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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식민지 시 의 작품들을 개 으로 읽으면 보편 으로 어떤 가치의 상실

과 그 회복에 한 염원이 실하게 형상화되어 있는데, 이것이 1920년  우

리 시에서만큼 포 으로, 그리고 강렬하게 어떤 구체성을 띠고 나타난 시

를 문학사에서 찾기는 힘들다.
1)

1)이 때의 시란 붕괴된 가치체계와 세계에 응

해 나아가는 삶의 한 형식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소월이 단연 두드러지는 

까닭은 1920년  많은 시인들이 서구 인 감수성을 근 라 여기고, 막연한 감

상과 동경으로 자기 안에 매몰되거나 성 하게 실의 복을 외치고 있을 

때, 소월은 통  감수성을 통해 자신의 시세계를 개시켜 나갔다는 데에 

있다. 

이는 소월시를 연구하는데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는데 1920년  

근  감수성이라 여겨지던 서구 이며 이질 인 것들이 당시의 시  상황 

1) 오세 , 1996 ｢식민지 문학의 상실의식과 낭만주의｣, 한국근 문학론과 근 시, 
민음사, 1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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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불가피했던 자기분열을 오히려 가속화시키는 심리  기제로 작용했다

면,2)2) 통 인 것은 곧 민족  자기동일성의 문제와 련되어 있었기 때문이

다. 이른바 민요시운동이 문화  민족주의의 일환으로 개되었던 것은 이를 

드러낸다. 민요시형 자체가 곧 민족혼의 표 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소월을 

통시인 혹은 민족시인으로 규정하는 자리에서 민요  율격과 恨의 정서가 언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까닭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처럼 민족  자기동일

성의 염원이 民族魂에 한 탐구로 나타났을 때 ‘民族魂을 드러내는 것으로 

自我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문학의 시 ’3)는3)우리가 논의하려는 소월시의 핵

심  배경이 될 것이다. 이 때 소월시의 시  주체는 시  속의 주체가
4)
된다.4)

그러나 소월의 경우가 여타 민요시인들, 즉 민요시 창작을 민족주의 이념의 

문학  표 으로 간주하고 있는 경우와 구별될 수 있는 것은 그가 민족혼과 

민족의식이라는 공동체  인식론을 미리 제하고 그의 시세계를 개한 것

이 아니라는 이다. 이 때 소월의 통  감수성의 시세계는 통지향성이라

는 추상  범주, 혹은 민족혼이라는 공동체  이념의 울타리에 갇히지 않는다. 

민족혼이라는 공동체  인식론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주체로서의 

시  주체의 본질에 천착하는 소월시의 바로 그 지 이 소월을 당 의 여타 

민요시인들과 구별지우는 지 이 된다.5)5)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월의 개

2) 이에 한 반증으로 朱 翰, 岸曙, 巴人 등의 민요시인들의 자유시에서 민요시로

의 회귀를 들 수 있다. 20년 의 서구지향  흐름이 문 사조 면에서 퇴폐  낭

만주의라 일컬어지는 데카당티즘과 시형상에서 자유시형의 추구로 표될 때, 

통  율격의 민요시형의 추구는 민족의 통성을 수호하는 서구문화의 안티테제

로 여겨졌는데, 민요시형을 통한 민족의식과 정체성의 지향은 곧 ‘민족혼’으로 표

된다. 자세한 것은 오세 , 한국낭만주의시연구(일지사, 1980) 22면-29면 참조.

3) 최동호, 1979.1 ｢魂의 좁힘과 上昇의 詩學｣,  문학, 342면
4) 이 때 ‘시  속의 주체’라는 의미는 소월시가 이 시 를 극 이며 능동 으로 

처했다거나, 이념 으로 극복하려 했기 때문에 선택된 개념이 아니라는 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 시기의 한국문학이 근 문학을 지향하는 한편으로 

식민지라는 정치  상황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민족의식의 심연을 인식하지 않

으면 안되었다는 사실, 이 갈등의식에서 당시의 어느 문인도 자유로울 수 없었

음’(김윤식, 1973 근 한국문학연구, 일지사, 456면)에 기인하는 것이다.

5) 민요시 의 좌장격인 안서의 경우만 보더라도 민요의 정형  율격을 고수하는 것

으로 민족정신을 살릴 수 있다고 보았을 때 그 당  명제아래 민족혼의 상징으

로 여겨졌던 민요는 그 본질, 혹은 정신은 사상된 채 ‘물상화의 차원’으로 떨어지

고 말았거니와, 안서의 시세계는 결국 정형율의 형태로만 연명하는, 포에지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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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인식구조가 어떻게 공동체  인식구조와 연결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이른바 ‘민족시인’으로서의 소월과 련될 것이다.    

지 까지 소월시에 하여 다각 으로 진행되어 왔던 연구성과들6)
6) 에 문

학 상을 창작주체의 의식과 결합함으로써 그 의미구조를 해명하려 했던 많

은 정신사  연구들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간과되었던 것은, 당  실구조 속

에서 소월의 개별  시  주체의 인식구조와 공동체  인식구조 사이의 상호

계의 문제이다. 가장 통 인 시인이라 불리는 소월이 스스로 민요시인이

라는 호칭을 거부했다는 7)에7)우리가 주목한다면 소월시의 형태와 그 내면

성(포에지)에 한 기존의 단순한 응은 유보되어야 한다. 이에 본고는 먼  

소월의 시론을 통해 소월의 시의식을 알아보고 이를 岸瑞 김 억과 비교해 보

고자 한다. 안서와 비교하는 까닭은 소월이 시론을 쓴 동기 자체가 안서와 

계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민요시 의 좌장격인 안서와의 비교를 통해 

소월의 민족 인 것으로의 근이 어떻게 시 성취를 이  내는 쪽으로 향할 

수 있었는지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詩魂>에 나타난 혼의 인식론

1) 소월시와 혼의 개념

소월은 1925년개벽에 그의 유일한 詩論 <詩魂>을 발표한다. 창작주체의 

시론이 많은 부분 어쩔 수 없이 자기 시에 한 변명을 수반하게 되는 을 

고려할 때
8)

8)시론의 고찰은 자칫 창작주체의 독단  아집을 그 로 정하여 

실한 ‘格調詩’로 귀결되고 만다.   

