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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한국 후시는 한국 쟁이 래한 기의식, 즉 개인의 실존을 하는 체

계의 폭력과 기에 한 미학  반응물이라 할 수 있다. 시인의 이념, 유 , 

미  취향에 따라 다양한 미학  반응이 나타났지만 미증유의 살상과 괴로 

인해 생겨난 불안과 공포, 수치와 죄의식이 후시에 자리 잡고 있고,  실존

의 기를 극복하기 한 노력으로서 근 의 폭력성을 비 하면서 안  미

래를 꿈꾸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쟁이 래한 기의식은 시

 주체가 세계에 한 기  신뢰를 상실한 데서 기인한다. 자신의 의지와 

상 없이 주체 외부에서 강요되는 죽음, 도처에 려 있는 타자의 죽음을 보

면서 후의 시  주체는 죽음의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러한 

사태에 해 아무런 응을 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과 죄의식에 빠져들면서 

자신을 곤경에 빠뜨린 궁핍한 세계에 해 불신감을 드러내게 되었다. 

세계에 한 불신의 가장 근본 인 형태는 국가 체제와 이데올로기에 한 

부정  사유로 나타난다. 국가 이데올로기의 에서 체제의 입장을 옹호하

* 이 논문은 2003년도 군산 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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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쟁 웅들을 찬양하는 쟁시
1)
가1)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남한의 후

시는 체로 쟁을 래한 근  국가 체제와 이데올로기에 해 부정과 

비 의 태도를 보여주었다. 후문학에서 실존주의가 상당한 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유도 개인과 국가 체제, 개인과 이데올로기 사이에 빚어지는 불

화를 떼놓고 생각하기 어렵다. 한편 근  국가 체제와 이데올로기에 한 

비 은 이상 인 공동체에 한 열망으로 이어졌다. 지식인의 소시민  생활

에 한 자기반성을 거쳐 시민정신과 자유의식을 노래하 던 김수 , 분단체

제의 억압성을 고발하면서 민족 통일에 한 열망을 노래하 던 박 우와 신

동엽 등의 시 창작이 좋은 이다. 이들의 시 창작은 후의식의 한 흐름으로

서 근  국가체계에 한 반성  사유가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후시에 나타난 가족의식을 검토하여 후시인들이 꿈꾸었던 

이상  공동체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이 근  국가체계와 이데올로기에 

한 미학  반응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규명하려고 한다. ‘가족’이 연

구의 요한 단 로 설정될 수 있는 이유는 가족(혹은 家)-사회-국가가 맺는 

유기  연 성 때문이다. 유교  통에 따르면 ‘家’가 없는 사회나 국가는 있

을 수 없다. 사회는 ‘가’에서 말미암고 국가는 ‘가’를 근거로 한 사회에서 말미

암는다. 사회든 국가든 모두 그 바탕은 ‘가’인 것이다.2)2)따라서 가족의 기는 

사회-국가의 기로 이어지고, 역으로 사회-국가의 기는 그 기  단 로서 

가족의 기를 발한다. 특히 쟁이나 명과 같은 사회  격변기에 가족공

동체의 안 은 심각한 에 처할 수밖에 없다. 한국 쟁과 같은 이데올로

기 쟁에서 이러한 특성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나의 민족-혹은 국가

로 상상되던 집단 내부에서 빚어지는 이데올로기  갈등은 이념이 다른 상

방에 한 무차별 인 증오로 표출되게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단일한 민족에 

한 상상, 가족과 같은 국가에 한 환상은 여지없이 무 질 수밖에 없다. 게

다가 한국 쟁은 면 의 성격을 띤 쟁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인 ․물  

피해가 래되었고, 이에 따라 부분의 가족들이 가족구성원의 죽음․실종․

1) 한국 쟁기의 쟁시에 한 연구는 오세 , 1996 ｢6․25와 한국 쟁시｣, 한국 

근 문학론과 근 시, 민음사 참조

2) 배장섭, 2000 헤겔의 가족철학, 얼과 알, 2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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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를 체험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사회와 국가의 정체성 기로 이어지기

도 하지만 역설 으로 이상 인 사회와 국가의 정체성에 한 회복의지를 낳

기도 한다.3)3)이 과정에서 가족서사의 재구축이 필연 으로 요구된다. 남한의 

후시인들은 가족의 해체를 경험하면서 가족의 안 을 지켜내지 못한 사회

와 국가에 한 신뢰를 상실하 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가족의 재구축을 통

해서 새로운 사회와 국가의 정체성에 한 회복을 꿈꿀 수밖에 없었다. 가족

 인륜성의 회복은 사회와 국가가 착한 인륜성의 기를 극복하는 첫출발

이기 때문이다.4)4)

물론 후시의 가족담론은 단일한 양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후시의 시

 주체들은 가족 해체에 직면하여 가족을 온 하게 지켜내지 못한 ‘아비’(가

장)의 무책임을 탓하며 죄의식에 사로잡히거나, 사회와 국가 체제 혹은 통

 질서를 억압 인 질서체제로 읽어내면서 억압  질서체제의 표상인 ‘아버

지’를 반성의 상으로 삼기도 하 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을 사회나 국가체

제로부터 분리된 이상  공간 속으로 분리시켜 그곳에 온 한 가족공동체를 

재구축하려는 가부장 인 ‘아버지’가 시  주체로 설정된 경우도 있었고, 실존

의 기에서 벗어나기 해 보호막으로서의 가족, 자궁으로서의 어머니와 

이, 생의 근원  조건으로서의 고향(집)을 욕망하는 시  주체도 있었다. 어떤 

경우든 후시의 가족 담론은 온 한 가족 서사를 회복함으로써 분열된 자아-

서사(self-narratives)를 회복하려는 시  주체의 내 한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 

사실이다.5)5)자아서사  가족서사에 한 욕망은 필연 으로 가족서사에 통합

3) 이는 후복구기의 북한시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 사회구성원을 이데올로기

으로 통합하고, 그것을 후복구를 한 동원에 활용하려는 당의 의지가 뚜

렷하게 철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해서는 남기 , 2002 ｢북한 후시의 통

과 모더니티 연구｣, 한국 문학연구제11집 참조.

4) 후소설과 후희곡에서도 가족담론은 요한 치를 차지한다. 이에 해서는 

권명아, 2000 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책세상; 김교 (2004), ｢한국

쟁기 소설에 나타난 가족 해체의 가족주의  의미｣, 어문학 85집; 장혜원, 

2003 ｢한국 후 희곡 연구:가족의 해체와 복원｣, 동국  학원 등 참조.

5) 자아정체성은 자아의 기  서사를 제로 한다. 가령 일기를 쓰거나 자서 을 

통해 나아가는 것은 통합된 자아감을 유지하기 해 필수 이다. 가족-서사는 이

러한 자아-서사의 과정에서 필연 으로 부딪히는 것이다. A. Giddens(권기돈 역), 

1998  성과 자아정체성, 새물결, 1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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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없는 것, 혹은 통합되지 않는 것에 한 분리와 배제를 필요로 한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가족’의 평화로운 질서에 폭력 으로 진입한 ‘이

질 인 것’을 부정해야만 시  주체는 그 가족을 통해 존재론  안 감을 획

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가부장  주체가 지배하는 권력의 장

(場)으로 ‘가족’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을 소환하는 방식, 특히 타자에 한 

억압이 발생하는 기제6)를6)신 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  주체가 ‘가장’으로 호명되거나 혹은 가장이 구축하는 이상  가족공동

체의 일원으로서 동질 인 가족집단에 의해 호명되는 것과, 개인이 새로운 사

회-국가 공동체에 호명되는 것 사이에는 구조  상동성이 있다. 이는 가족주

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교묘하게 가족을 통제하고 리하는 근  시즘 체제

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7)7)근  시즘 사회에서는 가족을 근  국가

체계의 한 구성요소로 간주하고, 근  국가체계 내부에서 발생하는 억압의 

기제를 가장을 정 으로 형성되는 연공동체 내부에 이식한다. 이때 근  

국가체계의 폭력성은 가부장이 지배하는 가족공동체 내부에 그 로 반복된다. 

근 사회에서 가족주의란 흔히 생각하듯 ‘가족’을 사회와 국가보다 우선 인 

지 에 놓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근 인 사회와 국가 체제 내부에서 작동

하는, 혹은 그것의 효율 인 작동을 해 필연 으로 요구하는 체제내  이데

올로기이다. 결국 가족주의에 한 비 은 사회-국가체제의 유지 략으로 가

족주의 이데올로기를 활용하는 국가주의에 한 비 의 의미를 지닌다.
8)
8)

6) 일반 으로 가족 구성원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결속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연과 혼인이다. 연과 혼인은 가족구성원을 동질 으로 묶

어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족 외  타자와 구별시켜 다. 문제는 동질  가족

집단 내부에서 발생하는 권력의 문제, 가령 남편-아내, 아버지-아들 사이에 발생

하는 권력이다. 가족 내부에서 가부장을 정 으로 발생하는 수직 이고 계 인 

구조는 최고 권력자가 국가 권력을 리, 표상하는 것과 상당히 흡사하다. 이에 

해서는 이득재, 2001 가족주의는 야만이다, 소나무, 44면.

7) 권명아는 후소설에 한 분석을 통해 후 실에서 개인이 느끼는 불안과 공

포는 강력하고 안정된 기반, 즉 ‘완 한 가족’의 꿈으로 연결되는데 가족에 한 

이러한 상상은 결국 가족의 배타  경계를 구축하게 하며, 가족을 해 헌신하는 

모성을 요구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가족이데올로기가 자기희생과 헌신을 강요하

는 시즘  이데올로기의 안  가치체계로 서사화된다는 것이다. 권명아, 앞의 

책, 59-62면.

8) 이득재, 앞의 책,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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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후시에서 가족의 해체가 이루어지는 양상  가족 서사를 상

실한 시  주체가 겪는 정신  기감을 먼  살펴보고, 가족(그 심에는 ‘아

버지’가 놓여 있다)이라는 인륜  공동체의 회복을 통해 민족-국가 공동체의 

유기체  질서를 회복하려는 보수주의 인 가족 과 그러한 가족 을 냉소

인 태도로 바라보면서 가부장  질서의 바깥에 놓일 수밖에 없는 타자들을 

상상하는 비 인 가족 에 해서도 검토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외디푸스

 억압의 주체인 ‘아버지’와 결하면서 가족주의의 환상을 부정하는 시  주

체는 물론 소  여성 인 것, 즉 ‘어머니’나 ‘ 이’로 표상되는 모성  존재를 

열망하는 시  주체도 만나게 될 것이다. 물론 이 논문에서는 무리한 단순화

와 일반화를 피하고, 표 인 후시인들이 ‘가족’을 꿈꾸거나 그것에 반발하

는 양상을 개인의 실존이란 에서 조망하면서 그것이 사회-국가 체제에 

한 비 의 에서 어떤 의미망을 획득하는지를 규명하려 한다.9)9)

2. 가족의 기, 기의 가족- 쟁의 기와 폭력

한국 쟁이 시  주체에게 가한 폭력과 정신  외상을 가장 극 으로 보여

주는 시인은 박인환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쟁 이 에 새로운 도시와 시민

들의 합창(도시문화사, 1949)을 통해 역사의 진보에 한 믿음과 ‘시민 정신’

을 시정신의 핵심으로 삼아, 건강한 역사의식과 사회비  정신을 서정시에 담

아내려 하 다.
10)10)이는 궁극 으로 ‘나라만들기’에 한 열망에서 비롯한 것이

다. 일체의 낡은 습을 타 하고 새로운 질서를 건설하려는 욕망이 미래  

 9) 사회 변화와 가족주의의 균열은 긴 한 연 이 있다. 가족이란 “하나의 육체가 

자신의 욕망을 풀어나가기 해서 끊임없이 사회 계들 속으로 뻗어 나가는 곳

이며, 한 역으로 사회의 여러 힘과 권력 그리고 이념과 상징들이 스며 들어오

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즉 가족은 존재의 욕망과 사회 구조가 상호 침투하는 

장인 것이다. 이에 해서는 신범순, 1997 ｢시에서 ‘가족’의 기호와 상징｣, 포에

티카여름 참조.

