 

  문학사적인 맥락에서 바라볼 때 정지용을 비롯한 해방공간 기성 시인들의 ‘초혼

적 글쓰기’ 혹은 초혼의 감정에 입각한 문학사 연속론적 사유와 그 작업들은 남한

264) 때로 그 발견은 대상 안에서 ‘자기의 없음’을 발견하는 식이기도 했다. 가령, 오장환은 

소월과 예세닌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그들과의 거리를 ‘자아의 형벌’을 내리

지 않은 것에서 찾는다. 

265) 오장환과 설정식의 해방공간 시에서는 변화된 현실 속에서 표변하지 않는 자아의 모습

과, 청산되지 않는 개인적 서정성의 불수의적인 표출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266) 지용, �산문�, 동지사,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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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정수립을 전후로 �문학�의 공백기를 메워오던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의 활

동 거점마저 상실됨에 따라 유일하게 가능해진 글쓰기양식이 문인 간의 상호적·회

고적 비평일 수밖에 없었던 문학사, 문단사적인 현상과 엄밀히 분리되지 않는다. 

정지용의 ‘초혼적 글쓰기’가 시 비평과 예술적 동반자들에 대한 비평의 차원에서 

양식화되는 시점인 해방 후반부는 조선문학가동맹의 해소로 인한 문단 공백기였고, 

�문장�의 두 번째 폐간으로 거점을 상실한 정지용을 비롯한 ‘조선문학가동맹 잔류

파’를 중심으로 문인비평이 이루어진 것이다. 정지용 등 기성 시인들에게서 연속성

을 갖고 이루어지고 있던 양식이 해방 후반부에는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의 문학

활동 거점의 상실이라는 새로운 조건과 맞물리면서 문단사, 문학사적 현상으로도 

나타나게 된 것이다. 

  가령, �문장�의 ‘두 번째 폐간’ 이후 비평을 포기한 김동석은 여전히 ‘나’의 자의

식을 없이할 수 있는 장르인 소설을 쓰겠다고 1949년 새해 벽두에 다짐하였으며, 

월북하기까지 셰익스피어 시극의 산문성을 탐구하였다. 그 성과를 엮은 두 번째 평

론집 �부르조아의 인간상�의 신간평에서 정지용은 김동석에 대해 “나는 이 사람의 

사람을 잘 안다.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썼다. 이 같은 진술의 사사로움이, �상아

탑�이나 �문장�과 같은 현실적인 공동 문학의 기반이 사라진 뒤에도 남아있는 문

학 기반으로서의 감정공동체를 보여준다. 

  이처럼 해방 후반기 문학의 기반이 상실된 이후의 비평의 사사화에 경향에 대하

여, 단정수립기를 전후하여 대타적 정치담론이 상실되면서 급증한 것이 문인 간의 

상호비평과 회고비평이며, 이는 비평정신에 저위하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문인비평과 문학의 사사화 현상에 대한 평가는, 문학의 현실적인 기

반 회복에 대한 상징이자 �문장�파에 대한 지기(知己) 감정의 수행 결과로 속간된 

�문장�마저 사라진 지점에서 ‘소문의 벽’에 갇힌 자들로 하여금 글쓰기를 연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을 동반할 필요가 있다.  

  앞서 본 장의 2절 도입부에서 해방공간 정지용이 경험한 음영적 현실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해방 직후의 음영적 현실이었던 기성 시인으로서의 ‘창

조적 무기력증’을 극복하게 한 것이 윤동주를 향한 자화상적 감정과 ‘초혼적 글쓰

기’, 그리고 그것의 작가적 수행으로서의 �문장�의 속간이라고 할 때, 그것이 좌절

된 이후 정지용은 글쓰기가 불가능해지고 또한 전향장치 속에서만 글쓰기가 가능

해졌던 두, 세 번째의 음영적 현실을 경험하였다. ‘초혼적 글쓰기’는 그러한 두, 세 

번째의 음영적 현실에서 새로운 문학의 운신을 위한 장소로 기능하였을 뿐 아니라, 

음영적 현실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상승의 힘으로 작용하였다. 

  ｢수수어-혈거축방｣267)은 �문장�의 두 번째 폐간기에 정지용이 처한 음영적 현실

과 정지용의 내면풍경을 보여주는 수필이다. 가장 큰 책임범위를 가지고 �문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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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간행에 참여하고 있던 해방공간의 정지용은 �문장�의 기사와 좌익문인으로서의 

전력이라는 두 가지 사유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으며 수도국 경찰청에 

송치되었으며, 이 수필은 그로부터 불과 보름 여 전에 발표된 것이다.268) ‘실직’을 

예감하는 화자의 모습은 장차 자신에게 다가올 정치적 탄압을 예감하는 정지용의 

내면이 반영된 것이다. 원고를 마련해야 한다는 강박적 자기 주문을 반복하는 화자

의 모습 또한 녹번리 은둔 당시 정지용이 처해 있었던 생활의 조건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한편 ｢수수어-혈거축방｣은 해방 이전부터 쓰여 왔던 정지용의 마지막 번째 

수수어 연작이라는 점에서, 작가적인 존재연속성을 드러내는 표지가 되기도 한다. 

동시에 이 수필은 세상 끝에서의 막다른 삶의 은유라고 할 ‘혈거(穴居)’에서조차 

쫓겨나는 자들, 다시 말해 ‘세상 끝에서의 내쫓김’에 관한 알레고리로서의 성격을 

부제인 ‘혈거축방’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수수어-혈거축방｣이 신변잡기적인 일상

의 스케치가 아닌 알레고리적인 수필인 까닭은 정지용의 시대고가 암흑기 인식의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데서도 드러난다. 

  수필은 원고를 써야 하나 쓰지 못하고 있는 ‘내’가 집 안팎에서 목도한 하루 동

안의 일을 다루고 있다. ‘나’는 동네 방공호에 몸을 붙이려는 이북 출신의 어느 일

가의 요청에 동의한다. 그러나 혈거를 이루기도 전에 그들은 본거민들의 반대로 쫓

겨나기에 이른다. 이 하루 동안의 일에 대해 기록하면서 ‘나’는 책임질 수 없이 

“관후(寬厚)하”였던 자신의 “인심”을 자책하고, “인민”이 서로에게 박정해지는 현

실을 개탄한다. 이러한 반성적인 인식과 함께 주목할 것은 ‘내’가 작가로서 자신의 

시대를 두 번째 ‘암흑기’로 인식하는 지점이다.   

다시 영감 내외와 그의 어린 딸과를 생각하여 보면 이북에서 이남 인심을 찾어 와서 

다시 혈거에서 축방을 당하고 났으니 그들은 다시 또 어느 인심을 찾어 위도선을 넘어

가야 하는 것일까?

원고는 쓸 수 없다 할지라도 원고의 구상만이라도 암흑 속에서라도 결체를 맺어야만 

한다.269)

그날의 원고를 시작조차 못한 채 화자는 전기마저 끊긴 어둠 속에서 원고의 구상

만이라도 마쳐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느낀다. 자기명령에 가까운 이 결

의의 장면은, 그 어둠이 글을 쓸 수 있는 최소한의 물리적인 환경이 갖춰지지 않

음을 의미한 것일 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시대적 어둠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

267) 정지용, ｢愁誰語-穴居逐放｣, �주간서울� 16, 1948.11.29.

268) 정지용을 비롯한 ‘해방기 문장파’의 �문장� 재간행과 폐간의 과정에 대해서는 본고의 

3장을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269) 정지용, 앞의 글; 정지용, 김학동 편, �정지용전집 2�, 민음사, 2003, 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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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레고리적으로 드러낸다. 이로써 ｢수수어-혈거축방｣은 해방공간의 정지용이 당

도한 음영의 시간과 정지용의 내면풍경을 가장 절체절명한 방식으로 드러낸 텍스

트가 된다.  

  ｢수수어-혈거축방｣을 발표한 1948년 11월, �문장�이 사실상의 두 번째 폐간을 

당한 뒤 정지용이 교과서에서 가장 많은 범위로 삭제된 시인이 되기까지는 1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정지용은 자신이 북행하였다는 오보를 바로잡기 위해 전향한

다.270) 당시 정지용에게 오보를 정정하기 위한 방법은 오보가 사실임을 증명하거나

[북행하거나] 보도연맹에 가맹하는 전향이라는 두 가지의 방식만이 존재했다.271)

이는 정지용의 전향 과정이 고도로 설계된 전향 장치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게 한

다. 이것은 ‘소문의 벽’ 사이에 갇힌 자신과 가족의 신변뿐 아니라 외부화되어가는 

자신의 진실을 생존시키기 위한 처신이었다.  

나는 소위 야간도주하여 38선을 넘었다는 시인 정지용이다. 그러나 나에 대한 그러한 

중상과 모략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내가 지금 추궁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한 개의 시민

인 동시에 양민이다. (......) 나는 집을 옮기는 동시에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던 바 

보도연맹에 가입하라는 권유가 있어 오늘 온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국가에 도

움되는 일을 해볼까 한다.272)

그것이 진실을 생존시키기 위한 처신이었음은 전향고백서에 나타난 비진정성을 통

해 확인된다. 정지용의 ｢전향의 변｣은 ’나는 소위 ~했다는 ~이다‘ 식으로 자기 자

신을 객체화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자신에게 가해진 ‘소문’의 방식을 그대로 되갚

음하는 방식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심경의 ‘변화’가 있다는 고백으로 자신의 심경이 

지금과는 다른 것이었음을 바라보게 하는 트릭을 보여주고 있다.273) 따라서 ｢전향

의 변｣은 전향기의 정지용이 보내는 메시지로 해독되어야 한다. 

  이러한 두, 세 번째의 음영적 현실을 통과하면서 정지용의 ‘초혼적 글쓰기’는 무

270) �이북통신� 1949. 10. 정지용이 전향한 좌익의 상징으로 전시된 것은 이때부터였다. 

정우택, 앞의 글, 250면. 

271) 정부수립기에 고안된 이러한 장치는 장남 구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었다고 할 수 있

다. 김미지에 따르면 장남 구관에게는 아버지의 북행이 월북이 아님을 인정받는 것만이 

아버지 복권의 유일한 방법이었다. 장남 구관의 탄원과정에서 작동된 치안질서의 배제와 

금지의 논리에 대해서는 김미지, 앞의 글, 109면 참조.   

272) ｢시인 정지용 씨도 가맹-전향지변｣, �동아일보�, 1949.11.5.

273) 전향고백에 내재된 이 같은 역설적 지점은 식민지시기 전향문학의 특징이기도 하다. 

식민지시기 전향문학에서 ‘초월적인 것’으로 남아있는 사회주의자의 내면과 끊임없는 고

백의 강요 속에 역설적으로 사회주의자임이 드러나는 양상에 대해서는 이혜령, ｢감옥 혹

은 부재의 시간들 ―식민지 조선에서 사회주의자를 재현한다는 것, 그 가능성의 조건｣, �

대동문화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71~11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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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으로 남아있었을까. 전향기 시편은 차폐된 자아의 형상을 보여준다. 이는 구성 

시절의 소월이 안서에게 우송한 ｢차안서선생삼수갑산｣과 유사한 분위기를 나타낸

다. 

내가 인제

나븨 같이

죽겠기로

나븨 같이

날라 왔다

검정 비단

네 옷 가에

앉았다가

창 훤 하니

날라 간다274)

삼수갑산 내 왜 왔노, 

삼수갑산이 어디메냐.

오고 나니 기험하다 

아하 물도 많고 산 첩첩이라. 

내 고향을 도로 가자, 

내 고향을 내 못 가네. 

삼수갑산 멀더라 

아하 촉도지난(蜀道之難)이 예로구나.

삼수갑산이 어디메냐, 

내가 오고 내 못 가네.

불귀로다 내 고향을 

아하 새더라면 떠가리라. 

님 계신 곳 내 고향을 

내 못 가네, 내 못 가네. 

오다가다 야속하다 

아하 삼수갑산이 날 가둡네. 

274) 정지용, ｢사사조오수: 나비｣, �문예� 10, 195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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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향을 가고 지고 

삼수갑산 날 가둡네. 

불귀로다 내 몸이야 

아하 삼수갑산 못 벗어난다.275)

그러나 전향기 정지용 시의 견디듯 꾹꾹 눌러쓴 시의 형식적 단조로움과 이에 대

비되는 나비 이미지로 나타난 자유로움에 대한 갈망은 구성 시절 소월 시의 삼수

갑산, 그리고 새의 이미지와 겹쳐지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

은 정지용의 ‘초혼적 글쓰기’가 단명한 동갑내기 시인 소월과 그 음영적 형상이 겹

쳐지는 운명적 동반자 관계 속에서 음영적 현실을 뚫고 나가는 혼의 양식으로 나

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읜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 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옵네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276)

이는 같은 해에 남해기행에서 언외의 차원에서 수행된 우정텍스트인 시화 ‘모란이 

피기까지는’과 중첩되면서, 음영적 현실에 대한 초월적 이미지를 부가한다. 

  요컨대 본 장의 1절에서는 1930년대부터 해방공간에 이르는 정지용 감정공동체

의 형성과정을 정지용과 감정공동체 간의 상호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930년

대 비평가들의 초기 정지용론은 단평 수준에서 혹은 기교주의 논쟁의 맥락에서 다

루어져 왔다. 본고는 각자의 정지용론을 통해 동류적 감정을 비자각적인 형태로 공

유한 시인 비평가들을 정지용의 비평가 감정공동체로 의미화하고, 비평적 거리의 

275) 김소월, 「차안서선생삼수갑산운」, 오장환, ｢자아의 형벌｣, �신천지�, 1948. 1, 534~535

면 재인용.  

276) �문학� 3, 1934. 4; 김영랑, �영랑시집�, 시문학사, 1935. 해방공간 정지용의 언외 차

원에서 이루어진 작가적 수행으로서의 시화에 대해서는 본고의 2.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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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실과 지기(知己)의 동류적 감정을 수행하는 계기적인 관계로 이들의 평문을 재독

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본고는 초기 정지용 비평가 감정공동체의 문학사적 의미가 사후적으로 

구축되는 지점은 해방공간임을 확인하였다. 해방 후 정지용의 비평가 감정공동체는 

‘비시(非詩)’의 지점에 다다른 정지용을 여전히 시인이라 호명함으로써 초기 감정공

동체 내부를 순환하는 동류적 감정이었던 지기(知己)가 영속하는 것임을 드러냈다. 

시인자격을 보증해왔던 정지용 비평가 감정공동체의 감정진술이 해방공간 정지용

에 대하여 존재의 시비를 묻는 폭력적인 상황에서 발화주체를 달리하며 불연속적

으로 현재화된 것이다. 무엇의 ‘바깥’에 존재하는 외존성(exposition)을 그 본질로 

하는 감정공동체가 사후구축됨에 따라 해방공간의 정지용에 대한 인식의 역전이라

는 하나의 작은 전환점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비평의 몫이 이미 시인인 자를 시인이라 확언하고 천명하는 데 있을 

뿐 아니라, 그 존재가 시비에 부쳐지며 가파른 속도로 외부화되고 있었던 시인을 

여전히 저 홀로는 시인이라고 말하는 것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그것의 

몫은 더 이상 끝일 수 없는 장소로부터도 축방된 ‘세상 끝의 끝’의 시인을 여전히 

시인이라고 말하며,277) “절로 눈물이 난다”는 비평적 거리의 소실을 통한 동류적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지기(知己)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백록담� 준비기의 정지용이 우정에 관한 사유를 바탕으로 ‘우정텍스트’

를 창작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정지용으로부터 영속하는 감정공동체는 지기(知

己) 감정에 바탕하고 있으며, 정지용 문학의 본령 중 하나가 바로 그러한 ‘우정’에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정지용의 우정론적 사유와 ‘우정텍스트’를 통해 도달한 인식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었다. 하나는 우정을 자각하는 순간의 만시성에 따른 감정공동체의 사후구축

성이고, 둘은 그러한 우정에 바탕한 감정공동체 관계가 시인에게 세계의 의미가 시

적으로 변화되는 지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그것은 대상과의 만남이 

불가능해진 음영적 현실에 이르러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초혼적 글쓰기’라는 

지기(知己) 감정에 기반을 둔 견고한 양식으로 정착된다는 것이다.

  정지용 ‘우정텍스트’의 영속성은, 정지용이 해방 이전의 ‘우정텍스트’를 모아 해

방 이후에 산문집 �지용문학독본�으로 배치하고, 이 같은 산문집 편집 작업을 포함

하여 언외의 차원에서 ‘우정텍스트’가 해방공간에도 지속되고 있었던 것에서 찾을 

수 있었다. 

277) �문장� 판금조치 무렵 발표된 정지용의 마지막 수수어 작품 중 하나인 ｢혈거축방｣은 

세상 끝의 은유인 ‘혈거’에서조차 쫓겨나는, 다시 말해 세상 끝에서의 추방에 관한 알레

고리적인 이야기이다. 정지용, ｢愁誰語-穴居逐放｣, �주간서울� 16, 194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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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장의 2절에서는 정지용이 윤동주에 대한 ‘초혼적 글쓰기’를 수행한 이후 시인

을 이해하는 심정으로 월트 휘트먼을 재해석하고 번역하게 된 것, 시 비평을 시작

하게 된 것, 그리고 이어서 새로이 시를 썼던 것은 국민보도연맹 가입을 전후한 

전향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일괄할 수 없는 �백록담� 이후의 새로운 창조적 준비기

가 된다고 보았다. 윤동주를 발견한 일이 정지용 문학에서 갖는 중요성은, 이른바 

역행적 읽기를 통해 가장 먼저 접한 윤동주 후기시의 창작시기와 조건이 �백록담�

준비기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드러나는 것이었다. 정지용 자신을 내면화한 윤동주 

후기시를 정지용이 만시성 속에서 대면한 감정은 자화상적인 것이기도 했다. 시인

의 유골은 이제 고향에 있지만, 십 수 편의 시는 자신의 수중에 있다고 말함으로

써 정지용은 윤동주 시의 운명을 자신과 결부시켰다. �백록담�을 내면화한 후기 윤

동주의 발견은 해방공간의 정지용에게서 매우 드물게 확인되는 능동적인 감정발화

의 시작점이 되었다.

  정지용이 윤동주 시집의 서문에서 ‘유서(遺書)’로 명명한 ｢병원｣을 정지용의 �백

록담�에 나타난 두 가지 모티프와 비교하고자 하였다. 정지용과 강처중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제3부 편제명으로 그 이름을 붙였을 ‘흰 그림자 시편’은 어둠 

속에서의 밝음이라는 일제 말기 암흑기의 음화적 빛의 상징성을 드러내며, ‘흰 그

림자’의 이미지가 편제명으로 확장되는 지점에서 윤동주의 유고시는 �백록담�에서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하얗게 빛나는 ‘백화(白樺)’의 음화적 빛과 상호텍스트성을 보

인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초판본 윤동주 시집 표제 자켓의 어둠 속

의 눈쌓인 나목 이미지가 흰 그림자와 백화의 이미지를 동시에 드러내면서 �백록

담� 표지화의 자작나무 이미지와 상통한다고 보았다. 

  또한, 우정과 음영적 현실의 교차가 가져온 정지용의 새로운 글쓰기 양식을 해

방공간의 ‘초혼적 글쓰기’로 의미화하고자 하였다. 정지용이 남한에서 발표한 마지

막 시 ｢사사조오수: 나비｣(1950)와 청마에게 헌정한 미공개 시화 ｢모란이 피기까지

는｣(1950)을 동일한 시기의 중첩된 텍스트로 독해함으로써 해방공간에서의 음영적 

현실이 우정의 기억과 교차하는 지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지용의 ‘초혼적 글쓰

기’는 망자와의 긴절한 연결의 감각을 전제로 하는 시적 부름의 양식이었다. 이를 

분명히 인지한 정지용은 ‘남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을 기록한 것이 곧 나의 글’이라

는 지론과 함께 그러한 ‘초혼적 글쓰기’의 결과물을 �산문�의 제4부로 구성함으로

써 자신의 문학세계 안에서의 새로운 양식으로 정착시켰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감정공동체의 형성을 가능하게 했던 두 가지 조건, 즉 정

지용을 향한, 그리고 정지용으로부터의 지기(知己) 감정에 관한 것이었다. 시인의 

안팎으로 작용한 지기 감정의 영속성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박용철 및 비평가 

감정공동체와 지기(知己)를 중심으로 한 영속적인 감정적 관계망을 거쳐 윤동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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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운명적, 문학사적 편도체를 자화상적 감정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해방 이후 정

지용의 존재연속성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감정공동체 안에서 장소화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백록담� 이후부터 1950년까지를 중심에 놓고 살펴본 본 장의 내용은 정지용의 

영속적 감정공동체가 형성되는 가장 상징적인 ‘시작’의 장면을 다룬 것이기도 하다. 

정지용을 감싸고 영속하는 비평가 감정공동체, 그리고 유계의 시인들에 대해 정지

용이 형성한 감정공동체는 한국현대시사의 전·후반기를 단층없이 건너가게 하는 것

은 지기(知己)라는 감정 전통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감정 전통 안에서 정지용의 존

재연속성은 단절되지 않았으며, 그의 자리는 전환기로 확장된다. 전통이란 이처럼 

자신의 존재가 개입되고 존재와 자신을 극단적으로 결부시키는 언어적 수행으로서

의 선언278) 속에서 간절하게 형성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78) 언어적 수행으로서의 선언은 현실이 아닌 것을 현실화하는 힘을 갖는다. 조르조 아감

벤, 정문영 역, �언어의 성사: 맹세의 고고학�, 새물결, 2012. “수행적 표현이란 어떤 정

황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어떤 사실을 산출하는, 의미를 현실화하는 언어적 언표

화(linguistic enunciation)이다. 수행적 표현은 말과 사실 사이의 지시적 관계를 자기 

지시적 관계로 대체한다. 다시 말해 전자를 유예시킴으로써 자신을 결정적 사실로 내세

운다. 여기서의 진리 모형은 말과 사물(사태) 간의 조응이라는 모형이 아니라 발화로 인

해 의미가 어김없이 현실화되는 수행적 모형이다. 진실 말하기에서 주체는 자신이 하는 

확언의 진실성과 수행적으로 결합됨으로써 스스로를 구성하고 그러한 것으로서 자신을 

살아 움직이게 한다.” (조르조 아감벤, 116~1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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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의 명멸과 해방공간의 정지용

3.1.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의 범주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집 �백록담�(1941) 이후 약 10년 간은 해방 전후

로 정지용의 감정공동체가 구축되는 시간이었다. 이른바 ‘지용시대’에서부터 해방

공간으로 그 주체를 달리하면서 이어진 비평가 감정공동체와 정지용 문학의 해방 

전후 내적 연속항으로서의 ‘우정텍스트’, 그리고 해방공간에 만시적으로 구축된 정

지용-윤동주의 자화상 감정과 상호 영향관계가 그것이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관

계 맺음 안에서 해방공간의 정지용은 상실된 대상을 지금 이곳으로 소환하는 시적 

부름으로서의 ‘초혼적 글쓰기’를 시도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해방공간에서의 정지용

의 ‘초혼적 글쓰기’는 감정공동체라는 관계적 자율성 안에서의 시인의 존재양식이 

문학의 구성 원리로도 전화된 존재-문학양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백록담� 이후 시인의 안팎에서 구축된 여러 형태의 감정공동체들 가운데 앞 장

을 통해 살펴본 것이 쓰기-읽기의 상황, 즉 시인과 독자 사이에서 내력적으로 구

축되는 감정공동체였다면, 해방공간의 정지용이 관여된 문단 내 수평적이고도 집단

적인 감정공동체로서 주목되는 것은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라는 해방공간 문학사 

인식의 새로운 범주이다. 본 장에서는 �백록담� 이후 정지용을 둘러싼 개인적인 쓰

기-읽기의 상황과 그 내력으로부터 논의의 초점을 옮겨와 정지용과 특정한 감수성

을 공유한 해방공간에서의 문단 내 감정공동체를 살펴본다. 

  해방공간에서의 진보적 민족주의 문학 진영의 소멸과 함께 ‘월북’의 이면에서 전

개된 또 하나의 집단적인 현상은 ‘잔류’였다. 하나의 조직 내에서 발생한 ‘떠나는 

자[월북]―남는 자[잔류]’의 송별 구도는 ‘떠나는 자―떠나지 못하는 자’, ‘떠나는 자

―아직 떠나지 않은 자’, ‘먼저 떠난 자―나중에 떠난 자’, ‘떠난 자―결국 떠나지 

못한 자’ 등과 같이 월북인/전향인의 이분법만으로는 단순화되지 않는 다양한 관

계를 함축하고 있었다. 본 장의 1절에서는 정지용을 비롯한 1930년대 비카프 출신

의 조선문학가동맹 지연월북문인과 전향 이후 납·월북한 문학인들, 그리고 잔류자

로서의 부채감을 분단 이후 지속적으로 피력한 38선 이남의 문학인들을 ‘조선문학

가동맹 잔류파’로 범주화하고, 그들에 대한 문학사적 자리매김을 시도한다. 나아가 

진보적 민족주의 문학 진영의 소멸 단계에서 이루어진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의 

문학적 실천의 양상에 주목함으로써 내적 투쟁과 자기보증의 노력을 혁명문학의 

범주로 포함시키고 그러한 태도를 당래할 문학의 선결 과제로 주장하면서[다짐하면

서] 해방공간에 자기비판의 길을 낸 임화의 문제의식이279) 비카프 출신 문학주의자

279) 김윤식, ｢해방공간 문화운동의 갈래와 그 전망―임화, 김남천의 내면풍경 분석을 중심

으로｣, �한국학보� 16권 1호, 일지사, 1990, 1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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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구성된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에 의해 수리되는 지점을 살펴본다.

  해방 직후 1930년대의 카프 전향파와 비해소파로 구성된 조선문학건설본부(이하 

‘문건’)와 조선프로문학동맹(이하 ‘예맹’)이 조직통합의 모색 끝에 조선문학동맹으로 

단일화된 것은 1945년 12월 13일의 일이다.280) 그러나 이듬해인 1946년 2월 조선

문학가동맹의 제1차 전국문학자대회를 전후하여 ‘예맹’ 계열 문인들을 시작으로 단

계적인 월북이 정부수립기와 전쟁기까지 이어졌다. 이는 38선 이남에서의 민족 자

주 독립국가와 민족문학의 건설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함의하는 것이었다. 또 그

것은 조직통합의 전야 풍경이라 할 ‘아서원 좌담회’에서부터 예고된 ‘문건’과 ‘예

맹’ 사이의 갈등, 곧 임화·이원조를 중심으로 한 카프 전향파와 이기영·한효를 중심

으로 한 비해소파 간의 문학관을 둘러싼 대립이 표면화된 결과이기도 하였다.281)

문학인들의 잇따른 월북과 함께 1948년 분단 상황이 가속화되면서 조선문학가동맹

은 비합법 조직의 상태에서 ‘등록 취소’의 방식으로 해소되었다. 따라서, 해방공간

에서 제1, 2차 월북이 완료되고 문단에 잔재하던 좌익 전력의 문학인들에 대한 탄

압이 시작되는 1948년부터 전쟁기까지는 역사적 필연성과 조직의 위기라는 조건 

속에서 이론과 실천을 심화·발전시켜 오던 진보적 민족주의 진영이 소멸되어 가는 

단계로 파악된다.282)

  해방공간의 문학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된 1980년대 후반 이래로 조선문학가동맹

의 조직론과 문화운동 등 해방공간의 진보적 민족주의 문학의 실체와 성과를 갈무

리하는 작업이 진척되어 왔다. 조선문학가동맹 시부 소속 시인들의 시문학 운동의 

성과에 대해서는 1930년대 카프의 계급·민족해방운동과 한국현대시사 후반기 시사

의 현실주의 시운동을 역사적으로 매개하는 시사 전환기로서의 위상이 부여되었다. 

이는 민족해방과 민족문학 건설을 위한 노력으로 충만했던 해방공간을 ‘역사의 살

아있는 거울’로 현재화하고자 하는 당대 현실의 목적에 부합하는 관점이었다고 평

가할 수 있다.283) 그러나 이처럼 완료되지 않은 해방공간의 운동적 가능성이 조명

된 것에 반하여 ‘민족’이라는 기표가 해방의 기대지평을 더 이상 보여줄 수 없이 

무력한 것이 되어버린284) 1948년 이후 진보적 민족주의 문학 진영에 대한 관심은 

많은 경우 조직의 외적 하강 국면을 바라보는 것에 집중되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280) 위의 글, 147~148면. 

281) 앞의 글, 157면. 

282) 조선문학가동맹 5년사의 시기구분 및 1948년이라는 분기점에 대해서는 이양숙, ｢해방 

직후의 진보적 리얼리즘론 연구｣, �한국 근대 문예비평의 논리�, 월인, 2007, 277~278

면. 

283) 김승환·신범순 편, �해방공간의 문학: 시 1~2�, 돌베개, 1988. 

284) 이양숙, ｢해방기 문학비평에 나타난 기억의 정치학―1945~1948년 문학가동맹을 중심

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28, 한국현대문학회, 2009, 3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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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인민항쟁과 구국항쟁 등 여러 가지 역사의 필연적인 계기 속에서 운동의 

목표를 심화·발전시켜 왔을 뿐 아니라, 구성적 다양성을 조직의 태생적 출발 조건

으로 삼으며 문학의 입론을 둘러싼 내부적인 분열을 겪었던 이유로 ‘문학적으로는’ 

폐색되지 않을 수 있었던 가능성의 지대인 조선문학가동맹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1948년 조직 소멸 단계의 다양한 문학적 주체와 실천의 양상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도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조직의 최후방에서 비로소 나타나게 된 문학의 

주체들인 지연월북문인과 38선 이남에서 전쟁기까지 잔류한 조직원들의 문학적 실

천에 주목한다는 것을 말한다. 조직의 하강 국면에 역류하듯이 시대착오와도 같이 

전개된 그들의 문학적 실천은 월북인/전향인의 이분법, 그리고 ‘조직의 형성발전과 

소멸’이라는 단일한 서사에 부합하지 않는 예외성을 띤다.

  본고는 조직 소멸 단계의 최후방에서 나타나 새로운 문학적 실천으로써 소수파

를 형성한 문학의 주체들을 조선문학가동맹의 잔류 세력으로 바라볼 필요성을 크

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제기한다. 첫째, 조선문학가동맹 잔류 세력이라는 범주가 조

직에 가담하였던 비카프 출신의 지연월북문인 그리고 정부수립기 38선 이남 잔류 

문학인들의 경향성을 조직의 내부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의식의 연속선상에서 가늠

해 보는 단위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선문학가동맹은 그 내부에 잠재한 

다양한 문학적 지향으로 인하여 각각의 부분을 단순히 합친 것보다 그 전체가 더 

큰 조직이었다. 단적으로 이들은 카프/비카프, 카프 전향파/비해소파라는 인적 구

성면에서 차이를 보였을 뿐 아니라, 문학인의 자기비판을 바라보는 입각점 또한 상

이하였던 것이다. 조직 소멸 단계에서 드러나는 비카프 출신의 문학적 주체들과 그

들의 문학적 실천 양상은 이와 같은 조직의 구성적 다양성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것이었다. 

  둘째, 월북과 전향을 택일의 문제로 접근함에 따라 두 가지 상황을 모두 경험적

으로 체험함으로써 ‘먼저 떠난 자’들과 동보적인 운명으로 나아간 문학인들을 조직

의 틀 내에서 다루는 관점이 부재하였기 때문이다. 가령, 조직의 최후방 세력으로 

문단을 견인하다가 국가보도연맹에 가입함으로써 전향하였으나 이후 전쟁 중 인민

군 정치보위부에 ‘스스로 몸을 드러낸’285) 문학인들, 그럼으로써 먼저 월북한 ‘문

건’ 계열의 문학인들과 결과적으로 동일한 운명으로 귀착된 문학인들은 월북문인인

가, 전향문인인가? 정지용이나 김기림과 같은 문인들이 이에 해당된다. 그들은 전

향문인, 월북문인, 중간파, 휴전선의 시인, 정치적 기회주의자 그 모든 이름으로 불

렸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나중에 떠난 자’가 되어 ‘먼저 떠난 자’와 동보하였고 

‘먼저 떠난 자’들과의 연결고리가 전쟁 도중에 끊어졌다. 이에 따라 어떠한 체제에

285) 한형구, ｢해방 후 김기림의 행적(업적) 속에 담긴 문화정치사적 함의에 대하여｣, �어문

론집� 58, 중앙어문학회, 2014, 377~3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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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낙오되어 버린 그들의 운명은 월북분인과도, 38선 이남 문단에서 전향문인으

로서 혹은 중간파로서의 문학적 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나갔던 문학인들과도 구분

되는 것이었다. 

  이처럼 비카프 출신으로 조직에 가담하고 38선 이남 문단의 최후방에 남아 있으

면서 복잡한 자기 서사와 문학적 실천을 전개해 나간 문학인들에 대한 시각의 부

재라는 문제는 이들을 조직의 잔류 세력으로 다루어야 할 다음의 셋째 이유와도 

관련된다. 그들의 문학적 실천은 조직의 핵심세력이 모두 월북하여 공백화된 문단

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것이었을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는 조직 수립 단계의 최전

방에서 ‘문건’ 측에 의해 문학인의 자기비판적 태도로 요청된 ‘인간적 진실성’의 문

제에 대한 반향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문학인 스스로의 ‘인간적 진실성’을 확보

하고자 하는 창작 주변부에서의 자기탐구적 노력으로 조직의 소멸 단계와 전향기

의 문단을 채운 것은 그들 잔류 세력이었다. 자기탐구뿐 아니라 스스로 불온한 것

이 되어 나아갔고, 문학인으로서의 입지가 완전히 소멸된 뒤에는 문인비평의 장르

를 통해 상호 간의 존재를 보증하며 연대해 나간 일련의 과정은 잔류 세력의 문학 

행위가 상황논리나 의무감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반증한다. 

  따라서 1948년 이후 38선 이남 조선문학가동맹 잔류 세력의 문화적 실천이 갖

는 의미에 대하여 드물게 조명한 선행 논의에 주목해 보는 것은 조선문학가동맹에 

대한 새로운 인식 범주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다음은 조선문

학가동맹에 관여한 정지용과 설정식, 그리고 전위시인들의 1948년 이후의 문학적 

실천을 “표면상의 문학활동지”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또 “주어진 현실”을 회

피하지 않는 “충실”함으로 평가하고 있는 선행 논의의 일절이다. 

(가) ｢文章｣ 속간호는 제1호로써 끝나 버렸거니와, 아마도 대부분의 남로당 계열 작가

들의 월북으로 인한 공백기에, 아직도 월북할 필요가 없거나, 못한 사람들의 표면상의 

문학활동지로 겨냥된 것이 이 잡지였을 것이다. 鄭芝溶과 薛貞植은 6·25까지 서울에 

머물렀으며, 薛貞植은 자기의 기록대로 하면 인민군에 의해 서울이 함락되자 문학가동

맹에 참가하고 자진하여 군대에 입대한 것이다.286)

(나) 이들[�전위시인집�(1946)을 낸 김광현, 김상훈, 이병철, 박산운, 유진오 다섯 시인

을 말함―인용자 주]은 전세가 불리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월북하지 않고 남아있었던 사

람들이다. 이들은 주요 인사들이 월북하고 남은 빈자리를 지키면서 문화선전대 활동과 

286) 김윤식, ｢소설의 기능과 시의 기능―薛貞植의 경우―｣, �한국현대소설비판�, 일지사, 

1981, 196면. 여기에서 “문학가동맹에 참가하고”라는 진술은 보도연맹에 가입한 설정식

이 전쟁 중 좌익 문학조직에 ‘다시’ 참가하였다는 의미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설정식은 

1946년 조선문학가동맹 외국문학위원장을 역임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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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의 발굴, 번역과 시집발간 등 끝까지 주어진 현실에 충실한 생활을 하였다.287)

평가의 구체적인 대상과 논조에는 차이가 있지만, (가)와 (나)의 논의는 모두 조선

문학가동맹 소속 문학인들의 대규모 월북 이후 38선 이남 문단에 잔재했던 후방적 

세력의 문학사적 자리를 조선문학가동맹의 맥락 속에서 살핀 경우라 할 수 있다. 

(가)는 조선문학가동맹 기관지 �문학�(1946.7~1948.7)에 대한 �문장�(1948.10) 속

간호 참여 문학인들의 대리보충적 성격을 살핀 것이며, (나)는 전쟁기까지 38선 이

남에 잔류하며 지연월북한 전위시인들의 문화공작대 및 문학 활동에 대한 언급이

다. (가)와 (나)는 조직 내의 문제적 개인들에 주목하여 해방공간 중심의 시각을 

1948년 이후로 확장하여 매체 간행, 구국문학론의 계승, 문화선전대 활동, 기타 창

작의 주변부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문학적 실천들을 조선문학가동맹의 사업이 출발

점이 되는 연장선상에서 포괄함으로써 조선문학가동맹 최후방 세력의 실체와 과업

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고 있다. 

  기성 문인들부터 전위시인까지 넓은 세대로 분포한 조선문학가동맹의 최후방 잔

류 세력을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로 범주화하고 문학적 실천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잔류파’가 형성되는 원리와 함께 그들이 어떤 정체성을 서로 공유하는 

집단이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월북’의 이면 현상이 ‘잔류’임을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본질적으로 월북인들과 나란히 발생한 잔류 세력은 조직의 출발 단계에

서 별도의 원리를 표방한 집단이었다기보다 조직이 발전하고 전개해 나가는 과정

에서 상호 접점이 발견됨에 따라 하나의 세력으로 규합된 것이라 보아야 한다. 그

들의 잔류파적 정체성은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시간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선명해

진 것이다. 조선문학가동맹을 각각의 부분을 단순히 합친 것보다 더 큰 전체로 존

재하게 한 것은 조직을 초과하여 존재하는 잔류파적 정체성이었다. 

  조선문학가동맹의 조직 내 잔류파적 정체성은 문학인으로서의 의무와 자기비판

을 통해 자기 내면을 보증하는 과업 사이의 갈등, 곧 논리와 신념 사이의 갈등이

라는 차원에서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사상성에 기초하여 곧바로 해

방공간의 현실을 다루는 작품행동에 돌입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행위’를 지연

하며 해방 이전부터의 문학인으로서의 자기연속성의 문제에 천착하였다.288) 이는 

그들이 임화로 대표되는 ‘문건’의 노선에 가까웠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정지용이나 

김기림은 해방 직후 일시적으로 찬가 계열의 작품을 창작하는 데 머물렀을 뿐 자

287) 이양숙, ｢역사의 전위가 된 다섯 시인의 노래―이병철 외, �전위시인집(1946)�｣, 위의 

책, 월인, 2007, 337면. 

288)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는 한효의 현재형의 물음에 대하여 과거형의 대답

으로 일관한 해방 직후 임화의 태도 또한 ‘행위’를 지연하는 방식이었다. 김윤식, 앞의 

글, 1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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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비판의 발언을 작품이라는 간접화된 매개 없이는 발설할 수도 없는 ‘창조적 무기

력증’의 상태를 오랫동안 겪으며 중심으로부터 점차 외곽화되었다.

  이들의 후위 세대를 이루는 오장환과 설정식의 작품은 동맹원의 행위 지연의 양

상과 함께 감정과 기억, 상념의 지속을 시적 상황으로 다루는 방식의 것이었다. 해

방 직후 그들은 투쟁 현실로부터 괴리된 자아를 은폐하거나 변혁시키는 대신 그대

로 비춰냈다. 그들의 시에서는 불수의적인 감정, 감각, 기호 등과 같은 서정성이 

‘코러스(chorus)’289)의 형태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불수의적인 서정성은 행위 지

연과 행위로부터 반 보 늦은 ‘후념(後念)’의 형태로 드러나면서 그들의 시 작품을 

시중시(詩中詩)의 형태로 구조화하였다. 설정식의 시 ｢임우(霖雨)｣에서 ‘코러스’는 

차와 잎담배에 대한 기호를 급작스럽게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임우｣에는 

‘순사(巡査)’를 피해 산으로 들어간 동무와 그런 동무를 찾아 헤매는 어머니의 운

명이 나란히 제시되어 있다. 시적 화자는 작품의 후반부에 ‘후렴’과 그 음가가 같

은 ‘후념(後念)’부를 두고, 한여름내 그치지 않는 더운 비 속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목숨들을 위하여 ‘생강’과 ‘독한 엽초’를 청해 본다.  

아 생강이래도 있으면

푹 달여 마시고

毒한 葉草나 피우고 싶은 밤이다.290)

이와 같은 ‘후념(後念)’의 노출은 조직에서 요구되는 투쟁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었지만,291) 투쟁 현실로부터 반 보 뒤에서 애도하는 자아의 형상을 제시하고 있다.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 시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인 제2차와 3차 

시기 사이에 월북하였지만 오장환 또한 조직 내에서 요구된 당파성을 제대로 드러

내지 못한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였다. 

눈발은 세차게 내리다가도/ 금시에 어지러이 흐트러지고/ 내 겸연쩍은 마음이/ 공청으

로 가는 길// 동무들은 벌써부터 기다릴 텐데/ 어두운 방에는 불이 켜지고/ 굳은 열의

에 불타는 동무들은/ 나 같은 친구조차/ 믿음으로 기다릴 텐데// 아 무엇이 자꾸만 겸

289) 음악에서 코러스(chorus)는 일종의 후렴구의 역할을 하는 장치이다. 셰익스피어시대에 

이르러 코러스는 극중 상황과 불일치하는 서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박우수, ｢코러스의 극적 기능: �헨리 5세�의 경우｣, �셰익스피어 리뷰� 45-1, 한국셰익스

피어학회, 2009, 28~62면 참조. 조선문학가동맹에서 외곽화된 시인들의 시의 구조를 일

반화할 수 있다면, 그것은 코러스를 통해 현실과 자아 사이의 괴리(감)을 기만없이 드러

내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290) 설정식, �종(鐘)�, 백양당, 1947, 54~55면. 

291) 김용직, 위의 책, 2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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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쩍은가/ 지난날의 부질없음/ 이 지금의 약한 마음/ 그래도 동무들은/ 너그러이 기다

리는데……// 눈발은 펑 펑 내리다가도/ 금시에 어지러이 흐트러지고/ 그의 성품/ 너

무나 맑고 차워/ 내 마음 내 입성에 젖지 않아라.// 쏟아지렴…… 한결같이/ 쏟아나 

지렴……/ 함박 같은 눈송이.292)

“나 같은 친구조차” 기다리는 “동무들”과, ‘나’의 겸연쩍고 약한 마음을 반복적으

로 대비시키는 긴장구조 속에서 공청으로의 도착은 지연된다. “내 마음 내 입성”이 

그 ‘맑고 차운 그의 성품’에 “젖지 않”을 만큼 ‘나’는 “겸연쩍은 마음”과 “약한 마

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공청행을 지연한 채 함박 모양 눈이 “쏟아나 

지”기를 기다린다. 이처럼 자신의 ‘약한 마음’을 돌아보며 행위를 지연하는 태도는 

조직에서 요구된 바 없는 “개인의 내향적인 자기 성찰”293)이다. 설정식이나 오장환

은 당의 문학에 부합되지 않는 조직 내부의 외부로서 김기림이나 정지용과 마찬가

지로 ‘제자리를 지키지 못한 시인’으로 인식되었다.

  나아가 그들의 잔류파적 정체성은 1948년을 전후로 나타난 문학적 실천에서도 

확인된다. 조직 내부의 외부와도 같았던 그들이 조선문학가동맹의 소멸 단계인 

1948년을 전후하여 전개해 나간 문필 활동은 창작활동이 아니라 식민지시기 시인

에 대한 작가론 및 시 비평, 그리고 잡지 재간행이나 작품집의 편집과 같은 창작 

주변부의 활동이었다. 가령, 오장환의 소월 연구는 정지용의 ‘윤동주의 

일’(1947~1948)과 정확히 동일한 시기에 대응되는 문학적 실천이었다.294) 오장환

과 정지용의 시인 연구 활동의 성격은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는데, 하나는 해방 

전후의 문학사적 연속성을 확보하는 시도였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창작으로 나

아가기 위한 준비론적인 성격이 짙었다는 점이다. 이는 모두 ‘창조적 무기력증’으

로 비어버린 자신의 존재 안으로 ‘시인됨’의 가치와 해방 이전 문학의 가치를 불러

들이는 감각이었다. 정지용과 오장환이 비자각적으로 공유한 잔류파적 정체성에 비

추어 볼 때, 2장에서 살펴본 정지용의 ‘초혼적 글쓰기’는 한 시인의 스타일이라는 

문제의 범위를 초과하여 조선문학가동맹 잔류 세력으로서의 문학적 실천이라는 문

학사적인 의미를 획득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조선문학가동맹 내에서 점진적으로 잔류파적 정체성을 구축해 나간 조직

의 최후방 세력을 본고에서는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로 명명한다. ‘조선문학가동

맹 잔류파’는 잔류의 시간적인 정도에 따라 다시 세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292) 오장환, ｢공청(共靑)으로 가는 길｣, �병든 서울�, 정음사, 1946; 오장환, 김재용 편, 앞

의 책, 280~281면. 

293) 김용직, 앞의 책, 205면. 

294) ｢조선시에 있어서의 상징｣(�신천지�, 1947. 1); ｢소월시의 특성｣(�조선춘추�, 1947. 

12); ｢자아의 형벌｣(�신천지�, 1948. 1)



- 104 -

  첫째, 제1~2차 월북시기에 월북한 문인들을 제외한 제2차 월북 시기 이후부터 

전쟁기까지 월북한 문학인들이다. 본고의 2장에서 해방공간 정지용의 비평가 감정

공동체라는 범주로 살폈던 오장환, 김동석, 석은, 그리고 설정식이 이 첫째 유형에 

해당한다. 둘째, 전향 문인으로 전쟁기까지 잔류하다가 인민군 정치보위부에 스스

로 몸을 드러낸 문학인들이다. 김기림과 정지용이 둘째 유형을 대표한다. 셋째, 조

선문학가동맹원으로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면서 전향한 문학인들 가운데 둘째 

유형의 문학인들에 대한 부채감의 기억을 수행하면서 잔류자들에 대한 잔류자로 

존재한 문학인들이다. 해방공간 이후 자전적 소설을 통해 잔류자들의 마지막을 증

언한 최정희와 같은 문학인들이 셋째 유형에 해당한다.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의 문학사적 의의는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앞서 잠

시 언급한 바와 같이 ‘문건’ 계열에서 해방공간 문학의 선결과제로 제시한 ‘시인의 

인간적 진실성’의 문제를 수리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조선문학가동맹의 구성

적 다양성은 동일한 현실과 접속하는 문학인들 고유의 ‘시인의 인간적 진실성’에 

부여하는 중요성의 정도와 관련된 것이었다.295) 해방 직후 조선문학가동맹이 전대

미문한 좌우합작의 장소였음은296) 양적 규모나 출신 성분의 표식적인 차이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다. 보다 근본적으로 그것의 구성적 다양성은 문학적 태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조선문학가동맹은 해방공간 문학의 제일차적인 과제를 

무엇으로 설정하는가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조직의 통합 초기 단계에서부터 분기하

였으며, 시간차를 두고 이루어진 월북과 이로 인한 조직의 스펙트럼화는 이와 같은 

문학적 방향성의 차이라는 첨예한 각도로부터 벌어진 결과였다.

  1945년 조직의 통합을 앞두고 민족적 자기비판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두 차례의 

좌담회는 이러한 분열을 가장 극명히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확고한 사상체계의 정

295) 신범순은 해방 직후의 자기비판담론에서 제기된 ‘시인의 인간적 진실성’의 문제를 충족

하는 다양한 시적 실천들을 살펴보고, 이를 다시 ‘개인적 진실성’으로 개념화하였다. 신

범순에 따르면 ‘개인적 진실성’이란 동일한 현실적 상황에 대응하는 시인들의 다양한 시

적 실천의 태도로 규정될 수 있으며, 문학사적 의미의 생성은 이처럼 현실과 접속하는 

고유한 방식인 ‘개인적 진실성’에 대한 구명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해

방공간 리얼리즘 시의 시적 주체에 대한 연구의 출발점을 한 개인으로서의 시인에 대하

여, 그리고 해방 전후로 이어지는 그 시인의 존재 연속성이라는 차원에서 새롭게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신범순, ｢�해방공간의 문학: 시 2�를 읽기 위하여｣, 김승환·신범순 

편, 앞의 책, 5~10면; 신범순, �한국현대시사의 매듭과 혼�, 민지사, 1992, 235면. 따라

서 이와 같은 ‘개인적 진실성’의 개념은 당파성에 부합하는 작품행동으로의 돌입을 지연

하면서 임화가 말한 ‘시인의 인간적인 진실성’, 곧 자기진실성과 행언일치에 입각하여 조

선문학가동맹의 문학적 공백기를 견인한 ‘문건’ 계열 잔류파 시인들의 시적 실천으로부터 

문학사적 의미를 도출하는 관점이 될 수 있다.  

