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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체제하 한국시의 민족적 저항
김소월과 이육사를 중심으로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김 용 직

1. 약간의 전제

김소월(金素月)과 이육사(李陸史)는 다같이 일제 식민지체제하의 우리 시단에 등장, 활약

한 시인이다. 두 시인 가운데 김소월은 정치나 사회문제와 거리를 가진 시, 곧 순수시의 갈래

에 속하는 단형 서정시를 주로 썼다. 그 작품 경향으로 하여 그의 시는 우리 주변에 민족적 

현실과 무관한 것이라는 통념을 형성시켰다. 

이육사에 대한 우리 주변의 평가는 김소월의 경우와 사뭇 다르다. 그는 시인이기 전에 먼

저 민족해방 투쟁의 대열에 섰다. 그는 20대 초에 이미 독립운동을 뜻하고 해외로 망명했다. 

그 과정에서 무력 투쟁 단체에 참여했고 군사교육도 받았다. 이육사의 이런 이력서 사항은 

한때 우리 주변에서 그의 모든 시가 항일 저항의 갈래에 들 것이라는 해석을 낳게 했다. 그러

나 이런 통념들은 올바른 작품 해석에서 금기가 되는 지레짐작의 결과로 그릇된 것이다. 

김소월의 작품에도 식민지체제하의 민족적 감정을 바닥에 깐 것이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되는 시가 「招魂」이다. 이제까지 우리 주변의 비평가들은 별 주석도 없이 이 작품을 애정시로 

해석했다. 뿐만 아니라 8·15 직후 한때 우리 주변에서는 이육사의 「靑葡萄」에 나오는 ‘청포

를 입고 오는 손님’이 민족 해방의 상징이라고 보는 견해가 퍼져 있었다. 

단적으로 말하여 식민지체제 속에서 민족운동을 전개한 사람들은 독립운동가이며 민족적 

지사들이다. 모든 민족운동자들에게 일제의 기반에서의 탈피, 곧 해방이란 ‘삼각산이 춤추며, 

한강물이 용솟음치는’(沈熏, 「그날이 오면」의 부분) 열망의 공간이다. 그런 국면을 맞이한 독

립운동가가 고달픈 몸으로 고향, 또는 고국에 돌아온다는 것은 말이 아니다. 이런 사례가 가

리키는 바는 명백하다. 이제까지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진 식민지체제하 항일 저항시 해석에

는 상당한 오독현상이 나타난다. 이 작업의 조그만 목표는 그들을 시정하는 데 있다. 그를 통

하여 민족적 수난기에 제작, 발표된 우리 시인들의 작품의 올바른 읽기가 이루어졌으면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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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소월의 경우

한국 현대시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김소월은 참으로 매력적이며 자랑스럽기까지 한 이름

이다. 그는 한국시단이 아직 서구추수주의의 늪을 벗어나기 전에 우리말의 결과 맛을 기능적

으로 살린 시를 썼다. 민요조 서정시라고 명명할 수 있는 「엄마야 누나야」, 「진달래꽃」, 「먼후

일」,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가는길」, 「往十里」 등은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읊조리는 애송시

다. 그는 우리민족의 주권이 일제에 의해 빼앗긴 시기에 우리 시단에 등장, 활약했다. 그가 태

어나 자란 곳도 한반도의 북쪽 끝이어서 문단활동을 하기에 좋은 여건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의 시는 발표와 동시에 시단 안팎의 두터운 사랑을 받았다. 일제치하의 전 기간을 통해서 

그처럼 많은 애송시편을 독자에게 끼친 시인은 달리 발견되지 않는다.

(1) 소월의 님과 「招魂」

우리 시단 안팎에 끼친 호응으로 보면 김소월은 우리 모두가 받들어야 할 시인, 곧 국민시

인의 이름에 값한다. 그런데 그를 국민시인으로 받들기에는 꼭 하나 아쉬운 점이 생긴다. 김

소월이 살다간 시대는 일제 식민지 체제하였다. 일제는 우리 강토를 강점한 다음 곧 우리 민

족의 노예화를 기도했다. 그들은 우리 역사를 부정했으며 우리 민족의 경제적 토대를 뒤엎었

고 오랜 전통을 가진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부정, 배제했다. 마침내는 우리말과 글을 쓸 

