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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김기림 문학 연구

-비교문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1930년대 한국 문단의 예술 형상화 방식은 크게 주관으로의 경사, 객관으

로의 경사, 텍스트 지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심리학에 기초를 둔 주관으로

의 경사는 개개인의 주체에 중심을 두어 작가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해

야 하는지 교양, 지성, 모럴의 논의를 낳았다. 객관으로의 경사는 사회적 역

할을 중심으로 텍스트가 사회현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모방(Mimesis)의 

차원에서 문제시하였다. 텍스트 지향은 텍스트의 구성, 이미지, 구조에 초점

을 두어 텍스트 내에서 예술 지향성을 드러내었다. 김기림 텍스트는 예술작

품을 하나의 건축물(Autonomy)로 본다는 점에서 예술적 구현에 충실한 예술 

지향주의와 거리가 멀다. 리차즈가 활용한 심리학에 관심을 보인 김기림 텍

스트는 주관을 지향하지만, 사회 현실이라는 객관 역시 의식함으로써 주관

과 객관 사이를 끊임없이 횡단한다. 김기림 텍스트는 (신)고전주의에다 문명

비판이 가미된 것으로, 작가 자신의 주체적 인식에다 사회적 역할의 필요성

이 고려되었다. 

  이 논문은 주제에 따른 구성방식을 택하지 않고 연대기적 방식을 설정했

다. 연대기적 구성을 통해 초기부터 후기까지 김기림의 예술 세계에서 한결

같이 흐르는 문제의식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기림을 모더니스트 혹

은 주지주의자로 보는 기존 시각은 식민지 시기 김기림을 ‘모더니스트’

로, 해방기의 김기림을 ‘민족주의자’로 분리했다. 해방기 이데올로기가 첨

예하게 대립하던 상황에서 김기림 텍스트의 전위적 성격이 식민지 시기만큼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해방 이후 발생한 

격변이 김기림에게 민족과 새 나라를 노래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안겨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민족의 문제를 제국과 식민지 사이의 세계사적 문제

로 치환함으로써 시집 기상도(1936)에서 보여주었던 세계의 기상을 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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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사의 역할을 변함없이 수행했다. 이 시기의 주요 작업인 기존 평론을 

선별한 시론(1947)과 시집 새노래(1948)에서는 민족에 대한 애정과 세계

사의 동시대적 보편을 따르는 저자의 노력이 함께 맞물려 있다. 식민지 시

기 김기림과 해방 이후 김기림이 염두에 둔 문제의식과 추구한 목적은 한결

같았다. 특수한 사회·정치적 상황은 표면으로 드러날 뿐 그의 텍스트 밑바

탕에 흐르는 문제의식에 영향을 줄 수 없었다. 

  본문(II, III, IV부)의 첫 부분인 II부에서는 1936년 4월 동북제대에 입학하기 

이전 김기림 텍스트와 외국문학 텍스트 사이의 동시대성에 기초한 수평적 

상호텍스트성을 다루었다. 초창기 텍스트에서 비록 이상주의에 기반을 둔 

형상화 방식이 나타났지만, 그는 점차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리려는 리얼리

즘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기존 가치를 비꼬는 풍자와 더 이상 여성을 자애

로운 어머니와 순종적인 아내로 그리지 않은 현실 묘사를 통해, 낭만적 성

격에서 벗어나 리얼리즘 세계로 진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리얼리즘 세계로 

진입한 김기림은 동시대 텍스트와 다양한 상호관계를 맺게 되는 데, 그는 

다양한 외국어 텍스트와 자신의 텍스트를 상호텍스트하면서도 참조한 텍스

트의 층위를 구분했다. 여러 텍스트 가운데  중심에 놓인 것은 영미 모더니

즘 텍스트로, 특히 엘리엇의 장시 황무지는 김기림에게 문명비판의 영감

을 주었다. 황무지에서 ‘쇠바퀴’가 은유하는 ‘운명의 수레바퀴’는 
기상도에서 역사의 순환으로 나타나, 억눌려 있었던 식민지 조선의 헤게모

니를 창출하는 메타포로 활용되었다. 이런 논의는 쇠바퀴의 원리로 순환하

는 기차가 지닌 매혹과 한계로 확대된다. ｢철도연선｣의 함경선 철길은 해안

가를 따라 형성된 것으로, 바다를 향한 동경과 대지를 벗어날 수 없는 열패

감의 양가감정이 드러나 있다.

  II부에서 김기림 텍스트와 외국문학 텍스트 간의 관계를 주로 다루었다면, 

III부에서는 문학텍스트뿐만 아니라 영문학의 학술비평, 신문기사, 여행기 등

이 그의 텍스트와 어떤 상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는 영문

학 텍스트를 식민지 조선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다. 그는 ｢모더니즘의 역

사적 위치｣(1939.10)에서 예이츠의 시 ｢비잔티움으로의 항해｣를 인용하여, 

선배시인과 후배시인 간의 세대갈등이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식민지 조선에

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은 문예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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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그가 연애시를 거부하고 문명 비판적 시를 

쓴 이유는 1920년대 선배시인의 이상주의 및 센티멘탈 로맨티시즘 경향을 

비판적으로 의식했기 때문이다. 그가 생각하는 ‘시인으로서의 책무’는 단

지 연애감정을 아름답게 형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아름다움에서 떼

어놓고 현실적으로 묘사하여, 남녀 간에 벌어지는 일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데 있었다. 기상도에서 여성은 더 이상 이상적인 육체의 소유자가 아니라 

손님의 손을 이끄는 뒷골목의 창부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문학 텍스트에 이어 국제정세를 담은 신문기사가 그의 시에 어떻게 상호

텍스트되어 있는지도 검토해보았다. 무솔리니 파시즘의 에티오피아 침공과 

하일레 셀라시에 1세의 망명 소식을 담은 신문기사 등 여러 텍스트가 직조

된 ｢쥬피타추방｣에서 서구문명의 거대조류인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李
箱’을 통해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지를 조명하였다. 

  II부과 III부에서 공시적 관계에 놓인 수평적 상호텍스트성이 두드러졌다면, 

IV부에서는 수평적 상호텍스트가 민족문학을 건설하려는 통시적인 수직적 

상호텍스트와 어떻게 교차하고 있는지를 살폈다. 해방기는 김기림에게 민족

문학 건설의 시발점이 되는 시기로, 그는 시론, 시의 이해, 문학개론, 
문장론신강, 과학개론에서 과거의 지식을 정리·조합·번역하여 민족문

학에 걸맞게 텍스트를 정립하려 했다. 일관성이 없고 평론의 형태에서 벗어

난 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글, 일본 신감각파의 흔적이 드러난 

글을 선집 시론에 수록하지 않음으로써, 그는 자신의 지난 과거를 정리한

다. 1939년 동북제대 영문과 학사논문이 ｢부록｣으로 번역된 시의 이해
(1950)를 통해서도, 김기림이 지난 학문적 성취를 정리하여 단행본으로 출판

한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그는 텍스트 정리 작업에 이어 해방기의 혼란을 

안정시키기 위해 교양 및 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19세기 말 매슈 아널

드가 교양을 통해 무질서의 영국을 안정시키려 하였던 것처럼, 김기림 역시 

문화를 통해 해방기의 무질서를 극복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는 해방된 조선

이 배타적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헬레니즘과 헤브라

이즘이 가미된 서구 교양의 과학적 정신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과학의 합리

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해방기 조선에서 발아하고 있는 파시즘으로, 그

는 민족의 분열을 꾀하는 세력이 감정을 자극하는 파시즘의 배타주의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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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의 장래를 호도하는 현실을 우려하였던 것이다.

핵심어: 김기림, 비교문학, 세계문학, 상호텍스트성, 영미 모더니즘, T. S. 엘리

엇, 역사 감각, 매슈 아널드, 교양(문화), I. A. 리차즈, 번역태도, 파시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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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제 제기 및 연구사 검토

  김기림의 텍스트는 센티멘탈 로맨티시즘과 고전주의 사이에서 요동한다.1) 김

기림이 주장하는 모더니즘은 (헬레니즘적) 고전주의에 역사적 문명 비평이 가미

된 것이며, 그가 비판하는 “센티멘탈 로맨티시즘”은 과거 지향적 애수가 가미

된 로맨티시즘이다. 김기림이 흄, 엘리엇의 모더니즘 및 바이런, 키츠, 셸리의 

로맨티시즘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평가는 김기림의 텍스트 내에서 맥락화된 센

티멘탈 로맨티시즘, 모더니즘 개념을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2) 식민지 조선

의 1930년  상황과 동시 의 문학계의 흐름을 각각의 맥락에 따라 세분화하

지 않는다면 ‘ 향관계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3) 미비평에서 모더니즘이란 

용어가 확고히 정착된 시기는 1960년  이후로 그 이전에 이 용어는 예술가나 

학자들에 따라 서로 다른 내포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김기림 텍스트에서 모

더니즘이란 용어가 큰 폭으로 변주하는 현상은 당연한 일이다.4)  

1) 낭만주의와 고전주의의 개념에 해서는 T. E. Hulme이 ｢낭만주의와 고전주의｣
(“Romanticism and Classicism” [1911/12])에서 정의한 개념을 따른다. “The view which 
regards mean as a well, a reservoir full of possibilities, I call the romantic; the one which 
regards him as a very finite and fixed creature, I call the classical.” Hulme, T. E. 
Speculation: Essays on Humanism and The Philosophy of Art, Edited by Herbert Read, 
London: Kegan Paul, Trench, Trubner & CO., LTD., p.117. 김기림은 “｢T. E. 흄｣은 ｢빅토
리아니즘｣의 포화(飽和)된 인간주의에 한 비판으로서 이러한 비인간적인 고전주의를 생
각하 으나”｢오전의 시론｣(1935), “스페큐레이션(speculation)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 

전 이후의 국 주지주의(主知主義)의 구약전서가 된 것” ｢현 비평의 딜레마｣(1935), 
“무기적(無機的)인 기하학적인 예술을 고조한 T. E. 흄의 이론” ｢시단의 동태｣(1939), 
“그 이론적 지도자는 ｢T. E. 흄｣으로서... 幾何學的藝術을 造型藝術뿐만아니라 詩에있어
서까지 獎勵했다.”｢이미지즘｣(1939),“T. E. 흄이 주장하는 기하학적 예술의 동류가 될 
시” ｢시의 과학과 회화｣(1940) 등에서 흄의 견해를 거듭 참조했다. 미 모더니즘에서 흄
의 문학사적 위치에 하여는 봉준수, ｢ 미 모더니즘과 흄｣, 인문언어 Vol.10, 2008, 
247-80면. 

2) 예를 들면, 김기림은 “나는 ｢바이론｣이나 ｢쉘리｣에게서가 아니라 그港口의 바다에게서 
처음으로 ｢로맨티시즘｣의 시를 읽었다”고 자신의 로맨티시즘의 속성을 밝힌다. (김기림, 
바다와 육체, 평범사, 1948, 65면)

3) ‘ 향관계의 오류’에 해서는 I부 2장 “연구의 시각 및 텍스트의 확정”에서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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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김기림의 텍스트는 리얼리즘의 총체성을 지향한다. 김기림에게 리얼리

즘은 사실주의에다 진실 반 을 더한 것으로, “사물을 ｢있는 그 로 그리는 것

｣을 구호로 삼은”5) 사실주의는 리얼리즘의 동의어가 될 수 없다. 김기림이 추

구한 리얼리즘의 총체성은 시의 언어가 과학적 진실과는 무관하다는 리차즈의 

시론과 명확히 다르며, 모더니즘 성향을 적 하는 루카치식의 모더니즘/리얼리

즘식 이분법의 범주에서도 벗어나 있다.6) 제임스 조이스의 모더니즘 소설 율리

시즈(Ulysses)를 19세기 사실주의 전통에 한 반명제로 바라본 루카치의 해석

을 낭만주의에서 상징주의를 거쳐 모더니즘(신고전주의)로 이동하는 시 문예사

조의 흐름에 적용하긴 어렵다. 김기림 텍스트에서 모더니즘은 리얼리즘, 즉 

‘재현의 총체성’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루카치와 상통하지만, ‘순간성’ 

역시 놓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루카치의 모더니즘 비판을 포섭한다.

  김기림에게 리얼리즘의 반명제는 이상주의이다.7) 그는 사실적으로 진실을 반

4) 30년  한국문학비평 전반이 가진 “모더니즘” 개념의 불확정성에 관하여 손정수, 개념
사로서의 한국근 비평사, 역락, 2002, 123-6면 참조. 오세 이 ｢과학으로서의 시학과 새
로운 시｣에서  “김기림은 모더니즘의 범주나 개념에 해서 명확한 인식을 결여하고 있
다”고 지적한 것은 옳다. 실제로 김기림은 모더니즘과 아방가르드 미학을 뒤섞어 서술한
다. 하지만 뒷날 확립된 모더니즘 개념을 통해 1930년  김기림의 모더니즘을 학문적 미
달태로 비판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오세 , ｢과학으로서의 시학과 새로운 시｣, 한국
현 시인연구, 월인, 2003, 164-72면 참조. 

5) 김기림, 시의 이해, 을유문화사, 1950, 88면; 수필집 바다와 육체에 포함되어 있는 시
론의 ｢속 오전의 시론｣에서도 “여기서寫實的이라함은 對象의 素朴한 模倣을 意味한
다”라며 사실주의의 한계를 명확히 한다. 김기림, 바다와 육체, 평범사, 1948, 252면. 

6) 김기림은 시의 이해(1950)에서 루카치를 “사회적 사실로서 파악하고 해명하기 위한 간
점(看點)(14)”을 가진 연구자로 이해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파편적인 언급에 지나지 않
는다. 루카치의 리얼리즘/모더니즘 이분법이 지닌 가장 큰 병폐는 플로베르나 졸라의 자
연주의 사조 및 19세기 낭만주의 시를 이분법의 구도에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김
기림이 초기에 주장한 “과학적 객관주의”가 마르크스의 객관주의 및 변증법의 성질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도 루카치의 이분법을 적용하기 힘들다. 마르크스의 이론 자체가 리얼
리즘/모더니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루카치의 모더니즘 비판과 리얼리즘 
옹호에 하여 Lukas, Georg, “Realism in the Balance”(1938), Aesthetics and Politics, Trans. 
Rodney Livingstone, London: Verso, 1994, pp. 28-59 참조. 

7) 리얼리즘에 응하는 이상주의 개념은 토릴 모이의 고찰에서 빌려왔다. 모이는 진, 선, 미
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이상주의로, 모럴과 아름다움이 분열되는 것을 리얼리즘으로 바
라본다. 김기림이 시 ｢시론｣에서 새로운 시가 기존의 율법, 모랄리티, 선, 판단 밖에서 탄
다고 외친 것을 고려해 볼 때, 리얼리즘 개념에 한 모이의 고찰을 김기림 텍스트 분석
에 적용할 수 있다. Moi, Toril. Henrik Ibsen and the Birth of Modernism: Art, Theater, 
Philosophy, Oxford UP,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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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재현하는 것을 리얼리즘으로, 현실 너머 이상화된 재현을 이상주의로 부른

다.8) 시론에서 “｢리앨리즘｣이라고 하는말은 精神의 方向으로보아서 ｢로맨티

시즘｣이라는 말보다는 차라리 ｢센티멘탈리즘｣과 對立하는 말인것같다”9)라며, 

리얼리즘의 반명제로 꼽은 ‘센티멘탈리즘’은 감상을 현실너머로 이상화한 이

상주의의 한 종류이다. 아름다움(Beauty), 진실(Truth), 선(Goodness)을 하나로 일

치시키는 이상주의는 세계 1차 전 이전 문학계의 조류를 형성하는 거 한 문

예사조 다. 일본의 문학자 쿠리야가와 하쿠손(廚川白村)은 근 의 연애관
(1922)에서 당시 신이상주의의 두를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김기림이 동북

제  유학 이전의 초기 시절에 자주 언급한 로망 롤랑과 마테를링크는 표작 

장 크리스토프와 파랑새에서 이상주의 문학을 추구하 다. 이상주의 문학은 

노벨문학상 위원회의 선정 기준이었다가 1차 전을 맞이한 뒤 급속도로 사라

졌다.10) 2차 전 이후 반세기가 지난 지금 후기의 예이츠, T. S. 엘리엇, 토마스 

만과 같이 인식론에 회의를 둔 노벨상 수상 작가들의 연구가 활발히 지속되고 

있는 반면, 롤랑이나 마테를링크, 비외르손, 센키비치와 같은 이상주의 경향의 

노벨상 수상 작가들은 두 차례의 전을 끝으로 거의 잊혀져 왔다.11) 

  김기림을 리얼리즘에 항하는 모더니즘 시인으로 규정하는 연구자들은 김기

림의 시 텍스트에 흐르는 이상주의, 센티멘탈 로맨티시즘을 그의 시론의 주지적 

태도와 결부시켜 부수적인 잔존물로 격하하고 있다.12) 반면 몇몇 연구자들은 시

8) 토릴 모이는 종교적 이상주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몇몇 종류의 파시즘 미학 및 상당한 수
의 중 문학과 예술 작품을 이상주의 문학으로 설명한다. “Various kinds of aesthetic 
idealism flourished in the twentieth century: religious idealism, socialist realism, certain kinds 
of fascist aesthetics, and a great deal of popular literature and film.” Ibid. p.5. 