296) 최원식 해제, ｢한국현대문학사의 올바른 재구성을 위하여｣, 조선문학가동맹 편, �건설

기의 조선문학: 제1회 전국문학자대회 자료집 및 인명록�, 1946. 6, 온누리, 1988, 6~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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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이라는 ‘예맹’ 측이 제시한 진보적 방향성과 달리 임화는 ‘시인의 인간적인 진실

성’의 확보라는 문제를 세계관의 확립에 우선하는 것으로 보았다. 임화의 논조는 

해방 직후 문학자의 자기비판이라는 담론적 맥락 속에서 제기된 것이었으나, 비카

프 출신의 1930년대 모더니스트들로 구성된 지연월북문인들과 보도연맹으로의 전

향 후 전쟁 중 북행한 시인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시인의 인간적인 진실성’이라

는 문제는 시의적인 담론의 차원을 넘어 여전히 현재적인 것이었다. 그들에게 ‘시

인의 인간적인 진실성’의 문제는 1948년 체제를 기점으로 해방 후반부에 이르기까

지 해방 이전부터의 자기연속성이라는 맥락 속에서 문학인으로서의 자신의 과거를 

발본적으로 궁구하며 자신의 ‘시인됨’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게 하는 내부의 거점으

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이론과 실천이 불일치했던 자기 자신의 과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다루는 

것 또한 혁명문학의 범주에 든다고 보았던 해방 직후 임화의 논리는 1948년 무렵 

‘시’보다 ‘시인됨’의 가치를 발견하는 일을 우선시한 정지용의 준비론적인 입장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가) 아까 시인에게 정신적 준비가 적었다는 말을 했읍니다마는 우리의 해방을 남의 말

처럼 하는 경향을 또 간과할 수 없습니다. 내 일홈으로 해방된 이야기를 썼다고 해서 

그것이 내것이라고 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 사람만이 표현할 수 있는 감정으로 표

현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나 개념적이란 것입니다. 시인의 인간적인 

진실성을 내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297)

(나) 남의 책에 쓴 서문 발문, 남의 책 간단한 소개, 연극 무용평 비슷한 것들이 나의 

정성과 우정의 기쁨에서 쓴 것이라 나의 散文이 아닐 수 없는 것298)

(가)는 해방 직후 문학자의 자기비판대회에서 제출된 임화의 발언이며, (나)는 정지

용의 두 번째 산문집 �산문�(1949)의 자술 서문이다. 조직의 소멸 단계에 정지용의 

문학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피혐의 문학인으로 송치(1948.11)된 당시에도 ｢수수어―

혈거축방｣(1948.11.29.)과 같은 신변잡기적 외양의 산문이나 위와 같은 자술 서문

의 형태로 간접적으로 피력되었다. (나)의 논조는 진정한 감정에 토대하여 이루어

진 감정공동체적 산물로서의 글쓰기란 그것을 쓴 사람의 저작이 된다는 일차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나의 散文이 아닐 수 없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299) 그것이 

297) 임화, ｢(문인좌담회) 조선문학의 지향｣, �예술� 2권 1호, 1946. 1. 

298) 지용, ｢머리에 몇 마디만｣, �산문�, 동지사, 1949, 14면. 

299) 정지용은 자술 서문을 통해 산문집 각 부의 구성 원리를 설명하는 동시에 자신이 새롭

게 발견한 무엇인가의 의미를 조문(條文)처럼 제시하고 규정하며 고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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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화가 해방 직후 제기한 ‘시인의 인간적인 진실성’의 문제에 과연 그대로 정확하

게 대응하거나 응답하고 있는 것이라고 확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정

성과 우정의 기쁨에서 쓴 것”이 창작의 영역에 해당하는 ‘나의 시’에 우선하는 ‘나

의 산문’이라 여기는 (나)의 자의식은 해방 직후 정지용을 비롯한 찬가 계열의 시

인들에 대하여 감정적 진정성의 회복을 요청한 (가)의 목소리와 흡사한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감정적 진정성 회복의 문제는 1947~1948년 연작 형태의 소월 연구를 

통해 김소월의 사상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민요시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진실된 감정을 노래한 한 사람의 ‘시인’으로 소월을 호명하며 그러한 자기

의 노래에 해당하는 시편들을 정확히 가려내려 하고 그것으로부터 자화상적인 감

정을 경험하는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 오장환의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

었다.300)

아니다 아니다 소월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고 그를 애착하는 감정이 이것을 싸고돌려 

한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를 싸고돌려 하는 심정 또 그를 편애하는 감정의 

정체이다. 이토록 마음이 키이고 안타깝고 한 것을 내가 오래인 세월에 깨달은 것은 그

에게서 느낀 나 자신의 지양하지 못한 부분이었다. 선뜻 스치고만 스러지는 작은 감정

의 하나하나이라도 이것이 그를 내 곁으로 오게 한다.301)

�전위시인집�의 발문을 쓴 1946년 말을 기점으로 시작된 오장환의 시인 연구는 

“한 작가에 대한 개인의 연구”가 척박한 상황임을 전제로 한 공적인 문학사 작업

을 표방한 것이었으나, 무엇보다 그것은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는 일과 같은 의미를 

지녔다. ｢소월시의 특성｣에서 오장환은 소월의 한계를 “자각”에 이르지 않은 “자아

의식”에서 찾음으로써 소월시의 개성과 한계를 모두 ‘자아의식’이라는 동일한 토대

에서 살폈으며, ｢자아의 형벌｣에서는 소월의 ‘몸부림’을 “받아들이는 감성밖에 없

는 사람”의 몸부림이라고 이해한다. 오장환은 현실에 대하여 ‘일호(一毫)의 저항성’

을 갖지 못하는 소월의 태도를 타매하면서도 그가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감정인임

을 이해하는 역설을 드러낸다. ｢소월시의 특성｣이 소월에 대한 비판적 객관화에 실

패한 글이 되었던 것처럼 ｢자아의 형벌｣ 또한 감정인으로서의 오장환 자신이 예세

닌이나 소월에게서 “나 자신의 지양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함을 고백하는 것으로 

300) 오장환의 첫 번째 소월 연구는 정지용 연구와 비슷한 시기에 나란히 발표되었다. 정지

용의 �백록담�에 관한 평문을 통해 오장환은 ‘무류 보옥’과도 같은 형식주의로도 감출 수 

없는 시인의 자아감정과 민족감정이라는 문제를 포착한다. 

301) 오장환, ｢자아의 형벌｣, �신천지�, 1948. 1; 오장환, 김재용 편, �오장환전집�, 실천문

학, 2002, 539~5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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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맺는다. ｢자아의 형벌｣은 소월과 예세닌을 견준 것이지만, 오장환은 그들 사이에 

자신을 투명하게 병치시킴으로써 투쟁에 대한 예세닌의 만시성이 자기 자신의 것

이기도 함을 확인한다. 투쟁 현실로부터 괴리된 처지임을 돌올히 드러내는 방식은 

혁명으로부터 언제나 반 보 뒤에 놓인 자신의 한계를 망각하거나 기만하지 않는 

시인의 인간적 진실성이다. 이와 같이 조직의 기반이 사라진 상황에서 ‘시인의 인

간적 진실성’이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따로 떨어져 공명하는 ‘문건’과 ‘조선문학가동

맹 잔류파’의 상호성이 조직 내부의 감정공동체를 구축하였다. 

  둘째,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는 해방 전후의 자기연속성에 관한 문제에 오랫동

안 천착하였다. 그들 내부의 ‘창조적 무기력증’, 과거로부터의 창조의 느낌은 모두 

진보적 시간관이 아닌 성찰적 방향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즉, 그들은 지연월북과 

같은 행위 지연의 특성과 함께 감정과 기억의 지속과 같은 성찰성을 또 하나의 공

통된 특성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해방 직후 “1945·8·15부터 오장환의 쓴 노래”의 

모음인 �병든 서울�(1946)을 상자한 오장환이 지용 그리고 소월에 대한 연구를 시

작한 해방 후반부를 기점으로는 방향을 선회하여 자신이 일제 말기부터 써왔던 작

품들을 엮은 시집인 �나 사는 곳�(1947)을 상자하게 되는 비진보적인 시간의 흐름

은 ‘시인의 인간적 진실성’이라는 창작의 선결요건을 의식하게 된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로서의 자기연속성에 대한 탐구로 이해된다. 이처럼 감정적 진정성을 확보

하기 위한 창작 주변부의 활동과 함께 자기연속성이라는 조건 속에서 성찰을 동반

하며 문학적 실천을 이어나간 것이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의 문학사적 의의이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본 장의 2절에서 해방공간 정지용의 창작 주변부의 활동을 중

심으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잡지 �문장� 속간호를 통해 드러나는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의 사상적 

입각점은 국가적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자유주의 원의의 회복에 있었다. 이들 잔

류 세력이 주축이 되어 암흑기 이전의 문학 전통인 �문장�을 계승한 ‘해방기 문장

파’의 노선은 국가를 비롯한 일체의 이데올로기로의 예속을 거부하며 자기 자신의 

신념과 기질에 따라 행동하고 ‘사회적 은둔자의 무리’로 자신들을 규정하였던 정부

수립기의 개인적 자유주의자들의 그것과 가깝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본 장의 3절

을 통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요컨대‘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는 조선문학가동맹의 내부에서 갈라져 나온 조직

의 최후방 세력으로서 자기비판적 준비와 그것의 일환인 문학사적인 과업, 그리고 

단독정부수립에 대한 비판 정신을 바탕으로 공백화된 문단을 견인한 문학의 주체

로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의 조직을 둘러싸고 동전의 앞뒷면처럼 월북과 잔류라

는 상반된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었던 까닭은 조직을 구성하는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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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의 문학적 정체성이 구체적인 지점에 있어서는 미묘한 차이를 지닌 것이었기 

때문이다. 해방 직후부터 다수파를 중심으로 전개된 하나의 주도적 시간, 투쟁의 

실패에 따른 월북이라는 하나의 주도적 행위로 매끈하게 담기지 않는 잔여의 지점

에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가 존재한다. 

  주변화, 탈루, 금기시, 실종, 상실, 공중분해, 심연 등 실로 지금까지 문학사에서 

월북문인의 부재를 가리키는 상태명사는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런 한편 전향문인에

게는 정치적 기회주의자라는 가치함의적인 이름에서부터, 정부수립기 문단의 문화

적 부면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남북합작노선을 견지한 ‘문화적 중간파’라

는 이름이 주어져 왔다.302) 본 절에서는 월북문인과 전향문인이라는 송별 구도의 

양극 사이에서 지연월북하였거나 잔류 중 스스로 몸을 드러내며 사라졌으므로 남·

북측의 문학사 그 어느 곳에서도 기록될 곳이 없었던 문학인들을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로 명명하였다. 그들은 임화의 문제의식을 수리하는 한편 문학사적 성찰과 

세대론적인 결속 구도를 형성하며 개인적 진실성의 음역 속에서 현실주의 문학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식으로 불온해지고 있었다.  

  이처럼 정부수립기 현실주의 문학 운동의 소수적인 흐름들을 ‘조선문학가동맹 잔

류파’라는 범주로 인식할 때, 문단의 공백화 과정과 함께 비카프 출신 지연월북자 

및 잔류자들의 존재가 좌익문인 전반에 대한 위기의식 속에서 짧게 드러난 1948년

은 조선문학가동맹의 외재적인 하강과 동시에 조직 내부를 떠받치고 있던 또 다른 

힘에 의해 다시 무엇인가 시작되고 있었던 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시인 내부

의 감정적 진정성과 내면의 보증을 창작과 맞바꿀 수도 있었던 조직 내 분열의 지

점이 조선문학가동맹원 대부분이 월북한 공백기를 채우며 짧은 순간 명멸한 것이

다. 본고의 작가론적인 문제의식에 비추어볼 때 이 명멸의 지점은 해방공간의 정지

용을 ‘현역시인’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된다. 이는 일시 구축된 소수파 조선문학가

동맹의 창조의 기미를 복원한다는 것이 정부수립기 이후 전쟁기까지의 문학사적 

공백에 대한 보충이라는 목적성을 초과하여 조직론과 작가론의 성격을 갖는 일임

을 의미한다.  

  또한 조직의 소멸 단계에 등장한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가 창작이 아니라 연

구, 번역, 시집의 서평 및 출간 등 창작 주변부의 활동에 충실했던 까닭은 문학활

동의 마지막 구심점인 �문장�마저 판금되었다는 상황논리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

었다. 그것은 보다 적극적으로는 현실을 선도하기에 앞서 시인 자신의 개인적 진실

성에 대한 확립을 ‘정신적 출발점’으로 삼는 것만이 언제나 새로운 시를 쓰는 일보

다 우선한다고 보는 태도를 자기비판의 순서로 여겼기 때문이다. 임화, 김남천, 이

302) 장세진, �숨겨진 미래―탈냉전 상상의 계보 1945~1972�, 푸른역사, 2018, 22~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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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준, 이원조가 떠나간 자리에서 이루어진 김기림, 정지용, 오장환, 설정식, 김동

석, 전위시인 등 기성·신진 시인들로 구성된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의 문학사적 

성찰의 작업과 창작 주변부 활동은 조직 초기의 문제의식에 응답하는 문학적 실천

이었다. 

  이처럼 본 절에서는 조선문학가동맹의 소멸 단계에 조직 내부에 존재하였던 잔

여적 힘들에 주목함으로써 1948년을 전후한 조직의 하강기를 조직의 건설 초기 단

계에 제기되었던‘정신적 출발’의 요청에 응답하는 감정공동체의 명멸기로 바라보는 

새로운 인식에 도달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당시 조선문학가동

맹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여겼던 진보적 문학사관에 비추어볼 때에는 ‘시대착오’에 

가까운 문학사적 성찰과 자기응시의 지난한 과정을 동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조선문학가동맹 결성 직후 계류된 자기진실성과 감정적 진정성의 문제를 궁구한 

문학적 실천으로 평가될 수 있다.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의 문학적 실천을 소수파 조선문학가동맹이라는 차원에

서 바라보기 위해서는 본 절에서 제시한 ‘문건’ 계열 혹은 해방공간 임화 그룹과의 

연결고리, 그리고 잔류파의 사상성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구명의 작업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본 절에서는 이와 같은 미결의 과제를 남긴 채 1948년 이후의 현실

주의 문학의 주체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범주를 제시하는 시론의 수준에서 논의

를 마무리하고, 이어지는 절을 통해 정지용을 중심으로 한 ‘조선문학가동맹 잔류

파’의 문학적 실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3.2. �백록담�의 발견과 정지용 시단의 확장

  3.2.1. 복선으로서의 �백록담�

  앞 절에서의 논의는 시집 �백록담� 이후로 해방 후반부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정

지용의 문학적 실천들을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라는 특유한 정체성 속에서 검토

할 수 있게 한다. 1948년을 전후한 시점의 정지용은 역사의 필연성에 따라 ‘불가

피로 쓰이는 시’를 모색하는 가운데 시인으로서 자신의 ‘인간적 진실성’을 어떤 방

식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었는가. 이를 살펴보기 위해 본 절에서는 첫째, 1948년을 

전후한 시기의 정지용이 시 혹은 예술과 현실의 긴장관계를 피력한 일제 말기의 

산문들을 해방공간에서의 사유들 사이에 재배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

러한 재배치의 양상을 통해 일제 말기의 시정신이 해방 직후의 공백기를 지나와 

해방 후반부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로서의 문학적 실천 속에서 속필되며 발전해 

나가고 있었음을 확인한다. 이에 대한 검토는 정지용 시문학사에 있어서 일제 말기

의 �백록담� 준비기와 해방 후반부를 발전일로의 구도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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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시인 자신에 의해 해방공간에서 ‘시적 부름’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백록

담� 준비기의 시세계를 살펴본다. 시집 발간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완성된 �백록담

� 준비기의 여타 작품들과의 내질적 차이를 살핌으로써 일제 말기의 정지용이 시 

혹은 예술과 현실 사이의 긴장관계를 다룬 시적 산문들과의 유기적인 관련 속에서 

현실을 참조하고 다시 현실의 수준을 상회하는 방식의 시세계로 나아가고 있었음

을 확인한다.  

  셋째, 이처럼 �백록담� 준비기에 나타난 현실주의 문학으로서의 성격이 해방 후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 시인 비평가들에 의해 재발견되고 비평적으로 그 의미가 

강화되는 지점을 살펴본다. 그들의 시각은 현실주의 문학 진영의 잔류파적 정체성

을 나눠가진 시인에 대한 감정발화의 성격을 갖는 것이자 해방 후 정지용 시세계

의 문학정전화 과정에서 점차 탈거되어 가는 현실주의적 맥락을 회복한 것이라는 

데 그 일차적인 의의가 있다. 나아가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 시인 비평가들의 시

각을 매개시킬 때 이른바 ‘정지용 시단’은 청록3인이 중심이 되는 해방 이전 �문장

� 신인 시인들의 범위를 초과하면서 해방 후 변성하는 것이었음이 드러나게 된다. 

‘정지용 시단’은 해방공간 정지용의 역동적인 자기전개에 의하여 윤동주와 같은 특

수한 예외적 개인을 아우르는 것이었을 뿐 아니라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의 비평

적 시각 속에서 확장되고 있었던 것이다. 

  �백록담�의 수록시편들이 작품의 생산 방식과 시인의식의 변화 과정을 온축한 

것이었고 시집에 대한 비평적 시각 또한 다층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었음에도 해방 

후 문학사에서 �백록담�과 정지용은 ‘순수시(인)’으로 사후 표상되어 왔던 것이 사

실이다. 따라서, �백록담� 준비기 시와 산문의 현실주의적 맥락이 해방공간의 시인 

자신에 의해 그리고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의 소장 시인 비평가들에 의해 현재화

되는 지점에 대한 확인은 �백록담�에서 해방공간까지 불연속적으로 이어진 정지용 

문학의 전통을 다시 묻는 일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첫째 소절에서는 �백록담� 준비기의 사유가 정지용

에 의해 해방 후반부에 속필되고 재맥락화되는 지점부터 살펴보도록 한다. 서두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방공간 정지용의 문학적 실천은 1948년을 전후로 한 시기

에 활성화되었다. 그것이 ‘문학적 실천’이라는 이름으로 묶일 수 있는 이유는 시 

비평, 작품집과 잡지의 편집, 역시(譯詩)와 같은 창작 주변부의 영역에 다양하게 

걸쳐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가히 ‘시가 없는’ 시인의 시에 관한 ‘무수한 답쌓

임’에 가까운 자각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윤동주의 일’(1947~1948)을 시작으로 

문단에서의 잔류를 종결하게 될 때까지 정지용은 산문 발표와 P. B. 셸리의 시 ｢

사랑의 철학｣ 번역 등 창작 주변부의 활동에 집중해 나간다. 편집자적인 자의식을 

토대로 한 해 간격으로 두 권의 산문집을 간행한 것도 모두 이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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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동주의 일’로부터 격발된 해방 후반부 문학적 실천의 흐름 속에서 시인이 가

장 먼저 발표한 산문은 ｢공동제작｣이다. 해방 직후 찬가 계열의 시와 그 연장선상

의 동요집 평문을 발표하고 교원의 일상을 다룬 산문을 간헐적으로 발표하던 것에 

비추어볼 때 일상적인 생활의 단편 속에서 자신의 예술관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

공동제작｣의 자리는 돌올한 것이다. 

  ｢공동제작｣은 “도자기 제작자요 조선고공예 흠모자”인 미국인 ‘길벝슨국장’과 

‘내’가 조선의 도자기 예술에 관하여 주고받은 문답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조백자를 아메리카로 가져가더라도 “조선의 하늘을 설명하기에 힘들지 않을” 것임

을 낙관하는 국장에게 ‘나’는 이조백자의 ‘피부’ 속에 감춰진 ‘혈액’에 대하여, 그리

고 ‘비뚤고 우그러진 자세’의 이유를 묻기를 삼가지 않는다. 여기에 대하여 국장이 

혈액이 내비치지 않는 서양자기의 경우처럼 이조백자 역시 육체를 갖지 않았을 것

이며 ‘비뚤고 우그러진 자세’는 ‘백자=자연’임에 따른 현상일 것이라 대답하자, 

‘나’는 ‘자연’에서 ‘인간’을 배제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으며 도자기의 ‘비뚤고 우그

러진 자세’는 이조 신분정치시대의 “눌르고 눌리우고 뺏고 빼앗기던 관계”가 형상

으로 드러난 것이라 대답한다. 

�눌르고 눌리우고 뺏고 빼앗기던 관계로, 이조백자는 절로 비뚤고 우그러져 태생한 것

이오.�

감격성의 아메리카 예술가의 뺨에는 홍조가 오르고 이조백자기 피부 안에 흐르는 백성

의 혈액은 선연하기가 그저 ｢고전예술｣만이 아니었다.303)  

이처럼 산문 ｢공동제작｣을 통해 시인은 ‘예술’의 생산적 맥락과 그것에 담긴 계급

적 상황을 투시하듯 바라보는 한편 인민 다수가 주체가 되는 예술형태에 대한 ‘고

전주의적’ 발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공동제작｣은 이듬해에 내리 쓰인 자기비판

적 시론인 ｢산문｣과 ｢조선시의 반성｣, 그리고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 시인에 대한 

입론을 통해 인민예술에 대한 지향점을 드러내게 되는 해방 후반부 정지용 예술관

의 단초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해방 직후 찬가 계열의 시를 발표한 이후 오랫동안 시가 없었던 시인에게 이와 

같은 예술관을 피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함이었을까. 인민예술론에 대한 지향을 

비롯하여 ‘동생시인들’에 대한 시 비평 등 시를 둘러싼 비직접적이고도 환유적인 

문필 행위들을 지속해 나간 해방 후반부 정지용의 문학적 실천은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시인의 인간적 진실성에 의한 ‘불가피로 쓰이는 

303) 정지용, ｢공동제작｣, �경향신문�, 1947. 2. 16; �지용문학독본�, 박문출판사, 1948, 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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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도모하는 준비기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술과 생활 혹은 현실 간의 긴장관계를 다룬 과거 �백록담� 준비기의 산문을 

해방 후반부의 산문집 사이에 선택적으로 재배치한 편집술 또한 이와 같은 차원, 

곧 새로운 준비기를 위한 문학적 실천으로 이해된다. 작품선집을 제외한다면 정지

용의 마지막 작품집이 되는 �산문�(1949)에서 ｢시와 언어｣와 ｢비｣는 해방 이전에 

발표되었으며 이미 한 차례 기존 작품집에 실린 산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처럼 

중복수록임이 명백한 두 편의 산문을 해방공간의 시론인 ｢산문｣ 및 ｢조선시의 반

성｣과 함께 실은 이유는 무엇인가. 

시의 무차별적 선의성은 마침내 시가 본질적으로 자연과 인간에 뿌리를 깊이 박은 까

닭이니 그러므로 자연과 인간에 파 들어간 개발적 심도가 높을수록 시의 우수한 발화

를 기대할 만하다. 뿌리가 가지를 갖는 것이 심도가 표현을 추구함과 다를 게 없다. 

(……) 다만 <근신>만으로서 성자가 될 수 있을른지는 모르나 <표현> 없이는 시인이랄 

수가 없게 된다. 시는 실제적으로 표현에 제한되고 마는 것이니 표현 없이는 시는 발화 

이전의 수목의 생리로 그치고 말음과 같다. 그러므로 <근신>은 일종의 Action으로서 

도덕과 윤리에 통로되는 것이요 표현은 Making에 붙이어 예술과 구성에 마치는 것이

니 Poem의 어원이 Making과 동의였다는 것은 자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304)

｢시와 언어｣는 시의 제작을 근저에서 떠받치는 것이 시인의 행동임을 피력한 해방 

이전 정지용의 마지막 번째 시론이다. 이를 통해 시론이 발표된 시점인 �백록담�

준비기의 정지용이 ‘자연과 인간’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태도를 ‘표현’에 우선하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해방공간의 산문집에 재배치된 

이유에 대해서는 먼저 ｢시와 언어｣가 그 이전까지 발표해 오던 시론들을 결산하는 

성격을 갖는 것이면서305) 해방공간으로부터 시간적인 거리가 가장 가까운 시론이

기 때문에 취택되었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나아가 ｢시와 언어｣는 자연과 인간

을 정시하는 시인의 현실주의적인 태도와 그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시론이라는 점

에서 해방 후반부에 현실주의적 예술관을 피력하게 되는 정지용의 사유와 가장 그 

거리가 가까운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작가론적인 추정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텍스트는 ｢시와 언어｣와 마

찬가지로 해방 이전에 발표·수록되고 해방 후반부의 시론들 사이에 재배치된 ｢비｣

304) 정지용, ｢시와 언어｣, �문장�, 1939. 12. 

305) ｢시와 언어｣는 �산문�에 재수록되는 과정에서 �문장�의 시선 심사평인 ｢시선후｣의 내

용을 포함하는 형태로 개작되었다. 이는 정지용이 ｢시와 언어｣라는 해방 이전 마지막 시

론의 틀과 문제의식을 �문장� 고선위원으로서 전개해 나갔던 시론적 사유를 포괄적으로 

대표할 만한 것으로 여겼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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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므로 빗방울이라든지 동백꽃이라든지 눈물이라든지 의리 인정, 그러한 것들이 모두 

아름다운 것이기도 하고 해로울 것도 없고 기뻐함즉도 한 것이나 그것이 굴러 가는 계

절의 마찰을 따라 하로 삶이 주름이 잡히고 피로가 쌓인다. 설령 안개 같이 가벼운 것

임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산문 ｢비｣에서 오피스 창문에 맺힌 빗방울과 거리에 내리는 비, 그리고 영화 ‘춘

희’에 배경으로 내리는 비는 무대와 관객석, 그리고 현실과 예술 사이를 매개하며, 

서술자인 ‘나’ 또한 빗방울처럼 현실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귀가길에 올라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된 ‘나’는 계절에 “마찰”되듯 살아간다

는 것의 피로는 “빗방울이라든지 동백꽃이라든지 눈물이라든지 의리 인정, 그러한 

것”, 그 ‘아름다운 것’들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 없다는 생각에 다다른다. 이는 영화 

속 ‘춘희’의 삶처럼 ‘아름다운 것’ 또한 시들고 변하며 끝도 있는 것이라는 허무주

의적인 인식이지만, 한편으로 이는 또한 예술이나 자연, 고귀한 심성과 같은 ‘아름

다운 것’ 들이 초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시인의 각성이기도 

하다. 

  예술과 현실의 밀착된 관계에 대한 ｢비｣의 각성은 시인의 행동과 표현을 시의 

뿌리와 꽃에 빗대어 나타낸 일제말기의 가장 마지막 번째 시론 ｢시와 언어｣의 인

식으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름다운 것’과 지극한 

삶의 문제가 갖는 상관성에 대한 인식이, 그러한 ‘계절의 마찰’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시에서의 ‘표현’, 곧 언어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게 된 ｢시와 언어｣, 곧 �백록

담� 준비기의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자연과 인간’에 대한 성자적 천착을 요

청한 ｢시와 언어｣에서의 사유가 해방 후반부 ｢공동제작｣으로 한 차례 뚜렷하게 표

출된 정지용의 현실주의적 예술관의 단초를 보인 것이라 할 때, ｢비｣는 매우 일상

적인 어법으로 ｢시와 언어｣와 사유의 거리가 가까운 텍스트로 선행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두 편의 산문이 상당한 시차를 두고도 해방공간에 재배치된 것은 

한 시인의 예술관 혹은 예술적 사유의 전개라는 문학적 실천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로서 38선 이남 문단에 소수파로 존재하였고 정부수립기 

직후에는 �문장�이라는 자율적이고도 불온한 문학 활동의 거점마저 상실하게 된 

정지용이 마지막 번째 작품집에 해방 이전의 산문을 선택적으로 재배치한 것은 단

지 지나간 자신의 문학적 위업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해방공간의 정지용이 �백록담� 준비기에 한 차례 결산되었던 시에 관한 자신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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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를 지금 이곳으로 절실히 ‘부르고’ 해방공간의 시론 사이에 재배치한 것은 ‘아름

다운 것’의 존재양식이 곧 현실이라는 �백록담� 준비기의 시인의식을 현재적인 지

점으로 회복하고 연계해야 하는 필요성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이조백자에서 다수의 인민이 주체가 되는 예술의 가능성을 투시하였던 것과 같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고전주의적’ 발견이다. 

  일상적 장면을 다룬 산문에서 계급의식에 기반한 예술관을 웅변조로 피력한 것, 

윤동주를 발견하고 월트 휘트먼을 민중시인으로서 재발견한 것,306) �백록담� 준비

기의 시적 사유를 재배치한 것을 비롯하여 해방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정지

용의 문학적 실천은 대체로 시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우회성이 

말해주는 것은 해방공간의 정지용이 해방 직후의 ‘비시(非詩)’에서 ‘시 없음’의 상

태로 수렴되듯 멈춘 것이 아니라, 시는 아니나 끊임없이 시와 시인을 가리키는 문

학적 실천들, 곧 ‘비시지시(非詩之詩)’로 나아가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비시(非詩)’ 

곧 ‘시 아닌 것’의 비유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른바 ‘지용시대’의 김기림은 

정지용의 시를 가리켜 “낡은 새로운 시라느니보다도 시 아닌 것과 참말 시의 경

계”를 보인 것이라 상찬하면서 ‘시 아닌 것’과 ‘참말 시’를 구분지은 바 있는 것이

다. 이러한 경계와 구분을 의식하며 바라볼 때, 정지용 시문학사의 보편적인 인식

과도 같이 ‘지용시대’ 이후의 정지용은 ‘참말 시[眞詩]’에서 ‘시 아닌 것[非詩]’으로 

하강한 것이라 할 수 있을까. �백록담� 이후의 정지용을 해방 후반부의 문학적 실

천의 양상까지로 확장시켜 바라본다면 정지용의 시적 궤적은 ‘지용시대’의 참말 시

[眞詩]에서 해방 직후의 ‘시 아닌 것[非詩]’으로, 그리고 3~4년 간의 시 없음을 거

쳐 해방 후반부의 문학적 실천을 통한 ‘시 아닌 시[非詩之詩]’로의 도정을 보인 것

이다. 

  이처럼 정지용이 해방 후반부 창작 주변을 맴도는 문학적 실천들을 통해 자신의 

외부로부터 시정신을 구하고 있었음은 달리 말해 시인 자신의 시 없음, 곧 ‘창조적 

무기력증’이라는 폐허의 지점 속으로 과거와 미래의 파편들을 재구축하는 파상력을 

발휘했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해방 후반부 정지용에게 자신의 외부란 시 비평의 

대상이 되는 시인들이면서 또한 암흑기 이후로 유지해 나갈 수 없었던 �백록담�

준비기의 시정신이었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지용은 윤동주를 ‘부름으로

써’ 후기 윤동주 시에 내면화된 자신의 �백록담� 준비기 시정신에 대한 자화상적인 

감정과 마주할 수 있었으며, ‘鯉魚’로서의 윤동주의 ‘흰 그림자 시편’이 또한 그것

을 매개하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지용이 윤동주의 시에 대하여 ‘鑑賞’할 수 없

306) 해방 전후 정지용의 휘트먼 번역에 나타난 역자의 태도의 차이에 대해서는 정헌, ｢정

지용의 월트 휘트먼 시 번역 작업의 목적: 일제 강점기와 해방 공간의 근본적 차이｣, �영

미문화� 18-2, 한국영미문화학회, 20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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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상처 입은 사람처럼 ‘感傷’한 까닭은 여기에 있었다. 

  그렇다면 해방 후반부의 정지용이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의 위치에서 후기 윤

동주를 통해 자화상적인 감정 속에서 마주보고 산문 재배치의 방식으로 해방공간 

현재의 시점으로 불러들인 �백록담� 준비기의 시정신이란 무엇인가. 이는 시집 �백

록담�의 성격을 묻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백록담�은 제1~4부 수록 시편들과 제5

부의 산문들로 구성된 작품집이며, 수록작의 전반적인 창작 시점은 �정지용시집�과 

가까운 시점인 1930년대 중반부터 시집 출간을 얼마 앞둔 1941년 정초까지로 펼

쳐져 있다. 그렇다면 엄밀히 �백록담� 준비기는 수록작이 창작된 그 전체기간을 가

리키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집 �백록담� 준비기간 중 공백기를 비

롯한 내질적 차이들을 고려할 때 시집 준비기의 최정점이 되는 기간은 산문시형을 

새롭게 선보인 ｢삽사리｣와 ｢온정｣의 스타일을 1년 여의 공백 이후 이어간 ｢장수

산·1｣ ｢장수산·2｣(�문장�, 1939. 4)으로부터 2행 1연 형태의 자연시 계열과 산문시

형의 서정적 서사시 계열의 균형으로의 뚜렷한 변화를 보이게 되는 ｢신작정지용시

집: 도굴｣(�문장�, 1941. 1)까지의 1년 9개월 여의 기간이라 할 수 있다. 시집의 

제1부에는 준비기에 ｢신작정지용시집: 도굴｣을 통해 발표한 자연시 계열과 서정적 

서사시 계열의 근작들이 균형감 있게 배치되어 있다. 

  ｢장수산·1｣과 ｢장수산·2｣ 이후 1년 8개월 여 시를 발표하지 않던 정지용은 1941

년 신년호 �문장�에 ｢신작정지용시집: 도굴｣이라는 제하에 열 편의 시를 발표한다. 

말하자면 �백록담� 준비기의 처음과 끝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정지용은 시가 

없었던 셈이다. 따라서 긴 침묵기 뒤에 소시집 분량의 ｢신작정지용시집: 도굴｣을 

발표한 일은 시인에게도, ｢장수산·1~2｣ 이후로 �백록담� 준비기 시편의 산실과도 

같았던 �문장�에도 특별한 사건이었다. �문장� 1941년 신년호에서 정지용의 신작 

시편들은 ‘지용의 맑은 시하(詩河)’로 추켜질 만큼 화제를 모았다. �문장�은 지용의 

맑은 물줄기를 따라 ‘꽃이 그리운 이에게는 꽃을 들려주고 잔이 그리운 이에게는 

잔을 권할 “새해” 문단의 “多福”을 기약하였으며, 춘산관(春山館)의 반취한 ‘芝溶

居士’는 “일곱 살 少女에게서 花環을 받고 싶다”고 소망하였다. 

어제밤, 春山館에서 半醉한 芝溶居士, 일곱 살 少女에게서 花環을 받고싶다 하였다.

오래 안쓰다 한목 열篇을 던진 속이라 동지섯달에 꽃이 그리우리만치 헛전 하기도 하

리라. 꽃이 그리운 이한테 꽃을 들리고 盞이 그리운 이한테 盞을 勸할 수 있도록 이 새

해여 우리 文壇에 多福하소라.307)

단정하고도 구체적으로 피력된 소망의 내용은 “열篇을 던”져 공동(空洞)처럼 비어

307) ｢여묵｣, �문장� 3권 1호, 문장사, 1941. 1, 1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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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린 시인의 마음에 ‘둥글게’[環] 화답할 존재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낸다. 이 같은 

소망은 반취에 가려진 것이지만 새로운 시세계에 대한 문학적 반향을 기대한 것으

로 해석될 뿐 아니라, 두 해 전 시의 침묵기에 선천에서 보았던 네댓 살 난 소녀 

‘은희’에 대한 기억과 대응된다. 시가 없었던 기간 동안 정지용은 �문장� 고선위원

으로서의 활동을 지속하면서 시론을 연재하였으며, 선천·의주·평양·오룡배 등지를 

다녀온 경험을 연작형의 기행산문 ｢화문행각｣으로 발표하였다. 

  연작형 기행산문 ｢화문행각｣은 �백록담� 준비기 최정점에 창작된 ｢신작정지용시

집: 도굴｣의 일부 시편들과 상호텍스트성으로 개방된 관계를 보인다. 실제 기행에 

기반한 산문과 시 사이의 개방 관계, 다시 말해 ｢신작정지용시집: 도굴｣ 시편의 현

실 개방적 속성은 �백록담�에 내재된 양식상의 중층적 성격을 창작 원리와 주제의

식의 측면에서 또 한 번 결정한다. 즉, �백록담�의 중층적 성격은 서사성을 가진 

산문시형의 도입으로 인한 2행 1연의 자연시 계열과 산문시형이라는 양식상의 중

층성에서뿐 아니라, 북선기행의 과정이 ｢신작정지용시집: 도굴｣의 창작으로 이어지

는 생산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선기행의 여정은 선천에서 시작되었다. ｢선천·3｣에서 정지용은 네댓 살 난 소

녀 ‘은희’와 그런 ‘은희’만 한 키를 하고 겨울에 실내에서 자라는 동백나무의 모습

을 병행 묘사한다. ‘은희’와 ‘동백’은 선천의 가족주의적 풍경의 핵심에 놓여 있

다.308)

玄關까지 뛰어나오며 歡呼하는 恩姬는 뛰고 나는 것이 한 개의 爛漫한 鳥類가 아닐 수 

없었다. 우리는 恩姬를 천정 반자까지 치어들어 올리었다.

冬柏나무는 이 저녁에는 잎새마다 순이 트이고 불빛이 유난히 밝은데 우리들의 食卓은 

잔치와 같이 즐거웠고 떠들썩하기까지 한 것이었다.309)

그런데 1930년대 중후반부터 이루어진 정지용의 기행산문이라는 큰 범위 속에서 

‘동백’은 박용철에 대한 애도에서 비롯된 여행의 시작점에 놓여있던 것이기도 하였

다. 시문학파와의 우정을 환기하는 ‘동백’에서부터 ‘혈통의 동백나무’를 향해가는 

여정 속에서 정지용은 초기 문학세계를 지배하던 신경증적 불안을 극복할 수 있었

다.310) 따라서 ‘동백’은 정지용 문학의 변화과정을 계측하는 시적 기호라 할 수 있

308) 신범순, ｢정지용의 시와 기행산문에 대한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9, 한국현대문학

회, 2001 참조. 

309) 정지용, ｢화문행각(3) 선천·3｣, 1940년 1월 28일부터 2월 15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

된 ｢화문행각｣ 연작은 해방 이후 출간된 정지용의 첫 번째 산문집 �지용문학독본�(박문

출판사,1948.2)에 수록되었다.

310) 신범순, 앞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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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처럼 선천의 실내에서 자라는 ‘동백’은 북선여행의 시작점에 위치하면서 박용

철 애도여행을 환기하게 하는 내적 연결성의 기호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

선기행의 마지막 행선지인 오룡배에서 또 한 차례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룡배에

서의 ‘동백’은 기억의 공간이나 혈통나무라는 의미로부터 벗어나 ‘그늘 속의 동백’

이라는 심상으로 변주되어 나타난다. 즉, 죽은 벗의 고향에서 ‘동백’을 완상하는 것

에서 출발된 여행은 은희로 이어지는 먼 가문의 계보를 상징하며 추운 겨울 실내

에서 자라는 동백나무에 대한 발견을 거쳐 ‘그늘 속의 동백’을 향해간 것이다. 

사투리가 복망이나 박다근처에서 온 모양인데 몸이 가늘고 얼굴이 파리하여 심성이 꼬

장꼬장한 편이겠으나 호감을 주는 것이 아니요 옷도 만주추위에 빛깔이 맞지않는 봄옷

이나 가을옷 같고 듬식 듬식 놓인 불그죽죽한 동백꽃 문의가 훨석 쓸쓸하여 보인다. 

(……) 

�기미꼬상! 여게서 쓸쓸해 어찌 사노?�

�할수없이 그대로 지나지라우.�

�京城은 살기 좋다지요?�

패랑이 꽃처럼 가늘고 쓸쓸한 이 여자는 그래도 열탕이 솟는 오룡배 다다미 방에서 겨

울을 나는 것이 좋을것이라고 생각하며 맥주도 인제 맛이 난다고 나는 말하며 컵을 든

다.

유리바깥 추위는 뿌우연 토우같이 달려 있다. 

북선기행의 마지막 행선지인 오룡배의 온정마을에서 정지용이 발견한 것은 계절에 

맞지 않은 옷에 “듬식 듬식 놓인 불그죽죽한 동백꽃 문의”로서의 동백이었다.311)

여정상 그것은 동백의 가족적 풍경이 자리한 선천을 구심점으로 하는 풍경의 확장

이었다. 선천은 더 바깥으로 확장되고, 다시 그 원점으로 둥글게 되돌아오는 여행

에서 중심에 놓여 있는 장소였다. 정지용의 일행은 의주와 오룡배를 다녀와서도 반

복적으로 되돌아오는 중심인 선천을 다시 방문하였다. 정지용은 이처럼 선천이 그 

중심에 놓인 북선여행에서 남도에서부터 북선기행 장소인 선천에 이르는 동안 둥

글어진 ‘동백’의 풍요로움 속에 그늘 속의 동백을 포용하는 시인의 관점을 보여주

고 있다. 이는 ｢신작정지용시집｣의 서정적 서사시 계열과 함께 정지용의 시의식이 

현실을 참조하고 그것을 시적으로 재맥락화함으로써 상회하는 방식의 시쓰기로의 

기미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선천을 구심점으로 하는 방사형 여행의 플롯은 

311) ｢화문행각―오룡배｣와 ｢호랑나븨｣의 상호텍스트성에 대해서는 졸고, ｢정지용 문학의 가

톨리시즘과 역사의식｣, �민족문학사연구� 53, 민족문학사학회, 2013에서 언급한 바 있음

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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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록담� 준비기의 정지용이 시인으로서 포용하고자 했던 현실의 범위를 보여준다. 

  정지용의 방사형 여행을 통해 ｢오룡배｣는 ｢선천｣과 연결되며, ｢오룡배｣의 시든 

동백은 두 장소를 오고가는 시인에 의해 ｢선천｣의 혈통나무로서의 동백 속에 포용

된다. 그것을 다시 시적으로 재맥락화한 것이 ｢호랑나비｣이다. 북선기행의 마지막 

여행지였던 오룡배 온천에서의 경험은 ｢호랑나븨｣의 시상을 이룬 것이다. 이는 시

의 침묵기에 ｢화문행각｣을 거쳐온 정지용이 ｢신작정지용시집｣ 단계에서 현실을 직

접 다루면서 시적으로 재맥락화하는 단계로 나아갔음을 보여준다. 이는 정지용이 

해방 전후의 내적 연속성 속에서 ｢시와 발표｣와 ｢비｣를 통해 보여준 사유, 곧 정신

적인 것과 시의 언어, 예술과 현실의 통합적 관점을 보여준다.  계절에도 맞지 않

은 동백꽃이 그려진 옷을 입은 하카다 출신의 여급은 ｢신작정지용시집: 도굴｣을 통

해 재맥락화된다. 이로써 정지용의 북선기행은 동백의 가족적 풍경으로부터 그늘 

속의 동백을 발견하고 포용하는 여행이 된다. 

畫具를 메고 山을 疊疊 들어간 후     이내 蹤跡이 杳然하다     丹楓이 이울고     

峯마다 찡그리고 눈이 날고 嶺우에 賣店은 덧문 속문이 닫히고     三冬내― 열리지 

않었다     해를 넘어 봄이 짙도록     눈이 처마와 키가 같었다     大幅 캔바스 우

에는 木花송이 같은 한떨기 지난해 흰 구름이 새로 미끄러지고     瀑布소리 차츰 불

고 푸른 하눌 되돌아서 오건만     구두와 안ㅅ신이 나란히 노힌채 戀愛가 비린내를 

풍기기 시작했다     그날밤 집집 들창마다 夕刊에 비린내가 끼치였다     博多 胎生 

수수한 寡婦 흰얼골 이사     淮陽 高城사람들 끼리에도 익었건만     賣店 바깥 主人 

된 畫家는 이름조차 없고 松花가루 노랗고     뻑 뻑국 고비 고사리 고부라지고     

호랑나븨 쌍을 지여 훨 훨 靑山을 넘고.312)

｢호랑나븨｣와 북선기행문 ｢화문행각｣의 관련성에 주목함으로써 완미하게 닫혀있는 

자연시가 아니라 시인이 경험한 현실에 대한 관점이 투영되어 있고, 삶과의 긴장관

계 속에서 구체적인 인물들이 처한 현실을 재맥락화하는 개방적인 텍스트임을 확

인할 수 있다. �백록담�에 나타난 현실정향적 요소는 문학정전화 과정에서 누락되

었으나, ‘순수문학’과 거리를 두게 되는 해방공간에서의 정지용의 선택에 대한 일

종의 복선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맥락 속에서 생산된 시편들이 �백록담�을 구성하고 있었다. ｢

신작정지용시집: 도굴｣로 발표된 서정적 서사시 계열의 작품들은 시의 침묵기를 포

함한 3년의 준비기의 최정점에서 쓰인 것들이며, 이 계열의 작품군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방 이전 정지용 시의식의 굴절점, 다시 말해 자연시 계열에서 인간세

312) 정지용, ｢호랑나븨｣, �백록담�, 문장사, 1941, 48~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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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관한 시적 재맥락화라는 새로운 시적 변화 과정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한 

권의 완미한 시집으로 �백록담�에 접근하는 방식은 그것에 내재한 시간성과 다각

적인 의미와 복선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접근법이 된다. 

  3.2.2. 정지용 시단의 확장

  �백록담� 준비기 최정점에서 ‘그늘 속의 동백’을 포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방

사형의 여행과 북선기행을 통해 경험한 현실을 참조하고 상회하는 방식으로 구축

한 시세계인 ｢신작정지용시집: 도굴｣은 해방공간의 정지용으로 하여금 순수시를 쓰

지 않고 현실주의적인 문학관을 피력하게 하는 복선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해방공간에서 정지용을 대상으로 활발히 이루어진 문학정전화 과정에서 

�백록담� 준비기 최정점에서 창작된 시편들의 대부분은 누락되었으며, 이는 �백록

담�의 전체성에 대한 의미 누락으로 이어졌다. 

  해방 이전 정지용이 발표한 두 권의 작품집인 �정지용시집�과 �백록담�은 해방

공간에서 여러 차례 재간행되거나 선집 형태로 간행되었다. 1946년 5월 조선문학

가동맹 계열 출판사에서 정지용 작품집을 재판본 형태로 간행한 것을 시작으로 6

월에는 조선청년문학가협회 문학인들이 관여하고 있던 을유문화사에서 �청록집�과 

나란히 �지용시선�을 출간하였다.313) 정지용에 대한 문학정전화 과정에서 두드러지

는 것은 방식상의 차이였다. 문학정전화의 두 가지 입장인 기본주의에 따른 재간행 

방식과 반기본주의적 선별 방식이 그것이다.314) 해방 직후 한 달 간격으로 정지용

의 작품집을 정전화한 건설출판사와 을유문화사의 정전화 방식은 이 지점에서 분

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작품 선별 방식의 반기본주의적 정전화는 정지용의 전향 

이후 간행된 두 번째 선집인 �현대시집 1�으로 이어졌다. 

  선별 방식으로 정전화된 두 권의 선집을 비교하여 볼 때, �지용시선�과 �현대시

집 1�에는 �백록담�으로부터 9편과 5편씩이 선별 수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지

용시선�에는 ｢장수산 1~2｣, ｢백록담｣, ｢옥류동｣, ｢인동차｣, ｢폭포｣, ｢나비｣, ｢진달

래｣, ｢꽃과 벗｣이, �현대시집 1�에는 ｢춘설｣, ｢구성동｣, ｢인동차｣, ｢장수산｣, ｢백록

담｣이 �백록담�을 대표하는 시편들로서 선별되었다. 원형 시집의 제1부를 이루는 

313) 해방 후 정지용을 대상으로 한 작품집 및 선집의 (재)간행 목록은 다음과 같다. �정지

용시집�(건설출판사, 재판, 1946); �지용시선�(을유문화사, 1946); �백록담�(백양당, 재판, 

1946; 동명출판사, 재판, 1946); �백록담�(동명출판사, 3판, 1950); �현대시집 1�(정음사, 

1950) 문학적 명성화의 흐름은 앞의 소절에서 살펴보았듯 �백록담� 이후 시가 아니거나 

시가 없었으며, 해방 후반부에는 ‘시 아닌 시[非詩之詩]’로서의 문학적 실천을 통해 새로

운 준비기로 나아가고 있던 시인의 궤적과 대비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314) 문학정전화의 반기본주의적 방식은 선별된 작품에 대한 해석을 균질한 것으로 이끌어

냄으로써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허정, ｢윤동주 시의 

정전화와 민족주의 지평 넘기｣, �어문논총� 51, 한국문학언어학회, 2009, 5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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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록담� 간행 시점과 가까운 최근작 시편들은 �지용시선�에 ｢나비｣, ｢진달래｣, ｢

꽃과 벗｣의 세 편이 수록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즉, 해방 후 선별 방식

의 정전화 과정 속에서 정지용은 1939년까지의 시업이 간추려진 형태로 명성화되

고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단독 선집인 �지용시선�에서 합동 시인선집인 �현대시집 1�의 규모로 점차 간추

려지면서 최근작 시편들이 누락되어 갔다는 것은 작품 선택에 따른 의미의 배제, 

곧 �백록담�이 갖는 전체적인 의미의 누락으로 이어졌다. �백록담�의 전체적인 의

미란 선집에서 점차 누락되어간 최근작 시편들인 ｢신작정지용시집: 도굴｣ 시편들에 

의해 확보되는 것으로서, 정지용은 최근작 시편들을 통해 현실주의적 시의식의 단

초를 보이며 시의식이 굴절되어간 단면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냈다. 

  이와 같은 정전화의 흐름 속에서 �백록담�의 현재적인 의미를 재발견하고자 했

던 것은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 시인 비평가들이었다. 그들은 1930년대 후반까지

의 자연시 계열 시편들을 중심으로 정전화되고 있었던 �백록담�으로부터 현실주의 

문학으로서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정지용론을 다룬 기존 연구에서 주목해 

왔던 것은 정지용에 대한 해석이 그것을 해석하고 전유하는 주체들에게 어떤 의미

가 있었는가라는 점이었다. 이에 따라 해방공간의 진보적 민족주의 진영 측에서 제

출된 정지용론은 해방공간의 좌우 이념에 따른 시적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유

라는 의미로 접근되어 왔다. 

  먼저 김동석의 정지용론은 임화, 이태준, 김기림 등 해방 전후로 활동을 지속해

온 ‘조선문학가동맹’ 문학인들에 관한 문인비평의 차원에서 발표된 것이었다. ｢시

를 위한 시―정지용론｣에서 김동석은 해방 직후 애국주의적 민족주의의 맥락에서 

노래된 정지용의 상황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는 한편 정지용이 해

방공간에서 �백록담�의 시정신을 유지해 나감으로써 오장환의 ‘탁류의 노래’에 짝

하여 정신성의 일익을 담당해 주기를 기대한다. 1930년대 중반 비평가로의 입문할 

당시 김동석에게 정지용 시는 풍경을 노래한 것이지만 시인의 사상과 일여를 이룬 

점에서는 리얼리즘 시의 전형과도 같았다. 김동석이 �백록담�에서 발견한 가치 또

한 ‘자연’이 아니라 ‘뜨거운 체 하거나 미지근하지 않은’ 시인의 이가 저리도록 차

고 깨끗한 정신성의 가치였다. 그런 한편 ｢지용사의 백록담｣에서 오장환은 정지용

의 형식주의적 도피로도 가려지지 않는 감정의 문제에 주목하고, 그것으로부터 민

족감정을 노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폈다. 