10) 박인환의 정신  지향은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 발문에 쓰인 “나는 不

毛의 文明, 資本과 思想의 不均整한 싸움 속에서 民精神에 離反된 語作用만

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라는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기한, 1996 한국 

후시의 시간의식, 태학사, 168-1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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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한 낙  단을 낳게 되고, 시  주체는 ‘나라만들기’를 하는 

일체의 것들에 해 비  주체로 거듭나게 된다. 하지만 쟁을 경험하면서 

박인환은 근본 인 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역사의 진보에 

한 신뢰감을 유지할 수 없었는데, 이는 일체의 정치  담론에 한 극단 인 

오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하루 종일 나는 그것(‘壁’:인용자 주)과 만난다

避하면 避할쑤록

더욱 接近하는 것

그것은 무도 不吉을 象徵하고 있다

옛날 그 에 名畵가 그려졌다하여

즐거워하던 藝術家들은

모주리 죽었다.

지  거기엔 리와

아무도 읽지 않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檄文과 政治포스터어가 붙어 있을 뿐

나와는 아무 因緣이 없다.

그것은 個性도 理性도 잃은 

滅亡의 그림자

그것은 文明과 進化를 障害하는

싸탄의 使徒

나는 그 것이 보기싫다.   (｢壁｣ 부분인용)

이 작품에서 ‘벽’은 시  주체가 직면한 쟁의 폐허와 암울한 실을 상징

한다. 시  주체는 ‘벽’을 ‘피’하려 하지만, 그럴수록 ‘벽’은 시  주체에게 “더

욱 接近”하고 있다. 그는 ‘벽’에서 ‘不吉’을 읽어낸다. 그 벽에는 이제 “아무도” 

읽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檄文’과 ‘政治포스터어’만 붙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

서 격문과 정치포스터는 체제를 옹호하고 에 한 개심과 분노를 자극하

면서 들을 정치 으로 동원하려는 근  국가체계의 정치  담론 혹은 

그것의 선동  표 으로서의 정치  선 물을 상징한다. 시인은 정치  담론

에 한 거부와 단 의 의지를 “아무 因緣이 없다”는 진술로 표 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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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제 국가주의의 담론은 “感性도 理性도 잃은 滅亡의 그림자”, “文明

과 進化를 障害하는/ 싸탄의 使徒”로 간주될 뿐이다. 그는 쟁을 통해 근  

국가 이념의 산을 목도하면서 더 이상 진보에 한 신념을 유지할 수 없었

다. 그의 후시에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황무지’ 의식, 혹은 문명사의 종말 

의식11)은11)더 이상 자신을 구원할 신이 존재하지 않는 실, 단지 “戰爭의 悽

慘한 追憶”(｢검은 神이여｣)으로 존재하는 “검은 神”에 한 주로 표 되기

도 한다.

이와 같이 후의 박인환은 죽음에 한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 , 미래  

유토피아에 한 망을 상실하고  허무의식에 빠져들었다. 그에게 일

체의 역사 과정이란 헛된 것에 불과하며 당면한 실은 ‘돌이킬 수 없는 폐허’

로 간주된다.  ｢살아 있는 것이 있다면｣이란 작품에서 시  주체가 “懷疑와 

不安만이 多情스러운 / 모멸”(3연)의 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자신을 “回想도 苦惱도 이제는 亡靈에게 팔은 / 철없는 詩人”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세계에 한 신뢰감의 상실과 일 된 자아-

서사의 붕괴에서 비롯된 자아정체성의 해체는 자기모멸감과 죄의식을 통해 

보다 극 으로 표 된다. 그런데 이 자기모멸감과 죄의식은 가족을 지켜내지 

못한 무능한 가장에 한 자기비 과 연결되어 있다.

(1)  다른 그날

    街路樹 그늘에서 울던 아이는

    옛날 江가에 내가 버린 嬰兒

    쓰러지는 建物 아래

    슬픔에 죽어가던 女도

    오늘 幻影처럼 살았다

    이름이 무엇인지

    나라를 애태우는지

    分別할 意識조차 내게는 없다

    ( 략)

    지낸 날의 무거운 回想을 더듬으며

    壁에 귀를 기 면

    머나 먼

11) 의 책, 1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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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運命의都  한복

    희미한 달을 바라

    울며 울며 일곱 개의 層階를 오르는

    그 아이의 方向은 

    어데인가     (｢일곱개의 層階｣ 부분인용)

(2) 당신과 來日부터는 만나지 맙시다

    나는 다음에 오는 時間부터는 人間의 家族이 아닙니다.

    왜 그리 할 것인지 모르나

    지 처럼 幸福해서는

    조  처럼 錯覺이 생겨서는

    다음부터는 피가 마르고 은 감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寢台 에서

    내가 바랄 것이란 나의 悲慘이 連續되었던

    수 없는 陰影의 年月이

    이 幸福의 瞬間처럼 속히 끝나  것입니다.

    …… 雷雨 속의 天使

    그가 피를 吐하여 알려 주는 나의 位置는

    曠漠한 荒地에 세워진 宮殿보다도 더욱 꿈 같고

    나의 編曆처럼 애처럽다는 것입니다.  (｢밤의 未埋葬｣ 부분인용)

작품(1)의 시  자아는 쟁이라는 “不幸한 年代”(1연)를 회상하면서 자신

이 버린 ‘아이’를 떠올린다. 어린 자식을 버려서라도 목숨을 연명할 수밖에 없

었지만, 그래도 자식을 버렸다는 것에 한 자책과 회한은 남는 법이다. “街路

樹 그늘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 “쓰러지는 建物 아래”에서 슬픔에 젖은 채 

죽어 가는 아이들, 도처에 려 있는 헐벗은 이 고아들이 모두 자신이 버린 

‘嬰兒’의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 헐벗은 고아들, “울며 울며” 죽어가

는 아이들이 시  자아의 내면의식을 상징하는 “일곱 개의 層階”를 오르내리

고, 시  자아는 자신의 내면에서 울며 헤매는 ‘아이’의 목소리에 응답하지 못

한 채 비탄과 망의 신음을 내뱉고 있을 뿐이다. 

작품(2)의 시  자아는 ‘당신’ 즉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을 침 에 뉘어놓고 

이별의 말을 고하고 있다. 쟁이 강요하는 죽음, 죽음이 강요하는 이별 앞에

서 시  자아는 사랑하는 사람과 나 었던 “幸福의 瞬間”(1연)이나 “官能的인 

時間”(3연)에 한 회상에 젖어보지만, 끝내 그는 “나의 位置”가 “曠漠한 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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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1연)를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시  자아가 자신을 “人間의 家

族”이 아니라고 선언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이 바라던 

온 한 가족공동체가 무 지고 자신의 앞에서 가족구성원이 죽어가는 것을 

목도한 시  자아는 ‘당신’으로 표상되는 시  상과의 통합에 한 감각을 

유지하지 못한 채 “不安과 恐怖”, 죽음충동에 사로잡힌다. 삶의 보호막인 가족

과 집을 잃은 시  주체의 불안과 공포는 일차 으로 쟁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다. 하지만 시  주체는 자신이 지켜내야 하는 여인, 자신에게 윤리  책

임을 요구하는 타자를 끝내 죽음의 세계로 몰아넣은 것에 한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죄의식은 시인의 통합된 자아-서사를 해체할 뿐만 아니

라 세계에 한 일 된 해석의 가능성을 쇄한다.
12)12)

가족공동체의 해체와 근  국가체계에 한 신뢰의 붕괴는 동 의 양면

과 같다. 온 한 가족공동체의 신화란 그것을 비호할 수 있는 사회-국가 체제

의 안정성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다. 그런데 쟁이나 명과 같은 진 인 

사회  변  특히 기존의 습과 통을 뿌리째 뒤흔드는 역사  시간이 가

족이라는 공동체에 폭력 으로 진입할 때, 개인의 실존과 통합된 자아-서사의 

바탕이 되어야 할 가족 공동체에 한 서사는 여지없이 붕괴될 수밖에 없

다. 박인환의 가족서사에서는 사랑하는 여인과 자식을 죽음으로 내몰거나 거

리에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가족의 붕괴를 무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쟁기의 무력한 가장이 시  주체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어

린 딸에게｣의 시  주체도 “機銃과 砲聲”이 요란한 “주검의 世界”에서 태어난 

어린 딸에게 따듯한 안식과 평안을 제공하기 어려운 비극  실 앞에서 

망하고 있다. 물론 쟁은 언제가 끝나겠지만, 쟁이 끝나 “서울에 남은 집”

으로 돌아가더라도 그 딸은 자신이 “어데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故鄕”과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가야 하는 운명에 처해있다. 

여기서 시  주체가 자신에게 부과된 윤리  책임을 방기하 다는 가장의 죄

의식과 모멸감을 근  국가체계(‘나라’)에 한 비  성찰과 회의로 연결

시키고 있다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후 실에 한 부정의식이 

12) 죄의식과 수치가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A. Giddens. 앞

의 책, 125-13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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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 으로 가족공동체의 안 과 질서의 궁극  담지자인 무력한 ‘큰’ 아버지, 

즉 사회-국가에 한 면  회의와 연결될 것임을 보여 다. 사회-국가라는 

‘큰’ 아버지의 부재 앞에서, ‘큰’ 아버지의 권 와 권력의 리자인 ‘아버지’(혹

은 남편)는 무능력할 수밖에 없다. 박인환 시의 시  주체는 시 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가족의 울타리로 남길 자처하거나, 반 로 시 의 요구

(국가의 호명)를 수용하면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습을 보

여주지도 못하 다. 박인환의 ‘아버지’(혹은 남편)는 이 두 가지 요구 사이에

서 끊임없이 방황하고 갈등하는 무기력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가족 서사에 등

장한다. 

넓고 個體 많은 土地에서

나는 더욱 孤獨하 다.

힘 없이 집에 돌아오면 세사람의 家族이

나를 쳐다 보았다. 그러나

나는 차디찬 壁에 붙어 回想에 잠긴다.

戰爭 때문에 나의 財産과 親友가 떠났다.

人間의 理智를 한 書籍 그것은 재떠미가 되고

지난 날의 榮光도 날아가 버렸다.