9) 김기림, ｢感傷에의叛逆｣, 시론, 155면. 
10) “四, 理想主義的傾向의 가장傑出한作品,” 편석촌, ｢노-벨｣文學賞 受賞者의｢푸로필｣ 2, 

조선일보, 1930.11.23.
11) 노벨문학상이 표방하는 이상주의 문학의 성격에 관하여 김욱동, ｢노벨 문학상의 문화 정

치학｣, 외국문학연구 Vol. 37, 한국외국어 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0, 63-90면 참조. 
12) “1920,30년 의 한국에서 화제가 된 카프식 리얼리즘론  김기림 등의 모더니즘이라는 

립구도...”백낙청, ｢2000년 의 한국문학을 위한 단상｣, 창작과비평 2000년 봄호, 223
면; “임화가 지향했던 리얼리즘과 김기림이 지향했던 모더니즘” 임규찬,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을 둘러싼 세 꼭지점｣, 창작과 비평 2001년 겨울호, 35면; “요컨  [김기림이]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상호 연 를 막연하게나마 상정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
현식, 일제 파시즘체제하의 한국 근 문학비평, 소명, 2006, 285면; “그리하여 가장 열
성적 기획자의 하나인 김기림 스스로 모더니즘을 자기비판하면서 전체시(全體詩)의 모색
으로 나아간 것”최원식, 문학의 귀환, 창작과 비평사, 2001, 48면. 리얼리즘  모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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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시론의 이질성에 주목한다. 권 민은 김기림이 “시에 있어서 무절제한 감상

을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들은 전반적으로 암울한 시적 정조가 

주조를 이루고 있다”13)고 지적하여 시론의 센티멘탈리즘 비판과 시의 어조 사

이의 괴리를 지적한다. 조 복도 ｢모더니즘 세계의 이상과 시의 우울｣에서 김기

림이 그의 시론에서 센티멘탈리즘을 비판한 반면 정작 그의 시에서 센티멘탈리

즘이 종종 발견되는 모순을 탐색한다.14) 신범순 역시 ｢1930년  모더니즘에서 

‘작은자아’와 군중, ’기술‘의 의미｣에서 김기림이 “자신의 문학론과 수필 

사이를 오고가며 여러 가지 모순과 혼란을 보여”준 것에 주목한다.15) 신범순에 

따르면 “도시미학이라고 생각되는 모더니즘”은 “단순히 근  도시문명에 

한 긍정적 미학화”나 “도시에 한 부정적 비판도 아니며, 오히려 그에 한 

욕망과 거부적 몸짓의 여러 가지 뒤섞임”이라는 것이다.16) 

  김기림 텍스트에서 양가적 사유, 이중적 사유는 전 시기에 걸쳐 일관되게 나

타났다. 식민지 시기 그는 역사의 진보를 믿으면서도 역사적 순환성을 의식한

다. 일제 말기 시에서 기독교적 종말론을 형상화하면서도 새로운 역사를 꿈꾸는 

즘이란 립구도는 루카치 이전 일본 문단으로부터 파생되었다. 치바 카메오는 요코미쓰 
리이치의 작품에 “신 감각파”란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당 의 문단을 문예시 와 문
예전선으로 二分하 다. 임화는 “...경향시의 불행의 도(度)가 증가할수록 기교파의 번
의 도는 반 로 증장(增長)하 다”고 언급하여 치바 카메오의 논리를 담습한다. (임화, 
신두원 편, 임화문학예술전집3: 문학의 논리, 소명출판, 2009, 519면) 방민호는 일본 문
단에서 흘러온 이런 도식에 해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을 립적인 개념으로 보지 않으
므로 최원식의,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회통 같은 구상에 공명하지는 않는다”며 김기림
의 거시적 문명 비평을 모더니즘으로 국한시키는 태도를 경계한다.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의 회통은 모더니즘/리얼리즘 이분법을 전제하고 있기에 나오는 주장이란 것이다. 필자 
역시 “최고의 작품들이 생산되는 그 장소에서는 이미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이 
회통의 경지에 이른 것”이란 최원식의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 비교적 反전통이란 함의
를 유지하고 있는 ‘모더니즘’ 개념에 비해, ‘리얼리즘’ 은 최원식이 이미 지적한 것
처럼 “너무나 많은 이데올로기적 추억을 배면에 거느리고”있는 정도를 넘어, 그 내포가 
규정될 수 없는 수사에 가깝다. 즉, “리얼리즘”은 텍스트의 문맥에 맞게 활용되는 레토
릭으로 굳혀졌기에 학술적 용어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본다. 일차적 심급이지 최종 심급이 
아닌 용어라면, 텍스트 분석에서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 방민호, 문명의 감각, 향연, 
2003, 22면; 최원식,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회통｣, 문학의 귀환, 창작과 비평
사, 2001, 56, 58면.    

13) 권 민, 한국현 문학사 1, 민음사, 2002, 594면. 
14) 조 복, 문학으로 돌아가다, 새미, 2004, 213면 참조.
15) 신범순, 한국현 시의 퇴폐와 작은 주체, 신구문화사, 1998, 96면.
16) 신범순, 한국현 시사의 매듭과 혼, 민지사, 1992, 1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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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보인다. 해방기에는 새로운 역사를 꿈꾸는 동시에 무문별한 감정의 폭발을 

억제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의 텍스트에는 그의 주장과 그의 주장에 반하는 요

소가 함께 뒤섞여 길항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는 이를 적절히 지

적하고 있지만, 김기림 텍스트에서 발생한 이런 양가적 모순을 설명하기 위해 

텍스트를 제한적으로 활용했다. 김기림은 예이츠, 엘리엇, 리차즈, 스펜더 등 

문학 텍스트를 활용하여 센티멘탈 로맨티시즘의 문제점과 이의 극복을 주장한

다. 마찬가지로 수필에서 셸리에게 모티프를 취해 센티멘탈리즘의 정서를 토로

하기도 한다.17) 김기림 텍스트에 흐르는 센티멘탈이 어떠한 종류의 감정이며, 

왜 센티멘탈리즘과 센티멘탈리즘의 극복이 뒤섞여있는지 문학 텍스트를 보강

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비록 김기림이 동시 의 문학자 최재서처럼 센티

멘탈의 어의(語義)를 지면을 할애하여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시 텍스트를 통해 

김기림이 내면화한 센티멘탈을 추론해 볼 수 있으며 센티멘탈리즘을 극복하려

는 명랑이 지닌 힘에 해서도 인식할 수 있다.18) 이 글은 김기림의 글쓰기 전

반에 나타나는 내면의 센티멘탈(주관)과 사회성(객관) 사이의 조적 양가성을 

문학의 배경을 동원하여 검토하려 한다.19) 

  문학 텍스트에 못지않게 참조해야 할 텍스트는 당시의 국제정세에 관한 신

문 및 잡지 기사이다. 김기림은 1934년의 설문에서 전공 이외에 취미로 국제정

국에 한 것을 읽는다고 답했다. 국제정서에 관한 그의 취미는 일생에 걸쳐 지

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방기 당시 미군정 하지 중장의 군 식의 건조한 성

명서가 “‘헨리·제임쓰’나 ‘로―렌쓰’나 ‘버지니아·울프’”20)의 문

학 텍스트와 성격과 다르다고 언급하는 점에서, 또 윌키의 세계여행기 한 세계

(One World, 1943)21)를 언급하는 데서, 세계정세에 한 다양한 서적을 읽은 사

실이 드러난다. 그는 국제정국에 한 지식을 시에서 다양하게 형상화하기도 하

17) 셸리에 한 언급은 김기림, ｢수방설신｣, 조선일보 1936.12.23.-24. 참조.
18) 최재서의 센티멘탈 분석에 관하여 최재서, ｢센티멘탈론｣, 문학과 지성, 인문사, 1938, 

206-22면 참조. 
19) 이 글에서 글쓰기 개념은 여성적 글쓰기(écriture féminine)와 같은 “에크리튀르”(écriture)

의 ‘전복적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 글쓰기(Writing)를 의미한다. 여성적 글쓰기의 의미
에 관해 최정아, ｢서 은 소설의 여성적 글쓰기 연구, 서울 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15면 참조. 

20) 김기림, ｢‘아메리카니즘’餘談｣, 국제신문, 1948.9.7. (김학동, 김기림評傳, 새문사, 
2001, 371면에서 재인용)

21) 김기림, ｢하나 또는 두 世界｣, 신문평론, 1947.4.(김기림전집 5, 251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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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32년 상해 사변에 한 지식 없이는 기상도(1936)를 이해하기 힘들며, 

아비시니아 전쟁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아프리카 광상곡｣, ｢쥬피타추방｣, ｢
제야｣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예컨  ｢제야｣에서 “｢카렌다｣를 바꾸

어달라고 命하는/｢바치칸｣의 鐘소리도 아모것도 들리지않는다”22)라며 시의 화

자가 제야의 종소리에 분노를 드러내는 이유는 바티칸 교황청이 이탈리아의 에

티오피아 침략 행위를 신의 가호로 옹호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으로 된 수

많은 국제 정세에 관한 텍스트를 참조하여 그의 시를 읽어야 그의 시가 지닌 

함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그에게 국제 정세는 객관적인 성명서가 아니라 

문명비판의 재료가 되어 시로 형상화 되었다.   

  김기림은 문학 텍스트가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변이되어 넘어올 때 그 주

변을 모두 고려해야한다고 믿었다. “한 나라의 文學은 世界的交涉에서 全然 絶
緣된 狀態에서 存立할수는없다”23)고 믿었고, “한民族의文學은 다른民族의文學
의影響아래 또는相互影響아래서 發展을 繼續하고 잇다고함은우리들의常識”24)

으로 여긴 김기림을 연구하기 위해, 개방적이고 거시적인 비교문학적 접근이 요

구된다.25) 비교문학적 접근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얼마만큼 고려해야 하는지, 

어떤 층위를 설정한 뒤 비교해야 하는지 그 기준점의 설정과 척도일 것이다. 모

든 비교 과정에는 비교가능한 부분과 비교불가능한 부분이 공존하는데, 비교를 

통해 얻은 가치와 효용이 비교불가능한 지점을 능가할 때 비로소 비교할 수 있

는 근거를 획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김기림은 리차즈를 주제로 졸업논문 “리

차즈의 시학”(I. A. Richards’ Theory of Poetry, 1939)와 시의 이해(1950)를 남

겼기 때문에, 김기림과 리차즈를 비교할 수 있는 비교의 근거가 설정된다. 비교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리차즈의 시론이 김기림의 시론에 어느 정도 내면화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김기림은 1940년 5월 인문평론에 발표한 ｢시
와 과학과 회화｣에서 “우리의 마음에 일으키는 어떤 내부적태도의 조정”26)을 

22) 구본웅 편, 시와 소설, 창문사, 1936, 22면.
23) 김기림, 시론, 백양당, 1947, 134면.  
24) 김기림, ｢將來할朝鮮文學은?｣, 조선일보, 1934.11.15.
25) 방민호는 김기림의 “이와 같은 개방적 태도는 그의 시론이 미래를 향해 열려 있으며 그 

전개의 진폭이 넒음을 알려준다. 또한 이 개방성은 그의 비평이 몇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
고 변화하는 현실에 탄력적으로 응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며 높이 평가한다. 
방민호, 일제말기 한국문학의 담론과 텍스트, 예옥, 2011, 217면.  

26) “假令 ｢엘리엇트｣의 ｢窓머리의 아츰｣은 倫敦거리의 客觀的眞實을追求하는記述하고 무슨
關係가 있느냐? 다만 그作品이 우리의마음에이르키는 어떤內部的態度의 調整이있을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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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며, 새노래의 결어 ｢새노래에 하여｣에서는 “시는 내게 있어서는 이

러한 스스로의 살아가는 문제의 조정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시를 마음

의 조정으로 여긴다. 그가 말하는 ‘조정’은 리차즈의 “The balance or 

reconciliation of opposite and discordant qualities”27)의 번역어이므로 리차즈의 흔

적이 김기림에게서 분명 묻어난다. 하지만 차이점도 드러난다. “우리의 마음에 

일으키는 어떤 내부적태도의 조정”에서 “우리”가 지칭하는 상이 누구인지, 

“시는 내게 있어서는 이러한 스스로의 살아가는 문제의 조정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에서 “스스로의 살아가는 문제”가 무엇인지 김기림 텍스트 내부에서 

고려된다면, 리차즈와의 분기점을 찾을 수 있다. 식민지의 억압적 분위기를 경

험하 고 해방기 혼란을 맞은 김기림이 조정한 내면의 충동은 제국의 시선으로 

식민지를 주유했던 리차즈의 그것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28)  

  이처럼 김기림의 시론이 리차즈 시론의 있는 그 로의 번역이 아닌 것처럼, 

리차즈와 김기림의 시론 양상은 분명 다르게 나타났다.29) 특히 시의 이해의 

부록 ｢｢I.A.리챠아즈｣비판｣은 시의 이해 본문에 앞서 학풍(1948.10)에 발표된 

것으로, 리차즈에 한 저자의 비판을 담고 있다. 이 부록을 통해 시의 이해
텍스트가 완성되는 과정을 V부 2장 ｢번역태도의 자국화와 번역된 근 ｣에서 다

룰 것이다. 김기림의 리차즈 비판을 통해 김기림과 리차즈가 공유하는 지점과 

갈라지는 지점을 살펴볼 수 있다.

  당  문학을 바라보는 김기림의 시각은 상당히 유연하다. 그는 엘리엇, 리

차즈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보들레르나 랭보 등의 프랑스 시인에 해서

는 아낌없이 찬탄을 베푼다. 김기림이 문학의 기존 정전에 기 어 한국문학을 

평가하지 않았던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재서와 김환태가 문학의 기존 

다. 그러므로 主知主義의詩에있어서조차 그것이關聯하는것은 知識이 아니고 知性 (例를들
면 影像의 新奇, 鮮明이라던지 메타포아 쎄타이어 유머-의認知等等)에서오는 內部的滿足
이다.” 김기림, ｢시와 과학과 회화｣, 인문평론 2권 5호, 1940.5, 10면.

27) Richards, I. A. Principle of Literary Criticism,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INC., 
p.245.

28) 이양하는 1936년 경 일본 체류 당시 시와 과학의 저자 리차즈를 만난 것을 술회한다. 
“그리고 譯者가 한 十餘年前 日本 있을 때 偶然히 原著者를 만날 機會가 있어 이 冊의 
몇가지 難點을 밝힐 수 있던 것은 이冊을 爲하여 한 多幸이라 할 수 있겠다.” I. A. 리차
즈, 이양하 옮김, 시와 과학, 을유문화사, 1947, 2면.

29) “저자는 교수[리차즈]의 이론을 소개, 비판하면서 약간의 자기 소견도 붙여 보았다.” 
김기림, 시의 이해, 4면.



- 8 -

정전을 중요하게 여겨, 그들의 학문적 목표로 ‘셰익스피어’를 뽑은 것과는 사

뭇 조적이다. 김기림은 동북제  문과 본과생이었을 때에도 수필 ｢여행｣
(1937.7.28.)에서 “...惡의 꽃과 佛蘭西말字典을 집어넣자. 東西古今의 모-든 

詩集속에서 오직 한卷을 고른다고하면 물론 나는 이책을 집을것이다.”30)라고 

말하여, 보들레르의 시집 악의 꽃을 높게 평가한다. 1920년 에 사숙했던 예

이츠의 시나, 기상도(1936) 창작 당시 감을 받았던 황무지(1922)나, 1936년 

2월 박귀송과의 화 당시 사숙하고 있다는 “이매지즘派의 ｢올-딩톤｣”보다도, 

그는 불문학의 보들레르, 랭보, 로망 롤랭, 장 콕토에 무한에 가까운 동경을 보

낸다.31) 또한, 그는 1950년에 발표한 ｢소설의 파격―까뮈의 ｢페스트｣에 하여｣
에서 “｢유롭｣ 륙 특히 ｢프랑쓰｣에서는 正統的인 小說의 세계에서 청산되다 

싶이한 이 ｢얘기꺼리｣의 흥미를 종내 아주떨어버리지 못한곳에｢찰쓰·딕킨스｣
를 ｢캡틴｣으로한 국소설의 後進性이 있어보인다”32)면서, 내러티브를 고수하

는 빅토리아 시 의 국소설이 내러티브에 얽매이지 않는 프랑스 모더니즘 소

설보다 수준이 떨어진다고 판단한다. 이처럼 김기림은 문학을 절 시하지 않

고 서구문학의 하나로 유연하게 인식하고 있었다.33) 페스트의 도가 빅토리

아 시  국 소설보다 낫다고 평가하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미학적 측

면에서 불문학이 문학을 압도하고 있음을 깨닫고 있다. 

  김기림은 문학 텍스트를 절 시하지 않은 만큼, 불문학 텍스트 역시 절 적

으로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 김기림의 텍스트는 프랑스 문단의 미학

(Aestheticism) 추구에 빠지지 않는다. ｢서반아의 노래｣, ｢기상도｣, ｢아프리카 광

상곡｣, ｢쥬피타추방｣에는 세계의 정치, 경제, 과학 및 문명비평에 이르는 온갖 

30) 김기림, ｢여행｣, 바다와 육체, 평범사, 1948, 22면.
31) 김기림과 장 콕토 예술의 연관성에 관하여 김예리, ｢시적 주체의 탄생과 경성 아케이드

의 시적 고찰: 30년  모더니즘 문학과 장 콕토 예술의 공유점에 해서｣, 민족문학사연
구 Vol.49,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 연구소, 2012, 256-90면 참조. 

32) 김기림, ｢小說의破格-｢까뮈｣의｢페스트｣에 하여｣, 문학 1950.5, 126-36면. 
33) 김기림 글쓰기를 문학의 시각을 중심으로 설명할 때 좀 더 균형 잡힌 시선이 요구된

다. 김준환은 ｢김기림의 황무지와 비엔나 읽기｣에서 “김기림은 서로 직접적인 연결
관계가 없는 단위의 상들을 병치하는 기법을 엘리엇에게서 원용하 ”다고 했는데, 이
는 엘리엇 이전 일본을 경유하여 들어온 프랑스의 슈르레알리즘과 관련이 깊다고 여겨진
다. (김준환, ｢김기림의 황무지와 비엔나 읽기: 기상도의 풍자적 장치들｣, T.S.엘리
엇연구, 제18권 1호, 2008, 35면.) 문학 이외의 모더니즘 수용에 관해서는 김유중, ｢김
기림 문학에 투 된 래디컬 모더니즘의 향과 그 의의｣, 한국모더니즘 문학의 세계관과 
역사의식, 태학사, 255-6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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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이 뒤섞여 있기에 당  언어 미학을 강조한 프랑스의 상징주의 문단은 이

들 텍스트를 도저히 문학의 한 갈래로 인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일례로 그는 

마치 비가 내리는 듯한 타이포그래피를 보여준 기욤 아폴리네르(Guillaume 

Apollinaire)의 시 ｢비가 내린다｣(Il Pleut)에 해 “우리들이 ｢아폴리네-르｣의 遊
戱를 極端으로 伸長시켜 詩의 活字配列의面에 너무나 많은 무게를 허락한다고

하면 그일은 차라리 畵家나 印刷工에게 미는것이 좋을것이다”34)라며 과도한 

미적 유희를 비판하고 있다.35) 시가 아무리 회화적인 측면을 강조한다고 하여도 

한계는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기상도의 한 장 ｢태풍의 기침 시간｣에서 괴테의 파우스트
(1831)을 언급하며, 시집 새노래의 결미 ｢새노래에 하야｣에서 괴테의 끊임없

는 연인과의 ‘이별’을 낡은 사상으로부터의 ‘이별’로 전유하여 받아들 다. 