  이처럼 �백록담� 준비기에 마련된 시의식의 해방 전후 연속성은 시인 안팎에서, 

즉 �백록담� 준비기의 시적 사유들을 해방공간에 재배치하는 시인 자신의 편집술

과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 시인 비평가들의 비평적 시선에 의해 확보되고 강화될 

수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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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록3인을 순수서정시의 계맥 속에서 정지용의 시 전통을 이은 후계로 보는 관

점이 보편적이고도 상식적인 문학사 인식을 형성해 왔다. 그러한 인식에는 ‘자연’

을 모색해 가던 정지용과 청록3인의 접점에 대한 고려가 담겨 있는 것이며 분단 

상황 하에서 정지용을 이야기하기 위해 허락된 방식이었다는 일면에도, �청록집�

이후의 청록3인뿐 아니라 해방공간의 정지용에게서 확인되는 자기전개 과정, 그리

고 �백록담�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해석적 관점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이 결여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해방공간에서 순수시인으로 정전화되고 있었던 정

지용의 �백록담� 준비기 최정점의 누락된 사유를 비평적으로 강화하며 정지용 시

단의 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은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 시인 비평가들이었

다.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 가운데 시인론을 개진한 것은 김동석과 오장환, 그리

고 석은이지만, 해방공간의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인 정지용과의 연결고리를 보

다 확대해볼 때 현실주의 시의 맥락에서 정지용의 시세계를 계승한 시인들은 설정

식과 김상훈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로 범주화되지 않으면서 

정지용 시단에 위치될 수 있는 해방공간의 신진 시인들로는 앞서 2장에서 살펴본 

윤동주와 함께 �경향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정지용 문하로 등단하였다고 할 김종

길이 있다. 이로써 �백록담� 이후 정지용 시단의 규모는 해방 이전 �문장�의 신인 

출신인 청록3인에서 보다 더 넓은 형태, 즉 2장에서 살펴본 특수한 예외적 개인으

로서의 윤동주와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 및 기타 시인들을 포괄하는 형태로 확장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3.3. �문장� 이후의 감정공동체와 ‘해방기 문장파’

  본 절에서는 일제 말기 잡지 �문장�의 방향 조정과 폐간을 둘러싸고 ‘집단감정’

을 경험한 문학인들이 해방 전후 �문장�의 감정공동체로 결속되는 과정을 살펴본

다. 나아가 이 같은  �문장� 감정공동체의 토대 위에서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가 

‘해방기 문장파’로 나아가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의 �문장

� 재간행을 정부수립기의 주요한 문학적 실천의 의미로 재매김한다. 

  정지용의 시집 �백록담�은 1941년 9월 15일 문장사(文章社)에서 김연만을 저작 

겸 발행인으로 출간되었다. 그런데 이는 문장사(文章社)를 발행소로 하던 잡지 �문

장�이 1941년 4월 폐간되고 다섯 달 뒤의 일이었다. �백록담�이 출간되던 무렵을 

해방공간의 정지용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前에 評論工夫를 한 履歷이 있었더라면 이제 와서 이 一文을 草하기가 수월하였을걸―

詩人 소리만 들어온 것이 늦게 여간 괴롭지 않고 (……)

이러한 괴로움이 日帝 發惡期에 들어 �文章�이 廢刊 當할 무렵에 매우 심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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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렵에 나의 詩集 �白鹿潭�이 主題 街頭에 나오게 된 것이다.315)

�백록담�이 ‘�문장� 폐간 무렵 主題에 街頭로 나오게 되었다’는 진술은 시집이 출

간된 시점이 �문장�과 문장사(文章社)라는 문학의 기반이 사라진 상황이었다는 것, 

그러한 상황에서 �백록담�은 출간되었다는 역설을 말해준다. �백록담�은 잡지가 폐

간된 발행소를 장소화하면서 문장사(文章社)의 마지막 책으로 출간되었다. 

문장사(文章社)를 장소화하며 출간된 시집 �백록담�에는 따라서 한 사람의 개인 

저작물, 한 권의 시집 단위를 초과하는 공동체적 함의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 함의는 �백록담�이 작품집의 형태로나마 폐간된 �문장�의 명맥을 

잇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기념호마다 작품집 형태를 취한 �문장�의 잡지로서의 

개성과 긴밀히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316) �백록담�을 예비하는 성격의 ｢신작정지용

시집: 도굴｣(�문장� 1941. 1) 또한 소시집의 형태로 발표된 것이었다. 이처럼 �문

장�을 선행 발표지면으로 주로 삼았던 정지용의 �백록담� 준비기라는 맥락에 비추

어볼 때, �백록담�은 개인시집인 동시에 작품집 형태의 �문장�이라는 공동체적 의

미를 함께 내포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신작정지용시집｣을 비롯하여 �백록담� 제1부의 근작 15편 가운데에서도 13편이 

모두 �문장�에 발표된 작품들이었다는 사실이 �문장�과 �백록담�의 직접적인 연관

성을 말해준다. 정지용은 1939년 3월 ｢장수산 1·2｣(1939.3)에서부터 ｢신작정지용

시집｣(1941.1)에 이르는 �백록담� 제1부 시편의 기초를 �문장�에서 마련해 나갔던 

것이다. 이는 정지용에게 �문장�이 시부문 추천위원으로서의 활동 무대였을 뿐 아

니라 �백록담�을 준비하는 시공간이었음을 말해준다.317)

�백록담� 출간이 갖는 또 하나의 공동체적 의미는 �백록담�이 문장사(文章社)의 

이름으로 마지막에 출간된 조선어문학 서적출판물이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특히 

그것은 아래의 <표 4>에서와 같이 이병기의 �가람시조집�(1939)과 이태준의 �문장

강화�(1940)를 이으며 출간되었다. �문장�은 폐간되었으나 ‘�문장�파’ 3인이 조선 

문단에 대하여 지도 역할을 했던 시조, 산문, 시를 중심으로 한 �문장�의 흔적과 

명맥은 �백록담�까지의 완간으로 이어졌다.  

315) 지용, ｢조선시의 반성｣, �문장� 3권 5호, 1948. 10(강조-인용자). 

316) �문장� 1939년 임시증간호 ｢創作三十二人集｣, 2주년 기념호 등의 기획이 그러한 것이

다. 

317) 이 시기에 정지용은 ｢신작정지용시집｣과 긴밀한 관련을 보이게 되는 평양·의주·선천·오

룡배 여행을 떠나는데, 정지용이 북선기행의 현장에서 보낸 편지가 �문장� 편집부로 도

착하여 그것이 여묵란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이는 ｢장수산｣과 ｢백록담｣-북선기행-�문장�

-｢신작정지용시집｣이 매우 긴밀한 관계로 연결된 채 정지용의 �백록담�을 향해 가고 있

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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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파’ 3인의 저작집 완간 과정: 발행소 문장사(文章社)의 출간 목록을 중심으로>

이처럼 정지용의 �백록담�은 개인시집의 의미를 넘어서 문장사(文章社)와 �문장�의 

명맥을 유지하는 공동체로서의 상징적인 의미가 확인되는 시집이다. 이것을 뒷받침

하는 또 하나의 정황적 근거는 일제 말기의 출판 상황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폐간을 석 달 여 앞둔 �문장� 1941년 신년호에는 문장사(文章社)의 동경지부가 설

치되었다는 사고가 실렸다.318) 같은 해 9월 �백록담�을 끝으로 문장사(文章社)의 

이름으로는 더 이상 서적출판물이 간행되지 않은 데 반해 동경의 ‘日本文章社’라는 

곳에서는 전시 문학 출판물이 간행되기 시작하였다.319) 日本文章社가 문장사(文章

社)의 이름이나 정체성을 의식적으로 모방하거나 탈취한 단체였는지의 여부는 자료

의 확인을 거쳐 고증될 필요가 있을 것이나, 문장사(文章社)의 동경지부가 설치된 

시점이 �문장�의 폐간을 불과 석 달 여 앞둔 무렵이었고, 日本文章社의 소재지가 

동경이었다는 두 가지 사실은 체제 순응을 거부하고 폐간을 결정한 문장사(文章社)

의 운명과 日本文章社의 등장을 인과관계로 바라보게 한다. 내선일체라는 하나의 

길 앞에서 �백록담�은 문장사(文章社)라는 이름을 유지한 채 없는 길을 내며 출간

된 시집이라고 할 수 있다.320)

  이처럼 시집 �백록담�이 �문장�도 문장사(文章社)도 사라지며 조선어문학 활동을 

위한 기반이 상실된 지점 위에서 문장사(文章社)를 발행소로 출간되었다는 것은 문

장사(文章社)의 명맥을 ‘街頭에’ 얼마간 되살린 일이 된다. 또 그것은 암흑기의 더 

318) ｢여묵｣, �문장� 3권 1호, 문장사, 1941. 1, 196면.

319) �문장�의 폐간으로 문장사(文章社)가 시효를 다한 이후 일본 동경에서는 日本文章社라

는 이름의 출판사가 일시적으로 등장하여 前本一男 편, �麥の穗ずれ�(1943)와 �藤の花: 

傷痍軍人創作集�(1943) 두 권의 단행본을 출간하였다. 日本文章社가 문장사(文章社)의 

이름이나 정체성을 의식적으로 모방하거나 탈취한 단체였는지 등의 여부는 관련 1, 2차 

자료의 확인을 거쳐 고증될 필요가 있다. 다만, 문장사(文章社) 동경지부가 설치된 시점

이 �문장�의 폐간을 불과 석 달 여 앞둔 무렵이었고, 日本文章社의 소재지가 동경이었다

는 두 가지 사실은 일본 총독부의 체제 순응에 대한 종용을 거부한 데 따른 문장사(文章

社)의 소멸과 日本文章社의 등장이 우연적이지만은 않은 관계로 엮여있는 것이었음을 방

증한다고 볼 수 있다.  

320) ‘없는 길’을 낸 것, 이는 일제 말기 중일발발 이후 ‘시대적 우연의 수리’를 비판한 이효

석의 사유에 비견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이효석의 ｢哈爾瀕｣에 나타난 현실 인식

의 태도에 대해서는 방민호, ｢이효석과 하얼빈｣, �현대소설연구� 35, 한국현대소설학회, 

2007, 62면.

연도 1938 1939 1940 1941

단행본 
저자명 박태원 김상용 이병기 이태준 정지용

저서명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망향� �가람시조집� �문장강화� �백록담�

정기간행물 �문장� (1939.2. 창간 ~ 1941.4. 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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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은 어둠 속으로 나아가기를 자처한 것이기도 하다. 당시 분위기와 달리 간행을 

미루지 않았고 사라진 문장사(文章社)를 장소화하는 방식으로 �백록담�을 출간함으

로써 정지용은 암흑기로 가속화되는 더 가파른 경사면에 자신의 시세계를 위치시

켰다. 

  �백록담�의 출간을 보류하지 않고 암흑기의 더 깊은 심부로 밀어넣은 것은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쓴 한 개인의 시대적 극기이면서, 문학사적으로는 윤동주와 정지

용을 일제 말기의 동보적인 시간 속에서 서로 함께, 또 각자 문학적으로 운신하게 

한 결과로 이어졌다. 본고의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병원｣을 기점으로 시작된 윤

동주의 후기시는 정지용의 �백록담� 준비기 시편의 ‘최저낙원’의 기호와 함께 ‘白

鹿’, ‘白樺’, 그리고 ‘흰 그림자’의 환유 관계로 이어지는 ‘흰 빛’의 심상을 내면화

하고 있다. ‘흰 빛’의 시세계를 대표하면서 �백록담�이 간행됨으로써 어둠 속에서 

음각적으로 드러나는 ‘흰 빛’의 심상을 공유한 윤동주의 ‘흰 그림자 시편’과 �백록

담�의 세계 사이의 거리는 시간적으로 좁혀질 수 있었다. 따라서 문학의 기반이 상

실된 이후에 출간된 �백록담�으로부터 읽어내게 되는 것은, 시대착오성이 아니라 �

문장�의 명맥이며 특수한 예외적 개인과의 문학사적 감정공동체가 새롭게 생성되

는 순간이다.

  그렇다면 잡지의 폐간에 따른 문학적 활동 기반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정지용이 

시집을 출간함으로써 �문장�과 문장파 3인의 명맥을 이어나가고, 특수한 예외적 

개인 윤동주와의 문학사적 감정공동체를 아로새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으로 가능

하였는가. 이는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작은 형태로 유연하게 축소되고 응집되는 �

문장�파 내부의 여러 관계망에 의해 가능했던 것이라고 본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백록담�의 저작 겸 발행인의 이름에는 문장사(文章社)의 사주 김연만의 이름이 다

시 등장하고 있다. 잡지 �문장� 위에서 �문장�파 3인과 사주의 관계라는 넓은 형

태로 존재했던 �문장�의 네트워크가 정지용-김연만의 형태로 축소된 것이다. 이처

럼 관계망이 축소된 까닭은 일차적으로 개인 작품집 형태의 출간물이라는 특수한 

정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것이다. 그러나 ‘主題 街頭에 어렵게 나온’ �백록담�

을 ‘폐간되지 않은 �문장�’이라는 운명의 의미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는 넓은 형

태의 관계를 작은 형태로나마 보전함으로써 명맥을 유지하고 문학적인 운신을 도

모한 경우가 된다. 

  해방 이후 �문장� 재간행을 도모한 이병기-이태준의 관계321) 또한 작은 문학 집

321) 이병기, 『가람문선』, 신구문화사, 1966, 144면; 방민호, ｢해방 공간과 6.25전쟁 속의 

가람 이병기｣, �서정시학� 25권 4호, 서정시학, 2015, 189면 재참조. 방민호는 1946년 2

월 이태준이 이병기를 찾아가 �문장� 재간행과 주요 문헌의 출판을 상의한 일을 �문장�

파 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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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형태로 응집된 ‘�문장�파’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처럼 잡지 �문장�

(1939~1941)을 중심으로 한 문인들의 관계망은 잡지의 폐간과 함께 표면적으로는 

와해되었으나, 정지용-김연만, 이태준-이병기 식의 작은 관계들로 대체되며 영속하

였으며, 단정수립을 전후한 문단 공백기에 등장한 ‘해방기 문장파’는 바로 이러한 

작은 관계들의 점진적인 움직임의 결과로서 구축될 수 있었다. 

단정수립을 전후한 문학의 공백기에 춘산(春山) 김연만과 함께 정지용은 ‘해방기 

문장파’ 구축의 일익을 담당한다. ‘해방기 문장파’로서 간행한 �문장�에서 정지용은 

벌써 오래 전의 일로 남았을 �문장� 폐간 위로연의 상황을 위와 같이 생생한 장면

으로 회고하였다. 위로연에서 이태준은 눈물을 지었고, 누군가는 비분하였으며, 춘

산은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하였다. 폐간을 기하여 슬픔과 함께 재생에 대한 의지

라는 동류적인 감정을 공유한 �문장�의 감정공동체는 문학의 현실적인 활로와 기

반이 사라져도 그것의 바깥에 외존할 수 있는 관계적 자율성 속에서 예술을 위한 

사유는 다시금 도모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322)

  폐간에 따른 슬픔과 재생의 의지를 중심으로 한 �문장�의 감정공동체는 ‘�문장�

파’의 세대 내부만을 순환하는 것은 아니었다. �문장�과 ‘�문장�’파의 지원 속에 

1930년대 후반부터 기성으로 활동한 오장환과 조지훈에게도 �문장�의 폐간은 집단

적 감수성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동안 비유파적으

로 동질한 감정을 공유하며 세대 내적으로 결속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가) 편중의 일부분은 輓歌―즉 �문장�이 폐간되던 그 호에, �조선일보�가 폐간되던 

그날에―이 밖에는 우리의 모든 기관이 정지되어 지상에 발표라는 가망도 없을 때, 다

만 暗瞻하고 억눌리는 공기 속에도 나를 사랑하는 선배와 친지들을 보이기 위하여서만

도 쓴 것이었다.323)

    

  (나) 한암(漢岩) 노승정(老僧正)―이번 동란중에 입적하셨다―의 선연(禪筵)에 참(參)해 

있을 때 《문장》지 폐간호를 받았었다.

  술이 두꺼운 그 폐간호에는 졸시 <정야>(靜夜)가 실려 있었다.

한두 개 남았던 은행잎도 간밤에 다 떨리고

바람이 맑고 차기가 새하얀데

322) ‘해방기 문장파’의 구축 과정과 그 전사로서의 감정적 관계망들에 대해서는 본 장의 2

절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323) 오장환, ｢�나 사는 곳�의 시절｣, �나 사는 곳�, 행문사, 1947. 6; 오장환, 김재용 편, �

오장환전집�, 실천문학, 2002, 622~6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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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없는 밤 작은 망아지의 마판 꿀리는 소릴 들으며

산골 주막방 이미 불을 끈 지 오랜 방에서

달빛을 받으며 나는 앉았다 잠이 오질 않는다

풀버레 소리도 끊어졌다

라는 시. 폐간호에는 너무나 부합하는 시였다. 

  그러나 이 시는 《문장》 폐간호를 위하여 써 보낸 시가 아니요, 그 잡지에 투고했다가 

낙선된 작품이었다. 폐간호를 꾸미기 위해서 원고 청탁을 두 번이나 보내도 어디 간지 

소식이 없으니까 몰서(沒書)한 원고 뭉텅이에서 이 시를 골라 실은 모양이었다.

  그저 가슴이 아플 따름이었다. (……)

  나는 이 방우산장에서 일본의 진주만 폭격도, 그리고 싱가포르 함락의 소식도 들었

다. 실의의 청년은 이제 실신(失神)의 인(人)이 되었다.324)

해방 이후 오장환과 조지훈은 �문장� 폐간호에 관한 기억을 술회하였다. (가)는 해

방 전후의 작품을 모아 시집을 출간한 오장환이 회상한 �문장� 폐간 시절의 일들

이다. 오장환에게 �문장�의 폐간은 문학 활동을 가능하게 했던 “우리의 모든 기관”

의 정지로 인하여 ‘가망 없는 암첨함’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했다. 오장환은 

“나를 사랑하는 선배와 친지들”과의 감정공동체에 의지하면서 만가(輓歌)의 상엿소

리로 그러한 암첨함을 건너갔다고 술회하고 있다. 

  (나)는 조선어학회 검거 사건 이후의 조지훈이 오대산 월정사에서 머리 긴 중으

로 지내던 시절의 이야기이다. 속세에 없었던 조지훈은 잡지의 폐간이 결정된 무렵 

�문장�사에서 보내온 편지를 받아볼 수 없었다. 월정사의 조지훈이 받아본 것은 �

문장� 폐간호였다. 폐간호를 통해서야 비로소 조지훈은 그를 현제(賢弟)라 칭하

며325)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와 같은 것을 보내주던 정지용에게서 ‘편지-시’

를 수신하였다. 그것은 자신이 오래 전 정지용에게 보냈던 낙선작 ｢정야｣였다. 조

지훈에게 그것은 일제 말기 제국의 승전소식과 함께 실의와 낙담의 요소로 작용하

였으나, 이 같은 깊은 슬픔 끝에 찾아온 것은 ‘잊었던 시’에 대한 마음의 회복이었

고, ‘슬프지 않은 시’를 쓰겠다는 기약이었다.326)

324) 조지훈, ｢속(續) 방우산장기｣, 1953, �조지훈전집 4: 수필의 미학�, 나남, 1996, 42~43

면. 

325) 정지용, ｢조지훈에게 보내는 편지｣, 7월 25일(연도미상), 정지용, 최동호 편, �정지용전

집 2�, 서정시학, 2015, 301면. 이 편지의 끝머리는 “芝薰賢弟 前”으로 마무리되고 있

다. 정지용은 자신의 이름자의 ‘芝’와 지훈의 ‘芝’를 윗줄과 아랫줄에 나란히 놓이게 정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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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백록담�의 간행이 갖는 의미를 문장사(文章社)와 �문장�의 명맥을 얼

마간 되살리고 있는 것에서 확인하였다. 또, �문장�의 해방 전후라는 관점에서 ‘폐

간’을 둘러싸고, 그리고 그 이후로 다양한 형태로 구축된 �문장�의 감정공동체를 

살펴보았다. 여러 세대, 여러 시인의 내면 속에 산재한 �문장� 폐간 무렵의 감정이 

�문장�의 감정공동체를 구축한다. 그러나 �문장�과 ‘해방기 문장파’ 사이에 놓여 

있는 시집 �백록담�, 그리고 폐간 이후로도 종결되지 않은 �문장�의 감정공동체에 

관한 논의는 형성되어 있지 않다. �문장�(1939~1941)은 일제 말기 잡지로서도 충

분히 그 완결성을 보이는 것이었고, �백록담� 또한 심미적으로 완결된 완전한 한 

권의 시집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방공간에 재발견된 �

백록담�과 마찬가지로 �문장� 또한 해방공간에서 전환기적 현재성의 의미에 도달

하였다. 

  본 절에서는 단독정부수립기의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의 문학사적 역할을 ‘해방

기 문장파’ 활동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정지용은 해방 전후로 확장된 자신의 시단 

가운데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 소장 시인들과 함께 ‘해방기 문장파’를 구축한다. 

‘해방기 문장파’의 활동은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의 정부수립기 문학 활동에 대한 

근거가 된다. 앞 장에서 살펴본 ‘초혼적 글쓰기’와 함께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와

의 ‘해방기 문장파’ 활동을 그 중심에 놓을 때 정지용의 1948년 이후는 ‘창조적 무

기력증’에 놓여 있던 해방 직후의 상황과 질적으로 구분되는 역설적 창조기로 재인

식된다. 

  �문장�의 옛 사주 춘산 김연만과 함께 정지용은 그 가운데에서도 ‘조선문학가동

맹 잔류파’ 김동석, 설정식과 함께 ‘해방기 문장파’를 구축하였다. 이는 정지용이 

분기된 시단 가운데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 소장시인과 문학적 지향을 함께 하였

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서 �문장�의 의미 또한 분기되면서 확장된다. 

문학사에서 �문장�(1939~1941)이 �문장�의 동의어임은 자명하다. 문장사 사장 김

연만을 편집인 겸 발행인으로 1939년 2월 창간되어 1941년 4월 폐간되기까지 이

병기, 이태준, 정지용을 중심으로 신인 추천과 전 조선 및 해외문단의 작품 소개, 

고전 주해를 아우르며 매호 순문예지의 형태를 취해온327) 이 잡지의 견고한 자족

성과 완결성이 그것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폐간된 �문장�의 이후를 말한다는 것은 

무엇이며, 또 그것은 문학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문장�의 동의어

326) 일제 말기의 정지용, 조지훈, 윤동주의 시와 산문에는 ‘슬프지 않음’ ‘슬프지 않은 시’ 

‘슬프지도 않은’과 같은 정서가 공통되게, 빈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들의 ‘슬프지 

않음’은 ‘슬픔’을 외면하는 태도라기보다, 그것을 능동적인 의미로 조형해 나가고자 하는 

시인의 의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327) 조남현, �한국문학잡지사상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872~8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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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문장�(1939~1941)의 정신과 지향점이 구심체로서의 잡지가 폐간된 이후로도 

남아있을 가능성과 그 방식을 묻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해방 후 각각 운명을 달

리했던 ‘�문장�파의 해방기’를 살펴보는 일은 그러한 물음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  

  �문장�에 관한 연구의 초점을 고선위원 가람, 상허, 지용으로 하는 이른바 �문장

�파에 놓고, 이들의 “선비적 기품”이 “한 개인의 취향”을 넘어 “집단적 감수성의 

층위를 형성”하며 갖게 된 “반근대주의․반역사주의”라는 함의로부터 �문장�파의 역

사주의적 성격을 도출한 것은 김윤식이다.328) ‘�문장�파’로써 �문장�의 정신과 지

향점을 지도하는 주체의 위상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었지만, 문학사에서 �문장�

출신이자 해방 이후 남한 문단에서 주도권을 갖게 되는 신인들의 세계관을 바로 

이 �문장�파의 그것과 동일시하는 관점이 합당한 것인지에 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문장�, 그리고 �문장�파의 정신과 지향점을 해방 이전으로 완결하는 

것이자, 전통적 서정시와 문학의 순수로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장�의 문학

주의-해방 이후 문학의 순수라는 구도는 서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문학사 연속

론적 사유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문장�에 문인합작의 수준으로 참

여했던 문인들이 대거 해방공간에서 좌우합작의 형태를 이루게 되는 장면만을 보

더라도, ‘�문장�의 이후’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된다. 

  특히 해방공간을 중심으로 �문장�의 신인들과 정지용 사이에서는 미묘하게 불연

속적인 요소들이 확인된다.329) 이는 해방공간의 정지용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새로

운 신인을 호명하고 있다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며, 해방 이전의 신인들에 

대해 보였던 이중적인 태도는 해방공간의 정지용의 문학관과 지향점이 달라졌음을 

말한다.  

  �문장�의 함의가 단일하지 않고 비선형적으로 잔존하는 흐름을 보인다면 그것 

또한 문학사의 진실이다. �문장�은 ‘�문장�파의 역사주의적 함의’330)에서 보듯 전

통주의와 상고주의와 같은 보이는 요소가 전부인 잡지는 아니었다.331) 이러한 관점

328) 김윤식, ｢가톨리시즘과 미의식―정지용의 경우｣, �한국근대문학사상사�, 한길사, 1984, 

435-443면.

329) 해방공간의 정지용은 청록파의 시적 재능과 선시(選詩) 안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학적

이고도 인간적인 신뢰를 보이면서도 �청록집�에 서문을 주기로 한 약속은 끝내 이행하지 

않는 등 청록파와 하나의 유파로 묶이는 것에만은 유독 유보적이고도 불투명한 입장이었다. 

결국 서문 없이 출간된 �청록집�의 출판기념회에서 정지용은 실언을 하기도 하였다고 전한

다. 정지용이 �청록집�에 서문을 주기로 하고 주지 않은 일화는 박두진, ｢청록집을 낼 무렵

｣, 앞의 책, 274-275면; 출판기념회에서의 실언과 관련한 일화는 김용직, �해방직후 한국시

와 시단의 형성전개사�, 푸른사상, 2009, 97면.  

330) 김윤식, 앞의 책, 435~443면.

331) 박진숙, ｢식민지 근대의 심상지리와 �문장�과 기행문학의 조선표상｣, �민족문학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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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선행연구를 일별하여 볼 때, 구인회 안팎의 문인․화가들의 예술론을 중심으로 

�문장�의 엘리트주의와 전통지향적 성격을 반부르주아적 성향의 전위적 전통 지향

으로 재평가한 손유경의 연구는 �문장�-청년문학가협회라는 단선적인 계보인식을 

넘어서고 있다. 손유경은 반부르주아적 전위 예술에 대한 좌우익 문인들 간의 상호

이해의 기반이 �문장� 위에서 마련되었으며, 그것이 해방공간에서의 좌우익 문인들

의 신속한 결집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논구함으로써 해방 전후 �문장�의 가교 역할

을 주류미학의 계승이라는 관점을 넘어 사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332)

  문학적 교제의 형태로 지속되는 �문장�파의 우의를 가람 이병기라는 문제적 개

인의 해방 이후 시간과 중첩시켜 나간 방민호의 연구는 �문장�파에 대한 작가론적

인 관점을 해방공간으로 확장하는 방식이 �문장� 이후에 접근하는 여전히 유효하

고도 적실한 방법론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333) 이 밖에 �문장� 이후에 관한 최

근의 연구로는 출판사 백양당의 서적출판업과 인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문장의 

유산’을 재구한 경우가 있다.334)

여기에서는 �문장�파 정지용의 해방공간을 거울 삼아 �문장� 이후의 �문장�을 살

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서 �문장� 이후의 �문장�이라 말해보는 것은 정지

용과 김연만이 중심이 되어 속간한 �문장�(1948.10)에 근거한다. 비록 한 호에 그

쳤으나 속간호 �문장�은 이후라는 무한한 시간 위에 하나의 지점을 확보할 수 있

게 한다. 

統一이냐 分裂이냐의 우리 民族史上 類例 없는 重大한 危機 위에서 八․一五 三週年을 

맞이하며 �文章�이 重刊된다. 重刊에 즈음하여 回顧와 若干의 展望이 없을 수 없

다.335)(강조: 인용자)

이제 八․一五 三週年, 重刊되는 �文章�의 使命이 日帝時代의 그것과 同一할 理 없건만 

民族文學 建設上 許多한 困難이 가로놓여 있는 지금 �文章�이 지닌 바 精神과 傳統을 

略記하여 저 展望과 覺悟를 아울러 애오라지의 重刊辭로 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

다.336)(강조: 인용자)

31, 2006, 64~93면.

332) 손유경, �슬픈 사회주의자―미학적 실천으로서의 한국 근대문학�, 소명출판, 2016, 

181~210면. 

333) 방민호, 앞의 책.  

334) 야나가와 요스케, ｢백양당 연구―인곡 배정국의 삶과 문학 관련 서적을 중심으로―｣, �한

국학연구� 50,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8, 67~103면. 

335) ｢속간사｣, �문장� 3권 5호, 문장사, 1948.10, 2면. 

336) 위의 책,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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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10월 15일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101 소재의 문장사에서 발행된337) �문

장� ｢속간사｣의 첫 두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다. 속간호 �문장�을 내놓는 일의 성격

을 복간도 속간도 아닌 중간이라 거듭 말하는 편집자의 어조에서 ‘다시’에 대한 열

망을 읽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338) 이러한 열망으로 �문장�과 �문장�(1948) 사이

에 놓인 7년의 공백은 단숨에 사라지는 듯하다. 물음은 이같은 뜨거운 열기 속에

서 발생한다. 속간호 �문장�에 낮게 깔려있는 감각이 ‘되풀이’가 아니라 ‘다시’에 

보다 더 가까운 것이었다면 ‘무엇을 다시’라는 물음이 그것이다. 

  본 소절에서는 속간호 �문장�의 사상적 지향점이라고 할 무엇의 세부를 속간호

의 주간 정지용의 중간(重刊)의 감각과의 관련 속에서 다루며, 그 예비적 고찰로서 

정지용과 김연만이 �문장�을 속간하게 된 경위와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문장�의 속간을 주도한 이른바 실력자는 정지용과 설정식으로 알려져 

왔고 설정식이 편집자로 참여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이에 따라 속간호 �문장�의 

의미는 해방공간에서의 이들의 정치적 선택 문제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이루어지면

서 문학가동맹 문인들의 월북에 따른 공백기에 문학적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

의 것으로 혹은 국민보도연맹 가입과 관련한 일종의 소시민성의 산물로 평가되는 

데 집중되었다.339) 후자의 경우는 국민보도연맹에의 가입이라는 시간적으로 후행하

는 사건이 속간호 �문장�의 의미를 사후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해방공간의 정지용에게서 나타나는 이른바 정치적 편력의 모습을 해방 이전의 

심정적인 민족주의와의 유기적인 관련 속에 살핌으로써 그 내적 논리를 규명하려

한 연구에서도 속간호 �문장�의 존재는 전기적 사항 이상의 비중으로까지 다루어

지지는 않았다.340) 이후 속간호 �문장�을 정지용의 “문학적 실천”으로 적극적으로 

의미화하려한 드문 시각이 제출되었으나 속간호에 대한 검토를 경유하기에 앞서 

잡지의 성과를 “도로”에 그쳤다고 평가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341)

337) 앞의 책, 258면(판권면) 참조. 

338) 이같은 단어 선택의 문제는 해방공간에서 복간된 동아일보가 사(社)의 입장에서 ‘중간(重

刊)’이란 표현을 빈번히 사용하고 있는 것에 비견될 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

터베이스 �동아일보� 1945-1948년 복간, 중간 관련 기사 참조. ‘重’자에 담긴 오버랩

(overlap)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중간(重刊)’은 과거와 현재 사이를 바로 어제와 오늘의 일

을 연결하듯 어떠한 공백도 없이 잇고자 하는 열망이 반영된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것은 가히 다시 날아보고자 하는 ｢날개｣의 열망이다. “날자. 날자. 날자. 한번만 더 날자ㅅ

구나. 한번만 더 날아보자ㅅ구나.” (이상, ｢날개｣, �조광�, 조선일보사, 1936.9, 214면)

339) 김윤식, 앞의 책, 449면; 김윤식, ｢소설의 기능과 시의 기능―설정식의 경우｣, �한국현대

소설비판�, 일지사, 1981, 194~196면.

340) 송기한, ｢해방공간에서의 정지용 문학연구｣, �한민족어문학� 66, 한민족어문학회, 2014, 

366면은 해방공간에서의 정지용의 정치적 성향을 애국주의적 민족주의로 설명한 경우이

다; 김학동, ｢정지용의 연보｣, �정지용 연구�, 민음사, 1987, 275면에서 �문장�은 ｢조선시

의 반성｣ 등이 수록된 지면으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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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속간호 �문장�은 문학가동맹의 기관지 �문학�의 연장선상의 혹은 국민보

도연맹을 예비한 보조적인 현상으로 다루어졌으며, 본격적인 분석의 대상이 되었던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342) 이는 해방공간의 정지용에 관한 연구가 문학가동맹의 

아동분과 위원장과 보도연맹 가입자라는 정체성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

치적 선택만을 조명하거나 두 가지 선택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관점을 취함으로

써 정치적인 상황에 급격한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1948년 하반기에서 1949년까지

를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낳은 것과 매우 유사하다. 

  본 절은 속간호 �문장�의 문학사적 의미에 대한 온전한 해명과 함께 해방공간의 

정지용 연구에는 잡지의 편집행위를 포함하는 문필행위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관

점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설정식으로 하여금 “정권의 탄압으로 (……) 셰

익스피어로 도망쳐 들어”343)가게 하고, 김기림을 “아카데믹하고 지성적인 논객으로 

귀환”하게 했던 시간,344) 곧 1948년 하반기는 정지용에게는 �문장�을 속간하고 폐

간을 맞은 사건과 정확하게 직결되는 시간이었다. 

  조연현을 필두로 한 해방공간의 정지용에 관한 비평과 연구의 관점이 시의 퇴행

성을 지적하거나 정치적 행보에 집중해왔던 것은 단조로운 형태를 띤 극히 적은 

편수의 시만을 남기며 발자국을 지우듯 시인으로서도 은거한345) 정지용을 규정하

는 방법이 시시각각의 파편적인 그의 귀추를 확인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

한다. 그러나, 문필행위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으로 정지용의 해방공간을 바라

보면 시의 공백기는 시 비평을 새롭게 시도하면서 윤동주, 이수형, 설정식을 발견

하고,346) 조선의 월트 휘트먼 설정식347) 등과 함께 �문장�을 기시감 속에서 중간

하며, 연작 산문 ｢수수어｣가 ‘누구를 근심하는 말’[愁誰語]이라는 제목 본연의 의미

를 찾아나가는 시간이기도 하였음을 보게 된다.348)

341) 장철환, ｢해방기 정지용 시의 연구―현실 인식의 변주를 중심으로｣, �한국시학회� 51, 한

국시학회, 2017, 292면.  

342) 속간호 �문장�에 대하여 비교적 가장 상세한 텍스트 분석에 이른 것은 김윤식이다. 김윤

식, 앞의 책, 195면은 속간호 �문장�의 ｢속간사｣ 내용에 대한 검토에 이어 신인추천위원을 

열거하고 있다.  

343) 김윤식, 위의 책, 173면.

344) 조영복, 앞의 글, 437면. 

345) 이화여전과 경향신문을 사직한 뒤 정지용은 녹번리 초당에서 은거하였다. 김학동, 앞의 

책, 161면. 

346) 이경수, ｢해방기 정지용의 시와 산문에 나타난 문학의 정치성과 시적 실천의 문제｣, �우

리어문연구� 57, 우리어문학회, 2017, 212~215면.

347) (광고) ｢설정식 시집 �제신의 분노�｣, �문장� 3권 5호, 문장사, 1948.10, 111면. 

348) 정지용, ｢愁誰語-穴居逐放｣, �주간서울� 16, 1948.11.29.는 해방 이전부터 이어져 온 

｢수수어｣ 연작의 맨 마지막에 놓인다. 이남하여 방공호에서 몸을 붙이려던 일가가 주민

들로부터 쫓겨난 사건을 기록하면서 정지용은 책임질 수 없이 “관후(寬厚)하”였던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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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공간에서 �문장�은 어떤 수순을 밟아 다시 나오게 되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서는 같은 해인 1948년 1월 문학가동맹이 개최하고 정지용의 사회와 이병기․설정

식의 시 낭독으로 진행된 �조선말 사전� 간행 축하연으로부터 �문장� 재간행의 단

초를 찾는 관점이 있다. “좌익계 기관지”였던 �문학�이 존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역할을 “다소 온건한 이미지”를 가진 �문장�이 대체하였다고 보는 관점이 그것

이다.349)

  그런데 상기 축하연의 주체가 문학가동맹이면서 동시에 그 대다수는 �문장�파이

기도 함에 유의하여 본다면, 이전부터 �문장�의 인사들이 속간의 의지를 파편적으

로나마 모아나갔던 장면은 속간호 �문장�이 있기까지의 또 하나의 단초가 된다.350)

1946년에는 이태준이 �문장�을 재간행하기로 이병기와 상의하였고, 그 이듬해에는 

이병기가 옛 �문장� 인사들을 만나 방담을 나눈 일이 있었던 것이다.351) 정지용과 

김연만이 실행에 옮긴 속간 작업은 이태준과 이병기가 도모하던 바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방민호가 이병기의 문학적 교제를 놓고 말한 바와 같이 해방

공간에서도 �문장�의 우의(友誼)가 지속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 해방공간에 언론인으로 전신한 김연만과 정지용이 각

각 편집인 겸 발행인과 주간으로352) �문장�의 제반사항을 담당하고 있었던 그 막

중한 책임의 무게와 범위에 주목해 본다면 이들의 속간 작업이 갖는 의미는 우의

의 지속과 그 결실이라는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시대의 새로운 가치로서의 자유주

의를 �문장�이라는 옛옷 속에 담아내는 그럼으로써 자유주의라는 가치에 대하여 

“인심”을 자책하고, “인민”의 “인심”이 박하여질 수밖에 없는 해방공간의 현실 조건을 

개탄한다. ｢수수어｣의 의미를 제목 본연에 가깝도록 조정한 이 작품은 정지용이 수도국 

경찰청에 송치되기 불과 보름 여 전에 발표된 문제작이기도 하다. 정지용의 ｢수수어｣ 연

작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해방 이전의 ｢수수어(4)｣를 ｢슬픈 우상｣과의 연작 관계로 

독해한 소래섭, ｢정지용의 시 「슬픈 偶像」의 재해석과 그로 인한 질문들｣, �한국현대문학

연구� 50, 2016, 233~258면.

349) 김윤식, 앞의 책, 195~196면. 

350) 이즈음의 문학가동맹의 구성원을 �문장�파와 엄밀히 구분하여 말하기란 어려운 일일 것

이다. 다만, 이들의 대다수가 �문장�파이기도 하다는 사실 자체를 새삼 확인해보는 것은 

속간호 �문장�의 의미를 �문학�의 대체물로 한정하는 관점에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유용

한 관점이 된다. 

351) 방민호, 앞의 글, 189면. 

352) 제성호 외,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통일연구원, 2004, 276면의 인용에 따

르면 정지용은 편집책임자, 김연만은 문장사 사장으로 수도관구 경찰청에 불구속 송치되었

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을 다룬 다음의 기록에서는 정지용의 직함을 주간으로 밝히고 있

다. ≪민주일보≫, 1948.12.14, 정진석, �조선신문학원의 기자양성과 언론학 연구�, 서강

대언론문화연구소, 1995, 24-25면. 어느 쪽이든 정지용이 김연만과 함께 속간의 주체 중 

가장 큰 책임범위에 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본 절은 후자에 기록된 직함을 따르기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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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가 되어주었던 역사주의적인 측면에서도 온당하게 평가될 여지가 있다.  

  정지용과 김연만을 이처럼 �문장� 속간의 주체로 채워읽는 관점은 해방공간의 

정지용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는 속간호 �문장�을 전후한 시기의 정지용의 신변과 

심경의 변화를 채워읽는 작가론적인 관점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럼으로써 해방공

간 정지용의 ‘시가 거의 없는’ 문필행위에 대하여 편집자적 감각의 발휘라는 새로

운 시각을 얻을 수 있으며, 보도연맹시기 정지용의 시에 나타난 ‘공포’는 신변잡기

적인 해프닝이나 관념적인 공포가 아닌 연행의 공포, 시대로부터 느끼는 구체적인 

공포로 이해되는 맥락과 논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353)354)

정지용과 김연만이 �문장�을 속간한 시기는 정지용이 �경향신문� 창간시대의 주필

직을 사임하고,355) 김연만은 �만세보�의 창간인이자 신문과학연구소의 설립이사로 

참여한 이듬해의 일이다.356) 말하자면 속간호 �문장�은 이들이 언론인이라는 새로

운 정체성을 가지고 만든 것이다.  

  �문장� 출신으로서 해방공간에 언론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두 사람

의 재회는 무엇을 의미함일까? 그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장�파의 우의의 

지속과 그 결실이라는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김연만-정지용이라는 조합은 김

연만-이태준이라는 �문장� 시절의 조합을 잇고 있는 것이며, 이병기와 이태준이 

도모하던 속간의 뜻을 이태준이 사라진 시점에서 언론인이라는 현실 감각에 바탕

하여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해방공간에 언론인으로서 말의 활로를 가져본 정지용과 김연만은 이제 막 날아

353) 정지용, ｢녹번리｣, �새한민보� 4(1), 1950.1.20의 시적 화자는 귀가길에 우연히 마주친 

소년에게서 ‘운전수 양반의 돌변’을 또다시 보게 될 것이 두렵다. 이 시는 녹번리 초당 시

절의 것으로, 해방공간 정지용의 시는 매우 적은 편수를 보이는 가운데 이처럼 현실지시적

인 기호를 활용한 자전시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54) ｢녹번리｣를 비롯한 단독정부수립 이후의 정지용의 미발굴시는 박태일과 이순욱에 의하

여 학계에 소개되면서 정지용 연구의 새로운 전기를 열었다. 박태일, ｢새 발굴 자료로 본 

정지용의 광복기 문학｣, �어문학� 83, 한국어문학회, 2004; 이순욱, ｢국민보도연맹시기 정

지용의 시 연구｣, �한국문학논총� 41, 한국문학회, 2005. 미발굴시를 포함하여 해방공간에

서의 정지용의 시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을 시도한 연구로 장철환, 앞의 글, 277~312면. 

355) 정지용이 �경향신문� 창간시대의 주필로 다수의 ｢여적｣을 남겼음은 잘 알려져 있다. 경

향신문사사편찬위원회, �경향신문40년사�, 경향신문사, 1986, 88-89면에 따르면 정지용의 

근무기간은 1946년 10월 6일부터 1947년 7월 9일까지로 편집국장 염상섭과는 입․퇴사 동

기이다(창간멤버 중 입․퇴사기간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염상섭과 정지용뿐으로, 이들은 

속간호 �문장�에서 재회한다). 정지용이 윤동주의 연희전문 시절의 문우 강처중에게서 윤

동주의 시고(詩稿)를 얻어 발표한 것은 �경향신문� 재직 시절로 위의 책, 같은 면에 따르면 

강처중은 신문사 창간 당시 조사반원이었다. 

356) ｢報道文化發展의 推進體－新聞科學研究所 드듸어 創立｣, �동아일보�, 1946.12.26; ｢주

간 <만세보> 창간｣, �자유신문�, 1947.4.19; ｢新聞科學院設置｣, �동아일보�, 1947.2.27; ｢

人事往来｣, �민보�, 194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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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기를 시작한 신인들을 위한 날개의 제작자, 다이달로스적인 존재에 가까웠

다.357) 속간호의 인적 구성을 �문장� 출신과 비(非) �문장� 출신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면, �문장� 출신인 김연만(1913~?)과 정지용(1902~?)을 중심으로, 설정식

(1912~1953)과 김동석(1913~?)이 새로운 동인이자 각 문학부문별 추천위원으로 가세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358)

  정지용과 김연만을 �문장� 속간의 핵심세력으로 보는 이유는 이들이 �문장�과 �

문장�(1948) 사이에서 �문장� 출신으로서 매개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

니라 국가보안법의 공포․시행 직후 �문장�사 사장과 주간으로 경찰에 송치된 책임

범위에 근거한다.359)

  다이달로스적인 존재 정지용과 김연만에게 잡지의 속간은 오랫동안 생각만으로 

지녀오던 바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편집후기에 춘산(春山) 김연만은 “경경(耿耿)한 일

념(一念)”360)―마음에 깜박이는 불빛을 잊지 못하는 한 가지 생각(인용자 주)― 때문

에 �문장�을 속간한다고 적었다. 이태준이 이북으로 사라진 시점에서 김연만과 정

지용이 이병기의 ｢의유당연구｣ 원고를 포함하여 �문장�을 재간행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이태준을 대신하여 �문장�과 �문장�(1948)을 잇는 장면으로 바라볼 수 있

다.  

  그런데 정지용-김연만의 조합이 그간의 아무런 공백 없이 김연만-이태준 조합을 

대신하게 된 것은 아니었다. 폐간에 따른 7년의 공백 외에도 김연만-이태준이라는 

�문장� 시절의 조합은 이미 �문장� 시절 이태준 단독 편집 겸 발행인 체제로 한 

차례 변화를 겪은 바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듯 �문장�은 김연만-이태준이라는 사

주와 기획자의 관계를 중추로 창간된 잡지인 바 6~7월호를 합호한 1940년 하기 

357) 다이달로스는 미궁과 날개를 제작한 신화 속의 인물이다. 류신, ｢신화의 모델 기능 연구: 

오비디우스의 “다이달로스”에서 발터 벤야민의 “역사의 천사”로｣, �뷔히너와현대문학� 44, 

한국뷔히너학회, 2015, 113-132면은 “하늘과 바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비행”하는 

다이달로스의 “평형감각”을 “이데올로기에 이분법에 대항하는 (……) 변증법적 양가성의 

모델”로 해석하는 흥미로운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류신이 변증법적 양가성의 모델로 재해

석한 다이달로스의 형상은 �문장�이라는 옛옷과도 같은 전아함 속에 자유주의라는 시대의 

새로운 가치를 담아낸 속간호 �문장�의 중층적 기획을 나타내기에 매우 적실하다. 

358) ｢작품추천제｣, �문장� 3권 5호, 문장사, 1948.10, 253면에는 시, 소설, 희곡, 평론 추천

위원으로 각각 정지용, 설정식, 박태원, 김동석의 이름이 올라있다. 김동석의 ｢시를 위한 

시-정지용론｣, �상아탑� 5, 1946.4, 2-4면에 따르면, 김동석과 정지용의 관계는 �상아탑�

간행을 앞둔 시점으로 앞당겨진다. 김동석은 ‘상아탑’이라는 잡지의 제호를 정지용에게 선

보이고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정지용에게 김동석은 십여 세의 어린 벗이었음에도 셰익

스피어보다 피터 팬의 작가인 배리(J. M. Barrie)를 더욱 좋아한다는 취향의 영역을 공유

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359) 제성호, 앞의 책, 276면은 이들에 대한 불구속 송치가 1948년 12월 13일의 일임을 기록

하고 있다. 

360) 춘산(春山)․설정식, ｢편집을 마치며｣, �문장� 3권 5호, 문장사, 1948.10, 275면. 



- 135 -

특대호부터는 김연만의 이름이 �문장�에서 사라지고 이태준 홀로 편집인 겸 발행

인에 이름이 올라있음을 보게 된다.361)

  이와 함께 해당 호의 ｢여묵(餘墨)｣란에서부터는 편집자의 어조에 변화가 나타나

며,362) 바로 다음 호인 1940년 9월호에서는 신인 추천제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

음을 보게 될 때에363) 이태준과 김연만의 분리가 잡지의 운영방식의 변화와 무관

하지만은 않음을 짐작하게 된다. 이러한 분리와 단독체제는 폐간 때까지도 지속되

어, �문장�이 폐간을 앞둔 때에 총독부로부터 호출을 받고 출석하여 “시종 묵묵히 

말이 없었”던 것도, 총독부가 �인문평론�과의 합병을 조건으로 내건 간행에 대하여 

포기 결정을 내린 것도 이태준 한 사람이었던 것이다.364)  

  �문장�을 이끌던 이태준과 김연만 사이의 그 강고하던 연결고리는 어디로 갔을

까? 이들의 갑작스러운 분리는 그 이듬해에 이태준이 �문장�에 발표한 소설 ｢토끼

이야기｣와 이후의 장편소설인 �별은 창마다�를 통해 조선원피판매주식회사 대주주

이자 문화계의 메세나적인 존재인 김연만365)을 상기시키는 인물유형을 형상화한 

것과 무관하지만은 않은 일로 보인다.  

  조선원피판매주식회사는 전시물자로 동물의 원피(原皮)를 제공하는 회사였고,366)

김연만은 1939년과 1943년 사이 대주주에서 이사 격인 취체역(取締役)이 되면서부

터는367) 원피사업의 심층부로 더 깊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전시기에 원피사업을 

한다는 것은 동물로부터 가죽을 취하여 또다른 도살행위이라 할 전쟁을 위하여 물

자로 동원시키는 순환론적인 도살의 과정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원

피사업의 심층부에 있다는 것은 어느 쪽으로 몸을 틀어보아도 도살한다는 사실 그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음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때에 대주주 김연만의 자본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구조였던 �문장�의 

주간 이태준이 문화사업을 위하여 대주주의 자본으로부터 후원을 받는다는 추상적

인 효용과 원피회사의 심층부적인 존재인 취체역이 갖는 구체성 사이에서 더 이상

361) 손유경, 앞의 책, 194면. 

362) 같은 글. 

363) ｢신추천제｣, �문장� 2(7), 1940.9, 68면. 