그 게 多情했던 親友도 서로 갈라지고

간혹 이름을 불러도 울림조차 없다.

오늘은 飛行機의 爆音이 귀에 잠겨

잠이 오지 않는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 부분인용)

이 작품의 시  주체는 쟁 때문에 “財産과 親友”를 모두 잃었다. 시  주

체는 자신의 소 한 것들이 사라진 이유를 “共産主義 ”(3연)들 탓으로 돌리

고, 그들과의 싸움을 “正義의 戰爭”(4연)이라 규정하는 시 의 담론에 내면

으로 동의한다. 그래서 “우리의 뜰 앞에서 버러진 싸움”을 통찰한 끝에 자신

이 그 싸움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 한, “遲刻”한 것에 한 자책감을 피력한

다. 하지만 시  주체는 사회-국가의 요구를 면 으로 수용하지는 못한다. 

시  주체는 그것을 “내게 달린 家族을 해”(마지막 연)서라고 말한다. “나

를 쳐다 보”는 “세사람의 가족”의 얼굴, 시  주체에게 윤리  책임을 요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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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의 얼굴 때문이다. 자신이 부양하고 안 을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기에, 

시 의 요구와 사회-국가의 호명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시  주체는 이

러한 자신의 모습을 “나는 참으로 비겁하다”라고 자책한다.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는 가장의 윤리의식과, 시 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지식인의 

책임의식 사이의 갈등은 지식인의 자아-서사를 하는 요인이다. 문제는 시

 주체가 자신의 비겁함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면서도, 그것을 끝내 

용인하지 못한 채 윤리  갈등에 빠져 있다는 이다.

3. 아버지에 한 부정과 가족주의 비

김수 의 가족-서사에 있어서 가장 심 인 치를 차지하는 인물은 “아

버지”이다. 그의 아버지는 실에선 부재(不在)하는 인물로 작품에 등장한다. 

쟁 직 에 발표된 작품 ｢아버지의 寫眞｣(1949)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

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인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죽은 아버지의 사진

조차, 정면으로 응시할 수 없을 만큼 시  자아는 부재하는 아버지의 권 에 

압도되어 있다. 시  주체에게 ‘아버지’는, 그리고 그의 ‘사진’은 “내가 떳떳이 

내다볼 수 없는 실”로서 로 거부할 수 없는 가부장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시  주체는 그 ‘아버지’가 행사하는 권력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

식하며 억압을 느낀다. 가령 사진 속의 아버지는 “서서 나를 보”지만, 시  주

체가 아버지의 사진을 다른 사람들의 을 “避하여” 몰래 숨어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수 의 후시는 아버지와의 립을 극복하고 자기의식을 정립하는 과정

에 해당된다. 그는 부재하는 아버지의 권 에 내면 으로 굴복하기를 거부하

고, 자기 스스로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과정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김

수 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 가장이 된다는 것을 흔쾌히 받아들이지는 못한

다. 이는 무엇보다 인민군에 끌려갔다가 포로가 되어 거제도에서 탈출했던 경

험, 그래서 생활에 무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실에서 비롯하는 것으

로 보인다. 하지만 피난생활 에 아내와 일시 으로 헤어져 있어야 했던 , 

두 아우가 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실종되었던  등도 무시할 수 없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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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다.
13)13)특히 시인의 책무와 생활인의 의무 사이에 끊임없이 갈등하면 자신

의 무능을 탓하는 목에서는 정체성의 기조차 감지되기도 한다. 김수 의 

후시에서 가족모티 는 이와 같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 되기를 피할 

수 없는 시  주체의 정신  번뇌와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다.

  

古色이 蒼然한 우리집에도

어느덧 물결과 바람이

新鮮한 氣運을 가지고 쏟아져 들어왔다.

이 게 많은 식구들이

아침이면 을 부비고 나가서

녁에 들어올 때마다

먼지처럼 인색하게 묻 가지고 들어온 것

얼마나 長久한 歲月이 흘러갔던가

波濤처럼 으로

혹은 世代를 가리키는 地層의 斷面처럼 억세고도 아름다운 색깔 --

구 한 사람의 입김이 아니라

모든 家族의 입김이 합치어진 것

그것은  넓은 문창호의 수많은 

틈 사이로 흘러 들어오는 겨울바람보다도 나의 을 밝게 한다

조용하고 늠름한 불빛 아래

家族들이 마다 떠드는 소리도

귀에 거스리지 않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全靈을 맡긴 탓인가

내가 지  순한 고개를 숙이고

온 마음을 다하여 즐기고 있는 書冊은

偉大한 古代彫刻의 寫眞   (｢나의 家族｣부분인용)

｢나의 家族｣(1954)은 후 김수 의 의식의 한 단면을 보여 다. 아버지를 

정 으로 형성된, 완고한 통  가족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살던 김수 은 

이제 쟁이 래한 생활의 변화를 “古色이 蒼然한 우리집”과 “新鮮한 氣運”

13) 쟁시기 김수 의 가족사에 해서는 최하림, 2001 김수  평 , 실천문학사 

; 김수 , 1981 김수  집1, 민음사, 298-306면에 수록된 연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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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김수 이 말한 “新鮮한 起運”이란 생계를 

해, 혹은 학업을 해 모든 가족구성원들이 아침과 녁마다 들고나며 세상살

이를 하고, 그 세상의 “물결과 바람”이 가족의 질서와 분 기를 일신하게 된 

후의 상황을 가리킨다. 문제는 쟁을 겪으면서 가족이 면한 새로운 상황 

속에서 시  주체가 차지하는 치일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아버지의 寫

眞｣의 시  주체가 완고한 아버지의 억압  시선을 감당하지 못하는 나약한 

아들이었다면, ｢나의 家族｣의 시  주체는 세상의 물결과 바람을 몰고 와서 

새로운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가족들, 서로 입김을 합치며 웃고 떠들고 “調和

와 統一”(6연)을 이루며 살아가는 “柔 한 家族”(7연)의 모습을 “사랑”의 시

선으로 바라다보는 가장의 치에 있다. 이 시의 시  주체가 그려내는 가장

의 상은 가족 에 군림하는 입법자로서의 아버지가 아니다. 오히려 가족에게 

자신의 “全靈을 맡긴” 탓에 그들의 소란스러움이 더 이상 “귀에 거슬리지 않

는” 울타리로서의 가장, 가족의 조화와 통일을 꿈꾸는 가장의 모습을 하고 있

다. 문제는 시  주체가 꿈꾸는 이상 즉 “書冊”의 “偉大한 古代彫刻의 寫

眞”(4연)이 상징하는 정신  가치와, 모든 한 것들에 한 지향을 포기하

고 “거칠기 짝이없는 우리집안”(8연)의 새로운 분 기를 사랑의 시선으로 포

용해야 한다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이다. 

상 인 면만을 고려한다면, 이 작품의 시  주체는 자신이 꿈꾸는 “偉大

한 所在”(7연)를 포기하고 가족공동체의 유지․존속을 해 생활을 면 으

로 수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인의 내면 깊은 곳에는 근원 인 우울, 

즉 정신의 “偉大한 所在”에 한 지향을 포기하고 가족이라는 실을 수용해

서 소시민  삶을 살아가야 하는 지식인의 쓸쓸한 내면 풍경이 자리 잡고 있

다. 이는 김수 의 후시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생활”의 문제, 그리고 생활

을 수용해야 한다는 소시민  자의식의 정서  표 으로서의 “설움”14)과14)

14) ‘설움’은 김수 의 후시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감정상태이다. 그의 설움

은 1950년 의 사회 실과 근 문명에 한 비  성찰에서 기인하는 바, 근원

인 세계에 한 향수와 그것을 가로막는 생활 세계에 한 환멸이 빚어내는 

역설  감정이다. 그는 자신의 삶을 구속하는 생활 세계(혹은 가족)를 버리고 

한 삶을 꿈꾸지만, 경험  실 세계가 그러한 꿈을 허락지 않고 생활인으

로서의 삶을 강요한다는 것에 해 비애를 느낀다. 그의 후시에서 시  주체

가 자신을 ‘白蟻’와 같은 하찮은 동물로 비하하고 있는 것도 이와 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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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홀어머니, 아내, 자식, 여동생 등의 생

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의 모랄 의식과, 가족의 생계에 한 심을 끊고 오로

지 진정한 정신  가치에 몰입해야 한다는 지식인  사명의식이 변주하는 정

신  갈등을 보여 다. 후의 김수 이 얼마나 “생활”의 문제에 민감하 고, 

 나름 로 민첩하게 생활의 문제를 헤쳐 나갔는가는 그의 에세이15)를15)통해

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김수 이 그토록 미워하 던 아버지의 

질서, 혹은 아버지를 정 으로 구축되는 통  가족 질서로부터 자유롭지 못

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 시의 마지막 연에서 시  화자가 자신의 가족과 

집안에 몰려온 “아득한 바람과 물결”을 보면서 “낡아도 좋은 것은 사랑뿐이

냐”고 진술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가족을 사랑

으로 감싸 안아야 한다는 실을 받아들인다. 그것이 가장에게 새롭게 요구되

는 의무인 까닭이다. 김수 이 생활인의 감각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증을 보

인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가족에 한 사랑이란 ‘낡은’ 것이며, 따라

서 부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그 낡음을 정할 수밖에 

없는 모더니스트로서의 자의식이 “낡아도 좋은 것은 사랑뿐이냐”는 진술의 

바탕에 깔려 있다. 시  주체가 생활(가족, 사랑)에 구속된 경험  자아와 시

라는 “ 한 所在”를 지향하는 이상  자아로 격하게 이 화되는 ‘아이러

니’16)는16)가장의 치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정체성의 균열을 체험했던 

김수 의 정신  상황을 역설 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구름의 수병｣(1956)은 아버지의 치를 면 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김수  시의 ‘설움’이 지니는 의미에 해서는 김춘식, 1998 ｢김수 의 기시-설

움의 자의식과 자유의 동경｣, 작가연구5호, 170-177면을 참조할 수 있다. 이 

에서 김춘식은 설움을 반속(反俗)과 속(俗)의 경계에 놓인 자의식으로 규정하고, 

이를 김수  시의  다른 주제인 ‘자유’와 ‘사랑’이란 문제와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다.

15) 김수 , 1964 ｢養鷄 辨明｣, 김수  집2-산문이 표 인 이다.