6) 이는 문학사 인 측면에서 신문학의 선구 인 상과 련된 그의 시사 인 치

를 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통성과 련하여 민요시운동이나 율격문제, 

혹은 비극  정한의 문제를 다룬 연구, 그리고 그의 기 인 사실을 해명하는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그의 시세계의 의미구조를 밝  보려는 정신사  근들, 

그리고 그의 시에 나타난 이미지나 어휘에 천착하는 연구들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7) 김 억, 1935 ｢夭折한 薄倖의 詩人 金素月에 한 追憶｣, 朝鮮中央日報. 
8) 일례로 未 의 소월론을 들 수 있다. 미당이 素月詩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한

국인에게 보편 이며 친근한 세계의 발견이다. 그것이 바로 통의 미학이고,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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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논리에 의해서 시를 평가하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러나 창작주체

의 시론은 작가의 시의식과 시  체험을 인식하게 하는 의의를 지니는데, 특

히 소월의 경우 진달래꽃이 발간된 1924년까지 그의 표 인 작품들이 주

로 어졌음을 고려할 때, <시혼>은 시 창작에 임하는 소월의 시의식을 가장 

의식 으로 드러내 보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9)
9)

그런데 소월이 <시혼>을 쓰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은 안서의 다음과 같은 

비평 때문이다. 

 

素月君의 詩. <님의 노래>와 <녯이약이>(開闢2月號)의 두 篇은 文字로 표 된

것밧게 恍惚의 詩魂의 빗남이 업습니다. 말하자면 한번 읽어바리면 아모러한 記憶

을 주지 못할만한 詩입니다. -<님의 노래>2연과 <옛이야기>2연 인용(인용생략-필

자)- 이 詩들로 보아도 넘우도 물이 말가서, 물 의모래까지  보이는 깁피는 

업는詩입니다. 그리나 리듬과 技巧는 어디지든지 詩답음을 보여슴니다.

<思欲絶>(開闢5月號)의 五篇詩는 잃어진 을 차자돌며, 하소연하는 抒情的情

緖와 곱은리듬이 調和된 技巧와 함, 얄 게도 싸아진 곱은 詩입니다 마는 詩魂 

그 自身이 內部的깁피를 가지지 못한 것이 遺憾입니다.10)
10)

안서는 소월의 시 <님의 노래>와 <옛이야기>를 들어, 리듬과 기교는 시답지

만 깊이는 없는 시라고 말하면서 이를 ‘恍惚의 詩魂의 빛남이 없다’고 혹평하

고 있다. 한 <思欲絶>의 5편의 시에 해서도 서정  정서와 고운 리듬이 

조화된 고운 시이지만 역시 시혼의 내부   깊이를 가지지 못한 것이 유감이

라고 지 한다. 안서가 소월의 스승으로서, 소월이 문단에 데뷔할 때부터 곧 

시창작과 발표에 많은 여를 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앙 문단에 별다

른 知己가 없었던 소월이 곧 작품을 발표할 수 있었던 것도 開闢에 여

    과 藝術이 합일되는 지 이기 때문이다. 즉 未 이 이승과 승을 함께 울리는 

혼의 문제로 소월시를 규정했을 때, 우리는 이 大家的 비평에서 미당 자신의 모

습에 직면할 수 있는 바, 이 때 소월시의 객  분석이란 애 에 차단되는 것

이다. 김윤식, 1995 ｢소월론의 행방｣, 김소월, 김학동 편, 서강 출 부, 207-208면

 9) 주지하듯이 <詩魂>은, 안서의 지 에 하여 소월이 자신의 문학을 옹호하기 

하여 쓴 것이다. 이는 <시혼>이 그 출발에서부터 근본 으로 ‘본질  독단에 의

한 자기옹호의 시론’(김윤식, 1979 한국근 문 비평사연구, 일지사, 445-446

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 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에서는 그로 인

해  소월의 개별  인식론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는 에 을 두고자 한다.

10) 김 억, 1923 <詩壇의 一年>, 開闢42號, 43-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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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던 안서를 통해서 고, 소월의 시가 통  음율에 바탕한 강한 리듬

의식의 시를 쓰게 된 것도 음율에 남달리 의식 이었던 안서의11) 향이었다.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월이 안서의 향력 아래 단지 순응하는 입장에 서지

만은 않았다는 것을 소월은 <시혼>을 통하여 드러낸다. 여기에서 소월은 안서

의 부정  평가에 은연히 반발하면서 자신의 시에 한 강한 자부심을 보이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서의 것과는  다른 소월만의 개별  인식론을 펼

쳐 보이게 된다. 이 때 ‘魂’의 문제는 소월을 해명하는 가장 요한 열쇠가 된다.

소월의 시  인식은 뚜렷하게 립되는 두 세계에 한 것에서 출발한다. 

그 하나는 낮의 밝음으로 표상되는 평범하고 습 인 문명  일상의 세계

이며, 다른 하나는 밤에 깨어서 하늘을 보는 개인의 비일상 인 고독한 세계

이다.