니체가 “존경하는 마지막 독일인”36) 괴테를 김기림 역시 본받으려 했다. 니체

가 디오니소스라는 이름의 세례를 준 괴테와 “산의 웅장과 침묵과 수려함과 

초연함이 좋기는 하다. 하지만 저 바다의 방탕한 동요만 하랴. 산이 아폴로라고 

하면 우리들의 디오니소스는 바로 바다겠다”37) 라며 바다에서 디오니소스적 

세계관의 뿌리를 찾은 김기림의 사상의 지평은 동일 선상에 놓여 있다.38) 또한, 

김기림은 시와 소설(1936)에 수록한 ｢걸작에 하여｣에서 “그의 政治的 道德
的 功罪에 한 判斷은 勿論다르지만單純히 生活態度로서는 萬人의善良한市民보

34) 김기림, ｢시와 인식｣, 시론, 백양당, 1947, 99면. 

35)  기욤 아폴리네르의 시 ｢비가 내린다｣(1914)

   (http://www.geifco.org/actionart/actionart03/ediciones/librosSigno/artmots/index.htm)
36) 프리드리히 니체, 백승  옮김, 니체전집 15: 우상의 황혼, 책세상, 2011, 193면.
37) 김기림, ｢여행｣,  바다와 육체, 20면.
38) 괴테에 한 니체의 평가에 해 프리드리히 니체, 위의 책, 191-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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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 한사람의 ｢나폴레옹｣에 나는 無限히 마음을끌린다”39)라며 예술가의 견지

에서 나폴레옹의 주체적 태도에 호감을 표시한다. 유고 권력에의 의지에서 괴

테와 더불어 나폴레옹의 정신을 위버멘쉬와 어느 정도 관련지은 니체의 흔적이 

엿보인다.40)

  이처럼 김기림에게 서구문학의 보편적 지향이란 문학, 불문학, 독문학의 여

러 부분들이 뒤섞여 버무려진 것이다. “...最近歐羅巴文學이 體驗한內容을 우리

도 또한 그러나 자못 倉惶하게 바삐바삐 消化된 狀態에서 或은 체한 로 받어

드려야했다”41)라는 그의 술회처럼, 식민지 조선에서 문학, 불문학, 독문학 등

은 서로 뒤섞여 서구문학을 이루었으며, 김기림은 이를 상호텍스트하여 한국문

학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려 하 다.

  동시 적인 이해를 통한 내면화를 강조한 김기림은 일본 문학자들과 같은 

선상에 서서 갓 출판된 서구 텍스트를 접했기 때문에, 일본식 문학의 흔적은 

김기림 텍스트에서 보이지 않는다. 이는 동료 비평가인 김환태나 최재서와 구분

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교토제국 학 문과 교수 쿠리야가와의 문학 해설이 

교토 동지사 학에서 예과시절을 보낸 김환태 문학에 기초가 되어 주었고,42) 

경성제국 학 문과 교수 사토 기요시의 낭만주의 연구가 최재서의 비평이 질

서를 추구하는 데 밑거름이 되어 주었던 반면,43) 김기림은 그의 지도 교수 던 

도이 코우치(土居光知)의 문학적 해석에 동조한 수동적인 학생이 아니었다. 

신 그는 비판과 반박이 난무했던 엘리엇(T. S. Eliot), 스펜더(Stephen Spender), 리

차즈(I. A. Richards)등 일련의 미의 비평가 그룹과 알릭 웨스트(Alick West), 마

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필립 핸더슨(Philip Henderson)등 국의 평론가들

이 벌인 논쟁과 비평에 더 적극적인 관심을 보 다. 이들의 논쟁을 인용해가며 

엘리엇의 한계를 지적하며, 리차즈의 역사적, 사회적 시각의 부재를 비판했다. 

39) 김기림, ｢걸작에 하야｣, 시와 소설, 창문사, 1936, 5면.
40) 니체는 나폴레옹을 위버멘쉬로 보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했다. 나폴레옹을 

향한 니체의 조적(antithetical) 인식에 관해 Glenn, Paul F. “Nietzsche’s Napoleon: The 
Higher Man as Political Actor,” The Review of Politics Vol.63 No.1, (Winter, 2001), 
pp.129-58 참조. 

41) 김기림, ｢우리新文學과 近代意識｣, 시론, 62면.
42) 김기림이 중퇴한 보성고보 후배인 김환태는 1928년 4월 일본 경도의 동지사 학 예과에 

입학한다. 이은애, ｢김환태 비평론에 나타난 ‘언어인식’ 연구｣, 한국근 문학연구 23
호, 한국근 문학회, 2011, 91면 참조. 

43) 김윤식, 최재서의 국민문학과 사토 기요시 교수, 도서출판 역락,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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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림의 학사 논문을 지도한 도이 코우치는 표적 저서 文學序設(1927)의 

논문 ｢근  문학에 나타난 비판 정신｣(近代英文学に於ける批判的精神)에서 칼

라일의 인생관과 칼라일이 부정한 기계론적 세계관을 자세히 소개한다.44) 도이

가 칼라일에 심취한 반면, 김기림은 로맹 롤랑을 언급한 자리에서 “그의 웅

은 결코 ｢카알라일｣의 웅은 아니다”45)면서, 칼라일의 웅을 “지적 및 생리

적 광 의 역에 있어서 승리한 그러한 자들”46)로 지칭한다. 롤랑의 “히로이

즘”을 긍정하는 김기림의 서술 태도를 고려해 볼 때, 칼라일처럼 완성된 귀족

적 웅보다는 롤랑처럼 열정을 가진 민중들의 삶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평론 ｢｢로망·로랑｣과 ｢장·크리스토프｣｣에서도 한결같이 롤

랭에게 찬사를 보냈던 반면, 칼라일의 웅사관에는 무관심했다.47)  

  칼라일, 페이터 등 이전 세 에 초점을 둔 낭만주의 연구자인 도이와 낭만주

의의 센티멘탈리즘을 거부하고 동시 의 서구 작가들을 다룬 김기림의 문학

은 그 성격에 있어 차이가 컸다. 당시 일본 제국 학 문학의 주류는 김윤식이 

주장한 로 바이런, 키츠, 셸리 등의 낭만주의 문인들이었으며,48) 김환태가 연구

한 매슈 아널드와 월터 페이터의 비평 역시 나름의 역을 확고히 차지하고 있

었다.49) 특히 일본 문단에서 아널드와 페이터의 이름이 자주 발견되는 데에는 

번역자 시마무라 호게츠(島村抱月)와 우에다 빈(上田敏)이 각각 상당한 역할을 

하 다.50)  

  전반적으로 일본 문단과 학계에서 낭만주의는 상당한 향력을 발휘하고 있

44) 土居光知, 文學序設, 岩波書店, 1927, pp. 450-509. 　
45) 편석촌, ｢노벨문학상 수상자의 프로필｣14, 조선일보, 1930.12.9.
46) 위의 글.
47) 로망 롤랑에 한 김기림의 심취에 관해 김예리, ｢김기림의 예술론과 명랑성의 시학 연

구: 알레고리와 배치의 기술을 중심으로｣, 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03-6면 참조. 
48) “ 시의 주류가 턴, 셰익스피어, 워즈워스, 키츠, 셸리, 바이런 등, 혁명적 낭만주의에 

있다는 제국 학 문학의 본령에 한 강렬한 인식이 새삼 확인되어 인상적이다.” 김윤
식, ｢최재서의 국민문학과 사토 기요시 교수, 소명, 2009, 183면.   

49) “당시  문학사에 실린 논평을 인용해 보면 그 시기의 문학이 침체기에 있었으나 
아널드와 페이터만은 그런 로 활기를 띠고 많은 향을 준 작가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은애, ｢김환태 비평론에 나타난 ‘언어인식’ 연구｣, 한국근 문학연구 23호, 한국근
문학회, 2011, 94면에서 재인용. 

50) “...アアノルドを利用した抱月も，ぺエタアを模した敏も，批評の与件として，文学作品は
飽くまでも文学作品である事を疑わなかった．” 小林秀雄,　 ｢文学界の混乱｣(1934, 1),　 
小林秀雄全文芸時評集 上,　東京: 講談社文芸文庫, 2011, p.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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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지성 중심의 주지적 문학을 주로 소개한 아베 토모지(阿部知二)조차도 

“새로운 국의 문학이 18세기말이래의 로맨티시즘과 절연한 것은 그들[죠이

스, 리드, 리차즈]의 문학에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다”51)라고 말할 정도로, 일

본 학계의 낭만주의 경도는 오랜 시간 지속되었다. 고바야시 히데오(小林秀男)는 

낭만주의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 가진 오랜 권위를 깨뜨려 문학 비평에 

상 주의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고바야시가 일본 사소설의 뿌리를 낭만주

의자 루소의 고백록에서 찾는 데에서 일본 모더니즘의 주변적 위치를 인식할 

수 있다.52) 1937년 중일 전쟁의 기운이 고조될 무렵 등장한 야스다 요주로(保田
與重郎) 등 일본 낭만파가 위세를 떨칠 수 있었던 것은 일본 문단과 학계의 낭

만주의 경도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김기림이 미텍스트 위주로 새로운 예술과 학문의 흐름을 연구했다고 하여, 

김기림이 일본 문단에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었다. 식민지 시기 김기림은 그의 

텍스트에서 일본 문학 작품을 인유하거나 일본 작가를 종종 거명했지만, 해방 

후 선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두 제거했다. 김기림은 두 차례의 일본 유학을 통

해 일본 문단의 분위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드러내지 않고 서구 

문예를 상호텍스트화하는데 열중했다. 일본문학이 아닌 서구문학을 향한 동시

적 보편성에 집착하는 저자의 강박관념(Zwang)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저자는 

1930년  초반 프랑스 아방가르드 시와 시론을, 1930년  중반에는 흄(T. E 

Hulme)과 엘리엇(T. S. Eliot)의 모더니즘을, 1930년  후반에는 리차즈(I. A. 

Richards)의 시론을, 해방 이후에는 실존주의와 딜런 토마스(Dylan Thomas)의 시

론을 동시 적으로 상호텍스트화하 기 때문에 표절 시비에서 상 적으로 자유

로울 수 있었다. 김억이 ｢근 문예｣(1922)에서 각종 문예 사조를 설명하면서 쿠

리야가와 하쿠손(廚川白村)의 텍스트를 참조했음을 밝히고53), 임화가 김기림의 

기교주의를 하루야마 유키오(春山幸夫)와 유사하다고 언급하여 자신이 참조한 

51) “...新しいイギリスの文學が,　 十八世紀以来のロマンチシズムと絶縁したことは，彼等の
文学について悲劇的な結果をもたらした.”阿部知二, 「感性の文学と知性の文学｣,　詩と詩論
13, 春山行夫 編輯, 東京: 厚生閣書店, 1932, p.47. 
52) “浪漫主義運動は, 文學批評に相對主義の思想を注ぎ込んだ.” 小林秀雄,　op. cit., p.281.; 

“私小說の先祖は恐らくジャン·ジャック·ルッソオであろう.” 小林秀雄,　op. cit., p.287.
53) “ 日本厨川博士著近代文學十講에서 만히資料와 는 가저온것을말슴하여둡니다 (ᄭ

)” 김억, ｢近代文藝｣(八), 開闢 21, 1922.3.1. (朴庚守 編, 岸曙金億全集, 한국문화사, 
1987, 135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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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니즘 텍스트를 밝힌 것은 문단에서 끊이지 않았던 표절 시비를 의식했기 

때문이다.54) 하지만 김기림은 이들의 이름을 선집화 과정에서 정리하고 주로 동

시 의 서구 작가들을 전면에 내세워 새로운 논의를 이끌어갔다. .

  하나의 예로 단행본으로 선집화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지워졌지만, 일본의 여

러 문인 중 그가 가장 공감을 표시하는 문인은 신감각파, 신흥예술파 이후 시
와 시론으로 서구 모더니즘을 소개한 하루야마 유키오(春山幸夫)이다. 김기림은 

선집에 포함되지 않은 수필 ｢청중 없는 음악회｣에서 비평의 가치를 역설하면서 

하루야마 유키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일화를 소개했다. “日本의 ｢슈-르레알

리스트｣ 春山君에게向하야 누가 ｢슈-르레알리스트｣의 詩를엇더케 일거야하느냐? 

고무럿슬 그는爲先 ｢슈-르레알리즘｣의 詩論을 理解하여야 한다고 對答한일이

잇슴니다.”55) 김기림은 하루아마 유키오가 ｢사실의 예술보다 질서의 예술｣(事
実の芸術より秩序の芸術へ)56)에서 주장한 “방법론”의 중요성을 인용하 다. 

  하루야마는 “사실의 예술”을 자연적인 예술로, “질서의 예술”을 예술을 

기술로서 보는 입장이라고 구분하며, 자연적인 예술보다 예술을 기술로서 보는 

것이 예술의 이해를 더욱 심화시킨다고 보아 기술로 이루어진 예술의 미적 자

율성을 강조했다. 그는 꽃을 피우는 농부의 예를 통해, 농부가 꽃을 피우기 위

해서는 자연적으로 꽃이 크기를 바라서는 안 되며, 꽃이 피는 과학적 원리를 파

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과학적 원리를 파악하면, 그 예술이 

쉽게 이해된다는 것으로, 예술을 이해하려면 예술의 원리, 즉 방법론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를 이해하려면 시가 감 속에 나온 것이 아니라 

시인이 시론에 입각하여 시를 어떻게 썼는지를 우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루야마의 주장이 가진 파급효과가 김기림에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하루야마의 주장은 기존 서구 비평의 논지를 그 로 옮겨 논 것이기 때문이다. 

하루야마가 언급한 “시인이라면 자기만의 시론을 가져야한다”는 주장은 당  

일본에 큰 논란을 가져왔다. 하루야마는 1928년 시와 시론이 나타나기 전까지 

54) “[김기림]씨는 아주 한 눈을 가리고 발레리, 브레몽, 지드, 하루야마 유키오 등에서만 근
시를 본 것이다.” 임화, 신두원 편, 임화문학예술전집3: 문학의 논리, 소명출판, 2009, 

502면. 
55) 김기림, ｢청중없는 음악회｣, 文藝月刊 2권 1호, 1932. 1, 53면. 이 수필은 수필집 바다

와 육체에 수록되지 않았다.
56) 春山行夫, ｢事実の芸術より秩序の芸術へ｣, 春山行夫 編, 詩と詩論 8, 厚生閣書店, 1930, 

pp. 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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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시와 시론은 별개의 것으로 간주되고 있어 이론으로 시는 쓸 수 없

다는 선입관이 절 적으로 진실로 여겨지고 있었다.”57)고 주장한다. 시인이 시

론을 지니고 시를 써야 한다는 하루야마의 주장은 혁신적이었지만, 이 주장은 

서구 모더니즘 문예의 흐름 속에서 배태되었다.58) 보들레르, 발레리, 엘리엇이 

비평에서 언급한 시인과 시론과의 관계에 관한 것을 하루야마는 단지 되풀이하

고 있다.59) 예를 들어 보들레르는 일찍이“모든 위 한 시인은 자연적으로 숙명

적으로 비평가가 된다. 나는 본능에만 의존하는 시인을 측은하게 여긴다. 나는 

시인을 최상의 비평가라고 생각한다”60)고 말한다. 시인이 비평가란 생각은 시

인은 시에 한 作詩法뿐만 아니라 詩論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들레르의 

생각은 발레리에게 반복된다. 발레리는 “모든 진정한 시인은 필연적으로 최고 

등급의 비평가다”61)라고 주장하여, 시인과 시론의 접한 관계에 관해 역설한

다. 엘리엇 역시 “시인 비평가는 시를 창조하기 위해 시를 비평한다”62)며 시 

창작를 위한 비평 혹은 비평을 위한 시 창작을 따로 떼어내어 말하는 것이 어

리석은 생각임을 주장한다. 엘리엇에게 “시인은 비평가이며, 비평가는 곧 시인

인 것”63)이다. 김기림은 보들레르, 엘리엇, 발레리에게 내려오는 ‘시인이 즉 

57)“詩と詩論があらわれるまで, 「詩」と「詩論」とは別物とみられていて, 「理論で詩は書け
ない」という先入観念は絶対的な事実だと思われていた.” 春山幸夫,　｢ポエジー論の出発｣, 
モダニズム50年史-詩と詩論, 北村信吾 編, 東京: 吟遊編集部, 1979, p.5.

58) 이미순은 이를 주지적 태도로 명명한다. “시인이 한 개의 목적을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시작에 임하는 것은 소박한 표현주의적 방법에 립하는 주지적 태도라 할 수 있다” 이
미순, 김기림의 시론과 수사학, 푸른사상, 2007, 276면.

59) “시인 각자가 그 자신의 시론(포에시)를 가져야 된다”는 하루야마의 주장은 詩と詩論: 
現代詩の出發, 東京: 冬至書房新社, 1980, 73-4면에서 재인용. 하루야마는 소화53년(1978) 8
월호 기사에서 詩と詩論의 역사적 의미에 해 다음과 같이 회고하 다. (詩と詩論: 現代
詩の出發은 モダニズムの50年史-詩と詩論을 제목을 바꾸어 다시 간행한 동일한 내용의 
저서이다.) “｢詩と詩論が日本の詩の歴史にもたらした一つの革命は，詩人はたんに詩を書く
(本当は自然発生的に詩ができる)だけの人間でなく詩(ポエー厶)と詩論(ポエジ！)という｢まった
く異った心的水準での異った傑作｣(近代の心理学ではこれを「行動」(作品)と思考(芸術論)の分
離の法則と呼んでいる?を意識的に結びつける創造活動に目ざめ，各自が自記のポエジ―論を持
つようになったことであった.”(밑줄-인용자)
60) 윤 애, 파리의 시인 보들레르, 문학과 지성사, 1998, 28면에서 재인용. 
61) “그러나 모든 진정한 시인은 필연적으로 최고 등급의 비평가이다.” (But every true poet 

is necessarily a first-rate critic.) Valery, Paul. The Art of Poetry, Trans. Denise Folliot,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58, p.76.  

