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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김수영과 하이데거의 접점 내지 영향 관계에 대한 의견은 일반적으로 크
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경우에는 둘의 영향 관계에 대해 비교
적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김수영과 하이데거의 
영향 관계를 인정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비교적 오래 지속되었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김수영의 하이데거에 대한 이해가 상당한 수
준에 올라와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세 가지 견해를 바탕으로 김수
영 시에 나타난 하이데거의 ‘시적 진리’를 중심으로 김수영과 하이데거의 
영향 관계를 살펴본 결과, 이 두 사람의 영향 관계는, 김수영과 하이데거의 
생존과 저작 또는 저술 활동 사이에 시·공간적인 간격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때문에 두 사람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각
자 동시대의 시 짓는 사유가로서, 사유하는 시인으로서 고뇌하고 투쟁한 
흔적을 통해 존재론적인 친화력이라는 이름으로 충분히 증명될 수 있다.  

하이데거는 ‘보다 나은’ 인간이 ‘더욱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근대
화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은폐되고 왜곡되기 시작한 인간의 본성 내지 본
질이 회복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2500여 년 동안 은폐되었던 서구의 형
이상학 역시 비은폐되면서 본래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시종일관 주장한다. 
그러면서 존재 진리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존재 진리를 규명하기 위한 
일종의 이정표로서 존재를 다음과 같이 명제화한다:

1) 존재는 가장 공허한 것이면서 동시에 충일(充溢)한 것이다. 
2) 존재는 가장 공통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유일무이한 것이다. 
3) 존재는 가장 많이 사용되어 닳아빠진 것이면서 동시에 근원이다. 
4) 존재는 가장 많이 말해지는 것이면서 동시에 묵언이다. 
5) 존재는 가장 망각된 것이면서 동시에 상기이다. 
6) 존재는 가장 강요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해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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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데거는 자신의 존재 진리 명제를 독일 시인 횔덜린과 트라클, 그리
고 릴케의 시를 분석하면서 구체화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존재 진리를 
‘시적 진리’로서 정립하고 신과 죽음, 자연, 언어, 고향, 그리고 사랑의 문
제를 시적 진리 정립을 위한 존재 대상으로 삼는다.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시적 진리’의 정립이란 「예술작품의 근원」에서 말하는 예술이 ‘스스로를 작
품 속으로 정립하는 진리’이다. 하이데거는 예술을 ‘진리가 생성되어 일어나
는 하나의 행위’로 보고 모든 예술이 존재자로서의 존재자 ‘진리의 도래를 
일어나게 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에 있어서 시 짓기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예술의 시 짓는 본질에 의해 예술이 존재자의 한가운데에서 열린 곳
을 열어젖히게 됨으로써 은폐되었던 모든 것이 본래적으로 비은폐된다고 본
다. 이것이 바로 하이데거 ‘시적 진리’의 핵심이다. 

 본 논문의 제2장에서는 서구 형이상학의 역사 전체를 ‘존재 망각’의 역
사로 규정하는 하이데거 철학의 사유 단초가 조명된다. 하이데거는 ‘존재 
망각’의 사실 자체를 일깨우고, ‘존재 망각’의 이유를 밝힌다. 그리고 존재
의 은폐 사실을 천명함으로써 알레테이아(αλήϑεια)로서의 존재 진리를 규
명하기 위해 고대 존재론에서부터 은폐되기 시작한 존재 문제에 대해 적
극적으로 질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존재에 대한 물음에서 찾
고 있는 것은, 비록 처음에는 전혀 파악 불가능한 것이기는 해도, 전혀 알
려져 있지 않은 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존재 물음 규명의 가능성을 시
사한다. 아울러 존재 물음 해명을 위한 사전 작업과 준비 작업, 그리고 정
리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본장에서는 존재 진리 개념
과 존재자 본질 개념, 은폐와 비은폐의 관계, 그리고 비은폐로서의 존재 
진리 개념을 재정립한다. 

제3장에서는 하이데거의 ‘시적 진리’ 개념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이데거의 ‘시적 진리’와 철학적 진리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시
적 진리’는 알레테이아로서 시 짓기의 본질과 철학의 본질을 동시에 포함하
고 있다.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시 짓기’와 ‘철학’은 서로 다르면서도 동일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위대한 철학은 동등한 자격으로 그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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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진리로서 자리를 잡고, ‘시적 진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철학의 본질
이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될 때, 그 철학은 본질적으로 형
이상학이고 진리이다. 이러한 진리에 대한 본질적인 활동이 바로 시 짓기이
고 시 짓기를 통해 시적 진리가 작품 속에 스스로를 정립하는 것이다. 하이
데거의 ‘시적 진리’는 ‘세계와 대지의 투쟁’ 관계에서 보다 생동감 있게 구
체화된다. 

제4장에서는 김수영의 「시여 침을 뱉어라」와 「반시론」이 각각 하이데거
의 ‘세계의 개진’과 ‘대지의 은폐’ 개념을 바탕으로 해석된다. 또한 ‘세계
의 개진과 대지의 은폐 간 투쟁’ 관계가 김수영의 시 「풀」 분석에 반영됨
으로써 김수영과 하이데거 시론의 접점이 발견된다. ‘실제로’ 김수영의 시
대 인식과 시인론, 그리고 시적 진리 관련 부분은 하이데거에게 많은 부분
을 빚지고 있다. 김수영의 시적 진리 논의를 위한 점검 작업에서는 김수영
에게 있어서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이 투쟁 관계에 놓여 있고 김수영과 하이
데거의 모더니즘에 대한 비판이 ‘시적 진리’를 향한 도상에서 불가피한 작
업임을 밝힌다. 

제5장에서는 존재에 대한 하이데거의 근본 명제로부터 뽑아낼 수 있는 
존재의 근본개념들을 중심으로 김수영 시에 나타난 하이데거의 ‘시적 진
리’ 분석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시 해석 작업의 견인차 역
할을 하는 것이 바로 김수영의 하이데거에 대한 관심이고, 하이데거의 존
재 사유와 김수영 시 짓기의 존재론적인 친화력이다. 하이데거는 존재 관
련 근본 명제들을 독일 시인들의 시 분석을 통해 구체화하고 김수영 역시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을 자신의 시작품 속에 ‘시적 진리’로서 비은폐한다.

첫째, ‘신’과 관계 맺음에 있어서 존재자로서의 인간은 ‘신’을 도래하는 신
으로서 ‘가장 공허한 것이면서 동시에 충일(充溢)한’ 존재임을 비은폐한다. 

둘째, 죽음이라는 존재 진리에 대해, 존재자로서의 인간은 시간성으로부
터 벗어나 죽음을 미리 달려가 봄으로써 죽음이 ‘가장 공통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유일무이한’ 존재임을 비은폐한다. 

셋째, 자연은 특히 ‘세계의 개진과 대지의 은폐 간 투쟁’이 끊임없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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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는 공간, 즉 퓌시스로서 스스로 피어나고 지는 가운데 ‘가장 많이 사
용되어 닳아빠진 것이면서 동시에 근원’으로서의 존재임이 비은폐된다. 

넷째, ‘존재의 집’으로서의 언어 내지 ‘탁월한’ 언어는 시인의 시 짓는 
작업과 동시에 진리가 스스로를 작품 속에 정립함으로써 ‘가장 많이 말해지
는 것이면서 동시에 묵언’의 존재로서 비은폐된다.  

다섯 째, 인간이 고향을 떠남과 동시에 고향은 인간에게 고향을 점점 더 
망각하게 한다. 그리고 여행의 끝에 이르러서는 ‘회상’의 메커니즘을 작동
시킴으로써 고향을 가장 상기하게 하는 방식으로 고향의 존재 진리를 비은
폐한다. 

여섯 째, 사랑이 존재인 이유는 그것이 지배 또는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내맡겨짐으로써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인간은 ‘가장 강요하는 것이
면서 동시에 해방’의 존재 진리를 비은폐한다. 

주요어: 김수영, 하이데거, 알레테이아로서의 존재 진리, ‘시적 진리’, 존재
의 근본개념들, 존재로서의 신·죽음·자연·언어·고향·사랑
학  번: 20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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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선행 연구 검토

김수영(1921-1968)은 자신의 대표적인 시론 「시여, 침을 뱉어라」1)와 
「반시론」2)에서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를 직접 언급한
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교통사고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다. 실존
주의가 1950년대를 전후해서 한국에 본격적으로 유입된 점3), 하이데거가 
이미 일제강점기에 경성제국대학을 구심점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점4), 김
수영이 일본어에 능통한 점5), 그리고 외국 문학에 대한 김수영의 관심과 
번역 작업6) 등을 미루어 볼 때, 김수영이 이미 1950년대에 실존주의와 하

1) 김수영, 「시여, 침을 뱉어라」, 『김수영 전집 2 산문』, 민음사 2012, 399면. “시에 있어
서의 모험이란 말은 세계의 개진(開陣), 하이데거가 말한 <대지(大地)의 은폐>의 반대되
는 말이다.”(이하 『김수영 전집 2 산문』에 수록된 작품은 「작품명」, 전집 2, 면수로 표
기하고 반복 인용 시에는 「작품명」, 면수로만 표기함.)

2) 김수영, 「반시론」, 전집 2, 410면. “요즘의 강적은 하이데거의 「릴케론」이다. 이 논문의 
일역판을 거의 안 보고 외울 만큼 샅샅이 진단해 보았다. 여기서도 빠져 나갈 구멍은 
있을 텐데 아직은 오리무중이다. 그러나 뚫고 나가고 난 뒤보다는 뚫고 나가기 전이 더 
아슬아슬하고 재미있다.”

3) 조남현, 「실존주의의 수용과 내면화 양상」, 『애산학보』 제25집, 2000, 4면. “1920년대
부터 니체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 실존주의를 수용하기 시작하여 1960년대까지 사르트
르와 까뮈를 중심으로 계속 활발하게 수용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오랜 시간에 걸쳐 
실존철학과 문학의 영향권에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4) 백종현, 「서구철학사상의 유입과 그 평가: 일제하부터 1950년대까지-독일 철학의 유입과 
수용 전개(1900-1960)」, 『철학사상』 제5권, 1995, 127면. “박종홍은 1932년 경성제대 
철학과 논문으로 “하이데거에 있어서의 Sorge에 관하여”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일본 동경에서 발간되는 『이상』(1935. 2)지에 “하이데거에 있어서의 지평(Horizont)의 
문제”를 발표했다. 1933년에 쓴 “하이데거에게 있어서의 초월의 내면적 가능성에 관하
여”도 남아 있다; 양재혁, 「박종홍 철학에 대한 비판적 연구」, 『동양문화연구』 제31집, 
2002; 김항, 「‘우리-내-존재 (In-dem-Uri-sein)’라는 철학적 전회: 박종홍과 하이데거」, 
『민족문화연구』 제50집, 2009.

5) 김수영, 「시작 노트 4」, 전집 2, 441면. “요즘 시론으로는 조르주 바타유의 『문학의 
악』과 모리스 블랑쇼의 『불꽃의 문학』을 일본 번역책으로 읽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서 읽고 나자마자 즉시 팔아버렸다. […] 나는 한국말이 서투른 탓도 있고 신경질이 심
해서 원고 한 장을 쓰려면 한글 사전을 최소한 두서너 번은 들추어”본다.

6) 김수영의 번역 작업 관련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박지영, 「번역과 김수영의 
문학」, 김명인·임홍배 편, 『살아 있는 김수영』, 창비 2005; 박지영, 「김수영 문학과 “번
역”」, 『민족문학사연구』 제39권, 2009, 206면에서 박지영은 ‘김수영 번역 연구사’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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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거 사상을 접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김수영이 하이데거를 
접하거나 읽기 시작한 것이 늦어도 1959년 또는 그 이전이라고 하면서 최
소한 타계하기 1-2년 전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도 있
다.7) 또한 “하이데거와 김수영 간의 사상적 유사성에 대한 일 대 일 비교
는 [···] 단지 양자 간 영향의 수수 관계를 기초로 한 평면적인 인식의 틀
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향 관계의 구
체적인 양상이 아니라 이러한 영향을 가능케 해준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를 올바르게 지적하는 데 있다.”8)고 주장하는 연
구자도 있다. 그 반면 “김수영이 하이데거와의 만남을 통해 얻은 것이 무
엇인지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은 것 같다.”9)고 하면서 김수영과 하이데거 
사이에 그렇게 큰 영향 관계가 없음을 피력하는 연구자도 있다.10)

김수영과 하이데거의 영향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는 이렇게 세 가지 입
장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각각의 입장을 상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웅식의 경우, 김수영과 하이데거의 영향 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강웅식은 하이데거의 「릴케론」을 들어 양자 간의 영향 관
계를 언급하면서 “그러나 「반시론」에는 하이데거의 문장이 단 한 군데도 
보이지 않는다. [···] 김수영의 진술들만을 놓고 본다면 우리는 그가 하이
데거에게서 무엇을 배웠는지 알 수 없다. 사실 「시여, 침을 뱉어라: 힘으
로서의 시의 존재」에서도 하이데거와 연관된 부분은 ‘모험’과 ‘노래’라는 
낱말, ‘대지의 은폐’와 ‘세계의 개진’이라는 구절, 그리고 ‘세계와 대지의 
양극의 긴장’이라는 구절 정도이다.”11)라고 하면서 “김수영과 하이데거의 

목요연하게 정리한다; 조연정, 「‘번역체험’이 김수영 시론에 미친 영향」, 『한국학연구』 
제38집, 2011; 박연희, 「1950-60년대 냉전문화의 번역과 “김수영”」,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0권 3호, 2012.

7) 임동확, 「왜 우린 아직도 김수영인가-김수영의 시세계와 하이데거」, 『문학과 경계』 통
권 제17호, 2005, 298면 참조; 김유중, 『김수영과 하이데거-김수영 문학의 존재론적 해
명』, 민음사 2007, 97면, 주 19에서 김유중도 “하이데거 시론이 김수영에게 결정적인 영
향을 미친 시기 역시 훨씬 앞당겨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김수영의 하이데거 시
론에 대한 관심 시점을 1968년 무렵으로 두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8) 김유중, 「하이데거 시 이해의 관점에서 본 김수영 문학의 근본 목표」, 『하이데거 연구』 
제19집, 2009, 37면.

9) 강웅식, 「김수영 시론 연구-‘현대성’과 ‘부정성’의 의미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11집, 
2003, 164면.

10) 김명인, 『김수영, 근대를 향한 모험』, 소명출판 2002, 284면, 주 1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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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관계를 검토하는 작업은 매우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
럽게 수행되어야 한다.”12)고 못을 박는다. 

그렇다고 해서 강웅식이 김수영과 하이데거의 영향 관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의 개진’과 ‘대지의 은폐’라는 하이데거의 용
어를 김수영이 자신의 시론에 쓴 것에 대해 강웅식은 “적어도 그가 「예술
작품의 근원」은 읽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듯하다.”고 말한다. 또한 ‘세
계의 개진’과 ‘대지의 은폐’ 간 ‘투쟁’이라는 하이데거 식 표현을 양자 간 
‘긴장’으로 바꾸어 쓴 것에 대해서도 “하이데거의 원래 문장에서 ‘투쟁’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런 식의 전용이 사실상 불가능”13)

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강웅식은 김수영이 「반시론」에서 하이데거의 문장을 하나도 인

용하지 않고 릴케의 시 「오르페우스에게 바치는 송가」와 헤르더의 문장만
을 인용한 것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14)이었다고 하면서 하이데거 철학에 
대한 김수영의 이해 수준에 대해 “여전히 의문으로 남”15)겨둔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강웅식은 하이데거가 「릴케론」에서 릴케의 「즉흥시」에 나
오는 시어를 자신의 철학 용어들을 사용해서 해석한 것을 김수영이 제대
로 소개하기 위해서는 김수영이 하이데거 철학 자체에 대한 복잡한 해설
을 엄청나게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인다.

둘째, 임동확의 경우, 김수영에 대한 하이데거의 영향 관계가 비교적 오
래 지속되었다고 보는데, 이러한 주장은 김수영이 자신의 시에서 하이데거
를 직접 언급한 「모리배」(1959)를 근거로 한다. 임동확은 김수영 시가 난
해한 이유에 대해 “하이데거 사상 또는 예술론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비
교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16)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하이데거는 그
[김수영]가 영향을 받은 사람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 시세계에 하이데거의 영향력이 지대하다.”17)고 판단하면서 김수영의 

11) 강웅식, 앞의 논문 186면.
12) 위의 논문 187면.
13) 위의 논문 186면.
14) 위의 논문 190면.
15) 위의 논문 187면.
16) 임동확, 앞의 논문 2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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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계를 하이데거의 사상 및 예술론의 관점에서 집중 조명한다. 
임동확 논문에서 하이데거와 김수영의 영향 관계와 관련하여 우선적으

로 다루어지는 문제는 ‘죽음’에 대한 사유이다. 김수영의 시 「토끼」에 나
오는 시구 “탄생과 동시에 타락을 선고 받은”18) 인간을 하이데거가 말하
는 ‘죽음으로 향하는 존재’와 동일시하고 하이데거 방식으로 “죽음을 통한 
자신의 무력감 또는 본래적 고독감 속에서 [···] 자신과 같은 운명에 처한 
타자들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품어 안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19)다
고 본다. 그리고 임동확은 김수영이 「반시론」에서 언급한 하이데거의 「릴
케론」을 거론하면서 양자 간의 영향 관계를 설명하는데, 한편으로는 「반시
론」을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은 김수영의 시적 성숙도가 반영된 결과물이
라고 해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시론」이 하이데거
의 「릴케론」 전반이 아닌 릴케의 시구들과 더 관계되어 있다고 말한다. 또
한 임동확은 하이데거가 해석하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자연, 즉 퓌시스 개
념을 가지고 와서 김수영의 시 「풀」을 분석한다. “퓌시스 또는 자연성의 발
로로서 김수영의 「풀」은 초창기부터 하이데거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던 그
[김수영]의 시세계의 당연한 귀결점이자 정점이었다.”20)라고 결론짓는다. 그
리고 마지막으로 임동확은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리”21)에 서 있는 김
수영을 하이데거가 말하는 ‘궁핍한 시대의 시인’과 동일시함으로써 하이데
거와 김수영의 영향 관계를 보다 더 구체화한다. 

결국 임동확은 김수영의 시세계가 하이데거의 사유 방식과 예술관을 전적
으로 추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관되게 의지해 온 것’이 사실이라는 결론
을 내린다. 하이데거와 김수영의 영향 관계에 대한 임동확 연구의 의의는 
양자 간 영향 관계의 시작 시점이 1960년대 중반 이후에서 1950년대 후반
으로 앞당겨진 것과 최소한 죽음과 자연, 그리고 궁핍한 시대의 시인에 관

17) 위의 논문 296면.
18) 김수영, 「토끼」, 『김수영 전집 1 시』, 민음사 2012, 26면.(이하 『김수영 전집 1 시』에 

수록된 작품은 「작품명」, 전집 1, 면수로 표기하고 반복 인용 시에는 「작품명」, 면수로
만 표기함.)

19) 임동확, 앞의 논문 301면.
20) 위의 논문 312면.
21) 김수영, 「국립도서관」, 전집 1, 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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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 하이데거의 시론과 예술론을 바탕으로 김수영 작품의 난해성이 어느 
정도 해명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김유중의 경우, “그[김수영]와 같이 마지막으로 사들인 하이데카 전
집을 그는 두 달 동안 번역도 아니 하고 뽕잎 먹듯이 통독하고 말았다. 하
이데카의 시와 언어라든가 그의 예술론 등을 탐독하고는 자기의 시도 자기
의 문학에 대한 소신도 틀림없다고 자신만만하게 흐뭇해했었다.”22)라고 하
는 김수영의 아내 김현경의 진술을 언급하면서 김수영의 하이데거에 대한 
이해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본다. 김유중은 김수영이 “비전공자로서
는 보기 드물게 하이데거의 사상 체계 전반에 대해 거의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고, 그것을 그 자신의 창작 및 비평 활동에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줄 
알았다.”23)고 말한다. 또한 김유중은 김수영 문학의 생명력과 가치를 제대
로 평가하고, 김수영 사유와 시작의 깊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후속 세대들
이 김수영을 후속 세대의, 후속 세대에 의한, 후속 세대를 위한 문화 창조
의 길잡이로 삼기 위해서라도 김수영과 하이데거의 영향 관계를 비교문학
적, 비교 사상적으로 면밀 주도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한다.24) 그리고 김유
중 스스로 이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25) 

우선 김유중은 ‘왜, 우린 아직도 김수영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기초적
인 이해와 답변을 제공하는 의미에서 김수영의 ‘철학’ 문제를 거론하는데, 
그 과정에서 김수영과 하이데거의 영향 관계를 구체적으로 다룬다. 김유중
은 김수영이 평소에 문학 작품은 물론이고 문학이론서와 사회과학 서적, 
철학 서적을 탐독한 점, 김수영의 리얼리즘과 모더니즘를 둘러싼 고뇌가 
철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후배 시인이었던 고은과 
김영태에게 보낸 서신에서 철학 공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 등을 “직
접적인 증거”로 들면서 김수영에게 있어서 “시와 철학, 문학과 철학”이 
“떼려야 뗄 수 없는 쌍생아”26)임을 강조한다. 

22) 김현경, 「충실을 깨우쳐 준 시인의 혼」, 『여원』, 여원사 1968·9, 133면.
23) 김유중, 「김수영 문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9집, 2005, 

462면. 
24) 위의 논문 463면 참조.
25) 위의 논문 445-465면; 김유중, 앞의 책; 김유중, 「하이데거 시 이해의 관점에서 본 김수

영 문학의 근본 목표」, 35-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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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중은 김수영의 시인론에도 주목한다. 김수영에게 있어서 “시인은 곧 
지성인”이고 “지성인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능히 짊어질 준비와 각오가 되
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27)이기 때문에 김수영이 사유와 시 짓기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사유하는 시 짓기’와 ‘시 짓는 사유’를 동시에 꿈꾸었
다고 김유중은 해석한다. 그래서 김수영이 익숙하고 낯익은 세계로부터 과
감히 탈출하고, 현실을 끊임없이 의심함으로써 현실 갱신을 위해 줄기차게 
노력하며, 결국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들에 대한 존재론적인 의문
을 품게 된다는 것이다. 김유중은 바로 이 지점에서 “하이데거 존재 사유
의 기본 구도가 김수영 문학의 성격을 해명하는데 있어 유일한 방법이라
고는 할 수 없겠으나, 하나의 유력한 방법론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28)이라고 하면서 김수영과 하이데거의 영향 관계에 대한 
향후 연구의 방향을 어느 정도 잡는다.29) 

김유중은 2007년에 그 동안의 연구 결과물을 집대성한 『김수영과 하이
데거-김수영 문학의 존재론적 해명』을 출간한다. 이 책의 머리말에서 김
수영 문학에 미친 하이데거 존재 사유의 영향 관계에 대해 “명시적으로 
뚜렷이 드러난 바는 없지만, 내 안목으로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김수영
이 하이데거 존재 사유에 매력을 느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하이데거에 대한 그의 관심은 등단 초기 얼마간을 제외하고는 시 짓기 활
동의 전 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유지되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김수영은 
자신의 평소 생각이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관점과 상당 부분 유사함을 발
견하고, 그것에 강렬하게 이끌렸던 것으로 보였다.”30)고 하면서 이 책이 
그러한 구도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문과 느낌들을 하나하나 검증하고 현
실화해 나간 결과물”31)임을 밝힌다. 그리고 실제로 김수영 문학의 핵심 

26) 김유중, 「김수영 문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459면.
27) 위의 논문 460면.
28) 위의 논문 463면; 김유중, 앞의 책 vii면.
29) 김유중 앞의 논문 462면 이하에서 김유중은 김수영 문학을 존재론적으로 해명하기 위

한 노력이 그 동안 “간간이” 있어왔고, 그 과정에서 특히 하이데거의 존재론이 지속적
으로 거론되었다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유중 자신이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
를 김수영 문학 이해에 다시 한 번 적용해 보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 “지금까지 이 부분
에 대한 논의가 체계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만 이루어져 왔으며, 그나마 그 
실질적인 적용 대상이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밝힌다. 

30) 김유중, 앞의 책 vi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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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들, 즉 ‘죽음’, ‘시간’, ‘언어’, ‘기술’, ‘역사’ 등을 하이데거의 존재론
적 사유에 입각해서 철저하고 엄격하게 다루고, 「존재 시론의 이론적 근거
와 그 구체적인 발현 양상」에 대한 논의에서는 하이데거의 ‘세계’와 ‘대
지’, 그리고 ‘세계와 대지 간 투쟁’으로서의 예술 문제를 다루면서 김수영
의 시론을 함께 언급하고 양자 간 시론의 차이점을 밝히기도 한다. 

김유중은 『김수영과 하이데거』에서 “앞으로 이 방면의 연구를 꾸준히 
진척시켜, 한 편의 완성된 존재시론서를 집필해보고 싶다는 소망”32)을 피
력한다. 그리고 2009년의 한 연구에서 김수영이 하이데거 식의 존재 사유
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를 밝히고, 김수영의 시 짓기에 있어서 하이데거
적인 존재 사유의 의미를 해명함으로써 그 소망을 실현시킨다.33) 김유중
은 우선 <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시와 시인에 
대한 김수영의 발언을 검토한다. 그 과정에서 김수영의 발언이 한편으로는 
“애매하기 짝이 없”34)지만 다른 한편으로 “특유의 근원적인 고민”35)을 담
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김수영 역시 시를 일종의 언어 예술로 본다는 
점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특별한 차이가 없지만 언어 예술로서의 시를 바
라보는 김수영 특유의 시각이 있다고 보는 것이 김유중의 입장이다. 

김유중에 의하면 김수영이 사유의 도상에서 언어와 예술을 끊임없이 의
심함으로써 시의 본질에 이르기 위해 고전 분투한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하이데거의 언어관과 예술관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해 마침내 <시
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수영에 대한 하이
데거의 영향 관계에 대해 김유중은 “김수영이 이러한 하이데거의 예술론을 
읽고 그것으로부터 깊이 감명을 받았던 사실은 주변인들의 증언과 실증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널리 확인된 바이다.”36)라고 하면서 ‘하이데거 시 이해의 
관점에서 본 김수영 문학의 근본 목표’를 해명하기 위해 「공자의 생활난」과 
「너는 언제부터 세상과 배를 대고 서기 시작했느냐」를 분석한다. 그리고 김

31) 같은 곳. 
32) 위의 책 viii면.
33) 김유중, 「하이데거 시 이해의 관점에서 본 김수영 문학의 근본 목표」, 35-62면.
34) 위의 논문 38면
35) 위의 논문 39면.
36) 위의 논문 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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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이 “한국 현대시사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속하”는 이유에 대해 김유중은 
김수영이 “시의 본질 문제를 정면으로 문제 삼”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존
재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관점을 불러 일으켰”37)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김
수영이 남긴 긴 그림자의 의미는 […] 아직까지도 우리 문학에 유효하다.”38)

는 결론을 내린다.

연구 목적

김수영에 대한 하이데거의 영향 관계를 둘러싼 의견이 분분하고 김수영
에 대한 연구가 다방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김수영이 
사망한 지 거의 4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김수영에 대한 연구가 끊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다. 특히 김수영이 사후에 진정한 의미에서 재발견되었다는 것39)은 김수
영 문학의 크나 큰 매력이고 김수영의 힘인데, 결국 그 힘이 결집되어 “김
수영 신화”40)까지 탄생시킨다. 그리고 김수영 신화가 지속적인 힘을 가지
는 것은 김수영 문학의 주제와 김수영의 고민이 인간 삶의 본질적인 문제
를 건드리고 그 문제들이 인간의 존재론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
다. 물론 김수영 신화에 대해 이유와 근거 없음을 주장하면서 부정적이거
나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연구자들41)도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김수영 
신화를 이어가는 것과 김수영 신화가 가지고 있는 지속적인 힘과 그 힘의 
원천을 밝히는 것을 연구의 기본 노선으로 삼는다. 

하이데거는 독일 철학자들 중에서 서구 형이상학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어느 철학자보다 방대한 저술 활동을 했다. 

37) 위의 논문 56-57면.
38) 위의 논문 58면.
39) 김유중, 앞의 책 1면 주 1 참조.
40) 강웅식, 『김수영 신화의 이면』, 청동거울 2012, 162면에서 강웅식은 ‘김수영 신화’라

는 표현을 김윤식이 사용한 것이라고 밝힌다; 김윤식, 「김수영 변증법의 표정」, 황동규
편, 『김수영의 문학』, 민음사 1983, 295면.

41) 오세영, 「우상의 가면-김수영론」, 『20세기 한국시인론』, 월인 2005; 조동일, 「1960년
대 문학 활동을 되돌아보면」, 『월간문학』, 월간문학사 2005·9; 박현수, 「김수영의 신
화」, 『시인세계』, 문학세계사 2005·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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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데거의 철학적 사유는 일반적으로 다가가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
으로 정평이 나있다. 그리고 다소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하이데거에 대한 연구의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는데, 그것 
역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하이데거는 ‘보다 나은’ 인간이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를 위해 인간이 인간의 본래성과 
위대함을 회복해야 하고, 은폐로 점철된 서구 형이상학의 역사가 비은폐되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전략으로 존재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다.

김수영과 하이데거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거나 두 사람이 상호간
의 영향 관계에 놓여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유사
한 방식으로 인간의 본래성 내지 인간의 본질 회복을 위한 고민을 치열하
게 한다. 그 과정에서 하이데거는 존재 문제를 자신의 철학적 사유 중심에 
놓고 김수영은 자신의 시적 사유를 존재론적인 문제와 연결시킨다. 바로 
이 지점에서 김수영과 하이데거의 접점이 생기고 하이데거가 해명하고 규
명하고자 하는 비은폐로서의 존재 진리가 윤곽을 드러낸다. 

이러한 존재 진리 문제는 김수영이나 하이데거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도 그 문제로부터 온전하게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인
식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하이데거의 존재 진리가 ‘시적 진
리’인 이유를 존재론적인 방식으로 규명하고, 존재 진리의 은폐와 비은폐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하이데거가 말하는 비은폐로서의 존재 진리에 다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힐 것이다. 또한 횔덜린과 트라클, 릴케 시에 대한 
하이데거의 시 분석을 바탕으로 하이데거의 존재 진리를 추적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하이데거가 규정한 존재에 대한 근본 명제와 근본개념들을 활
용할 것이다. 그리고 하이데거의 존재 진리로서의 시적 진리가 김수영 시
에 어떻게 정립되어 나타나는지를 밝힐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이데거의 존재 진리가 ‘시적 진리’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하이데거의 ‘사유하는 시 짓기’와 ‘시 짓는 사유’의 관계가 규명되어야 하
고,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철학’과 ‘시’의 의미를 하이데거 방식으로 재구
성해야 한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진리는 시작(詩作)됨으로써, 존재자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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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밝힘과 은닉으로 일어나고 모든 예술은 존재자 진리의 도래를 일어나
게 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에 있어서는 시 짓기(Dichtung)이다.”42) 따라서 
‘존재자의 진리를 작품 속으로 정립하는’ 시 짓기를 통해서, 그리고 시 작
품 속에 정립되어 있는 진리의 본질 규명을 통해서 ‘시적 진리’에 이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철학과 예술의 관계를 규
명하고, 하이데거의 예술론을 바탕으로 하이데거가 예술작품 속에서 형상
화하려고 한 예술 진리를 ‘시적 진리’와 연결시키며, 하이데거의 존재 진리
로서의 ‘시적 진리’를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둘째, 하이데거는 자신의 존재 진리, 즉 ‘시적 진리’를 구현하는 방법으
로, 때로는 숲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항해길이 되기도 하며, 또 어떤 
때는 방랑길이 되기도 하는 사유의 도상에다 ‘사유하는 시 짓기’와 ‘시 짓
는 사유’라는 이정표를 세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 두 개념의 ‘동일성
과 차이’를 염두에 두고 하이데거의 이정표를 찬찬히 살펴보면서 충실히 
이정표를 따라 간다. 그 과정에서 하이데거가 규정하는 존재 본질에 관한 
근본 명제로부터 신과 죽음, 자연과 고향, 언어, 그리고 사랑 등의 근본개
념들을 추출해 낼 것이다. 그리고 그 개념들이 하이데거의 횔덜린과 트라
클, 릴케 시 해석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하이데거와 김수영의 존재론적인 연결 고리를 찾을 것이다. 하이데거에 의
하면 전통적인 방식으로 ‘존재’를 규명하거나 해명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
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존재의 자명성과 당위성을 이유로 존재 자체를 
도외시하거나 거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하이데거가 보기에, 분명히 
서구 형이상학의 착각에 의한 논리적인 귀결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하이데거에 의해 선택된 독일 시인들의 시 짓기와 김수영의 시 짓기 방식
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 시인들의 시적 진리 정립 방식이 어떻게 하이데
거의 ‘시적 진리’에 수렴되는지를 밝힐 것이다.

셋째, 본 논문은 하이데거와 김수영의 시론 내지 시인론, 시 짓기 내지 시

42) 하이데거, 「예술작품의 근원」, 『숲길』, 신상희 옮김, 나남 2008, 104-105면 참조. 하
이데거에게 있어서 시 짓기는 “임의적인 것을 멋대로 생각해내는 것이나 단순한 표상이
나 상상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마음껏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비은폐를 향해 기투하면서 
펼쳐 보이고 비은폐를 형태의 균열 속으로 앞서 내던지고 있는 것으로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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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등을 비교문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알레테이아(αλήϑεια)로서의 하이
데거의 ‘시적 진리’가 김수영의 시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밝히는 것을 궁극적
인 연구 과제로 삼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하이데거가 규정한 존재 본질
과 관련 있는 근본 명제들, 말하자면 “존재는 가장 공허한 것이면서 동시에 
충일(充溢)한 것이다.”, “존재는 가장 공통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유일무이한 
것이다.”, “존재는 가장 많이 사용되어 닳아빠진 것이면서 동시에 근원이
다.”, “존재는 가장 많이 말해지는 것이면서 동시에 묵언이다.”, “존재는 가
장 망각된 것이면서 동시에 상기이다.”, “존재는 가장 강요하는 것이면서 동
시에 해방이다.”43) 등이 김수영의 작품 속에서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 구체
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 명제들로부터 도출한 근본개념들, 즉 신, 
죽음, 자연, 언어, 고향, 사랑이 김수영의 작품 속에 어떻게 ‘진리’로서 정립
되어 은폐되고 비은폐되는지를 밝힘으로써 김수영에 대한 하이데거의 영향 
관계를 존재론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본 논문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다. 

김유중은 김수영의 언어 개념을 중심으로 이러한 연구 목적에 상응하는 
연구 결과물을 이미 발표한 바 있는데, 김유중의 선행 연구44)는 본 연구
에 있어서 또 하나의 이정표로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자는 김유중이 세운 
이정표를 따라 가면서 언어 문제뿐만 아니라 신, 죽음, 자연, 고향 그리고 
사랑의 문제를 함께 연구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김수영에 대한 하이데거
의 존재론적인 영향 관계를 보다 포괄적으로 다룰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
에서 김수영과 하이데거의 영향 관계를 증명할 것이다. 

물론 하이데거와 김수영 사이에 시간적인 차이와 공간적인 간격이 엄연
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간에 인적·물적인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끄집어내기란 어렵다. 하지만 사상가로서 두 사람의 사유 방식과 지성인으
로서 시대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분석 능력, 철학하는 시인과 시 짓는 철
학자로서 사유와 시 짓기에 대한 소신, 그리고 ‘궁핍한 시대’를 살아가는 
시인의 역할 등에 대한 생각 등을 볼 때, 두 사람 사이에는 유사한 면이 
매우 많다. 이런 맥락에서 김수영의 하이데거에 대한 끌림 현상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친화적인 요소를 최대한 

43) 하이데거, 『근본개념들』, 박찬국·설민 옮김, 길 2012, 85면 이하 참조.
44) 김유중, 「하이데거 시 이해의 관점에서 본 김수영 문학의 근본 목표」, 35-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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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찾아내어 김수영에 대한 하이데거의 영향 관계를 재구성할 경우, 김
수영에 대한 하이데거의 영향 관계 지평은 보다 더 확장될 수 있다.

연구 방법 

하이데거의 수많은 저서들 중에서 특히 『존재와 시간(Sein und Zeit)』, 
『숲길(Holzwege)』, 『강연과 논문(Vorträge und Aufsätze)』, 『이정표
(Wegmarken)』, 『언어로의 도상에서(Unterwegs zur Sprache)』, 『사유의 
경험으로부터(Aus der Erfahrung des Denkens)』, 『근본개념들
(Grundbegriffe)』, 『사유의 사태로(Zur Sache des Denkens)』, 『횔덜린 
시의 해명(Erläuterungen zu Hölderlins Dichtung)』, 『동일성과 차이
(Identität und Differenz)』 등의 독일어 원서와 한국어 번역본이 본 연구
의 1차 문헌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김수영의 경우에는 2012년 민음사에서 
출간된 『김수영 전집』 1권과 2권에 수록된 시와 산문들이 본 연구의 대상
이 된다. 각 장 별 구체적인 연구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서양 형이상학의 역사를 ‘존재 망각’의 역사로 규정하고, 
그 원인을 존재자 진리에 급급해 하고 있으면서 존재 진리를 다루고 있다
고 착각하는 서양 형이상학의 역사에서 찾는 하이데거의 존재 진리 개념
과 존재자 진리 개념, 그리고 은폐와 비은폐 개념이 규명된다. 하이데거는 
존재 물음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서구 형이상학이 때로는 당연시하고 
때로는 터부시·금기시한 존재 이해에 대한 자명성 내지 무규정성이 오히려 
존재 해명을 위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존재 해명에 있어서 이정
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하이데거는 존재자의 존재 양태인 존
재 본질을 해명함으로써 존재자 본질을 규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서의 존재자는 그 대상에 대해 물을 수 있는 존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현존재’를 말한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인간이 실체로서의 존재자이기 때
문에 본질적으로 고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이 존재 진리 안에 던져
져 있고, 존재 진리 안에 던져진 인간이 존재 진리가 스스로를 열어 밝힐 
때 존재자 스스로를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고귀하다. 그렇다면 결국 



- 13 -

‘존재 망각’에 의한 인간 소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존재 진
리를 찾아 가는 사유의 도상에서 하이데거가 명제화한 존재의 근본개념들
을 시원적으로는 갇히면서 동시에 은폐되는 빛 속에서 비은폐하는 것, 즉 
알레테이아로서의 존재 진리를 밝히는 일이다. 

제3장에서는 하이데거의 사유하는 시 짓기와 시 짓는 사유, ‘궁핍한 시
대’의 시인론, 그리고 하이데거의 존재 진리로서의 ‘시적 진리’에 관한 연
구가 이루어진다. 하이데거의 ‘시적 진리’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이
데거의 예술론을 바탕으로 하이데거의 시론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하이데거가 재구성한 철학과 예술 개념, 하이데거가 재정립한 철학과 예술
의 관계, 그리고 하이데거가 재배치한 시의 위상 등을 분석하고 정리한다. 
하이데거가 규정하는 ‘궁핍한 시대’와 ‘궁핍한 시대’의 시인론에 관해서는 
‘궁핍한 시대’의 시인으로서 사명을 다한 독일 시인 횔덜린과 횔덜린의 
시, 그리고 그의 시론에 대한 하이데거의 해석을 참고한다. 마지막으로 하
이데거가 존재 진리를 규명하기 위해 규정한 존재 본질에 관한 근본 명제
를 분석하고 그 명제로부터 하이데거의 존재 진리와 관련 있는 근본개념
들을 뽑아내어 제4장 이하에서 김수영과 하이데거의 영향 관계를 증명하
는데 활용한다. 

제4장에서는 김수영의 시론, 시대 인식과 시인론, 그리고 김수영의 시적 
진리를 논의하기 위한 점검 작업 등이 이루어진다. 특히 김수영의 시론 부
분에서 하이데거의 ‘세계의 개진과 대지의 은폐 간 투쟁’이라는 맥락에서 
김수영의 시론이 검토되고, 하이데거와의 영향 관계를 바탕으로 김수영의 
마지막 시 작품인 「풀」이 분석된다. 시론과 시대 인식, 시인론, 그리고 시
적 진리 관련 부분은 김수영이 실제로 하이데거에게 많은 부분을 빚지고 
있기 때문에 제4장에서 김수영에 대한 하이데거의 영향 관계가 직접적으
로 확인된다. 또한 김수영의 ‘시적 진리’를 존재론적으로 해명하기 위한 
사전 점검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반
영’ 방식과 ‘재현’ 내지 ‘표상’에 의한 진리 규명 방식 등이 언급된다. 특
히 김수영의 모더니티를 재구성하면서 하이데거의 모더니즘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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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공속성을 밝힌다.  
제5장에서는 하이데거가 ‘시적 진리’로서의 존재 진리와 관련 있는 근본

개념들을 횔덜린과 트라클, 그리고 릴케 시 분석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먼저 살펴본다. 그리고 그 근본개념들이 김수영 시에 어떻게 정립되어 나
타나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이 부분에서 김수영에 대한 하이데
거의 영향 관계가 구체적으로 증명된다. 하이데거의 존재 명제로부터 ‘공
허와 충일의 존재로서 신’, ‘공통성과 유일함의 존재로서 죽음’, ‘마모와  
근원의 존재로서 자연’, ‘말과 묵언의 존재로서 언어’, ‘망각과 상기의 존
재로서 고향’, 그리고 ‘강요와 해방의 존재로서 사랑’이라는 존재의 근본개
념들을 뽑아내고, 이러한 근본개념이 하이데거의 독일시 해석과 김수영의 
시 짓기 및 시평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정립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함
으로써 김수영 시에 정립된 하이데거의 ‘시적 진리’가 알레테이아로서의 
존재 진리임을 밝힌다.

연구 방법에 따른 연구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이데거의 사유에서 시론과 시인론의 토대가 되는 기본 개념들을 

파악한다.
둘째, 하이데거의 독일시 해석을 분석하여 하이데거의 시 짓는 사유를 

올바로 이해함으로써 하이데거의 철학하는 사유와 시 짓는 사유의 상관성
을 파악한다. 

셋째, 한국 시인 김수영의 시와 산문을 분석함으로써 김수영의 ‘사유하는 
시 짓기’와 ‘시 짓는 사유’가 반영된 김수영의 문학 세계를 이해한다.

넷째, 하이데거와 김수영의 시론과 시인론, 시적 진리론, 존재에 대한 근
본개념 등을 중심으로 양자 간의 영향 관계를 증명한다.

다섯째, 김수영의 시에 정립된 하이데거의 ‘시적 진리’를 해명하기 위해  
하이데거가 명제화한 존재의 근본개념들이 김수영의 시에서 어떻게 구체
화 되어 ‘시적 진리’로 비은폐되는지를 밝힌다.

여섯째, 김수영 시론과 문학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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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하이데거의 존재 진리

2.1. 존재 본질

하이데거는 헤라클레이토스가 근대의 사변적인 형이상학의 이원론과 존
재론에 대해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 본
질을 규명하고 해명하기 위한 작업에 일단 헤라클레이토스를 끌어들인
다.45) 하이데거는 헤라클레이토스가 물리적인 세계와 형이상학적인 세계, 
규정된 속성들과 비규정적인 속성들을 가치론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본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헤라클레이토스는 근원적인 존재보다는 생성하는 
존재자를 중요시하고, 존재자의 대립적인 요소로서 비존재자를 상정하며,  
존재자와 비존재자 간의 상호 이행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원적인 대립성
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그것들이 오히려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야 한
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헤라클레이토스는 빛과 어두움이라는 대립 명
제에서 빛을 긍정적인 속성으로, 어두움을 부정적인 속성으로 규정하거나 
부정적인 어두움을 긍정적인 빛의 하위에 두지 않는다.  

물론 헤라클레이토스가 물을 불의 대립 명제로, 차가움을 따뜻함의 대립 
명제로, 빽빽함을 희박함의 대립 명제로, 여성적인 것을 남성적인 것의 대
립 명제로, 그리고 수동적인 것을 능동적인 것의 대립 명제로 이해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한쪽을 긍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또 다른 한
쪽을 부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눌 수밖에 없다. 하지만 헤라
클레이토스에게 있어서 그러한 구분이 가치론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
인 것의 하위에 두어야 한다는 당위성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저 부정적인 성질은 긍정적인 성질의 부재나 결핍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것은 구조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성질에 부정적인 성질이 없거나 모자
라는 것과 같다. 따라서 헤라클레이토스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는 대신 ‘존재자적인’ 내지 ‘비존재자적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45) 하이데거, 「알레테이아(헤라클레이토스 단편 제16)」, 『강연과 논문』, 이기상·신상희·박
찬국 옮김, 이학사 2008, 33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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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생성을 설명한다. 우리의 경험 세계는 존재자와 비존재자를 동시에 포
함하고 있다. 헤라클레이토스에게 있어서도 무엇인가가 생성되려면 존재자
와 마찬가지로 비존재자도 필요하고, 존재자와 비존재자가 함께 작용해야
만 생성이 이루어진다. 이런 맥락에서 하이데거가 서양의 근대적인 형이상
학이 존재자 진리에만 급급해한다고 비판한다. 형이상학의 본질 회복을 위
해서라도 존재 진리에 대한 해명과 규명이 필요하고 정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리고 서구 형이상학의 역사가 줄기차게 존재자 진리에 매달려 
있고 존재 진리 규명을 외면하는 이유에 대해 ‘존재’가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내용 없는 개념”이고, “은닉되어 있으면서 고대의 철학함을 동요 속
에 몰아넣었고 그 속에 붙들어놓았던 그것이 일종의 태양과 같은 명백한 
자명성이 되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묻는 사람은 방
법적인 오류를 저질렀다고 해서 문책을 받”46)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반면에 하이데거의 존재 본질은 고대 존재론에 의해 규정된 그것에 상
응하지 않는다. 존재의 ‘보편성’을 거론할 경우,47) 그것이 모든 존재자의 
유적(類的) 보편성을 ‘넘어’서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더 
이상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논의를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는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당연시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그리고 의문을 제기했을 때 그 의문이 쉽게 해소되거나 명확하게 해명되
기가 매우 어려운, 가장 애매하고 ‘어두운’ 개념임을 뜻한다. 또한 존재 개
념의 ‘정의 불가능성’에 대해서는, 설령 존재 개념이 정의상 더 고차원적
인 개념들로부터 도출될 수 없고 하위의 개념들에 의해 서술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존재’가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논리적 

46)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이기상 옮김, 까치 1998, 15-16면; 같은 책 16면 이하에서 하이
데거는 존재에 대한 이런 선입견과 편견이 고대 존재론 자체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본다. 
“1. ‘존재’는 ‘가장 보편적인’ 개념이다. 2. ‘존재’라는 개념은 정의될 수 없다. 실제로 
‘존재’는 존재자로서 개념 파악될 수 없다. 존재에는 어떤 다른 본성이 덧붙여질 수 없
다. 3. ‘존재’는 자명한 개념이다. 모든 인식함에, 발언함에, 존재자에 대한 모든 개개의 
행동관계에,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개개의 관계맺음에 ‘존재’는 사용되고 있으며, 그때 
그 표현은 ‘아무 문제없이’ 이해되고 있다.” 

47) Aristoteles, Metaphysica, B 4, 1001 a 21. 하이데거, 앞의 책 16면. “존재는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다.”;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ae, II qu. 94 a 
2. 같은 곳. “존재에 대한 이해는 사람이 존재자에게서 파악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마
다 그 속에 이미 함께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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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결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존재의 정의 불가능성은 
오히려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문제 제기를 촉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존재의 
‘자명성’과 관련해서 볼 때, 존재에 대한 평균적인 이해가능성은 오히려 
그것에 대한 몰이해성을 증명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데거는 고대 존재론에서부터 야기된 존재에 대한 편
견 내지 오해로 말미암아 오히려 무규정 상태에 놓여 있는 존재에 대해,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존재를 적극적으로 물을 필요가 있
으며, 존재 물음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터부시되거나 금기시되고 있는 분
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라도 존재 물음 제기에 대한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
고 본다.48) 이제 존재 이해에 대한 무규정성은 그 자체가 하나의 긍정적인 
현상이 되고 그 현상은 존재 해명 작업의 정당성과 전망, 그리고 그 방법
과 전략에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한 존재자 자체의 존재 양태’로
서의 존재 물음에 대한 해명 작업에 있어서 그 대상이 ‘물음이라는 존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현존재’임은 당연하다. 우선 현존재에 대한 ‘적합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만 그 존재자의 존재 양태인 존재를 조금이라도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하이데거는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전략을 
제시한다:

평균적인 존재 이해에 대한 해석은 그 해석에 필요한 실마리를 형성
된 존재의 개념에서 비로소 획득한다. 개념의 밝은 빛에서부터 그리
고 그 개념에 속해 있는 그 밝음의 명시적인 이해의 방식에서부터 
어두움에 감싸여 있거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존재 이해가 무엇을 의
미하는지가, 어떠한 종류의 어둡게 함 또는 방해가 존재 의미를 밝히
는데 걸림돌이 되는지, 그것의 필연성이 무엇인지가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평균적이고 모호한 존재 이해는 그 외에도 존재에 대한 전승
된 이론과 견해들에 의해서 관철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때 이러한 

48) 위의 책 22면. “존재 물음의 정리 작업이란, 한 존재자를 그 존재에서 투명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물음을 묻는 일은 한 존재자 자체의 존재 양태로서 그 존재자에게
서 물어지고 있는 그것에서부터 본질적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존재자, 즉 우리들 자신
이 각자 그것이며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중 물음이라는 존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자를 우리는 현존재라는 용어로 파악하기로 한다. 존재의 의미에 대한 분명하고 투
명한 물음제기는 한 존재자(현존재)를 그 존재에 있어 앞서 먼저 적합하게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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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들은 지배적인 이해의 원천으로서 은닉된 채 남아 있게 된다. 존
재에 대한 물음에서 찾고 있는 것은, 비록 처음에는 전혀 파악 불가
능한 것이기는 해도,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것도 아니다.49)

여기에서 하이데거의 존재 이해에 관한 물음 방식과 존재 의미 파악 내
지 확정 방식이 가시화되는데, 하이데거가 존재 이해에 관한 물음을 제기
한다고 해서, 과거의 유사한 질문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도외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와 관련, 기존 철학 내지 철학자들이 이룩한 업적을 평가 
절하하는 것도 아니다. 분명히 잘못되기도 하고 부족한 면도 있지만 ‘평균
적이고 모호한 존재 이해’의 방식으로부터 자기 방식으로 존재 이해를 유
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가져오겠다는 생각과 그것이 자신의 존재 의미 
해명과 확정에 유용하다는 생각을 하이데거는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하이데거에게 있어서는 아낙시만드로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리고 
칸트와 헤겔과 니체, 그리고 그 밖의 철학자와 그들의 이론도 긍정성을 확
보하고 존재 문제 해명에 총동원될 수 있는 것이다. 

2.2. 존재자 본질

‘존재 물음’에로 진입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은 ‘물음
이라는 존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자, 즉 ‘현존재’인 인간이 소위 말
하는 ‘세계상의 시대’50)에 ‘존재’ 및 ‘여타 존재자’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
고 있으며, 어떻게 ‘미흡하지도 않고’ ‘과도하지도 않게’ 균형 상태를 유지
하는지를 점검하는 일이다. 따라서 하이데거는 이 부분에 대한 지침을 정
확하게 마련해주고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해 준다:

49) 위의 책 20면.
50) 하이데거, 『세계상의 시대』, 최상욱 옮김, 서광사 1995, 53면 이하. “근대의 근본 과정은 

세계를 상으로 정복하는 것이다. 상이라는 말은 이제 표상하면서 산출하는 모든 행위의 총체
적인 상(像)을 뜻한다. 이 총체적인 상 가운데서 인간은 모든 존재자에게 척도를 제공하고 원
칙을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자 일 수 있는 입장을 마련하기 위해 투쟁한다. […] 인간은 모든 
사물을 계산하고, 계획하고, 사육하기 위해 무제한의 폭력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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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존재’를 말하는 가운데, 인간의 본질(Wesen, 본질 존재)에 
대해서 현-존이라고 부름으로써 이러한 본질 자체가 ‘존재’를 함께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오인한다면, 우리는 그때 ‘존재 자체’에 대하
여 너무 미흡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인간 존재가 
아닌] ‘존재’를 말하면서 인간을 대자적으로 정립한 후, 그 정립된 
것을 ‘존재’와의 관계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면, 우리는 그때 인간
에 대하여 너무 미흡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존
재를 모든 것의 포괄자라고 생각하고, 그때 인간을 단지 여타의 존
재자들(식물과 동물) 가운데 어떤 특별한 존재자로서 표상하면서 이 
양자를 관계 속으로 정립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때 인간에 대하여 
너무 과도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51)

물론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인간에 관한 휴머니즘적인 해석들-인간을 이
성적 동물, 인격체, 정신과 영혼, 그리고 육체적인 존재로 간주하는-이 거
짓으로 규정되거나 배척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하이데거는 이러한 종류의 
본질 규정이 인간의 본질에 관한 ‘최고’의 휴머니즘적인 규정들과 거리가 
있으며 이것만으로는 인간의 본래적인 존엄성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분명
히 말한다. 말하자면 하이데거는 전승된 휴머니즘이 결국은 인간의 인간다
움을 충분히 드러내지도, 높이 평가하지도 못했다고 본다. 

하이데거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고귀한 이유에 대해 인간이 존재자 중의 
존재자, 즉 존재자로서의 실체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존재 진
리 안에 던져져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 진리 안에 
던져진 인간은 존재 진리의 열어 밝히는 밝음으로 인해 스스로를 밝힐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밝힘으로써 서구 형이상학의 역사에서 왜곡
되고 은폐된 인간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하이데거의 입장이다. 그
리고 하이데거가 보기에 인간 본질은 본래적으로 위대하고 고귀하기 때문
에 그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이제 하이데거는 인간 
본질을 찾아 떠나는 사유의 여정에서 “휴머니즘의 본질은 형이상학적이
다.”52)라는 사실을 밝히고, “형이상학이 존재의 망각 안에 머물러 있는 

51) 하이데거, 「존재 물음에로」, 『이정표 1』, 신상희 옮김, 한길사 2005, 347-348면.
52) 하이데거, 「휴머니즘 서간」, 『이정표 2』, 이선일 옮김, 한길사 2005, 1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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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형이상학은 존재의 진리에 관한 물음을 제기하지 않을뿐더러 가로막기
도 하”기 때문에 “휴머니즘도 이미 자신의 의미를 상실했다.”53)고 진단한
다. 그리고 동시에 “물을 가치가 있는 ‘휴머니즘의 본질’에 관한 사유로 
인해 우리가 인간의 본질을 더 시원적으로 사유하기에 이르렀다.”54)고 일
러준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인간다운 인간의 더 본질적인 인간다움을 주
목하는 가운데, 휴머니즘이라는 낱말에게 역사학적으로 계산된 그 낱말의 
가장 오랜 의미보다 더 오래 된 하나의 역사적 의미를 되돌려 줄 가능성
이 성립한다.”55)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가능성은 절대적이거나 결정적인 것
이 아니라 과정적이고 구성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플라톤에서부터 하이데거에 이르는 서구의 사상가 내지 사유
가, 철학자들은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자기 나름대로 순례의 길
을 떠난 셈이 된다. 그리고 하이데거 역시 인간의 본질을 찾아 헤매고 있
는 지금 ‘숲길’에서 자기 고유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언
제나 기존 작업으로부터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가는 방식을 취한다. 그
렇기 때문에 하이데거에게는 기존의 것을 전반적으로 전복하거나 어떤 완
전하고 완성된 종결적인 것을 궁극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이중적인 
의미에서 무의미한 일이다. 

하이데거가 해석하는 휴머니즘은 원래 인간다움, 즉 인간의 본질을 가리
키는 것이다. ‘인간(human)’에 ‘-이즘(-ism)’이 붙은 이유는 인간에게 만
물의 영장이라는 지위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본질이 그 
자체 본질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여지도록, 어떠한 변수와 외압이 작용하더
라도 인간의 본질이 그 자체 본질적인 것으로서 남아 있도록 인간에게 부
여하는 일종의 ID 카드 같은 것이다. 이제 휴머니즘은 여러 가지 굴곡의 
순간과 각종 질곡의 시간을 거쳐 오면서 한편으로는 인간의 본질을 더 시
원적으로 경험할 것을 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유한 휴머니즘의 방식
으로 인간의 본질이 어느 정도 존재역운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게 된다. 
이렇게 “기묘한 종류의 휴머니즘”으로 거듭난 휴머니즘은 결국 하이데거

53) 같은 곳.
54) 같은 곳.
55)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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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이르러 “아무런 빛도 스며들지 않는 숲”56)이라는 명칭을 얻게 됨으
로써 은폐와 비은폐 관련 개념이 된다. ‘아무런 빛도 스며들지 않는 숲’ 
속은 깜깜해서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 숲 속에 아무 
것도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두움으로 인해 은폐되어 있고, 그렇게 은
폐된 것이 빛으로 인해 비은폐될 뿐이다. 휴머니즘에 대한 논리적인 반대
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휴머니즘에 대한 
논리적인 반대가 결코 비인간적인 것에 대한 옹호로 귀결되지 않는다. 오
히려 그것이 또 다른 하나의 전망을 열어준다. 따라서 형이상학적이 된 휴
머니즘에 대해 논리적인 반대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휴머니즘의 본질
을 회복하고 아울러 형이상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2.3. 존재의 근본 명제와 비은폐로서의 존재 진리

존재 물음의 해명과 관련해서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현존재의 
실존 구조를 실존론적으로 철두철미하게 분석함으로써 존재의 의미를 밝
혀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인간 현존재의 존재 이해를 실마리로 삼아 인간 
현존재의 실존 구조를 해명함으로써 존재 일반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 『존
재와 시간』의 근본 전략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이데거는 자신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결국 현존재의 존재 의미 해명에서 존재 자체에 
대한 해명으로 존재 사유의 전향을 시도한다. 그리고 1930년, 「진리의 본
질에 대하여」라는 강연에서 그 전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57) 이제 하

56) 위의 글 161면.
57) 이선일, 「존재의 이정표」, 하이데거, 『이정표 2』, 18면 이하. “『존재와 시간』에서는 세

계-내-존재로서의 현존재가 사유의 중심이었으나 전향 이후에는 존재 그 자체가 사유
의 중심이 된다. 『존재와 시간』에서는 현존재의 존재 이해를 실존론적으로 분석함으로
써 존재를 향한 사유가 이루어졌다면, 전향 이후로는 존재로부터 존재자를 향한 사유가 
전개된다. […] 길은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나갈 뿐이다. 물론 도중에 장애물이 있으면 
우회하기도 하나 길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목적지만을 갖는다. 이것은 하이데거 사유의 
길에도 해당한다. 존재 그 자체야말로 그가 사유의 길을 따라 찾아가고자 하는 하나의 
별이 된다. 하이데거의 사유는 한 마디로 말하자면 존재로의 도정에 있다. 다만 전향을 
통해 하이데거의 강조점은 ‘존재의 열려 있음에 직면해 있는 인간 현존재의 열려 있음’
에서 ‘존재 자체의 열려 있음’으로 옮겨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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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거의 사유는 존재 의미와 존재 진리, 그리고 존재 장소 등에 관한 물
음의 도상에 있다. 그 길 위에서 하이데거는 끊임없이 존재에 대해 묻고 
나름대로 존재에 대한 근본개념58)들을 모아 그것들을 명제화한다.59) 그 과
정에서 하이데거는 우선 존재 자체를 지시하는 동사 ‘~이다(sein)’에 대한 
문법적인 해석을 하고60) 그것을 토대로 존재의 근본명제를 도출해 낸다. 

존재 동사 ‘이다’는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사용되든지 간에 이 단어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다른 존재자의 어떠한 도움도 필요 없을 만큼 ‘충만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자체만 놓고 보자면 ‘이다’라는 단어는 덩
그러니 놓여 있기 때문에 곤궁하고, 거기에는 구체적인 의미가 결핍되어 
있다. 문법적으로 볼 때 ‘이다’는 문장에서 ‘주어’와 ‘술어’를 결합하는 역
할을 하기 때문에 ‘계사’이고 계사는 본래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완전히 
공허하다. 따라서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존재는 가장 공허한 것이면서 동
시에 충일(充溢)한 것이다.”61) 

어떠한 주어와 술어가 존재자로서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존재 동사 ‘이
다’는 모든 존재자에게 공통적이고, 따라서 절대적으로 공통적이다. 그리

58) 하이데거, 『근본개념들』, 18면. “통상적이면서도 올바르기도 한 견해에 따르면 철학은 
실제로 자연, 역사, 국가, 예술, 민족, 생명체 등의 분리된 영역들보다는 더욱 보편적인 
어떤 것을 사유한다. 따라서 철학적 근본개념들이 아닌 그냥 ‘근본개념들’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철학’에서 사유되는 것보다 훨씬 더 보편적인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음이 틀
림없다.”; 하이데거, 『니체와 니힐리즘』, 박찬국 옮김, 지성의 샘 1996, 364-373면 참
조; 하이데거, 『근본개념들』, 222면에서 옮긴이 박찬국은 “하이데거의 전집 제51권 『근
본개념들』은 그의 저술 가운데 내[박찬국]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의 하나”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하이데거가 자신이 말하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밝혀 
놓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고 밝힌다.

59) 위의 책 93면에서 하이데거는 존재의 근본개념들을 명제화한 문장들에 대해 “아직은 
존재에 대해 충분히 서술되고 입증된 ‘진리’로 간주할 수는 없”지만 “언제든 어떻게든 
우리가 옛 잠언을 상기하고 추사유하면서 함께 사유하게 되는 존재 성찰을 위한 주도어
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한다.

60) 위의 책 86면. “‘Das Wetter ist schön.(날씨가 좋다.)’에서 ‘ist’는 날씨라는 존재자가 
그러그러하게 존재하는(so und so seiend ist) 방식을, 그러니까 ‘날씨’라고 불리는 존
재자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있다. ‘ist’는 존재자를 명명하지 않으며 ‘날씨’ 또는 ‘좋은’
과 같은 어떠한 것도 명명하지 않는다. 또한 ‘날씨’와 ‘좋은’은 존재자를 명명하지만 ‘이
다’와 같은 어떠한 것도 명명하지 않는다. ‘schön ist’로써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있지만 ‘ist’를, 다시 말해 ‘ist’가 뜻하는 바를 확인하고 파악할 수 있는 도구는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존재자의 존재를 염두에 둔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의 존재자에게
만 주목한다.”

61) 위의 책 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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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항상 동일하고 공평하기 때문에 어떠한 기울어짐도 두드러짐도 없다. 
반면 존재자는 모두, 그리고 항상 갖가지 모양을 하고 존재자 내부에서 단
계와 등급을 분화시키기 때문에 매우 다양하고 혼란스러운 양상을 띤다. 
이에 대해 하이데거는 “존재자 각각은 도처에서 예외 없이 자신과 똑같은 
것으로서의 존재자와 마주치게 된다. 반면 존재는 어디에서도 어떤 식으로
도 그와 똑같은 것을 갖지 않는다. 존재는 모든 존재자에 대하여 유일무이
하다. 존재의 유일무이성은 비교 불가능성을 그 결과로 갖는다. [···] 똑같
은 것이기 위해서는 다른 더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동일한 것이기 위해서
는 유일무이함만이 필요하다.”62)고 하면서 존재를 “가장 공통적인 것이면
서 동시에 유일무이한 것이다.”63)로 명제화한다.

어떠한 존재자를 어떻게 경험하고 탐구하든지 간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
든 존재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모든 존재자가 존재와 항상 관계를 맺기 
때문에, 더군다나 존재자 대 존재가 일대일의 관계가 아닌 다대일의 관계
를 맺기 때문에, 존재자는 매번 새로워지는 반면 존재는 ‘항상’ 그리고 ‘거
기’에서 매번 사용되고 소모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존재가 닳아 없어
지는 것은 아니다. 두레박으로 길어 올리든 양동이로 퍼내든 언제나 샘의 
물은 마르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존재는 존재자의 근원이면서 존재자를 
위해 끊임없이 예비되어 있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존재는 모든 존재자를 
비로소 그러한 것으로서 존재하게 하는 것, 즉 하나의 존재자로 그리고 그
러한 존재자 ‘자체’로 존재하도록 풀려나오게 하고 뛰쳐나오게 하는 것이
다. 존재는 모든 존재자를 그러한 것으로서 발-원하게(ent-springen)한다. 
존재는 근원이다.”64) 따라서 “존재는 가장 많이 사용되어 닳아빠진 것이
면서 동시에 근원이다.”65) 

언어의 모든 ‘동사’가 존재를 언급하고 모든 명사와 형용사도 존재자의 
존재를 함께 언급하기 때문에 모든 말과 말의 연관 관계에서 존재 동사는 
함께 말해진다. 존재는 이 말이든 저 말이든 모든 말이면서 동시에 이 말

62) 위의 책 89면.
63) 위의 책 87면.
64) 위의 책 101-102면.
65) 위의 책 1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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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저 말도 아니다. 말해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존재 내에서만 말해지고 
그렇게 말해진 후에도 존재자는 끊임없이 생산되지만 존재는 그 수도 줄
지 않고 그 양도 변하지 않는 말자체로 침묵한다. 이와 관련해서 하이데거
는 “존재는 모든 말 가운데서 가장 많이 말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적으로 묵언일 것이고, 또한 그로부터 비로소 말이 생겨나고 생겨나야만 
하는, 그런 현성하는 침묵일 것이다. 이 침묵을 깨뜨림으로써 말은 생겨난
다. 따라서 묵언으로서의 존재는 또한 언어의 기원이기도 하다. 인간 이외
의 ‘생명체’가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침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언
어는 존재의 유일무이성과 본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다.”66)고 해석한다. 따
라서 “존재는 가장 많이 말해지는 것이면서 동시에 묵언이다.”67) 

존재자와 존재의 관계에서 보면 존재자는 감각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리
고 다양하게 파악되고 포착되는 반면, 존재는 초감각적으로도, 비감각적으
로도, 그리고 감각적으로도 포착되지 않는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존재자의 밀어 닥침과 존재자 내부의 소용돌
이로 말미암아 존재가 망각되지만 존재자의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 한 존
재는 끊임없이 상기한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존재는 우리로 하여금 그 모
든 관점에서 존재자와 그 모든 것을 각각의 존재 방식에 따라 비로소 알
아차리게 해준다. 존재는 우리를 존재자 속으로 그리고 존재자에게로 상-
기시킨다. [···] 바로 존재가 본래적으로 상기시키는 것이라는 점[···]이 중
요하다.”68)고 강조한다. 따라서 “존재는 가장 망각된 것이면서 동시에 상
기이다.”69)

존재자의 보이는 모습과 존재자에 의해 표상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언제나 무한히 존재에 뒤쳐져 있는 상태에서 존재의 강요에 의해 등
장하기도 하고 퇴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존재의 강요에 따라 존재자가 이
런 저런 모양이나 방식으로 보이게 되면, 그것은 존재자가 존재의 강요로
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존재는 존재와 존재자

66) 위의 책 106면.
67) 위의 책 104면.
68) 위의 책 107-109면.
69) 위의 책 1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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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로소 떼어놓고 이러한 떼어놓음(Auseinandersetzung)으로, 그리고 
트인 터(das Freie)로 우리를 옮겨놓는데, 이것은 바로 존재에의 귀속으로
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해방은, 우리가 존재자와 마주하여 
존재자를 ‘향해’, 존재자로부터 ‘자유로이’, 존재자에 대하여 ‘자유로이’, 존
재자 ‘앞에서’, 그리고 존재자 한가운데서 자유로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자체 우리 자신일 수 있는 가능성에 있도록 해방시키는 것”70)을 의미한
다. 따라서 “존재는 가장 강요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해방이다.”71)

하이데거가 존재에 대해 그 근본개념들을 어떻게 명제화하든지 간에 그
것들은 결국 “존재와 존재자의 차이를 성찰하기 위한 지침들”72)들로서 하
이데거 존재 사유의 이정표로서 역할을 한다. 하이데거가 보기에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과 오해로 말미암아 서구 형이상학은 지금까지 존재
에 대해 어떠한 관심도 가지지 않고 궁금해 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존재 
진리에 대한 추구는 도외시되고 심지어 배제 또는 배척되었다. 심지어 존
재자 진리 전체에 급급해하고 있으면서도 존재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여전히 착각만 하고 있다.73) 이에 존재 진리를 찾아 순례의 길
을 떠나는 하이데거는 사유의 도상에서 우선 인간과 존재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점검한다: 

존재는 인간에게 부수적으로 현존하는 것이 아니며 또 예외적인 방식
으로 현존하는 것도 아니다. 존재는 오직 자신의 요구(말 건넴)에 의
해서 인간에게 다가와 관계를 맺음(an-gehen)으로써만 본원적으로-

70) 위의 책 110-111면.
71) 위의 책 109면.
72) 위의 책 122면.
73) 하이데거, 「형이상학의 존재-신-론적 구성틀」, 『동일성과 차이』, 신상희 옮김, 민음사 

2000, 46-48면에서 하이데거는 이러한 서구의 형이상학을 비판하면서 “전체의 전체성
이 존재자를 합일하는 통일성이며, 이 통일성이 [존재자 자체를] 산출하는 근거”로서 
“<형이상학은 존재-신-론이다.(Die Metaphysik ist Onto-Theo-Logie.)>”라는 문장의 
의미임을 밝힌다. 그리고 “신학이 그리스도 신앙의 신학이든 철학의 신학이든, 이러한 
신학을 그것의 근원적인 유래로부터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오늘날 사유의 영
역에서 신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형이상학의 존재-
신론적 성격이 [앞으로의] 사유를 위해서는 의문스러운 것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하이데거는 “모든 형이상학의 존재-신론적인 구조의 본질 유래를 사색”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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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며(wesen) 존속한다(währen). 왜냐하면 인간이 존재를 향해 
열려 있을 때 비로소 그는 존재를 현존으로서 다가오게 하기 때문이
다. 이러한 현-존(An-wesen)은 환한-밝힘의 열린 장을 필요로 하며, 
그리하여 이러한 필요로 함에 의해서 현-존은 인간의 본질에게 내맡
겨진 채로 머무르게 된다. 이것은 결코, 존재가 오직 인간을 통해서만 
비로소 정립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다. […] 인간과 존재는 서로가 서
로에게 내맡겨져 있다. 이 둘은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74)

그리고 존재의 근본개념들을 존재 진리 사유의 이정표에 새긴다. 이제 하
이데거는 존재 진리의 본질에 관한 물음의 답변으로 “존재 역사 내부에서의 
전회”75)를 언급하고 존재 진리의 비은폐를 강조한다. 그리고 비은폐로서의 
진리에 대해 “존재에게는 밝히면서 감춤이 속하기 때문에, 존재는 시원적으
로는 은폐하는 후퇴의 빛 속에서 나타나는데, 이러한 밝음(Lichtung)의 이
름이 알레테이아이다.”76)라고 규정한다.

74) 하이데거, 「동일률」, 앞의 책 20-21면; 박찬일, 「현상-이념-진리-[언어]」, 『시향』 통권 
제14권 56호, 2014, 134-135면에서 박찬일은 하이데거의 이러한 인간과 존재의 관계를 
“존재는 말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말하고, 사유는 존재에 귀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그 말에 응답한다. […] 사유[존재자]는 인간이다. 인간은 언어로써 ‘존재’의 그 광포한 
말씀, 혹은 잔잔한 말씀을 ‘울린’ 그대로 오선지에 옮긴다. 우주-존재의 심연에서 들려온 
멜로디를 들려준다. […] [멜로디가 먼저이고 이념이 나중이다.]”라고 하면서 사유와 존재
의 관계로 해석한다.

75) 하이데거, 「진리의 본질에 관하여」, 『이정표 2』, 121면.
76) 같은 곳; 하이데거, 「알레테이아」, 346-347면. “밝히는 것은 그것이 밝히는 한에서 존

속한다. 우리는 그것의 밝힘 작용(Lichten)을 밝힘(Lichtung)이라고 부른다. […] ‘밝은
(licht)’이란 말이 의미하는 것은 비추는(leuchtend), 빛을 방사하는(strahlend), 환하게 
하는(hellend)이다. 밝힘 작용은 빛남을 증여하며, 빛을 발하는 것을 현상하도록 자유롭
게 풀어준다. 자유로운 터(das Freie)는 비은폐의 영역이다. […] 알레테이아(άληϑεια)
란 말의 의미에 의거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행해지지 않고 있으며, 유용한 것은 결코 
획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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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하이데거의 사유와 시 짓기, 그리고 ‘시적 진리’

3.1. 하이데거의 사유와 시 짓기

3.1.1. ‘사유의 전회’

하이데거의 사유에 관한 근본적인 물음은 결국 “철학-그것은 무엇인
가”77)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철
학이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바의 그것-사유해야 할 사태인 존재자의 
존재-에 응답할 때 주어지는데, 그것은 곧, 존재자의 존재이다.”78) 존재 내
지 존재 진리를 밝히는 데 있어서 스승인 후설의 현상학적 방법을 응용
함79)으로써 서양 형이상학에 은폐되어 있는 존재 자체 혹은 존재 일반의 
상태로 넘어가려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기초존재론’이라고 부른다.80) 하

77) 하이데거, 「철학-그것은 무엇인가」, 『동일성과 차이』, 신상희 옮김, 민음사 2000, 73면.
78) 위의 글 92면.
79) 신상희, 「마르틴 하이데거의 『이정표』 사유는 하나의 길을 걸어가는 도정」, 하이데거, 『이

정표 1』, 14면. “하이데거의 현상학적 입장은 선험철학으로서의 후설의 의식현상학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역사적으로 이해되는 후설의 현상학을 사유의 역사적 맥락 속
에 귀착시키고자 하였다. 즉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 데카르트, 라이프니
츠, 칸트, 셸링, 헤겔, 니체에 대한 해석을 통해 존재론의 역사 혹은 전승된 형이상학의 역사
를 해체하면서 그것을 존재의 역사성에 입각하여 그 의미의 본원적 지반을 새롭게 마련하고
자 하였다.”

80) 박찬일, 「하이데거-마법사에 대한 소문-소문대로 말하는 몇 개의 에끄리뛰르-『존재와 시
간』-『동일성의 차이』」, 『예술가』 제12호, 2013, 308면 이하에서 박찬일은 하이데거의 ‘기초존
재론’에 대해, 그것의 “의도가 ‘신적-존재자 없는’ 존재자-존재론이었다.”고 하면서 “30년 후의 
「형이상학의 존재-신-론 구성틀」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고 밝힌다. 이어 같은 책, 333
면에서 박찬일은 ‘신적-존재자 없는’ 존재자-존재론에 대해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스스
로를 묻는 자, 세계-내-존재로서 ‘스스로-를’ 묻는 자가 되라는 것, ‘스스로-목소리’가 자
아로서 인류라는 것, 인간-인류이므로 인간-인류에 관해 묻는 삶을 살라는 것, 이것이 존
재를 묻는 삶이라는 것, 존재가 존재자의 근거가 되는 그 방식이 아닌, 그 틀에서 묻는 
것이 아닌, 존재와 인류의 행복한 합체가 동력인 그 존재로서 묻는 것, 동일률이 ‘있음-
존재’로서 그 존재자를 존재자로 보증한 것을 기억하라는 것, 그 동일률이 수평 관계로
서, 일반-존재자와 최고-존재자의 유비적 관계를 포함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서, 그간의 
동일성-사유를 포함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서, 존재자-존재가 인간-인류인 그 방식으로 
가라는 것, ‘신-없는’ 것으로 해서, 이제 처음으로 인간 고유의 방식인, 이제 처음으로 단
독으로, 인간 존재자-존재의 방식이 되는 그것이 자유로서 ‘존재’에 더 가까이 가게 할 
수 있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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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거는 한편으로 존재 일반의 의미를 해명하기 위해 고대와 중세, 그리고 
근대를 거쳐 오면서 확고히 뿌리 내린 존재론의 기반을 건드리고, 다른 한
편으로 『존재와 시간』에서 존재 일반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존재 이해와 상
관있는 인간의 존재 방식을 구조적으로 해명하는 기초 작업을 수행한다.81)

하지만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는 현존재에 대한 규명 작업을 수행
하지만 아쉽게도 존재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작업을 완수하지는 못
한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자신의 사유를 언제나 ‘하나의 길’을 걸어가는 
도정으로 이해한 사색의 방랑자”82)로서 과감히 ‘사유의 전회’83)를 실행하
고 다시, 걸어오던 사유의 길을 묵묵히 걷는다.84) 그 길 위에서 하이데거
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방랑자’들에게 “누군가 그 
길에 이르고자 시도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언젠가 한때 사유해야 할 

81) 하이데거, 「철학-그것은 무엇인가」, 92면 이하에서 하이데거는 ‘기초존재론’에 입각한 자신
의 사유 방식이 지향하는 바에 대해 “역사를 외면하거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
히려 전승된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eine Aneignung und 
Verwendung des Überlieferten)이다. 이와 같이 역사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이 <해
체(Destruktion)>라는 명칭으로 생각된 것이었다. […] <해체>는 파괴를 뜻하지 않으며 
오히려 철학의 역사에 대한 역사학적일 뿐인 그런 진술들을 허물어내고 떼어 내어 한쪽
으로 치우는 것이다. 해체는 곧, 전승 속에서 스스로 우리에게 존재자의 존재로서 말 걸
어오는 바의 그것을 [듣기] 위해 우리의 귀를 열어두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말 걸어옴에 귀 기울임으로써 응답에 이른다.”고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82) 신상희, 앞의 글 15면.
83) 일반적으로 하이데거 사유의 전회는 『존재와 시간』(1927)으로부터 「진리의 본질에 대

하여」(1930)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상희, 「하이데거의 존재사유에 있어
서 전회(Kehre)의 의미」, 『하이데거 연구』 제1집, 1995, 134면 이하에서 신상희는 ‘사
유의 전회’ 개념이 하이데거 사유 과정 전체에 걸쳐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첫째, 
‘존재와 시간’의 사태 관련에서 ‘시간과 존재’의 사태 관련에로의 전회를 의미하는 기초 
존재론적 전회, 둘째, 기초 존재론적 사유에서 존재 역사적 사유에로의 내재적 변환을 
의미하는 이행적 전회, 셋째, 있음 역사적 전회 및 존재역운적 전회를 포괄하는 존재 
역사적 전회라는 세 가지 관점을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하이데거, 『시와 철
학』, 소광희 역, 박영사 1978, 310면에서 소광희는 “전회의 가장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전개와 구상이 […] 횔덜린의 시세계를 천착한 데서 실현되었다. 따라서 전회는 결과요 
그 원인이 되는 것은 횔덜린 연구라고 할 것이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강학순, 「존재사
유와 시작-하이데거의 횔덜린 해석을 중심으로-」, 『하이데거연구』 제1집, 1995, 263면 
참조.

84) 신상희, 「생기와 탈존-인간의 본질에 관한 하이데거의 존재역사적 규정-」, 『철학연구』 
제34권, 1994, 352면에서 신상희는 사유의 전회 이전과 이후의 연장 관계를 “기초 존재
론적 실존 이해 및 존재 역사적 탈존 이해는 존재자의 존재자성이 아니라 존재 자체 및 
이 존재에게 고유한 진리의 본질에 관한 물음의 토대에서 사유의 길을 모색하였다는 공
통된 측면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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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드러난 적이 있었지만 아마도 그 이후에 사유된 것으로서 감추어
지고 말았던 ‘존재’라는 낱말이 무엇인지를 그 낱말의 본질 장소에서 찾아
내어 해명(Erörterung)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85)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역사와 전승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하이데거에 있
어서 역사와 전승은 한편으로 사유의 원천으로서 하이데거 사유의 전개와 
변화를 보증해주고 다른 한편으로 수많은 다양한 정보를 동일한 형태로 
저장함으로써 평준화해 버리기 때문에 양가적이 된다. 말하자면 하이데거 
사유에 있어서 역사와 전승은 유지되고 보존되어야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극복되어야 하는 것이 된다.

하이데거와 함께, 하이데거 사유의 이정표를 따라 걷다 보면, 물론 때로
는 ‘존재역운(Geschick)’86)의 필연성이라는 덫에 발목이 붙잡히고, 때로는 
전승의 고착화라는 돌부리에 채여 넘어지기도 하며, 가끔씩은 사변적인 형
이상학이 뿌리 내린 나무가 빽빽이 우거진 숲길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도 
있다. 하지만 그때마다 존재역운의 해법을 적용하고 전승의 저력을 활용하
여 여러 갈래로 뻗은 가지를 치다보면 어느새 그것들이 다시 아리아드네
의 실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사유의 길 끝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때 반드
시 명심해야 할 것은 그 길을 들어설 때 풀어놓기 시작했던 사유의 끈을 
놓치거나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다. “어둠이 깊어갈수록 더
욱 더 찬란하게 반짝이는 밤하늘의 별처럼 길 잃은 나그네에게 가야할 길
을 말없이 인도해주는 빛과도 같”은 사유의 끈은 “존재의 빛(Licht), 그리
고 더 나아가 이 빛의 근원으로 여겨지는 존재의 환한 밝힘(Lichtung)”으
로서 하이데거가 그의 삶 전체를 통해 언제나 붙잡고 있던 “유일무이한 
사유의 사태”이고 “존재의 진리로 향해 나가는, 결코 고갈될 수 없는 그 

85) 하이데거, 「서언」, 『이정표 1』, 31-32면.
86) M. Heidegger, Der Satz vom Grund, Neske 1957, S. 109. 이동현,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근거의 본질과 존재역운」, 『철학』 제58집, 1999, 268면에서 번역 참조. “존재가 스
스로 우리에게 말 걸어오는 것이며 자신을 밝히는 것이며 그리고 그렇게 밝히면서, 그 속에
서 존재자가 나타날 수 있는 바인 시간-놀이-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같은 곳에서 이동현
은 하이데거의 존재역운과 관련해서 “존재의 역운 속에서 존재의 역사는 흘러가는 사유
들로부터 사유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은 […] 
스스로 멀어지면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내오는 역운으로서의 존재에서부터 규정되는 것
이다. 역사의 본질은 존재의 역운으로부터 규정된다.”고 부연 설명을 한다. 



- 30 -

수많은 사유의 시도”87)이다.
인간 현존재에 대한 규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존재 문제를 해명하고자 했

던 것, 즉 존재 이해와 상관있는 인간의 존재 방식을 구조적으로 해명함으
로써 존재 일반을 이해하고자 한 것이 하이데거 사유의 본래 목적이었다
면, ‘사유의 전회’ 이후 하이데거는 존재자의 존재, 존재자를 위한 존재, 
존재자에 의한 존재 규명 방식을 포기하고 존재자와의 아무런 매개 없이 
존재와 직접 맞닥뜨려 오히려 존재로부터 인간 현존재에로 나가는 방법을 
사유의 전략으로 삼는다.

3.1.2. 현존재의 이행: 실존에서 탈존으로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가 제기한 존재 물음을 살펴보면 이 물음의 
중심에 현존재가 서 있다.88) 다시 말하면 존재 의미에 대한 분석 내지 해
석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현존재에 대한 규명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데,89) 이때 현존재는 물음의 대상이 되는 존재자이어야 하고, 존재자 물음
은 어쨌든 존재 물음과 연관이 있어야 한다.90) 현존재는 그때그때의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현존재에게 속한 존재 이해와 전승된 현존재에 

87) 신상희, 「마르틴 하이데거의 『이정표』 사유는 하나의 길을 걸어가는 도정」, 16면.
88) 박찬국, 「초기 하이데거의 철학을 결단주의나 주의주의로 보는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

찰-본래적인 실존의 구체적인 모습을 찾아서」, 『철학사상』 제3집, 2008, 173면 이하에서 
박찬국은 하이데거가 인간 현존재가 존재하는 방식을 “비본래적인 실존과 본래적인 실존으로 
구별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비본래적인 실존 방식에 대한 하이데거의 분석’을 ‘격차성’ 개념
을 중심으로 상론하며, ‘본래적인 실존의 구체적인 모습’을 ‘결의성’에서 찾아낸다. 박찬국에 
의하면 하이데거의 결의성은 “단순히 사회가 제시하는 도덕 법칙에 따르거나 본래적인 실존
으로 살겠다는 의비적인 결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이 전적으로 변화하는 것에 의
해서 가능하”고, 인간이 “자신의 존재 방식, 즉 격차성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던 비본래적인 
존재 방식을 전적으로 바꿀 것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89) 박찬국, 『들길의 사상사, 하이데거』, 동녘 2004, 69면. “인간은 [···]존재의 근원적인 의미를 
막연하게든 분명하게든 항상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이데거는 인간을 현존재(現存在, 
Dasein)라고 불렀다.”

90)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21면. “존재가 물어지고 있는 것을 형성하고 있고 존재가 존재자
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한, 존재 물음에서 물음이 걸려 있는 것은 존재자 자체라는 것이 귀
결되어 나온다. […] 존재 물음은 그것의 물음에 걸려 있는 것과 관련지어서 존재자에게로의 
올바른 접근 양식을 획득하여 먼저 앞서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 존재는 있다는 사실과 
그리 있음에, 실재, 눈앞에 있음, 존립, 타당함, 있음에, 주어져 있음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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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해석 속에서 생겨나고 성장한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 현존재는 현존
재 자신을 우선 이해하며 어떤 때는 현존재 자신만을 끊임없이 이해하는
데, 현존재의 이러한 이해 방식은 현존재의 존재 가능성을 열어 밝히는 동
시에 제한한다. 존재 의미에 대한 물음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현존재의 시
간성과 역사성을 먼저 설명해야한다. 현존재가 자신이 속해 있는 세계에 
너무 쉽고 빠르게 빠져버리거나 몰입할 경우, 그 세계를 기준으로 자신을 
해석해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존재는 현존
재를 알게 모르게 지배하고 있는 전통에 쉽게 융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현존재는 전통에 의존적이 되면서 자주성과 자발성을 쉽게 포기해 
버린다. 따라서 존재 물음에 대한 구체적인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
금까지 확고하게 전승되어 온 존재론에 대해 일단 의심을 하면서 문제를 제
기하고, 나아가 존재론적인 전통을 ‘해체’해야만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이
데거 사유의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전략이다.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는 ‘세계-내-존재’라는 개념 역시 현존재인 
존재자로부터, 그리고 그 존재자에 의해 설명되고 파악되기 때문에 현존재
를 분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현사실성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우선 이를 위
해 하이데거는 분석의 대상을 ‘세계-내’, ‘내-존재’, 그리고 ‘존재자’로 세
분화한다.91) ‘세계-내’와 관련해서 하이데거는 ‘세계’의 존재론적인 구조와 
세계의 세계성92), 즉 세계의 존재 장소 자체를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또
한 ‘내-존재’와 관련해서는 “세계-내-존재라는 본질적인 구성틀을 가지고 
있는 현존재의 존재에 대한 형식적이고 실존론적 표현”93)인 ‘안에 있음’의 

91) 위의 책 80면 이하 참조.
92) 위의 책 95-96면에서 하이데거는 “세계성”에 대해 “일종의 존재론적 개념”이고, “세계

-내-존재의 한 구성적 계기의 구조”이며, “그 자체로 하나의 실존범주”라고 하면서 “세
계” 개념의 다의성을 구분하고 자신의 세계 개념을 3.에 국한시켜 사용해 줄 것을 요구
한다. “1. 세계는 존재적 개념으로 사용되며 이 경우 세계 내부에 [눈앞에] 존재할 수 
있는 존재자의 총체를 의미한다. 2. 세계는 존재론적인 용어로서 기능하며 1.에서 말하
는 존재자의 존재를 의미한다. [1.의] 세계는 각기 나름의 존재자 다양성을 포괄하는 영
역에 대한 명칭이 될 수 있다. […] 3. 세계는 다시금 존재적인 의미에서 해석될 수 있
는데, 이제는 현존재가 본질적으로 그것이 아닌, 세계 내부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존
재자가 아니라, 오히려 현사실적인 현존재가 이 현존재로서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그
곳으로 이해될 수 있다. 세계는 여기서 존재론 이전의 실존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  
4. 세계는 마지막으로 세계성이라는 존재론적-실존론적 개념을 지칭한다.”