364) ｢알파․오메가｣, �문장� 3권 5호, 1948.10, 문장사, 124면. 

365) 손유경, 앞의 책, 192~194면은 “1940년 여름을 즈음”한 시기까지를 �문장�이 조선원피

판매주식회사 대주주 김연만의 “경제자본”과 “이태준 등이 가진 문화자본 간의 선순환을 

목표”로 할 수 있었던 시기로 보았다. 

366) 이때의 분위기를 알게 하는 기사로 ｢털짐승恐怖時代!軍用毛皮大量需要｣, �동아일보�, 

1938.1.19; ｢忠北道서 軍用毛皮 七千五百枚 供給｣, �동아일보�, 1938.1.30; ｢軍用毛皮類 

禮山서 募集｣, �동아일보�, 1938.2.2. 

367)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東亞經濟時報社, 1940, 517-518頁; �朝鮮総督府官報� 4878, 

1943. 5.10, 15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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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본의 “선순환”368)이라는 추상성에 기댈 수 없을 정도의 예민한 자의식이나 

인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주지하듯 이태준의 ｢토끼이야기｣는 작가적 분신인 인물 ‘현’을 초점화자로 하며 

가까운 이가 도살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바라보는 초점화자의 슬픔을 

드러낸 작품이다. ‘현’이 양토사업을 시작하면서 벤치마킹한 것은 아내의 동창 내

외로 아내의 동창의 남편은 본래 피아니스트이지만 지금은 양토사업에만 열중하여 

손에 풀물이 든 인물이다. 

그집 밖앝 주인은 (……) 한때 이름 높던 피애니스트였다. 피애니스트답지는 않게 거칠

고 풀물이 시퍼런 손으로 현의 부쳐를 맞어주었다.369)

(……) 안해는 토끼털과 선지피가 엉개인 두손을 쩍 벌려 내어민다. 현의 머리속엔 불

현듯, 죽은 닭의 눈을 신문지로 가려 놓고야 썰던 안해의 그전 모습이 지내친다. 콧날

이 찌르르하며 눈이 어두어진다.370)

｢토끼이야기｣의 ‘현’이 아내에 대하여 느낀 슬픔의 정서와 마찬가지로 이태준은 취

체역 당사자인 김연만의 심경을 대신하여 예민한 자의식, 수치, 슬픔의 정서 등을 

앓듯이 나눠가졌으며, 그러나 일개인의 일이 아니었던 �문장�에는 김연만의 자본을 

받아들일 수 없는 복잡한 심경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 아닐까. �별은 창마다�371)는 

보다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김연만 혹은 김연만적인 존재를 환기한다. “조선 한성

피혁회사 사장”이었다가 고미술수집을 통해 “대자산가”로 성장해가는 “조선인 사

업가”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다.372)

  이처럼 이태준이 김연만과의 표면적인 연결고리가 끊어진 이후 발표한 일련의 

소설에서 도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인물과 그것을 바라보는 작가적 

분신인 초점화자의 무력한 처지를 슬픔의 정서로 포착하거나 원피판매를 발판으로 

하는 조선인 자산가의 치부과정을 묘파해내고 있는 것은 �문장� 판권면에서 김연

만의 이름이 사라졌던 일과 전시체제라는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볼 때 알레고리

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940년 여름 어느 날 서로를 잇던 연결고리가 �문장�의 판권면에서 사라진 이후 

368) 손유경, 앞의 책, 192면. 

369) 이태준, ｢토끼이야기｣, �문장� 3(2), 1941.2, 455~456면.

370) 위의 글, 461면. 

371) �신시대�, 1942.1~1943.6.

372) 이행선, ｢식민지 말기 조선의 전시경제와 전쟁상식｣, �한국학연구� 43, 인하대학교 한국

학연구소, 2016, 392-394면은 �별은 창마다�를 “전시기 기업가 및 자산가의 생존방식”을 

가늠케 하는 작품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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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과 김연만 사이에는 김연만적인 존재가 등장하는 이같은 소설 몇 편이 놓여

있을 뿐이다. 김연만과 이태준 사이를 흐르는 이 미묘한 침묵의 척력 상태는 �문장

�의 폐간을 위로하고 조선의 문화사업가 김연만에게 감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동

소문 밖 신흥사”에 마련된 주연에서도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의 일기와도 

같은 성격을 지닌 ｢알파 오메가｣(�문장� 3권 5호, 1948. 10)의 필자는, 모두가 연

설을 하는데 한마디 “연설도 없이 눈이 종일 저젔었”던 7년 전 이태준의 모습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깡그리 돌려가며 演說을 하였다. ▽ 키가 멀축하고 마르기 鶴과 같은 尙虛는 演說도 

없이 눈이 종일 저젔었다.373)

�문장�을 지탱하던 이태준과 김연만 사이의 연결고리가 판권면에서 어느 날 사라

졌고, 그 후 도살하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을 다루거나 직접적으로 원피판매업자를 

등장시키는 이태준의 작품에는 옛 벗에 대한, 그리고 옛 벗의 수치와 슬픔의 복잡

한 정서가 개입되고 있다.

  그리고, 이로부터 7년 뒤에는 이태준-김연만이 함께 시작할 수 있었던 그 일을 

정지용-김연만이 ‘다시’ 함께 시작함으로써 �문장�은 정지용-김연만의 양날개를 갖

추게 되었다. 

지용이 시를 못쓴다고 가엾이 여기어 주는 사람은 인정이 고운 사람이라 이런 친구와

는 술이 생기면 조용 조용히 안주 삼아 울 수가 있다.374)

요컨대 생활이 없이 시간이 있지 않은 것인가 봅니다.

생활이 없는 사람에게 허무한 답쌓임―내게 대체 이 치닥거리가 언제 끝이 나는 것입니

까?

(……) 생활을 유실하고 투쟁 앞에 전율하는 나는 시인 수형의 투쟁기록을 펴고 경탄할 

뿐입니다.375)  

해방공간의 정지용이 시를 못 쓰고 있었다는 것은 수사가 아니었다. 위의 글을 썼

던 무렵까지도 �백록담�의 시인 정지용이 해방공간에 쓴 시는 단 세 편에 불과했

373) ｢알파․오메가｣, �문장� 3권 5호, 문장사, 1948.10, 124면. 

374) 정지용, ｢산문｣, �문학� 7, 조선문학가동맹, 1948.4; 정지용, 김학동 편, 앞의 책, 286면 

재인용.

375) 정지용, ｢서(序) 대신―시인 수형(琇馨)께 편지로｣, 정지용, 김학동 편, 앞의 책, 419~420

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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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속간하기 불과 두 달 전까지 ‘생활의 유실(遺

失)’을 토로하며 깊은 무력감을 노출하던 정지용이 속간호 주간으로서 내리 두 편

의 산문을 실으며 �문장�의 신인 시인 추천위원으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이례적인 장면이 된다. 

  문장사가 출판 허가를 득한 것이 1948년 6월 17일,376) 정지용의 거처가 경기 

고양군 녹번리였음을 생각해볼 때에377) 긴 여름날을 중구 을지로 1가 101 소재의 

출판사와 녹번리 초당이 있는 농촌마을 사이를 오가며 잡지의 편집과 인쇄에 매달

릴 수 있게 한 힘, 그것은 자기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사라진 이태준의 빈자리를 

대신해 보려는 한 사람 몫 이상의 힘이 아니었을까.  

  속간호 �문장�은 이처럼 옛 �문장�의 일원이자 잡지 내에서 가장 큰 책임범위를 

담당한 정지용과 김연만이 설정식, 김동석과 같은 신진 문인들을 �문장�의 새 추천

위원으로 추대하면서 문학에 대한 ‘경경(耿耿)한 일념’과 언론인으로서의 현실 감각

을 바탕으로 다시 세운 �문장� 이후의 �문장�이다. 그것의 일차적인 의미는 �문장�

의 우의의 결실이었음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다. 

  �문장�과 �문장�(1948) 사이의 우의는 7년 전의 이태준-김연만의 조합을 7년 후

의 정지용-김연만의 그것이 대신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 바 이같이 시차를 둔 

우의의 조응 구도는 허준과 백석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속간호 �문장�은 이병기, 

정지용, 김연만이 서로 다시 만나는 장소만이 아니라, 월북 전의 허준이 자신의 마

지막 소설을 자신을 소설가로 나아가게 한 옛 벗 백석의 시와 마주세운 상징적인 

장소가 되고 있다. 

  백석의 ｢七月백중｣은 월북 직전의 허준이 수 년 간 지니고만 있던 것을 속간호 

�문장�에 자신의 마지막 소설과 함께 마지막인 것을 모르고 발표한 것이다.378) 남

한에서의 백석의 마지막 작품으로 알려진 ｢남신의주유동박시봉방｣이 �학풍�에 발

표된 것과 같은 달의 일이나,379) 허준의 마지막 소설과 함께 실림으로써 백석의 ｢

七月백중｣은 남한에서의 ‘허준과 함께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보다 선명하게 갖게 

되었다. “목이 긴 시인” 백석은 “그 멀은 눈물의 또 볓살의 나라에서” 온 사람 허

준에 대한 인물시를 �문장�에 발표한 바 있으며,380) 이렇듯 속간호 �문장�은 허준

376) 오영식, 앞의 책, 596면.  

377) 김학동, 앞의 책, 161면. 

378) 허준의 ｢역사｣의 말미에는 “次號 完”이라 부기되어 있다((�문장� 3권 5호, 1948.10, 91

면). ‘아직(未’)에 대한 이같은 표지는 허준이 �문장�의 폐간도, 자신의 월북도 예감하고 있

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379) 백석, 이동순․김문주․최동호 편, ｢작품연보｣, �백석문학전집 1: 시�, 서정시학, 

2012, 360면.
380) 백석, ｢허준｣, �문장� 2(9), 문장사, 1940.11, 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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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백석에게도 7년을 격(隔)한 우의의 장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속간호 �문장�이 매개자적인 정체성을 지닌 김연만-정지용에 의하여 과거

와 현재를 연결하는 ‘중간(重刊)’의 감각 속에서 간행된 데 따른 결과일 것이다. 

  이 오래된 것들과의 조응이 해방 3주년을 맞은 시점에 인민에 의한 민주혁명과 

그것과 보조를 같이 하는 민족문화 발전이라는 속간호 �문장�의 뚜렷한 목적성과 

공존하고 있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향과 미래로 나

아가는 방향이 교차하는 플랫폼으로서의 �문장�은 여러 사람의 우의를 교차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자유주의라는 새로운 가치에 �문장�이라는 단정한 옛옷을 입힌 모

양새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단독정부 수립과 함께 말의 자유에 대한 전방위적

인 탄압이 거세어가던 때에 속간호 �문장�이 우의의 실천장이었을 뿐 아니라 억압

된 말들에 대하여 추진체가 되고 있었던 일면을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속간호 �문장�은 상기한 추천위원 외에도 많은 필진을 거느리고 특대호 분량으

로 간행되었다. �경향신문�의 창간멤버이자 정지용과 입퇴사 동기인 염상섭과 동

아․조선 출신 저널리스트이자 번역문학가인 채정근이 �문장�으로 지면을 옮겨오고 

있으며,381) 수도관구 경찰청장 장택상에게 보내는 공개 반박 서한382)을 �경향신문�

에 기고하여 파문을 일으켰던 김동석이 �문학�과 �신천지�를 거쳐 �문장�에 합류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김동석과 나란히 �신천지�에 평문을 발표하며 인민이 중

심이 되는 민족문화의 발전을 주장한 동경중대(東京中大) 출신의 김병덕까지 가세하

고 있다.383) 영문학을 전공한 김동석과 설정식은 1946년 6월 문학가동맹 산하 외

국문학위원회에 함께 가담한 전력이 있고 �서울타임즈�의 동료였으며384) 서울타임

즈사의 주소는 을지로 1가 101로 문장사와 같았다.385)

  이는 속간호 �문장�으로 유입된 것이 �문장�이나 문학가동맹 기관지인 �문학�만

381) 김학동, 앞의 책, 193면에 제시된 최정희의 회고에 따르면 채정근은 정지용과 함께 정치

보위부에 자수하였으며, 그 뒤 정지용과 함께 행방불명되었다. 또한 채정근, 이동초 편, �

채정근 작품집�, 모시는사람들, 2006에 따르면 채정근은 문학가동맹에 가담한 이력이 확

인된다. 채정근은 정지용과 해방공간 내내 문학가동맹-문장-국민보도연맹-정치보위부 자

수-행방불명이라는 비슷한 행보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382) 김동석, ｢사상 없는 예술 있을 수 없다!｣, �경향신문�, 1947.2.4; 이희환, ｢작가연보｣, 김

동석, 이희환 편, �김동석 비평 선집�, 현대문학, 2010, 505면.

383) �신천지�에는 김동리의 순수문학론에 반대하는 평문이 여럿 발표되었다. 채정근, 앞의 

책, 382면. 한편, 김병덕은 동경중대(東京中大)에서 공부하면서 신세대론과 순수시비론에 

관한 평문 ｢문예시감 독자의 시 노―트 (학생문단)｣(�동아일보�, 1940.3.5.)을 발표한 바 

있다. 해방공간에는 주로 �신천지�에서 평필을 들었다. ｢소련민족정책의 기조｣, �신천지�

1(1), 1946.11; ｢민족문화 건설의 방도｣, �신천지� 2(1), 1947.1; ｢지도자의 양심｣, �신천

지� 2(3), 1947.3․4; ｢자유, 자유주의, 자유주의자｣, �신천지� 3(1), 1948.1가 그것이다. 

384) 이희환, �김동석과 해방기의 문학�, 역락, 2007, 50-52면.

385) 오영식, �해방기(1945-1950) 간행도서 총목록�, 소명출판, 2009, 6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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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정지용-김연만이 날개의 제작자였다면 같은 세대

의 저널리스트 염상섭과 채정근, 그리고 김기림이 이들의 언저리에 있고, 설정식-

김동석-김병덕과 같은 그 다음 세대는 이들이 달아준 날개로 추진력을 얻은 이카

로스적인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46년에서 1948년 사이, �문장�을 귀착지로 하듯 빠른 유속을 보이며 모여든 이

들의 합류를 단순한 지면 나눔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바라보게 되는 이유는 

가령 �경향신문�의 경우 정지용과 염상섭의 사직 시기는 신문사가 창간 당시 표방

한 좌우합작과 중립주의 노선을 이탈하여 점차 우익화되었던 시점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386) 설정식과 김동석이 몸담고 있던 �서울타임즈�도 정부의 탄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387) 이러한 인적 구성상의 특징은 속간호 �문장�

의 의미를 �문학�의 공백의 보충과 옛 �문장�의 우의의 결실이라는 측면에서 더 

나아간 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여러 문인 출신 언론인과 신진 비평가들이 빠른 유속으로 모여드는 가운데 �문

장�이 옛 옷과도 같은 �문장�의 기시감 속에 새로운 가치를 담아내는 신-구의 중

층성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문장�파의 일원이자 사주였던 정지용과 

김연만이 매개자적인 존재로 역할하였기 때문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이때의 새로운 가치란 청문협으로 대표되는 신세대가 아니라 김동석과 김병덕의 

평문을 통해 드러난 자유주의의 가치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속간호 �문장�

에 과거 �문장�이 세상에 내보냈던 신인은 없다. 

  속간호에 나타난 �문장�의 기시감은 옛 �문장�의 제자(題字)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외적 형태에서 먼저 확인된다. 석류의 붉은 열매를 그린 표지화는 미술대중화

론388)을 발표한 김기창의 것이며, 내지화는 여러 인간의 군상이 한반도와 흡사한 

모양을 떠받치듯 이룬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문장�이 매호 180면 내외로 간행

되던 것에 비추어볼 때 속간호의 분량은 1940년 하기 특대호 정도인 258면으로 

많은 편이다. 속간호는 속간사, 창작(소설), 시, 비평, 수필, 해외문학통신, 각종 시

평(時評), 고전 연구, 편집후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적 구성상의 기시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지용과 김연만이 이태준을 대

386) 임헌영, ｢(4) 경향신문 필화 1호 사건과 언론인 우승규｣, �경향신문�, 2016.10.26. 

387) “1948년의 나는 ｢서울 타임스｣라는 영자신문의 편집자가 되었다. 이승만은 내가 그 신

문을 좌경케 했다고 하면서 탄압하였다.” T.머레이, ｢한 시인의 추억｣, �사상계� 1962. 9; 

김윤식, ｢소설의 기능과 시의 기능―설정식의 경우｣, �한국현대소설비판�, 일지사, 1981, 

193면 재인용.  

388) 김기창은 ｢미술운동과 대중화 문제｣, �경향신문�, 1946.12.5을 통하여 “미술을 특권계층

이 아닌 대중적인 것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신수경, ｢해방기 정현

웅의 이념 노선과 활동｣, �인물미술사학� 10, 인물미술사학회, 2014, 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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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고 있는 것에서뿐 아니라 �문장�의 정신적 지주인 이병기가 ｢의유당연구｣라는 

바로 어제의 일처럼 느껴지는 작업을 통하여 �문장�과 �문장�(1948)을 중간(重刊)하

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속간의 정황을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속간사｣ ｢알파․오메가｣ ｢편집

을 마치고｣이다. ｢속간사｣는 옛 �문장�의 창간과 폐간의 역사, 잡지의 의의를 세계

사적인 관점에서 돌아보고 있으며, 8.15 3주년을 맞는 이때에 민족문화의 건설이

라는 새로운 사명을 위하여 �문장�의 반제(反帝) 정신과 전통을 회복하겠다는 의지

를 밝히고 있다. 제목이 ‘속간사’인 이 글이 ‘속간’ 대신 ‘중간’이란 용어를 사용하

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속간사｣의 키워드인 ‘중간(重刊)’에 대응되는 것이 성서에서 ‘최초’와 ‘최후’를 의

미하는 제목을 사용한 ｢알파․오메가｣이다. �문장�의 폐간과 속간을 하나의 시간의 

차원 위에서 다루고 있는 글인 ｢알파․오메가｣는 속간호 �문장�을 지탱하는 시간의 

중층성을 상징하는 글과도 같다. 목차나 본문 어디에도 저자명이 밝혀져 있지 않지

만 �경향신문�의 ｢여적｣에서 정지용이 문장의 내용 단위를 표기하기 위해 사용하

던 부호(▽)가 여기에서도 개인의 표식처럼 사용되고 있는 점, 이로부터 몇 달 전에 

발표한 ｢산문｣에서도 언급한 바 자신에게 중상을 일삼는 청년 문학지망생에 대하

여 또다시 일갈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에 정지용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글이

다.389) 정지용은 알파, 오메가로써 �문장�의 폐간과 속간이라는 시간의 두 때를 하

나로 잇고 있다. 

  잡지 내부를 흐르는 중층성은 편집자적인 감각으로도 발휘된다. 염상섭의 ｢재회｣

는 실제로는 채만식의 ｢도야지｣ 다음에 실렸으나, 목차면에서는 ｢속간사｣ 바로 다

음에 배치됨으로써 속간호가 지니는 ‘다시’의 의미를 강화한다. 이는 다분히 편집

자적인 감각이며 안배이다. 편집자는 ‘처음[알파]’으로서의 �문장�(1939~1941)과 

‘영원[오메가]’으로서의 �문장�(1948)을 암시하는 ｢알파․오메가｣를 목차면에 진한 

고딕체로 강조함으로써 그것의 중요성을 드러내며, 해방 이전과 이후의 정지용의 

시관을 개괄한 ｢조선시의 반성｣의 제목 각 글자를 ‘창작’이나 ‘시’라는 상위 명칭과 

동일하게 진한 고딕체로 음각함으로써 편집자이자 해방 전과 후의 연속적인 존재

로서의 정지용을 드러내는 타이포그래피적인 편집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저자명을 

밝히지 않은 ｢알파․오메가｣를 지용의 ｢조선시의 반성｣과 나란히 수록함으로써 모두 

정지용의 연속된 글로 나란히 읽히는 효과를 기하고 있다.

  이처럼 속간호 �문장�은 중간의 감각을 표나게 내세우던 ｢속간사｣의 기조 그대

로 여러 차원에서 중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러한 중층성은 사람과 사람, 

389) 저자명이 없는 이 글이 그간 정지용 전집에 수록되어온 것은 이러한 요소들을 편자들이 

암묵적으로 인정한 결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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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시간, 세대와 세대와 같이 서로 분리된 요소들을 잇고 있다. 속간호에 드러

난 세대의 중층성은 가령, ｢재회｣나 ｢도야지｣와 같은 기성세대의 소설이 제3의 길

에 대한 모색과 신세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면,390) 아주 가까운 자리에

서 다음 세대인 김동석이나 김병덕의 평문이 그러한 모색에 대하여 하나의 화답이 

되고 있는 구도에서 확인된다. 

  속간호 �문장�이 �문장�의 기시감 속에 담은 것은 체제 비판과 자유주의 사상이

었다. 

一言以蔽之하면 北朝鮮은 民族文化 建設事業이 一路 發展의 道程을 줄달음치고 있는

데 南朝鮮은 民族文化의 危機에 遭遇하고 있다는 것이다.  (……) 當面한 文化活動의 

總力量은 祖國의 通二的 自由獨立을 위한 人民들의 救國抗爭에 集中되어야 한다.391)

통치기구를 직접적으로 문제 삼은 글인 김병덕의 ｢현단계 문화발전의 역사적 특질

｣은 미군정의 현실을 “외국통치의 노예화 정책”이라 일갈하고, 북조선과의 비교를 

통하여 남조선의 사회, 경제, 문화 체제를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노동 인민을 주체

로 하는 반제, 반봉건 민족문화운동을 주장하고 있다.392)

아놀드는 英國의 뿌르죠아지를 俗物이라 –하고 그들의 이데올로기인 자유주의를 필리

스티니즘(俗物主義)이라 辱했다. 뿐만 아니라 이 뿌르죠아․리배랄리슴이, 沒落할 것을 

豫言했다. (……) 그러나 이 새로운 세력이 푸로래타리아階級이라는 것을 몰랏던 것은 

아놀드의 限界였다.393)

김동석의 ｢생활의 비평｣은 부르주아지에 의하여 오도되고 변질된 자유주의 개념을 

비판하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의하여 진정한 자유주의가 실천되어야 함을 주장하

는 것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김동석의 글을 비롯하여 속간호 �문장�의 평문이 갖는 특징은 사회비평적 성격

과 문학(문화) 비평의 성격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가령, 이삼실의 평문은 “조

선의 민족문화는 반봉건 반제국주의의 투쟁에서 �르네쌍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며 민족문화의 발전을 민족의 자유를 위한 투쟁의지와 결부시키고 있다.394) 속간호 

390) ｢재회｣와 ｢도야지｣의 작품론은 이병순, �해방기 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1997, 

277~286면과 320~322면 참조.  

391) 김병덕, ｢현단계 문화발전의 역사적 특질｣, �문장� 3권 5호, 문장사, 1948.10, 127면. 

392) 김병덕, 위의 글, 126-137면. 

393) 김동석, ｢생활의 비평―매슈․아놀드의 현대적 음미―｣, 앞의 책, 153면.

394) 이삼실, ｢�르네쌍스�와 조선문화｣, 위의 책, 1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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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에서 민족문화운동은 그것 자체가 목적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자유’

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도정 위의 것으로서 긍정된다. 

  해방공간에서의 한국 자유주의는 ‘허락되는 자유, 따라서 완전하지 않은 자유’에 

가까웠다. 그것은 신자유주의의 맥락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면서도 필요에 따

라서는 정부가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식의 모순을 함의하였으며, 미군정

기를 거쳐 단독정부수립을 기한 시점부터는 반공적인 자유주의로 고착화되었다.395)

속간호 �문장�은 김동석과 김병덕의 평문을 통하여 지배적인 자유주의 담론에 균

열을 내며 자유주의가 복수태임을 드러냈다. 

  속간호 �문장�이 복수화한 것은 자유주의 사상만이 아니었다. �문장�에 과거 �문

장�이 세상에 내보냈던 신인이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 내용이 민주주의

적이라야 민족문학이 된다는 주장과 함께 청문협적인 순수의 비순수성을 날카롭게 

공박한 김동석은 비평사에서 “좌익측에 의해서 전개된 민족문학론”을 펼친 인물로 

평가되는데,396) 속간호 �문장�이 폐간된 이듬해 벽두에 김동석이 김동리와 본격적

으로 순수문학논쟁을 벌이게 되는 것을 볼 때에 속간호 �문장�은 김동석이 청문협

과 문학유파로서 거리두기의 태도를 보인 정지용의 ｢조선시의 반성｣의 기조와 마

찬가지로 진정한 ‘순수’의 의미를 탈환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적 민족문학론을 모색

하고 구상하는 과정을 보여준 지대로 의미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동석은 청문협

이 정지용의 순수를 쟁탈적으로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견지에서 이태준과 정지용

에 대한 기대의 염원을 버리지 않고 있던 신세대였다. 이렇듯 속간호 �문장�의 의

미는 정지용-김동석을 중심으로 청문협적인 순수와의 거리두기를 통한 순수의 복

수화라는 지점에서 그 의미가 또 한 번 선명해진다.397)  

  속간호 �문장�은 폐간을 예상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허준의 ｢역사｣는 차

호를 내다보는 것이었으며, 편집후기도 안회남의 원고를 차호로 기약하고 있기 때

문이다. �문장� �문학� �경향신문�, 좌익계 민족문학론자 김동석, 속간호 �문장�의 

희곡부문 추천위원 박태원, 그리고 그의 아우이자 후에 월북하는 좌익계 미술운동

가 박문원398) 등이 기시적인 인물 김연만과 정지용을 매개항으로 속간호 �문장�

395) 양승태․전재호, ｢미군정기(1945~1948) 한국의 자유주의 : 이승만의 ‘반공적’ 자유주의｣, 

�한국 철학논집� 21, 2007, 241~270면. 

396) 하정일, ｢해방기 민족문학론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이희환, �김동석과 

해방기의 문학�, 역락, 2007, 80면 재인용. 

39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속간호가 8.15 이후의 �문장�의 “진정한 신인”을 다시 가려 뽑겠

다고 말한 것은 중간(重刊)의 힘으로 과거와의 연결을 적극적으로 도모한 속간호 �문장�의 

기획이 다분히 선택적인 중간의 실천임과, 청록파를 포함한 청문협에 대한 정지용의 거리두

기가 속간호 �문장�의 층위에서도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398) 박문원은 �문장� 속간호에 ｢선전미술과 순수미술｣을 발표하였다. 본 절은 자유주의 지향

이라는 속간호 �문장�의 사상적 기조를 예술의 자유라는 차원에서 드러내고 있다. 박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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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조밀하게 연결되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속간호 �문장�은 국가보안법을 비

롯한 전방위적인 억압의 거미줄에 사로잡히게 된다. 식민지시기의 치안유지법을 모

체로 하는 국가보안법에 따라399) 잡지가 두 번째 폐간을 맞은 것은 �문장�에 가해

진 억압의 구조마저도 기시적인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김연만과 정지용이 수도관구 경찰청에 송치된 이틀 후인 1948년 12월 15일에는 

�문장�의 발매금지조치 기사가 실렸고, �문장�의 다음 호는 더 이상 간행되지 않았

다. 그러니까 �문장�이 속간된 날로부터 두 달 안에 �문장�은 사실상의 폐간에 이

른 것이다.400)401) 단독정부수립을 전후한 시기에 기획되고 발행된 속간호 �문장�은 

정부 수립과 동시에 전방위적으로 진행된 말의 자유에 대한 탄압 속에서 �문장�의 

책임자들이 당시 미군정 통치의 핵심기구이던 수도국 경찰청402)에 연행됨에 따라 

‘다시’ 날아오르자마자 그 날개가 부서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403)

  주간 정지용이 속간호 �문장�의 편집 작업을 통해 발휘한 감각은 반복이나 복고

와 구별되는 능동적인 ‘편집자적 기억―지금 가장 필요한 기억의 소환’의 행위로 

바라볼 수 있다. 편집자적 감각에 따른 과거와의 연결의식은 파편을 통한 자기 구

성이라는 문제와 맞물려 있다. 푸코는 자기의 구성 원리의 하나인 ‘전향

(conversion)’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전 삶과의 단절을 기제로 하는 종교적인 개종

과의 차이를 밝힌 바 있다.404) ‘전향’은 자기와의 단절이 아니라 자기가 아닌 것

들, “우리가 주인이 아닌 것으로부터”의 “해방”, 단절로, “자기와 자기의 조응” 속

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405) 개종 및 수도회 입회라는 계기와 함께 나타난 정지

은 1947년 미국무장관 마샬(G. C. Marshall)이 추진한 마샬 플랜을 예술 정책의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예술이 “本然의 位置와 自由”를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에 관한 고

민을 던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그가 내놓은 답은 예술은 “現實로 도라”옴으로써 선전성과 

순수성을 서로 모순없이 합치시킨 상태에 도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박문원, ｢선전미술과 

순수미술｣, �문장� 3권 5호, 문장사, 1948.10, 225~227면. 

399)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 1, 역사비평사, 1989, 75면. 

400) �문장�의 발매금지조치 시점은 기사 ‘문학잡지수종발매금지’(�자유신문�, 1948.12.15.) 

참조 

401) 일의 경과로 볼 때에 상당히 졸속적이며 절차를 갖추지 않은 조치였음을 알 수 있다. 박

원순, 앞의 책, 47면, 106면에 따르면 법령의 졸속 시행으로 판결권조차 보장되지 아니하

였으며, 1949년 한 해에만 검거 인원이 11만 명을 상회하였다.

402) 김석준, �미군정 시대의 국가와 행정�,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6, 263면에 따르면 미

군정의 중추적 억압기구로서 군대보다 규모가 컸던 것은 경찰기구였다.

403) 사실상의 폐간에 이르렀다고 보는 이유는, 문제가 된 김병덕의 평문을 삭제하는 조건

으로 발매금지조치가 해제되기도 하였으나 그마저도 계속 발매되지 못한 사정에 근거한

다. 정진석, 앞의 책, 24-25면. 

404) 미셸 푸코, 심세광 역, ｢1982년 2월 10일 강의 전반부｣, �주체의 해석학―1981-1982,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의 강의�, 동문선, 2007, 237-251면. 

405) 미셸 푸코, 심세광 역, 위의 책, 같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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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종교적․문학적 회심406)이 해방공간에는 과거와의 연결을 통한 자기구성이라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지용은 부산 영도에서 통영으로 가는 배 안에서 정명순 소녀와의 우연한 만남

을 통하여 소년적 “유행가의 정서”를 회복한다.407) 그 정서란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의” 계용(桂溶)이 있는 저 ｢향수｣(�조선

지광�, 1927.3)의 그것이 아니었을까.408) 본고의 2장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

향기의 정지용이 남해기행지에서 유치환에게 써준 시는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

는｣이었다.409)

  김윤식의 지적대로 “향수(鄕愁)”는 정지용의 중요한 “산문의 운용원리”임이 분명

하며,410) 보다 구체적으로 해방공간의 정지용에게는 과거의 소환을 통한 이 능동적

인 자기구성력이 현재의 자기의 진실을 오도당하지 않기 위한 원리가 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록파의 아버지되기는 거부하고 무명의 故 윤동주411)에게는 

무릎을 꿇어 분향하는 차이, 이것은 해방 이후 ‘소문의 벽’에 갇힌 정지용에게서 

보게 되는 가장 큰 적극성이 발휘되는 지점이 아닐 수 없다.

  �경향신문� 초대주필 출신으로서 우의를 지속하고 말의 활로를 모색하며 �문장�

을 속간한 작업은 정치적인 좌충우돌이 아니라 자기의 진실을 타율적으로 오도당

하지 않기 위한 적극적인 자기 재구성에 대한 의지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문

장�이 두 번째 폐간을 당한 뒤 1949년에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일과 그에 따른 

보위부에의 해명과 같이 선형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시인의 복잡한 행로는, 그즈

음 이제는 우(右)로부터 육박해오기 시작한 ‘소문의 벽’에 갇힌 자의 것으로 이해될 

406) 정지용은 교토 유학시절 ‘전향’의 기독교적인 모델인 ‘개종’을 실천하고, 이후 �백록담�

으로 수록될 작품들을 창작하기 시작한 1937년에는 ‘경성 성(聖) 방지거 제3회’에 입회, 성 

프란치스코의 삶을 세속에서[在俗] 실천하기를 서약하였다. ‘개종’과 동시기에 확립한 ‘상실

+정화→상승’의 시의 내적 원리는 재속 성인의 삶을 서약한 이후에는 인간과 자연만물을 상

승의 대상으로 포괄하는 방식으로 유지되었다. 정지용의 개종 및 수도회 입회 과정과 창작

방법론상의 변화 양상은 졸고, ｢정지용 문학의 가톨리시즘과 역사의식｣, �민족문학사연구�

53, 민족문학사학회, 2013, 468~518면. 

407) 정지용, ｢남해오월점철9-통영1｣, �국도신문�, 1950.5.26; 정지용, 김학동 편, 앞의 책, 

179~181면.  

408) “누이동생 桂溶을 정지용은 무척 사랑했다고 한다.” 김학동, 앞의 책, 110면. 

409) 김윤식, ｢지용과 청마의 술잔에 모란은 떨어지고―찬란한 슬픔, 북두(北斗)의 윤리감각｣, 

앞의 책, 98~100면.

410) 김윤식, ｢가톨리시즘과 미의식―정지용의 경우｣, �한국근대문학사상사�, 한길사, 1984, 

416-424면.

411) 이경수, 앞의 글은 해방공간의 정지용의 시와 산문을 재평가한 논문으로, 정지용이 설정

식, 이수형, 윤동주에게 보인 애정을 문학의 정치성에 대한 인식과 ‘옳은 시’의 추구라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세 시인에 대한 평가는 청록파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과 선명하게 대비되는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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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정지용의 마지막 작품 중 하나인 ｢곡마단｣(�문예�, 1950.2)은 “마흔아홉해”의 화

자가 “열여섯” 난 딸과 곡마단 기예를 보는 상황을 다룬 시로, 이 시기의 다른 작

품들과 마찬가지로 현실지시적인 기호들의 사용으로 정지용의 자전시로 읽힌다. 

여보!/ 운전수 양반/ 여기다 내뻐리구 가믄/ 어떠카오!// 碌磻里까지 만/ 날 데레다 

주오// 冬至 섯달/ 꽃 본 듯이 ............ 아니라/ 碌磻里가지 만/ 날 좀 데레다 주소

// 취했달 것 없이/ 다리가 휘청거리누나// 帽子 아니 쓴 아이/ 열여들 쯤 났을까?// 

�碌磻里까지 가십니까?�/ �넌두 少年感化院께 까지 가니?�/ �아니요�// 캄캄 야밤 중

/ 너도 突變한다면/ 열여들 살도/ 내 마흔아홉이 벅차겠구나// (……) 소년감화원 께 

가지는/ 내가 찾어 가야겠는데 (……)412)

防寒帽 밑 外套 안에서/ 나는 四十年前 凄涼한 아이가 되어// 내 열살보담/ 어른인/ 

열어섯 살 난 딸 옆에 섰다/ 열길 솟대가 기집아이 발바닥 우에 돈다/ 솟대 꼭두에 사

내 어린 아이가 가꾸로 섰다// 가꾸로 선 아이 발 우에 접시가 돈다/ 솟대가 주춤 한

다/ 접시가 뛴다 아슬 아슬// (……) 防寒帽 밑 外套 안에서/ 危殆 千萬 나의 마흔아

홉 해가/ 접시 따러 돈다 나는 拍手한다.413)

｢녹번리｣는 위태로운 귀가길의 여정에414) 마흔아홉살의 시적 화자가 “소년감화원

께”로 (거슬러) 가야 하는 시간적 역전의 상황을 함께 겹쳐놓고 있는 작품이다. 그

런가 하면 ｢곡마단｣은 소년의 곡예로 아슬아슬하게 돌아가는 접시를 바라보는 동

안 딸아이보다 어린 아홉 살 곡마단 소년이 되는 장면을 보여준다. 푸코는 전향은 

주변의 나 아닌 것으로부터의 도주임을 말하였고, 이와 반대되는 형상으로서는 돌

아가는 팽이의 이미지를 제시한 바 있다.415) 팽이 이미지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접시 돌리기 장면은 정지용의 진정한 자기 자신과의 조응으로서의 전향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음을 보여준다. ｢곡마단｣의 끝에서 “박수”하는 장면은 곡예에 

대한 환호나 현실로의 각성이 아니다. 곡예를 바라보는 시적 체험 도중에 접시를 

돌리는 존재가 곡마단의 소년에서 중년의 화자로 전이되었음을 상기해 볼 때, 그것

은 돌아가는 접시처럼 위태로운 자기 자신의 과거에 대한 자기구성력이 깨어진 상

태, 그래서 ‘내가’ 박수하는[부서지는] 장면처럼 읽힌다.  

  위의 두 편의 시에서 보게 되는 것은 ‘부서짐’ 이전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자

412) 정지용, ｢녹번리｣, �새한민보� 4(1), 1950.1.20; 이순욱, 앞의 글, 67~68면 재인용. 

413) 정지용, ｢곡마단｣, �문예� 7, 1950.2; 정지용, 김학동 편, �정지용전집 1: 시�, 민음사, 

2003, 191~192면 재인용(강조-인용자). 

414) 이순욱, 앞의 글, 68면.

415) 미셸 푸코, 심세광 역, 앞의 책, 2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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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주인인 것으로 자기를 재구성해보려는 향수, 열망이다. 그것은 시시각각 좁혀

져 오는 ‘소문의 벽’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기도 했을 것이다. 이는 진실의 오

도로부터의 탈주라는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선집 이름이 ｢춘뢰집｣! 이것은 내가 붙였다. 별로 깊은 뜻은 없고, 봄에 우는 우레는 

소리가 큰 것이 아니고 한 번씩은 있을 만한 것이니, 내가 詩壇에 서기 전에 黃菊과 

같은 詩人, 雪中梅와 같은 詩人이 많이 계셨으나, 아니 울어도 無妨하였던 봄우뢰는 내 

詩가 운 것이다.416)

정지용의 마지막 산문으로 확인되는 �현대시집 1�(정음사, 1950.3) ｢춘뢰집｣의 자서

(自序)이다. 시인은 봄우뢰란 “한 번씩은 있을 만한 것”이나 그마저도 자신의 시는 

“아니 울어도 무방하였던 봄우뢰”였던 것이라며 절하한다. 이러한 겸사 혹은 자조

의 말 너머에서 보게 되는 것은 봄우뢰가 영원한 것이 아니듯 과거와의 연결이 끊

어져버린 자의 슬픔이다. 

  그러나, 그러하므로 �문장�을 속간한 시간은 이같은 슬픔 직전에 정지용이 다시 

무엇인가를 도모하려 했던 장면으로 다시 이야기되어야 한다. 오래 전 정지용에게 

“인디언․쌈머”417)를 보여달라고 말한 것은 십 여 세 아래의 ‘어린 벗’ 김동석이었

다. 

身老心不老라. 芝溶이어 인디안․쌈머를 노래하지 않으려나.418)

詩集 ｢白鹿潭｣은 이가 저리도록 차디차다 할 사람도 있을게다. 아닌게 아니라 希臘의 

大理石같이 차다. 허지만 春園처럼 뜨건체하는 사람이 아니면 玄民처럼 미지근한 사람

들이 橫行하던 朝鮮文壇에서 이렇게 차고도 깨끗할수 있었다는 것은 祝賀하지 않을수 

없다. (……)

이 以上 精神의 純粹를 지킨 사람이 있다면 나서라.419)

416) 지용, ｢서｣, 김영랑 외, �현대시집� 1, 정음사, 1950. 이 시집은 정지용 외에 노천명, 김

기림, 김영랑 등 몇 시인의 작품을 엔솔로지 형태로 묶은 것이다. 대표저자는 김영랑으로 

되어있다.  

417) 인디언 썸머란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발생하는 기상 현상을 일컫는 말로, 늦가을에서 겨

울로 넘어가기 직전 일주일 정도 따뜻한 날이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 종종 서리가 내린 후

에도 이런 현상이 생긴다. 절망 가운데에 뜻하지 않은 희망적인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쓰인다.” 인디언 썸머의 정의는 김동석, 이희환 편, �김동석 비평 선집�, 현대문학, 2010, 

44면 하단의 편집자주를 따랐으며, “뜻하지 않는”을 “뜻하지 않은”으로 수정함.

418) 김동석, ｢시를 위한 시―정지용론｣, �상아탑� 5, 1946.4, 3면. 

419) 김동석, 위의 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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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2년 뒤에 비평 부문 추천위원으로서 정지용과 ‘해방기 문장파’를 구축하

게 되는 동석(冬石) 김동석은 동인이 되기 이전부터 �백록담�의 ‘이가 저리도록 차

디찬 깨끗함’을 기억하고 그것의 회복을 기다린 사람이었다. 김동석의 정지용론의 

요체는 �백록담�적인 것의 회복에 대한 촉구이며, 비판의 대상은 정지용이 아니라 

그의 시적 재능이 해방정국에서 정치적으로 소비되는 측면에 대한 것이었다. 

(……) 미국 씨빌리안을 부뜰고 민주주의토론을 걸고 이론에 맞지않은 경우에는 단도직

입적 정면공격을 하다가도 신경질적 흥분이 없이 자기가 스스로 엠파이어적 입장에 서

고마는 여력으로 들어앉어 공부하고 나와서 원고를 판다. 몸도 퉁퉁해 간다. 나는 이사

람의 사람을잘안다. 참 좋은 사람이다.420)

정지용은 마치 백석이 허준에게인 듯한 말투로 김동석을 가리켜 “나는 이 사람의 

사람을 잘 안다.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썼다. 1949년 2월, 많은 것을 다시 걸었던 

말의 활로 �문장�조차 사라지고 정지용이 이미 월북하였다는 또 다른 ‘소문의 벽’

이 좁혀오기 시작하던 때에 정지용과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 사이에서는 이처럼 

백석풍의 말들이 오갔다.  

  자유주의의 추진체 되기로서의 속간호 �문장�의 기획은 어쩌면 해방공간에서 시

를 거의 쓰지 못한 정지용이 어린 벗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오래된 것 위에 짧게 

펼쳐진 “인디언·쌈머”421)였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추진체의 운명이 그러하듯 속간

호 �문장�은 3권 5호까지였으며 어느 날 정지용과 김연만은 궤도 바깥으로 사라졌

다. �문장�의 과거였던 이태준과 �문장�의 미래였을 어린 벗 김동석이 먼저 사라진 

다음의 일이었다. 이는 ‘비시지시(非詩之詩)’, 곧 시 아닌 시로서 또 하나의 문학의 

길을 열어보인 해방 후 정지용의 작가적 수행이다.422)

  해방공간에서의 정지용 논쟁을 종결한 평문인 석은의 ｢시인의 법열｣은 정지용의 

해방공간에서의 산문성의 의미를 해명하고, 해방 이전의 시와 해방 이후의 산문으

로 양분되는 정지용의 문필행위를 모두 시인의 행위로 의미화하는 관점을 보여준

다.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마저 대규모 검거 열풍에 휩쓸리며 정지용의 문학적 동

반 관계가 사라진 자리에서 정지용의 ‘두 번째 법열’을 “아름다운 희망”과 같은 것

으로 여기며 기다리겠다고 말한 시인이자 비평가인 석은은 윤동주, 전위시인 및 그 

420) 정지용, ｢부르조아의 인간상과 김동석｣, �자유신문�, 1949.2.20; 이희환, �김동석과 해방

기의 문학�, 역락, 2007, 19면 재인용(강조-인용자).  

421) 김동석, ｢시를 위한 시―정지용론｣, �상아탑� 5, 1946. 4; 김동석, 이희환 편, �김동석 비

평 선집�, 현대문학, 2010, 44면.

422) 본 소절은 졸고, ｢속간호 �문장�과 정지용｣, �구보학보� 21, 구보학회, 2019를 재구성

한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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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김동석에 뒤이은 정지용의 감정적 동반관계이다. 

  지금까지 본 소절에서는 문학사에 과소진술된 바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로서 정

지용이 단정수립기의 문학 공간에서 과거의 문장파 춘산 김연만과 함께 개인적 자

유주의 사상의 추진체가 되었던 일면을 복원하고자 하였다. 구 문장파와 해방공간

에서 정지용에 의해 ‘동생시인’의 위치에 놓일 만한 소장 문인 김동석, 설정식을 

‘해방기 문장파’로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문학� 이후의 구국문학론을 계

승하는 한편 개인의 고도한 문학적 취향을 존중하는 개인의 기질적 자유주의에 기

반한 ‘해방기 문장파’의 사상적 거점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정지용의 역할이 중

차대한 것이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요컨대 본 장의 2절에서는 ‘윤동주의 일’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면서 시인의식에 

도달한 1947년 이후의 정지용이 편집인으로 가장 큰 책임범위를 가지고 참여한 

‘해방기 문장파’로서의 활동상을 살펴보았다. �문장�을 속간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그것이 외부화된 이후에는 문인비평으로 글쓰기를 연명한 1948년 이후의 

상황은 해방 직후의 ‘창조적 무기력증’의 시간과는 내질적으로 구분되는 시간이었

다. 이를 공식주의를 경계하면서 작가의 인간적 진실성은 작품 행동을 통해 추구되

어야 한다고 보았던 해방 직후 조선문학가동맹의 내부에서 공전된 문제에 대한 잔

류파 시인의 응답으로 바라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절에서는 해방 후반기인 1947년 무명의 청년시인 윤동주의 발견

을 계기로 ‘초혼적 글쓰기’를 시작하는 정지용이 그 이듬해인 1948년 �문장�의 사

주 김연만과 해방공간의 언론인으로서 재회하고,423) 소장 문인 설정식, 김동석을 

각각 소설·비평부분 고선위원으로 하여 해방공간에서 �문장�을 속간한 사실을 다루

었다. 본고는 이들의 정체성을 ‘문장파’와 ‘청년문장파’의 상호결속에 따른 ‘해방기 

문장파’로 규정하였다. ‘해방기 문장파’는 이태준과 이병기가 도모하려한 �문장� 재

간행의 뜻을 수리한 것이 동시에424) ‘청년문장파’와 그 주변의 조선문학가동맹 잔

류파 문인들을 잡지 내에 유입시킴으로써 단정수립기에 �문학�을 대신한 문학의 

거점을 마련하였다는 데서 그 문학사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해방공간에서의 �

문장�의 성격은 옛 �문장�의 외형과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기시감 속에 국가적 

423) 편집후기에 춘산(春山) 김연만은 “경경(耿耿)한 일념(一念)”―마음에 깜박이는 불빛을 잊지 

못하는 한 가지 생각(인용자 주)― 때문에 �문장�을 속간한다고 적었다. 문장파의 오랜 

동반자적 관계였던 김연만에게도 �문장�을 속간한 것은 ‘마음 속 불빛’에 대한 초혼적 문

필행위였다고 말할 수 있다. 춘산(春山)․설정식, ｢편집을 마치며｣, �문장� 3-5, 문장사, 

1948.10, 275면. 

424) 가람일기에 따르면 1946년 2월에 이태준은 이병기와 �문장� 재간행을 상의하였다. 방

민호, ｢해방 공간과 6.25전쟁 속의 가람 이병기｣, �서정시학�25-4, 계간서정시학, 2015, 

1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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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비판이라는 불온함을 담은 중층성에서 확인된다. 본 절에서는 정지용과 

김연만이 가장 큰 책임범위를 가지고 만든 해방공간의 �문장�은 외래적·국가적 자

유주의를 암시적으로 비판하는 개인적 자유의 문제를 담론화함으로써 발간 두 달 

만에 폐간에 이르는 과정을 상세히 고찰하고자 하였다. 옛 문장파와의 우의, 그리

고 ‘청년문장파’와의 상호연대에 기반한 해방공간의 �문장�은 녹번리 은둔 당시의 

실상 은둔이 아니었던 정지용의 내면풍경을 가늠하게 하는 자료가 될 뿐 아니라, 

기질로서의 개인적 자유주의가 국가적 자유주의에 대하여 수행한 비판적 담론으로

서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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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지용 내면화의 역사와 감정공동체의 지류들

  본 장에서는 분단 이후 외부화된 시인의 전승 불가능이라는 역사적 조건 속에서 

스스로 전승의 매개가 되어 시인의 존재를 내면화한 시인 비평가들, 그리고 정지용

이라는 세계의 상실을 해방공간의 소년으로서 경험한 문학사가들을 분단 이후 정

지용의 내면화된 감정공동체로 바라보고자 한다. 

4.1. 분단 이후 정지용 후속 시단의 한 전개

  본고는 2장에서의 논의를 통해 정지용과 윤동주를 감정공동체라는 하나의 단위

체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후구축된 감정공동체로서 정지

용과 윤동주의 서로 중첩되어 있는 시세계, 곧 �백록담� 준비기의 정지용과 후기 

윤동주의 시세계는 1950년 이후 정지용이 문학사에서 외부화를 겪게 됨에 따라 윤

동주를 편도체로 전승되었다. 본 절의 첫째 소절에서는 윤동주 후기시를 중심으로 

‘형제시인’ 의식을 구축하고 새로운 시를 전망한 ‘시연구’ 동인들을 중심으로 정지

용을 내면화한 편도체로서의 윤동주의 후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본 절

의 둘째 소절에서는 일제 말기 이후 조지훈과 정지용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음영적 

현실과 이로 인해 형성된 동류적 감정의 관계망을 살펴본다. 

  4.1.1. 윤동주의 형제시인 계보로서의 ‘고향을 가지지 않은 자들’

  본 소절에서는 해방공간의 정지용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1950년대 시인 비평가

들 가운데에서 윤동주를 경유함으로써 새로운 시를 전망한 시인 비평가들에 대해 

살펴본다. 1953년 <윤동주의 정신적 소묘>에서 고석규는 윤동주를 "말세적 공백에 

있어서 불후한 명맥을 감당하는 유일한 정신군(群)"이라 보았다. 이는 고석규가 윤

동주를 정신사의 "명맥"을 이어줄 유일한 편도체로 여겼음을 의미한다. 고석규는 

윤동주가 두 번 죽음을 겪었다고 보았다. 고석규가 바라본 윤동주는 '암살된 시간'

이라는 문학의 암흑기와, 생명의 '종식'이라는 두 번의 죽음을 겪은 것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고석규는 윤동주를 '정신의 극지로써 말없이 걸어가는 불의 사명'을 가

진 존재에 이미지에 빗댄다. 