62) “The poetic critic is criticizing poetry in order to create poetry.” Eliot, T. S. Selected Prose 
of T. S. Eliot, Edited by Frank Kermode, New York: A Harvest Book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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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가’라는 생각을 하루야마의 주장을 통해 그 로 인용한다. 하루야마가 김

기림의 시론 형성에 향을 미쳤거나 특별히 어떤 굴절이 일어났다고는 볼 수 

없다. 김기림은 하루야마와 같은 동아시아의 동시 인으로써 서구문학의 반낭만

주의 비평을 소화해야 하는 위치에 서 있었고, 해방 후 선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하루야마의 논평을 삭제했다.   

  문덕수는 ｢김기림 문학의 향관계 고찰｣64)에서 김기림 시론과 일본 주지주

의와의 관련성에 해 여러 가지를 열거하 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공통분모는 

김유중이 언급한 것처럼 “범 세계적인 예술 운동”65)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

시될 수 있는 보편적 항목이다. 일례로 그는 김기림과 하루야마 유키오 시론의 

유사함을 지적하면서, “특히 春山行夫의 混亂→綜合, 判斷→分析, 心理的→主智
的, 主觀→客觀과, 金起林의 局部的→全體的, 獨斷的→批判的, 唯心的→唯物的, 

自己中心的→客觀的과를 비교해 보면, 이 對照의 相似性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

다”66)고 주장한다. 하지만 김기림의“唯物的”이 하루야마의“主智的”과 동의

어인지, 김기림의“自己中心的”이 하루야마의“主觀”과 같은 의미인지는 구체

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같은 어휘를 가지고 동일한 개념임을 주장하는 것은 음

가의 유사성에 기 어, 내포의 일치를 추론하는 셈이 된다. 헤럴드 블룸은 음가

의 유사성이 시의 향과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점을 단호히 지적한 바 있다.67) 

시 뿐만 아니라 시론에서도 마찬가지다. 텍스트의 외연뿐만 아니라 내포를 통해 

유사점이 발견되지 못한다면, 외연의 유사로 텍스트의 상호 관련을 확정지을 수 

없다.

  김기림이 제시하는 ‘객관성’으로의 방향은 한결같지 않다. 그는 1931년 발

표한 ｢시의 기술, 인식, 현실 등 제문제｣에서 “주관의 소리만이 시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객관적 사실의 나열만이 시도 아니다. 그것은 자연 자체다. ｢
63) “...it is to be expected that the critic and the creative artist should frequently be the same 

person.” Eliot, T. S. op. cit., p.58. 
64) 문덕수, ｢김기림 문학의 향관계 고찰｣, 정순진 편, 김기림, 새미, 1999, 177-86면. 
65) 김유중, ｢김기림 문학 연구의 문제점｣, 정순진 편, 김기림, 새미, 1999, 326면. 
66) 문덕수, 한국모더니즘시연구, 시문학사, 1981, 230-1면.
67) “Poetic influence, in the sense I give to it, has almost nothing to do with the verbal 

resemblances between one poet and another.” Bloom, Harold. A Map of Misreading, Oxford: 
Oxford UP, 1975, p.19. 필자는 시에 관한 블룸의 논의를 시론에 적용하여, 시론에서도 개
념의 외연 혹은 음가의 유사성만으로 내포의 유사성을 결정할 수 없다고 본다. 크레스타
바의 지적처럼, 외연이 같아도 내포는 그 맥락에 따라 자유롭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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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이다”68)라며 주관과 객관의 종합을 꾀한다. 김기림의 주관이 “고정된 역

사와 인생의 단편”(객관적 사실)을 비추는 “움직이는 주관”69)이라는 점에서 

하루야마의 ‘주관’과 유사할 때 비로소 김기림과 하루야마의 텍스트는 상호

관련성을 맺게 된다. 하지만 주관과 객관을 가르는 경계 자체가 모호하다는 점

에서 김기림이 주장한 ‘객관’이 하루야마가 주장한 ‘객관’의 필요충분조건

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70) 

  주관, 객관에 관한 일본 학계의 논의는 하루야마 이전 다이쇼 시기 자연주의 

문학 시 에 이미 시작되었다. 자연주의 문학을 객관의 문학으로 명명했기 때문

이다. 하지만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자연주의 문학을 “낡은 객관주의”71)라고 

비판하며 객관과 주관의 개념을 재고한다. 객관과 주관의 경계가 결정적으로 무

너진 것은 아인슈타인의 상 성 이론에 기인한다. 그레고리 골리(Gregory Golley)

는 신감각파 등 일본 모더니즘이 두한 배경으로 아인슈타인의 일본 방문과 

연설을 원인으로 든다. 1922년 상 성 이론을 주장한 아인슈타인의 다섯 차례에 

걸친 연설로 일본의 문화계가 주관과 객관의 기존 정의를 재고하 다는 것이다. 

“[1920년 의 일본에서  아인슈타인의] 상 성 이론이 흥미롭게도 객관적 지식

을 [상 적인] 지역의 일로 탈바꿈했다면, (특히 1920년 에 무르익었던) 양자론

은 확실성을 가지고 사물의 질량을 재거나 정의하는 희망을 포기시킨 듯하

다”72)라는 골리의 주장은 김기림이 아인슈타인의 상 성 이론과 양자론에 관

심을 가졌다는 점에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김기림은 “도시와 경제학과 원

자물리학의 세계를 시조는 과연 맞아들일 수 없는 것인가”73)라며, 시조의 형태

68) 김기림, 시론, 104면. (｢시의 기술, 인식, 현실 등 제문제｣, 조선일보, 1931.2.11.-14.)
69) 김기림, 위의 책, 105면. (｢시의 기술, 인식, 현실 등 제문제｣, 조선일보, 1931.2.11.-14.)
70) 고바야시 히데오 역시 비평계에서 “주관”, “객관”의 자의적 사용을 질타한다. “一

體, 主觀とか客觀とかいふ言葉も無我夢中で使はれてゐる言葉中の王様です.” 小林秀雄,　｢
文芸批評の科学性に関する論争｣(1931.6), 小林秀雄全集: 第一卷, p.133.

71) “百合と私とが別々にあると考へて百合を描くのは，自然主義的な書き方である.　 古い客
観主義である．” 川端康成, ｢新進作家の新傾向解説―新感覚的表現の理論的根拠｣, 文芸
時代, 1925.1. (伊藤整　等編, 日本現代文学全集　第67, 東京: 講談社, 1968, p.367에서 
재인용) 

72) “If relativity theory recast “objective knowledge” as a curiously local affair, quantum theory 
(especially as it matured in the 1920s) seemed to abandon the hope of ever measuring or 
defining an object with any certainty at all.” Golley, Gregory. When Our Eyes No Longer 
See: Realism, Science, and Ecology in Japanese Literary Modernism, Cambridge: Harvard UP, 
2008, p.25.



- 17 -

가 사회학, 경제학, 과학의 내용과 어떤 식으로든 접목해야 함을 주장하 다. 시

조의 내용을 이루던 조선시 의 고답적인 상투어와 한자어를 버리고, 동시 의 

조류에 맞는 내용으로 시조 형식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20세기에 들어와 물리학의 세계에서 객관성의 지위가 흔들린 것처럼 철학과 

문학의 세계에서도 객관적 지식은 회의되기 시작하 다. 김기림이 주장한 움직

이는 주관과 객관의 종합은 일본의 신감각파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1925년에 평

론에서 사용한 표현 “主客一如主義”74)와 유사한 맥락이다. 같은 신감각파 요

코미쓰 리이치 역시 언어의 주관적 흐름을 객관 세계의 질서와 합치시키는 

“진보적인 일종의 사실”75)을 소설에서 구현할 것을 주장하 다. 김기림의 객

관과 주관의 조화는 1925년 신감각파의 담론과 맥락을 유사한 맥락이 있다. 김

기림과 일본 모더니스트의 텍스트 간의 소통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한·중·일

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캐런 손버그(Karen Thornber)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캐런 손버그는 유동하는 제국의 텍스트(Empire of Texts in Motion)에서 “동

아시아 문학을 이해하려면 제국 일본의 텍스트와 반식민지 중국, 식민지 조선과 

만의 문학을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아시아 문학과 문

학을 지리적으로 고립된 상태로 연구한다면, 동아시아란 역동적인 지역을 포괄

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76)는 것이다. 상호텍스트성을 매개로 하여 제국 일본과 

반식민지 중국, 식민지 조선과 만의 텍스트를 서로 순환하는 것으로 본 그의 

연구는 향관계 및 우열관계 일색의 진부한 비교문학 연구를 넘어서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준 것만은 틀림없다. 하지만 그는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지 정확

하게 지적해내고 있지만, 얼마만큼 이해해야 하는지 그 정도의 차이를 놓치고 

73) “도시와 경제학과 원자물리학의 세계를 시조는 과연 맞아들일 수 없는 것인가.” 김기
림, ｢시조와 현 -버림받는 시조의 재검토｣, 국도신문, 1950.6.11. (김기림전집 2, 346
면에서 재인용) 

74) 川端康成, op. cit., (伊藤整　等編, 日本現代文学全集　第67, p.367에서 재인용)
75) “進歩的な一種の寫實”横光利一，｢文芸時評｣(三), 文芸春秋　 第六年第十二號, 昭和三

年十二月一日 (横光利一, 保昌正夫 編, 定本横光利一全集 13, 東京: 河出書房新社, 1982, 
p.161에서 재인용)

76) “Studying East Asian literatures and cultures in geographic isolation can impose artificial 
frameworks that impede our comprehension of this dynamic part of the world.” Thornber, Karen 
Laura. Empire of Texts in Motion: Chinese, Korean, and Taiwanese Transculturations of Japanese 
Literature, Cambridge: Harvard UP, 2009, p.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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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김기림의 시론을 이해하는 데, 미 모더니즘과 일본 주지주의를 동등한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 김기림이 일역으로 매개된 텍스트를 사용하다가 점차 

어 원전이나 역본으로 이를 체하고 있는 사실77)을 감안한다면, 김기림을 

이해하기 위해 일본 신감각파 및 일본 모더니즘 담론을 검토해야 하지만 미 

모더니즘 문학의 그것과 차등을 두고 살펴보아야 한다. 시론, 시의 이해, 
문학개론, 문장론신강에 번역하고 인용한 수많은 문 텍스트의 존재에서 김

기림이 주로 문으로 문학텍스트를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78) 그

는 조이스의 소설 율리시즈(Ulysses)처럼 일본어 번역을 참조했을 때에 한해 

“일본역”79)이라는 표기를 붙인다. 소비에트 러시아 작가들의 작품 역시 “번

역을 통하여 읽”80)었다는 사실을 밝힌다. 동아시아에서 텍스트가 등하게 유

통되고 순환된 것으로 보는 시각으로는 서구 모더니즘 텍스트를 나름 로 상호

텍스트했지만, 일본 신감각파와 슈르레알리즘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굴절시켜 이

해한 김기림 텍스트의 층위를 설명할 수 없다.  

  김기림은 부분의 식민지 지식인이 갖고 있는 일본에 한 콤플렉스에서 어

느 정도 벗어나 있었다. 세계 문명을 감수하는 기상 의 기사로서 일본이란 조

선, 중국, 인도와 더불어 서구에 항하는 동양의 하나일 뿐이다. 김기림이 부여

하는 셀프-오리엔탈리즘(self-orientalism)은 스스로를 동양인으로 자각·소외시킨

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이지만, 서구 앞에서 일본, 한국, 중국, 인도의 차이를 소

거한다. 일본을 조선의 동편(東偏)에 위치한 지역으로 보아, 일본여행기의 제목

77) 일례로 까뮈의 페스트에 한 평론 ｢소설의 파격｣(1950)에서 김기림이 일역본을 매개
로 하지 않고 역본을 번역해서 인용하는 사실이 그의 문번역 투의 문장에서 드러난다. 
78) 김기림이 센다이의 동북제 에서 공부할 적에도 일역 신 주로 문 텍스트를 참조한 듯 

보인다. 1936년에 쓴 수필 ｢수방설신｣에서 “｢에브리만｣문고의 ｢플라톤｣을 옆구리에 끼고 
년사 숲 속 길을 혼자 걸었다”라고 언급한 사실에서 플라톤을 EVERYMAN'S 

LIBRARY시리즈로 접한 사실이 드러난다. 
79) “이쓰의 율리씨-즈의 日本譯을 읽었더니...” 김기림, ｢藝術에잇서서의리알리티, 
모랄문제｣, 조선일보, 1933.10.22. 1930년  당시 일본에서 율리시즈(Ulysses)의 번역본이 
두 종류가 있었다. 출판 후 10년 간 저작권이 보호되었기 때문에 初版된 1922년의 10주년에 
맞추어 두 종류의 번역본이 출판되었다. 하나는 이와나미 문고에서 나온 세 권으로 이루어진 
1932년 판이며, 다른 하나는 아방가르드 관련 서적을 출판했던 다이치 서점에서 나온 제 1
권, 1931년 판이다. 율리시즈의 일본어역에 해서는 Tyler, William J. Modanizumu: Modernist 
Fiction from Japan 1913-1938, Honolulu: Univ. of Hawai’i Press, 2008, pp.174-5참조. 
80) 김기림, 김기림전집 3, 128면에서 재인용. 러시아 번역가 후타바테이 시메이((二葉亭 四

迷)가 김기림 텍스트에서 종종 언급되는 이유이다. 김기림, ｢주요한씨에게｣, 조선중앙일
보, 1934.6.28. (김학동 편, 김기림평전, 367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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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본기행’이나 ‘내지기행’이 아닌 “東方紀行”81)으로 제목을 붙인 점

만 보아도, 김기림이 콜로니얼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있거나 혹은 벗어나려고 노

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서구적 근 를 보편적 모델로 간주했던 30년

 초반의 김기림에게 ‘식민지’에 한 자각이 얼마나 강했는지는 의문이

다”82)라는 고봉준의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김기림을 여전히 식민지인

으로 가두어버리고 있는 기존 연구와 달리, 식민지 콤플렉스에서 김기림을 해방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철희는 기상도를 분석하면서 “｢기상도｣가 현실적인 

상을 다루되, 전혀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만큼 식민지 

지식인에 실재하지 않은 저쪽의 고민을 자기 고민으로 삼았다.”83) 라고 주장한

다. 이명찬은 “근 성의 자기 증식적 시·공간 확장이라는 제국주의적 논리 속

에, 문학적 경력의 시작에서부터 흔적 없이 스스로를 지워 버리는 이러한 태도

야말로, 조선적 모더니스트로서의 김기림의 한계가 이미 태생적이었음을 암시하

고 있다”84)고 주장한다. 이는 콜로니얼 콤플렉스(colonial complex)에 한 강박

관념(Zwang)에서 비롯된 것이다. 식민지 조선의 시인이니까 당연히 콜로니얼 콤

플렉스(colonial complex)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전제하는 시각이다. 

  식민지 근 성을 근거로 김기림에게 식민지인으로서 역사의식이 결여되어 있

다고 비판하는 연구는 김기림 텍스트에 해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김

기림이 일문 텍스트를 해방 이후 철저히 배제하는 이유를 생각해본다면 해답의 

실마리를 도출할 수 있다. 그가 30년  쓴 텍스트에서 드러난 일본 문학 작가와 

작품은 45년 해방 이후 선집화 과정에서 모두 제거되었다. 이상의 유고를 묶은 

이상선집(1949)에서도 이상의 일문 텍스트를 수록하지 않았다. 민족문학과 세

계문학의 공존을 추구한 당시, 식민지 근 를 굳이 떠올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

다. 동시  시인 겸 평론가 리차즈로 학사 논문을 쓰고, 예이츠의 후기 시, 엘리

엇의 문명 비판적 시, 오든·스펜더의 사회참여시, 사르트르·까뮈의 실존주의 

작품, 딜런 토마스의 변증법적 시작(詩作)을 빠르게 소화하여 조선에 소개하는 

것에서 서구에 뒤떨어지지 않으려는 그의 동시 성에 한 집착을 감지할 수 

81) 김기림, 바다와 나비, 신문화연구소, 1946, 73면. 
82) 고봉준, ｢모더니즘의 초극과 동양 인식: 김기림의 30년  중반 이후 비평을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Vol.13, 2005, 131면.  
83) 박철희, 한국근 시사연구, 일조각, 2007, 228면. 
84) 이명찬, 1930년  한국시의 근 성, 소명출판, 2010, 1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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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식민지인 모두가 콤플렉스에 갇히거나 흉내(mimicry)에 몰두한 것은 아

니다. 정주아는 ｢한국 근  서북문인의 로컬리티와 보편지향성 연구｣에서 “한

일병합으로 인해 주권을 상실하고, 사실상 통치제도로서의 국가가 사라지면서 

‘지역’이 곧 세계와 만나는 단위가 되었다는 점”85)에 주목했다. 서북 지역 

문인들의 문학운동을 식민지 시기 한국 근 문학의 보편지향과 탁월하게 연결

시킨 이 논문에서 저자는 서북 지역 문인들이 지닌 역사적 소외감을 만주와 중

국본토, 미주와 유럽 륙으로 확장되는 “코스모폴리탄의 역동성”86)의 동력으

로 해석했다. 김기림이 조선 시  평안도 지역과 함께 차별 받았던 국경 근처 

함경도 지역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김기림이 지닌 보편 지향을 유사한 

이유로 이해할 수 있다.87) 김기림이 보이는 바다에 한 끊임없는 갈구 및 육지

와 바다의 경계에 놓인 항구의 문학적 형상화는 당시 일본, 러시아, 중국 간의 

변동하는 ‘국경선’88)을 줄곧 체험했던 저자의 경계에 한 감각이 반 된 것

이다. 그는 언제든지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자세를 지니고 있었다. 현해탄 

콤플렉스는 현해탄을 건넌 모든 지식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콤플렉스

가 발현되는 과정도 제각기 다르다. 김기림에게 태평양 전쟁(1941.12) 이전의 일

본은 조선과 같은 동일한 동양일 뿐, (서구) 제국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이상은 

수필 ｢동경｣에서 “나는 경교 곁 지하 공동변소에서 간단한 배설을 하면서 동

경갔다 왔다고 그렇게나 자랑들 하던 여러 친구들의 이름을 한번 암송해보았

다”89)라며 동경을 서구의 모조품으로 비판하며 동경의 근 성을 찬양한 문인

들을 비판했지만, 식민지 시기 김기림에게는 일본에 한 비판 의식이 일제말기 

85) 정주아, ｢한국 근  서북문인의 로컬리티와 보편지향성 연구｣, 서울 학교 박사논문, 
2011년, 248-9면. 