자유를 박탈해갔다. 이런 상황에서 김소월의 시는 대부분 사적인 세계에 머물었고 선이 가는 

목소리로 애정의 세계를 읊조린 듯 보인다. 한 민족이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참다운 의미

의 시인과 문학자가 그런 상황 권외에 설 수는 없다. 한 사회와 국가가 배제, 부정되는 상황

을 시인이 외면하고 개인적 감정만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명백하게 우리가 김소월을 

국민 시인으로 받들지 못하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앞에서 나타나는 논리적 한계는 김소월의 대표작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그 돌파구가 열

린다. 김소월은 그의 많은 작품을 통해 ‘님’을 노래했다. 그런데 그의 ‘님’ 가운데 일부는 이성

의 애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이 나라, 겨레로 수렴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다. 이 

경우의 좋은 보기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 「초혼」이다.

心中에 남아 있는 말 한 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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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붉은 해는 西山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山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 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2) 번역시 「봄」

「초혼」이 아닌 김소월의 다른 작품에도 비감에 찬 것이 없지는 않다. 「진달래꽃」, 「접동새」, 

「먼후일」,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등이 그런 시들이다. 그러나 다 같이 비감에 젖은 것이라고 

해도 「초혼」의 목소리에는 위의 작품과는 다른 격렬함이 내포되어 있다. 이런 사실에 유의하

면서 우리는 김소월이 두보(杜甫)의 「春望」을 번역한 적이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926

년 3월호 『朝鮮文壇』에 「봄」이라는 제목을 단 그의 번역이 수록되어 있다.

이 나라 이 나라는 부서젓는데

이 山川 엿태 山川은 남어 있드냐.

봄은 왔다하건만

풀과 나무뿐이어

오! 설업다. 이를 두고 봄이냐

치어라 꽃닢에도 눈물뿐 흣트며

새무리는 지저귀며 울지만

쉬어라 이 두근거리는 가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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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보느냐 밝핫케 솟구는 봉숫불이

끝끝내 그 무엇을 태우랴함이료

그립어라 내집은

하늘 밖에 있나니

애닯다 긁어 쥐어 뜯어서

다시금 떨어졌다고

다만 이 희긋희끗한 머리칼 뿐

인제는 빗질할 것도 없구나.

                                              - 김소월 역, 「봄」 전문

두보의 「춘망」은 본래 철저하게 외형율에 입각한 오언율시(五言律詩)다. 율시는 엄격한 율

격에 의해 쓰여지는 것이나 처음 두 줄과 마지막 두 줄에서는 자수와 평측(平仄)만을 지키면 

된다. 그런데 이 시에서 杜甫는 그것조차를 뛰어넘어 ‘國破山河在 / 城春草木深’과 같이 철저

한 병치 형태로 이 작품을 썼다. 김소월은 이 작품을 아주 심하게 의역으로 옮겨 놓았다. 두 

행으로 그칠 수 있는 허두 부분을 네 줄로 옮긴 것부터가 그 정도를 말해 준다. 뿐만 아니라 

‘感時花濺淚 / 恨別鳥驚心’에 이르러서는 상당히 대담한 파격이 시도되어 있다. 역시에서 위 

두줄의 뜻을 살린 것은 2행과 3행, 곧 ‘꽃닢에도 눈물뿐 흣트며 / 새무리는 지저귀며 울지만’ 

정도다. 그 앞뒤에 붙은 ‘오! 설업다. 이를 두고 봄이냐’나 ‘쉬어라 이 두근거리는 가슴아’는 

‘感時’나 ‘恨別’의 의역 형태에서 빚어진 것이다.

한마디로 소월은 두보의 작품을 거의 자의(恣意)에 가깝게 개작한 셈이다. 그러면서 이 작

품은 끝내 번역의 테두리에 들 수밖에 없는 단면도 지닌다. 이 번역에서 소월은 원시(原詩)의 

의미 내용이나 형태에 충실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원시가 가진 의미 맥락과 거기서 빚

어지는 어조와 어세를 최대한 살리고자 했다. 본래 「춘망」은 난리로 깨어진 나라, 그런 처절

한 상황 속에서도 어김없이 찾아온 계절과 그런 세월을 살아야 할 화자로서의 두보가 품게 

된 감정을 가락에 실은 작품이다. 그 어조가 강개겨운 것이 특히 인상적이다. 심하게 원형을 

뒷전으로 돌린 채 김소월은 이런 「춘망」의 의미맥락과 어세를 최대한 살리고자 했다. 깨어진 

나라에 대한 감정을 표출하는 데 역점을 둔 점이 그것을 말해 준다.