93) 위의 책 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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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표현방식, 즉 ‘내가 안에 있다’, ‘나는 ~에 거주한다’, ‘나는 ~에 
머문다’, ‘나는 이렇게 저렇게 친숙한 ~에 체류한다’ 등에 대한 의미 분석
을 요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기 그때마다 ‘세계-내-존재’로서 존재
하는 그 ‘존재자’와 관련해서는 누가 현존재의 평균적인 일상성 속에서 존
재하는가에 대해 분석할 것을 주문한다. 

결국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세계-내-존재가 그것의 현사실성과 더불어 
각기 이미 안에-있음의 특정한 방식들로 분산되었거나 갈기갈기 찢겨져 
있다.”94)는 사실과 세계-내-존재의 양태들이, 현존재가 각각의 양태들과 
양태들의 조합, 배열, 혼합 등에 의해 재구성된 세계-내-존재를 인식함에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이미 현존재에게서 발견된 세계에 대한 하나의 새로
운 존재 상태를 획득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하이데거가 보기에 세계의 
이러한 존재 가능성은 자생적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형성될 수도 있고 
학문적인 과제로도 부여받을 수도 있다. 이때 한 가지 특별히 주의하고 명
심해야 할 것은 현존재가 세계를 그렇게 인식한다고 해서 세계에 대한 관
계 형성의 통로를 마련해 주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세계가 현존재를 강요
하거나 회유함으로써 현존재가 세계를 만드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하
이데거에 의하면 인식함이란 세계-내-존재에 기초한 현존재의 한 양태이
기 때문에 현존재를 이해함으로써 존재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계-내-존재-에 대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95) 

‘사유의 전회’가 이루어진 후 하이데거에게 있어서는 현존재로서의 실존

94) 위의 책 85면 이하에서 하이데거는 안에-있음의 방식들에 대해 “안에-있음의 다양한 방식
은 [···] 어떤 것에 관여하다, 어떤 것을 제작하다, 어떤 것을 경작하고 가꾸다, 어떤 것
을 사용하다, 어떤 것을 포기하여 잃어버리도록 놔두다, 시도하다, 관철하다, 알아보다, 
캐묻다, 고찰하다, 논의하다, 규정하다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안에-있음의 방식들은 
[···] 배려함의 존재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행하지 않음, 소홀히 함, 체념함, 휴양함 
등의 결여적인 양태들도 배려함의 방식들이며, 배려함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그저 그냥’ 
있음의 그 모든 양태들도 마찬가지이다.”라고 상세하게 설명한다.

95) 박찬일, 「현상-이념-진리-[언어]」, 131면에서 박찬일은 같은 맥락에서 현존재와 ‘세계-내
-존재’의 관계에 대해 “현존재 확보는 ‘세계-내-존재’로서의 현존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현존재는 피투적(被投的) 현존재를 늘 포함한다. 그 현존재-존재자에 대한 인식이 현존재
를 그 동일성으로 확보한다. 현존재가 ‘세계-내-존재’로서 그 진리를 드러낼 때, 현존재가 
‘진리 가운데’ 있는 진리가 된다. 현존재는 『존재와 시간』에서 진리로서 단연코 진리이다. 
[…] 진리를 말하는 것이 ‘존재자를-은폐성에서 들어내어-비은폐성(Unverborgenheit, 
Entdecktheit) 하에 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입장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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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존재자 이해가 더 이상 관건이 아니다. 이제 하이데거는 “존재의 ‘밝
음(Lichtung)’ 안에 서 있음을 [···] 인간의 탈-존(Ek-sistenz)이라 명명한
다. 이러한 있음의 양식은 인간에게만 고유하다. [···] 탈-존이 이성(ratio)
의 가능 근거다. 또한 탈-존안에서만 인간의 본질은 자기규정의 유래를 
보존한다.”96)고 선언하면서 실존이 있던 자리를 탈-존에게 내어준다. 탈-
존과 관련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이데거는 
“인간의 본질은 인간의 탈-존에 기인한다.”97)라는 문장으로 대신한다. 이 
말은 탈-존함으로서의 인간이 존재의 열려 있음 안으로 ‘나아가 서’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98) 그렇다고 해서 탈-존의 존재자가 존재자의 자유
의지로써 존재를 선택하거나 존재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탈
-존의 존재자 역시 ‘인간은 현(Da)으로, 다시 말해 존재의 밝음으로 있는 
그런 방식으로 현성한다.’라고 하는 현존재의 실존적인 존재 방식과 마찬
가지로 존재에 의해 존재 안에 ‘던져지는’ 방식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렇
게 ‘던져진 채’ 인간은 존재의 열려 있음 안에 서 있는 것이다. 

실존적인 세계-내-존재의 관계에서 탈-존적인 세계-내-존재의 관계로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여기에서 하이데거가 말하는 세계는 존재의 밝음 자
체이다. 인간은 탈-존의 존재자로서 내던져진 자신의 본질에 입각하여 세
계 안에 있게 되고, 세계-내-존재가 탈-존재의 본질을 호명함으로써 탈-
존재가 모습을 드러낸다. 이렇게 보면 인간은 본질상 처음부터 존재의 열
려 있음 안으로 탈-존해 있는 것이 된다. 다만 세계-내-존재의 열려 있는 
장이 탈-존재의 주관-객관 연관 작업을 밝혀 비춰줌으로써 은폐되어 있던 
탈-존재가 비로소 밝혀지는 것이다.99) 

96) 하이데거, 「휴머니즘 서간」, 135면 참조. 하이데거의 용어 Ek-sistenz에 대한 한국어 번역 
‘탈-존’은 하이데거의 원어 표기법과 이선일의 번역 표기법에 따른 것이다.

97) 위의 글 137면.
98) 하이데거, 「동일률」, 20면에서 하이데거는 탈존적 존재자로서 인간의 탁월함에 대해 “인간

의 탁월성은, 인간이 사유하는 본질 존재로서 존재에게 개방된 채 존재 앞에 세워지고, 그리
하여 존재와 관련된 채로 머무르면서 존재에 응답한다는 점에 고이 깃들어 있다. 인간은 본래 
이러한 응답의 연관(Bezug der Entsprechung)으로 존재하며(ist), 그는 오직 이러한 연관일 
따름이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낱말은 어떠한 제한을 뜻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은 과분함
(Übermaß)을 의미한다. 인간[의 본질 존재] 속에는 <존재에 속해 있음(ein Gehören zum 
Sein)>이 편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속해 있음은 자신이 존재에 내맡겨져 있기 때문에 존재에 
귀 기울이는(auf das Sein hören) 그런 속해 있음이다.”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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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인간에게만 있다. 따라서 인간의 본질, 
다시 말해 ‘휴머니즘’이 탈-존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그것은 타당한 표
현이 된다.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이하면 인간만이 탈-존할 수 있
고, 인간이 탈-존함으로써 인간의 본질에 이를 수 있으며, 탈-존재로서의 
인간만이 존재 안으로 나아가 설 수 있는 것이다. 세계-내-존재의 밝게 
비춤에 의해 탈-존재로서의 인간 본질이 드러날 수 있고, 이러한 인간이 
인간다운 인간으로서의 인간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동시에 이 
말은 인간이면서 탈-존하지 못하거나 탈-존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다운 인
간일 수 없다는 의미도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존적인 인간이 아닌 탈
-존적인 인간이 사유의 전회 이후 하이데거가 존재자와 존재의 관계를 밝
히고 존재자와 존재를 구별함으로써 전승의 형이상학과 휴머니즘을 극복
하는 작업의 중심에 있게 된다. 

하이데거는 “인간의 본질이 인간의 탈존(Ek-sistenz)에 기인하”고, 이 
탈존은 “현존(existentia)이라는 전승된 개념과 동일하지 않”100)으며, “‘인
간은 현(Da)으로, 다시 말해 존재의 밝음(die Lichtung des Seins)으로 
있는 그런 방식으로 현성하’고 이러한 ‘현’의 존재가, 아니 단지 이것만이, 
탈-존이라는, 다시 말해 ‘존재의 진리 안에 탈자적으로 서 있음’이라는 근
본 특징을 갖는다.”101)고 분명히 말한다. 

하이데거에게 사유의 전회란 결국 『존재와 시간』에서 『이정표』로의 이행
을 말하고 ‘인간의 실체는 실존이다.’에서 ‘인간의 실체는 탈-존이다.’로 인
간 실체에 대한 기본 명제가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99) 하이데거, 「휴머니즘 서간」, 135면. “인간은 존재가 말을 걸어오는 한에서만 자신의 
본질 안에서 현성하지만, 형이상학은 이런 단순 소박한 실상을 가려버린다. 이 존재
의 말 건넴에 입각해서만 인간은 자신의 본질이 어디에 거주하는지 발견했다. 그리고 
이러한 거주에 입각해서만 인간은 언어를 가옥으로 갖는데, 이 가옥은 인간의 본질을 
위해 ‘탈자(脫自)적인 것(das Ekstatische)’을 보존해 주는 가옥인 것이다.”

100) 위의 글 137면.
101) 같은 곳. 이와 관련해서 신상희,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에 있어서 전회(Kehre)의 의미」, 

153면 주 2에서 신상희는 독일어 Dasein에 대한 ‘통상적’ 번역어 ‘현존재’와 ‘또 다른’ 번역
어 ‘터있음’을 구분한다. 신상희는 ‘현존재’가 Dasein에 대한 하이데거의 근본적 입장에 전적
으로 역행되는 번역어라고 하면서 하이데거가 의미하는 Dasein에 대해 “하이데거는 Dasein
의 Da가 어떤 특정한 ‘여기와 저기(Hier und Dort)’가 아니라 가능한 모든 여기와 저기의 
장소를 열어주는 ‘존재 일반의 개방성’ 혹은 ‘있음의 환한 밝힘’이라고 지시하면서 바로 이러
한 존재 진리의 열림 터에 있음(Sein)을 Dasein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설명한다.



- 35 -

이행과 전환 작업을 통해 사유의 전회를 실행하고 인간에 대한 재해석 작
업을 함으로써 전승된 형이상학과 인본주의의 착각과 오류를 바로 잡고자 
한다. 그리고 이 작업에서 엄격하게 적용되는 기준 내지 지침 역시 하이데
거 방식의 해체적인 전략과 일맥상통한다. 하이데거가 사유의 전회를 감행
했다고 해서 인간에 관한 전승된 휴머니즘적인 해석들이 거짓으로 최종 판
명되거나 배제 내지 배척되지 않는다. 하이데거는 단지 휴머니즘이 인간의 
본래적이고 본질적인 존엄성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
하고 인간의 본질적인 고귀함을 찾기 위한 이정표를 세울 뿐이다. 하이데
거는 인간이 존재 진리 안에 던져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존재의 형태로 탈
-존함으로써 존재 진리를 드러낼 수 있다면 존재의 빛 안에서 존재자가 본
연의 존재자로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한다. 

사유의 전회 이후 특히 하이데거의 사유가 중요한 까닭은 전승된 형이
상학과 휴머니즘의 극복을 통해 휴머니즘과 형이상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존재 진리를 해명하고자 하는 하이데거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회 이후의 하이데거 사유가 전승의 
형이상학과 휴머니즘의 우위를 점함으로써 그것들을 지배 또는 점유하거
나 그것들을 비본질적인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폐기처분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존재자 전체와 존재 자체의 차이를 알고 그것들을 구분함
으로써 그것들의 차이와 동일성을 동시에 작동시킨다는 것이 하이데거에
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탈-존으로서의 인간 본질을 존재자로
서의 인간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삼는 인간다운 인간의 보다 더 인간다움
을 휴머니즘의 본질로 삼는다. 이제 전승의 형이상학은 그 동안의 오류와 
착각에서 벗어나 존재자 전체를 보면서 존재 자체를 말해야 하는 형이상
학의 본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인간을 다양한 존재자 전체의 주권자로 
삼아 폭력을 휘둘렀던 전승의 휴머니즘도 주권자가 아닌 “목자”102)로서 

102) 하이데거, 앞의 글 157면. “인간이 피투성(던져져 있음, Geworfenheit) 안에 있다는 사
실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이 주관성에 입각해 파악된 인간과의 관계에 덜 있는 한, ‘탈-
존하면서 존재를 향해 자신을 던지는 자’로서 인간은 이성적 동물 이상이다. 인간은 존
재자의 주인이 아니다. 인간은 존재의 목자다. 이 ‘덜’ 때문에 인간은 아무것도 손해 보
지 않고 오히려 덕을 보는데, 그 이유는 이로써 인간이 존재의 진리에 도달하기 때문이
다. […] 인간은 그의 존재사적 본질에서 보자면, 존재와의 가까움 안에 거주하기에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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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앞에 선다.103) 
이제 사유하는 탈-존으로서의 인간은 존재에 귀속되면서 존재를 사유한

다. 이때 사유는 존재의 집을 짓느라 여념이 없는데, 물론 사유가 존재의 
집을 짓는다고 해서 존재의 집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사유가 존
재의 집을 완성해 버린다면, 사유와 존재는 또 다시 그 집에 갇혀 또 한 
번의 해방과 탈출을 감행해야한다. 사유는 진행형이다. 사유는 하이데거가 
세운 이정표에 따라 걷는 것이다. 사유가 진행되는 동안 존재의 집은 점차
적으로 모양새를 갖춰 간다. 때로는 설계가 바뀌기도 하고 주인이 바뀌기
도 한다. 사유는 그 설계도에 따라, 새로운 주인을 맞아, 그때그때 필요한 
재료와 연장과 장비를 제공한다. 사유는 구성적이다. 존재의 집을 지으면
서 사유는 주춧돌을 새로 깔기도 하고, 기둥을 새로 세우기도 하며, 지붕
을 새로 덮기도 한다. 존재의 집 모양은 이래저래 바뀐다. 사유는 스스로 
운동한다. 이렇게 세계사의 수레바퀴는 오늘도 쉼 없이 돌아가고 있다. 그
리고 그 수레바퀴가 남긴 흔적이 인류에게 역사가 되고, 역사는 되풀이되
며, 존재역운이 된다. 사유의 도상에서 역운은 나침반 역할을 하고, 이정
표에 따라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사유는 움직인다. 

하이데거가 세워둔 이정표와 나침반을 따라 사유의 도상을 걷다보면 존
재의 집 내부를 들여다보아야 하는 지점에 이르게 된다. 지금까지 짜 맞춰
진 존재의 얼개는 탈-존으로서의 존재자, 존재 자체, 세계-내-존재, 그리
고 극복된 형이상학과 휴머니즘 등으로 얼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이제 
존재의 집을 비가시적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존재 진리에 대한 해명이 필
요하다. 사유가 짓고 있는 존재의 집 안에 존재 자체가 ‘있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존재 진리가 알레테이아, 즉 비은
폐로 번역된다는 사실도 새삼스럽지가 않다.104)

의 존재가 탈-존으로서 성립하는 그러한 존재자이다. 인간은 존재의 이웃이다.” 
103) G. Rae, 「Overcoming Philosophy: Heidegger, Metaphysics, and the 

Transformation to Thinking」, Hum Stud 36, 2013, p. 236 참조. 하이데거의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은 인간이 존재의 주인이 아니라 존재의 목동이라는 사실을 주지
시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의 의지적인 활동에서 존재가 나온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존재 그 자체를 인간의 사고로 
드러내기 위해 인간 의지에 의지하여 존재를 임의적으로 또는 자의적으로 건드리지 못
하도록 하는 행위 지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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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사유하는 시 짓기

하이데거가 최종 진단을 내리는 서양 형이상학의 역사는 오해로 점철되
어 있고, 은폐로 왜곡되어 있으며, 착각으로 채워져 있다. 이제 오해에서
도, 오류에서도, 착각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서양 철학의 역사가 은폐의 
역사라면 이제 은폐를 비은폐로서 드러내는 것이 서양 철학의 사명이다. 
알레테이아로서의 진리가 밝혀지면 그 진리는 존재 진리가 된다. 그리고 
그 존재 진리는, 전승된 진리 개념이 존재자 진리 또는 존재 비-진리를 
상극으로서 억압하고 배척했던 것과 달리, 존재자 진리든 존재 비-진리든 
그것들과 함께, 다르면서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면서 사유의 도상에서 상
생의 길을 걷는다. 이런 맥락에서 존재 진리와 관련 있는 존재와 무의 개
념이, 그리고 양자 간의 관계가 재구성되고 재정립될 수 있다.105) 

하이데거에 의하면 존재가 ‘있음’으로서 긍정을, 비존재인 무가 ‘없음’으
로서 부정을 규정하지 않는다. 존재도 ‘있고’ 비존재도 ‘있다’. 존재와 비
존재 둘 다가 사유의 대상이다. 비존재가 사유의 대상이라고 할 때, 사유
의 대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무(無)일 뿐이다. 존재와 비존재가 대립
쌍이 아니라 둘 다가 어떤 때에는 구제와 은총, 그리고 상승을, 또 어떤 
때에는 파멸과 저주, 그리고 하강을 허락함으로써 둘 다 긍정적이기도 하
고 둘 다 부정적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 이제 존재는 절
대적으로 긍정적이고 비존재는 절대적으로 부정적이라는 규정이 상대화되
고 상승과 하강 운동에도 변화와 이행이 개입된다. 그 결과 존재의 긍정성

104) 하이데거, 「진리의 본질에 관하여」, 107면. “존재-하게 함이란-즉 존재자를 존재하는 그 
존재자로서 존재하게 함이란-열려 있는 장과 그것의 열려 있음에 대해 관여함을 의미한다. 
[…] 이 열려 있는 장을 서구의 시원적 사유는 타 알레테아(τά άληϑέα), 즉 비은폐적인 
것(das Unverborgene)으로 개념 파악한 바 있다. 우리가 알레테이아(αλήϑεια)를 진리 
대신 오히려 비은폐로 번역한다면 이러한 번역은 그 낱말에 더 충실할 뿐만 아니라, 진술
의 올바름이라는 진리의 통례적 개념을 달리 사유해보고 존재자의 탈은폐와 탈은폐라는 
저 아직 개념 파악되지 않은 것을 소급해 사유해보라는 지침을 포함한다.”

105) 하이데거, 「휴머니즘 서간」, 176면. “존재 안에는 무화(無化, Nichten)의 본질 유래가 
은닉되어 있다. 무화하는 것은 ‘비(非)적인 것(das Nichthafte)’으로서 밝음에 이른다. 이 
‘비적인 것’은 ‘아니오(Nein)’ 안에서 언급될 수 있다. 이러한 비(非, das Nicht)는 결코 
부정적 차원에서 ‘아니오라고-말함’으로부터 발원하지 않는다. […] 탈-존을 존재-하게 하
는 것으로 남아 있는 모든 ‘아니오’는 밝음에 이르렀던 무화의 요구에 응답한다. 모든 아
니오는 단지 비(非)의 긍정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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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다 더 상승할 수도 있고, 비존재의 부정성이 보다 더 추락할 수도 있
으며 그 역도 성립한다. 철학이 전체 안에서의 존재자 그 자체에 국한되는 
근원적인 진리만을 대상으로 할 때 존재와 비존재를 함께 그 대상으로 두
는 사유는 더 이상 철학의 전유물이 아니다. 존재 진리에는 진리의 본질과 
비-본질이 함께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이 은폐된 채 펼쳐지기 때문에, 철
학이 이러한 존재 진리를 이중적으로 해명하기에는 역부족이고 부적합하
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철학의 개념을 재정립106)함으로써 철학적 사유와 
시 짓는 사유를 연결짓는다. 

사유가 존재의 집을 짓고 언어가 존재의 집107)이라면 결국 사유는 언어
를 짓는 셈이 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사유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시 짓
는 것과 연결된다. 따라서 하이데거는 “사유함과 시 지음 사이에는, 이 둘
이 모두 언어에 헌신하며 언어를 위해 애쓰고 자신을 아낌없이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숨겨진 친밀함(eine verborgene Verwandtschaft)이 
편재하고 있는 것이다.”108)라고 말한다.

하이데거의 ‘시 짓는 사유’는 하이데거의 예술 철학적인 견해109)가 집약
되어있는 「예술작품의 근원」이라는 논문에서 잘 드러난다. 이 논문의 초고 
집필 시기는 1931년과 1932년인데, 이 시기는 소위 말해서 하이데거 ‘사
유의 전회’가 일어나는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이와 관련하여 후기 하이데
거의 사상이 『존재와 시간』에서 정식화된 통찰을 수정하면서 심화한 것인

106) 하이데거, 「철학-그것은 무엇인가」, 99면. “존재자의 존재의 말 걸어옴에 응답하는 그런 
응답, 즉 저 나름의 고유한 방식으로 펼쳐나가는 그런 응답이 곧 철학이다. 우리는 철
학이 어떻게 또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는지를 경험할 때에만, <철학이라는 바로 그것
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다. 철학은 존재자의 존재의 소리에 스스로를 
맞추는(sich abstimmen) 그런 응답함의 방식 속에 있는 것이다.”

107) 하이데거, 「휴머니즘 서간」, 124면.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언어라는 가옥 안에 인간은 
거주한다. 사유가와 시인은 이러한 가옥의 파수꾼이다. 그들의 파수 행위는, 그들이 존재의 
개방 가능성을 그들의 말 행위를 통해 언어로 가져오고 언어 안에 보존하는 한, 존재의 개방 
가능성을 완성하는 것이다.”

108) 하이데거, 「철학-그것은 무엇인가」, 100면.
109) 헤르만, 『하이데거의 예술철학』, 이기상·강태성 옮김, 문예출판사 1997. 일반적으로 

「예술작품의 근원」 속에 하이데거의 예술에 관한 사유가 집약적으로 함축되어 있다고 본
다. 하이데거의 예술 관련 사유의 결정체를 예술 철학이라는 용어 속으로 편입시킬 수 있
을 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하이데거 연구자 F. W. 폰 헤르만
은 『하이데거의 예술철학(Heideggers Philosophie der Kunst, 1980)』이라는 제목 하에 
「예술작품의 근원」을 상세하게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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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단절인지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그것은 
「예술작품의 근원」에서도 마찬가지이다.110) 이에 대해 서로 다른 두 가지
의 해석이 가능하다. 그 중 하나는 이전까지 개진한 ‘존재자’, ‘존재’, ‘진
리’와 ‘세계’ 등에 대한 이해 방식을 포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것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후자의 방식에 따라 전승을 전복하
는 대신 전승을 바탕으로 전승을 뒤집으면서 동시에 전승에 또 다른 빛을 
비추는 하이데거의 철학적 방법론에 입각해서 하이데거 사유의 지평을 확
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예술작품의 근원」에서도 진리 개념에 대한 점검과 정련 작업이 이루어
진다. 하이데거는 한편으로 서양 철학의 역사에서 은폐의 과정이 얼마나 
깊숙하게 뿌리박혀 있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하
더라도 하이데거 자신이 내세우는 알레테이아로서의 진리 역시 전승의 진
리 개념의 전철을 밟을 경우, 극복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분
명히 주지시킨다.111) 사물과 사물에 대한 인식의 일치, 문장의 주어와 술
어의 상응, 기표와 기의의 일대일 대응 등과 같은 의미에서 ‘진리는 참된 
것이다.’라고 하는 진리 명제는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진리는 참된 
것이다.’라는 명제가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진리는 참된 것의 본질이다.”112)

라는 명제로 바뀐다. 얼핏 보면 기껏해야 ‘본질’이라는 단어 한 개가 추가되
었을 뿐이지만 그것이 함축하는 바는 심연으로서의 근본 근거(Urgrund) 내
지 심연의 밑바닥으로서 하이데거 사유 전반에 걸쳐 철저하게 적용된다. 

보통 본질이라고 하면 “참된 것이 조화를 이루는 저 공통 공유의 것”으로

110) K. Andrea, 「»Der Ursprung des Kunstwerkes«. Kunst und Wahrheit zwischen 
Stiftung und Streit」, in: D. Thomä(Hrsg.): Heidegger-Handbuch, Stuttgart 2003, 
S. 162.

111) 하이데거, 「예술작품의 근원」, 69-70면. “진리는 참된 것의 본질이다. 그리스어 Άλήϑεια
(알레테이아)를 회상함으로써 참된 것의 본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존재자의 비은
폐를 일컫는다. 그런데 알레테이아가 이미 진리의 본질에 대한 결정인가? [···] 진리라는 단
어 대신에 비은폐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리스 철학을 갱신할 필요가 있는가? 절대로 그
럴 필요가 없다. 그리스 철학의 은폐된 역사에서 그리스 철학은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의 반
짝이는 진리 본질에 적합하지 않다. 진리 본질에 대해 철학적으로 말하고 알게 되면 그만큼 
더 진리의 파생적인 본질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그리스 철학은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 알레테이아로서의 진리 본질은 그리스인들의 사유 속에서조차 사유되지 않은 채로 남겨
졌으니, 하물며 그 이후의 철학 속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

112) 위의 글 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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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수의 것에게 [···] 동일하게 적용되는 본질(das gleichgültige Wesen), 
즉 에센치아(essentia)”113)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본질성은 하이데
거가 보기에 “비본질적인 본질(das unwesentliche Wesen)”114)에 불과하
다. 반면 하이데거가 말하는 어떤 것에 대한 참된 본질은 어떤 사태의 참
된 존재로부터 정해지는데, 그것은 본질의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진리
의 본질, 즉 심연을 찾는 것이다. 이제 하이데거는 자신의 ‘본질’ 개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전승된 은폐된 본질 개념을 비은폐하기 위해 그리스 시대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잘못 끼워진 단추는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야 하
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까지 고대가, 중세가, 근대가 억지로 끼워 
맞춰놓은 단추들을 하나씩하나씩 풀어야 한다. 그것은 피할 수도, 미룰 수
도, 안 할 수도 없다. 이제 와서 첫 단추를 정말로 잘못 끼웠는지에 대한 
의심은 할 필요가 없다. 역사가 증거이고, 역운이 그것을 이미 수도 없이 
증명했으며, 지금도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하이데거는 일단 참된 
것의 본질을 찾아 방랑의 길을 떠난다. 전승의, 동시대의 철학자들을 사유
의 도상으로 초대하고 그들이 함께 사태의 본질과 사물의 본질을 찾는 작
업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115)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존재 진리란 곧 ‘시적 진리’를 말한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 진리의 본질은 ‘시적 진리’의 본질 규명을 통해 구현되고 구
체화되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이데거의 예술적 사유 속에 ‘시적 진
리’의 본질이 미리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예술작품
과 예술가의 근원은 예술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근원은 예술의 본질이 유
래하는 곳으로서 그 속에 한 존재자의 존재가 존재해 있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예술작품 개념은 사물개념이나 도구개념으로 이해될 

113) 같은 곳.
114) 같은 곳.
115) 위의 글 71면. “이제 우리는 진리의 본질을 말하는데 있어서 존재자의 비은폐를 전제하

지 않는다. 오히려 그 대신 존재자의 비은폐(존재 das Sein)가 우리를 본질-즉 우리가 
어떤 것을 표상할 경우에, 우리가 언제나 미리 비은폐 속으로 들어와 있고, 따라서 비은
폐에 이끌린 채 그것의 뒤에 놓여 있게 되는 그런 식의 본질-속으로 옮겨놓고 있는 것이
다. 인식이 올바로 향하고 있는 그것이 이미 어떤 식으로든 비은폐적으로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올바로 향하는’ 이러한 향함 자체의 활동 영역 전체도,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사태에 대한 명제의 적합성을 밝혀주는 그것도, 이미 비은폐된 것 안에서 전
체로서 드러나고 있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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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으며, 작품이라는 개념도, 예를 들어 도끼, 의자, 신발 등과 같은 차
원의 분류개념이 아니다. 사물이나 도구개념이 그 속성에 따라 구별된다면 
예술작품은 그 존재 방식에 따라 구별되는데, 예술작품의 존재 방식은 진
리가 “스스로를 작품 속으로 정립함 (Sich-Selbst-ins Werk-Setzen)”116)

의 방식을 취한다. 사물이 ‘현존성(Vorhandenheit)’의 방식으로 실재하고, 
도구가 그 ‘유용성(Dienlichkeit)’에 따라 실재한다면, 예술작품은 진리가 
‘스스로를 작품 속으로 정립’하는 방식으로 실재한다. 그렇다고 해서 예술
작품이 일단 현존하는 대상으로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예술작품의 현존성과 상관없이 진리가 스스로
를 예술작품 속으로 정립하면, 예술작품의 진리는 본질적으로 존재한다. 
역으로 만약에 진리가 작품 속으로 정립되는 과정이 없으면 예술작품은 
작품의 현존성에도 불구하고 예술작품으로 존립하는 것이 아니다. 

예술과 예술가와 예술작품의 관계에 있어서 예술가는 예술작품의 근원
이자 원천이다. 다시 말하면 작품을 생기게 하는 것이 예술가이고 예술가
를 만들어내는 것이 작품이다. 예술의 본질을 밝히는데 있어서 예술가와 
예술작품은 필요충분조건으로서, 둘 중 어느 하나가 없으면 둘 다 불가능
하다. 따라서 예술가와 예술작품 둘 중 어느 하나만 가지고 예술의 본질을 
논할 수 없다. 이렇게 예술가와 예술작품은 예술을 통해 서로 안에, 즉 예
술가는 예술작품 속에, 예술작품은 예술가 속에 ‘존재하며’, 양자 간의 상
호작용 속에 ‘존재한다.’ 이렇게 볼 때 예술은 예술가와 예술작품에 대한 
근원임이 분명하다. 

예술이 스스로를 정립하는 진리를 예술작품 속으로 확립하는 것이 예술
이고, 예술의 이러한 활동은 존재자의 비은폐를 산출하는 것인 창작을 통

116) 위의 글 87면; 121면. “‘세우다(stellen)’라는 말과 ‘정립하다(setzen)’라는 말은 ‘놓다(legen)’
라는 말과 함께 속해 있으며, 이 세 가지 낱말의 뜻은 모두 라틴어의 ‘ponere(놓다)’라는 낱말 
속에서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다. [···] “‘정립한다’는 것과 ‘차지한다’는 것은, [···] 도처에서 ‘비
은폐된 것 안에 세워 놓음’을 뜻하는 테시스(ϑέσις)라는 그리스어의 의미로부터 사유되고 있다.” 
그리스적 의미에서의 ‘정립함’은, 가령 하나의 입상을 ‘소생하게-함’으로서 ‘세운다’는 뜻이며, 
이것은 곧 봉헌할 축성물을 [마련해] ‘놓고’ ‘내려놓는다’는 뜻이다. ‘세운다’는 말과 ‘놓다’는 말
은 ‘비은폐된 것 가운데로 이끌어내어 [열린 장] 앞으로 [가져와] 현존하는 것 속으로 데려온다, 
즉 놓여-있게-한다(Her ins Unverborgene, vor-in das Anwesende bringen, d. h., 
vorliegenlassen)’는 뜻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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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가능해진다. 그리고 ‘작품 속으로의 진리 정립’에는 작품 존재를 지속
적으로 작동시키고 생기시키는 것 또한 포함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
면 예술작품에 대한 보존이다. 따라서 예술은 결국 작품 속에서 진리를 창
조하면서 보존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하이데거는 예술을 “진리가 생
성되어 일어나는 하나의 행위”117)로 보고 진리를 “시작(詩作)됨으로써, 존
재자의 환한 밝힘과 은닉으로 일어”118)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하이데거
는 “모든 예술이 존재자로서의 존재자 ‘진리의 도래를 일어나게 하는 것
(Geschehenlassen der Ankunft der Wahrheit)’으로서 그 본질에 있어
서 시 짓기이다.”119)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예술의 시 짓는 본질에 
의해 “예술이 존재자의 한가운데에서 열린 곳(offene Stelle)을 열어젖히게 
되며, 이 열린 곳의 열려 있음 안에서 모든 것이 예전과는 전혀 다르게 존
재하게 된다.”120)고 본다. 

하이데거가 모든 예술이 ‘그 본질에 있어 시 짓기’라고 했을 때, 여기에
서 말하는 시 짓기란 단순히 ‘시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시를 
짓는다’고 해서 시 짓는 사람이 무엇인가 임의의 것을 마음대로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 사물에 대한 표상과 독창적인 공상을 비실제적인 것으로 옮
겨놓는 것도 아니다. 하이데거가 예술의 본질을 시 짓기라고 규정할 때, 
그것은 오히려 시 짓기가 언어 자체와 본질적인 연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물론 인간과 언어와의 관계에서 언어가 인간에게 스스로를 
가장 먼저 열어 보이기 때문에, 좁은 의미에서 언어를 재료로 하는 시가 
‘가장’ 본질적인 의미에서 ‘가장’ 근원적인 시 짓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재료를 사용해서 작품 속으로 진리를 정립하는 건축
물과 조형예술작품이 ‘창작하는 것’과 ‘보존하는 것’으로서 시 짓기에서 제
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이데거는 분명히 말한다.121) 

하이데거가 ‘모든 예술이 본질적으로 시 짓기이다.’라고 한 것에 대해 
하이데거의 주장에 타당한 근거를 제공하고, 근거와 주장의 정당성을 부여

117) 위의 글 104면.
118) 같은 곳.
119) 같은 곳.
120) 위의 글 104-105면.
121) 위의 글 10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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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그러한 주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우선 시와 언어의 관
계를 규명해 본다.122) 예술작품 속에 정립된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 언어 
일반과 일상어와 시적 언어의 관계 및 언어 일반과 시적 언어의 포함관계
가 재구성되어야 하고 어떻게 시어가 생성되고 생기하는지에 대한 관찰과 
분석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하이데거는 “언어가 근원적인 포
에지(Urpoesie)기 때문에 시작(詩作)인 것이 아니라, 언어가 시 짓기의 근
원적인 본질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포에지가 언어 안에서 일어나는 것
이다.”123)라는 사실을 맨 먼저 밝힌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언어 예술에서 진리가 드러나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
해 그 전에 언어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보통 우리는 발화된 것만
을 언어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특정 대화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 언어 전체와 발화된 언어의 포함 관계는 후자가 전자에 포함
되는 관계이다. 그리고 이러한 포함관계는 발화된 언어와 전달된 언어와의 
관계, 전달된 언어와 의사소통의 목적 달성에 수단으로 활용되는 언어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방식으로 언어에 접근하다가 보면 결국 언
어라는 것은 심연이고 무한이다. 그 무한의 심연에서 시적인 언어를 내보내
면 그 언어가 어느 ‘시인’124)에게 가서 ‘호명’되어 그것이 시로 지어지는 것
이다. 이렇게 볼 때 시 짓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인식되는 시인이 
고심 끝에 고른 단어를 일상어와 차이가 나도록 갈고 닦아 자신의 상상력과 
공상을 총동원해서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시 짓기와는 분명히 다르다. 하이
데거에 의하면 존재자를 하나의 존재자로서 최초로 존재의 열린 장으로 데

122) 위의 글 106면에서 하이데거는 모든 예술이 그 본질에 있어서 시 짓기라고 해서 건축예술
과 회화예술 그리고 음악예술 등을 전부 시로 환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포에지(Poesie)로
서의 시 역시 “진리를 환히 밝히는 기투의 한 방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하지만 
그래도 시 짓기가 “모든 예술 가운데서 어떤 탁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을 하이데거는 
분명히 밝힌다. 

123) 위의 글 108면.
124) 하이데거, 「“···인간은 시적으로 거주한다···”」, 『강연과 논문』, 243-244면에서 하이데거는 

시인을 언급함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횔덜린을 ‘시인 중의 시인’으로 꼽고 다른 한편으로
는 횔덜린의 시구 “···인간은 시적으로 거주한다···”에 주목하면서 모든 인간이 시인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인간은 시적으로 거주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시인이 때
때로 시적으로 거주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떻게 ‘인간’이, 즉 모든 인간이 항
상 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가? 모든 거주가 시적인 것과는 여전히 모순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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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오는 것은 시인이 아니라 언어이다. 따라서 언어가 우선 존재자를 호명해
야만 그 존재자가 단어가 되어 모습을 드러낸다. 이것이 존재자를 열어 밝
히는 언어의 열린 터로 존재자가 들어가 서 있는 방식이다.125) 

시 짓기는 결국 은폐의 비은폐 과정이다. 예술의 본질이 진리가 스스로
를 작품 속으로 정립하는 것이고 예술의 본질을 밝히는 작업이 시 짓기라
고 한다면, 하이데거가 말하는 시 짓기는 결국 현존재로서의 인간을 존재
자의 진리 속에 서 있도록 데려오기 위해 실존과 탈존의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자기 삶의 일상성으로부터 빼
내 와서 작품에 의해 열려진 것 속으로 스스로를 들여보내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무엇인가 ‘섬뜩한 것’이 열리면서 동시에 그때까지 안전했던 것 
또는 친숙했던 것, 아니면 안전한 것이나 친숙한 것으로 여겼던 것을 전복
시키는 것이다. 예술이 일어날 때마다, 다시 말해 시 짓기를 할 때마다 개
인의 삶과 인간의 역사 속으로 일종의 충격이 가해지는데, 그 충격으로 말
미암아 비로소 개인의 삶 또는 인류의 역사가 ‘처음으로’, 아니면 최소한 
‘다시’ 시작된다. 따라서 시 짓기가 바로 시작(始作, Anfang)인 것이다. 하
이데거에 의하면 시 짓기를 하는 시작을 통해 비로소 은폐된 것이 비은폐
된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작은 “일종의 ‘도약’으로서 언제나 앞선 
도약(Vorsprung)이고, 이러한 앞선-도약 속에는 다가올 모든 것이, 비록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고는 하더라도, 이미 건너뛰어진 상태로 선취되어 
있”으며, “언제나 섬뜩한 것이 몰고 오는, 다시 말해 평온한 것과의 투쟁으
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비밀스러운 충만”126)을 포함하고 있다. 

시 짓기를 시작함으로써 예술의 본질이 밝혀지기 시작하고 시 짓는 과
정에서 존재자의 본질 역시 드러난다. 존재자를 진실로 알게 되는 사람은 
존재자들 사이에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정확하게 알게 된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원하는 바를 원하게 되는데, 이런 맥
락에서 앎이 곧 원함이고 원함이 곧 앎이다. 보통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
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얻기 위해 노력한
다. 물론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자신이 

125) 하이데거, 「예술작품의 근원」, 107면.
126) 위의 글 112면.



- 45 -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인간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정립’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주체 중
심적인 결단을 내린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인간이 존재자와는 물론이고 존
재와의 관계에서도 자신이 설정한 ‘거리’를 결코 좁힐 수 없다. 따라서 수
직적인 지배-종속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에서 군림하기 위한 방종의 
결단을 내려버린다. 그 결과 인간은 존재자들의 개방성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해 버리고 존재자 속에 은폐되어 있는 존재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해 버린다. 

실존적인 인간은,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원하는 바가 분명히 있고, 그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그 원하는 바의 본
질을 존재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알아보고’ 만약 자신의 원함이 그 앎과 
상치될 경우, 오히려 자신의 원함을 절제할 줄 아는 결단력을 가지고 있
다. 그렇다면 이제 실존으로서의 인간이 탈존적인 존재자로 스스로를 이행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존재의 비은폐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 단계에서 
말하는 앎으로서의 원함은 하이데거적인 의미에서 볼 때 “‘실존하는 초월’
의 냉철한 결단력”127)이다. 실존 상태에서의 자기 초월이란 “‘작품 속으로 
정립된 것’인 ‘존재자의 열려 있음’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과 그렇게 함으
로써 “자신을 법칙 가운데로 가져”128)오는 것을 말한다. 결국 실존 상태에
서의 자기 초월을 할 수 있는 탈존으로서의 존재자는 예술작품 속에서 일
어나는 진리의 ‘엄청난 것’ 또는 ‘섬뜩한 것’ 가운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서 있을 수 있다. 결국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시 짓기’는 존재의 모습에 
관심을 기울이고 존재를 그 자체로서 조명하는 것이며 결국 존재와 존재
자 전체와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 짓기에
서 수립된 존재 진리가 본질적인 것으로서 드러나고 그 본질적인 것이 존
재 진리를 망각하고 있는 존재자들에게 존재 진리를 상기시켜주는 “인간
의 순수 무구한 본질적 존재 방식”129)이다.

127) 위의 글 98면.
128) 같은 곳.
129) 이수정, 「하이데거의 시인론」, 『하이데거 연구』 제15집, 2007, 4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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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궁핍한 시대의 시인’론

3.2.1. ‘궁핍한 시대’

하이데거가 횔덜린을 거명함으로써 언급하는 ‘궁핍한 시대’130)는 어느 한 
특정 시대의 특정 상황만을 규정하는 한정적 의미의 낱말이 아니라 오히려 
횔덜린을 기준으로 그리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횔덜린을 거쳐 하이
데거가 살았던 시대까지, 하이데거 이후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미래를 
향하여 두루 적용된다. 이에 대해 횔덜린은 자신의 시대를 살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를 진단하며, 도래할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빵과 포도
주」131)에서 신과 신의 결여와 신의 도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테베도 아테네도 시들고 올림피아에는 무기도
황금빛 경기 마차도 소리 내지 않으며
또한 코린트의 배들도 이제 다시는 꽃으로 장식하지 않는가?
어찌하여 오랜 성스러운 극장들조차 침묵하고 있는가?
어찌하여 신에게 바쳐진 춤도 흥겹지 않은가?
어찌하여 신은 인간의 이마에 옛날처럼 증표의 낙인을 찍지 않으며
옛날처럼, 신성으로 맞혀진 자들에게 성스러운 인장을 누르지 않는가?
어쩌면 인간의 모습 띠고 그 스스로 나타나
손님들을 위안하며 천국의 축제를 완성하고 마무리 지을지도 모른다.
                                         - 「빵과 포도주」 부분

130) ‘궁핍한 시대’에 대한 진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하이데거의 ‘궁핍한 시대’에 대한 근본적인 규정을 바탕으로 ‘궁핍한 시대’를 “신성의 
빛이 세계사에서 사라져버려 신을 상실한 사람들이 신의 결여를 더 이상 신의 결여로서 
감지할 수조차 없게 된 그런 암울한 시대의 밤을 가리킨다.”고 해석한 신상희의 진단을 
기본적으로 따른다. 신상희, 「시 짓는 사유: 사유하는 시-하이데거의 횔덜린 시로-」,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40집, 2009, 208면 이하 참조; 박찬국, 『들길의 사상가, 하이
데거』, 24면. “하이데거에게는 단순 소박한 자연을 망각한 채 인위적이고 복잡한 기술
만을 추구하는 우리 시대가 인류 역사상 가장 궁핍한 시대이다.”; 하이데거, 「무엇을 위
한 시인인가?」, 『숲길』, 395면 이하 참조.

131) 횔덜린, 「빵과 포도주」, 『궁핍한 시대에 시인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장영태 옮김, 
유로 2012, 322-3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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횔덜린에 의하면 신과 인간을 맺어준 고리도 느슨해져 버렸고, 신에 대
한 인간의 경외와 인간에 대한 신의 축복을 주고받던 매개체들도 자취를 
감춰 버렸다. 근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신이 인간의 이성 왕국에 감
금당하게 되고, 신이 인간의,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신으로 전락하게 
되며, 마침내 인간의 세계에서 신이 배척되거나 추방되어 버린다. 그 결과 
신은 인간과 사물들에게 있어서 등대로서의 역할도, 중심추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되고, 인간도 신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 더군다나 
인간은 신의 결여와 부재에 대한 사실 자체와 그것에 대한 책임감 자체를 
더 이상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132) 인간의,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신
의 추방이 신의 결여를 낳고, 신의 부재 상태가 지속되면서 인간과 세계를 
받치고 있던 지반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그것이 무너져 내림으로
써 인간과 세계는 끝없는 심연(Abgrund)으로 떨어진다. 니체가 신의 죽음
을 알리는 부고장을 발송한 이후 심연으로의 추락은 가속화되고, 그 속도
에 비례하여 심연도 점점 더 깊어진다.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
으며 그 추락은 심연의 바닥에 닿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 

심연을 의미하는 독일어 단어 Abgrund는 이중적이면서도 이율배반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근거’ 또는 ‘지반’을 뜻하는 명사 Grund에 분리 전
철 Ab-이 첨가됨으로써 한편으로는 ‘근거 또는 지반의 완전한 부재’를 나타
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Abgrund라는 합성명사에서 전철 Ab과 명사 Grund
가 분리 가능하기 때문에 Grund에 붙었던 전철 Ab-이 Abgrund에서 떨어
져 나갈 경우 심연에서 다시 근거가 생길 수 있게 된다. 존재역운의 학습 효
과로 ‘위험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수차례 증명되었다. 신
의 결여와 부재, 신의 죽음은 실제로 신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부재하는 것이 
아니고, 신이 죽었기 때문에 부고를 발송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임의적이고 

132) 하이데거, 앞의 글 396면. “신의 결여란 어떠한 신도 더 이상 분명하게 사람들이나 사
물들을 자기 자신에게로 모아들이지 못하고, 또 그러한 모아들임으로부터 세계사 및 이
러한 세계사에서의 인간적 체류를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신의 
결여에서는 한층 더 불쾌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신들과 신이 멀리 물러나게 될 뿐만 아니
라, 신성의 빛이 세계사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세계의 밤이 궁핍한 시대이다. 왜냐
하면 그 시대는 더욱더 궁핍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시대는 이미 너무도 궁핍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신의 결여를 결여로서 감지할 수조차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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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인 결정 사항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그 결정을 철회할 경우, 신의 충
만함과 편재함, 그리고 살아 있음이라는 본질은 회복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은폐의 비은폐 과정이다. 

문제는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근대화가 절정에 달하면서, 근대와 탈근대
가 공존하면서 신에 대한 결정 자체를 망각한 채 불과 몇 백 년 전에 내린 
인간의 결정을 진리인 양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인
간의 결정을 철회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 결단을 인간이 해야 하고, 인간 
중에서도 하이데거적인 의미에서 ‘시인’이 해야 한다. 지금은 끝없이 추락
하고 있지만, 추락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심연의 바닥은 반드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심연의 바닥에 닿았을 때 그 지점을 새로운 시원을 
위한 근본지반(Urgrund)으로 삼아 추락에서 상승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
다. 그리고 ‘궁핍한 시대에 시인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에 대한 답을 스
스로 해야 한다. 심연에 닿을 수 있는 자, 그리하여 전향을 감행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추락한 만큼 다시 비상할 수 있는 자가 바로 ‘궁핍한 시대’의 
시인이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이러한 감행을 통해 ‘시적 진리’의 밝게 비춤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자라면 어느 누구라도 시인이 될 수 있다. 

3.2.2. 시인의 사명 

모든 예술이 본질적으로 시 짓기이고, 진리가 스스로를 작품 속으로 정
립하는 것이 시 짓기의 과정이라면, 결국에는 시 짓기를 통해 예술작품 속
에 은폐되어 있는 진리가 비은폐의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
한 시 짓기의 주체는 누구인가? 통상의 의미에서 시 짓기는 시인이 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시인은 언어에 대한 전권자 내지 주재자로서 
시 짓기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하이데거가 말하는 시 
짓기에 있어서 그 주체는 반드시 그러한 시인에 국한될 필요가 없다. 언어
도 근원(Ursprung)으로서 주체가 될 수 있고, 존재의 열린 터에서 스스로
의 모습을 밝히는 존재자도 시 짓기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시 짓기의 주체로서 시인은 통념의 시인 개념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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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으로는 초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포괄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하이데
거는 시인 개념을 재구성한다. ‘시적 진리’ 문제의 본질을 규명하고 해명
하기 위해 하이데거는 대표적인 시 짓기의 시인으로 비가 「빵과 포도주」
에서 이 ‘궁핍한 시대에 시인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라고 묻고 있는 횔
덜린(Friedrich Hölderlin, 1770-1843)을 소개한다:

횔덜린은 궁핍한 시대를 살아가는 시인들의 선구자이다. 따라서 이 
시대의 어떤 시인도 그를 능가할 수 없다. 그러나 선구자는 미래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말이 도래할 때에만 현존하게 
되는 그런 미래로부터 다가오는 것이다. 이러한 도래가 순수하게 일
어나면 일어날수록, 그 머무름도 [본래적으로] 현성하게 된다. 다가
오는 것이 예언 속에서 숨겨진 채로 남아 있으면 있을수록, 그만큼 
더 도래는 순수하게 존재한다. [···] 선구자는 추월될 수도 없고, 사
라져버리지도 않는다.133)

시인은 최소한 ‘궁핍한 시대’에 대해, 그 시대의 궁핍함을 가장 먼저 감
지한다. 궁핍한 시대의 현상에 대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며, 궁핍함의 이
유에 대해 가장 철저하게 분석한다. 또한 궁핍한 시대의 심연으로 가장 빠
르게, 가장 깊이 추락하며, 궁핍한 시대에 시인의 사명에 대해 가장 절실
하게 고민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신의 결여 시대에 ‘신들이 살아 있
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이 시대의 궁핍함이 충만함을 위한 준비이고 전제
임을 확신한다. 그래서 ‘궁핍과 밤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는 확신을 가
지고 기꺼이 심연으로 뛰어든다. 비록 시인이 지금은 ‘언제나 기다리며 그 
사이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말할지 나는 모른다.’라고 고백하지만, 머지않
아 심연의 바닥에 닿을 것과 그곳에서부터 다시 비상할 것, 그리고 궁핍한 
‘밤’이 ‘성스러운 한밤’으로 깊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따라서 ‘시인들
은 성스러운 한밤에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나아가는 바커스134)의 성스러

133) 위의 글 469면.
134) 하이데거, 「“···인간은 시적으로 거주한다···”」, 398면에서 하이데거는 디오니소스 신이 

“포도나무와 그 열매 속에 동시에 땅과 하늘의 본질적인 서로 향함을 인간들과 신들을 
위한 결혼 축제의 장소로서 참답게 간직하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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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사제와 같다.’는 친구의 말을 빌려 ‘궁핍한 시대’와 ‘성스러운 한밤’에 
수행해야 할 시인으로서의 사명을 시인에게 부여한다고 하이데거는 해석
한다.135) 

신적인 것은 신적인 것 자체로 본질적이기 때문에 신적인 것을 그냥 그
대로 놔두기만 해도 그것은 신적인 것으로 있다. 하지만 오만하고 ‘교활
한’ 인간들이 자신들의 계산법과 척도에 따라 신적인 것을 마음대로, ‘헛
되게’ 써 버림으로써 신적인 것은 왜곡되고 변질되며, 신의 부재로서 은폐
되기도 하고 신의 결여로서 위장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신 내지 신적인 것
이 인간의 궁핍함에 대해 관여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 것도 
없다. 이런 상태에서 인간들로 하여금 신의 부재 내지 신의 결여 상태, 즉 
시대의 궁핍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시인뿐이다. 그런데 
이때의 시인은 어두운 시대에 혜성 같이 나타나 한 줄기 빛을 밝히는 그
런 ‘시인’이 아니다. ‘다른 이들과 어울릴’줄 아는, ‘단순’하기 때문에 시인
의 ‘무기’나 ‘지략’에 해당하는 특별한 재주나 기술을 갖출 필요가 없는,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 중 한 사람으로서의 시인이다. 이런 맥락에서 ‘시적
으로 거주하는 인간’으로서의 시인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신적인 것 너무도 오랫동안 값싸게 이용되었고

135) 횔덜린, 「빵과 포도주」, 323면: 

그러나 친구여우리는 너무 늦게 왔다. 신들은 살아 있지만
우리의 머리 위 다른 세상에서 그들은 살고 있다.
[···]
따라서 인생은 그들에 대한 꿈이다. 그러나 방황도 졸음처럼
도움이 되며 궁핍과 밤도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영웅들은 강철 같은 요람에서 충분히 자라나고
마음은 옛날처럼 천상적인 것들과 비슷하게 자라나고
그 다음에서 그들은 천둥치며 오리라. 그러나 이러는 사이 자주
우리처럼 친구도 없이 홀로 있느니 잠자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한다.
그렇게 언제나 기다리며 그 사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말할지
나는 모른다. 이 궁핍한 시대에 시인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그러나 시인들은 성스러운 한밤에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나아가는 바커스의 성스러운 사제와 같다고 그대는 말한다.  
                                                     「빵과 포도주」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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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천상적인 힘 소모하면서 그 선한 힘
농 삼아 감사함도 없이 교활한 인간들은
헛되게 써 버리고 있도다. [···]

그러나 아버지 성스러운 밤으로 
우리 눈을 가리시니 우리 머물러도 되는 것.
그는 거칠음을 사랑하지 않도다! 하나 결코
멀리 미치는 밤하늘에 강요하지도 않으시는도다.

너무도 현명한 것, 그래도 좋은 일이다. 우리의
감사가 그를 알고 있을 따름, 그러나 시인 홀로 
감사함 담기 쉽지 않아 기꺼이 다른 이들과 어울리도다.
하여 그가 이해함을 다른 이들이 돕도록.

그러나 시인 어쩔 수 없이 외롭게 신 앞에 서야 할지라도
두려움 없도다. 단순함이 그를 보호해 주며
그 어떤 무기도 지략도 필요 없도다.
신이 결여가 여전할 때까지는.136) 
                                         - 「시인의 사명」 부분

하이데거는 횔덜린의 시 해석을 통해 시인과 신과의 관계를 나름대로 
재정립한다. “시인의 말함은 신들의 도래를 가리키면서, 감추기도 하고 드

136) 횔덜린, 「시인의 사명」, 앞의 책 270-271면. 연구자가 ‘신의 결여가 여전할 때까지’
라고 번역한 부분의 독일어 원문은 “bis Gottes Fehl hilft”인데, 이 부분을 횔덜린, 앞
의 책 514면에서 옮긴이는 “신의 없음이 도울 때까지는”으로 번역을 하고 그 이유를 
밝힌다. 옮긴이에 의하면, 이 부분이 횔덜린 초고를 근거로 했을 때, “신이 우리들 가까
이 머물고 있는 한”으로 번역될 수 있다. 문맥상 ‘그 어떤 무기도 지략도 필요 없도다./
신이 우리들 가까이 머물고 있는 한’으로 번역하는 것이 무난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
만 그럴 경우 이 번역은 신의 결여 문제가 해결되고 시대가 궁핍함을 벗어날 경우 시인
의 ‘무기’ 또는 ‘지략’이 필요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물론 타당한 부분도 있
다. 하지만 연구자는 지금, 즉 횔덜린이 시를 쓰고 있는 그 시점에서 그 시대가 궁핍한 
이유가 신의 부재 또는 신의 결여 때문이고, 그런 ‘궁핍한 시대’ 시인의 사명에 대해 횔
덜린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궁핍한 시대에 시인의 사명은 ‘궁극적’으
로 완수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무기도 지략도 필요 없도다./신의 결여가 여전할 
때까지’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신의 결여가 여전할’ 경우에는 시인
이 아무리 자신의 ‘무기’를 사용하고 ‘지략’을 발휘하더라도, 그것들이 신의 결여 문제, 
다시 말해 시대의 궁핍함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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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기도 하는 신들의 도래가 현상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그
리고 “신들은, 자기들의 도래가 현상하기 위해서, 신들이 현상하는 가운데 
비로소 신들 자신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시인의 말을 필요로 하”137)기 때
문에 시인과 신은, 특히 궁핍한 시대에 시인과 신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
닌 필요충분조건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 이런 맥락에서 시인은 
궁핍한 시대에 맞서고, 궁핍한 시대를 견디면서 신을 노래하고, 그 노래 
소리를 세상 사람들을 향해 들려주는 “신들과 성스러운 것의 필요에 의해 
사용되는 자”138)이다. 

3.2.3. 시의 본질과 시인,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런 시인에게는 이 시대의 궁핍함으로부터 우선 [시인의] 시인다움
과 시인의 소명이 시적인 물음이 된다. 그러므로 ‘궁핍한 시대의 시
인’은 시(Dichtung)의 본질을 고유하게 지어야 한다. 이러한 것이 
일어나는 바로 그 곳에, 아마도 시대의 역사적 운명 속으로 스스로
를 보내는 시인다움이 존재하리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시인들과] 다
른 사람들인 우리는 이러한 시인의 말함(das Sagen)에 귀 기울이는 
것을 배워야 한다.139)

하이데거는 횔덜린을 내세워 궁핍한 시대에 시인의 사명에 대해서 논한
다.140) 하이데거에 의하면 “횔덜린의 시는 시 지음을 ‘현재하는 신들을 부
르기 위해 성스럽게 강요된 채 천부적으로 사용되는 호명함’으로서 그에 
알맞게 안배된 참말 […] 속으로 모아들이고 있”141)는 것이다. 따라서 하이
데거는 횔덜린 시의 본질이 집약되어 있는 문장142), 즉 “1. 시 지음은 [인

137) 하이데거, 「회상」, 『횔덜린 시의 해명』, 191면.
138) 신상희, 「시 짓는 사유: 사유하는 시」, 212면.
139) 하이데거, 「무엇을 위한 시인인가?」, 400면.
140) 하이데거, 「횔덜린 시의 본질」, 『횔덜린 시의 해명』, 63면에서 하이데거는 시의 본질을 

논하면서 횔덜린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횔덜린이 선택된 것은, 그의 작품이 다른 작품
들 가운데 하나의 작품으로서 시의 보편적인 본질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횔
덜린의 시가 시의 본질을 고유하게 시 짓는 시인의 사명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는 유일
한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141) 하이데거, 「시」, 앞의 책 386-387면. 
142) 하이데거, 「횔덜린 시의 본질」, 63면. “횔덜린 시만으로는 결코 시의 본질을 규정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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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창작하거나 영위하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순진무구한 것’, 2. ‘따라
서 모든 보물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인 언어가 인간에게 주어졌다··· 그가 
자신이 무엇인지를 증언하기 위하여···’, 3. ‘인간은 많이 경험하였다./우리
가 하나의 대화이고/서로가 서로에게서 들을 수 있게 된 이래로/천상적인 
것들 가운데서 많은 것이 말해졌다.’, 4. ‘상주하는 것을 그러나, 시인들이 
건립한다.’, 5. ‘이루어 낸 것은 많다. 그러나 인간은 이 땅 위에서 시적으
로 거주한다.’”143)라는 다섯 개의 핵심 명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자
신의 사유하는 시 짓기를 위한 이정표로 삼는다. 

첫째, 횔덜린은 1799년 1월에 어머니에게 쓴 편지글에서 시 짓기를 “모
든 것 중에서 가장 순진무구한 것”144)이라고 한다. 이것에 대해 하이데거
는 “시 짓기가 유희의 겸손한 형태로 나타난다.”145)고 해석한다. 하이데거
는 유희와 “이러저러하게 책임을 떠맡는 결단의 진지함”을 구분하고 그러
한 진지함으로부터 물러나 유희하는 방식으로 시를 짓는 것은 “순전히 말
함과 이야기함에 불과하기 때문”에 “완전히 무해하”고 “아무런 작용도 하
지 않는다.”146)고 하면서 시 짓기의 본질을 나름대로 규명한다. 그리고 아
울러 시 짓기가 “언어의 영역에서 그리고 언어를 ‘소재’로 삼아 자신의 작
품을 창작한다.”147)고 덧붙인다. 그런데 횔덜린에 의하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순진무구한 것’의 영역인 언어가 “모든 보물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148)이 되고, 이것이 바로 시의 본질에 관한 횔덜린의 두 번째 명제가 
된다. 

한 척도로서는 불충분하다. [···] 우리가 시의 본질을 말하면서 어떤 보편적인 개념으로 요약
되는 것을 이해하고, 그 때 그 본질 개념이 모든 시에 대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타당하다고 생
각하는 동안에는 물론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모든 특수한 것에 똑같이 타당한 것이 보편적인 
것은 언제나 무차별적인 것이고 결코 본질적으로 될 수 없는 그런 ‘본질’이다. 우리가 탐구하
는 것은 바로 본질 가운데 본질적인 것이며, 그것은 [···] 결단 속으로 우리를 강요한다.”

143) 위의 글 61-62면. 
144) F. Hölderlin, Sämtliche Werke. Kleine Stuttgarter Ausgabe, hrsg. v. F. 

Beissner, Bd. III, Stuttgart 1953, S. 377. [Dichten ist] “Diss unschuligste aller 
Geschäfte”(이하 횔덜린 전집, 권수, 면수로 표기함.) 

145) 같은 곳.
146) 하이데거, 앞의 글 65면.
147) 같은 곳.
148) 횔덜린 전집, IV, 246면. “Darum ist der Güter Gefährlichstes, die Sprache 

dem Menschen gegeben··· damit er zeuge, was er s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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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데거는 횔덜린의 첫째 명제와 둘째 명제의 양립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언어가 누구의 보물인지, 어느 정도 위험한지, 그리고 왜 보물
인지에 대해 미리 점검한다. 하이데거가 규정하는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터-있음(Dasein)을 확증하고 있다는 바로 그 점에서 존재하는 자”149)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 땅에 귀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증해야”150)한다. 그리
고 이러한 귀속성은 “인간이 상속자이고 모든 사물에게서 배움을 구하는 
자”로서 존재할 때 확보된다. 따라서 인간은 항상 사물들과의 친밀성 즉, 
“투쟁 가운데 있”151)는 사물들이 “투쟁하면서 분열시키고 그렇게 함으로
써 동시에 결속하는 ‘친밀성’”152)을 유지해야 한다. 하이데거가 분석하는 
횔덜린 시에서의 인간 존재는 결국 인간 존재의 확증과 사물들과의 관계
에서 인간 존재의 본래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유로운 결단을 필요
로 한다. 이러한 결단이 바로 역사로서 일어나고,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언어이고, 이런 맥락에서 언어가 인간의 보물
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언어가 ‘가장 위험한 보물’인 이유는 무엇
이며, 가장 위험하다고 할 때 도대체 얼마나 위험한가? 이에 대해 하이데
거는 “존재자에 의한 존재의 위협”을 위험으로 규정하고 “언어는 무엇보
다도 위험의 가능성을 창조하기 때문에 모든 위험들 가운데 위험인 것이
다.”153)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이렇게 가장 위험한 것인 언어가 인간에게 
있어서 보물인 이유에 대해서는 언어가 “존재자의 열려 있음 한 가운데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을 비로소, 그리고 전적으로 허락해 주”154)기 때문이라
고 대답한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오직 언어가 있는 곳에, 세계는 존재하
는데, 세계는 […] 결단과 활동, 행동과 책임, 자의와 소란, 퇴락과 혼란이 
뒤섞여 언제나 스스로 변화하는 그런 영역이”155)고 언어는 “인간 존재에
게 있어서 최고의 가능성을 관할하고 있는 생기-사건”156)인 것이다. 

149) 하이데거, 앞의 글 67면.
150) 위의 글 68면.
151) 같은 곳.
152) 같은 곳.
153) 같은 곳.
154) 위의 글 70면.
155) 같은 곳.
156) 위의 글 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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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횔덜린은 시의 본질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많이 경험하였
다./우리가 하나의 대화이고/서로가 서로에게서 들을 수 있게 된 이래로/
천상적인 것들 가운데서 많은 것이 말해졌다.”157)라는 시구를 소개하면서 
“인간이 하나의 대화”158)임을 강조한다. 이에 대해 하이데거는 인간의 존
재가 분명히 언어에 근거하고 있지만, 대화를 통해 비로소 그 언어의 본질
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대화와 경청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음이 
이제 비로소 서로 함께 말함으로써 생기는 어떤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거
꾸로 그 전에 서로 함께 말함을 위한 전제가 된다. […] 대화할 수 있음과 
들을 수 있음은 동근원적이다.”159)라고 하면서 들음과 말함의 관계를 재구
성한다. 이러한 “대화와 대화의 통일이 우리의 터-있음을 지탱해주”160)기 
때문에 궁핍한 시대에 인간과 신들의 관계도 재정립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런 맥락에서 하이데거는 “신들의 현재와 세계의 현상은 언어가 일어남으로
써 비로소 생긴 하나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은 언어의 일어남과 
더불어 동시에 생긴다. 신들이 명명되고 세계가 말에 이르게 될 때 비로소 
본래적인 대화가 성립하는데, 이러한 대화가 바로 우리들 자신이다.”161)라
고 하면서 대화를 통해 신과 ‘우리들 자신’을 매개하고자 한다. 

넷째, “상주하는 것을 그러나, 시인들이 건립한다.”162) 횔덜린은 이제 
‘상주하는 것’의 의미를 상기시키고, 신과 ‘우리들 자신’을 매개해 줄 매개
자로서 ‘시인’을 등장시키며 ‘건립’의 의미를 규정한다. ‘상주하는 것’에 대
해 하이데거는 한편으로 “휩쓸려가는 것에 대항하여 언제나 서 있도록 데
려와져야만 하는 […] 단순하고 소박한 것”163)으로, 다른 한편으로 “존재
자 전체를 지탱하면서 두루 지배하는 것”으로서 “열린 장 속으로 들어와 
밝혀져야만 하”164)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시인’의 사명에 대해 하이데

157) 횔덜린 전집, IV, 343면. “Viel hat erfahren der Mensch./Der Himmlischen 
viele genannt,/Seit ein Gespräch wir sind/Und hören können voneinander.”

158) 하이데거, 앞의 글 72면.
159) 같은 곳.
160) 위의 글 73면.
161) 위의 글 74면.
162) 횔덜린 전집, IV, 63면. “Was bleibt aber, stiften die Dichter.” 
163) 하이데거, 앞의 글 76면.
164)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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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는 “신들을 호명하고, 모든 사물들을 그것들이 존재하는 그 본질에 있어
서 호명한다.”165)라고 하면서 시인들의 호명함을 통해 존재자가 “존재하는 
그런 것으로서 부름을 받”166)고 “존재하는 것으로서 알려지게 된다.”167)고 
본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결국 ‘상주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혼란스러운 것으로부터 포착될 수 없듯이 존재는 결코 존재자가 
아니고 계산될 수도 파악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물들의 존재와 본
질은 “자유롭게 창조되고 정립되고 선사되어야만 하는데, 그러한 자유로운 
선사가 바로 건립이다.”168) 

마지막으로 횔덜린은 「쾌청한 창공에는…」에 나오는 다섯 번째 시구, 즉 
“이루어 낸 것은 많다. 그러나 인간은 이 땅 위에서 시적으로 거주한다.”169)

를 소개함으로써 ‘시’의 본질 영역을 확대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횔덜린은 
‘시인’과 세계의 밤을 함께 보내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명함으
로써 궁핍한 시대에 시인의 사명을 짊어질 젊은 시인들 또는 청년 시인들의 
숫자를 늘리는 방식의 전략을 취한다.170) 

오직 고된 수고뿐인 삶이라도,
인간은 우러러보며 이렇게 말해도 되는가?

165) 같은 곳.
166) 같은 곳.
167) 위의 글 76-77면.
168) 위의 글 77면. 
169) 횔덜린전집, VI, 24면. “Voll Verdienst, doch dichterisch wohnet/Der Mensch 

auf dieser Erde.”  
170) 횔덜린, 「젊은 시인들에게」, 앞의 책 246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어쩌면 우리들의 예술 성숙해지리라.
그렇게 오랫동안, 젊은이들처럼, 끓어올랐으니
곧 아름다움의 고요함에 이르리라.
하니 마치 그리스의 시인들 마냥 오로지 경건하여라!

신들을 사랑하며 필멸의 인간들을 우애롭게 생각하라!
서리를 대하듯 도취를 미워하라! 교훈하며 서술하지 말라!
대가들이 그대들을 두렵게 하거들랑,
위대한 자연에 조언을 구할 일이다. 
                                                      - 「젊은 시인들에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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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존재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 아직 자애로움이,
즉 순수한 자애로움이 마음에 지속하는 한,
인간은 불행 중 다행으로 자신을
신성에 의해 가늠한다. 신은 미지의 존재자인가?
신은 하늘처럼 드러나 있는가?
나는 차라리 그렇다고 믿는다. 인간의 척도란 그런 것.
많은 공적, 그러나 인간은 이 땅 위에서
시적으로 거주한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별들이 가득한 밤의 그림자가
신성의 형상이라 불리는 인간보다 더 순수하지 않은가.
대지 위에 척도는 있는가?
아무런 척도도 없다.
                                    - 「쾌청한 창공에는…」 부분

이 시에서는 일종의 ‘도약(Sprung)’이 일어난다. 심연으로부터의 전향 
내지 탈출을 위해서는 궁핍한 시대의 일반 법칙에 저항하고 질서 전반에 
역행할 수 있는 인간의 의지적인 작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시인’의 결단에 의해 가능해진다. 그래서 시인은 궁핍한 땅 위에서 ‘시적
으로 거주’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이 땅 위에서/시적으로 거
주한다.’라고 했을 때 인간 일반 또는 인간 전체를 의미하는 ‘인간’이 ‘시
적으로 거주’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며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하이데거에 의하면 시 짓기는 “신들과 사물들의 본질을 건립하면서 호
명하는 행위”171)이고, ‘시적으로 거주한다.’는 것은 “터-있음이 자신의 근
본 바탕에 ‘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즉 “신들의 현재 안에 서 있으면서 
사물들의 본질 가까이에 관련되어 있음”172)을 뜻한다. 따라서 시 짓기 내
지 ‘시적으로 거주하기’는 인간이 근거 짓고 이룩해 낸 공적이 아니라 “일
종의 선사”173)이다. 하지만 횔덜린은 시의 본질과 관련해서 분명히 ‘많은 
공적, 그러나 인간은 이 땅 위에서/시적으로 거주한다.’라고 공언한다. 이

171) 하이데거, 앞의 글 79면.
172) 같은 곳.
173) 같은 곳. 



- 58 -

에 하이데거는 ‘건립’과 ‘선사’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시적으로 거주한
다.’에서 ‘시적으로’와 ‘거주하다’라는 개념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
하다고 판단한다. 일반적인 의미의 ‘거주함’이란 인간의 여러 가지 삶의 
방식 중 하나, 말하자면 의식주 가운데 주(住)에 해당하는 삶의 방식이다. 
하지만 ‘시적으로 거주한다.’라고 했을 때의 ‘거주함’은 ‘시적으로’라는 부
사의 역할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고, 그 때문에 통념을 넘어서게 되는
데, 그것에 대해 하이데거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다:

아마도 이 둘[‘시적으로’와 ‘거주함’]은 서로 화합한다. 그 이상이다. 
어쩌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지탱해준다. 말하자면 이것, 즉 거주함
은 저것, 즉 시적인 것 안에 바탕을 두고 있다. […] 거주함과 시 짓
기를 그것들의 본질로부터 사유할 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요구를 막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평소에 인간
의 실존이라고 부르는 것을 거주함으로부터 사유한다. […] 횔덜린이 
거주함에 대해 말할 때, 그는 인간적인 터-있음의 근본 특징을 살펴
본다. 그리고 그는 ‘시적인 것’을 이렇게 본질적으로 이해된 거주함
과의 관계로부터 통찰한다.174) 

이제 인간은 실존이라고 부르는 것을 거주함의 본질로부터 사유하라는 
요구에 응하고 거주함으로서 시 짓기의 본질을 도약으로 사유하라는 요구
를 받아들인다. 이제 인간은, ‘나도 존재하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대
해 ‘순수한 자애로움이 마음에 지속하는 한’ 자신 있게 ‘그렇다’라는 대답
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인간은 불행 중 다행으로 자신을/신성에 의해 가늠
한다.’ 여기에서는 신이 ‘미지의 존재’이든 ‘하늘처럼 드러나’있든 상관이 
없다. 신이 배척당하고 추방당한 ‘궁핍한 시대’의 밤에는 신을 보려고 해
도 볼 수 없고, 신을 알려고 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신을 원할 수도 없
다. 하지만 궁핍한 밤에서 성스러운 한밤으로 상승 내지 도약한 상황에서
는 신의 존재가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신성이 인간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그 결과 인간은 신성에 따라 ‘시적으로 거주한다.’ 

그런데 ‘인간은 시적으로 거주한다.’라는 표현이 ‘많은 공적, 그러나 인

174) 하이데거, 「“···인간은 시적으로 거주한다···”」, 245-246면.



- 59 -

간은 이 땅 위에서/시적으로 거주한다.’라는 표현으로 구체화되었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보다 더 확대되고 본질적이 된다. ‘많은 공적’은 ‘짓
기(Bauen)’와 관련 있는 통상적인 인간의 업적175)을 말하는데, 그것들은 
‘시적으로 거주한다.’에서의 거주함과는 본질적으로 구분된다. 물론 인간의 
‘많은 공적’이 ‘거주함’의 일종인 ‘짓기’의 필연적인 결과이지만, 그것이 시
적인 거주함의 근거가 되거나 시적인 거주함에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아
니다. 또한 ‘이 땅 위에서’라는 표현은 ‘시적으로 거주함’의 실행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을 함축하는데, 보통 ‘시적인 것’을 협의의 시문학적인 것으로 
이해할 경우, ‘시적인 것의 거주함’은 현실 너머 공상 내지 환상의 영역에 
속한다. 하지만 ‘많은 공적, 그러나 인간은 이 땅 위에서/시적으로 거주한
다.’에서 분명 시인이 아닌 ‘인간’이, 상상의 세계가 아닌 현실에서 ‘시적
으로 거주한다.’라고 함으로써 횔덜린은 다음과 같이 시 짓기의 본질과 시
적으로 거주함의 본질을 밝힌다:

시 짓기는 땅을 떠나거나 혹은 땅 위를 떠돌기 위해, 땅을 넘어 날아
오르거나 넘어서지 않는다. 시 짓기는 오히려 인간을 비로소 땅을 향
해, 땅에게로 가져오며 이로써 인간을 거주함 안으로 데려온다.176)

이제 인간은 ‘시인’이 된다. 시인으로서의 인간은 땅 위에 굳건히 서서, 
다시 말하면 현실에 두 발을 단단히 딛고 궁핍한 시대의 깜깜한 밤을 견
딘다. 인간의 터-있음에서 시적으로 거주하게 된 인간은 심연으로의 추락
과 심연의 밑바닥을 치고 상승하는 시인의 대열에 동참한다. 그러한 인간
의 숫자가 점점 많아져야 심연이 다시 지반이 된다. 심연(Abgrund)이 지
반으로부터의 이탈 또는 지반의 붕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탈되
고 붕괴된 지반을 본래의 모습대로 복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175) 위의 글 249면. “돌봄과 보호(colere, cultura)는 짓기(Bauen)의 한 양식이다. […] 성장
을 통해 생성되거나 존립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건립함으로써 건축이라는 의미의 짓기
(Bauen)이다. 이런 의미에서의 건축물과 건축된 것은 건물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손에 의해, 
인간의 행위를 통해 만들어진 모든 작품들이기도 하다.”

176) 위의 글 250-2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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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하이데거의 ‘시적 진리’

3.3.1. ‘시적 진리’

하이데거의 ‘시적 진리’의 본질에 다가가 그것을 비은폐하기 위해서는 
전승된 사유 방식을 하이데거의 방식으로 ‘해체’해야 한다. 하이데거에 의
하면 우리가 표상하는 개념적인 사고만을 지식으로 여기고 사고할 경우 
존재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존재 진리의 본질 해명을 
위해서 하이데거는 비-개념적으로 사유하기를 요구하는데, 바로 시가 비개
념적이고, 유동적이고, 비-재현적인 방식으로 존재에 관계하기 때문에 하
이데거의 사유에 있어서 시는 ‘탁월한’ 방식으로 존재 진리 해명에 동원된
다. 시 짓기의 과정은 다름 아닌 하이데거 방식의 사유의 여정을 하이데거
가 미리 세운 이정표에 따라 함께 걷는 것이다. 시는 사유로 하여금 존재
가 가장 밝게 드러나는 곳에 ‘거주’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사유함으로
써 존재자를 밝히는, 환하게 비추는 존재의 한 가운데 있게 한다. 시는 시 
짓기의 방식으로 존재와 관계를 맺을 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가 스스
로를 존재에게 진실로 열어 보일 경우, 존재가 존재 고유의 방식으로 자신
을 사유에게 드러내는 것처럼 더욱 더 시적이 된다. 

시적인 것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하이데거는 시 짓기와 사유하기의 관계
와 더불어 사유와 언어의 관계를 보다 본질적으로 해명하고자 한다. 언어
가 사유를 유발한다거나 사유에 의해 언어가 발원한다는 식으로 닭과 달
걀의 우선성을 놓고 다투는 것은 본질적인 사안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하
지만 사유하는 시인과 시 짓는 언어와의 관계에 있어서 언어가 시인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지, 시인이 시어를 선택하는지의 여부는 매우 중요
하다. 언어는 언어 자체의 고유한 논리 속에서 스스로를 생성하고, 성장시
키며 완성시킨다. 따라서 인간이 언어의 주인이 아니라, 언어가 언어의 주
인이고, 심지어 인간의 주인이 된다. 이 말을 하이데거 방식으로 다시 하
면, ‘언어가 존재의 집인 것이다.’ ‘시적 진리’와 관련해서 사유와 언어는, 
존재가 스스로를 존재 자체로서 드러내는 ‘시적 진리’의 비은폐 방식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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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여, 사유가 언어를 드러내기 위해 기다리고, 언어가 사유를 데리고 와
서 펼치는, 서로 배려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견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사유는 일종의 계산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사유 방식으로부터 탈
피해야 한다. 이 말은 계산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사고와 “결정적으로, 유례
없이, 그리고 갑자기 단절하는 것”177)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렇게 단호하
게 단절을 감행한 후에는 여타의 형이상학적인 추정 작업을 멈추고 형이
상학적인 사유 자체가 발원된 본래의 영역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지금까지 서구의 형이상학적인 사유의 도상에서 수많은 사상가들이 자
신만의 길 위에 나름대로의 표식을 해놓았고,178) 이제 하이데거도 그 길 
위로 합류한다. 하지만 하이데거는 더 이상 미리 나 있던 그 외길을 연장
하는데 급급해 하지 않는다. 오히려 외길의 시원으로 돌아가 그 길의 출발
지점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그 길을 기반으로 삼아 새로운 길을 열고, 
그 새길 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다. 하이데거에게 사유의 최초 지점으
로 되돌아간다는 것의 의미는 양가적이다.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라는 퇴행
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의 도약이라는 생산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외길 사유의 도정에서 그 길의 출발지점, 즉 형이상학적인 
사유의 근원으로 되돌아가 그것을 관통하는 사유의 전 과정과 구조를 점
검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그것을 과감하게 청산하기도 해야 한다는 것이 
하이데거의 시적 진리 해명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이고 근본적인 전략이다.

‘시적 진리’와 관련해서 하이데거의 철학을 논한다고 할 때, 하이데거가 
말하는 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 규정적이고 확정적이며 고정적인 정의를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적 진리’와 관
련 있는 하이데거의 철학적 인식을 규명하는 작업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이데거의 철학적 인식이 “보통 때 만나지 못하는 존재의 ‘특이

177) G. Rae, op. cit., p. 249. 
178) 하이데거, 「‘신은 죽었다’는 니체의 말」, 『숲길』, 10면에서 하이데거는 이런 맥락에서 

“형이상학은 […] 결코 어느 한 사상가의 이론을 가리키지 않는다. 사상가는 그때마다 
형이상학 속에서 저마다 자신의 철학적 근본 입장을 갖는다. 이런 까닭에 형이상학은 
각각의 사상가의 이름 속에서 말해질 수 있다. 그러나 [···] 형이상학의 본질에 따르면, 
[···] [형이상학이] 그 사상가의 소유물에 불과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자신의 입
장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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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면에 대한 직관으로부터 생”179)기고, ‘특이한 것’으로서 하이데거 철학
이 “존재의 숨겨지거나 무시된 면에 대해 종종 의문을 제기하는 일”180)을 
전적으로 도맡아 하며, 하이데거의 철학 자체가 “존재를 향하도록 지
시”181)하기 때문에 하이데거는 한편으로 철학이 다른 학문들 보다 어렵고, 
철저하며, 기초적이고 전체적이라고 본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하이
데거는 ‘시적 진리’ 개념과 관련해서 사유가 존재와의 관계에 있어서 “비
구상적이고 비개념적”182)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바로 이러한 하이데거 
철학의 양가적인 고유성으로부터 ‘시적 진리’라는 개념이 도출된다. 

‘시적 진리’는 알레테이아로서 시 짓기의 본질과 철학의 본질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이제 철학이라는 사유의 도상에서 ‘시적 진리’ 해명을 위
한 하이데거의 이정표가 세워진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철학과 형이상학은 
본질적으로 같다. 따라서 모든 위대한 철학은 동등한 자격으로 그 자체가 
하나의 진리로서 자리를 잡는다. ‘시적 진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철학의 
본질이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될 때, 그 철학은 본질적으
로 형이상학이고 진리인데, 이러한 진리에 대한 본질적인 활동이 바로 시 
짓기이다. 그리고 “사유할 만한 귀중한 것을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
것이 곧 사유함이다.”183) 이렇게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시 짓기와 사유함은 
서로 ‘다르면서도 동일한’ 것이다. 

3.3.2. 세계와 대지 간 투쟁으로서의 ‘시적 진리’

하이데거의 ‘시적 진리’가 보다 생동감 있게 구체화되는 것이 바로 하이
데거가 풀어 놓는 ‘세계와 대지의 투쟁’ 관계이다. 이 투쟁 관계는 말하자
면 하이데거가 은폐와 탈은폐, 그리고 비은폐의 관계를 좀 더 쉽게 설명하
기 위해 고안한 장치이다.184) 보통 하이데거의 세계와 대지의 관계를 설명

179) G. Rae, op. cit., p. 238. 
180) ibid.
181) ibid.
182) G. Rae, op. cit., p. 239. 
183) 하이데거, 「말」, 『언어로의 도상에서』, 신상희 옮김, 나남 2012, 327면.
184) 임홍배, 「‘대지의 말없는 부름’에 귀기울이기-하이데거의 『예술작품의 근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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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 반 고흐의 작품 「한 켤레의 신발」(1886)이 동원되는데, 이 작
품에 대한 하이데거 고유의 해석은 하이데거의 존재 진리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지침이 된다.185) 그렇다면 하이데거가 말하는 예술 진리 또는 ‘시
적 진리’가 드러나는 과정인 세계와 대지의 투쟁 관계를 또 하나의 예술작
품인 그리스 신전186)에 대한 하이데거의 해석을 살펴봄으로써 좀 더 구체
화해 보자. 

회화 형식의 예술작품과 달리 건축물로서의 예술작품은 세계와 대지의 
투쟁 관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나타낸다. 그리스 신전은 대지 위에 우뚝 솟
아올라 있다. 신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신성을 강하게 느낀다. 그
리고 그 신전이 서 있는 곳 주변은 신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곳보
다 훨씬 더 신성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에 대해 하이데거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어떤 하나의 건축 작품, 예를 들어 그리스의 신전은 아무것도 모사
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산산이 갈라진 험난한 바위 계곡 한가운데 
우뚝 서 있을 뿐이다. 이 건축 작품은 신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
며, 이렇게 은닉된 그 모습을 열어진 주랑을 통해 성스러운 신전의 

여」, 『카프카연구』 제30집, 2013, 268면에서 임홍배는 비은폐와 탈은폐를 구분하고 
“하이데거는 플라톤의 동굴의 우화에서 유래하는 aletheia 개념을 원용하여 진리의 본
성을 감추어진 것의 열림을 뜻하는 비은폐성(Unverborgenheit)으로 사유한다.”고 규정
한다. 그러면서 이 비은폐성이 “감추어진 것의 ‘남김 없는 드러남’(Entborgenheit)으로 
오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한다.

185) 하이데거, 「예술작품의 근원」, 45-46면. “예술작품이 신발이라는 도구가 진실로 무엇
인지 알게 해 주었다. […] 여기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작품 속에서(im Werk) 
무엇이 작용하고 있는가(am Werk sein)? 반 고흐의 그림은 도구, 즉 한 켤레 농촌 아
낙네의 신발이 진실로 무엇으로 존재하는지(was ist)를 밝혀주고 있다. 신발이라는 존재
자가 자기 존재의 비은폐성 가운데로 나타난 것이다. […] 즉 한 켤레 농촌 아낙네의 신
발이 작품 속에서 자기 존재의 빛 가운데로 들어 선 것이다. 존재자의 존재는 지속적으
로 밝혀지는 그런 열린 장소에 이르게 된다.”

186) 헤르만, 앞의 책 206면. “예술작품으로서의 신전이 보여주는 것은 신전에 대한 명명, 
즉 신전 속에서, 그리고 신전을 통해서 존재자의 비은폐성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한 해명은 반 고흐 회화에서의 진리 사건에 대한 해명과 동일한 구조를 보여준다.”; 
신상희, 「하이데거의 예술론」, 『인문과학(성균관대학교)』 제41집, 2008, 172면에서 신
상희는 그리스 신전에 대해 “그리스 신전은 회화처럼 어떤 것을 단순히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신이 그의 현존의 개방성 안으로 들어서도록 신에게 봉헌된 성스러운 건축물
이다. […] 신전은 […] 세계와의 연관 속에서 드러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
로는 대지와의 연관 속에서도 제시되고 있다.”고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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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내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신전을 통해 신은 신전 속에 [본원적
으로] 현존하고 있다. 신의 이러한 현존(Anwesen)은 그 자체 성스
러운 영역으로서의 경내를 확장하는 동시에 그것을 경계 짓는다. 하
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전과 성역이 무규정적인 것 속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신전으로서의 작품이 비로소 [인간들이 살아가
야 할 삶의] 행로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삶의] 연관들을 자
기 주변으로 모아들이고 이어주면서 그것들을 통일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행로와 연관 속에서 탄생과 죽음, 불행과 축복, 승리와 굴욕, 
흥망과 성쇠가 인간 존재에게 숙명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187)

이러한 해석을 지침으로 삼아 신전과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지반, 성역, 
신성함, 그리고 신의 개념이 어떻게 은폐되고 비은폐되는지를 살펴본다. 
신전은 이제 더 이상 ‘~에 대한 모방’의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의 
이면 또는 배후에 대해 탐험하거나 그것을 찾아 정처 없이 항해할 필요가 
없다. 신전은 그저 그곳에 ‘우뚝 서 있는 것’으로서 충분하다. 그리고 신전
과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지반은 놓여 있는 것이 세워질 수 있는 ‘터’로서 
거기에 있다.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에 놓다(legen)’와 ‘~에 세우다(stellen)’는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행위로서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다르면서도 동일한 
것이다. 물론 어떤 것을 둘 중에 한 가지 방식으로, 말하자면 가로로 놓을 
수도 있고, 세로로 세울 수도 있다. 하지만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이 둘은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라 둘 중 어느 하나가 없을 경우 나머지 다른 하
나도 불가능한 관계가 된다. 다시 말하면 가로로 놓여 있는 것만이 세워질 
수 있고, 세워져 있는 것만이 가로로 놓일 수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신전
을 바탕으로 하이데거가 말하는 ‘시적 진리’의 은폐와 비은폐 관계 및 그 
과정이 설명될 수 있다. 