어도 平凡한 가운데서는 物의 正體를 보지 못하며, 習慣的行爲에서는 眞理를 

보다 더 發見할 수 업는 것이 가장 어질다고 하는 우리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나 

여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밤에 여서 한울을 우럴어 보십시오. 우리는 나제 보지 

못하든 아름답음을, 그 곳에서, 볼 수도 잇고 늣길 수도 잇습니다. 릇한 별들은 

11) 뿐만 아니라 소월시에서 리듬을 살리기 한 添削과 推敲까지도 안서의 손길이 

닿았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한데 잡지에 발표된 원작과 시집에 수록된 작품 사이

의 격차를 통해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소월의 ‘音調美를 살리기 

한 퇴고에의 집착’(김 억 ,｢김소월의 추억｣, 素月詩抄, 34면)에서 기인하는 것

이기도 하지만 소월이 작고한 뒤에 발간된소월시 에서조차 소월의 작품이 손

질이 되었다는 사실은 안서가 소월에 끼친 향력이 훨씬 더 직 이었던 것을 

추측하게 한다. 소월 사후에까지도 그가 남겨 놓은 작품에 손을  것으로 미루

어, 개의 기 작품들이 안서의 손을 거쳐 발표되었다고 하면 그 때마다 안서

가 소월의 작품에 깊이 여했을 가능성은 많다.(정한모는 ｢소월시의 정착과정

연구｣에서 소월시의 개작과정을 각 시집별로 비교하면서 검토한다. 이에서 소월

시의 연과 행, 단어의 사용, 용언의 활용, 운율에 이르는 치 한 개작과정과 이

에 여한 안서의 향이 밝 지고 있다. 정한모,  시론, 189면-226면) 그

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소월이 스승 안서의 향으로 시창작을 시작하고, 시를 

발표했다 하더라도 그 각각이 안서의 첨삭을 거쳐 발표되었다고 단정할 경우, 

아무리 사제지간이라 할지라도 소월시의 존재가치가 희박해 지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하여 정한모는 시집진달래꽃까지의 정착과정에서 보여

 퇴고의 결과가 진달래꽃에서 추려 소월시 로 묶어 내면서 행한 안서의 

첨삭의 결과에 비하여 훨씬 발 이었음을 들어 진달래꽃까지의 정착과정은 

소월 자신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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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여 잇섯서 애처럽게도 긔운잇게도 몸을 며 永遠을 소삭입니다. …이런 

것들은 은일이나마 우리가 나제는 보지도못하고 늣기지도 못하든 것들입니다.

우리는 寂寞한 가운데서 더욱 사뭇쳐오는 歡喜를 經驗하는 것이며, 孤獨의 안에

서 더욱 보드랍은 同情을 알수잇는 것이며, 다시 한번, 슬픔 가운데서야 보다 더 

거륵한 善行을 늣길 수도 잇는 것이며, 어둡음의 거울에 빗치어 와서야 비로소 우

리에게 보이며, 살음을 좀 더 멀리한 죽음에 갓갑은 山마루에 섯서야 비로소 사름

의 아름답은 내한 옷이 生命의 두던에 나붓기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 략>… 우리에게는 우리의 몸보다도 맘보다도 더욱 우리에게 各自의 그림

자가티 갓갑고 各自에게 잇는 그림자가티 반듯한 各自의 靈魂이 잇습니다. 가장 

놉피 늣길수도 잇고 가장 놉피 달을 수도 잇는 힘, 는 가장 强하게 振動이 맑

지게 울니어오는, 反響과 共鳴을 恒常 니 바리지 안는 器, 이는 곳, 모든 물건

이 가장 갓가히 빗치어 드러옴을 밧는 거울, 그것들이 모두 다 우리 各自의 靈魂

의 表象이라면 表象일 것입니다.12)
12)

밤의 세계는 막과 고독과 슬픔을 동반하는 내면의 고독한 세계이지만 일

상의 세계에서 느끼지 못하던 物의 정체와 진리를 가장 높이 느끼고 깨닫게 

한다. ‘어두움의 거울’과 ‘죽음에 가까운 산마루’라는 비유  표 은 시인의 내

면의 고독한 상태를 단 으로 표상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우리는 소월의 시  

주체로서의 존재양상을 엿볼 수가 있으며,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소월에

게서 극 인 가치창조의 국면으로 환되는가를 엿볼 수 있다. 

의 인용에 따르면, ‘어두움의 거울’로 표 되는 내면을 향한 고독의 

순간이 의미있는 것은 삶을 멀리한 ‘죽음에 가까운 산마루’에 설 수 있도록 하

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처럼 죽음과 가까워지는 순간 속에서 그는 역설 으로 

삶의 아름다운 나부낌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소월은 막과 고독과 슬픔

이라는 내면세계로 깊이 들어가 죽음에 가까워짐으로써 오히려 일상성 속에 

감추어진 사물의 정체와 진리를 발견하며 삶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역동성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시  자아의 심연에 자리하면서 이 모든 것을 

가능  하는 힘은 다름아닌 ‘靈魂’이다. 혼은 여기 시론에서 ‘반향과 공명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는 器’, 혹은 ‘모든 물건이 가장 가까이 비춰지는 거울’로 

표 된다. 소월의 시  인식이 혼의 문제와 련된다고 할 때, 그 혼의 역은 

존재의 개진보다는 존재의 은폐, 혹은 폐쇄와 계할 것이라는 추측이 이에서 

12) 김소월, 1994 소월김정식 집3, 정구 편, 한국문화사, 36면(앞으로 모든 소월

의 시론과 시는 이 책에서 인용함)



․ 소월의 ‘魂’과 그 공동체 의미 고찰 75

가능하다. 