86) 정주아, 위의 글, 249면.
87) “‘서북지역’은 평안도를 뜻하는 關西와 함경도를 뜻하는 關北을 통칭하는 용어이

다.” 장유승, ｢조선후기 서북지역 문인 연구｣, 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면.
88) “떨리는 조계선,” 김기림, 기상도, 12면. 국경 및 국가와 관련하여 신범순은 이를 뒤

집은 “나라”개념을 제안한다. “인위적인 무력과 그것을 배경으로 한 율법체제로 이루
어진” ‘국가’ 개념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가’의 틀에 포섭되지 않는 ‘나라’ 개념
으로 한국 근현 시에 한 반역사적인 조망을 펼친다. 하지만 그의‘나라’ 개념은 국가 
간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형상화한 김기림의 시 텍스트에 적용할 수는 없다. 김기
림의 사유는 근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역사 시 에 머물러있기 때문이다. 신범순, 노래
의 상상계: ‘수사’와 존재생태 기호학, 서울 학교 출판문화원, 2011, xviii면 참조.    

89) 이상, 권 민 편, 이상전집 4, 뿔, 2009, 1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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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국주의 비판을 제외하고는 거의 드러나지는 않는다. 일본 제국과 식민지 조선 

사이의 비 칭의 경사가 드러나는 “접촉의 공간”(contact zone)90)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그의 텍스트에서 보이지 않는다.

  식민지의 작가는 식민지의 현실을 반 하며, 제국의 작가는 제국의 현실을 반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문학텍스트를 단지 역사적 현실의 반 에 지나지 않

는 것으로 인식하는 태도이다. 최재서와 더불어 주지주의를 받아들인 아베 토모

지는 1930년 신초 11월호에 발표한 문예시평 ｢경악한 문단·모더니즘에 관하

여 그 밖의 것｣(｢｢驚く｣文壇·モダニズムに就てその他)에서 “예술은 충분히 시

의 반  방향을 향해 제작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이 시기의 시 의 

향은, (중요한) 방향이 아니라, 단지 그 분위기에 지나지 않는다”91)고 주장한

다. 김기림 텍스트에서도 예술이 식민지 현실을 어느 정도 반 하는지, 혹은 저

항하는지 끊임없이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詩人은 恒常 時代의 사람이며 同
時에 超時代의 사람인것이다”92)라는 김기림의 말을 곱씹어 본다면, 김기림의 

예술을 지나간 역사에 함몰시킬 수 없다. 그의 예술이 현재와 미래가 교섭하는 

내적 동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는 장시를 창작하여 일본 문단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단시가 우세한 일본 

시단은 장시를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1923년부터 1947년까지 동경제  문과 

교수를 역임한 사이토 다케시(斎藤勇)는 1979년에 발표한 논문 ｢일본에서는 

규모의 장시가 가능한가?｣(日本には大規模の長詩があるか)93)에서 한시 및 서양

문학과의 비교를 통해 일본에서 장시가 드문 이유를 몇 가지 제시한다. 저자는 

세계문학사상 최초의 장편소설인 겐지모노가타리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에 어

째서 훌륭한 장시가 없는지를 묻고, 그 이유로 “품위가 있는 모양, 한가로움, 

정숙함을 존중하고 단순함을 선호하며 집착을 가볍게 하며 모두 깨끗이 정돈하

는 것을 상품으로 치는 태도가 장편창작욕구를 눌 다”94)고 주장한다. “와카

90) ““...contact zone,” which I use to refer to the space of colonial encounters, the space in 
which peoples geographically and historically separated come into contact with each other and 
establish ongoing relations, usually involving conditions of coercion, radical inequality, and 
intractable conflict.” Pratt, Mary Louise. Imperial Eyes: Travel Writing and Transculturation, 
London: Routledge, 1992, p.6. 

91) 阿部知二 外, ｢｢驚く｣文壇·モダニズムに就てその他｣, 新潮, 1930.11., p.88.  
92) 김기림, 시론, 225면. 
93) 斎藤勇, ｢日本には大規模の長詩があるか｣, 日本学士院紀要 36(1), 1979, pp.1-14.  
94) Ibid.,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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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이쿠를 최고의 시의 형태로 생각하는 일본의 전통이 한시의 수용에서도 

가장 짧은 오언절구나 칠언절구를 선택했다”95)는 것이다. 저자는 상당히 민족

주의적 태도로 서양만큼 위 한 장시가 일본에서도 나오기를 열망한다. 일본의 

장시는 다른 장르에 비해 일본 근 문학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

이다. 

  기상도나 ｢쥬피타추방｣처럼, 풍자나 문명비판을 다룬 장시가 일본시단에 부

재하다는 점에서 김기림이 일본 시단의 자장에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문단을 지속적으로 언급한 김환태나 일본어로 작품 활동을 한 정지용, 이상, 이

효석, 그리고 실제로 일본비평계에서 활동한 최재서, 이양하, 이하윤 등 동시

의 문인들과 비교해 볼 때, 김기림과 일본문단의 접도는 상당히 약하다. 1930

년  신감각파, 신흥예술파의 텍스트에서 보이는 에로, 그로, 넌센스의 미학 중 

이효석의 텍스트에서 에로를, 이상과 박태원의 텍스트에서 그로를, 이상과 삼사

문학 문인들의 텍스트에서 넌센스96)를 발견할 수 있는 반면, 김기림의 텍스트 

중에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것은 초기 시에 일부 드러날 뿐이다. 1930년 아베 

토모지는 일본 모더니즘을 정의하면서“일본에 온 모더니즘이 “ 미의 신고전

주의적 경향 혹은 기계주의적 경향과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97)된 “에로티크

의, 난센스의 문학”98)으로 정의했는데, 김기림 텍스트는 에로, 그로, 넌센스가 

지닌 “세기말적 경향”99)과 거리가 멀며, 오히려 미의 신고전주의 및 기계주

의에 더 가깝다. 김기림 텍스트를 일본의 신감각파, 신흥예술파의 문인과 ‘비

교’100) 가능하려면 일단 비교가능성과 비교불가능성이 설정되어야 한다. 비교 

95) Ibid., p.12.
96) 초현실주의는 딜란 토마스(Dylan Thomas)에 따르면 넌센스로 정의된다. 일본 모더니즘의 

‘넌센스’의 문학이 20세기 초 프랑스 초현실주의와 같은 맥락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Surrealism, which he[Dylan Thomas] found there, is nonsense by definition.” Tindall, William 
York. A Reader’s Guide to Dylan Thomas, New York: Octagon Books, 1973, p.11.

97) 阿部知二, op. cit., p.86. 
98) Ibid. 
99) Ibid.
100) 물론 여기서 비교는 음성이나 텍스트의 유사성에 기반을 둔 표피적 비교가 아닌, 텍스

트를 종합하고, 분석하며,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근거를 갖춘 최근 비교문학 담론의 비교
를 의미한다. 비교문학 연구에 관한 비판적 시각은 부분 표피의 비교를 통한 과잉해석 
혹은 왜곡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최근 비교문학계에서 비교에 관한 문제제기로서 Melas, 
Natalie. All the Difference in the World: Postcoloniality and the End of Comparison, Stanford: 
Stanford UP, 2007, p.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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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몇몇 지점에도 비교해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독자를 설득해야만 비

교의 가치가 인정될 수 있는데, 김기림과 일본 문학자 간에는 비교 불가능한 지

점이 상당하다. 김기림이 추구한 전세계적 동시 성은 신감각파, 신흥예술파, 혹

은 시와 시론의 편집자 하루아먀 유키오와 같은 일본의 모더니스트들의 시와 

시론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당  반전통의 조류를 이끌어 간 보들레르의 시, T. 

E. 흄과 리처드 올딩턴의 이미지즘, 후기의 예이츠, 엘리엇, 오든, 스펜더의 반 

센티멘탈리즘 시, I. A. 리차즈의 시론의 방향과 일치한다.  

  보들레르에서 출발한 미 모더니즘과 김기림은 동일한 맥락 속에 있지만, 

미 모더니즘 시론에 한 과도한 가치 부여는 곤란하다. 김기림은 전반적으로 

문학 이론의 과도한 활용을 경계했다. “문학이론의 수입 제창도 물론 있어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작품에 한 실제의 비평과 「발란스」를 잃고 성

행할 때 문학의 발전과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이론만이 혼자 따로 나가서 유희

하고 있게 되기 쉬웠다. 우리 사이에 과잉될 정도로 많이 제시되는 문학이론은 

실제로 문학작품에 어느 정도로 채용되어 성과되었던가. 우리는 냉정히 이 점을 

반성할 것이다.”101) 이런 그의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문학이론보다 문학

작품, 즉 텍스트 그 자체를 더 중요시했다. 과잉된 문학 이론이 실제 그의 창작

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기림의 이런 주장은 리차즈

의 관점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리차즈 역시 문학 이론과 이론의 적용 사이에서 

고민했다. 이론서 문학 비평의 이해(The Principles of Literary Criticism)의 내용

을 논증하기 위해 그는 더 하나의 책 실제 비평(Practical Criticism)을 필요로 

했다. “사상의 소유와 사상의 적용 사이에는 넘어야할 어려운 장벽이 있다. 모

든 교사는 이 사실을 상기할 때면 주춤한다. 이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시도로서 

나는 이 책의 자매편으로 실제비평이라는 책을 준비 중에 있다”102)는 문학 

비평의 이해의 서문에서 리차즈가 이론과 텍스트 간의 합치를 꾀한 것을 알 

수 있다.  

  ｢오전의 시론｣ 등 김기림의 시론을 지금의 학술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빈약

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극복된, 과거의 자신의 시

론에 너무 머물지 말라는 당부를 김기림 역시 태양의 풍속의 서문 ｢어떤 친한 

101) 김기림, ｢詩의 르네쌍쓰｣, 시론, 백양당, 1947, 179-80면.
102) I. A. 리처즈, 이선주 옮김, 문학비평의 원리, 동인, 2005, 8면; Richards, I. A. Principle 

of Literary Criticism,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INC.,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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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벗에게｣(1934.10.15.)에서 하지 않았던가? 이론의 학적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김기림의 예술 텍스트이다. 김기림이 습득한 ‘교양’이 더 이상 현재성이 

없는 반면, 김기림의 ‘신념’은 현재의 독자에게도 생각할 거리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센티멘탈리즘이 김기림의 텍스트 속에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것은 고

전주의의 반낭만주의 성향에 공감하면서도 낭만성을 버리지 못하고 유토피아를 

한결같이 추구하는 김기림의 양가성에 의거한다. 장단점을 맞부딪혀 변증하려는 

그의 시작(詩作)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시 텍스트이다. 게다가 시인이 지향한 

예술가적 글쓰기 때문에 시론과 시의 이해과 같은 이론서 및 시 번역에서

도 풍부한 수사가 흐르고 있다. 

  김기림 전집의 편저자 김학동이 주장한 것처럼 김기림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

해서는 김기림이 참고로 했던 당  이론을 기반으로 연구해야 최 한 객관적 

해석에 이를 수 있다. 신범순 역시 당 의 구체적 현실의 의미망 속에서 들여다

봄으로써 모더니즘의 역사적 맥락으로서의 ‘문학의 위기’가 해결된다고 보았

다.103) 이 글은 김기림 사후에 등장한 이론의 도움을 받겠지만, 이론의 전제를 

검토하여 이를 맥락화하지 않은 채 이론에 기 어 김기림의 문학론을 평가하는 

연구방식을 지양할 것이다. 비교가 필요하거나 준거가 요구될 때에는 적어도 김

기림이 평론에서 중복하여 언급한 1950년까지의 문학 사상가들의 범주를 벗어

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시 를 생각하고 김기림을 읽는 것이 김기림 연구에서 

자의적 해석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 된다.

  한 좌담회에서 김기림이 토로한 발언은 김기림의 텍스트를 어떻게 읽어야 할

지 실마리를 제공한다. “언제든지 그 時代와의 關係를생각하고 읽는것이 古典
에 對한 正當한 態度”104)라는 것이다. 이 말은 오늘날의 독자가 김기림 텍스트

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독해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 현재의 독자에게 김기림의 

작품은 반세기 이전의 텍스트이다. 시 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고전을 읽는 것처

럼, 김기림의 텍스트를 읽을 때에는 1930, 40년  당시 시  상황과 그 당시 김

103) 신범순, 한국현 시사의 매듭과 혼, 민지사, 1992, 174면.
104) “古典을 읽는데는 여러가지 方法이 잇겠으나 나는 이런 方法을 取하고 있습니다. 卽 항

상 그 時代라는 背景을 머리에 두고 읽어야지 李泰俊氏나 朴泰遠氏의 小說을읽는것같이
는 할수없다는 것입니다. 春香傳原本을 읽고 느낀바인데 性生活이면 性生活을 그린데있어 
朝鮮人의 性味속에 이렇게 官能的方向이 있는줄은몰랐습니다. 春香傳은 一例입니다만은 
언제든지 그 時代와의 關係를생각하고 읽는것이 古典에 對한 正當한 態度이라 생각합니
다.”(인용자강조) 김기림 외, ｢新春座談會-文學의諸問題｣, 文章, 1940.1, 1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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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림의 독서 경력을 따라가며 읽어야 한다. 시 를 통해 시 상이 작품 속에 어

떻게 반 되어 있는지를 고찰할 때, 확  해석이나 축소 해석의 오류를 피할 수 

있다. 김기림의 시 를 고려하면서 그의 문학 텍스트를 분석한다면, 보편성을 

꿈꾼 세계 문명의 감수자로서의 욕망을 한층 객관적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2. 연구의 시각 및 텍스트의 확정 

  국민문학과 세계문학이 공존할 때, 국민문학의 민족주의적 배타성을 걸러내어 

한층 보편적인 국민문학으로 나아갈 수 있다. 김기림은 ｢민족문화의 성격｣에서 

민족문학과 민족주의 문학을 구분하여, 해방기 민족주의 문학의 공세적 배타성

과 수세적 편협성을 이탈리아와 독일 파시즘과 연관할 정도로 우려한 바 있

다.105)

  기존의 원천 연구 중심의 비교문학은 국민문학과 세계문학이 공존하는 김기

림의 보편 지향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은 채, 김기림 텍스트를 서구문학의 미달

태로 인식해왔다. 그렇다면 김기림의 보편 지향을 최근 논의되는 비교문학 담론

에서의 세계문학론과 관련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최근의 세계문학론은 

비교문학과 국민문학이 더 이상 적 적인 구도를 이루고 있다고 보지 않고, 비

교문학과 국민문학이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뿌리 깊은 나무(국민문학)과 유동하는 파도(세계문학)를 교차시키는 비유에서 

파도가 비유하는 비교문학적 관점을 국민문학의 뿌리보다 한층 더 중요하게 인

식한 프랑코 모레티 Franco Moretti , 문학의 수도로서 파리를 정점에 올려놓고 비

칭적인 세계문학 공화국의 구도를 짠 파스칼 카자노바 Pascale Casanova , 세계문

학의 기능이 민족문학의 방향을 굴절시키는 데 있다고 본 데이비드 댐로쉬

David Damrosch  가운데, 민족문학의 배타성을 차단하는 데에는 모레티의 비교문

학 우위론, 카자노바의 프랑스 어문학 중심주의보다 번역과 텍스트를 중심으로 

세계문학을 정의한 댐로쉬의 유연한 틀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106) 댐로쉬는 닥

105) 김기림, ｢민족문화의 성격｣, ｢서울신문｣, 1949.11.3.     
106) Moretti, Franco. “Conjectures on World Literature,” New Left Review 1, January-February 

2000, pp.54-68; Casanova, Pascale. The World Republic of Letters, Trans. M. B. DeBevoise, 
Cambridge: Harvard UP, 2004, pp.1-44; Damrosch, David. What is World Literature?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P, 2003, pp.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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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두리틀 이야기 The Story of Doctor Dolittle 에 등장한 두 개의 얼굴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동물 “푸시미 풀유 Pushmi-Pullyu ”107) 비유를 통해 민족문학과 

세계문학의 서로 다른 두 방향으로 동시에 나아가려 했다. 김기림 역시 조선의 

신문학, 서구문학 텍스트, 국제 정세를 담은 신문 기사, 과학 담론, 번역 텍스트

의 상호 교차로 민족주의의 배타적 성격을 경계하며 세계문학으로서의 가능성

을 타진했다. 그가 인식한 세계문학은 서구문학의 기존 정전을 주체적으로 내면

화하면서 동시에 한반도를 넘어 세계를 바라보는 창이 된다는 점에서 ‘교양’

으로서 세계문학의 성격이 발현되었다. 