비은폐로서의 진리는 반드시 은폐를 전제로 한다. 신전 건축물의 구성 
요소들이 각 부분별로 대지에 널브러져 있다가 건축물의 토대 위에 세워
지면서 건축 작품으로 탄생된다. 이 과정을 다르게 표현하면 육중한 건축
물을 떠받치고 있는 초석으로서 은폐된 암석은 그 위에 건축물이 세워짐

187) 하이데거, 앞의 글 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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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런 맥락에서 건축물이 세워지면서 
드러나는 것은 은폐된 것을 이중적으로 비은폐함인데, 이래저래 놓여 있던 
것들이 하나하나 짜 맞춰져 세워짐으로써 신전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하
나이고, 건축물이 굳건하게 섬으로써 그 건축물을 떠받치고 있던 은폐된 
것의 존재가 증명되는 것이 나머지 하나이다. 건축 작품이 암반 위에 고요
히 머물러 있을 뿐인데, 그 건축물에 의해 수많은 존재자들의 존재함이 증
명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하이데거는 은폐와 비은폐를 다음과 같이 
구상적으로 설명한다:

건축 작품은 자기 위로 몰아치는 세찬 바람에 저항함으로써 비로소 
그 바람이 지닌 위력 자체를 내보여준다. 암반의 광택과 빛남은 [···] 
한낮의 밝은 빛과 하늘의 넓음과 밤의 어두움을 비로소 나타나게 한
다. [신전]은 우뚝 치솟아 있음으로써 허공의 보이지 않는 공간을 보
이게 한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 건축 작품의 확고부동함이 밀려
드는 바다 파도에 맞설 때, 건축물의 견고함으로 인해 밀물의 광란
이 드러날 수 있다. 나무와 목초, 독수리와 황소, 뱀과 개구리가 비
로소 그것들 자신의 선명한 모습 속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그것들은 
본래의 모습대로 나타나게 된다.188)

신전과 성역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고 신전과 신의 존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신전이 암반 위에 고요히 머물러 있을 뿐인데, 
신전이 우뚝 서 있게 됨으로써 그 주변이 성역이 된다. 신전 속에서, 신전
을 통해 신성함을 느낄 수 있고, 그 신성함 속에서, 신성함을 통해 신의 
존재가 본질적으로 드러난다. 결국 신전으로 인해 주변과 주변의 사물, 주
변의 생물, 그리고 신의 존재가 드러나는 셈이다. 신전으로 말미암아 세계
가 열리는 것이다. 또한 신전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즉 신전의 재
료든, 건축물의 각 부분이든, 그것들이 가로로 놓여 있다가 세로로 세워짐
으로써 건축물이 된다. 

이렇게 “은폐되어 있다가 ‘그곳으로부터 나와서 우뚝 솟아오르는 것
(Herauskommen und Aufgehen)’ 자체 또는 이러한 행위 전체”189)가 

188) 위의 글 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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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그리스인들이 말하는 퓌시스(Φύσις)이다. 세계이다. 그리고 이 퓌시
스가 바로 인간이 본래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삶의 터전, 즉 대지이다. 퓌
시스가 곧 세계이고 대지이다. “신전이라는 건축 작품이 거기에 서서 세계
를 열어 놓는 동시에 [대지의 품으로] 되돌아가 그 세계를 대지 위에 세운
다.”190) 이때 세계는 “세계는 세계화한다.(Welt weltet.)”191)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세계는 우리 앞에 놓여 있어 관망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결코 아니다. 탄생과 죽음, 축복과 저주의 궤도가 우
리를 존재[의 열린 장] 속으로 밀어 넣고 있는 한, 세계는 언제나 비대상
적인 것이며, 그 안에 우리는 예속되어 있다.”192) 이처럼 하이데거에게 있
어서 세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세계 개념과 다르다.193) 

하이데거가 말하는 세계는 대지와의 관계에서 비로소 열리고, 열리면서 
동시에 대지에 의해 닫힌다. 그리스 신전이 하나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하이데거에 의하면, 그리스 신전이 세워짐으로써 비로소 열리는 것
들이 있고, 그리스 신전 자체가 존재자의 열린 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전이 건립되면서 세계가 열리는 동안 모든 사물들은, 그것이 

189) 같은 곳.
190) 위의 글 56면.
191) 위의 글 60면.
192) 같은 곳; 하이데거, 『세계상의 시대』, 41면 이하에서 하이데거는 같은 맥락에서 세계에 대

해 “세계는 여기서 존재자 전체를 가리키고 있다. 세계라는 명칭은 코스모스, 자연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세계에는 역사도 속한다. 그러나 자연과 역사, 그리고 스스로 밑으로 흐르고 위
로 솟구치며 상호 관통하는 양자가 세계의 전부는 아니다. 이 명칭으로는 세계 근거가, 그리
고 세계와 여러 근거의 관계가 어떻게 사유되는지가 이미 함께 생각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193) 김유중, 앞의 책 156면, 주 16 참조. 하이데거의 세계 개념에 대해, 그 의미를 전체
적으로 통합해서 설명하기도 하지만 하이데거의 사유를 전기와 중기, 후기로 나누어 세
계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하이데거 전기에 해당하는 『존재와 시간』에서의 세계는 현
존재의 구체적인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그 연관 속에서 성립되는 관계 중심의 세계라는 
의미가 강한데, 중·후기로 넘어온다고 해서 이러한 의미의 세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중
기에 해당하는 「예술작품의 근원」에서의 세계는 작품을 통해 어떤 새로운 존재 지평을 
여는 것, 혹은 그러한 충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중기의 세계는 특히 대
지와의 투쟁 관계에서 존립가능하다. 그리고 후기에 해당하는 『사물』에서는 세계가 ‘사방 
세계’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모든 존재의 본질적인 존재 가능성이 이 세계 속으로 모여든다. 
이러한 하이데거의 세계 개념과 관련해서 본 논문에서는 시기에 따른 특별한 구별 없이 
필요에 따라, 예를 들면 하이데거 존재론에서는 전기의 세계 개념을, 하이데거 예술론
에서는 중기의 세계 개념을, 그리고 하이데거 횔덜린과 릴케 시 해석에서는 후기의 세
계 개념을, 그리고 때로는 통합적인 세계 개념을 적재적소에 맞게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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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든, 햇빛이든, 초목이든, 벌레든 상관없이, 그 신전에 대해 머무름과 
움직임, 멀고 가까움, 넓고 좁음, 시끄러움과 조용함, 신성함과 불경스러움 
등의 특성을 부여받는다. 신전에 의해 열리는 세계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모여 있고, 모든 기준이 마련되며, 모든 존재자들이 더불어 존재한다. 하지
만 만약 신전이 건립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신전이 가지는 세계는 세계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건축가가 건축 예술을 탄생시키기 때문에 건축 
예술이 열어 보이는 세계의 근원이 건축가라는 이야기는 불필요하다. 하이
데거가 말하는 예술 진리 문제는 예술작품과 세계, 그리고 대지와의 투쟁 
관계를 밝혀 드러내는 것이지 현상에 대한 본질을 추구하고, 그것이 현상의 
근원임을 밝히는 전승된 형이상학 내지 철학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신전이 세워짐으로써 세계가 열렸다면 신전이 세워짐으로써 대지는 어
떻게 열리고 닫히는가? 작품은 세계를 열면서 동시에 대지를 세계의 열린 
곳 안으로 데리고 와서 붙잡아 둔다. 신전을 예로 들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신전이 건축물로 건립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료도 필요
하고 터도 필요하다. 대지는 재료의 공급처이기도 하고 터이기도 하다. 재료
의 공급처로서 대지는 신전이 건립되면서 스스로를 열고 닫는다. 화강암으로 
만든 신전이 세워지려면 대지로부터 우선 그 재료인 화강암을 공급받아야 한
다. 그런데 재료로서의 화강암은 신전 건축물이 되면서 신전 건축물의 육중
함에 갇힌다. 그리고 신전 건축물이 세워지기 전, 각 부분 별로 완성된 부속
물은 대지 위에 널브러져 있는데, 이렇게 부분별 건축물이 가로로 놓여 있는 
터가 바로 대지의 열림이다. 건축물이 대지 위에 우뚝 세워짐으로써 열린 터
로서의 대지가 오히려 건축물에 갇히게 되는 셈이다. 이런 맥락에서 하이데
거는 대지를 “거기로 작품이 되돌아가 자기를 세우게 되는 그곳, 다시 말해 
이렇게 되돌아가-자기를-세우는 가운데 작품이 [그것을 그것 자체로서] 나타
나게 하는 바로 그것”194)이라고 규정한다. 이렇게 “나타나면서[솟아나오면
서]-감싸주는[간직하는] 것(das Hervorkommend-Bergende)”으로서의 대지
는 “그 무엇에 의해서도 전혀 강요되지 않은 채 고단함이 없이 지치지 않는 
것(das zu nichts gedrängte Mühelose-Unermüdliche)”195)이다. 

194) 하이데거, 「예술작품의 근원」, 62면.
195)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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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는 본질적으로 강요에 의해 열릴 수 없다. 대지는 지속적으로 은폐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인식되고 보존되는 곳에서만 저절로 열리면서 밝
혀지고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대지의 모든 사물들은 대부분 물
밀 듯이 밀려들지만 본질적으로 상호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대지에서 서로 
뒤섞이지 않는 법이다. 말하자면 사물들이 대지 내부에서 기인되고 자기 경
계를 스스로 지킬 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현존하는 것들 스스로가 자신의 
범위를 정하면서 스스로를 은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아무리 
물밀 듯이 밀려들어와도 뒤죽박죽되지 않는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모든 사
물들에게는 본질적으로 똑같이 스스로를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이것이 소
위 말하는 대지의 법칙이고 이 법칙만이 지켜지면 대지는 스스로 자신을 드
러낸다. 이렇게 볼 때 대지는 자기 자신에게 위협적이거나 자신을 무모하게 
침입하는 것에 대해, 그것이 무엇이든 용납하지 않고 파괴해 버리는 법칙 
또한 포함하고 있다. 인간이 기술과 과학의 발달에 편승하여 발견, 개발, 
개척 등의 명목으로 대지를 마구 열려고 건드릴 때도 마찬가지이다. 

근대의 인간은 모든 것을 이성으로 이해하고 설명함으로써 모든 것을 드
러내려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은폐하려고 하는 대지를 억지로 열어 보인다. 
인간은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으로 삼아 자연에 속하는 다른 모든 것을 지
배하고 그것들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고집하고 고수한다. 자연을 개발한다
는 명목으로 자연에 개입하고, 문명화를 명목으로 원주민을 장악하고, 인간
의 행복한 삶을 위해 동·식물의 생명을 담보하는 등, 인간은 대지의 다른 
모든 사물들과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인본주의라는 잣대만을 절대시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세계에 속하는 모든 사물들이 대지 속으로 함께 밀려들 
경우,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혼란과 혼동이 발생할지 충
분히 예측할 수 있다. 결국 대지의 법칙을 어긴 것에 대한 대가를 인간이 혹
독하게 치러야한다. 대지는 본질적으로 스스로를 은폐한다. 대지를 불러 세
운다(her-stellen)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은폐하는 대지를 억지로 열어젖
히는 것이 아니라 대지를 열린 곳으로 데리고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그리스 신전을 중심으로 예술작품과 세계, 그리고 대지의 관계
를 살펴보았다. 예술작품의 작품 존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두 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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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하나의 세계를 열어 세우는 것과 대지를 불러일으키면서 동시에 은
폐하고 감싸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특성이 짝을 이루고 함께 어우러질 
때 작품 존재는 본질적으로 조화를 이룬다. 그렇다면 예술작품과 세계, 그
리고 대지의 관계에서 예술작품의 탄생을 위해 세계와 대지는 어떻게 작
용하는 것일까? 가로로 누워있던 신전의 부속품들이 하나하나 세로로 세
워지면서 건축물을 떠받치고 있는 지반은 대지 속으로 감추어진다. 이렇게 
대지가 지반을 감싸게 되면 비로소 그 위로 건축물이 솟아오르고, 그렇게 
우뚝 솟아오름으로써 세계가 열린다. 세계가 열리면서 동시에 대지는 그 
세계를 자신의 품 안에 감싼다. 이러한 운동의 반복이 바로 예술작품의 탄
생으로 이어지고 예술작품의 존재 본질이 된다.

“세계와 대지의 대립은 어떤 하나의 투쟁이다.”196) 하이데거가 세계와 
대지의 관계를 일종의 투쟁 관계로 보는 이유는 세계와 대지가 동시에 열
리거나 닫히는 법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와 대지는 투쟁을 통
해 서로의 기를 북돋아주고 서로를 서로에게서 해방시키며 동시에 서로가 
서로를 감싼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투쟁을 통해 세계는 가장 세계적이 되
면서 가장 본질적이 되고, 대지는 대지의 본질에 가장 가까워지면서 대지 
자체가 된다. 작품 본질에 관한 투쟁에서도 세계든 대지든, 세계 편에 서
든, 대지 편을 들어주든, 각각 ‘투쟁’하는 존재가 있고, 그것들은 각각의 
본질에 대해 당당하게 자기주장을 함으로써 세계는 가장 세계적으로, 대지
는 가장 대지에 맞는 예술작품을 산출한다. 그때까지는 세계와 대지가 한
편으로는 치열하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그리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격렬하게 투쟁을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세계와 대지는 그것들이 생
겨난, 숨겨진 근원적인 것 속으로 스스로를 내맡기면서 작품 속에서 공속
한다. 이것이 바로 하이데거가 말하는 ‘세계와 대지 간 투쟁’의 본질이다:

투쟁 속에서만 각자는 [각자를 지탱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넘어 서
로의 상태를 지탱해준다. 그리하여 투쟁은 언제나 더욱 더 격렬해지
고 더욱 더 본래적으로 되어 투쟁의 본질에 이르게 된다. 투쟁이 아
무 것도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각해지면 질수록 투쟁하는 당사

196) 위의 글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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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점점 더 굴하지 않게 되고 그저 긴밀하게 짝이 되어 버리는 
상태로 스스로를 놓아버린다. 대지에게는 세계의 열린 장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이유는 대지 자체가 스스로를 은폐하려고 자유롭게 몰
려들 때 대지로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 세계는 대지에 
발을 디디지 않을 수가 없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운명의 광활함과 
궤적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서 세계는 대지에서 기인한다.197)

작품 존재의 본질적 특성에 해당하는 세계와 대지 간 투쟁의 양상은 그
리스 신전 건축 작품의 건립과정에서 그대로 증명된다. 신전 건립 자체가 
세계와 대지의 싸움을 부추긴다. 신전이 건립되면서 이런 저런 세계가 열
리고 세계는 자신의 열린 장으로 대지를 불러 세운다. 세계의 열린 장에서 
대지는 한편으로 스스로를 열면서 세계에 맞서고 세계의 열린 장 속에서 
스스로를 가둔다. 다른 한편으로 대지는 세계를 자기 속으로 가두면서 동
시에 세계를 우뚝 솟아오르게 한다. 이러한 투쟁은 작품이 건립된 후에도 
지속되는데, 그 이유는 세계와 대지 간 투쟁이 바로 작품 존재의 본질적인 
특성이면서 동시에 인간 삶의 본질적인 존재 조건이기 때문이다. 투쟁이 
투쟁으로 남아 있는 한 세계와 대지는 생산적이 되고, 그 결과 예술작품이 
산출되는데, 세계를 열어 세우고 대지를 불러일으키면서 작품은 이 투쟁을 
완수한다. 세계와 대지 간 투쟁이 생산적인 임무를 완성하게 되면 예술작
품이 탄생하고 그 과정에서 ‘진리가 스스로를 작품 속으로 정립’하기 때문
에 세계와 대지의 논쟁적인 투쟁 속에서 진리가 생기하고 그렇게 생기한 
진리가 작품 속에 거주하게 된다. 세계와 대지의 투쟁에서 양자 간의 열림
과 닫힘이 반복되는 과정이 바로 진리의 본질이 작품 속에 정립되는 과정이
다. 이런 맥락에서 ‘참된 것의 본질’인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진리는 바로 알
레테이아, 즉 비은폐이다. 

세계의 열림과 닫힘, 대지의 열림과 닫힘, 세계와 대지의 상호 개폐 관계 
등을 규명하는 것이 결국 예술작품 속에 정립되어 있는 존재 진리를 밝히는 
일이다. 존재 진리의 본질은 진리 자체 속에 들어 있는 근원적인 투쟁이 존
재자들의 한가운데에 있는 열린 터에서 시작될 때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

197)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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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드러낸 만큼 동시에 자신을 은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존재자들의 한
가운데서 열린 터가 바로 하나의 세계와 하나의 대지에 속한다. 진리가 은
폐와 비은폐 사이의 근원적인 투쟁으로서 생기는 한, 그리고 그 근원 투쟁
이 세계와 대지의 투쟁으로 본격화되는 한, 대지는 세계를 여기 저기 우뚝 
솟게 하고 동시에 세계를 자기 안으로 감싼다. 

세계와 대지의 투쟁에서 진리가 본질적인 방식으로 ‘생기’하는데, 진리 생
기의 대표적인 방식이 예술작품의 작품 존재를 통하는 방식이다. 세계를 열
어 세우고 대지를 불러 세우면서 작품은 양자 간 투쟁을 도맡아 하고 그 투
쟁 과정에서 존재의 비은폐, 즉 존재 진리가 대체로 쟁취된다. 물론 예술작
품 속에서 존재 진리가 작동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참이라는 것은 아니
다. 비은폐로서의 진리 속에는 참되지 않은 것과 참된 것이 그저 은폐된 것
과 비은폐로 구분될 뿐, 그것에 대한 가치판단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론 
은폐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동반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 
비은폐가 은폐를 반드시 전제하기 때문에 참되지 않은 것 또한 참된 것을 
위한 전제이다. 이것이 하이데거 고유의 투쟁 법칙이다. 

3.3.3. 언어 작품에 정립된 ‘시적 진리’

이제 언어 예술을 통한 세계와 대지의 투쟁 관계 및 작품의 존재 진리
에 관한 하이데거의 이정표를 한 번 따라가 보자. “예술의 본질은 시 짓기
다. 하지만 시 짓기의 본질은 진리의 수립이다.”198) 예술의 본질로서 시 
짓기가 문학 장르로서의 시 짓기와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두 

198) 위의 글 110면에서 하이데거는 ‘수립’이 삼중의 의미를 포함하고, 각각의 수립이 ‘보존’을 
통해서 현실적이 된다고 밝히는데, 본 논문에서는 하이데거적인 의미로 사용된 독일어 단어 
Stiftung에 대한 번역어로 ‘건립’과 ‘수립’을 혼용한다. 그리고 하이데거의 예술 본질이 축약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독일어 원문을 병기한다. “우리는 여기서 수립함을 삼중적인 의미, 
즉 선사함으로서의 수립함, 터 닦음으로서의 수립함, 그리고 시작함으로서의 수립함으로 이해
한다. 그러나 수립은 오직 보존 속에서만 현실적이다.”(M. Heidegger, 「Der Ursprung des 
Kunstwerkes」, Holzwege, Frankfurt a. M. 1980, S. 61. “Das Wesen der Kunst ist 
die Dichtung. Das Wesen der Dichtung aber ist die Stiftung der Wahrheit. Das 
Stiften als Schenken, Stiften als Gründen und Stiften als Anfangen. Stiften ist 
aber nur in der Bewahrung wirkl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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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시 짓기’라고 했을 때 일차적으로 떠오르는 것
이 시 짓기와 언어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언어에 대해 본질적으로 접근하
면서 예술작품의 ‘탁월한’ 형태로서의 시 짓기를 다룰 경우, 언어 예술과 
시 짓기를 동일화할 수 있다. 또한 언어 예술로서의 시 짓기를 통해 진리
를 수립할 수 있으며 언어 작품 속에 정립되어 있는 존재 진리의 본질을 
밝힐 수도 있다.199) 

존재하는 것 즉 존재자를 존재의 ‘밝혀주는’ 열린 터 안으로 데리고 오
면 그 존재자들이 그 열린 터 안에서 각각의 존재자로서 밝혀지는데, 언어 
작품 속에서는 언어가 먼저 존재자를 부름으로써 그 역할을 수행한다. 언
어가 존재자를 부르는 이러한 말함은, 말하자면 존재자에게 일종의 밝힘을 
던져주는[=기투하는] 행위인데, 이러한 행위는 존재자의 본질을 밝힌다는 
명목으로 존재자 배후를 탐색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존재자는 원
래부터 비은폐된 상태로 놓여있기 때문에, 언어가 그저 존재자를 불러주기
만 하면 존재자는 존재의 열린 터 안으로 들어오고, 존재의 밝혀줌으로 인
해 저절로 비은폐된다. 

이제 횔덜린의 시 「그리스」200)에 대한 하이데거의 분석을 중심으로 언
어 작품 속에 형상화 되어 있는 세계와 대지의 관계 및 알레테이아로서의 
예술 진리, 즉 ‘시적 진리’의 본질을 밝혀본다.

오, 그대 운명의 소리여, 참으로 막연히 [두 눈으로] 배움을 구하던
방랑자의 길이여,
저 멀리로부터 하늘은 광란하는데

199) 위의 글 108면에서 하이데거는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 “시 짓기란 세계와 대지에 대해 말
하는 것(die Sage)이고, 이 양자가 투쟁하는 놀이 공간에 대해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신
들이 가까이 있고 멀리 있는 터전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시 짓기란 존재자의 비은폐에 관
해 말하는 것이다. 각각의 언어는, 그 안에서 역사적으로 한 민족에게 그들의 세계가 열리
는 동시에 ‘굳게 닫혀 있는 것’으로서의 대지가 그 안에서 참답게 보존되는 그런 말함이 
일어나는 사건이다. 기투하는 말함은, 말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와 동시에 말
할 수 없는 것을 그것 자체로서 세계로 가져오는 그런 말함이다.”라고 한다.

200) 횔덜린 전집, II, 257면 이하. 하이데거, 「횔덜린의 땅과 하늘」, 『횔덜린 시의 해명』, 
305-307면. 주 6 참조. “[원주] [프리드리히 바이스너가 편집한] 『슈투트가르트 전집』, 제2
권(StA II)에 실려 있는 제3초안, 257면 이하 참조. 대괄호 안에 담긴 두 개의 시구는 제2초
안에서 발췌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괄호 안에 담긴 ‘두 눈으로’와 ‘안정된’이라는 낱말은 
이본(異本)에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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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빠귀의 노래처럼
구름의 [안정된] 청명한 기운은
뇌우로 현존하는 신에 의해 훌륭히 조율되어 울려 퍼진다.
그리고 저 밖을 내다보듯
불멸성과 영웅들을 부르는 외침 소리는
많은 기억을 일깨우리라. 그 뒤를 이어
송아지 피부 같은 대지가 숱한 황폐로부터,
성스러운 것들을 유혹하며 울려 퍼지는 그곳에서,
그때 처음으로 작업이 이루어져
위대한 법칙들을 따라가고, 학문과
다정함과 하늘을 순결한 보자기로 드넓게 감싸며 그 후에
나타나 노래하리라, 노래의 구름들이.
대지의 중심은 확고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초원의 강가는
보편적인 원소들과 불꽃으로 휩싸여 있으리.
순결한 숙고 저 위에 에테르가 살고 있노라. 그러나
맑은 날에는 
햇빛이 은빛으로 빛난다. 사랑의 증표로서
대지는 제비꽃 보랏빛으로 물든다.
[그러나 마치 결혼을 축하하는
윤무(輪舞)곡처럼]
아주 미미한 것에게도
위대한 시원은 다가올 수 있으리라.
그러나 날마다 신은 놀라우리만큼 인간을 사랑하여
길게 늘어진 예복을 걸치고 있다네.
그리고 그의 얼굴은 온갖 인식을 감추고 있고
미품을 기예로 감싸고 있다네.
대기와 시간은 전율할 만한 것들에게서,
누군가 간절히 기도하며 그를 혹은 영혼을 사랑하되,
그렇게 몹시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덮어버리리라.
배워야 할 것은 실로 이미 오랫동안
꽃잎처럼 드러나 있고,
선과 각, 자연, 그리고 금빛 햇살과 달빛도 그렇게 드러나 있되,
드러나 때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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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자면 역사 속에서 생성되고 용감하게 싸우는 저 대지의 
오랜 형성이 다해갈 때면, 마치 드높은 고지 위로
대지는 신을 인도하리라. 그러나 신은 잴 수 없는 걸음걸이로
꽃들이 황금빛으로 만발하듯,
영혼의 세력 경계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는 영혼의 친화력 
경계를 함께 정해주리니,
대지 위에서 아름다움은 더욱 사랑스럽게 살 것이고
모종의 어떤 정신은 더욱 화합하여
인간들과 친밀하게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짙은 나무 그늘 언덕 아래 하는 것은 감미롭고,
햇살이 화창한 그곳은
교회로 가는 잘 닦인 길이리.
그러나 인생을 사랑하기에 언제나 으스대면서 가되,
발걸음에 순응하여 가는 여행자들에게
길들은 더욱 아름답게 꽃피어나리니, 그 길에 그리스가 있네.
                                              - 「그리스」 전문

하이데거는 『횔덜린 시의 해명』 증보 제4판 「서언」에서 이 책이 “문학
사적 연구와 미학에 기여하는 논고와는 무관하며 이 글이 사유의 필연성
에서 발원하고 있다.”201)고 분명히 밝히면서 횔덜린 시에 대한 해명 작업
의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힌다:

시(Gedicht)에서 순수하게 시작(詩作, Dichtung)된 것이 약간이라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해명하는 말과 이 말에 의해 시
도된 것이 언제나 부서져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시로 지
어진 것을 위해서 시의 해명은 그 자신이 무용한 것이 되려고 노력
해야만 한다. 모든 해석에서 최후의, 그러나 가장 어려운 단계는 시
의 순수한 존립 앞에서 해명과 함께 사라지는 경지에 있다. 그때 고
유한 법칙 안에 존립하는 시 자신이 직접 다른 시들에도 빛을 가져
온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 반복해서 읽다 보면 여러 다른 시들도 이
미 언제나 그렇게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우리

201) 위의 책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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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다.202)

하이데거의 해명 방식에 따라 횔덜린의 「그리스」를 반복적으로 읽고 해
석하다가 보면 그 시 속에 들어 있는 ‘시적 진리’의 법칙이 하이데거와 비
슷한 고민을 하면서 살다간 시인들의 시를 관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
면 그 시인은 시공간적 원근에 관계없이 하이데거와 친화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친화력은 그 시인들의 시와 시 짓기에서 오롯이 증명될 수 있
을 것이다. 하이데거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좋은 일
이다.’라고 말한다. 

하이데거는 「그리스」를 본격적으로 해명하기 전에 소위 말하는 시 해명
의 지침을 자신이 세운 이정표에다 미리 새겨놓는다.203) 그 핵심적인 내용
은 시인이 속삭이면서 건네는 말을 우리가 들음에 있어서, 시인의 속삭임
보다 우리의 앞서 말함이 선재(先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속삭임과 
앞서 말함의 관계에 대해서는 후자가 전자를 ‘앞지르거나 능가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마중해야’한다고 말한다. 하이데거가 보기에 횔덜린은 시
인의 속삭임을 「그리스」라는 시에 담아 우리 앞에 내놓는데, 시인의 언어
인 ‘속삭임’과 ‘죽을 자’들의 언어인 ‘앞서 말함’의 포함관계와 양자 간 열
어 밝힘의 관계가 언어 본질과 속삭임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스」 시의 탄생 시점은 횔덜린이 “서양적인 것의 고요함 속으로 귀

202) 위의 책 7면. 본 논문에서도 바로 이러한 하이데거의 이정표를 지침으로 삼아 하이데거
의 시 해명 전략을 본 논문 전개에 십분 활용할 것이다. 우선 자신의 사유하기(Denken) 
본질과 시 짓기(Dichten) 본질에 입각하여 하이데거는 횔덜린의 시 「그리스」를 ‘해명’한
다. 하이데거의 「그리스」 해명 방식을 따라가면서 하이데거가 횔덜린에게서 발견한 세계
와 대지의 투쟁 관계를 확인하고, 양자 간의 투쟁이 완성된 형태로 정립된 작품 존재 관
련 ‘시적 진리’를 밝혀볼 것이며, 그리고 그 방식을 김수영의 시 분석에도 적용할 것이다. 

203) 하이데거, 「횔덜린의 땅과 하늘」, 308-309면. “횔덜린은 이[땅과 하늘의 좀 더 풍부한 관
계-연구자]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보겠다. 우리는 「그리
스」라는 표제가 붙은 시의 초안을 숙고해봄으로써 이러한 것을 시도한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에게 스스로 속삭이고(zusagen) 싶어 하는 것에게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무엇인가
를 앞서 말할(vorsagen) 때에만, 우리 인간은 죽을 자들로서 들을 수 있을 뿐이다. 앞서 
말해지는 것(das Vorgesagte)은 속삭이며 다가오는 말(das Zugesagte)을 앞지르며 능가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 말을 마중해야(entgegenkommen)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작금
의 세계 시대에 우리에게 다가오는(angehen) 그것[존재자의 ‘존재’가 건네는 말-역자 주]으
로부터 시를 청종하려는 태도를 견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 자신이 말하고 있지만 그것
은 시인 자신의 고유한 입장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는 분명하게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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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하였을 때”204), 즉 프랑스 여행을 마치고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오고 난 
후인 1802년 늦가을 무렵이다. 이 시를 탄생시킨 원동력은 방데(Vendée)
에 인접해 있는 여러 지역에서 횔덜린의 관심을 끈 ‘무사다운 야생성’과 
그리스인들의 본래적 본질인 남쪽 사람들의 신체적인 건장함이다. 하이데
거는 횔덜린이 동시대 시인들의 노래 방식이 전적으로 다른 성격을 받아
들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렇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이 시에 담았
다고 언급한다.205) 

하이데거는 횔덜린의 시 첫 구절 ‘오, 그대 운명의 소리여, 참으로 막연
히 [두 눈으로] 배움을 구하던/방랑자의 길이여,’에서 ‘운명의 소리’와 ‘방
랑자의 길’이라는 단어에 우선 눈을 돌린다.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운명’과 
‘소리’, ‘방랑자’와 ‘길’은 각각 하이데거 사유의 한 귀퉁이를 차지하는 핵
심 단어에 속한다. 그리고 이 단어들은 각각 역운과 속삭임, 침묵, 말, 귀 
기울임, 그리고 여행객과 사유의 도상, 이정표 등의 하이데거식의 용어를 
상기시킨다. ‘운명의 소리’는 이미 그리스 때부터 이미 인류의 귀에 다 속
삭였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을 건다. 하지만 서구의 역사는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신 자신들이 떠들어대는 소음에 귀가 멀어 그 
‘운명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역운을 도외시함으로써 작금의 ‘궁핍한 시대’
를 맞이하게 되었다. 위기의 상황에서 시인은, ‘운명의 소리’가 전하는 메
시지의 수신인으로서,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 시인 역시 여전히 
‘참으로 막연히 배움을 구’함으로써, 여전히 방랑자의 길을 정처 없이 걷
고 있다. 방랑의 길에서 여기저기를 탐색하기도 하고, 이곳저곳을 기웃거
리기도 하며, 이 길 저 길을 개척해 보기도 한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시가 
시작하자마자 시인이 방랑자의 여정을 끝내고 시인 “자신의 장소에 도착
하였다.”206)고 해석하면서 시 속에 등장하는 ‘방랑자의 길’이라는 외침 소
리를 “시를 짓던 지난날의 길들을 생각하는 그건 회상”207)으로 머물러 있

204) 위의 글 309면 이하 참조. ‘서양적인 것의 고요함’이란 동양적인 것의 ‘야생성’과 대조를 이룬
다. 횔덜린은 독일과 프랑스 등을 포함해서 ‘서양적인 것’을 ‘저녁의 나라(das Abendländische)’
라고 하는 반면, 그리스를 ‘아침의 나라(das Morgenländische)’라고 일컫는다. 

205) 하이데거, 위의 글 309-310면 참조.
206) 하이데거, 위의 글 324면.
207)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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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한다. 그렇다고 해서 횔덜린의 머무름이 정체되어 있거나 퇴행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

또 다른 방랑자로서 ‘시 짓기’라는 사유의 여정을 떠나기 위해 하이데거
는 횔덜린과 바통 패스를 한다. 3-6행에서는 세계가 환하게 열리고 있다. 
하늘과 지빠귀와 구름, 뇌우, 그리고 신이라는 세계가 서로를 열어 밝히면
서 열리기 시작한다. ‘저 멀리’, 시인의 눈이 닿는, 시인의 상상력이 미치
는, 그리고 시인의 사유가 이르는 그곳까지 하늘은 스스로 열리고, 그 열어 
밝히는 열린 하늘 속에 청명한 구름이 들어와 그 모습 그대로 비춰지며, 
구름의 청명한 기운은 지빠귀의 노래 소리를 열어 밝히면서 함께 울려 퍼
진다. 이렇게 열어 세워진 세계에서는 신의 현존과 뇌우도 서로가 서로를 
열어 밝히면서 열려 있는 것으로서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에서는 
어떤 존재자들이 어떻게 존재하든지 간에 존재자들 상호 간 충돌이나 우열
에 의한 차이, 그리고 지배-종속적인 수직 관계 등이 발을 붙이지 못한다. 

‘그리고 저 밖을 내다보듯/불멸성과 영웅들을 부르는 외침 소리는/많은 
기억을 일깨우리라.’에서처럼 세계가 열리면서 열린 터의 범위는 과거를 
향해, 미래를 향해, 양방향으로 동시에 확장되고 있다. 과거를 향하면서 
과거의 영웅들, 영웅들의 업적, 그리고 불멸성 등이 기억의 형태로 회상될 
수 있고, 미래를 향하면서 과거와 현재에 이르는 ‘운명의 소리’에 귀 기울
이고, 그것의 말 건넴보다 먼저 말함으로써 미래에 말해 질 것을 미리 마
중할 수 있다. ‘그 뒤를 이어/송아지 피부 같은 대지가 숱한 황폐로부터,/
성스러운 것들을 유혹하며 울려 퍼지는 그곳에서,/그때 처음으로 작업이 
이루어져/위대한 법칙들을 따라가고, 학문208)과/다정함209)과 하늘을 순결
한 보자기로 드넓게 감싸며 그 후에/나타나 노래하리라, 노래의 구름들
이.’라는 시구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의 열림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중요

208) 위의 글 331면. “‘학문’은 자신의 명칭을, 그리고 이 명칭과 더불어 자신의 본질을 그리스
어로부터 사용하던 사상가의 사유이다.”

209) 위의 글 331-332면. “다정함은 그리스인들의 ‘대중적 기질(Popularität)’을 특징짓고 
있다. 포풀라리타스(popularitas)는 한 민족이 자신의 토착적인 삶 속에서 운명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낯선 것에 최대한 자기를 내맡길 줄 아는 능력이고, 또한 그 낯선 것을 
지극히 함께 나누는 능력이다. 그리스인들의 대중적 기질은 다정함이다. 이 안에는 영
웅적인 신체의 건장함과 반성력[Reflexionskraft]이 함께 속해 있다. […] 다정함의 이
중적 본질은 하늘에 대한 땅의 연관을 형성하고, 이로써 동시에 천상적으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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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실은 이러한 세계의 열림이 대지로부터 비롯되고, 세계를 열어 세우
는 대지는 스스로 닫혀있을 경우에 한해서 저절로 열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와 대지의 개폐 관계, 즉 양자 사이에서 끊임없이 열리고 닫
히는 투쟁이 바로 언어 예술작품 속에 정립되어 있는 존재 진리의 본질을 
밝히는 방식이다. 우선 대지가 스스로를 열어 밝힐 경우에 세계를 열어 세
울 수 있다. 세계가 열린다는 것은 닫혔던 대지가 열렸음을 의미한다. 세
계가 열려 하늘이 울려 퍼지는 것과 동시에 대지도 울려 퍼진다. 이에 대
해 하이데거는 “울려 퍼지는 대지의 소리는 하늘의 메아리이다. 되울림 속
에서 대지는 하늘에게 자신의 고유한 노래로 대답한다.”210)라고 해석한다. 
기억에 대한 회상에 이어 ‘황폐로부터’ 대지가 스스로를 엶으로써 ‘처음으
로 [세계 개시] 작업’에 동참한다. 세계의 개시와 관련해서 ‘위대한 법칙’
들을 부여하고, 그 법칙이 산출한 모든 인간의 업적을 대지의 ‘순결한 보
자기로’ ‘감싸며’, 세계와 대지의 투쟁이라는 형태를 띠고 개폐작업을 반복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 신전의 건립에서 알 수 있듯이 건축물이 
완성되면서 스스로 열렸던 대지는 신전의 지반을 떠받치는 방식으로 스스
로를 그 건축물 속에 가둔다. 그리고는 스스로를 닫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세계를 우뚝 세운다. 스스로를 닫음으로써 갇히게 된 대지는 사실
상 모든 세계의 발원지이면서 동시에 종착지이다. 그리고 ‘대지의 중심은 
확고’하고 ‘대지의 법칙’은 ‘위대’하다.

횔덜린이 말하는 대지의 법칙에 대해 하이데거는 “각각의 모든 것이 각
자 자신의 본질에 따라 어디로 사용될 것인지를 가리키면서 섭리하는 저 
위대한 운명의 지시들이라는 의미에서 노모이(νόμοι, 법칙)다.”211)라고 한
다. 대지는 대지의 법칙에 따라 세계와의 투쟁 과정에서 세계를 지배하거
나 장악하는 대신 ‘학문과 다정함과 하늘을 순결한 보자기로 드넓게 감싸’
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세계를 대지의 품에 안는다. 대지는 때때로 ‘초원의 
강가’가 되어 흐르기도 하고, ‘보편적인 원소나 불꽃’으로 타오르기도 하
며, ‘에테르’, 혹은 ‘햇빛’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사랑의 증표’로서 이 옷 
저 옷으로 갈아입기도 한다.

210) 위의 글 329면.
211) 위의 글 3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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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와 대지, 즉 하늘과 땅은 신, 인간과 더불어 울려 퍼지는 네 가지 
소리들이다. 이것들은 ‘[그러나 마치 결혼을 축하하는/윤무(輪舞)곡처럼]’ 
한데 어우러져 사방으로 울려 퍼지기도 하고 역사적 운명을 구심점으로 
삼아 한 곳으로 모여들기도 한다. 넷212) 중 그 어느 것도 홀로 왔다가 가
는 법이 없으며 편을 갈라 둘씩 따로 움직이는 경우도 없다. 넷 중 그 어
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 나머지 다른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넷은 무-
한하게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있는 채로, 그 무-한한 관계로부터 그 넷
이 있는 그대로 그렇게 [저마다 각각의 본질로] 존재한다. 그 넷이 이러한 
전체 자체이다.”213) 따라서 이 넷이 어우러져 작동하기 시작하면 ‘아주 미
미한 것214)에게도/위대한 시원은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
을 ‘궁핍한 시대’의 시인 횔덜린은 그 누구보다 먼저 간파하고 ‘아주 미미
한 것’으로서 ‘독일적인 것’을 역운으로 삼아 네 소리를 불러 모아 ‘위대
한’ 시원적 요소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횔덜린과 하이데거
의 만남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시인과 철학자가, ‘아주 미미한 
것’으로써 ‘위대한 시원’의 도래를 꿈꾸어 온 두 사유가가, 각자 동시대의 
궁핍함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심연으로 끝없이 추락하다가 은폐된 서양 철
학과 형이상학을 관통하는 사유의 도상에서 ‘시적 진리’ 규명을 위해 알레
테이아라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해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횔덜린이 살았던 시대는 근대화와 산업화의 물결이 휩쓴 시대였고 하이
데거가 살았던 시대는 기술과 문명의 화염이 휩쓸고 간 시대였다. 그리고 
계속되는 은폐로 인해 그 물살은 점점 더 빨라지고 불길은 더욱 더 거세
지고 있다. 서양 역사 철학 전반에 걸쳐 고질적이 되어버린 은폐로 인한 

212) 위의 글 338면. “넷이라는 이 숫자를 횔덜린은 고유하게 사용하지 않았고 또한 어디에서
도 그것을 말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넷은 그가 말하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먼
저 그 넷의 상생적인 친밀성으로부터 통찰되고 있다. 이 넷은 그것들의 공속을 말하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오래된 전설’을 설명해주는 그런 근원적인 의미에서 이미 헤아려지고 있
다. 이 넷은 산술적으로 세어지는 셈의 총합이 아니라, 역사적 운명의 제소리들의 무-한한 
관계-그 스스로 통일적으로 하나로 어우러지는-형태이다.”

213) 위의 글 337-338면.
214) 위의 글 346면. “‘미미한(gering)’이라는 말은 가볍고 유연하고 잘 순응하는 것을 뜻하는, 

다시 말해 위대하고 거대한 것과는 구분되는 경미하고 작은 것을 뜻하는 ‘수수한(ring)’이라는 
말을 지칭하기 위해 더욱 강조된 낱말이다. 하지만 ‘작은’ 것은 근원적으로 ‘섬세하고 우아한’ 
것을 뜻하며, 또한 [작은] 보석(Kleinod)이라는 낱말이 말해주듯이 귀중한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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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과 변질의 정도가 극에 달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에서 
횔덜린이든, 하이데거든, 궁핍한 시대를 감당해야하는 사유가라면 누구든
지 형이상학과 인본주의, 진리, 본질, 근원, 그리고 기술 등의 개념을 재구
성하고 잃어버리거나 감추어진 본질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서양적인 것이 아직도 존재하는가? 서양적인 것은 유럽이 되어버렸
다. 유럽의 기술·산업적 지배권역은 이미 전 세계를 덮치고 있다. 지
구는 바야흐로 우주 전체 공간의 중심을 차지하는 행성으로서 다시
금 정돈되고 있고, 이 우주 공간은 인간의 기획에 의해 설정되는 활
동 공간으로 정리되고 공급된다. 시가 노래한 땅과 하늘은 사라져 
버렸다. [···] 땅과 하늘, 그리고 인간과 신의 무-한한 관계는 박살난 
것처럼 보인다.215)

이제 유럽이 “실제로(en réalité) 존재하는 바의 유럽 자신, 즉 아시아 
대륙의 작은 수장”과 “현상하고 있는 바(ce qu'elle paraît)의 유럽, 다시 
말해 지구 전체의 귀중한 부분으로, 진주 같은 구슬로, 아주 광대한 신체
의 뇌”216), 즉 “기술-산업적 계산과 범행성적-우주탐사적 계산을 실행으
로 옮기는 그런 뇌”217)가 버린 상황에서 하이데거는 “유럽이 이러한 수장
과 뇌로서 이제 비로소 새롭게 떠오르는 세계 운명의 또 다른 아침을 채
비하는 그런 저녁의 나라(das Land eines Abends)가 되어야만 하지 않
겠는가?”라는 제3의 질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횔덜린과 유사한 방식으로 
‘아주 미미한 것’으로써 ‘위대한 시원의 도래’를 실현하고자 한다. 그러면
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이고 하이데거 스스로도 “외람되고 자의적
으로 들릴 것 같다.”218)고 인정하는 이 질문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이 질
문의 근거가 한편으로는 본질적인 사실 속에, 다른 한편으로는 본질적인 
추정 속에 놓여 있다.”219)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 

215) 위의 글 351면.(인용 처음 두 문장: M. Heidegger, Erläuterungen zu Hölderlins 
Dichtung, Frankfurt a. M., 1996, S. 176. “Ist das Abendländische noch? Es ist 
Europa geworden.”) 

216) 폴 발레리, 「정신의 위기(La crise de l’esprit)」(편지글). 위의 글 352면.
217) 위의 글 353면.
218) 같은 곳.
219) 위의 글 353-354면. “오늘 날의 범행성적·우주탐사적인 세계정세는 자신의 상실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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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데거에 의하면 ‘아주 미미한 것’이 ‘위대한 시원’이 될 수 있는 경우
는 오직 한 가지, 즉 “위대한 시원이 미미한 것에게로 다가올 경우에
만”220) 가능하다. 위대한 시원이 ‘아주 미미한 것’에게로 다가옴으로써 비
로소 새로운 시원이 열리게 되면, 그때까지 신은 부재하고, 인간은 기계에 
내몰리고, 하늘은 어두워지고, 땅은 황폐해지는 식으로 제각기 아무런 연
관 없이 존재하던 것들이, 심지어 서로를 배척하고 파괴하던 것들이 그 
‘아주 미미한 것’을 구심점으로 해서 다시 모여 들고 새로운 연관 관계에 
놓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신과 인간은 화합하게 되고, 땅과 하늘은 ‘결혼
식’을 거행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이 넷은 각각 그리고 함께 서로 어울림
의 관계를 형성한다. 그리스에서 퓌시스, 즉 자연으로서의 위대한 시원이 
솟아난 이래로, 인간과 신과 땅과 하늘의 전체 관계는 언제 어디서든지 어
울림의 형태로 도래할 채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횔덜린이 살았던 
‘궁핍한’ 시대와 하이데거가 살았던 ‘궁핍한 시대’에 ‘아주 미미한 것’에게
로 다가와 그곳으로부터 새로운 시원을 열어젖힌다. 

이제 「그리스」를 읽으면서 느꼈던 위기감 내지 거부감, 즉 이 넷의 무-
한한 관계가 통일적인 전체로서 드러나는 것을 은연중에 거부하는 것 같
은 불편한 느낌은 사라진다. 넷 다 온전하고 고유한 것에게로 해방되면서 
동시에 간직하는 시 짓는 작업 속으로 각각 불려 와서 ‘시적 진리’로서의 
언어 작품 속으로 정립된다. 횔덜린에게 있어서 ‘아주 미미한 것’으로서 
위대한 시원이 된 ‘독일적인 것’은 서양 역사 철학이라는 긴 사유의 도상
에서 또 다른 위대한 시원의 도래를 채비하고 있는 또 하나의 ‘아주 미미

는 본질 시원 속에서 철저히 유럽적·서양적·그리스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포함한다. 그러
나 추정은 […] 변전하는 것이 오로지 자신의 시원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비축 상태의 위대
성으로부터만 이러한 일을 감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이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사실과 추정에 대해 연구자는 횔덜린도, 하이데거도, 서양적인 것 속에 ‘아침의 나라’ 그리스
를 포함시킴으로써 일몰 직전의 서양과 유럽의 새로운 일출을, 그리스를 발판으로 삼아 독일
의, 독일을 위한, 독일에 의한 위대한 시원으로 삼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고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220) 위의 글 354면에서 하이데거는 이 경우에만 “우리가 직면한 현재는 위대한 시원이 될 것
이다.”고 선언하면서 ‘미미한 것’과 ‘위대한 시원’에 대해 “미미한 것은 더 이상 자신의 서양
적 개별화 속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드물기는 하지만 다른 위대한 시원들에게 자
신을 열어두고 있다. 그런데 이 다른 위대한 시원들은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한 채, 지
구가 그 안에 보류되어 있는 저 무-한한 관계의 시원과 동일한 것 안에 속해 있다.”는 자신
의 입장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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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에게로 다가가기 위한 채비를 하고 있다. 하이데거 역시 ‘발걸음에 
순응하여 가는 여행자들에게/길들은 더욱 아름답게 꽃피어나리니, 그 길에 
그리스가 있네.’라는 횔덜린 시의 마지막 시구에서 힌트를 얻은 것처럼 위
대한 시원으로서 그리스가 아주 미미한 것을 향해 다가오도록 그것을 마
중할 채비를 한다.

횔덜린의 시 「그리스」를 하이데거 방식으로 읽으면서 우선 횔덜린의 시 
짓기 작업 자체가 ‘세계와 대지의 투쟁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시적 진
리’가 스스로를 시 속으로 정립한다는 것과 투쟁의 결과 ‘시적 진리’가 세
계와 대지의 어울림, 즉 인간과 신과 땅과 하늘의 어울림 형태로 드러난다
는 것이 확인되었다. 세계와 대지의 투쟁 과정에서 세계와 대지가 하이데
거 방식의 은폐와 비은폐의 관계에 놓여 있고, 세계와 대지의 반복적인 개
폐 작용으로 언어 작품 속에 정립된 ‘시적 진리’가 알레테이아로서 밝혀진
다는 사실도 분명해졌다. 이제 이러한 하이데거의 횔덜린 시 해석을 바탕
으로 하이데거적인 사유의 근본개념들이 ‘시적 진리’로서 김수영의 시 속에
서 어떤 방식으로 정립되었는지 살펴보고 김수영의 시를 분석함으로써 김
수영의 시 속에 나타난 하이데거의 ‘시적 진리’를 해명해 본다.



- 83 -

제4장 김수영의 시론과 시인론, 그리고 시적 진리

4.1. 김수영의 시론

4.1.1. 「시여, 침을 뱉어라」

일반적으로 「시여, 침을 뱉어라-힘으로서의 시의 존재」와 「반시론」에서 
김수영의 시론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진다고 본다. 강웅식은 이 두 글에 대
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글들”로서 “전자를 통해서 후자가 조명되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후자를 통해서 전자가 조명되어야 한다.”221)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동시에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작업”222)임을 
밝힌다. 김유중은 이 두 글에 나타난 존재 사유 관련 특성들이 하이데거 
예술론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고 보고 김수영이 ‘시여, 침을 
뱉어라.’고 외치거나 시와 반시, 그리고 반시의 반어를 언급한 이유에 대
해 “시라는 하나의 존재를 통해 존재 자체의 근원과 본질을 새롭게 규명
하고, 나아가서 그것과 연관된 모든 존재론적 진리의 세계를 자유롭게 모
색, 정립해 보”223)기 위함이라고 해석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시여, 침을 뱉어라」와 「반시론」을 함께 조명하면서 김수
영 시론의 전환적 계기와 그 현상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수영 시론224)의 지평을 확장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김수영과 하이데거
의 존재론적 시론의 공통분모적인 요소를 찾아볼 것이다.

221) 강웅식, 「김수영 시론 연구-‘현대성’과 ‘부정성’의 의미를 중심으로」, 165면. 
222) 같은 곳. 실제로 위의 논문 163-197면에서 강웅식은 김수영의 대표적인 두 시론 중 

「반시론」에 관해 중점적으로 다룬다; 서준섭, 「김수영의 후기 작품에 나타난 ‘사유의 전
환’과 그 의미-‘힘으로서의 시의 존재’와 관련하여-」, 『한국현대문학연구』 제23집, 2007, 
483-525면에서 서준섭은 두 시론 중 「반시론」에 지면을 좀 더 많이 할애하고, 김수영 
시론에 입각해서 김수영의 후기 작품을 분석한다; 임병희, 「김수영의 온몸의 시학-‘릴케
와 브레히트의 싸움’ 속에서」,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제20권, 2009, 53-74면에서 임병
희는 「반시론」을 중심으로 김수영과 독일시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를 한다.  

223) 김유중, 『김수영과 하이데거』, 162면.
224) 이승훈, 「김수영 시론」, 『한국현대시론사』, 고려원 1993, 175면에서 이승훈은 김수

영을 “제 나름의 시론을 가졌던 시인”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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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여, 침을 뱉어라」에 나타난 김수영의 시론을 살펴보면, 맨 먼저 김수
영은 자신의 ‘시에 대한 사유’가 공개할 만한 명확한 것이 못 된다고 떳떳
하게 말하면서 그 모호성이 “무한대의 혼돈에의 접근을 위한 유일한 도
구”225)임을 밝힌다. 다시 말하면 시 짓기라는 ‘무한대의 혼돈’ 속으로 진
입하는데 있어서 ‘시에 대한 사유’의 명확성은 김수영 자신에게 아무런 도
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방해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226) 여기에서 
김수영은 ‘시를 쓴다는 것’과 ‘시를 논한다는 것’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시
를 논하게 되더라도 시를 쓰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렇
다고 해서 시 짓는 사유 자체와 시 짓기를 구분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운을 떼면서 김수영은 시를 쓴다는 것과 시를 논한다는 것의 관계를 ‘시에 
있어서의 형식과 내용의 관계’와 연결시킨다.227) 얼핏 보면 김수영이 시를 
쓰는 것=시의 형식으로서의 예술성, 시를 논하는 것=시의 내용으로서의 
현실성이라는 등식을 성립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등식이 양자의 관계를 확고하게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김수영 자신이 이 사실을 “시를 쓴다는 것
이 무엇인지를 알면 다음 시를 못 쓰게 된다.”228)는 말을 여러 차례 되풀
이함으로써 확인하고 자신의 시론 정립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지침으로 
활용한다:

다음 시를 쓰기 위해서는 여태까지의 시에 대한 사변을 모조리 파산
시켜야 한다. 혹은 파산시켰다고 생각해야 한다. 말을 바꾸어 하자

225) 김수영, 「시여, 침을 뱉어라」, 397면.
226) ‘무한대의 혼돈’을 지향하는 김수영의 시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김

행숙, 「‘시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김수영의 시론 「시여, 침을 뱉어라」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47집, 2009; 조달곤, 「자유의 이행으로서의 김수영 시론-「시여, 침을 뱉어
라」를 중심으로-」, 『어문학』 통권 제75호, 2002; 박현수, 「김수영 시론에 있어서 전위성
의 성격과 기원」, 『어문론총』 제60호, 2014.

227) 김수영, 앞의 글 397-398면. “그러면 시를 쓴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시를 논한
다는 것은 무엇인가. […] 이 물음이 포괄하고 있는 원주가 바로 […] 시에 있어서의 형
식과 내용의 문제와 동심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쉽사리 짐작할 수 있는 것
이다. 따라서 시를 쓴다는 것-즉, 노래-이 시의 형식으로서의 예술성과 동의어가 되고, 
시를 논한다는 것이 시의 내용으로서의 현실성과 동의어가 된다는 것도 쉽사리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228) 위의 글 3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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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시작(詩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것이다.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다. 정
확하게 말하자면, 온몸으로 동시에 밀고 나가는 것이다.229)

김수영에게 있어서 시 짓기는 언제나 새로운 시원의 샘을 파서 샘물을 
‘길어 올리는’ 작업이다. 김수영에게 있어서 시 짓기는 이성적인 작업으로
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적인 작업으로서 ‘<심장>으로 하는 
것’도 아니며, 말하자면 총체적인 작업, 즉 ‘<몸>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김수영에게 있어서 ‘온몸으로 동시에 밀고나가는 것’은 “비유적인 표
현이 아니”230)라 때때로 “산보다도/그것은 나의 육체의 융기”231)로 표현되
는 “실제의 몸”232)이다. 인간이 ‘몸’을 부여받는다는 것은 세상으로 나온다
는 것, 즉 세계를 세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지를 상징하는 모체에 숨어 
있던 ‘몸’이 대지가 저절로 열림으로써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비로
소 그 <몸>이 우뚝 서게 됨으로써 더불어 세계가 열리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와 대지의 열림과 닫힘의 관계가 ‘투쟁’적이 됨으로써 시 짓기가 본질
적이 되고 시적 진리 또한 밝혀진다. 이것은 <온몸>이 어느 한 기관도 예
외 없이, 다시 말하면 총동원되어 ‘동시에’ 총체적으로 작용해야만 유기체
로서 인간이 온전하게 성장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그런데 ‘온몸으로 동시에 밀고 나가는 것’을 시 짓기라고 했을 때, 시 
짓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김수영의 대답 역시 
‘온몸’이다. 그리고 김수영은 “이러한 온몸에 의한 온몸의 이행이 사랑이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바로 시의 형식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233)”
는 말을 덧붙인다. 여기에서 김수영이 말하는 ‘온몸’과 ‘사랑’과 ‘형식’ 개
념에 대한, 그리고 이것들의 관계 내지 상호작용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온몸이라고 했을 때 온몸은 말 그대로 온몸이다. 온몸을 한자어

229) 위의 글 398면.
230) 황현산, 「시의 몫, 몸의 몫」, 김명인·임홍배 엮음, 『살아있는 김수영』, 창비 2012, 

123면.
231) 김수영, 「광야」, 전집 1, 136-137면.
232) 황현산, 앞의 글 123면.
233) 김수영, 「시여, 침을 뱉어라」, 3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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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시 써보면 전체(全體)가 된다. 전체에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삶과 
죽음, 육체와 정신, 이성과 감정, 그리고 내용과 형식 등, 모든 이원적인 
것들이 다 들어있다. 그리고 이 대립적인 이원성이 어떠한 고정 관념이나 
기준에 묶여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부유하고 있다. 떠돌아
다닌다고 해서 전체에 혼란과 혼동을 야기하거나 그 안에서 상호 충돌하
지 않는다. 전체가 전체를 동시에 움직이는 힘이 다름 아닌 ‘사랑’이고, 
‘사랑’은 그 본질상 파괴적일 수가 없다. 

이런 맥락에서 시 짓기와 시 논하기 역시 온몸, 즉 전체에서 상호 작용
하고 동시에 작동한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김수영 자신도 시 논하기
가 “시의 내용으로서 <시를 논한다>는 본질적인 의미에 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234)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논하기를 시의 내용
이라고 전제한 이유에 대해 “논지의 진행상의 편의 이상의 어떤 의미”, 즉 
“산문의 의미”와 “모험의 의미”235)가 있을 것 같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이
로써 김수영 시론에 있어서 시 짓기와 시 논하기, 형식과 내용, 그리고 시
와 산문, 예술과 모험은 온몸, 즉 전체로서 동시에 온몸을 밀고 나가는 동
인들이 된다. 

‘온몸으로 온몸을 동시에 밀고 나가는 것’이라는 김수영 시론을 중심으
로 시와 산문, 형식과 내용, 예술성과 현실성, 그리고 세계와 대지의 관계
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수영에 대한 하이데거 시론의 영향 관계
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김유중도 “김수영이 하
이데거 예술론에 나타난 존재 사유의 이러한 본질적인 성격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236)고 말한다. 아울러 김유중은 김수
영 시론에 대한 하이데거의 영향 관계를 따져볼 때, “⓵ ‘시를 쓴다는 것=
형식=예술성=사랑=대지의 은폐=시의 원리’ ⓶ ‘시를 논한다는 것=내용=현
실성=모험=세계의 개진=산문의 원리’”237)와 같은 대립 구도 속의 대립 쌍
이 견지하는 관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미리 밝힌다. 특히 김수영의 

234) 같은 곳.
235) 위의 글 398-399면.
236) 김유중, 앞의 책 168면.
237) 위의 책 167-1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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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이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때, 그것은 세계와 대
지라는 “양 극 사이의 대립 구도”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 사이에서 펼쳐
지는 긴장 관계의 역동성”238)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강조한다. 말
하자면 김수영이 말하는 시와 산문, 형식과 내용, 예술성과 현실성이라는 
양극의 대립성이 데카르트적인 이분법적 사고의 폐쇄적인 인식 틀로부터 
벗어나 있으면서 하이데거 방식의 대지와 세계 간 투쟁 관계를 견지한다
는 것이다.239) 이런 맥락에서 김유중은 김수영의 시론에서 긴장감으로 작
용하는 대립성에 대해 “이들 사이의 관계란 다분히 유동적이며 가변적인 
관계로 해석될 뿐이다. 이들은 서로를 의식하는 가운데 대립하고 투쟁한
다. 그러면서 동시에 서로를 고양한다.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변하지 않
는 것, 고정된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다.”240)라고 하면서 시와 산문, 형식
과 내용, 예술성과 현실성 간의 삼투 작용과 이행 작업에 예의주시한다. 

김수영은 분명히 “시에 있어서의 모험이란 말은 세계의 개진, 하이데거
가 말한 <대지의 은폐>의 반대되는 말이다.”241)라고 하면서 시에다가 자
신의 시적 모험을 결부시켜 하이데거가 말하는 ‘세계의 개진’과 연결짓는
다. 이렇듯 김수영은 자신의 <온몸> 시론을 정립함에 있어서 하이데거의 
‘세계’와 ‘대지’ 개념을 차용한다. 김수영이 하이데거로부터 가지고 오는 
‘세계’에 대해 김유중은 “반드시 무언가를 위한 구체적이고 복잡한 연관성
을 지닌 의미망”242)으로 개념 정리를 하고 “현존재인 인간이 존재자들과 
끊임없이 만나고 교섭하는 과정에서 탄생되는 어떤 구체적인 지평, 경계, 
내지는 국면”243)으로서 모든 존재자들의 “개별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상호 
관계를 통해서만 도출되”244)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대지’에 대해서는 하

238) 위의 책 168면.
239) 위의 책 154-159면 참조; 조규찬, 「개진과 은폐, 온몸과 반시의 시학-김수영 시론과 

시화를 중심으로」, 『문예시학』 제27권, 2012, 112면 이하 참조. 
240) 정영훈, 「김수영의 시론 연구」, 『관악어문연구』 제27집, 2002, 458면에서 정영훈은 

같은 맥락에서 김수영 문학의 대립적인 이원성에 대해 “시적인 것과 산문적인 것의 대
립이 자아내는 긴장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면서 그 “긴장이 그 자체로 시
의 창작 방법으로 변모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 

241) 김수영, 앞의 글 399면.
242) 김유중, 앞의 책 155면.
243) 위의 책 156면.
244) 위의 책 156-1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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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거의 「예술작품의 근원」을 바탕으로 대지의 세 가지 층위를 밝힌다. 
첫째, 대지는 작품의 재료와 질료적 차원의 층위를 가지는데, 말하자면 돌
은 묵직함과 육중함을, 나무는 단단함과 유연함을, 구리는 견고함과 광택
을, 언어는 울림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대지는 “작품에 
의해 창조된 세계 속에서 미처 포착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서
의 자연”245)을 의미하는데, 그 이유는 작품을 통해 자연 속에 들어 있는 
본질적인 국면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전부 다 낱낱이 밝혀지
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면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서 자연 자체가 바로 대지적인 성격을 지닌다. 셋째, 보다 광범위하고 일
반적인 의미의 대지는 “각각의 역사적 민족에게는 각기 그들 나름의 대지
가 존재한다.”246)라고 했을 때의 ‘대지’ 개념이다. 이 경우 대지는 각 민족
의 터가 되면서 그 민족이 “스스로를 폐쇄하는 근거”247)가 된다. 

이제 이러한 세계와 대지 개념을 바탕으로 하이데거가 말하는 ‘세계’와 
‘대지’의 투쟁으로서의 예술이 김수영의 시론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
본다. 김수영에게 있어서 시와 산문은 시에 ‘모험이란 말’이 부가됨으로써 
시가 산문이 되는 이행의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다.248) 이것은 산문성을 시
에 수용하겠다는 김수영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이러한 이행의 과정을 
통해 시가 산문이 되면 그 산문성은 세계의 개진으로서 작동한다.249) 김수

245) 위의 책 159면.
246) 같은 곳.
247) 같은 곳.
248) 곽효환, 「김수영 시론 ‘시여, 침을 뱉어라’ 연구」, 『어문연구』 제63집, 2010, 258면에

서 곽효환은 이와 관련하여 김수영의 시와 모험, 그리고 산문시와 세계의 개진에 대해 
“그[김수영]에 따르면 시의 모험이란 시에 있어서의 산문성을 의미하고, 산문성은 현실
성과 같은 개념이다. 시의 산문성은 시인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을 치열하게 인식하고 
그 현실 의식을 시세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며 이것이 곧 시에 있어서 모험이 되는 
것이다. 시의 영역을 개방하여 산문의 영역에 해당하는 현실성, 즉 시인의 스승인 ‘현
실’을 과감히 수용, 개진하는 모험을 감행함으로써 그는 ‘달갑지 않은, 분에 넘치는 참
여시의 옹호자’라는 호칭을 얻고 있다.”고 해석한다. 

249) 정의진, 「도시의 시적 모더니티: 김수영의 시적산문정신과 서울-보들레르와의 비교를 
경유하여」, 『서강인문논총』 제26집, 2009, 91면에서 정의진은 김수영의 산문시에서 ‘산
문’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현실 전체를 제약 없이 시적 내용으
로 수용하고 전개하는 것”으로 개념 규정하고 “각각의 산문시는 각자 자기만의 고유한 
시적 리듬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시인 자신도 미리 의식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어떤 은
폐된 성격의 것이다.”라고 하면서 김수영의 ‘시적산문정신’을 세계의 개진과 대지의 은
폐와 결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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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시와 모험, 산문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함으로써 시를 통해 
모험하고 그 모험을 산문시로써 노래한다:

나의 시론이나 나의 시평이 전부가 모험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나는 
그것들을 통해서 상당한 부분에서 모험의 의미를 연습을 해보았다. 
이러한 탐구의 결과로 나는 시단의 일부의 사람들로부터 참여시의 
옹호자라는 달갑지 않은, 분에 넘치는 호칭을 받고 있다.250)

김수영은 현실성과 예술성을 중심으로 양분되어 있는 1960년대 한국 문
단에서 나름대로 그 대립성을 극복하고 시론의 중심을 잡는다. 김수영은, 
그 자신의 진술에 따르면, 시를 통한 ‘모험의 연습’을 자신의 시론과 시평
을 통해 탐구하는 방식으로 꾸준히 했고, 그 결과 ‘참여시의 옹호자’라고 
칭해진다. 이러한 호칭에 대한 김수영 자신의 평가는 한편으로 ‘달갑지 
않’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분에 넘치는’ 양가성을 띤다. 그리고 바로 이
러한 양가성이 김수영의 시와 산문, 형식과 내용, 예술성과 현실성 등에 
대한 김수영 자신의 처리방식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김수영은 시인이 자
신의 시 속에 ‘모험의 말’을 담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생각한다.251) 
시인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시의 예술성이 산문 속에 갇힌다고 하더라도, 
다시 말해 시가 산문성을 수영한다고 해도, 그것은 대지의 은폐와 마찬가
지로 결국 세계를 개진하는 원동력과 추진력으로 작용한다. 이런 맥락에서 
김수영은 시와 산문, 형식과 내용, 예술성과 현실성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산문이란, 세계의 개진이다. 이 말은 사랑의 유보로서의 <노래>의 
매력만큼 매력적인 말이다. 시에 있어서의 산문의 확대작업은 <노

250) 김수영, 앞의 글 399면.
251) 위의 글 399-400면에서 김수영은 이와 관련해서 현대적인 시인에 대해 “시인이 자신

의 시인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거울이 아닌 자기의 육안으로 사람이 자기의 전신을 
바라볼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그가 보는 것은 남들이고, 소재이고, 현실이고 신문
이다. 그것이 그의 의식이다. 현대시에 있어서는 이 의식이 더욱 더 정예화(精銳化) […]
되어 있다. 이러한 의식이 없거나 지극히 우발적이거나 수면 중에 있는 시인이 우리들
의 주변에는 허다하게 있지만 이런 사람들을 나는 현대적인 시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
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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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유보성에 대해서는 침공적이고 의식적이다. 우리들은 시에 있
어서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생각할 때,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공간적으로 상상해서, 내용이 반, 형식이 반이라는 식으로 도식화해
서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 <노래>의 유보성, 즉 예술성이 무의식적
이고 은성적(隱性的)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반이 아니다. 예술성의 편
에서는 하나의 시작품은 자기의 전부이고, 산문의 편, 즉 현실성의 
편에서도 하나의 작품은 자기의 전부이다. 시의 본질은 이러한 개진
과 은폐의, 세계와 대지의 양극의 긴장 위에 서 있는 것이다.252)

시가 산문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모험의 말’이 변수로서 작용해야 하기 
때문에 시 자체, 형식, 예술성에 있어서 ‘침공적이고 의식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험의 산문시가 시와 형식, 그리고 예술성을 손상
시키거나 그것들을 배제하거나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김수영에
게 있어서 시와 산문, 형식과 내용, 그리고 예술성과 현실성의 관계 역시 
하이데거가 말하는 세계의 개진과 대지의 은폐 구조를 그대로 따른다.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세계와 대지의 개폐 관계는, 이미 그리스 신전의 
건립 과정에서 충분히 규명되었는바, 열리고 닫힌다는 상호 반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열린 것만이 닫히고 닫힌 것만이 열린다는 하
이데거 고유의 은폐와 비은폐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둘 
다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둘 다 각각 온전한 것으로서 작용한다. 그리고 
이 조건들이 바로 세계와 대지의 끊임없는 투쟁 관계를 지속시키고 하이
데거와 김수영에게 있어서 시 짓기를 가능하게 한다. 

이제 시 짓기와 시 논하기의 관계에서 “막상 시를 논하게 되는 때에도 
그[시인]는 시를 쓰듯이 논해야 할 것이다.”253)라는 김수영의 말이 납득이 
된다. 시와 산문의 관계에 대해서도 산문이 시의 확대이기 때문에 산문 역
시 시인 셈이다. 더군다나 시에 모험이 개입됨으로써 산문이 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산문을 통해 시 속에 은폐되어 있는 것을 비은폐할 수 있
다. 따라서 산문과 시는 각각 다르면서도 온전한 전부로서 ‘동일한’ 것이 
된다. 산문과 시의 팽팽한 긴장 관계가 지속됨으로써 산문은 시가 되고 시

252) 같은 곳.
253) 위의 글 3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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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산문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김수영은 한편으로 시를 통해 누리지 못한 
자유를 산문을 통해 마음껏 누린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율배반적
으로 산문을 통해 “언제나 밖에다 대고 <너무나 많은 자유가 없다>는 말
을 계속해서 지껄여야 한다.”254)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작품
이 성립되는 배경이고 이유라고 하면서 자신의 작품이 <형식>과 <내용>의 
긴장 관계 속에 놓여 있음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나는 소설을 쓰는 마음으로 시를 쓰고 있다. 그만큼 많은 산문을 도
입하고 있고 내용의 면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유가 없다. 너무나 많은 자유가 있고, 너무나 많은 자유가 없다. 
[…] <내용>의 면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말은 사실은 
<내용>이 하는 말이 아니라 <형식>이 하는 혼잣말이다. 이 말은 밖
에 대고 해서는 아니 될 말이다. <내용>은 언제나 밖에다 대고 <너
무나 많은 자유가 없다>는 말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너무나 많
은 자유가 있다>는 <형식>을 정복할 수 있고, 그때에 비로소 하나의 
작품이 간신히 성립된다.255) 

<내용>와 <형식>의 관계에 대한 김수영의 입장은 비교적 분명하다.256) 
<형식>으로서의 시가 예술성을 발휘하는데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자유가 
있다>고 본다.257) 문제는 시가 ‘모험의 말’로서 산문이 될 경우, 그것은 
현실성 반영이라는 ‘내용의 면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럼에도 

254) 위의 글 400면.
255) 같은 곳.
256) 정의진, 앞의 논문 92면에서 정의진은 “산문시의 형식은 산문시의 무제한적인 내용만

큼이나 현대적인 시적 주체들의 무제한적인 다양성으로 개방될 수밖에 없고, […] 산문
시의 언어적 음악성은 시를 온몸으로 실천하는 그 순간에만 가시화된다. 그리고 산문시
적 음악성의 핵심은 바로 이 언어의 매순간 특수한 예술적 조직화에 달려 있다. 이러한 
산문의 의식적 개진과 특수한 시적 리듬의 조직화 사이의 긴장 속에서 산문시는 탄생하
는데, 이 과정은 현실적으로 내용과 형식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과정이다. 따
라서 산문시는 산문과 노래 사이의 절충이 아니라 양자가 전적으로 완전하게 개진된 상
태에서만 실천된다.”고 하면서 <형식>과 <내용>에 대한 김수영의 입장을 정리한다. 

257) 김행숙, 앞의 논문 21면에서 김행숙은 이와 관련해서 “미적 자율성은 ‘<너무나 많은 
자유가 있다>는 형식’을 요청한다.”고 하면서 김수영에게 있어서 “‘시를 쓴다는 것’에 
대응하는 ‘형식’이라는 개념이 통상적인 ‘내용/형식’의 이분법에서 취해지는 것이 아니
라 ‘내용/형식’이 동시적으로 형성되는 시작(詩作)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시 자체를 통째
로 일컫는다.”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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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산문은 ‘밖에다 대고’ ‘내용의 면에서’ ‘<너무나 많은 자유가 없
다>’는 말을 계속해서 지껄여야 한다. 김수영은 이러한 시인의 지껄임이 
세계의 개진으로서 산문의 내용과 대지의 은폐로서 시의 형식 사이에서 
긴장감을 조성하고, 현실성과 예술성 사이에서 하이데거적인 의미의 투쟁
을 지속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이것을 계속해서 지껄이는 것이 이를테면 38선을 뚫는 길인 것이다. 
낙숫물로 바위를 뚫을 수 있듯이, 이런 시인의 헛소리가 헛소리가 
아닐 때가 온다. 헛소리다! 헛소리다! 헛소리다! 하고 외우다 보니 
헛소리가 참말이 될 때의 경이. 그것이 나무아미타불의 기적이고 시
의 기적이다. 이런 기적이 한 편의 시를 이루고, 이런 시의 축적이 
진정한 민족의 역사적 기점(起點)이 된다.258) 

김수영이 말하는 ‘시인의 헛소리’는 궁핍한 시대를 살아가는 시인의 외
침이다. 궁핍한 시대의 시인은 시의 형식 틀을 모험적인 산문의 내용으로 
은폐하고 확장함으로써 시대의 현실성에 직접 개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시대가 궁핍하다.’는 사실과 그 이유와 현상에 대해 목소리 높여 외쳐야 
한다. 비록 그러한 외침이 ‘헛소리’로 치부된다고 하더라도 시인은 그 ‘헛
소리가 참말이 될 때’까지 ‘계속 지껄’여야 결국 세계의 개진으로서 시인
의 ‘참말’은 은폐된 대지로서 작용한다. 이제 시와 산문, 형식과 내용, 그
리고 예술성과 현실성 사이에 더 이상 선험적인 구분과 그 구분에 의한 
선험적인 차이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원적인 것의 상극성은 은폐의 
비은폐 과정에서 세계와 대지의 끊임없는 투쟁을 위한 균형 잡힌 반대축
이라는 본래의 특성을 회복한다. 그 결과 은폐된 것이 비은폐되고 이원적
인 것의 상극성은 상생하는 다양한 것이 되어 전부로서, 함께 그리고 따
로, 온몸으로 온몸을 동시에 밀고 나간다:

시는 온몸으로, 바로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다. […] 시의 형식
은 내용에 의지하지 않고 그 내용은 형식에 의지하지 않는다. […] 

258) 김수영, 앞의 글 4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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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문화를 염두에 두지 않고, 민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인류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문화와 민족과 인류에 공헌
하고 평화에 공헌한다. 바로 그처럼 형식은 내용이 되고 내용은 형
식이 된다. 시는 온몸으로, 바로 온몸을 밀고 나가는 것이다.259)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수영이 자신의 대표적인 시론 「시여, 침을 뱉어라」
에서 “나는 아직도 <여태껏 없었던 세계가 펼쳐지는 충격>을 못 주고 있
다.”260)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시론이 시가 될 수 없음을 피력한다. 김수영
이 아직까지 이렇게 시 짓기와 시 논하기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이유는 자
신의 시론에서 모험에 의한 자유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261) 김수영에 의하면 자유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
문에 정치적인 자유도, 개인적인 자유도, 내용도, 형식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 상황에서 “자유와 사랑의 동의어로서의 <혼란>”262)

이 허용될 리는 만무하다. “그러고 보면 <혼란>이 없는 시멘트 회사나 발
전소의 건설은, 시멘트 회사나 발전소가 없는 혼란보다 조금도 나을 게 없
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263)고 하는 김수영의 말에서 <혼란>에 대한 김
수영의 기본적인 생각이 잘 드러난다. 김수영에게 있어서 “<혼란>의 향수
가 문화의 세계에서 싹트고 있다는 것”264)은, 비록 그것이 “미미한 징조에 
불과한 것”265)이지만, 새로운 ‘위대한’ 시원의 도래를 예비하는 부싯돌이
기 때문이다. 이러한 <혼란>의 부싯돌에 불을 일으키는 부시가 바로 시이

259) 위의 글 403면. 이에 대해 김유중, 앞의 책 171면에서 김유중은 “김수영이 온몸에 
의한 온몸의 이행을 주장했을 때, 이는 결국 자신의 전 존재를 건 이행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에게 시작이란, 이처럼 전 존재를 내건 모험과 이행을 통해, 존
재 자체의 근원적인 본질에 다가설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작업이다.”라고 하면서 김수
영이 하이데거 존재 시론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독자적인 시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
다고 밝힌다. 

260) 김수영, 앞의 글 401면.
261) 같은 곳. “자유의 이행에는 전후좌우의 설명이 필요 없다. 그것은 원군이다. 원군은 비

겁하다. 자유는 고독한 것이다. 그처럼 시는 고독하고 장엄한 것이다. 내가 지금-바로 지
금 이 순간에-해야 할 일은 이 지루한 횡설수설을 그치고, 당신의, 당신의, 당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일이다.”

262) 위의 글 402면.
263) 같은 곳.
264) 위의 글 402-403면.
265) 위의 글 4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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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부시와 부싯돌을 부딪는 것이 바로 시 짓기인 것이다. 이제 시론이 온
몸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순간에 이르러 시가 된다. 시론에서 시로의 이
행이 일어난 셈이다. 물론 그 역도 성립한다. 자유의 이행이 새로운 ‘위대
한’ 시원의 도래와 만나는 지점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이다:

시도 시인도 시작하는 것이다. 나도 여러분도 시작하는 것이다. 자유
의 과잉을, 혼돈을 시작하는 것이다. 모기소리보다도 더 작은 목소리
로 시작하는 것이다. 모기소리보다도 더 작은 목소리로 아무도 하지 
못한 말을 시작하는 것이다. 아무도 하지 못한 말을. 그것을···266)

4.1.2. 「반시론」

「반시론」에서는 김수영의 시 짓기 작업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일상적인 
것들이 소개되고, 김수영과 릴케 시론이 비교된다. 이 두 가지 작업을 통해 
김수영은 한편으로 시인으로서 자신을 끊임없이 연마하고, 다른 한편으로 
릴케를 매개로 “김수영 자신이 진정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시론이 어떤 것인
지”267)를 밝힌다. 결국 김수영이 「반시론」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자
신의 시세계 내지 시론의 중심에 삶과 사람이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 김수영은 시인으로서 ‘불안을 느끼지 않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자
각하고 있다. 그것은 ‘불안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쓴 시가 ‘둥근 시’라
는 사실과 “위험을 미리 짐작하고 거기에 보호색을 입혀서 내놓는 것”이 
“자살행위”268)라는 것을 김수영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항산(恒産)이 항심(恒心)이라고, 생활에 과히 불안을 느끼지 않으면 
정신의 불필요한 소모가 없어진다. [···] 약간의 사치를 하는 것도 싫
지 않고, 남이 하는 사치도 자기의 사치보다 더 즐겁게 생각된다. 
하늘은 둥글고 땅도 둥글고 사람도 둥글고 역사도 둥글고 돈도 둥글
다. 그리고 시까지도 둥글다.269) 

266) 같은 곳.
267) 조규찬, 앞의 논문 118면.
268) 김수영, 「반시론」, 4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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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태에서는 시대의 궁핍함을 인식하는 것도, 시 짓는 것도, 심지어 
숨 쉬는 것도 그렇게 절박하거나 절실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이라
고 하더라도 궁핍한 시대를 외면할 수 있고, 시 짓는 일을 적당히 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숨고르기만으로도 연명할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인이 이런 상태를 결코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김수영
은 ‘둥근 시’와 ‘둥근 시인’에 대해 엄격하게 거리두기를 한다. 또한 김수
영은 외부적인 압력에 의한 시의 수정270)에 대해 “죽는 것보다도 못한 것
이 병신이 되는 것이다.”271)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그것을 거부함
으로써 시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킨다. 자신이 쓴 시에 대해 불가피하게 
수정을 수락하고, 스스로 자신의 시를 수정한 것에 대해 “강간을 당하고 
순결을 잃은”272) 것이라고 표현하면서도 그 치욕과 수치스러움을 언론의 
부자유와 연결시켜 그것의 부당함과 부작용을 다음과 같이 일깨운다:

요는 내 글보다도 내 글이 자유롭게 내놓여질 수 있는 세상이 정작 
문제이지 내 글은 문제가 아니라는 심정이고, 그러고 보면 내 글보
다 훌륭한 얼마나 많은 글이 파묻혀 있겠는가 하는 수치감이 들고, 
[…] 언론의 자유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그것은 수많은 천재의 출
현을 매장하는 하늘과 땅 사이만 한 죄를 범하고 있다. […] 모든 윤
리기관을 포함한 획일주의가 멀쩡한 자식을 인위적으로 병신을 만들
고 있다. 이런 풍토에서 곡예사가 재롱만을 부리지 않고 사기를 하
게 된다.273)

269) 위의 글 407면 이하에서 김수영은 같은 맥락에서 “그런데 이런 지일의 중요한 휴식
의 기회도 요즘에 와서는 놀라울 정도로 이용하는 도수가 적어졌다. 역시 뭐니 뭐니 해
도 생활이 안정된 탓일 거라. […] 여유가 생기면 둔해진단 말이 맞다. 그리고 둔해지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 둔해지는 것을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 
자꾸 이런 식으로 무한대로 좋다는 생각이 드니 할 수 없다.”라고 한다.

270) 위의 글 405면. “최근에는 모(某) 신문의 칼럼에 보낸 원고가 수정을 당했다. 200자 
원고지 다섯 장 중에서 네다섯 군데를 고쳤다. 음담(淫談)의 혐의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협상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박지영, 「자본, 노동, 성(性)-‘불온’을 넘어 
「반시론」의 반어」, 『상허학보』 제40집, 2014, 302면에서 박지영은 김수영에게 굴욕을 
안겨다 준 텍스트가 “『동아일보』, 1968년 1월 25일에 실린 산문 「원죄」”라고 밝힌다.

271) 김수영, 앞의 글 405면.
272) 위의 글 406면.
273)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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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대한 무저항적인 수용과 부당함과 쉽게 타협하는 나태한 삶의 태
도에 대해 김수영은 “기정사실은 그[시인]의 적이다. 기정사실의 정리도 
그의 적이다.”274)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거리두기를 한다. 이런 김수영의 
경각심은 “단순히 기존 시론의 무조건적인 거부나 현실 참여 정신의 맹목
적인 강조만을 염두에 두고 취해진 행동이 아니”라 “시라는 하나의 존재
를 통해 존재 자체의 근원과 본질을 새롭게 규명하고, 나아가서는 그것과 
연관된 모든 존재론적 진리의 세계를 자유롭게 모색, 정리하고자 하는 의
지의 표현”275)이다. 

김수영의 「반시론」과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삶의 터로서 흙과 
자연, 삶의 행위로서 일, 그리고 어머니의 손이 주는 교훈이다. 흙에 대해 
김수영은 “흙은 모든 나의 마음의 때를 씻겨준다. 흙에 비하면 나의 문학
까지도 범죄에 속한다.”276)고 한다. “붓을 드는 손보다도 삽을 드는 손이 
한결 다정하다.”277)고도 한다. 자연에 대해 “싸우는 자연이 돼서 더 건실하
고 성스럽다. 아니, 건실하고 성스러우니 하고 말할 여유조차도 없다. 노상 
바쁘고 노상 소란하고 노상 실패의 계속이고 한시도 마음을 놓을 틈이 없
다.”278)고 한다. 그리고 “늙은 어머니의 시꺼멓게 갈라진 손”을 언급하면서 
“언제 어머니의 손만 한 문학을 하고 있을는지 아득하다.”279)고 한다. 

김수영은 뼈 속 깊이 ‘궁핍한 시대의 시인’으로 남아 있기를 원하면서 
이율배반적으로 「반시론」을 쓴다. 「반시론」을 쓰면서 ‘불안’을 잠식시키는 
삶의 여유와 시의 대척점인 일상을 시론의 반대급부로 등장시킨다. 시인으
로서의 생활인과 생활인으로서의 시인280) 사이를 오가면서 양극단을 치열
하게 경험하고 김수영은 ‘반시론’이라는 나름대로의 시론을 내놓는다. 정
신적으로 아무리 여유롭다고 하더라도 시인은 무조건 시를 써야한다는 것

274) 김수영, 「시인의 정신은 미지」, 전집 2, 253면.
275) 김유중, 앞의 책 162면.
276) 김수영, 「반시론」, 408면.
277) 같은 곳.
278) 위의 글 409면.
279) 같은 곳.
280) 김현경, 앞의 글 128면. “그는 끊임없이 시를 쓰고 좋은 시를 쓰기 위해 많이 고민하

였다. 그의 시가 모두 그의 생활 그대로를 적어 놓은 것이니 그의 시 정신은 오로지 생
활의 절도(節度)요 절규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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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김수영이 내린 결론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시인은 “반시론의 반어”281)

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김수영은 주장한다:

이제는 애를 써서 책을 읽으려고 하지 않는다. 책을 안 읽는다는 것
은 거짓말이지만, 책이 선두가 아니다. 작품이 선두다. 시라는 선취
자가 없으면 그 뒤의 사색의 행렬이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고생을 하든지 간에 시가 나와야 한다. 그리고 책이 그 뒤의 정리를 
하고 나의 시의 위치를 선사해 준다. 정신에 여유가 생기면, 정신이 
살이 쪄서 목의 심줄에 경화증이 생긴다.282)

김수영에 의하면 “경화증에 걸린 채로”283) 시를 쓸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은 결국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고 시인은 시를 
써야 한다는 김수영 자신의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자 그렇게 하겠다는 각
오이다. ‘경화증에 걸린’ 상태에서 태어난 시를 김수영은 “배부른 시”284)

라고 일컫는데, 소위 ‘배부른 시’에 속하는 시들285)로 말미암아 김수영은  
시론의 전환점286)을 마련한다: 

아무리 해도, 자기의 몸을 자기가 못 보듯이 자기의 시는 자기가 모
른다. 다만 초연할 수는 있다. 너그럽게 보는 것은 과신과도 다르고 
자학과도 다르다. 그렇게 너그럽게 자신의 시를 보고 세상을 보는 
것도 좋다. 이런 너그러움은 시를 못 쓰는 한이 있어서 지켜야 할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 바로 새로운 시를 개척해 나가는 무한한 보
고(寶庫)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287)

281) 김수영, 앞의 글 416면.
282) 같은 곳.
283) 위의 글 410면.
284) 같은 곳.
285) 같은 곳에서 김수영은 「라디오계」, 「먼지」, 「성(性)」, 「미인」이 ‘경화증이 걸린 채’ 또

는 ‘경화증이 풀리지 않은 채’ 쓴 시라고 밝히는데, 이러한 작품을 통해 김수영 시의 경
계가 확장된다.