‘靈魂’이란 무엇인가. 소월이 자신의 시세계를 이야기할 때 ‘ 혼’을 문제삼

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도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소

월의 시세계가 ‘제작자의 기술’차원의 문제
13)
가13)아니라, 시  주체의 존재, 그

리고 그 인식의 문제와 련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혼(soul, 

Seele)은 일반 으로 生의 원리, 思 의 원리 는 동시에 이 둘을 포함하여 

‘넓이 는 차원과 무 한 본질’을 가진 것으로 정의되어 왔다.
14)14)서정시의 본

질을 혼의 문제에서 바라본 슈타이거는 열리어지는 상과 상태들의 존재 

방식 외에는 어떠한 다른 실체도 지니지 않은 ‘본원 인 존재가능성’에 주목한

다. 이때 서정시가 자리하고 있는 혼의 역이란 주체와 상의 거리감이 

소멸된 곳에서 재, 과거, 미래의 모든 시간상의 정 들이 그야말로 별할 

수 없게끔 하나로 융화되는 회감(回感: Erinnerung) 속에 떠오르는 정경의 

유동성의 자리이다.
15)15)

바슐라르 역시 시란 혼의 참여라고 말한 바 있다. 정신은 그것의 실 에 

앞서 시의 창작계획 가운데 미리 나타내야 하는 것이지만 시 인 이미지의 

경우에 있어서 계획이란 없는 법이며 하나의 혼의 움직임만 있으면 되는 

것이어서 혼은 거기에 하는 자신의 존재를 이야기한다. 이 때 작품 속

의 유동 인 이미지와 상상력이 제시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혼의 울

림’이며, ‘혼의 울림’은 존재를 심화시킴으로써 궁극 으로는 자신의 존재를 

환하게 한다.16)16)이러한 논의들은 모두 서정시 본래의 역이 ‘ 혼’의 역, 즉 

시  주체의 존재의 문제와 긴 하게 연 되어 있음을 보여 다. 즉 소월이 

혼을 ‘가장 가까이 비추는 거울’로 인식하거나, ‘반향과 공명을 잊어버리지 

13) 송 욱은 소월의 원불변의 詩魂論이, 시인은 시작품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의

식이 박약한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技術의 요함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 한다. 송 욱은 설사 詩魂이 있다고 가정하

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다만, 작품에 표 된 ‘성과’일 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모더니즘  제작 의 일면만으로 소월의 시의식을 재단한 표피  비 이라

고 본다. 송 욱,｢소월의 ‘시론’에 한 비 ｣, 김소월, 196면 

14) A.랄랑드의 철학사 에서 보이는 데카르트의 견해. 김윤식, ｢魂의 形式과 音

의 形式｣(한국근 문학사상비 , 379-380면에서 재인용)

15) E.슈타이거, 오 일 이유  공역, 1978 시학의 근본개념, 삼 당.

16) G.바슐라르, 곽 수 역, 1990 공간의 시학, 민음사, 89-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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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악기’로 표 할 때, 이러한 혼은 바슐라르가 말하는 ‘혼의 울림’과 통하

는 것으로 보인다.17)17)그리고 이에서 소월이 서정시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혼의 역에 제 로 서 있으면서, 자기 성찰에의 깊이로 향하는 의식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존재 자체를 환하는 데에 이르고자 했음

을 알 수 있다.

앞서 언 한 로 소월은 슬픔과 고독이라는 내면의 심연에 침몰하고 죽음

에 가까이 감으로써 오히려 시  주체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던 것이

다. 이러한 소월의 인식은 앞으로 다룰 개별  인식구조가 공동체  인식구조

와 계맺는 양상과도 련이 된다.

2) 시 속의 주체와 陰影의 변환

그러한 우리의 靈魂이 우리의 가장 理想的 美의 옷을 입고, 完全한 韻律의 발거

름으로 微妙한 節操의 風景만흔 길 우흘, 情調의 불붓는 山마루로 向하야, 或은 말

의 아름답은 샘물에 心想의 은 배를 젓기도 하며, 잇기도 든 慣習의 崎驅한 돌 

무덕이 새로 追憶의 수 를 몰기도 하야, 或은 洞口楊柳에 春光은 아릿답고 十二

曲坊에 風流는 繁華하면 風標萬點이 散亂한 碧桃花 닙만 훗는 움물 속에 卽

의 드 박을 드넛키도 할 에는, 이곳, 니르는 바 詩魂으로 그 瞬間에 우리에게 

顯現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詩魂은 勿論 境遇에 따라 大 深淺을 自在變換하는 것도 안인 

同時에, 時間과 空間을 超越한 存在입니다.

의 부분에서 소월은 혼이 어떻게 시혼으로 되는지를 보여 다. 앞

서 말한 로 내면  자기 성찰에의 깊이로 향하는 주체의 본질  측면을 

혼이라 한다면, 이러한 혼이 운율과 정조, 심상과 같은 시  요소들과 계

17) 바슐라르는 세계 안에서 우리들의 삶을 여러 상이한 방면으로 흩어지게 하는 反

響(résonances)과, 우리들로 하여  우리들 자신의 존재의 심화에 이르게 하여 

존재의 환을 이룩하게 하는 울림(retentissement)을 구별한다. 시는 감정 인 

반향의 차원을 넘어서 멀리 깊이 내려가기 해 울림의 상학으로, 즉 시  창

조가 독자의 혼에 있어서까지 어떻게 정녕 깨어나는가를 시  이미지의 울림

으로써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의 시  이미지는 표 인 동시에 존재이

기도 하다.(G.바슐라르, 앞의 책, 90-91면) 소월이 ‘반향과 공명’의 의미를 구별

하여 사용한 것 같지는 않지만 요한 것은 소월이 혼의 의미를 규정함에 있

어 울림의 문제와 연결시켜 보려고 했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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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혼은 한 ‘순간’에 시혼으로 된다. 이 때 시혼은 시간과 공간을 

월한 존재인데, 서정시의 본질로서의 혼의 존재방식이 상과 주체가 하나

로 융화되는 데에 있으며, 내면으로 향하는 回感에 의하여 모든 시간상의 정

들을 그 고유의 본성으로 동화시킨다면, 서정  순간과 계하는 혼으로

서의 시혼이 시간과 공간을 월한 존재라는 것은 무도 당연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소월이 덧붙이듯이 시혼은 ‘絶 로 完全한 永遠의 存在’이며 ‘불변