김소월의 「초혼」과 두보의 「춘망」 번역 사이의 연계 가능성은 식민지체제하에 직면한 우리 

시인들의 의식세계를 살피는 경우 매우 뚜렷한 선을 긋고 나타난다. 앞에서 우리는 「춘망」의 

어조가 비통하며 그 어조가 비분강개형에 속하는 점을 지적했다. 그런데 일제에 의해 우리 

주권이 침탈당했을 때 우리 시인 가운데는 이런 어조의 작품을 남긴 이가 드물지 않았다. 이

상화(李相和)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이런 경우의 우리에게 좋은 보기가 된다. 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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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알려진 대로 그 허두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로 시작한다. 이것은 

그대로 ‘國破山河在 / 城春草木深’의 한국어 판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동시에 그 가락은 김소

월이 남긴 역시의 허두 부분과 아주 비슷하다. 여기서 간과될 수 없는 것이 「초혼」의 어세며 

어조다. 비분강개의 목소리를 고조된 목소리로 노래한 점에서 「초혼」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나 「춘망」의 번역을 능가하고도 남을 정도의 작품이다. 이 비감에 가득한 목소리가 사

적(私的)인 차원에 그치는 것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랑하던 그 사람’이 함

축하고 있는 뜻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그것이 시인도 일

상적인 차원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일상적인 차원의 인간은 슬픔과 아픔을 국가라든가 사회, 넓은 의미에서 

역사와 결부시키는 상태에서만 터뜨리지 않는다. 매우 많은 경우 그들은 피붙이나 이웃, 친

구와 애인의 죽음 앞에서도 가슴 밑바닥에서 우러나는 목소리로 울부짖고 통곡한다. 그렇다

면 「초혼」에서 김소월의 목소리가 그런 유의 사적인 차원이 아니라 공적인 개념에 연계된 것

이란 논증은 어떻게 성립되는가. 이렇게 제기되는 의문을 풀어보기 위해 우리는 작품 밖의 

정보와 함께 내재적(內在的) 증거를 아울러 살펴야 한다.

김소월의 시에 대비되는 이상화의 시가 식민지체제에 대한 의식의 결과임은 그 첫머리가 

‘지금은 남의 땅’으로 시작한 점만을 보아도 넉넉하게 파악되는 일이다. 그런데 「초혼」이 아닌 

다른 작품에서 김소월도 이상화에 넉넉하게 대비 가능한 식민지의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다. 얼핏 보면 애정의 노래로 읽어버리게 되는 「팔베개의 노래」에서 그는 ‘조선의 강산아 / 네

가 그리 좁더냐’라고 한 다음 ‘두루두루 살펴도 / 금강단발령(金剛斷髮嶺)’이라고 했다. 이것

은 일제가 강점한 땅 어디에도 화자가 정을 붙이고 안주할 곳이 없다는 민족의식으로 유추가 

가능하다. 「나무리 벌」의 화자는 고향이 ‘황해도 新載寧’이다. 그곳은 ‘올벼논에 닿은 물’이 넘

실댈 정도로 풍요의 땅이었다. 그곳을 쫓겨난 화자는 유랑민의 신세로 만주에 흘러들어가  

‘만주 奉天은 못 살 곳이라고 한다.’ 여기 나타나는 주권상실 감정은 이상화의 경우를 능가하

고도 남을 정도다.

(3) 소월의 한과 그의 시의 저항성

이와 아울러 김소월에게는 피붙이를 폐인으로 만든 것이 일제라는 의식이 그 가슴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다. 일제는 한일합방 전에 군사목적으로 경의선 철도 공사를 했다. 공사 현장

의 하나가 소월의 마을 가까이에 있었다. 소월의 아버지는 당시 나이 갓 스물에 접어든 金性

道였다. 김소월은 그에게 첫아들이었는데 당시의 관습에 따라 아내가 친정으로 가서 그를 낳

았다. 아들이 돌이 된 날 그는 처가에 가져갈 선물을 잔뜩 말에 싣고 경의선 공사가 벌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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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판 옆을 지나갔다. 그것을 일본인 십장이 발견하고는 재수없다고 멈추어 서게 하고 불문