16) 자아의 이 화(dédoublement)는 아이러니의 수사학에 필연 으로 나타나는 

상이다. 김수 의 후시에서 아이러니는 일상  삶에 사로잡  있는 일상  자

아의 활동으로부터 성찰  활동을 분리하기 한 것이다. 아이러니의 에서 

김수 의 시세계를 연구한 논문으로는 김창원, 1987 ｢한국 시에 나타난 아

이러니에 한 연구-이상 시와 김수  시를 심으로｣, 서울  학원; 신주철, 

2003 이상과 김수  시의 아이러니, 박이정 등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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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 한 가장의 분열된 정체성
17)

을17)보다 극 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방 두간과 마루 한간과 말쑥한 부엌과 애처러운 妻를 거느리고 

외양만이라도 남과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이다지도 쑥스러울 수가 있을까 

詩를 배반하고 사는 마음이여 

자기의 裸體를 더듬어보고 살펴볼 수 없는 詩人처럼 비참한 사람이  어디있

을까 

거리에 나와서 집을 보고 

집에 앉아서 거리를 그리던 어리석음도 이제는 모두 사라졌나보다 

날아간 제비와같이 

날아간 제비와같이 자죽도 꿈도 없이 

어디로인지 알 수 없으나 

어디로이든 가야 할 反 의 정신 

나는 지  산정에 있다 --- 

시를 반역한 죄로 

이 메마른 산정에서 오랫동안 

꿈도 없이 바라보아야 할 구름 

그리고 그 구름의 수병인 나.   (｢구름의 수병｣부분인용)

｢구름과 수병｣에서 시  자아는 소시민 인 삶을  “詩와는 反 된 생활”

이라고 자조한다. 그가 생각하는 올바른 시인의 삶이란 일상의 “낡아빠진 생

활”을 버리고 “자기의 裸體를 더듬어 살펴볼 수” 있는 삶, 즉 자기 존재의 본

모습을 반성할 수 있는 삶이다. 문제는 생활에 시달리는 “애처로운 妻를 거느

리고 / 외양만이라도 남과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가장으로서의 자의식이다. 

그는 남이 보기에 그럴 듯하게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일상 인 삶을 

하려 한다. 그러나 이런 욕망은 늘 시로 표상되는 정신  가치, 월  가치

17) 김수 은 아버지 세 가 보여주었던 과거의 비참과 습 을 변 하고자 했지만, 

자신이 가족 내에서 ‘아버지’ 혹은 ‘남편’으로 등장할 때에는 남성 심주의에 사

로잡힌 폭력 인 가부장의 모습을 반복하기도 한다. 60년 에 창작된 ｢罪와 罰

性｣․｢女子｣․｢性｣등이 좋은 이다. 이에 한 논의는 김 자․엄경희, 2003 ｢한

국 근 문학에 나타난 가족담론의 개와 그 의미: 시｣, 한국어문연구제
51집, 477면 참조.

Copyright (C) 2005 NuriMedia Co., Ltd.



134 韓 國 文 化 35 　

와 배리를 이룬다. 그는 “거리”에 나와서는 “집”을 보고, “집”에 앉아서는 “거

리”를 그리워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해서도 이제는 더 이상 문제를 느끼

지 않을 만큼 가장의 역할에 매몰되어 있지만, 시를 버렸다는 것에 한 죄의

식만큼은 결코 버리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월 인 가치를 지향하는 시인으

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시에 반역된 삶을 사는 자신을 “山 ”에 유배되어 꿈도 

없이 구름이나 지키는 수병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극단 인 자기

모멸과 자조(自嘲)는 후의 김수 이 처한 정신의 기, 정체성의 기를 보

여주는 것이다. 그에게 가족이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 그들의 생

존을 해 경제  활동을 하고 울타리 역할을 해주어야 할 상으로 간주된

다. 김수 의 시  주체는 가장의 윤리  책임을 수락하면서도, 자신의 가족을 

자신의 혼을 구속하는 짐으로 간주하는 이  태도를 보이고 있다.18)
18)

김수 의 후시가 보여주는 가족-서사의 문제성은 가장의 역할에 한 비

자발  수용에서 기인한다. 그는 외디푸스  억압을 상징하는 아버지, 즉 가족 

에 군림하는 입법자로서의 아버지가 되기를 거부한다. 하지만 그 다고 가

족을 사랑으로 감싸 안는, 타자의 타자성을 인정하고 그 타자의 고통을 감싸 

안으며 그들을 자신의 윤리  실천의 한 계기로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지도 못하 다.19)19)김수 에게 있어서 다른 가족들에 한 인

정과 수용이 결코 자발 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그의 후시는 일

된 자아-서사와 가족-서사를 해체하는 객  실 즉 쟁의 실 앞에서 그

18) 김수 의 이런 이  태도는 ‘가족’의 문제를 통해 후  실을 우회 으로 

비 하려는 성찰  기획과 련이 있다. 그는 늘 생활의 문제에 비 인 거리

를 유지하면서, 자아의 이 성을 냉소 으로 바라본다. 이것은 궁극 으로 부르

조아  일상성이 지배하는 삶의 질서에 한 성찰로 연결되고 있다. 반면 박인

환의 가족-서사에는 후  실에 한 성찰  기획이 결여되어 있다. 그는 가

족의 해체를 래한 쟁의 실에 압도되어 세계에 한 환멸을 드러낼 뿐 그 

세계에 맞설 수 있는 시  략을 획득하지 못한 채 소한 내면세계로 숨어들

어 갔다. 

19) ‘타자의 타자성’을 존 하는 아버지, 타자를 주체 내부에 있는  다른 자아로서 

인정하는 아버지는 타자와 진정한 윤리  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윤리  계

는 근  주체와 타자 사이에 존재하는 비 칭성과 불평등성에서 벗어나 인간

의 보편  결속을 가능  한다. 부성  존재가 갖는 철학  의미에 해서는 E. 

Levinas(강 안 역), 1996 시간과 타자, 문 출 사, 134-14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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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쩔 수 없이 가족을 지키는 울타리의 역할을 떠맡았고, 이 마다할 수 없

는 실을 ‘생활’이란 이름으로 정당화하면서도 끝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던 

유약한 가장, 무기력한 아버지의 모습을 성찰하고 있는 것이다. 

김수 이 ‘가장’의 책임감과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이율배반  충동 

사이에서 방황하는 근본 인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쟁이라는 참혹한 

실을 래한 근  국가체계에 한 면 인 회의 때문이라 짐작된다. 인민

군으로 참 하여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갇혔다가 반공포로로 탈출한 그로서는 

‘자유’의 진정한 가치가 다른 무엇보다 소 하 다. 문제는 후  실이 시

인이 추구하는 ‘자유’의 가치와 배리 계에 있었다는 이다. ‘국가’라는 가부

장  질서, 아버지(國父)로 리 표상되는  권력자에 의해 유지되는 사회

는 쟁으로 야기된 가족해체의 궁극  책임자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다시 가족의 재구축을 통해 사회체제를 재구축하고, 그러한 가족의 집단  결

합체로서 ‘국가’ 체제를 정비하며 그 정 에 최고 권력자라는 ‘아버지’를 치

시킨다. 그러니까 가족주의란 국가주의가 생산하고 유포하는 이데올로기이며, 

이러한 이데올로기 에서 국가체계는 가장의 권 에 복속하는 개인들을 그 

신민으로 거느리게 된다. 가족 구성원들의 표자인 가장에겐 국가라는 ‘큰’ 

아버지를 행해서 가족을 통솔하고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주는 신에, 사

회와 국가가 져야할 개인의 안 에 한 책임을 가장에게 부여한다. 그러한 

‘큰’ 아버지(국가체계)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 즉 사회와 국가의 기

 단 인 가족의 수장으로서 요구되는 역할이 김수 의 후시에서는 ‘생

활’이란 말로 표 된 것이다. 이 생활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장은 가장의 역할

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김수 은 자신에게 요구되는 가장의 역할, 혹은 생

활의 억압을 비 하고 그것이 소시민 인 실안주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경

계하면서 부단히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태도를 견지하 다. ｢폭포｣(1957)라

는 시에 등장하는, 실을 향해 소시민  “懶惰와 安定”을 질타하는 목소리는 

이러한 자기반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4․19 직후 발표한｢우선 그놈의 사진

을 떼어서 씻개로 하자｣(1960)는 외디푸스  억압의 주체인 ‘아버지’에 한 

거부와 부정이 보다 직 인 실비 의 목소리, 정치  선동의 목소리로 변

모한 경우이다. 이 작품의 소재는 4․19 이 까지 ‘나라’라는 ‘가족’의 아버지

Copyright (C) 2005 NuriMedia Co., Ltd.



136 韓 國 文 化 35 　

(國父)로 숭앙하던 권력자의 사진이다. 온갖 정치  부정부패와 가부장  

억압의 상징인 “그놈의 미소하는 사진을 그것이 붙어 있는” 방방곡곡에서 “이

제야말로 아무 두려움 없이” 떼어내서 “조용히 개울창에 넣”(1연)거나 씻개

로나 쓰자는 정치  선동은 가족주의에 한 비 의 담론이 어떻게 국가주의

에 한 비 의 담론으로 발 하는지를 역설 으로 보여주고 있다.20)20)

4. 가족공동체의 회복과 아버지 되기의 욕망

후시에서 가족이 늘 해체된 모습으로, 혹은 시  주체의 실존을 하거

나 참다운 생의 가치 실 을 부정하는 존재로만 그려지는 것은 아니다. 서정

주․박목월․김 식과 같은 통주의 계열의 시인들의 시에 등장하는 가족은 

쟁의 참혹한 실로부터 한 걸음 벗어나 있다. 그것은 이들의 가족이 쟁

의 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다. 통주의 시에 등장하는 가족 역

시 참혹한 화(戰禍)로 죽음에 한 불안과 공포를 경험한, 해체의 기에 

빠진 가족이다. 문제는 시  주체가 참혹한 쟁의 실과는 거리를 둔 ‘자연’

이란 이상  공간에 가족을 격리시키고, 그곳에서 가족공동체의 안 를 도모

하고 있다는 이다. 

서정주의 ｢무등을 보며｣에 나타난 가족이 표 인 이다. 이 작품의 시  

자아는 ‘가난’으로 변되는 후의 참혹한 실과 직  맞서 싸우려 하기보다 

‘靑山’으로 상징되는 동양  자연이란 이상향을 꿈꾼다. 경험  시간이 침투할 

수 없는 이 무시간성의 공간, 원성의 공간은 “우리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20) 김수 의 1960년  시창작에도 가족-서사는 자주 등장한다. 특히 ‘아내’라는 존재

가 면 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만용에게｣․｢ 성라디오｣․｢여

자｣등에 등장하는 ‘아내’는 생활력이 강하고 이기 인 인물로서 일상의 일에 무

능한 가장과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킨다. 하지만 이 갈등은 ‘아내’와의 싸움을 통

해 일상 인 실에 한 항을 표 하려는 시  주체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

다. 이때 ‘아내’는 사실 “내 안의 ”이며, 동시에 시  주체가 맞서 싸워야 할 

실 인 (사회  억압)이다. 김수 은 이런 ‘ ’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방법론

을 끊임없이 모색하 고, 그 해답은 바로 ‘사랑’이었다. 김수  시에서 ‘사랑’의 

의미에 해서는 문혜원, 1998 ｢아내와 가족, 내 안의 과의 싸움｣, 작가연구
5; 유성호, 1998 ｢타자 정을 통해 ‘사랑’에 이르는 도정｣, 작가연구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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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씨”, 즉 인간의 성정을 닮은 공간이다. 자연의 유기체  질서와 인간의 성

정이 서로 조응을 이루는 세계 속에서 가족 역시 자연의 유기체  질서를 닮

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것은 ‘지애비’와 ‘지어비’가, ‘內外’와 ‘새끼’들이 서로를 