  1955년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증보판이 간행되던 때를 즈음하여 경향 

각지에서는 윤동주 애사가 잇따랐다. 월남시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윤동주에 대한 

‘정신적 소묘로서의 글쓰기’를 전개해나가고 있었던 고석규를 비롯하여 김춘수, 김

종길, 김윤성이 그들이다. 

  윤동주 애사를 발표하기 이전 이들의 공통점은 해방공간에서 윤동주 시를 읽었

던 경험을 소환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문예� 중심의 작고시인추도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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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본 편집인의 흔적이 삭제된 증보판 시집이 갖는 주류적인 흐름을 우회하면서, 

해방공간에서 윤동주의 시를 발표하고 엮었던 정지용의 역행적 읽기와 접속된다. 

  윤동주의 문학이 이처럼 주류적인 흐름의 외곽에서 해방공간에서 등단한 세대, 

그리고 월남지식인, 문인들에 의해 계승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윤동주 애사를 발표

하고 윤동주에 대한 형제시인의식을 바탕으로 ‘시연구’ 창간을 주도한 고석규와 김

춘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김춘수와 고석규는 유파 비귀속적이고도 

독자적인 행보를 보여나감으로써 청년문학가협회 중심의 전통서정시와 모더니즘이

라는 1950년대 주류 유파와 거리를 두게 된다. 이는 해방공간의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였던 정지용이 유파 단위의 활동을 지양하는 가운데 문단권력을 내려놓고 

시와 시인들을 발견해나갔던 태도와 유사하다. 고석규와 김춘수의 유파 비귀속적인 

사유는 1950년대 중후반부터 쓰이기 시작하는 김춘수의 시사가로서의 감각을 통해 

뚜렷이 드러난다. 문협의 지부 건설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영남시단의 김춘수

와 고석규의 위치는 일견 그 그늘 속에 놓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이 비유파적

인 동인지를 차례로 간행함으로써 독자적인 세계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주의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人間所有의 命令者가 自己深部에 侵入하여 들어온 이 外勢에의 反抗에 自己

情神을 集結시켜 自己形成으로 굳건한 意志를 表白한―그것이 이것이였으면 좋겠다.

그것은 우리들 友情이란 커어다란 財寶를 背信하면서도 그들이 다시 생각해 볼것이라

는 우리의 肯定을 앞세우고 우리는 우리의 獨自性을 잃지 않는데다 두었다.425)

커다란 世界가 自己의 속에 들어오면 世界는 바다처럼 깊어진다. R. M. 릴케426)

본 절에서는 이와 같이 릴케의 ‘자기정신’, 곧 ‘고독’이라는 공통된 키워드를 경유

한 고석규와 김춘수의 동인활동을 살펴봄으로써 �시연구�의 결성 배경 중 하나로

서 고석규-김춘수의 감정공동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두 사람 사이에서 서정주론

이 끝내 완성될 수 없었던 것,427) 윤동주 추도문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동인 ‘시연

425) 고석규, ｢후기｣, 고석규 편, �초극�, 삼협문화사, 1954. 

426) 청포도동인회, �청포도� 3, 1953. 5의 속표지.

427) ｢서정주 언어 서설｣은 ｢윤동주의 정신적 소묘｣와 함께 �초극�에 실렸으나 ‘미완’으로 

남았다. 이후 고석규는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과 매우 유사한 주제와 정조를 보이는 

시 ｢침윤｣을, 그리고 두 번째 윤동주론이자 ｢윤동주의 정신적 소묘｣의 속편 격인 ｢시인

의 역설｣(1957)을 쓴다. 김윤식, ｢고석규의 정신적 소묘―50년대 비평감수성의 기원｣, �

고석규의 면모�, 책읽는사람, 1993, 80~88면. 고석규가 전후문학비평의 새로운 감수성을 

보여준 차원은 바로 이 지점, 곧 ‘문협’의 그늘에서 벗어나 윤동주의 정신적 소묘를 지속

해나간 점에서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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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결성에 이르렀다는 것은 두 사람이 문협의 그늘 속을 벗어나는 장면을 보여준

다. 동인 해소 이후 김춘수가 시사(詩史)의 충동을 내재한 시론서 집필을 통해 ‘시

연구’ 동인 중 김종길과 김현승을 유파 비귀속적인 1950년대 시단의 ‘중도파’로 역

사화하고, 윤동주를 유파 비귀속적인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시인으로 분류한 것은문

협 시각 중심의 시사 인식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428)

  시지 �시연구�의 결성 경위와 편집위원 출신 시인들의 시의식은 주목을 요한다. 

�시연구�는, 후기의 아포리즘적 일행시(一行詩)에서 시[작품]-시인[현실]의 근거리 

관계를 설정한 시인 윤동주를 추도한 개별 시인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시그룹으로, 

동인의 해소 이후에도 ‘중도파’라는 문학적 외연을 갖는 내부순환적 호명 관계와 

윤동주에 대한 탐구의 측면에서 결속력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지 �시연구�

와 그 동인들은 당시 청록파 계열과 모더니즘 계열의 양분 구도로 인식되었던 전

후 시단429)의 주변부에서 김춘수와의 공동기획자 고석규의 요절로 조기 해소되었

던 까닭에 시사에서 중요하게 조명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본 절에서는 윤동주 시의 시인과 시 사이의 거리좁히기라는 원리를 경유하는 방

식으로 전후 시지 �시연구�의 결성 배경과 해소 이후를 살피고자 한다. 이는 �시연

구�에 관한 연구이면서 전후세대에 의한 식민지시기 시인론과 윤동주의 후행 계

보430)에 대한 연구를 바라보는 것이기도 하다.431) 주로 이상(李箱) 비평을 중심으

로 진척된 전후세대의 식민지시기 시인론에 관한 연구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식민지시기 시인을 거울 삼아 전후 시단을 비춰내는 방식이 전후세대의 다양성을 

아우르는 중요한 연구방법론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에 있다.432) 이러한 연구방

428) 김춘수는 1950년대 시사를 기술하면서 전통서정시와 모더니즘 시의 성과로 이월되지 

않는 시인들을 가리키는 범주를 설정하고 ‘중도파’라는 이름을 부여한다. 김춘수의 문맥

상 ‘중도파’는 정치적으로 중간 노선을 취한 중간파 문인이 아니라 시와 비평에서 실험의

식과 작품의식을 두루 갖춘 경향을 의미한다. 김춘수는 ‘시연구’ 동인이었던 김현승과 김

종길은 각각 중도파 시인과 비평가에 대응시킨다. 힌편, 김춘수는 �사색사화집�에서는 

‘번외편’을 두고 김현승과 윤동주를 어느 경향에도 포함되지 않는 시인으로 분류하고, 윤

동주의 시 경향을 국제주의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429) 김춘수는 �한국전후문제시집�(신구문화사, 1961)에서 전후 한국시를 청록파 대 후반기 구

도로 대별한 바 있다. 김양희, ｢전후 신진시인들의 언어의식과 ‘새로운 시’의 가능성-�한국

전후문제시집�(1961) 수록 산문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72,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70~71면.

430) 유성호는 윤동주가 창작과정에서 선행 시인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것에 비하여 윤

동주로부터의 후행 계보는 드물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유성호, ｢기형도와 윤동주｣, 

<기형도 시인 30주기 추모 심포지엄>, 연세대학교인문학연구원·문학과지성사, 2019.3.7., 

20~21면.

431) �시연구�는, 전후세대에 의하여 이루어진 식민지시기 시인론의 목록이 �시연구�의 형

이었던 윤동주를 포함하여 동인지의 수준에서 이루어진 시인론을 포괄하는 범주로 확장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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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은 한국 현대시사에서 특정한 이념이나 경향을 노출하지 않고 계보인식을 토

대로 시인으로서의 자기를 형성해 나간 시인들을 연구하는 데 유효한 관점이 될 

수 있다. 

  �시연구� 편집위원 출신으로서 1950년대 중후반 이후 시인·시론가로 활발히 활

동한 김춘수, 김종길, 김현승은 한국 현대시사에서 특정한 유파 혹은 경향으로 쉬

이 분류되지 않으면서도, 시인으로서의 형성 과정에서 계보인식을 공유하고 시-시

인 사이의 원근 관계를 탐구해 나가며 언어 사용에 핍진성을 기하려 한 공통점이 

있다. 세 시인의 시의식이 전개되어가는 과정을 고려할 때, 그 기원에 놓이는 윤동

주 추도문과 �시연구�는 개별 시인 연구의 차원에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시연구�는 부산대학교 사제관계의 김춘수와 고석규가 동숙하며 공동기획하고 

고석규가 출자한 시지로, 1956년 5월 산해당(山海堂)을 출판사로 마산 남선협동인

쇄소에서 제1집을 인쇄·간행하였다.433) 편집위원은 김현승, 김춘수, 김윤성, 김성

욱, 김종길이었다.434) 김춘수와 통영문화협회 동인이던 전혁림의 그림을 표지화로 

삼았으며, 전체 약 120면의 분량 중 창작시가 편수상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

편집후기｣에서는, 인쇄난으로 인해 간행이 예정보다 늦어진 것과 제1집에 채 싣지 

못한 원고들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창작과 비평이 아닌 글로는 유치환의 발문 ｢회

오(悔悟)의 신｣과 윤일주의 ｢형 윤동주의 추억｣이 ｢창간사｣ 다음 위치로 기획되었

다. �시연구� 제1집에 인물사진이 함께 수록된 시인은 작고시인 윤동주와 유치환

이었다. 시지의 이 같은 체재는 윤동주와 유치환이 �시연구� 동인의 외부에 위치해 

있었으면서도 이들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시의 나아가야 할 과거로 존재하고 있

었음을 말해 준다. 

  �시연구�는 긴 절필기간을 거쳐 곧바로 중년이 되어버린435) 과거형 청년 김현승

(1913년생)과, 30대의 김춘수(1922년생), 김윤성(1925년생), 김종길(1926년생)을 시

인 편집위원으로, 유치환(1908년생)의 발문과 작고시인 윤동주(1917년생)에 관한 

추억을 제1집의 서두에 내세운 시단의 중진과 신진, 작고시인과 생존시인으로 이

루어진 그룹이었다.436) 동인은 ｢전망에서 반성으로｣라는 창간사의 제목에 알맞게 

432) 대표적인 연구로 방민호, �한국 전후문학과 세대 : 이어령·장용학·손창섭�, 향연, 

2003, 41~68면; 조해옥, �이상 산문 연구�, 서정시학, 2016, 251~272면 등

433) 김춘수, ｢고석규와 동인지 ｢시연구｣｣, �예술가의 삶� 1, 혜화당, 1993, 46~48면; �시

연구�, 산해당, 1956.5. 

434) 등단순을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435) 김현승, ｢겨울의 예지｣, �고독과 시�, 지식산업사, 1977, 8면. 

436) 편집위원 김성욱(金聖旭)에 관해서는 문학사에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다. 필자가 확인

한 것은 그가 프랑스 현대시단의 동향에 밝았고, 1950년부터 1954년까지 �문예�에 간헐

적으로 비평문을 발표하였다는 사실 정도이다. �시연구� 편집위원으로 흡수되기 전에 김

성욱이 �문예�에 마지막으로 발표한 비평문은 김춘수의 시집 �인인(隣人)�론이었음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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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사적(史的) 이념’을 통한 ‘새로운 전통의 수립’을 과제로 설정하고 있었다. 

一九三O年代에 들어서자 ｢詩文學｣을 中心으로 몇몇 詩人이 韓國詩에 대하여 비로소 

反省을 해 본 것 같다. (…) 韓國詩는 새로운 反省期에 들어섰다 할 것이다. 詩의 보다 

根源을 헤쳐 보려는 熱情으로 다시 한번 韓國詩의 過去를 廣範하게 反省해 보고, 앞으

로의 展望을 꾀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여, 詩誌 ｢詩硏究｣는 每號마다 <問題>를 내걸

고, 이것을 汎詩壇的(되도록이면 學界의 힘까지 빌려)으로 檢討해 감으로써 詩의 眞摯

한 硏究誌가 되는 同時에 韓國詩의 可能한 새로운 展望을 찾으려는 것이다.437) (강조-

인용자) 

‘오직 새로운 시’438)를 모색하던 당대 시단의 시대감각과는 다르게 반성을 통하여 

앞으로의 전망을 꾀한다고 하였다. �시연구�가 모더니즘이나 전래적 서정시류와 변

별되는 지점은 반성을 통한 전망이라는 이 같은 양방향에의 모색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연구�의 기획을 주도한 고석규와 김춘수가 1950년대 중후반 아카데미

즘에 기반을 둔 기성세대 문학 연구의 흐름 속에서 신시 연구와 식민지시기 시인

의 정신사적 해명에 주력하며 ‘한국시의 본질적 성과’439)를 밝히려 한 일련의 작업

들은 �시연구� 창간사로 드러나는 반성의식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그 문투로 미루어 김춘수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창간사｣에서440) �시연구�는 

1930년대의 시문학파를 시의 반성을 도모하였던 그룹으로 긍정하며 그 반성의식을 

계승한다고 하였다. 해방 이후 전남문단에 자리 잡은 김현승이 �시연구�를 전후한 

시기에 식민지시기의 �시문학�의 전통을 잇고자 창간된 �신문학�에 주간으로 몸담

으며 자신을 영랑과 용아를 잇는 전남 출신의 시인으로 의식적으로 정체화하였다

면,441) 김춘수와 고석규는 �시연구�의 기획을 통해 시문학파를 시의 반성이라는 측

면에서 모범이 되는 전통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전후 시단에서 �시연

구�가 1930년대 시문학파 등에 대한 계보인식을 함께하는 시인들의 외곽적 연대에 

의하여 조직된 그룹이었음을 말해준다. 

수 있다. 

437) ｢전망에서 반성으로｣, �시연구�, 1956.5, 5면.

438) 윤정룡, 앞의 글, 255면. 

439) 위의 글, 261면.

440) 김춘수는 한국 신시의 ‘이상한 현상 하나’로 소월 시의 형태에 대해 논하면서 “소월에 

와서 한국의 신시는 한 반성기에 들어섰다고 할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김춘수, �한국현

대시형태론�, 해동문화사, 1959, �김춘수 시론전집� 1, 현대문학, 2004, 68면). 이는 본

문에 인용한 창간사와 일치하는 문투이다.  

441) 평양과 광주가 고향인 시인이 “필자가 전남 출신임은 아마도 틀림없는 사실일 것 같

다”고 진술한 것은 그 단적인 예에 해당한다. 김현승, ｢전남문단의 전망｣, �신문화�, 

1956.7, 박형철 편, �광주·전남문학동인사�, 한림, 2006, 앞의 책, 60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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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연구�는 시 연구지를 표방하며, 매 호 새로운 문제의식을 내걸 것을 기약하였

다. 이는 �시연구�가 어느 것 하나로 고정된 문제의식을 강화해나가고 그것에 지지

를 얻기 위한 목적에서가 아니라, 시의 “근원을 헤쳐 볼려는 열정”에서 창간된 시

지임을 말해준다. 매 호마다 달라지는 문제의식은 결국 그것이 모여 시의 “근원”을 

가리키게 되는, 외형상 상대적일 뿐 기실 절대적인 목표를 향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시연구�가 창간호에서 내세운 문제의식은 ‘모더니즘 비판’이었다. 유치환론과 

윤동주론은 썼으나 서정주론은 끝내 완성할 수 없었던 김춘수와 고석규는 유치환

과 윤동주를 정신적 고지로 하는 �시연구�를 창간함으로써 ‘문협정통파’의 그늘로

부터 거리를 둔다. 김윤식이 ‘늪’이라 표현한 바 있기도 한, 서정주론을 완성할 수 

없었던 이유는 �시연구�를 기점으로 삼을 때에 비로소 드러나는 것일지도 모른다. 

뿐만 아니라 �시연구�는 후반기 동인이 새로운 전후세대로 부상하고 있던 무렵에 

그것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제호를 내걺으로써 전통서정파뿐 아니라 모더니즘에 대

해서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위상은, �시연구�

스스로도 그러한 계보를 의식하고 있는 것처럼, 1930년대에 KAPF와 모더니즘으로

부터 모두 일정한 거리를 설정하고 시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발족되었던 시문학파

의 그것과 유사한 것이기도 하다.  

  해방 15년 시단의 재편 과정에서 시의 주류가 된 것은 청록파와 모더니즘이었

다. 이러한 구도로 편입되지 않으면서 ‘동인의 외곽’으로 존재한 �시연구�의 특성

은 비주류성이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시연구�의 비주류성은 첫째로 지

역에서 간행된 동인지 규모와 형태라는 간행매체의 특성에 기인한다.442) 둘째로 그

것은 �시연구� 편집위원의 대부분이 전후 문단에서 주도권을 잡은 ‘대문자’ 잡지 �

문예�로부터 지면을 얻어 활동한 이력이 있음에도 횡적으로는 고석규를 위시한 학

생 시인들과의 연대를 보이고 종적으로는 시문학파-윤동주-유치환으로부터 자신들

을 계보화하는 특수한 자기정위의 태도를 보인 것에 기인한다. 셋째로는 1955년 

윤동주 10주기에 개인 단위로 경향 각지에 추도문을 발표한 시인들로 점조직된 형

태를 띠고 있다는 것에 이들의 비주류적인 특이성이 있다. 

  이러한 비주류성을 �문예�의 필진 일부가 �시연구�의 시인 편집위원으로 분리되

어 가는 흐름 속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시연구�는 1950년 문예사가 모윤숙

과 김동리를 진행자로 작고시인들에 대한 회고담과 시낭독행사를 진행하면서 대규

모로 거행한 <작고시인추도회>443)로부터 시인 윤동주에 대한 추도의 마음을 개별 

442) 부산지역 동인지 시문학의 관점에서 �시연구�를 언급한 선행연구로는 이순욱, ｢정전협

정 이후 부산 지역 동인지 시문학 연구｣, �한국문학논총� 69, 한국문학회, 2015, 19면.

443) 1950년 4월 20일 밤 미국문화연구소에서 개최되었다. �문예�, 1950년 4월호 광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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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도문을 통해 사적으로 재배치하고 다시 이 같은 개별성을 바탕으로 결집한 ‘작은 

문학(kleine Literatur)’444)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시연구�가 종적으로 계

보화하거나 횡적으로 연대한 문인에 �문예�의 흔적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445) 작

은 문학 개념은 한국의 문단 질서가 재배치되는 해방 후 15년 시단에서 중심부 동

인의 외곽에 위치한 �시연구�와 같이 새로운 시의 전통과 계보를 탐색한 일군의 

동인집단을 설명하는 유효한 관점이 될 수 있다. 

  �시연구�는 해소 이후로도 주류 시단의 질서 속으로 회귀한 것이 아니라 축소된 

형태로 그 관계를 유지해나간 것으로 보인다. 김현승과 김춘수는 고인이 된 고석규

의 유고를 제주지역에서 부정기적으로 간행되던 �시작업�에 발표하였다.446) 고석규

의 급거로 �시연구� 동인은 해소되었으나 호라티우스의 시학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독해한 김춘수의 시론과 김현승의 청년시절 문학 회고기가 고석규의 유고와 함께 

실린 것은447) �시연구�에 김현승이 시단의 중진으로서 참여하고 동인들이 작고시

인 윤동주를 추억하던 것과 매우 유사한 구도이다. 김현승과 김춘수가 �시작업� 제

1집에 작품을 발표한 시기는 이들 각자가 1956년 헝가리 자유 혁명의 배경인 ‘부

다페스트’를 제재로 시를 쓰게 되는 1959년~1960년과 시간상으로 겹치기도 하였

던 바,448) �시연구�에 후행하는 �시작업�과 부다페스트 시편은 �시연구� 동인 관계

조. 프로그램 소개에 따르면 추도 대상 작고시인은 총 14명으로, 윤동주에 대해서는 당

숙인 윤영춘이  회고담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한편, �문예�의 같은 호에는 작고시인특집

란이 꾸며졌으나 여기에 윤동주의 시는 실리지 않았다. 위의 프로그램에 따르면 당월호 

특집란에 수록된 시를 낭독할 예정이라 하였으므로 윤동주를 위하여 마련된 추도 프로그

램에 시 낭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444) 진은영은 카프카가 1911년 12월 25일 일기에서 쓴 표현인 ‘작은 문학’의 의미를 “기성

의 배치를 위반하는 흐름을 만들어 내면서 자율성의 공간을 즉각적으로 형성하려”는 시

도로 바라봄으로써 ‘작은 문학’의 정치성을 발견하고 있다. 진은영, 앞의 책, 244~262면. 

445) �시연구�에 �문예�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는 조지훈의 평문 ｢현대시의 문

제｣가 유일하며, <모던이즘 비판 특집>란에 실린 본 절은 독립성을 갖기보다 �시연구�의 

전체 기획 속에서 읽히는 효과가 있다.

446) 부정기 간행물인 �시작업�은 양순필 주간, 김종원·이치근 편집, 고순하를 발행인으로 

제주 우생출판사에서 1959년 5월 제1집이 간행되었다. 20대 중심의 시지를 표방하고 시

의 민주주의를 주장하며 시단의 중앙집권성을 비판한 것이 특징이다. �시작업�, 우생출판

사, 1959.5, 편집후기 및 간기 참고. 

447) 김춘수, ｢ARS POETICA에 대한 태도의 전개｣

    김현승, ｢20대의 나의 시작｣

    고석규, ｢현대시의 형이상성(유고)｣

448) 김현승은 김춘수의 ｢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 이듬해에 부다페스트 혁명을 제재

로 한 ｢신성과 자유를｣을 발표하였다. 이후 김현승은 �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

(1959)에 개작 수록되기 이전 형태의 �꽃의 소묘�(1959) 수록분 ｢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

의 죽음｣을 전문 인용한 해설을 쓰기도 하였다. 김현승, �한국현대시해설�, 관동출판사, 

1972, 252~257면. 이는 동인의 해소 이후로도 김현승이 김춘수의 시를 최초 발표되거나 

수록된 것과 매우 가까운 형태로 접하며 읽어나갔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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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속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1960년대 문예지 �시문학�에서 신인 공동 추천위원

으로 재회하는 김현승과 김춘수의 관계에 대한 전사가 되기도 한다. 

  이상으로 전후 시지 �시연구�의 문학사적 위치를 시의 반성과 계보의식·작은 문

학·동인관계의 지속성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먼저 �

시연구� 결성의 배경이 되는 윤동주 10주기 추도문의 성격을 고석규, 김춘수, 김종

길, 김윤성의 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윤동주 10주기 추도문과 �시연

구� 결성 사이의 계기적인 연결고리를 살펴보고, 추도문이 그 성격에 따라 시인 윤

동주의 발견과 윤동주를 모델로 하는 시인의 전형의 발견이라는 두 유형으로 나뉘

면서 특히 후자의 경우 시-시인의 근거리 관계의 설정이라는 시의식의 형성으로 

연결되는 지점에 주목하기 위함이다. 

  또, �시연구�의 수록시에 주목하여 �시연구�가 작품으로서 타진했던 방향은 무엇

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가운데 해방 이후에 창작을 재개한 김현승은 창간 

경위에 놓인 윤동주로부터 가장 지속적인 전통을 형성해나갔던 시인 중의 한 사람

이라는 점에서, �시연구�에 발표한 작품의 성격이 구명될 때에 두 번째 시집인 �옹

호자의 노래�를 내기까지의 창작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김종길과 김윤성이 윤동주론을 쓰면서 발견하게 되는 시[작품]-시인[현실]의 근

거리 관계는 일찍이 현실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선행하는 텍스트를 시에 맥락화하

는 방식으로 윤동주가 선취한 원리였다. �시연구�가 윤동주를 통해 발견한 시-시

인의 근거리 관계의 설정이라는 원리를 윤동주 시와의 관련 속에서 살피기 위하여 

윤동주 후기시의 특징이 일행시임과 그것이 시-시인의 근거리 관계에 기반하여 창

작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는 윤동주에 대한 추도의 감각을 바탕으로 작은 문학 위에서 교차한 김종

길, 김현승, 김춘수가 시-시인의 원근관계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며 분기해 

나가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시연구� 제1집의 ｢편집후기｣에는 시지의 간행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먼저 받

아둔 표지화가 바래버린 것에 대해 작가에게 사과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로 미

루어 볼 때, 1956년 5월 간행된 �시연구�가 당초 간행을 목표로 한 일정은 윤동주

의 10주기(1955.2.16.)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시점인 1955년에서 1956년 초 사이였

음을 추정할 수 있다. 

  �시연구�가 윤동주의 10주기와 가까운 시점에 기획되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면, 

동인들이 윤동주의 아우 일주로부터 ｢형 윤동주의 추억｣의 원고를 얻은 경위는 선

명해진다. �시연구�의 시인 편집위원들은 1955년 윤동주 10주기에 경향 각지에 추

도문을 발표한 이력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아우의 입장에서 형의 추모객들이 중심

이 되어 10주기를 즈음하여 결성된 �시연구�는 형을 추억하기에 가장 알맞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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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윤동주를 추도한 개인 단위의 우연들이 교차하며 시지를 공동 편집하기

에 이르고, 이들에 의하여 ｢형 윤동주의 추억｣이 발문 바로 다음 순서로 기획되었

다는 것은 ‘형 윤동주’가 윤일주의 형이면서 �시연구�의 상징적인 형이었음을 말해

준다. 

김춘수, ｢불멸의 순정-윤동주 형 10주기를 맞이하여｣, �부산일보�, 1955.2.14.

고석규, ｢다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국제신보�, 1955.2.16.

김윤성, ｢고 윤동주의 시｣, �경향신문�, 1955.4.30.

김종길, ｢시인이라는 것｣, �대구매일신문�, 1955(김종길, �시론�, 탐구당, 1965)449)

이는 모두 윤동주의 10주기인 1955년 경향 각지에 발표된 추도문이다. 이 가운데 

10주기에 윤일주에 의해 증보 간행된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대해 언급

하고 있는 것은 김윤성과 김종길의 글이다. 그러나, 김윤성은 증보판 시집의 출간

을 계기로 1947년 �경향신문�에 ｢쉽게 씌어진 시｣가 유고작으로 발표되었던 시점

을 회고하는 글쓰기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김종길은 윤일주의 증보판 시집 출간 

사실을 언급하면서도 이전부터 윤동주를 읽었던 독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

다. 이는 김윤성과 김종길이 윤동주의 시를 접한 것이 1955년 이전, 멀리로는 

1947년까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경험임을 말해준다.  

  동인 가운데 가장 먼저 윤동주론을 쓴 고석규의 경우에도 윤동주를 읽은 독서의 

경험은 증보판 간행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동주에 대한 고석규의 정신사적 

해명의 노력은 전후세대의 식민지시기 시인론의 범주에 드는 것이면서 �시연구�

동인들 가운데 윤동주론을 선취한 작업으로 평가될 수 있다.

나는 단숨에 적어버린 나의 소모가 더욱 충실한 앞날에 이르기를 몇 번이나 생각하며 

이 장의 끝을 내린다.450)

�초극�을 집필하던 당시 윤동주에 관하여 후고를 기약한 고석규는 윤동주 10주기 

추도문 ｢윤동주 조사 ― 다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국제신문�, 1955.2.16.)를 

통해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다. 그는 윤동주의 시가 “우리들의 절대한 명맥을 감당”

한다고 보았으며, ｢시인의 역설｣(1957.6.25)에서는 윤동주를 가장 윤리적인 단계에 

449) 김수복 편저, �별의 노래 : 윤동주의 삶과 詩�, 한림원, 1995, 260면에 소개된 추도문 

목록을 토대로, 날짜의 오기를 바로잡고 김종길의 글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450) 고석규, ｢윤동주의 정신적 소묘｣, �초극�, 1953.9.16., 고석규, 남송우 편, �고석규 문

학전집� 2, 마을, 2012, 1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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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한 시인으로 평가하였다. 윤동주를 ‘우리들의 절대한 명맥’에 위치시키는 고석

규의 강한 계보의식은 김춘수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윤동주의 10주기를 앞두고 발표한 2인칭 서간체의 추도문 ｢불멸의 순정｣에서 김

춘수는 생전에 만난 적 없는 윤동주를 “형”이라 호명하고, 전란(戰亂)의 “내면적 

극복”에 대한 다짐을 ‘형 윤동주’에게 고백한다. 김춘수는 그 같은 다짐을 윤동주

에게서 “나”에게 주어진, 나아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불멸의 순정”이라고 표현한

다.

이렇게 兄의 靈前에 아뢰고 있는 내 自身으로부터 一片의 純情을 느낍니다. 이것은 내 

自身의 것인 同時에 내 自身의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一片의 純情일 것입니다. 잿더미 속에서의 삶, 넋 잃은, 혹은 두려움을 모르는 듯한 사

람들의 生活 속, 그 어느 곳에 �우리들�의 一片의 純情이 兄의 뒤를 이을 젊은 世代 

속에서도 그들도 모르게 이것은 자라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詩人이었기 때문에 卑劣

하게 죽을 수 없었던 兄! 卑劣하게 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참의 詩人이었던 東柱兄!451)

(강조-인용자)

김춘수는 또한 윤동주를 시인이었기 때문에 비열하게 죽을 수 없었고 비열하게 죽

을 수 없었기 때문에 ‘참의 시인’이 된다는 순환구도 속에 위치시키며 ‘참의 시인’

이 되는 조건은 비열하게 죽지 않을 수 있는 의지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시인에 의한 시인 윤동주의 발견은, 해방공간에서 “재조도 탕진(…) 용기도 상실

(…) 부당하게 늙어”452)가던 정지용이 �경향신문� 재직 동료 강처중으로부터 윤동

주 유고의 일부를 건네받아 발표하고 초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서문을 쓴 

것에 기원을 두고 있다.453)

  김춘수의 추도문은 정지용의 서문과 마찬가지로 시인으로서의 윤동주를 부각한 

것에 가깝다. 시인으로서의 자기 반성과 더불어 시인 윤동주를 만시성(晩時性) 속

에서 발견한 정지용은 “살아 있다고 하면”454)이라는 말로 시인의 단절되지 않은 

삶을 가정해보았으며, 마찬가지로 김춘수는 윤동주가 자기 자신에게 남긴 ‘불멸의 

순정’을 이야기함으로써 윤동주라는 시인의 삶을 마주보았다. 

  한편, 김종길은 “살아서 시를 썼다면”455)이라는 시학적인 물음으로 나아간다. 김

451) 김춘수, ｢불멸의 순정 ― 윤동주형십주기를 맞이하여｣, �부산일보�, 1955.2.14.

452) 지용, ｢序｣,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정음사, 1948, 정지용, 김학동 편, �정

지용 전집 : 산문�, 민음사, 2003, 413면.

453) 정지용이 윤동주의 유고시를 소개하게 된 경위는 송우혜, �윤동주 평전�, 열음사, 

1992, 366~377면.

454) 지용, 앞의 글, 418면.

455) 김종길, ｢주체성의 발견｣, �진실과 언어�, 일지사,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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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길의 윤동주 10주기 추도문은 시인 윤동주라는 구체적인 인간을 발견한 것에서 

나아가 그를 모델로 보편적으로 바람직한 시인의 상을 상정하고, 시-시인의 투명

한 연락관계에 대한 인식에 이르는 특징을 보인다. 이 같은 시학적 탐구의 태도는 

정지용이나 김춘수가 애사(哀詞)나 편지의 장치로 구체적인 인간의 형상인 시인 윤

동주를 가까이 마주대하고 있던 것과는 다른 온도의 것이기도 하다.

一九四一·五·三一이라는 日字가 붙어 있는 尹 東柱氏의 詩의 이 句節이 같은 무렵에 

英國 詩壇의 새 主人이 된 딜런·토머스의 詩와 흡사한데가 있는 우연의 暗示나 이 詩 

가운데의 氣溫이나 햇빛이 어제 오늘의 氣溫과 햇빛이라고 해서 문득 그의 詩가 생각

나고 그의 詩를 이야기해보고 싶은 衝動을 느낀 것이 이 短文을 쓰게 된 動機는 아니

다. 

올해가 (…) 그의 十週忌요 …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라는 제목 아래 세상에 내어 놓

은 그의 사랑하던 아우가 필자의 존경하는 十年之友라는 사정도 있긴 하지마는 이 기

회에 ｢詩人｣이라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反省을 가져 보고 싶은 것이다. 그의 詩를 다

시 읽고 그의 짧은 生涯를 다시 생각해볼 때 그야말로 詩人이었다는 느낌을 새삼스럽

게 느꼈고 그 느낌은 현재의 우리 詩壇의 風土와 대조해 볼 때 더욱 절실했기 때문이

다.456) (강조-인용자) 

김종길의 추도문에는 추도문을 쓰게 된 세 가지의 직간접적인 동기가 드러나 있다. 

그는 윤동주 10주기에 증보시집을 간행한 윤일주와의 십년지우라는 인연 외에 추

도문을 쓰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윤동주의 시를 통하여 시인에 대하여 본질적인 

반성을 하기 위함에 있다고 말한다. 시인 딜런 토마스와 윤동주를 견주고 윤동주의 

｢십자가｣의 ‘햇빛’을 오늘의 그것으로 느꼈던 그간의 누적된 독서 경험 또한 김종

길이 추도문을 쓰게 되기까지 윤동주의 현재성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尹 東柱氏의 詩를 對하면 먼저 그 사람의 불타는 가슴이 强烈하게 느껴온다. 읽는 讀

者로 하여금 저도 모르는 사이 어떤 힘과 勇氣를 갖게 한다. 卽 그의 詩는 詩 自體와 

그 사람이 따로 따로 있는 그러한 詩가 아니란 말이다. 요즘 作者와 詩와의 사이에 아

무런 生命도 血脈도 通하지 않고 있는 例가 許多한 가운데 이는 稀貴한 存在가 아닐 

수 없다. 作者의 血脈이 通해있지 않은 詩란 結局 거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

로 우리는 尹 東柱氏의 詩의 그 言語的 意味만을 지나치게 追求하지 않아도 充分히 이 

詩人의 純粹한 脈搏을 들을 수 있음을 자랑삼아야 하겠다.457) (강조-인용자)

456) 김종길, ｢시인이라는 것 ― 고 윤 동주씨를 생각하며｣, �대구매일신문�(1955년 봄. 날

짜 未詳), 김종길, �시론�, 탐구당, 1965, 65~66면. 

457) 김윤성, ｢고 윤 동주의 시｣, �경향신문�, 195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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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주의 시를 통하여 시인의 존재론이라는 보편적인 문제를 사유하고자 하는 김

종길의 관점은 또 다른 �시연구�의 편집위원 김윤성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윤동주 추도문에서 김윤성은 시를 쓴다고 모두 시인은 아니며, 시와 시인이 따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시인이 시와 “혈맥”이 통해있지 않은 시는 결국 “거짓”으로 

귀결된다고 말한다. 

윤동주로부터 정지용과 김춘수는 내가/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존재방

식에 대한 질문의 답을, 김윤성과 김종길은 ‘시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시학적 물음에 대한 답을 얻고 있는 것이다.

詩人은 첫째 ｢選手｣라야 할 것은 물론이나 그 人間과 生活이 그의 기록에 보다 더 깊

게 관련되는 選手라는 것을 말하고 싶을 따름이다.

(…) 詩人이 되기도 詩를 쓰는 것만큼이나 참담한 人間修業이라는 것을 再强調하고 싶

은 충동에서 다시금 尹 東柱씨의 詩人으로서의 生涯와 그의 詩에서 보는 人間的인 體

臭가 아깝고 그리워지는 것이다.458) (강조-인용자) 

김종길은 프랑스의 시인 비용(F. Villon)은 절도와 살인을 저질렀으므로 시인이라

는 ‘고귀한 사회적인 인간형’을 가질 수 없다고 단언한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시인은 그의 “인간과 생활이 그의 기록에 보다 더 깊게 관련되는” 존재이기 때문

이다. 이후 김종길은 시인의 생활의 투영으로서의 시, 시인의 삶과 시 사이의 근거

리의 미학에 대한 입장을 시론가, 비평가로서 1970년대 초반까지 견지하며, 삶과 

시 사이의 간격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현실에 대한 언어의 밀착력에서 구해나가게 

된다.   

  김종길-김윤성의 관점은 �시연구�의 또 다른 편집위원 김현승에게서도 마찬가지

로 시와 시인의 삶은 불가분리하다고 보는 관점으로 나타난다.459) 시인의 삶과 작

품으로서의 시는 서로 분리될 수 없고 따라서 시인과 작품 사이에 ‘허구’는 개재될 

수 없다고 보았던 김윤성과 김종길, 그리고 김현승의 관점은 �도리언 그레이의 초

상�에서 헨리 워튼 경의 입을 빌어 예술 작품은 예술가의 도덕성과 분리되어야 한

다고 주장한 오스카 와일드의 예술론460)과 대립되는 반(反) 오스카 와일드적인 것

458) 김종길, 앞의 책, 66~67면. 

459) 가령 다음과 같은 고백은 시-시인의 불가분리성을 자각한 데 따른 불가능한 분리의 욕

망이라는 역설을 보여준다 : “한개의 인간으로서는 죄 많고 결점 투성이인 나이지만, 나

의 시에만은 죄의 티끌 하나 어리지 않게 하고 싶은 것이다” 김현승, ｢나는 이렇게 시를 

쓴다｣, �자유문학�, 1961. 8, 다형김현승시인기념사업회 편, �다형 김현승의 삶과 문학�, 

다형김현승시인기념사업회, 2015, 13~17면. 

460) 로버트 미갤, ｢서문｣, 오스카 와일드, 김진석 역,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펭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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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시인은 자신의 삶이 시에 투영되는 존재이며 모럴리스트라야 한다는 관점에

는 동의하지 않았던 김춘수의 시의식과도 분기한다. 

  윤동주 10주기 추도문을 발표했던 시인들과 달리 김현승이 직접적으로 윤동주를 

추억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김현승은 ‘금요일 이듬날 회관에서 열린 시

인의 추도식’에 관한 시 ｢인생송가｣(1954)를 통해 1937년 5월 15일에 열린 이상과 

김유정의 합동 추도식461)을 암시하면서, 추도시를 낭송한 무명시인 이성범 외에도 

이상을 추도한 복수의 시인들을 ‘무명시인들’이라는 표현 속에 포괄하는 관점을 보

여주었다. 윤동주의 일행시 ｢못 자는 밤｣(1941)이 주목되는 것은 이 지점이다. 이

성범의 ｢이상애도｣는 이상의 ｢가정｣을 패러디한 것이고,462) 윤동주의 시 ｢못 자는 

밤｣은 ｢가정｣과 나란히 발표되었으며 윤동주의 장서 �을해명시선집�에 ｢가정｣과 

나란히 수록된 ｢아침｣의 한 행을 그대로 옮긴 것이기 때문이다.463) 즉, 이성범의 ｢

이상애도｣와 윤동주의 ｢못 자는 밤｣은 이상의 작고 뒤에 쓰인, ｢가정｣과 ｢아침｣의 

변주라고 할 수 있다. 김현승의 ｢인생송가｣를 시인 이상의 추도식에 관한 시로 읽

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 시는 작고시인 이상의 시를 무명시인 이성범과 윤동주의 

시가 감싸고 있고, 이러한 중층관계를 김현승이 포착함으로써 윤동주와 김현승이 

간접화된 방식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장면으로 읽힐 수 있다.464)

  �시연구� 창간호에는 김현승의 시가 가장 먼저 수록되었다. 동인들은 ｢합평｣에서 

33면 참조. 오히려 이들의 예술관은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을 그린 화가 바질 홀워드의 

것에 가까워 보인다. 

461) ｢김유정 이상 양 씨 추도회 래 십오일 거행｣, �조선일보�, 1937.5.11, 석형락, ｢1930

년대 후반 작고 작가 애도문의 서술 양상과 그 의미 ― 김유정과 이상의 죽음에 제출된 

애도문을 중심으로 ― ｣, �현대소설연구� 71, 한국현대소설학회, 2018, 190면. 1937년 5

월 15일은 금요일의 이듬날인 토요일이었다. 

462) 이성범의 ｢이상애도｣를 비롯한 이상 추도시의 전모는 신범순 원전주해, �이상 시 전집: 

꽃 속에 꽃을 피우다� 1(나녹, 2017)를 참조. 

463) 권오만은 윤동주의 ｢못자는 밤｣이 이상의 ｢아침｣의 ‘밤을 지샌 상황’과 시구의 어느 한 

부분을 그대로 옮긴 것임을 밝혔다. 권오만, �윤동주 시 깊이 읽기�, 소명출판, 2009, 

177면.

464)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김현승과 윤동주의 운명의 거리는 가까웠던 것 같다. 김현승과 윤동주 

사이의 간접화된 결합의 양상은 해방공간에 이들의 작품이 정지용이 주간으로 재직한 �경향신

문�의 문학지면을 통해 교차되듯 실린 것에서도 확인된다. 김현승, ｢창｣, �경향신문�, 1946.5.;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경향신문�, 1947.2.; 김현승, ｢자화상｣, �경향신문�, 1947.6. 

또, 김현승의 회고에 따르면 기독교 사립학교령에 따라 채플 수업이 금지되었던 식민지

시기에도 평양 숭실전문학교는 채플을 교과목으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현

승은 로버트 브라우닝의 장시 “피파 노래한다”의 신과 자연만물의 조화를 다룬 장면을 

채플 시간에 이효석으로 추정되는 “소설가인 영어교사”를 통해 배웠다고 회고한다. 평양 

숭실중학에서도 채플과 기독교적인 시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비록 평양 숭실중

학에서의 수학기는 짧은 윤동주라 하더라도 비슷한 교육적인 분위기를 접했을 가능성을 

추정해볼 수 있다. 김현승의 회고는 김현승, ｢가을의 사색｣, �가을을 찾습니다�, 열음사, 

1987, 79~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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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듯 김현승의 시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으며, 시의 배치 순서로 보더라도 김현승을 

편집위원이나 동인은 아니지만 그 이상의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김현승의 ｢고전주의자｣는 시간의 경과와 남은 자의 모습이라는 대비적인 심상

을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는 작품이다. 

무성한 잎들이 져버리면,/ 내 마음에/ 다수운 보금자리를 남게 하는/ 시간의 마른 가

지들......// 내 마음은 사라진것들의/ 푸리즘을 바리지 아니 하는/ 보석상자,// 사는 

날 사는 동안 기리 매만져 질/ 그것은 변함 없는 시간들의 결정체―// 지향 없는 길에

서나마/ 더욱 오래인동안 머믈었어야 했던 일들이/ 지금은 애련히 떠오르는,// 그것은 

내 가슴의 부인 도가니―이 질그릇 같은것에/ 오랜 무늬인양/ 눈물의 얼룩이라도 지워 

가고 자운 마음......// 모든 것은 가고 말었고나!/ 더욱 빨리......더욱 아름다이......

시는 시인의 삶의 투영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시인의 모럴을 기교보다 가장 최후의 

것으로 강조하며 모럴리스트로서의 시인 되기를 주장한 김종길, 김윤성, 김현승의 

관점은 ‘참의 시는 마침내 시가 아니어도 좋다’고 선언한 바 있고 �시연구�제1집 

발문 ｢회오의 신｣에서는 인간의 양심을 강조한 유치환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

회오의 신｣에서 유치환은 인간으로 하여금 속죄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이른바 ‘회

오의 신’이 작용한 결과인 인간의 ‘양심’을 설명하기 위하여 발자크의 소설 ｢마을

신부｣의 죽음을 목전에 둔 주인공이 ‘청죄승(聽罪僧)’에게 비공개적으로 죄를 고백

하는 것이 아니라 광장의 시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장면을 제시한

다.465) �시연구� 동인의 해소 이후 김춘수는 시론가로서의 김종길과 시인 유치환을 

톨스토이즘적인 비예술적 예술이라는 지점에서 비판하게 되는데, 이는 김종길-유치

환과 김춘수의 시의식이 분기되었음을 후행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되기도 한

다.466)

  동인의 해소 이후 김춘수는 시론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중도파’라는 문학적인 외

연을 갖는 새로운 명칭으로 김현승과 김종길을 전후 시단의 한 계열로 범주화한다. 

김춘수의 문맥에서 중도파라는 명칭은 정치적 중도의 의미가 아니라 특정한 유파

로 귀속되지 않으며 실험의식과 작품의식 사이에서 균형감을 추구한 시인들을 설

명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된다. 김춘수가 �시연구� 동인이던 김현승과 김종길을 각

각 중도파 시인과 중도파 비평가로 지목하고 있는 것은 �시연구�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시도한 것으로도 독해되기에 흥미로운 지점이다.467) 김춘수의 �시론─시의 

465) 유치환, ｢회오의 신｣, �시연구� 제1집, 1956.5, 8~13면.

466) 톨스토이즘을 매개로 하는 김종길/유치환/김춘수의 이합(離合) 관계에 대한 연구는 본

고의 역량 상의 한계로 인하여 후고를 기약하고자 한다.

467) 김춘수, �시론 � 시의 이해�, 송원문화사, 1971; 김춘수, �김춘수 시론 전집� 1,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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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중 ‘한국의 현대시’의 한 부분은 김종길 시 비평과의 대화관계 속에서 해방 

이후 시단에서 “좀 색다른 빛깔”468)로 존재한 이들 중도파 시인들에 대한 분석에 

할애되어 있다. 

  김춘수가 중도파라는 명칭으로 과거의 동인들을 범주화한 이 작업은 형태사와 

정신사의 종합이라는 온전한 시론에의 꿈을 목표로 �한국 현대시 형태론�으로부터 

시도해온 사적(史的) 시론의 도정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1950년대 중후반 잡지 

연재분이 초고가 된 김춘수의 �한국 현대시 형태론�(1959)은 전후 당대의 시를 자

유시와의 연속선상에서 신시 제3기로 인식하는 관점과 더불어 형태사(본론)와 정신

사(보론)의 구성을 취하고 있다. �한국 현대시 형태론�에 관한 기존 연구의 초점은 

형태론의 측면에 집중되면서 김춘수의 산문시 창작의 내인을 밝히기 위한 논의로 

깊게 발전하였으나,469) 시론서의 생산 과정을 고려해볼 때에 김춘수가 �한국 현대

시 형태론�을 통해 보여준 형태와 정신에 대한 종합적 의식은 �시연구�가 ｢창간사

｣를 통해 내비친 사적(史的) 이념에 대한 철저함이나 식민지시기 시인에 대한 계보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이처럼 �시연구� 해소 이후 중도파라는 명칭으로 호명하고 호명되는 관계에 놓

이면서 그들 자신에 대한 역사화가 내부적으로 한 차례 이루어진 세 시인의 시의

식은 시와 시인 사이의 거리를 조정하는 방식에서는 분기한다. 김춘수는 시[작품]-

시인[현실]의 원거리 관계를 강조하고, 김현승과 김종길은 작품과 현실 사이에 거

리의 소멸에 가까운 근거리 관계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김현승과 김종길의 시-시인 사이의 근거리 관계의 설정은 윤동주의 경우와 매우 

유사한 언어운용관과 관련 깊은 것이기도 하다. 이들이 현실에 대한 언어의 밀착력

을 중시하고, 언어를 운용하는 두 가지 원리에 대하여 유사한 인식체계를 보였던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소극적 원리와 적극적 원리에 따른 언어의 사용

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이들은 이 가운데 소극적 원리를 따를 때 언어 사용

에 핍진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 최소주의적 언어운용관에 입각해 있었다470) 세 

시인의 이 같은 인식은 전후 모더니즘 시론에서 언어기능의 확장을 주장한 것과 

대비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본고는 김종길이 말한 이 같은 하나의 점으로의 결정(結晶)을 윤동주의 후기

시471)472)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는 줄여쓰기의 감각이 일행시로 귀결되고 

문학, 2004, 458~465면. 

468) 김춘수, �김춘수 시론 전집� 1, 현대문학, 2004, 465면.

469) 최석화, ｢김춘수의 산문시 인식 연구 : 『한국 현대시 형태론』을 중심으로｣, �한국시학

연구� 34, 한국시학회, 2012, 309~337면. 

470) 김현승 시의 주요 키워드가 되는 ‘모국어’는 바로 이와 같은 소극적인 언어 운용 방식

을 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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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수행적 측면에 주목하여, 그러한 줄여쓰기의 방법, 태도, 주제, 효과를 강조

할 때에 ‘수사(修辭)’를 변형한 ‘절사(節辭)’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473)

  앞에서 김현승에 의해 ‘무명시인의 추도시’의 하나로 포착되었을 것으로 가정한 

｢못 자는 밤｣(1941.6. 추정)은474) ｢팔복｣(1940), 산문 ｢화원에 꽃이 핀다｣(1939 추

정)와 함께 시의 원리로서의 ‘절사’를 보여준다. 선행하는 텍스트의 ‘한 줄’을 시로 

재맥락화하는 ｢못 자는 밤｣의 기법은 ｢팔복｣에서는 마태복음의 ‘한 줄’을 여러 번 

반복하는 방식으로 변주되며,475) 산문 ｢화원에 꽃이 핀다｣에서는 마찬가지로 경

(經)의 차원인 �주역(周易)�의 괘 ‘이상이견빙지(履霜而堅氷至)’를 그대로 옮기고 있

다.