곡직으로 구타를 했다. 이 때에 받은 충격으로 그는 끝내 정신이상을 일으켜 평생 정상적인 

생활을 못했다. 감수성이 예민한 김소월이 이런 사실을 성장 후에 무로 돌렸을 리가 없다. 이

제까지 우리는 이런 사실을 지나쳐 버리고 「초혼」을 애정시의 하나라고 해석해 왔다. 소월에

게 많은 애정시가 있지만 예외가 없이 그 가락은 부드럽고 감미롭다. 그런데 「초혼」 바닥에 

깔린 감정은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격렬하다. 이 역시 

이 시가 사적(私的)인 세계와는 다른 범주에 들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제 우리는 필요로 하는 논리적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 그 결과 얻어낸 결론은 명백하다. 

일제치하의 각박한 상황을 무릅쓰고 김소월은 민족사적 현실을 외면하지 않은 시를 썼다. 그

것을 저층구조에 담아 읊어낸 것이 「나무리 벌」이며 「팔베개 노래조」다. 「초혼」도 그런 의식의 

집약 형태로 보아야 한다. 그와 아울러 소월의 시에는 우리말의 맛과 결이 매우 기능적으로 

교직되어 수많은 독자에게 넓은 메아리를 일으켰다. 이것으로 우리는 김소월을 국민시인이 

될 두 요건을 아울러 갖춘 시인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오늘 그의 이름은 한국현대시의 하

늘에 내어 걸린 펄럭이는 기폭에 비견된다.

3. 이육사의 경우

(1) 시인의 경력사항, 초기의 작품 세계

일제치하를 산 시인으로 민족의식이 문제되는 경우 누구보다 앞서 그 이름이 얼컬어져야 

할 이름이 있다. 그가 바로 이육사다. 김소월이 문청(文靑) 출신의 시인이었음에 반해 이육사

는 애초에 그와 다른 길을 걸었다.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그는 20대 초에 주권 회복의 뜻을 

품고 해외로 망명했다. 정의부(正義府), 군정서(軍政署) 등을 거친 다음 그는 무력 투쟁 단체

인 의열단(義烈團)에 가입했다. 장진홍(張鎭弘)의 대구은행 폭파 사건에 연루되어 2년 7개월

의 징역형을 산 것을 비롯하여 전후 10여 차례나 연행, 투옥된 경력을 가진다.

이육사가 우리 시단에 등장한 것은 1933년 『新朝鮮』을 통하여 「黃昏」을 발표한 다음의 일

이다. 그의 나이 30이 되었을 때로 처음 그 작품 세계는 밝은 편이기보다는 침울했으며 향외

적(向外的)이 아니라 향내적(向內的)인 편이었다. 

목숨이란 마치 깨여진 배쪼각

여기저기 흩어져 마을이 구죽죽한 漁村보담 어슬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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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티끌만한 오래 묵은 布帆처럼 달아매였다.

                                                               -  「路程記」

여기서 ‘목숨’은 바로 시인 자신의 그것에 대비된다. 그것의 은유형태가 ‘배쪼각’이다. 이런 

매체에 수렴되는 정신의 색조가 밝은 것이라고는 생각되지는 않는다. 이 무렵의 이육사 시에

서 또 하나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말들의 추상성이다. 이 시기에 발표된 그의 작품으

로 소재를 즉물적(卽物的) 차원에서 노래한 것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많은 작품에서 이육사

는 사물들을 사유화(思惟化)하고 심성화(心性化)시켰다. 이런 경우의 한 보기가 되는 작품이 

「年譜」이다.

서리 밟고 걸어간 새벽 길우에

肝 잎만 새하얗게 단풍이 들어

거미줄만 발목에 걸린다 해도

쇠사슬을 잡아맨 듯 무거워졌다

눈우에 걸어가면 자욱이 지리라고

때로는 설래이며 바람도 불지

 본래 연보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우리 자신의 이력사항을 적은 것이다. 이것이 일상적 언

어 형태로 적힐 경우 그 내용은 별다른 유추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손쉽게 의미내용이 파악될 

수 있다. 그 기법으로 보아 「연보」는 아주 감각적인 언어를 사용한 작품이다. 특히 인용된 부

분의 1연과 2연은 그 심상이 선명하기 그지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서 시인이 객관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것은 이 작품이 상당히 강하게 심성화

되어 있으며 정신화되어 있음을 뜻한다. 