286) 강웅식, 앞의 논문 192면에서 강웅식은 아주 조심스럽게 이러한 김수영의 전환이 하
이데거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김수영은 과연 하이데거의 ‘긍정’에
서 자신의 전향과 연관된 어떤 근거를 발견한 것일까? 아마도 그랬던 것 같다. 그러나 
전면적인 수용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 같다.”

287) 김수영, 앞의 글 4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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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시론」에서 김수영은 자신의 시에 대한 자세, 시를 쓰는 자세, 그리고 
삶에 대한 자세가 바뀌었다고 하면서 거기에다 ‘반시론의 반어’라는 이름
을 붙인다. 그리고 이러한 반어적인 현상은 글을 쓸 때 소리에 대한 김수
영 자신의 반응과 「성(性)」에 대한 해석, 그리고 자신의 작품 「미인」을 릴
케 시 「오르페우스에게 바치는 송가」와 헤르더(Johann Gottfried von 
Herder, 1774-1803)의 「인류의 역사철학적 고찰」과 연결하는 방식 등에
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반시론」을 쓰기 전에는 글을 쓸 때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신경
질을 낼 정도로 예민했는데, 지금은 잡음에 대해 “잡음은 인간적이다. 그
것은 너그러운 폭을 준다. 잘못하면 몰살을 당할 우려가 있지만, 잡음에 
몰살을 당할 만한 연약한 시는 낳지 않아도 후회가 안 될 것 같다.”288)고 
하면서 기꺼이 잡음을 수용한다.289) 

그리고 ‘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창녀와 자는 날 […] 그 이튿날 새
벽”290)과 “아내와 그 일을 하고 난 이튿날”291)이 김수영에게 있어서는 극
명하게 대비된다. 전자의 경우 김수영은 “탕아만이 아는 기분”과 “한 계집
을 정복한 마음”을 “만 계집을 굴복시킨 마음”292)과 동일시할 정도로 성
적인 만족감을 느끼면서도 ‘창녀’와 대비되는 등굣길의 ‘여학생’들에 대해
서는 “가장 있는 그대로 순결하게 바라볼 수 있는 순간”, “격의 없이 애정
으로 바라볼 수 있는 순간, 때 묻지 않는 순간, 가식 없는 순간”293)을 포
착함으로써 성에 대해 이율배반적이기는 하지만 혼란스럽지 않은 자신의 
감정을 확인한다. 반면 후자의 경우 김수영은 아내와의 성 관계에서 그 관
계에 동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명증하게 표현한다. 이것
은 아내와의 성행위에 있어서 김수영이 분명히 ‘제정신’임을 의미한다. 게

288) 같은 곳.
289) 김수영, 「시작 노트 7」, 전집 2, 458-459면에서 김수영은 소음에 대해 “시를 쓰는 

도중에 나는 소음을 듣는다. 한 1초나 2초가량 안 들리는 순간이 있을까? 있다고 하기
도 없다고 하기도 말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것을 말하면 <문학>이 된다.”고 하면서 반
어적으로 “나에게 있어서 소음은 훈장이다.”고 말한다. 

290) 김수영, 「반시론」, 406면.
291) 위의 글 411면.
292) 위의 글 407면.
293)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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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김수영은 성행위에 있어서 절정의 순간과 절정의 정도까지도 자기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다.294)  

김수영 스스로 “성 묘사를 주제로 한 작품으로는 처음이다.”295)라고 밝
힌 작품 「성」을 쓴 직후 김수영은 「반시론」에서 ‘반시론의 반어’를 기준으
로 자신의 성적 경험과 삶의 경험, 그리고 시적 경험에 등가의 가치를 부
여한다. 말하자면 아내가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성적 경험과 농부가 ‘알
지 못하‘는 노동, 그리고 시인이 ‘알지 못하는’ 시 짓기가 김수영에게 있어
서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각각, 그리고 함께 
김수영의 시론에 반영되는 것이다:

이 작품[성(性)]을 쓰고 나서 도봉산 밑의 농장에 가서 부삽을 쥐어
보았다. […] 나는 프티 부르주아적인 <성>을 생각하면서 부삽의 세
계에 그다지 압도당하지 않을 만한 자신을 갖는다. […] 나는 농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삽질을 한다. 진짜 농부는 부삽질을 하는 

294) 김수영, 「성」, 전집 1, 367-368면: 

그것하고 와서 첫 번째로 여편네와
하던 날은 바로 그 이튿날 밤은
아니 바로 그 첫날 밤은 반시간도 넘어 했는데도
여편네가 만족하지 않는다
[…]

이게 아무래도 내가 저의 섹스를 개관하고
있는 것을 아는 모양이다
똑똑히는 몰라도 어렴풋이 느껴지는
모양이다

나는 섬찍해서 그전의 둔감한 내 자신으로
다시 돌아간다
연민의 순간이다 황홀의 순간이 아니라
속아 사는 연민의 순간이다

나는 이것을 쏟고 난 뒤에도 보통때보다
완연히 더 오래 끌다가 쏟았다
한번 더 고비를 넘을 수도 있었는데 그만큼
지독하게 속이면 내가 곧 속고 만다
                                      - 「성」 부분

295) 김수영, 「반시론」, 4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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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아니다. 그는 자기의 노동을 모르고 있다. 내가 나의 시를 모르
듯이 그는 그의 노동을 모르고 있을 것이다.296)

마지막으로 김수영은 ‘경화증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쓴 「미인」297)을 
릴케의 「오르페우스에 바치는 송가」나 하이데거의 「릴케론」298) 속에 인용
된 헤르더의 「인류의 역사철학적 고찰」과 비교하는데 있어서도 ‘그전’과는 
다른 방식을 취하고 세 작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그전’과 확실하게 다
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그 전에는 산문 중의 인용문도 너무 파퓰러한 것은 피했다. 여기에 
인용한 릴케의 시구 같은 것도 옛날 같으면 막무가내로 인용하지 않
았을 것이다. 도대체가 파퓰러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간에 
남의 글을 인용하기가 싫었다. 그것이 요즘에 와서는 파퓰러하고 안 
하고 간에 필요에 따라서는 마구 인용을 한다. 그리고 그전에 비해
서 요즘의 나는 훨씬 덜 소피스트케이티드해졌다고 생각한다. […] 
이제는 난해와 소피스트케이션의 구별을 분명히 가릴 수 있게 되었
다. 필요에 따라서는 소피스트케이션의 욕을 먹더라도 주저하지 않
고 쓸 작정이다.299)

296) 같은 곳.
297) 김수영, 「미인」, 전집 1, 363면: 

미인을 보고 좋다고들 하지만
미인은 자기 얼굴이 싫을 거야
그렇지 않고야 미인일까

미인이면 미인일수록 그럴 것이니
미인과 앉은 방에선 무심코
따놓은 방문이나 창문이
담배연기만 내보내려는 것은
아니렷다

                                - 「미인」 전문

298) 임동확, 앞의 논문 301면에서 임동확은 김수영이 거의 외우다시피한 일역판 하이데거
의 ‘릴케론’이 릴케 사후 20주기를 맞아 하이데거가 행한 기념 강연, 「무엇을 위한 시
인인가?(Wozu Dichter?)」임을 밝힌다. 

299) 김수영, 「반시론」, 4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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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김수영이 「반시론」에서 자신의 시와 릴케의 시, 그리고 헤르더
의 문장을 연결함으로써 도달하고자 한 시론의 본질은 무엇인가? 여기에
서 김수영은 하이데거가 「릴케론」에서 언급한 릴케의 시와 헤르더의 문구
를 나름대로 재해석함으로써 자신과 하이데거의 연결 지점을 찾는다. 우선 
「릴케론」에서 하이데거는 릴케를 두고 “궁핍한 시대의 시인인가? 그의 시 
지음은 시대의 궁핍함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가? 그의 시 지음은 심연
에 어느 정도로 도달해 있는가? 그가 갈 수 있는 곳까지 나아갈 경우, 그 
시인은 어디에 도달하는가?”300)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릴
케가 살았던 시대가 궁핍한 이유에 대해 하이데거는 “이 시대에 고뇌와 죽
음 그리고 사랑에 대한 본질의 비은폐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301)고 
진단한다. 이것은 횔덜린이 살았던 시대를 궁핍하다고 한 이유, 즉 신의 부
재 내지 결여로 인한 시대의 궁핍함과 한편으로는 분명히 차이가 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동일하다. 궁핍한 시대의 시인은, 그가 횔덜린이든, 릴
케든, 김수영이든, 이러한 ‘동일성과 차이’의 존재 진리 문제를 규명하고 
존재 진리의 비은폐를 위해 각각 시 짓기를 한다. 하이데거는 시인들에게 
있어서 시 짓기의 의미에 대해  「릴케론」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횔덜린은 궁핍한 시대를 살아가는 시인들의 선구자이다. 따라서 이 
시대의 어떠한 시인도 그를 능가할 수 없다. 그러나 선구자는 미래
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말이 도래할 때에만 현존하
게 되는 그런 미래로부터 다가오는 것이다. [···] 선구자는 추월될 수
도 없고, 또 그는 사라져버리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선구자의 시 지
음은 있어온 것(Ge-wesenes)으로서 남아있기 때문이다. [···] 만일 
릴케가 ‘궁핍한 시대의 시인’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또한 오로지 그
의 시만이, 그는 무엇을 위한 시인인지, 그의 노래는 무엇을 향한 
도상에 있는지, 시인은 세계의 밤이라는 [시대의] 역사적 운명 속에
서 어디로 귀속하고 있는지 등등의 물음에 대답할 수 있다.302)

300) 하이데거, 「무엇을 위한 시인인가?」, 402면.
301) 위의 글 404면.
302) 위의 글 469-4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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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김수영은 하이데거의 「릴케론」을 통해 ‘궁핍한 시대의 시인’으로서 
자신의 사명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는데, 그 작업의 일환으로 자신의 시 
「미인」과 릴케의 시 「오르페우스에게 바치는 송가」를 비교분석한다. 우선 
자신의 시에 대해 “조용히 운산을 해본”303) 후 김수영은 “내가 창을 연 
것은 담배 연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천사 같은 훈기를 내보내려고 연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됐다! 이 작품은 합격이다.”304)라는 판정을 내린다. 
그리고는 릴케의 송가 중 “참다운 노래가 나오는 것은 다른 입김이다/아
무것도 바라지 않는 입김. 신(神)의 안을 불고 가는 입김./바람.”305)이라는 
시구와 헤르더의 문구306)에 나오는 ‘산들바람’과 ‘신적인 입김’ 등의 단어
를 떠올린다. 김수영에게 있어서 “창문-담배·연기-바람. 그렇다, 바람”307)

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이 ‘바람’이 ‘다른 입김’과 ‘신적인 입김’으로 연
결된다. 이 지점에서 릴케와 헤르더를 매개로 하는 김수영과 하이데거의 
연결 가능성이 생긴다.308) 

303) 김수영, 앞의 글 412면.
304) 같은 곳.
305) 같은 곳. 
306) 헤르더, WW. Suphan XIII, 140 f. 하이데거, 「무엇을 위한 시인인가?」, 465면. 김

수영, 앞의 글 412-413면. “우리들의 입의 입김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 속에서 세계의 
회화가 되고, 우리들의 사상과 감정의 기본형이 된다. 인간이 일찍이 지상에서 생각하고, 
바라고, 행한 인간적인 일, 또한 앞으로 행하게 될 인간적인 일, 이러한 모든 일은 한 
줄기의 나풀거리는 산들바람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신적인 입김이 우리들
의 신변에서 일지 않고 마법의 음색처럼 우리들의 입술 위에 감돌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필경 모두가 아직도 숲 속을 뛰어다니는 동물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307) 김수영, 앞의 글 412면.
308) 김유중, 앞의 책 166면에서 김유중은 한편으로 김수영의 시 「미인」이 “하이데거 존재 

시론에 나타난 특징을 그 나름대로 창작 과정에서 적용해 본 텍스트”라고 하면서 이 시
에 대한 김수영 자신의 상당한 자부심에 대해 언급한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인」에 대해 “하이데거 존재 시론의 사유의 기본 구조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하면서 “단지 사유의 단초만을, 그것도 반어적 형식을 빌린 우회적
인 접근법을 통해 드러내고 있을 따름이다.”고 분석한다. 임동확, 앞의 논문 303면에서 
임동확도 같은 맥락에서 김수영과 하이데거의 연결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하지만 릴케
의 ‘입김’을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김수영과 하이데거 사이에 거리감이 있다고 임
동확은 본다. 본 논문에서는 김수영이 「미인」으로부터 추출해 낸 개념적 도식, 즉 ‘창문
-담배·연기-바람. 그렇다, 바람’을 근거로 릴케의 「오르페우스에게 바치는 송가」와 헤르더
의 「인류의 역사철학적 고찰」에서 등장하는 ‘다른 입김’과 ‘신적인 입김’을 하이데거 존재 
시론의 본질적 특징을 나타내는 공통분모 삼아 존재 시론 관련 김수영과 하이데거의 영향 
관계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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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김이야 말로 그대로 말(Wort), 그러니까 언어의 본질을 뜻하는 
것이다. ‘한 숨 돌릴 동안만/더욱 더 모험적으로···’ 되는 존재는 언
어를 써서 모험을 하게 된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말을 하는 사람
들이다. [···] 이들이 모험을 한다면 더욱 더 모험적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입김, 한 번 더 내뿜는 입김이라고 해서 다 같을 수는 없다. 
이 입김이야말로 그 밖의 다른 인간의 말과는 또 다른 입김, 또 다
른 말인 까닭이다.309) 

결국 하이데거가 해석하는 ‘입김’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모험적인 시인
의 말이고, 이러한 시인의 말은, 김수영에 의하면, 궁핍한 시대를 살아가
는 시인의 ‘헛소리’가 된다. 김수영은 「시여, 침을 뱉어라」에서 시인의 헛
소리가 참말이 될 때까지 계속 헛소리를 지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그 헛소리가 참말이 되어 시의 기적을 낳고 그 기적이 ‘진정한 민
족의 역사의 기점’을 만든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제 김수영은 또 한 번 릴
케 시를 인용하면서 시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하이데거와 함께 나눈다:

노래는 욕망이 아니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급기야는 손에 넣을 수 있는 사물에 대한 애걸이 아니라
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노래는 현존재다. 신으로서는 손쉬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들은 언제 존재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들은 언제
신의 명령으로 대지와 성좌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겠는가?
젊은이들이여, 그것은 뜨거운 첫사랑을 하면서 그대의 다문 입에
정열적인 목소리가 북받쳐오를 때가 아니다. 배워라
그대의 격한 노래를 잊어버리는 법을. 그것은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이다.310)

                             - 「오르페우스에 바치는 송가」 부분

309) 하이데거, 「시인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이데거의 시론과 시문』, 전광진 역, 탐구당 
1966, 129-130면; 하이데거, 「무엇을 위한 시인인가?」, 465면 참조. 전광진 역, 「시인
의 사명은 무엇인가」와 신상희 옮김, 「무엇을 위한 시인인가?」는 하이데거의 릴케 사망 
20주기 기념 강연 「Wozu Dichter?」를 각각 번역한 것이다. 

310) R. M. Rilke, Werke in drei Bänden, hrsg. v. Insel Verlag, Bd. I, Frankfurt a. 
M., 1966, S. 488.(이하 릴케 전집, 권수, 면수로 표기함.) 김수영, 앞의 글 4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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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케의 시에서 김수영은 “욕망이나 사물에 대한 애걸에 얽매이지 않고 
노래(시)의 존재 자체만을 인식하고 기존의 다른 요소들을 지워버렸을 때 
진정한 노래가 시작될 수 있다.”311)는 사실에 주목한다. 김수영은 자신의 
산문시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노래에 있어서도 가장 큰 적이 기정사실임
을 밝히고, 자신을 옭아매고 있는 “기존의 관계들로부터 완전히 빠져 나와 
스스로를 고립된 상태로 묶어둔”312) 채 궁극적으로 “시를 통해 […] 다름 
아닌 본질로서의 존재”313)를 드러내고자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김수영과 
하이데거가 맞닿아 있다. 말하자면 ‘시인의 헛소리’와 ‘참말’, 그리고 ‘참다
운 노래’, ‘다른 입김’ 내지 ‘신적인 입김’의 관계를 재정립함으로써 김수
영에 대한 하이데거의 영향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노래는 존재다. 신으로서는 쉬운 일이다/하지만 우리들은 언제 존재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서 신과 인간 사이의 거리감을 느낄 수 있다. 신
이 인간이 될 수 없고 인간이 신이 될 수 없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게
다가 신이 인간에 의해 추방당했기 때문에 신의 부재로 인한 궁핍한 시대
를 인간은 감당하고 감내해야 한다. 그렇다면 신과 인간은 결코 가까워질 
수 없고 궁핍한 시대는 영원히 지속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 김유중은 김
수영의 릴케 시 해석을 바탕으로 “적어도 어느 순간만큼은 신에 상당히 
근접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314)고 조심스럽게 대답한
다. 그리고 김수영에게 있어서 그 ‘어느 순간’에 “‘모험’과 ‘이행’의 의미가 
강조”315)되고, 궁핍한 시대의 시인이 모험과 이행의 주체로서 ‘신에 상당
히 근접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노래는 현존재이다.’
에 대한 하이데거의 해석은 김수영과 하이데거의 영향 관계를 밝히는데 

311) 조규찬, 앞의 논문 121면; 김유중, 앞의 책 164면에서 김유중은 같은 맥락에서 김수
영 시의 본질에 대해 “노래가, 시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먼저 기존의 인식과 가치[…]로부터 철저하게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312) 김유중, 앞의 책 164면.
313) 위의 책 163면.
314) 위의 책 164면.
315) 위의 책 164-165면에서 김유중은 “모험과 이행이란 눈앞에 이미 펼쳐지고 있는 현실 

세계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고,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 마련된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새로운 세계, 김수영 식으로 표현한다면 ‘여직까지 없었던 세계’의 
지평을 전제함으로써만이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개념이다.”라고 하면서 ‘모험’과 ‘이행’
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한다. 



- 105 -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존재라는 낱말은 현존이라는 전승된 의미에서 존재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노래하는 것, 특히 세계적 현존재를 말하는 것, 이것
은 곧 존재자 자체의 구역에 속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구역
은 언어의 본질로서 존재 자체이다. 노래를 노래한다는 것은 현존하
는 것 자체 속에서 현존한다는 것이며, 그것이 곧 현존재이다.316)

김수영에게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하이데거에게 있어서도 ‘시인의 헛소리’
는 ‘참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더욱 더 참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더욱 더 모험적인 자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드물게 일어날 
뿐이다.”317) 그래서 궁핍한 시대일수록 ‘더욱 더 모험적인 자들’인 현존재
로서의 시인이 시인의 사명을 다해야한다. 궁핍한 시대에 시인이 시인으로
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 말하자면 “참으로 노래한다는 것”이 바로 릴케에
게 있어서의 “다른 숨결”, 즉 “아무 것도 에워싸지 않는 숨결. 하나님 속에 
불고 있는 것. 하나의 바람”318)인 것이다. 그리고 이 ‘바람’이 바로 김수영
이 반시론의 반어적 기법을 적용해서 지은 시 「미인」을 해석하면서 스스로 
결론 내린 ‘창문-담배·연기-바람. 그렇다, 바람’의 바람인 것이다.

이렇게 「반시론」에서 김수영은 자기 시론의 전환적 계기가 되는 것들을 
분명히 가시화한다.319) 김수영의 ‘반시론’은 동전의 양면에 해당하는 김수
영 시론의 한 단면이며, 김수영 시론에 의해 그것이 만들어낸, 그리고 결
론적으로 하이데거와의 영향 관계에 놓여 있는 김수영의 시론을 위해 김
수영이 고안해 낸 장치이다. 김수영은 반시론을 통해, 특히 ‘반시론의 반
어’ 기법을 통해 자신의 난해한 시 해명과 자신의 시 속에 정립된 하이데

316) 하이데거, 「무엇을 위한 시인인가?」, 463면.
317) 위의 글 464면.
318) 위의 글 465면.
319) 강웅식, 앞의 논문 164면에서 강웅식은 「반시론」에 김수영의 ‘전향 선언’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그는 실제로 그 글들[「시여, 침을 뱉어라」와 「반시론」]에서 전향을 선언
하고 있다. 가장 김수영답게 그만의 전향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준섭, 앞의 논
문 505-506면에서 서준섭은 같은 맥락에서 “김수영 문학에서 하이데거, 릴케와의 만남
은 [···]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생애의 후기, 이들과의 만남은 지금까지의 시에 
대한 사유와 시 양면의 큰 전환을 가지고 온다.”고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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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적인 존재 진리의 본질 규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
유는 ‘반시론’으로 이름 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반어가 되고, 그 반어들이 
김수영 시론의 본질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제는 애를 써서 
책을 읽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억지로라도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
에 대한 반어인 것처럼 ‘잡음’과 ‘성’과 ‘인용’ 관련 반시론 역시 반어적으
로 작용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김수영 시론의 본질에 보다 더 가까이 가면
서 또 다른 한편으로 김수영 시론의 경계를 무한히 확장한다. 그 과정에서 
하이데거적인 의미의 ‘투쟁’이 견인차 역할을 한다:

귀납과 연역, 내포와 외연, 비호(庇護)와 무비호, 유심론과 유물론, 
과거와 미래, 남과 북, 시와 반시의 대극의 긴장. 무한한 순환. 원주
(圓周)의 확대. 곡예와 곡예의 혈투. 뮤리얼 스파크와 스튜트니크의 
싸움. 릴케와 브레히트의 싸움, 앨비와 보즈네센스키의 싸움. 더 큰 
싸움, 더 큰 싸움, 더, 더, 더, 큰 싸움…… 반시론의 반어320)

김수영에게 있어서 시와 산문, 형식과 내용, 예술성과 현실성 등의 대립
적인 이원성은 대립축 각각이 온전한 전부로서 전체를 이루고, 그 전체 속
에서 각각 모험과 이행의 방식으로 ‘싸움’을 한다. 그리고 그 싸움의 확대
로 인해 ‘시’와 ‘반시’가 대극적인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무한한 순환’을 
반복하면서 ‘원주(圓周)를 확대’하기 때문에 이 ‘싸움’은 바로 하이데거가 
말하는 ‘세계의 개진과 대지의 은폐 간 투쟁’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김수영의 시론이 집약되어 있다고 하는 두 편의 산문 중 「시여, 침을 뱉
어라」는 ‘세계의 개진’으로서 김수영의 산문시 이론을 다루고, 「반시론」은  
‘대지의 은폐’ 개념을 근간으로 김수영 시론의 본질에 이르기 위해 김수영
의 반시와 반시의 반어적 기법을 다룬다. 1968년에 발표된 「시여, 침을 뱉
어라」와 「반시론」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글들’로서 서로가 서로를 조명한
다고 할 때, 김수영은 하이데거의 다양한 이론들을 자신의 시론에 등장시
켜 그것들을 나름대로 받아들이고 변용시킴으로써 자신의 시론 속에 하이
데거의 시론을 구체적으로 반영한다.321) 이 두 편의 시론 중 「시여, 침을 

320) 김수영, 앞의 글 4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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뱉어라」는 김수영의 ‘온몸’ 시론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김수영 산문시의 특
징과 본질을 하이데거의 세계의 개진 방식으로 풀어나간다. 그 과정에서 
김수영은 시가 산문으로 ‘확대’되기 위해 ‘시에 있어서의 모험’이 요구되고 
시에 있어서의 모험이 바로 하이데거가 말하는 대지의 은폐 개념과 반대되
는 세계의 개진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김수영이 자신의 산문시와 관련해서 
‘산문이란, 세계의 개진이다.’라고 규정한다면, 김수영의 시, 즉 노래는 세
계의 개진과 반대되는 대지의 은폐 개념에 빚지고 있는 셈이 된다. 

시를 통해 현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김수영이 말하는 ‘시’의 ‘형식’이 
‘산문’의 ‘내용’ 속에 은폐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때의 은폐는 비은폐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은폐되면 될수록 비은폐를 촉진하고 보장해 주기 
때문에 세계가 개진되면 될수록 더욱 더 갇히고 감춰지는 대지의 속성을 
가진다. 김수영이 「시여, 침을 뱉어라」에서 <세계의 개진> 개념을 상론한 
만큼 그렇게 「반시론」에서 <대지의 은폐> 개념을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
았지만, 「반시론」이 김수영의 시 내지 노래의 존재 본질 규명과 관련 있는 
글이 분명하고322) 김수영이 하이데거의 「릴케론」 일역판을 거의 외우다시
피 했다면 하이데거가 「릴케론」에서 언급한 릴케의 시와 릴케 시에 대한 
하이데거의 해석을 김수영이 간과했을 리가 없다:

대지여, 그대가 원하는 것은 보이지 않게 
우리들 속에서 소생하지 않는가? - 그대의 꿈은
언젠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닌가? - 대지여! 보이지 않는 것이여!
변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그대의 절박한 임무인가?
사랑스런 그대여, 나는 대지를 원하노라.323)

                                        - 「두이노의 비가」 부분

321) 조규찬, 앞의 논문 110면; 김유중, 앞의 책 162면. “김수영이 남긴 두 편의 시론, 
「반시론」과 「시의 침을 뱉어라」에 나타난 존재 사유의 특징적인 국면들은 하이데거 예
술론에 나타난 이와 같은 기본 골격을 대부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322) 김유중, 앞의 책 163면. “「반시론」은 그[김수영]의 존재 시론이 무엇으로부터 연원하
는지를 뚜렷이 알 수 있게 해주는 글이다. 존재의 본질을 향한 그의 모색은 일차적으로 
기존의 정형화된 존재 이해 방식을 부정하고 허물어뜨리려는 시도에서 출발한다.”

323) 릴케 전집, I, 476면. 하이데거, 앞의 글 4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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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더 모험적인’ 사람들의 의지적인 본질이 결국은 김수영이 말하는 
산문시를 낳고 김수영으로 하여금 궁핍한 시대의 시인으로서 사명을 감당
하게 한다. 이것은 횔덜린과 릴케, 그리고 하이데거에게 있어서도 마찬가
지이다. 김수영에게 있어서 ‘산문’은 ‘내용’상 ‘세계의 개진’으로서 ‘시’의 
‘형식’이 갇히는 대지의 은폐와 끊임없이 ‘투쟁’하는 가운데 현실화되기 때
문에 ‘더욱 더 모험적인’ 사람들인 시인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보
이지 않게/우리들 속에서 소생’하는 ‘대지’이다. 

김수영에게 있어서 ‘산문’은 일종의 ‘시’의 확대이고 ‘세계의 개진’이기 
때문에 ‘산문’이 ‘내용’상 가시적으로 ‘참말’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의 
‘형식’을 가두고 감추는 대지의 범위가 더욱 더 확대되어야 하고 더욱 더 
비가시적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세계의 개진과 대지의 은폐 둘 다가 각
각 온전한 전부로서 “비가시성 속에서 세계적인 존재자의 온전함이 가시
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324)이 된다. 뿐만 아니라 “온전함의 가장 넓은 권
역 속에서 비로소 성스러운 것이 나타날 수 있”으며, “성스러운 것의 흔적
을 찾는 도상에 있는”325) 궁핍한 시대의 시인이 위기로부터 구원의 가능
성을 찾을 수 있게 된다.

4.1.3. 「풀」: 세계의 개진과 대지의 은폐 간 ‘투쟁’

김수영의 시론 「시여, 침을 뱉어라」와 「반시론」이 각각 세계의 개진과 
대지의 은폐를 축으로 하고 양자 간의 끊임없는 투쟁, 즉 ‘싸움. 더 큰 싸
움, 더 큰 싸움, 더, 더, 더, 큰 싸움…’을 통해 하이데거가 시적인 존재 
진리를 비은폐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할 때, 이러한 김수영의 시론은 
김수영의 최후 작품인 「풀」326)에 비교적 잘 반영되어 나타난다.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324) 같은 곳.
325) 같은 곳.
326) 김수영, 「풀」, 전집 1, 3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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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 「풀」 전문

「풀」에 대한 해석은 매우 다양한데,327) 본 논문에서는 「시여, 침을 뱉어

327) 김윤배, 「모더니티와 리얼리티의 회통으로서의 김수영의 시세계」, 『문예운동』 통권 
제109호, 2011, 74면에서 김윤배는 김수영의 「풀」이 “화해와 조화의 몸짓으로 읽”힌다
고 하면서도 「풀」의 해석 가능성에 대해 “「풀」은 [···] 가장 다양한 기대지평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그 기대지평은 다양한 독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서 「풀」은 
전혀 다른 해석을 가져올 만큼 오독의 공간을 넓게 지니고 있는 작품이기도 한 것이
다.”라고 말한다; 김유중, 앞의 책 256면에서 김유중은 김수영의 「풀」 속에 “시인 자신
이 시대적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믿음”이 “비교적 널리 퍼져 있다.”고 하면서, 한편
으로는 김수영이 말하는 시대적 인식에 대한 “다양한 접근 가능성들이 항상 열려 있”지
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어떤 가능성도 [···] 풀의 존재 양식, 그리고 시간 의식의 역설
적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게끔 만들어 주지는 못하였다.”고 지적한다; 이승훈, 「모더니
즘의 비판적 수용」, 『인문언어』 제2집, 2001, 16면에서 이승훈은 「풀」이 지금까지 “대
부분 민중시로 해석한 바 있지만, 모더니즘의 시각에서는 이 시가 우리 모더니즘을 극
복하는 하나의 단서가 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김상환, 「김수영의 시적 이행의 문제」, 
『문예운동』 통권109호, 2011, 77면 이하에서 김상환은 “김수영의 작품을 시의 본질에 
대한 물음 안에서 읽는다면 풀은 민중이 아니라 시적 사유 자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
조한다; 곽효환, 앞의 논문 259면에서 곽효환은 “시의 본질은 이러한 개진과 은폐, 세
계와 대지의 양극의 긴장 위에 서 있다.”(서준섭, 앞의 논문 113면)라고 하는 서준섭 말
을 인용하고 김수영 시의 본질을 “형식과 내용, 노래와 산문, 예술성과 현실성, 무의식
과 의식이 대립, 즉 시의 특성인 ‘대지의 은폐’와 산문의 특성인 ‘세계의 개진’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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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와 「반시론」에 투영된 김수영의 시론을 바탕으로 「풀」을 분석하고, 이
를 바탕으로 김수영과 하이데거 시적 사유의 본질적인 공속 관계를 밝힌
다. 김수영은 「시여, 침을 뱉어라」와 「반시론」을 쓰고 난 후, 불의의 교통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기 직전에 「풀」을 쓴다. 말하자면 김수영은 1968년
에 자신의 시론과 시의 결정체인 이 세 작품을 세상에 내놓고 갑자기 세
상을 떠난 것이다. 

김수영은 「풀」에서 ‘풀’과 ‘바람’이라는 명사를 자주 호명하고, ‘눕다’와 
‘일어나다’의 동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울다’와 ‘웃는다’를 명사와 명
사 간, 동사와 동사 간, 그리고 명사와 동사 간 상호 작용의 결과 내지 효
과로서 제시한다. 자연 현상적으로 볼 때, 풀이 눕고 일어나는 것은 바람
의 작용에 의한다. 퓌시스로서의 자연328)이 자연의 본래적인 기능을 발휘
하면 풀은 세계가 개진되는 방식으로 가시적으로 눕고 일어나며, 바람은 

양극의 팽팽한 긴장 위에서 획득하는 무엇인 것”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곽효환은 “이러
한 시적 본질을 가장 잘 형상화하여 보여주는 작품이 「풀」이다.”고 한다; 임동확, 앞의 
논문 309면 이하에서 임동확은 「풀」을 “스스로 출현하고 또 거두는 ‘퓌시스’의 운동과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시”로 해석한다; 임병희, 앞의 논문 63면에서 임병희는 「풀」을 
“사물시의 좋은 예”로 본다; 서준섭, 앞의 논문 516면에서 서준섭은 “「풀」은 지금까지 
그[김수영]의 문학 전체에서 중대한 전환점이자, 새로운 단계로의 이행을 보여주는 작
품”으로서 “날을 세운 자의식의 시가 아니라 화자의 방심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시, 의
식의 힘을 뺀 개관적이고 부드러운 어조의 시”라고 분석한다; 권지현, 「김수영 시에 나
타난 ‘죽음’의 문제 연구」, 『인문과학연구(강원대학교)』 제32집, 2012, 79-80면에서 권
지현은 ‘풀’이 “부정적 자아의 소멸과 현실의 극복을 통해 새로운 긍정과 화해의 미래
적 회귀의식으로 죽음을 극복한다.”고 하면서 풀을 죽음 극복의 계기로 본다; 박지영, 
「김수영 시에 나타난 ‘자연’과 ‘몸’에 관한 사유」, 『민족문학사연구』 제20권, 2002, 295
면에서 박지영은 “김수영은 이 풀의 운동을 통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경지, 시를 쓰는 
동안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지를 이 시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고 해석하면
서 풀의 방심과 사랑의 내맡김을 연결 짓는다; 박상찬, 「김수영 시의 육체성 연구」, 『한
국시문학』 제15집, 2004, 124-125면에서 박상찬은 김수영의 「풀」을 “식물에 대한 의인
화 작업”의 결과물로 보고 “‘풀’에 드러나는 식물성의 상상력이 어떻게 몸을 읽어내는”
지에 대해 분석한다.

328) 하이데거, 「아리스토텔레스의 퓌시스 개념과 그 본질에 관하여」, 『이정표 1』, 211면
에서 하이데거는 고대 그리스 철학,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퓌시스 개념에 주목하는데, 
그 이유는 서구의 근대 형이상학이 존재 전체로서의 퓌시스를 본격적으로 은폐함으로써 
현대 기술 문명의 병폐를 비롯한 각종 위기를 초래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이데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퓌시스 개념을 나름대로 해석함으로써 고대 그리스 철학의 본질을 회
복해 보고자 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하이데거는 특히 ‘존재자의 움직임과 정지를 일으
키는 시원이자 그런 것을 지배하는 다스림이며, 따라서 그런 것을 위한 원천’으로서 이
러한 ‘존재자 속에서 무엇보다 먼저, 처음부터 그 스스로 자립적으로 그것(존재자)을 위
해 시원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퓌시스의 개념을 차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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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가 은폐되는 방식으로 비가시적으로 풀 속에 갇힌다. 그리고 풀과 바
람은 더욱 더 대지가 은폐되면 될수록 더욱 더 세계도 개진되는 방식으로 
상호 작용한다. 비유적으로 볼 때, 풀의 연약함은 힘없는 민중이나 피지배 
계층을 의미하고, 바람은 풀을 ‘눕히’거나 꺾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김수영의 「풀」은 저항시로 해석되기도 한다. 또한 하이데거와의 영
향 관계를 바탕으로 ‘풀’을 “다가오는 위험에 대해 스스로의 존재를 초연
히 ‘내맡김’으로써 그 위험을 역설적으로 초극하는 자세를 보여주”329)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 ‘바람’으로부터 “근대 기술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도발적 요청’ 혹은 ‘몰아세움’의 이미지를 읽어낼 수 있”330)다고도 해석한
다. 그렇다면 시의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김수영의 「풀」 속 ‘풀’과 
‘바람’, ‘눕다’와 ‘일어나다’, 그리고 ‘웃음’과 ‘울음’이 어떤 방식으로 상호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하이데거가 말하는 세계의 개진과 대지의 은폐 
간 투쟁의 구조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
기 위해 김유중은 시의 제1연에서 ‘풀’과 ‘바람’이 작용하는 선후 관계를 
설명하고, 제2연에서 그 관계가 역전된다는 것을 지적하며, 그 결과 김수
영의 시가 “일반의 상식을 뒤엎고 있다.”331)고 해석한다. 

제1연에서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눕던 풀이 제2연에서는 ‘바람
보다 더 빨리 눕’고 ‘바람보다 더 먼저 일어난다.’ 바람이 원인이 되어 결
과적으로 풀이 눕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여기에서는 세계의 
개진과 대지의 은폐 작용이 그리스 성전 건축에서처럼 분명하게 나타난다. 
바람이 불면 불수록 풀은 더 빨리 눕고 일어나는데, 풀의 눕고 일어남은 
가시적이고 바람의 세기는 비가시적이다. 더욱 더 세계가 개진되면 대지는 
더욱 더 은폐된다. 그런데 제2연에서는 바람과 풀의 작용이 인과론적 법
칙으로부터 벗어나 원인과 결과의 전도 현상이 일어나고 심지어 양자 간
의 긴밀한 연관 관계마저 와해되어 버린다. 이에 대해 김유중은 한편으로 
“기술의 본질인 ‘몰아세움’의 위험성”332)이 이러한 사태를 초래했다고 진

329) 김유중, 앞의 책 259면.
330) 위의 책 257면.
331) 위의 책 258면. 
332)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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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고, 다른 한편으로 하이데거를 끌어들여 “위험이 자라나는 그 순간에
도 존재에 대한 구원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는 사실과 “오히려 위험
이 커질수록 구원의 가능성 또한 그에 비례하여 커진다”는 사실, 그리고 
“‘최고의 위험’은 곧 ‘최고의 구원 가능성’”333)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킨다.

제2연에서 ‘풀’과 ‘바람’의 관계는 하이데거적인 의미에서 은폐와 비은폐
의 관계로 설명가능하다.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은폐는 비은폐를 위한 전제 
조건이다. 존재 진리의 비은폐를 위해서는 반드시 은폐가 전제되어야 한
다. 그렇기 때문에 은폐와 비은폐가 선험적으로 차이가 있다거나, 양자 간 
우열이 정해진다거나, 우등한 것이 열등한 것을 포섭·장악하는 식의 합일 
또는 통일 방식은 은폐가 비은폐되는 방식과 거리가 멀다.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은폐와 비은폐의 상호 작용은 양자 간 투쟁하는 힘에 의해 운동성
을 확보하고, 그 운동성으로 인해 은폐와 비은폐의 선후 관계가 무한 반복
적인 순환 관계로 전환된다. 

이제 제3연에서처럼, 풀이 결국에는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바람보다 먼
저 일어나고/바람보다 늦게 울어도/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풀과 바람의 
관계에 있어서, 눕고 일어서는 것의 선후 관계 내지 인과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풀과 바람 사이에 반복적인 운동에 의한 이행이 이루
어지고, 양자 간에 김수영 특유의 ‘반어적 기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먼저
인 것이 나중이 되고 나중인 것이 먼저 될 수도 있으며, 양자 간 인과적 
관계 역시 역전될 수도 있다. 따라서 ‘풀’과 ‘바람’, ‘눕다’와 ‘일어나다’, 
그리고 ‘울다’와 ‘웃다’의 양극적인 대립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대립성을 
하이데거의 세계의 개진과 대지의 은폐, 그리고 양자 간 투쟁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 

하이데거는 그리스 신전 건축을 통해 세계의 개진과 대지의 은폐 및 양
자 간의 투쟁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그리스 신
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가로로 놓는 것(Legen)’과 ‘세로로 세우는 것
(Stellen)’ 둘 다가 반드시 필요하고 서로를 전제한다. 그리고 가로로 놓인 
것만이 세로로 세울 수 있고, 세로로 세워진 것만이 가로로 놓일 수 있다. 

333)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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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둘 중 어느 하나가 없으면 둘 다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각각은 
온전한 전부이면서 동시에 무로서, 따로 그리고 함께 하이데거 존재 진리
의 본질을 이룬다. 그리고 이러한 하이데거의 세계와 대지의 개폐 구조를 
김수영은 자신의 최후 시 「풀」 속에 차용한다.334)   

4.2 김수영의 시대 인식과 시인론

4.2.1. 김수영의 시대 인식

김수영의 시대 인식은 한편으로는 김수영 자신이 소시민적인 삶335)을 
영위하면서 창작활동을 했던 50년대와 60년대에 걸쳐 있고, 다른 한편으
로는 하이데거가 횔덜린의 시를 빌어 ‘호명’한 시간과 시대를 초월한 ‘궁
핍한 시대’에 접해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해방 이후 짧은 시간”336)

에 대한 회상과 그 시대로의 회귀를 갈망하는 시인의 마음과 맞닿아 있다. 
우선 김수영은 「공자의 생활난」 속에 일종의 ‘소시민성’을 투영한다. 김수
영에게 있어서의 소시민성은 일상성에 잠식되어 삶을 영위하는데 급급해
하느라 일상으로부터 도저히 빠져 나오지 못하는 그런 소시민성과는 구분
된다. 따라서 김수영은, 그에게 있어서 생활이 어떻게 작용하든지 간에, 

334) 곽효환, 앞의 논문 260-261면. “시 전편에 걸쳐 반복되는 ‘눕다’와 ‘일어서다’, ‘울다’
와 ‘웃다’라는 모순된 동사의 잡다한 수식 없는 반복은 운동성을 고조시킨다. 그리고 이 
반복은 주술성을 부르고 풀에 생명력을 불어넣음으로써 […] 은폐라는 노래/형식의 속
성 위에 내용으로서의 풀과 바람의 상호 작용과 움직임을 반복적으로 보여줌으로써 
[…] 움직일 수 없는 존재인 풀과 자유롭지만 정처 없는 […] 바람이라는 두 상반된 존
재가 대지 위에서 빗어대는 움직임과 눕고 일어서고, 울고 웃는 주체로서의 풀이 보여
주는 경이로운 드라마는 ‘형식’과 ‘내용’이 하나가 된 팽팽한 양극의 긴장 위에 서 있는 
김수영이 말하는 시적 진리의 본질을 잘 담아내고 있다.”

335) 김수영, 「평단의 정지 작업」, 전집 2, 242면에서 김수영은, 특히 유종호가 시평에서 
자신을 두고 ‘<소시민> 운운하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납득이 안 가는 데가 있었‘지만 
그 <소시민>이라는 단어가 ‘악의의 것도 선의의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서 
<소시민> 개념에 대해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한다.

336) 김수영, 「마리서사」, 전집 2, 109면. “우리 문단에도 해방 이후에 짧은 시간이기는 
했지만 가장 자유로웠던, 좌·우의 구별 없던, 몽마르트 같은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자
랑삼아 이야기해 보고 싶었다. 그 당시만 해도 글 쓰는 사람과 그 밖의 예술 하는 사람
들과 저널리스트들과 그 밖의 레이맨들이 인간성을 중심으로 결합될 수 있는 여유 있는 
시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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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소시민적인 일상과 거리두기를 할 수 있고,337) 실제로 ‘바로 보기’
를 통해 일상적인 소시민성을 청산하겠다는 결단을 내린다.338) ‘바로 보
기’ 전에는 ‘사물과 사물의 생리’가 물리적이고 인과론적인 법칙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작용과 반작용, 원인과 결과, 정과 반 등의 이원성이 결
정론적인 대립적인 구도 속에서 서로 상극의 관계를 견지할 수밖에 없다. 
‘사물의 수량’에 따라 사물의 가치와 범위, 그리고 한계가 정해지며, 심지
어 ‘사물의 우매함과 사물의 명석함’도 외부적인 생활 조건과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이 바로 김수영이 이 시를 쓸 당시와 이후 전개될 1950년
대의 전쟁 경험과 60년대의 4·19, 5·16 전후 생활 및 시대 상황이고 각 
시대에 대한 인식 방법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 인식은 김수영
의 생활에 대한 양가적인 이해 방식339) 중 한 개의 축에 해당한다. 

이제 김수영은 ‘바로 보기’를 실행함으로써 ‘생활’과 시대 인식에 대한 
또 다른 한 개의 축을 확보한다. 말하자면 그것은 ‘사물과 사물의 생리’, 
‘사물의 수량과 한도’, 그리고 ‘사물의 우매와 사물의 명석성’ 사이에 작용
하는 이원적인 것의 상극성을 상생적인 상보성으로 재정비하고 재편성함
으로써 “왜곡된 상황을 바로 잡”340)고 은폐된 것을 비은폐하는 것과 상관

337) 김수영에게 있어서 ‘생활’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중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한수영, 「일상성을 중심으로 본 김수영 시의 사유와 방법(1), 『작가연구』 제5집, 1998,  
44-73면 참조; 한수영의 이러한 해석에 대한 김유중의 견해는 김유중, 앞의 책 197면 
참조.

338) 김수영, 「공자의 생활난」, 전집 1, 19면:

동무여 이제 나는 바로 보마
사물과 사물의 생리와
사물의 수량과 한도와
사물의 우매와 사물의 명석성을
                        - 「공자의 생활난」 부분

339) 김유중, 앞의 책 197-198면에서 김유중은 생활의 이중적인 의미에 대해 하나는 “어
디까지나 일상성의 차원에서 해석되는, 타성에 젖어든 세인으로서의 생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일상성에 대한 반성이나 회의적인 인식이 개입된 
결과로서의 생활”, 즉 “세인으로서의 삶과는 대응되는, 그러한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존재론적인 고민에 가깝다고 이해”하면서 김수영의 실제 생활이 “서로 다른 두 ‘생활
들’ 사이의 틈바구니에 끼인 채로 전개되는 불안하고 긴장된 양상의 연속이었을 것”이
라고 추정한다.

340) 위의 책 1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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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전쟁의 모든 파괴 속에서/불사조같이 살아난 너의 몸뚱아리-/우주
의 파편같이/혹은 혜성같이 반짝이는/무수한 잔재 속에 담겨 있는 또 이 
무수한 몸뚱아리-들은/지금 무엇을 예의(銳意) 연마하고 있는가”341)라고 
시 지으면서 김수영은 한편으로 전쟁으로 인해 파괴되고 피폐해진 생활을 
시로 짓고, 다른 한편으로 파괴 속의 ‘불사조’와 ‘우주의 파편’과 ‘혜성’을 
닮은 ‘몸뚱아리’를 노래한다. 그리고 “설움을 역류하는 야릇한 것만을 구
태여 찾아서 헤매는 것은/우둔한 일인 줄 알면서/그것이 나의 생활이며 
생명이며 정신이며 시대”342)이기 때문에, 생활인으로서 김수영의 시대 인
식은 생활을 이해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상반된 두 가지의 내재적인 의
미”343)축을 오간다. 그리고 김수영은 그 “틈바구니에 끼인 채로 전개되는 
불안하고 긴장된”344) 투쟁을 끊임없이 이어간다. 말하자면 질문을 스스로 
제기하면서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진 삶과 현실을 딛고 그 일상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친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인으로서 김수영의 삶에 
대한 저항과 반항은 자신의 창작 활동에 그대로 반영된다.

창작 내지 시평 관련 김수영의 시대 인식은 「생활현실과 시」345), 「창작 
자유의 조건」346), 「자유의 회복」347)등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우선  
「생활현실과 시」에서 김수영은 자신이 이 글을 쓴 목적에 대해 “우리 시
단의 지난 1년간의 흐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생활현실과 시의 관계와 난
해한 시와 독자와의 관계를 훑어보기 위한 것”348)이라고 밝힌다. 1964년 
당시 한국 시단의 실상에 대해서는 “우리 시단의 시는 시의 언어의 서술
면에서나 시의 언어의 적용면에서나 다 같이 미숙하다. 쉽게 말하자면 우
리의 생활현실도 제대로 담겨 있지 않고, 난해한 시라고 하지만 제대로 난
해한 시도 없다.”349)고 진단한다. 그리고는 “좀 더 가혹하게 말하자면 시

341) 김수영, 「국립도서관」, 93면.
342) 김수영, 「방안에서 익어가는 설움」, 전집 1, 59면.
343) 김유중, 앞의 책 197면.
344) 위의 책 198면.
345) 김수영, 「생활현실과 시」, 전집 2, 257-268면.
346) 김수영, 「창작 자유의 조건」, 전집 2, 177-179면.
347) 김수영, 「자유의 회복」, 전집 2, 180-182면.
348) 김수영, 「생활현실과 시」, 261면.
349) 위의 글 262면.



- 116 -

인의 양심이 엿보이는 작품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350)고 단
언하면서 한국 시단에서 “작품다운 작품을 하나라도 더 많이 내놓”351)기
를 바라는 소망을 피력한다.

「창작 자유의 조건」에서 김수영은 4·19 이후 ‘언론의 자유’에 대한 자신
의 견해를 피력하면서 그 시대를 바라보고, 진단하고, 비판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시대는 언론의 자유가 억압받고, 창작의 자유가 보장되기는커녕 
“너무나 초보적인 창작활동의 원칙”352)조차 지켜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창
작이 <불온사상>으로 낙인찍힐 수 있는 시대였다. 그러한 시대에 대해 김
수영은 “창작 과정상의 감정이나 꿈의 위축[…] 현상이 우리나라의 현 사회
에서는 혁명 후도 여전히 그 전이나 조금도 다름없이 계속되고 있다.”353)

고 비판하면서 그것을 “죄악”354)으로 규정한다. 
「자유의 회복」에서 김수영은 자유가 없으면 시도 없기 때문에 시를 쓰기 

전에 자유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임을 피력한다. 김수영의 시대 인식은 자
유의 부재에 대한 비판과 자유의 회복에 대한 절박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다. 그래서 김수영은 “한국 시단에 <자유의 회복>에 둔감한 시인이 너무 많
다는 사실”355)을 지적하고, 한국 시단의 풍토를 그렇게 조장한 사회적·역사적 
요인에 대해 비판하며, <자유의 회복> 정도를 시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 

김수영의 시 짓기와 시평에 있어서 자유 개념이 김수영의 시대 인식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면, “두 번째나 세 번째나 혹은 다섯 번째로 없
어지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으로 생명과 더불어 없어지는 것”356)으로서
의 자유는 생명과 동일시된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자유의 범위가 무한히 
확장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에 대한 억압과 제한이 가해질 경우, 그
것은 존재론적인 위협으로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김수영의 시적 모험에 
있어서 “자유의 서술도 자유의 주장도 아닌 자유의 이행”357)이 요구되고, 

350) 위의 글 260면.
351) 같은 곳.
352) 김수영, 「창작 자유의 조건」, 177면.
353) 위의 글 179면.
354) 같은 곳.
355) 김수영, 「자유의 회복」, 182면.
356) 김수영, 「자유란 생명과 더불어」, 전집 2, 156면.
357) 김수영, 「시여, 침을 뱉어라」, 4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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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이행’이 보장되지 않는 시대는 결단적인 존재의 모험을 허락하지 
않는 궁핍한 시대로 전락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수영이 일본 시인 니시와키 준사로의 말358)을 패러
디하여 ‘<자유를 논하는 것은 신을 논하는 것처럼 두려운 일>’이라고 한
다. 그렇다면 자유를 논하지 않는 것은 신을 논하지 않는 일이고, 자유의 
부재 시대는 신의 부재 시대를 의미하며,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결국 신을 
구속하고 속박하는 일이 되어 버린다. 이렇게 볼 때 자유의 부재에 초점을 
맞추는 김수영의 시대 인식 방식은 횔덜린의 시를 해석하면서 신의 부재
를 진단한 하이데거의 궁핍한 시대에 대한 인식 방식과 일맥상통하고, 따
라서 김수영 역시 횔덜린과 마찬가지로 궁핍한 시대의 시인으로서의 사명
을 부여받는다.

4.2.2. ‘시인다운 시인’

1960년대 후반 김수영은 <참여시> 논의와 맞물려 <현대시는 왜 안 읽
히느냐>에 대한 심포지엄에서 자신을 포함한 당시 시인들과 현대시에 대
한 학생들의 원망이 대단하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359) 김수영이 
보기에는 그 원망의 원인이 “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죄, 자유를 이행하
지 못하고 있는 죄, […] 그리고 이 죄를 남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죄”360) 
등에 있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김수영은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는데, 그러한 몸부림이 바로 김수영의 시 짓기이다. 그런데 그
러한 죄는 “우리나라에 한정된 것도 아니다.”361) 또한 어느 한 시대에 국
한된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횔덜린도 지고 하
이데거도 진다. 이제 궁핍한 시대에 시인의 사명과 관련해서 김수영은 ‘시
인의 정신은 미지(未知)’라고 선언하는데, 이 선언은 김수영의 시론 「시여, 
침을 뱉어라」 서두에서 나오는 ‘모호성’과 닿아 있다. 말하자면 ‘모호성’과 

358) 김수영, 「요즈음 느끼는 일」, 전집 2, 49면. “<시를 논하는 것은 신을 논하는 것처럼 
두려운 일>”

359) 김수영, 「로터리의 꽃의 노이로제-시인과 현실」, 전집 2, 197면 참조.
360) 위의 글 199면.
361)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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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의 틈새에서 시인은 자신의 시 작품을 길어 올리기도 하고 다시 심
연을 향해 추락하기도 한다. 추락과 상승의 반복과 투쟁이 바로 김수영에
게 있어서 시 짓기의 과정이다:

시인은 자기의 시에 대해서 장님이다. 그리고 이 장님이라는 것을 
어느 의미에서는 자랑으로 삼고 있다. 도대체가 시인은 자기의 시를 
규정하고 정리할 필요가 없다. […] 그는 언제나 시의 현 시점을 이
탈하고 사는 사람이고 또 이탈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다. 어제의 
시나 오늘의 시는 그에게는 문제가 안 된다. 그의 모든 관심은 내일
의 시에 있다. 그런데 이 내일의 시는 미지다. 그런 의미에서 시인
의 정신은 언제나 미지다. 고기가 물에 들어가야지만 살 수 있듯이 
시인의 미지는 시인의 바다다. 그가 속세에서 우인시(愚人視)되는 이
유가 거기 있다. 기정사실은 그의 적이다. 기정사실의 정리도 그의 
적이다.362) 

여기에서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어제의 시’와 ‘오늘의 시’ 그리고 
‘내일의 시’에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관계이다. ‘어제의 시나 오늘
의 시는 그[시인]에게는 문제가 안 된다. 그의 모든 관심은 내일의 시에 
있다.’고 해서 시인이 과거와 현재를 소홀히 하고 미래만을 중요하게 여긴
다는 뜻은 아니다. 또한 과거와 현재의 산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미래
의 것만을 붙들고 있겠다는 의미도 아니다. 과거의 시는 역사로 증명이 되
고 현재의 시에는 시인이 직접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의 것을 
통해서는 더 이상 새롭게 알게 될 것도 궁금한 것도 기대할 것도 없다는 
의미이다. 앎에 의해 과거와 현재가 기정사실이 되어 버린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과거나 현재의 것이 무용지물은 아니다. 다만 기정사실로 
굳어진 것으로부터 새로운 위대한 시원을 기대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
리고 ‘시인의 정신이 미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인의 바다에서 낚아 올릴 
수 있는 것은 무한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시인의 배반을 
이해할 수 있다:

362) 김수영, 「시인의 정신은 미지(未知)」, 253면; 김유중, 앞의 책 19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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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은 영원한 배반자다. 촌초(寸秒)의 배반자다. 그 자신을 배반하
고, 그 자신을 배반한 그 자신을 배반하고, 그 자신을 배반한 그 자
신을 배반한 그 자신을 배반하고··· 이렇게 무한히 배반하는 배반자. 
배반을 배반하는 배반자··· 이렇게 무한히 배반하는 배반자다.363) 

미래의 시와 시인의 배반이 닿아 있는 것은 시인의 무한 반복적인 배반
성이 미래에서 도래하는 시의 ‘섬뜩함’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역사나 기정
사실이 되어버린 과거와 현재의 시가 익숙함과 안정감, 그리고 안전함을 
보장해 주는 반면, 미지(未知)인 시인의 정신에서 나올 미래의 시는 이중
적인 측면에서 낯설고 불안정하고 위험한데,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과거와 
현재의 안일한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모험을 감행해야하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확실한 미래에 운명을 맡겨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대의 궁핍함이 극에 달해 있고, 그 원인이 정확하게 가늠되는 상황에서
는 미래로부터 도래할 새로운 시원을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미래의 시를 
과거와 현재로 데리고 와야 하며 이를 위해 궁핍한 시대의 시인은 ‘영원
한’ 배반자가 되어야 한다.

김수영은 1966년 <청맥> 5월호에 게재될 원고 청탁을 받고 ‘제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없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쓴다. 그 글은 결국 “제 시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없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 시단에 시인다운 시인이 
있는가”에 대한 김수영의 생각364)을 담고 있다. 김수영이 생각하는 <시인
다운 시인>은 “정의와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고 인류의 운명에 적극 관심
을 가진, 이 시대의 지성을 갖춘 시정신의 새로운 육성을 말할 수 있는 사
람”365)이다. 이 글을 쓸 당시 김수영이 보기에는 신동엽(1930-1969)이 
‘시인다운 시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 신동엽의 시 「4월은 갈아엎는 
달」366)을 통해 김수영은 ‘궁핍한 시대’에 현실 참여 내지 사회 참여를 내

363) 김수영, 앞의 글 255면.
364) 김수영, 「제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없는가」, 전집 2, 183면. “제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없는가? 나는 이 제목을, 제 시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없는가로 바꾸어 생각해 보
아도 좋을 것 같다.”

365) 같은 곳.
366) 신동엽, 「4월은 갈아엎는 달」. 김수영, 앞의 글 184면에서 재인용:
 



- 120 -

용으로 하는 시와 시인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 이
유는 이런 경향의 작품이 가지고 있는 약점, 말하자면 언어 예술작품으로
서 시가 갖추어야 한 최소한의 예술성을 소위 말하는 참여시가 보증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이 시에서는 훌륭하게 극복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김
수영이 신동엽의 시를 그렇게 평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신동엽의 시 「4월은 갈아엎는 달」은 제목에서부터 김수영이 하이데거의 
시론에서 빌려 언급하는 ‘세계의 개진’과 ‘대지의 은폐’라는 투쟁적인 활동
이 감지된다. 1960년 4월에 4·19가 발발함으로써, 그 전까지 아무런 의미
도 획득하지 못하고 특별한 모습도 드러내지 못한 ‘곰나루’와 ‘광화문’이 
세계로서 열린다. 세계 주변에서 울려 퍼지는 함성이 ‘곰나루’와 ‘광화문’
에 부딪침으로써 그 소리는 승리의 함성이라는 공명으로 되돌아온다. 그 
소리는 ‘강산을 덮어’ 버리고 그렇게 세계의 열림은 확대된다. 4·19는 은
폐되고 닫힌 대지를 억지로 열어젖히고 끄집어 낸 산물이 아니다. 민주화
를 방해하고 민주화를 거부하는 부패와 불야성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굳
게 닫혀 있는 대지는 스스로를 열면서 4·19라는 세계를 열어 세운다. 세계
와 대지의 투쟁 과정에서 이 둘은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지만, 때로는 
갈아엎어지기도 한다. 피어나는 진달래와 ‘출렁이는 네 가슴’은 세계의 열
림과 대지의 닫힘이 공존하는 퓌시스의 상태이다. 궁핍한 시대에 세계의 
개진과 대지의 은폐가 ‘갈아엎음’이라는 투쟁의 방법으로 새로운 시원의 

4월이 오면
곰나루서 피 터진 동학(東學)의 함성,
광화문서 목 터진 4월의 승리여.

강산을 덮어, 화창한
진달래는 피어나는데,
출렁이는 네 가슴만 남겨놓고,
갈아엎었으면 
이 군스러운 부패와 불야성
갈아엎었으면
갈아엎은 한강 연안에다
보리를 뿌리면
비단처럼 물결칠, 아 푸른 보리밭  

                                - 「4월은 갈아엎는 달」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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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래를 예비한다. ‘한강 연안’에 새로운 세계가 다시 열리고, 열어 밝히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면서 대지는 보리가 뿌려지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다시 
세계 속에 가둔다. 그리고 ‘푸른 보리밭’의 세계가 열려 솟아오르면서 비
단처럼 물결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갈아 뒤엎음’과 새로운 시원의 도
래가 맞닿아 있다. 

 
4.2.3. 시인의 사명

김수영은 ‘제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없는가’라는 질문을 “시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가”367)라는 질문으로 바꾼다.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궁핍한’ 시대의 ‘궁핍함’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낳고 시인과 시인의 사명에 
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시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4월 19일이 아직도 공휴일이 안 
된 채로, 달력 위에서 까만 활자대로 아직도 우리를 홀겨보고 있을 
리가 없다. 그 까만 19는 아직도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 
국민을 믿지 못하고 있고, 우리의 지성을 말살하다시피하고 있다. 
그것은 통행금지 시간을 해제하지 못하고 있고, 윤비의 국장을 다음 
선거의 득표를 위한 쇼로 만들었고, 부정 공무원의 처단조차도 선거
의 투표로 계산에 넣은 장난으로 보이게 하고 있다. 신문은 감히 월
남파병을 반대하지 못하고, 노동조합은 질식 상태에 있고, 언론자유
는 이불속에서도 활개를 못 치고 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위험한 
일은 지식층의 피로다. […] 이런 일은 남의 일이 아니다. 남의 일로 
낙담을 했다고 간단하게 처리될 수 없는 심각한 병상이 우리 주위와 
내 자신의 생활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다.368)

지금이 1960년 4월이 아니라고 해서, 반세기 이상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
다고 해서, 그때 당시의 시대적 궁핍함이 말끔히 해소되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시대의 궁핍함은 지금이 오히려 더 심각하고 심지어 극에 달

367) 김수영, 앞의 글 184면.
368) 위의 글 184-1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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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있다. 50년 전 궁핍함의 원인이 되었고, 궁핍함의 현상으로 나타난 것
들이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것은 횔덜린의 시대에도 하이데거 시
대에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랬다. 시대의 궁핍함 역시 역운으로 수렴되
기 때문에, 그때든 지금이든, ‘궁핍한 시대에 시인의 사명이 무엇인가?’ 라
는 질문은 매번 새롭게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서 김수영 역시 시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시인에 대해 말한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지성인으로서
의 김수영과 하이데거의 공통분모적인 요소를 찾아낼 수 있고 이 문제에 대
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에서 두 사람의 친화력을 감지할 수 있다.

우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인간은 신도 아니고 악
마도 아니다. 그러나 건강한 개인도 그렇고 건강한 사회도 그렇고 적
어도 자기의 죄에 대해서 몸부림은 쳐야 한다. 몸부림은 칠 줄 알아
야 한다. 그리고 가장 민감하고 세차고 진지하게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이 지식인이다. 진지하게라는 말은 가볍게 쓸 수 없는 말이다.369)

인간다운 인간이 보다 더 인간답게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의미에서 
하이데거도 인본주의의 본질 회복에 전념한다. 전승된 인본주의는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내세운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우열과 서열이 매겨지고 
그에 따른 수직적인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같은 인간끼리도 어느 한쪽
은 지배하고 다른 한쪽은 종속된다. 자기의 죄조차 다른 사람에게 물어 죄
를 덮어씌우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진실은 수시로 외면당하고 심
지어는 영원히 덮어진다. 하이데거도 김수영도 인간의 인간다움에 대해 본
질적으로 고민하면서 최초에 제기된 질문을 자기 자신을 향해 던진다. “나
는 과연 내 정신을 갖고 살고 있는가.”370) 

김수영이 궁핍한 시대의 시인으로서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선 김재원의 「입춘에 묶여온 개나리」371)에 대한 자신의 입장

369) 위의 글 186면.
370) 같은 곳.
371) 김재원, 「입춘에 묶여온 개나리」, 『깨달음으로 뜨는 별 하나. 김재원 시집』, 민윤식 

엮음, 문화발전소 2014, 131면: 

개화(開花)는 강 건너 춘분(春分)의 겨드랑이에 구근(球根)으로 꽂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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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밝힌다. “현대의 양심”372)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입춘에 묶여온 개나
리」는 소위 말해서 “제정신을 갖고 쓴 시다.”373) 궁핍한 시대의 시인에게 
‘개화는 강 건너 춘분의 겨드랑이에 구근으로 꽂혀 있’기 때문에, ‘바퀴와 
발자국으로 영일 없는 종로바닥에 난데없는 개나리의 행렬’이 이어지고, 
‘입술 노란 개나리떼’가 ‘온도에 속은 죄’로 ‘우리 아버지가 때없이 한데 
묶어 세상에 업어다놓은 나와 내 형제같은 얼굴로 행렬을 이루어 끌려’ 갈 
때, 혹독한 추위의 긴 겨울을 견딘 개나리가 봄이 오는 소리에 서둘러 구
근을 내밀고 꽃망울을 터뜨리듯, ‘현대의 양심’을 즉각적으로, 아무런 거리
낌 없이 분출해야 한다. 하지만 새벽을 알리는 닭이 ‘못 견딜 짓눌림에 그 
깊은 시간의 테러리즘 밑에서 목청을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개화’는 ‘춘분
의 겨드랑이에 꽂혀’ 동면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그 시기가 늦어지고 있
다. 이러한 상황과 그 책임에 대한 김재원의 시인으로서의 고뇌와 몸부림

바퀴와 발자국으로 영일(寧日) 없는 종로(鐘路) 바닥에 난데없는 개나리의 행렬(行列). 

한겨울 온실에서, 공약(公約)하는 햇볕에 마음도 없는 몸을 내맡겼다가, 
태양이 주소를 잊어버린 마을의 울타리에 늘어져 있다가, 

부업(副業)에 궁한 어느 중년(中年)사내, 다시 계절을 예감(豫感)할 줄 아는 
어느 중년사내의 등에 업힌 채 종로거리를 묶여가는 것이다. 

뿌리에 바싹 베개를 베고 신부(新婦)처럼 눈을 감은 우리의 동면(冬眼)은 아직도 아랫목에
서 밤이 긴 날씨. 
새벽도 오기 전에 목청을 터뜨린 닭 때문에 마음을 풀었다가……. 

닭은 무슨 못견딜 짓눌림에 그 깊은 시간(時間)의 테로리즘 밑에서 목청을 질렀을까. 

엉킨 미망인(未亡人)의 수(繡)실처럼 길을 잃은 세상에, 잠을 깬 개구리와 지렁이의 입김이 
기화(氣化)하는 아지랑이가 되어, 암내에 참지 못해 청혼(請婚)할 제 
나이를 두고도 손으로 찍어낸 화병(化甁)의 집권(執權)의 앞손이 되기 위해, 
알몸으로 도심지(都心地)에 뛰어나온 스님처럼, 업혀서 망신(亡身)길 눈 뜨고 갈까. 

금방이라도 눈이 밟힐 것같이 눈이 와야 어울릴, 손금만 가지고 악수하는 남의 동네를, 
우선 옷 벗을 철을 기다리는 시대여성(時代女性)들의 목례(目禮)를 받으며 
우리 아버지가 때없이 한데 묶어 세상에 업어다놓은 나와 내 형제같은 얼굴로 
행렬(行列)을 이루어 끌려가는 것이다. 온도(溫度)에 속은 죄(罪)뿐, 입술 노란 개나리떼

                                                     - 「입춘에 묶여온 개나리」 전문

372) 김수영, 앞의 글 187면.
373) 위의 글 1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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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춘에 묶여온 개나리」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음을 김수영은 간파할 
수 있었다.

김수영이 김재원의 「입춘에 묶여온 개나리」를 평할 때 즈음, ‘제정신을 
갖고 사는 것’의 기준이 된 ‘현대의 양심’과 관련해서 김수영 스스로 양
심선언을 하게 된다. 그것은 궁핍한 시대의 시인이 자칫하면 양심이 불
량하고 양심을 외면하는 인간으로 전락할 수 있음에 대한 경고와 경각
심, 그리고 경계의 의미를 담고 있다. 김수영은 궁핍한 시대의 시인에게 
걸맞는 “윤리의 밀도”374)를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엔카운터 지
(誌)」375)를 그 계기로 삼고376) ‘제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의 기준으로 삼
는다.377)

김수영은 김재원의 「입춘에 묶여온 개나리」를 비평할 때, 사심(私心)에 
의한 사심(邪心)이 작용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시인으로서 소위 말하는 
제정신을 갖고 살기 위해서 바로 이 사심에 의한 사심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사심에 의한 사심이 시인의 양심, 더 나아가 ‘현대의 양
심’과 맞닿아 있고, 이것은 결국 모든 일을 그르치고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독소가 된다. 사심에 의한 사심이 작용하게 되면 어느 한 개인에 대
한 발견378)과 평가도, 궁핍한 시대에 대한 진단도, 그리고 어떠한 해법 마

374) 위의 글 187면.
375) 김수영, 「엔카운터 지(誌)」, 전집 1, 326-328면.
376) 김수영, 「제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없는가」, 186-187면. “「엔카운터 지(誌)」 한 편

만으로도 나는 이병철이나 서갑호보다 더 큰 부자다. 사실은 […] 김재원의 「입춘에 묶
여온 개나리」를 읽고 나는 한참 동안 어리둥절해 있었다. 젊은 세대들의 성장에 놀랐다
기보다도 이 작품에 놀랐다. 나는 무서워지기까지도 하고 질투조차도 느꼈다. […] 그런 
사심이 가시기 전에는 비평이란 씌어지는 법이 아니다. 그러다가 그 장벽을 뚫고 나온 
것이 「엔카운터 지(誌)」다. 나는 비로소 그를 비평할 수 있는 차원을 획득했다. 그리고 
나는 여유 있게 그의 시를 칭찬할 수 있었다. 이것은 내가 「입춘에 묶여온 개나리」의 
작가보다 우수하다거나 앞서 있다거나 하는 말이 아니다.”

377) 위의 글 187면. “「엔카운터 지(誌)」를 쓰지 못하고 「입춘에 묶여온 개나리」의 월평을 
썼더라면 나는 사심(私心)이 가시지 않은 글을, 따라서 사심(邪心) 있는 글을 썼을 것이
다. 개운치 않은 칭찬을 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거나 다치
거나 했을 것이다. 그러나 「엔카운터 지(誌)」의 고민을 뚫고 나옴으로써 나는 그를 살리
고 나를 살리고 그를 <제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보고 <나를 내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378) 김수영, 「시인의 정신은 미지(未知)」, 256면. “시인은 모든 면에서 백치가 될 수 있지만, 
단 하나 시인을 발견하는 일에서만은 백치가 아니다. 시인을 발견하는 것은 시인이다. 시
인의 자격은 시인을 발견하는데 있다. 그 밖의 모든 책임을 시인으로부터 경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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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개인의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대의를 
저버리고 역운을 도외시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개인도, 사회도, 국
가도, 세계도 모두 도미노가 되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되고 그 상황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제정신을 갖고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 악순환의 고리는 
좀처럼 끊어지지 않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기 때문에 궁핍한 시대일수록  
시인은 제정신을 갖고 살아야 한다. 

시 짓는 시인은 ‘탁월한’ 방식으로 사태를 파악하고, 그 사태에 대해 심
각하게 고민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본질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정신을 갖고 사는 것이 시인의 전유물은 아니다. 제
정신을 갖고 사는 것의 범위는 시간적으로도 확장될 수 있고 공간적으로
도 확대될 수 있다. 시인만이 제정신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제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 바로 시인이다:

제정신을 갖고 산다는 것은, 어떤 정지된 상태로서의 <남>을 생각할 
수도 없고, 정지된 <나>를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 제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란 끊임없는 창조의 향상을 하면서 순간 속에 진리
와 미의 전신(全身)의 이행을 위탁하는 사람이다. […] 제정신을 갖
고 사는 사람이란 어떤 특정한 인물이 될 수도 없고, 어떤 특정한 
시간이 될 수도 없다. 우리는 일순간도 마음을 못 놓는다. […] 「시
지프의 신화」에 나오는 육중한 바윗돌을 밀며 낭떠러지를 기어 올라
가는 사람들이다.379)

횔덜린도, 하이데거도, 김수영도, 시지프와 바통패스를 한 사람들이다. 김
수영이 보기에 김재원도 자신의 바통을 이어 받을 “미약한 한국의 발랄한 
젊은 세대”380) 중 한 사람이다. ‘미약함’이 결국 위대한 시원을 연다. 궁핍
한 시대에 사유가, 지성인, 자각인(自覺人)으로서 제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
이 한 명이라도 더 많아지면, 그리고 그들이 그 시대의 궁핍함을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사유하는 시 짓기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다면, 비록 아직은 그 
힘이 미미하고 미약하지만, 결국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원의 도래를 ‘마중’

379) 같은 곳.
380) 김수영, 「제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없는가」, 1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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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힘으로 결집되어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힘이 된다. 그리고 그 힘은 긍정
의 바이러스가 되어 ‘온몸으로 온몸을 밀어붙이면서’ 전체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김수영은 자신의 시론 마지막 부분에서 시대의 궁핍함이 여
전하고, 궁핍한 시대에 ‘제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없는가’에 대한 자신의 
진단과 처방이 “아직도 과격하고 아직도 수감 중에 있다.”381)고 고백한다.

4.3. 김수영의 시적 진리 논의를 위한 점검

김수영의 시적 진리를 논함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김수영 문학의 특성
과 관련해서 김수영 연구자들이 밝힌 김수영 사유의 방향과 전개 양상, 그
리고 전환의 과정을 한 번 총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382) 김수영
과 김수영 문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 질수록 그 “의견들이 결집되어 
안정화되”기는커녕 “논의 자체가 끊임없이 분화되고 확산되는 경향을 보
인다.”383)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특히 김수영 사후에 더욱 더, 
그리고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김수영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문학 연구에 있어서 보통의 경우와 다
른 이러한 ‘이상’ 현상을 규명하고 김수영 문학에 있어서 하이데거적인 의
미의 “존재론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다시 생각해 보”384)기 위한 작업을 한
다. 그리고 이를 위해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투쟁’ 관계에 놓여있는 김
수영의 시 짓기와 시론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반영’에 의한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진리 추구 방식이 결국 하이데거의 형이상학 비판과 맞닿아있

381) 위의 글 189면.
382) 김유중, 앞의 책 4면에서 김유중은 김수영 문학에 대한 총체적인 정리와 이해의 필요

성과 당위성을 논하면서 “그의 문학을 총체적으로 정리, 이해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열어 펼쳐 보여 주려는 노력 역시 간단치만은 않은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을 반드시 불가능한 시도라고 속단하여 미리부터 서둘러 포기할 필요는 없을지 모
른다.”는 입장을 취한다.

383) 같은 곳에서 김유중은 그러한 경향을 확인해주는 김수영 연구사 정리 연구 결과물들
을 소개한다: 김명인, 『김수영, 근대를 향한 모험』, 소명출판 2002; 강웅식, 「김수영 문
학 연구사 30년, 그 흐름의 향방과 의미」, 『작가연구』, 새미 1998·5; 이은정, 「상반된 
수용의 문제-김수영 시의 양상」, 김승희 편, 『김수영 다시 읽기』, 프레스 21 2000; 박수
연, 「김수영 해석의 역사」, 『작가세계』, 세계사 2004·여름. 

384) 김유중, 앞의 책 1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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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김수영과 하이데거의 모더니티 비판이 ‘시적 진리’를 향한 도상
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가능한 작업임을 밝힌다. 아울러 김수영의 시작품 
속에 정립된 하이데거의 시적 진리를 비은폐하기 위해 하이데거에 의해 
재정립된 ‘철학’ 개념을 활용한다.

4.3.1.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투쟁’

김유중에 의하면 “김수영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에서 […] 먼저 유의 깊
게 살펴보아야 할”385) 것이 현실 참여와 예술성 지향이라는 문학의 이중
성 관련 문제이다. 이런 맥락에서 김유중은 김수영 문학을 둘러싼 “가장 
고전적이고도 핵심적인 사안”386)으로서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을 소개한다. 
아울러 김수영 문학이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투쟁 관계에서 진자 운동을 
하고 있고, 이 운동이 ‘반영’으로서의 진리 문제와 근본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이 지향하는 문학의 상반되는 의견과도 맞닿
아 있다고 본다. 특히 한국 문단에서 양 진영의 지지 기반과 지지 노선이 
너무나 확고하고, 심지어는 양 진영이 “이율배반적인 경쟁 관계”를 견지하
면서 각각 “아전인수 격인 해석”387)을 내놓는다. 따라서 김수영에 대한 리
얼리즘적 입장과 모더니즘적 입장 중 “어느 한쪽이 입장을 정리하고 순순
히 물러나 주기를 기대하기란 애초부터 무리”388)이고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김수영 문학은 한편으로 분명히 리얼리즘적이거나 모더
니즘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리얼리즘적이면서 동시에 모더니즘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립적인 이중성이 김수영 문학 속에서 어떻게 반영되
어 나타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이들 양 진영에서 공히 김수영을, 자신
들이 지닌 문학적 문제의식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시인 가운데 한 사람으
로 주요하게 거론하고 있다.”389)는 사실이 대답을 대신한다. 이처럼 김수

385) 위의 책 5면. 
386) 같은 곳. 
387) 같은 곳.
388) 같은 곳.
389) 같은 곳; 박지영, 「김수영의 시 연구-시론의 영향 관계를 중심으로」(성균관대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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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문학은 현실 참여적이기도 하고 예술 지향적이기도 하다. 또한 김수영 
문학은 현실 참여적이면서도 예술 지향적이다. 말하자면 김수영은 리얼리
즘과 모더니즘의 투쟁을 자신의 시 짓기와 사유의 단초로 삼는다. 

대립적인 이원성에 대한 김수영 식 처리 방식은 이미 김수영의 시론에
서 충분하게 검토되었고, 그것이 하이데거의 세계와 대지의 개폐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확인되었다. 따라서 김유중이 제기했
던 근본 질문, 즉 김수영에게 있어서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이 “반드시 대립
적인 개념들인가”390)에 대한 대답은 꼭 그렇지 않고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다는 대답을 유도한다. 말하자면 김수영에게 있어서 대립적인 이원성은, 
그것이 시론과 반시론이든, 시와 산문이든, 형식과 내용이든,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이든, 각각, 그리고 함께 지속적인 긴장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투
쟁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행’과 반어적 기법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
되기 때문에, 비록 표면적으로는 이원성이 상호 대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극적이거나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상호 작용함으로써 각각의 
경계를 최대한 넓히고 상호 보완적이 된다.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투쟁 관계는 19세기와 20세기를 풍미한 사조 간
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룰 수도 있고, 시대 개념이라는 보다 넓은 지평으로 
다룰 수도 있다. 김수영에게 있어서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은 각각 현실 참
여적인 경향과 예술성 지향이라는 관점을 대변한다. 또한 이 둘은 한편으
로는 이율배반적인 경쟁 관계 속에서 서로 배척하는 대립축을 형성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김수영 특유의 세계 인식과 대립성 극복 방식에 입각
해서 상호 이해와 소통의 가능성으로서 작용한다. 따라서 두 진영은 극도
의 긴장 관계에 놓여 있으면서 동시에 연합 전선을 구축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관계가 재구성되고, 리얼리즘과 모더
니즘에 대한 편향성이 지양되며, 리얼리스트이자 모더니스트로서 김수영의 
면모가 점차적으로 갖춰진다.391)

한편으로 김수영은 리얼리스트이면서 동시에 모더니스트이다. 다른 한편

박사 논문), 2002, 406면 참조.
390) 김유중, 앞의 책 6면.
391) 김윤배, 앞의 논문 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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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김수영은 리얼리스트도 아니고 모더니스트도 아니다. 김수영은 리얼리
즘과 모더니즘의 긴장 관계 속에서 양자 간 투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
써 리얼리즘적인 모더니스트로서, 그리고 모더니즘적인 리얼리스트로서 사
유하고 시 짓기를 한다. 말하자면 김수영이 ‘새로운’ 것을 위해 실험적인 것
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문제로 삼는 시 짓기를 하기 때문에 김수영
은 모더니즘적인 리얼리스트로서 이율배반적이고 반어적인 기법을 사용할 
줄 알고, 따라서 “이간질하면서 떼어놓기라는 생산적인 생각(the fruitful 
of estranging estrangement)”392)을 할 줄 아는 시인인 것이다. 또한 김
수영은 자신의 시작품 속에서 서사적인 재현이라는 리얼리즘의 전통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지만 그것들을 최소화하거나 약화시킬 줄 아는 리얼리즘적
인 모더니스트이다. 

모더니즘적인 리얼리스트와 리얼리즘적인 모더니스트 간의 간격 내지 
구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다르다. 하지만 이 둘은 서로 다
르면서 또한 동일한 것으로서 함께 투쟁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때 김수영을 중심추로 삼는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투쟁’ 관계에서 보다 
‘고차원적’인 또 다른 하나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
유는 김수영이 기본적으로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긴장 관계를 생산적으
로 활용하기 때문이다.393) 그렇기 때문에 김수영은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안하무인격인 횡포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유하기와 시 짓기에서 나름대로 
균형을 잡고 독자적인 노선을 걷는다.394) 

392) F. Jameson, 「Antinomies of the Realism-Modernism Debate」, MLQ, Vol. 3, 
No. 3, 2012, p. 479.

393) 김유중, 앞의 책 6면에서 김유중은 같은 맥락에서 “김수영 특유의 긴장된 세계 인식 
속에서, 이들 두 개념은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상호 이해와 소통의 발판을 마련해 
놓았다.”고 해석한다.

394) 위의 책 176면에서 김유중은 이와 관련해서 “분명한 것은 김수영 문학에는 모더니즘
의 틀에서도, 그리고 리얼리즘의 틀에서도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을 만한 문제의식들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의 문학 속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이라는 사유의 이분법적인 갈래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
는 길을 엿보게 된다는 점이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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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시적 진리를 향한 모더니티 비판

김수영은 1960년대 소위 한국 시단에서 화두가 되었던 모더니티 논의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치열하게 논쟁한다. 김수영에게 
있어서 모더니티의 문제는 근대화의 실패 내지 지연으로 인한 상대적인 
낙후성을 극복하는 것과 낙후성 자체에 대한 인식 능력을 일깨워 주는 것,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혜안을 밝혀 주는 것과 맞물려 있다.395) 

1963년 12월, 김수영은 “한 말로 말해서 우리나라 시단은 썩었다. […] 
지난 1년간을 돌이켜볼 때 한국 시인들은 들어앉아서 공부도 안 하고 나와
서 술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틈에 조용한 그늘 속에서 편
안하게 번성한 것은 만성이 되어버린 사기와 협잡의 구악(舊惡)뿐이다.”396)

라고 하면서 다소 과격하게 소신을 밝힌다. 이에 동료 시인들로부터 질타
를 받기도 하지만 김수영은 그 이후에도 여전히 궁핍한 시대에 시의 역할
과 시인의 사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피력한다.397) 김수영은 이
제 더 이상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대립적이고 상극적인 관계에 입각해서 
리얼리즘의 대립축으로서 현대시와 현대 시인을 논하지 않는다. 참여시와 
현대시의 양극단을 오가면서 맨날 제 자리 걸음을 하는 것은 김수영에게 
있어서 일종의 퇴행이기 때문이다. 

현대성 내지 현대시와 관련되는 김수영의 진술에 의하면 한국 현대 시

395) 김수영, 「모더니티의 문제」, 전집 2, 516면. “시인의 스승은 현실이다. 나는 우리의 
현실이 이 시대에 뒤떨어 진 것을 부끄럽고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 보다도 더 안타깝고 
부끄러운 것은 이 뒤떨어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시인의 태도이다. […] 우리의 현대
시의 밀도는 현실에 대한 자각이 모체가 되어야 할 것 같다. […] 이상한 역설 같지만 오
늘날의 우리의 현대적인 시인의 긍지는 <앞섰다>는 것이 아니라 <뒤떨어졌다>는 것을 의
식하는 데 있다. […] 우리의 현대시가 우리의 현실이 뒤떨어진 것만큼 뒤떨어지는 것은 
시인의 책임이 아니지만, 뒤떨어진 현실에서 뒤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시를 위조해 내놓
는 것은 시인의 책임이다.” 

396) 김수영, 「세대교체의 연수표」, 전집 2, 250면. 
397) 이승규, 「김수영의 월평(月評)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제40집, 2013, 109면에서 

이승규는 김수영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김수영이 당시 유망한 신진으로 여기고 기대를 
건 시인이나, 시단의 기성 시인, 혹은 중진 시인에게까지 엄정한 평가를 내리는 것은 대
단한 용기에 가깝다. 더군다나 시에 거짓말을 일삼고 그것을 방조한다면 우리나라 시단 
전체에 준열한 비판을 가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본래 비평가이기 이전에 시인인 김수
영 자신 스스로에 대한 자기 검열과 반성, 시적 진전을 위한 결연한 각오 없이 불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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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풍토가 열악하기 때문에 현대시는 현대시로서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현대 시인은 궁핍한 시대에 시인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 그래서 
김수영에게는 한국 현대 시단의 낙후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였
고, 이를 위해 낙후성 자체에 대한 인식과 수용이 불가피했다. 그리고 김
수영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이승훈의 작품 「가담」을 평하면서 
한국적 모더니즘의 지평을 확대하고 동시에 모더니티에 대한 비판적인 관
점을 확보한다.

누군가 나의 뒤에서 성냥을 긋고 배치(配置)는 문득 애처로이 흔들
리기 시작한다. 초록커튼을 젖히고 들어간 하오(下午)에 재떨이와 찌
그러진 의자 쇠의자, 멀고먼 의식의 달빛은 가늘게 녹고 있다. 구두
를 벗은 채 뛸리! 뛸리! 저 앞을 볼 수 없는 시간의 캄캄한 헛간에
서 손을 내밀며 그대 이름을 부른다. 오 안 보이는 시간의 가장 어
두운 플래카드여, 나에게 파묻은 날개죽지를 다오.398)

이 작품에 대한 시평399)에서 김수영은 ‘멀고먼 의식의 달빛은 가늘게 녹
고 있다.’가 이 작품의 분수령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 분수령까지는 의
식이고 그 뒤는 무의식(말하자면 무의식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의식)이
다.”400)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작동하고 있는 ‘포즈의 폐
해’401)가 분수령을 기준으로 후반부인 무의식 속 동작에서 작동하고 있다
고 본다. 또한 시의 후반에서 포즈의 동작이 소위 말하는 폐해 상태를 벗
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모더니즘적인 관점에서 보면 시인의 절규가 후반부
에서 허사가 되었다고 평한다. 아울러 이승훈의 포즈가 “서술(무의식 속에

398) 이승훈, 「가담」. 김수영, 「포즈의 폐해」, 전집 2, 563면에서 재인용.
399) 김수영, 앞의 글 563-564면. 
400) 위의 글 563면.
401) 김수영, 「요동하는 포즈들」, 전집 2, 535-536면. “우리의 현대시가 겪어야 할 가장 

큰 난관은 포즈를 버리고 사상을 취해야 할 일이다. […] 시의 다양성이나 시의 변화나 
시의 실험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어디까지나 환영해야 할 일이다. 
[…] 우리 시단의 너무나도 많은 현대시의 실험이 방황에서 와서 방황에서 그치는 너무
도 얄팍한 포즈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이승규, 앞의 논문 119면에서 이승규는 
김수영이 말하는 포즈에 대해 “형식적인 꾸밈이나 허세를 넘어 진지성이 결여된 자세, 
더 나아가 진지성을 배반한 시적 태도”라고 정의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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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순수한 생명, 즉 시의 갈망에 대한 서술)의 윤곽을 제시하는데 그치
고 말았고, 승화된 진정한 시의 감동을 주기에는 미흡하다.”402)고 평한다. 