  전통적인 비교문학 연구는 원천(authenticity) 찾기에 급급한 나머지 김기림의 

보편지향을 설명하지 못했다. 기존의 비교문학이 김기림을 서구 텍스트의 미달

태로 만들어버린 결정적인 원인은 ‘ 향관계’ 개념 때문이다. 제이 클레이튼

(Jay Clayton)과 에릭 로스테인(Eric Rothstein)은 문학사에서 향관계와 상호텍

스트성(Influence and Intertextuality in Literary History, 1991)에서 전통적인 향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향관계는 18세기 중반에 유행한 고유성

(originality), 천재(genius)에 관한 관심으로부터 생겨난 개념으로, 이 개념에는 아

직도 고유(origin)에 한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108)는 것이다. 텍스트의 기원과 

창조자의 천재성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향관계 연구는 초점을 김기림이 

아니라 그가 참조한 원천 텍스트에 두었고, 따라서 김기림 텍스트의 독자적 자

장을 설명하는 데 실패했다. 낡은 낭만주의 시 의 향관계 개념으로는 낭만주

107) Damrosch, David. op. cit., pp.283-4.
   http://www.betterworldbooks.com/doctor-dolittle-meets-the-pushmi-pullyu-id-0440415500.aspx 

(accessed 2013.12.24.)에서 관련 이미지 참조.

    

108) “Concern with influence arose in conjunction with the mid-eighteenth century interest in 
originality and genius, and the concept still bears the marks of that origin,” Influence and 
Intertextuality in Literary History, Edit. Jay Clayton & Eric Rothstein, Wisconsi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91,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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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 가 막을 내린 1차 세계 전 이후 1930년  조선에서 모더니즘 시 를 

연 김기림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향관계의 범주에 속해있는 빌리기(차용), 메아리(에코) 등은 원천

이 되는 텍스트가 빌려왔으며 메아리처진 텍스트보다 우월한 관계에 놓여 있음

을 전제하고 있다. 그 예로 송욱이 ｢金起林 즉 모더니즘의 口號｣에서 기상도
에 해 “이 나라에서 엘리엇트의 荒蕪地에 견줄 수 있는 훌륭한 작품을 쓰

려고 한 것 같아 보이나, 결국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109)라며 냉혹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이유는 향관계의 관점으로 두 작품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을 준 엘리엇의 황무지가 향을 받은 김기림의 기상도보다 우월하다

는 전제를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기림이 기상도를 쓸 때 황
무지로부터 감을 받기는 했지만, 두 작품은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각기 다른 

언어로 형성된 작품이기 때문에 작품의 우열관계를 논하기는 불가능하다. 두 작

품을 두고 우열의 논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 원천이 되는 작품의 우월성을 강조

하는 전통적 향관계를 수정한 해럴드 블룸의 논의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해럴드 블룸(Harold Bloom)은 시적 향의 불안에서 선배시인(precursor)와 

후배시인(ephebe) 사이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로 놓고 아들인 

후배시인이 선배시인의 향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후배시인이 겪는 불안감의 

결과를 시적 향으로 설명했다.110) 불안감이 발현된 시 텍스트는 선배시인을 

극복하려는 후배시인의 투쟁이라는 것이다. 블룸의 논의는 선배시인과 후배시인 

사이의 비 칭 관계를 극복하여 선배시인의 작품 속 정수를 후배시인이 체화하

여 이를 그의 것으로 탈바꿈하는 헤게모니 역전을 염두에 두었다. 텍스트는 더 

이상 선배시인의 것이 아니며 후배시인이 발전시킨 그만의 자장 속에 놓이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후배시인은 선배시인이 되며, 또 다른 후배시인은 창조적 

오독을 통해 선배시인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런 텍스

트의 순환구조는 당  유행했던 탈구조주의의 여파가 미친 것이며, 동시에 시인

의 주체적 태도가 발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니체의 자장 속에 있다고 할 수 있

109)  송욱, 시학평전, 일조각, 1963, 192면.
110) “We remember how for so many centuries, from the sons of Homer to the sons of Ben 

Jonson, poetic influence had been described as a filial relationship, and then we come to see 
that poetic influence, rather than sonship, is another product of the Enlightenment, another 
aspect of the Cartesian dualism” (my emphasis). Bloom, Harold. The Anxiety of Influence: A 
Theory of Poetry (second edition) New York: Oxford UP, 1997,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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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블룸은 후배시인이 선배시인의 작품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소화하느냐에 집

중함으로써 향관계가 지닌 비 칭의 우열 관계를 텍스트의 순환으로 타파하

고 있다. 

  이렇듯 블룸은 선배시인을 향한 후배시인의 ‘불안’이란 심리적 관계성에 

집중하여 서구문학의 전통을 창출하려 했다. 그러나 향관계의 통시적 관계성

을 끊고 텍스트 간의 공시적 관계에 집중하는 김기림에게 블룸의 이론은 맞지 

않는다. 김기림이 서구문학 텍스트를 인용, 참조, 인유했다고 하여 서구시인의 

뜻을 따르는 후배시인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식민지 조선의 맥락으로 번역된 그

의 자국화된 번역태도 때문이다. IV부 2장 ｢번역태도의 자국화와 번역된 근 ｣
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그는 번역을 통해 기존 서구 전통의 맥락을 끊고 다

른 맥락으로 서구 텍스트를 변주했다. 표적인 사례로 ｢모더니즘의 역사적 위

치｣(1939.10)에서는 예이츠의 시 ｢비잔티움으로의 항해｣(1926)의 첫 3행을 인용

하여 식민지 조선 문단의 세  갈등을 논하는 데 사용하 으며, 기상도(1936)
에서는 황무지(1922)가 예시한 것처럼 인유로 서구 전통을 끌어오는 신, 동

시 적인 신문기사를 소재로 문명 비판적 장시를 실험했다. 

  서구문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 던 김기림은 향관계에 해 나름의 견해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텍스트가 순환을 거듭한 나머지 문학의 창

조력이 점차 고갈되고 있었던 현 상황을 예리하게 자각하고 있었다. ｢오전의 시

론｣(1935.6)에서 보여준 그의 이러한 견해에서 선배시인의 향을 어떻게 극복할

지 나름의 고민이 드러난다. 

  실로 벌써 말해질 수 있는 모든 사상과 논의와 의견이 거진 선인들에 의하여 

말해졌다. 그들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을 별로 남겨두지 않고 그들의 머리에 

떠오르는 뭇 일을 인색함이 없이 토로해 버렸다. 남아 있는 가능한 최 의 일은 

선인이 말한 내용을 다만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는 정도라는 것을, 더군다나 자신

의 작품에서 발견하는 때 우리들의 자존심은 여지없이 쓰러진다. 낡은 일을 낡은 

방법으로 언제까지든지 써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는 작가나 시인

을 내가 행복스럽다고 말한 것은 그 까닭이다. (인용자강조)111)

이 글에서 그는 선배시인들이 모든 사상, 논의, 의견을 이미 말했는데, 그가 왜 

111) 김기림, 시론, 22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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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무언가를 써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문제시한다. 그는 그 해답을 여러 

가지 방식의 글쓰기에서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산문시, 문명 비판적 

장시 등 여러 실험적인 시를 쓰고 시, 소설, 수필, 희곡의 네 장르를 두루 거치

게 된다. 그는 문학의 형식 실험을 마다치 않는 구인회 시절 동료 이상, 박태원, 

이태준, 정지용 등은 높이 인정했지만, 이런 문제의식이 없는 문인을 “낡은 일

을 낡은 방법으로 언제까지든지 써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는 작

가나 시인”으로 비판했다. 예술에는 사유, 즉 내용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형상

화하는 새로운 형식이 따라주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김기림은 연령상 선배를 예술상의 모범이 되는 선배시인으로 생각하지 않았

다. 사실 조선 문단에서 그가 선배로 인정한 시인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례로 시인 주요한에 한 격문인 ｢주요한 씨에게｣(1934.6.28.)에서 그

는 “예술의 세계에서 나는 선배라는 말을 얼마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면 

겨우 연령에 있어서의 선배일 것이다. 연령으로서의 선배 이외에 예술상의 선배

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의 예술이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느

니보다도 많은 경우에 선배에의 추종이며 모방인 것을 의미하는 까닭이다.”112)

라며 예술세계에서 선배시인의 존재를 부정한다. 선배시인의 그늘에 가려 본인

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동시 성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가 선배시인을 과거의 유물로서 부정했던 반면, 구인회 동료들을 

높이 평가한 이유는 그들이 30년 를 함께하는 동료 지 선배는 아니었기 때문

이다. 구인회는 문화적 욕구와 창조적 의욕으로 함께 뭉친 모임이었기에 김기림

은 그들과 함께 조선의 신문학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이상이 ｢오감도 

작자의 말｣에서 “왜 미쳤다고들 그러는지 체 우리는 남보다 수십 년씩 떨어

져도 마음 놓고 지낼 작정이냐”113)라며, 서구문학과 동시 성을 강조하며 시간

에 민감한 모습을 드러낸 것도 김기림과 유사한 불안감을 드러낸 것이다. 김기

림은 서구문학과의 동시 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서구문학을 창조적으로 모방하

는 방법에 해 나름의 견해를 제시했다.  

  이미 조선의 신문학의 발생과 성장을 외국문학의 향에서 절단시켜가지고 思

112) 김기림, ｢주요한씨에게｣, 조선중앙일보, 1934.6.28. (김학동 편, 김기림평전, 367면에
서 재인용)

113) 이상, 권 민 편, 이상전집 4, 뿔, 2009, 1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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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할 수 없는 것은 무엇보다도 밝은 사실이다. 우리는 어떤 작품을 평가할 때에 

그것이 어느 다른 외국작가의 모방이라고 하는 오직 한가지의 이유로써 그 작품

을 파묻어 버리려고 하는 성급한 비평을 구경한 일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문명

의 향상도정에 있어서 또한 문화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모방이 차지하고 있는 중

한 위치와 기능을 무시한 暴論이다. 모방이 다만 기계적으로 되어지지 않고 그 

뒤에

1. 문화적 욕구가 있을 경우.

2. 창조적 의욕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러한 때에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로서 차라리 推獎되어야 할 것이다.114) 

그는 모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문화적 욕구에 창조적 의욕이 더해진다면 

모방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창조의 어머니까지 올라선다고 보았다. 즉, 그는 

문화적 창조적 욕망을 가지고 서구문단 텍스트를 뒤바꾸기를 소망한다. 조선 문

단 선배시인의 텍스트를 물려받아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낭만주의 

전통을 부정하고 동시  서구 모더니즘 텍스트를 조선 신문학의 맥락으로 새롭

게 탄생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김기림이 추구한 것이 번역, 인용 등을 통한 서구 텍스트와 그의 텍스트 간의 

자리바꿈, 즉 전위란 점에서 1960년  텍스트의 전위를 정의한 크리스테바의 원 

개념으로 회귀해 볼 필요가 있다.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은 크리스테바 이

후 바르트, 리파테르를 거쳐 데리다에 이르기까지 여러 논자들에 의해 자의적으

로 사용됨으로써 논란을 빚고 있는 개념이지만,115)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가 

시적 혁명의 구조에서 바흐친을 통해 이 용어를 창안하 을 때에는 상당히 

객관적인 용어 다. 상호텍스트성은 원래 소설(Novel) 장르에서 “하나의 (혹은 

여러 개의) 기호 체계가 또 하나의 기호체계로의 전위(Transposition)”116)하는 것

을 지시했다. “모든 의미 실천이 다양한 의미 체계의 전위의 역(상호텍스트

성)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지닌 언술 행위의 ‘장’과 지시된 

114) 김기림, ｢장래할 조선문학은｣, 조선일보, 1934.11.15.(김기림전집 3, 133면에서 재인
용) 

115) “Intertextuality is one of the most commonly used and misused terms in contemporary 
critical vocabulary.” Allen, Graham. Intertextuality, New York: Routledge, 2008, p.2.

116) 줄리아 크리스테바, 김인환 옮김, 시적 언어의 혁명, 동문선, 2005, p.66 즉, 크리스테
바가 정의한 상호텍스트성은 원래 향관계(matters of influence) 및 원천에 관한 연구
(study of sources)와 무관한 용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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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은 결코 유일하고 완전하며, 그것 자체들에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복수적이고, 파열되어, 탁상 모형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

다”117)는 것이었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최근 북미 비교문학계에서 통용되는 상호텍스트성은 크

리스테바가 기호학에서 내린 정의와 그 맥락을 달리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배태

한 상호텍스트성은 서양을 건너자마자 그 함의가 변화하여 ‘한 작가에서 다

른 작가로의 향관계를 연구하거나 문학 작품의 원천이 되는 내러티브를 발견

하려는 노력’으로 새롭게 정의되었다. 상호텍스트성은 기존의 용어인 원천중심

의 ‘전통적 향관계(Influence)’나 블룸의 ‘창조적 오독’을 완전히 혹은 부

분적으로 포함하며 혼용되고 있는 것이다. 포스트모던에서 나온 상호텍스트성 

개념이 낭만주의에서 나온 전통적 향관계와 이를 수정한 블룸의 개념과 혼용

되어 사용되고 있는 현상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윌리엄 얼윈(William Irwin)과 

같은 보수적인 비평가는 “상호텍스트성이라는 개념은 기존의 용어인 향관계

나 인유(Allusion)를 단지 스타일을 살려 새롭게 부르고자 하는 말”118)이라며 상

호텍스트성이라는 용어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비판적 태도를 보인다. 

  전통적 향관계는 인유(Allusion), 빌리기(Borrowing), 메아리(Echoing), 각색

(Adaptation)을 모두 함축시키는 폭넓은 함의를 지닌 용어이기 때문에 이를 세

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그 중 비교문학 연구에서 상호텍스트성은 향관계의 

하위항목 중 인유와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119) 그레고리 매카첵(Gregory 

Machacek)의 구분에 따르면 인유는 주로 통시적인 관계, 즉 텍스트와 과거의 텍

스트 사이에 일어난 향관계를 일컫는 반면, 상호텍스트성은 크리스테바가 주

장했던 기호 체계 사이에서 전위(Transposition)에서 그 의미가 확장되어, 동시  

작가들의 텍스트 간의 향관계를 일컫는다.120) 동시 성에 강박 관념을 보인 

김기림 텍스트에서 통시적인 인유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공시적인 상호텍스트

성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인유란 독자의 인지를 전제하는 기법이다. 후

배시인이 선배시인의 어느 부분을 빌려서 텍스트로 만들었는지 시인과 독자 모

117) 줄리아 크리스테바, 위의 책, p.66. 
118) Irwin, William. “Against Intertextuality,” Philosophy and Literature Vol. 28 No. 2, October 

2004, p.228.
119) 인유와 상호텍스트성의 혼용 상황에 관해 Machacek, Gregory. “Allusion,” Publications of 

the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Vol. 122, No. 2, March 2007, p.523 참조. 
120) Ibid., p.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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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인지하고 있기에 시인과 독자 사이에 관계망이 형성되며 이것이 쌓여 전통

이 형성된다.121) 그러나 김기림과 독자 간의 상호관계가 아닌 작가의 사유를 다

루는 이 논문에서 ‘인유’개념은 힘을 잃는다. 외국어 문학 텍스트를 번역으로 

비틀어 자신의 텍스트로 기호화하는 김기림의 수법은 당시 문학이란 하나의 

·미 문화권 내의 개념인 인유와 이에 내재된 전통 형성을 사실상 유명무실

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통시적인 텍스트 간의 상호관계를 

인유가 아닌 수직적(vertical) 상호텍스트성으로, 공시적인 텍스트 간의 상호관계

를 수평적(horizontal) 상호텍스트성으로 호칭하려고 한다. 고급독자만이 인식할 

수 있는 통시적인 인유 신 그가 활용한 것은 신문 독자라면 누구나 접근가능

한 동시 의 국제 정세와 조선의 현실을 묘사한 사회면 기사 다.   

  그리하여 김기림 텍스트에서 수직적 상호텍스트성은 빈약한 반면, 수평적 상

호텍스트성은 넘쳐흐를 정도로 무수하다. 한국문학사에서 그는 신문학 이전 고

전문학의 전통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해방기에 들어와서야 그는 한국 

고전문학을 새롭게 인식하려고 노력한다. 예를 들어 시조에 한 과거의 비판적 

태도를 버리고, 시조를 현 시에 어떻게 접목할지 ｢시조와 현 ｣(1950.6.9.-11)에
서 현재적 가치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122) 시조를 비롯하여 가사, 고전소설(춘

향전) 등 국문텍스트를 위주로 통시적으로 한국문학을 인식하는 수직적 상호텍

스트성은 점차 복수의 선을 이루기 시작했다. 

  전 생애에 걸쳐 그는 동시 성에 해 일관되게 집착하 기에 그의 텍스트는 

다수의 수평적 상호텍스트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평적 상호텍스트성이 다

수를 이룬 가운데 해방기에 들어와서 몇 개의 수직적 상호텍스트성이 교차하는 

121) 봉준수, Inside/Outside: Textual Boundaries of the Waste Land, PhD dissertation,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English Literature, 1995, p.27 참조.

122) 김기림은 1930년  초반 ｢신민족주의 문학운동｣(1932.1.10.)에서 시조를 다음과 같이 비
판했다. “그러나 시조같은 것을 고조하면서 고전부흥이라 생각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회
고운동에는 반 합니다. 진고개에서 붙잡아온 양장미인에게 옛날 ｢갓신｣을 신겨놓으면 그 
걸음이 얼마나 기괴하겠읍니까.” 내용과 형식 간의 괴리를 지적하고 있는 이 글에서 그
는 시조 형식이 과연 내용을 따라갈 수 있을지 의문시하고 있다. 이런 비판의식은 ｢시조
와 현 ｣(1950.6.11.)에서도 지속된다. “물론 ｢三章｣이라고 하는 형식 또는 비록 ｢사설시
조｣같은 것도 있다고 하나 終章의 끝에서 ｢4·3｣으로 닫아버리는 옹졸하고도 비좁은 틀
을 가지고는 현재생활과 현 문명의 다면적인 정서의 세계조차 다루어내기 어려워보인
다.” 김기림, ｢신민족주의 문학운동｣, 동아일보, 1932.1.10.; 김기림, ｢시조와 현 ｣, 국
도신문, 19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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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 텍스트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수평적 상호텍스트와 수직적 상호텍스트

의 크로스 교차를 통해 그는 세계 속 한국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구현하려 했다. 