의 成形’이다. ‘ 로 완 한 원의 존재’를 언 함은 김동리가 소월시 <산유

화>분석을 통해 지 한 바 로 인간의 논리를 벗어난 ‘ 만치’의 존재로서의 

자연이 지닌 무한의 실체, 혹은 차원의 섭리를 소월이 의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일지 모른다.
18)18)존재의 내면을 바라보게 하고 존재 자체의 환을 

이루도록 하는 힘인 동시에 ‘ 로 완 한 원의 존재’인 혼(시혼)은 삶과 

죽음을 월한 차원의 원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시혼이 되는 한 순

간이란, 모든 시간  흐름을 무화시키는  순간인 동시에 주체가 세계와

의 면 속에서 세계에 해 자신의 의미를 부여하는 때이며, 객  실에 

한 주체의 개입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순간이다. 이 때 세계는 주체의 내면

성으로 존재하는 변형된 실이 된다. 상세계는 이 게 주체의 내면성으로 

다가와 서정  주체의 근거를 이루는 세계의 본질을 이끌고 들어오면서 주체

의 순간 속으로 떠오른다.19)
19)

그런데 시혼은 시에 직  이식되는 것이 아니다. 원불변의 본질  내면에

의 천착은 념 인 혼의 인식론을 마련하지만, 詩作에 있어서는 혼(시

혼)의 구체 인 형상화 작업이 요청될 것인데, 소월은 이를 ‘陰影’이라는 용어

로 설명한다.
20)20)

18) 김동리가 <산유화>에서 소월이 가리켰던 ‘ 만치’라는 거리감은 곧 정한의 구경

으로서의 자연, 혹은 청산과의 거리감이었다고 지 한 데 하여 김윤식은 김동

리의 차원의 ‘섭리’로서의 동양  자연 에 주목하고 그가 ｢청산과의 거리｣

에서 밝히는 소월 본질론은 곧 구경  삶의 형식을 추구하는 김동리 자신의 본

질론임을 밝히고 있다. 김윤식, 1993 ｢정신주의의 두 표정｣, 한국문학의 근 성 

비 , 문 출 사, 150-160참조.

19) 신범순, 1985 ｢소월시의 서정  주체에 한 연구｣, 서울  석사논문, 28면

20) 음 은 연구자에 따라 ‘상징’(마 수, 1982 ｢김소월의 ‘시혼’에 하여｣, 김소월

연구, 새문사) ‘시  이미지’(이인복, 1979 죽음의식을 통해 본 소월과 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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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作에도 亦是 詩魂 自身의 變換으로 말미암아 시작에 異同이 생기며 優劣이 

나타나는 것이 안이라, 그 時代며, 그 社 와 는 當時 情景의 如何에 의하야 作

의 心靈上에 無時로 나타나는 陰影의 現想이 變換되는데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詩作의 價値如何는 어도 그 詩作에 나타난 陰影의 價値如何일 것입

니다. …다시 한번, 詩魂은 直接 詩作에 移植되는 것이 안이라, 그 陰影으로써 顯

現된다는 것과, 는 顯現된 陰影의 價値에 한 優劣은, 젹어도 其顯現된 程度及

態度如何와 形狀如何에 라 創造되는 各自 特有한 美的價値에 依하야 判定할 것

임을 말하고, 인제는, 이 부끄러을 만큼이나 족으만 論文은 이로써 틀 짓기로 합

니다.

앞에서 인용한 시론에서 소월의 시의식은 주로 자아의 내면성, 즉 본질 인 

혼의 역에 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음 ’에 하여 언 하는 이 지 에 

이르면 소월 개인의 내면  혼이 어떻게 공동체  인식으로서 확 되는가가 

암시된다. 여기에서 주목할 은 ‘詩作의 異同과 優劣’을 가져오는 음 의 변

환은 ‘시 와 사회와 당  정경의 여하’에 달려있다는 소월의 인식이다. 소월

의 서정  순간이 주체의 본질과 어떠한 련을 맺고 있는가의 문제에 하

여 단순히 한 개인의 혼 속으로의 침잠으로만 규정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듯 시 , 사회, 당  정경과 맺고 있는 주체의 실  근거를 소월이 그의 詩

作에 있어서 인식하고 있었다는 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질 으로 주체의 내면 속에서 시․공을 월한 원성을 보존하

는 ‘ 자유의 원리’로서의 혼이란 객  실과 계할 때 그 존재를 지

탱하기 어렵다. 주체와 객체의 거리가 무화되는 서정  순간에 드러나는 존재

의 본질이란 주체가 실 으로 근거하고 있는 당  시 , 사회의 구조 속에

서 소외된, 사이비진실로서의 혹에 다름아닌 것이다. 이를 소월이 인식하고 

있었다면 소월에게 시란 혼과 세계의 합일이라는 포기할 수 없는 염원을 

충족시켜주는 동시에 좌 시키는 것이 된다. 이 둘은 원히 합치될 수 없는 

것인데 이를 인식하는 주체는 원히 가셔지지 않을 설움을 간직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많은 논자들이 이미 지 한 소월시의 설움과 슬픔은 이에서 연유

한다.

숙 출 부), 혹은 ‘감각과 암시와 형상의 미묘한 융합이 자아내는 미감의 깊이’

(정익섭, ｢소월시의 음 과 통성｣, 국어국문학, 22호)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

되고 있지만 포 으로 ‘ 혼의 시  형상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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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혼과 민족혼의 거리

그 다면 이제 논의를 돌려 20년 의 민족  동일성을 의식 으로 추구했

던 안서의 경우를 보자. 통 인 것의 수호가 곧 식민통치에 항하고 민족

 자기동일성을 확립하는 것이라 여겼던 일군의 시인들이 민요시형을 통해 

民族魂을 드러내려고 했음은 앞서 언 한 바와 같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소월과 이들이 갈라지는 지 을 발견할 수 있다. 안서가 시의 본질을 리듬에 