김수영은 무의식을 ‘또 하나의 의식’으로 본다. 이렇게 의식과 무의식을 
함께 모더니티의 구성 성분으로 파악한다는 점403)에 있어서 김수영은 철
저한 모더니스트이다. 김수영에게 있어서 의식과 무의식은 어쨌든 주제화
되고 개념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김수영의 시가 난해함으로부터 완전히 자
유로울 수 없다. 물론 김수영에게 있어서 난해함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404) 현대시의 난해함과 포즈의 폐해 사이를 오가는 1960년대 한국 
시단의 낙후성 내지 “문맥을 모르는 시인들의 <사기>론”405)과 관련해서 
김수영은 “될 수 있는 대로 생리적인 편견을 배제한, 타당성 있는 기준을 
적용”해서 “평소에 품고 있던 현대시에 대한 소신”406)을 밝힌다. 김수영에 
의하면 “우리 시단에 시다운 시가 지극히 희소하”고, “날조된 작품이 많”
으며, “현대성을 표방하는 작품에 특히 사이비성이 많다.”407) 시 월평을 
통한 이러한 날카로운 지적과 대담한 표현이 김수영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오해의 여지도 있지만, 김수영은 시의 본질과 시인
의 사명에 대한 자신의 치열한 고민과 고민의 결과를 ‘결연한 각오’로 피
력했던 것이다. 

김수영이 한편으로는 진정한 현대시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또 다른 한편

402) 위의 글 563-564면.
403) 김수영, 「참여시의 정리-1960년대의 시인을 중심으로」, 전집 2, 387면에서 김수영은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시에 있어서는 의식의 증인이 없다. 그러나 무의식의 시가 시로 
되어 나올 때는 의식의 그림자가 있어야 한다. 이 의식의 그림자는 몸체인 무의식보다 
시의 문으로 먼저 나올 수도 없고 나중에 나올 수도 없다. 정확하게 말하면 동시이다.”
라는 말로써 이에 대한 근거를 삼는다.

404) 김수영, 「포즈의 폐해」, 562면에서 김수영은 이승훈, 이성부, 이유경, 이수익, 권용태, 
박의상, 허소라 등 “젊은 층들의 작품을 읽고”난 후, 이들이 “<알 수 있는 말> 즉 문맥
이 통하는 말”로 시를 씀으로써 “전반적으로 어느 틈에 이상한 변화 같은 것이 생겼다.”
고 1966년 6월 시평에서 평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와 관련해서 시에서의 포즈와 난해
시의 관계에 대해 “아직도 낙맥적인 작품들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포즈는 버리지 못하
고 있는 것 같다. […] 난해시의 논의의 궁극적인 귀결은 난해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
라 난해시처럼 꾸며 쓰는 시가 나쁘다는 것이다. […] 우리 시단에 가장 필요한 것이 진
정한 난해시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정리가 오려면 우선 포즈가 없어져야 한다.”라고 하
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

405) 김수영, 「문맥을 모르는 시인들-<사기>론에 대하여」, 전집 2, 321면.
406) 같은 곳.
407)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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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현대시의 후퇴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 자신의 모더니티를 
재정립한다. 이때 김수영은 지성의 문제를 보다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그것
의 긍정성과 부정성의 긴장 관계 속으로 스스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 속에
서 모더니즘에 대한 양가적인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다. 모더니즘은 우주와 
세계적 법칙, 그리고 객관적 실재를 어디까지나 주관적이며 상대적인 것으
로 파악하려고 한다. 말하자면 모더니즘적인 사유의 방식이 그 실마리를 
쉽게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뒤엉켜있고, 난해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모더니
스트들은 표현 대상에 대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의식적으로는 물론이
고 무의식적으로도 묘사의 방식 대신 작가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과 인식의 
결과를 작품 속에 담으려고 한다.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예술가가 되고, 작
품도 위대한 작품이 된다고 그들은 생각한다.408) 그렇기 때문에 모더니즘 
작품에서는 주관적인 지성의 소유자인 작가의 인간 의식이 ‘반영’의 대상이 
된다. 

모더니즘적인 가치와 소위 말하는 진리가 이렇게 전적으로 주관적인 것
이라면 시인은 객관적인 현상계보다는 주관적인 실체 세계에서 모든 문제
의 해답을 찾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1960년대 한국 시단에서 모더니스트 
진영에 속해 있던 대부분의 시인들은 당대의 사회 현실을 다루는데 있어
서 시인 자신의 주관적인 내면세계와 내적 경험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것이
다. 이럴 경우 시인의 의식은 외부 세계에서 오는 경험적인 자극을 그저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한 인식의 재구성과 의미의 재창출을 
통해 실재를 나름대로 창조적으로 재구성하게 된다. 

모더니즘적인 반영의 대표적인 양상인 인간 의식과 시간 개념, 주관성 
등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어디까지나 주관성과 개인주의 위주의 
주관철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제화되고 은유화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또한 모더니즘의 난해성도 퇴행의 방식으로든, 거부의 방
식으로든, 아니면 해체의 방식으로든, 어쨌든 극복의 대상이 된다. 말하자
면 모더니즘 역시 한편으로는 리얼리즘적인 ‘반영’ 내지 ‘재현’의 방식으로 
형이상학적인 진리를 규명하기 때문에 극복의 대상이 되고, 또 다른 한편

408) W. Peter, 「Style」, in: E. E. Hale(ed.), Selections of Pater, New York 1901, 
p.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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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의식의 흐름’과 무의식까지 반영과 재현의 대상에 포함시켜 주체 중
심주의를 보다 더 강화함으로써 형이상학적인 진리의 기반을 더욱 더 공고
히 다지기 때문에 ‘해체’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모더니즘에 대한 하이데거의 입장은 서구 형이상학과 인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하기 한다.409) 바로 이 지점에서 모더니티 비
판을 공통분모로 김수영과 하이데거가 만난다. 근대의 학문에 대해 하이데
거는 “학문들의 연구 기관적인 성격의 확장”및 “견고함”410)과 “학문의 근
대적인 경영 성격의 결정적인 전개”411)로 말미암아 근대 학문이 “또 다른 
유형의 인간”412)을 만들어 낸다고 분석한다. 이 경우 근대 학문의 “대상이 
되는 것,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413)되고, 존재
자의 대상화가 본격화 되면서 근대적인 인간은 주관주의와 개인주의를 무
기로 삼아 인간 일반의 본질을 은폐하고, 변화시키고, 변질시킨다는 것이
다. 이런 방식으로 근대에서는 인간이 “첫 번째의 그리고 본래적인 주
체”414)가 된다. 그리고 이 말은 “인간이 모든 존재자를 존재자의 존재 방
식과 진리 방식에서 근거지우는 그러한 존재자가 된다는 것”415)을 의미한

409) 하이데거, 『세계상의 시대』, 11면 이하에서 하이데거는 근대의 본질적인 현상에 대해 
다섯 가지로 구분해서 정리하고, 이것들이 근대의 존재자에 대한 파악과 진리에 대한 
해석의 바탕이 된다고 분석한다. “근대의 본질적인 현상들에는 근대 학문이 속한다. 이
에 못지않게 중요한 현상은 기계 기술이다. […] 기계 기술은 근대 형이상학의 본질과 
동일한 근대 기술의 본질이 오늘날까지 가장 눈에 띄게 드러난 분파이다. […] 세 번째 
현상은 예술이 미학의 시계(Gesichtskreis)로 편입되어 버리는 과정에 있다. 이는 예술
작품이 체험의 대상이 되고 그 결과 예술이 인간의 삶의 표현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근대의 네 번째 현상은 인간 행위가 문화로서 파악되고 수행되고 있다는 데
서 보여 진다. 이 경우 문화는 인간의 최고의 재산(문화재)을 보호 육성하는 것을 통하
여 최상의 가치들을 실현하는 것이다. […] 근대의 다섯 번째 현상은 탈신성화이다. […] 
탈신성화는 신과 신들에 대한 무결단의 상태이다. […] 탈신성화는 종교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신들에 대한 관계가 종교적인 체험으로 전화되는
(abwandelt) 것이다. 상태가 이 정도에 이르면 신들은 사라져 버린다.”

410) 위의 책 31면. 
411) 위의 책 33면.
412) 같은 곳. “학자는 사라진다. 그는 연구 사업들에 관여하는 연구자에 의해 대치된다. 

학식의 보호 육성이 아니라 연구 사업들이 작업에 강렬한 바람을 불어넣는다. 연구자는 
더 이상 집에 장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항상 도상에 있다. 그는 
학회 모임에서 토의하고 대회에서 정보를 얻는다. 그는 출판인들의 주문에 스스로를 속
박한다.”

413) 위의 책 37면.
414) 위의 책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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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렇게 ‘또 다른 유형의 인간’이 되어 버린 근대적 인간은 주체와 객
체의 관계에 있어서 양자를 선험적으로 구분하고, 양자 간의 차이를 우열
을 구분하는 근거로 삼아 우등한 것인 주체가 열등한 것인 객체를 지배하
고 점유하는 것을 정당화한다고 하이데거는 본다. 그리고 바로 이런 방식
으로 인간이 기술을 장악하고, 예술과 문화에게 우월한 지위를 보장하며, 
탈신성화된 세계-내 존재자들의 지배자로 군림하기 때문에 결국 인간 소
외 현상이 극단화된다고 하이데거는 진단한다. 이렇게 근대에 대한 하이데
거의 평가는 부정적이다.416) 

하이데거가 근대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특히 높이는 이유는 인간 소외 
현상을 야기하고 극단화하는 이유가 다름 아닌 ‘존재 망각’에 있음에도 불
구하고 근대적인 인간이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그 사실마저 망각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417) 하이데거의 진단에 의하면 “근대는 존재로부터 
인간의 소외가 소외가 아닌 것으로서 은폐된 시대”418)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데거는 ‘존재 망각’에 의해 야기된 소외를 소외로서 인식하기를 촉구한
다. 그것은 “전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질문”419)이고, 이는 과거의 
패러다임 즉 “존재자적으로 해석한 형이상학으로부터 떠남을 의미한다.”420) 
모더니티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존재자 철학에서 존재 철학으로 패러다임

415) 같은 곳.
416) 위의 책 97면에서 옮긴이 최상욱은 하이데거의 근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에 대해 

“근대는 계몽주의를 단초로 인간 해방이라는 거창한 구호 하에, 오히려 극단적인 인간 
소외 현상을 가속화시킨 시대이다. 이것을 그[하이데거]는 ‘존재 망각’이라 일컫는다. 하
이데거에 의해 빈번히 사용되는 존재 망각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단순히 자신의 실존으
로부터 뿐만 아니라, 자신에 의해 수행된 형이상학, 기술, 종교, 문화, 역사, 자연, 세계
로부터 소외되었음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이다. 그리고 함의적으로 볼 때 존재로
부터 소외된 사실 자체를 뜻한다.”라고 정리한다.

417) 위의 책 99면에서 옮긴이 최상욱은 하이데거의 존재 망각에 대해 “존재로부터의 소
외는 이제까지 인류가 역사적으로 경험한 소외 현상과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한
다. 존재로부터의 소외는 그 자체 소외로 나타나지 않으며, 따라서 질문되지 않으며, 그
럼으로써 소외를 구체적으로 체험하여 그것을 해결하려는 공동 협력자가 쉽게 눈에 띠
지 않는다. 이 점이 존재론적으로 파악하려는 소외의 본질의 어려움이다.”라고 하면서 
근대의 인간 소외 현상을 제대로 진단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라도 “지
금까지의 역사적 소외 사건(존재자적 사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존재사건)”
이 요구된다고 한다. 

418) 위의 책 100면.
419) 같은 곳.
420)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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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환하고 비은폐로서의 존재 진리를 시적 진리로 규명하기 위해 하이데
거는 철학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철학의 의미를 재구성한다. 본 
논문에서는 하이데거가 재구성한 본질적이고 본래적인 철학 개념을 김수영
의 시에 나타난 하이데거의 ‘시적 진리’를 비은폐하는 도구로 활용한다.

4.3.3. 시적 진리: 비은폐로서의 존재 진리

그[김수영]를 둘러싼 갖가지 모순되고 상반된 견해들, […] 리얼리티
와 모더니티의 관계라든지,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 사이의 
관계, 나아가 예술성과 정치성의 상호 관계, 일상성과 혁명의 관계, 
민족 문학과 세계 문학 사이의 관계와 같은, 지금까지 제출되었던 
여러 문제의식들을 두루 포괄하면서도 그것을 유연하게 넘어설 수 
있는 좌표를 제시해 줄 만한 방법은 없는 것일까?421)

김유중은 자신이 제기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김수영 “문학 전체를 통
어하여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한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있을 
수 없다.”422)라고 단언한다. 하지만 김유중은 그래도 김수영의 문학에 있
어서 “사유 체계의 원형 같은 것은 더러 있을 수도 있다.”423)고 말한다. 
그리고 그 실마리로서 김수영의 시와 철학에 대한 생각과 김수영에게 있
어서 시와 철학의 관계를 전면에 내세운다. 

김유중에 의하면 김수영에게 있어서 문학과 철학의 관계는, 이미 한 차
례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그 자체가 따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쌍생아와 
같은 존재”424)로 이해된다. 그리고 김수영의 ‘시 짓는 사유’로서 철학을 
언급할 때, 김수영이 어떤 특정 철학자나 철학의 특정 유파에 관심을 보이
고 거기에 심취해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김수영이 그 관점과 사상을 무비
판적으로 추종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 그 “사상이 이와 같이 고정된 관념
이나 체계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김수영 본인의 생각과 맞아떨어지는 면이 

421) 김유중, 앞의 책 8-9면.
422) 위의 책 9면.
423) 같은 곳.
424) 위의 책 17면; 김유중, 「김수영 문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4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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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기 때문”425)이라고 김유중은 본다. 이렇게 볼 때 “김수영이 하이데거
의 몇몇 형이상학적 용어와 개념을 따왔다고 해서, 이러한 사실이 곧 하이
데거에 대한 그의 이해가 완벽하다거나 혹은 그가 하이데거를 전적으로 
추종한 증거라고 받아들여서는 곤란”426)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주목한다. 바로 이러한 사실이 김수영에 대한 하이데거의 영향 관
계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본 논문이 취하는 최소한의 전제이고 기본적인 
방침이다.

이제 하이데거의 철학적 사유의 정수가 들어 있고 알레테이아로서의 존
재 진리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태’가 담겨 있는 하이데거의 
「철학의 종말과 사유의 과제」를 중심으로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철학과 사
유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이를 김수영의 시론 이해와 시 해석에 있어서 존
재론적 가능성을 모색하고 탐색하는 발판으로 삼아 ‘김수영 시에 정립된 
하이데거의 시적 진리’를 찾아 가는 이정표로 삼는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존재자의 존재가 철학이 시작된 이래로 그리고 철학
의 시작과 함께 근거(아르케, 아이티온, 원리)로서 스스로를 나타내 보여 
주었기 때문”에 “철학이 형이상학이고, 형이상학은 존재자 전체-세계, 인
간, 신-를 존재와 관련하여, 즉 존재 안에 존재하는 존재자의 공속성과 관
련하여 사유하고 존재자로서의 존재자를 근거 짓는 표상 작용의 방식 속에
서 사유한다.”427) 그래서 형이상학적 사유가 ‘철학의 종말’과 더불어 ‘완성’
된다고 하는데, 물론 이렇게 철학의 종말과 더불어 형이상학이 완성된다고 
해서 형이상학이 ‘마땅히’ 최고의 완전성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428) 

그렇다면 철학의 종말에 이른 지금 전승된 형이상학도, 학문도 아닌 ‘사

425) 김유중, 앞의 책 17면.
426) 위의 책 152면. 
427) 하이데거, 「철학의 종말과 사유의 과제」, 『사유의 사태로』, 문동규·신상희 옮김, 길 

2008, 142면. 
428) 위의 글 143면에서 하이데거는 ‘종말’과 ‘완성’의 관계에 대해 “플라톤의 사유가 파르

메니데스의 사유보다 더 완전한 것은 아니다. 헤겔의 철학이 칸트의 철학보다 더 완전한 
것은 아니다. 철학의 각각의 시기는 각기 고유한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철학이 
그 나름의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냥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철학과 
철학함에 있어서 자신만의 원칙을 세운다. 하지만 하이데거는 이렇게 한편으로는 자신의 
철학 역시 전승된 어떤 철학보다 완전하다고 주장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
본적으로 자신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철학이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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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에게 유보되어 있는 과제는 과연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철학이 시작
됨과 동시에, 철학이 시작됨으로써 오히려 철학에게 닫혀 있고 은폐되어 
있던, 그리고 서구 철학의 역사가 전개되면서 점점 더 철학으로부터 스스
로 물러서 있던 ‘사유’의 과제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하이데
거는 분명히 그것은 바로 “존재의 역사성을 사유하는 것”429)이라고 대답
한다. 그리고 그것이 “필연적으로 철학자의 위대함 배후에 머물러 있”고, 
“철학보다 더 미미하”430)며, “가능성의 열림이 어둡게 남아 있고 가능성의 
도래가 불확실하게 남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위해 인간이 준비하도록 일
깨우는 것으로 만족한다.”431)고 대답한다. 아울러 사유에 ‘본질적으로’ 접
근하기 위해 ‘사태 자체로’라는 외침에서 ‘자체’가 지나치게 강조되지 않도
록 특히 조심할 것을 주문한다.432) 

‘사태 자체로’에서 ‘자체’가 부각될 경우 사유는 탁월한 기체(基體, 
subiectum)로서의 ‘에고 코기토’와 더불어 소위 말하는 절대적 기초를 획
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체는 의식 속으로 옮겨져 전승된 언어에 의해 
‘실체’로 번역된다. 이 경우 주체와 객체는 상극적으로 대립하게 되고 주·
객 간 수직적인 지배-종속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지금까지 서구
의 전승된 형이상학과 철학이 걸어온 그 길을 사유가 그대로 답습하게 된
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철학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하고, ‘형이상학의 
극복’을 위해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면서 전통 형이상학과 
철학을 하이데거 고유의 방식으로 ‘해체’하는 것이다.433) 

429) 위의 글 149면.
430) 같은 곳에서 하이데거는 “이미 철학이 기술적-학문적으로 각인된 산업화 시대의 공공

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미미하게 거부될 지경인데, 심지어 철
학보다는 더 결정적으로 이러한 사유가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예 거부되어야 할 
정도로 더욱 더 미미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그 사유가 철학보다 더 미미하다.”
라고 하면서 사유의 미미함에 대한 이유를 밝힌다. 

431) 위의 글 149-150면.
432) 박찬국, 앞의 책 151면에서 박찬국은 ‘사태’에 대한 하이데거의 철학적 입장에 대해 

“하이데거는 ‘삶의 지혜’로서의 철학과 ‘사태에 대한 엄밀한 분석’으로서의 철학 사이의 
분리를 극복하려고 했다. 하이데거는 철학함을 우리들 각자의 실존적인 삶의 현장에 뿌
리박게 하면서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사태 자체를 엄밀하게 분석하려고 했
다.”고 분석한다.

433) 하이데거, 「형이상학의 극복」, 『강연과 논문』, 90면에서 하이데거는 ‘형이상학의 극
복’과 ‘형이상학의 과거’를 구분하고 ‘형이상학’이 “이미 존재자의 진리의 역사적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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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강조된 것처럼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해체는 곧, 전승 속에서 
스스로 우리에게 존재자의 존재로서 말 걸어오는 바의 그것을 듣기 위해 
우리의 길을 열어두고 자유롭게 하는 것”434)이다. 따라서 ‘해체’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말 걸어옴에 귀 기울임으로써 응답에 다다”435)르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해체는 전통을 파괴하거나 기존의 것
을 전면 거부 내지 부정하는 포스트모던적인 해체와는 분명히 구분된다. 
그리고 이러한 해체 작업을 담당하는 주체의 주체성에 대해서도 하이데거
는 근대와 본질적으로 다른 주체성을 발견해 내는데, 그것이 바로 헤겔과 
후설에 의해 규정되고 규명되는 “절대적 주체성”436)이다. 

하이데거는 스승인 후설의 현상학적인 방법을 빌어 ‘현상학에 이르는’ 
자신의 길을 걷는다.437) 그리고 그 사유의 도상에서 마침내 “‘모든 원리들
의 원리’는 철학의 사태로서 절대적 주체성을 요구한다.”438)라는 결론을 
도출해 낸다. 후설에게 있어서 ‘모든 원리들의 원리’가 내용적인 원리가 

(Geschick)으로서, 즉 존재자성(Seiendheit)의 역사적 운명으로서, 아직은 은닉되어 있
지만 탁월한 존재 생기(Ereignung)의 운명으로서, 즉 존재 망각의 운명으로서 사유되어 
있다.”고 말한다.  

434) 하이데거, 「철학-그것은 무엇인가?」, 92-93면.
435) 위의 글 93면.
436) 하이데거, 「철학의 종말과 사유의 과제」, 153면 이하에서 하이데거는 ‘사태 자체로’의 

부름을 헤겔적인 것과 후설적인 것으로 일단 구분하고, 그 둘의 ‘동일성과 차이’에 대해 
“헤겔이 […] ‘(철학에서의) 참된 것은 실체로서가 아니라 바로 주체로서 매우 잘 파악
되고 표현될 수 있다.’고 설명할 때, […] 존재자의 존재, 즉 현존자의 현존성은, 이 현
존성 자체가 자기 자신을 위해 절대적 이념 속에서 현재화될 경우에 비로소 명백해지
고, 따라서 완전한 현존성이다. […] [후설에게 있어서] ‘사태 자체로’의 부름은 동시에, 
철학의 여러 가지 입장들에 대해 심의해보고 철학적 세계관의 다양한 유형들을 구분하
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상실되고 마는 역사주의와 대립된 방향을 잡고 있다. […] ‘탐구
의 동력은 철학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태들과 문제들로부터 출발해야만 한
다.’ [후설에게 있어서 철학적 탐구의 사태는] 헤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 의식의 주
체성이다. […] 헤겔의 사변적 변증법은 운동인데, 이 운동에서는 사태 자체가 자기 자
신에게로, 즉 자신에 속해 있는 현재(Präsenz)에게로 다가온다. 후설의 방법은 철학의 
사태를 궁극적으로 타당한 근본적 소여성에게로, 즉 사태에 고유한 현재(Präsenz)에게
로 가져와야 한다. 두 방법들은 단지 가능적으로만 상이하다. 그러나 […] 두 방법들이 
서술해야만 하는 사태 자체는 동일하다.”고 설명한다. 

437) 하이데거, 「현상학에 이르는 나의 길」, 『사유의 사태로』, 192면. “현상학은 사유해야 
할 것의 요구에 응답하는 사유의 가능성이다. 이러한 사유의 가능성은 때때로 스스로 
변화하면서도 오직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만 [언제나 그 자신으로] 머무르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다.”

438) 하이데거, 「철학의 종말과 사유의 과제」, 1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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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방법적인 원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태 자체로’의 부름은 철학적 
‘방법’에서 긍정성을 확보한다. 말하자면 “절대적 주체성으로의 초월론적
인 환원은 주체성 속에서, 그리고 이러한 주체성을 통해 모든 객체의 객체
성을 자신에게 타당한 구조와 영속적 존립에서, 다시 말해 자신의 구성에
서 정초할 가능성을 수여하고 보증”439)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사태 자체
로’라는 부름에 있어서 사유되지 않은 채 유보되어 있는 것에 대해 철학적 
방법으로 묻고 해명하기 위해서 “사유해야만 하는 어떤 것[…]이 어느 정
도 은폐되고 있는지”440)에 대해 주목해야만 한다. 

철학적 사태와 철학적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히 밝히는 환
히 트인 곳(das erhellende Freie)’을 의미하는 개방성441)과 알레테이아
로서의 진리 개념이다. ‘사태 자체로’의 부름에 응답하는 철학의 모든 사유
는 자신의 고유한 철학적 방법과 더불어 “이미 환한 밝힘의 환히 트인 곳 
안으로 관여해 들어오도록”442)허락 받고 있다. 하이데거는 전승된 모든 철
학적 사유들이 이것에 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며 “존재의 환한 밝
힘에 관해서는 주목하지 않고 있다.”443)고 진단한다. 존재자의 존재를 최초
로 사유한 사상가로 알려진 파르메니데스의 알레테이아, 즉 비은폐성 관련 

439) 같은 곳.
440) 위의 글 157면.
441) 위의 글 157-163면에서 하이데거는 ‘개방성’과 관련해서 헤겔의 사변적 변증법과 후

설의 원본적인 직관 방식을 구분해서 “사변적 변증법[에서] 이런 나타남 즉 빛남
(Scheinen)은 필연적으로 밝음 속에서 발생한다. 빛나는 것(das Scheinende)은 오로지 
밝음을 통과해야만 스스로를 나타내 보여줄 수, 즉 빛날 수 있다. 그러나 이 밝음은 자
신의 측면에서는 어떤 열린 장(das Offene) 안에 기인한다. 이 열린 장은 밝음을 여기저
기에서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환히 밝히는, 환히 트인 곳(das Freie)이다. […] 이미 열려 
있음(Offenheit, 개방성)이 주재하고 있고, 자유로운 영역(freie Gegend)이 놀이 가운데 
있다. 오직 이러한 열려 있음만이 역시 사변적 사유의 진행 과정에 비로소 통과하는 것을 
허용해 주는데, 그것도 사변적 사유가 사유하고 있는 바로 그것[사변적 사유의 사태, 즉 
절대정신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의식하여 절대지의 확실성에 도달하는 정신의 자기 운
동 과정 전체-옮긴이 주]을 관통하여 통과하는 것을 허용해 준다. […] 원본적인 직관과 
이러한 직관의 명증성(Evidenz)은 이미 편재하는 개방성(Offenheit), 즉 환히 트인 터에 
의존하고 있다. 명증적인 것은 직접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것이다. […] 광선(das 
Lichtstrahl)이 비로소 환히 트인 터, 즉 개방성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선이 환
인 트인 터와 개방성을 단지 통과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한 개방성만이 전적으로 어떤 주
고받음을 허용하고, 명증성에게 비로소 환히 트인 곳을 허용하는데, 바로 이러한 곳에서 
모종의 주고받음과 명증성은 체류할 수 있고 불가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한다.

442) 위의 글 163면.
443)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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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444)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철학적 사태와 철
학적 방법이 존재 물음을 한 번도 제대로 제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렇
다면 ‘환히 트인 터’로서의 비은폐가 최초의 것으로서 허용해주는 그 무엇, 
즉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 이에 대해 하이데거는 다음과 같은 답을 찾는다:

환히 트인 터는 무엇보다 먼저 현존성에 이르는 길의 가능성을 허용
해 주고 이러한 현존성 자체의 가능한 현존을 허용해준다. 알레테이
아, 즉 비은폐를 우리는 환히 트인 터로서, 다시 말해 존재와 사유
를 그리고 이 둘의 현존을 이제 비로소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서
로를 위해 허용해 주는 저 환히 트인 터로서 사유해야만 한다. 환한 
밝힘(진리)의 고요한 핵심[존재의 탈은폐성(Entborgenheit)이 시원적
으로 유래하는 존재의 심연적인 자기은닉(Sichverborgen) 장소-옮
긴이 주]은 정적의 장소이고, 이 장소로부터 존재와 사유가, 다시 말
해 현존성과 인지함이 공속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비로소 주어지
게 된다.445)

그리고 존재 진리로서의 알레테이아가 지극히 당연시되는 전승된 진리 
개념과 다르다는 것을 하이데거는 분명히 밝힌다. 또한 양자 간의 관계를 
나름대로 정리하고, 알레테이아로서의 존재 진리에 대해 자신의 고유한 철
학적 사유와 방법을 총동원해서 “환한 밝힘이 현존성의 순전한 환한 밝힘
이 아니라 스스로를 은폐하는 현존성의 환한 밝힘이며, 스스로를 은폐하는 
간직함의 환한 밝힘(Lichtung des sich verbergenden Bergens)”446)이
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은폐로서의 존재 진리가 하이데거의 
‘시적 진리’로 이어진다. 이제 알레테이아, 즉 비은폐로서의 존재 진리 자
체가 핵심 사안은 아니다. 따라서 알레테이아 자체, 즉 환한 밝힘 내지 존

444) 파르메니데스, 『단편 I』, 28면 이하 참조. 파르메니데스의 잠언에 대한 독일어 번역은 
위의 글 165면, 주 24 참조. “du sollst aber alles erfahren: sowohl der Unverborgenheit, 
der gutgerundeten, nichtzitterndes Herz/als auch der Sterblichen Dafürhalten, dem fehlt 
das/Vertrauenkönnen auf Unverborgenes.”(그러나 그대는 모든 것을 경험해야 하리라./아주 
둥글게 펼쳐진 비은폐의/흔들리지 않는 핵심과/비은폐된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죽을 자들의 견
해를.)

445) 위의 글 167-168면.
446) 위의 글 174-1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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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진리 자체를 규명하거나 해명하는 일에 급급해하고 연연해하는 것은 
전승된 철학적 사유의 시행착오를 그대로 답습하는 일이 되고 알레테이아
를 전승된 진리 개념과 동일시하는 행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데거
는 자신이 명제화한 존재 진리로서의 알레테이아를 알레테이아로서의 환
한 밝힘이라는 맥락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즉 
하이데거가 말하는 알레테이아로서의 존재 진리를 김수영이 ‘시적 진리’로
서 자신의 시 속에 정립하는 것이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알레테이아로서의 환한 밝힘은 스스로를 밝히고 은
폐하는 작업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것이 바로 하이데거가 명제화한 존재의 
근본 특성이고 하이데거가 “사유에 이르는 교육”447)을 통해 이르고자 하
는 존재 진리를 해명하는 철학적인 방법이다. 이제 이러한 하이데거적인 
철학적 사유와 방법을 바탕으로 하이데거가 규정한 존재에 대한 근본 명
제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근본개념들을 뽑아내어 그것들을 중심으로 ‘김수
영 시에 나타난 하이데거의 시적 진리’를 구체적으로 비은폐해 볼 것이다.

447) 위의 글 1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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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김수영 시에 정립된 하이데거의 ‘시적 진리’
-하이데거의 독일시 해석을 바탕으로

김수영의 하이데거에 대한 이해는 김수영이 하이데거 일어 번역판 전집을 
구해 볼 정도로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었다고 한다. 김수영의 아내 김현
경은 1968년 9월 『여원』에 실린 「충실을 깨우쳐 준 시인의 혼」에서 “그[김
수영]와 같이 마지막으로 사들인 하이데카 전집을 그는 두 달 동안 번역도 
아니 하고 뽕잎 먹듯이 통독하고 말았다. 하이데카의 시와 언어라든가 그의 
예술론 등을 탐독하고는 자기의 시도 자기의 문학에 대한 소신도 틀림없다
고 자신만만하게 흐뭇해했었다.”448)라고 말한다. 이 진술은 김수영에 대한 
하이데거의 영향 관계 연구에 있어서, 특히 하이데거와 김수영의 친화력 내
지 내적 친밀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김수영이 하이데거 일어 번역판 전집을 구입했다는 사실 자체도 범상치 
않지만, 일어판 전집을 두 달 만에, 그것도 ‘뽕잎을 먹듯이’ 통독했다는 사
실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두 달 만에 하이데거의 전집을 다 읽고 하이데
거 사유의 도정을 따라 가면서 하이데거의 시론과 언어론, 그리고 예술론
을 소화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더욱이 하이데거를 탐독한 
후 뽕잎 먹은 누에가 명주실을 토해내듯 그렇게, 그것도 ‘자신만만하게’, 
받아들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내놓기란 실제로 어렵다. 

김수영과 하이데거의 관계에 있어서 직접적인 상호 연결 가능성과 연관
성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양자 간의 영향 관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
다. 하지만 최소한 김수영에 대한 하이데거의 영향력은 김수영이 스스로 
확인한 하이데거에 대한 끌림과 흡입력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 특히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와 관련해서 하이데거의 ‘시적 진리’와 김수영 시의 
존재론적 해석 가능성 사이에 작용하는 친화력은 하이데거가 규정한 존재 
진리의 근본 명제와 지금까지 김수영 문학을 해명하고 이해하기 위해 동
원되었던 여러 가지 주제들을 매개하기에 공통분모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한다.449)

448) 김현경, 「충실을 깨우쳐 준 시인의 혼」, 1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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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공허와 충일의 존재: 신 

5.1.1. 가장 공허한 것이면서 동시에 충일한 존재

‘존재’ 동사의 부정형 sein(be: ~이다, ~이 있다)은 어떤 형태로 사용되거
나 어떤 시제를 나타낼 때 다른 단어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이해될 수 
있을 만큼 ‘충만한 것’이다. 그런데 sein 동사 그 자체만 놓고 보자면 ‘존
재’ 동사는 주어나 보어와 같은 문장 성분이 없으면 동사로서의 역할을 제
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곤궁하고 공허하다. 이렇게 충만하면서 동시에 
공허한 ‘존재’450)는 다른 존재자가 표상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존재의 명백한 
근거를 가지면서도 그 다른 존재자의 표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 자체가 된다. 
문법적으로도 존재 동사 sein은 문장에서 ‘주어’와 ‘술어’를 결합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계사로서 본래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완전히 공허하다. 이렇
게 볼 때 ‘존재는 가장 공허한 것이면서 동시에 충일(充溢)한 것이다.’

공허하면서 동시에 충일한 존재에 대한 해명을 위해 하이데거는 괴테의 시
구 “모든 산봉우리 위에는/고요가 있다…(Über allen Gipfeln/Ist Ruhe
…”451)를 활용하고, 특히 이 구절에서의 존재 동사 ‘있다(ist)’에 주목한다. 하

449) 김유중, 앞의 책 20면. “자유라든가 죽음, 현실 참여, 양심, 행동, 모더니티, 리얼리티, 
소시민, 일반성, 혁명, 사랑 등등은 모두 김수영 자신이 해결해 보고자 했던 존재 자체의 
본질적인 고뇌와 연관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또한 […] 기존 해석에 있어서의 혼란
스러움들[…]도 역시 존재론적인 사유에 기대어 본다면 비교적 손쉽게 해결이 가능할 수
도 있다; 문광훈, 『시의 희생자 김수영』, 생각의 나무 2002, 42면에서 문광훈은 이러한 
김수영 문학의 주제와 주제의 상관성에 대해 김수영이 자신의 글 어디에서도 “직접 쓴 
적이 없”는 ‘유기적 전체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의 글은, 그것이 시든 산문이든, 예
외 없이 삶의 이 유기적 전체성을 의식하고 또한 지향한다. 삶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은 
그에게 있어 분리 불가능하게 얽혀 있다.”고 하면서 “현존적 전체성이 염원의 형태로만 
감지될 뿐이라고 해도, 이 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를 따로 떼어놓음 없이 그 온전한 구조 
속에서 느끼고 생각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450) 하이데거, 『근본개념들』, 86면에서 하이데거는 존재의 균열적인 성격에 대해 그것이 “존
재 자체에 속하고”, “존재의 본질 요소를 이”루며, “본질의 통일성 안에 결속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변증법적으로 청산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451) 괴테, 「나그네의 저녁 노래 2」, 『괴테 시 전집』, 전영애 옮김, 민음사 2012, 257-258면:

모든 산봉우리 위에는
안식이 깃들고
모든 우듬지 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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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거 해석에 의하면 괴테가 사용한 존재 동사 ‘ist’는 ‘있다’에 대한 어떠한 
해명452)도 “제대로 들어맞지 않”고, 모든 용례를 전부 다 “합산하더라도 충
분할 수가 없”으며, “무엇으로 바꿔 쓰더라도 들어맞지 않”453)는다. 결국 우
리는 괴테의 시구에 사용된 ‘있다’에 대한 해명을 단념하게 되는데, 그 이유
에 대해 하이데거는 “‘있다’가 마치 저음으로 유일무이하게 말해지는 것처럼 
말해지기 때문이다.”454)라고 한다. 그리고 이 ‘유일무이하게 말해지는 것’의 
단순 소박함과 풍부함이 “밝은 광휘 속에서 […] 빛을 발하기 시작”455)함으로
써 “그렇게 적은 말”456)인 존재 동사가 “내용적으로 명명된 것이나 명명될 
수 있는 것에 의해서는 본질적으로 규정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명명”457)하
고 “상세한 서술[…] 그 이상을 말해”458)준다는 것이다. 그 결과 존재자인 우
리가 “존재의 그때그때마다의 본질 양식을 선사받”459)을 수 있다는 것이다. 

5.1.2. 신에 대한 하이데거의 존재 해석 

하이데거는 ‘공허하고도 충일한’ 존재의 개념을 횔덜린의 시 해석을 통
해 구체화하는데, 우선 횔덜린의 시를 해명하기 위한 서언에서 시와 시인

한 가닥 숨결조차
느껴지지 않는구나.
숲에서는 작은 새들이 입을 다문다.
기다리라, 머지않아
그대 또한 쉬리니.

                      - 「나그네의 저녁 노래 2」 전문

452) 하이데거, 앞의 책 58-59면에서 하이데거는 존재 규명을 위해 “자명한 것을 둘러보
는 일”이 “사전 연습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있다’를 “‘그 사람은 슈바벤 출신이다.’, 
‘이 책은 네 것이다.’, ‘적군이 퇴각 중이다.’, ‘빨강은 좌현이다.’, ‘신은 존재한다.’, ‘중
국에 홍수가 났다.’, ‘그 잔은 은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 군인은 출정 중이다.’, ‘밭에 
딱정벌레가 있다.’, ‘강의는 제5 대형 강의실에서 있다.’, ‘개가 정원에 있다.’, ‘이 사람
은 악질적으로 제정신이 아니다.’” 등의 용례를 들어 설명한다.

453) 위의 책 60면.
454) 같은 곳.
455) 위의 책 61면.
456) 위의 책 86면.
457) 위의 책 85면.
458) 위의 책 86면.
459) 위의 책 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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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인간과 신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우리에게 있어서 횔덜린의 시는 일종의 역사적 운명인데, 역사적 운
명은 죽을 자들이 그 운명에 부합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횔덜린의 
시는 무엇을 말하는가? 횔덜린 시의 말은 성스러운 것인데, 그 말은 
신들의 도주를 말하고 달아나버린 신들이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깊이 숙고함으로써 신들 가까이에 거
주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460)

하이데거가 보기에 횔덜린의 시가 역사적 운명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
은 역사의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돌고 있는 동안 궁핍한 시대가 ‘반복적’으
로 도래하고, 그때마다 시대의 궁핍함을 횔덜린과 같은 시인이 노래하고, 
그 노랫소리가 도처에 울려 퍼지면 ‘모든 인간이 시적으로 거주’하게 될 
날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적이다. 
하이데거가 횔덜린을 불러오고, 하이데거를 통해 김수영이 횔덜린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근거도 여기에서 생긴다. 그리고 ‘성스러운 것’과 ‘신들의 도
주’, 그리고 ‘신들 가까이에 거주’하는 것은 시대가 궁핍한 이유, 궁핍한 
시대의 상황, 궁핍한 시대에 시인의 역할, 시인의 노래 소리를 듣는 세상 
사람들과 상관있다. 

횔덜린을 통해 하이데거가 진단하는 시대의 궁핍함은 신성 망각으로 인
한 필연적인 결과이다. 형이상학이 존재를 그 자체 고유한 진리로서 사유
하지 못하고 망각했기 때문에 존재로서의 신 역시 망각되는데, 하이데거는 
신성 망각의 이유를 서구 ‘형이상학의 존재 신론’에서 찾는다. 말하자면 
인과율 내지 근거율을 사유의 근본법칙으로 삼아 신을 존재자에 대한 근
거와 정립의 최초 근거, 즉 제1원인으로 표상하였기 때문에 신이 은폐되
고 신성이 망각된다고 하이데거는 본다. 더군다나 지성의 논리로는 신적 
존재의 신비스러움과 비밀스러움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신을 추방하고 신의 권좌를 차지하는 것이다.461) 또한 세속화와 더불어 신

460) 하이데거, 『횔덜린 시의 해명』, 395면 참조.
461) 신상희, 「하이데거 형이상학에 대한 비판과 신적인 것에 대한 사유」, 『하이데거 연

구』 제9집, 2004, 10-20면 참조; 신상희, 『하이데거와 신』, 철학과 현실사 2007,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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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성의 감옥 속에 갇히거나, 아예 인간 이성의 영역 밖으로 쫓겨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신의 주검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신의 죽음을 알리는 부
고장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기도 한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말미암아 
신이 인간 세상으로부터 ‘도주’하고 신과 함께 신의 성스러움이 자취를 감
추게 되면서 신 내지 신적인 것, 그리고 성스러운 것이 은폐되어 결국 망
각된다. 이제 안하무인격인 인간은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으로 삼아 신과 
다른 인간, 동·식물 등에 대해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것들을 대상화하고  
그것들 위에 군림한다.  

신과 인간 사이의 거리는 더 이상 좁혀질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지고, 시
대는 점점 더 궁핍해지며 궁핍한 시대의 인간 역시 궁핍하다. 그래서 궁핍
한 시대의 시인들은 “그대들 선한 신들이여! 그대들을 알지 못하는 자 불
쌍하도다./그의 거친 가슴 안에 불화 결코 쉬지 않고,/그의 세계는 밤이면 
어떤/기쁨도 어떤 노래도 그에게 번성하지 않도다.”462)라고 한탄한다. 물
론 궁핍한 시대에도 신은 이런 저런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낸다.463) 하지만 
미래로부터 궁핍한 시대를 향해 손짓하는 신의 ‘신호’ 내지 ‘눈짓’을 알아
차리는 것은 궁핍한 시대의 시인들뿐이다.464) 시인들만이 인간에게 쫓겨나 
떠돌고 있는 신의 도래를 예비할 수 있고,465) 시인들만이 성스러운 것의 

면 이하 참조.
462) 횔덜린, 「신들」, 앞의 책 316면.
463) 횔덜린, 「신이란 무엇인가?…」, 앞의 책 352면:

신이란 무엇인가?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하늘의 얼굴은 그의 본성으로
가득하다. 말하자면 번개는
신의 분노이다. 어떤 것이
보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낯선 곳으로 자신을 보낸다. 그러나
천둥은 신의 명성이다. 불멸영원에 대한 사랑은
우리들의 것과 마찬가지로
신의 재산이다.
                              - 「신이란 무엇인가?…」 전문

464) 박찬일, 「부족함을 어찌 하오리까」, 108면에서 박찬일은 횔덜린의 다른 시에서 이 
‘눈짓’이 “신의 눈짓-하늘의 눈짓이라는 그 눈짓!”으로서 “신의 뇌우”와 “하늘의 선물” 
등으로 표현된다고 한다. 

465) 횔덜린, 「시인의 사명」, 2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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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래함을 볼 수 있고 마중할 수 있다.466) 신이 인간을 내쳤거나 자발적으
로 인간을 떠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은 여전히 인간을 아끼고 사랑하
는데,467) 그 마음과 메시지를 시인은 자신의 언어 속에 담는다.468) 

하이데거에 의하면 신과 인간은 별개로 존재하기 때문에 따로 따로 성
스러운 것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을 수 없다. 따라서 운명적으로 죽을 자들
인 인간과 천상의 신들은 서로를 필요로 하고 둘 중 하나가 없으면 나머
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천상의 신과 심연의 인간은 사랑을 매개로 사
랑의 방식으로 성스러운 것과 관계하는데, 이때의 사랑은 한편으로 신이 
인간에게, 인간이 신에게 속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신과 인간이 각자에 
속하지 않고 성스러운 것에 공속하기 때문에 이율배반적이다. 

이러한 신과 인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존재는 가장 공허한 것이면서 동
시에 충일(充溢)한 것이다’라고 하는 하이데거 존재 진리 관련 제1명제를 
규명해 보면 신이 바로 가장 공허한 것이면서 동시에 충일한 존재가 된다. 
신이 인간에 의해 추방당하고 사형선고까지 받기 때문에 ‘죽을 자’인 인간
의 입장에서 보면 신은 더할 나위 없이 공허하다. 심지어 오만한 인간들은 
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도 하고 신을 인간의 발명품 내지 ‘발견된 것’으
로만 여기기도 한다. 하지만 신은 인간을 떠난 적도 없고, 인간 세계에서 
사라진 적도 없으며, 인간에 의해 사형 집행을 당한 적도 없다. 따라서 신
은 인간에 대해 충일한 존재로서 영원히 기도와 경외의 대상으로 남는다. 

근심하고 섬기는 일 시인들에게 맡겨진 일이로다!
우리가 몸 바쳐야 할 이, 바로 드높으신 분이니
하여 더 가까이, 언제나 새롭게 찬미되어
친밀해진 마음 그 분을 들어 알 수 있기 위함이도다.

                                     - 「시인의 사명」 부분

466) 횔덜린, 「마치 축제일에서처럼…」, 앞의 책 260-261면. “그러나 이제 동이 튼다! 나
는 기다렸고 이제 그것이 오는 것을 보았다./그리고 내가 보았던 것, 성스러운 것은 나
의 말이 되어라.” 

467) 횔덜린, 「그리스」. 하이데거, 『횔덜린 시의 해명』, 408면. “그러나 날마다 신은 놀라우
리만큼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여/길게 늘어진 예복을 걸치고 있다네./그리고 그의 얼굴은 
온갖 인식을 감추고 있고/미풍을 기예로 감싸고 있다네.”(송가의 초안 버전에 따라 내용
이 조금씩 다르게 정리되고 있는데, 하이데거의 인용은 「그리스」 제3초안에 근거한다.)

468) 횔덜린, 「마치 축제일에서처럼…」, 262면. “이제 갑자기 성스러움을 맞은 시인의 영
혼은/회상으로 전율하며 성스러운 빛살로 점화되어/사랑 중에 열매를 맺는다. 하여 신
들과 인간들의 작품/노래는 이루어지나니, 그 노래 이 둘을 증언하는 도다.”



- 149 -

이제 존재로서의 신은 인간에 의한 은폐와 비은폐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비로소 신 자체로 존재하는데, 이러한 신은 ‘형이상학의 존재-신론적인 구성
틀’에 갇혀 있는 “가장 근원적인 사태(die ursprünglichste Sache)”469)로서
의 신 개념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존재자 물음에서 형식적으로 존재자=최
고 존재자라는 등식의 성립과 내용적으로 최고의 존재자=신이라는 암묵적인 
약속을 전제하기 때문에 결국 이 물음은 “존재-신-론(Onto-Theo-Logie)이
라는 명칭으로 총괄된다.”470) 그리고 이 경우 존재가 근거와 궁극으로서 규
정되는 것에 대해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어떠한 의문도 제기하지 않는다. 이
렇게 ‘존재-신-론’에 입각한 존재자 물음이 한편으로 ‘최고 존재자가 무엇인
가?’에 대한 물음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 ‘존재자 중에 이 최고 존재자가 있
다’는 것을 입증하는 물음이 되기 때문에 하이데거는 이러한 등식의 성립과 
암묵적인 약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존재-신-론이 아닌 존재론적인 방식
으로 신의 존재를 규명 내지 해명하고자 하는 것이다.471) 

결국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가장 공허한 것이면서 동시에 충일한 것’으
로서 신의 존재론적인 의미는 ‘궁핍한 시대’에 “어둠 속을 헤매며 방황하
는 인간에게 성스러운 빛을 눈짓으로 선사해줌으로써 그를 그 자신의 고
유한 본질적 처소 속으로 초대하여 인간의 시원적 본질을 되찾도록 구원
해주는 구원자로서의 신”472)으로서 비은폐된다.

469) 하이데거, 「형이상학의 존재-신-론적 구성틀」, 64면.
470) 하이데거, 「칸트의 존재 테제」, 『이정표 2』, 216면.
471) 위의 글 222면 이하에서 하이데거는 ‘칸트의 존재 테제’를 끌어들여 신의 존재를 예

로 들어 설명한다. ‘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명제에서는 주어인 신에 대해 어떠한 
사태 관련적인 술어도 부가되지 않는다. 오히려 ‘신은’이라는 주어 자체가 설정되고, ‘있
다’라는 것은 신의 실존 내지 현존의 맥락에서 ‘존재’로 파악될 수 있다. 하지만 ‘신은 
전지전능함이다.’라는 식의 존재에 대한 논리적인 사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어와 술
어 사이에 연관성을 정립하는 일이다. 여기에서 눈여겨 볼 것은 ‘~이 있다’와 달리 ‘~이
다’의 ‘존재’방식에 있어서 계사로서의 ‘이다’가 객관적인 인식의 진술 내지 논리적 진술
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이것과는 다른 이루 말할 수 없는 풍족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
다. 말하자면 ‘그것은 소나무이다.’라는 명제에서 계사인 ‘이다’ 이 외의 모든 문장 성분
은 가변적이고 거기에 어떠한 단어가 놓이더라도 ‘이다’는 그대로 있으면서 모든 주어와 
보어를 수용한다. ‘신은 전지전능함이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472) 신상희, 「하이데거 형이상학에 대한 비판과 신적인 것에 대한 사유」,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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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김수영 시에 정립된 ‘신’의 시적 진리

김수영의 사유하기와 시 짓기에서 신적인 것473)과 “신에 대한 언급은 드
물지 않게 확인된다.”474) 특히 산문 「원죄」에서 김수영은 인간의 원죄와 
육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직접적으로 신의 존재를 언급한다:

육체가 곧 욕(辱)이고 죄(罪)라는, 아득하게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한다. 아득하게 뒤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새로운 내 발견이 막무
가내로 성서를 연상케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나는 성서의 원
죄의 항을 잘 모른다. 내 지식으로는 원죄라면 아담과 이브의 수치
감과 수태가 생각이 나고, 그 후 포이어바흐의 신학론 같은 것을 집
적거린 탓으로, 원죄라면 무조건 케케묵은 것으로 단정하고 한 번도 
탐탁하게 생각해 본 일이 없다. 나에겐 이제 이성(異性)의 수치감 같
은 것도 없고 성교의 매력도 한 고비를 넘겼다.475)

‘성서의 원죄의 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케케묵은 것으로 단정
하고 한 번도 탐탁하게 생각해 본 일이 없’는 ‘원죄’를 들추어냄으로써 김
수영은 인간의 타락 문제를 육체와 연결하여 신과 인간의 관계를 보다 근
원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룬다.476) 김수영은 한편으로 
인간의 타락이 원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원죄와 타락의 상호
작용을 신과 인간의 투쟁으로 본다. 또 다른 한편으로 김수영은 원죄 개념

473) 전병준, 「김수영 시에 나타난 신적인 것의 의미」, 『우리어문연구』 제47권, 2013, 404
면에서 전병준은 김수영에게 있어서 신적인 것의 의미에 대해 “혼란과 극단의 시기를 
지나며 현실의 가공할 만한 폭력 앞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무력함을 […] 벗어날 수 있
게 해주는 초월적 존재”를 필요로 하는데, 이 “초월적 존재를 신이라 할 수 있으니, 이
는 종교적 신앙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고, 동시에 그러한 현실
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원동력, 혹은 자극제”라고 해석한다; 전병준, 「박인환과 김
수영의 시에 나타난 신의 의미 연구」,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1권 3호, 
2013.

474) 전병준, 「김수영 시에 나타난 신적인 것의 의미」, 405면.
475) 김수영, 「원죄」, 전집 2, 141면. 
476) 박지영, 「자본, 노동, 성(性)-‘불온’을 넘어 「반시론」의 반어」, 307면에서 박지영은 

“육체는 추해서 ‘죄’가 된 것이 아니라 육체가 부끄러워지는 순간, 인간이 육체가 성적 
대상이 되면서(문명화되면서) 추해지고 ‘죄’스러워 진 것이다. 이 점을 김수영은 이미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면서 김수영의 육체와 원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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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허하면서 동시에 충일한 신의 존재 진리를 해명하기 위한 키워드로 
활용한다. 이런 맥락에서 ‘원죄’에 대한 김수영의 관점은 이중적이다. 

김수영은 원죄를 육체의, 육체를 위한, 육체에 의한 수치심과 결부시키
고, 여성의 육체를 성적 결합에 의한 수태와 연결시킴으로써 육체를 모든 
죄의 근원으로 여긴다. 따라서 인간 타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여성의 몸이
고, 인간 타락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하와의 몸과 결합하는 아담이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 에덴동산에서 추방당하고 평생 육체로써 원죄
의 값을 치르며 타락의 심연으로 끝없이 추락한다. 카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의 원죄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고 추락의 대열에 합류한다. 원죄로 
인한 추락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추락하는 것에 날개
가 없다. 이것이 원죄로 인한 인간의 운명이고, 이 운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없다. 이렇게 볼 때 원죄로 인한 인간의 궁핍함은 불
가피하고, 「원죄」에서 김수영이 ‘노래’하는 인간과 시대의 궁핍함은 역운을 
있게 하는 역운 ‘이전의 것’이 된다. 같은 맥락에서 원죄는 인간 타락 ‘이
전의 것’이 된다. 따라서 원죄가 열어 밝히는 열린 장에서 인간 타락의 열
린 장이 덩달아 열림으로써 원죄로 말미암아 은폐된 신이 비은폐된다. 

그런데 김수영은 ‘나에겐 이제 이성(異性)의 수치감 같은 것도 없고 성
교의 매력도 한 고비를 넘겼다.’라고 하면서 육체를 ‘욕’과 ‘죄’의 구렁텅
이에서 건져 올리는데, 이것 또한 반어적이다.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원죄
를 부과한 신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죄’가 
되는 육체성 제거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물론 김수영에게 있어서 육체성과 
원죄가 분리되는 방식은 물리적인 신체 변화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의학
적인 불능 상태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며, 의식적인 노력에 의한 것일 수
도 있다. 또한 “맑은 눈으로 그가 ‘인간 그 자체로’ 아내의 육체를 바
라”477)보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쨌든 더 이상 육체로 인한 수치심과 수
태는 유발되지 않는다. 물론 육체성이 담보하는 생명에 대한 가능성도 차
단된 상태다. 육체성 제거라는 극단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심연으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인간의 타락이 심연의 바닥에 닿게 된다. 더 이상 추락할 

477)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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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이 없기 때문에 추락하는 것은 날개를 달고 상승을 위한 비상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김수영에게 있어서 그 계기는 다음과 같다:

그런데 며칠 전에 아내와 그 일을 하던 것을 생각하다가 우연히 육
체가 욕이고 죄라는 생각을 하면서 희열에 싸였다. 내가 느낀 죄감
(罪感)이 원죄에 해당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은 채 내 생각은 자꾸 
앞으로만 달린다. 내가 느끼는 죄감은 성에 대한 죄의식도 아니고 
육체 그 자체도 아니다. 어떤 육체의 구조 […] 즉 그녀의 운명, 그
리고 모든 여자의 운명, 모든 사람의 운명. 그래서 나는 겨우 이런 
메모를 해본다-<원죄는 죄(성교) 이전의 죄>라고. 하지만 나의 새로
운 발견이 새로운 연유는, 인간의 타락설도 아니고 원죄론의 긍정도 
아니고, 한 사람의 육체를 맑은 눈으로 보고 느꼈다는 사실이다. 그
것도 20여 년을 같이 지내온 사람의 육체를 (그리고 정신까지도 합
해서) 비로소 완전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478) 

욕과 죄 자체로서 수치심과 수태의 근원이었던 육체성과 원죄 사이의 
연결 고리를 끊음으로써 김수영은 육체성의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차
원을 발견해낸다. ‘이성(異性)의 수치감 같은 것도 없고 성교의 매력도 한 
고비를 넘’김으로써 육체성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아내와의 육체적인 
결합으로 ‘희열에 싸’이는 것은 분명 다른 차원의 육체성에 대한 경험이
다. 아내와의 육체적인 결합에서 느끼는 ‘죄감’도 하와의 죗값에 연대책임
을 지는 방식으로 부과되는 아담의 ‘죄감’과는 다른 성질의 것이다. 인과
적인 필연 관계의 육체성과 원죄 사이에 김수영의 사유와 시 짓기의 근원
이 되는 ‘사랑’이라는 변수가 작용함으로써 육체성과 원죄 간 연결 고리도 
끊어지고 육체성의 불가능성에서 생명의 가능성이 다시 열린다. 사랑하는 
‘한 사람의 육체를 맑은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차원도 열리고 ‘육체를 
(정신까지도 합해서) 비로소 완전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됨으로써 
원죄로 말미암아 은폐된 육체가 비은폐된다. 뿐만 아니라 ‘원죄가 죄(성교)
이전의 죄’가 됨으로써 신과 인간의 관계도 재정립된다. 아담과 하와를 에
덴동산에서 추방해 버린 채 공허함으로 남아있는 신이 아니라, 에덴동산으

478)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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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아담과 하와의 독립을 허락하고 아담과 하와의 육체를 통해 신의 
영원함과 불멸성을 영속하게 하는 충일한 신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김수영에게 있어서 “신이라든지 하느님이라든지가 어디 있느냐고 나를 고
루하다고 비웃은 어제 저녁의 술친구”가 “천박”479)하게 생각되는 것이다.

심연의 바닥에 닿은 궁핍한 시대의 시인으로서 김수영은 자신의 ‘붓끝으
로’ 심연의 바닥을 치고 비상할 수 있는 힘을 신으로부터 부여받고480) 신
께 기도함으로써 ‘덮어 놓은 책’을 열고 ‘잠자는 책’을 깨우며 ‘잊어버린 
책’을 기억한다.481) 결국 존재로서의 신을 부정하는 것도, 존재인 신의 무
한한 능력 앞에 존재자인 유한한 인간이 무릎을 꿇는 것도, 그리고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 속에서 신을 경외하고 신에게 기도하는 것도 전부 존재자 
인간의 몫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타락도 시대의 궁핍함도 원죄의 결과나 
신의 단죄 때문이 아니라 존재인 신에 대한 존재자 인간의 행동이 낳은 결
과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이 바로 신적인 것에 
대한 인간의 역운을 생성한다. 그래서 한편으로 인간은 타락하고 시대는 
궁핍해지지만 다른 한편으로 궁핍한 시대를 살아가는 시인은 위기로부터 
구원의 가능성을 찾는 방식으로 신적인 것을 늘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 이
런 맥락에서 김수영에게 있어서 신적인 것이 “인간적인 것을 반성적으로 
사유하게 해주는 계기로 작용”482)한다고 하는 전병준의 결론은 타당하다.

김수영이 신 내지 신적인 것을 자신의 시 짓기에 끌어들인 이유와 하이
데거가 존재인 ‘신’과 존재자인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나아가 존재와 존
재자 전체의 관계를 재구성함으로써 서구 형이상학과 인본주의의 본질을 
해명하려는 노력, 그리고 궁극적으로 궁핍한 시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신
의 존재 진리를 규명하려는 노력은 서로 맞닿아 있다. 

479) 김수영, 「시골 선물」, 전집 1, 52면. 
480) 김수영, 「꽃」, 전집 1, 140면.
481) 김수영, 「서책」, 전집 1, 80면.
482) 전병준, 「김수영 시에 나타난 신적인 것의 의미」, 420-421면에서 전병준은 김수영 

시에 나타나는 신의 의미에 대해 “그[김수영]로 하여금 타자를 인식하게 하는 가장 추
상적인 계기이며, 동시에 현실의 온갖 혼돈과 비극에 대한 극복 가능성을 상상하게 해
주는 중요한 원인이다. 유한을 인식하게 하며 무한에 대해 사고하게 하고, 한계를 통해 
초월에 대한 상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신이라는 주제가 사용된 것이다.”라는 결
론을 내린다.



- 154 -

5.2. 공통성과 유일함의 존재: 죽음

5.2.1. 가장 공통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유일무이한 존재

어떠한 주어와 술어가 존재자로 등장해도 존재 동사 ‘sein’은 모든 존재
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공통적이고, 각 존재자에 대해 항상 동일하고 공
평하기 때문에 어떠한 치우침도 두드러짐도 없다. “존재의 이러한 동형성
과 평준화”483)를 설명하기 위해 오히려 하이데거는 “돌이 있다. 그리고 나
무가 있고 동물이 있다. 그리고 인간이 있고 ‘세계’가 있다. 그리고 신이 
‘있다.’”484)고 하면서 존재자들을 일일이 나열한다. 또한 존재 동사는 모든 
존재자에 대해 대체 불가능한 반면, 존재자와 존재자의 내부에는 여러 단
계와 등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질서가 허용된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무생물과 ‘생명체’, 자유로운 인간, 반신, 신의 단계를 언급하고 존재자 내
의 등급 질서에 대해서도 ‘정신’이나 ‘정신적인 것’을 예로 들어 등급과 질
서의 상대성과 다양성 또는 가변성을 점친다.485) 

하이데거는 존재자에 대해서 “한 존재자가 아무리 다른 존재자를 능가한
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존재자들과 똑같이 하나의 존재자로서 남게 
되고, 그런 식으로 다른 존재자들에게서 그 자신과 똑같은 것을 갖게 된
다.”486)고 하면서 존재자 각각이 “도처에서 예외 없이 […] 자신과 똑같은 
것으로서의 존재자와 마주치게 된다.”487)고 분명히 말한다. 하지만 존재에 
대해서는 “존재는 모든 존재자에 대하여 유일무이하고 존재의 유일무이성
은 비교 불가능성을 그 결과로 갖는다. […] 존재는 어디에서나 동일한 것
(das Selbe), 즉 그것 자체인 것이다.”488)고 규정한다. 이렇게 존재의 공통

483) 하이데거, 『근본개념들」, 87면.
484) 같은 곳.
485) 위의 책 88면에서 하이데거는 존재자 내부의 정신이나 정신적인 것의 다양성 내지 

해석의 가변성에 대해 “전기적 현상의 침전물”, “[화학적] 물질의 분비물”, “하나의 도
구로서만 ‘생’에다가 삽입”되는 것 등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486) 같은 곳.
487) 위의 책 89면.
488)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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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유일성을 규명하기 위해 하이데거는 똑같은 것과 동일한 것을 구분하
고 전자를 “다른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 존재자에게, 후자를 “오직 유
일무이함만을 필요”489)로 하는 존재에게 귀속시킨다.

하이데거는 존재자와 존재를 구별하기 위한 또 하나의 잣대로서 ‘무’가 
‘있음’에 대해 해석을 한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무는 존재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주어”490)진다. 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무는 “어떻게든지 
어떤 것 ‘이다(ist)’.”491) 그리고 무는 “먼저 존재자를 필요로 하고 뒤이어 
존재자를 제거하는 데에 근거해서야 비로소 그 제거의 결과로서 바로 그 
무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492)기 때문에 “존재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대
신 “아마 존재를 필요로 할 것”인데, 그 이유는 무가 “존재와 동일한 것”, 
즉 “존재 자체‘이기[ist]’”493) 때문이다. 무의 비교 불가능성과 존재의 비교 
불가능성, 무의 가장 공허한 공허성과 존재의 공허성, 그리고 존재의 유일
성과 무의 유일무이함 등을 두고 볼 때 “무는 본질적으로 존재에 속함을 
증언”494)한다. 이렇게 볼 때 무와 ‘존재는 가장 공통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유일무이한 것이다.’ 

5.2.2. 죽음에 대한 하이데거의 존재 해석 

현존재로서의 인간은 현사실적으로 보통 비(非)본래적인 죽음을 향해 가
고 있기 때문에 비(非)본래적인 죽음에서 본래적인 존재의 존재론적 가능
성을 객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중요한 과제이다.495)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이데거는 죽음을 향한 존재를 하나의 가능성

489) 같은 곳.
490) 위의 책 91면.
491) 같은 곳.
492) 위의 책 92면.
493) 같은 곳.
494) 같은 곳.
495) 이러한 하이데거의 죽음 이해에 대해, 다나베 하지메는 죽음이 삶 혹은 존재를 자각

하기 위한 표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현실성의 계기로 드러나지 않고 단지 
극한적인 관념으로서 요청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서동은, 「삶의 존재론인가 
죽음의 변증법인가-하이데거 죽음 이해에 대한 다나베 하지메의 비판」, 『존재론연구』 
제26집, 2011, 22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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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향한 존재, 그것도 현존재인 인간 자신의 탁월한 가능성을 향한 존재로 
본다.496) 죽음에 관한 실존론적인 규정에 의하면 “현존재의 종말로서의 죽
음은 현존재의 가장 고유하고 무연관적이고 확실하며 그리고 그 자체로서 
무규정적이고 건너 뛸 수 없는 가능성이다. 죽음은 현존재의 종말로서 자
신의 종말을 향한 이 존재자의 존재 속에 있다.”497) 따라서 하이데거는 현
존재의 죽음을 “가능성으로 미리 달려가 봄”498)으로 해석하고 그 의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한다. 

가능성으로의 죽음과 현실적인 것으로서의 삶 내지 생명이 일반적으로 
반비례적인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존재자가 전자를 향해 가까이 가면 
갈수록 후자와의 거리는 당연히 멀어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죽음
을 또 다른 하나의 가능성으로 이해하는데 있어서 하이데거가 세운 사유
의 이정표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거나 죽음에 의한 또 다른 가능성을 은
폐하거나 왜곡한 결과이다. 삶과 죽음 사이에 시간을 개입시켜 양자를 선
험적으로 구분하고, 삶을 긍정적인 것으로, 죽음을 부정적인 것으로 규정
하여 삶을 죽음보다 우월한 것으로 가치 평가하며, 우월한 삶이 열등한 죽
음을 지배하거나 점유하게 함으로써 죽음을 억압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을 
본질 그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만약 삶과 죽음의 관계를 은폐하지 
않고 존재로서의 죽음을 비은폐되어있는 그대로 이해한다면, 존재적인 죽
음이 열어 밝히는 가능성은 삶의 시작과 더불어 커지는 가능성보다 점점 
더 커지고 그 가능성의 정도도 측정 불가능해 진다. 말하자면 실존적인 죽
음의 불가능성이 존재적인 죽음의 가능성으로 이행함으로써 전체로서의 
가능성, 즉 불가능성의 가능성과 가능성의 가능성을 합한 것으로서의 가능
성은 양자를 단순히 합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 

본래적인 죽음이 현존재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고,499) 그렇기 때문에 

496)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346-347면 참조.
497) 위의 책 346면.
498) 위의 책 350면.
499) 위의 책 351-352면. “죽음은 현존재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다. 이 가능성을 향한 

존재는 현존재에게 그의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을, 즉 거기에서 단적으로 현존재의 존
재가 문제되고 있음을 열어 밝혀 준다. 이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성에서 현존재에게 드
러날 수 있는 것은 현존재가 그 자신의 탁월한 가능성에서는 ‘그들’로부터 분리된 채로 
남아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미리 달려가 보며 각기 그때마다, 이미 ‘그들’로부터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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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관적인 가능성이며,500) 그렇기 때문에 건너 뛸 수 없고,501) 그렇기 때
문에 확실하다.502) 하지만 죽음의 확실성은 “눈앞의 것에 대한 명증의 등
급서열에 속하지 않”503)기 때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확실한 죽음으로 미리 달려가 봄으로써 죽음에 의한 불가능성
을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 열어 밝히는 것이 현존재에게 쉽지는 않다. 더군
다나 죽음 자체에서부터 발생하는 끊임없는 위협에 대해 속수무책인 상태
에서 현존재가 그러한 결단을 내려야한다.504) 그래서 현존재는 언제나 죽
음 앞에서 ‘불안’해한다. 하지만 하이데거는 이때의 불안이 죽음에 의한 
또 다른 가능성을 창출하기 위한 모험에 동반되는 불안임을 분명히 밝힌
다.505) 따라서 “죽음을 향한 존재는 본질적으로 불안”506)이고, 이러한 불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할 수 있음’의 이해가 비로소 [현존재가] ‘그들’-
자신의 일상성 속에 현사실적으로 상실되어 있음을 밝혀준다.”

500) 위의 책 352면. “가장 고유한 가능성은 무연관적 가능성이다. 죽음은 현존재로 하여
금 개별 현존재일 것을 요구한다. 미리 달려가 봄에서 이해된 죽음의 무연관성은 현존
재를 그 자신에게로 개별화시킨다. 이러한 개별화는 실존을 위해서 ‘거기에’를 열어 밝
히는 한 방식이다. 이 개별화는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이 문제가 되면, 모든 배려되고 
있는 것 곁에 있음과 모든 타인과의 더불어 있음이 소용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준다. 현
존재는 오직 그 자신이 스스로 가능하게 만들 때에만 본래적으로 그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을 뿐이다.”

501) 위의 책 352-353면. “가장 고유하고 무연관적인 가능성은 건너 뛸 수 없다. 미리 달
려가 봄은 죽음을 향한 비본래적인 존재처럼 이 건너 뛸 수 없음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
려 그것에 대하여 자신을 자유롭게 내준다. 자신의 고유한 죽음에 대하여 미리 달려가 
보며 자유롭게 됨은 우연하게 밀어닥치는 가능성 속으로의 상실로부터 해방시켜주어, 현
존재로 하여금 건너 뛸 수 없는 가능성의 앞에 놓여 있는 현사실적 가능성들을 처음으
로 비로소 본래적으로 이해하고 선택하게 한다.”

502) 위의 책 353면. “가장 고유하고 무연관적이고 건너뛸 수 없는 가능성은 확실하다. 그 
가능성을 확신할 수 있는 방식은 그 가능성에 상응하는 진리(열어 밝혀져 있음)에서부
터 규정된다. 그러나 죽음의 확실한 가능성을 현존재는 단지, 그가 그 가능성을 향하여 
미리 달려가 보면서 이 가능성을 가장 고유한 존재가능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능하
게 하는 식으로만 열어 밝힌다. 가능성의 열어 밝혀져 있음은 미리 달려가 보는 가능하
게 함에 근거하고 있다.” 

503) 위의 책 354면. 
504) 박찬일, 「하이데거-마법사에 대한 소문-소문대로 말하는 몇 개의 에끄리뛰르」, 309면

에서 박찬일은 이러한 속수무책인 현존재의 결단을 “현존재의 ‘본래적-전체적-근원적 
존재 가능’인 ‘선구적 결의성’”과 연결짓고 인간에게 있어서 “시간성-한계성-유한성은 
‘부조리의 표본’으로서 인간은 그 부조리성 앞에서 속수무책이다.”라고 하면서 그 “‘속
수무책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선구적인 결의성이다.”라고 말한다. 

505) 박찬국, 앞의 논문 144면에서 박찬국은 이와 관련해서 하이데거의 초기 불안 개념에 
대해, 그것이 “무상감이나 허무감과 동일시 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것을 “넘어서는 면이 또한 존재한다.”고 하면서 그 ‘넘어서는 면’에 대해 “우리를 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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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 “섬뜩함 속으로 내던져진 현존재로서의 적나라한 현존재 때문에 불
안해한다.”507) 그리고 불안해하는 현존재는 “전적으로 현존재의 적나라한 
섬뜩함에로 돌려지고 그 섬뜩함에 사로잡힌다.”508) 이렇게 사로잡힘으로써 
현존재는 삶의 시간성에 의해 한정되는 가능성에 연연해하지 않고 죽음에 
의한 불가능성을 가능성으로 만드는 본래적인 존재 가능의 가능성을 획득
하게 된다.509) 하지만 모든 존재자들이 죽음에로의 선구(先驅)를 위한 결
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죽음에 대해 이러한 결단을 내리는 현존
재만이 현사실적인 죽음의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고 현사실적인 
죽음에 의한 부정적인 불가능성을 실존적이고 존재론적인 가능성으로 맞
이할 수 있는 것이다.

죽음은 모든 현존재에게 유일하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죽음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점에서 가장 독자적이다. 이렇게 공통적이고 유일무이한 존재로
서의 죽음을 모든 존재자들이 대면하고 있음을 하이데거는 주지시킨다. 아
울러 하이데거는 존재자들로 하여금 죽음을 선구하는 결단을 내리도록 촉
구하고 결단을 감행한 현존재들이 죽음의 존재 진리를 비은폐하도록 독려
한다. 그리고 그들이 비은폐로서의 존재 진리를 향해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이데거 스스로 이정표가 되어 그들을 앞서 간다. 

들의 세계로부터 해방시켜서 단독자화하면서 우리에게 그동안 은폐되어 있던 본래적인 
실존 가능성을 개시하는 동시에 우리의 본래적인 실존까지도 규정하는 기분으로 간주된
다.”고 말한다. 

506) 하이데거, 앞의 책 355면. “이러한 불안 속에서 현존재는 자신의 실존의 가능한 불가
능성의 무 앞에 처해 있다. 불안은 그렇게 규정된 존재자의 존재 가능 때문에 불안해하
며 그래서 극단적인 가능성을 열어 밝힌다. 미리 달려가 봄이 현존재를 단적으로 개별
화시키며 현존재가 자기 자신의 이러한 개별화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능의 전체성을 확
신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존재의 이러한 자기 이해에는 그 근본상 불안이라는 근본
적인 처해 있음이 속한다. 죽음을 향한 존재는 본질적으로 불안이다.” 

507) 위의 책 454면.
508) 같은 곳.
509) 위의 책 455면 참조; 박찬국, 앞의 논문 171면에서 박찬국은 하이데거가 말하는 죽

음과 불안 개념에 대해 “죽음에로의 선구와 함께 우리의 본래적이고 단독적인 실존 가
능성이 개시된다는 하이데거의 말과는 달리, 불안과 마찬가지로 죽음도 우리가 그것과 
아무리 진지하게 대결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우리가 집착했던 삶의 가치
들을 무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날 뿐 우리 자신의 본래적인 가능성들을 개시하는 것 같지 
않다.”는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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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김수영 시에 정립된 ‘죽음’의 시적 진리

김수영이 자신의 글에서 죽음의 문제를 다루거나 언급한 경우510)도 많
고 김수영에 관한 연구에서 김수영의 죽음 의식을 다룬 글들511)도 제법 
많다. 김수영 시에 정립된 죽음512)의 문제를 하이데거적인 의미의 존재 진
리로서 규명하기 위해 우선 김수영 시 「공자(孔子)의 생활난」513)에 형상화
되어 있는 죽음의 흔적514)부터 더듬어 본다. 

꽃이 열매의 상부에 피었을 때
너는 줄넘기 장난을 한다

나는 발산한 형상을 구하였으나
그것은 작전 같은 것이기에 어려웁다

510) 권지현, 앞의 논문 61면, 주 7에서 소개한 ‘김수영의 문학에 나타난 주요 죽음의식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공자의 생활난」, 「구라중화」, 「나비의 무덤」, 「네이팜 탄」, 「병
풍」, 「영롱한 목표」, 「사령」, 「파리와 더불어」, 「거미잡이」, 「여편네의 방에 와서」, 「거
위소리」, 「말」, 「잔인의 초」, 「설사의 알리바이」, 「연꽃」 등(이상 시), 「죽음에 대한 해
학」, 「새로움의 모색」, 「시작노트」, 「시의 완성」, 「생활현실과 시」, 「와선」, 「참여시의 
정리」 등(이상 산문)

511) 김유중, 「‘죽음’의 한 연구」, 앞의 책 37면 이하에서 김유중은 ‘김수영 문학에 나타난 
죽음의 문제’ 관련 글을 1980년 이전의 글(김종철, 염무웅, 이광웅)과 1980년대 이후부
터 2001년까지의 글(이은봉, 최유찬, 김상환, 이건제, 조원복)로 나누어 정리하고 2001
년까지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김유중 자신의 생각을 피력한다. 김유중은 ‘김수영 문학
에 나타난 죽음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첫째, 죽음 관련 주제가 김수영의 
‘가장 초기작에서부터 후기작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등장한다는 사실’과 둘째, 김수
영 후기 시에 나타난 죽음 의식이 ‘하이데거와 라이오넬 트릴링 등과의 비교 관점’에서 
다루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셋째,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등한시된 ‘김수영 초기작들에 대
한 꼼꼼한 현장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연
구자는 2001년 이후에 발표된 김수영과 죽음 관련 논문들(김정배, 「김수영 시의 죽음의
식 연구」, 『한국문예창작』 제9집 1호, 2010; 권지현, 앞의 논문; 전도현, 「김수영의 죽
음의식과 시쓰기」)을 본 연구 범위에 포함시켜 김수영과 죽음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규
명해 본다.

512) 김윤배, 앞의 논문 64면에서 김윤배는 「공자의 생활난」, 「눈」, 「누이야 장하고나!」, 
「설사의 알리바이」에 나오는 시구들을 예로 들어 김수영 시 속에 나타나는 죽음의 양태
를 각각 ‘연기적 죽음’, ‘투신적 죽음’, ‘역사적 죽음’, ‘규제적 죽음’으로 구분한다.

513) 김수영, 「공자의 생활난」, 19면.  
514) 김유중, 앞의 글 43면. “김수영에게서 ‘죽음’의 문제가 맨 처음 공식적으로 거론된 예는 

남아 있는 그의 가장 초기작 중 하나인 「공자의 생활난」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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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이태리어로는 마카로니라고 
먹기 쉬운 것은 나의 반란성일까

동무여 이제 나는 바로 보마
사물과 사물의 생리와
사물의 수량과 한도와
사물의 우매와 사물의 명석성을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다.
                                  - 「공자(孔子)의 생활난」 전문  
                      

보통 꽃이 핀 자리에 그 꽃이 떨어지면서 열매가 열리는데, 김수영은 
‘꽃이 열매의 상부에 피었을 때’라고 표현한다. ‘꽃이 열매의 상부에 피었’
다는 것은 시적 자아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꽃이고, 열매는 꽃에 감
싸인 채 닫혀 있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꽃과 열매 사이에 시간성이 개입하
게 되면서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히는 것은 필연적인 자연 현상이다. 그
렇게 되면 열매와 꽃의 열고 닫히는 관계는 물론, 꽃과 열매의 상하 관계
도 전도된다. 말하자면 현상과 본질 사이에 일종의 ‘반란성’이 작용한다. 

꽃과 열매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과 사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시적 자아는 ‘이제’ ‘바로’ ‘봄’으로써 ‘사물과 사물의 생리’, ‘사물의 수량
과 한도’, 그리고 ‘사물의 우매와 사물의 명석함’의 관계를 재구성한다.515) 
우선 ‘사물과 사물의 생리’에서는 사물 자체보다 사물의 ‘생리’에 대한 착
시가 문제된다. 동일한 사물의 ‘생리’, 즉 사물의 사물로서의 기능 내지 원
리에 대해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생리 불순’과 
역기능 현상을 자초하고 사물의 원리마저 뒤집힌다. ‘사물의 수량과 한도’
에서는 사물 자체에 대한 구체성과 범위가 문제된다. 수량과 범위에 대한 
착각은 양적인 차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결이 용이하다. 그런
데 ‘사물의 우매와 명석성’은 대립적인 이원성으로서 그 구분이 뚜렷하기 

515) 위의 글 44면에서 김유중은 이 시에서 특히 “작품 말미의 두 연”을 죽음과 관련해서 
“관심 깊게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김수영의 죽음에 대한 본질적인 인식에 대해 
“➀ 나는 사물과 관련된 진정한 총체적 정보를 얻고자 한다. ➁ 그것이 달성된 연후에 
나는 미련 없이 죽을 것이다.” 라는 두 문장으로 집약,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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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둘 사이에 우열이 정해지고 서열이 매겨지는 것이 문제다. 어쨌든 
이 모든 문제는, 그것이 착시현상이든, 착각에 의한 것이든, 착오의 결과
든, 본질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시의 마지막 행에서 시적 자아는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다.’라고 말한
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
문에 죽음이 다가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죽음으로 ‘미리 달려가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시에서 시적 자아는 ‘동무여 이제 나는 바로 보마’라고 하면서 지금까
지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한 것에 대한 개선의지를 분명히 
표명한다.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다.’라는 ‘죽음에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시적 자아의 의식은 죽음에로의 선구를 감
행하지 못하는 뭇 존재자들의 죽음에 대한 생각과는 확실히 다르다. 

김수영의 죽음에 대한 상대적이고 ‘모험적인’ 생각은 「구라중화」의 마지
막 연인 “사실은 벌써 멸하여 있을 너의 꽃잎 우에/이중의 봉오리를 맺고 
날개를 펴고/죽음 우에 죽음 우에 죽음을 거듭하리/구라중화(九羅重花)”516)

에서도 잘 드러난다. 김수영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제 더 이상 일회적이고 
절대적인 폭군으로 등장하지 않고 오히려 생명의 고귀함과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야 하는 매 순간, 죽음의 불가능성을 삶과 생명의 가능성으로 편입할 
필요가 있는 그때그때 미리 달려가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된다. 
물론 죽음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 시적 자아는 ‘모험’을 감행하는 
결단을 해야 하는데, 김수영은 「서책」517)에서 특단의 조치518)를 내린다.

덮어 놓은 책(冊)은 기도(祈禱)와 같은 것
이 책(冊)에는 
신(神) 밖에는 아무도 손을 대어서는 아니된다

516) 김수영, 「구라중화」, 전집 1, 56면.  
517) 김수영, 「서책」, 전집 1, 80면.
518) 김유중, 앞의 글 57면에서 김유중은 「서책」에 대해 “주체의 죽음에 대한 명백한 증거

로 책의 존재가 김수영의 시에서 새롭게 부각된다고 했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이 문제
와 연관되는 텍스트로 지목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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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책(冊)이여
누구를 향하여 앉아서도 아니된다
누구를 향하여 열려서도 아니된다

지구(地球)에 묻은 풀잎같이
나에게 묻은 서책(書冊)의 숙련(熟練)-
순결(純潔)과 오점(汚點)이 모두 그의 상징(象徵)이 되려 할 때
신(神)이여
당신의 책(冊)은 당신이 여시오

잠자는 책(冊)은 이미 잊어버린 책(冊)
이 다음에 이 책(冊)을 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 「서책」 전문

궁핍한 시대를 살아가는 시인으로서 김수영은 자신의 시 짓기와 ‘죽음에
의 의지’를 교묘하게 결합시키는데, 이것은 일종의 모험과, 모험을 감행하
는 현존재의 불안과, 불안에 동반되는 섬뜩함과, 불가능성의 죽음을 가능
성으로 선취하기 위한 결단 등을 하이데거 방식으로 처리하는 김수영의 
실험적인 시 짓기 방식이다. ‘거대한 이야기’와 ‘절대 진리’를 담아 놓은 
‘덮어 놓은 책’이나 ‘잠자는 책’, 또는 ‘잊어버린 책’519)은 김수영의 시 짓
기에서 죽음에의 의지를 불태우는 계기가 된다. 우리는 이러한 책을 바라

519) 모더니즘 담론과 포스터모더니즘 담론의 분기점이 되는 것은 ‘거대한 이야기’와 ‘절대 
진리’에 대한 신뢰 여부이다. 모더니즘 작품이 ‘의식의 흐름’이나 ‘내면의 독백’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난해하고 복잡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거대한 이야기’를 다룬 
것으로서 현상과 본질 내지 기표와 기의가 결국에는 일대일 대응을 이루고 현상은 본
질, 기표는 기의에 의해 수렴된다. 반면 이러한 ‘거대한 이야기’에 대한 거부가 바로 포
스트모더니즘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 「서책」에서 김수영은 ‘거대한 이야기’와 
‘절대 진리’를 담아 놓은 책을 ‘덮어 놓은 책’이나 ‘잠자는 책’, 또는 ‘잊어버린 책’이라
고 규정함으로써 일단 그 책과 거리두기를 하고, 그 책에 대한 전권을 신에게 위임한
다. 바로 이점에서, 즉 김수영의 ‘거대한 이야기’와 ‘절대 진리’에 대한 태도에서 김수영
의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요소를 끄집어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와 ‘진리’를 다
룬 책에 대해 지극히 모더니즘적인 해석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양자택일의 가능성 중에 
김수영의 모더니티와 포스트모더니티 둘 중 어느 하나를 무조건 제외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김수영이 취하는 방식도 하이데거가 추천하는 방식도 아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김수영 문학의 탈근대성’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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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김수영의 시선이, 한편으로는 “그 속에 내재하는 까마득한 과거의 기
원, 즉 글쓰기의 기원에로 향하고 있음”520)을 알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
로는 미래로부터 도래할, 불가능한 ‘새로운’ 글쓰기의 가능성을 향해 열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쨌든 이러한 책들을 바라보는 김수영의 시선은 이중
적으로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 책을 덮고, 책을 잠재우고, 책을 망각한 
죽음이 김수영 시 짓기의 한축을 이룬다면, 덮은 책을 펼치고, 잠자는 책
을 일깨우고, 잊혀진 책을 상기시키는 죽음이 또 다른 한축을 이룬다. 그
리고 김수영은 죽음의 양쪽 축을 오가면서 죽음의 근원인 심연을 향해 추
락하기도 하고 도래할 죽음을 미리 달려가 맞기도 한다. 이렇게 죽음의 양
쪽 축을 끊임없이 오가는 것이 김수영의 시 짓기 과정이고 글쓰기의 현재
이다. 그래서 시 짓는 매 순간 김수영은 죽음의 불가능성으로부터 가능성
을 길어 올리고, 그 가능성을 다시 삶의 가능성에 쏟아 부으면서 삶으로서
의 죽음을, 죽음으로서의 삶을 시 짓는다. 