아껴주고 보듬어 주는 사랑의 공동체이다. 여기서 가족을 하나의 공동체로 맺

어주는 인 원천은 ‘ 연’이다. 국가마  나의 안 를 보장하지 못하는 

실 속에서 세계에 한 믿음을 상실한 시인은 세계에 한 신뢰 회복의 첫

걸음을 연으로 맺어진 가족공동체의 유 의식 속에서 찾았다. 그에게 연

으로 묶인 가족은 사회 체의 질서와 우주의 질서가 응축된 독자 인 소우

주이자, 존재론  안 감과 세계에 한 신뢰21)21)회복의 첫걸음이었다. 특히 ｢무

등을 보며｣에 나타나는 연면한 세 계승의지는 국가체계가 강요하는 죽음과 

폭력에 맞서 원한 생명을 획득하려는 욕망을 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22)22)

후 통주의 시에서 가족은 삶의 무한성과 원성을 가능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때 시  주체는 가족이란 소우주의 주 자로서, 가족구성원의 

표자이자 입법자로서 등장한다. 특히 시  주체는 개체를 넘어 타자 혹은 무

한자와의 계에 한 욕망을 바로 가족에 한 연민과 사랑을 통해 실 하

려 한다. 타자(가족)의 궁핍과 곤궁을 하나의 명령으로서 받아들이는 시  주

체는 자기 유지를 해 타자를 상화하는 것에서 벗어나, 그 타자의 타자성

을 인정하면서도 자기동일성을 지켜나가는 부성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

하여간 이 한나도 서러울 것이 없는 것들 에서,  이것들을 서러워하는 微物

하나도 없는곳에서, 우리는 서뿔리 우리 어린것들에게 서름같은 걸 가르치지 말 

일이다. 것들을 축복하는 때까지의 어느것, 비비새의 어느 것, 벌 나비의 어느 

것, 는 것들의 꽃 오리와 꽃숭어리의 어느 것에 체 우리가 행용 나즉히 서

로 주고받는 슬픔이란 것이 깃들이어 있단 말인가.

이것들의 밤에의 完全歸巢가 끝난 뒤, 어둠이 우리와 우리 어린 것들과 山과 

냇물을 까마득히 덮을때가 되거든, 우리는 차라리 우리 어린 것들에게 제일 가까

운곳의 별을 가르쳐 뵈일 일이요, 제일 오래인 鐘소리를 들릴 일이다. (｢上里果園｣

부분인용)

21) ‘존재론  안 ’과 ‘신뢰’에 해서는 A. Giddens, 앞의 책, 87-95면 참조.

22) 이에 해서는 남기 , 1998 ｢1950년  시의 통지향성 연구｣, 서울 학교 학

원, 7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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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주의 시 ｢상리과원｣은 동양  자연에의 귀의를 통해, 그 자연이 벌이는 

생명의 축제에 동화됨으로써 원한 삶의 비 을 확보하고자 했던 후 서정

주의 정신  경향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자연의 질서에 완 히 동화된 이 

작품의 시  주체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어린것들에게 서름같은” 것을 가르치

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자연이란 거 한 생명의 공간 속에서 그 자연의 유

기체  질서를 닮아가는 가족공동체의 내부엔 더 이상 쟁의 폭력과 상흔이 

개입할 틈이 없기 때문이다. 아니 그러한 폭력과 상흔마  자연의 놀라운 생

명 치유력을 통해 감싸 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물 속에 어떤 “슬픔

이란 것”도 깃들 수 없는 것처럼, 가족공동체 내부에는 어떤 슬픔도 깃들 수 

없다. 한편 “우리의 어린 것들”에게 “제일 가까운곳의 별을 가르쳐 뵈”이고, 

“제일 오래된 鐘소리를 들”려 주어야 한다는 진술은 후 통주의 시의 가족

-서사가 지향하는 바를 핵심 으로 보여 다. 시인은 동양  자연, 더 나아가 

통  질서 속에 가족을 치시킴으로써, 근  시간성에서 벗어난 탈시간

 지평 에 가족을 옮겨놓음으로써 가족공동체를 지켜내려는 시  주체의 

‘아버지 되기’의 욕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근  

국가체계란 가족의 안 을 하는 자로 간주될 수밖에 있다. 후 통

주의 시의 아버지가 근  도시문명 속의 가족이 아니라, 농경문화 속의 가족

을 표하는 아버지로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분히 시 착오 인 욕

망에 해당되지만, 후 통주의 시의 아버지는 근원 인 자연 세계 속에서 

안분지족의 삶을 살아하는 통 인 가부장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와 같은 통 인 가족주의에 가장 근 한 시를 발표한 통주의 시인은 

김 식이다. 그는 실 세계의 질서에서 벗어나 상  독립성을 유지하는 가

족공동체, 그리고 그 가족공동체의 정 에 아버지가 있어 연집단을 수직

으로 계화하는 가족 모델을 꿈꾸었다.23)23)이를 구체 인 작품 분석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23) 하지만 김 식의 ‘아버지’가 개인의 자율성과 능동성을 거세하는 남성 우  가

부장주의의 형 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다. 통사회의 가족모델에 

해서는 김동춘, 2002 ｢유교와 한국의 가족주의｣, 경제와 사회 제55호, 한울, 98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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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녁 연기 피어 오르는 기  수풀 아래 그윽히 가라앉은 항아리 속 같

은 곳에 그림처럼 펼쳐진 아조 옛스러운 마을이었다. 해는 늦게 떴다 일

감치 떨어지고 하늘만 동그랗게 빤히 내다 보이는.

    아들놈에겐 老子의 道德經과 莊子의 南華經, 그리고 염생이 뜯기기를 가르

칠 일이요 어린 손주놈들은 시냇가에 나가 오리새끼들이나 데리고 놀게 하

면 그만인 것이다.

    뽕나무 밭이 있어, 아내의 에 치기엔 걱정이 없고 祭祀날이 돌아오면 며

리 손으로 지어 곱게 발다드미질한 명주 두루매기에 부신 동정을 달아 

새로 갈아 입을란다.                                (夢遊桃園圖｣ 에서)

(2) 시골 살림살이도 맛들이기 나름이지. 나는 나의 가난한 食率들을 거느리고 

아하 이런 隱僻한 산골짝에 없는 듯이 묻  조용히 살지라도 연연히 짙

어오는 新綠과 같이 타고난 목숨을 티없이 조 히 기른다는 그것은 얼마나 

스럽고 즐겁고  빛나는 이야기가 될것인가.           (｢養生銘｣ 에서)

작품(1)에서 “그윽히 가라앉은 항아리 속 같은 곳에 그림처럼 펼쳐진 아조 

옛스러운 마을”은 도연명의 도화원기에 나오는 동양  이상향(무릉도원)의 모

습과 유사하다. 시  주체는 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  공간에서의 ‘집짓

기’를 꿈꾼다. 이 집에서 시  주체가 리고 싶은 삶은 노자와 장자로 변되

는 무 자연의 삶, 무욕의 삶이다. 도덕경과 남화경 이외에 어떤 문자나 책도 

필요치 않은 세계, 단지 가축을 기르고 옷을 지어 입을 뽕나무밭이 있어 에

치기에 걱정이 없으며 제삿날이면 효성스런 며느리가 지어  옷을 입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세계. 시  주체는 이런 동양  이상향에서 원만한 질서를 유

지하며 가족의 표자로서 살아가기를 욕망한다. 물론 김 식이 그려내는 아

버지는 가족 에 군림하는 아버지, 그 가족의 희생 에서 자신의 욕망만을 

실 하는 억압 인 아버지가 아니다. 타자의 타자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

하는 가족구성원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이상  공동체로서의 가족을 표

하는 존재. 이런 아버지가 바로 후 통주의 시의 주체가 꿈꾸는 아버지이

다. 작품(2)의 시  화자 역시 작품(1)에 나타난 ‘아버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隱僻한 산골”로 들어가 식솔들을 거느리면서 시골 살림살이에 만족하며 

살아간다. 그곳은 “연연히 짙어오는 新綠”으로 상징되는 자연의 생명력을 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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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간의 “타고난 목숨”을 조 하게 기를 수 있는 생명의 공간이기 때문이

다. 시  화자는 무 자연의 삶을 통해 식솔들의 안 과 생계를 도모하는 ‘아

버지’로서의 삶을 동경하고 있는 것이다.

박목월 시에 등장하는 아버지 역시 다른 통주의 시의 아버지와 크게 다

르지 않다. 그의 시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가족은 ‘어머니’24)이지만,24)시

 주체가 어린것들의 아버지로 등장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가정｣, ｢층층

계｣에 등장하는 아버지가 좋은 이다.

아랫층으로 내려가면

아랫층은 단칸방(單間房).

온 가족(家族)은 잠이 깊다. 서  것의

 무심(無心)한 평안(平安)함.

아아 나는 다시

층층계를 밟고

이층(二層)으로 올라간다.

(사닥다리를 밟고 원고지(原稿紙) 에서

곡 사(曲藝師)들은 지쳐 내려오는데……)

나는 날마다

생활(生活)의 막다른 골목 끝에 놓인

이 짤막한 층층계를 올라와서

샛까만 유리창에

수척한 얼굴을 만난다.

그것은 무나 어처구니없는

｢아버지｣라는 것이다.  (｢층층계｣ 부분인용)

｢층층계｣의 시  주체는 가족의 생계를 해 밤을 새워 원고지를 써내려가

24) 박목월의 1950-60년  시는 그 이 의 시에 비해 자연에 한 심보다 생활에 

한 심이 많이 표명된다. 이 과정에서 가족모티 가 빈번하게 등장하게 되는

데, 박목월의 가족모티 는 주로 ‘아버지-아들’, ‘어머니-아들 ’의 계로 나타난

다. ‘아버지-아들’의 경우 시  주체가 ‘아버지되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어

머니-아들’의 경우에는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어머니, 모성  존재로서의 어머니

에 한 동경을 다루고 있다. 박목월 시에 나타난 모성성에 해서는 김종태, 2004 

｢박목월 시의 가족 이미지와 내면 의식 연구｣, 우리말 30; 동철, 2000 ｢박

목월 시의 ‘어머니’이미지와 근원의식｣, 한국시학연구제3호 등의 논문을 참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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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날그날 써 내려간 원고료를 계산하고 그 용처를 계획하는 아버지이다. 

“생활(生活)의 막다른 골목 끝”에서 가장에게 주어진 막 한 책무를 힘겨워하

면서 “수척한 얼굴”로 변모하는 이 ‘아버지’에게 “어린것”들은 무한한 연민의 

상이다. 산가옥의 한 귀퉁이에서 추 에 떨며 “날무처럼 포름쪽쪽 얼어 

있”는 아이는 내가 돌 야 할 타자이며, 그의 고통받는 얼굴은 나에게 윤리  

행동을 명령하는 ‘나 아닌 나’이다. 헐벗은 타자(아이)의 요구를 받아들임으로

써 아버지는 비로소 궁핍한 세계 편의 무한한 시간, 혹은 미래  시간으로 

월할 수 있다. 타자를 해 존재하는 아버지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 동양

 부성의 원리를 면 으로 수용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보편  결속과 평

등의 차원”
25)

에25)진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시  주체에게 강요된 

실, 일상 인 삶의 질서가 강요하는 역경을 헤쳐 나가는 힘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家庭｣이란 시에서 노래하 듯이, “얼음과 으로 壁을 짜올린” 지상에

서 “屈辱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뚫고 자신이 거주할 집(가정)으로 되돌아 온 

아버지는 이제 가장 평안한 모습으로 잠들어 있는 자식의 얼굴을 보면서 미

소를 짓는다.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이 아버지야말로 비록 “무슨 짓으로 돈을 

벌까”(｢밥상 앞에서｣ 에서)라는 구질구질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어설

” 존재이지만, 그 아이들에게 생명의 거처이자 울타리가 되어 주는 가장 

한 아버지인 것이다. 