이육사의 작품에 나타나는 이런 특성은 일찍 우리 주변에서 대부분의 그의 시가 일제 식민

지체제에 대한 상황의식의 결과라는 생각을 양산하게 만들었다. 어느 전문비평가는 「황혼」의 

‘囚人’을 반제, 민족적 저항정신의 표상으로 해석했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의 ‘별’을 ‘조국독립과 해방을 갈구하는 염원’의 상징으로 읽은 예도 있다. 

이육사의 「황혼」에서 화자는 ‘12星座의 별들’과 ‘수녀’, ‘사막을 넘는 행상대’, ‘녹음 속 활 쏘

는 土人’들에게 두루 ‘입술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다. 그러나 거기서 빚어지는 심상은 황혼을 

바라본 나머지 느끼게 된 식민지적 궁핍 개념에 수렴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황혼」이나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에서 ‘수인’이나 ‘수녀’는 민족적 저항의식의 전제가 되는 공적 감각이 사

상된 채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갈구하는 노래로 읽는 것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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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석을 단어 주워섬기기로 오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2) 작품 「絶頂」 해석

자칫 향내적 분위기로 시종될 듯 생각된 이육사의 작품 세계에 하나의 전기가 이루어진 것

은 1940년대의 벽두부터였다. 이 해의 1월호 『文章』에는 이육사의 대표작 중 하나로 평가되

는 「絶頂」이 실렸다.

매운 季節의 채쭉에 갈겨

마츰내 北方으로 휩쓸려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高原

서리빨 칼날진 그 우에서다

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발 재겨 디딜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

                                              -  「絶頂」 전문

얼핏 보아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 작품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위기감이며 극한상황의식

이다. 그 구체적 표현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서리빨 칼날진 그 우에서다’라든가 ‘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 한발 재겨 디딜곳조차 없다’ 등의 행들이다. 이 위기상황의식은 앞서 

보인 이육사의 작품에서처럼 자아의 좁은 울타리에 갇혀 있지 않다. 그 증거로 제시될 수 있

는 것이 이 작품 초두에 놓인 두 줄이다. ‘매운 季節의 채쭉에 갈겨 / 마츰내 北方으로 휩쓸려

오다’ 여기서 시적 화자는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북방’으로 내어 쫓긴 사람이다. 말하자면 

그는 추방자의 신세인데 그 원인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 ‘매운 季節의 채쭉’이다. 이 공간과 

시간 개념 속에는 사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는 시대의식이 내포되어 있다. 이런 사실은 이 무

렵의 이육사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넣는 경우 그 테두리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육사가 「절정」을 써서 발표할 무렵 일제 식민체제하의 우리 현실은 문자 그대로 벼랑 끝

에 내몰린 상태였다. 이 무렵에 일제는 한반도에 초전시체제를 펴고 있었다. 1930년대 중반

기에 접어들자 일제는 각급 학교에서 우리말 과목을 폐기시켰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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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공기관에 그들의 국조(國祖)인 아마데라스(天照)신을 받드는 봉안전(奉安殿)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어 1938년에는 침략전쟁을 위한 전면 동원태세인 국가총동원령을 공포했고, 

국민징용법을 실시했다. 이보다 몇 해 앞서 이미 지원병제도가 한반도에서 시행되고 있었다. 

이것은 곧 징병제도로 변형 강화되었는데 그를 통해 우리 사회의 청장년이 모조리 침략전쟁

의 손발이 되고 총알받이로 동원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해가 바뀌면서 일제는 우리 민족 전체에게 그들 식으로 성명을 바꾸라고 명령한 창씨개명

령(創氏改名令)을 공포했다. 1940년도에는 우리 민족운동자의 임의 구금, 투옥을 뜻하는 사

상범예비구속령을 발동시켰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눈과 귀 구실을 한 동아일보와 조선일

보 등 양대 일간지를 폐간시키고 일체의 우리말 간행물을 못 나오게 만든 것도 이 무렵이다. 