김수영에게 있어서 시 짓기의 개념을 밝히고 개념의 배후를 파헤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 김수영의 시 짓기를 위해 반드시 전제되
어야 하는 것은 ‘여태까지의 시에 대한 사변을 모조리 파산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은 시의 죽음을 미리 달려가서 맞이하기 위해 시인이 모험을 
떠날 결단을 해야 하고, 결단에 동반되는 불안감과 불안에 의한 섬뜩함을 
느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인인 ‘나에게 묻은 서책의 숙련’이 기껏
해야 ‘지구에 묻은 풀잎’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기 때문에 거대한 
‘지구에 묻은 풀잎’은 섬뜩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미 잊어버
린 책’인 ‘잠자는 책’을 일깨워 ‘여는 것’은 시인의 능력 밖의 일이다.521) 
하지만 궁핍한 시대의 시인은 속수무책으로 시의 죽음을 불가능성으로서 
맞이하지 않는다. 시인은 미미함이 위대한 미래로부터 도래하는 죽음을 미

520) 김유중, 앞의 글 58면.
521) 김상환, 「시인과 책의 죽음」, 『풍자와 해달 혹은 사랑과 죽음』, 민음사 2002, 198면

에서 김상환은 이와 관련해서 “책을 여는 것은 죽음의 위험성에 대면하는 일이었다. 그 
위험성이 그 책의 열림을 금지된 사건으로, 당위적 불가능의 사건으로 나타나게 만들었
다. 책의 열림은 시인의 존재 범위 밖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따라서 책을 열
기 위해서 시인은 자기 존재 범위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 죽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해
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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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시인만이 신과 
신적인 것이 보내는 ‘눈짓’을 알아차릴 수 있다. 그래서 시인은 ‘순결(純
潔)과 오점(汚點)이 모두 그의 상징(象徵)이 되려 할 때’ 삶과 죽음의 거리
를 상징으로써 좁히고 존재의 구원을 향한 모험의 길을 떠난다. 하지만 
‘덮어 놓은 책(冊)은 기도(祈禱)와 같은 것/이 책(冊)에는/신(神) 밖에는 아
무도 손을 대어서는 아니된다’는 첫 시행과 ‘잠자는 책(冊)은 이미 잊어버
린 책(冊)/이 다음에 이 책(冊)을 여는 것은/내가 아닙니다’라는 마지막 시
구를 통해 ‘책’을 여는 것이 시인의 영역 밖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책을 열 때 시인은 더 이상 시인이 아니다.”522) 

이렇듯 생명의 시작과 끝이 신의 손에 달려 있지만 하이데거와 김수영
에게 있어서 죽음의 존재 본질 문제는 그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궁핍한 시
대의 시인은 ‘반신’으로서 ‘책’의 개폐에 개입할 수 있다. 책이 닫힌다고 해
서 시인이 반드시 죽는 것도 아니고 책을 여는 것을 신만이 할 수 있는 것
도 아니다. 책의 닫힘이 시인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고 시인이 닫혔던 책을 
열기 위해 모험을 감행하면 신이 열어 주는 책을 시인도 열수 있게 된다. 그
리고 그 열린 책에 시인 스스로 갇혀도 된다. 이미 책의 닫힘이 폐쇄나 차단
으로서의 닫힘이 아니라 열림을 위한 닫힘이고 ‘세계의 개진’과의 투쟁 관계
에서 전제되는 ‘대지의 은폐’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목표는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죽음보다 엄숙하게/귀고리보다 더 가
까운 곳에/종소리보다도 더 영롱하게”523) 그렇게 시는 “죽음의식을 딛고 이
룩되는 결정체”524)가 된다. 이제 시인 김수영은 탈존의 현존재로서 “죽음이 
싫으면서/너를 딛고 일어서고/시간이 싫으면서/너를 타고 가야 한다/창조를 
위하여”525)라고 외치면서 죽음과 시간에 의한 유한성과 불가능성을 탈피하
여 무한성과 가능성, 내지 개방성으로 들어간다.

죽음과 시간은 모든 존재자에게 공통적이면서도 유일무이하다. 하지만 
그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과 시간을 대면하는 방법은 존재자에 따라 다르

522) 같은 곳.
523) 김수영, 「영롱한 목표」, 전집 1, 127-128면.
524) 권지현, 앞의 논문 71면. 
525) 김수영, 「네이팜 탄」, 전집 1, 102-1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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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든 존재자들이 죽음과 시간의 관계를 반비례적인 관계가 아닌 반복
적인 열림과 닫힘의 투쟁 관계로 두고 불가능성의 죽음으로부터 가능성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때 죽음이 유일무이하기는 하지만 공통
적이 아닐 수도 있다. 동시에 죽음은 모든 현존재들에게 공통적일 수 있
다. 왜냐하면 모든 현존재가 죽음을 미리 달려가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존재와 존재자 전체의 관계에 있
어서 죽음을 선구함으로써 삶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현존재의 결단이 관
건이다. 결단하는 현존재만이 자신이 “존재 전체에 대항하는 주체라는 생
각을 버리고 존재 전체에 내맡겨져 있다는 것을 자각”526)할 수 있다. 따라
서 결단하는 현존재만이 죽음을 회피 또는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진정하게 죽을 수 있”527)으며, 삶 또
한 적극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

5.3. 마모와 근원의 존재: 자연

5.3.1. 가장 많이 사용되어 닳아빠진 것이면서 동시에 근원인 존재

존재의 닳아빠짐과 관련해서 하이데거는 존재를 “가장 닳아빠진 주
화”528)에 비유한다. 모든 존재자와의 관계맺음에 있어서 주화를 지불해야 
하는 것처럼 모든 존재자는 존재자 자체를 위해서도, 다른 존재자들과의 
관계 맺음에 있어서도 존재를 필요로 하고 존재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하
이데거는 ‘존재’를 한편으로 “어디에서나 매 순간 우리의 이해에서 가장 자
명한 것”으로서 “가장 닳아빠진 것이면서 그 무엇보다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529)으로 규정한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존재를 “결코 완전한 소
비와 방기에 이르기까지 닳아빠질 수는 없”530)는 것으로 본다. 

526) 박찬국, 「니체와 하이데거 사상의 비교고찰-자연관을 중심으로」, 『존재론연구』 제25
집, 2011, 73면.

527) 같은 곳에서 박찬국은 “인간이 진정하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현-존재가 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528) 하이데거, 『근본개념들』, 101면.
529)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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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데거에 의하면 존재자와 존재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자가 존재하지 않
기를 소망하거나 자신의 존재 제거를 스스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존재자 자신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지 존재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어떤 인간
이 존재자 제거를 무로 착각하고 존재자를 제거함으로써 “무가 있기를 기대
하는 경우조차도 최종적인 구원의 방책은 가장 닳아빠진 것, 즉 존재에 있
다.”531) 왜냐하면 무가 존재자와의 관계에서 존재자의 유무에 따라 존재 여
부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이기 때문이다. 모든 존재자가 말소되
거나 제거되는 그 순간에도, 바로 그곳으로부터 생겨나는 그런 “첫 번째의 
것이자 손닿지 않는 것”532)으로서 존재는 “모든 존재자를 비로소 그러한 것
으로서 존재하게 하는, 즉 하나의 존재자로 그리고 그러한 존재자 ‘자체’로 
존재하도록 풀려나오게 하고 뛰쳐나오게 하는 것”이며 “모든 존재자를 그러
한 것으로서 발원하게 한다.”533) 이런 맥락에서 “존재는 근원이다.”534) 

5.3.2. 자연에 대한 하이데거의 존재 해석 

자연에 대한 하이데거의 사유535) 도정을 따라가다 보면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 닳아빠진 것이면서 동시에 근원적인 것인 자
연의 존재 본질536)에 이르게 된다. 하이데거 철학의 알파와 오메가인 존재 
경험의 지평 위에서 자연 해석과 존재 해석이 그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하이데거의 자연관을 해석함으로써 마모성과 근원성의 존재 진리를 규명

530) 위의 책 102면.
531) 같은 곳.
532) 같은 곳.
533) 같은 곳.
534) 같은 곳.
535) 하이데거의 자연에 대한 사유를 다룬 논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박찬국, 

앞의 논문; 강학순, 「하이데거의 자연관」, 『철학연구』 제28권, 1991; 신승환, 「포이에시
스적 자연이해와 근대성 극복-하이데거 자연해석을 중심으로」, 『하이데거 연구』 제4집, 
1999; 신상희, 「기술 시대의 자연에 대한 하이데거의 숙고-대지의 위험과 대지의 구원」,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14집, 1999; 이선일, 「하이데거와 자연의 문제 1」, 『하이데거 
연구』 제2집, 1997. 

536) 박찬국, 앞의 책 25면. “하이데거는 단순 소박한 자연을 존재라고 부르고 있는 바, 현
대인들은 존재를 망각하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존재를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마저도 망각
하고 있다는 데 현대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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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그리고 횔덜린의 시 「마치 축제일처럼···」에 대한 하이데거의 
해석537)이 그 길잡이 역할을 한다. 

무덥던 밤 싸늘한 번개가 온종일 내리치더니
아직도 멀리서 천둥소리 들리는데,
넘치던 강물은 다시 제길 따라 흐르고
대지는 신선하게 푸르며,
포도나무에는 천혜의 단비가 이슬 맺고,
고요한 햇빛을 받으며 사원(寺園)의 나무들이
찬란히 서 있을 때, 
마치 축제일 이른 아침에
한 농부가 밭을 살펴보며 거닐 때처럼,

그렇게 시인들도 은혜로운 날씨 아래 서 있으나,
혼자서 거장이 될 수 없는 그들을 놀랍게도
도처에 편재하여 포근한 품속에서 길러주는 것은
신처럼 아름다운 강력한 자연이다.
그러기에 하늘에서 혹은 초목과 더불어 혹은 민족들 가운데서
연륜의 시절에 때로 자연이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면,
시인들의 얼굴에도 슬픔이 서린다.
그들은 홀로 있는 듯 보이나, 언제나 예감하고 있다.
자연 자체도 예감하면서 쉬고 있기 때문이리라.

하지만 이제 날이 밝는다! 내가 고대하던 것,
그것이 오고 있음을 나는 보았도다.
하여 내가 본 이것, 이 성스러운 것이 나의 말이 되리라.
저 숱한 시간보다도 더 오래된,

537) 최상욱, 「하이데거 존재 사유의 구조적 내용에 대한 고찰-트라클 해석과 유비적으로-」, 
『하이데거 연구』 제12집, 2005, 174면 이하에서 최상욱은 이러한 하이데거의 간접적인 글
쓰기 방식에 대해 “마음의 말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자 할 경우 그[하이데거-연구자]는 시
인의 뒤로 숨는다. 따라서 저자인 하이데거와 화자인 하이데거는 분리되고, 화자는 다시 다
른 시인의 언어 안에서 말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하이데거의 직접적인 글쓰기 방식
인 철학적 글쓰기와 구분하는데, 이러한 구분에 의한 차이는 동일성을 포함하는 차이로서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론적 차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하이데거와 시적 자아 내지 시적 
화자는 ‘다르면서 동일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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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양 신들 너머에 있는 자연,
그 자연이 이제 무기 소리와 함께 깨어났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위로는 높이 에테르(天空)로부터 아래로는 심연에 이르기까지
확고한 법칙에 따라, 옛날처럼 성스러운 혼돈으로부터 솟아나,
만물을 창조하는 저 충만한 정기는 새로이 활기를 찾는다.

지고한 것을 착안하였을 때, 그의 눈에는
불꽃이 번뜩이듯, 그렇게 이제
세상의 여러 징조나 행위로 인해
시인들의 영혼에는 새로이 불이 붙었다.
그리하여 일찍이 일어난 것이로되 거의 느끼지 못하던 것이,
이제야 비로소 밝아지니,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미소 지으며
밭을 가꾸던 자들을 우리는 이제야 알아본다.
가장 활기 넘치는 것들, 신들의 힘을.

그대는 물어보는가. 그것이 어디 있냐고?
노래 속에 그 힘의 정기는 숨결처럼 나부끼고 있노라.
노래는 대낮의 태양과 따뜻한 대지에서 밝게 깨어나며,
대기에 떠도는 기후에서 깨어나고, 또 다른 것에서 깨어난다.
그것들은 시간의 심연 속에서 충실히 준비되어,
더욱 충만한 의미로 더욱 더 명료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하늘과 땅 사이에서 그리고 민족들 가운데서 소요하듯 변해간다.
공통된 정신의 상념이 있나니,
조용히 시인의 영혼에 닻을 내린다.

영원한 자에게는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으되,
이제 갑작스레 얻어맞은 시인의 영혼은
회상으로 전율하면서, 성스러운 빛에 의해 불붙어,
사랑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 신들과 인간들의 작품인
노래는 이렇게 이루어지나니, 그 노래 양자를 증언하노라.
시인들이 노래하듯, 신의 모습을 분명히 보길 원한
세멜레의 열망으로 인해, 그의 벼락이 그녀 집에 떨어졌으니,
신성한 벼락을 맞은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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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우의 소산(所産)인 바쿠스를 낳았도다.

그러기에 이제 대지의 아들들은
위험도 모르고 천상의 불을 마신다.
하지만 그대 시인들이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신의 뇌우 아래, 맨 머리로 서서,
아버지의 불빛을 몸소 제 손으로 잡아,
그 천상의 선물을 노래로 감싸
민족에게 건네주는 것이리라. 
우리의 마음은 어린애들처럼 오직 순수할 따름이고,
우리의 손은 결백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불빛, 그 순수한 불빛은 그 마음을 불태우지 않고,
깊이 뒤흔들리니, 하여 신의 괴로움을 함께 나누면서,
영원한 마음은 굳건히 머물러 있노라.538)

                                    - 「마치 축제일처럼···」 전문

하이데거는 이 시에 대한 형식적인 분석에서 제1연 마지막 부분과 제2연
의 시작 부분이 ‘마치 ···처럼 그렇게(wie ··· so)’라는 직유를 통해서 연결
된다고 밝히면서 그것이 “제1연을 제2연과, 심지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
든 연들과 통일적으로 연결하는 비교를 의미한다.”539)고 말한다. 비유법에 
의해 “비유 구조와 작품 내용 간의 합일(die Einheit von Bildstruktur 
und Werkgehalt)”540)이 증명될 수 있다면, 이 시 제1연과 제2연의 직유
법 구조는 문장론적 내지 문법적 구조에서 출발해서 의미론적 구조를 거치
고 비유에 의한 실질적인 의미의 상관성에 이르는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횔덜린의 시에서 사용된 ‘마치 ···처럼 그렇게’의 직유법 구조는 제1연과 제
2연의 구조적 차이를 최소화하면서 내용적으로 서로 다른 것을 ‘동일한 것’
으로 만든다. 또한 이러한 비유법적 효과는 구조적으로 뿐만 아니라 구조의 
구성 성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 직유법에 의한 은유화 작용으로 말미

538) 횔덜린, 「마치 축제일처럼···」, 앞의 책 260-263면.
539) 하이데거, 「마치 축제일처럼···」, 『횔덜린 시의 해명』, 100면.
540) R. Labhardt, Metapher und Geschichte, Kronberg/Ts 1976, S.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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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아 여러 가지 ‘자연’ 현상과 ‘한 농부’의 관계와 ‘신처럼 아름다운 자연’과 
‘시인’의 관계가 A:B=C:D라는 대응관계로 묶이고, 이러한 관계가 유지되는 
한 자연과 신의 관계도 ‘~처럼’ 식의 직유법을 통해 동일한 것이 된다. 

같은 맥락에서 하이데거는 “마치 농부가 자신의 인생행로에서 자기의 
세계가 보호되고 있음을 기뻐하면서 들녘에 머무르고 있듯이, ‘그렇게 시
인들도 은혜로운 날씨 아래 서 있’다.”541)고 해석한다. 시인과 신과 자연
이 비유법에 의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이제 시인과 자연의 관계가 전
개된다. ‘혼자서 거장이 될 수 없는 그들[시인들]을 놀랍게도/도처에 편재
하여 포근한 품속에서 길러주는 것은/신처럼 아름다운 강력한 자연이다.’ 
자연이 신처럼 도처에 편재하고 자연이 시인들을 길러주는 것이 횔덜린 시
의 핵심적인 구조이다. 도처에 편재하고 있는 ‘자연’에 대해 하이데거는 
“이렇게 자연이 도처에 편재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 도처에 편재
하는 것 자체는 현실적인 것에 의거한 모든 설명에서 스스로 물러난다. 
[…] 그것은 이미 지금도 자신에게 각각 쇄도해 들어오는 모든 것을 도저히 
감지할 수 없는 방식으로 거부한다. 인간의 작위가 이런 일을 감행하거나 
그 일에 신적인 활동이 요청된다면, 그런 것들은 단지 경이로운 것의 단순 
소박함을 파괴할 뿐이다.”542)라고 해석한다.

하이데거의 해석에 의하면 횔덜린이 이 시에서 다루고 있는 자연의 개
념은 아주 본질적인 것으로서 그리스어 퓌시스543)에 근거한다. 그렇기 때
문에 자연은 근원적이면서도 모든 존재자들에게 동등하게 열려 있다. 하이
데거가 보기에 횔덜린은 이러한 퓌시스로서의 자연을 신적이고 성스러운 
것으로서의 자연으로 노래한다.544) ‘저 숱한 시간보다도 더 오래된,/동서

541) 하이데거, 「마치 축제일처럼···」, 100면.
542) 위의 글 101면.
543) 강학순, 「하이데거의 자연관」, 146면에서 강학순은 하이데거의 자연 개념이 그리스 초

기의 자연 개념, 즉 퓌시스로 회귀하는 것에 대해 그것이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것에로
의 복귀”가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우리 가까이에 있으며, 미래에도 있게 될 
“<자연>의 고향에 거주함”을 의미한다고 밝힌다. 

544) 하이데거, 앞의 글 109면 이하에서 하이데거는 퓌시스에 대해 “퓌시스, 퓌에인(φύειν)은 
성장을 뜻한다. […] 그것은 양적인 증가가 아니며, 또한 ‘발전’도 아니고, ‘생성’의 잇따른 
연속도 아니다. 퓌시스는 출현하여 피어남이고, 스스로 개현함(das Sichöffnen)이다. […] 
퓌시스는 피어나면서 자기 안으로 되돌아감이고, 그렇게 현성하여 피어나는 열린 장 속에 
머무르는 것의 현성을 일컫는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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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신들 너머에 있는 자연,/그 자연이 이제 무기 소리와 함께 깨어났기 
때문이다./그리하여 위로는 높이 에테르(天空)로부터 아래로는 심연에 이
르기까지/확고한 법칙에 따라, 옛날처럼 성스러운 혼돈으로부터 솟아나,/
만물을 창조하는 저 충만한 정기는 새로이 활기를 찾는다.’라는 시구에서 
알 수 있듯이 횔덜린의 자연은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다. 이러한 
자연이, 신적인 것과 성스러운 것이 천둥과 번개의 모습으로 나타나듯이, 
정말로 천둥과 번개, 빗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등의 무기 소리545)와 함께 
깨어나, 천공과 심연, 성스러움과 혼돈을 가르고 분리하면서 동시에 통일
시키는 창조 작업을 수행한다. ‘천공’과 ‘심연’이 분리되고, 이 둘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극단적인 대립 관계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러한 대립구도는 “서로서로 반목하면서 팽팽한 긴장 가운데 머물러 
있”546)음으로써 하이데거적인 의미의 ‘투쟁’을 위한 조건으로서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즉 대립적인 것이 그러한 긴장 관계에 놓여 있어야만 상호 
투쟁을 통해 퓌시스의 잠재력을 소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퓌시스로서의 자연이 라틴어 나투라(natura)로 번역되면서 개별
화된 현실적인 것들이 쇄도하여 자연을 일구고, 헤집고, 뒤집고, 파괴함으
로써 자연의 본래적인 편재성과 시원적인 근원성이 손상되고 파괴된다. 자
연은 편재적이고 근원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퍼내어도 고갈되지 않는 샘이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가장 많이 사용되어 가장 닳아빠
진 것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다. 자연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도전과 위협에 
아랑곳하지 않고 웃음 지으며 그 모든 것을 허용했고, 심지어 인간들이 자
연을 성스러운 것으로 오인하도록 내버려 두는데, 이러한 자연의 근원적이
고 성스러운 것으로서의 온전함 때문에 인간들은 자연의 소진 사실에 대
해 거의 느끼지 못한다.547) 자연의 야누스적인 양면성, 즉 ‘성스러운 것의 
온전함’과 추락한 ‘종의 모습’은, 물론 둘 다 자연의 모습이다. 물론 이 시
에서 ‘천상의 빛’은 성스러운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성스러운 것이, 최
소한 횔덜린의 시에서는, 성스러운 온전함으로서의 자연과 동일하다. 따라

545) 위의 글 95면, 주 2 참조.
546) 위의 글 103면.
547) 위의 글 12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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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지의 아들들이/위험도 모르고 천상의 불을 마신다.’는 구절은 ‘대지
의 아들들’이 바쿠스처럼 취한 상태에서 성스러움을 간직하고 있는 자연을 
배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 성스러운 자연이 성스러움을 망각한 상태라면, 그 구절은 인
간들이 더 이상 자연을 성스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추락한 종으로 삼아 
지칠 줄도 모르고 가혹하게 그 자연을 부린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 결과 자연과 인간의 공속 관계는 결렬되고 자연은 “자연에게 숨겨져 
있는 에너지를 채굴하고, 캐낸 것을 변형시키고, 변형된 것을 저장하고, 
저장한 것을 다시 분배하고, 분배된 것을 다시 한 번 전환해 사용”548)하는 
인간에 의해 피폐해지고 사막화된다. “‘대지의 아들들’과 ‘시인들’은 동시
에 모종의 새로운 본질 양식 속으로 이전”되고, “대지의 아들들의 본질 상
태와 시인들의 본질 상태는 예전보다 더욱 더 결정적으로 서로 멀리 떨어
지게”549) 된다. 말하자면 대지의 아들들이 자연에 대해 가지는 임무와 시
인들이 부여받은 사명은 극명하게 달라진다. 전자에 의해 자연이 가장 많
이 사용되어 닳아빠진 것이 된다면, 후자에 의해 자연은 존재자인 인간이 
죽음과 더불어 돌아가야 할 고향으로서 근원이 된다. 이제 주관주의를 등
에 업고 자연에 대한 무차별적인 개입을 감행하는 인간들에게 하이데거가 
경종을 울린다. 아울러 궁핍한 시대에 시인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결국은 대지의 아들들이 시인이 됨으로써 시인의 사명을 감당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자연을 구하는 것이 관
건이다. 이를 위해 하이데거는 횔덜린의 시를 해석하면서 존재로서의 자연
과 존재자인 인간의 공속 관계를 재점검하고 양자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자연 존재의 사막화와 인간 본질의 황폐화에 대한 책임은 물론 ‘대
지의 아들들’에게 있다. 따라서 ‘대지의 아들들’은 일차적으로 자연에 대한 
도발적인 요청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자연 존재에 대해 깊이 
통찰함으로써 존재 진리가 환히 밝히는 열린 터를 인간이 장차 살아가야 
할 터전550)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 존재와 존재자 전체

548) 하이데거, 『기술과 전향』, 이기상 옮김, 서광사 1993년, 45면. 
549) 하이데거, 「마치 축제일처럼···」, 140면.
550) 신상희, 「기술 시대의 자연에 대한 하이데거의 숙고-대지의 위엄과 대지의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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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회의 가능성을 포함하는 상호공속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런데 이 모
든 것은 인간의 주체적인 의지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은총과 호의”551)에 
의해 가능하고 그 은총과 호의는 ‘마모와 근원의 존재’인 자연이 비은폐됨
으로써 제공된다. 따라서 존재자로서 인간은 결단하는 현존재가 됨으로써 
자연의 존재 진리를 비은폐하는데 동참해야 한다.

5.3.3. 김수영 시에 정립된 ‘자연’의 시적 진리

김수영에게 있어서 자연은 ‘몸’ 내지 ‘육체성’과 결부되어 다루어지는
데,552) 이것은 김수영의 자연관이 일차적으로 육체성을 기반으로 삼기 때
문이다.553) 김수영에게 있어서 육체성은 한편으로 정신에 대한 반란 또는 
“이성적 인식에 대항하는 사유방식”554)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시적 사유
의 추진력인데, 정신의 대립축으로서 육체를 다루는 것은 김수영만의 문제
가 아니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김수영의 시적 사유는 ‘온몸’으로부
터 발산된다. ‘온몸의 이행’이 김수영의 시 짓기 과정이고 결과이다. 시 짓
기를 통해 김수영의 육체성도 움직이고 이 움직임에 의해 김수영의 자연
도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그리고 그 자연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스펙트
럼 중에 가장 근원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많이 닳은 것으로서의 자연이 환
히 열어 밝히는 열린 터 안으로 들어온다.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14집, 1999, 233면에서 신상희는 이 터전에 대해 “미래의 […] 
새로운 터전과 토양은 우리들 자신과 아주 가까이에 있는 곳, 다시 말해 미래적 인간의 
시원적인 본질로서의 탈존적인 ‘터-있음의 터(Da des Da-seins)’ 이외에 다른 곳이 아
니다. 그러나 이러한 ‘터’에 이르는 길은 언제나 머나먼 길이고 힘겨운 길이다.”라고 정
리한다.

551) 같은 곳.
552) 박지영, 「김수영 시에 나타난 ‘자연’과 ‘몸’에 대한 사유」, 272면. 
553) 김수영과 육체(성) 또는 ‘몸’ 관련 연구: 김유중, 「김수영 시의 모더니티 (1)-지식, 권

력, 육체의 문제」, 『국어국문학』 제119집, 1997; 김유중, 「지식·권력·육체의 문제」, 『김
수영과 하이데거』, 264-300면; 노철, 「김수영 시에 나타난 정신과 육체의 갈등 양상 연
구」, 『어문논집』 제36권, 1997; 김상환, 「시와 시」, 『풍자와 해탈, 혹은 사랑과 죽음』; 
전상기, 「김수영의 육체성과 현대성」, 『두명윤병로교수정년기념 국어국문학논총』, 태학
사 2001; 박지영, 「김수영 시에 나타난 ‘자연’과 ‘몸’에 관한 사유」; 박상찬, 「김수영 시
의 육체성 연구」, 『한국시문학』 제15집, 2004; 여태천, 「김수영 시의 ‘몸’과 그 의미」, 
『상허학보』 제14집, 2005. 

554) 박지영, 앞의 논문 2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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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파리와 더불어」555)에서는 병든 ‘몸’이 건장한 육체와 교묘하게 연
결되고, 시적 자아가 미리 달려가서 죽음을 적극적으로 맞이함으로써 ‘파
리’ 목숨과도 같은 병든 육체를 죽음의 불가능성으로부터 구해낸다.

다병(多病)한 나에게는
파리도 이미 어제의 파리가 아니다

이미 오래전에 일과를 전폐해야 할
문명이
오늘도 또 나를 이렇게 괴롭힌다

싸늘한 가을바람 소리에
전통은
새처럼 겨우 나무그늘 같은 곳에
정처(定處)를 찾았나 보다

병을 생각하는 것은
병에 매어달리는 것은

필경 내가 아직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이리라
거대한 비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리라
거대한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리라

저 광막한 양지 쪽에 반짝거리는
파리의 소리 없는 소리처럼
나는 죽어가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리라
                                        - 「파리와 더불어」 전문

‘나’의 ‘다병’ 이유는 소위 말해서 ‘문명’인데, 그 문명이 계속 시적 자아
의 병을 도지게 하고 끊임없이 ‘나를 이렇게 괴롭힌다.’ 이렇게 볼 때, 인
간 정신의 산물인 문화가 근대화와 산업화에 편승하여 ‘문명’의 옷으로 갈
아입고 등장하면서, 자연에 손을 대고, 자연을 일구고 가꾸고, 자연을 파

555) 김수영, 「파리와 더불어」, 전집 1, 174-1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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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치고 뒤집어 놓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이 병들고, 합병증을 일으키고, 
급기야는 거의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명은 
‘오늘도 또’ 병든 육체를 괴롭힌다. 자연은 더 이상 닳을 수 없는 지경이 
되고 심연의 바닥에 닿는다. 이제 심연의 바닥을 치고 이제 ‘나’는 ‘온몸으
로 온몸을 밀어붙인다.’ 

온몸의 이행으로 온몸의 상승작용이 일어나고 마침내 온몸으로 ‘나’의 
다병을 몰아낸다. 병을 몰아냄으로써 육체는 건강한 상태를 회복한다. 그
래도 육체는 육체다. 시의 4, 5연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건강한 육체가 
‘병’든 육체를 생각할 수 있고, ‘병’든 육체에 매달릴 수 있게 된다. 문명
의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난 육체는 스스로를 치유하고 저절로 치료됨으로
써 건강한 육체성을 확보한다.556) ‘비애’와 ‘여유’가 ‘거대한’ 이유는 병든 
육체에 대한 ‘비애’를 참아내고 병든 상태에서 ‘여유’를 부리는 것이 아무
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죽어가는 법을 알고 있
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미리 달려가 경험함으로써 죽음과 병의 한
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리고 죽음과 병의 불가능성으로부터 가능
성을 길어 올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의 닳아빠짐과 맞닿아 있는 
자연의 근원성을 회복하기 위해 ‘온몸으로 온몸을 밀어붙인다. 그리고 그
러한 온몸의 이행이 「사치」557)에서 계속 이루어진다.

어둠 속에 비치는 해바라기와… 주전자와… 흰 벽과…
불을 등지고 있는 성황당이 보이는
그 산에는 겨울을 가리키는 바람이 일기 시작하네

나들이 갔다 온 씻은 듯한 마음에 오늘밤에는 아내를 껴안아도 좋으리
밋밋한 발회목에 내 눈이 자꾸 가네
내 눈이 자꾸 가네

556) 김유중, 「지식·권력·육체의 문제」에서 김유중은 김수영의 육체가 “수동적인 대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존 권력에 대한 개체적 저항의 시발점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
닌다는 사실”(290면)을 강조하면서 육체가 김수영이 의도했던 “새로운 세계 창조에 있
어서 매개적 지위를 담당한다는 사실(299면)”을 밝힌다. 

557) 김수영, 「사치」, 전집 1, 148-1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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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파는 우물전에서 도배를 하고 난 귀얄을 씻고 간 두붓집 아가
씨에게
무어라고 수고의 인사를 해야 한다지
나들이를 갔다가 아들놈을 두고 온 안방 건넌방은 빈집 같구나
문명(文明)된 아내에게 <실력을 보이자면> 무엇보다도 먼저
발이라도 씻고 보자
냉수도 마시자
맑은 공기도 마시어 두자

자연이 하라는 대로 나는 할 뿐이네
그리고 자연이 느끼라는 대로 느끼고
나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의지의 저쪽에서 영위하는 아내여
길고긴 오늘밤에 나의 사치를 받기 위하여
어서어서 불을 끄자
불을 끄자
                                           - 「사치」 전문

「사치」에서는 육체성이 아내와의 성적 결합으로 구체화된다. 사실 육체
는 성과 직결된다. 물론 성적 결합이 육체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성 또는 
성적 결합이라고 했을 때, 일차적으로는 육체와 육체적인 결합이 떠오르는 
것이 사실이다. ‘문명(文明)된 아내에게 <실력을 보이자면> 무엇보다도 먼
저/발이라도 씻고 보자/냉수도 마시자/맑은 공기도 마시어 두자’에서 아
내가 ‘문명(문명)된 아내’인 이유는 자연 상태의 여성이 아내의 자격으로 
김수영과 결혼함으로써 생활인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보통 여성과 남성
의 결합은 자연과 문화의 합일로서 남성과 문화에 의해 여성과 자연이 포
섭되는 방식을 취한다. 그렇게 될 경우 여성이 문화적 코드를 대변하거나 
남성이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경우는 별로 없다. 하지만 생활인 아내와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남편이 결혼으로 묶인 상황에서는 전도의 가능성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정신과 육체의 수직적인 관계를 재구성하기 위해 
김수영이 마련한 전략적인 장치 ‘사치’55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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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아내가 문명이 됨으로써 여성의 육체성은 은폐된다. 그리고 오히려 
‘나’는 ‘자연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자연이 느끼라는 대로’ 느낌으로써 온
전히 자연의 법칙에 따른다. 자연과 문명이 본래의 방식이 아닌 전도된 방
법으로, 다시 말하면 자연화된 정신이 문명화된 자연의 질서 속으로 들어
감으로써, 문명화된 자연이 자연화된 정신을 깊숙이 받아들임으로써 문명
과 자연이 하나가 된다. 김수영이 보기에 그것은 「구슬픈 육체」에 의한 육
체와 정신의 합일이다. “쉴 사이 없이 가야하는 몸이기에”559) 그렇게 온몸
이 온몸으로 온몸을 밀어 붙인다. 온몸의 합일과 이행은 새로운 생명을 창
조하는 자연의 근원성을 회복하는데, 김수영은 「동맥」560)에서 그러한 자연
의 본질을 더듬는다.

내 몸은 아파서
태양에 비틀거린다
내 몸은 아파서
태양에 비틀거린다

믿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믿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광선의 미립자와 분말이 너무도 시들하다
(압박해 주고 싶다)
뒤집어진 세상의 저쪽에서는
나는 비틀거리지도 않고 타락도 안했으리라

그러나 이 눈망울을 휘덮는 싯퍼런 작열의 의미가 밝혀지기까지는
나는 여기에 있겠다

햇빛에는 겨울보리에 싹이 트고
강아지는 낑낑거리고
골짜기들은 평화롭지 않으나-
평화의 의지를 말하고 있지 않느냐

558) 박지영, 앞의 논문 276면 참조.
559) 김수영, 「구슬픈 육체」, 전집 1, 70-71면.
560) 김수영, 「동맥」, 전집 1, 151-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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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 간 새와
울러올 새의
적막 사이에서
                                            - 「동맥」 전문

여기에서도 몸은 아프고 아픈 몸은 ‘태양에 비틀거린다.’ 아픈 ‘몸’이 병
들고 피폐한 자연을 상징한다면 태양은 찬란한 문화 또는 문명을 가리킨
다. 본래 육체와 정신은 대립적인 이원성으로서 반비례적인 관계를 견지하
기 때문에 육체가 병들면 정신은 맑아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태양빛으로 
말미암아 아픈 육체가 비틀거린다.561) 그런데 ‘내 몸은 아파서/태양에 비
틀거린다’가 두 번 반복됨으로써 아픈 몸도, 아픈 몸을 비추는 태양도 운
동성을 확보한다. 이 운동성이 아픈 몸과 태양의 관계에 변화를 유도한다. 
마침내 둘의 관계를 뒤집기도 하고 힘의 역학 구도를 전복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결국 비틀거리는 움직임을 통해 아픈 몸과 태양의 관계가 재구성
된다. ‘뒤집어진 세상의 저쪽에서는’ 육체가 병들었다고 하더라도, ‘광선의 
미립자와 분말이 너무 시들하’기 때문에, 그 빛에 아픈 몸이 ‘비틀거리지’
는 않는다. 하지만 뒤집어진 세상의 ‘이쪽’에서는 시들했던 광선의 미립자
와 분말이 ‘싯퍼런 작열의 의미’를 획득하게 됨으로써 아픈 몸은 그 ‘태양
에 비틀거린다.’ 그리고 ‘믿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의 반복을 통해 이러한 
전복의 정당성과 타당성이 확보된다.

시구의 반복적인 사용을 통해 운동성이 확보되고, 운동성으로 인해 최초
의 뒤집어짐이 생기고, 그리고 뒤집어진 것이 또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
이 열린다. 뒤집어짐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아픈 몸과 태양의 작용은 온몸
의 이행을 통해 마침내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이어진다. 아픈 몸에 햇빛
이 비춤으로써 겨울보리에 싹이 튼다. 그리고 그 싹은 ‘울고 간 새와/울러 
올 새의/적막 사이에서’ 피어오른다. 겨울보리에 튼 싹은 지나간 계절과 
다가올 계절 사이에서 양쪽 시간의 자양분을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새로
운 생명을 상징하는 ‘동맥’ 속에는 자연을 열면서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고 

561) 박지영, 앞의 논문 278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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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에서 다시 그 시작으로 향하는 시원성과 미래를 향해 열려 있으면서 
미래로부터 도래할 것을 미리 예비하는 개방성까지 다 들어 있다. ‘울고 
간 새’는 과거의 시원성을, ‘울러 올 새’는 미래로부터의 도래를 상징하지
만, 과거의 새와 미래의 새가 울 수 있는 것은 소리 때문이 아니라, 오히
려 적막 때문이다. 이러한 새의 울음은 꽃의 피어오름에 다름 아니고, 따
라서 원래 ‘피어오름’을 의미하는 퓌시스, 즉 자연의 본질 자체이다. 그리
고 이러한 자연의 존재 본질은 「꽃 2」562)와 「풀」에서 피어오른다.

퓌시스는 ‘과거와 미래를 통하는 꽃’처럼, 피어남으로써 모습을 드러내
고,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스스로를 열어 보이고, 스스로를 열어 보이면서 
동시에 피어난 곳으로 되돌아가서 스스로 모습을 감춘다. 말하자면 퓌시스
는 이렇게 스스로를 열어 보이는 피어남과 스스로를 감추어 버리는 닫음
을 동시에 수행한다. 퓌시스는 스스로를 열어 현존하는 것을 현존하는 것
으로 존재하도록 허락하고 현존하는 것에게 현존성을 수여해주면서 결과
적으로는 스스로를 닫아 버린다. 이런 맥락에서 퓌시스는 열린 장 속으로 
피어남, 환한 트인 터의 환한 밝힘을 뜻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피어나고 자
신을 밝히는 자기 안으로 되돌아감을 의미한다. 

562) 김수영, 「꽃 2」, 전집 1, 125면: 

꽃은 과거와 또 과거를 향하여
피어나는 것
나는 결코 그의 종자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설움의 귀결을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설움이 없기 때문에 꽃은 피어나고

꽃이 피어나는 순간
푸르고 연하고 길기만 한 가지와 줄기의 내면은
완전한 공허를 끝마치고 있었던 것이다

중단과 계속과 해학이 일치되듯이
어지러운 가지에 꽃이 피어오른다
과거와 미래를 통하는 꽃
견고한 꽃이
공허의 말단에서 마음껏 찬란하게 피어오른다.

                                     - 「꽃 2」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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퓌시스로서의 자연 속에는 모든 대립적인 것이 분리되거나 분열되기 이
전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모든 것의 근원이고 시원이 된다. 
하지만 퓌시스가 나투라에 의해 은폐된 이래 본원적인 자연은 정신에 대
한 육체, 문화에 대한 자연, 남성에 대한 여성의 의미로 왜곡 내지 변질되
고 축소된다. 자연은 인간에 의한 점유와 지배의 대상이 되고 인간에 의해  
끊임없이 소모되고, 소비되며, 고갈된다. 그렇게 가장 많이 닳은 것으로서 
자연은 우리 앞에 존재한다. 이렇듯 김수영에게 있어서 자연은 하이데거와 
마찬가지로 가장 근원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많이 닳은 것이라는 존재 본
질을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의 본질은 은폐와 비은폐의 과정을 통해 
시적 진리로서 비은폐된다. 

5.4. 말과 묵언의 존재: 언어

5.4.1. 가장 많이 말해지는 것이면서 동시에 묵언인 존재

언어의 모든 ‘동사’에서 존재를 언급하고 모든 명사와 형용사에서도 존
재자의 존재를 함께 언급하기 때문에 하이데거는 “모든 말과 말의 접합 
구조에서 존재는 함께 말해진다.”563)고 본다. 같은 맥락에서 “말함은 존재
가 누락되어 있을 수도 있는 부가물이나 첨가물로서가 아니라 매번 존재
자의 호명을 비로소 허가해 주면서 앞서 주어져 있는 것으로서 ‘함께’ 말”
하고 “침묵하면서 행동하는 곳에서 조차도 […] 존재는 ‘말해진다.’”564) 이
렇게 가장 많이 말해지는 것과 묵언인 존재에 대해 하이데거는 “존재가 
모든 말 가운데 가장 많이 말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적으로 묵언
일 것이고, 또한 그로부터 비로소 말이 생겨나고 생겨나야만 하는 그러한 
현성하는 침묵일 것이다.”565)라고 해석하면서 말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우
선 침묵을 깨뜨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하이데거에 의하면 바로 “묵
언으로서의 존재가 또한 언어의 기원”566)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563) 하이데거, 『근본개념들』, 105면.
564) 같은 곳.
565) 위의 책 105-1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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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인간만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해 지는데, 그것은 인간만이 
침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침묵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묵언될 수 있는 것”, 즉 “존재와의 어떠한 연관도 갖지 않
기 때문에”567) 말을 하지 못한다. 언어 존재에 대한 하이데거의 해명 방식
에 따르면 언어는 인간의 여러 능력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인간이 임의적
으로 확정하는 현상이나 속성이 아니다. 언어 존재는 이 말이든 저 말이든 
모든 말이면서 동시에 이 말도 저 말도 아니다. 말해질 수 있는 것은 오로
지 존재 내에서만 말해지고 그렇게 말해진 후에도 존재자 언어는 끊임없이 
생산되지만 존재는 그 수도 줄지 않고 그 양도 변하지 않는 말자체로 침묵
한다.568) 따라서 ‘존재는 가장 많이 말해지는 것이면서 동시에 묵언이다.’

5.4.2. 언어에 대한 하이데거의 존재 해석 

하이데거의 언어관을 중심으로 가장 많이 말해지는 것과 묵언이라는 존
재의 근본개념을 본질적으로 해명해 본다. 

인간은 말한다(spricht). […]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끊임없이 말한
다. 말한다(sprechen)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한다. 말한다는 것은 특별한 욕구에서부터 발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천성적으로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sagt). 동식물과 달리, 인간이 언어적 능력을 가진 생물이라는 학설
은 타당하다. […] 이 명제는 […] 언어야말로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
하는 그런 생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이에 적합한 능력을 
부여해 준다는 것이다. 말하는 자로서 인간은 존재한다: 인간으
로.(Als der Sprechende ist der Mensch: Mensch.)569)

566) 위의 책 106면.
567) 같은 곳.
568) 위의 책 106면 참조.
569) 하이데거, 「언어」, 『언어로의 도상에서』, 15-16면. 옮긴이 신상희는 하이데거가 

sprechen과 sagen의 의미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같은 곳 주 1에서 
두 가지 방식의 말함을 구분해서 설명한다. 옮긴이에 따르면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sprechen은 인간의 생각을 표명하는 인간의 발언뿐만 아니라 ‘언어가 말하고’, ‘존재가 
인간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말하는’ 그런 근원적인 말함의 방식을 가리킨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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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데거의 언어관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에 대한 통상
적이고 일반적인 의미를 우선 하이데거 방식으로 재구성해야 한다.570) 하
이데거에 의하면 언어가 우리를 향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머무
르는 곳으로 우리가 끌려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언어의 본질 영역, 즉 말함
(Sagen)의 영역에 닿는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말함을 언어의 
말함에 내맡김으로써 언어의 말함에 포함되고 언어의 말함과 공속하는 언
어의 본질 차원에 이르게 된다.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언어의 본질 영역이
란 “은폐와 비은폐의 존재 진리, 부재와 현존의 존재 사건과 관련”571)있
다. 그렇다면 결국 인간이 은폐된 언어의 도상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이유
는, 비록 언어에 대한 인식이 다양해지고 언어 본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572) 언어에 관한 문법적이고, 논리적이며, 
언어철학적이고, 언어학적인 표상 작용 때문에 언어가 우리에게 아직도 자
신의 본질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인간의 말함(Sagen)에는 일상적인 말함과 비범한 말

서는 소리 없는 소리든, 소리 있는 소리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따라서 하이데거가 말하
는 언어의 근원은 존재를 개시하고 존재를 수립하는 ‘시 짓는 말’에 고요히 머물고 있으
며, 이때 시 짓는 말은 ‘존재의 말없는 소리’에서부터 발원한다. 반면 sagen은 가장 넓
은 의미에서 인간이 말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말이 말하는 방식을 통칭한다. sprechen을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의 말함은 언어의 본질 영역 안에서 현성하고, 언어의 본질 영역 
안에서 현성하는 참말(Sage)의 말함은, 하이데거에 의하면, 우리에게 ‘정적의 은은한 울
림’으로서 조용히 다가와 사태의 존재를 가리키면서 그 사태를 나타나게 하여 우리로 하
여금 사태를 보게 하고 듣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말함(Sagen)에 상응하여 인간이 말하
는 것이다(sagt).

570) 최상욱, 「하이데거 존재언어의 특징들」, 『하이데거 연구』 제20집, 2009, 134면 이하
에서 최상욱은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 개념을 언어에 적용시켜 언어를 존재의 언어
와 존재자를 표현하는 언어로 구분하고, 양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언어에 대한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피력하면서, 존재자에 대한 언어와 존재의 언어를 각각 
‘규정하는 언어’와 ‘지시하는 언어’로 구분한다. 그리고 ‘지시하는 언어’가 ‘지시하는’ 동
일한 형식으로서 하이데거의 사방세계를 끌어들인다.

571) 김재철, 「언어로 가는길-하이데거의 언어사유를 중심으로-」, 『철학연구(고려대학교)』 
제44집, 2011, 162면.  

572) 박찬국, 「후기 하이데거의 예술관과 언어관」, 『하이데거 연구』 제3집, 1998; 정은해, 
「언어의 근원: 헤르더와 하이데거의 차이」, 『하이데거 연구』 제9집, 2004; 최상욱, 「하
이데거 존재언어의 특징들」, 『하이데거 연구』 제20집, 2009; 최상욱, 「하이데거의 시 해
석을 통해 본 존재언어의 본질」, 『인문학연구(계명대학교)』 제42집, 2009; 신상희, 「언어
의 본질 장소에 대한 하이데거의 해명」, 『철학연구』 제89집, 2010; 김재철, 「언어로 가
는길-하이데거의 언어사유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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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 있고 시 짓기(Dichten)는 비범한 말함의 방식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말함의 방식’이다. ‘가장 탁월한 말함의 방식’ 중에 하나인 트라클(Georg 
Trakl, 1887-1914)의 시 「어느 겨울저녁」573)을 해석하면서 하이데거는 
자신의 언어관과 언어의 본질, 그리고 가장 많이 말해지는 것이면서 동시
에 묵언이라는 언어의 존재 진리를 밝힌다.574)

창가에 눈이 내리고,
저녁 종소리 오래 울려 퍼지면,
많은 이들에게 식탁이 차려져 있고
집은 잘 정리되어 있다.

더러 방랑길에 오른 이들은
어두운 오솔길을 따라 문가로 다가 온다.
대지의 차가운 수액을 머금은
은총의 나무는 금빛으로 빛난다.

길손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선다.
아픔으로 인해 문지방은 단단히 굳어졌다.
그때 순수한 밝음 속에서
식탁 위의 빵과 포도주가 빛난다.
                                        - 「어느 겨울저녁」 전문

「어느 겨울저녁」이라는 시 제목을 보았을 때, 이 시가 일상생활에서 경
험하게 되는 ‘어느 겨울저녁’에 대한 묘사일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시인을 현존하는 어떤 것을 기능적으로 구성해 내는 
생산자로, 시인의 시 짓기를 일종의 생산 활동으로, 시를 생산 활동의 산
물이라고 통상적으로 생각할 경우,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573) Georg Trakl, 「Ein Winterabend」. 하이데거, 앞의 책 25-26면.
574) 트라클 시에 대한 하이데거의 분석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논문들을 참고할 수 있다: 

박찬국, 앞의 논문 219면 이하; 신상희, 「언어의 본질 장소에 대한 하이데거의 해명」, 72
면 이하; 정은해, 앞의 논문 152면 이하; 최상욱, 「하이데거 존재언어의 특징들」, 148면 
이하; 최상욱, 「하이데거 시 해석을 통해 본 존재 언어의 본질」, 81면 이하; 김재철, 「언
어로 가는길-하이데거의 언어사유를 중심으로-」, 170면 이하; 배학순, 「귀향의 노래-하
이데거의 시 철학」, 『대동철학』 제32집, 2005, 234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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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데거가 보는 트라클은 실재하는 ‘어느 겨울저녁’을 자신의 시에서 표
상하지 않고 언어가 분명히 표현이라는 점을 시를 통해 말한다.575) 하이데
거의 분석에 의하면 트라클의 시에서는 시인이 아닌 언어가, 더군다나 시
인이 시 짓기도 전에 이미, 언어가 말한다.576) 

제1연에서 언어의 본질 영역 안에서 현성하는 말함과 그 말함에 의한 
참말의 영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시인이 특정 시어를 고르는 대신 언
어가 말하고 참말을 해야 하는데, 하이데거가 분석하는 트라클은 “호명
함”577)을 그 방식으로 채택한다. 말함이 ‘호명함’578)이 됨으로써 눈 내림
과 저녁 종소리의 울림, 잘 차려진 식탁, 정리된 집 등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이렇듯 호명함의 방식으로 그것들은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것으로서
의 현존과 달리 ‘말함’ 내지 ‘참말을 함’이라는 언어의 본질 영역 안으로 들
어온다.579) 

575) 하이데거, 「시에서의 언어. 게오르크 트라클의 시에 대한 논구」, 앞의 책 73-74면에서 
하이데거는 트라클 시에 나오는 ‘저녁’에 대해 “저녁은 변화(Wechsel)를 실행한다. […] 
저녁은 다른 모습과 다른 의미로부터 시 지음과 사유함의 참말과 이 둘의 대화를 변화
시킨다. 저녁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저녁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저녁을 
변화의 계기 및 원동력으로 삼는다.

576) 위의 글 56면. “한 시인의 시는 말해지지 않은 채로 머물러 있다. 개개의 시들
(Dichtungen) 중 어떤 것도, 아니 시 전체가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모든 시는 어떤 하나의 시 전체로부터 말하며 매번 이 전체를 말한다.”

577) 하이데거, 「언어」, 30-31면. “그것[호명함(Nennen)]은 단지 쉽게 표상할 수 있는 잘 알
려진 대상들과 진행과정을, 즉 눈, 종소리, 창문, 내리다, 울리다 등과 같은 것을 언어의 낱
말들과 결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 호명은 제목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낱말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의 언어인 참말로서의] 말 속으로 부른다. 호명은 부른다. 
부름(Rufen)은 부름 받은 것을 더욱 가까이 데려온다. 그러나 가까이 데려옴은 부름 받은 것
을 현존하는 것의 가장 가까운 구역 속으로 옮겨 놓고 그 안에 체류하도록 그것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다. […] 부름은 도래하도록 부르는 가운데 부름 받은 것을 향해, 부름 받은 것이 
여전히 부재하는 것으로서 머무르고 있던 저 먼 곳(Ferne)을 향해 이미 부르고 있다.” 

578) 주 572에서 소개한 연구자들 중에 독일어 Nennen을 ‘호명함’이라고 번역한 사람(신
상희, 앞의 논문 75면)도 있고, ‘불러냄’으로 번역한 사람(박찬국, 앞의 논문 220면)도 
있으며, ‘명명함’이라고 번역한 사람(최상욱, 「하이데거 존재언어의 특징들」, 147면; 김재
철, 앞의 논문 171면; 정은해, 앞의 논문 151면)도 있는데, 연구자는 ‘호명함’과 ‘명명함’ 
중 ‘부르다’는 의미가 보다 강하고 움직임의 의미가 보다 더 많이 들어 있는 ‘호명함’을 
Nennen의 번역어로 사용한다.

579) 하이데거, 「언어의 본질」, 앞의 책 210면 이하에서 하이데거는 언어의 본질 경험에 대
해 “우리가 언어의 말 걸어옴에 들어가고 그것에 스스로 순응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언
어의 말 걸어옴에 의해 고유하게 관계하게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하면서 그 경험이 “우
리를 우리의 터-있음의 가장 내밀한 얼개구조 속에서 살며시 건드”림으로써 언어를 말하
는 우리를 “갑자기 혹은 서서히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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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내리는 눈이 인간을 하늘 아래로 데려오고, 울려 퍼지는 저녁 종소
리가 죽을 자들인 인간들을 신적인 것 앞으로 데려가며, 집과 식탁은 죽을 
자들을 땅에 결속시킨다. 호명함으로써 부름을 받은 사물들은 이제 하늘과 
땅, 죽을 자들과 신적인 것들을 모아들이고 그것들을 사물들 가까이에 거주
하도록 사방(四方, das Geviert)을 사물화한다.580) 이 사방은 “근원적으로 
하나로 어우러져 화동하는 것(ein ursprünglich-einiges Zueinander)”581)

들이기 때문에 눈과 저녁 종소리, 울림, 집과 식탁이라는 사물들에게 모여 
들어 그것들 곁에 머물게 됨으로써 사물화된다고 하이데거는 해석한다.

‘더러 방랑길에 오른 이들은/어두운 오솔길을 따라 문가로 다가 온다.’
에서도 ‘호명함’이라는 기제는 여전히 작동된다. 모든 인간들이 전부 ‘죽을 
자’들이지만 그 중에서 ‘더러’ 몇 명만이 호명되고, 이들만이 죽음을 향해 
‘미리 달려가’ 방랑함으로써 “존재의 가장 지고한 은닉성이 집결되어 
있”582)는 죽음을 적극적으로 떠맡는다. ‘대지의 차가운 수액을 머금은/은
총의 나무는 금빛으로 빛난다.’에서는 ‘은총의 나무’가 호명됨으로써 사물
과 세계의 친밀함583)에 근거한 하나의 세계584)가 고유하게 열린다. 은총의 
나무를 부르는 시구들은 고유하게 세계가 다가오도록 명하고, 사방세계

580) 하이데거, 「건축함 거주함 사유함」, 『숲길』, 191면. “넷의 하나로 포개짐을 우리는 사
방이라고 명명한다. 죽을 자들은 거주하고 있기에 사방 안에 존재한다. 그러나 거주함의 
근본 특성은 소중히 보살핌이다. 죽을 자들은 사방을 그것의 본질 속으로 소중히 보살피
는 방식으로 거주한다. 이에 따라 거주하는 보살핌은 4중적이다.”

581) 하이데거, 「언어」, 32면. 
582) 위의 글 34면.
583) 위의 글 36면. “사물들을 호명하는 부름이 현존하는 것의 비은폐된 현존 속으로 도래

하도록-부르고 향해-가라고-부르고 있듯이, 세계를 호명하는 말함(Sagen)은 그 자체가 
도래하도록-부르고 향해-가라고-부르고 있다. 말함은 세계를 사물들에게 맡기는 동시에 
사물들을 세계의 광채 속으로 비호하고 감싸준다. 세계는 사물들에게 자신의 본질을 베풀
어 준다. 사물들은 세계를 낳는다. 세계는 사물들에게 베풀어 준다. 세계와 사물들은 관
통하고 있다. 이 둘은 [사물과 세계가 공속하는 친밀성의 영역으로서 존재의 진리가 생기
로서 고유하게 생기하는 가까움(Nähe)의 영역이자 일체 만물이 서로 화동하여 관계 맺고 
있는 무-한한 관계의 중심인] 한가운데를 통과한다. 이 한가운데에서 이 둘은 하나로 어
우러져 일치하고 이 둘은 친밀하게 존재한다. 이 둘의 한가운데가 친밀성(Innigkeit)이다. 
이 둘의 한가운데를 우리는 ‘사이(zwischen, inter, unter)’라고 부르는데, 이 사이에는 
나눔이 편재하고 있다.”

584) 위의 글 35면. “이때 ‘세계’라는 낱말은 이제 더 이상 형이상학적 의미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세속적으로 표상된 자연과 역사의 우주가 아니며 신학적으로 표상된 창조된 세
계도 아니고, 단지 현존하는 것 전체로서의 코스모스를 뜻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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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Welt-Geviert)가 도래하도록 부르며, 사물들을 향해 세계를 부르는
데, 이 세계는 대지와의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금빛으로 빛난다.’ 다시 말
해 세계가 개진된다. 

세계의 열림은 대지의 은폐를 동반한다. 나무는 피어나는 사물이다. 싹
이 돋아나고, 줄기가 자라고, 새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서 그
때그때 나무는 각각의 세계를 연다. 세계가 열리는 매 순간 세계는 스스로
를 열어 밝힌다. 그런데 세계의 열림은 대지를 열면서 동시에 닫는다. 세
계가 열리기 위해서는 우선 대지도 열려야 한다. 대지가 나무에 열린 터를 
제공하고 ‘수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열어 밝히는 나무의 밝음 
속으로 대지가 (빨려) 들어와야 한다. 그런데 나무가 그곳에서 스스로를 
밝혀 세계를 여는 동안 ‘대지의 차가운 수액을 머금’는 방식으로 대지를 
끊임없이 자기 속에 가둔다. 세계의 열림과 대지의 닫힘 간 끊임없는 투쟁
으로 말미암아 은폐와 비은폐의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점점 존재 진리가 
밝혀진다. 이렇게 트라클의 시 제1, 2연에서는 언어가 ‘호명’됨으로써 가
장 많이 말해지는 것으로서의 존재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제3연에서는 길손이 호명되는데, 그 길손은 죽을 자들 가운데, 특히 제2
연에서 호명된 ‘더러 방랑길에 오른 이들’ 중에서도 ‘조용히 안으로 들어
서’는 자들이다. 말하자면 호명되어 가장 많이 말해지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묵언 내지 침묵을 할 수 있는 자들이다. 이들을 식탁이 잘 차려지고 잘 정
리된 집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다시 말하면 ‘존재의 집’인 언어 안으로 데
리고 와서 그곳에서 ‘시적으로 거주’하도록 문지방이 호명된다. 하이데거는 
이 문지방에 대해 “문지방은 문 전체를 지탱해 주는 주춧돌이다. 그것은 
안과 밖이라는 이 두 가지가 서로 통과하고 지나가는 한가운데를 유지하고 
있다. 문지방은 이러한 사이를 지탱해 주고 있다. 사이 속에서 안으로 들어
오고 밖으로 나가는 것은 이러한 사이의 신뢰성에 의지하고 있다. 한가운
데의 신뢰성은 어떤 방향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는다.”585)고 해석한다. 그리
고 트라클이 ‘아픔으로 인해 문지방은 단단히 굳어졌다’는 시구로써, 특히 
‘아픔’이라는 낱말로써 문지방의 “사이-나눔”586)을 호명한다고 본다.

585) 위의 글 40면.
586) 위의 글 40-41면에서 하이데거는 문지방과 사이-나눔, 그리고 아픔의 관계에 대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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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으면서 동시에 찢음을 잇는 아픔이 ‘사이-나눔’으로서의 문지방을 호
명함으로써 사물들과 사물들이 여는 세계가 양자 간 친밀함의 한가운데로 
소집되고, 그곳에서 사물들과 세계가 서로에게 속하면서 어우러진다.587) 
이렇게 “세계와 사물의 친밀함이 다가오도록 명하는 저 근원적인 부름이 
본래적인 호명함이고 이러한 호명함이 말함(Sprechen)의 본질이다. 말함
은 시의 말해진 것 안에서 현성하는데, 이것이 언어의 말함이고 따라서 언
어는 말한다.”588) 

하이데거는 ‘길손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선다./아픔으로 인해 문지방은 단
단히 굳어졌다.’라는 시구에서 길손이 어디로 들어서는지에 대해서는 말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 안으로 들어서는 길손을 정적 속으로 부른다고 하면
서 ‘갑자기 기이하게도’ 문이 부름을 받고 있다고 해석한다.589) 물론 길손
이 문으로 들어온다. 하지만 언어의 말함으로 발현되지 않은 ‘문’에 대한 
호명함은 사실상 ‘갑작스럽고 기이하’다. 길손은 식탁이 차려져있고 정리가 
잘된 집안으로 ‘조용히’ 들어와 문지방을 넘어섬으로써 그 문지방은 아픔으
로 굳어진다. 이제 ‘조용히’라는 낱말이 호명되고, 또 다른 언어의 말함인 
침묵이 아픔에 의한 문지방의 사이-나눔에 작용한다.590) 

하이데거는 ‘조용히’가 호명됨으로써 사이-나눔이 이중적으로 고요하게 

픔은 찢는다. 아픔은 찢음(Riß)이다. […] 아픔은 서로 찢어 놓지만 그것은 동시에 모든 
것을 자신에게로 끌어들여 자기 안에 모아들이는 식으로 나눈다. 이렇게 모아들이는 나눔
으로서 아픔의 찢음은 동시에, 서서히 열어젖히는 것처럼 나눔 속에서 서로 나뉘는 것을 
표시하고 이어주는 당김이다. 아픔은 나누면서 모아들이는 찢음 속에서 이어주는 것이다. 
아픔은 찢음을 잇는 것(die Fuge des Risses)이다. 이것이 문지방이다. 문지방은 사이, 
즉 자기 안에서 둘로 나뉜 것의 한가운데를 견딘다. 아픔은 사이-나눔의 찢음을 이어준
다. 아픔은 사이-나눔 자체이다.”로 정리한다.

587) 신상희, 「마르틴 하이데거의 <사이-나눔>-‘동일성과 차이’의 본질유래」, 『철학』 제43
집, 1995, 240면 이하에서 신상희는 사이-나눔을 ‘사이’와 ‘나눔’의 영역으로 나누고 
‘사이’ 영역을 “‘동일성’의 본질이 유래하는 친밀한 존재의 근원”으로, ‘나눔’ 영역을 
“일체만물의 ‘차이’ 본질이 유래하는 존재의 터전”으로 구분하면서 동시에 “‘동일성과 
차이’의 본질 유래로서의 사이-나눔”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사이-나눔은 사이-나눔 자
체로부터 시원적으로 공속하는 존재 자체의 근원적 장소가 되는 것이다. 

588) 하이데거, 앞의 글 43면.
589) 위의 글 39면.
590) 위의 글 45면에서 하이데거는 사이-나눔의 작용에 대해 “그것은 사물을 비로소 자신

의 고요함 속으로, 즉 사물이 세계에 머무르도록 해방한다. 고요 속으로 감싸서 간직하
는 것이 고요하게 함이다. 사이-나눔은 사물을 사물로서 세계 속에 고요히 머물게 한
다.”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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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해석한다. 한편으로는 사물이 세계를 ‘조용히’ 호명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픔으로 인해 문지방은 단단히 굳어졌다.’라고 하는 언어의 
말함을 고요 속으로 감싸서 간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중적인 
사이-나눔의 고요하게 함 가운데서 정적(Stille, 적막)591)이 스스로 ‘생기’
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때 순수한 밝음 속에서/식탁 위의 빵과 포도주가 
빛난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이제 사이-나눔이라는 찢음에 의해 환히 밝히
는 ‘밝음’이 소리 없이 호명되고, 그것이 길손을 맞이하는 식탁 위의 ‘빵과 
포도주’를 밝히는 빛으로 연장된다. 그리고 그 빛이 “신적인 것들에 의해 
죽을 자들에게 선사된 하늘과 땅의 결실”592)인 ‘빵과 포도주’를 역시 소리 
없이 호명함으로써 “단순하고 소박한 넷의 어울림으로부터 이 넷을 자기 
안에 모으고 있는 것이다.”593) 

이렇게 하이데거가 트라클의 시 해석에서 보여주듯이 시 짓기에서는 말
함의 언어와 침묵의 언어가 둘 다 사용된다.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말함의 
언어와 침묵의 언어는 소리의 파동이나 음성학적인 소리에 의해 그 소리
가 단순히 사람의 귀에 들리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분되지 않는다. 더군다
나 말함의 언어와 침묵의 언어는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다. 언어의 말함은 
침묵의 말함을 통해 스스로를 열고 침묵의 말함은 언어의 말함을 자신에
게 가두어 간직한다. 이런 맥락에서 하이데거가 말하는 언어는 가장 많이 
말해지는 것이면서 동시에 묵언의 것으로서 그 존재 본질을 가진다.

591) 같은 곳에서 하이데거는 정적과 언어의 말함에 대해 “그것[정적]은 결코 순전히 소리 
없음이 아니다. 그 안에서는 오로지 음조와 울림의 흔들림이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 […] 
흔들림이 없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고요함에 기인하고 있다. […] 고요함은 정적을 고
요하게 함으로써 언제나 모든 움직임보다 더욱 더 율동적이며, 또 언제나 모든 활동보다 
더욱 더 활동적이다. […] 사이-나눔의 부름은 이중적으로 고요하게 함이다. […] 언어는 
정적의 은은한 울림으로 말한다. 정적이 세계와 사물들을 각각의 본질 속으로 내어줌으로
써, 정적은 고요하게 한다. 이렇게 고요하게 하는 방식으로 세계와 사물을 내어준다는 
것, 바로 이것이 사이-나눔이 고유하게 생기하는 사건이다. […] 인간의 본질은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고유함 속으로 데려와지며, 이러한 그의 본질은 언어의 본질인 정적의 은
은한 울림에 고유하게 내맡겨 진 채 머무른다.”고 설명한다. 

592) 위의 글 42면.
593)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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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김수영 시에 정립된 ‘언어’의 시적 진리

김유중은 하이데거 시 이해의 관점을 바탕으로 김수영의 시 짓기에서 
존재 사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논문594)에서, 김수영이 하이데거 
식의 존재 사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김수영 시에 형상화된 언
어595)와 언어의 존재 진리 문제를 하이데거와의 연관성 속에서 다룬다. 김
유중에 의하면 시를 언어 예술로서 바라보는 시각과 언어 자체의 본질, 그
리고 예술 자체의 본질에 대해 근원적으로 사유하려는 김수영의 열망과 
의지가 하이데거의 언어관, 예술관과 맞닿아 있고, 시와 언어와 예술의 본
질에 다가서기 위해 그것들을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바로 보기’ 위해 노력
하는 길 위에서 하이데거와 김수영이 서로 만나게 된다. 그렇다면 우선 
“언어를 축으로 한 존재 사유가 미흡하게나마 그 단초를 보이기 시작
한”596) 「모리배」597)를 중심으로 하이데거와 김수영의 존재론적 연결고
리598)를 마련해 보자.

언어는 나의 가슴에 있다
나는 모리배(謀利輩)들한테서
언어의 단련을 받는다

594) 김유중, 「하이데거 시 이해의 관점에서 본 김수영 문학의 근본 목표」, 37-38면 참조.
595) 김수영 시론에 있어서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것에 대해 강조하고 김수영 

시의 모든 것이 언어에서 창조된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도 있다. 이미순, 「김수영의 언어
론에 대한 연구」, 『개신어문연구』 제31집, 2010, 233-234면 참조.

596) 김유중, 「언어에 대한 존재론적인 이해」, 앞의 책 129면.
597) 김수영, 「모리배」, 전집 1, 154면.
598) 김수영의 시 작품에서 하이데거가 직접 언급되는 것은 「모리배」이지만, 김유중은 이

미 김수영의 시 「병풍」(1954)에서 하이데거가 등장한다고 본다. 「병풍」의 마지막 시구
인 “달은 나의 등뒤에서 병풍(屛風)의 주인인 육칠옹해사(六七翁海士)의 인장(印章)을 
비추어주는 것이었다.”를 분석하면서 김유중은 ‘병풍(屛風)의 주인인 육칠옹해사(六七翁
海士)’에 대해, 첫째, 「폭포」의 전반적인 내용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 나타난 죽
음에 관한 논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 둘째, 김수영이 「폭포」를 쓴 1956년이 
1889년생인 하이데거가 67세 되는 해라는 점, 셋째, 하이데거의 백화문 표기가 ‘해덕격
(海德格, hăi dé gé)’이라는 점을 들어 육칠옹해사가 하이데거를 암시한다고 주장한다. 
김유중, 「‘시간’에 대한 형이상학적 성찰」, 앞의 책 101면 참조; 김유중, 「김수영 시 「병
풍」에 관한 의문(1)-‘병풍의 주인 육칠옹해사六七翁海士’는 누구인가?」, 『시안』 제40권, 
2008, 222면 이하 참조; 김유중, 「김수영 시 「병풍」에 관한 의문(2)-하이데거 존재 사유
에의 접근성을 중심으로」, 『시안』 제41권, 2008, 14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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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나의 팔을 지배하고 나의
밥을 지배하고 나의 욕심을 지배한다

그래서 나는 우둔한 그들을 사랑한다
나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이데거를
읽고 또 그들을 사랑한다
생활과 언어가 이렇게까지 나에게 
밀접해진 일은 없다

언어는 원래가 유치한 것이다
나도 그렇게 유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아 모리배여 모리배여
나의 화신이여
                                       - 「모리배」 전문

시의 제1연에서 시적 자아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만의 
이익을 꾀하는 사람’인 모리배들로부터 언어를 단련 받는다. 김유중은 ‘모
리배’를 “하이데거적인 의미에서 궁핍한 시대에 처해 있는 모든 ‘존재자’
를 지칭하는 용어”599)로 본다. 궁핍한 시대의 ‘존재자’들과 궁핍한 시대의 
‘시인’에게 있어서 언어는 이율배반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
는 궁핍한 시대의 시인도 궁핍한 시대의 존재자이기 때문에 항상 ‘모리배’
인 존재자들의 언어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
구하고 궁핍한 시대의 시인은 ‘시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비범한 말함 중에
서도 가장 탁월한 말함의 방식인 시 짓기를 함으로써 은폐된 언어의 비은
폐된 본질을 밝혀야 한다. 궁핍한 시대에 시인의 언어는 시인의 가슴속에 

599) 김유중, 「언어에 대한 존재론적인 이해」, 132-133면에서 김유중은 “존재자란 나와 내 
주변의 모든 것, 사물이나 사건, 현상, 사상 일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들 존재자의 진정한 존재는 철저하게 왜곡되고 은폐되어 있다. 그것이 은폐되어 있는 
근본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존재의 본질 대신 이들 존재자의 왜곡된 양태
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수영은 이러한 존재자의 왜곡된 모습을 언어를 통해 들
여다보았으며, 그것에 대한 위기의식을 기초로 존재 자체의 본질을 회복해 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라고 하면서 모리배로서의 ‘존재자’와 ‘존재자’들의 언어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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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있다. 그런데 시인은 ‘존재자’들의 은폐되고 왜곡되고 변질된 언어들
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은폐된 언어가 시인의 모든 일상을 장악한다. 

‘나의 팔’은 가슴 속에 들어 있는 시인의 언어를 호명하는 방식이고, ‘나
의 밥’은 시인의 삶과 직결되며, ‘나의 욕심’은 ‘존재자’들의 그것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나는 우둔한 그들을 사랑한다/나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
이데거를/읽고 또 그들을 사랑한다/생활과 언어가 이렇게까지 나에게/밀
접해진 일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존재와 존재자 전체
에 대한 하이데거적인 관점과 김수영의 관심이 겹쳐진다. 김수영이 하이데
거를 읽게 되는 이유가 밝혀지고 하이데거를 읽고 난 후 자신과 존재자, 
내지 시인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를 만든다. 

시인이 존재자로서 또 다른 존재자들과 선험적으로 다를 수 없고, 존재
자로서 또 다른 존재자들과 ‘세계-내’에서 공존하고 세계를 공유하면서 공
감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자로서의 시인이 또 다른 존재자들
인 ‘모리배’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이다. 하지만 시인으로서 시 
짓는 언어와 세상 사람들로서 존재자들의 일상 언어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에 궁핍한 시대의 시인 김수영은 언어에 대한 존재 본질을 이해하기 위
해 하이데거를 읽는다. 하이데거가 사유의 도상에 세운 이정표를 따라 가
면서 김수영은 언어의 존재 진리를 밝히고 존재자 전체와 존재의 관계를 
나름대로 재정립한다. 그리고 ‘시적으로 거주하는’ 인간인 현존재를 사랑
한다.

언어를 존재로 이해하고 알레테이아로서 언어의 존재 진리를 밝힐 수 
있으면 생활과 언어의 거리는 좁혀지고 양자 간 관계는 밀접해진다. 하지
만 제3연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까지 김수영은 하이데거가 지시하는 언어
의 존재 이해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했다.600) 언어는 여전히 시대의 언어로
서, 세상 사람들의 언어로서 소비되고 소진된다. 이러한 언어는 가장 많이 
말해지는 것으로서의 존재자 본질만을 드러낼 뿐이다. 김수영이 하이데거 

600) 위의 글 133면에서 김유중은 이런 맥락에서 「모리배」가 “궁핍한 시대에 찌든 이 시대
의 모든 존재자의 위기적 상황에 대한 인식(심연)과, 그것의 극복 의지로서 전회에의 계
기를 마련키 위해 요구되는 사랑의 필연성에 대해 강조한 텍스트”이지만 “아직까지는 
존재론적으로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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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의 도상에 진입하기 위해 한 발을 내딛지만 다른 한 발은 여전히 모리
배인 존재자들이 거주하는 존재자의 집에 머물러 있다. 당대의 현실적인 문
제점들을 극복하고 언어 표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김수영은 언어의 
존재 진리 관련 하이데거 사유 방식을 적극적으로 습득하고자 한 것이다. 
「모리배」에서 하이데거를 직접 언급하고 난 후 김수영은 「말」601)에서 다시 
한 번 언어의 존재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시도한다.

나무뿌리가 좀더 깊이 겨울을 향해 가라앉았다
이제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다
이 가슴의 동계(動悸)도 기침도 한기도 내 것이 아니다
이 집도 아내도 아들도 어머니도 다시 내 것이 아니다
오늘도 여전히 일을 하고 걱정하고
돈을 벌고 싸우고 오늘부터의 할일을 하지만
내 생명은 이미 맡기어진 생명
나의 질서는 죽음의 질서
온 세상이 죽음의 가치로 변해버렸다
 
익살스러울 만치 모든 거리가 단축되고
익살스러울 만치 모든 질문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고해야 할 너무나 많은 말을 갖고 있지만
세상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 무언의 말
이 때문에 아내를 다루기 어려워지고
자식을 다루기 어려워지고 친구를
다루기 어려워지고
이 너무나 큰 어려움에 나는 입을 봉하고 있는 셈이고
무서운 무성의를 자행하고 있다
 
이 무언의 말
하늘의 빛이요 물의 빛이요 우연의 빛이요 우연의 말
죽음을 꿰뚫는 가장 무력한 말

601) 김수영, 「말」, 전집 1, 294-2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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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위한 말 죽음에 섬기는 말
고지식한 것을 제일 싫어하는 말
이 만능의 말
겨울의 말이자 봄의 말
이제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 「말」 전문

우선 제1연에서 김수영은 궁핍한 시대의 시인으로서 그 시대의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그 시대의 위기감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음을 절감한다. 동
시에 김수영은 ‘나무뿌리가 더 깊이 겨울을 향해 가라앉’으면 결국에는 이
듬해 봄에 그 뿌리가 새로운 싹을 틔우고, 그 싹이 언 땅을 깨고 나와 꽃
을 피우고 나무로 성장한다는 것을 안다. 시대의 궁핍함을 짊어지고 심연
을 향해 끝없이 추락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심연의 바닥에 닿아
야 하는 것이 궁핍한 시대를 살아가는 시인의 사명이다. 심연으로의 추락, 
심연의 바닥에 닿음, 그곳으로부터의 전회, 그리고 위를 향한 상승이라는 
사이클을 ‘역운’으로 삼아 세계의 개진과 대지의 은폐 간 투쟁에 돌입해야 
하는 것이 바로 궁핍한 시대를 사는 시인의 운명이다. 대지의 수액을 빨아
먹는 나무뿌리가 깊이 가라앉으면 앉을수록 대지는 점점 은폐되고, 대지가 
은폐되어 갇히면 갇힐수록 나무가 열어 밝히는 세계는 점점 더 열린다. 이
렇게 세계와 대지 간 열림과 닫힘의 끊임없는 투쟁이 반복되면 그 긴장 
관계 속에서 가치의 전도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사물의 전후 관계가 바뀔 
수도 있으며, 새로운 세계 질서가 구축될 수도 있다. 

이제 ‘몸’도 ‘가슴’도 ‘집’도 ‘생명’도 전부 이율배반적인 이중성 속에서 
유희한다. 그리고 시인의 말, 즉 언어도 마찬가지이다. 제2연에서처럼 ‘모
든 거리’가 좁혀지고 ‘모든 질문’이 사라지고 ‘너무나 많은 말’에 대해 세
상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율배반적으로 
언어의 존재 본질에 대한 이해의 여지와 가능성이 생긴다. 김수영은 이 모
든 획기적인 변화를 유발하고, 유도하고, 변화의 운동성을 유지시키는 것
으로서 ‘익살스러움’이라는 장치를 작동시킨다. 이 장치는 변화를 위한 장
치로 고안되었지만 변화 이후에도 여전히 작동한다. ‘모든 사람에게 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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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너무나 많은 말’이 이제는 ‘무언의 말’이 된다.602) ‘익살스러울 만
치’ ‘다루기 어려워진’ ‘아내’와 ‘자식’, 그리고 ‘친구’를 다루는 것도 ‘무언
의 말’이다. 김수영은 한편으로 말을 함으로써, 언어의 말함으로써, 탁월한 
방식의 언어의 말함으로써 궁핍한 시대를 시 짓는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
으로 세상 사람들 눈에는 ‘무서운 무성의를 자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무언의 말’로써 시 짓기를 한다.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든, 침묵으로든 언
어의 존재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는 궁핍한 시대의 
시인이 바로 김수영이다. 

시 짓기에서 언어가 말함(Sagen) 가운데 호명됨으로써 가장 많이 말해
지는 것으로서 그 존재론적 본질을 가지고 있다. 시 짓기에서 무언의 말은 
호명되어야 할 말이 호명되지 않음으로써 침묵 속에 갇히는 것으로서 그 
존재 본질을 가진다. 이렇게 해서 언어는 ‘가장 많이 말해지는 것이면서 
동시에 묵언’이라는 온전한 존재 본질을 획득하는데, 이러한 언어의 존재 
본질이 이 시의 마지막 연에서 응축되어 나타난다. 이제 무언의 말은 ‘빛’
으로서 비춰진다. 빛의 비춤은 말의 전달보다 더 보편적이다. 그리고 그 
빛은, 말이 앞뒤에 맞게, 논리에 맞게, 사리에 맞게 전달하는 방식보다 더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우연’의 방식으로 두루 비춘다. 무언의 말이 비록 
‘무력한 말’이지만 ‘죽음을 꿰뚫는’ 말이고 우연의 빛으로서 무언의 말은 
‘만능의 말’이면서 ‘편재의 말’이고, 겨울에서 봄으로 이어지는 말로서 새로
운 새싹을 틔우는 말이다. 새싹은 스스로 꽃으로 피어나고 나무로 성장하면
서 세계를 열고, 세계가 스스로 열리면서 수액을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대지
를 나무뿌리 안에 감추고 감싼다. 이러한 사이클의 반복이 곧 은폐의 비은
폐 과정이고 언어 진리가 밝혀지는 방식이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이제 궁핍한 시대에 시인의 말이 반드시 언

602) 김유중, 앞의 글 138면에서 김유중은 이 ‘무언의 말’을 하이데거에게 있어서의 침묵과 
연결함으로써, 김수영과 하이데거의 영향 관계를 설명한다. “무언, 즉 침묵도 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일찍이 하이데거에 의해 제출된 바 있다. 즉 하이데거에게 있어 언어 행위
란 침묵까지도 포함한 ‘말함(Sagen)’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침묵은 말함을 전제로 하
는데, 왜냐하면 무언가 할 말이 있는 사람은 주어진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할 줄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존재가 침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에게 무엇인가 말할 것이 
있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침묵이 진정한 의미를 지니고 다가오는 것은 오로지 
말할 것이 있을 때에 한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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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말함일 필요는 없다. 궁핍한 시대의 시인은 ‘무언의 말’로써 언어의 
존재 진리를 밝힐 수 있다. ‘무언의 말을 말하다.’라는 문장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지만 이 문장이 언어의 존재 진리를 해명하는데 있어서 결정
적인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다. 존재 진리와 관련해서 있음과 없음 내지 
존재와 비존재의 문제가 존재 진리의 본질 해명에 있어서 핵심이 된다. 있
기 때문에 존재하고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의 단순 논리는 하
이데거가 말하는 존재 진리 해명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해
가 되고 독이 된다. ‘존재와 무’의 관계에서 ‘무’의 존재 본질을 밝히는 것
이 존재 진리 해명에 있어서 중요한 것처럼, 언어의 존재 진리를 밝히는데 
있어서 언어와 무언의 말 사이에 작용하는 긴장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김수영은 자신의 시 짓기에서 여기저기에 언어와 
무언의 말 관련 퍼즐 조각들을 감추어 놓았다. 

김수영은 「우리들의 웃음」603)에서 새의 울음소리와 정적의 긴장 관계를 
극대화했으며 ‘울고 간 새와/울러올 새의/적막 사이에서’ 이미 그 씨앗을 
뿌려 놓았다. 그리고 언어의 존재 본질에 대한 자신의 관심과 노력을 「가
장 아름다운 우리말 열 개」604)에서 보다 구체화하고, 「거대한 뿌리」를 통
해 자신의 과오605)를 바로 잡는다.606) 그리고 ‘과오’를 ‘언어’로 대치해서 
언어의 본질 문제에 천착한다.607) 김수영은 과오를 ‘호명’함으로써 그냥 

603) 김수영, 「우리들의 웃음」, 전집 1, 283면:

새의 울음소리가 그 이전의 정적이 없이는 들리지 않는 것처럼…
모두가 거꾸로다
-태연할 수밖에 없다 웃지 않을 수밖에 없다
조용히 우리들의 웃음을 웃지 않을 수 없다.
                                        - 「우리들의 웃음」 부분

604) 김수영,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 열 개」, 전집 2, 373면. 
605) 김유중, 「하이데거 시 이해의 관점에서 본 김수영 문학의 근본 목표」, 44면에서 김유

중은 김수영이 말하는 ‘과오’ 중에서 특히 “그런 의미에서 모든 시간의 언어는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잠정적인 과오다. 수정될 과오다.”에서의 ‘과오’에 대해 “존재와의 순수
한 만남으로부터 멀어지는 사태, 즉 존재의 ‘진리’와 ‘본질’이 왜곡되고 은폐되는 불행
한 사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606) 김수영, 앞의 글 373면. “지금의 과오도 좋고 앞으로의 과오는 더 좋다. 지금 저지른 
나도 모르는 앞으로의 과오. 모든 과오는 좋다. 나는 시 속의 모든 과오를 사랑한다. 과
오는 최고의 상상이다. 그리고 시간의 과오는 과오가 아니다. 그것은 잠정적인 과오다. 
수정될 과오, 그래서 최고의 상상인 과오가 일시적인 과오가 되어도 만족할 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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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과오’와 ‘시 속의 모든 과오’를 구분한다. 전자에 속하는 과오에는 
‘지금의 과오’, ‘앞으로의 과오’, ‘지금 저지른 나도 모르는 앞으로의 과오’
가 있고 ‘시 속의 모든 과오’에는 ‘최고의 상상인 과오’, ‘시간의 과오’, 
‘잠정적인 과오’, ‘일시적인 과오’ 등이 포함된다. ‘모든 과오’와 ‘시 속의 
모든 과오’의 포함 관계를 보면, 전자가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개념들로 이
루어진 반면, 후자는 시 짓기에 한정된 제한적인 과오로 구성된다. 따라서 
후자가 전자에 포함되는 구조를 이룬다. 이러한 포함관계를 염두에 두고 
과오를 저지르는 측면에서 본다면 ‘시 속의 모든 과오’는 ‘모든 과오’로부
터 나온다. 하지만 과오를 뉘우치거나 바로잡는 관점에서 본다면 ‘시 속의 
모든 과오’를 정정함으로써 ‘모든 과오’ 역시 바로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확보된다. 

언어의 과오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궁핍한 시대의 시인으로서 
김수영은 우선 ‘시 속의 모든 과오’인 ‘언어’를 바로잡음으로써 언어의 존
재 진리를 밝히겠다는 의지를 불태운다. 시인의 시 짓기에서 호명되는 언
어는 가장 많이 말해지는 언어가 분명하다. 하지만 “언어의 로테이션”608)

현상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시 짓기에서 가장 많이 말
해지는 언어라고 하더라도 사라지기도 하고, 사라졌던 언어가 다시 시인에 
의해 호명되기도 한다. 궁핍한 시대의 시인이 시 짓기에서 언어의 모든 과
오를 해결함으로써 언어를 변화시킬 수 있으면, 그 변화의 효과는 세상 사

607) 위의 글 374면. “지금의 언어도 좋고 앞으로의 언어도 좋다. 지금 나도 모르게 쓰는 
앞으로의 언어. 모든 언어는 과오다. 나는 시 속의 과오인 모든 언어를 사랑한다. 언어
는 최고의 상상이다. 그리고 시간의 언어는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잠정적인 과오다. 수
정될 과오. 그래서 최고의 상상인 언어가 일시적인 언어가 되어도 만족할 줄 안다.”

608) 같은 곳 이하에서 김수영은 언어의 로테이션 현상과 관련해서 각종 언어의 생성과 소
멸, 그리고 회복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거대한 뿌리」에 등장하는 시구, “…그러
나 요강, 망건, 장죽, 종묘상(種苗商), 장전, 구리개, 약방, 신전,/피혁점, 곰보, 애꾸, 애 
못 낳는 여자, 무식쟁이,/이 모든 무수한 반동이 좋다.”에서 김수영은 ‘요강’, ‘곰보’, ‘애
꾸’라는 명사가 사회학적으로 사멸되어가는 말들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언어 감각적으로 
쇠퇴해 가는 말들도 많다고 하면서 그 예로 ‘허발창이 났다’, ‘양태가 다 된’, ‘거들이 난’, 
‘지다위질을 한다’ 등의 단어를 소개한다. 김수영에 의하면 순수한 우리말은 소생하는 말
보다는 없어져 가는 말이 더 많다. 김수영은 사라졌던 언어가 회복된 경우로 일제의 저해
로 회전하지 못했던 낱말들, 즉 ‘바랭이 풀’, ‘개똥지빠귀’ 등을 예로 드는데, 이러한 단어
들은 ‘진공(眞空)의 언어’로서 김수영이 시 짓기에서 의식적으로 재사용할 때 서먹하거나 
억지스러운 느낌을 받는 것들이다. 



- 197 -

람들의 생활에도 미친다. 변화된 세상 사람들의 생활은 언어를 변화시키
고, 변화된 언어가 세상 사람들에게 또 다시 말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바
꾼다. 이런 식의 끊임없는 순환 과정을 통해 모든 언어의 과오는 해결되고 
언어는 존재 진리의 본질을 드러내게 된다. 

5.5. 망각과 상기의 존재: 고향

5.5.1. 가장 망각된 것이면서 동시에 상기인 존재

점점 더 존재자와 존재의 연관이 긴밀해지고 존재자와 존재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증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자
와 존재 중에 존재자가 다양하고, 가변적이고,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우월
하게 보이고, 장악하면서 지배하고, 끊임없이 새로 생기고 사라지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선호되고, 반면에 존재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 내지 “더 이상 규정할 수 없는 것”609)으로 간주되어 마침내 완
전히 무시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하이데거는 한편으로 “존재자와 존재
자의 쇄도로 인해서 존재를, 말하자면 여전히 어떻게든 성찰할 존엄을 지
닌 그러한 것으로서의 존재를 망각한다는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
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존재는 그것이 물어져야 할 존엄을 지
닌다는 점과 관련하여 망각되는데, 그것도 철저하게 망각되어 우리가 이러
한 존재 망각조차도 망각하게 된다.”610)는 사실을 일깨운다. 그리고 존재
에 대한 그러한 망각이 “위장되어 있는 망각의 무”611) 속으로 존재를 완
전히 침잠시킨다고 하면서 무와 함께 존재를 수면 위로 부상시키기 위해 
“존재가 우리에게 와 닿는다.”612)는 사실을 납득하기 쉽게 설명한다. 그리

609) 하이데거, 『근본개념들』, 107면.
610) 같은 곳.
611) 같은 곳.
612) 위의 책 108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존재자와 관계를 맺으며 우리 자신 역시 존재하

며 있다. 우리는 우리가 존재자임을 우리에게서 확인할 뿐 아니라 우리의 존재는, 즉 
우리가 있다는 사실과 우리가 어떻게 있는지는 우리에게 이러저러하게 와 닿는다. […] 
우리 자신인 존재자의 존재가 문제가 되든 우리 자신이 아니며 결코 우리 자신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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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것을 존재의 상기시킴과 연결시킨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존재는 “존재자를 도대체 알아차리게 해주고 우리가 

존재자의 한가운데에서 스스로 존재자이도록 허가해 주는 그러한 것”613)

이다. 존재는 “우리를 존재자 속으로 그리고 존재자에게로 상기시키”614)는 
것, 즉 “존재 그 자신이 상기시키는 것”이지 “우리가 상기해 내는 것”615)

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데거는 존재가 “본래적으로 
상기시키는 것이라는 점, 즉 존재가 존재자로서 열린 터에 이르는 모든 것
을 도대체 알아채게 해주는 것이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616)고 
역설한다. 망각과 상기로서의 존재를 해명함에 있어서 존재와 존재자의 상
반되거나 대립적인 특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존재는 초감각
적으로도, 비감각적으로도, 그리고 감각적으로도 포착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존재자의 밀어 닥침과 
존재자 내부의 소용돌이로 말미암아 존재가 잊혀지거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지만, 존재자의 그러한 쇄도가 이어지는 한 존재는 끊임없이 
상기한다. 따라서 ‘존재는 가장 망각된 것이면서 동시에 상기이다.’ 