두고 정형율격에 천착한 것은 민요시형의 추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

났는데, 안서는 민요의 정형  율격을 고수하는 것으로서 민족정신을 살릴 수 

있다고 보았다. 주지하듯이 안서의 서구 상징주의시의 번역, 소개는 당  시인

들뿐만 아니라 안서 그 자신에게도 지 않은 향을 끼쳤는데 그 표 인 

것이 시의 리듬에 한 이해이다.21)21)그는 시의 본질을 리듬, 즉 운율로 악

한다.
22)22)안서가 “ 술이 정신 는 심령의 산물이지만 그 정신이라는 것이 육

체의 조화에 불과한 것”이라는 인식에까지 이르 을 때, 시는 가장 원시 인 

감정과 본능에 환원되어 생명의 원  육성 그 자체가 되고 만다. 즉, 술은 

정신 는 심령의 산물이지만 이 때의 정신 역시 단순한 생리  차원의 육체

의 조화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에서 술을 낳는 정신 는 심

령으로서의 안서의 시혼이라는 것이 소월의 그것과 얼마나 다른 것인가를 짐

21) 상징주의자들은 언어는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겨 시에 있어서 음악의 암시

인 모호성을 추구한다. 따라서 상징주의의 핵심은 언어와 음악의 결합에 있게 

된다. 안서가  주목했던 랑스 상징주의 시 역시 마찬가지인데 특히 베를 느

는 시에서 음악성을 부각시키기 하여 규칙 인 리듬과 운율을 항상 유지하

다. 안서의 리듬에 한 집착은 동일한 음 수로 고정되어 있는 베를 느의 시

를 번역하는데서 받은 향이 크다. 자세한 것은 김지 , 1996 ｢김억의 창작  

번역과 창작시 연구｣(서울 석사논문)참조. 

22) “이 韻律은 詩歌를 形成하는 가장 重要한 것으로 本質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닙

니다. 리듬을 나서는 詩歌가 업겟고 詩歌를 나서는 리듬이 업습니다. 리듬이

란 무엇이냐 하는 것을 明白히 하는 것이 韻文의 本質을 말하는 것이며 한 詩

歌의 本質을 밝히는 것입니다.”(｢詩作法｣2. 朝鮮文壇, 총8호(1925,5)) “결국 詩

歌에서 韻律的 美妙를 나서는 그 詩歌의 感動과 詩形의 효과는 생각할 수 업

는 것이외다.”(｢格調詩形成 ｣, 동아일보, 19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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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할 수 있다.

민족혼의 상징으로서의 민요가 그 원불변의 본질로서의 정신, 혹은 심령

은 사상된 채 단순히 ‘물상화의 차원’23)에서만23)존재할 때 안서의 시세계가 결

국 정형율의 형태로만 연명하는, 포에지를 상실한 이른바 ‘格調詩’로 귀결되는 

것은 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민족혼의 추구라는 의지  명제 속에 이

미 그의 시세계는 탄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안

서가 말한 민족혼이란 바로 정신의 역에 자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  실 앞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공동체의 요청에 답하는 의지

로서 존재의 역이 확산된 곳은, 이미 혼의 역이 아니라 정신의 역인 것

이다. 그 의지의 지향성으로 인하여 궁극 으로 서정시가 시  탄을 맞이하

는 것은 필연 이다. 안서가 기에 가졌던 자유시에서의 ‘개인  음율에 한 

선구  각성’24)에도24)불구하고 소월과 갈라지는 지 은 이 듯 혼으로서의 

시혼과 정신으로서의 민족혼의 문제에 있다.  

4. 설움의 극 화, 그 창조  의미

내면 깊숙한 곳으로 향하는 혼에의 천착은 존재의 환을 가져 올 수도 

있는 것이지만 주객이 상호융화되고 모든 시간이 무화되는 혼과 세계의 합

일의 서정  순간이란 주체가 실 으로 근거하고 있는 당  시 , 사회의 

구조와 계할 때 혹 인 것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모든 가치가 붕괴된 

당 의 객  실세계 속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인데, 이에 한 인식은 소

월의 시에서 님과의 합일과 그 좌 의 두 가지 립양상으로 나타난다.  소월

시에서의 님이 어떤 구체 인 실체로서의 상을 지 하는 것이 아님은, 님이 

‘나쟈부터 그립은 그 사람’(<맘에속읫사람>)으로 표 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립다는 것은 재 부재하는 상에 해서만 생길 수 있는 감정이므로 소

월시의 님이란 경험  상 이 의 존재이며 부재하는 어떤 것이다. 소월이 

그의 시론에서 시  주체의 심연에 자리하면서 존재의 본질을 규정하고 物의 

23) 신범순, 1992 한국 시사의 매듭과 魂, 민지사, 78면

24) 정한모, 의 책, 1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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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를 깨닫게 하는 ‘ 로 완 한 원의 존재’로 혼을 규정했을 때 이는 

소월에게 가치로서 선험 인 그리움의 상이 된다. 이러한 혼이 세계

와 합일을 이루는 시의 서정  순간이야말로 소월이 그의 시에서 님과의 합

일을 이루는 지 이 된다. 

그러나 이미 언 한 로 모든 가치가 붕괴된 당 의 객  실세계 속에

서 혼과 세계의 합일의 서정  순간이란 불가능한 것이 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소월시의 시  주체가 그토록 염원하고 그리워하는 님의 존, 혹은 

님과의 합일 상태란 꿈의 세계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꿈25)은25)잠을 제로 한

다. 잠은 일체의 실로부터 을 돌려서 그와 맺고 있는 모든 계를 단 시

키는 행 , 즉 객  실세계가 완 히 무화되는 혼세계로의 깊숙한 침몰

이다.     

나히차라지면서 가지게 되엿노라/ 숨어잇든한사람이 언제나 나의,

다시깁  잠속의 으로 와라/ 붉으렷한 얼골에 가늣한손가락의,

모르는듯한擧動도 前날의모양 로/ 그는 야 시 나의팔우헤 어라

                                            -< 으로 오는 한사람>부분 

이라도 면은!/ 잠들면 맛날런가. 