  윤동주가 이상, 마태복음, 주역의 원텍스트를 재맥락화하고 있는 작품들은 ‘한 

줄’을 자신의 시에서 아포리즘적으로 압축하는 방식이 이즈음 윤동주에게 하나의 

기법으로 나타나는 지점을 보여준다. 1939년을 기점으로 이전까지 동시 창작에 몰

두하고 있던 윤동주가 선행 텍스트로부터 ‘한 줄’을 아포리즘적인 일행시로 압축하

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보인 것은 뚜렷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선행 텍스트의 재맥락화를 통한 일행시 쓰기라는 기법상의 변화에 더하여 이러

한 변화가 시작되는 1939년부터는 거울주제를 통하여 ‘나’와 ‘사나이’가 마주보게 

되고(｢자화상｣), 거울을 닦는 일이 참회록을 줄여쓰는 행위와 연동되는 장면을 볼 

수 있다(｢참회록｣). 거울과 참회록 쓰기라는 모티프의 동시성을 고려할 때 ‘나’와 

거울 속의 ‘사나이’의 관계는 ‘쓰는 자’와 ‘쓰이는 글’의 관계에 대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71) 앞서 살펴본 �시연구� 동인 김종길, 김윤성의 윤동주 추도문과 김현승의 시에서 직·간

접적으로 다루어진 윤동주의 시는 후기시인 ｢십자가｣, ｢쉽게 씌어진 시｣, ｢못 자는 밤｣이

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도 윤동주의 후기시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472) 본고는 윤동주의 시세계를 수학 과정에 따라 4기로 구분한 권오만의 시기 구분법을 느

슨하게 따라, 제3기에 해당하는 연희전문학교 시절과 제4기인 일본유학시절의 작품을 후

기시로 바라보고자 한다.

473) 한 행 배치에 주목한 선행연구로는 ｢십자가｣에서 별도의 행으로 분리된 ‘처럼’과 ｢팔복

｣의 반복 기법에 주목하거나, ｢서시｣의 하나의 문장에 주목한 경우가 있다. 김응교, �처

럼�, 문학동네, 2016; 류양선, ｢｢서시｣의 의미 연구｣, �한국시학연구� 31, 한국시학회, 

2011.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십자가｣ ｢팔복｣ ｢서시｣ 모두 1939년도 이후의 작품이다. 본

고는 윤동주의 일행시 구성의 원리는 후기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원리는 연전시

절 문우 A군과의 문교(文交)를 통해 체득한 ‘줄여쓰기’의 감각이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

474) 권오만은 ｢못 자는 밤｣의 “하나, 둘, 셋, 네/ ……/ 밤은/ 많기도 하다.”(｢못 자는 밤｣

의 全文)의 마지막 2행이 “캄캄한공기를마시면폐에해롭다. 폐벽에끄름이앉는다. 밤새도록

나는옴살을알른다. 밤은참많기도하드라.”(이상, ｢아츰｣의 부분)의 표현을 패러디한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권오만, 앞의 책, 175~178면.

475)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가 부제인 ｢팔복｣은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

는 동일한 구절을 여덟 번 반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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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

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476) (강조-인용

자)

거울주제가 처음 나타난 시인 ｢자화상｣(1939.9.)이다. 화자가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그리고 한 사나이”라는 원거리의 3인칭을 부여함으로써 ‘나’와 ‘사나이’가 

분리되고,

(……)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 만 이십사 년 일 개월을/ 무슨 기

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

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런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

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477)

｢참회록｣(1942.1.)에서는 거울을 닦는 행위가 참회의 내용을 한 줄로 줄여 써야 한

다고 말하는 자의 다짐과 연동되고 있다. 

  거울의 얼룩을 지우는 것과 나란히 자신을 ‘한 줄’의 참회록으로 줄여 나가야 한

다고 말하는 시인의 다짐은, 자신이 쓰고 있는 글은 바로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

울이라는 시-시인 사이의 불가분리성에 대한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다른 시들을 살펴볼 때, ｢간｣에서의 “너는 살지고/ 나는 여위어야지”에 

드러나는 여윔에 대한 의지와 ｢또 다른 고향｣의 ‘나’와 분리되어 있는 백골의 이미

지는 깨끗이하기에 대한 은유로 독해될 수 있다.478)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에서 그레이의 초상이 인물의 선악을 그대로 되비추는 

거울이었듯, 윤동주의 시에서는 시[작품]-시인[현실] 사이의 투명한 연결관계에 대

한 인식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며, 이는 바로 김종길과 김윤성이 윤동주를 통해 발

견하게 되는 시-시인 사이의 근거리의 미학이다.

476) 윤동주, ｢자화상｣(1939.9.) 이하 윤동주 시 인용은 �(사진판) 윤동주 자필 시고 전집�

(민음사, 1999)을 저본으로 한 윤동주, 홍장학 편, �정본 윤동주 전집� (문학과지성사, 

2004)에 따르며, 이름, 제목, 창작연월, 인용면수만 밝힌다.

477) 윤동주, ｢참회록｣(1942.1.24), 124면.

478) 선행연구에서 ｢또 다른 고향｣의 ‘백골’은 세속적 가치를 따르는 자아로 해석되기도 한

다(류양선, ｢윤동주 시의 중층구조 ― ｢또 다른 고향｣ 분석｣, �어문연구� 38, 한국어문교

육연구회, 2010). 그러나 후기시의 하나인 ｢간｣과 함께 ｢또 다른 고향｣의 백골이 가지는 

여윔의 이미지를 ‘줄여쓰기’의 태도와 나란히 살펴볼 때, 그것은 윤동주가 애독한 정지용

의 시 ｢백록담｣에서의 ‘촉루(髑髏)가 되기까지 사는 백화(白樺)’처럼 스스로 여위어가는 

감각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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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동안을 내 두뇌로써가 아니라 몸으로써 일일이 헤아려 세포 사이마다 간직해두

어서야 겨우 몇 줄의 글이 이루어집니다. 그리하여 나에게 있어 글을 쓴다는 것이 그리 

즐거운 일일 수는 없습니다. (……) 이 몇 줄의 글과 나의 화원과 함께 나의 일 년은 

이루어집니다.479) (강조-인용자)

글쓰기의 과정에 관한 위의 고백은 일견 시의 탄생까지의 과정을 회임에 비유하였

던 박용철이나 정지용의 시론을 연상시키는 것이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절사로 

설명될 수 있는 윤동주의 언어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동주와 

연전시절을 동숙자이자 문우로서 함께한 강처중과 정병욱의 회고는 윤동주의 언어

의식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조용히 열흘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곰곰이 생각하여서 한 편 시를 탄생시킨다. 그 

때까지는 누구에게도 그 시를 보이지를 않는다.480)

한 편의 시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몇 달 몇 주일 동안을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다가 한 

번 종이 위에 적혀지면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이었다 (...) 또 한 마디의 시어 때문에 몇 

달씩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던 언어의 예술가이기도 했다.481)

뿐만 아니라 시인이므로 새로운 시어를 조탁할 수 있다고 독려하는 정병욱에게 윤

동주는 이미 있는 말로 시어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하였다.482) 요

컨대 시인으로서 윤동주가 취한 언어운용의 원리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바

탕을 두고, 해야 할 말만을 가지고 ‘몇 줄’의 글을 이루는 방식이었다. 윤동주는 원

고지에 적히는 순간 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말을 ‘몇 줄’에 줄이는 과정을 거쳤

다. ‘화원의 일 년’이라는 긴 시간에 대한 ‘몇 줄’ 글이라는 도저한 비대칭성은, 거

울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거울 속의 ‘사나이’만은 보전하는 감각, ｢간｣의 ‘독수리’는 

살지고 ‘나’는 여위는 관계와 동궤의 것이다. 

  윤동주의 ‘한 줄’은 단어가 아니기에 �윤동주 시어 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

지만, ‘몇 줄’ ‘줄이자’와 같은 표현의 외연을 거느리며 후기시에 집중되어 있는 대

표 시어이며 일행시로 결과되는 기법과 태도로서의 줄여쓰기의 은유라고 할 수 있

479) ｢화원에 꽃이 핀다｣(1939), 153~154면.

480) 강처중, ｢발문｣,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정음사, 1948, 송우혜, 앞의 책, 376면 

재인용. 

481) 권오만, 앞의 책, 351~352면.

482) 김수복, 앞의 책, 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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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아가, 윤동주의 후기시에 집중된 이 줄여쓰기의 감각이 연희전문학교 시절의 

문우 강처중483)으로 추정되는 ｢화원에 꽃이 핀다｣의 ‘A군’의 줄여쓰기의 감각과 

공명하는 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회록｣에 나타난 줄여쓰기의 태도는 ｢화원

에 꽃이 핀다｣(1939 추정)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희전문학교 문

우회 시절의 이 산문에서 윤동주는 화원의 사계(四季)라는 긴 시간 속에서 글쓰기

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서정적으로 묘사하는 가운데 전운(戰雲)을 예감하는 대학생

의 예민한 감각과 화원 속 벗들에 대한 애정어린 동일시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화원의 사계라는 긴 시간과 함께하는 화자의 글쓰기의 속도와 분량은, 집으로 보내

는 학비 청구 편지를 어렵게 쓰는 ‘A’군의 그것과 조응한다. 

  다음은, 윤동주가 화원 속에서의 자신의 고독을 이야기한 데 이어 화원 속 문우

들과 그들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고독, 정적도 확실히 아름다운 것임에 틀림이 없으나, 여기에 또 서로 마음을 주는 동

무가 있는 것도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화원 속에 모인 동무들 중에, 집

에 학비를 청구하는 편지를 쓰는 날 저녁이면 생각하고 생각하던 끝 겨우 몇 줄 써 보

낸다는 A군, (…) 나는 이 여러 동무들의 갸륵한 심정을 내 것인 것처럼 이해할 수 있

습니다. 서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484) (강조-인용자)

집으로 학비를 청구하면서 A군이 “생각하고 생각하던 끝”에 “겨우 몇 줄”로 적히

는 편지는 말하자면 ‘어렵게 쓰이는 편지’이다. 이 ‘어렵게 쓰이는 편지’는 이로부

터 3년 뒤, 윤동주가 강처중에게 보내고 훗날 강(姜)의 소개로 정지용이 �경향신문

�에 싣게 되는 윤동주의 유고작 ｢쉽게 씌어진 시｣와, 예견하지 못한 문우의 죽음이

라는 시차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게 된다. ‘A군’의 어렵게 쓰이는 편지와 학비 봉투

는 ｢쉽게 씌어진 시｣의 모티프가 되며 시인으로 하여금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

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비가시적인 기제로 작용한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 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

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

483) 윤동주는 연희전문시절 문우회 소속이었으며, 문우회의 회장이자 �문우�의 편집인 겸 

발행인은 강처중이었다. 송우혜, 앞의 책, 237면. 

484) 윤동주, ｢화원에 꽃이 핀다｣(1939년 추정), 1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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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

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

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485)

일본 동경의 릿쿄대학 편지지에 작성하고 연희전문학교 시절의 문우 강처중에게 

편지와 함께 보낸 이 시는 시인이 신촌의 기차역을 그리워하던 시절의 것이다.486)

텍스트의 생산과 유통 과정을 고려하면서 ｢화원에 꽃이 핀다｣(1939 추정), ｢사랑스

런 추억｣(1942.5.13), ｢쉽게 씌어진 시｣(1942.6.3)를 하나의 유기적인 흐름 속에서 

읽어나갈 때, ｢쉽게 씌어진 시｣의 “최후의 나”는 자아의 경계에 임박해 있는 자신

을 가리키는 것으로, ‘나와 나의 최초의 악수’는 쉽게 시를 썼던 ‘나’와, 나 바깥의 

나, 곧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 이야기의 근원지인 어렵게 편지를 쓰는 현실의 ‘A

군을 잇는 장면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는 후기 윤동주 시의 ‘나’가 자아의 경계를 

넘어서 현실과 접속되는 지점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강처중이 윤동주의 연전시절 

문우였으며 ｢쉽게 씌어진 시｣를 포함한 다섯 편의 시에 대한 수신인이었다는 사실

은487)｢화원에 꽃이 핀다｣를 ｢쉽게 씌어진 시｣에 대한 서브텍스트로 읽는 관점을 

강화한다.488)

  이상으로, 윤동주가 1939년을 기점으로 강처중으로 추정되는 이의 ‘줄여쓰기’의 

감각과 공명하는 가운데 강(姜)의 현실 속에서 파생된 그것을 자신의 시에 새기는 

과정 속에서 일행시의 기법을 이루어 나가며, ｢쉽게 씌어진 시｣에서는 이 같은 ‘줄

여쓰기’가 시의 모티프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인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는 

기제로 작용함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문우 A군과 윤동주의 줄

여쓰기의 감각이 ‘강처중[현실1]→문학’의 관계를 보여주었다면, �주역�에 대한 새

로운 전의 제시는 ‘문학→기존 전(傳)의 해체와 새로운 전(傳)의 제시[현실2]’의 관

485)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1942.6.3.), 128~129면. 

486) 김응교는 기록된 날짜상 ｢쉽게 씌어진 시｣ 직전의 작품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랑스런 

추억｣에서의 ‘정거장’은 신촌역일 가능성이 크며, 이 시의 그리워하는 마음을 극대화하여 

표현한 것이 ｢쉽게 씌어진 시｣라고 보았다. 김응교, 앞의 책, 412~413면.

487) 송우혜,  앞의 책, 377~378면.

488) ｢적색 여간첩 金壽任과 그 일당 죄상─제1회 군법회의 기소문 요지, 李康國의 월북을 

방조, 탈옥한 李重業도 구호, 남북 좌익계열 중간 연락 담당｣, �자유신문�, 1950.6.16에 

따르면 모윤숙의 기숙사 룸메이트였던 김수임이 국방경비법 제33조를 위반한 혐의 가운

데에는 월북한 남로당계 인사 강처중을 은닉하여준 일이 포함되어 있었다. 윤동주 시의 

수신인이자 전신인이었던 강처중-정지용의 흔적은 이와 같은 좌우익의 대립 속에서 지워

지기 시작한 것이다. 강과 정의 발문과 서문이 삭제된 채 증보간행된 �하늘과 바람과 별

과 시�를 그러한 망각의 기점으로 바라본 역사학자 송우혜의 지적(송우혜, 앞의 책, 385

면)은 매우 정확한 것으로, 정지용과 윤동주 연구에서 진지하게 음미될 필요가 있다. 줄

여쓰기의 감각을 매개로 강처중과 윤동주의 관계를 복원하고자 한 본고의 작은 시도는 

그와 같은 역사의 망각에 대립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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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보여준다. 이는 윤동주에게서 시와 시인이 놓인 현실이 매우 밀접한 관계 속

에서 넘나들며 더 이상 구별되지 않는 지점을 보여준다.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 코스모스가 홀홀히 떨어지는 날 우주의 마지막은 아닙

니다. 단풍의 세계가 있고, ― 이상이견빙지(履霜而堅氷至) ― 서리를 밟거든 얼음이 굳

어질 것을 각오하라 ― 가 아니라 우리는 서릿발에 끼친 낙엽을 밟으면서 멀리 봄이 올 

것을 믿습니다.

노변에서 많은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489)

�周易�의 ‘이상이견빙지(履霜而堅氷至)’가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곧 올 

것’490)으로 해석된다면, 윤동주는 부활의 시간관이라고도 할 ‘서리 다음에 봄’이라

는 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전(傳)을 해체한다. 이로써 ｢화

원에 꽃이 핀다｣의 아포리즘 ‘이상이견빙지(履霜而堅氷至)’는 ｢못 자는 밤｣이나 ｢

팔복｣과 동일한 원리를 보여주는 것일 뿐 아니라 윤동주와 마찬가지로 �周易�의 

동일한 괘와 기존의 전을 소설의 결말부 아포리즘으로 활용한 이태준의 ｢패강랭｣

에서의 ‘현’을 위로하는 효과를 거두는 서브텍스트가 된다.491)

  시와 시인의 불가분리성에 대한 자각에 이르는 윤동주의 시의식과 절사로 요약

되는 시쓰기의 태도는 시사에서 현실과 문학의 거리좁히기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서정-현실 간의 압축의 원리를 선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연구(1956) 이후 1960-1970년대에는 이유식(1963), 크리스찬문학 특집

(1973), 김흥규(1974), 나라사랑(1976.3), 문학사상(1976.6) 특집을 통해 윤동주 연

구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이 중 시연구와 시연구 동인의 공통 행로였던 윤동주 10

489) 윤동주, ｢화원에 꽃이 핀다｣(1939), 155면(강조-인용자). 

490) “初六은 履霜하면 堅氷至하나니라. 초육은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곧 올 것이니

라. 초육(初六)은 차가운 겨울이 곧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앞으로 다가올 

시세(時勢)를 미리 예측할 것을 말하고 있다. 곤괘(坤卦)는 12벽괘 중에서 10월에 해당하

는 것으로 그 중 초육은 아직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에 서리가 내리는 때에 해당한다. 

처음에 내린 서리는 해가 나오면 금방 사라지지만 나중에 큰 추위가 왔을 때 단단하게 

굳은 얼음은 결코 쉽게 부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서리가 내린 것을 알면 미리 단단

한 얼음이 곧 내리게 될 것을 앞서 예측하여야 한다.” 정병석 역주, �주역� 상권, 을유문

화사, 2014, 96~97면. 

491) 윤동주는 �문장�을 구독하고 있었으므로(홍장학, 앞의 책, 연보 참조) 이태준의 소설을 

찾아가며 읽었을 가능성이 있다. 윤동주가 결말부에 ‘이상견빙지’를 아포리즘처럼 활용한 

것은 이태준의 ｢패강랭｣과 동일한 결말 처리의 방식을 취한 것으로, 이는 우정에 관한 

텍스트인 ｢화원에 꽃이 핀다｣가 마찬가지로 친구들을 만나는 이야기를 다룬 ｢패강랭｣을 

환기하는 작품으로서도 독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김우창 또한 윤동주의 문맥

을 이태준의 ｢패강랭｣과 비교하고 있다. 김우창, �궁핍한 시대의 시인�, 민음사, 1977의 

｢시대와 내면적 인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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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추도문은 윤동주 연구사에서 거의 언급되고 있지 않다.) 김현승이 주간? 회

장?으로 재임 중이었던 크리스찬문학은 특집규모로 윤동주를 다룬 것으로는 가장 

앞에 놓여있는 셈이다. 윤동주에 대한 1970년대적인 관심은 민족문학론과 관련 깊

은 것이지만, 특집을 모자이크식으로 구성하는 글의 한 축은 언제나 윤동주에 대한 

회고문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크리스찬문학은 오로지 회고문으로만 구성되

었다.) 이러한 후행적 관점의 기억과 전유, 그리고 기억(메모리얼, 추도) 그 자체에 

그 몫을 두는 기억 사이의 기민한 차이 속에서, 김종길은 윤동주를 민족시인으로 

표상하기보다 순수참여에 대한 변증법적 갈망에 대한 하나의 답변으로서 윤동주를 

현재화하였다.

  1960~1970년대 순수참여논쟁의 변증법적 극복을 당대적 과제로 인식하면서 그

것을 변증법적인 갈망이라고까지 여긴 김종길에게 윤동주는 순수참여시라는 형용

모순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는 시인이었다. 김종길은 시론의 저작을 통해 시와 현

실이 하나의 점으로 조율되는 시의 모델을 윤동주, 이육사, 한용운에게서 구해 나

간다.492)

  �시연구�는 조기에 해소되었으나 김현승과 김춘수를 작은 그룹으로 하는 �시작

업�과 부다페스트 시편의 존재, 그리고 김춘수가 제안한 중도파라는 명칭에 의해 

김종길과 김현승이 호명되는 구도는 �시연구� 동인이 단속적으로 결속되는 관계였

음을 보여준다. 김종길은 �시론�(1965)과 �진실과 언어�(1974)에 이르기까지 윤동

주를 시론의 전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참조하며, 김현승이 1973년 크리스천문학

협회장으로서 �크리스천문학�을 윤동주 특집호로 꾸켰다. 이는 �시연구�에 기원을 

두는 윤동주에 대한 계보의식이 김종길과 김현승을 중심으로 지속되는 양상을 보

여준다.493) 김종길은 자신의 시론에서 윤동주를 ‘전통’으로 지속적으로 호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윤일주의 유고시집을 간행하는 과정에서는 윤일주와 윤동주의 시

를 형제시의 관점에서 비교하는 방식으로 윤동주에 대한 탐구를 말년까지도 지속

해 나갔다.494) 이에 따라 시지의 이름임에 분명한 ‘시연구’는 동인 해소 이후 개별 

시인들을 가리키는 이름이 된다.495)  

  김종길은 윤동주를 통해 시-시인의 근거리 관계의 미학을 발견하였다. 윤동주를 

통해 발견한 이 같은 가치는 김종길이 훗날 �시연구�가 또 하나 정신적 고지로 삼

았던 유치환론을 집필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496) 유치환의 사후에 애

492) 김종길, ｢주체성의 발견｣, �진실과 언어�, 일지사, 1974, 8~12면.

           , ｢한국시에 있어서의 비극적 황홀｣, 같은 책, 194~208면.

493) 이는 �문학사상�, �나라사랑�, �심상� 등에서 윤동주를 특집으로 다룬 것으로부터 한 

달, 길게는 3년 앞서 있는 것이다.

494) 김종길, ｢동심이 그리는 그림｣, 윤일주, �동화 : 윤일주 시집�, 솔, 2004, 86~98면.

495) 책명이 곧 인명이 되는 �청록집�-청록파의 구도에 빗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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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를 쓰거나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유치환론을 쓴 것은 김종길에게서뿐 아니

라 김춘수에게서 나란히 보이는 특징이기도 하다.497) 이는 시의식의 분기 속에서도 

윤동주와 유치환을 정신적 고지로 삼은 �시연구�의 계보인식은 지속적으로 공명하

는 것이었음을 말해준다. 

  시인으로서 김종길은 과작(寡作)의 경향을 띠는 가운데, ｢성탄제｣ 연작을 비롯하

여 친구와 제자의 죽음 앞에 쓴 ｢생량(生涼)｣, ｢채점｣, 그리고 생전 교유하였거나 

애송하였던 시인을 표상으로 시를 쓰는 자전시 시인으로서의 특징을 보였다. 본고

의 관점에 따라 윤동주에 대한 추도의 정서와 윤동주-유치환을 정신적 고지로 삼

는 태도를 공유한 �시연구�의 계보 인식을 김종길 시와 시론 형성에 있어서 중요

한 기원 중 하나로 바라볼 수 있다면, 시-시인의 근거리 관계 설정이라는  문제의

식으로부터 김종길 시의 자전적 요소에 대한 해석의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그간 김종길을 설명해왔던 키워드는 기질적인 차원에서의 유교적 가풍의 영향과 

학적 차원에서의 신비평이라는 학문적인 정체성에 있었다. 이는 자신의 기질이 추

구하는 시와 학문으로서 추구하는 시가 다른 것이라고 보았던 김종길의 분리적인 

사유에 의해 뒷받침되는 논의의 방식이기도 하다. 그런데, 김종길이 끊임없이 양자

를 동시적으로 사유하였을 뿐 아니라 유교적인 가풍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시인의 

울타리 속에 존재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새로운 분석의 도구가 요청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간행한 시론서를 통해 김종길의 사유 구조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김종길에게서 작동하는 두 가지의 사유는 국문 글쓰기와 영문 글쓰기이며, 한국 

현대시와 현대시이고, 한국 문학사와 그것을 포함하는 문학사 전반에 대한 사유이

다. 이와 같은 두 겹은 동등한 비중을 가지고 병치되며 교집합을 형성하거나, 하나

가 하나를 포괄하는 형태로 유지된다. 김종길 자신 또한 사유의 연속성을 스스로 

확인해가면서 이러한 작업, 두 축을 연결하는 작업을 이어나간다. 자신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어디까지 왔는지를 끊임없이 자술하는 행위에서 이를 확

496) 가령, 김종길의 다음과 같은 견해는 시인으로의 자기 형성 과정 속에서 그가 윤동주와 

유치환으로부터 시-시인의 근거리 관계라는 모델을 발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 “그(유

치환-인용자)에게 있어서는 시집과 수상록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시

는 그대로 수상이오 그의 수상은 그대로 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청마의 시가 형

식적으로 주로 진술에 의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사유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김종길, ｢

비정의 철학 – 청마시의 세계｣, �세대�, 1964.10; 김종길, �진실과 언어�, 일지사, 1974, 

56~58면. 

497) 이는 앞 세대 시인의 존재가 시의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바로미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시연구� 동인들의 시인 연구로부터, 다름 아닌 ‘시

인’이 어떤 이론에도 선행하며 시의 비평 단위가 되는 지점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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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다. 시집이 하나의 원점에서 동심원을 그려나가듯이 증보의 형태를 보이

는 것처럼, 그의 시론 또한 같은 방향으로 전개된다. 자술을 통해 김종길 자신 또

한 두 개의 층위와 그것이 길항하는 지점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김종길에게 두 

개의 중점은, 시인의 모습으로는 T.S. 엘리어트와 만해, 육사, 동주로 대표되는 전

통으로 드러난다.

  �진실과 언어�는 첫 번째 시론서인 �시론�으로부터의 10년 간의 사유를 모은 것

이다. 김종길은 대체로 10년을 주기로 시론서를 엮어왔다. �진실과 언어�에서도 마

찬가지로 윤동주는 호명되고 있으며, 달라지는 지점은 만해, 육사와 함께 순수참여

라는 견해의 상대적인 차이를 넘어서는 지점, 넘어서는 전통으로 호명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종길이 두 번째 시론에서 집중하고 있는 문제는 순수참여론이라는 양비

론을 극복하는 것에 있다. 김종길은 의도되고 기획되는 순수시나 참여시가 아닌, 

시로서 성립하는 것의 우선적이고도 원칙론적인 단계로 회귀함으로써, 진실을 다루

는 시가 순수이거나 참여가 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로 결정된다는 

점을 말한다. 이러한 양분된 견해에 부차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결국 김종

길은 시대의 진실을 현실에 밀착한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바람직한 시의 모습으로 

제시하는 셈인데, 다소 원칙론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러한 주장이 중요한 이유는 

‘진실’과 ‘언어’의 문제를 순수와 참여 대신 앞세움으로써 효과로서의 순수와 참여

라는 문제를 부차화하고 상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단의 문제보다 먼저의 것이 

있다는 사유는, 주체성을 말하면서 그것이 ‘발견’되어야 하는 성질의 것이라 말하

는 태도로도 나타난다. 지금부터 쓰일 시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때까지 쓰인 시로부

터 전범을 확인하고 전통을 발견하려는 것이다. 시적 전범으로부터의 ‘전통의 발

견’이라는 지점에서 김종길은 시대를 격하면서 정지용이나 김동석과 연결된다. 

  ‘시연구’의 한 사람으로서, 김종길과 비슷한 정체성을 형성했던 것은 김현승이라

고 할 수 있다. ‘시연구’ 활동 이후의 시를 모은 김현승의 제2시집 �옹호자의 노래

�(1963)와 그간의 산문을 모은 산문집 �고독과 시�(1977)에는 김현승이 시문학파의 

후예로 스스로를 정체화하며 지역시단의 발전을 기한 동시에 윤동주와의 상징적인 

동류관계 속에서 위성적으로 �시연구�에 참여한 195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언어

의식과 역사의식의 종합498)이라는 균형감각을 창작과 비평의 가늠자로 삼고 있었

음을 보여준다. 시선의 벼리로서, 시사가인 김춘수가 김종길과 김현승을 중도파로 

여겼던 점에서 이들의 유사성을 이야기해볼 수도 있다. 

  해방공간에 광주에 정착하면서 문단에 복귀한 김현승은 작품생산자를 비(非) 생

498) 이러한 균형감각을 김현승의 제자인 이성부는 지상과 천상의 종합에 빗대고, 해방신학

적 관점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이성부, ｢해설｣, 김현승, �고독과 시�, 지식산업

사, 1977, 3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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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인 문학자와 뚜렷이 구분하는 태도와 함께,499) 순수문학 작가의 견지에서 ‘전

쟁’을 취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순수와 현실 간의 이원적

인 분리가 아닌 ‘일원적 리얼리티’를 제안한 바 있다.500) 이와 같은 균형의식은 김

현승은 장소 인식의 차원에서도 드러냈다. 그에게 광주는 “진실한 집단적 의미에서

의 문단”을 가능하게 했던 공간이었던 동시에,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리는 “파릇파

릇한 보리밭 우”501)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읽으며 시를 쓰는 공간통합적

인 장소였던 것이다.502) �시연구�와 �시작업�을 비롯한 김현승의 전후 시단에서의 

활동은 이 같은 신학적 구심점과 원심력으로서의 삶이라는 공간통합적인 인식과 

일원적 리얼리티라는 문학관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조명될 필요가 있다.

  이후 1960년대 시단에서 김현승은 이른바 순수시인의 견지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도 김수영과 박두진의 작품 중에서 사회의식과 언어의식의 균형적인 조화를 이룬 

것에 대해서만은 명편으로 꼽는 태도를 보였다. 김현승 연구에 있어 ‘고독의 시인’, 

‘가을의 시인’이라는 후반기 중심의 관점 외에 이 같은 시의식과 비평적 관점을 형

성한 계기로서의 해방공간 이후 김현승의 전반기 삶의 경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지는 지점이다. 김현승 문학의 전반기에 해당하는 전남문단에서의 활동과 �시연구�

동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척시켜 나갈 때, 김현승의 시의식을 영원성의 추

구와 실존적 유한성의 자각이라는 양면성으로 설명하는 관점에 대하여 작가론적인 

해석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503)

  김춘수의 균형의식은 이들과는 다른 층위에서 나타났다. 하나는 �시연구� 기획과 

동시기에 연재한 �한국 현대시 형태론�에서 형태론과 정신사의 종합을 시론의 꿈

으로 남겨둔 것에서 확인된다. �한국 현대시 형태론�은 형태사에 이어 김소월, 이

상, 유치환에 대한 정신사적 해명인 ‘시인론을 위한 각서’를 부록으로 두는 구조였

다. 이는 “형태상의 배려가 역사고찰에의 정열을 필요로 한다”504)는 문제의식 속에 

499) ｢전남문단의 전망｣, �신문화�, 1956.7; 박형철 편, 앞의 책 참조.

500) �신문학� 제1집(1951.6.) 좌담회 내용 참고. 박형철 편, 앞의 책 참조.

501) “나는 이러한 소리로 나의 중년의 시를 한 때 나의 고향에서 썼다. 파릇파릇한 고향의 

보리밭 길을 밟고 먼 하늘의 까마귀들을 바라보며 나의 시를 썼다.” (김현승, ｢겨울의 예

지｣, �고독과 시�, 지식산업사, 1977, 8면)

502) 김현승 시세계 전반에 대한 의미해명을 시도하면서 김현승 시의 드라마를 시적 영혼의 

갈망에 기초한 타자 지향적인 태도와 현실을 이상향과 이원적으로 구분하는 태도 사이의 

길항관계로 파악하고, 타자 지향적인 태도를 견지한 �견고한 고독�과 사후시집 �마지막 

지상에서�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부각한 초기 비평으로 신범순, ｢갈망과 고독의 비극적 

형식 – 김현승의 <고독 시편>들에 대한 의미해명시론｣, �현대시학�, 1984.10, 109~118

면.

503) 이러한 시의식의 양면성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김기중, ｢김현승 시세계의 내면구조 연

구―양면적 시의식의 양상과 아이러니적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28, 한

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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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수가 형태사와 정신사의 종합을 시론의 완성태로 생각하고 있었던 결과이다. 

창작의 차원에서 김춘수는 시인의 삶이 시와 일치되는 모럴의 차원에서 나아가 그

것에 심미의식이 가미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505) 김춘수의 균형의식은 다분히 시

가 예술임을 의식한 경우라고 말할 수 있다. 

  김종길과 김현승의 경우를 놓고 살펴볼 때, 시인이 처한 현실과 시 사이의 경계

가 모호해지며 두 의미지평이 교차하고 넘나드는 시의식의 극단적인 형태는 �시연

구�의 또 다른 정신적 고지였던 유치환이 ‘참의 시는 마침내 시가 아니어도 좋다’

고 말했던 그러한 비예술적 예술의 경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506) 이처럼 시-

시인의 경계가 무화되는 지점은 김종길과 김현승식으로 말하자면 순수와 참여가 

‘하나의 점’에 도달하는 일원적 리얼리티의 세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시-

시인의 관계를 근거리로 설정한 결과이며, 이 같은 거리좁히기의 원리는 작품의 예

술성을 부정하는 것에 있었다기보다 시의 바깥으로부터 밀려오는 압도적인 현실을 

어디까지나 핍진한 언어로 다루어야 한다는 시인의 사명감이 예술로서의 시와 맞

닿는 지점, 윤동주식으로 말하자면 ‘나와 나의 악수’가 이루어지는 지점이었을 것

이다.

  �시연구� 해소 이후 시사의 전개과정 속에서 김종길과 김현승의 이 같은 입장은 

새로운 시론을 생산하거나 현장비평에 참여하게 되는 1970년대까지도 뚜렷이 견지

되었다. 이는 시문학파-유치환-윤동주에 대한 계보의식을 보인 �시연구� 동인들 

중에서도 김종길과 김현승이 유치환/윤동주의 시의식과 가장 비근한 계보를 형성

하는 동인이었음을 말해준다.507) 그리고, 이들이 시[작품]-시인[현실]의 근거리 관

계 설정이라는 문제를 각자의 지평 위에서 재생시킨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 현대

시사에는 윤동주로 대표되는 시의 순수·참여의 양립 가능성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작은 기반이 형성될 수 있었다.508)

504) 김춘수, �한국 현대시 형태론�, 해동문화사, 1959; 김춘수, �김춘수 시론 전집� 1, 현

대문학, 2004, 139면.

505) 김춘수, �시론―작시법을 겸한�, 문장사, 1961; 김춘수, �김춘수 시론 전집� 1, 현대문

학, 2004, 299면.

506) 이는 비시적 언어의 사용이라는 김종길이나 김현승 시의 특징을 시-시인의 근거리 관

계 설정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김현승 시어의 특징을 ‘비시

적 언어’로 바라본 관점은 권영진, ｢김현승 시와 기독교적 상상력｣, 숭실어문학회 편, �

다형 김현승 연구�, 보고사, 1996, 11~44면. 

507) �시연구�의 시인 편집위원들은 ‘시문학-유치환-윤동주’의 계보를 자신들의 전통으로 

의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본고에서 시문학파와 유치환에 관한 논의는 �시연구�의 ｢창간

사｣와 ｢발문｣, 그리고 김춘수의 시론서와 인적 관계망에만 의존해있는 것으로 추후 보완

될 필요가 있다.  

508) 4장 1절의 첫째 소절은 졸고, ｢『시연구』(1956) 동인의 윤동주 추도와 시의식의 형성｣, 

�한국현대문학연구� 57, 한국현대문학회, 2019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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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년대 문단은 김기림이나 정지용과 같은 기성의 존재가 사라진 시기로 규정된

다. 화전민의식과 전통부재의식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시의 전통을 탐구한 비유파적 계보에 주목할 수 있다. 그것은 김춘수게서는 시

사적 성격의 시론 작업으로 귀결되었으며, 고석규에게서는 ‘정신적 소묘’의 글쓰기

로 나타났다. 또한, 1948년의 맥락에서 윤동주를 형으로 호명한 이들이 본격적으

로 시지를 만든 것이 ‘시연구’이다. 이들은 많은 시를 수록하려고 하였고, 동시에 

시연구, 비판적 입각점에 서고자 한 데 그 정체성이 있다. ‘시연구’는 세대론적으로 

해방공간의 문인과 4.19세대 사이에 위치되는 55년 세대이다. 이들은 4.19세대도 

아니며, 1950년대 주류 유파로부터도 외곽화되어 있던 시인들이다. 가령, 1950년

대 시인들을 두 종류로 나눌 때, 이들은 중견시인으로도 50년대에 등단한 시인으

로도 묶이지 않는 난점이 있다.509) ‘1950년대의 시인들’에 이들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 장소를 마련한 것은 김춘수였다. 잡지기획을 전면적으로 주도한 김춘

수가 가장 대표적이며, 김윤성, 김종길, 김현승 또한 그러하다. 월남시인들과 교차

하고, 교섭할 수 있었던 근거는 이러한 세대론적인 지점에서 확인되는 바이기도 하

다. 월남지식인 김우종이 윤동주를 정신적인 사표로 삼았던 것은 월남시인 고석규

나 윤일주에게 있어서 윤동주가 마찬가지의 존재였던 것과 겹쳐지는 장면이다. 

  4.1.2. 정지용-조지훈과 ‘슬픔’의 동위

  앞서 3장에서 살펴본 해방 전후의 정지용 시단 가운데에서도 정지용과 동류적인 

감정을 바탕으로 감정공동체를 형성한 두 시인은 윤동주와 조지훈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들은 모두 사숙과 추천의 방식으로 정지용의 세계를 통과하면서 자신의 세계

를 조정하고 굴절시켰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또한 앞서 3장에서 정리한 해방 

전후로 확장된 ‘정지용 시단’ 가운데 특정한 유파로 분류되지 않는 ‘특수한 예외적 

개인들’이라 할 수 있다.   

  윤동주 후기시의 기점이 되는 ｢병원｣은 �문장�을 통해 발표되고 있었던 정지용

의 �백록담� 준비기 시편들과 동보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조지훈은 세기말적

인 탐미주의의 시풍을 벗어나 정지용이 언표화해준 ‘신고전’의 세계를 개척해 나갔

다. 조지훈은 ｢고풍의상｣이 이전의 시풍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으며, 이후 정지용에 

의해 추천이 완료되기까지 ‘신고전’의 세계에 부합하는 시를 창작하기 위해 고심했

음을 회고한 바 있다.510) 윤동주와 조지훈의 이 같은 자기 조정의 기록은 두 시인

이 �백록담� 준비기의 정지용과 동보적인 관계에서 시를 써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509) 송하춘·이남호 편, �1950년대의 시인들�, 나남, 1994. 

510) 조지훈, ｢나의 역정｣, �고대문화� 1, 195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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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증한다. 

  이들이 선배시인에 대하여 동보적인 관계를 구축한 것은 비단 창작의 측면에서

만이 아니었다. 윤동주와 조지훈은 정지용의 �백록담� 준비기와 그것의 결실이라고 

할 시집 �백록담�, 그리고 �문장�이 폐간되는 것을 차례로 지켜보았다. 이들은 �문

장�의 폐간 소식을 접하고 후배시인으로서의 절망감을 표출하였다. �문장�의 폐간 

이후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릿쿄대학, 도시샤대학으로 진학한 윤동주는 암흑기 

현실에 대한 정지용과의 동보적인 감정관계 속에서 후기시를 창작하였다. 조지훈이 

�문장� 폐간을 대하고 경험한 절망감은 월정사 외전강사 시절을 회고한 해방 후 

산문을 통해 확인된다. 

  한암(漢岩) 노승정(老僧正)―이번 동란중에 입적하셨다―의 선연(禪筵)에 참(參)해 있

을 때 《문장》지 폐간호를 받았었다.

  술이 두꺼운 그 폐간호에는 졸시 <정야>(靜夜)가 실려 있었다.

한두 개 남았던 은행잎도 간밤에 다 떨리고

바람이 맑고 차기가 새하얀데

말 없는 밤 작은 망아지의 마판 꿀리는 소릴 들으며

산골 주막방 이미 불을 끈 지 오랜 방에서

달빛을 받으며 나는 앉았다 잠이 오질 않는다

풀버레 소리도 끊어졌다

라는 시. 폐간호에는 너무나 부합하는 시였다. 

  그러나 이 시는 《문장》 폐간호를 위하여 써 보낸 시가 아니요, 그 잡지에 투고했다가 

낙선된 작품이었다. 폐간호를 꾸미기 위해서 원고 청탁을 두 번이나 보내도 어디 간지 

소식이 없으니까 몰서(沒書)한 원고 뭉텅이에서 이 시를 골라 실은 모양이었다.

  그저 가슴이 아플 따름이었다. (……)

  나는 이 방우산장에서 일본의 진주만 폭격도, 그리고 싱가포르 함락의 소식도 들었

다. 실의의 청년은 이제 실신(失神)의 인(人)이 되었다.511)

조선어학회 검거 사건 이후 조지훈은 오대산 월정사에서 머리 긴 중으로 학승들을 

가르쳤다. 이처럼 �문장� 폐간 즈음의 조지훈은 속세를 떠나 있었으므로 잡지의 폐

511) 조지훈, ｢속(續) 방우산장기｣, 1953, �조지훈전집 4: 수필의 미학�, 나남, 1996, 42~4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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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결정된 무렵 �문장�사에서 보내온 편지를 받아볼 수 없었다. 월정사의 조지훈

이 받아본 것은 �문장� 폐간호였으며, 폐간호를 통해서야 조지훈은 정지용에게서 

일종의 ‘편지-시’를 수신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위에 인용된 시 ｢정야｣로, 이는 

자신이 오래 전 정지용에게 보냈다가 낙선된 작품이었다. 조지훈에게 그것은 일제 

말기 제국의 승전소식과 함께 실의와 낙담의 요소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깊은 슬픔 끝에 찾아온 것은 ‘잊었던 시’에 대한 마음의 회복이었고, ‘슬프지 않은 

시’를 쓰겠다는 기약이었다. 

  앞서 2장에서 살펴본 윤동주-정지용 사이의 편지-시의 내용과 이를 종합하여 볼 

때,512) 일제 말기의 �백록담�과 �문장� 이후 정지용-윤동주-조지훈 사이에서는 일

종의 ‘편지-시’가 오갔다고 할 수 있다. 해방공간의 정지용이 수신한 것이 윤동주

의 ‘흰 그림자 시편’이라면, 조지훈은 �문장� 폐간 이후 자신의 낙선작인 ｢정야｣를 

일종의 ‘편지-시’로 전달 받았다. 이처럼 실질적인 문학 활동의 기반이 상실된 이

후에도 시인들 사이에 형성된 감정적 관계망, 곧 감정공동체는 시인들의 시가 유동

하고 순환하는 장소였다.  

  무명의 윤동주와 머리 긴 외전강사 조지훈은 일제 말기 문단의 후방에서 정지용

의 시적 공백을 대리보충하고 있었다. 이처럼 정지용에게 ‘시가 없어지는’ 기점이

라고 할 �백록담� 이후 일제 말기 시단에 정지용의 부재, 결핍을 보충하는 새로운 

시세계가 정지용 시단에 의해 전개되고 있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백록담�의 

시인 정지용이 일제 말기 종교보국논리에 따른 국민문학을 일시적으로 창작하였을 

때, 선배시인의 음영적 현실의 다른 한켠에서는 조지훈과 윤동주가 각각 오대산 월

정사와 교토에서 이전 시세계와 구분되는 시의식을 형성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윤동주와 조지훈은 모두 정지용의 ｢장수산 2｣에 바탕을 둔 ‘슬프지도 않은 시’를 

바라서 쓰고자 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정지용의 ｢장수산 2｣와 시론 ｢시의 

위의｣에 바탕을 둔 시인의 ‘올연함’, 곧 흔들리지 않는 초연함의 태도를 말한다. 그

러나 이들은 정지용의 �백록담� 준비기와 완전히 보조를 맞추어서 자신들의 존재

의 지반을 확보함에 따른 흔들림 없는 장수산의 세계513)로 곧바로 들어서지는 못

했다. 

  이들이 ‘슬프지 않은 시’로 나아가는 데에는 시차가 동반되었다. ‘슬프지도 않음’

이라는 시인의 존재론은 두 시인에게 미결된 시인의 감정으로 남아 있었으며, 정지

용과도 같은 ‘슬프지도 않은 시’를 쓰고자 했던 이들의 감정적 이해가 밑바탕이 되

어 이들은 �백록담� 이후 각자의 시간 속에서 ‘흰 그림자’ 시편과 �청록집� 이후의 

512) 본고의 2장 2절 1항을 참조. 

513) 신범순, 앞의 글, 2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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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계로 도달할 수 있었다. 조지훈에게 그것은 �조지훈시선�(1956)과 �역사 앞에

서�(1959)로 이어졌다. 

  �백록담� 이후 ‘흰 그림자’ 시편 창작기의 윤동주의 시세계가 자신을 ‘시인’으로 

인식하는 지점까지 가파르게 상승하고,514) 조지훈이 �문장� 폐간에 오열한 월정사 

외전강사 시절 ‘슬프지도 않은 시’를 쓰기 위해 기교주의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장

면이 그러한 이행의 과정과 선배 시인에 대한 대리 보충적 지점을 보여준다. 또한 

이들의 전변된 시의식은 정지용의 ‘슬프지도 않은’ 시인의 존재론을 계승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조지훈은 정지용과 마찬가지로 마흔 여덟 해를 살았다. 전쟁이 나자 아버지와 

문단의 아버지를 동시에 잃었다. 조지훈 부친의 납북정황은 정지용과 매우 유사한 

것이다. �문장�의 폐간 소식을 접한 조지훈의 슬픔은 수평적 세대로서는 윤동주의 

슬픔이기도 하다. 윤석성은 조지훈이 경험한 현실을 “견딜 수 없는 내상”으로 설명

한다. 1950년의 조지훈은 조부와 부친, 그리고 정지용을 한꺼번에 상실하였다. 식

민지시기와 해방공간, 그리고 전쟁기를 경험하면서 몰살에 가까운 일가의 상실을 

경험한 조지훈은 누이동생에게 우리의 상실은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너무 절망했

던 까닭이라 고백한 바 있다. 그렇게 말한 조지훈의 내면풍경은 일제 말기 암흑기 

이후 음영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정지용의 형상과 겹쳐진다. 

이제 제난 일을 뉘우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만 대구에 와서 비로소 후회한 것은 씨나 

전해야 한다고 처자까지 정처없이 떠나 보내고 부자가 생사를 운명에 맡기려고 의논했

던 것이 잘못이라기보다는 너무 절망했던 까닭인가 한다. 석 달 뒤 전세가 좋아져서 내

가 군대를 따라 서울에 들어갔을 때의 아픈 심경을 너는 알아줄 것이다. (...) 누이야, 

나는 더 쓰지 않으련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의리 때문에 오늘의 길을 취하셨고 

나마저 섣부른 의리에 몸이 매어 부조에게 죄를 짓게 되었구나. (...) 나는 지금도 소식

없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영 단념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가신 이나 남은 이가 오랜 동

안을 그리움에 고통이 있을 뿐이라 믿는다.515)

따라서 조지훈은 ‘청록파’라는 유파 단위로부터 분리되어 정지용과의 감정공동체로 

독해될 가능성이 충분한 시인이다. 정지용과의 관계에서 조지훈은 청록3인으로서 

514) 윤동주의 ‘시인자격’은 윤동주 사후에 유족들과 정지용에 의해 ‘시인’이라고 명명되었

을 때에 부여된 것이라고 이해되어 왔다. 이에 관해서는 정우택, 앞의 글. 그런데 이에 

앞서 유고·편지-시 ｢쉽게 씌어진 시｣(1942)의 시적 화자가 자신의 시인됨을 자각하는 시

적인 문맥 속에서도 윤동주의 ‘시인자격’은 부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윤동주의 ‘시인

자격’, 곧 시인됨은 이처럼 시인의 안팎에서 여러 계기들을 거치며 부여되고 보증된 것이

라 할 수 있다.  

515) 조지훈, ｢누이 이실에게｣, �조지훈 전집 4: 수필의 미학�, 나남, 1996, 491~4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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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별점 없이 이야기되지만, 유독 정지용이 조지훈을 호명하였고, 말년의 음영적인 

시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조지훈을 정지용을 존재적으로 내면화한 시인으로 바라

볼 수 있는 것이다. 

  “해방 직전 직후와 동란 직전 직후”516) 정지용과의 동보적인 관계 속에서 음영

적 현실을 경험한 조지훈은 단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의식의 변모를 겪은 것이 

아니라 ‘슬픔’이라는 동류적 감정을 공유하는 감정공동체 안에서 ‘슬프지 않은 시’

를 향하여 자기의 시세계를 능동적으로 조정해 나간 것이라 할 수 있다. 해방 전

후와 동란 전후 조지훈 시의식의 굴절 양상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작품은 ‘기

려초’ 시편이다. ‘기려초’ 시편들은 당초 조지훈이 �조지훈시선�(1956)에 편성하기

로 기획하였으나 발표하지 않고 묻어 둔 것으로, ‘기려초’ 시편들이 명시적이지 않

은 방식으로 수록된 것은 그 다음에 출간된 시집 �역사 앞에서�(1959)에서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곧 정지용-윤동주와의 관계와 유비적으로 조지훈을 독해하는 

것이 그리 익숙한 구도의 접근법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한국현대시사에서는 ‘문협 

정통파’ 혹은 세칭 ‘청록파’를 경유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지훈을 이야기해오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학조직·유파 단위의 접근이 조지훈에 대한 편견이

나 오해를 양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령, 그 오해는 �청록집�이나 문협 정통

파 계열 시인들을 특수한 예외적 개인으로 바라보지 않음에 따라 각 개인의 문학

적 성과를 보수주의 문예화의 흐름 속에 위치시키고, 그러한 평가 구도 자체를 관

성적으로 지속해 나가는 방식에서 확인된다. 대표적인 연구로, 조지훈이 한국시인

협회에 깊이 관여하면서 당시 모더니스트였던 김수영을 재발견한 일련의 시사적 

작업을 두고 주류적인 시학의 방편을 모색하고 강화하기 위한 활로 정도로 여긴 

경우를 들 수 있다.517) ‘조지훈=민족주의적 순수문학의 옹호론자’의 편견적 구도에

서 벗어나 오히려 조지훈과 김수영의 공유적 속성을 비유파적인 시각에서 이해하

는 관점을 보여준 것은 천상병의 애도시이다.  

그 세 분만은 저를 욕하진 않을 겁니다. 

(...)

아침 햇빛보다

더 맑았고 

전세계보다

더 복잡했고

516) 조지훈, ｢후기｣, �조지훈 시선�, 정음사, 1956; 조지훈, �조지훈 전집 4: 수필의 미학�, 

나남출판사, 1996. 