5.5.2. 고향에 대한 하이데거의 존재 해석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고향은 “천부적으로 보내진 것의 역사적 운명”이

면서 “아직은 고유하게 양도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말하자면 “비축되어 
있는 것으로서의 귀한 것”617)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이지만 아직 발
견되지 않은 것, 따라서 간직되어 있는 것인 고향은 하이데거의 ‘존재’에 
대한 상징이다.618) 하이데거가 보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기술 문명의 

없는 존재자가 문제가 되든 말이다.”
613) 같은 곳.
614) 같은 곳.
615) 위의 책 109면.
616) 같은 곳.
617) 하이데거, 「귀향-친지에게」, 『횔덜린 시의 해명』, 22면; 이수정, 「하이데거의 시인

론」, 420면 참조; 윤병렬,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에서 고향 상실과 귀향의 의미」, 『하이
데거 연구』 제16집, 2007, 62면 이하 참조.

618) 윤병렬, 앞의 논문 63면에서 윤병렬은 이와 관련하여 “하이데거에게서 고향은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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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는 “고향 상실의 시대”619)이다. 그리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고향 상실의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간다.620) 이제 망각이면서 동시에 
상기인 고향의 존재 진리를 밝히기 위해 횔덜린의 시 「회상」621)에 대한 
하이데거의 해석을 따라가 본다.622)

북동풍이 분다.
불타는 영혼과 탈 없는 항해를
사공들에게 약속함으로
나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바람.
그러나 이제 가거라. 가서
아름다운 가롱 강과
보르도의 정원에 인사하여라.
거기 가파른 강변에
작은 오솔길 넘어가고 강으로는
시냇물 깊숙이 떨어져 내린다. 그러나 그 위를

회귀적 공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고향의 개념엔 시간적인 존재 의미가 포함되며, 
그 안에서 은폐되고 망각되어버린 인간의 역사적 존재 의미가 탈은폐되는 사건이 일어
나는 시간-공간-놀이-마당인 것이다. 따라서 고향으로의 귀환은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비본래성과 비진리(lethe)를 탈은폐시키는 투쟁으로서의 진리 사건이다.”라고 언급한다. 

619) 박찬국, 앞의 책 17면 이하 참조.
620) 박찬일, 「부족함을 어찌하오리까-하이데거의 ‘에테르 찬가’」, 『이상』 제3호, 2013, 109면

에서 박찬일은 “존재 망각은 신성 망각이고, 고향 상실은 신성 상실”이라고 하면서 존
재 망각과 고향 상실을 신성 망각과 동일선상에 놓는다.

621) 횔덜린, 「회상」, 285-287면 참조; 하이데거, 「회상」, 161면 이하에서 하이데거는 이 시를 
본격적으로 해석하기에 앞서 이 시의 표제 및 내용과 관련 있는 지시사항을 이정표에 기록한
다. “이 ‘회상’이라는 표제는 분명한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시를 한 번 듣고 
나면 암암리에 추정되던 이 낱말의 명료함을 곧 사라지고 만다. 우선 이 표제가 의미하는 것
은, 이 시가 잘 성취된 언어적 형상물로서, 시인 자신이 예전의 ‘체험’을 ‘회상’하기 위하여 친
구들에게 바친 하나의 증표라는 것이다. […] 횔덜린의 프랑스 체류에 대한 추억을 토대로 삼
아 이 시의 ‘내용’을 탐구한다면,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 ‘소재적인 것’에 성급히 붙잡
히는 태도는 시어(das dichtende Wort)에 주목하는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
나 ‘내용’에만 지나치게 집착하려는 노력도 앞에서 말한 서신[1801년 12월 4일 보르도를 떠나
기 직전과 1802년 어머니 집으로 돌아온 얼마 뒤에 뵐렌도르프에게 쓴 편지]을 횔덜린의 인생
사에 필요한 ‘전거(典據, Quelle)’로만 남용하려는 잘못된 길로 빠지도록 만든다. […] 우리는 
[…] 이 시인의 시인다운 본질을 명명하는 독자적인 말함(ein eigengestaltiges Sagen)을 인지
해야만 한다.”  

622) 하이데거, 「건축함 거주함 사유함」, 208면 이하에서 하이데거는 고향의 망각과 상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밝힌다. “그렇지만 인간이 고향 상실을 숙고하자마자, 고향 
상실은 이미 더 이상 서글픔이 아니다. 고향 상실은 올바르게 숙고되고 훌륭하게 간직
된다면, 죽을 자들을 거주함 안으로 부르는 유일한 말 건넴이다.” 



- 200 -

떡갈나무와 백양나무 고귀한 한 쌍이
내려다보고 있다.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으니
느릅나무 숲의 넓은 우듬지
물레방아 위에 머리 숙이고
마당에는 그러나 무화과나무 자라고 있음을.
축제일이면
그 곳 갈색 피부의 여인들
비단 같은 대지를 밟고 가며
밤과 낮이 똑같은 
삼월에는 
느릿한 오솔길 위로
황금빛 꿈에 묵직해진
잠재우는 바람들 불어온다.

그러나 나에게
짙은 빛깔로 가득 찬
향기 나는 술잔 하나 건네어 달라.
그것으로 내 쉬고 싶으니,
그늘 아래에서의 한 잠 감미로울 터이기에.
영혼도 없이
죽음의 사념에 놓이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의 대화 있어 진심 어린 뜻을
말하고
사랑의 나날과
일어난 행위에 대해 많이 들음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친구들은 어디 있는가? 동행자와 더불어
벨라르민은? 많은 사람들은
원천에 가는 것을 경외한다.
왜냐하면 풍요로움은
바다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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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화가들처럼 대지의 아름다움
함께 모으고 날개 달린 싸움도
주저하지 않는다. 또한
홀로, 거둔 돛대 아래
밤으로 도시의 축제일
현금의 탄주와 몸에 익힌 춤이
빛나지 않는 곳에 수년을 사는 일도.

그러나 이제 사내아이들
인도를 향해 갔다.
거기 바람 부는 곶
포도원, 도르도뉴 강이
흘러와 장엄한
가롱 강과 합쳐 바다의 넓이로
강물은 흘러 나간다. 그러나
바다는 기억을 빼앗고 또 주나니
사랑은 또한 부지런히 눈길을 부여잡는다.
머무는 것을 그러나, 시인들이 짓는다.623) 
                                              - 「회상」 전문

하이데거에 의하면 이 시의 제목인 「회상(Andenken)」은 “그리스인들의 
땅‘에 대한(an)’ 시인의 ‘사유(Denken)’를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서 횔덜
린 “시 지음의 근본 특성”624)을 나타낸다. 횔덜린은 고향을 떠나 낯선 곳
으로 방랑하고 낯선 곳에서의 정박 내지 체류하면서 그곳에 대해, 떠나온 
곳에 대해 ‘회상’의 방식으로 사유하는데, 이것은 결국 시 짓기에 있어서 
횔덜린 자신의 고유한 법칙으로 ‘돌아오기’ 위해 횔덜린 스스로 고안하고 
마련한 장치이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횔덜린의 “회상은 하나의 회상이긴 
하나, 도래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것”이고 “‘도래하는 것’에 대한 생각
은, […] 한낱 지나가 버린 것(das nur Vergangene)과는 구별되는, 있어 

623) 횔덜린의 「회상」 마지막 시구 “Was bleibt aber, stiften die Dichter.”에 대한 번역이 여
러 가지가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머무는’을 ‘상주하는’과, 그리고 ‘짓다’를 ‘건립하다’ 또는 ‘수
립하다’와 함께 사용한다.  

624) 하이데거, 「회상」, 1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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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것‘에 대한 생각’일 수 있다.”625) 이런 맥락에서 횔덜린의 회상은 이중
적이다. 이제 횔덜린은 ‘바람 중에 가장 사랑스러운’ ‘북동풍’에 ‘불타는 
정신’을 싣고 프랑스 남쪽 지방을 향해 순항의 돛을 올린다. 여정은 프랑
스를 거쳐 그리스로, 그리스를 훨씬 넘어 인도로까지 이어진다. 

우선 ‘북동풍’에 대한 하이데거의 해석에 주목해 보면, 이 시를 여는 첫 
구절 ‘북동풍이 분다.’는 “분명히 ‘자연’을 ‘시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아마
도 다음에 이어지는 ‘생각’을 위하여 회화적으로 윤곽을 잡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은닉된 정적을 깨트리면서 모종의 어떤 결정된 일에 의해 크
나큰 기쁨이 찾아드는 것을 증언하는 말”일 수도 있으며, “마치 감사처럼 
들리”626)기도 한다. 그런데 이 ‘북동풍’이 횔덜린에게는 ‘바람 중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 된다. 우선 횔덜린으로 하여금 고향을 떠나게 하고, 횔
덜린을 프랑스와 그리스, 인도까지 데려가 주며, 마지막으로 횔덜린의 고
향을 향해 불어주기 때문에 ‘북동풍’은 횔덜린에게 있어서 바로 ‘회상’의 
계기가 된다. 북동풍에 몸을 싣고 고향을 떠나오면서 그 바람에 실려 오는 
고향‘에 대해’ ‘사유하고’, 타향에 머물면서 고향의 ‘북동풍’과 다른 타향
‘에 대해’ ‘사유하고’, 고향을 향해 부는 ‘북동풍’을 맞으며 고향의 향기와 
타향의 추억‘에 대해’ 함께 ‘사유한다.’ 횔덜린에게 있어서 북동풍이 사랑
스러운 또 다른 이유는 ‘불타는 영혼과 탈 없는 항해를/사공들에게 약속’
해 주기 때문인데, 북동풍이 이러한 “불의 근원적인 장소를 예시하고, 바
다를 건너 타향으로 떠나려는 출항의 은총을 마련”627)해 주며, 게다가 사
공들628)에게 안전한 항해를 약속해 준다고 하이데거는 해석한다. 

625) 위의 글 165면.
626) 위의 글 168면.
627) 위의 글 170면.
628) 같은 곳. 하이데거는 사공들을 도래할 독일 시인들로 보고 그들이 “성스러운 것을 말”

하기 때문에, “하늘을 알아야 하고 하늘의 방향들을 경험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vs 하이데거, 위의 글 189면에서 하이데거는 시인과 사공들을 구분하고 뒤에 남아 있는 시인
이 출항하는 사공들 속에 끼여 있지 않다고 본다. 물론 궁핍한 시대의 시인 횔덜린과 그렇지 
않은 독일 시인들의 사명과 시 짓기 방식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다. 하지만 어차피 독
일 시인들도 횔덜린과 같은 시적 사명을 가지고 ‘시적 사유하기’로서의 시 짓기를 해야 한다. 
게다가 사공들을 태운 배를 ‘북동풍’에게만 전적으로 맡길 수가 없다. 바람에는 순풍도 있지만 
역풍도 있기 마련이다. 또한 항해하는 배에는 노를 젓는 사공들도 있지만 배의 방향키를 주재
하는 선장도 있어야 한다. 궁핍한 시대의 시인으로서 횔덜린이 이 배의 선장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시적 자아와 시인 횔덜린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보더라도 타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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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북동풍이 분다.’ 이제 시인은 “낯선 것 안에서 친숙하지 않은 
존재(das Unheimischsein)”629)를 시로 짓는다. 우선 시인은 [고향의] 고
유한 것 속에서 시 짓기를 한다. 친숙하지 않은 것과 친숙해지는 법칙을 
준수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 방랑자의 길을 걷는다. 그리고 방랑자의 발길
이 닿는 타향에서 고향‘에 대해’ ‘사유하며’ 타향을 철저하게 체험한다. 마
지막으로 방랑자로서의 삶을 마감하고 귀향길에 오르면서 시인은 타향과 
고향‘에 대해’ ‘사유’한다. 하이데거 사유의 도상에서는 타향인 그리스적인 
고유함과 고향인 독일적인 자연스러움 역시 세계의 열림과 대지의 은폐 
사이의 관계처럼 긴장감 있는 ‘투쟁’ 관계를 견지한다.630) 

‘북동풍이 분다.’ 이제 세계가 열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제 가거라, 
그리고 […] 인사 하여라.’라는 시구를 통해 세계의 시간과 공간이 열린다. 
시간적으로 더 이상 미룰 수도 지체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제’ 간다. 그
리고 ‘가롱 강’과 ‘보르도 공원’이 스스로를 열어 밝히는 세계 속에서 열리
고, 사공은 ‘인사’한다. 이 인사는 “시 짓는 인사”631)로서 말이 특별히 필
요 없다. “회상은 일종의 인사”632)이다. 따라서 인사함과 동시에 ‘회상’이 
시작되고 ‘회상’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회상’의 메커니

629) 위의 글 172면.
630) 위의 글 172-174면에서 하이데거는 그리스적인 고유함과 독일적인 자연스러움 간 투쟁 관

계 내지 상호 작용에 대해 “그리스인들에게 고유한 것은 하늘의 불이다. 그들에게 신들의 
도래와 가까움을 보증해주는 빛과 작열은 그들의 고향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의 역사가 시작하던 그 초기에 이러한 불에 정통하지 못했다. 이 고유한 것을 자기 것으
로 동화하기 위하여, 그들은 자신들에게 낯선 것[표현의 명확성]을 철저히 통찰하고 극복
해야만 했다. […] 그들은 틀림없이 자신들에게 기이하고 낯선 것이던 이런 표현의 명확
성을 받아들이고, 이것의 도움을 받아 비로소 하늘의 불을 더욱 청량한 밝음의 광채 속
으로 가지고 와야만 했다. 그들에게 낯선 것을 철저히 관통해서 헤쳐나감으로써 자신을 
냉철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그들에게 고유한 것이 비로소 그들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 독일인에게 자연스러운 것은 표현의 명확성이다. 이것이 이해능력, 즉 
앞서 기획하는 일, 골격과 울타리를 세우는 일, 틀을 잡고 구역을 마련하는 일, 세분하
고 분류하는 일을 꿰뚫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능력이 […] 아주 긴급한 곤경으로 
내몰리지 않는 한, 타고난 능력이지만 독일인들에게 본래적으로 고유한 것이 되지 않는
다. 독일인들에게 이제야 비로소 낯선 것으로서 받아들여지고 또 낯선 땅에서 경험되어
야 하는 것이 하늘의 불이다. 이러한 불과 맞닥뜨리는 당황스러운 곤경 속에서 독일인들
은 자신들에게 고유한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그것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부연 설명하면서 그 사실을 뒷받침한다.

631) 위의 글 193면.
632) 위의 글 1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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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은 인사하는 사람과 인사받는 사람 사이에서 동시에 작동하고 “진정한 
인사”633)를 통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회상이 일종의 인사’이고 “인사하는 것은 일종의 회-상(An-denken)”634)

이기 때문에 인사받는 자와 인사하는 자는 둘 다 고유한 본질 의지에 따른
다. 인사는 쌍방 간, 상호 간의 작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사하는 자와 
인사받는 자, 둘 다 고유한 본질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 하지만 인사를 먼
저 건네는 자가 없으면 인사받는 자도 없다. 인사하는 자가 먼저 자신의 고
유한 본질을 열어줌으로써 인사받는 자가 인사하는 자를 받아들이고, 인사
받는 자 역시 아무런 매개 없이 답례함으로써 자신의 고유한 본질을 인사하
는 자에게 연다. 인사하는 자 역시 인사받는 자를 받아들인다. 인사하는 자
가 인사받는 자가 되고 인사받는 자가 인사하는 자가 된다. 회상의, 회상을 
위한, 회상에 의한 항해는 그렇게 계속된다. 회상의 도상에서 ‘가파른 강변’
과 ‘작은 오솔길’, ‘강’과 ‘시냇물’, ‘떡갈나무와 백양나무’가, 그리스 신전이 
세워짐으로써 세계를 여는 방식으로, 시인에 의해 호명되어 하나하나 세계
를 연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제2연의 첫 시구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
으니’로 연결된다.

이 “삽입구”635)는 ‘인사받으면서 있어온 것’과 ‘인사하면서 도래하는 것’을 
매개한다. 이러한 매개를 통해 한 방향으로는 여행객이 ‘있어온 것’을 향해 
생각하고, 동시에 또 다른 방향으로는 ‘있어온 것’ 자체가 그 여행객을 향해 
도래의 방식으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회-상의 메커니즘636)이 반복적으로 작

633) 위의 글 190-191면에서 하이데거는 “진정한 인사는 인사받는 자에게 그의 마음속으로 
은은히 울려 퍼지는 인사의 본질을 선사한다. […] 순수하면서 동시에 단순 소박한 인사
는 시적이다. 인사받는 자‘에 대한 생각(an…Denken)’은 그로 하여금 근원적으로 자기
의 고유한 본질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요, 이로써 그는 인사받는 자로서 앞으로는 
인사 속에서 자신이 본질 장소를 갖게 된다. 인사받는 자는 이제 인사받는 자로서 인사
하는 자에게 […] 답례로 인사를 다시 건넨다.”라고 하면서 진정한 인사와 회상의 관계
를 설명한다.

634) 위의 글 191면.
635) 위의 글 196-197면.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으니’는 삽입구이다. […] 제1연을 제2연

에 이어주는 이 삽입구는, 마치 숨을 고르듯이, 인사하는 북동풍이 시인에게 불어오는 
것을 최고로 맞이하게 한다.”

636) 위의 글 197면. “있어온 것에 대한 생각은 있어온 것에게 자신의 본질을 허용해주고 […] 
있어온 것이 회상을 통해 되돌아올 때, 그것은 우리의 현재를 넘어 진동하면서 미래적인 어떤 
것으로서 우리에게 도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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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한다. 떠나와서 머무르고 있는 여정에 대해 하이데거는 “북동풍이 부는 가
운데 서 있는 시인은 성스러운 것이 건네주는 인사를 받는 자이다. 그러므로 
시인은 자기를 자신의 본질적 사명에 내맡기는 바람에게 인사를 해야만 한
다. 그래서 시인은 이 바람을 통해서 있어온 것에게 인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는 도래하는 것을 사유하면서 있어온 것을 회상한다.”637)라고 해석한다.

고향을 떠나올 때, 사공들에게 순풍의 항해를 허락한 북동풍이 불었다면, 
고향을 향해 뱃머리를 돌린 지금, 그 순풍의 북동풍은 오히려 역풍으로 작
용한다. 회상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한에서는 바로 이러한 역전 내지 이행
이 가능하다. 이 경우 북동풍을 방해하는 ‘또 다른 바람’이 역풍으로 불어오
든, 항해의 방향이 바뀐 상태에서 북동풍 자체가 역풍으로 작용하든, 그것
은 본질적인 문제도, 근원적인 문제도 아니다. 시인으로 성장할 친구들이 
귀향을 결정하고 배의 방향키를 돌린 이상, ‘날개 달린 싸움’에 치열하게 임
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따라서 ‘친구들’ 중에 ‘돛을 거둔’ 그 친
구는, 이미 시인이 되어 ‘밤으로 도시의 축제일/현금의 탄주와 몸에 익힌 
춤이/빛나지 않는 곳에 수년을 사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귀향을 위한 새로
운 돛을 달 준비를 한다. 그 준비 기간은 ‘수 년’이 될 수도 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시인이 머물게 될 곳은 축제일의 불빛이 밤하늘을 환히 비추는 
그런 곳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시인은 축제일의 춤과 노래를 
즐길 수 없다. 하지만 시인에게는 그 기간과 장소가 문제되지 않는다.

‘홀로’ 된 시인은 횔덜린이 미리 마련해 놓은 밤과 낮의 ‘전도’와 밤에서 
낮으로의 ‘이행’ 기제로써 스스로 ‘은밀한 회상’의 메커니즘을 작동시킨다. 
이제 낮이 그린 밑그림을 따라 ‘밤하늘’을 수놓거나 환히 비출 필요가 없
다. “이 밤은 저 나름의 고유한 밝음을 가지고 있고,”638) 이 밤에는 “낯선 
것도 친숙한 것도 아직 순수하게 결정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결정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은 아니다.”639) 낯선 곳을 
향한 낮의 항해든, 고향을 향한 밤의 방랑이든 시인의 여행은 모험가의 그
것과 분명히 다르다.640) 시인의 항해는 “고결하고 냉철하며”, 시인들은 

637) 위의 글 211면.
638) 위의 글 269면.
639)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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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곳에서 고유한 것의 최초 반영”을 발견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경험함
으로써 “고유한 자기 것으로 삼”641)기 위해 부지런히 돛을 달고 노를 젓는
다. 밤의 축제를 엄숙하게 준비하고 있는 시인은 “처음부터 이미 귀향으로 
존재하는 방랑의 여행 속에서 그들의 본질적인 장소를 가지고 있”642)다. 그
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프랑스에 있든, 그리스에 있든, 더 멀리 동쪽으로 
가든, 그것은 회상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반경 내에 상주하는 것이 된다. 
인사를 건네는 장소와 인사를 받는 장소, 그리고 인사를 받으면서 건네는 
장소 역시 확정적이거나 고정적일 필요가 없다. 

이 시에서 강 또는 강물은 ‘가롱 강’, ‘가파른 강가’, ‘강물 속으로’, ‘원
천’, ‘도르도뉴 강’ 등과 같이 여러 번 직접적으로 등장한다. 회상의 모든 
것이 강으로부터 비롯되고, 강의 흐름에 따라 기억되기도 하고 망각되기도 
하며, 강과 함께 머무르고 마침내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횔덜린의 시 「회
상」에서 강의 정신은 일종의 ‘시적인 정신’인데, 시인은 강을 생각하면서643) 
“저 신들과 인간들 사이에 있는 ‘징표(Zeichen)’, 즉 가리켜 보이는 것들
(die Zeigenden)”644)을 생각한다. 따라서 시인은 자신의 본질 장소에서 낯
선 것에게 인사하면서 회상에 의해 뒤에 머물러 있는 이 동일한 ‘지금’, 맨 
먼저 강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때 이 시에서 ‘가롱 강’이 ‘사공
들’의 인사를 받게 되는 최초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횔덜린에게 있어서 강은 “자신의 사명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경사가 가파른 곳으로 흘러도 “정해진 수로”645)인 ‘강가를 따라’ 흐른다. 

640) 같은 곳에서 하이데거는 “모험가에게 낯선 것은 종종 ‘이국적인 것(das Exotische)’
이며, 이 이국적인 것을 그는 열광적으로 두루 음미하면서 그때 의외로 돌발적인 것을 
추적하여 그것과 맞부딪치기 때문에, 모험가는 그 이국적인 것을 ‘경이로운 것(das 
Wunderbare)’과 동일시한다.”라고 하면서 시인과 모험가를 구분하고 모험가가 시인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밝힌다. 

641) 위의 글 270면.
642) 같은 곳.
643) 이런 맥락에서 횔덜린은 강을 시의 제목으로 삼기도 하고 시의 소재로 다루기도 하는

데, 전자에 해당하는 시로는 「넥카 강」, 「마인 강」, 그리고 「라인 강」 등이 있고, 후자
의 경우에 속하는 예로는 “아름답게 살고 있는 강”(「이스터」), “오래된 수원들이 번개처
럼 쏟아 내리면”(「귀향-친지에게」), “아직도 멀리서 천둥소리 들리는데,/넘치는 강물은 
다시 제길 따라 흐르고”(「마치 축제일처럼…」), “말하자면 초원의 강가는/보편적인 원소
들과 불꽃으로 휩싸여 있으리.”(「그리스」) 등이 있다.  

644) 위의 글 1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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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파른 곳을 얕게 흐르던 물은 어느 지점에 이르면 다른 수원과 
만나 ‘강물 속으로’ 합쳐져 결국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바다는 모든 강의 
근원이자 모든 강이 흘러들어가는 곳이다. 그래서 ‘풍요로움은/바다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바다는 ‘기억을 빼앗고 또 주’는 식으로 회상에 직접 개
입한다. 바다가 망각과 기억의 톱니바퀴를 작동시키는 동력인 것처럼, 떠
나옴과 머무름, 그리고 되돌아감의 사이클 구조인 회상 메커니즘에 의해 
시인은 처음부터 떠나옴과 되돌아감 사이에서 움직이고, 떠나옴과 되돌아
감이 서로 맞물려 자유롭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돌아가도록 차축으로서 스
스로 운동한다. 

‘머무는 것을 그러나, 시인들이 짓는다.’ 이제 사공들은 회상의 끝에서 
돛을 내리고 동시에 돛을 단다. 사공들은 낯선 곳에서 고유한 것을 충분히 
경험하고 한편으로는 고향을 향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낯선 곳을 
향해 항해하는 것을 되풀이한다. 횔덜린이 ‘머무는 것을 그러나, 시인들이 
짓는다.’라고 명명하기만 하고 이 시를 마쳤기 때문에, 이 시구에 대한 해
석과 의견이 분분하다.646) 거주함으로써 ‘머무는 것’이 한편으로는 너무나 
쉽고 당연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 수 있다. 
거주함의 공간과 시간을 확대하거나 연장하면 쉽게 거주함이 머무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떠나기 어렵고 힘든 근원 가까이에서의 거주함을 
청산하고 ‘원천으로 가는 것’만이 머무름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할 
때, 그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사공들’이 고향을 떠나는 순간, 그때부터 
사공들은 원천으로부터 멀어짐과 동시에 원천으로의 귀향을 준비한다. 방
랑의 발길이 어느 곳에 닿더라도, 낯선 곳을 향하면서 동시에 고유한 곳, 
근원적인 곳, 즉 원천을 향하기 때문에 이들은 그 어느 곳에서도 머무를
[상주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그때부터 죽음을 향해 ‘방랑’하는 존재이다. 
모든 인간이 아직까지는 횔덜린이 마련해 놓은 ‘회상’ 메커니즘의 영향권 
내로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시작과 끝이라는 일직선상의 시간만을 

645) 위의 글 194면.
646) 김길웅, 「“머무는 것은, 그러나 시인이 건립한다”-하이데거의 횔덜린 시 해석」, 『카

프카연구』 제21집, 2009, 36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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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한다. 삶과 죽음을 ‘선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구분하고, 삶을 죽
음의 우위에 두며, 모든 것을 삶 위주로 처리하고, 삶으로써 죽음을 극복
하고자 한다. 그 결과 삶과 죽음은 확정된 출발지점과 종착지점으로서 그 
사이의 간격은 계속해서 커지기만 하고 결국에는 서로 상극적인 것으로 
마주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삶과 죽음 사이의 체류 내지 경유함도 대립적
인 이원성을 화해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대립성을 극단화한다. 이렇게 되면 
‘원천으로 가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원 가까이로 가는 거주함
이나 원천을 원천으로 경험하는 상주함의 가능성도 차단되어 버린다. 따라
서 ‘원천’의 근원적인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리고 이를 위
해서는 삶과 죽음을 직선적으로 사고하는 방식부터 청산해야 한다. 

태어나고 자라고 죽는 것의 사이클은 떠나옴과 머무름과 되돌아감의 그
것과 같다. 머무름이 중심 무게를 잡고 떠나옴과 되돌아감이 천칭 저울의 
양 접시 위에 각각 올려져있다고 가정해 보자. 현재 그 저울은 수평 상태
로 균형을 잡고 있다. 이제 떠나옴 접시에 일정 무게의 추를 올려놓을 경
우, 당연히 접시는 그쪽으로 기운다. 그만큼 원천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낯
선 곳으로 방랑한다. 천칭 저울의 법칙이 ‘균형’이기 때문에 떠나옴 접시
의 무게만큼 되돌아감의 접시에 무게 추를 올려놓아야 한다. 그만큼 원천
으로 가까이 가는 것을 준비한다. 그렇게 되면 저울은 다시 수평상태를 유
지한다. 한편으로 원천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동시에 원천으로 가장 가까이 
간다. 이때 머무름이 떠나옴과 되돌아감 사이에서 쉬지 않고 균형을 잡는
다. 그리고 이것의 무한한 반복이 바로 ‘회상’이라는 메커니즘의 원리이다. 

횔덜린에 의하면 탄생과 성장과 죽음의 사이클도 이러한 원리에 입각해
서 돌아간다. 횔덜린이 진단한 대로 ‘낮’의 군림으로 시대가 ‘궁핍한’ 지경
에 이르렀다면, ‘밤’을 비은폐함으로써 시대를 궁핍함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낮과 밤’이 그리고 ‘밤과 낮’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공속 관계를 견지하고 그 사이에서 ‘모든 인간은 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거주하면서 원천으로부터 멀어진 만큼 동시에 
원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머무는 것을 시인들이 짓는 것이다. 이제 ‘머무
는 것을 그러나, 시인들이 짓는다.’에서 ‘짓는다’는 “근원 가까이에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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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면서 상주함(머무름)”647)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주하는 것이 지음 곧, 
수립함이 된다. 그렇다면 굳이 수립함의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 친구들이 
시인들이 되고, 이 시인들이 원천을 원천으로 경험하고 근원에 머무르게[상
주하게]되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머무름이 수립되는 것이다.648) 

가장 망각된 것이면서 동시에 상기인 고향은 횔덜린이 자신의 시에서 호
명한 수많은 낱말들 가운데 ‘원천’에서 그 존재 본질을 길어낸다. 그리고 
그 ‘원천’은 ‘회상’의 메커니즘을 원동력으로 삼아 끊임없이 샘솟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 하이데거는 횔덜린의 시 길이에 비해 매우 광범위한 분석을 
함으로써649) ‘궁핍한 시대의 시인’으로서 횔덜린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
하고자 한 메시지를 상세하게 해석한다. 그리고 횔덜린이 세상 사람들을 대
상으로 학습시키고자 한 내용을 횔덜린이 시 속에 감추어 놓은 가이드라인
에 따라 하나하나 짚어준다. 이렇게 하이데거는 세상 사람들이 ‘친구들’이 
되고, ‘시인들’이 되는 비법을 횔덜린에게 일일이 물어가며 배운 ‘회상’의 
메커니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수해 준다. 그 덕분에 트라클도 릴케도, 김
수영도 궁핍한 시대의 시인으로 ‘호명’될 수 있는 것이다. 

5.5.3. 김수영 시에 정립된 ‘고향’의 시적 진리

김수영에게 있어서의 고향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논문들은 거의 없다.  
그나마 김수영의 고향에 대한 생각은 김수영이 유종호의 평론집 『비순수
의 선언』을 “O표를 쳐가면서 읽”650)은 그 다음날 새벽, 김수영에게 “제일 
먼저 […] 떠오른”651) 구절, 즉 “O표를 친 데가 아닌 너무나도 동떨어진 

647) 하이데거, 앞의 글 289면.
648) 위의 글 295-296면에서 하이데거는 ‘머무는 것을 그러나, 시인들이 짓는다.’에 대한 해석을 

마무리하면서 시인들의 시 지음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한다. “수립하면서 
근원 가까이에 상주하는 것이 근원적인 거주함이며, 그런 상주함 안에서 시적인 것은 비로소 
근거지어지고, 그리하여 대지의 아들들이 이 땅 위에서 시적으로 거주하는 한, 그들은 그런 
근본 바탕 위에서 거주해야만 하는 것이다. […] 사유함은 근원을 가리키고 지시하면서 시 짓
기의 본질 바탕 속에 자기를 확정한다. 사유함은 근원을 지향하는 시 짓기의 본질을 따라가
고, 이렇게 따라감으로써 사유함 그 자체가 곧 시 지음이다.”

649) 위의 글 155-298면.
650) 김수영, 「평단의 정지(整地) 작업」, 전집 2, 242면.
651) 위의 글 2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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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구절”652)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의 고향은 
변모하여 가고 있다. 온갖 전근대적인 요소를 제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
다. 비록 계수나무를 뽑아내고 옥토끼를 학살하는 한이 있더라도 로켓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653)가 바로 그 구절이다. 유종호는 토착어를 우리 
고향의 말과 연결짓고 토착어를 사용하는 인간을 사랑하는 고향 사람들과 
등치시키면서 근대화로 인한 토착어와 고향, 고향 사람들과 사랑이 변질되
거나 은폐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 이 구절을 언급한다.654) 김수영 
역시 유종호의 이러한 생각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655)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 열 개」에서 이와 유사한 작업을 수행한다.656) 

김수영에게 있어서 고향을 온전한 고향으로 남겨두는 것은 그 고향을 표
현하는 낱말, 즉 언어이다. 따라서 김수영은 고향의 본질을 “진정한 아름다
운 우리말의 낱말”에서 찾고, 그 낱말을 “진정한 시의 테두리 속에서 살아 
있는 낱말들”657)이라고 규정한다. 김수영에게 있어서 “언어의 변화는 생활
의 변화”이고 “그 생활은 민중의 생활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중의 
생활이 바뀌면 자연히 언어가 바뀐다.”658) 그래서 토착어와 전통어가 사라
지면서 고향도, 고향 사람들의 사랑도, 생활도 바뀌는 것이다. “언어에 있
어서 더 큰 주(主)는 시”이고 언어가 원래 “최고의 상상력”이기 때문에 만
약 언어가 은폐되거나 주권을 상실할 경우, “시가 나서서 그 시대의 언어
의 주권을 회수해”659)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계수나무를 뽑아내고 옥토끼

652) 위의 글 242면. 
653) 유종호, 「토착어의 인간상」, 『비순수의 선언』, 민음사 1995, 187면.
654) 같은 곳 참조.
655) 김수영, 앞의 글 242면에서 김수영은 유종호에 대해 “그[유종호]의 보수주의가 […] 

용의주도한 진지성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또한 이러한 신중성은 젊은 비평
가로서는 정히 보기 드문 현상이며, 우리나라와 같은 황무지보다도 더 나쁜 평단에서 
씨가 발휘한 양식과 신중성과 그의 기초적 정지(整地) 작업은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부
족할 정도이다.”고 평한다.

656) 김수영,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 열 개」, 377면.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말들은 
아무래도 내가 어렸을 때에 들은 말들이다. […] 그러나 이런 향수에 어린 말들은, 현대
에 있어서 <아름다운 것>의 정의[…]가 바뀌어지듯이 진정한 아름다운 말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런 것을 아무리 열거해 보았대야 개인적인 취미나 감상밖에는 되지 않고, 
보편적인 언어미가 아닌 회고 미학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 고작이다.”

657) 같은 곳.
658) 위의 글 378면.
659)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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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학살하는 한이 있더라도 로켓을 올리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고향이 변
한 상황에서 시인은 시로써 은폐된 고향을 비은폐해야 하는 것이다. 

김수영이 자신의 언어론에서 ‘시 속의 모든 과오’를 바로잡음으로써 ‘모
든 과오’에 대한 정정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처럼, 고향에 대해서도 김수
영의 언어론이 집약되어 있는 문장660)을 패러디함으로써 고향 망각에 의
한 과오 수정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모든 고향은 과오다. 나는 시 속의 모든 과오인 고향을 사랑한다. 
고향은 최고의 상상이다. 그리고 시간의 고향은 고향이 아니다. 그
것은 잠정적인 과오다. 수정될 과오. 그래서 최고의 상상인 고향이 
일시적인 고향이 되어도 만족할 줄 안다.

김수영의 시 「현대식 교량」661)은 은폐된 고향과 은폐된 고향의 비은폐
를 매개해 주고, 전자에서 후자로의 이행을 유도하며, 그 과정에서 은폐 
이전의 고향으로 되돌아가도록 추진하는 힘을 가진 시이다. 따라서 이 시
에서 하이데거가 횔덜린의 시 「회상」을 해석할 때 사용한 ‘회상’의 메커니
즘의 작동을 감지할 수 있고 읽어낼 수 있다.

현대식 교량을 건널 때마다 나는 갑자기 회고주의자가 된다
이것이 얼마나 죄가 많은 다리인 줄 모르고
식민지의 곤충들이 24시간을 
자기의 다리처럼 건너다닌다
나이 어린 사람들은 어째서 이 다리가 부자연스러운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이 다리를 건너갈 때마다
나는 나의 심장을 기계처럼 중지시킨다
(이런 연습을 나는 무수히 해 왔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반항에 있지 않다
저 젊은이들의 나에 대한 사랑에 있다
아니 신용이라고 해도 된다

660) 위의 글 374면. 
661) 김수영, 「현대식교량」, 전집 1, 296-2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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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이야기는 20년 전 이야기이지요」
할 때마다 나는 그들의 나이를 찬찬히
소급해 가면서 새로운 여유를 느낀다
새로운 역사라고 해도 좋다
 
이런 경이는 나를 늙게 하는 동시에 젊게 한다
아니 늙게 하지도 젊게 하지도 않는다
이 다리 밑에서 엇갈리는 기차처럼
늙음과 젊음의 분간이 서지 않는다
다리는 이러한 정지의 증인이다
젊음과 늙음이 엇갈리는 순간
그러한 속력과 속력의 정돈(停頓) 속에서
다리는 사랑을 배운다
정말 희한한 일이다
나는 이제 적을 형제로 만드는 실증(實證)을
똑똑하게 천천히 보았으니까!
                                         - 「현대식 교량」 전문

이 시에 대한 해석들은 다양한데,662) 그 중에서 김유중의 해석이 하이데
거가 말하는 ‘가장 망각된 것이면서 동시에 상기’인 존재 진리로서의 ‘고
향’을 해명하기 위한 지침663)을 마련해 준다. 김유중에 의하면 김수영은 
「현대식 교량」을 통해 ‘회상’의 메커니즘을 내면화하는 “연습”664)을 한다. 

662) 황현산, 「김수영의 현대성 또는 현재성」, 『창작과비평』 통권 제140호, 2008, 184면에
서 황현산은 한강에 놓인 ‘현대식 교량’에 대한 신구 세대의 관심 내지 관점 차이를 언
급하면서 이 시가 “세대의 차이에서 오는 사고의 갈등과 그 화해를 이야기한다.”고 해
석한다; 신동욱, 「김수영의 시적 이행의 함의와 초월적 사랑의 윤리」, 『동아시아문화연
구』 제56집, 2014, 239면에서 신동욱은 “‘현대식 교량’이 ‘정지’와 ‘정돈’의 공간”임을 
강조하면서 “‘늙음과 젊음’의 구분이 사라지고, 정지를 통해서 ‘속도와 속력이 정돈’되
는 아이러니한 공간”임을 밝힌다. 그리고 이 시를 통해 김수영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근대의 이면에 마땅히 자리해야 할 장소를 초월한 사랑의 현현”일 것이라고 해석
한다; 김유중, 앞의 책 357면 이하에서 김유중은 김수영이 이 시를 통해 “전통적인 것
과는 대비되는 외래적인 것, 이질적인 것”을 강조한다고 본다. 또한 “외래적인 것, 이질
적이고 현대적인 것이 이제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되고 말았”기 때문에 더 이
상 “이질적인 것으로도, 부자연스러운 것으로도 인식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면
서 이러한 체험을 통해 김수영이 “역사의 본질 자체에 대해 근원적인 사유를 해 나갈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고 해석한다.

663) 김유중, 앞의 책 3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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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은 과거와 현재의 “의식 변화에 대해 긴장된 시선을 거두지 않”기 
위해 ‘현대식 교량’이 세워졌던 과거의 그 이질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순간
을 “의도적으로 되돌아가”665) 본다. 그리고 지금 ‘현대식 교량을 건널 때
마다’ 자신이 ‘갑자기 회고주의자가 된다’는 사실을 매번 확인한다. 이렇게 
시인이 ‘지금 여기’에서 전통 내지 과거의 부자연스러운 순간을 놓치지 않
기 위해 애쓰는 이유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접했을 때
의 최초의 역사적 기억, 그것과 일치하는 것”666)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시인]의 앞에 펼쳐진 세계를 앞장 서 이해하기 위한, 나아가서는 미래
에 펼쳐질 더욱 ‘새로운 역사’의 창조 가능성”667)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이 시에서 말하는 ‘회고적 사유’란 “현존재가 탄생하는 순간인 
시원의 의미를 되새겨 보기 위한 사유이면서 동시에 다가올 미래를 앞서 
마중하는 사유이다. 이런 맥락에서 김수영의 회고적 사유는 횔덜린의 ‘회
상’과 일맥상통하고, 따라서 회상의 메커니즘을 김수영의 시 속에서 작동
시키는 사유이다.

‘현대식 교량’이 지어지는 순간, 그 사건이 역사적이기는 하지만 최초의 
고향은 이질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곳이 되어버린다. ‘현대식 교량을 건널 
때마다’ 매 순간 고향은 은폐되고 본래의 고향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런데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은폐된 고향이 자연스럽고 익숙하
다. 이들과 더불어 타향에서 머무르다가 또 다시 길을 떠난다. 이러한 사
이클이 반복되면서 여행은 계속된다. 그리고 그 여행의 끝은 귀향으로 이
어진다. 하지만 이율배반적으로 고향을 떠나온 자들 중에 고향에서 자신의 
귀향을 맞이하거나 은폐된 고향을 직접 비은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현대식 교량’을 오가면서, 시간의 흐름과 세대교체를 경험하면
서 시원의 순간을 도래할 미래로 이어주는 자들만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김수영은 ‘이런 경이가 나를 늙게 하는 동시에 젊게 한다’고 했다가 그 다
음 행에서 금방 자신을 ‘늙게 하지도 젊게 하지도 않는다’고 정정한다. 김

664) 같은 곳.
665) 같은 곳.
666) 같은 곳.
667) 위의 책 3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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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은 이 두 행 사이에 선험적인 차이가 없음을 안다. 고향의 은폐와 비
은폐의 ‘실증을/똑똑하게 천천히 보았’기 때문에 김수영에게 있어서는 먼
저 떠나온 자와 나중에 뒤따르는 자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이나 ‘적’과 ‘형
제’간의 존재론적인 구분이 무의미해진다. 이제 다리는 ‘정지의 증인’으로
서 ‘속력과 속력의 정돈(停頓) 속에서’ ‘사랑을 배’움으로써 본래적인 고향
으로 비은폐된다.

김수영은 「비」668)를 통해 존재와 시간의 관계를 둘러싸고 죽음을 향해 
항해하면서 동시에 근원으로 향하는 방랑자 시인의 “복잡하고 미묘한 심
리 상황”669)을 고향의 이미지로 형상화한다. 특히 「비」에서 김수영이 호명
한 시어와 시어의 펼침, 그리고 시인의 시 전개 방식 등을 볼 때, 횔덜린
의 시 「회상」과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횔덜린 시에 대한 하이
데거의 해석 방식을 김수영의 「비」 해석에 적용함으로써 김수영의 시에 
형상화된 고향의 존재 진리를 규명해 볼 수 있다.

비가 오고 있다
여보
움직이는 비애(비애)를 알고 있느냐

명령하고 결의하고
<평범하게 되려는 일> 가운데에
해초처럼 움직이는
바람에 나부껴서 밤을 모르고
언제나 새벽만을 향하고 있는
투명한 움직임의 비애를 알고 있느냐
여보 
움직이는 비애를 알고 있느냐

순간이 순간을 죽이는 것이 현대
현대가 현대를 죽이는 <종교>
현대의 종교는 <출발>에서 죽는 영예(榮譽)

668) 김수영, 「비」, 전집 1, 143-145면.
669) 김유중, 앞의 책 1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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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누구의 시처럼

그러나 여보
비 오는 날의 마음의 그림자를 
사랑하라
너의 벽에 비치는 너의 머리를
사랑하라
비오고 있다
움직이는 비애여

결의하는 비애
변혁하는 비애
현대의 자살
그러나 오늘은 비가 너 대신 움직이고 있다
무수한 너의 <종교>를 보라

계사(鷄舍) 위에 울리는 곡괭이 소리
동물의 교향곡
잠을 자면서 머리를 식히는 사색가
-모든 곳에 너무나 많은 움직임이 있다.

여보
비는 움직임을 제(制)하는 결의
움직이는 휴식

여보 
그래도 무엇인가가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비가 오고 있는데!
                                            - 「비」 전문

김수영은 궁핍한 시대의 위기감을 그 누구보다 절박하게 느끼고, 궁핍한 
시대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하며, 위기를 구원
의 기회로 삼기 위해 그 누구보다 처절하게 몸부림친다. 하지만 그것이 시인
의 의지대로 그렇게 쉽고 빠르게 해결되지 않는다. ‘순간이 순간을 죽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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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현대/현대가 현대를 죽이는 <종교>/현대의 종교는 <출발>에서 죽는 영
예(榮譽)’라는 시구에서 궁핍한 시대의 이유가 잘 드러나는데, 이것은 횔덜린
이 진단하고, 하이데거가 동의하는 ‘궁핍한 시대’의 이유와 일맥상통한다. 

김수영이 이 시구에서 ‘현대’라고 명명하는 것은 바로 근대를 가리킨다. 
근대가 도래하면서 시간이 시간을 집어삼키게 되고, 모든 시간 개념은 최
소한의 단위로 분절되고 파편화된다. 시간이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주어지
고, 계산되고, 가늠됨으로써 순간과 영원의 관계 역시 순간에 의해 재구성
된다. 그 결과 영원성과 신, 그리고 종교 개념 역시 시간 개념 속에 갇히게 
되고, 시간은 유한함과 인간 그리고 종교의 세속화에만 관여한다. 유한함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시간은 인간이 탄생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작동하는 타
이머가 된다. 타이머의 째깍거림은 죽음의 순간을 재촉하는 것으로서, 죽음
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안감을 조성한다. 
그리고 근대와 더불어 인간이 이성의 왕국에서 종교마저 세속화하기 때문
에, ‘현대의 종교가 <출발>에서 죽는 영예’를 누리지 않으면 종교는 영원성
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신의 부재’에 의해 촉발되고 지금까
지도 계속 진행 중인 시대의 궁핍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요원해
진다. 따라서 김수영은 우선 ‘현대의 자살’을 결의하고, 자살을 유도함으로
써 현대에 의해 은폐되고, 왜곡되고, 변질된 무한함과 신, 그리고 종교를 
비은폐하고 그 본질을 회복하고자 시 짓기를 한다.

이 시에서 ‘비’는 ‘움직이는 비애’로서 이중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으로는 현대의 죽음을 애도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의 죽음이 보증
하는 근원으로의 회귀를 보장한다. 제2연에서 ‘비’는 도래하는 현대의 죽
음에 미리 달려가 봄으로써 그것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죽음의 불가능성
으로부터 또 다른 차원의 가능성을 도출해 내기 위한 일종의 준비 운동으
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비’가 한편으로는 ‘비애’이고,670)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움직이는 비애’이다.671) 그리고 ‘투명한 움직임의 비애’이다. ‘해

670) 남진우, 『미적 근대성과 순간의 시학』, 소명출판 2001, 121면에서 남진우는 화자가 
비에서 ‘비애’를 연상한 이유에 대해 “비는 수평적 흐름에서 벗어난 직선적 운동을 보
여준다. 그러나 그 운동이 영원할 수는 없다. 직선으로 떨어져 내리던 비도 땅에 닿는 
순간 땅속으로 스미든가 아니면 수평적 흐름에 종속되든지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
한다.  



- 217 -

초처럼 움직이는/바람에 나부껴서 밤을 모르고/언제나 새벽만을 향하고 
있는 투명한 움직임의 비애’라는 시구 속에 비의 ‘비애’와 ‘움직이는 비
애’, 그리고 ‘투명한 움직임의 비애’라는 속성이 다 들어있다. 우선 낮으로 
향하는 새벽에 내리는 비라서 그 비는 그쳐야 하고, 그래서 그것을 슬퍼한
다. 그 다음에는 새벽부터 낮까지, 그리고 낮 동안에 내리는 비는 순풍에 
나부끼는 ‘해초처럼 움직’인다. 이제 그 바람을 거역하는 밤으로의 이행을 
감행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밤에 내리는 그 비는 고향을 떠나 타향
으로, 타향에 머무르거나 타향을 거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아니면 태
어나 이 세상에 머무르다가 죽음으로써 다시 원천으로 돌아가는 회상의 
메커니즘적 구조를 충실히 따른다. 

낮 동안의 항해는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순풍에 돛단 듯이 순항을 하는 
반면, 밤 시간의 방랑은 낮 바람의 역풍을 맞으며 출항한 곳을 향해 거슬
러 물결을 가르기도 한다. 하지만 낮과 밤, 또는 밤과 낮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은 죽음을 향한 항해이면서 동시에 원천으로 다가가는 방랑의 여
행이다. 지금까지 ‘언제나 새벽만을 향하고 있’던 ‘투명한 움직임의 비애’
가 밤을 알고 밤으로 이행하고, ‘비 오는 날의 마음의 그림자를/사랑하’고, 
‘벽에 비치는 너의 머리를/사랑함으로써 또 다른 의미의 ‘투명한 움직임의 
비애’가 된다. 비오는 날에는, 낮이든 밤이든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 그
림자는 반드시 빛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림자를 언급하는 것이 빛의 존재
를 증명하기 위한 장치일 수도 있다. 밤을 안다고 해서, 밤으로의 이행을 
시도한다고 해서, 낮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비 오는 날의 마음의 
그림자’는 빛의 존재와 무관하다. 빛의 작용으로 생긴 그림자가 아닌 밤의 
작용이 낳은 ‘마음의 그림자’는 오히려 새벽의 여명을 낳는다. 밤이 낳은 
모든 생명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식물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671) 김유중, 앞의 책 107면에서 김유중은 비애의 움직임에 대해 “왜 비애가 움직이는가. 
그것은 움직임 자체가 이미 비애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대(이 텍스트에서는 ‘현
대’로 표기함)라는 시대적 상황은 현존재에게 매 순간 결단을 요구한다. 그런데 그 결단
이란, 현존재의 입장에서 본다면 스스로를 ‘죽이는’ 행위이다. 이처럼 스스로를 죽이지 
않고서는, 그리하여 이전 상태로부터 벗어나 거듭나지 않고서는 존재 자체의 본질적인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존재의 움직임은 필연적으로 비애를 낳는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근대의 시대적 상황은 이러한 존재의 움직임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
며, 그에 비례하여 비애 또한 더울 활발하게 산출된다.”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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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를 맺으며, 동물들은 제각기 잠에서 깨어남을 알리는 기지개를 편다. 
그것이 어울려 교향곡의 협화음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밤이 주는 휴식으
로 내일을 재충전하는 사색가들은 밤의 향연을 만끽한다. 이렇게 모든 생
명체들이 깨어난다. 그리고 비가 내린다. ‘계사(鷄舍) 위에 울리는 곡괭이 
소리/동물의 교향곡/잠을 자면서 머리를 식히는 사색가/-모든 곳에 너무
나 많은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그 비는 ‘비애’이고 ‘움직이는 비애’이고 
‘투명한 움직임의 비애’이다. 

김수영은 ‘비는 움직임을 제(制)하는 결의/움직이는 휴식’이라는 시구를 
통해 비의 원리, 즉 회상의 메커니즘을 다시 한 번 작동시킨다. 비는 만물
을 소생시킨다. 대지에 비가 내리면 그 순간부터 생명의 운동은 시작된다. 
움직이는 비는 생명체의 성장을 촉진시킨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성장
이 멈춰지면 생명이 다하고, 생명이 다하면 움직임 또한 정지된다. 그런데 
사실 그 움직임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지속적으로 원천, 즉 대지를 향하고 
있다. 대지가 세계의 개진으로서 움직이는 비, 즉 피어오르고 성장시키는 
비를 빨아들이고 감싸서 대지 속에 잠시 머금고 있으면, 비는 굳이 움직이
지 않더라도 대지의 에너지에 의해 자동 충전이 된다. 대지 속에서의 휴식
이 재충전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생명의 순환 사이클은 끊임없이 반복된다.

횔덜린의 시 「회상」에서 고향을 떠나 항해의 길에 오른 ‘사공들’과 김수
영의 시 「비」에서 형상화되는 모든 상징적인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방랑의 
길을 떠나는 순간, 그 길 위에서 만나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과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면서, 점차적으로 자신들이 떠나온 고향을 망각한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망각의 정도가 심해져서 마침내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망각하는 지경에까지 이른다. 하지만 고향은 우리가 타향에 이르는 
순간, 그곳에서의 일시적인 정박이든, 일정 기간 동안의 체류든, 낯선 모
든 곳에서 우리의 익숙한 것, 즉 고향을 상기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고향
은 우리를 낯선 곳 속으로 데리고 가서 우리에게로 익숙함을 상기시키는 
그런 것이다. 고향은 그러한 존재 본질을 가진 것으로서 ‘가장 망각된 것
이면서 동시에 상기’인 존재로 비은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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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강요와 해방의 존재: 사랑 

5.6.1. 가장 강요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해방인 존재

모든 존재자가 앞을 다투어 자신을 드러내고, 그 과정에서 존재자끼리 
단순 결합하거나 협력 내지 야합함으로써 존재를 억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존재가 은닉되어 있기도 하고 망각된 채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전체 존재자가 존재와 연관되지 않고서는 그렇게 나타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결국 존재자의 모습과 존재자에 의해 표상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자발적일 수도 자생적일 수도 없다. 이렇게 존재자는 언제
나 무한히 존재에 뒤쳐져 있는 상태에서 존재의 강요에 의해 등장하기도 
하고 퇴장하기도 한다. 심지어 존재의 강요에 응하지 않고 있는 존재자조
차도 존재의 강요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존재의 강요에 대해 하이데거는 “도처에서 존재는 거듭하여 우
리를 지속적으로 강요함으로써 존재자가 우리에게 마주쳐 우리를 잡아채
고 우리를 능가하고 우리를 천박하게 만들며 우리에게 짐을 지우거나 우
리를 고양시키도록 한다.”672)고 비교적 쉬운 말로 설명한다. 그리고 이 
‘강요자’에 대해 “자신의 강제에 있어 모든 것을 능가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어떤 존재자 앞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모든 존재자로 하여금 존
재자로서 존재에게 강요된 채로 남아 있도록 강제한다.”673)고 덧붙인다.

강요하는 존재와 강요받는 존재자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존재가 “‘거기
에’ ‘있지’ 않은 것”, 즉 “무”처럼 느껴지고 “경험할 수 없는 것”674)처럼 여
겨진다. 이에 대해 하이데거는 “존재야말로 ‘현(Da)’의 열린 터-도대체 존재
자가 존재로부터 구별되고 존재자와 존재가 떨어져 놓이게 될 가능성이 증
여되는-를 비로소 개방시키는 개시자가 아닌가?”675)라고 반문하면서 존재
가 ‘현’의 열린 터를 활짝 여는 ‘개시자’임을 강조하고, 그 열린 터에서 존

672) 하이데거, 『근본개념들』, 110면.
673) 같은 곳.
674) 같은 곳.
675) 위의 책 1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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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자가 열어 밝혀진다고 해명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존재자를 “존재에의 
귀속으로 해방시키는 것”, 즉 “자유로의 해방”676)이라고 규정한다. 결국 존
재의 강요에 부응하여 존재자가 이런 저런 모양이나 방식으로 현존하게 되
면, 그것은 존재자가 존재의 강요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을 의미한다. 전
체 존재자와 존재의 구분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강요와 해방은 바로 동전의 
양면이다. 따라서 존재는 ‘가장 강요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해방이다.’ 

5.6.2. 사랑에 대한 하이데거의 존재 해석 

존재의 구속과 해방의 문제를 존재자와의 연관 속에서 보다 더 구체적
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해명하기 위해서 하이데거 사유의 근간이 되는 
‘사랑’의 사태를 좀 더 깊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기술시대의 부정성과 
현대 기술의 역기능으로 인해 최대의 피해를 입은 인간이 인간의 의지로
써 기술시대의 문제점들을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고 믿는 것이 휴머니즘
에 대한 하이데거의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기술시대의 생산적인 윤
리를 위한 결정적인 토대를 인간의 보편적, 기본적 정서인 ‘사랑’에서 찾
을 수 있을 것”677)이다. 이렇게 인간의,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노력으
로 기술 시대의 궁핍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하이데거는 릴
케(Rainer Maria Rilke, 1875-1926)의 「즉흥시」678) 해석을 통해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마치 자연이 뭇 생명들을
그들의 몽롱한 욕망의 모험에 맡기고, 결코 어떤 것도
흙더미와 나뭇가지로 특별히 보호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676) 같은 곳에서 하이데거는 이러한 해방에 대해 “우리가 존재자와 마주하여 존재자를 ‘향
해’, 존재자로부터 ‘자유로이’, 존재자에 대하여 ‘자유로이’, 존재자 ‘앞에서’ 그리고 존재
자 한가운데서 자유로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자체 우리 자신일 수 있는 가능성에 있
도록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677) 박인철, 「기술시대와 사랑의 윤리학-후설, 하이데거, 프롬의 사랑론을 중심으로」, 『철
학연구』 제66권, 2004, 147면.

678) R. M. Rilke, 「Der improvisierte Vers」. 하이데거, 「무엇을 위한 시인인가?」, 
406-4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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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우리 또한 우리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그 이상 사랑받고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를 모험에 빠뜨린
다. 다만 우리는
식물과 동물보다 그 이상으로
이런 모험과 함께 나아가고, 그 모험을 욕구하면서, 때로는 또한
생명 그 자체가 존재하는 것보다
더욱 더 모험적으로 존재한다.(이것은 자기 이익을 위함이 아니다.)
한 숨 돌릴 동안만 

더욱 더 모험적으로···. 이것이 보호의 밖에 있는 우리들에게 
안전함을 제공한다.
그곳은 순수한 힘들의 중력이 작용하는 곳이다.
우리를 마지막으로 감싸고 있는 것은
우리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를 위협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법칙이 우리와 접촉하는 가장 넓은 권역 안에서 
긍정하기 위해, 우리는 그것을 열린 장 속으로 옮겨 놓았다.
                                              - 「즉흥시」 부분

릴케의 「즉흥시」에서 사용된 ‘마치 ···처럼 그렇게(wie ···so)’의 직유법 
역시 횔덜린의 「마치 축제일처럼…」에서와 동일한 구조로 작용한다. 하이
데거는 릴케 시의 직유법 구조가 ‘자연’ 대 ‘뭇 생명들’의 관계와 ‘존재 근
원’ 대 ‘우리’ 인간들 관계 간 구조적 차이를 최소화하면서 서로 다른 것을 
‘동일한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자연이 뭇 생명들을 ‘모험에 맡기고’ […] 
‘특별히 보호하지 않는’다면 존재의 근원 역시 우리를 ‘모험에 빠뜨리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방식을 취한다고 본다. 그러면서 ‘다만 우리는/식물
과 동물보다 그 이상으로/이런 모험과 함께 나아가고, 그 모험을 욕구하면
서, 때로는 또한/생명 그 자체가 존재하는 것보다/더욱 더 모험적으로 존
재’한다고 하는데, 이 지점에서 릴케는 특히 우리의 ‘자기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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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데거에 의하면 존재는 모험을 일종의 중력679)으로 삼아 모든 존재
자를 끊임없이 끌어당겨 모험의 중심, 즉 존재가 존재자를 열어 밝히는 열
린 터의 한가운데에 옮겨 놓는다. 모험으로서의 존재는 모험된 것으로서의 
모든 존재자들과 이러한 관계를 긴장감 있게 유지한다. 존재와 존재자들 
사이에 중력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모험으로서의 존재 중심은 동시에 모든 
존재자들로부터 물러나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모험된 것으로서의 존재자
들이 모여들면서 모험에 내맡겨진다. 모험으로서의 존재와 모험된 것으로
서의 존재자 사이에 릴케가 말하는 ‘중력’이 작용함으로써 존재는 이렇게 
구심점으로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원심력이 되어 놓아주는 것
으로서 작용하고, 존재자는 존재의 중심으로 모여들어 존재의 모험을 경험
하고 그렇게 모험된 것을 존재자의 중심으로 삼아 중심으로부터 벗어나면
서 중심과 원심을 자유롭게 오간다.

모험이 모험된 것을 모험 속에 붙들고 있으면서 동시에 내던지고, 모험
된 것은 모험 속으로 모여들면서 동시에 흩어지는 것을 반복한다. 존재와 
존재자에게 함께 그리고 각각 작용하는, 즉 존재와 존재자 사이에는 물론, 
존재자 전체 사이에서 구심력과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중력은 존재와 존재
자가 결국에는 다른 곳이 아닌 중심을 향해 움직이도록 끌어 주면서 풀어
주고, 다시 모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존재자들은 모험을 
통해 무엇인가를 획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관계’ 내지 ‘연관’으로 번
역되는 독일어 단어 Bezug의 본래 의미680)라고 하이데거는 해석한다. 이

679) 위의 글 414-415면 참조. 중력의 의미를 일차적으로는 물리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겠지만 릴케가 말하는 중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물리학에서의 중력과는 
다르다. 릴케가 시 짓기에서 시적 진리 존재를 중력의 중심에 위치시키고 거기에 ‘모험’
의 의미를 부가함으로써 중력은 또 다른 차원을 획득하는데, 말하자면 릴케에게 있어서 
중력은 존재자 전체의 중심(die Mitte des Seienden im Ganzen)을 말한다. 그래서 릴
케는 이 중력을 ‘전대미문의 중심(die unerhörte Mitte)’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중력은 
존재자와 다른 존재자를 지속적으로 연결시켜 모든 존재자를 모험의 게임 속으로 불러 
모아들이는 ‘함께das Mit’로서의 근거이다. 순수한 중력, 모든 모험에 있어서 전대미문
의 중심, 존재의 게임에서 함께 노는 영원한 놀이친구, 이것들은 곧 모험을 의미한다.   

680) 위의 글 415면. “모험은 모험되는 것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가운데 그때그때마다 자기
에게로 불러들인다. ‘무엇을 불러들이다’, ‘무엇을 어디로부터 조달하다’, ‘오게 하다’ 등
의 말을 우리는 ‘끌어들이다(beziehen)’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연관(Bezug)’이라는 낱말
의 근원적인 의미이다. […] 끌어당김으로써 모든 존재자와 관계하면서 이에 관여하고, 
또 그것을 자기에게로 끌어들여 간직하는 그런 모험으로서의 끌어들임이 바로 연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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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모험이라는 단어는 모험을 하는 근거와 모험된 것 전체를 동시에 일
컫는다. 

릴케는 모든 존재자들이 모험된 것으로서 맡겨져 있는 전체적 관계를  
열린 장(das Offene)이라고 부르는데, 하이데거에 의하면 그것은 폐쇄되
지 않은 것 내지 차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681) 릴케에게 있어서 열린 
장은 “제한을 벗어난 모든 것들의 거대한 전체”682)로서 존재의 존재자에 
대한 끌어당김과 끌어당겨진 것으로서의 존재자 상호 간의 끌어당김이 아
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어떠한 제한도 없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리고 모
험과 모험된 것 사이에도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계속해서 이끌어나가면서 순수한 연관 관계를 맺을 수 있
는 곳이다. 따라서 릴케가 말하는 열린 장에서는 존재와 존재자 사이, 그
리고 존재자 상호 간에 아무런 제약도 없고 제한도 없게 된다. 

하지만 인간의 표상 작용에 의해 제약이 없는 곳에서도 제한이 생긴다. 
말하자면 제한에 의해 열린 장으로의 진입이 차단되고 중심으로의 접근이 
방해받는다. 제한은 왜곡을 낳고 모든 연관을 왜곡된 연관으로 만들어 버
린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세계683) ‘앞’에 세우고 다른 존재자
들을 인간과 ‘마주보고 서 있는 대립적인 것’으로 놓아두기 때문에 인간과 
뭇 생명들 사이에 수직적인 위계질서가 수립되고 이원적인 것들이 우열과 
서열을 기준으로 대립하게 된다. 그 결과 인간은 열린 장 안으로 진입하지 

체이다. […] 사람들이 연관을 오로지 관계(Beziehung)라는 낱말로부터, 그리고 이 낱말
을 상대적 관계(Relation)라는 의미에서 파악할 경우에는 전혀 이해될 수 없다. 또한 이
러한 관계를 인간적 자아가 대상과 관계하는 그런 자기관계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오해를 덧붙이게 된다.”

681) 위의 글 417면에서 하이데거는 릴케가 말하는 ‘열린 장’이 존재자를 존재자로서 현존
하게 하는 존재자의 비은폐라는 의미에서의 개방성을 통해서는 결코 규정될 수 없음을 
밝힌다. “릴케가 열린 장으로서 경험하고 있는 것은 실은 곧 닫혀져 있는 것, 밝혀져 
있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은 무제약 속에서 계속해서 끌어들이는 것이므로, 결국 비범
한 어떤 것도 그것과는 만날 수 없으며, 또 아예 어떤 것도 그것과는 만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떤 것을 만나는 그곳에는 제약이 생기기 마련이다.” 

682) 같은 곳.
683) 위의 글 418면에서 하이데거는 세계와 ‘세계적인 것(das Weltische)’을 구분한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전자는 마주보고 서 있는 대립(das gegenstehende Gegenüber)으
로서의 ‘존재자 전체’를 의미하고, 후자는 열린 곳 자체로서 비대상적인 것의 전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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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세계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 인간은 세계를 대상화함으로써 
스스로를 ‘순수한 관계’684)로부터 이탈시키는데, 릴케가 이 모든 것의 원
인을 ‘의욕’685)하는 인간에게서 찾는다고 하이데거는 본다. 

‘의욕하는 자’로서의 인간이 자신의 영역을 기술의 힘을 믿고 무제한적
으로 무한 확대하기 때문에, 게다가 현대 사회에서는 의욕하는 자와 기술
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열린 장으로의 진입이 원천 봉쇄되고, ‘열린 
장’이 보장하는 안전과 보호에 대한 기대를 전혀 할 수 없으며, 불안정한 
세계 ‘앞’에 무방비 상태로 내던져진 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686) 

「즉흥시」에 등장하는 ‘의욕하다(wollen)’가 ‘자기 관철’을 의미하고, 이러
한 자기 관철의 의욕함이 근대적인 인간의 본질을 규정한다. 따라서 근대적 
인간의 의욕은 모든 것을 자신의 영역 안으로 강제로 끌어들여야 직성이 풀
리고, 자신의 영역을 최대한 넓힘으로써 자기 존재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의욕함은 모든 것을 자기 관철의 대상으로 삼고, 자기 관
철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며, 자기 관철을 위해 근대가 보장해주는 폭력성을 
마구 휘두른다. 대지와 대지에 속하는 모든 것도 재료가 되고 심지어 인간
까지도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과 재료로서 사용된다. 이렇듯 자기 관철이라

684) 위의 글 438면. “순수한 관계란 모든 것을 아무런 제약도 없는 것 속으로 끌어들여서 
중심과 관련시키는 모든 견인 작용의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중심이다. 이 중심은 순
수한 힘들의 중력이 작용하는 ‘그곳’이다.”

685) 위의 글 432-433면에서 하이데거는 인간의 ‘의욕’을 현대 사회의 기술과 연결시켜 
“의욕의 총체성이 비로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지로서만 허용된 세계 안에서 
자기를 관철하는 형태로 있는 의욕 자체가 위험하다. 이러한 의지로부터 의지된 의욕은 
무조건적인 명령에로 스스로 결단하고 있다. 이러한 결단과 더불어 의욕은 이미 총체적
인 조직에 맡겨지게 된다. 특히 기술 자체가 기술의 본질에 대한 모든 경험을 방해하는
데, 왜냐하면 기술이 스스로를 전개한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기술의 본래 유래를 돌이켜 
생각해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언젠가 기술의 본질 영역에 도달하는 것조차도 방해하는 
일종의 지식을 학문 속에서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한다.

686) 하이데거, 「초연한 내맡김」, 『동일성과 차이』, 131면에서 하이데거는 “본래 섬뜩한 
것은 […] 세계가 철저히 기술화된다는 그런 사실이 아닙니다. 더욱 더 섬뜩한 것은 인
간이 이러한 세계의 변화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는데 있으며, […] 이 시
대에서 본래적으로 일어나는 그것을 숙고적으로 사유하여 사태에 알맞게 논의하고 해명
하는 그런 장소에 도달할 능력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 상태가 이 정도에 이르렀다
면 핵 시대의 인간은 멈출 줄 모르고 쇄도하는 기술의 힘에 할 말을 잃은 채 무방비 상
태로 내맡겨진 셈이지요. 현대인이 단순히 계산하는 사유에 맞서 숙고적인 사유를 결정
적인 사유의 장으로 이끌어 오기를 포기하는 한, 그는 그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을 테지
요.”라고 하면서 현대인의 ‘의욕’을 ‘계산하는 사유’와 동일시하고, ‘계산 하는 사유’에 
의한 현대의 기술과 ‘계산하는 사유’의 주체인 ‘의욕하는’ 현대인의 관계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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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명목 하에 인간이 모든 존재자들을 대상화해서 자기 관철의 절대적인 명
령 하에 두는 방식이 바로 현대 사회에서 기술이 현대 사회와 인간 및 다른 
존재자를 “닦아세우고 내모는 방식”687)으로 지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
에 기계의 ‘닦아 세움과 내몲’이라는 은폐와 탈은폐의 방식에 대해 기계 본질
의 비은폐 방식으로 하이데거가 선보이는 것이 ‘내맡김(Gelassenheit)’의 방식
이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내맡김은 결코 의지의 영역에 속하지 않”688)고, 
“결코 우리로부터 그리고 우리 자신 속에서 일깨워 지는 것이 아니”며, 그저 
우리에게 “허용되는(zugelassen)”689) 것이다. 사실 기술의 본질도 이러한 내
맡김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이데거가 세운 내맡김의 본질에 따라 릴케 역시 
「즉흥시」에서 자기 관철을 위해 의욕하는 인간의 의지를 문제 삼은 것이다. 

기술과 기술 본질의 관계 내지 닦달함과 내맡김의 관계에서, 닦달함에 
의한 기술이 탈은폐의 역운인 것과 마찬가지로 기술 본질 내지 내맡김 역
시 또 하나의 역운, 즉 비은폐의 역운이다. 인간을 기술의 본질과 분리된 
기술의 방식으로 기계의 부속품처럼 분해·해체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
로운 인간 의지의 본질을 포기하도록 위협하는 바로 그 닦달[몰아세움] 속
에서 인간과 가장 친밀하고 도저히 파괴 불가능한 구원의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690) ‘위험이 있는 곳에는 그러나/구원의 힘도 함께 자란다.’691) 궁핍

687) 하이데거, 「기술에 대한 물음」, 『강연과 논문』, 23면에서 하이데거는 기술 역시 탈은
폐의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것이 기술의 본질이 가지고 있는 포이에시스라는 의미의 
탈은폐 방식이 아닌 도발(Herausfordern)의 방식을 취한다고 하면서 기술과 기술의 본
질 개념을 구분한다. “현대의 기술을 속속들이 지배하고 있는 탈은폐는 도발적 요청이
라는 의미의 닦아세움(Stellen)의 성격을 띠고 있”고, […] “채굴하다, 변형하다, 저장하
다, 분배하다, 전환시키다 등은 탈은폐의 방식들이다. […] 탈은폐는 자신에게 스스로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자기 본래의 궤도를 조종함으로써 그 궤도를 열어 보인다. 조종 
자체는 또 나름대로 어디서든지 안정되어 있다. 그래서 조종과 안정이 도발적 요구를 
내세우고 있는 탈은폐의 주된 특성”이 된다; 28면 참조. 닦달(Ge-stell, 몰아세움)에서
의 ‘세우다(stellen)’라는 낱말은 “도발적 요청을 하다”의 뜻을 가지고 “이쪽에-세워놓음
(Her-stellen), 눈앞에-세워놓음의 여운”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울러 “밖으로-끌어내어-
앞에-내어-놓는 이쪽에-세워놓음”이라는 도발적인 주문 요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둘
은 “근본적으로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본질에서는 서로 비슷”한 “탈은폐, 즉 알
레테이아의 방식들이다.”

688) M. Heidegger, Gelassenheit, Tübingen 1959, S. 33.
689) 같은 곳
690) 하이데거, 「초연한 내맡김」, 122면에서 하이데거는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만 

우리의 귀가 멀 수 있듯이, 또 우리가 한때 젊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만 우리가 늙어
갈 수 있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그의 본질적인 근본 바탕에 있어 사유할 능력, 



- 226 -

함과 위기감에 대한 ‘경악(das Erschrecken)’ 내지 ‘경외심(die Scheu)’을 
가지게 됨으로써 비로소 위험으로부터 구원의 가능성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692) 이제 인간은 동식물들보다 ‘더 모험적인’ 존재로서 ‘가장 넓은 
권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고 그 열린 장 속에 자신을 내맡긴다. 
그렇다면 닦달함은 일종의 탈은폐로서 내맡김의 비은폐를 위한 필요조건인 
셈인데, 이때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성찰”693)이
다. 바로 여기에 하이데거 메시지의 핵심이 들어있다.694) 

즉 <정신이나 오성>을 지니고 있어서 사유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만, 우리의 생각
이 빈약해 지거나 혹은 아예 아무런 생각도 없이 지낼 수 있는 것이겠지요. 또한 우리
는, 우리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만을 상실할 수 있으며, 
[…]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닦달함과 내맡김 내지 위기와 구원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691) 하이데거, 「기술에 대한 물음」, 39면 이하에서 하이데거는 기술과 기술 본질의 관계
를 위험과 구원의 관계로 설명한다. “‘구원하다’는 본질에로 되돌려주어 그 본질이 이제
야 비로소 본래적으로 나타나도록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 기술의 본질 그 자체가 
구원자의 성장을 자체 안에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 어떤 것이 자라나고 있다고 할 
때, 그 자라나는 것은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부터 번창해나간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드러나지 않게 소리 없이 때에 맞추어 일어난다. […] 우리는 이제 먼저 어느 정
도로 닦달[몰아세움]의 전개 속에 구원의 힘이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 전개에서
부터 번창하는지를 깊이 사색해보아야 한다. […] 기술의 본질 속에서 구원의 힘이 뿌리
를 내리고 번창해 나오기 때문이다. 이성의 본질 속에서 구원의 힘이 뿌리를 내리고 번
창해 나오기 때문이다.” 

692) Vgl. M. Heidegger, 「Ereignis」, in: G. Figal(Hrsg.), Heidegger Lesebuch, 
Frankfurt a. M. 2006, S. 197-208; 임홍배, 「‘대지의 말없는 부름’에 귀기울이기」, 27
면에서 임홍배는 존재 진리의 비은폐와 관련해서 ‘경악(Erschrecken)’과 ‘경외(Scheu)’에 
대해 “친숙한 것이 근본적으로 낯선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가 자명하게 받아들이고 삶의 
확고한 터전(Grund)이라 믿던 친숙한 것이 실은 무(無)의 심연(Abgrund)임이 밝혀진다면 
그것은 실로 경악스러운 사태가 아닐 수 없다. 다른 한편 친숙한 것이 그런 식으로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은 친숙한 것의 구속으로 인해 우리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존재가 스스로를 감추고 있다는 사태가 말없이 고지됨으로써만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침
묵과 은폐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존재의 소리 없는 부름에 귀를 기울일 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바로 가까이 임재하는 외경을 경험하게 된다.”고 해석한다.

693) 하이데거, 「기술에 대한 물음」, 46면. “기술의 본질적인 존재는 [기술의] 탈은폐를 위
협하고 있으며, 모든 탈은폐가 주문 요청 속으로 함몰되어 버려 모든 것이 오직 부품의 
비은폐성 안에서만 제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띠고 위협해오는데, 인간의 행위는 결코 이 
위험을 직접 대면할 수 없고 인간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 위협을 직접 대면할 수 없다. 
하지만 인간의 성찰은 모든 구원자가 위험스럽게 된 자와 마찬가지로 더 고차적이며 동
시에 서로 연관된 본질에서 유래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사유할 수 있다.” 

694) 하이데거, 「초연한 내맡김」, 133-134면. “우리가 기술적인 대상들을 이용하기는 하지
만, 동시에 그것들을 올바로 이용할 경우,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
을 수도 있으며, 그리하여 우리는 언제나 그것들을 [자유롭게] 풀어-놓게 되지요. 우리
는 기술적인 대상들을, 그것들이 마땅히 사용되어야하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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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인간은 언제든지 그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위험 자체에 대한 제거는 하이데거의 논점도 아니고 릴케의 관점
도 아니다. 위험에 처한 인간이 그 위험을 어떻게 미리 앞당겨 경험하고 
그 위험의 위협으로부터 구원의 가능성을 찾는 지가 관건이다. 가장 구속
적인 기술의 닦달함으로부터 가장 해방적인 기술 본질의 내맡김을 어떻게 
실천하는 지가 중요하다. 가장 구속적인 사랑의 이기심으로부터 가장 해방
적인 사랑의 본질, 즉 ‘내맡김’ 내지 ‘놓아둠’으로의 이행이 하이데거가 추
구하는 사랑의 방식695)이고 릴케가 자신의 중기 시작품에서 구현하고자 하
는 사랑의 실천 방식696)이다. 말하자면 하이데거가 ‘적극적인’697) “참 사랑
의 한 방식”698)으로 제시한 ‘내맡김’의 본질을 릴케는 자신의 시 「사랑하는 
여인」699)에서 ‘철저하게’ 실현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릴케의 시 「사랑

있습니다. […] 우리는 기술적인 대상들의 필요불가결한 이용에 대해서 <긍정>할 수도 
있으며, 또 이와 동시에, 그런 대상들이 […] 우리의 본질을 비틀고 혼란스럽게 하고 마
침내 황폐하게 하는 것을 […] 우리는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 기술 세계에 대해 
긍정하면서도 동시에 부정하는 이러한 태도를, 옛날 말로 <사물에 이르는 초연한 내맡
김(die Gelassenheit zu den Dingen)>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695) 박인철, 앞의 논문 158-161면에서 박인철은 하이데거의 사랑론에 대해 논하면서 ‘내
맡김으로서의 사랑’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박찬국, 『하이데거와 윤리학』, 철학과 현
실사 2002, 115면에서 박찬국은 사랑과 ‘내맡김’에 대해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들을 
고귀한 것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하이데
거 자신은 사랑이란 단어는 별로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에 ‘존재자로 하여금 그 자신의 
고유한 존재를 발현케 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독일어 Sein-lassen이란 용어를 사용하
고 있다. 그러나 그가 이 말을 통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랑의 태도
와 다를 바 없다.”고 해석한다.

696) 이정순, 「릴케의 중기 시작품에 보이는 사랑의 관념-소유하지 않는 사랑-」, 『뷔히너
와 현대문학』 제17권, 2001, 135면 이하에서 이정순은 릴케가 1913년에 직접 알코포라
도 수녀의 서간문들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위대한 사랑의 여인들’의 고통과 자기 비
하 속에 견뎌내는 […] 사랑의 간절함과 강도 속에서 차라리 대상을 초월하여 무한대로 
뻗는 사랑”을 보고 그 속에서 “대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 더 이상 대상에 집착하지 않
는 절대적인 사랑, 즉 ‘소유하지 않는 사랑’의 전형을 발견”하였다고 해석한다.

697) 닦달하는 기술의 대안으로 하이데거가 제시하는 것이 ‘내맡김’의 사랑이고, 내맡김의 
사랑과 관련해서 하이데거는 ‘기다림’의 태도를 특별히 강조하는데, 이러한 하이데거 방
식의 사랑이 소극적이기 때문에 생산적인 윤리이론으로 전개될 수 없다고 하는 연구자
도 있다: 이진우, 「기술과 방념」, 『철학』 제42집, 1994, 298-299면. 하지만 본 논문에
서는 김수영의 시 분석을 통해 하이데거가 말하는 내맡김의 사랑이 더할 나위 없는 ‘적
극적인’ 사랑임을 밝힌다.

698) 박인철, 앞의 논문 160면.
699) 릴케, 「사랑하는 여인(Die Liebende)」, 『소유하지 않는 사랑』, 김재혁 옮김, 고려대

학교 출판부 2003, 137-1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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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여인」을 분석함으로써 가장 구속적이면서 가장 해방하는 사랑의 존재 
본질을 밝히고 그것을 하이데거와 김수영을 잇는 가교로 삼는다.

이것은 나의 창문, 나는 방금
살포시 잠에서 깨어났다.
나는 두둥실 떠도는 듯했고.
나의 인생은 어디까지 미치고
밤은 어디서 시작되는지?

나는 생각한다. 주위의 
모든 것이 나 자신 같다고;
수정의 심연처럼 투명하기도 하고
또 어둡기도 하고 고요하다.

나는 내 가슴에 별들을 
담을 수도 있고; 내 가슴은
그렇게 크다고 생각되며;
내가 사랑하기 시작하여

붙잡아 둘지도 모를 그 사람을
나의 가슴은 기꺼이 놓아둔다.
아무 것도 쓰여 진 적이 없어 낯선 듯
나의 운명이 나를 바라본다.

무엇 때문에 나는 이렇듯 무한대
아래 놓여 있는 걸까.
초원처럼 향기를 풍기며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부르면서, 또 누군가 그 소리를 
들을까 조바심 내며,
나는 다른 사람의 가슴속에서
몰락하도록 운명 지어져 있다.
                                        - 「사랑하는 여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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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케 시에 있어서, 특히 릴케의 사랑 시에 등장하는 연인들에게 있어서 
창문은 개폐의 이중적인 역할을 한다. 한편으로는 창문을 열고 연인들이 
만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창문을 닫음으로써 연인들의 만남을 제한
하기도 한다. 이 시에서 릴케는 ‘사랑하는 여인’의 창문이 이중적인 기
능700)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개폐 장치 둘 다를 마련해 놓는다. 우선 제
1연의 첫 번째 행에 나오는 ‘창문’은 일단 연인들이 열고 들어온 창문으로
서 릴케가 말하는 ‘열린 장’으로 진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닫힌 공간에서 
창문을 열면 그 공간이 무한히 확장되는 것처럼 연인과의 만남과 사랑에 
의한 시공간의 확대 역시 무한하다. 그리고 창문을 열기 전과 후의 상황은 
이미 많이 다르다. 

제2연의 ‘나는 생각한다. 주위의/모든 것이 나 자신 같다고;/수정의 심연
처럼 투명하기도 하고/어둡기도 하고, 고요하다.’는 시구에서처럼 사랑하는 
여인에게 있어서는 연인과의 사랑을 통해 ‘나’와 ‘주위의/모든 것’이 혼연
일체가 되고, 따라서 존재자와 세계 간에 더 이상의 구분도, 분열도, 불일
치도 없다. 그런데 연인과의 사랑을 통해 사랑하는 여인이 사물들과 합일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사랑하는 여인의 사랑법이 최소한 닦달함의 
방식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나는 내 가슴에 별들을/담을 수도 있고; 내 가
슴은/그렇게 크다고 생각되며’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랑하는 여인의 가슴은 
릴케가 말하는 ‘열린 장’이기 때문에 그 공간은 무한 확대되며, 그 속에서는 
연인의 존재를, 연인과의 사랑을, 그리고 모든 사건을 있는 그대로 내맡길 
수 있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이상의 것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연인을 구속하지 않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방치하는 것과 사랑하는 연인을 
해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내맡기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기술과 같은 닦
달하는 사랑은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상대방을 구속하고 그 사랑을 끊임없이 
확인하지만 기술의 본질과 같은 내맡김의 사랑은 상대방을 놓아줌으로써 보
다 더 큰 사랑을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더욱 더 크게 누릴 수 있다. 

‘내가 사랑하기 시작하여/붙잡아 둘지도 모를 그 사람을/나의 가슴은 기
꺼이 놓아둔다./아무 것도 쓰여 진 적이 없어 낯선 듯/나의 운명이 나를 

700) 이정순, 앞의 논문 139면에서 이정순은 창문의 이중적인 기능과 관련하여 “외적 상황
을 규정하면서 동시에 진행되는 내적 변화의 기점”으로 작용한다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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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본다.’에서 알 수 있는 바, 사랑의 본질은 사랑의 경험에 의한 학습 
효과와도 별개이다. 사랑의 회수에 의한 노련함도 사랑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생전 처음 하는 사랑이든 되풀이 되는 사랑이든, 허락받은 사랑이
든 허락되지 않는 사랑이든, 누구와의 어떠한 사랑도 사랑의 본질은 사랑
이고 그 사랑은 ‘놓아둠’의 사랑이다. 그리고 그 ‘놓아둠’의 사랑은 ‘나의 
가슴’ 속에서 ‘나의 가슴’만이 할 수 있다. 구속하고 소유하고 싶은 닦달함
의 사랑에 숨어 있는 위험성을 간파하고 ‘더욱 더 모험적’이 됨으로써 ‘나
의 가슴’ 속으로 전향한 후, 그 ‘열린 장’ 속에서 ‘나의 가슴’이 닦달함의 
사랑을 위해 열어 두었던 ‘창문’을 닫기로 결단해야만 비로소 ‘놓아둠’의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함에 있어서 구속과 소유 자체가 문제 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구속하고 소유하고 싶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람에게 구속당하고 소유되고 싶다. 사랑하는 연인들
에게 소유와 구속은 자신들의 사랑을 실현하고 완성해 가기 위한 조건으로
서 작용한다. 문제는 소유함으로써 소유권과 처분권을 행사하거나 구속함
으로써 자유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사랑을 기술의 방식으로 하
는 현대 사회에서는 사랑의 본질과 상관없는 소유와 구속, 그리고 그것으
로부터 파생하는 모든 권리 향유를 사랑의 전부로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둠으로써 사랑하기란 여러 가지 
면에서 쉽지도 않고 흔하지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귀하고 소중하며, 그러한 사랑을 하는 순간이 영원으로 
이어지고, 유한함이 갈라놓을 두 사람의 운명이 무한함에 맡겨진다. 릴케 
시에 등장하는 ‘사랑하는 여인’이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
문인가? ‘무엇 때문에 나는 이렇듯 무한대/아래 놓여 있는 걸까./초원처럼 
향기를 풍기며/이리저리 흔들리면서’에 대한 답은 과연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꽃에다 비유하고, 특히 꽃향기에 빗대는 
경우가 많은데, 릴케 시의 ‘사랑하는 여인’은 ‘초원처럼 향기를 풍기면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연인과 사랑할 때 더할 수 없이 활짝 열어 밝히는 
자신의 세계를, 다시 말해 자신의 향기와 자태를 초원의 향기 속에 감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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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초원은 강하거나 특별한 향기를 풍기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인’이 풍
기는 꽃향기가 연인을 사랑할 때 아무리 진하고 특별하다고 하더라도, 그 
향기가 초원의 향기에 묻혀야 할 향기임을 ‘사랑하는 여인’은 너무나 잘 
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세상만사가 세상의 법칙 따라 
돌아가는 대로 그렇게 사랑할 줄 아는 여인이 릴케의 ‘사랑하는 여인’이
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을 다른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
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역시 그 마음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
다. 이야기 할 수 없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야기하
는 것이 문제다. 그것이 이야기를 넘어 부풀림과 떠벌림으로 이어져 소음을 
일으키고, 결국 사랑하는 사람에게 누가 되는 것이 문제다. 그것 역시 기술
의 방식으로, 또 다른 방식의 구속함으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
우 연인들의 사랑은 비극적이고 치욕적인 결말을 자초하게 되고, 유한과 무
한을 운운할 필요조차 없이 그저 몰락해 버린다. 이러한 사실조차도 릴케 
시의 ‘사랑하는 여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면서, 또 
누군가 그 소리를/들을까 조바심 내며’ 조심조심 연인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영원으로 이어가기 위해 매 순간, 
‘나는 다른 사람의 가슴속에서/몰락하도록 운명 지어져 있다.’는 사실을 명
심 또 명심하면서 스스로의 향기를 ‘초원’에 묻는다. 이제 릴케의 사랑하는 
여인은 연인을 향한 자신의 향기를 마음껏 자유롭게 발산해도 된다. 대지의 
은폐함이 폐쇄나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 것처럼 초원의 숨김도 구속과 소유
의 범위를 정해놓지 않는다. 초원의 ‘열린 장’ 속에서 사랑하는 여인은 아무
런 제한도, 구속도, 집착도 없이 마음껏 사랑할 수 있다.  