이 총체적 구현이 그가 추구한 리얼리즘의 길로, 이상주의와 센티멘탈 로맨티시

즘에 저항하는 모더니즘 기법은 리얼리즘을 추구하는데 밑거름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논문의 I부에서는 마테를링크의 파랑새를 비롯한 서구 낭만주의 문예사조의 

이상주의 문학 텍스트, 일본 초현실주의 시, 엘리엇의 시 ｢창가에서의 아침｣
(Morning at the Window), 황무지(The Waste Land), 스펜더의 시 ｢급행열차｣
(The Express)를 김기림의 희곡, 시, 소설 텍스트와 향관계가 아닌 상호텍스트

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려 한다. 특히 1부 3장 ｢역사의 순환론: 기상도와 황무

지 비교｣에서는 김기림이 쇠바퀴로 은유된 역사의 순환 논리를 통해 조선 문

학의 식민성을 어떻게 극복하려 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논문의 2부에서는 동

북 제 에서의 3년이란 시간을 통해 문학적 지식을 쌓은 김기림이 문학 텍

스트를 식민지 조선 문학과 어떻게 연계하고 있는지를 살폈다. 그 예로 김기림

은 ｢모더니즘의 역사적 위치｣(1939.10)에서 예이츠의 후기 시 ｢비잔티움으로의 

항해｣(1926)에서 그려진 아일랜드의 세  논쟁을 식민지 조선의 현실과 연계하

여 시인의 세 적 한계로 보편화했다. 또한, 일제 말기 국제 정세를 담은 신문 

기사를 시에 상호텍스트화한 김기림의 세계사적 인식도 살펴보았다. 3부에서는 

김기림이 기존 텍스트를 어떻게 취사선택하여 선집으로 엮었는지를 논의한 뒤 

동북제  졸업논문의 상이었던 리차즈 시론이 시의 이해에서 어떻게 번역

을 통해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폈다. 나아가 시의 이해, 과학개론, 시 번역을 

통해 그의 주체적인 번역태도가 서구 텍스트를 어떻게 동시 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매슈 아널드의 교양론으로 해방기의 정치적 혼란을 어

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마지막 장에서 검토해보았다.      

  이 논문의 시 텍스트는 김기림의 네 시집 태양의 풍속(1939), 기상도
(1936), 바다와 나비(1946), 새노래(1948)를 표준으로 삼는다. 비록 태양의 

풍속이 1939년 뒤늦게 출판되었지만, 1931년부터 1934년까지 발표된 시 가운데 

선별한 시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김기림의 초기 시를 태양의 풍속과 이미

지즘을 확장한 문명 비판의 시 기상도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동북

제  유학 직전 중앙과 삼천리에 발표한 ｢기상도｣를 기준으로 하여,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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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발표한 바다와 나비와 새노래를 후기 시집으로 인식한다. 다만, 바다

와 나비 중 식민지시기에 쓴 작품인 2, 3, 4부는 해방 이후에 쓴 1, 5부와 구분

할 필요가 있기에 1936년 4월 동북제  도일 후부터 1945년 해방 전까지 쓴 시

를 중기로, 그리고 그 이후에 쓴 시를 후기로 하여 구분한다. 즉, 바다와 나비
의 1, 5부와 새노래는 후기 시로 분류된다.

  이런 분류 속에 빠져있는 시는 김기림이 시집에 묶지 않은, 일명 버린 시들이

다. 한 작가가 시를 선별하여 시집으로 묶는 행위는 텍스트의 층위를 결정한다. 

스스로 편집자가 되어 여러 가지 이유로 시집에서 빼놓게 되는 것이다. 작가들

은 만년에 선집으로 편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작품을 재평가하게 된다. 김기림

은 오든의 시 ｢스페인｣을 문학개론의 서문에 부분 인용하고 있는데, 만년의 

오든은 자신의 시 ｢스페인｣을 “부정직한 시 의 부정직한 시”123)로 여기고 편

집자에게 자신의 선집에서 빼놓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편집자 에드워드 멘델

슨(Edward Mendelson)은 오든 사후 스스로 판단하여 시 ｢스페인｣을 오든 선집
(W. H. Auden Selected Poems)에 수록하 다. 이런 시인과 편집자 간의 거리에서 

과연 그 시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시인인지, 편집자인지 혹은 독자인지

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필자는 시집의 서문을 근거로 김기림이 시를 직접 선별

하고 편집한 사실을 존중하여, 시집에 수록된 시와 수록되지 않은 시를 차등을 

두어 인용하려 한다. 시집 미수록 시를 이 글에서 인용할 때에는 그 시의 예술

적 가치보다 발표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확정된 텍스트를 사용하는 것은 시뿐만 아니라 다른 텍스트도 마찬가지이다. 

김기림이 신문과 잡지에 발표한 평론은 퇴고 과정을 거쳐 선별되어 단행본 시
론(1947)에 수록되었다. 시론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저자는 일본 모더니즘 텍

스트를 배제한다. 예를 들면, 그는 ｢피에로의 독백―｢포에시｣에 한 사색의 단

편―｣을 시론에 수록하지 않았다. 그는 이 글에서 “4. ｢넌센스｣: 있을 수 없

는 일이 수롭지 않게 있을 수 있는 것이 어린아이의 세계에서 밖에 어디 있

을까”라며 “넌센스의 문학”에 관해 서술하고 있는데, “넌센스”(ナンセンス)

는 “에로, 그로, 넌센스”에서 파생된 일본 모더니즘 문단의 용어124)로, 하루야

123) 안 수, ｢1930년  국 문인들의 이념적 갈등｣, 경희 학교 논문집 제십구집 인문·사
회과학편, 1990, 27면에서 재인용. 

124) 쇼와(1926~) 초기 에로, 그로, 넌센스에 관한 일본 문학의 문헌에 해서는 波潟剛, ｢昭
和モダンと文化翻訳──エロ・グロ・ナンセンスの領域──｣, 九大日文, 2009. 3. 참조.



- 35 -

마는 ｢포에지론｣에서 “의미의 의미가 무의미인 것을 난센스”125)로 설명한다. 

또한, 신동아에 발표한 평론 ｢포에지와 모더니티｣(1933.7)은 시론에서 제목

이 ｢시의 모더니티｣로 바뀐다. 김기림이 시론에서 ｢피에로의 독백―｢포에시｣
에 한 사색의 단편―｣을 수록하지 않고, ｢시의 모더니티｣에서“포에지”란 용

어 신 “시”로 바꾸는 이유는 일본식 모더니즘 용어가 새 나라 만들기를 위

한 자신의 저서에 섞여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 교재 

문장론신강과 문체에 관련된 몇몇 평론에서 용어 순화를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평론 텍스트의 층위 역시 서로 차이가 있다. 필자는 시론, 시의 이해, 수
필집 바다와 육체126)에 일부 수록된 평론이 선집에서 제외된 평론보다 가치 

우위에 놓인다고 본다. 다만, 시의 이해(1950.4) 이후 발표된 평론들, 예를 들

면 ｢소설의 파격｣(1950.5)이나 ｢시조와 현 ｣(1950.6)의 경우 선집에 묶일 기회가 

애당초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참작할 필요가 있다. 수필 역시 바다와 

육체(1948)에 묶인 것과 그렇지 못한 수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작가

의 가치 판단에 충실하여 확정된 단행본에 실린 평론과 수필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자 한다. 단행본에 실린 평론으로 텍스트를 확정하고, 동시에 발표 당

시의 문헌사항을 병기할 것이다. 단행본으로 묶이지 않은 희곡과 소설 텍스트는 

발표 당시의 텍스트를 활용하려 한다.

  이 논문은 주제에 따른 구성방식을 택하지 않고 연 기적 방식을 설정했다. 

연 기적 방식으로 구성한 이유는 초기부터 후기까지 김기림의 예술 세계에서 

한결같이 흐르는 문제의식을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일례로 김기림이 식민지 시

기 추구한 ‘보편성’이나 해방기에 추구한 ‘보편성’은 시기를 막론하고 동

시 적이란 점에서 동일한 자장 속에 놓여 있다.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세계의 

다른 곳과 연계시키는 그의 사고방식은 초기, 중기, 후기를 막론하고 일관되게 

유지된다. 비록 그가 세계 혹은 세계문학의 범주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지는 않았

지만, 그는 민족주의 문학의 배타성과 편협성을 바로잡는 기준으로 항상 세계를 

호출했다. 초기작 기상도(1936)에서 세계 이곳저곳의 아침을 노래하면서 출발

했던 그의 詩作은 ｢쥬피타추방｣에서도 일관되었다. 그가 추모한 古 李箱은 별자

125) 春山幸夫, ｢ポエジイ論｣, 詩と詩論 5, 春山行夫編, 厚生閣書店, 1929, p.23.
126) 수필 바다와 육체에도 일부 평론에 수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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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목성이 되어 식민지 조선뿐만 아니라 이미 역사가 된 세계문학의 한 시인

으로 인정받는다.127) ｢세계에 외치노라｣와 시집 새노래에서도 조선의 현실은 

팔레스타인, 베트남, 아일랜드의 현실과 연계되어 해방의 기쁨과 포스트 콜로니

얼리즘의 혼란이 함께 조명되었다.      

  김기림을 미 모더니즘의 수혜자로 본 기존 시각은 식민지시기 김기림을 

‘모더니스트’로, 해방기의 김기림을 ‘민족주의자’로 분리했다.128) 하지만 이 

글은 김기림이 문학을 전공하 다고 하여 미 모더니즘 텍스트와 김기림 텍

스트를 1:1 등한 상호텍스트 관계로 보지 않고, 미 모더니즘 텍스트를 포함

한 서구문학 텍스트 전반과 김기림 텍스트를 1:1의 상호관계로 보았다. 김기림 

텍스트와 미 모더니즘 텍스트 사이의 상관성에만 집중한다면, 서구문학 텍스

트를 다각적으로 소화한 김기림 텍스트의 독자적 자장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

이다. 그 결과 미 모더니스트로서 김기림과 민족주의자로서 김기림을 분리하

는 오류를 낳게 되었다.

  최근의 박사논문은 김기림 텍스트의 ‘초기 모더니즘’과 ‘전체시’ 간에 

사실상 차이가 없음을 논증하 지만, “해방 후에 발표된 시편들은 해방기 정치

적 맥락 속에서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고 판단”129)하여 논의에서 제외하 다. 

아마도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김기림 모더니즘의 특징이 식민지 시기의 상황만

큼 잘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리라. 물론 해방 이후의 격변이 김기

림에게 한국 민족과 새나라를 노래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안겨준 것은 사실

이지만, 그는 민족 수난의 문제를 제국과 식민지 사이의 세계사 문제로 치환함

으로써 기상도에서 보여주었던 세계의 기상을 살피는 기사의 역할을 변함없

이 수행한다. 방민호가 “해방 이후 김기림의 비평적 궤적은 해방 공간의 정세

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바로 [일제 말기의] 이와 같은 민족 발견의 연장선상에서 

127) 김기림은 이상선집의 서문이나 이상에 한 회고담에서 이상을 일관되게 ‘시인’으
로 명명하는데, 이상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다. 이상은 김기림에게 보낸 편지에서 “참 
내가 요새 소설을 썼소. 우습소? 자-그만둡시다”라며 자신을 시인으로 보는 김기림의 인
식을 알고 있다. 이상, 권 민 편, 이상전집 4, 뿔, 2009, 168면.  

128) “..김기림의 모더니즘 문학은 해방 직후 이들의 한계를 지적한 ｢현 문학의 제과제｣
(1946)에서 제시한, 서양의 배타적 “민족주의적 문학”과 다른 “민족문학”으로 전개되
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인용자강조). 김준환, ｢스펜더가 김기림의 모더니즘에 끼친 
향 연구｣, 현 미시연구 제12권 1호, 2006 봄, 101면. 

129) 김예리, ｢김기림의 예술론과 명랑성의 시학 연구: 알레고리와 배치의 기술을 중심으로｣, 
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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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되어야 한다”130)고 주장한 데에는 민족에 관한 관심이 해방 이전이나 이후

나 한결같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의 주요 작업인 시집 새노래
(1948)와 기존 평론을 선별한 시론(1947)에는 민족에 한 애정과 세계사의 동

시 적 흐름을 따르려는 저자의 노력이 맞물려 있다.  

  김기림의 자의적이고 주체적인 도약에서 그의 텍스트에 흐르는 민족에 한 

애정과 세계사적 동시성에 한 열망을 엿볼 수 있다.131) 그는 문학을 통해 세

계로 나아갔으며 세계문학에서 다시 한국문학의 현실을 조명하 다. 동시 성을 

지키려는 그는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에 주목했다. 

향관계를 거부하여 서구문학과 일본문학의 전통이 식민지 조선에 그 로 이식

되는 것을 막고, 자국화된 번역을 통해 텍스트 간의 상호관계를 등하게 유지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을 1:1로 등하게 놓고 상호관

련성을 탐색할 때, 해방을 맞은 한국문학이 식민지의 기억을 지우고 독자적인 

하나의 국민문학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130) 방민호, 위의 글, 225면.
131) 김기림은 “시 성의 속일 수 없는 요구가 아닌가. 나는 예술에 있어서 공간적 가치라

는 것을 부인하네- 오직 시 적 가치만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보편성을 무너뜨리는 공
간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김기림, ｢오후와 무명작가들-일기첩에서｣, 조선일보, 
19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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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상주의에서 리얼리즘으로의 길: 희곡 텍스트를 중심으   

  로

 

   1.１. 1930년  초의 문예사조 논의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은 서로 립되는 개념이 아니다. 1990년  말에서 2000

년  초까지 화두 던 모더니즘/리얼리즘 논쟁에서 최원식은 모더니즘과 리얼리

즘의 립을 타파하기 위해 문학 작품으로의 귀환을 통한 모더니즘과 리얼리즘

의 회통을 제안했다.132) 이에 해 윤지관과 황종연은 각자 리얼리즘 진 과 모

더니즘 진 의 입장을 변한 바 있다. 이들을 필두로 당 의 논객들이 모두 참

여한 모더니즘/리얼리즘 논쟁에서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은 회통을 이루지 못한 

채 리얼리즘 문단의 반 세력으로 다시 설정되고 말았다. 이런 이분법적 맥락에 

기초한 논쟁은 과거 60년 의 순수, 참여 논쟁과 더불어 한국문단에 지속적인 

향을 행사해왔다.

  최원식은 “‘정오의 사상’을 찬미하던 기상도(1935)시 나 그 파탄을 예

감한 ｢바다와 나비｣(1939)이후나 김기림의 시는 그 화려한 모더니즘적 어법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을 들여다보건 , 나는 그곳에서 유토피아를 향한 격렬한 낭만

적 저돌을 느끼게 된다”133)며, 김기림 텍스트의 양가적 사유를 정확히 짚어 낸

다. 하지만 그는 이런 양가적 사유에 해 더 깊이 파고들지 않고 “한마디로 

30년  모더니즘은 그 외관에도 불구하고 ‘현 성’이 의외로 빈곤하다”면서 

김기림의 유토피아를 향한 낭만적 저돌을 현 성과 척점에 놓은 뒤, 김수  

작품과 비교하여 30년  모더니즘이 수준 미달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결국 그는 

특유의 낭만을 추구한 김기림 텍스트의 성격을 규명하지 않은 채 30년  모더

니즘의 한계 정도로 끝맺고 있는 것이다. 왜 김기림 텍스트에서 낭만성이 배태

되었고, 그의 텍스트에서 낭만성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김기림 텍스트와 

당시 문단의 자장 내에서 파악하지 않았던 것이다. 

132) 최원식, 문학의 귀환, 창작과 비평사, 2003, 42-59면. 
133) 최원식, 위의 글, 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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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림 본인이 자기 자신을 모더니스트로 한정하지 않았다는 데에서 리얼리

즘, 모더니즘 이분법의 허구성이 감지된다. 김기림은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

즈를 논평하는 자리에서 모더니즘을 리얼리즘의 반 개념으로 보지 않았다. 

  가령 「죠이쓰」는 寫實主義를 버린것이 아니라 다만 ｢리얼리즘｣의 적용을 위
한 無意識이라고 부르는 새 地域을 개척한것 뿐이 었스며, 그것에 정응한 새 技
術을 궁리해낸데 지나지 않았다.134)

오늘날 모더니즘 문학에 관련된 수업에 빠지지 않는 텍스트 율리시즈에 해 

김기림은 이 작품을 기존의 사실주의가 아닌 것 정도로 해석한다. 그는 조이스

가 사용한 무의식이라는 새로운 기술은 결국 리얼리즘의 적용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리얼리즘 개념을 사용한다. 이런 김기림을 모더니즘, 리얼리즘의 이분

법 틀에 집어넣는 연구는 무의미하다.

  모더니즘/리얼리즘으로 이분화 될 수 없는 이유는 이 두 용어가 등가가 아니

며, 그 자체로 상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모더니즘의 모던은 전통에 반 되

는 말로, 모더니즘의 근본 개념은 반전통에 있다. 리얼리즘의 리얼(Real)은 사실

에서 나온 말로 사실의 반 개념은 이상(Ideal)이다. 즉 리얼리즘은 이상주의에 

반 해서 나온 작품들을 말하는 것으로, 모더니즘과는 층위가 다른 개념이다. 