이육사는 이런 상황에서 일제의 사상범, 요시찰인(要視察人)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런 그가 작품에 담은 ‘매운 계절’과 쫓겨서 간 ‘북방’이 무엇을 뜻하는가는 명백하다. 말할 것

도 없이 그것은 단순한 시간의 단위나 공간의 이름이 아니다. 이육사의 이력서 사항에 비추

어 그것은 일제 암흑기의 극악한 상황을 가리키는 은유 형태다. 

일찍이 김종길(金宗吉) 교수는 이 작품에 ‘비극적 황홀’의 개념을 적용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바 식민지적 상황 아래서의 저항은 궁극적으로 그 주인공을 파멸로 몰아넣는다. 그럼에

도 이 작품에서 이육사는 끝내 그 길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 준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비극적인 것이다. 그러면서 이 작품의 시적 화자는 비극의 한복판에서 고요하게 자신을 바라

보는 눈을 가졌다. 그 단적인 예증이 되는 부분이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이다. 이

것으로 시적 화자는 그의 육체적 파멸을 객관화시켰다. 이것을 김종길 교수는 ‘비극적 황홀’

이라고 지적한 것이다(김종길, 「한국시에 있어서의 비극적 황홀」, 『詩에 대하여』).

김종길 교수의 견해는 동시대의 문맥 위에서 이육사의 이 작품을 본 나머지 이루어진 것이

다. 이런 생각은 일종의 역사, 상황론이 될 것이다. 이 때 시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시와 역

사의 긴장관계다. 시에서 역사의식이나 그 감각이 얼마나 강도가 있게 나타나는가로 작품의 

질이 이야기될 수 있다. 

 

(3) 「曠野」 그 도저(到底)한 역사의식

너무도 명백한 사실로 시는 현실이나 역사의 추수개념이 아니다. 그러나 좋은 시가 우리가 

사는 시대나 상황과 별개로 존재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것 역시 엄연한 사실이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육사의 시를 그 제작자가 처했던 특수 여건에 비추어 읽기를 기했다. 

그럴 경우 「절정」은 저항시의 필요조건을 갖춘 작품이다. 그럼에도 이 작품에서 그 충분조건

은 만점 상태로 나타나지 않는다. 저항은 의식의 차원으로 끝나지 않는다. 의식 다음에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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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동의 의지를 수반시켜야만 되는 것이 저항이다. 그런데 이미 살핀 바와 같이 이육사의 

「절정」에는 그런 단면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육사의 시는 이런 차원

에서 끝나버린 것인가. 이렇게 제기되는 물음에 대해 해답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이 「광야」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山脈들이

바다를 戀慕해 위달릴 때도

참아 이곳을 犯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 없는 光陰을

부지런한 季節이 피여선 지고

큰 江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나리고

梅花香氣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千古의 뒤에 

白馬 타고 오는 超人이 있어 

이 曠野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  「曠野」 전문

그 의미구조로 보아 이 작품은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시의 전반부는 1

연에서 3연까지다. 이 부분에서 주체가 되는 것은 ‘광야’ 그 자체다. 여기서 광야는 시간을 초

월해 있고, 일체의 움직임 밖에 있는 공간을 뜻한다. 이육사의 이력서 사항에 비추어 우리는 

이것을 민족사의 광장으로 잡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가설은 곧 하나의 강한 의문

에 부딪힌다. 우리 문화사의 감각으로는 개천(開天)과 개국(開國)의 장에 닭이 울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 작품 첫 연에서는 그것조차 금기로 나타난다.

어떤 읽기에는 여기 나오는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를 긍정으로 본 예가 있다. 그러나 

이때의 ‘어데’는 ‘어디에’의 방언 형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고어에서 자주 쓰인 부정형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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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부를 거느리는 부사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개천의 장에서도 닭소리가 들리지 않은 것으로 

된다. 피상적으로 보면 이것은 이육사 시에 나타나는 논리적 혼란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의

문점을 해소시키는 길로 우리는 이 시의 광야가 애초부터 물리적 차원에 그치는 그것이 아니

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의 ‘광야’는 우리 민족사에서 절대적 의미를 갖는 불가침의 

신성공간이다.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우리 민족 문화사의 감각에 따르면 개천의 장에는 닭

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이 작품의 ‘광야’에는 그런 닭울음소리조차가 금기로 된 절대적 신성

공간이다. 이렇게 읽어야 제2연의 ‘산맥들이’,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와 그 의미

맥락이 제대로 연결된다. 3연에서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에서다.