후 통주의 시인들이 보여  아버지 되기의 열망, 그리고 온 한 가장에 

의해 식솔의 안 와 생명이 보장되는 완 한 가족공동체에 한 열망이 국가

가 요구하는 가족주의와 배리 계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근  사회

체계의 외부에 거주의 공간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통 인 형태의 가족을 재

구축하려 했다. 하지만 낭만  반자본주의의 가족 , 통 인 가족주의로의 

퇴행이 근 국가체제에 한 부정과 항의 의미를 지니지는 못한다. 후 

통주의자들은 개인  실존의 차원에서 국가체제와는 구분되는 사 인 역, 

친 성의 역26)으로26)집(가족)이란 공간을 확보하고자 했고,  그 세계의 온

한 주인(아버지) 행세를 하고자 했을 뿐이다. 비록 가장이 신산한 삶, “얼음

25) E. Levinas, 앞의 책, 134-148면 참조.

26) A. Giddens, 앞의 책, 4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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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으로 壁근을 짜올린” 지상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족 내에

서 가장의 권 와 권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뿐이다. 그러니까 온 한 가족

공동체에 한 욕망은 주체의 자기보존 충동이란 의미를 벗어나기 어려운 셈

이다. 

후 통주의시의 가족서사가 오히려 후의 나라만들기 서사와 구조  

동일성을 가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후의 잿더미 에 나라를 다

시 세우려면 그 첫출발로서 나라의 기 가 될 수 있는 가족들을 다시 불러 

모아 가족공동체를 재구축해야 한다. 그러니까 가족공동체에 한 욕망과 그

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짓는 것에 한 욕망은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한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다.
27)27) 후 통주의 시에 등장하는 집짓기의 욕망

이 가족 내에서 가장의 치에 해 일말의 회의나 부정의 시선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족은 국가라는 유기체의 한 부분이고, 국가 체제

의 정 에 있는  권력자의 권 에 해 일말의 회의도 용납되지 않는 것

처럼 가장 역시 그를 억압  존재로 인식하는 타자의 시선으로부터 으

로 자유로워야 한다. 후 통주의 시에 등장하는 아버지가 시  주체의 아

버지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  주체 스스로 한 가족을 이끄는 ‘아버지’로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스스로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시  주체는 가장

의 권력이 철되는 가족의 장(場)으로부터 탈주하려는 꿈을 꾸지28)않는다.28) 

오히려 그는 아버지로서의 치를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자신에게 부과된 책

임과 의무를 수용하여 온 한 가족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에만 심을 기울인

다. 이런 시  주체가 근  국가체제에 한 비 을 감행한다는 것은 상상

하기 어렵다. 국가체계 그 자체가 가장에 의해 통솔되는 ‘가족’을 요구하고 가

족 내에서 가장의 치를 강화하는 후원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는 후

27) 한국 시에서 가족-서사, 집짓기의 욕망, 나라 만들기의 문제는 하게 련

을 맺고 있다. 이는 일제 강 기는 물론 해방공간의 시창작에서도 확인된다. 이

에 해서는 신범순, 1992 한국시사의 매듭과 혼, 민지사, 263-294면 참조.

28) 가족  질서로부터의 일탈은 김수 의 가족-서사에 잠재하고 있는 기본 인 욕

망이다. 그는 자신의 일탈을 허락하지 않는 가족을 ‘ ’으로 간주하고 내면 인 

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사랑’이란 이름으로 타자에 한 정에 도달한다. 일탈

과 귀환의 변증법은 아버지로서의 김수 이 맞서 싸우고자 했던 이 자신의 가

족이 아니라 더 큰 가족 즉 사회와 국가 체제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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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치체제가 가부장  독재 체제 다는 사실
29)

과29)무 하지 않을 것이다.

5. 어머니와 이- 모성 인 것에 한 욕망

아버지 되기의 문제를 드러내는 작품 계열 외에도 후시에는 다양한 가족

모티 가 등장한다. ‘아버지’를 심으로 펼쳐지는 가족 서사는 필연 으로 아

버지를 정 으로 형성되는 가족공동체 내부의 권력과 갈등 계를 드러내게 

마련이다. 하지만 가족공동체로부터 아버지의 존재를 지워버릴 수 있다면 사

정은 달라진다. 이는 ‘큰’ 아버지로 상징되는 국가 체제가 더 이상 침범할 수 

없으며, 권력과 이데올로기의 지평이 작동할 수도 없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떠올리게 한다. 이 새로운 가족공동체는 가족구성원들을 가장의 의지 아래 굴

복시킬 필요도 없고, 가장을 가족 질서의 표자로 임하는 체제의 의지로부

터도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러한 가족 서사에서 심에 놓이는 존재는 여성, 즉 시  주체의 어머니

와 이, 혹은 모성 인 존재로 표상되는 여성들이다. 여성들은 자신이 시  

세계의 심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아버지라는 심이 사라진 그 권력의 빈 

지 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무한한 신뢰를 느끼면서 평등하고 친

한 존재로 가족  유 감을 형성한다. 특히 어머니와 이라는 모성  존재는 

체계(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신음하는 시  주체를 감싸 안아 다는 에서 

외디 스  억압의 주체로서의 아버지와 으로 구별된다.
30)30)

시  주체가 모성  존재, 즉 여성 인 타자와의 맺는 계는 에로스 인 

29) 한국 쟁이 한국 사회에 래한 사회변동과 정치체제 변화의 양상에 해서는 

한국사17: 분단구조의 정착1(한길사, 1994)에 실린 오유식의 논문 ｢1950년

의 정치사｣와 박명림의 논문 ｢한국 쟁의 향과 의미｣ 참조.

30) 하지만 후시의 가족-서사에서 어머니나 이와 같은 여성  존재의 목소리가 

직  드러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즉 아버지(혹은 남편)의 억압성을 비

하는 여성 주체의 말하기 신에, 완 하고 흠 없는 원한 모성의 상징으로서

의 어머니(혹은 이)가 시  상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부분인 것이다. 이때 

어머니(혹은 이)는 통합된 자기정체성을 구하는 시  주체의 내면  욕망의 

상이 된다. 시  화자와 시  상이 에로스  분 기를 형성하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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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다. 체로 유년기 자아로 고정된 시  주체는 여성  

타자와의 에로스  사랑의 계 안에서, 그 여성이 지니고 있는 생산성의 무

한한 신비를 통해서 유한한 시간에서 무한성의 차원,  미래, 폭력과 죽

음을 넘어선 무한한 존재의 차원을 얻게 된다.
31)31)박재삼의 시를 통해 이를 확

인해 보기로 하자.

(1) 晋州장터 생魚物 에는

    바다 이 깔리는 해다진 어스름을,

    울엄매의 장사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發하는 깔들이 속 없이

    銀錢만큼 손안닿는 恨이던가

    울엄매야 울엄매,   

    별밭은  그리 멀리

    우리 오 이의 머리 맞  골방안되어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追憶에서｣ 부분인용)

(2) 님의 치맛살 곁에 앉아

    님의 슬픔을 나 지 못하는 심심한 때는,

    골목을 빠져나와 바닷가에 서자.

    비로소 가슴 울 이고

    에 물 어리어

    차라리  달빛 받아 반짝이는 밤바다의 質定할 수 없는

    괴로운 꽃비늘을 닮아야 하리.

    天下에 많은 할말이, 天上의 많은 별들의 반짝임처럼

    바다의 밤물결되어 찬란해야 하리.

    아니 아 야 아 야 하리.  (｢밤바다에서｣ 부분인용)

(3) 우리의 어린날의

    날 샌 뒤의 그 夫人의

    한결로 새로웠던 사랑과 같이

    조 히 닿을길없는 살냄새의

    다시 썰물진 모래밭에

31) E. Levinas, 앞의 책 참조.

Copyright (C) 2005 NuriMedia Co., Ltd.



　 한국 후시에 나타난 ‘가족’ 모티 연구 145

    우리는 마을을 완 히 비어버린 채

    드디어는 무 질 宮殿같은 것이나

    어여삐 지어 두고

    물고인 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 물결치마｣ 부분인용)

세 작품은 모두 가족-서사를 등장시키고 있으며, 그 심에는 여성이 있다. 

박재삼의 시에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아버지는 사

업에 실패하고 가족에게 가난을 물려  무능한 인물로 그려진다.
32)32)아버지 

신에 가족의 생계를 떠맡아 신산한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은 어머니이다. 작

품(1)에서 시  자아는 가족의 생계를 해 해질 무렵까지 장사를 하고 밤길

을 되짚어 집으로 돌아오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시  화자가 유년 

시 에 한 회상을 통해 펼쳐내는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이 가족-서사는 아

버지가 부재하는 가족이 겪어야 했던 고통스러운 삶에 한 기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부재와 결핍의 가족-서사를 지탱해   어머니의 신산한 삶에 한 

그리움과 연민이 이 작품의 지배  정서를 이루고 있다. 

한편 작품(2)에서 시  자아는 나  수 없는 슬픔을 간직한 “ 님”의 동생

으로 설정되어 있다. 님의 슬픔이 무엇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어린 ‘나’로서

는 “質定할 수 없는” 것이다. 그 게 질정할 수 없는 “바다의 밤물결”같은 

이의 슬픔에 한 연민을 통해 시  자아는 비로소 시  상인 이와 서정

 합일을 이룬다. 이 시의 마지막 연에서 시  자아가 “섬가에 부딪치는 물

결처럼”, 잠들어 워 있는 님의 “치맛살에 얼굴을 묻고” 깊은 울음을 우는 

모습은 시인이 그려내는 가족서사의 가장 요한 특징을 보여 다. ‘나’는 비

록 이의 슬픔을 나 어 가질 수 없다. 그 슬픔은 이만의 고유한 몫이기 

때문이다. 다만 나는 이의 질정할 수 없는 슬픔에 해 깊은 연민을 보여  

수 있다. 이 연민은 타자의 타자성을 억압하지 않으면서 그 타자가 ‘나’를 이

루는 한 계기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타자의 타자성을 억압하는 

외디푸스  아버지의 입장에서, 혹은 그런 아버지를 욕망하는 아들의 입장에

서 이를 그린다면 이의 슬픔은 그 게 크게 부각될 수 없다. 이 시는 아

32) 이는 한국 후문제시집(신구문화사, 1961)에 수록된 박재삼의 산문 ｢사족｣, 그

리고 시 ｢아버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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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의 부재를 기꺼이 수락하는 유년기 자아의 목소리를 통해 이의 슬픔을 

그림으로써, 아버지가 강요하는 인륜  질서로부터 자유로운 가족 공동체의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작품(3)은 박재삼의 기시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남평문씨 부인’에 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은 날 과부가 되어 바다에 몸을 던져 죽은 ‘남평문

씨 부인’은 시  자아의 유년을 사랑으로 채워주었던 원한 어머니, 원한 

연인이다. 연으로 맺어진 가족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시  자아가 목말라 하

는 모성애를 충족시켜 주는 ‘어머니’ 같은 존재인 것이다. 이러한 모성  존재

에 한 그리움을 감각 으로 그려낸 것이 바로 “조 하고 닿을길없는 살냄

새”란 표 이다. 시  자아는 그녀가 죽었던 바닷가의 썰물진 모래밭에 “드디

어는 무 질 宮殿”을 지어두고 연민과 그리움의 물을 흘리고 있다. 그런데 

연민과 그리움의 한편에는 에로스 인 사랑이 자리 잡고 있다. 시  자아가 

‘ 원한 여인’의 “머언 향내 속으로 살달아 마음달아 젖”(｢ 바다에서｣ 에서)

어 들어간다는 진술이 이를 잘 보여 다. 