니젓든 그사람은/ 흰 타고 오시네.  -< 오는 녁>부분   

아아 내세상의 티어,/ 나는 이그립어, 이그립어.  -< >부분

그립다 그한밤을 내게갓갑든/ 그 여 이깁든 그한동안을

슬픔에 구엽음에 다시사랑의/ 물에 우리몸이 맛기웟든.  -<記憶>부분

‘내 세상의 끝’인 실 속에 치하는 시  주체가 님을 만나는 방법으로서 

꿈을 염원하는 모습이 의 시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꿈을 깨어 주체

25) 소월의 시에는 많은 꿈의 이미 리가 등장하는데 제목에서 제시된 것만 골라보

더라도 < 자리>,< 1>, < 2>, <  그 옛날>, < 길>, < 으로 오는 한 사람>, 

<그를  밤>, <몹쓸 ><녯님을 라가다가 어 歎息함이라> 등이 있다.

    오세 은 소월의 시에서 시간의 불연속성을 밝히는 과정에서 꿈의 이미 리에 

주목한다. 재를 부정하는 시인은 과거와 미래 속에서만 삶의 의미를 추구할 수 

있다고 믿는데, 이 단 된 시간을 시인은 꿈의 세계에 의해서 연결지으려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꿈을 통한 변측 인 시간의 지속은 실이 아니기에 이는 

소월의 실도피주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 오세 , 의 책, 309-3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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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시 실 속에 치하게 될 때
26)26)주체는 살기가 고달 다는 실  인식

과 마주하게 되며 리고 아  감정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된다.(←밤은 아주 

새여올/ 잠은 아주 다라날// 은 이루기어려워라// 리고 압픔이어/ 살

기가 왜 이리 고달 냐 -<닭소래>부분) 이 때 님을 만날 수 있었던 꿈은 객

 실세계가 완 히 무화되는 혼의 내면의 경지라는 의미에서 ‘靈의 해

임’(<꿈>)이지만, 주체가 꿈에서 깨어나 실구조 속에 치하게 될 때의 꿈은 

주체에게 님과의 합일이라는 염원이 실 으로 실 불가능한 것이었음을 자

각시킴으로써 설움만을 남겨주는 ‘설움의 고향’(<꿈>)이 된다. 꿈에서만 님을 

만날 수 있음을 인식한 실 속의 설움의 주체가 꿈과 꿈에서 깸이라는 원

히 합치될 수 없는 립구도 속에서 원한 잠의 상태인 죽음을 소망하게 됨

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오오 제몸에 힘되시는 내그립은 님이어! 외롭고 힘업슨 를 부둥켜 안으시고 

永遠히 당신의 미듬성스럽은 그품속에서 를 잠들게 하여주셔요.//오오 그러면 

내님이어! 내 를 이 자리속에 두어주셔요. 당신이 손소 당신의 그힘되고 미

듬성부른 품속에다 고요히 를 잠들려주시고 를  이 자리속에 당신이 손소 

무더주셔요  -< 자리>부분

이처럼 ‘님’과의 합일을 향한 염원이 ‘시 와 사회와 당  정경의 여하’와 

련될 때 불가능한 것으로 악하는 소월의 인식 구조에서 ‘님’과의 이별과 

그에 따른 설움, 혹 슬픔의 정조는 개인 인 것이 아니라 보편 이며 근원

이며 운명 인 것이 되며 그 궁극은 죽음이다. 소월이 혼의 인식론에서 마

련한 개별  인식론이 민족 인 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 이 바로 여기가 

될 것이다. 소월이 혼의 세계에 침몰하면 할수록, 님과의 합일을 소망하면 

할수록 막과 고독과 슬픔은 커질 수 밖에 없는데 소월은 그럼에도 불구하

고 끊임없이 내면으로 침몰함으로써 슬픔과 설움의 극 화를 꾀하고 있다. 이

를 두고 소월을 소극 이며 허무 인 悲哀와 哀傷의 시인으로 규정하는 논의

들이 있기도 하지만 주목할 은 슬픔과 설움의 극 화, 죽음의 의미이다. 소

26) 꿈에서 깨어 주체가 다시 실의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소월의 시에서 주

로 ‘새벽’이라는 시간  배경으로 나타난다. 이에서 ‘새벽’이 갖는 보편  이미지, 

즉 아침을 비하는 시간으로서의 희망 인 이미지를 소월시에서 찾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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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은 이를 통해 좀 더 극 인 가치창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소월이 그의 시론에서 이야기한 로 슬픔과 설움이 극 화되는 내면의 

깊은 자리, 그리하여 ‘죽음에 가까운 산마루’에 이르는 지 에서 비로소 삶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나부낌을 바라볼 수 있다는 역설과 계된다.

소월의 시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선 자리에서 쓰여진 시로는 < 혼>이 표

일 것이다.

산산히 부서진 이름이어! /虛空中에 헤여진 이름이어!

불 도 主人없는 이름이어!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어!

- 략-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빗겨가지만 /하 과  사이가 넘우넓구나.//

선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여도 /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어!