이 작품의 제2단락은 4연과 5연이다. 앞서 단락에서 시적 화자는 광야를 노래했다. 그러나 

이 단락에서 그는 이민족의 침탈로 하여 주권이 빼앗긴 나라에서 사는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

고 있다. 4연에서 그는 자기희생의 각오를 피력한다. 그 희생의 성격은 역사의 요구에 응하여 

한 몸을 바치려는 것이다. 어떤 이는 이 때의 ‘씨를 뿌려라’를 단순한 선구자 의식의 표현으로 

보았다. 일종의 보편론에 해당되는 이런 생각에는 지나쳐버릴 수 없는 논리의 빈터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자신의 생명은 소중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에

는 그 생명을 시적 화자가 스스로 바치고자 하는 희생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이것이 무엇에 

말미암는 것인지 보편론으로는 그 뚜렷한 동기나 목적이 불분명하게 되어 버린다.

여기서 ‘눈나리고’는 이 작품의 뼈대가 되는 의식으로 보아 일제 식민지적 상황을 가리킨

다. 그런 상황 아래서 시적 화자는 매화꽃의 향기를 맡는다. 우리 전통문화에서 매화는 지기

(志氣)와 절조(節操)의 상징이다. 그것은 이른봄에 피어 겨울의 어둡고 쓸쓸한 기운을 물리

친다. 새삼스럽게 밝힐 것도 없이 매화(梅花)는 동양화의 한 양식인 사군자(四君子)의 단골 

소재가 된다. 그 화제(畵題)에서 이 꽃은 ‘서릿발을 아랑곳하지 않고 눈보라를 물리치는 지조

(凌霜傲雪歲寒操)’의 상징으로 나타난다. 「광야」의 시적 화자가 그 향기를 맡는다는 것은 ‘눈

나리고’로 표상된 역사의 위기에 처해서 선열의 매운 의기를 배우리라는 각오를 다진 것이다. 

이에 따라서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는 역사의 소명에 응해 목숨을 던지리라는 시적 화

자의 결의를 뜻한다. 이것으로 이 작품이 그 바닥에 도저한 역사의식을 깔고 있는 점이 명백

하게 된다. 

‘다시 千古의 뒤에’ 이하 이 작품의 마지막 연은 「광야」에 내포된 역사의식의 총괄편이면서 

완결형이다. 시적 화자는 여기서 자기희생의 보람과 의지를 당당한 목소리로 노래한다. 스스

로의 목숨을 내어던지면서 그가 기대하는 것은 ‘백마 타고 오는 超人’이다. 이때의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은 광복의 상징이며 민족해방과 독립의 객관적 상관물이다. 그에 대한 기대와 믿

음이 있기에 시적 화자는 자기희생을 감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보편론자들은 새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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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계정신의 등가물로 잡는다. 그런 읽기로는 한 몸을 던지려하는 화자의 자기희생이 어디

에서 말미암는 것인지 목적, 동기의 추출이 어려워진다. 언어, 문자상의 차원이라고 하지만 

자신의 파멸을 뜻하는 가난한 씨뿌리기가 실체성이 없는 새시대를 부르기 위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때 화자가 꾀하는 자기희생이 역사의 소명을 깨친 나머지라면 그것은 

도저한 민족의식에 뿌리가 닿은 것이 된다. 이것은 「광야」가 보편적 세계를 노래한 것이 아니

라 저항시의 갈래에 드는 것임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육사의 후기시를 역사의식의 좌표 위에 놓고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육사의 시는 「절정」으로 그 문이 열리고 「광야」에 이르러 마무리가 이루어진 항일저항

시의 압권임을 알게 되었다. 다만 이런 시 읽기에는 적어도 한 군데에 주석을 필요로 하는 부

분이 생긴다. 그것이 「광야」의 마지막 연 첫 줄에 나오는 ‘千古의 뒤’다. 