박재삼 시의 가족 서사에 편입된 남평 문씨부인은 비록 육체 인 어머니는 

아니더라도 유년기 자아의 정신 세계를 빛나게 해주었던 어머니 아닌 어머니

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모성  존재는 시  자아가 무시간 이고 무한한 세계

를 엿볼 수 있는 통로가 된다. 뿐만 아니라 외디푸스 인 억압 주체인 아버지

나 혹은 그 아버지가 지배하는 가족 체계에서 맛볼 수 없는 친 성의 역을 

구축한다는 에서 가족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박재삼의 시

에서 모성  상상력의 원천으로 ‘바다’ 이미지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 하지 않을 것이다. 박재삼 시의 가족 서사에 등장하는 유년의 자아

는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고향의 바닷가에서, 자신을 지극한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던 ‘어머니’의 그 아늑하고 평온한 품에 안겨 있다. 이제 시  자아는 

‘어머니’를 통해 무한한 존재에 한 경험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 폭력 인 

세계 질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때문에 어머니의 신산한 삶이 주는 가난과 

궁핍은 이제 더 이상 시인의 자아-서사나 가족-서사를 하지 않는다. ‘어머

니’를 꿈꾸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과 공포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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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과거에 한 회상을 재구성한 박재삼의 가족-서사는 지나치게 탈

(脫)정치화되어 있다. 그는 아버지가 부재하는 가족공간에 한 회상이 갖는 

정치  함의, 즉 근 사회의 남성 심주의에 한 극 인 공격과 비 을 보

여주지 못하 다. 신에 그는 결핍된 존재의 근원회귀 본능만을 작품 면에 

배치하고 그것을 통 인 정한(情恨)의 정서로 포장하여 제시한다.33)33)이러한 

가족-서사는 시  주체의 근원 인 결핍감과 부재에 한 향수를 속화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완 하고 이상 인 가족에 한 환상을 강화

하거나  다른 가족이기주의로 환원될 험을 내포하고 있다. 유년의 기억으

로부터 소환된 가족은 일종의 환상 속의 가족이며, 실과의 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신성(神聖) 가족인 것이다. 시  주체가 이런 환상속의 가족

에 고착된다는 사실은 그의 심리  퇴행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족-서사의 확 를 통해, 부재와 결핍을 강요하는 근  사회 체제를 보

다 극 으로 비 하는 경우도 있다. 가족-서사의 정치화는 가족 외 으로는 

남성 인 체계( 쟁)의 폭력성을 극 으로 고발하면서, 가족 내 으로는 

연 심의 가족주의에서 벗어날 때 가능하다. 특히 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타자, 가족 공동체의 외부에 놓여 있는 타자를 새로운 가족으로 감싸 안고 그

것을 나의 인륜  의무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이는 기독교  윤리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김종삼 시에서 발견할 수 있다. 

(1) 군데 군데 잿더미는 아무 지도 않았다.

    못 볼 것을 본 어린것의 손목을 잡고

    섰던 할머니의 황혼마  학살되었던

    避地이다.

    그 곳은 아직까지 빈사의ㅡ 독수리가  그칠 사이 없이 선회하고 있었다.

    원한이 무더기로 쌓인 고혼의 이름들과 신의 이름을 빌려

    號哭하는 것은 ｢ 天江｣邊의 갈 뿐인가.(｢어둠 속에서 온 소리｣ 부분인용)

(2) 오늘에도 가엾은

33) 박재삼은 자신이 “痼疾的 習性”에서 기인하는 정한의 정서를 “民族情緖”에 의탁

하여 표 하려 했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는 박재삼의 시  담론이 근본 으로 

민족에 한 상상이란 문제와 뗄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해서

는 한국 후문제시집(신구문화사, 1961)에 수록된 박재삼의 산문 ｢蛇足｣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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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赤十字의 아들이며 딸들에게도

    그지없는 恩寵이 내리며는

    서운하고도 따시로움의

    사랑을 

    나는 무엇인가를 미처 모른다고 하여 두잔다.

    제 각기 色彩를 기 리고 있는

    새 싹이 마무는 이 오고

    희들의 부스럼도 아물게 되며는

    나는 

    <미 >

    병원의 늙은 간호원이라고 하잔다. (｢마음의 울타리｣ 부분인용)

김종삼의 시의 가장 요한 특징은 비극  세계인식34)이라고34)지 된다. 그

의 비극  세계인식은 훗날 ｢民間人｣이란 작품에서 암시된 것처럼 어른의 생

존을 해 “울음을 터트린 嬰兒를” 바다에 빠뜨려 죽여야 했던 실향민의 죄의

식, 더 나아가 수많은 어린 생명을 고아로 만들고 죽음으로 내몬 한국 쟁의 

체험에서 비롯한 것이다. 에 인용한 작품(1)은 무차별 인 괴와 살육이 

벌어진 장을 그리고 있다. “집과 마당이 띠엄 띠엄, 다듬이 소리가 나던” 평

화로운 마을에 닥친 쟁은 할머니에게 손목을 잡힌 “어린것”에게 “못 볼 것

을” 보게 한다. 시  주체의 의식은 “아직까지 빈사의 독수리가 그칠 사이 없

이 선회하고 있는” 그 괴와 살육의 시간에 고정되어 있다. ‘어린것’을 지켜

내지 못한 것에 한 죄의식 때문에 김종삼의 시  주체는 집요하게 아이를 

시  상으로 등장시킨다. 그 아이는 쟁 때문에 죽어가는 ‘아이’이거나, 버

림받은 아이이다. 시  주체는 아이를 그런 상태로 내몬 세계의 폭력  질서

를 비극 인 어조로 고발하면서, 그 아이를 사랑으로 감싸는 어른들을 함께 

등장시킨다. 에 인용한 작품(3)이 좋은 이다. 이 작품에서 시  주체는 미

션계 병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늙은 간호원’이다. 그는 쟁으로 인해 빚어

진 타자(고아)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치유하여 원한 안

식과 생명을 주는 존재로 그려져 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 타자의 고통을 치

34) 장석주 편, 1988 김종삼 집에 수록된 김 의 비평 ｢김종삼을 찾아서｣ 참조.

Copyright (C) 2005 NuriMedia Co., Ltd.



　 한국 후시에 나타난 ‘가족’ 모티 연구 149

유함으로써 폭력 인 쟁의 질서를 넘어서려는 실 극복 의지는 기독교

인 윤리 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시  화자는 ‘늙은 간호원’이 일하는 병원

을 “주님이 꽃 피우시는 / 울타리”라고 비유하면서, 병원에 있는 “赤十字의 

아들이며 딸들에게 / 그치없는 恩寵이 내리”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다. 기독

교  사랑은 신성-가족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신에 한 믿음으로 결속된 

보편  가족애로 확산된다. 

쟁과 희생과 희망으로 하여 열리어진 좁은-

구호의 여의치 못한 직분으로서 집없는 아기들의 보모로서 어두워지는 어린 마

음을 보살펴 메꾸어 주기 해 역겨움을 모르는 생활인이었습니다.    

                                                                   ( 략)

그 여인의 손은 이그러져 가기 쉬운 세태를 어루만져 주는

친엄마의 마음이고 때로는 어린 양떼들의 무심한 언 리의 흐름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속에 가라 앉은 지혜는

이 세기 넓은 뜰에 연약하게나마 부감된 자리에 비치는 어진 명이었습니다.

                                                        (｢여인｣ 부분인용)

｢여인｣의 시  주인공인 ‘여인’은 “집없는 아이들의 보모”의 임무를 성실하

게 수행하는 인물이다. 때로는 역겨운 일을 도맡아야 처리해야 하는 생활인이

지만, 그가 하는 일은 단순히 생활의 방편 때문만은 아니다. 그 일은 신이 주

신 “직분”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궁핍해질 수밖에 없는 아이를 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들을 “친엄마의 마음”으로 보살피는 ‘여인’은 이제 “이 세기 넓

은 뜰”, 참혹한 화(戰禍) 속에 “비치는 어진 명”의 존재로 그려진다. 시인

은 이러한 희생 인 여인을 통해 인류애 인 사랑의 실천을 역설하고 있다. 

문제는 인류애  사랑의 지평으로 확 된 가족-서사가 어떤 정치  함의를 

갖는가 하는 이다. 김종삼의 후시는 한 가족의 심  존재로서의 아버지, 

타자를 억압하는 외디푸스  아버지가 아니라 쟁으로 인해 상처 입은 가족

(아이)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 구원으로 인도하는 원한 ‘어머니’를 등장시켰

다. 이 ‘어머니’는 시  주체의 실제 어머니는 아니지만, 극단 인 자기희생을 

감내하는 이상  인물이다. 이 이상  인물은 가령 ｢聖誕祭｣에서는 추운 겨울

날 열병을 앓는 아들을 해 밭을 헤치고 산수유 열매를 따오는 서늘한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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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락의 ‘아버지’로 변주하기도 한다. ｢성탄제｣의 아버지 역시 ‘고아’로 다가오

는 타자의 얼굴을 통해 자신의 윤리  의무를 자각하는 포용의 존재로 그려

져 있다.35)
35)

김종삼의 가족-서사에 등장하는 모성  존재로서의 어른은 이와 같이, 실 

속에서는 비록 무능하고 무기력하지만 무수한 고아를 자신의 자식으로 받아

들이면서, 자식에 한 사랑을 통해 인류의 보편 인 사랑을 실천하는 이상

인 인간형이다. 김종삼이 이상  인간형을 다분히 동화 인 분 기 속에서 그

려내고 있는 것 자체가 그의 비극 인 세계인식을 역설 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만, 편 한 가족이기주의에 빠져 있거나 혹은 온 한 가족공동체의 원형에 

집착하여 통 인 가족질서만을 강조하는 후시의 일반 인 가족-서사와는 

사뭇 다른 층 에서 가족-서사를 작동시키고 있다는 은 매우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이처럼 김종삼 시의 가족-서사는 가부장 인 가족 질서 에 구축되

는, 그러면서 가족의 질서를 하는 체계의 폭력에 해서 비 의 담론으로 

읽힐 수 있다.