사랑하든 그 사람이어! / 사랑하든 그 사람이어!   -< 혼>부분

죽음을 바라보고 선 시  주체는 가장 커다란 슬픔을 간직한 자이다. 시  

주체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앞에 두고 슬픔을 내면으로 감추고 삭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오히려 님의 존재가 산산이 부서지고 허공 에 헤어진 이

름이라는 것을 소리 높여 외침으로써 내면의 슬픔을 고조시킨다. 이 때 사랑

하는 사람의 을 부르는 행 는 어떤 상을 향한 부름이 아니라 시  주체

의 내면을 향한 부름이다. 처 하게 부르짖는 화자 자신이 바로 청자가 된다

는 사실은 산 자가 죽은 자를 해 베푸는 ‘ 부르기’가 사실은 살아 있는 자

를 한 행 라는 것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주지하듯이 죽음 그것에서처럼 

삶의 강렬한 의미의 확인과정이 달리 있을 수 없기에, 죽음의 의식은 가장 화

려하고 장엄한 것이며 이 때 죽은 자의 혼을 달래는 행 로서의 혼이란 오

히려 삶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산 자를 한 式이 되는 것이다.
27)27)

로 완 한 원의 존재로서의 님과 실에 근거하는 시  주체의 합일

은 하늘과 땅 사이의 간격 만큼이나 거리를 두는 것이기에 시  주체는 설움

에 겹지만, 그러나 그 설움에 겨워 부르는 행 로 인해 죽을 수도 있음에 이

르는 것은 오히려 시  주체로 하여  삶과 죽음을 동일한 계로 맞이할 수 

27) 김윤식, 1978 ｢魂과 形式｣, 한국근 문학사상비 , 일지사, 147-14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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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며 죽음을 삶의 지속 인 일면으로서 삶과 함께 공존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한다.28)28)즉 시  주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슬픔과 설움의 

극 화를 통해서 죽음과 삶의 거리, 님이 있는 곳으로서의 하늘과 실  주

체가 근거하는 땅 사이의 거리를 무화하는 경지, 그 내면의 자유를 회복해 나

가고 있는 것이다. 

소월시에서의 슬픔과 설움의 정조가 소월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

었다고 할 때 삶과 죽음의 거리를 무화하는 자리에서 획득하는 폐쇄된 혼 

그 내면의 확 는 민족의 집단  응어리를 풀어주는 것으로 기능할 수 있으

며 이는 붕괴된 가치체계와 세계에 응해나가는 방어기제로서 당 의 공동

체  인식구조에 합치될 수 있다. ‘달빛에 소리만 남은 노래 서리워 엉겨’있는 

‘여기 기 돌무더기 움직이는’ 무덤가나(<무덤>), ‘거리불빛도 떨어져 나와, 무

덤보다도 다시 먼 세상’(<찬 녁>)같은 죽음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소월이 

을 잡아 이끄는 ‘소리’를 듣는 장면도 이러한 의미 맥락에서 악될 수 있

다. 삶의 가장 내 한 부분에까지 내려간 가장 커다란 슬픔을 간직한 자만이 

들을 수 있는 이 소리들은 곧 ‘ 통의 정신  유산’29)이며,29)‘민족의 동질성을 

부르는 소리’
30)
인30)것이다. 이 때 소월의 의식은 민족혼에로 이어진다. 

5. 맺음말

 남녀간의 만남과 이별, 그리고 연인의 상실에서 기인하는 설움과 그리움의 

정서는 우리의 통  문학에서 가장 빈번히 드러나는 보편  테마이며 정서

이다. 일상  차원에서 받아들여졌을 때 이는 가장 민 인 원형  정서가 

되지만 소월에게 이는 주체의 존재양상과 계하는 혼의 인식론을 보여

28) 삶과 죽음을 월하는 존재로서 소월을 바라 본 논의로서, 이경교는 < 혼>의 

의미기능들이 통 인 우리의 고 무속신앙과 맥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삶과 

죽음을 왕래하는 ‘풀이’의 주재자로서의 시인은 개인  존재를 넘어서 민족의 집

단  응어리를 풀어주는 무당과 같은 존재라고 악한다. 이경교,｢맺힘과 풀림의 

미학｣, 동국 목멱어문4, 91. 3
29) 신범순, 1998 ｢ 시에서 통  정신의 존재형식과 그 의미｣, 국어교육96집, 

431면

30) 김윤식, 1973 ｢植民地의 虛無主義와 詩의 選擇｣, 文學思想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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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월시의 원히 가셔지지 않을 설움이라는 정서는, 주체 내면의 혼에 

천착함으로써 세계와 합일을 이루는 시  주체의 서정  순간이 당  시 , 

사회, 정경의 구조와 계할 때 한순간 사이비 진실로 무화될 수 있는 것임을 

소월이 인식하고 그 서정  순간의 무한한 지속이 원히 불가능하다는 데에

서 기인하는 시  주체의 좌 이다. 따라서 이는 소월 개인의 설움이 아닌 당

 우리 민족의 설움이기도 하 다. 그러나 소월은 설움과 슬픔의 정조를 오

히려 극 화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침잠함으로써 역설 으로 삶의 새로운 

의미로서 내면의 자유를 획득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소월시에서의 슬픔과 

설움의 정조가 소월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할 때 삶과 죽음

의 거리를 무화하는 자리에서 획득하는 폐쇄된 혼 그 내면의 확 는 민족

의 집단  응어리를 풀어주는 것으로 기능하며 이는 붕괴된 가치체계와 세계

에 응해나가는 방어기제로서 당 의 공동체  인식구조에 합치될 수 있다.

(필자 : 순천 학교 강사)

주제어 : 시혼, 민족혼, 원성, 설움의 극 화

투고일(2006.5.5), 심사시작일(2005.5.22), 심사종료일(200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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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Sowol's ‘Soul' and its Communal 

Meaning

Seo, Jin-young *

31)

This study is to analyze Sowol's essay on poetry. Sowol's poems are very 

important in 1920's, but usually it is evaluated by emtions in his poem, for 

example, solitude, sadness. And these feelings are called as ‘Han’ that is 

considered as national and comunal sentiment. Nevertheless, the reason that 

Sowol's poems are significant is not in there, but in his knowledge that 

poetry is based on poetic soul of subject and it has eternity in it. He 

presented this in his essay on poetry and it shows to us his consciousness 

of the poetry. In a lyric poem, a subject and a world are united to a same 

thing, but in connection with a real world this unity is just like a 

dazzlement. SoWol shows to us in his essay that he knows this limit of a 

lyric, so sadness in his poem is a sense of failure caused by unsurmountability 

of  this limit.

Key Words : Soul, Sadness, Communal sentiment.

* Professor, Soon-che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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