517) 박연희, ｢1950년대 후반 시단의 재편과 현대시 개념의 논리 -<한국시인협

회>(1957~1962)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연구� 43, 한국문학연구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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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보다

더 괴로왔던 사나이들,

(...)518)

윤석성에 따르면 위의 시에서 “세 분”이 가리키는 존재는 조지훈, 김수영, 최계락

이다. 한편, 조지훈을 1920년대산 작가라는 세대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다시 

특수한 개인으로 초점화한 방민호는 조선어학회사건으로 대표되는 조지훈의 문학

사적 경험을 중심으로 조선문학의 암흑기에 제국의 민속지에 추수되지 않는 보편

적인 미의식의 세계를 형성해 나간 궤적으로 보았다. 이는 파시즘 논리에 저항한 

조지훈의 작가적 수행에 주목한 경우라 할 수 있다.519)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조지훈이 �청록집�에 수록한 시편 가운데에서도 조선어학회 사건을 경험한 이후 

시편들이 갖는 내적 차이이다. 조지훈이라는 개인이 역사와 만나는 지점을 탐문한 

작가론적 관점은 조지훈을 유파 중심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그의 시풍을 동양적 

은일이라는 관점 하에서 바라보았던 기존의 연구 경향에서 비껴설 수 있게 한다.  

  �청록집� 수록 시편 내에서 발생한 조지훈의 ‘내적 차이’는 자신의 시세계 내부

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을 뿐 아니라 식민지사관에 입각한 민속학 연구로부터도 일

정한 거리를 형성하는 ‘차이’로 기능하였으며, 세칭 ‘청록파’라는 유파 단위의 움직

임과도 일정한 차이 속에 존재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기실 ‘청록파’는 김

동리에 의해 삼가시인을 범주화된 이후 그 차이보다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인식되

어 왔으나, 김동리의 평가 또한 청록집의 간행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발

표된 것이며, 청록파는 공히 세 시인 모두의 출발점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청록파의 내적 차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청록파 자

연관과 김동리가 말한 전통적 자연관의 차이를 밝히고, 청록파 각 시인의 자연관의 

차이를 밝히는 방향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소절에서는 낭시가 말한 복수태로서의 공동체라는 관점 아래, 2장에서 해방

공간의 정지용을 구성 시절 김소월의 음영과 겹쳐 바라보았던 것처럼, 일제 말기 

조지훈의 음영을 정지용의 그것과 겹쳐 바라보는 관점을 취하였다. 앞 장에서 살펴

본 것처럼 조지훈은 정지용이 청록3인 가운데 실망감과 애정을 담아 수작(秀作)을 

기다렸고, ‘현제(賢弟)’라 칭한 유일한 시인이었으며, 또한 해방공간의 정지용이 자

화상적인 감정 속에서 자기 자신의 해방공간에서의 시편과 함께 나란히 타매한 ‘이

518) 천상병, �천상병은 천상 시인이다�, 오상출판사, 1984; 윤석성, �조지훈―전인적 삶의 

시화�, 건국대학교출판부, 1997에서 재인용. 

519) 방민호, ｢조선어학회 사건 전후의 조지훈｣, �우리문학연구� 30, 우리문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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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 높으신 분’이기도 했다. 이는 정지용과 청록파, 혹은 그것의 확장태인 문협정통

파 계열 시인과의 문단사적 계승 구도를 넘어서서 개별적으로 접속한 시인이 누구

였는지를 말해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청록파’는 �청록집� 이후 서로를 호명하는 

관계 속에서도 시의식이 고착되지 않았던 시인들이었던 바, 그 가운데에서도 역사 

비판적 시의식으로의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조지훈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청

록집� 이후의 조지훈을, 일제 말기로부터 경험한 음영적 현실 이후의 것으로 바라

볼 수 있다. 조지훈이 청록파라는 세칭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지점은 시대와 반목

하는 현실정향성을 보이게 된 점, 그리고 마지막 시기에는 김수영과 매듭을 이루며 

1960년대 시의 방향을 모색한 점에서 확인된다. 

  요컨대 본 장의 1절에서는 문학사적 전승이 가능했던 후행시인들을 편도체로 정

지용이 얼마나 멀리 나아갈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윤동주에 대한 개인 단위의 애도 감정을 바탕으로 결성된 동인 ‘시연구’에 주목하

고, 한국현대시사에서 ‘윤동주’를 경유하면서 새로운 시를 출발시키고자 하였던 점

에서 동인 ‘시연구’의 지향이 해방공간의 정지용과 맞닿는 지점을 바라보고자 하였

다. 이들이 최초로 윤동주를 경험한 시기는 해방공간의 정지용이 ‘윤동주의 일’을 

하면서 정지용의 자화상적 감정을 바탕으로 정지용-윤동주의 감정공동체가 형성된 

시기와 맞물려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청록3인 가운데에서도 조지훈의 

일제 말기 이후를 정지용의 시간과 겹쳐 읽고자 하였다.  

4.2. 해방공간 정지용 상실 세대의 감정 내력

  분단 이후 정지용의 편도체인 조지훈과 윤동주를 시와 시론 차원에서 지속적으

로 다루어온 시인은 김종길이다. 본 절에서는 먼저 김종길의 시사적 위치를 정지용 

시단의 두 흐름, 곧 조지훈과 윤동주에 대한 대한 매듭적 존재라는 관점에서 조명

한다. 김종길의 시론은 애사(哀詞) 형태의 윤동주론(1955)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해

방공간에서 1950년대 중반까지 김종길은 정지용과 윤동주의 자장 속에서 시인으

로, 또 시론가로 성장한 것이다.520) 정지용에게서 윤동주로 이어진 ‘열정(熱靜)’의 

태도는521) 한국시(인)들에 대한 김종길의 외부자적 감정인 ‘충정(衷情)’, 그리고 시

520) 선비가문에서 자란 이중언어세대인 김종길은 어려서부터 하이쿠나 한시 짓기에 소질을 

보였지만 무엇보다 그의 문학적 정체성을 형성한 것은 정지용이 시 고선위원으로 있었던 

일제 말기 잡지 �문장�(1939~1941)을 비롯한 순문예지와 시인들이었다. 김종길은 정지용

을 습작기의 모델로 삼으며 모국어로 시를 쓰는 시인으로 성장하였다. 

521) ‘열정(熱靜)’은 윤동주가 �정지용시집�의 ｢태극선｣이 수록된 페이지의 여백에 메모처럼 

끼적인 글자이다. 윤동주와 정지용의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이 메모는 적극적인 독

서의 흔적으로서 언급된 바 있다. 김응교, ｢윤동주와 �정지용시집�의 만남｣, �국제한인문

학연구� 16, 국제한인문학회, 2015, 107면. 본고에서는 이 ‘열정(熱靜)’이라는 단어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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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차원에서는 ‘선열함’522)으로 계승되었다. 초기시에서 ‘선열함’을 이미지의 차

원에서 실험하던 김종길은 점차 그것을 구체적인 인간에 대한 자신의 감정으로서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본 절에서는 나아가 납월북 시인 해금의 내적 서사를 이루는 해방공간의 소년들

의 감정에 주목한다. 3세대 국문학자-문학사가, 비평가로 성장하게 되는 해방공간

의 소년 세대들은 분단 이후 제도권 내에서 정지용이 복권될 수 있도록 정지용을 

내면화한 감정공동체이다. 1960년 이래로 시인의 복권이 실현되기까지 문단과 학

계를 중심으로 정지용 연구가 진행되었다.523) 본고는 그러한 흐름에 동참한 문학사

가, 비평가들이 해방공간과 전쟁기 사이에서 정지용이라는 세계 상실을 공통되게 

경험하면서 세대론적 감정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들의 정지용론

으로부터 자기 심혼의 탐구라는 감정의 영역을 분리시키기 어려운 것은 이러한 사

정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2.1. 윤동주와 조지훈의 매듭으로서의 김종길

  1926년생으로 영남 북부 안동의 유교문화권에서 성장한 김종길은 해방 전후 정

지용 시를 모델로 한 습작 과정을 거쳐 1946~1947년 학생문예 현상 공모와 기성 

문인 등용 절차를 나란히 통과하면서 시단에 입문하였다. 이 두 번의 등용 장면이 

매우 상징적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된다. 

  먼저 1946년 봄 �주간소학생�을 통해 입선하면서 김종길은 청년문학가협회 주최 

‘시의 밤’에서 학생시인의 자격으로 시를 낭독하고, 세칭 ‘청록파’ 시인들, 그리고 

청마 유치환과의 교유를 시작하게 되었다. 즉, 첫 번째 등용은 청록파 시인들 및 

유치환과 교유하게 된 계기가 되어준 것이다. 김종길에게 특히 조지훈과 유치환은 

시력 평생에 걸친 시인표상시의 대상이었고, 시인으로서의 삶의 이정표와도 같았

다. 따라서 이때의 첫 번째 당선은 학생시인으로서의 ‘완성’을 알리는 것을 넘어서 

김종길 시력에서 중요한 시작의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의 등용이 상징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김종길의 문단과의 연결고리가 정지

반적으로 열정(熱情)을 나타내는 글자가 아니라 윤동주가 ‘열(熱)’과 ‘정(靜)’으로 새롭게 

만들어낸 단어임에 주목하였다. 이는 다름 아닌 정지용의 시론 ｢시의 위의｣의 한 지침이

었던 ‘안으로 열하고 겉으로 서늘옵기’라는 두 가지 상반된 감각을 두 글자로 압축한 것

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윤동주는 정지용의 시론의 한 구절을 개인어로 원리화할 만큼의 

적극성과 시인 정지용에 대한 동반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522) ‘선열하다’는 김종길의 시 ｢솔개―안동에서｣(1996)에서 시인 이육사를 기리기 위하여 

사용된 시어로(“선열한 陸史의 겨울무지개!”), 모음동화(‘ㅡ’→‘ㅓ’)가 일어나는 경상도 방

언 현상에 순우리말인 ‘서늘하다’와 ‘열(熱)하다’의 조어가 동시에 성립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김종길, �솔개�, 시인생각, 2013. 

523) 본고의 [부록]에서 10년 단위로 그 목록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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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였다는 점에 있다. 학생시인으로 당선된 이듬해에 

김종길은 정지용이 주간으로 재직 중이던 �경향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기성 문인

으로 등단하였다. 김종길의 등단 직후 정지용은 �문장� 고선위원 시절과 같은 3회 

추천의 형태로 �경향신문�을 통해 윤동주의 시를 발표하였다. ‘새로운 신인’의 요

청은 이후 속간호 �문장�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 이 같은 해방공간에서의 정지

용의 문학적 수행 속에 김종길의 시단 입문 과정을 놓고 바라볼 때, 김종길은 ‘청

록파’ 계열의 학생시인으로 대우 받고 있었던 한편 윤동주를 중심으로 ‘새로운 신

인’을 요청하기 시작한 정지용에게는 해방공간의 신진 시인으로서의 위상을 부여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종길은 ‘시의 밤’ 행사에서 청마와 ‘청록파’ 시인들을 만나고, 경향신문사를 찾

아가 정지용을 만났던 일련의 일들을 날짜와 시간, 옷차림을 비롯한 그들의 풍모까

지도 세밀하게 술회하였다. 이는 김종길에게도 자신의 등단 절차는 ‘두 차례’에 이

르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해방공간에서 몇 편의 시를 발표한 이래 ｢성탄제｣(1953~1957) 연작을 발표한 김

종길은 수 년간 붓을 놓았다가 4.19 이후 시작을 재개하였다. 이후 김종길의 시력

은 꾸준히 이어져 전작집 �황사현상�(1986)과 마지막 시집 �솔개�(2013)에까지 이

르렀다. 그러나 등단 이후와 1950년대 후반 등 초기 시작 생활 가운데 짧지 않은 

공백기가 있었고 일평생 과작의 시인이었던 까닭에 한국현대시사에서 김종길의 시

사적 위치는 해방공간에서 등단한 1950년대 시인으로 분류되는 것에 그쳐 왔다. 

  김종길에 관한 연구는 주로 시집 해설과 평문을 중심을 이루어져 왔다. 유종호

는 동양의 한시 전통과 서구적 이미지즘 사이에서의 균형감각을 중심으로 김종길 

시세계의 원리를 설명하였다. 김우창은 감각과 기율의, 이남호는 명증한 이미지와 

정신성의 조화로 김종길의 시세계를 설명해 왔던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김종길은 

정신적 이미지를 구현하는 절제된 시적 자아의 시인으로 이해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종길의 시는 이러한 내적 원리와 함께 자신이 경험한 구체적인 세

계를 가리키는 자전시로서의 면모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는 것을 또 하나의 개성

으로 내비치고 있다. 이는 김종길이 시적 자아를 경험적 자아와 분리하지 않는 생

트 뵈브적인 사유를 가진 시론가이기도 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주목되는 사실이다. 

  그것은 가까운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나 죽음에 대한 경험을 지켜보고 다룬 시, 

그리고 작고 혹은 생존 시인에 대한 시인표상시로 유형화된다. 거기에서 김종길의 

태도는 김흥규가 세계내적 초월이라고 명명한 바와 같은 ‘견딤’이다. 4.19 이후 창

작을 재개한 김종길 시의 화자는 자신의 대학생 제자들이 놓여있는 상반된 상황 

사이에서 절제된 태도로 자신의 감정을 또박또박히 적어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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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초여름 성북서 보호실로 면회를 갔던,

평호도, 응휘도 무사히 졸업장을 받게 된 것이

나로서는 무엇보다도 기뻤어.

그러나 여름과 가을 동안

학교에서 쫓겨난 학생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금 추운 감방에서

너처럼 떨고 있을 몇몇 학생들을 생각하면,

영하 삼십도를 오르내리는 비무장지대에서

초소를 지키는 너를 생각하는 것처럼 

뼈아프게 느껴지단 말이야.

비록 한때의 명분은 다를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결국 같은 추위를 견디고 있는 거야. 

겨레의 가장 뼈아픈 진실을 견디고 있는 거야.524)

한편, 김종길 시의 ‘시인표상성’은 구체적이고도 특정한 시인에 관한 기억을 토대

로 구술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싸락눈 내리는 밤 燒酒로 지새우며

자꾸만 울고 싶다는

이제는 故人이 된 詩人의 葉書,525)

시론의 층위에서 ‘시인표상성’은 그가 읽고 사숙했던 시인들의 존재가 1960, 70년

대 시단의 순수참여논쟁에 대한 현재화된 대안적 모델로 재발견되는 방식으로 나

타난다.526) 김종길의 시와 시론은 고전주의적인 시풍을 실험하거나 유교적인 가치

에 입각하여 쓰인 한 개인의 창작물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스스로를 전승의 매재로 

삼아 문학사적인 가치를 실어나른 것이 된다. 김종길의 시인, 시론가로서의 사명, 

그리고 문학사적인 위치는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확인될 수 있다. 

  김종길의 기원적 풍경에 놓인 것은 시에 있어서 ‘성탄제’였고, 시론, 시의 본질에 

대한 자각에 있어서는 윤동주였다. 김종길의 공식적인 첫 번째 평문이 ｢윤동주 씨

의 추억｣이 된다는 사실과 이것이 윤동주 추도사의 시점에 발표된 것이라는 점은 

524) 김종길, ｢군에 간 아이에게｣, �천지현황�, 미래사, 1991, 92~93면.

525) 김종길, ｢설합을 뒤지며｣, 위의 책, 106면.

526) 김종길, �진실과 언어�, 일지사,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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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 연구에서 알려지지 않았다. 해방이 되던 해에 “문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

보기 위”해 상경한 김종길은527) 정지용이 �경향신문� 주간으로 재직하던 1947년 

초 신춘문예 시부문에 ｢門｣이 입선하면서 정식등단하였다. 

(……) 당시 경향신문의 주필이며 시 부문의 선자였던, 까만 명주 두루마기 차림의 정

지용 선생으로부터 상금 봉투를 받았다.528)

그리고 그에 앞서 해방 직후 김종길은 �주간소학생� 현상응모에 동요 ｢바다로 간 

나비｣가 당선되었다. 당시 �주간소학생�의 현상동요 고선위원은 정지용이었다.529)

이는 통상 1950년대 시인으로 분류되어온 김종길이,530) 해방공간에서 등단한 세대

이며 해방 후 두 차례나 정지용을 거쳐 시인이 된 ‘정지용 시단’이라는 것, 다시 

말해 윤동주와 같은 수순을 거쳐 정지용의 ‘추천’으로 해방공간의 신진시인이 되었

음을 의미한다.531)

  윤동주와 김종길은 공식적으로 시인이 된 경위뿐 아니라 �문장�을 읽고 정지용 

시를 창작의 전범으로 삼은 경험의 지점에서도 서로 결속력을 보인다. 

그러나 나는 그 무렵의 중등학생으로서는 희귀하게도 우리말로 된 문학 잡지나 시집을 

접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방학 때면 찾는 외가에서였다. 당시 서울에서 신

문사에 근무하면서 시를 쓰던 외숙 이병각(李秉珏) 씨와 중앙 불교 전문학교(동국대학

교의 전신) 문과에 다니던 외종형의 본가의 서가에서 나는 《문장(文章)》 《시학(詩學)》 

등의 잡지와 �화사집(花蛇集�이니 �청마시초(靑馬詩鈔)�니 하는 호화판 시집들을 꺼내 

읽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532)  

해방 후 내가 열심히 시를 습작하고 있었을 때의 나의 주된 모델은 정지용이었다. 

(……) 지용의 영향은 나의 등단작품인 ｢문｣에도 나타나있고 1947년 봄 고 이서구 선생

이 내고 있었던 �학생문예신보� 주관으로 경복궁에서 열렸던 대학생 시 백일장 입선작

527) 김종길, ｢너는 커서 무엇을 할래｣, �시와 시인들�, 민음사, 1997, 172면.  

528) 김종길, ｢하나의 변명｣, 위의 책, 176면. 

529) 정지용이 �주간소학생�과 �소학생� '아협상 타기 작문 동요' 현상응모의 고정 심사위원

이던 당시 김종길의 동요 ｢바다로 간 나비｣가 당선되었다. 김종길, ｢바다로 간 나비｣, �

주간소학생� 16, 1946.5.27. 박태일, ｢새 발굴 자료로 본 정지용의 광복기 문학｣, �어문

학� 83, 한국어문학회, 2004; 전갑주·오영식, ｢�주간소학생� 총목차｣, �근대서지� 1, 근

대서지학회, 2010, 268면 참조. 

530) 이희중, ｢역사의 부침과 시의 행로｣, 송하춘·이남호 편, �1950년대의 시인들�, 나남, 

1994, 65~82면.  

531) ｢신춘문예당선발표｣, �경향신문�, 1947.1.4. 

   故 윤동주, ｢쉽게 씨워진 시｣, �경향신문�, 1947.2.13. 

532) 김종길, 위의 책, 1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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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만발｣에도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은 나의 습작기 작품들에 나타난 지용의 영향은 극

도의 압축과 절제를 보이는 시풍으로 귀결되었지만 그러한 고전주의적 시풍에도 어쩔 

수 없이 20대 초 청년의 낭만적인 성향은 내비치지 않을 수 없었다.533)

김종길은 정지용으로부터의 영향이 “극도의 압축과 절제를 보이는 시풍”으로 귀결

되었으며, 20대 초반이던 등단을 전후한 시기 자신의 초기작은 정지용으로부터의 

영향과 낭만적 성향 사이에서 긴장관계에 놓여 있었다고 돌아보았다. 훗날 정지용

과 김종길 시세계의 접점을 감각적이고도 절제된 이미지에서 찾고 두 시인의 계열

화를 시도한 것은 김춘수였지만, 김춘수의 시도를 제외한다면 문학사에서 김종길은 

다른 시인들과의 관계망 속에서 그 문학세계의 전개과정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시인이다. 본 절에서는 김종길을 정지용 시단이라는 관계망 속에 위치시킴

으로써 분단 이후 윤동주를 편도체로 한 간접화된 형태의 정지용 시단의 한 지류

로서 김종길의 시의식과 문학사적 위상의 해명에 도달하고자 한다.   

  김종길과 함께 해방 후 정지용 시단에 위치되는 윤동주의 경우 정지용과의 영향

관계는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특유한 읽기 경험의 방

식이자, 선행연구를 통해 충분히 강조되지 않은 사실은 윤동주가 정지용을 받아들

이는 방식이 제1시집 �정지용시집�의 발간 이후 잡지에 발표된 시인의 사유들을 

발표 시점과의 동시성 속에서 시집 속에 부기하는 상호생성적 읽기의 방식이었다

는 점이다. 가령, 윤동주는 �정지용시집� 이후 발표된 정지용의 시론 ｢시의 위의｣

의 핵심 구절로 사료되는 감정 태도를 ‘열(熱)’과 ‘정(靜)’이라는 단 두 자로 새롭게 

조합한 ‘열정(熱靜)’이라는 단어로 압축하고, 그것을 �정지용시집� 수록작인 ｢태극

선｣에 부기하였다. 윤동주는 정지용에 대한 시인연구의 수준에 도달해 있었던 것이

라 할 수 있다.  

  정지용을 전범으로 삼으며 영향을 의식한 비슷한 경험 속에서 세 시인 사이에서

는 윤동주가 ‘열정(熱靜)’이라고 표현한 ｢시의 위의｣의 감정태도가 여러 양상으로 

순환하고 있다. 윤동주가 ‘안으로 열하고 겉으로 서늘옵기’의 태도를 ‘뜨거운 고요

함’이라는 새로운 표현을 동원하여 압축하였다면, 김종길에 이르러서 그러한 태도

는 ‘뜨거운 서늘함’이라는 감각적 이미지의 차원으로 변주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처럼 정지용 시단이라는 범주를 설정함으로, 상호생성적 읽기 방식을 통해 

정지용-윤동주 사이를 순환하게 된 감정태도로서의 ‘뜨거운 고요함’이 김종길에게

서 ‘뜨거운 서늘함’이라는 이미지 차원으로 정착되는 과정이 계기적인 연관성을 띠

게 된다. ‘뜨거운 서늘함’이라는 모순적 이미지의 병치는 해방공간에서의 시와 ｢성

533) 김종길, �시와 삶 사이에서�, 현대문학, 2005, 62~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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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제｣ 연작을 통해 김종길 시의 주요 이미지로 정착되었으며, 말년의 시에서는 시

인의 정신성을 나타내기 위한 고유시어로 이행하게 된다. 감각적 이미지 차원의 표

현이 시인의 감정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행하는 과정은 김종길의 좌표가 자신

이 발원한 정지용-윤동주 시단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습작기의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해방공간에 나란히 시인이 되다시피하

였으며 정지용 시단 내에서 ｢시의 위의｣와 긴밀히 상응하는 시인의 감정태도를 고

유한 방식으로 생성한 김종길과 윤동주를 정지용과 ‘해방기 문장파’로 결속할 수 

있었던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 소장문인들과 함께 해방 후 확장된 형태의 정지용 

시단을 이루었던 존재들로 여길 수 있다.  

  김종길은 시언어 운용관의 측면에서 윤동주와 접점을 보여주었다. 윤동주와 함께 

해방 후 확장된 형태의 정지용 시단이라는 범주 속에 놓이는 김종길은 윤동주 10

주기를 즈음한 1950년대 중반에는 윤동주론을 스스로 발표함으로써 시비평을 시작

하였다. 망자인 윤동주가 후기시로의 변모과정을 통해 �백록담�(1941) 준비기의 정

지용을 내면화하고, 해방공간의 정지용의 자화상적 감정 또한 투영되어 있었던 존

재인 까닭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로써 텍스트의 삶을 영속적으로 이어가면서 

분단 이후 정지용의 문학사적 편도체가 될 수 있었다는 역도법적인 진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렇다고 할 때, 정지용 시단 내에 윤동주와 함께 속해 있었던 

김종길은 정지용의 편도체로서의 윤동주를 또 하나의 중요한 문학적 출발점으로 

삼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절을 통해 김종길을 정지용-윤동주의 결속관계에 

대한 하나의 후행적인 지류로 살펴보고자 함은 이 때문이다.  

  김종길을 정지용-윤동주의 지류로서 살펴보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할 사항은 시

인표상시와 시인초상적 시론을 특징으로 하는 김종길의 문학세계에서 반복적으로 

참조되는 시인들의 범위, 곧 김종길로부터 능동적으로 형성되었던 감정공동체 시인

들의 범위에 대한 확인이다. 정지용-윤동주의 지류로서의 김종길은 문학사의 중심

에서 벗어난 외곽에서 공전(空轉)하면서 시인들의 정신성을 종합하고 구축하며 계

승하였다. 또한 김종길이 시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은 동시대적인 것이 아니라 

만시성 속의 것이었다. 김종길의 만시적인 시인표상 작업을 통해 통합되고 있는 시

인들의 범위는 윤동주, 이육사, 유치환, 조지훈, 월남시인 윤일주 등이다. 첫 번째 

비평집인 �진실과 언어�에서부터 마지막 번째 시집인 �솔개�에 이르기까지 시인들

의 정신성에 대한 김종길의 만시적인 구축작업은 지속되었다. 윤일주의 유고를 엮

고 윤동주와 윤일주를 형제시인의 관점에서 독해한 작업 정지용-윤동주의 유고집 

간행과 운명적으로 겹쳐지는 것일 뿐 아니라, 시인의 정신성을 재구축하고 현재화

하는 것이 김종길의 본령이었음을 말해준다.  

  김종길 문학세계에 대한 논의는 전작집 한 권 분량의 시집을 중심으로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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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이 후천적으로 습득한 영미 신비평과 유교주의적인 기질의 차원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시도되어 왔다. 그러나 김종길의 시세계가 ‘죽음’을 테마로 한 차

원을 넘어서서 시인표상시라는 뚜렷한 장르적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시 비평의 전

개과정에서 그 출발에 놓이는 것이 윤동주론이라는 것, 시 비평을 시작한 시기를 

즈음하여 시의 기원에 해당하는 성탄제 연작과 시연구 동인활동이 위치해있다는 

사실은 중요하게 언급되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김종길은 문학사에서 중심

에서 비껴나 공전하는 시인이었던 까닭이다. 김종길의 해석이 잘못된 해석으로 여

겨지고 고립되어 있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초기 문학세계 형성과정에서 김

종길의 전방위적인 활동을 고려할 때 김종길의 문학이력을 전개도처럼 펼쳐놓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김종길은 청년문학가협회 시인들 가운데 조지훈, 유치환에 관한 시인초상적 시론

과 시인표상시가 다수 확인되는 등 특정한 시인들을 둘러싼 지속적인 충정의 감정

이 김종길의 시론과 시인표상시로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종

길은 정지용의 해방 전후 시단인 조지훈과 윤동주의 매듭으로,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창작을 이어나갔다. 문학사에서 김종길은 작은 존재의 비중을 갖지만 정지용

을 내면화한 시인들을 한 몸으로 계승하였다는 점에서 또 다른 확장의 가능성을 

보여준 시인이라 할 수 있다.  

붉은 이마에 싸늘한 달이 서리어

아우의 얼굴은 슬픈 그림이다.

발걸음을 멈추어

살그머니 애딘 손을 잡으며

"너는 자라 무엇이 되려니"

"사람이 되지"

아우의 설운 진정코 설운 대답이다. 

슬며─시 잡았던 손을 놓고

아우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본다.

싸늘한 달이 붉은 이마에 젖어, 

아우의 얼굴은 슬픈 그림이다.534)

534) 윤동주, ｢아우의 인상화｣(1938.9.15; �조선일보�, 1938.10.17. 강조-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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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의 “붉은 이마”와 “싸늘한 달”이 겹쳐지는 박명의 시간 속에서 화자는 아우에

게 “자라 무엇이 되”려는지를 묻고, 아우는 “사람이” 될 것이라 대답한다. 이 같은 

물음과 대답이 오고가는 사이에도 손이 “애딘” ‘아우’, 그리고 아우가 되려고 한다

는 그 ‘사람’의 사이는 이마와 달이 “서리”고 “젖”어가는 박명의 순간처럼 쉼없이 

경계를 잃어가고 있다. 아우의 “붉은 이마”가 식어가는 동안 화자인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단 한순간 아우의 인상뿐이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손을 잡”아도 보지만 박명의 시간 속에서 사람이 되어가는 아우를 결코 붙잡을 

수는 없다. 망설임이 없는 아우의 대답을 거듭 “설운” 것이라 여기는 화자의 반응

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 서러운 일임을 짐작케 한다. 

  시의 후반부에 이르러 화자는 "아우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사람이 되어

가는 아우에 대한 자신의 슬픔을 재확인한다. "다시 들여다" 보아도 여전히 슬픔인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다시 들여다본다"는 진술은 화자가 이미 여러 차례 아우

의 운명을 진지하게 들여다보아 왔음을 알게 한다. 그러나 그 들여다봄이란 “설”워

하는 자가 “아우의 얼굴”을 통해 자신의 ‘슬픔’이라는 감정을 비춰내는 자화상적인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시는 ‘인상화’라는 제목을 표방하고 있으나, 아우에 대한 

슬픔을 느끼는 자기 자신의 감정에 대한 자화상이라 할 수 있으며, ｢참회록｣(1942)

이나 ｢자화상｣(1939)에 시간적으로 앞서있는 윤동주 자화상 계열 시편 중 하나로 

여길 수 있다. 들여다보는 행위를 통해 마주한 것이 대상의 형상에 중첩된 자신의 

감정이라는 점에서, 이 시는 한 사람은 알고 다른 한 사람은 아직 알지 못하는 슬

픔의 감정공동체를 형상화한 것이 된다. ‘붉은 이마’가 갖는 피와 운명의 상징성을 

동반하면서 아우의 운명을 슬퍼하고 있는 까닭에 화자의 감정은 사적인 차원에 머

무르지 않는다. 화자의 감정은 형의 슬픔을 알지 못하는 아우에 대하여 슬픔의 감

정공동체를 형성한다. 

  해방공간의 정지용 이래로, 윤동주를 한갓 무명시인이나 무엇의 상징이 아니라 

문학사 내의 ‘시인’으로 호명하고 환대하는 일련의 작업이 이루어졌다. 해방공간에

서 시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38년 이후의 윤동주 후기시에 방점을 두고 독서한 

1950년대 시인들이 계승한 것은 초판본 시집을 전후로 형성된 정지용의 윤동주 읽

기 계보이다. 이들은 문학사에서 유파로 범주화되지 않은 ‘시연구’ 동인이다. 이들

이 윤동주를 ‘형’이나 ‘시인’과 같이 실체화된 존재로 호명하는 과정에서 ｢아우의 

인상화｣의 감정공동체가 드러나고 확장된다. 윤동주의 첫 번째 아우인 윤일주는 윤

동주 10주기를 즈음하여 그의 편모를 다룬 산문 ｢형 윤동주의 추억｣을 통해 '아우

의 인상화'를 윤동주의 자전시로 바라볼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였다. 연희전문학교 

재학 당시 방학마다 낙향하여 아우와 산책을 나갔던 윤동주의 일화를 소개하는 가

운데 ｢아우의 인상화｣가 윤일주 자신을 ‘아우’로 염두에 두며 창작되었으리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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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억해낸’ 것이다. 시인을 실체화하는 윤일주의 이 같은 작업은 막연히 윤동주

의 가족시편들을 자전시로 여겨왔던 심정적인 추정들을 뒷받침한다. ｢아우의 인상

화｣나 ｢별 헤는 밤｣과 같은 가족시편들을 윤동주와 한 형제로서 공유했던 가족경

험 속에 배치하는 작업을 통해 윤일주는 자신이 ｢아우의 인상화｣의 청자였음을 뒤

늦게 자각하고, 자신에게서 '슬픔'을 들여다보았던 형의 감정과 만시성 속에서 결

속된다. 이 같은 상호성이, 단지 두 사람이 모두 시를 썼기 때문에 형제시인이라고 

보는 관점을 넘어서서, ｢아우의 인상화｣로 매개된 형제시인임을 드러낸다. 

  ｢아우의 인상화｣를 중심으로 한 슬픔의 감정공동체에 포괄되는 또 한 사람의 존

재는 김종길이다. 김종길은 시연구 합류의 계기인 윤동주 애도문을 발표하였을 당

시 자신이 시인의 아우인 윤일주의 '십년지우'임을 밝힌 바 있으며, 윤일주에 대한 

지우로서 훗날 윤일주의 유고시집을 간행하고 형제시인의 관점에서 윤동주와 윤일

주의 시에 대한 비평적 접근을 최초로 시도하기도 하였다. 김종길은 이처럼 자신의 

생래적인 원심력에 바탕한 충정(衷情)의 감정으로 윤동주와 윤일주의 형제시인의식

을 알아보고 있을뿐더러, 자신의 문학적 자서전에서는 ｢아우의 인상화｣의 한 구절

을 자신의 문학인으로서의 성장을 암시하는 질문으로 변주함으로써 윤동주에 대한 

무의식으로서의 아우의식을 드러낸다. 

보통학교 2학년 땐가 어느 분이 <너는 커서 무엇을 할래> 하고 물었을 때 나는 서슴없

이 <소설가가 되겠다고> 대답한 것이 지금도 생각난다.535)

｢아우의 인상화｣를 둘러싼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은 윤동주와 일주 형제의 상호성에 

바탕한 감정공동체가 20년 가까운 시간을 사이에 두고 만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었음을 보여준다. 이후 월남시인이기도 한 윤일주는 자신의 작품 속에서 윤동주 시

의 발화를 재현하거나 민들레 홀씨의 이미지를 활용함으로써 자신과 형의 중첩된 

목소리 혹은 형상을 시 속에 맥락화하는 창작방향을 갖게 된다. 

검은 돌담만 연달은/ 골목길을/ 휘파람을 불며 갑니다.// 진흙도 없이 돌담은/ 잘도 

쌓이었거니// 틈틈이 보이는 것 열린 사립인데/ 비바리는 안 보이고,// 돌담 그치는 

곳/ 눈앞에 펄치는 茫茫大海/ 옷자락과 함께 펄럭이는데/ 나는 더 어디로 걸을까요.// 

물빛으로 푸른 바람 속/ 이월인데/ 붉게 타는 동백꽃 무리.536)

김종길이 엮은 윤일주의 두 번째 유고시집 �동화�에 실린 습작시이다. 1952년 창

535) 김종길, ｢너는 커서 무엇을 할래｣, 앞의 책, 169~170면. 

536) 윤일주, ｢제주즉흥｣, 김종길 편, �동화�, 솔, 2004, 35면. (강조-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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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된 이 시는 창작 시기와 시의 배경상 윤동주의 7주기(1952년 2월)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윤일주는 군 복무지 제주에서 이 시를 썼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는 

윤동주 7주기에 즈음하여 쓰인 것일 뿐 아니라 독행하는 이의 ‘휘파람(｢십자가｣)’

이라는 윤동주의 익숙한 모티프와 함께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경건한 어조로 

묻는 것으로 윤동주의 시를 재현한다. 2월의 제주를 배경으로 시적 화자는 돌담이 

다할 때까지 돌담을 따라 걸으며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묻는다. 이 물음은 

윤동주의 ｢흰 그림자｣의 물음과도 같은 대화적 독백의 형태를 띠고 있다. 

황혼이 짙어지는 길모금에서/ 하루 종일 시든 귀를 가만히 기울이면/ 땅검의 옮겨지는 

발자취 소리,// 발자취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나는 총명했던가요.537)

형 윤동주의 7주가 있던 계절에 윤동주의 ｢십자가｣나 ｢흰 그림자｣와 같이 휘파람

불기와 (귀가)길을 모티프로 한 윤일주의 이 시는 그러므로 윤동주를 ‘소리’의 차원

에서 내면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시적 화자가 이 같은 대화적 독백 끝

에 갑작스럽게 마주치는 것은 “푸른 바람 속” 계절을 앞서며 붉게 핀 “동백꽃 무

리”이다. 2월이라는 시간의 단서와 형 윤동주의 목소리가 재현된 뒤에 나타나는 

이 색채 심상은 단순히 이미지즘적인 것으로 머물지 않고, 누군가의 대답처럼 주어

지는 의미심장한 풍경이 된다. 

  길이 다한 곳에서 “물빛” 어린 “푸른 바람” 속 동백의 의미는 외재하는 시간을 

거스르면서 기습적으로 찾아오는 생각 혹은 기억이라는 의미로 확장된다. 계절과 

배경에 맞지 않게 다가온 동백의 온도감은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생각 혹은 기억

으로서의 동백이라고 볼 수 있다. 문득 마주친 붉은 동백의 형상은 이 시의 제목

인 ‘즉흥’의 은유로서 제시된 것이다. 

  다른 시에서 윤일주는 윤동주의 ‘흰 그림자’ 모티프와 순이 시편을 재현하기도 

한다. 김종길이 ‘형제시인’이라는 관점에서 윤일주 시의 ‘동심’과 ‘시각성’을 윤동주

와의 관련성 속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윤일주의 시는 동심과 시각성에서 나아가 

정지용이나 윤동주와 같은 선행시인의 작품을 동시로 변주하거나 재현하는 방식이 

엿보인다. 선행 시인의 존재를 기억하고 재현하는 방식을 윤일주 시의 한 특징이자 

시인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다. 

햇빛 따스한 언니 무덤 옆에/ 민들레 한 그루 서 있습니다./ 한 줄기엔 노란 꽃/ 한 

줄기엔 하얀 씨.// 꽃은 따 가슴에 꽂고/ 꽃씨는 입김으로 불어봅니다./ 가벼이 가벼이

537) 윤동주, ｢흰 그림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정음사, 1948; 홍장학 편, 앞의 책, 

125면(강조-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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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로 사라지는 꽃씨,// ─ 언니도 말없이 갔었지요.// 눈 감고 불어보는 민들레 

피리/ 언니 얼굴 환하게 떠오릅니다.// 날아간 꽃씨는/ 봄이면 넓은 들에/ 다시 피겠

지./ 언니여, 그때엔/ 우리도 만나겠지요.538)

뿐만 아니라 윤일주는 형에 대한 그리움을 자매애로 변주한 시를 쓰기도 했다. ｢제

주즉흥｣과 같은 해에 창작되었으며 봄을 배경으로 하는 ｢민들레 피리｣(1952)가 그

것이다. 윤일주의 첫 번째 유고시집539)의 표제작이 되기도 하는 이 시의 화자는 

언니를 여의고 그리워하는 동생으로 제시되어 있다. 화자는, 입으로 불자 “가벼이 

가벼이 하늘로 사라지는” 민들레 홀씨를 통해 “언니”의 죽음이 그만치 홀연한 것

이었음을 안다. ｢제주즉흥｣과 마찬가지로 윤동주의 7주기 무렵 창작된 이 시는 형

에 대한 그리움을 자매애로 변주한 시로 읽힌다. 이 시의 화자는 “한 그루”에 났지

만 하얀 홀씨로 남은 것과 노랗게 핀 것의 차이를 통해 저승과 이승 사이의 거리

를, 언니의 죽음과 자신의 남아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디아스포라의 상징이기도 한 

‘민들레’를 통해 시인 윤일주는 간도 내에서도 여러 차례 이주를 겪고 홀로 남은 

노란색 민들레처럼 단신 월남한 자신의 존재를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눈 

감고 불어보는 민들레 피리/ 언니 얼굴 환하게 떠오”른다고 하며 시인은 ‘민들레’

를 피리부는 것이 곧 실향인으로서 시를 쓰는 행위가 언니[형]를 다시 불러오는 초

혼행위가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자전적인 요소가 강한 이 시에서 민들레 피

리 불기의 장면은 시인으로서의 자각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월남시인 윤일주의 습작기 시는 유년시절 용정에서 윤동주의 

무릎 아래에서 시를 쓰기 시작하여 이미지즘의 시를 지나 성년 이후에는 형을 그

리워하는 방식으로 시를 쓰고 있었던, 윤동주의 삶과 죽음 속에서 언제나 시인이었

던 윤일주의 모습을 전환기 시사한 한 존재로 드러낸다. 

  죽음의 명상, 그리고 형의 시로부터 모티프와 어조를 재현해내는 방식을 윤일주

의 시의식의 특징으로 갈무리할 수 있다. 또, 등단 직후인 1950년대에 윤일주가 ｢

카페 프란스｣와 ｢나비｣ 등 비애와 고독이 드러난 정지용의 초기시와 후기시를 중

요한 모티프로 활용하기도 하였음을 함께 언급해둘 필요가 있다.540)

이것 역시 형 윤동주의 문학사적인 역할을 이어받은 측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로써 윤동주-일주 형제는 전승의 기반이 상실된 시인[정지용]의 후행계보는 어떻

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답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윤동주를 문학적으로 내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일주는, 시인표상시를 통해 

538) 윤일주, ｢민들레 피리｣, 김종길 편, 앞의 책, 85면.

539) 윤일주, �민들레 피리�, 정음사, 1987.

540) 김종길 편, 윤일주,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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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됨’을 자신의 시에 내면화한 김종길과 시인으로서의 역할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두 사람은 ‘그의 일을 대신 해나갔다’는 점에서, 이상을 뒤따른 정

인택과 같은 존재인 것이다. 

  내면화의 대상이 되는 시인들의 범주와 이들과의 거리 설정에 있어서 두 시인은 

차이를 보인다. 김종길에게 그러한 시인들의 범주가 멀리로는 이육사, 윤동주로부

터 가까운 유치환과 조지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것이었다면 윤일주에게는 그 내

면화의 대상은 오로지 형 윤동주일 따름이다. 또, 김종길이 자신의 시에 이들을 내

면화하는 방식은 외부자적인 위치에서의 충정(衷情)에 입각한 방식이었음에 반하여 

윤일주는 내면화 대상이 되는 시인의 어조를 그대로 재현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나아가 이 같은 ｢아우의 인상화｣ 공동체가 윤동주를 문학사의 ‘형’으로 호명한 

김춘수, 그리고 윤동주와 일주를 형제시인이라는 관점으로 포착한 김종길의 무의식

을 통해 더 넓은 형태로 확장되고 있었음을 살펴보게 한다. 시인의 감정이 다른 

시간 속에서 응답되며 더 넓은 형태의 감정공동체로 확장되어가는 과정은 시와 시

인은 별개라는 시≠시인이라는 근대적 시관을 넘어서서 시인의 감정에서 출발된 

인상화가 갖는 구체적인 영속의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보다 그 역사성을 확보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종길에게는 1946년 학생 신분으로 청년문학가협회의 <문학의 밤>에서 시 낭

독을 한 경험이 있다. 그 배경에는 �주간소학생� 동요 당선으로 을유문화사에서 근

무하던 박두진을 알게 되고 그 무렵 조지훈도 알게 된 데서 비롯한다. 겹의 관계

가 형성된 것이다. 정지용-윤동주와 함께 청년문학가협회 시인들과의 교류는 김종

길을 정지용으로부터의 시단의 두 계보를 매듭짓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해방되던 

해에서 1947년까지의 2년 남짓한 기간의 경험이 김종길의 기원을 형성한 것이다. 

46년 봄 을유문화사에서 내던 《주간 소학생》의 동시 현상 모집에 ｢바다로 간 나비｣라

는 작품으로 입선하게 되어 《주간 소학생》의 주간인 윤석중 선생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박두진 선생을 알게 되고 조지훈 씨도 그 무렵 처음 만났다. 

위에서 언급되고 있는 문인들은 모두 청년문학가협회와 관련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해방 이전 �문장�을 통해 등단한 이력을 공유하고 있다. 정지용을 두 차례 경유한 

김종길의 문학입문기는 그 자체로, 당시 해방공간에서 �문장�이 이원화되어 있었던 

사정과 그것이 좌우 문학의 분기를 반영한 것임을 드러내 보인다. 이는 김종길의 

내면을 통해 도달하게 되는 문학사적 장면이다. 김종길이 제시한 문학사적 장면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백록담�이 중층구조였던 것처럼, 이 역시 �문장�이 갖는 

두 가지 정신성을 그대로 해방공간에서 확장한 결과일 수 있다. 해방직후의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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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합작 이후 다시 분기된 �문장�의 후신 중 한 쪽은 사라진다. 그러나 정지용의 

계보는 그가 유산처럼 남긴 윤동주에 의해 역사를 건너간다.  

  요컨대 본 절의 첫째 소절에서는 조지훈과 윤동주의 매듭으로서 김종길의 시사

적 위치를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김종길은 1955년 윤동주 2주기에 발표한 시인론

으로 비평활동을 시작하였고, 조지훈에 관한 여러 차례의 문인초상을 비롯하여 ‘시

인’을 중요한 범례로 시론 및 시작 활동을 이어나갔던 것이다. 이는 영문학자라는 

외부자적 정체성으로 한국시와 시인에 대해 갖는 ‘참된 정’으로서의 ‘충정(衷情)’의 

감정이 작용한 결과였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경험한 ‘시인’을 사유의 중요한 범례

로 삼는 가운데 김종길의 문학에서는 시인의 경험적 자아와 시적 자아를 구분하지 

않는 경험적 시관, 그리고 시인표상시가 대표성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종길이 ‘시’에서 경험적 자아로서의 시인의 위치와 사명을 중요하게 여겼음은 정

지용-윤동주-김종길로 이어지는 하나의 반근대적 미학의 전통을 보여준다. 시작 

행위를 시인됨과 분리하지 않았다는 점은 세 시인에 대한 비교 준거가 된다. 정지

용의 후기 대표시론인 ‘안으로 열하고 겉으로 서늘옵기’의 시인의식은 윤동주의 수

정주의적·창조적 독서를 거쳐 ‘열정(熱靜)’이라는 개념으로 정착되고, 김종길 문학

에서는 ‘선열함’이라는 감각적·정신적 차원이 응집된 태도로 나타났다. ‘열정(熱靜)’

과 ‘선열함’은 이 두 시인이 정지용의 세계를 통과하면서 만들 수 있었던 조어로

서, 세 시인 사이에서 개방되어 있는 하나의 세계를 보여준다. 

  4.2.2. 해방공간의 소년들과 해금의 감정기반

  본 소절에서는 문단과 학계의 차원에서 외재화된 흐름으로 나타난 정지용 복권 

운동의 의미에 주목한다.541) 1970년대 후반부터 정지용 복권 운동을 주도한 이들

은 해방공간에서 정지용이라는 세계 상실을 세대적 체험으로 공유한 해방공간 소

년 출신의 3세대 국문학자, 문학사가들이다. 이들이 분단 이후 정지용 감정공동체

의 한 지류를 형성한다. 

  주지하듯 납·월북 문인에 대한 해금은 1987년 체제를 비롯한 이른바 ‘해금투쟁’

의 결과로서 도래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의 이면에는 해방공간과 전쟁기 사

이에서 정지용이라는 세계를 상실한 해방공간 소년의 감정사가 또한 내재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금의 서사를 자율적인 의미로 회복

하기 위해서는 역사의 이면에 잠겨있는 감정사에 대한 망탈리테적인 시각이 요구

되는 것이다. 

541) 월북작가의 점진적인 해금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서지연구로는 장문석, ｢월북작가의 

해금과 작품집 출판 (1)｣, �구보학보� 19, 구보학회, 2018 참조.  



- 197 -

  성장기에 시인을 시인으로, 또 아버지로 ‘경험했던’ 소년기의 감정에 기반한 문

학사가와 문인가족의 복권 운동에 주목하는 방식은 국가에 의해 외부적으로 주어

진 해금의 이면적 의미를 살펴볼 수 있게 한다. 본 소절에서는 해금을 시대의 격

랑에 따라 도래된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이 절실했던 이들의 지속적인 감정 투

쟁을 통해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실현된 것이라는 의미로 회복하고자 한다.542)

  정지용이라는 세계 상실을 경험한 해방공간 소년으로는 훗날 국문학 3세대 연구

자로 성장하게 되는 일련의 문학사가-비평가들, 그리고 정지용의 장남 정구관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 먼저 장남 정구관은 해방공간의 정지용에 관련된 

문단 일화나 정지용의 산문에 삽화처럼 등장했던 인물이다.543) 해방 후반부, ‘소문

의 벽’에 갇힌 정지용으로 하여금 월북 오보 사실을 정정하기 위한 가능했던 선택

지가 월북과 전향뿐이었던 상황은 구관에게 대물림되었다. 분단 이후의 구관은 아

버지에 관한 ‘소문의 벽’에 갇혔으며, 이에 따라 끊임없이 반공주의를 父子의 이념

으로 피력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장남으로 하여금 그러한 구명 활동을 수십 년 

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 피동적으로 강요되었기 때

문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의지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544)

  따라서 구관의 복권 운동은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납북 구명 운동의 모습을 취하

고 있지만,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는 감정 투쟁의 의미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정

지용 복권을 위한 진정 작업은 아버지의 시인자격을 회복하려는 장남의 감정 투쟁

에서 시작되었다.545) 따라서 장남 구관의 감정 투쟁 또한 분단 이후의 정지용 시문

학사, 그리고 세대적 체험으로서 정지용을 상실하고 내면화한 해방공간 소년 세대

542) 물론 이러한 방식의 자율성 회복이 ‘불화의 소멸 이후’ 남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본고는 ‘해금’이 사태의 종결이 아닌 진정한 민주주의를 사고하도록 하는 

문학사의 새 전기라고 본 김미지의 진술에 동의하면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확

인하기 위해서라도 해금의 이면에 기록되지 않은 방식으로 존재하는 감정의 자율성과 역

능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해금’의 문학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김미지, 앞의 글, 

109~110면 참조.   

543) 정지용은 1946년 2월 8일과 9일 양일에 걸쳐 개최된 조선문학가동맹의 제1차 전국문

학자대회에서 아동분과위원장으로 보고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그날의 회의록에도 불참 사유는 밝혀져 있지 않은 대신 정지용이 장남 구관으로 하여금 

참석하도록 하고 왕유의 시를 대독시켰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이처럼 당시 조선문학가동

맹을 이중적인 태도로 대한 정지용의 기행에 처음 등장한 장남 구관은 이후 ｢수수어-혈

거축방｣(1948.11)과 같은 해방공간 정지용의 산문에서 또 한 번 등장한다. 

544) 그것은 아버지의 시인자격에 대한 회복 의지이면서, 동시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기 

존재 회복에 대한 의지였을 것이다. 