6. 맺음말: 후시와 가족의 의미

이 논문은 가족모티 가 등장하고 있는 한국 후시를 상으로, 후시인들

이 기획한 가족-서사가 개인의 정체성 형성의 측면에서 그리고 가족-해체와 

재구축을 강요한 쟁의 실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해 집 으

로 검토하 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후시에 등장한 가족-서사가 시인의 

기 인 사실들과 얼마나 부합하는가에 해서는 크게 심을 두지 않았다. 문

제는 시에 등장한 가족-서사와 실제 인 가족의 일치가 아니라, 후시인들이 

가족-서사를 문제삼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 가족-서사를 통해 후  실에 

35) 다만 ｢성탄제｣의 한계는 시  주체가 자식을 사랑으로 감싸 안는 아버지에 ‘

해’ 이야기할 뿐, 시  주체 스스로 아버지‘로서’ 말하지 못한다는 이다. 이 시

의 시  주체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이’의 형상을 띨 뿐 스스로의 결단과 

노동을 통해 나름으로 사랑의 가치를 생성하는 ‘나’가 가치 있는 사건의 주인공

으로 등장하지 못한다. 이에 해서는 강웅식, 2003 ｢아버지에 ‘ 해’ 말하기와 

아버지‘로서’말하기｣, 시와 사람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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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 을 어떻게 수행하 는가에 있기 때문이다. 

후시에 나타난 가족-서사는 서사시 인, 혹은 소설 인 구도에서 펼쳐지

는 가족-서사와 엄 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서정시는 서정  자아의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순간 인 체험을 문제삼는 장르이기 때문이다. 서정시에서 가

족-서사가 등장하는 경우 그것은 서사 인 일 성의 층 가 아니라, 서정  

자아가 가족을 감지하는 방식 혹은 가족에 해 회상하는 특정한 치를 통

해 살펴보아야 한다. 후시에서 가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쟁의 체험이 

가족의 질서에 미친 향과 그것에 한 시  주체의 응이 일정한 시사  

의미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한국 쟁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

되었던 통  질서를 뿌리째 뒤흔들었다. 아버지를 정 으로 구축되는 가족

의 질서, 더 나아가 그 가족이 사회 -국가  질서의 기 를 이루는 근  

시스템이 면 으로 무 져 내린 것이다.

쟁의 괴와 살육을 체험한 후시인들 역시 죽음의 공포와 불안에 노출

된 가족, 해체의 기에 처한 가족을 요한 시  소재로 등장시키고 있다. 이

들은 가족  질서 내부로 폭력 으로 진입하여 가족의 기를 빚어낸 근 의 

기를 고발하면서 새로운 가족 담론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여기서 심

인 치를 차지하는 존재는 당연히 ‘아버지’이다. 후시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다. 박인환의 경우에는 가족의 안 을 지켜내지 못한 

무능력한 아버지, 그래서 세계에 한 환멸과 죄의식에 빠져든 아버지를 등장

시키고 있다. 이때의 아버지는 시  주체와 동일시되는 존재로서, 시인은 이런 

화자를 통해 정체성의 분열과 그것을 야기한 시 의 폭력성을 고발한다. 김수

 시에는 새로운 아버지가 등장한다. 자신을 응시하는 아버지의 시선을 외디

푸스  억압으로 간주하면서 그 시선으로부터 벗어나기 해 몸부림치던 김

수 의 시  주체는 후의 실 앞에서 자신이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실, 혹은 ‘아버지’(가장)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실 속에서 괴로워한다. 그

는 자신에게 강요되는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려 하지만, 생활의 이름으로 강

요되는 아버지의 지 에 해 끊임없이 회의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근 사회

가 강요하는 생활의 질서와 가족주의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에 한 비 과 성

찰의 의미를 지닌다. 김수 이 4․19 이후 소시민  생활 질서에 안주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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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국부(國父)로 표상되는 ‘큰’ 아버지에 풍자와 비 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시인의 사명과 가장의 윤리  책무를 동시에 견주어 보는 성찰

의 기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서정주나 김 식과 같은 후 통주의 시인들의 작품에 등장하는 아

버지는 통 인 가부장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직  온 한 가

족공동체의 질서를 주 하는 ‘아버지’를 자임한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그들

의 가족이 한결같이 화(戰禍)가 침범할 수 없는 이상 인 자연세계 속에서 

폐쇄 인 공동체를 유지하면 살아간다는 이다. 경험  실 세계를 거부하

고, 근원 인 세계 속에서 자연의 유기 인 질서를 닮은 가족을 그려내는 것

은 일견 근  국가체제에 한 부정처럼 비친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

보면 사정은 퍽 달라진다. 유기  자연 질서를 닮은 가족, 그 가족의 운명을 

가장에게 임하고 있는 가족이란 국가라는 더 큰 가족을 상상하는 원천이 

되며, 그 국가의 지도자를 정 으로 형성되는 운명공동체로서의 국가라는 

념을 낳는 토 가 되기 때문이다. 후 통주의 시의 가족 담론이 체제비

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존의 사회  질서를 재구축하는 보수  가족

주의로 귀착하고 있는 은 이들의 가족 담론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한계이

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의 부재를 통해서, 혹은 아버지의 소거를 통해서 가족구성원간의 보

편  결속을 그려내고 있는 작품들도 있다. 박재삼 작품에 등장하는 어머니는 

아버지의 부재로 기인하는 결핍의 서사를 튼튼하게 지탱하는 존재이다. 시  

자아는 원한 여성으로서의 어머니를 통해 한편으로는 실존의 기를 극복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근  국가 체계의 폭력  질서와는 다른 차원에서 

구축되는 새로운 가족 질서를 시에서 그려내고 있다. 한편 김종삼이 그려내는 

어머니 아닌 어머니, 아버지 아닌 아버지는 연 심 인 가족 에서 벗어나 

있다. 그는 집요하게, 분단과 쟁이 빚어낸 상처를 고발하고 있는데 이 과정

에서 버림 받은 아이나 죽어 가는 아이를 등장시키고 있다. 이 아이에 한 

보호자의 역할을 자임하는 것, 타자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간주하고 새로운 

가족으로 수용함으로써 인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김종삼의 가족-서

사가 보여주는 새로운 양상이다. 인간의 보편  유 와 결속이란 근  체계

Copyright (C) 2005 NuriMedia Co., Ltd.



　 한국 후시에 나타난 ‘가족’ 모티 연구 153

가 개인의 실존에 강요한 폭력성에 한 가장 극 인 응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인류  사랑과 보편  유 를 통해 결속된 새로운 ‘가족’은 편 한 가족

이기주의를 벗어나면서도 체계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시  상상력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미래에 한 낙 인 망 신에 어둡고 습한 과거에 

갇 버리는 비극  세계인식이 그의 가족 담론을 보다 정치 인 담론으로 확

산되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에서 한계를 지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 군산 학교 인문 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제어 : 戰後詩, 가족, 아버지, 국가

투고일(2005. 4. 29), 심사시작일(2005. 5. 20), 심사종료일(2005. 5. 31)

Copyright (C) 2005 NuriMedia Co., Ltd.



154 韓 國 文 化 35 　

참 고 문 헌

1. 기본자료

김수 (1981), 김수  집1, 민음사.

김수 (1981), 김수  집2-산문, 민음사.

박재삼(외)(1961), 한국 후문제시집, 신구문화사.

장석주 편(1988), 김종삼 집

2. 연구자료

 2.1 논문

강웅식(2003), ｢아버지에 ‘ 해’ 말하기와 아버지‘로서’ 말하기｣, 시와 사람
30. 

동철(2000), ｢박목월 시의 ‘어머니’ 이미지와 근원의식｣, 한국시학연구제3

호.

김교 (2004), ｢한국 쟁기 소설에 나타난 가족 해체의 가족주의  의미｣, 어
문학85집.

김동춘(2002), ｢유교와 한국의 가족주의｣, 경제와 사회제55호, 한울.

김종태(2004), ｢박목월 시의 가족 이미지와 내면 의식 연구｣, 우리말 30.
김창원(1987), ｢한국 시에 나타난 아이러니에 한 연구-이상 시와 김수

 시를 심으로｣(서울  학원).

김춘식(1998), ｢김수 의 기시-설움의 자의식과 자유의 동경｣, 작가연구5
호.

김 자․엄경희(2003), ｢한국 근 문학에 나타난 가족담론의 개와 그 의

미: 시｣, 한국어문연구제51집.

남기 (1998), ｢1950년  시의 통지향성 연구｣(서울  학원).

남기 (2002), ｢북한 후시의 통과 모더니티 연구｣, 한국 문학연구제
11집.

문혜원(1998), ｢아내와 가족, 내 안의 과의 싸움｣, 작가연구5.

Copyright (C) 2005 NuriMedia Co., Ltd.



　 한국 후시에 나타난 ‘가족’ 모티 연구 155

박명림(1994), ｢1950년 의 정치사｣, 한국사17: 분단구조의 정착1, 한길사.

신범순(1997), ｢시에서 ‘가족’의 기호와 상징｣, 포에티카여름.

오세 (1996), ｢6․25와 한국 쟁시｣, 한국 근 문학론과 근 시, 민음사.

오유식(1994), ｢1950년 의 정치사｣, 한국사17: 분단구조의 정착1, 한길사.

유성호(1998), ｢타자 정을 통해 ‘사랑’에 이르는 도정｣, 작가연구5.
장혜원(2003), ｢한국 후 희곡 연구:가족의 해체와 복원｣(동국  학원).

 2.2 단행본

권명아(2000), 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책세상.

배장섭(2000), 헤겔의 가족철학, 얼과 알.

송기한(1996), 한국 후시의 시간의식, 태학사.

신범순(1992), 한국시사의 매듭과 혼, 민지사.

신주철(2003), 이상과 김수  시의 아이러니, 박이정.

이득재(2001), 가족주의는 야만이다, 소나무.

최하림(2001), 김수  평 , 실천문학사. 

Levinas, E.(강 안 역)(1996), 시간과 타자,문 출 사

Giddens, A.(권기돈 역)(1998),  성과 자아정체성, 새물결.

Copyright (C) 2005 NuriMedia Co., Ltd.



156 韓 國 文 化 35 　

<Abstract>

A Study on the Family Motif in Post-War 

Korean Poetry

Nam, Ki-hyeog *

36)

This paper examined the meaning that family narratives planned by 

post-war poets. They took families that exposed their fear and anxiety of 

death and families that were faced with a crisis of dissolution as important 

subject in their poetry. 

The father appears in a variety of guises in post-war poetry. Bak 

Inhwan introduces a powerless father. This father is the poet's medium for 

denouncing the violence of an era that brought about the division of the 

subject. Kim Suyeong's introspection on the position of the father is 

ultimately a criticism of familialism, and this is connected to a criticism of 

the nationalistic system that produces familialism. On the other hand, that 

father in the works of traditionalist post-war poets is a traditional patriarch. 

They take on the roles of fathers who supervise the perfect family 

community order. 

However, the mother in Bak Jaesam's works sturdily supports that 

narrative of loss created by the absence of the father. Through the mother, 

the poetic self on the one hand overcomes a crisis of existence, and on the 

other hand depicts a new family order. The family motif in Kim Jongsam's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unsan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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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etry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it shows an open family narrative 

that accepts a suffering other into a new family.

Key Words : post-war Korean poetry, family, father,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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