5.6.3. 김수영 시에 정립된 ‘사랑’의 시적 진리

“얼마 전만 해도 나의 시에 연애시가 없다고 지적하는 친구의 말에 무
슨 죄라도 진 것 같은, 시인으로서의 치욕감을 느끼고는 했지만 이제는 그
런 콤플렉스나 초조감은 없다.”701)라고 하는 김수영의 진술에서 우리는 김

701) 김수영, 「나의 연애시」, 전집 2, 1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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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의 연애시에 대한 생각을 읽을 수가 있다. 김수영은 한편으로 자신이 
연애시를 별로 쓰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702) 또 다른 한편으
로 “이제부터는 정말 연애시다운 연애시를 쓸 수 있을 것 같다.”703)고 말
함으로써 연애 시 짓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다. 그리고 난 후 얼마 
있지 않아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다. 김수영이 ‘이제부터는 연애시다
운 연애시를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힌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아무튼 여자를 그냥 여자로서 대할 수가 없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
도 그렇고 죽음이라는 전체를 놓지 않고서는 온전한 형상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눈으로 볼 때는 여자에 대한 사랑이나 남자
에 대한 사랑이나 다를 게 없다. 너무 성인 같은 말을 해서 미안하
지만 사실 나는 요즘 이러한 운산(運算)에 바쁘다. 이런 운산을 하고 
있을 때가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나의 여자는 죽
음 반 사랑 반이다. 나의 남자도 죽음 반 사랑 반이다. 죽음이 없으
면 사랑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죽음이 없다. 시에 다소 교양이 있는 
사람이면 나의 이러한 연애관이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키츠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실제의 체험에
서 배운 것이니까 어디까지나 나의 것이다. 새로운 것은 아닐지 모
르지만 나의 것이다.704) 

그렇다면 결국 김수영에게 있어서 연애시와 죽음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
계에 놓여 있고 김수영은 그것을 자신의 운명으로써 철저하게 증명한 셈이 
된다. 김수영에게 있어서 사랑은 다양하게 해석되고705) 김수영의 시적 사

702) 위의 글 133면. “나는 연애시다운 연애시를 한 편도 써본 일이 없다. 해방 후에 「거
리」라는 구애의 시를 한 편 써 보았지만 그것도 어떤 특정한 애인에 대한 시는 아니다. 
그런데 유일한 나의 이 사랑의 시도 그것을 발표한 잡지를 구할 수가 없어서, 나의 소
위 처녀시집이라고 할 수 있는 『달나라의 장난』에는 집어넣지를 못했다.”

703) 같은 곳. “화가로 치면 이제 나는 겨우 나체화를 그릴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는지도 
모른다. 잘하면 이제부터 정말 연애시다운 연애시를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쓰게 되면 여편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연애시를, 여편네가 이혼을 하자고 
대들만한 연애시를, 그래도 뉘우치지 않을 연애시를 쓸 수 있을 것 같다.”

704) 위의 글 134-135면. 
705) 전병준, 「김수영 시에 나타난 사랑의 의미 연구」, 249-250면에서 전병준은 김현, 「자

유와 꿈」, 황동규 편, 『김수영 전집 별권-김수영의 문학』, 민음사 1983, 105-113면과 
유성호, 「타자 긍정을 통해 ‘사랑’에 이르는 도정」, 『작가 연구』 제5호, 1998, 21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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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근본 지반으로서 작용한다. 김수영에게 있어서 
사랑의 개념은 죽음과 불과분의 관계를 맺고 있고 죽음으로써 비로소 온전
해 질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사랑이다. 그런데 김수영이 ‘이제부터는 정말 
연애시다운 연애시를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연애시다운 연애시’
가 ‘여편네의 눈치’로부터 자유롭고 ‘여편네’의 이혼 협박도 개의치 않고, 
그러한 시를 쓴 후에도 후회하지 않을 시라고 한 것은 김수영의 사랑 문제
가 아내와의 관계에서 불거졌고, 아내와의 관계가 변수로 작용했으며, 그것
이 김수영의 사랑관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김수영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을 초월하는 이념적인 것과 닿아있기도 
하고, 세계와 사물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이라는 이상적인 개념으로 해석되
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김수영의 사랑을 온전하게 
설명해 낼 수는 없다. 분명 김수영의 사랑에는 아내와의 사랑도, 아내 이
외 다른 여성과의 육체적인 결합도, 심지어 ‘나의 남자’와의 사랑도 포함
되어 있다. 이 모든 사랑의 방식과 깊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김수영에게 있
어서 사랑은 도래하는 죽음을 미리 달려가 맞음으로써 그 속에서 불가능
한 가능성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실현되며, 그 사랑 안에서는 어떠한 구속
도, 속박도, 제한도 작용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과정을 통해 김수
영의 사랑관이 이렇게 정립될 수 있었을까? 

조용한 시절은 오지 않았다

면, 강연호, 「김수영 시에 나타난 내면의식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22호, 2004, 
34-60면 등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김수영과 사랑의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그리고 김수영의 시 「사랑」과 「현대식교량」을 중심으로 “적극적 수동성으로서의 사랑”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다; 전병준, 「김수영 초기 시에서 사랑의 의미화 과정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제22권, 2013, 183-207면에서 전병준은 “지금까지 김
수영 시에 나타나는 사랑의 문제는 주로 후기에 집중되었다.”(187면)고 하면서 김수영이 
1950년대에 쓴 시 「애정지둔」(1953), 「풍뎅이」(1953), 「지구의」(1956), 「비」(1958), 그리
고 「모리배」(1959)를 중심으로 김수영의 사랑 문제, 즉 “김수영의 시에서 사랑이 어떻게 
의미화되는지”와 사랑이 “타자와 역사에 대한 긍정으로 이르는 과정과 어떤 관계를 지
니는 지”에 대해서 논의한다; 신동욱, 앞의 논문 227면에서 신동욱은 김수영의 사랑을 
“초월적 사랑의 이행”으로 본다. “김수영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은 ‘온몸으로 동시에 밀
고 나가는’ 사랑이다. 사랑은 모험을 통해 가 닿을 수 있으며, 이것은 하이데거가 ‘릴케
론’에서 말하는 ‘세계의 개진’과 통한다. 존재가 개시된다는 것은 존재의 역사적 운명에 
자신을 열어 밝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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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신 사랑이 생기었다
굵다란 사랑
누가 있어 나를 본다면은
이것은 확실히 우스운 이야깃거리다
다리 밑에 물이 흐르고 
나의 시절은 좁다
사랑은 고독이라고 내가 나에게
재긍정하는 것이
또한 우스운 일일 것이다

조용한 시절 대신
나의 백골이 생기었다
생활의 백골
누가 있어 나를 본다면은
이것은 확실히 무서운 이야깃거리다
다리 밑에 물이 마르고
나의 몸도 없어지고
나의 그림자도 달아난다
나는 나에게 대답할 것이 없어져도
쓸쓸하지 않았다

생활무한(生活無限)
고난돌기(苦難突起)
백골의복(白骨衣服)
삼복염천거래(三伏炎天去來)
나의 시절은 태양 속에
나의 사랑도 태양 속에
일식(日蝕)을 하고
첩첩이 무서운 주야(晝夜)
애정은 나뭇잎처럼
기어코 떨어졌으면서
나의 손 위에서 신음한다
가야만 하는 사람의 이별을
기다리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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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은 열도(熱度)를 측량할 수 없고
나의 노래는 물방울처럼
땅속으로 향하여 들어갈 것
애정지둔
                                   - 「애정지둔(愛情遲鈍)」 전문

김수영이 이 시를 쓴 시기는 1953년인데, 김수영에게 있어서 1953년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와 전환, 그리고 이행의 시기였다.706) 김수영이 사
랑과 삶을 한꺼번에 집어 삼키는 소용돌이에 휘말린 후에 쓴 이 시는 결
국 “삶의 중요한 에너지 가운데 하나인 사랑이 지금 자신에게는 사라지
고 없다는, 체념에 가까운 자기의식에서 비롯”707)된 것이고, 사랑이 현
실 내지 생활 문제와 맞닥뜨릴 경우, 사랑에 관한 묘책이 없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의 결과이다. 김수영의 생애와 관련해서 전쟁과 혁명, 근대
화와 세계 평화 등 몇몇 개념들이 특별히 호명되지만, 결국 이 모든 개
념들의 근저에는 김수영 고유의 사랑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 방식이 자
리 잡고 있다. 김수영의 아내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기 때문이든, 아내가 
자신의 아이를 낳은 조강지처이기 때문이든, 그것도 아니면 아내의 선택
을 불가항력적인 시대 탓으로 돌렸든, 어쨌든 김수영은 김현경과 재결합
한다. 그리고 1968년 불의의 사고로 죽을 때까지 두 사람은 부부로서, 
문학적인 동지로서 살아간다.708) 

706) 강웅식, 「김수영 문학 연구사 30년, 그 흐름의 향방과 의미」, 38면 이하에서 강웅식은 
“1949년에 발표한 「아침의 유혹」과 1953년에 발표한 「달나라의 장난」 사이에는 3년여의 
시간 공백이 있다.”고 하면서 그 기간 동안 “김수영의 정확한 행적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
문에” 그저 “추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강신주, 『김수영을 위하여』, 천년의 상상 
2012, 88면 이하를 참조하면 김수영은 1950년 김현경과 결혼을 하고 돈암동에 신혼생
활을 시작한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9월에 김수영은 의용군에 강제 동원된다. 10월에
는 평양 순천으로 배치를 받는데, 유엔군과 인민군의 격전을 틈타 야간 탈출을 시도하고 
서울 충무로의 집 근처까지 내려왔지만 결국 경찰에 체포된다. 그로부터 약 2년 동안 포
로수용소에서 생활하다가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1952년 겨울에 거제도 포로수용
소에서 석방된다. 한편 김수영의 아내 김현경은 1950년 김수영과 결혼한 후 김수영의 
생사 여부를 모르는 채 12월에 피난지에서 첫 아들을 출산하고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
게 된다. 김수영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위해 김수영과 자신을 맺어 준 이종구를 찾아 갔
다가 그와 동거를 시작하게 되는데, 김수영이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된 후 김현경을 직접 
찾아 가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혼자 돌아와 있다가 1954년 김현경과 재결합한다.

707) 전병준, 「김수영 초기 시에서 사랑의 의미화 과정 연구」, 190면.
708) 김수영과 김현경 부부가 문학적인 동지인 것에 대해서는 김현경도 자신의 에세이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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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의 말에 의하면 김수영이 재결합 후 살면서 한 번도 과거의 일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한다.709) 하지만 김수영에게 그것이 정말로 아무런 문
제가 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그것이 항상 문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
무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김수영이 
아내를 소유와 구속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대 기술의 방
식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확
실히 우스운 이야깃거리’다. 그리고 얼핏 보면 놓아둠의 사랑이 외롭고 고
독해 보인다. 하지만 결국에는 놓아둠으로써 오히려 ‘사랑이 생기고’, 그 
사랑이 점점 깊어지고, 커지고, 굵어진다. 그래서 김수영은 ‘놓아둠’으로써 
고독해 보이는 사랑을 적극적으로 다시 긍정하고 그 사랑의 얼개 안에서 
자유롭게 유희하고 해방감을 만끽하고자 애쓴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말처
럼 쉬운 일이 아니다. 

제2연은 제1연과 거의 동일한 구조로 되어있다. ‘사랑’ 대신 ‘백골’이 생
기고 ‘굵다란 사랑’ 대신 ‘생활의 백골’이 생긴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우스운’ 이야기가 아니라 ‘무서운’ 이야기가 된다. 1연에서는 사랑의 실현 
공간이 협소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공간을 떠받치는 ‘다리 밑에 물이 흐
른다.’ 하지만 2연에서는 ‘다리 밑에 물이 마르고/나의 몸도 없어지고/나
의 그림자도 달아난다’. 이처럼 사랑의 문제가 생활의 문제와 충돌할 때, 
‘생활무한(生活無限)/고난돌기(苦難突起)/백골의복(白骨衣服)/삼복염천거래
(三伏炎天去來)’, 즉 “생활은 무한한데 고난은 갑자기 일어나고, 백골에 옷
가지를 걸치고 삼복 뜨거운 하늘 아래 왔다 가”710)는 상황에서는 생활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사랑의 문제에만 매달릴 수 없다. 이제 ‘나의 시절’과 
‘나의 사랑’은 빛을 잃고 자취를 감춘다. ‘나뭇잎처럼’ ‘기어코 떨어져’버린 

수영의 연인』에서 밝힐 뿐만 아니라 김현경 에세이의 발문을 쓴 고은도 이를 보증한다. 
김현경, 『김수영의 연인』, 책읽는오두막 2013, 174면, 239-240면 참조.

709) 위의 책 229면. “1964년 이종구가 동아방송 시사촌평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수영과 
나는 그의 방송을 즐겨 들었다. 이종구가 누구인가. 생각만 해도 심란해지는 그에 대해 
묵은 앙금이 없지 않았으련만, ‘한일회담’을 비판하는 방송을 들을 때는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 속이 다 시원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일반적인 부분 관계로서는 도무지 상상
도 할 수 없는 대목일 것이다. 재결합한 뒤, 수영은 지난 일들에 대해서 일체 함구했다.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충일하게 사는 것이 그의 사랑의 방식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710) 고려대학교 현대시 연구회, 『김수영 사전』, 서정시학 2012, 4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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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이 ‘나의 손 위에서 신음한다.’711)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은 기술이 아닌 기술의 본질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현대 기술의 닦달하고 내모는 방식을 ‘내맡김’ 내지 ‘놓아둠’이라는 기술
의 본질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편으로는 사랑의 상실에 대
한 처절한 아픔과 지독한 고통을 느껴야 하고712)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계기로 ‘놓아둠’이 허용하는 사랑의 열린 장 속으로 진입할 준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 내지 생활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은 힘
들고 어렵다. 사랑을 읊는 ‘나의 노래는 물방울처럼/땅속으로 향하여 들
어’가고 ‘애정지둔’, 즉 김수영이 사랑의 본질을 향해 내딛는 발걸음은 둔

711) 전병준, 앞의 논문 190면에서 전병준은 이 시구에 대해 “가족과 떨어진 채 막막하기 
이를 데 없는 전쟁 이후의 폐허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김수영에게는 실로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것이었으리라고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특히 아
내와 헤어져 지내게 된 사정이 이 시의 정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고 말한다.

712) 김수영, 「너를 잃고」, 전집 1, 47-48면:

늬가 없어도 나는 산단다
억만 번 늬가 없어 설워한 끝에
억만 걸음 떨어져 있는
너는 억만 개의 모욕이다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꽃들
그리고 별과도 등지고 앉아서
모래알 사이에 너의 얼굴을 찾고 있는 나는 인제
늬가 없어도 산단다

늬가 없이 사는 삶이 보람 있기 위하여 나는 돈을 벌지 않고
늬가 주는 모욕의 억만 배의 모욕을 사기를 좋아하고
억만 인의 여자를 보지 않고 산다

나의 생활의 원주(圓周)위에 어느 날이고
늬가 서기를 바라고
나의 애정의 원주가 진정으로 위대하여지기 바라고

그리하여 이 공허한 원주가 가장 찬란하여지는 무렵
나는 또 하나 다른 유성을 향하여 달아날 것을 알고
이 영원한 숨바꼭질 속에서
나는 또한 영원한 늬가 없어도 살 수 있는 날을 기다려야 하겠다
나는 억만무려(億萬無慮)의 모욕인 까닭에
                                                - 「너를 잃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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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느릴 수밖에 없다. 
김수영이 1961년에 쓴 시 「사랑」713)은 「애정지둔」에서 보다 한층 더 깊

어지고 넓어진 김수영의 애정관을 반영하고 있다. 1950년대까지의 사랑 
시에서 김수영이 생활을 통해 사랑의 의미를 인식하고 사랑을 통해 생활
의 부정성과 긍정성을 규명했다면, 이 시에서 김수영은 “적극적 수동성으
로서의 사랑”714)을 노래한다. 

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을 배웠다 너로 해서

그러나 너의 얼굴은
어둠에서 불빛으로 넘어가는
그 찰나에 꺼졌다 살아났다
너의 얼굴은 그만큼 불안하다

번개처럼
번개처럼
금이 간 너의 얼굴은 
                                                - 「사랑」 전문

김수영은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사회·국가적으로도, 그리고 세계적
으로도 소위 말해서 파란만장한 시절이었던 1950년대와 60년대 초반을 거
쳐 오면서 자신의 모든 사유와 시 짓기를 관통하는 사랑의 본질 문제에 대
해 깊이 고민한다. 김수영에게 있어서 사랑은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랑인데, 
그 대상의 범위는 무한하다. 신도 그 대상이 될 수 있고, 부인도, 심지어 
하룻밤을 같이 한 여인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신념과 이념을 포함해서 
‘세계’에 속하는 모든 존재자들이 김수영에게는 다 사랑의 대상이 된다. 따
라서 이 시에서, 모든 대상들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어느 한 특정 대상을 
지칭할 수도 있는 ‘너’라는 존재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정작 그렇게 중요하
지 않다.715)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너’라는 존재를 통해서 ‘어

713) 김수영, 「사랑」, 전집 1, 211면. 
714) 전병준, 「김수영 시에 나타난 사랑의 의미 연구」, 26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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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을 ‘배웠다’는 사실 자체이다. 
‘너’는 시인으로 하여금 사랑을 배우게 하고, 시인이 사랑을 배움으로써 

사랑을 발견하게 하고, 사랑의 본질에 이르도록 하는 적극적인 존재이다. 
반면 ‘너로 해서’ 사랑을 배우는 시인은 수동적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배움’을 매개로 하는 ‘너’와 시인의 관계가 근대의 지배-종속적인 주객 관
계를 답습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시에서는 주-객의 관계가 전도될 
뿐만 아니라 주-객을 구분하고 우열을 정하던 기준 사이에도 삼투현상이 
일어난다. 그 결과 근대의 주객 관계는 능동적인 ‘너’와 수동적인 시인이 
‘적극적인 수동성으로서의 사랑’을 하는 관계로 재구성된다.

배움은 나와 구체적인 대상의 관계를 전제한다.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대상과의 관계에서 반복적인 학습과 습득, 그리고 체화를 통해 무
엇인가를 배우게 된다. 김수영에게 있어서 사랑도 마찬가지이다. 사랑도 
상대방으로부터 배우고, 배운 것을 습득하고, 그것을 충분히 소화해야 실
현 가능해 진다. 따라서 김수영에게 사랑은 일방적일 수도 없고, 사랑한다
는 명목으로 상대방을 닦달하거나 내몰 수도 없으며, 사랑하는 동안 상대
방 때문에 안달하거나 초조해 할 필요도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특히 김수영에게는 사랑과 
죽음이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사랑은 늘 ‘불안’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
기 때문에 시인에게 사랑을 가르쳐 준 ‘너의 얼굴’이 ‘그만큼 불안’하고 
‘너’에게 사랑을 배운 시인 역시 ‘너의 얼굴’만큼 그렇게 불안하다. 이 시
에서 ‘너의 얼굴’이 불안한 이유에 대해, 그것이 ‘어둠에서 불빛으로 넘어
가는/그 찰나에 꺼졌다 살아났’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말하자면 배움을 통
해 ‘어둠’에서 ‘불빛’으로 사랑이 이행되는 순간 죽음을 미리 선취해서 경
험하고 다시 살아나야하기 때문에 ‘너의 얼굴’이 불안한 것이다.716) 이렇
게 볼 때 ‘너’의 불안은 이중적이다. 한편으로는 탄생과 동시에 죽음을 향
하는 존재자로서 죽음 앞에서 존재론적으로 불가피하게 느끼는 불안이고, 

715) 위의 논문 264면 참조.
716) 오연경, 「김수영의 사랑과 도래할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인권』 제13권 1호, 2013, 

87면에서 오연경은 같은 맥락에서 제2연을 “너의 얼굴이 어둠에서 불빛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찰나의 꺼짐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찰나의 꺼짐은 그 이후의 지속적인 살
아남을 위한 조건이자 전제가 된다.”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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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한편으로는 배움을 통해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에 동반되는 죽음을 선취할 때 느끼는 불안이다. 

인간은 살아가는 한, 사랑하는 한, 그리고 죽는 한 불안해한다. 그래서 
‘번개처럼/번개처럼/금이 간 너의 얼굴은’717) 불안하다. 다만 그렇게 불안
한 ‘너의 얼굴’이 ‘그 찰나에 꺼졌다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불가능
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확보하는데, 그 힘 역시 이중적으로 긍정성을 발휘
한다. 우선 죽음의 본질에 가까이 감으로써 존재론적인 불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한다. 그리고 죽음을 미리 달려가 맞이함으로써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남으로써 죽음의 불가능성에서 가능성을 발견한다. 이런 방식으로 물
리적인 죽음에 의한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사랑의 이면인 죽
음에 의한 불안으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다. 이것이야 말로 김수영이 말하
는 “자기를 죽이고 타자가 되는 사랑의 작업이며 자세”718)인 것이다. 그렇
다면 김수영은 사랑과 죽음을 연결시켜 사랑의 본질에 이르는 이정표를 어
떻게 마련했을까? 

「사랑의 변주곡」719)에서 김수영은 지금까지의 사랑 노래에 대한 변주를 
다각도로 시도하면서 자신의 사랑에 대한 시적 사유를 총망라한다. 이 시
를 완성하기 10여개월 전에도 김수영은 “나는 사랑을 배우기 시작하는 단
계에 있다.”720)고 고백한다.721) 

욕망이여 입을 열어라 그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겠다 도시의 끝에

717) 같은 곳에서 오연경은 이 시구를 “찰나의 꺼짐 후에 살아난 너의 얼굴은 ‘금이 간’ 
얼굴이다. 너의 얼굴은 꺼짐이라는 찰나의 정지, 그 정지가 ‘번개처럼’ 순간적으로 열어 
놓은 간격을 통해서만 불안하게 드러난다. ‘금이 간 너의 얼굴’은 기존의 규범과 판단이 
정지된 틈으로 규정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순간적으로 틈입되는 ‘일그러진 사
태’라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718) 김수영, 「로터리의 꽃의 노이로제」, 201면. 
719) 김수영, 「사랑의 변주곡」, 전집 1, 343-345면.
720) 김수영, 「생활의 극복」, 전집 2, 95면.
721) 신형철, 「이 사랑을 계속 변주해나갈 수 있을까-김수영의 ‘사랑’에 대한 단상」, 『몰락

의 에티카』, 문학동네 2008, 524면에서 신형철은 김수영의 이러한 고백과 관련하여 ‘사
랑을 배운다는 것’에 대한 근거로서 김수영의 말을 재인용한다. 김수영, 「생활의 극복」, 
96면. “모든 사물을 외부에서 보지 말고 내부로부터 볼 때, 모든 사태는 행동이 되고, 
내가 되고, 기쁨이 된다. 모든 사물과 현상을 씨(동기)로부터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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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그러져 가는 라디오의 재갈거리는 소리가
사람처럼 들리고 그 소리가 지워지는
강이 흐르고 그 강 건너에 사랑하는
암흑이 있고 3월을 바라보는 마른 나무들이
사랑의 봉오리를 준비하고 그 봉오리의
속삭임이 안개처럼 이는 저 쪽에 쪽빛
산이

사랑의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들의
슬픔처럼 자라나고 도야지 우리의 밥찌끼
같은 서울의 등불을 무시한다
이제 가시밭, 넝쿨 장미의 기나긴 가시가지
까지도 사랑이다

왜 이렇게 벅차게 사랑의 숲은 밀려닥치느냐
사람의 음식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 때까지

난로 위에 끓어오르는 주전자의 물이 아슬
아슬하게 넘지 않는 것처럼 사랑의 절도(節度)는 
열렬하다.
이 방에서 저 방으로 할머니가 계신 방에서
심부름하는 놈이 있는 방까지 죽음 같은
암흑 속을 고양이의 반짝거리는 푸른 눈망울처럼
사랑이 이어져가는 밤을 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만드는 기술을 안다
눈을 떴다 감는 기술-불란서 혁명의 기술
최근 우리들이 4·19에서 배운 기술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소리 내어 외치지 않는다

복사씨와 살구씨와 곶감씨의 아름다운 단단함이여
고요함과 사랑이 이루어놓은 폭풍의 간악한
신념이여
봄베이도 뉴욕도 서울도 마찬가지다
신념보다도 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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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묻혀 사는 사랑의 위대한 도시에 비하면
너는 개미이냐

아들아 너에게 광신(狂信)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사랑을 알 때까지 자라라
인류의 종언의 날에
너의 술을 다 마시고 난 날에
미대륙에서 석유가 고갈되는 날에
그렇게 먼 날까지 가기 전에 너의 가슴에
새겨둘 말을 너는 도시의 피로에서
배울 거다
이 단단한 고요함을 배울 거다
복사씨가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 거다!
복사씨와 살구씨가
한번은 이렇게
사랑에 미쳐 날뛸 날이 올 거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 같은 잘못된 시간의
그릇된 명상이 아닐 거다
                                        - 「사랑의 변주곡」 전문

제1연에서는 ‘욕망’, ‘사랑’, ‘도시’, ‘라디오’, ‘강’, ‘암흑’, ‘3월’, ‘봉오
리’, ‘쪽빛 산’ 등의 명사들이 호명된다. 이 명사들 중에 한 가운데 있는 1
연 5행의 흐르는 ‘강’이 나머지 명사들을 한편으로는 두 그룹으로 나누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속으로 불러들여 모든 명사들을 따로 그리고 함
께 흐르게 한다. 말하자면 강은 ‘욕망’, ‘사랑’, ‘도시’, ‘라디오’를 한 그룹
으로, ‘암흑’, ‘3월’, ‘봉오리’, ‘쪽빛 산’을 또 다른 그룹으로 분류한다. 그
리고 강의 물줄기로써 이들 사이를 구분하면서 동시에 이들을 한곳으로 
모은다. 이 시는 시각적으로도, 시행의 분량으로도, 그리고 어휘의 개수로
도 비교적 정확하게 양분되고722) 작품의 내용과 형식이 유기적으로 결합
함으로써 변주의 리듬에 따라 진행된다.723)

722) 주요 어휘소 층위를 중심으로 김수영의 사랑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강연호, 「김수
영의 시 「사랑의 변주곡」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12권, 1999, 17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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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이여 입을 열어라 그 속에서/사랑을 발견하겠다’724)에서 김수영은 
의지적으로 욕망과 사랑을 연결하고 욕망에 의한 사랑의 변주곡을 연주하
겠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이러한 김수영의 의지적인 결단은 「사랑의 변주
곡」 전체를 관통한다. 김수영에게 있어서의 욕망과 사랑의 의지적인 작용
은 하이데거적인 의미에서 세계와 대지의 개폐작용과 일맥상통한다.725) 

723) 유중하, 「김수영과 4·19: 사랑을 만드는 기술」, 『당대비평』 통권 제10호, 2000; 오태
환, 「한 정직한 퓨리턴의 좌절-김수영의 「사랑의 변주곡」 따져 읽기」, 『시안』 통권 제6
호, 2003; 홍기돈, 「현대의 순교와 부활하는 사랑」, 『작가세계』 통권 제16호, 2004; 신
형철, 앞의 논문; 장석원, 「‘프로조디, 템포, 억양’을 통한 새로운 리듬 논의의 확대-김
수영의 「사랑의 변주곡」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52집, 2011.  

724)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매우 다양하다. 오태환, 앞의 논문 196면에서 오태환은 이 시
구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그것이 단순히 이 시의 앞머리에 나와 있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도 이 시를 이해하는 긴요한 실마리가 되”고 “<사랑>이 밝히는 것
은 이 시 전체의 의미를 밝히는 것과 등가의 뜻을 지니며, <욕망>은 그 안에서 <사랑>
이 끊임없이 의미의 진폭을 일으키며 존재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장석원, 
앞의 논문 4면에서 장석원은 이 시구에서 욕망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 “화자는 ‘욕망’ 
속에서 사랑을 발견한다.”고 보고 “사랑을 발견하겠다는 욕망을 인정하면서 화자는 ‘사
랑’이라는 정직한 욕망의 발현이 필요하다는 것을 선언한다.”고 해석함으로써 사랑과 
욕망 간 유기적인 연관성을 강조한다; 강연호, 앞의 논문 182-183면에서 강연호는 “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1행과 2행에 걸쳐 있는 이러한 시적 언술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 편의 시작품은 각 요소가 총체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유기적 구조이며 각 
요소들이 다른 요소들과 변별되는 차이에 의해 의미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욕망으로 통
한 사랑의 발견은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시행들로 부연되고 있다.”고 하면서 사랑과 욕
망의 관계에 대해 “일반적으로 ‘욕망’과 ‘사랑’은 대척적인 감정이다. 물론 여기에서의 
욕망은 관능과는 거리가 멀지만, 적어도 ‘사랑’에 귀속되는 감정은 아니다. 그런데도 화
자는 그 욕망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라고 해석한다; 오연경, 앞의 
논문 100면에서 오연경은 이 시구를 놓고 “욕망은 사물과 현상을 고정된 사실로 바라
보려는 욕심, 내 안에 자리 잡은 질서라 할 수 있다.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자각조차 할 
수 없는, 숨어 있는 저 욕망의 입을 열고 바로 그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겠다는 것은, 
욕심과 질서로 고정된 익숙한 세상으로 들어가 모호함과 혼돈의 낯선 세계를 구해 오겠
다는 것이다.”고 해석한다; 황동규, 「유아론의 극복」, 『젖은 손으로 돌아보라』, 문학동네 
2001, 285-286면에서 황동규는 “우리는, 아니 특히 그 당시의 우리는, ‘사랑’을 ‘욕망’
보다 위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그 둘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간파한 김수영은 ‘욕망’ 속
에서 ‘사랑’을 발견하겠다는 발언과 함께 이 둘 사이에 높낮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한다; 신형철, 앞의 논문 522면에서 신형철은 사랑이 “혁명과 전통의 층
위에서 욕망의 층위로, 그러니까 일상의 층위로 내려오고 있다.”고 본다; 김효곤, 「김수
영의 <사랑의 변주곡> 연구」, 『국어국문학』 제33집, 1996, 298면에서 김효곤은 욕망을 
“세상의 모든 것이 시작되는 힘이고 서술의 근원”이라고 규정하고, 301면에서는 「사랑
의 변주곡」의 통합적 구조가 “욕망에서 시작하여 그것을 부정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
다.”고 해석한다.

725) 신동욱, 앞의 논문 237면에서 신동욱은 「사랑의 변주곡」 첫 시행에 대해 “욕망과 사
랑을 등가 관계로 파악한 말”이라고 해석하면서 욕망과 사랑의 작용에 대한 하이데거와
의 연결 지점을 찾는다. “온몸으로 이행하는 내용은 ‘무엇을’이라는 목적어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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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끝에/사그러져 가는 라디오의 재갈거리는 소리가/사람처럼 들리
고’에서는 욕망과 사랑이 ‘재갈거리는 소리’726), 즉 ‘떠들썩하게 자꾸 이야
기하거나 소리를 내’는 떠벌임으로 발산된다. 그리고 그 떠벌임은 도시의 
소음으로 이어지고, 도시의 소음은 근대 기술의 산물인 라디오727)에 흡수
된다. 기술에 의한 닦달함과 소음에 의해 떠벌임이 사랑의 방식이고, 사랑
의 행위이며, 사랑의 수단이 되어 버린다. 이제 이 모든 소음을 흡수해서 
잠재울 수 있는, 그리고 라디오의 소음과 잡음으로부터 사랑의 목소리를 
추출해낼 수 있는 장치를 따로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장치로서 김수영
은 흐르는 ‘강’을 등장시킨다. 이제 ‘그 소리가 지워지는/강이 흐르고’ ‘그 
강 건너’ 편에 ‘놓아둠’이라는 본질적인 사랑이 싹틀 해방 공간이 펼쳐질 
가능성이 확보된다.

속에 내장하고 있다. ‘사랑의 동시성’이다. 김수영은 동시성을 강조하면서 ‘무엇을’이라
는 목적어를 내세우지 않는다. 세계가 개진된다는 의미는 진리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사
랑과 통한다.”

726) 고려대학교 현대시 연구회, 『김수영 사전』, 634면에서는 ‘재갈거리다’에 대해 “‘재잘
거리다’의 오식, 떠들썩하게 자꾸 이야기하거나 소리를 내다. 김수영의 육필 원고에는 
‘재잘거리는’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출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듯하다.”고 설명한다. 

727) 김수영, 「금성라디오」, 전집 1, 333면에서 김수영은 근대 기술 문명의 산물로서 라디
오를 언급한다:

금성라디오 A 504를 맑게 개인 가을날
일수로 사들여온 것처럼
500원인가를 깎아서 일수로 사들여온 것처럼
그만큼 손쉽게
내 몸과 내 노래는 타락했다
 
헌 기계는 가게로 가게에 있던 기계는 
옆에 새로 난 쌀가게로 타락해가고
어제는 캐시밀론이 들은 새 이불이
어젯밤에는 새 책이
오늘 오후에는 새 라디오가 승격해 들어왔다
 
아내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어렵지 않게 해치운다
결단은 이제 여자의 것이다
나를 죽이는 여자의 유희다
아이놈은 라디오를 보더니
왜 새 수련장은 안 사왔느냐고 대들지만 

                                         - 「금성라디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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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 하이데거에게 있어서도 그러하지만 김수영에게 있어서도 근원 내
지 원천과 가장 가까운 공간이다. ‘강’으로부터 여행을 위한 항해가 시작
되고, 강으로부터 생명의 물줄기가 발원하며, 일단 강으로 모여든 모든 물
줄기는 궁극적으로는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강이 한편으로는 강의 이쪽과 
저쪽을 분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강 속에서 분리된 것이 합쳐진다. 같은 
맥락에서 침묵이 소음을 잦아들게 한다. 이제 ‘그 강 건너에’서는 기술의 
방식이 아닌 기술 본질의 방식에 기초한 사랑이 싹튼다. 새로운 생명을 탄
생시키기 위해서는 ‘사랑하는/암흑이 있’어야 하고, ‘3월을 바라보는 마른 
나무’가지에 새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겨우내 ‘사랑의 봉오리를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메아리 되어 돌아오는 ‘그 봉오리의/속삭임’을 들을 수 있고, 
그 속삭임이 ‘안개처럼 이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모든 것을 품 안에 
감싸고 있는 ‘쪽빛/산이’ 강 건너 ‘저쪽’에서 솟아오를 수 있는 것이다. 이
렇게 강을 한 가운데 두고 우선 강 이쪽의 것과 저쪽의 것이 분리된다. 그 
다음에는 그 강 속으로 양쪽의 것이 모여들어 합쳐지며, 마지막으로 강 이
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이행의 과정이 진행된다. 그렇게 되면 기술 방
식의 사랑과 기술 본질 방식의 사랑을 각각, 그리고 함께 경험할 수 있고, 
전자에서 후자 쪽으로의 이행과 그 이행 과정에서 동반되는 변화 역시 함
께, 그리고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욕망과 사랑의 관계가 재구성 된다.728) 그래서 ‘사랑의 기
차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들의/슬픔처럼 자라나고 도야지 우리의 밥찌끼/
같은 서울의 등불을 무시’하는 것이다.729) 여기에서 ‘사랑의 기차’라는 표

728) 강연호, 앞의 논문 188면에서 강연호는 욕망에 대해 “‘욕망’의 의미는 일차적으로 김
수영이 추구하는 어떤 정신적 이상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은 현실 삶에 의해 예속 당
한다. 그러나 그는 현실 생활의 비애와 세속성을 껴안음으로써 ‘사랑’의 발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욕망’이라는 어휘소의 의미상의 범주는 부정적이면서 긍정이라는 
역설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양가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729) 오태환, 앞의 논문 199면에서 오태환은 이 시구를 “우리들은 사랑의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슬퍼지고, 우리들은 도야지 우리의 밥찌기 같은 서울의 등불을 무시한다.”로 재
구성하여 전반부를 “화자가 현재 <기차>를 매개로 하여 <사랑>을 목격할 때마다 그것
이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을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더욱 슬픔을 느끼게 
되는 상황을 그린 것”으로 해석한다. 후반에 대해서는 “서민과는 상관없는 메트로폴리
탄의 환영(幻影)과 같은 이미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화자에 의해 [서울의 등불이] <무시>
된다.”고 해석한다; 임홍배, 「자유의 이행을 위한 시적 여정. 4·19와 김수영」, 김명인·임
홍배 엮음, 『살아있는 김수영』, 창비 2012, 107면에서 임홍배는 같은 맥락에서 이 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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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은 ‘사랑’과 ‘기차’를 은유적으로 묶은 것으로서 욕망과 사랑이 역설적으
로 결합되는 방식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욕망이 입을 열어야 그 속에서 
사랑이 발견되는 것처럼 사랑의 기차가 우리의 슬픔도, ‘서울의 등불’도 
함께 실어 나른다. 슬픔과 ‘메트로폴리탄의 환영’이 질주하는 사랑의 기차
와 함께 달리고, 마침내 이러한 ‘부정적인 대상들조차 사랑에 포용’됨으로
써 ‘이제 가시밭, 넝쿨 장미의 기나긴 가시가지/까지도 사랑이’ 된다.730) 
여기에서 김수영은 사랑의 범위를 확장한다.731) 욕망과 사랑, 기차와 사
랑, 그리고 수많은 ‘부정적인 대상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랑의 변주곡’이 
연주되는 동안 김수영은 ‘앙장브망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왜 이렇게 벅차게 사랑의 숲은 밀려닥치
느냐’라는 질문을 한다. 이때는 시행이 부자연스럽게 나눠지지도, 엇갈리
게 배치되지도 않는다. 완전한 한 문장이 한 행으로 처리됨으로써 일종의 
긍정적인 가치가 발견되고732)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랑의 변주곡」은 전환
적인 계기를 마련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 벅차게 사랑의 숲은 밀려닥치느냐’와 ‘사랑의 음식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 때까지’라는 시구가 같은 연을 이루면서 긴밀하게 연

을 “여기서 ‘사랑의 기차’는 ‘욕망의 기차’로 바꾸어 읽어도 무방할 것이다. ‘사랑의 기
차가 지나갈 때마다’라는 반복적 상황은 사랑과 욕망이 분간되지 않은 채로 맹목적인 
속도에 떠밀려서 삶을 소진하는 것이 대도시의 일상임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
고 매 순간 나의 삶을 바꾸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그러한 삶의 반복
이 대개는 욕망의 탕진과 사랑의 상실로 귀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사랑(욕망)의 기차’가 
지나간 다음에야 뒤늦게 깨닫게 마련이다. ‘사랑(욕망)의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들
의 슬픔이 자라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한 상실의 비애를 망각할 때에는 다시 ‘서
울의 등불’의 화려함에 현혹되겠지만, 상실의 기억을 다른 삶의 밑거름으로 삼을 줄 알 
때 비로소 ‘서울의 등불’도 사랑을 배반하는 포식성 욕망의 잔재(‘도야지우리의 밥찌끼’)
로 다시 보일 것이다.”라고 해석한다.

730) 장석원, 앞의 논문 5면에서 장석원은 이 시구에 대해 “보다 격렬한 앙장브망”이 드러
난다고 하면서 앙장브망(Enjambement, 시행엇붙임) 기법을 통해 “화자는 부정적인 대
상들조차 사랑에 포용될 수 있음을 깨닫는다.”고 해석한다.

731) 오태환, 앞의 논문 200면에서 오태환은 이 시구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가시’를 
“늘 외부의 것들을 상처 낼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유해하다고 여
겨지는 사회의 성원을 지시한다.”고 본다. 그리고 김수영이 이들을 사랑의 범주에 포함
시키는 것에 대해 “김수영 자신의 결벽증에 비추어볼 때 <혁명적>이다.”고 하면서 “대
승적 사랑에 봉사(奉祀)하게 되었다는 이러한 자각은 그에게 하나의 감동일 수밖에 없
다.”고 말한다.

732) 장석원, 앞의 논문 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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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되어 있는 것일까? 그리고 ‘사랑의 음식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 때까지’
가 내용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 다음의 행들과 왜 연을 달리하면
서까지 시각적으로 떨어져 있도록 배치한 것일까? ‘사랑의 음식이 사랑이
라는 것을 알 때까지’는 앞 행의 벅차게 밀려닥치는 ‘사랑의 숲’과도 연결
되고, 간격을 두고 뒤따라오는 시행 ‘사랑의 절도는/열렬하다’와도 걸쳐져 
있다.733) 이렇게 볼 때 ‘사랑의 음식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 때까지’라는 
시행은 결국 ‘사랑의 변주곡’의 ‘주제부’에 해당한다. 변주부에서 다양한 
기법으로 사랑에 관한 각종 변주가 시도되고 변주의 폭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변주부가 주제부를 대신할 수는 없다.

주제부로서 이 시행에 대한 해석은 양가적이다. ‘사랑의 음식’은 ‘사랑’과 
‘음식’이 은유적으로 결합된 형태로서, 말하자면 의미사슬로 묶인 것이
다.734) 음식을 먹어야만 배가 부르고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랑
의 음식’을 섭취해야만 사랑의 생명도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사랑의 음
식’과 ‘사랑’은 정비례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반면에 ‘사랑의 음식’을 과도
하게 섭취할 경우, 그것은 욕심에 의한 폭식으로 이어져 오히려 사랑을 망
치게 된다. 김수영은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 무서운 장애물부터 우선 
없애야 한다.”고 하면서 그 장애물이 “욕심이다.”735)고 분명히 말한다. 따
라서 이 경우에는 ‘사랑의 음식’이 ‘사랑’임을 알기 위해서 무엇보다 그 음
식을 절제해야 하고, 음식 자체에 대한 욕심을 ‘없애야 한다.’ 이런 맥락에
서 김수영은 ‘난로 위에 끓어오르는 주전자의 물이 아슬/아슬하게 넘지 않
는 것처럼 사랑의 절도(節度)는/열렬하다’라는 시행을 변주곡의 주제 시행 

733) 강연호, 앞의 논문 183면에서 강연호는 ‘사랑의 음식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 때까지’
가 바로 앞 행에 나오는 ‘사랑의 숲’과도 연결되고 뒤 행의 ‘사랑의 절도는/열렬하다’와 
“동시에 걸쳐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오태환, 앞의 논문 200면에서 오태환은 
이 질문과 관련해서 ‘사랑의 음식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 때까지’라는 시구가 그 자체로
도 난해하고 ‘왜 이렇게 벅차게 사랑의 숲은 밀려닥치느냐’를 “한정하는 구문상의 성격 
때문에 독해의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한다.

734) 오태환은 같은 곳에서 <사랑>과 <음식>의 의미사슬에 대해 “<음식>은 생명을 존속하
게 하는 자양의 뜻을 지닌다. 그렇다면 사랑이라는 생명을 존속하게 하는 자양은 사랑
이라는 항등식을 세울 수 있다. 이 구절은 사랑은 사랑에 의해서 유지되고 생성된다는, 
소박하고 평이한 금언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걸 체득한 순간은 사랑을 깨달은 찰나
이기도 하다.”고 해석한다.

735) 김수영, 「생활의 극복」, 95면.



- 248 -

다음에 배치시키고, 앙장브망 기법을 활용해서 사랑의 절도를 실천하기 위
한 전략을 세운다. 김수영의 시가 난해한 이유가 여기에서도 잘 나타난다. 

‘사랑의 절도(節度)는/열렬하다’라는 시행에서 시행의 엇갈림과 시행을 
구성하는 시어들의 배열과 조합이 어색하고 이상하다.736) ‘사랑’과 ‘절도’, 
‘열렬’이라는 단어로 ‘사랑의 절도’라는 구와 ‘사랑의 절도는 열렬하다’라
는 절을 만드는 것이 얼핏 보면 형식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부자연스럽다. 
보통 ‘사랑’과 ‘절도’는 같이 묶여지기에 부적합한 단어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김수영은 이 두 단어를 은유적인 비유법을 사용해서 결합시킨다. 
그리고는 은유가 획득하는 비유적인 의미를 ‘난로 위에 끓어오르는 주전자
의 물이 아슬/아슬하게 넘지 않는 것처럼’이라는 직유법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구체화한다. 

김수영에게 있어서 사랑은 더할 나위 없이 열렬하되, 그 열렬함은 절도
에 의해 배가되고 증폭되며 무제한적이 된다. 열렬한 사랑이 무절제하고 
소모적인 방종의 사랑과 동일시 될 수 없다는 것을 김수영은 분명히 말한
다. ‘난로 위에 끓어오르는 주전자의 물이 아슬/아슬하게 넘지 않’도록하
기 위해서 신경 써야 할 것과 명심해야 할 것,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주전자의 물이 끓어오를 만큼 열렬히 사랑하되 
그 물이 넘쳐흐르지 않도록 하려면, 그리고 비등점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면
서 사랑의 열렬함을 지속시키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상상할 수 있다. 그
만큼 김수영은 사랑의 절도가 열렬할 수 있도록 공을 들이고 정성을 쏟는
다. 김수영의 사랑 방식대로라면 충분히 ‘사랑의 절도는 열렬’할 수 있다. 
그리고 ‘열렬’한 ‘사랑’의 ‘절도’는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제한받지 
않고 사랑의 본질과 보편적인 사랑, 심지어 기술 방식의 사랑에도 유효하
다. 같은 맥락에서 김수영에게는 ‘간단(間斷)도 사랑’이다. 이 시에서 사랑
의 ‘간단’은 역설적으로 ‘이 방에서 저 방으로’, ‘할머니가 계신 방에서/심
부름하는 놈이 있는 방까지 […] 사랑이 이어져가는 밤’과 맞닿아 있기 때
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사랑이 잠깐의 끊어짐도 없이 이곳저곳에서 계
속되고 있”737)음을 나타낸다.

736) 장석원, 앞의 논문 5면. “문법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한 의미 단위인 주어와 술어
가 분리되어 각각의 행으로 배치된다.”



- 249 -

김수영은 특히 ‘죽음 같은/암흑’과 ‘고양이의 반짝거리는 푸른 눈망울’을 
극명하게 대비시킴으로써 죽음과 사랑을 잇는 밤의 창조성을 인식하고, 창
조적인 밤에 ‘이 사랑을 만드는 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다양한 대상에 대
해 온전한 사랑을 실현하는 각종 사랑의 변주곡을 연주한다. ‘눈을 떴다 
감는 기술-불란서 혁명의 기술/최근 우리들이 4·19에서 배운 기술’들이 
전부 밤의 창조 작업에 동원된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소리 내어 외치
지 않는다’738)에서 알 수 있듯이 그 기술들은 밤을 깨우지도, 내몰지도, 
재촉하지도 않는다. 말하자면 죽음과 사랑과 밤을 그대로 ‘놓아둠’으로써 
사랑과 기술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 둘이 협화음을 내도록 유도한다. 사랑
도, 기술도, 신념도, 도시도, ‘사랑의 변주곡’ 선율에 따라 움직이고 선율
의 긴박함과 느슨함, 강약, 그리고 높낮이에 따라 ‘단단함’도, ‘간악함’도, 
‘크기’도, ‘위대함’도 자율적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조절된다. 

이처럼 사랑도, 기술도, 신념도, 도시도 절대적이거나 확정적, 고정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김수영은 ‘아들’에게 ‘사랑의 변주곡’을 들려주면서 
기술의 방식이 아닌 기술 본질의 방식으로 사랑할 것을 가르친다. 그것이 
‘닦달함’이 아닌 ‘놓아둠’으로써 가능하다는 사실도 분명히 말한다. 그리고 
‘아들’이 그것을 배워서 알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둔다. 때가 될 때까지 믿
고, 맡겨두고, 기다린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다. 그 과정에서 의심과 광
란이 또 다른 ‘사랑의 변주곡’으로 연주되기도 하겠지만 아버지는 그것이 
‘아버지 같은 잘못된 시간의/그릇된 명상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아들에게 
‘너의 가슴에/새겨둘 말을 너는 도시의 피로에서/배울 거다’고 분명히 말
한다. 그리고 그 시점을 ‘인류의 종언의 날’, ‘너의 술을 다 마시고 난 날’, 
‘미대륙에서 석유가 고갈되는 날’처럼 ‘그렇게 먼 날까지 가기 전’739)으로 

737) 강연호, 앞의 논문 183면.
738) 위의 논문 199면에서 강연호는 이 시구가 “‘혁명’을 급진적 완전성에의 추구나 피상

적 구호에서 벗어나 역사적 전망과 내면적 각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제시해 준다.”고 
해석한다; 오태환, 앞의 논문 202면에서 오태환은 ‘소리 내어 외치지 않는’ 것에 대해 
“혁명을 의식은 하되 표현하지 않거나, 아직 의식하지 않는 상태로 추리할 수 있다. 어
쩌면 앞으로도 영원히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일 수도 있다.”고 하면서 ‘사랑을 만드는 
기술’이 ‘혁명’의 기술과 별개임을 강조한다; 김효곤, 앞의 논문 300면에서 김효곤 역시 
혁명에 대해 “어떤 혁명도 근본 혁명일 수 없고 ‘눈을 떴다 감는 기술’처럼 손쉽게 일
어났다가 손쉽게 사그라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인간의 한계 자각이기도 하”기 때문에 김
수영이 이 구절을 외치게 된다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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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아버지는 아들이 “겪어야 할 시간을 다 겪는다면, 그때는 이미 배
움이 도래해 있을 것”740)이라는 것을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가슴에/새겨둘 말’, 즉 ‘이 단단한 고요함’741)을 ‘도시의 피로에서/배울
거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아들은 ‘사랑을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
다.’ ‘도시의 피로’가 ‘단단한 고요함’을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결국에는 ‘사
랑으로 폭발’할 것이기 때문에 이 ‘도시의 피로’는 「사랑의 변주곡」 1-2행
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사랑’ 대 ‘도시의 피로’는 ‘사랑’과 ‘욕망’의 관계 
구조를 그대로 따른다. ‘욕망’이 ‘사랑을 발견’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이면서 
동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도시의 피로’도 양가적이고,742) ‘도시
의 피로’가 가르쳐주는 ‘단단한 고요함’ 역시 긍정적이면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다.743) 이것이 「사랑의 변주곡」에서 김수영이 사랑을 처리하는 독특
한 방식이고, 이 방식을 김수영은 ‘아들’에게 전수해 주고자 하는 것이다. 

「사랑의 변주곡」에서 연주되는 사랑은 “어떤 형이상학적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욕망’ 속에서 배태된 것이며 또한 ‘도시’에서의 일상적인 삶
을 통해 자연스럽게 얻어질 수 있는 것”744)이다. 이러한 사랑을 노래함으

739) 오연경, 앞의 논문 103면에서 오연경은 이 시점에 대해 “‘이 사랑을 만드는 기술을 
안다’라는 우리들의 현재완료는, 이제 ‘이 단단한 고요함을 배울 거다’라는 아들의 전미
래로 변주된다. 사랑의 기술은 결코 가르치거나 전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 세대의 완료이되 미완의 완료이고, 아들 세대의 미래이되 도래할 미래이기 때문
이다.”라고 해석한다.

740) 같은 곳.
741) 같은 곳에서 오연경은 씨앗을 “미완의 종착점과 도래할 것의 도착점이 만나는 점, 과

거의 현재와 미래의 현재가 순간적으로 마주친 점”으로 보고 ‘복사씨와 살구씨와 곶감
씨’가 아름답게 단단한 이유에 대해 “그 작은 점에 어마어마한 시간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한다. 

742) 같은 곳. “피로는 도시의 일상을 지배하는 매 순간의 적이자, 일상이 되어 버린 적을 
적으로 알아보는 예민함이다. 멈춤도 없고 빈틈도 없이 밀려오는 도시의 피로는 사랑의 
폭발을 기다리는 고요한 일상이다. […] 축적된 시간이 ‘도시의 피로’로 충만해 질 때 
[…] 전미래적 예언은 사랑의 폭발을 향해 고조된다. 그 극점에서 ‘한 번은 이렇게/사랑
에 미쳐 날뛸 날이 올 거다!’라는 환희의 확신이 터져나온다.”; 강연호, 앞의 논문 200
면. “‘도시’는 피로와 설움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지만, 또한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욕망’처럼 양가적 의미를 갖는다.”

743) 김효곤, 앞의 논문 300-301면. “‘아름다운 단단함’은 […] ‘단단한 고요함’으로 재진술
되고 있다. 이것은 ‘도시의 피로’에서 배울 수 있는 어떤 것이기에 부정적 의미에 속한
다. 그러면서도 ‘단단한 고요함’인 복사씨는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사랑을 향해 
싹튀워야 할 생명의 응집이기에 무한한 잠재력과 긍정적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744) 강연호, 앞의 논문 200면; 오태환, 앞의 논문 209면에서 오태환은 같은 맥락에서 “이 



- 251 -

로써 「사랑의 변주곡」은 “원곡의 교정이 아니라 원곡으로부터의 이행”745)

을 시도한다. 결국 ‘사랑의 변주’를 통해 김수영이 들려주고자 하는 사랑
의 주제곡은 대립적인 이원성을 자체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이고 포용력 
있는 사랑의 본질에 관한 것이다. 이 노래에서는 닦달함의 사랑도, 놓아둠
의 사랑도, 욕망도, 도시의 피로도, 기술도, 그리고 혁명도 상호 변주를 통
한 이행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사랑의 본질을 노래하는 주선율에 수렴된다. 

김수영에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은 매우 다양하고,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그리고 무엇이든지 간에,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은 닦달하는 구속함으
로부터 놓아두는 해방으로 이행함으로써 본질을 획득한다.746) 이러한 이행
을 통해 사랑은 보다 더 모험적이 되고, 보다 더 모험적이 됨으로써 도래
하는 죽음을 향해 미리 달려가고 죽음에 대한 불안으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다. 이렇게 사랑과 죽음을 연결하는 김수영의 방식747)은 바로 릴케의 방
식이고 또한 하이데거가 죽음과 사랑을 이해하고 처리하는 방식과 맞닿아 
있다.  

시에서 <사랑>은 […] 역사적·정치적 의식이나 이념으로부터 벗어난 서민들의 드라마인 
동시에 그것에 대한 애정이다.”라고 해석한다. 

745) 오연경, 앞의 논문 104면.
746) 김수영, 「요즈음 느끼는 일」, 51면에서 김수영은 이 시의 주제부에 해당하는 ‘사랑’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 사전 기초 작업을 한다. “그리고 사랑은 호흡입니다. 사랑은 눈
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도 오늘날과 같은 복잡한 사회 환경에
서는 여간 조심해서 보지 않으면 분간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이 순결하면 순결할수
록 더 그렇습니다. 기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사랑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747) 김윤배, 앞의 논문 64면에서 김윤배는 “김수영이 죽음과 사랑을 대극에 놓고 시의 새
로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시라는 것이 얼마만큼 새로운 것이고 얼마만큼 낡은 것
인가의 본질적인 묵계(默契)를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중요한 것은 죽음과 사랑을 대극
으로 하여 충돌함으로써 새로운 시세계 생성의 동력을 얻게 될 때 그 사랑은 공동체적 
삶에 대한 사랑이며, 죽음 또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공동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
로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죽음”이고 “시로 열어가는 죽음”이라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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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하이데거가 규명하는 알레테이아로서의 존재 진리, 즉 ‘시적 진리’의 본

질은 하이데거의 사유하는 시 짓기와 시 짓는 사유의 관계 속에서 유기적
으로 드러나고 하이데거의 존재 진리에 대한 근본 명제 속에서 구체화된
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시적 진리는 하이데거적인 의미의 존재가 은폐된 
채 터를 잡고 있는 언어 작품 속에서 탁월하게 비은폐되는데, 이것이 가능
한 이유는 언어가 존재의 집이고, 그 언어를 하이데거가 말하는 ‘시인’이 
명명할 수 있으며, 시인이 시 짓기를 통해 존재의 알레테이아를 위한 열린 
장을 일어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리는 시작(詩作)됨으로써 존재자의 환한 밝힘과 은닉으로서 일어난다. 
모든 예술은 존재자로서의 존재자의 진리의 도래가 일어나게 하는 것으로
서 그 본질에 있어서 시 짓기이다. 그 속에서 예술작품과 예술가가 동시에 
존립하게 되는, 그런 예술의 본질이란 진리가 스스로를-작품-속으로-정립
함이다. 예술의 이러한 시 짓는 본질로부터 예술이 존재자의 한가운데서 
열린 곳을 열어젖히게 되면, 이 열린 곳의 열려 있음 안에서 모든 것이 예
전과는 전혀 다르게 존재하게 된다.’ 바로 이 구절을 통해 하이데거는 존
재 진리로서의 시적 진리에 대한 기본 틀을 잡고 시적 진리의 본질에 이
르는 사유의 도상에서 “‘존재’가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밝혀”748)주는 
이정표를 세운다. 그리고 그 이정표에 기록되어 있는 존재의 ‘근본 명제’
들이 하이데거와 김수영의 영향 관계를 증명하는 요소들로서 작용한다. 

하이데거가 규정하는 근본 명제와 그 명제로부터 추출될 수 있는 존재 
개념은 본 논문에서 다루어진 것보다 더 많이 생성될 수 있다.749) 그렇다
면 결국 존재자의 존재를 비은폐로서의 존재 진리로서 밝히기 위한 하이
데거의 사유 여정과 전략은 어느 정도 분명해진다. 존재 개념을 문법적으
로 규정함에 있어서 주어와 보어를 이어주는 계사로서 Sein 동사의 존재

748) 하이데거, 『근본개념들』, 222면. 옮긴이-박찬국-의 말.
749) 위의 책 93면과 103면에서 하이데거는 존재를 성찰하기 위해 ‘존재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이면서 동시에 은닉이다.’와 ‘존재는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이면서 동시에 심-연이
다.’라는 근본 명제를 함께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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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 가시화되었다면 그것은 존재가 존재자와 연결되기 전에는 추상적이
고 보편적이라는 것과 그렇다고 하더라도 존재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
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 

존재자 인간이 탈존적인 존재자로 거듭나야 하고 탈존적인 존재자로서의 
인간이 ‘궁핍한 시대의 시인’이 되어 존재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사유하고 
시 짓기를 해야만 언젠가는 깜깜한 숲속에 난 ‘열린 터’에 이르게 된다. 바
로 그때 거기에 은폐되어 있던 존재 진리가 비은폐된다. 이것이 하이데거가 
사유의 도상에 세워놓은 이정표의 핵심 내용인데, 이러한 내용이 하이데거
의 시 해석 과정과 김수영의 시 짓기 과정에 그대로 반영됨으로써 하이데거
와 김수영의 영향 관계가 존재론적으로 증명된다.  

하이데거는 신과 죽음, 자연, 언어, 고향, 사랑 등과 같은 존재 개념들을 
중심으로 존재 진리의 본질 해명을 위한 적극적인 해법을 제시하는데, 그
것이 하이데거의 횔덜린과 트라클, 그리고 릴케 시에 대한 해석이다. 하이
데거는 이들 시인들의 시를 해석하기 전에 ‘궁핍한 시대’의 시인인 횔덜린
의 시가 역운으로 작용한다고 분명히 밝힌다.그리고 이러한 역운이 트라클
과 릴케의 시에서도 반복적으로 작용하며 시간과 공간 너머 김수영의 시
에도 되풀이되어 나타난다. 

하이데거는 횔덜린의 시를 해석하면서 시대의 궁핍함이 신의 도주함으
로 인해 생긴다고 진단한다. 이때 신의 성스러움도 함께 자취를 감춘다. 
이제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신뿐만 아니라 다른 인간, 동·식물 등에 
대해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것들 위에 군림하고 그것들을 지배한다. 그 
결과 신과 인간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인간의 세계에서 신은커녕 
신성함도 찾아보기 어렵다. 신의 존재가 은폐되면 될수록 시대는 점점 더 
궁핍해 진다. 신이 인간을 저버렸거나 신이 인간을 떠난 것이 아니다. 인
간을 사랑하는 신의 마음을 궁핍한 시대의 시인들이 자신의 언어 속에 담
는다. 시인들의 노래 속에서는 신과 인간이 서로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
는데, 그 이유는 둘 중 하나가 없으면 나머지 하나도, 그리고 성스러움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수영에게 있어서 신과 인간의 관계를 매개해 주는 것은 ‘원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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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죄는 한편으로 육욕과 육체의 수치심에 의한 인간의 타락과 연결되
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육체의 욕과 죄를 제거함으로써 신의 존재 
진리를 해명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원죄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육
체에 매어있고 갇혀있던 시인이 육체와 원죄의 필연적인 인과성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본질적인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한 차
원 더 승화된 상태인 생명의 가능성이 육체성에서 다시 열리고 은폐된 육
체가 비은폐된다. 뿐만 아니라 ‘원죄가 죄(성교)이전의 죄’가 됨으로써 신
과 인간의 관계도 재정립된다. 원죄 이전의 아담과 이브의 육체가 신의 영
원함과 불멸성을 보증해 줌으로써 신은 충일한 존재가 된다.

죽음에 관한 실존론적-존재론적 규정에 의하면 ‘죽음은 현존재의 종말’
을 의미한다. 따라서 ‘죽음을 향한 존재는 본질적으로 불안’해 하고 이러
한 불안은 죽음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진다. 이것이 바로 하이
데거가 말하는 공통성과 유일함을 특징으로 하는 죽음의 존재론적 본질이
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모든 존재자가 죽음을 미리 달려가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은 모든 존재자들에게 공통적이다. 
하지만 모든 존재자들이 불가능성으로서의 죽음으로부터 가능성을 도출해
냄으로써 죽음을 통해 삶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
에 죽음은 모든 존재자들에게 공통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결국 유일하면서
도 공통적인 죽음의 존재 본질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결단에 의해 규정될 
수 있고 비은폐될 수 있다.

궁핍한 시대를 살아가는 시인으로서 김수영은 자신의 시 짓기와 ‘죽음에
의 의지’를 교묘하게 결합시킨다. 이것은 일종의 모험과, 모험을 감행하는 
현존재의 불안과, 불안에 동반되는 섬뜩함과, 불가능성의 죽음을 가능성으
로 선취하기 위한 결단 등을 하이데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김수영
의 ‘실험적인’ 시 짓기 방식이다. 김수영은 죽음의 양쪽 축을 오가면서 죽
음의 심연을 향해 추락하기도 하고 도래할 죽음을 미리 맞이하기 위한 상
승 작용을 위해 미리 심연의 바닥에 닿기도 한다. 시를 짓는 매 순간 김수
영은 죽음의 불가능성에서 가능성을 길어 올리고, 그 가능성을 다시 삶의 
가능성에 쏟아 부으면서 삶으로서의 죽음을, 죽음으로서의 삶을 시 짓는다. 



- 255 -

횔덜린의 시 「마치 축제일처럼···」에 대한 하이데거의 해석 과정을 따라
가다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어 닳아빠진 것이면서 동시에 근원적인 것인 
자연의 존재 본질에 이르게 된다. 횔덜린이 이 시에서 다루고 있는 자연의 
개념은 아주 본질적인 것으로서 그리스어 퓌시스에 근거한다. 그런데 퓌시
스로서의 자연이 은폐되기 시작하면서 자연의 본래적인 편재성과 시원적
인 근원성이 상실되고, 오히려 가장 많이 사용되어 가장 닳아빠진 것으로
서 우리 앞에 놓인다. 게다가 인간의 자연에 대한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이
며 무조건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자연의 마모는 점점 더 심해진다. 자연
의 야누스적인 양면성, 즉 ‘성스러운 것의 온전함’과 추락한 ‘종의 모습’ 
둘 다가 자연의 모습이고 이러한 자연의 존재 본질을 시인이 노래한다. 

김수영에게 있어서 자연은 ‘몸’ 내지 ‘육체성’과 결부되어 다루어지고 자
연과 관련 있는 김수영의 시적 사유는 ‘온몸’으로부터 발산된다. ‘온몸의 
이행’인 시 짓기를 통해 김수영의 육체성도 움직이고 이 움직임에 의해 김
수영의 자연도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퓌시스는 ‘과거와 미래를 통하는 
꽃’처럼, 바람에 눕고 울기를 반복하다가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고, 울
고, 일어나는 ‘풀’처럼 피어나고 운동함으로써 모습을 드러내고, 모습을 드
러내면서 동시에 피어난 곳을 향하고 심지어 그곳으로 되돌아가서 스스로
의 모습을 감춘다. 이렇게 열린 장 속으로 피어남, 환한 트인 터의 환한 
밝힘과 동시에 자신이 피어나고 자신을 밝히는 자기 안으로 되돌아가 닫
히는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김수영의 자연은 ‘세계’의 개진과 ‘대지’의 
닫힘 간 투쟁이라는 하이데거적인 존재 진리의 본질 구조와 유사하다. 

하이데거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언어가 우리를 향해 움직이
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우리를 부르면 우리가 그곳으로 이끌려 들어간다
고 본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말함을 언어의 말함에 내맡기고 포함시
켜야만 우리가 언어의 본질 차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하이데거는 트라
클의 「어느 겨울저녁」이라는 시를 해석하면서 시종일관 말하는 주체가 시
인이 아닌 언어임을 밝히고, 시인이 시 짓기도 전에 이미 언어가 말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시 짓기에서 말함의 언어와 침묵의 언어 둘 다가 언어의 
본질로서 통용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언어의 말함은 침묵의 말함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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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를 열고 침묵의 말함은 언어의 말함을 자신에게 가두어 간직함으로
써 상호 간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이렇게 언어의 말함과 침묵의 
말함은 상호 정비례적인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언어라는 존재는 가장 
많이 말해지는 것이면서 동시에 묵언의 것으로 비은폐된다. 

김수영에게 있어서도 시인의 시 짓는 언어와 세상 사람들의 일상 언어
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언어를 존재론적으로 이해하고 알레테이아로서 언
어라는 존재의 존재 진리를 밝히기 위해 김수영은 「말」에서 언어에 대한 
존재론적인 해석을 재차 시도한다. 김수영은 ‘익살스러움’이라는 시어를 호
명하여 언어와 침묵 사이에 작동시킨 결과 ‘모든 사람에게 고해야 할 너무
나 많은 말’이 이제는 ‘무언의 말’이 된다. 김수영은 이렇게 한편으로 말을 
함으로써, 언어의 말함으로써, 더군다나 탁월한 방식의 언어의 말함으로써 
궁핍한 시대를 시 짓기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세상 사람들 눈에는 ‘무서운 
무성의를 자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무언의 말’로써 시 짓기를 한다. 

횔덜린의 시 「회상」에 대한 하이데거의 해석을 따라 걷다보면 「회상」의 
첫 시구 ‘북동풍이 분다.’에서부터 마지막 시구 ‘머무는 것을 그러나, 시인
들이 짓는다.’에 이르기까지 가장 망각된 것이면서 동시에 상기인 고향의 
존재 진리가 점차적으로 비은폐된다. 하이데거가 해석해 내는 횔덜린의 회
상은 이중적이다. 말하자면 회상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 버린 
것에 대한 ‘생각’이면서 동시에 도래할 것에 대한 생각이기도 하다. 존재
자인 인간에게 고향을 떠나옴과 타향에서의 머무름, 그리고 귀향의 문제는 
시간성과 결부되면서 제한적이 되고, 특히 신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유한성
을 결정짓는 것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하이데거는 고향을 떠나온 방랑객의 
뱃머리가 전진하면서 동시에 고향을 향할 수 있도록 횔덜린 식 회상의 메
커니즘을 적극적으로 작동시킨다.

김수영 역시 하이데거와 같은 맥락에서 고향의 존재 진리를 자신의 시 
「비」와 「현대식교량」에 정립한다. 「비」를 통해 죽음을 향하면서 동시에 
근원으로 환향하는 시인의 ‘복잡하고 미묘한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면 「현대식교량」을 통해서는 시인의 이러한 심리 상태가 어떻게 내면화되
는지를 알 수 있다. 「현대식교량」과 「비」에 등장하는 모든 존재자들은 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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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린의 시 「회상」에서 호명된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고향을 떠나 방
랑의 길에 오르는 순간 고향을 망각하게 된다. 그 길 위에서 시간과 공간
을 경험하면서 더욱 더 고향을 망각하게 되는데, 망각의 끝에 이르러서는 
이율배반적으로 가장 또렷하게 고향을 상기한다. 그런데 이러한 망각과 상
기의 메커니즘은 존재로서의 고향이 우리에게 작동하는 것으로서 말하자
면 고향이 우리를 낯선 곳 속으로 데려가 우리로 하여금 고향을 망각하게 
하고 동시에 그곳에서 가장 많이 고향을 상기하게 하는 존재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이데거는 릴케의 「즉흥시」 해석에서 가장 강요하는 것이
면서 동시에 가장 해방하는 존재인 사랑의 존재 진리 문제를 기계의 그것
과 대조하면서 본질적으로 다룬다. 하이데거는 「즉흥시」 해석에서 릴케가 
자신의 시 속에 정립하는 기술의 존재 진리 문제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는
데, 그 이유는 기술의 존재 본질, 즉 가장 강요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가장 
해방적인 것이 사랑의 존재 진리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
문이다. 본래 중립적인 기술이 대상적인 세계와 비대상적인 공간에서 완전
히 다르게 작용함으로써 은폐되고 비은폐되는 것처럼 사랑도 대상적인 세
계에서는 가장 구속적인 것으로서 ‘닦달함’에 관여하고 비대상적인 세계에
서는 가장 해방하는 것으로서 ‘내맡겨 두기’를 한다는 것이다. 

김수영의 문학 저변에 가장 넓게 깔려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해도 과언
이 아닐 만큼 김수영에게 있어서 사랑은 그 스펙트럼이 넓다. 김수영은 사
랑에 대해 그것이 죽음과 맞닿아 있고 죽음으로써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고 밝힌다. 김수영이 「애정지둔」과 「사랑」, 그리고 「사랑의 변주곡」에서 
노래하는 사랑의 대상은 매우 다양하고,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무엇이
든지 간에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은 닦달하는 구속함과 내버려두는 해방을 
함께, 그리고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김수영이 들려주는 ‘사랑의 변주곡’은 
사랑의 변주 기법을 극대화하면서 오히려 사랑의 주제부, 즉 본래적이고 
본질적인 사랑의 주제 선율을 담아낸다.

이제 인간은 존재로서의 신과 관계 맺음에 있어서 신을 추방하거나 거
역하는 대신 신을 경외하고 신을 기도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도래하는’ 
신의 존재를 비은폐한다. 



- 258 -

죽음이라는 존재 진리에 대해, 시간성을 존재의 역운으로 두고 생명의 
끝에 해당하는 죽음을 미리 달려가 봄으로써 유한한 것으로서 무한함을 
‘미리’ 취하고 불가능한 것을 ‘도래할’ 가능한 것으로 맞이함으로써 죽음을 
비은폐한다. 

자연은 특히 세계의 개진과 대지의 은폐, 그리고 양자 간의 투쟁이 끊임
없이 일어나는 곳인데, 인간과 자연 존재와의 관계 맺음에 있어서 보다 인
간적이 된 인간이 본질적으로 자연과 관계를 맺는다면 자연이라는 존재 
진리도 본래의 의미대로 퓌시스로서 피어나는 가운데 비은폐된다. 

언어가 ‘존재의 집’이라고 했을 때 존재의 집인 언어를 인간만이 사용한
다는 것은 인간만이 언어 속에 거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이 시인이 
될 때, 언어 중에 시어가 호명되고 언어가 시 짓는 언어가 될 때, 탁월한 
언어의 존재 진리는 시인의 시 짓는 작업과 동시에 진리가 스스로를 작품 
속에 정립함으로써 비은폐된다. 

고향이라는 존재 진리는 죽음의 그것과 ‘동일하면서도 다른’ 구조와 과
정을 거쳐 비은폐된다. 말하자면 고향을 떠남과 동시에 고향의 회상 메커
니즘이 작동함으로써 고향이 우리로 하여금 고향을 점점 더 망각하게 하
고 여행의 끝에 이르러 가장 상기하게 하는 방식으로 고향이 비은폐된다. 

사랑이 존재인 이유는 그것이 지배 또는 소유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랑을 내세워 사랑하는 사람을 구속하거나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상
대방을 종용하는 것은 존재로서의 사랑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그러한 방법
으로 사랑이라는 존재의 진리를 비은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이데거는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존재 진리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존재 진리의 본질에 해당하는 근본 명
제를 규정하고, 그 명제를 규명하는 방식으로 알레테이아로서의 존재 진리
를 해명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김수영의 예술작품 속에 정립된 하이
데거의 시적 진리를 비은폐하기 위해 하이데거의 독일시 해석을 바탕으로 
김수영의 시와 산문을 분석했다. 그 과정에서 하이데거와 김수영의 존재론
적 친화력을 바탕으로 하이데거의 존재 진리에 관한 근본 명제들로부터 
근본개념들을 추출해 내는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는 하이데거가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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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명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그것이 어떻게 김수영의 시에 정립되어 알
레테이아로서의 존재 진리, 즉 시적진리로 비은폐되는지를 김수영의 시 분
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결국 알레테이아로서 존재 진리인 시적 진리를 밝히는데 있어서 주도적
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인간이다. 하이데거에게 있어서도, 김수영에게 있어
서도 인간이 존재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가 중요하고 인간과 존재의 관
계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존재, 즉 신, 죽음, 자연, 언어, 
고향, 그리고 사랑이 인간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결국 인간이 그것들의 
작용에 대해 어떻게 반작용하는지, 아니면 그 역이 어떻게 성립하는지에 
달려 있고, 그것에 따라 존재 진리는 은폐되기도 하고 비은폐되기도 한다. 
하이데거가 서구 형이상학의 역사를 총망라해서 존재 진리의 은폐와 비은
폐 과정을 총체적으로 점검한 이유는 인본주의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재구
성함으로써 인간다운 인간을 보다 더 인간답게 만들기 위함이다. 이를 위
해 하이데거는 도래할 서구 형이상학의 역사에서 길잡이가 될 이정표를 
자신의 사유 도상에 세운다. 그리고 김수영은 시적 진리로서의 존재 진리
가 스스로를 작품 속에 정립하는 방식으로 하이데거의 이정표에 따라 사
유하는 시 짓기를 한다.

‘현(Da)’의 열린 터로서 존재는 신과 죽음, 자연, 언어, 고향, 사랑 등을 
열린 터에서 열어 밝힘으로써 비은폐로서의 존재 진리를 밝힌다. 이렇게 표
현되든 저렇게 진술되든 존재에 대한 이 모든 근본 명제 내지 근본개념들은 
‘존재와 존재자의 차이를 성찰하기 위한 지침들’이다. 따라서 하이데거가 이
러한 지침들을 이렇게 준비한 것은 김수영을 비롯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은폐로서의 ‘존재’ 진리를 찾아 순례의 길을 떠나는 모든 사유가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이정표를 마련해 준다는 의미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하이데거처럼 존재의 근본 명제 또는 근본개념들을 가급적 많이 만들어 내
고, 김수영처럼 그 개념들을 존재 진리로서 예술작품 속으로 정립하고, 우
리가 김수영의 예술작품을 분석함으로써 그 속에 나타난 하이데거의 ‘시적 
진리’를 비은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존재론적인 철학자와 양심적인 시인, 
그리고 ‘윤리적’인 인간이 함께 수행해야 할 동시대적인 과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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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Heideggers ‘dichterische Wahrheit’
in den dichterischen Werken 

von Kim, Su-Young

Sunhi Hong
Interdisciplinary Programme in Comparative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e Ansichten über die möglichen Verbidungen zwischen Kim, 
Su-Young und Heidegger bzw. über die Heideggers Wirkung auf 
Kim, Su-Young gruppieren sich im Allgemeinen unter drei 
Aspekten. Die erste Gruppe zweifelt im Grunde an einer solchen 
Wirkung und nimmt sich davor in Acht, sich überhaupt damit zu 
beschäftigen. Die zweite bezieht sich auf den Zeitpunkt der ersten 
Begegnung zwischen Kim, Su-Young und dem deutschen 
Philosophen Heidegger, d. h., ihrer Ansicht nach lässt sich dieser 
Zeitpunkt mindestens 10 Jahre vorverlegen. Es liegt der dritten 
Gruppe daran, zu betonen, dass das Niveau Su-Young Kims in 
der Auslegung Heideggers an dessen dichtendes Denken und 
denkendes Dichten heranre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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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se Arbeit baut auf diesen drei verschiedenen Meinungen auf 
und beschäftigt sich mit Kim, Su-Youngs Gedichten und Prosa, 
im Zusammenhang mit Heideggers ‘dichterischer Wahrheit’, die 
sich aus dem Begriff der Wahrheit des Seins als αλήϑεια ableitet. 
Es folgert daraus natürlich, dass es zwischen diesen beiden 
Intellektuellen eine ‘Wahlverwandtschaft’ des ‘Seins’ gibt, obwohl 
sie keine Gelegenheit dazu hatten, dauerhaft miteinander in 
Kontakt zu bleiben und sich unmittelbar zu beeinflussen.    

Heidegger stellt an den Menschen in seinem zeitlichen Dasein 
die hohe Anforderung, die Humanität, die in der Moderne 
weitgehend verborgen und verstellt ist, wieder herzustellen, um 
ein noch besserer Mensch zu werden. Und von den Philosophen, 
die sich traditionell mit der Metaphysik beschäftigten, fordert er, 
die Metaphysik, die seit dem Beginn der Geschichte der 
abendländischen Philosophie immerfort falsch verstanden und 
imagiert wurde, wieder zu retten, um das eigentliche Wesen der 
Metaphysik offen zu legen. Dabei stellt er die Wahrheit des Seins 
in den Vordergrund und setzt seine eigenen Wegmarken 
unterwegs zur Erörterung des Seins. Darauf stehen die folgenden 
Grundbegriffe im Bezug auf das Sein:

1) Das Sein ist das Leerste und zugleich der Überfluß.
2) Das Sein ist das Gemeinste und zugleich das Einzige.
3) Das Sein ist das Abgegriffenste und zugleich der Ursprung.
4) Das Sein ist das Gesagteste und zugleich die Verschweigung. 
5) Das Sein ist das Vergessenste und zugleich die Erinnerung.
6) Das Sein ist das Verzwingendste und zugleich die Befrei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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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 Heidegger verkörpert sie durch die Auslegung der Gedichte 
von Hölderlin, Trakl, und Rilke, die von Heidegger als Dichter in 
dürftiger Zeit ausgewählt sind, d. h., bei seiner Arbeit setzt 
Heidegger die Wahrheit des Seins als ‘dichterische’ in sein  
dichtendes Denken. Es handelt sich um Grundbegriffe wie Gott, 
Tod, Natur, Sprache, Heimat und Liebe, die im engen 
Zusammenhang mit Heideggers ‘dichterischer Wahrheit’ des Seins 
stehen. 

Die dichterische Wahrheit, die von Heideggers Wahrheit des 
Seins durch ‘künstlerische’ Werke-einschließlich der Baukunst, 
Bildkunst, Tonkunst und Sprachkunst-hergestellt werden kann, ist 
auch die Wahrheit, die sich in die Werke setzt und als  Lichtung 
und Verbergung des Seienden gedichtet wird. Die Kunst, nach 
Heideggers dichtendem Denken, ist Dichtung als das 
Ins-Werk-Setzen der Wahrheit und sogar im Wesen Dichtung als 
‘Geschehenlassen der Ankunft der Wahrheit des Seienden.’ Was 
die Dichtung als lichtender Entwurf an Unverborgenheit 
auseinanderfaltet und in den Riss der Gestalt vorauswirft, ist das 
Offene, das sie geschehen lässt und zwar dergestalt, dass jetzt 
das Offene erst inmitten des Seienden dieses zum Leuchten und 
Klingen bringt. Das ist der Kern der ‘dichterischen Wahrheit’ bei 
Heidegger.

Im zweiten Kapitel dieser Arbeit befasse ich mich mit den 
philosophischen Ansätzen, mit denen Heidegger die ganze 
Geschichte der Metaphysik als die der Vergessenheit des Seins 
bezeichnet. Heidegger erinnert uns daran, dass wir wegen des 
Irrtums und des Missverständnisses in der Metaphysik, zwischen 
Sein und Seiendem nicht unterscheiden, und dass das Sein selb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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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weder verborgen oder völlig vergessen ist. Er fordert uns also 
dazu auf, dass wir das Sein aktiv und so vielfach wie möglich 
befragen, um die verborgene Wahrheit des Seins als die 
unverborgene wesentlich und eigentlich zu machen. Außerdem 
stellt er fest, dass es weder undenkbar noch unmöglich ist, eine 
Antwort auf eine solche Frage zu finden, obwohl es uns anfangs 
scheint, entweder im Labyrinth oder auf dem ‘Holzwege’ zu sein. 

Im dritten Kapitel geht es um den Begriff der ‘dichterischen 
Wahrheit’ bei Heidegger, der gültig auch für die ‘philosophische 
Wahrheit’ ist. Darüber hinaus ist dieser Begriff Heidegger dabei 
dienlich, den Zusammenhang zwischen den beiden Wahrheiten zu 
erklären. Heideggers Wahrheitsbegriff umfasst nämlich die 
dichterische und zugleich die philosophische Wahrheit. Bei 
Heidegger ist das dichtende Denken gerade das denkende 
Dichten, weil beide wesentlich gleich wären, wenn sie ohne 
zeitliche und räumliche Grenze als ganz unverborgene 
Wahrheiten ‘sein’ könnten. Die Wahrheit besteht nur in der 
Dynamik der Werkentstehung und wird von Heidegger als ‘Streit 
zwischen Lichtung und Verbergung’ beschrieben, also als aus 
dem Konflikt zwischen Offenlegung und Verbergung generierend.  

Im vierten Kapitel wird Kim, Su-Youngs Poetik in seinen beiden 
berühmten Prosatexten im Vergleich mit Heideggers denkendem 
Dichten, besonders auf der Grundlage des Begriffs des ‘Streits 
zwischen der aufstellenden Welt und der herstellenden Erde’ 
behandelt und 「das Gras」, Kim, Su-Youngs letztes Gedicht, 
zusammenhängend interpretiert. Dadurch lässt sich ohne große 
Schwierigkeit eine Verbindungsmöglichkeit zwischen den beiden 
Intellektuellen, die sowohl zeitlich als auch räumlich voneina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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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fernt waren, aufzeigen. Kim, Su-Young ist Heidegger tief und 
‘real’ in Dankbarkeit für den ‘Dichter in dürftiger Zeit’, für die 
Kritik an solcher Zeit und für die dichterische Wahrheit usw. 
verbunden.   

Im fünften Kapitel wird Heideggers ‘dichterische Wahrheit’, die 
sich selbst in Kim, Su-Youngs dichterischen Werken umsetzt und 
als ‘die Wahrheit des Seins’ darin verborgen ist, mit Hilfe der 
Heidegger’schen Mechanismen, die er bei der Arbeit an den 
deutschen Gedichten von Hölderlin, Trakl und Rilke anwendet, 
unverborgen. Indessen scheint die Wahrverwandtschaft zwischen 
Kim, Su-Young und Heidegger eine wie von selbst wechselseitig 
wirkend zu sein. Sie lässt sich relativ leicht wahrnehmen, und 
läuft auf eine Verbindungsmöglichkeit im Bezug auf die Wahrheit 
des Seins als αλήϑεια hinaus:

Erstens, geht es um ‘Gott’ als Sein, das von Seiendem 
verdrängt und sogar getötet wird, und zugleich als das 
Kommende im Voraus allgegenwärtig ist. Der verborgene Gott 
wird als das Leerste und zugleich der Überfluß ‘unverborgen’.

Zweitens, geht es um ‘Tod’ als Sein, das jedem Seienden 
unvermeidbar und ausnahmslos ist, und zugleich als das die 
Unmöglichkeit ermöglichende im Voraus zugänglich ist. Der 
verborgene Tod wird als das Gemeinste und zugleich das Einzige 
‘unverborgen’.

Drittens, geht es um ‘Natur’ als Sein, darin das Gegeneinander 
von Welt und Erde ein Streit ist, und zugleich als das vom 
Seienden völlig abhängige immer und überall abgenutzt ist. Die 
verborgene Natur wird als das Abgegriffenste und zugleich der 
Ursprung ‘unverbor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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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rtens, geht es um ‘Sprache’ als Sein, das das Haus des 
Seins ist und sich selbst als die Wahrheit des Seins ins Werk 
setzt, und zugleich als das Schweigende auch für die Dichtung 
ausgezeichnet ist. Die verborgene Sprache wird als das 
Gesagteste und zugleich die Verschweigung ‘unverborgen’.

Fünftens, geht es um ‘Heimat’ als Sein, das Seiendes zugleich 
mit der Abreise vergisst, und während der Wanderung immer 
mehr zu vergessen ist, und zugleich als das Erinnernde ihm die 
Heimkehr bereit stellt. Die verborgene Heimat wird als das 
Vergessenste und zugleich die Erinnerung ‘unverborgen’. 

Sechstens, geht es um ‘Liebe’ als Sein, das der Technik sehr 
ähnlich ist, d. h., die beiden sind im Grunde wesentlich, wenn sie 
ganz gelassen sind, und zugleich als gefesselte dem Seienden 
äußerst gezwungen sind. Die verborgene Liebe wird als das 
Verzwingendste und zugleich die Befreiung ‘unverborgen’.

Schlüsselwörter: Kim, Su-Young, Heidegger, die Wahrheit des 
Seins als αλήϑεια, dichterische Wahrheit, Grundbegriffe des 
Seins, Gott·Tod·Natur·Sprache·Heimat·Liebe als Sein 
Studentennummer: 20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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