545) 장남 구관은 6.25를 전후한 신문, 잡지, 시, 소설, 평전, 자서전을 모두 찾아 읽고 진

정을 위한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정지용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40여 종 모았으

며, 최정희의 �찬란한 대낮�과 백철의 �문학자서전�을 통해 구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

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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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정공동체라는 범주 속에서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정지용 복권 운동사에서 주축이 된 세대는 해방공간에서 소년시절을 보낸 3세대 

국문학자-문학사가, 비평가들이다. 해방공간의 소년 세대인 이들은 전쟁 직전, 그러

니까 정지용이 전면적으로 판금되고 삭제된 1949년 9월 직전까지 정지용의 시를 

읽었으며, 정지용의 작품으로 모국어 시교육을 받은 공통점이 있다. 다음과 같은 개

인의 기억은 해방공간의 소년 세대들에게 정지용이란 6.25 직전 명멸하는 하나의 

세계로서 무게를 갖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그것의 정지용의 판금 및 삭제는 하나의 

세계가 상실하는 것과도 같은 감정경험이었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먹칠이 끝난 뒤에 시간이 남았지만 수업은 없었다. 정지용의 ｢고향｣과 ｢춘설｣을 지웠다

는 것만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546)

6.25가 나기 전의 마음 가난한 중학 시절, 시인이자 국어 교사인 K선생의 별명이 황소

였는데, 이 별명은 그의 모습이 황소처럼 생긴 탓도 있었지만, 자주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 우는 곳, 아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랴”(｢향수｣)를 읊었음과 

관련이 있다.547)

소년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지용을 내면화한 이들은 문학사가로 성장한 이후 해

방공간의 시문학사와 정지용 연구로 유입되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여기에는 정지

용이 일석이라 그 호를 지었던548) 이희승의 지도로 국문학연구에 입문한 김학동과 

김윤식이 있으며,549) 소년 세대로서 해방공간에 시를 경험한 일을 자전적으로 술회

한 김용직, 유종호가 포함될 수 있다. 특별히 이들에게 정지용이 외부화되었던 분

단기의 상황은 하나의 세계가 형성되자마자 상실되었던 경험과도 같았다. 따라서 

이들에게 정지용 연구가 갖는 의미는 자기 자신의 소년시절의 심혼에 대한 탐구로 

연결되는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550)

  정지용 복권을 위한 진정 과정은 구관의 감정 투쟁과 함께 이와 같은 해방공간 

소년 세대가 중심이 된 학계적 노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546) 유종호, 앞의 책, 264~265면

547) 김윤식, ｢다락 같은 말의 나비화―정지용의 변모 과정｣, �청춘의 감각, 조국의 사상―

교토 문학 기행�, 솔, 1999, 106~107면. 

548) 정구관, 노한나 구술채록, 앞의 글 참조. 

549) 김학동과 김윤식은 이희승의 지도로 현대시의 구조에 관한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였

다. 이후 이들은 작가의 이름 하나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작가연구의 분야를 개척하였다. 

550) 세기중반기의 문학전기 급증 현상을 분석한 레온 에델은 작가론의 작업이 궁극적으로

는 작가론의 서술자 자신의 심혼에 대한 탐구와 분리될 수 없는 작업이라고 보았다. 레

온 에델, 김윤식 역, �작가론의 방법: 문학전기란 무엇인가�, 삼영사, 19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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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정지용전집 작업

1982년 6월 유족대표 외 원로문인 및 학계 중심 정지용 저작 복간허가 진정서 제출

1983년 초 유족 면담

1984년 4월 정지용연구 서문 작성

1987년 11월 정지용연구(민음사) 초판 발행

1987년 9월 �정지용 선집: 시와 산문�(깊은샘) 초판 발행

1988년 1월 �정지용 선집: 시와 산문� 납본필증 교부

1988년 정지용전집(민음사) 초판 발행551)

해방공간 소년 세대의 감정 투쟁과 심혼의 탐구, 그리고 해금이라는 결과적으로 도

래된 사건 사이에는 어떠한 논리적 인과관계가 적시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

러나, 감정의 이면이 해금의 내적 서사를 자율적으로 구축함으로써 타율적으로 도

래한 해금으로부터 자율성의 가치를 탈환할 수 있었던 지점은 문학사적 진실로 수

용될 필요가 있다. 

  해방공간 소년 세대들의 감정과 해금 사이의 이면적 관계는 소년기의 기억과 복

권운동의 경험이 이들의 학적 삶을 형성하고 조정해 나가는 지속적인 계기로 작용

하였던 지점에서 확인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들이 청소년으로서 해방공간에 시를 

경험하고 의지했던 기억은 그러한 감각적 기억을 바탕으로 해방공간의 시와 시인

을 연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김윤식의 경우 그것은 문학사 연구라는 의무 속에 

‘자신의 몫’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6.25가 나기 전의 마음 가난한 중학 시절, 시인이자 국어 교사인 K선생의 별명이 황소

였는데, 이 별명은 그의 모습이 황소처럼 생긴 탓도 있었지만, 자주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 우는 곳, 아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랴”(｢향수｣)를 읊었음과 

관련이 있다. ‘해설피’라든가 ‘금빛 게으른 울음’의 절묘한 공감각적 이미지의 눈부심을 

두고 설명할 방도를 몰라 안절부절하던 그의 모습을 지금도 잊기 어렵다. 

(……) 이 글은 당초 권리 행사에 나아갈 만한 자질이 모자라는 한 사람의 다만 의무에

까지 이른 과정을 기술함을 목적으로 하여 씌어진다. 아울러 의무를 수행함에서 오는 

기쁨도 그 속에 포함될 것이다. 그것은 지용 시의 몫도 문학사의 몫도 아닌 내 몫일 터

이다. 옛 중학 시절 내게 시를 가르쳤던 국어 교사의, 표현 방도를 몰라 애썼던 그런 

표정으로 내가 지금 학생 앞에 서 있음을 새삼 강조하는 의미도 이 기술 속에 포함되

어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의무 다음에도 조금 틈이 있다면 내 권리(해석)를 조금 말해보

고자 한다. 그러나 내 권리란 아주 보잘것없을 것이다.552)

551) 박현숙, ｢월북작가 박태원의 저작권 분쟁에서 승소까지｣, �계간 저작권� 3-1, 한국저작

권위원회, 1990, 24면; 김미지, 앞의 글, 92~100면; 김학동, 앞의 책, 3~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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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직에게 해방공간 소년으로서의 경험은 해방공간을 실제보다 더 긴 역사를 지

닌, 공간이 아닌 시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감각으로 작용하였다. 해방

공간 좌우익 문학단체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 연구서인 �해방기 한국 시문학사�

(1989)에서 김용직은 자신이 “짧다면 짧은” 시기의 한국시에 ‘문학사’라는 이름을 

부여한 연유는 기간의 문학이 선행하는 것과의 긴절한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단의 기폭제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김용직이 소년시절에 

이념의 후방에서 읽은 시집과 문학전집은 바로 이 같은 긴절한 전통과의 연결고리

에 해당한다. 이는 시에서 위로 받은 ‘초롱불 오솔길’의 경험이 해방공간 시문학사

의 전후로 놓인 단층을 극복하고 시사의 연속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원리로 작

용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어 다음해 가을에 받은 중학교의 국어교과서에는 김광섭, 이병기, 신석정, 임화 등의 

작품이 실려 있었다. 어느 날 들어선 단골 책방에서 �생명의 서�와 �청록집�을 보았을 

때의 일도 새삼스럽다. 그리고 그 후 우리 또래는 �귀촉도�, �이상선집�, 조선문학가동

맹편 �연간시집� 등을 차례로 사서 읽었다. (……)

그래 양측 모두에게 냉소·핀잔의 대상이 되었을 때 내가 기댈 언덕은 틈나는 대로 사서 

모으거나 혹은 필사한 시집, 문학전집들뿐이었다. 말하자면 해방기의 한국시와 소설은 

한때 내가 겪은 외롭고 스산한 마음의 오솔길을 불 밝힌 초롱불과 같은 것이었다. 이런 

연유로 나는 언젠가 이 무렵의 시를 바탕으로 내 나름의 생각을 적어 보리라 마음먹은 

터이다.553)

이처럼 김용직에게 ‘해방기 시’는 이념대립의 후방에서 자신의 ‘외로운 오솔길’과 

함께 하는 것이었으며,554) 이러한 경험이 훗날 문학사가로서 해방공간의 문학을 

‘시문학사’라는 역사단위의 한 실체로 정초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할 수 있

다.555) 김용직의 소년시절 해방공간에서의 시 경험은 해방공간의 시를 시 그 자체

로, 문학사적 연속성을 가진 하나의 실체로 인식하고 있었던 경험의 사례가 된다. 

이는 해방공간의 시가 정치에 수응하는 구조로 파악됨으로써 해방공간 기성 시인

552) 김윤식, ｢다락 같은 말의 나비화―정지용의 변모 과정｣, �청춘의 감각, 조국의 사상―

교토 문학 기행�, 솔, 1999, 106~107면(강조-인용자). 

553) 김용직, �해방기 한국 시문학사�, 민음사, 1989, 9~11면.

554) 김용직은 좌우 어느 갈피에도 서지 못한 “연약하고 겁나한 갈대”가 “기댈 언덕”이 “시

집, 문학전집들”이었다고 회고한다. “말하자면 해방기의 한국시는 한때 내가 겪은 외롭고 

스산한 마음의 오솔길을 불밝힌 초롱불과 같은 것이었다.” 이는 해방공간의 시를 ‘소년’

의 시선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한다. 위의 책, 같은 면. 

555) 위의 책, 같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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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적 부름의 작업들은 외부화되어 왔던 파행적인 역사 자체를 의문시할 수 있

도록 한다. 해방공간의 시에 대한 다른 경험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는 해

방공간의 소년으로서의 경험적 특수성을 넘어서서 해방공간의 시 자체가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해방공간의 시문학사에서 좌우익 

문학이 궁극적으로는 예술적 인식에 있어서 접경하고 점이한다고 바라본 김용직의 

최종적인 문제의식은 바로 자신이 해방공간의 소년으로서 경험한 ‘오솔길’, 곧 시 

그 자체의 가치와 마주한 것이기도 하다. 

  자서전을 통해 해방공간의 소년기 경험을 회고한 유종호의 ‘참무리’의 문제의식 

또한 이러한 경험적 특수성에 관련된 것이었다. 

과거의 경험을 얘기할 때 경험 당사자만이 가지고 있고 드러낼 수 있는 진정성의 후광

이 있다고 생각한다. 혹은 달 둘레를 에워싸고 있는 달무리 같은 진정성의 무리가 있다

고 생각한다. 이것을 편의상 ‘참무리’라고 불러보기로 하자. 아무리 매혹적인 상상력의 

소유자라도 도저히 포착해 내거나 마련할 수 없는 이 참무리는 경험 당사자의 기억에 

의해서 비로소 재현이 가능하다.556)

  

이러한 문제의식은 해방 후 시문학사에 대한 연구가 이들의 세대적 체험과 감정 경

험을 논외로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제공한다. 이들의 소년기적 감정과 기억을 경유

하여 해방공간의 시문학사에 접근한다는 것은 결국 정지용이라는 ‘명멸한’ 세계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는 일이 된다. 이들은 정지용이 외부화되기 전후의 역사를 

해방공간의 소년 세대로서 통과하였고, 1960~1980년대 초반까지 정지용 연구를 진

행하던 중 해금을 맞았다. 정지용이라는 세계 상실을 경험하고, 문학사가가 된 이후 

그러한 상실의 경험을 술회하며 시인의 복권을 희구한 이들은 해방공간의 소년으로

서의 자기연속성 속에서 정지용을 내면화한 감정공동체의 한 흐름을 형성해올 수 

있었다.

  해금이 여러 계기적인 조건들 속에서 어느 날 모호하게 이루어진 것이었듯이, 

해방공간 소년의 세계 상실 경험에 따른 기억의 내면화와 장남 구관을 중심으로 

지난히 이어졌던 복권운동, 그리고 해금 조치 사이에는 필연적이고도 명확한 인과

관계는 드러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모호함과 비인과성과 불연속성 

사이를 매개하며 시인의 복권이라는 타율적으로 주어진 사건을 감정공동체의 절실

한 기다림의 결과로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정지용의 시세계에 자신의 정서를 의

탁한 해방공간의 소년들-문학사가의 감정이다. 외부화되기 직전의 모국어 시와 우

회로 없이 곧바로 접속되었던 찰나의 경험, 그것에 바탕한 감정은 초기 정지용 비

556) 유종호, �나의 해방 전후 1940~1949�, 민음사, 2004, 2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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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감정공동체와 동류적인 것이었을 뿐 아니라 여러 세대를 격하고도 사라지지 

않고 시인을 연구하는 해방공간의 소년-문학사가의 ‘감득(感得)’의 태도로 이어졌

다. ‘감득(感得)’은 이른바 ‘지용시대’에 ‘시집을 안았던’ 비평가 감정공동체의 태도

로부터 해금에 이르는 동안 분단 이후 정지용의 내면화된 감정공동체를 저류하는 

핵심적인 ‘감정 전통’으로 남을 수 있었다.557)

  요컨대 본 장에서는 해방공간의 정지용에 대한 사적 기억과 감정 경험을 바탕으

로 정지용을 내면화한 분단 이후의 감정공동체를 살펴보았다. 본 장 2절의 첫째 

소절에서는 해방공간에서 정지용이 주간으로 재직하던 �경향신문� 신춘문예를 통

해 등단한 김종길을 정지용의 문학사적 편도체인 조지훈-윤동주의 매듭적인 존재

로 바라보고자 하였다. 한국현대시사에서 그 위치가 모호한 김종길에 대한 관점을 

시인 네트워크라는 구도 속으로 확장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김종길이 한국시와 

시인의식을 자신의 시와 시론의 범례로 삼으며 ‘시의 진실’을 추구하는 지점에 주

목하고자 한 것이다. 김종길이 제2시론집을 통해 본격적으로 개진한 ‘주체적 시관’

이란 자신이 경험하고 감정적으로 격동되었던 한국시와 시인들을 ‘통해서’ 시를 이

해하는 방식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1970년대의 김종길은 윤동주를 포함한 

암흑기 시인들로부터 순수참여의 변증법적 갈망에 대한 해답을 구해나갔다. 시의 

‘진실’을 위해 언어운용에 적정성을 기하는 김종길의 언어관은 윤동주의 시적 사유

와 맞닿은 것이었다. 이처럼 자신이 경험한 세계를 시론가의 태도로 내면화하는 방

식은 외국문학도로서 한국시와 시인에 대해 가져왔던 충정(忠情)의 감정에 뒷받침

된 것이었다. 

  시와 시인을 범례삼은 시의 이해방식이 시의 차원에서는 시인표상시라는 장르로 

귀결되었다. 특히 작고시인표상시는 주변인에 대한 김종길의 애도시 속에서 고유한 

하나의 양식으로 자리잡았으며, 마지막 시집인 �솔개�에 이르기까지 점차 김종길의 

시세계를 대표하는 장르로 안착되는 과정을 보였다. 이를 통해 김종길이 시인을 경

험하고 경애하는 마음이 중요했던 시인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른바 ‘현대시’에 

관한 인식 중 하나가 시인과 시적 자아를 분리하는 것이라면, 김종길은 현대영미시

를 전공하였지만 실제비평에서의 인식과 시 창작에 있어서는 시인을 시적 자아와 

중첩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가 시인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을 그는 첫 번째 시론이자 비평인 윤동주론에서부터 개진하였다. 시인과 시를 

구별하지 않는 지점에서 김종길의 윤동주론은 정지용의 윤동주론의 사유와 유사해

질뿐더러 경험현실과 시인의식의 접점 자체를 시화하였던 정지용과 윤동주 후기시

에 대한 이해에 가닿는 것이 된다. 

557) 김환태와 김학동의 ‘감득’에 대해서는 본고의 2.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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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장 2절의 둘째 소절에서는 분단 이후 외부화된 정지용을 자신의 존재로 내면

화한 감정공동체의 또 하나의 지류를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납월북 시

인 해금의 내적 서사를 이루는 해방공간 소년들의 감정에 주목하였다. 3세대 국문

학자-문학사가, 비평가로 성장하게 되는 해방공간의 소년 세대를 분단 이후 제도

권 내에서 정지용이 복권될 수 있도록 정지용을 내면화한 감정공동체로 바라본 것

이다. 김학동은 정지용 연구를 기점으로 비교문학 연구에서 작가연구자로 학적 삶

이 전환된 경우이다. 느껴서 아는 ‘감득(感得)’을 시인 이해의 방법론으로 삼은 김

학동의 인식은 일견 소박해보이는 것이지만, 본고는 이러한 감정이 일찍이 1930년

대의 김환태가 시인의 밝음 뒤의 음영을 바라볼 수 있는 ‘감득’의 태도가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보았던 것으로부터 불연속적으로 지속되는 ‘감정 전통’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해방공간에서의 이념논리에 지배되지 않은 시에서만 오로지 자신의 삶을 

위로받을 수 있었던 소년에게는 해방공간의 시와 해방공간에 간행된 일제 말기의 

시집들이 이념논리로 회수되지 않는 ‘어두운 밤길의 초롱불’로 경험되는 것이었다

는 새로운 인식을 얻을 수 있다. 정지용의 장남 구관을 비롯하여 훗날 3세대 국문

학자-문학사가, 비평가로 성장한 해방공간의 소년들이 국가주도 해금의 감정 이면

을 이룸으로써 해금의 내적 서사를 구축하는 과정은 분단 이후 정지용 감정공동체

의 명맥 속에 위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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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본고는 �백록담� 이후의 정지용에 대한 감정공동체로서의 작가론을 시도하였다. 

감정공동체로서의 작가론은 타인과의 감정적 관계망이라는 맥락 내에서 작가를 조

명하는 방식의 작가연구방법이다. 복수의 시인들을 동반자적 감정관계에 바탕한 하

나의 단위체로 설정하는 관점인 감정공동체로서의 작가론은 해방 후 시문학사 연

구 방법을 대표해 왔던 두 흐름인 문제적 개인 단위의 연구와 문학조직·유파 중심

의 시각에서는 충분히 포착되지 않은 관계들을 대상화하는 시각이 되기도 한다. 해

방공간의 기성 시인들을 주축으로 하는 다양한 감정공동체에 대한 문학사적 인식

은 분단 이후 문단 재편 과정에서 제대로 형성될 수 없었다. 이 같은 문학사의 조

건에 비추어볼 때 감정공동체로서의 작가론은 정지용론의 차원에서뿐 아니라 회복

적 문학사 연구를 위해 요구되는 관점이라고 보았다. 

  감정공동체로서의 작가론은 기존의 영향관계나 계승관계를 두 가지 지점에서 보

완한 것이다. ⑴ 먼저 그것은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의 유사성이라는 영향관계의 차

원에서 나아가 문학 주체들의 감정적 상호성에 바탕한 영향관계를 살펴볼 수 있게 

한다. ⑵ 또한 그것은 수평적·비선형적인 영향관계 및 감정적 이해에 바탕한 동반 

상승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부자 간의 계승관계로 이해되는 선형적 문학

사관이나 문학조직·유파 중심의 미적 찬탈의 과정을 보완한다.  

  본고는 해방공간의 감정공동체 구축의 일익을 담당한 기성 시인들 가운데에서도 

정지용을 중심을 정지용의 감정공동체가 해방공간을 정점으로 형성되고 분단 상황 

하에 전개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그 과정 속에서 음각적으로 드러나는 정지용

의 시인됨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해방공간의 문학 연구를 선도해온 선학들은 해방공간이라는 짧은 시간 마디에 

史의 위상를 부여하거나 ‘전환’, ‘(시적) 전환기’라는 비평적 수사를 동원해 왔다. 

이는 현실 문학의 주체가 급격히 교체되고 재편되었더라도, 기간은 이전 시대로부

터 다음 시대로의 연속된 과정 속에서의 전환기였음을 끊임없이 언어로 보증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식의 노력에도 해방 후 문학사 연구에서 해방공간

은 문학과 정치에 주어진 희유의 가능성이 자주적 국가 건설의 꿈과 함께 좌절되

는 과정으로 논의되었다. 이에 따라 해방공간에 대한 연구는 해방 3년사 중심의 

관점과 분단 이후 진행된 보수주의 문예화의 공과에 관한 논의가 그 중심에 놓여 

왔다.

  이러한 논의의 과정에서 유실된 문제 의식 가운데 하나는 해방 전후 시인들이 

자기연속성을 바탕으로 해방 후반부에 전개해 나간 창조적 변화의 지점들이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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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간의 기성 시인들이 개입한 작고 시인의 유고시집의 간행 및 기성 시인 자신

의 자선시집의 출간, 신진 시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같은 문학 수행 및 운동의 차

원, 그리고 하나의 장르로 정식화된 시적 부름의 양식인 ‘초혼적 글쓰기’는 국가론

을 중심에 둔 문학조직이나 유파의 창작지침과는 분명한 차별점을 지닌 문학적 실

천이었다. 본고는 시인으로서의 표일함으로 인해 조직 내에서 제자리를 지키지 못

하였고, 그 존재마저 시비에 부쳐졌던 해방공간의 시인들이 ‘조선문학가동맹 잔류

파’로 남아서 사라지는 순간까지 전개한 문학적 실천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백록담� 이후의 정지용이란, 사실상 마지막 번째 시집이 상징하는 시력의 바깥

에 놓이는 존재인 셈이지만, 그는 동시에 시사의 선·후행 세대와의 긴절한 연결고

리로 존재하면서 전·후반기 시사를 매개한 해방공간의 기성 시인이기도 했다. 정지

용은 해방공간에서 과거의 영광과 해방공간 현재의 음영(陰影)에 의해 ‘시인자격’이 

이중부정되었으나, 해방 전후 문학의 내재적 연속성과 해방공간의 음영 속에서 역

설적 창조의 지점에 이르렀던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본고는 �백록담� 이후의 정지용이 도달한 역설적 창조의 지점에 주목하면서 정지

용의 문학사적 좌표를 전반기 순수시인에서 전환기 시인의 지평으로 확장하였다. 

또, �백록담� 이후 정지용의 시인으로서의 존재양식이 다양한 관계들에 의존하는 

방식이었음에 유의하면서, 시로 수렴되지 않은 해방 후 산문과 언외 차원의 작가적 

수행, 그리고 감정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을 포괄적으로 살피고자 하였다.

  먼저 해방 전후를 중심으로 정지용으로의 그리고 정지용으로부터의 감정공동체

의 형성 과정과 그 원리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정지용으로의 비평가 감정공동체는 

해방 전후로 시인의 자기연속성을 입증하는 과정을 통해 구축되었다. 정지용으로부

터의 감정공동체는 해방공간의 정지용이 ‘우정’과 ‘음영’의 교차를 경험하면서 도달

하게 된 ‘초혼적 글쓰기’라는 시적 부름의 양식을 통해 구축되었다(2장). 

  이 같은 감정공동체 형성의 상호성과 사후구축성에 유의하면서, 윤동주‘에게’ ‘감

상(感傷)’하면서 �백록담� 준비기의 미결된 시의식과 만시적으로 마주한 정지용이 

해방 전후로 확장된 자신의 시단 가운데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 소장문인들과 함

께 ‘해방기 문장파’를 구축하는 양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는 해방공간의 기성 

시인 정지용을 중심으로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의 정부수립기 문학활동을 추적하

고자 함이었다. 윤동주를 통한 시인의식의 성찰과 ‘해방기 문장파’ 활동을 중심에 

놓을 때 정지용의 1948년 이후는 해방 직후의 ‘창조적 무기력증’과 질적으로 구분

되는 시간으로 재인식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3장). 

  나아가 분단 이후 상실된 대상인 시인에 대한 감정을 외부화할 수 없었던 역사

적 조건 속에서 스스로 전승의 매개가 되어 시인을 내면화하고, 이로써 분단 이후 

정지용의 새로운 지류로 존재한 시인과 문학사가들을 정지용에 대한 망부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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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공동체로 다루었다(4장). 

  2장 1절의 첫째 소절에서는 1930년대부터 해방공간에 이르는 정지용 감정공동

체의 형성과정을 정지용으로의 감정공동체와 정지용으로부터의 감정공동체라는 상

호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930년대 비평가들의 초기 정지용론은 단평 수준에

서 혹은 기교주의 논쟁의 맥락에서 다루어져 왔다. 본고는 정지용론을 통해 동류적 

감정을 비자각적인 형태로 공유한 시인 비평가들을 정지용의 비평가 감정공동체로 

의미화하고, 비평적 거리의 소실과 지기(知己)의 동류적 감정을 수행한 공동체의 

의미로 이들의 평문을 재독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초기 정지용의 비평가 감정공동

체의 문학사적 의미가 사후적으로 구축되는 지점은 해방공간임을 확인하였다. 해방 

후 정지용의 비평가 감정공동체는 ‘비시(非詩)’의 지점에 다다른 정지용을 여전히 

시인이라 호명함으로써 초기 감정공동체 내부를 순환하는 동류적 감정이었던 지기

(知己)가 영속한다는 것을 드러냈다. 시인자격을 보증해 왔던 정지용 비평가 감정

공동체의 감정진술이 해방공간의 정지용 시비라는 존재 부정의 상황에서 발화주체

를 달리하며 불연속적으로 현재화된 것이다. 무엇의 바깥에 존재하는 ‘외존

(exposition)’을 그 본질로 하는 감정공동체의 사후구축에 따라 해방공간의 정지용

에 대한 인식의 전환점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2장 1절의 둘째 소절에서는 �백록담� 준비기의 정지용이 우정에 관한 사유를 바

탕으로 ‘우정텍스트’를 창작하는 과정을 통해, 정지용으로부터 영속하는 감정공동

체가 지기(知己) 감정에 바탕한 우정이라는 것과 정지용 문학의 본령 중 하나가 

‘우정’임을 확인하였다. 그것이 영속하는 것인 까닭은 정지용이 해방 이전의 ‘우정

텍스트’를 모아 해방 이후의 산문집 �지용문학독본�으로 배치하고 있었으며, 이 같

은 산문집 편집 작업을 포함하여 해방공간의 정지용 문학에서는 언외의 차원에서 

‘우정텍스트’가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지용의 우정론적 사유와 ‘우정텍스트’

를 통해 도달한 인식을 본고는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하나는 우정을 자각하는 순

간의 만시성에 따른 감정공동체의 사후구축성이고, 둘은 그러한 우정에 바탕한 감

정공동체 관계가 시인에게 세계의 의미가 시적으로 변화되는 지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그것은 대상과의 만남이 불가능해진 음영적 현실에 이르러 사

라지는 것이 아니라 초혼적 감정으로 증폭한다는 것이었다.

  2장 2절의 첫째 소절에서는 정지용과 윤동주의 영향관계가 상호 영향관계로 전

도되면서 정지용-윤동주의 감정공동체가 구축되는 과정을 살폈다. 해방공간의 정지

용은 ‘윤동주의 일’을 해나가면서 윤동주의 ｢병원｣ 이후 후기시와 중첩되는 �백록

담� 준비기 자신의 시인의식을 자화상적인 감정 속에서 마주쳤다. 따라서 정지용이 

윤동주에 대한 ‘초혼적 글쓰기’를 수행한 이후 월트 휘트먼을 심정적으로 재해석하

고 번역하게 된 것, 시 비평을 시작하게 된 것, 그리고 이어서 새로이 시를 썼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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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국민보도연맹 가입을 전후한 전향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일괄할 수 없는 �백록

담� 이후의 새로운 창조적 준비기가 된다고 보았다. 윤동주를 발견한 일이 정지용 

문학에서 갖는 중요성은, 이른바 역행적 읽기를 통해 가장 먼저 접한 윤동주 후기

시의 창작시기와 조건이 �백록담� 준비기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드러나는 것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정지용 자신을 내면화한 윤동주 후기시를 정지용이 만시성 속

에서 대면한 감정은 자화상적인 것이기도 했다. 시인의 유골은 이제 고향에 있지

만, 십 수 편의 시는 자신의 수중에 있다고 말함으로써 정지용은 윤동주 시의 운

명을 자신과 결부시켰다. �백록담�을 내면화한 후기 윤동주의 발견은 해방공간의 

정지용에게서 매우 드물게 확인되는 능동적인 감정발화의 시작점이 되었다. 본고는 

정지용이 윤동주 시집의 서문에서 ‘유서(遺書)’로 명명한 ｢병원｣을 정지용의 �백록

담�에 나타난 ‘최저낙원’의 모티프와 비교하였다. 정지용 등이 �하늘과 바람과 별

과 시�의 제3부 편제명으로 그 이름을 붙였을 윤동주의 ‘흰 그림자 시편’은 어둠 

속에서의 밝음이라는 일제 말기 암흑기의 음화적 빛의 상징성을 드러내며, 이러한 

지점에서 윤동주의 유고시는 �백록담�에서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하얗게 빛나는 ‘백

화(白樺)’의 음화적 빛과 상호텍스트성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초판본 윤동주 시집 표제 자켓의 어둠 속의 눈쌓인 나목 이미지가 흰 그림자와 백

화(白樺)의 이미지를 동시에 드러내는 것임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장 2절의 둘째 소절에서는 우정과 음영적 현실의 교차에서 생성된 정지용의 새

로운 글쓰기 양식을 해방공간의 ‘초혼적 글쓰기’로 의미화하고자 하였다. 정지용이 

마지막으로 발표한 시 ｢사사조오수: 나비｣(1950)와 청마에게 헌정한 미공개 시화 ｢

모란이 피기까지는｣(1950)을 동일한 시기의 중첩된 텍스트로 독해함으로써 해방공

간의 음영적 현실이 우정의 기억과 교차하는 지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지용의 

‘초혼적 글쓰기’는 망자와의 긴절한 연결의 감각을 전제로 하는 시적 부름의 양식

이었으며, 이를 분명히 인지한 정지용은 ‘남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을 기록한 것이 

곧 나의 글’이라는 지론과 함께 그러한 ‘초혼적 글쓰기’의 결과물을 �산문�의 제4

부로 구성함으로써 자신의 문학세계 안에서의 새로운 양식으로 정착시켰다. 

  2장에서의 총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3장과 4장에서는 해방 전후와 분단 이후 정

지용 감정공동체의 확산 과정을 살폈다. 이는, 정지용이 실질적으로 외부화될수록 

감정공동체는 그처럼 상실된 대상을 내면화하는 방식으로 정지용의 시인자격을 영

속적으로 보증해 나간 역사이다. 

  3장 1절에서는 조선문학가동맹의 소멸 단계에 조직 내부에 존재하였던 잔여적 

힘들에 주목함으로써 1948년을 전후한 조직의 하강기를 조직의 건설 초기 단계에 

제기되었던‘정신적 출발’의 요청에 응답하는 감정공동체의 명멸기로 바라보는 새로

운 인식에 도달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당시 조선문학가동맹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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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겼던 진보적 문학사관에 비추어볼 때에는 ‘시대착오’에 가까운 문학사적 성찰과 

자기응시의 지난한 과정을 동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조선문학가동맹 결성 직

후 계류된 자기진실성과 감정적 진정성의 문제를 궁구한 문학적 실천으로 평가될 

수 있다. 

  3장 2절의 첫째 소절에서는 해방공간 정지용의 작가적 수행에 근접해 있는 �백

록담�의 현실 정향적 요소를 확인함으로써 해방 전후 정지용 문학의 연속성을 살

펴보고자 하였다. 일제 말기 정지용의 시인의식이 ‘동백’으로부터 출발한 애도여행

의 끝자락에서 ‘동백’의 풍요로움 속에 그늘 속의 ‘동백’까지도 포괄하는 현실주의

적인 것으로 확장되는 지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백록담�이 자연으로부터 흔

들림 없는 존재의 지반을 탐구하는 한편 인간사에 대한 관점을 견지하는 최저낙원

적 사유를 바탕으로 한 중층적 성격의 시집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해방 후 �백록

담�을 둘러싼 정지용 시단의 엇갈린 해석은 이러한 중층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김동석, 오장환, 석은이 �백록담�에서 치열한 정신성을 바라보았다면 청록

3인의 시선 작업은 서정적 서사시보다 자연시 계열에 집중되어 있었다. 

  3장 2절의 둘째 소절에서는 첫째 소절에서의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정지용 

시단의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정지용 시단으로 인정되는 것은 청록3인이지만, 해

방 전후 정지용의 작가적 수행에 주목함으로써 청록3인과 조선문학가동맹의 소장

시인, 그리고 윤동주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정지용 시단이 확장되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3장 3절에서는 정지용의 감정공동체로서 ‘해방기 문장파’의 형성전후사를 살폈

다. 먼저 ‘우정텍스트’의 해방 전후 연속성의 측면에서 �문장�의 속간을 해방공간 

정지용의 언외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우정의 사유로 바라보고자 하였다. 1949년 전

향 당시 정지용이 전향사유로 제시한 ‘심경의 변화’는 역설적으로 변화되기 이전의 

심경을 암시하는 것이었으며, 본고는 이를 정지용이 편집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과

거로부터의 잔상들을 능동적으로 구축했던 전향 직전의 나날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는 시인의 메시지로 읽고자 하였다. 1948년, 문장사 사주였던 김연만과 정지용은 

조선문학가동맹 소장문인들과 함께 �문장�을 속간함으로써 �문장�의 이태준과 이

병기의 유지를 수리하고 있었던 동시에 새로운 신인에 대한 기다림으로 충일해 있

었다. �문장�의 두 번째 폐간 이후 ‘해방기 문장파’의 핵심 동인들은 상호해명적 

감정에 기반한 문인비평을 통해 글쓰기를 연명함으로써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라

는 정체성을 구축한다. ‘해방기 문장파’가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내세운 ‘자유’

의 문제는, 해방 직후 제기되었으나 계류된 ‘개인적 진실성’의 문제를 개인의 자유

라는 지점에서 수리하는 의미가 있다. 조선문학가동맹의 내부로부터 외곽화된 담론

인 작품 행동을 통한 개인적 진실성의 확보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해방 직후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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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후반부 사이의 감정공동체가 ‘조선문학가동맹 잔류파’ 문인들에 의해 구축될 수 

있었음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4장은 49년 이후 한국현대시사에서 실질적으로 외부화된 정지용을 

내면화한 다양한 존재들을 감정공동체라는 관점에서 범주화한 것이다. 이들은 정지

용이 해방 이후 시사에서 굴절된 폭의 너비와 함께 문학사적 전승이 가능했던 후

행시인들을 편도체로 정지용이 얼마나 멀리 나아갈 수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4장 1절의 첫째 소절에서는 윤동주에 대한 개인 단위의 애도 감정을 바탕으로 

결성된 동인 ‘시연구’에 주목하고, 한국현대시사에서 ‘윤동주’를 경유하면서 새로운 

시를 출발시키고자 하였던 점에서 동인 ‘시연구’의 지향이 해방공간의 정지용과 맞

닿는 지점을 바라보고자 하였다. 이들이 최초로 윤동주를 경험한 시기가 해방공간

의 정지용이 윤동주를 소개했던 때와 겹쳐있음을 확인하였다.

  4장 1절의 둘째 소절에서는 청록3인 가운데에서도 조지훈의 일제 말기 이후를 정

지용의 시간과 겹쳐 읽고자 하였다. 정지용이 하나의 독자적인 세계의 이름을 부여

해 주었던 청록3인 가운데에서도 賢弟라 일컬으며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와 같은 

것을 보낸 대상은 조지훈이었다. 정지용에게 조지훈은 해방공간에서 �청록집�을 내

며 문단의 일약 ‘청록파’로 부상하기에 앞서 윤동주와 함께 �백록담� 이후 정지용의 

음영의 시간을 동보적으로 경험하며 ‘슬프지 않은 시’를 구상했던 특수한 예외적 개

인이었던 것이다. 조지훈이 국책문학에 쓰이는 일을 피하여 오대산으로 떠나와 있었

기에 �문장�의 폐간호에 실을 시고를 청탁하는 편지를 받지 못했던 사이 폐간호에 

실린 것은 오래 전 정지용에게 투고했던 낙선시 ｢靜夜｣였다. 조지훈은 그것을 또한 

편지-시로 받아 보았다. 이처럼 �문장� 위에서 형성된 정지용과 조지훈의 감정공동

체는 �문장�이 폐간된 지점 위에서 또 한번 교차되는 것이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

지용과 조지훈의 구체적인 접촉면에 해당하는 ｢정야｣에서부터 그 무렵의 조지훈의 

산문을 살펴봄으로써 조지훈에게 부여되었던 문학사적 편견과 오해를 비껴나 특수한 

예외적 개인으로서 두 시인의 만남을 조명하였다. 또한 해방 이후 깊은 내상을 경험

한 조지훈의 시의식이 무거운 슬픔을 거쳐 ‘슬프지 않은 시’로 굴절되는 과정을 살

펴보았다. 이는 슬픔과 꿈 속을 ‘슬픔도 꿈도 없이’(｢장수산 1｣) 걸어본 시인의 길을 

따라걷는 조지훈의 방식이었다. 

  4장 2절의 첫째 소절에서는 조지훈과 윤동주의 매듭으로서의 김종길을 살펴보았

다. 한국현대시사에서 그 위치가 모호한 김종길에 대한 관점을 시인 네트워크라는 

구도 속으로 확장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김종길이 한국시와 시인의식을 자신의 

시와 시론의 범례로 삼으며 '진실'을 추구하는 지점에 주목하였다. 김종길이 두 번

째 시론집을 통해 본격적으로 개진한 ‘주체적 시관’이란 자신이 경험하고 그것에 

감정적으로 격동된 한국시와 시인들을 통해 시를 이해하는 방식 그 자체를 가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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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었다. 1970년대의 김종길은 윤동주를 포함한 암흑기 시인들로부터 순수참

여의 변증법적 갈망에 대한 해답을 구해 나갔다. 시의 ‘진실’을 위해 언어운용에 

적정성을 기하는 언어관을 펼친 것은 김종길이 윤동주의 사유와 맞닿는 지점이었

다. 시와 시인을 범례삼는 시의 이해방식이 김종길 시의 차원에서는 시인표상시라

는 장르로 귀결되었다. 시인표상시는 주변인에 대한 김종길의 애도시 속에서 고유

한 하나의 양식으로 자리잡았으며, 마지막 시집인 �솔개�에 이르기까지 점차 김종

길의 시세계를 대표하는 장르로 안착되었다. 이를 통해 김종길이 시인을 경험하고 

경애하는 마음이 중요했던 시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른바 ‘현대시’에 관한 인

식 중 하나가 시인과 시적 자아를 분리하는 것이라면, 김종길은 현대영미시를 전공

하였지만 실제비평에서의 인식과 시 창작에 있어서는 시인을 시적 자아와 중첩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가 시인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을 

그는 첫 번째 시론이자 비평인 윤동주론에서부터 개진하였다. 시인과 시를 구별하

지 않는 지점에서 김종길의 윤동주론은 정지용의 윤동주론의 사유와 유사해질뿐더

러 경험현실과 시인의식의 접점 자체를 시화하였던 정지용과 윤동주 후기시에 대

한 이해에 가닿는 것이 된다. 

  끝으로 4장 2절의 둘째 소절에서는 납월북 시인 해금의 내적 서사를 이루는 해

방공간 소년들의 감정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이는 3세대 국문학자-문학사가 혹은 

비평가로 성장하게 되는 해방공간의 소년 세대를 분단 이후 제도권 내에서 정지용

이 복권될 수 있도록 정지용을 내면화한 감정공동체로 바라보려는 시도였다. 김학

동은 정지용 연구를 기점으로 비교문학 연구에서 작가연구자로 학적 삶이 전환된 

경우였다. 느껴서 아는 ‘감득(感得)’을 시인 이해의 방법론으로 삼은 김학동의 인식

은 일견 소박해보이는 것이지만, 본고는 이러한 감정이 일찍이 1930년대의 김환태

가 시인의 밝음 뒤의 음영을 바라볼 수 있는 ‘감득’의 태도가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보았던 것에서부터 불연속적으로 지속되는 ‘감정 전통’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해

방공간의 이념논리에 지배되지 않은 시에서만 오로지 자신의 삶을 위로받을 수 있

었던 한 소년에게는 해방공간의 시와 해방공간에 간행된 일제 말기의 시집들이 이

념논리로 회수되지 않는 ‘어두운 밤길의 초롱불’로 경험되는 것이었다는 새로운 인

식을 얻을 수 있다. 정지용의 장남 구관을 비롯하여 훗날 3세대 국문학자-문학사

가, 그리고 비평가로 성장한 해방공간의 소년들이 국가권력 주도의 해금의 감정 이

면을 형성함으로써 해금의 내적 서사를 구축한 일련의 과정을 정지용 감정공동체

의 영속성이라는 긴 역사의 한 국면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2 연구의 함의

  �백록담� 이후 한국현대시사 전환기 시인으로서 정지용의 자리는 1930년대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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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유산과 해방공간에 새롭게 등장한 ‘동생 시인들’을 매개한 데서 확인된다. 이 

같은 ‘시인으로부터의’ 감정공동체와 함께 확인한 것은 ‘시인으로의’ 감정공동체였

다. 그것은 시인에 대한 비평적 거리를 소실하며 시인을 알아보고[知己], 느껴서 

알고자 했던[感得] 감정공동체였다. 

  그렇다면 �백록담� 이후의 정지용에 대한 감정공동체로서의 작가론을 통해 이르

게 된 결론은 무엇인가. 첫째, ‘시인자격’을 보증하는 것은 시인 자신의 문학적 실

천이며, 시인을 향한 감정공동체의 감정적 이해의 전통이라는 점이다. ‘시인은 언

제 시인이 되며, 언제까지 시인인가’라는 ‘시인됨’의 내외적 계기는 여기에 있다.  

  둘째, 정지용의 시가 ‘참말 시’에서 ‘시 아닌 것[非詩]’으로 급격히 하강하게 된 

해방 전후의 사정이 문학사로 외재화되어 나타난 흐름이자 해방공간 정지용의 시

인됨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을 형성해 왔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해방

공간 정지용의 문학적 실천을 복기하여 볼 때, 그것은 윤동주의 시인됨을 마주대하

며 마치 상처 입은 사람처럼 ‘감상(感傷)’할 수밖에 없었던 감정적 이해의 계기를 

내포하는, �백록담� 준비기의 시의식으로 갱생되고자 하는 자발적인 유보와 무위, 

자발적인 ‘시 아닌 시[非詩之詩]’였음이 확인된다.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능

동적인 ‘비시지시인(非詩之詩人)’이 되고, 노래하는 자가 아니라 ‘부르는[초혼하는]’ 

자일 것, 이것이 전반기의 순수시인 정지용이 전환기 한국현대시사에서 시의 고도

를 낮추어 도달한 자기비판의 가장 낮은 지점이자, 임화가 말한 ‘인간적 진실성’의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백록담� 준비기의 정지용은 “詩를 아니쓰는 理由만으로서 詩를 아는 이”558), 

“詩를 무서워할줄 아는 詩人”이라는 심사평을 통해 시에 대한 투철한 자각 속에서 

시를 쓰는 시인을 위한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 냈다.559) “살로 새기고 피로 쓰듯 쓰

는 것”560), “그 겨레가 가진 聖典”561)이라는 수사로써 시를 위한 최상의 가치를 요

구해 왔던 정지용의 태도는 이 같은 자신의 투철한 시관과 상응하는[언행일치하는] 

것이었다. 

  �백록담� 준비기의 정지용이 창안한 이 새로운 시인의 범주를 통해 바라본 한국현

대시사 전환기의 정지용은 시적 긴장과 동력을 상실하며 파탄한 것이 아니라 시가 

무엇인지를 알고 어떤 것이라야 하는지를 알기에 동시에 그것을 무서워할 수도 있었

던 ‘비시지시인(非詩之詩人)’으로서의 시인이다. 이는 ‘지용시대’라는 과거의 인식에 

비추어 해방공간 현재의 ‘시 없음’을 부정해 왔던 당대의, 그리고 후대의 해방공간 

558) 정지용, ｢시선후에｣, �문장� 1권 3호, 1936. 4, 132면.  

559) 정지용, ｢시선후｣, �문장� 1권 5호, 1939. 6, 127면. 

560) �시문학�(1930. 3) 창간사

561) 정지용, ｢시의 옹호｣, �문장�, 1권 5호, 1939. 6, 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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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용에 대한 인식을 시인 스스로 전복시키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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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works of Jeong Jiyong after the 

publication of his poetry collection Baekrokdam regarding the 

communities of feelings. Communities of feelings are important for 

studying authors whose works could only be subjectified through their 

relationships with others. This paper focused on the literary activities of 

Jeong Jiyong, who was the archetypal pure poet in the early years of 

modern Korean poetry, within multiple forms and ranges of the 

communities of feelings. This paper further aimed to shed new light on 

Jeong Jiyong’s legacy in the later years in the history of poetry.

  This study reconsidered Jeong Jiyong’s works after BaekRokDam, not as 

an exception to his life’s works, but as a part of Jeong’s oeuvre. For this 

discussion, the main research topic of this study began from the 1940s, 

when the issues of Jeong’s ‘poethood[credentials as a poet]’ and 

‘post-Jeong Jiyong’ were raised, to the point when the ban of Jeong’s 

works was lifted under the divi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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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examined how Jeong Jiyong’s insecure poetic consciousness 

as the poet wrote and prepared for the publication of BaekRokDam

(1939~1941) began to self-expand after liberation, later to form an 

emotional understanding and contact with the poet’s self. The emotional 

and mutual relationships formed between the poet and the poet(s) have 

fostered various forms of communities of feelings that departed from the 

tradition of pure poets, either in the former or latter half of the history 

of modern Korean poetry. The communities of feelings that functioned as 

‘places without places’ certified Jeong Jiyong’s ‘poethood[credentials as a 

poet]’ in the transitional period of modern Korean poetry.

  This study first classified the formation and progress of Jeong Jiyong’s 

communities of feelings after the publication of BaekRokDam into three 

stages. Jeong Jiyong’s communities of feelings, which were created 

around the liberation period in the liberation space and were extended to 

the 1950s, overlap with the mourning period as the communities began 

to ‘call the spirits’ by externalizing one’s emotions after a loss and 

proceeded to ‘become a stone statue’ by internalizing and preserving 

one’s emotion. 

  In Chapter 2, this study focused on some of the critics, each of whom 

guaranteed Jeong Jiyong’s ‘poethood[credentials as a poet]’, as well as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Jeong Jiyong and Yun Dong-ju, as the 

Jeong Jiyong communities of feelings that could be discovered in the 

liberation space. This paper, thus confirmed that the communities of 

feelings concerning poets around the liberation period were based on the 

principles of reciprocity and post-construction. 

  In Chapter 3, this paper analyzed Jeong Jiyong in the context of the 

communities of feeling that were prevalent in the contemporary literary 

circles after liberation. For the analysis, this paper set a community 

based on the collective emotions of the ‘people who remained in the 

Korean Writers’ Union’ and the ‘Munjang communities in the liberation 

space.’ Similarly to the ‘people who remained in the Korean Writers’ 

Unions’, the ‘Munjang communities in the liberation space’ were 

communities of feelings that have appeared in the later years of the 

liberation period. By accepting the sadness and the willingness to re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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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terary magazine Munjang, the communities of feelings led the 

literary circles that had been left void. This paper aimed to identify the 

internal continuity between the two groups by focusing on Jeong Jiyong’s 

footsteps; Jeong, who had been identified as a member of the ‘people 

who remained in the Korean Writers’ Unions’ as he faced the decision to 

either defect or to convert, soon became the leader in reviving the 

‘Munjang communities in the liberation space.’  

  In Chapter 4, this study posited that the succeeding poets, who served 

as mediators of the transmission after division, and the literary 

historians, who used to be young boys in the liberation space, formed a 

stone statue-like community of feelings by internalizing their feelings of 

Jeong Jiyong. The members of the magazine The Study on Poetry in the 

1950s reached out to Jeong Jiyong in the liberation space out of the grief 

of Yun Dong-ju’s death and his later poems. This study shed light on Jo 

Ji-hoon, who adjusted his poetic consciousness through Yun Dong-ju 

and Jeong Jiyong, and placed Kim Jong-gil, who was a member of The 

Study on Poetry, left many poems on poets, and edited the posthumous 

collection of poems written by the younger brother of Yun Dong-ju, at a 

symmetrical position to Jeong Jiyong. Finally, this paper examined the 

third-generation literary historians who were young boys in the 

liberation space and felt the loss of the world that was Jeong Jiyong. 

Through such analysis, this study aimed to discuss the historians’ effort 

to restore the ‘poethood[credentials as a poet]’ in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ban lifting on Jeong Jiyong’s works. One literary historian’s 

analysis of an author based on the method of ‘knowing by feeling’ may 

seem simple, but this paper confirmed that this view is an emotional 

tradition that began in the 1930s with Kim Hwan-Tae, who declared that 

to witness the shadows behind the poet’s light, readers should ‘know by 

feeling’.

  Based on such discussions, this study confirmed the existence of 

diverse communities of feelings after the publication of BaekRokDam. The 

outline of the Jeong Jiyong communities of feelings, which encompass 

Jeong Jiyong in the liberation space, as well as the ‘displaced people’ in 

the latter part of the history of modern Korean poetry, points ou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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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s in the straightforward and linear genealogical perception of Jeong 

Jiyong and allows his position to depart from its initial position of a ‘pure 

poet of the earlier years.’

  It may seem unfamiliar to consider Jeong Jiyong as a poet of the 

transitional period in the history of modern Korean poetry, since his 

poetic career after the publication of BaekRokDam has not generally 

been acknowledged. It may seem as strange as studying Jeong’s final 

collection of poetry and his posthumous years for an author study. 

Jeong Jiyong’s communities of feelings, however, confirm that Jeong 

Jiyong was a poet of the unfamiliar time and place, even ‘after the 

publication of BaekRokDam.’ Within the somewhat complementary set of 

the communities of feelings, Jeong Jiyong’s position shifted from the ‘era 

of Jiyong’ to the very center of the transitional period in the history of 

modern Korean poetry when even his ‘poethood[credentials as a poet]’ 

were strongly questioned. His credentials, however, have been 

experientially acknowledged through the memories and ‘knowing by 

feeling’ of the literary historians who had once been young boys in the 

liberation space. With an emotional recognition of the poet, the 

post-BaekRokDam can extend to this very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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