널리 알려진 일로 모든 민족운동가에게 조국의 해방과 독립은 일각도 지체될 수가 없는 절

대지상의 과제였다. 그러니까 그들은 두 번 다시 누릴 길이 없는 이승에서의 삶을 포기하면

서까지 민족운동에 정신(挺身)한 것이다. 그런데 「광야」의 시적 화자는 그것에 대한 기대를 

‘千古의 뒤’라고 했다. 이 때의 ‘千古’는 그 사전적 의미가 ‘천년이나 되는 오랜 세월’이다. 앞

에서 이미 살핀 바와 같이 식민지체제하에서 민족적 저항을 시도하는 모든 운동자에게 해방

과 독립은 일각도 유예가 될 수 없는 절대지상의 과제였다. 그러니까 ‘千古’가 ‘천년 뒤’로 해

석되어 버리면 그것은 「광야」의 의미구조에 심하게 혼란이 야기된다. 이 논리의 매듭을 풀길

이 없는 한 「광야」, 곧 도저한 역사의식에 입각한 시이며 성공작이라는 판단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논리의 십자로에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이 황매천(黃梅泉)의 「辭世詩」 둘째 수

다.

새짐승 슬피 울고 강산도 찌푸렸다

사랑하는 내나라는 없어졌다네

가을이라 등불 아래 책덮고 헤아리니

이 세상에 선비되기 어렵고도 어렵구나

(鳥獸哀嗚海岳嚬 槿花世界已沈倫

秋燈掩卷懷千古 難作人間識字人)

이 시의 작자인 황매천은 1910년 한일합방이 되었을 때 지리산 밑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높은 벼슬자리에 나가지 않았으므로 주권상실에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할 입장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망국의 비보를 듣자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했다. 그에 따르면 선비는 국

가, 사직의 파국에 임해서 구구하게 목숨을 보전하려는 사람이 아니었다. 감연하게 한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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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져 大義에 사는 것이 선비의 길이었다. 그런 판단의 결과 황매천은 자진 순국의 길을 택했

으며 그 최후의 자리에서 그는 세 수의 칠언절구를 남겼다. 이 작품은 그 가운데 한 수다. 

그 의식의 차원으로 보아 위의 시는 이육사의 「절정」이나 「광야」와 좋은 대비감이 된다. 이

육사가 그의 작품에서 한목숨을 던져 민족사의 내일을 열려고 한 것과 꼭같이 이 작품도 죽

음을 전제로 했다. 「광야」에 짙게 시대의식이 담겨 있는 것과 흡사하게 이 한시에도 그런 시

적 화자의 감정이 문맥 깊숙이 배어 있는 것이다. 

이들 사정이 감안되는 경우 황매천의 한시(漢詩)에는 더욱 우리를 긴장케 하는 부분이 포

함되어 있다. 그것이 셋째 줄 마지막 석 자인 ‘회천고(懷千古)’이다. 여기서 ‘懷千古’는 난작인

간식자인(難作人間識字人), 곧 ‘선비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렵구나’로 나타난 

자기희생이 원인이 되어 있다. 그 뜻을 순수 우리말로 다시 한 번 짚어보면 ‘천고를 헤아려 

보니’가 된다. 그렇다면 이 때의 ‘千古’가 물리적 시간을 뜻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간

단하다. 대의를 알고 나라의 강통(講桶)을 생각하는 선비(識字人)가 단순하게 물리적 시간을 

헤아려 본 다음 죽음을 결심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千古’의 내포가 무엇인가도 스

스로 명백해 진다. 이 작품에서 황매천이 뼛속 저리게 슬퍼한 것은 망해 버린 나라며 사직(社

稷)이다. 국가, 사직의 시간형태는 역사며 전통이다. 이렇게 보면 황매천의 「사세시」에 나오는 

‘千古’는 국가, 사직의 동적 형태인 역사, 전통으로 파악된다. 이육사와 황매천은 다 같이 선

비문화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曠野」의 「千古」 역시 그와 동일한 문맥에서 

뜻이 파악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광야」의 이 부분이 ‘다시 민족사의 결정적 국면이 닥치면’ 

정도로 읽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 

이제 우리는 짧지 않은 과정을 거쳐서 「광야」의 구조 분석을 마치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명백하다. 일제 암흑기에 이육사는 투철한 역사의식과 함께 반제, 민족

해방투쟁을 벌이다가 순국했다. 그의 시에는 그런 역사의식과 민족혼이 바닥에 어엿한 줄기

를 이루며 깔려 있는 것이다. 또한 그것을 예술적 의장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형상화시키고 

있는 것이 이육사다. 이것으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김소월과 아울러 이

육사도 또한 식민지적 상황의 삼엄한 현실에 저항의 시를 썼으며 짜임새가 있는 말솜씨로 우

리 시에 새 차원을 구축한 시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