그렇다면 이상주의 사조는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입센의 희곡을 모더니즘 희곡으로 명명하고 입센 이전의 희곡을 이상주의 희

곡으로 상정한 토릴 모이는 이상주의자들이 아름다움과 참, 그리고 선이 하나라

는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고 주장한다.135) 즉, 이상주의를 모더니즘 이전 낭만주

의와 동일시하는 모습이다. 일본의 문학자 쿠리야가와 하쿠손(厨川白村)은 

“19세기의 유물론이나 개인주의 때문에 한번은 파괴되었던 연애가 20세기의 

신이상주의적 경향의 부활과 함께 새롭게 긍정되고 있다는 사실(인용자강조

)”136)을 근 의 연애관(1922)에서 지적한다. 이상주의 사조를 둘러싼 여러 해

134) 김기림, ｢小說의 破格-까뮈의 페스트에 하여｣, 문학 5월호, 1950. 127면.
135) “In this book “idealism” is used as a synonym for “idealist aesthetics” or “aesthetic 
idealism”, understood as the belief that the task of art (poetry, writing, literature, music) is to 
uplift us, to point the way to the ideal. Idealists thought that beauty, truth, and goodness were 
one.” Moi, Toril. Henrik Ibsen and the Birth of Modernism: Art, Theater, Philosophy, Oxford: 
Oxford UP, 2006, p.4.
136) “前世紀の唯物論や個人主義のために一たびは破壊せられた恋愛が,二十世紀に於ける新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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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이 있지만, 김기림이 사용하는 이상주의란 용어는 당  세계문학 텍스트에 관

한 그의 깊은 관심을 고려할 때 노벨문학상의 취지에서 정의된 이상주의에 가

깝다. 그는 평론 ｢노벨문학상 수상자의 프로필｣(1930)에서 노벨문학상이 “이상

주의적 경향의 가장 걸출한 작품”137)에게 수여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는 노벨문학상 수상자 “슐리 프류돔”, “테오도르 몸젠”, “뵤룬슈테르네 

뵤륜손”, “프리드릭 미스트랄”, “호제 에체가레이”, “헨릭 센키비치”, 

“조수에 칼두치”, “라다드 키플링”“루돌프 오이켄”, “셀마 라겔레푸”, 

“파울 하이제”, “모리스 마테를링크”, “게르하르트 하우프트만”, “타고

르”, “로망 로랑”을 이상주의자로 설명하고 이들을 소개함으로써 “우리의 

문단의 일종의 자극제가 될 수 있”도록 의도한다. 언급된 작가들은 유토피아에 

도달하려고 노력한 이상주의 경향의 작가들이다. 언급된 작가들과 반  성향을 

띠는 헨릭 입센, 헨리 제임스, 에  졸라, 도스토옙스키와 같은 反이상주의 성향

의 작가들은 그들의 자연주의와 사실주의 작품 성향으로 인해 노벨문학상 위원

회에게 외면 받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김기림은 한흑구의 비평 「현 시인의 철학적 연구」에 관해 시인을 “현
실주의와 이상주의라는 너무나 단순한 두 「카테고리」에만 비추어 보”138)았다고 

비판하여 현실주의, 이상주의 이분법의 분류가 지닌 피상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 평론에서 그는 현실주의의 반 어로 이상주의를 상정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리얼리즘 문학의 반 어로 이상주의를 위치하 다. 마지막으로 그는 “.....｢엘런

케이｣는 일부일부제도의 휘하에 연애를 물리학적으로 응용하려고 한 것은 일종

의 변태 으며 일부일부제도의 자살행위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사랑스러운 이상

주의자여)”139)라며 엘렌케이가 현실을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바라본 태도를 비판

하 다.  
  현실을 이상적으로 보는 태도에 비판적인 인식을 갖은 김기림의 희곡은 이상

주의를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1931년에 발표한 ｢떠나가는 풍선｣과 ｢천국

에서 왔다는 사나이｣가 이상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드러냈다면, 1933년에 발표한 

想主意的の復活と共に,新しく肯定せられてゐる事実...” 厨川白村,　 ｢恋愛観ー再び恋愛を説く
｣, 厨川白村集第五巻: 恋愛観と宗教観, 厨川白村集刊行会, 1926, p.83.
137) 김기림, ｢｢노벨｣문학상 수상자의 ｢프로필｣｣, 조선일보, 1930.11.22.
138) 김기림, ｢신춘조선시단 전망｣, 조선일보, 1935.1.5.
139) 김기림, ｢정조문제의 신 전망｣, 조선일보, 1930.9.2-16.(김기림전집 6, 14면에서 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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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불독｣, ｢바닷가의 하룻밤｣은 이상주의가 무너진 모더니즘적 경향의 희

곡으로 분류된다. 김기림에게 아름다움과 도덕에 한 고취가 더 이상 예술의 

필요조건은 아닌 것이다. 

  이 글에서는 ｢떠나가는 풍선｣(1931), ｢천국에서 왔다는 사나이｣(1931), ｢미스터 

불독｣(1933), ｢바닷가의 하룻밤｣(1933)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한다. 이들 작품을 

선별한 이유는 쓰여 진 시기가 각각 1931년, 1933년으로 1년 동안 시간적 낙차

를 보이고 있으며, 모두 조선의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

를 울리는 자는 누구냐｣(1931)의 경우 번역극이 의심된다는 주장140)과 그 배경

이 식민지 조선이 아닌 1차 전 후의 프랑스라는 점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하

다. 

1.2. 이상주의의 정점: ｢떠나가는 풍선｣과 ｢천국에서 왔다는 사나이｣
  김기림 희곡의 처녀작인 ｢떠나가는 風船｣은 1931년 조선일보에 발표한 작품

으로 難破船의 사공들 12명(가~타)이 북해의 고도를 탈출하기까지의 투쟁 과정

을 묘사하 다. 시간적 배경은 “현 . 어느해 초겨울 東半球의 긴 밤”이고 공

간적 배경은 “北海의 孤島”이다. 난파된 풍선 고려호에서 살아남은 사공들은 

서로 인육을 먹으며 버틴다. 거기서 해적이 나타나는데 해적과 사공들은 서로 

친구임을 확인한 뒤, 용기를 얻어 배를 고쳐 육지로 나아가게 된다. 이 시극(詩
劇)은 해적의 사로 마무리되는데 해적과 사공들의 노래를 통해 이상향을 꿈꾸

는 이상주의적 경향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적   (뱃머리에 올라선다).
       (노래)
       사공들아 배 띄워라
       해당화 피는 나라
       바다 건너 강남 땅에
       내 나라에로 우리 배 떠나간다
       어기여차요.
사공들 어기여차 어겨차요(돛이 절반이나 올라간다).

140) 최시한은 ｢공허한 세계주의와 체험의 현실화｣에서 이 희곡을 번역극이 아닐까하고 의심
한다. 최시한, ｢김기림의 희곡과 소설에 하여｣, 배달말 제13호, 배달말학회, 1988, 17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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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   거친 물결 새벽 바다
       바람도 살세고나
       그러나 우리 배는
       저 물을 따라
       해 돋는 나라로만
       저어 가세 (인용자강조)141) 

“해당화 피는 나라”, “바다 건너 강남 땅,” “해 돋는 나라”는 모두 이상

향을 상징하는 어휘들이다. 이 어휘들과 난파된 배의 이름이 “고려호”라는 사

실을 통해, 이 작품이 국민국가 알레고리를 띠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국가

를 알레고리로 한 작품이기에 문학작품으로의 작품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

방하다. 단지 일관되게 이상주의적 경향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자가 그의 

처녀작에서 어떤 기획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저자의 이상주의적 경향은 ｢
천국에서 온 사나이｣에서 지속된다.

  ｢천국에서 왔다는 사나이｣는 같은 해 조선일보에 발표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무일푼인 가족이 ‘꿈’이라는 장치를 통해 천국을 다녀온 뒤 꿈꾸는 새 출발

을 긍정하고 있는데, 이 작품의 모티프는 모리스 마테를링크(Maurice 

Maeterlinck)의 파랑새에서 빌려온 것이다. 노벨상 위원회가 1911년 노벨상을 수

여한 마테를링크에 해 김기림은 신비주의적이며 이상적인 작가로 인식한다. 

김기림은 마테를링크의 표작 파랑새에 해 “｢밋칠｣과 ｢칠칠｣은 실로 전

세계의 어린이들의 가장 친근한 동무인 동시에 모든 어른들의 즐기는 아이가 

되었다142)”며 마테를링크의 이상주의적 세계가 끼친 진폭에 해 언급하고 있

는데, ｢천국에서 왔다는 사나이｣의 사나이 부부는 밋칠과 칠칠을 모델로 했다. 

밋칠과 칠칠은 꿈속에서 행복을 상징하는 파랑새를 찾아다니다가 꿈을 깬 뒤 

파랑새가 그들의 현실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자각한다. ｢천국에서 왔다는 사나

이｣의 사나이 부부 역시 천국으로의 도피를 꿈꾸지만 천국은 결국 자신들이 살

던 현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꿈에서 깬다. 행복이란 현실 속에 있다는 상식

적 진리가 두 작품의 공통 주제이다.  

  토릴 모이가 지적한 것처럼 예술의 최고성을 추구하는 이상주의적 경향의 작

품들은 여성 역시 이상적으로 형상화하는 경향이 있다.143) 특히 ｢천국에서 온 

141) 김기림, 김기림전집 5, 김학동 편, 심설당, 1988, 104-5면.
142) 김기림, ｢｢노벨｣문학상 수상자의 ｢프로필｣｣, 조선일보, 1930.11.2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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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이｣는 이를 잘 예시한다. 사나이는 꿈속에서 아내와 자식을 뒤로 하고 천국

의 문지기를 찾아간다. 이는 자신의 첫사랑을 찾고 싶었기 때문이다. 사나이는 

해고되어 목이 없는 사나이로 풍자되는데, 그는 목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첫사

랑이 어떻게 자신을 알아볼 수 있겠느냐며 문지기에게 호소한다. 첫사랑을 숭고

하며 이상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저자의 시각이 드러나 있다.144) 목없는 사나이

의 아내 역시 이상적인 부인으로 그려진다. 아내는 실업으로 해고된 남편을 저

버리지 않고 뒷바라지하다가, 저승에 간 남편을 따라 함께 저승에 갔다가 돌아

온다. 남편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아내의 모습에서 여필종부의 전통적 여성상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 

남편  (일어나며) 당신두 도로 왔우. 아 그랬지 참말――
      (일어나서 아내를 끌어 안는다) 그래서 인제부터는 좋은 나의 일동무      
      가 되겠구려.
      ...
아내  여보세요, 인제 닭이 울었읍니다. 쓸데없어요, 잘 얘기 됐으니 문을 채     
      우게 돌아들 가세요―. 새날 밝기 전에 이 괴로운 꿈들은 지나간 해의     
      깨어진 마차에 끌려 밤길을 떠났답니다. 자― 새해가 왔읍니다. 저        
      컴컴한 마루 위에 (略) 나래를 떨치며 새해가 내려옵니다.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과 희망의 배와 새벽의 믿음을 가지고――바다      
      위에 황금빛 웃음을 뿌리며 오는 그를 맞으러 아니갑니까―.145)

꿈속에서 돌아온 남편과 아내는 “우리”가 되었다. 새해라는 긍정적인 시간적 

배경과 함께 위태로웠던 부부 관계도 조화롭게 마무리된다는 이상주의적 성향

을 이 작품은 드러낸다. 

  1931년도에 발표한 두 작품에서 저자가 현실의 세 한 반 에 중점을 둔다기

보다는 행복과 이상향이 어디있는지에 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김기림의 초기 희곡은 아름다움과 선, 진실이 결합된 이상주의적 경향

이 강한 청년기의 습작이다. 하지만 1933년으로 가면서 이상주의적 유토피아를 

꿈꾸기를 멈추고 점차 식민지 조선 사회에 한 실제적인 문제의식이 드러나기 

143) “Although it could coexist with certain kinds of realism, idealism required writers and 
artists to idealize women and sexuality.” Moi, op. cit., p.4.

144) 시 ｢屍體의흘음｣에서도 동일한 모티프가 드러난다. “머리업는귀신이여/머리업는귀신이
여/너는地獄에서 너의戀人의얼골을 보아도몰으겟지”김기림, 조선일보, 1930.10.11. 
145) 김기림, 김기림전집 5, 13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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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된다. 특히 ｢천국에서 온 사나이｣에서 여성이 이상화된 것에 반해, ｢미스터 

불독｣과 ｢바닷가의 하룻밤｣은 이상화된 여성의 실체를 벗겨놓음으로써 여성에 

한 (남성의) 가부장적 시각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3. 이상주의의 퇴보: ｢미스터 불독｣, ｢바닷가의 하룻밤｣

  ｢미스터 불독｣은 全 2幕극으로 1933년 전후 은행가 P씨의 집을 배경으로 하

고 있다. 제 1막에서 똥쇠(본명-맹수운)은 직장을 잃은 실업자로 그는 부자집 불

독만도 못한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여 부자집 개를 죽이고 신 개집에 들어가 

개 역할을 한다. 제 2막에서 P씨의 부인은 상해에서 데리고 온 불독 신 똥쇠

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데, P씨의 딸인 명숙은 똥쇠에게 결혼을 신청하면서 막이 

내린다.

  ｢미스터 불독｣은 “풍자극”이라는 명칭이 부가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견 보

아도 사실적인 틀에 상당히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주부가 똥쇠를 보

고도 개로 하는 장면만 보아도 이 작품이 사실적인 재현에서 다소 벗어나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부  (밖으로부터)얘야 이런 별일이 있니? 글쎄 우리 개가 겨울을 지나더니     

       마는 말을 한단다(문을 열고 등장. 사슬로 목을 채운 개가죽을 쓴 똥     

       쇠가 끌려 기어들어온다).

명숙  ｢마마｣, 그 어느 게 개라고 그러우. 사람인데 사람을 가지고. 

똥쇠  (똥쇠 벌꺽 일어선다)네에― 실상은 저는 직업을 잃고 돌아다니다 못      

       해서 그만 의 문 지키는 개의 지위를 잠깐 실례한 것이랍니다.146)

이 장면에서 똥쇠가 개집 속의 개 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진다. 똥쇠는 배

고픈 나머지 인간의 지위보다 부자집 개의 지위가 탐났기 때문에 개를 죽 다

는 사실을 이실직고한다. 하지만 그에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도 남아 있다. 명

숙이 똥쇠에게 결혼을 신청하자 똥쇠는 이를 일소에 부친다. 똥쇠가 던진 사

는 그가 개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인간의 가치를 지니려고 하는 이중적 태

도를 엿보이게 한다.

146) 김기림, 김기림전집 5, 1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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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미스터 불독｣―나는 당신을 나의 미래의 남편으로 가지고 싶어요. 어     
       쩌면 그렇게 훌륭한 풍채와 이력을 가졌읍니까.
똥쇠  칙 연애니 결혼이니 그런 것은 그야말로 개에게라도 던져주고 싶어       
       요. 고만둡시다. 농담의 말씀은 그저 문전의 개굴에 오래 두어 두세      
       요. (인용자강조)147)

똥쇠에게 ‘개’란 연애하고 결혼하는 인간에 비해 낮은 것으로 취급되어 있다. 

그런 개만도 못한 자신의 상황에 해 똥쇠는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자신은 인간이지만 현재 개굴에서 개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명숙과는 연애하고 

결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미스터 불독｣속에 등장하는 모든 연인들은 통념적으로 정상적인 관계는 아

니다. 주인인 은행가 P씨는 집의 어멈과 불륜관계에 빠져 있다. P씨의 아내인 

주부 역시 모던 보이의 “팔을 끼고 등장”하여, 내일 밤을 음식점 “화월(花
月)”에서 보내기로 약속한다. P씨의 딸인 명숙은 약혼자 경남이 어멈과 바람을 

펴서 임신시켰다는 사실을 알지만, 집안의 경제형편상 그와 결혼하기로 약속한

다. 그런 명숙을 꾸짖는 그녀의 친구 문경 역시 ｢카페 아포론｣에서 뚱뚱보 김박

사와 만나기로한 상황이다.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일탈된 행동으로 결혼의 가

치에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명숙과 문경과의 화에서 결혼의 가치는 직접적으

로 평가 절하되고 있다.

경남  오― 명숙씨 명숙씨 나의 명숙씨(얼굴을 여자의 무릎에 비비면서) 참      

      으로 당신은 ｢마리아｣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려. 그러면     

      나는 안심하고 가겠읍니다(일어선다. 여자의 손을 붙잡고 ｢키스｣한        

      다.) 오- 나의 ｢세뇨리타｣(퇴장).  

문경  아―니 명숙아, 너 정신이 있니? 없니? 그렇게 더러운 자식을 보고 무     

      엇 나의 작은 비둘기? 나의 똥통이 어떻냐? 그리고 자식 멀쩡하지 너      

      하고 ｢세뇨리타｣? 저 경수는 어쩌구? 학생 만수는 어쩌구? 하하하.

명숙  (빙그레 웃는다) 얘야 너는 암만 그래도 밤거리에서 사내들을 낚시질      

      하는 데는 일쑤일지 몰라도 인생에서는 아직 유치원이다. 그래서는 번     

      번이 실패다 실패야. 그래 결혼을 하는거야. 한 사람의 사내를 장     

      신으로 임명하는 것에 무에 다를 게 있니. 우리들의 산보나 여행이나      

      환락을 위하여 그 자금의 출처를 장기간으로 보증시키는 것 밖에, 그      

147) 위의 글, 1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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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이지. 우리들이 생을 향락하는 자유나 권리야 늘 우리의 것이지.

문경  그러면 너는 그런 돼지같은 놈과 결혼하면 그 비싼 아내의 의무를 값     

      싸게 바친단 말이냐?

명숙  누구 어디 다 바친다나? 생활수단의 보수로는 얼마간만 내 자유를 그      

      에게 비어준단 말이지. 이애야. 그렇게 유력한 ｢파트론｣이 아니고는 우    

      리들의 생활의 권리를 마음 로 부려 볼 수 없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내가 문젠 게 아니라 문제는 그것이다, 그것 말이야.

문경  돈? 148)    

  저자는 명숙과 문경의 화를 통해 당시 시 가 연애와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시 임을 일깨워준다. 이 작품은 사랑없는 결혼을 풍자하고 있는데, 이런 주제

의식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의 연극 ｢무기와 인간｣(Arms and the 

Man)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김기림은 라이나와 세르지우스의 약혼이 일명 초콜

릿 병정 블룬칠리의 등장으로 인해 깨어지는 이 연극을 1933년 6월 27일 극예

술연구회의 연출로 감상한다. 김기림은 연극 감상문에서 라이나와의 파혼을 선

언한 세르지우스의 사를 인용하여 사랑이 없는 시 를 고민한다. 

  우리들의 ｢로맨스｣는 깨어졌다. 이것은 ｢무기와 인간｣ 중의 사의 한 토막

이다. 전은 인류가 가진 가지가지의 아름다운 ｢로맨스｣들을 여지없이 깨어버렸

다. 그리고 인류에게 남은 것은 심각한 고민이다.149)

1933년 신동아 7월호에 ｢미스터 불독｣을 발표하기이전, 김기림은 1933년 6월 

27일 연극 ｢무기와 인간｣을 보았으며 7월 2일과 4일 조선일보에 이 연극에 

한 평론을 썼다. 저자는 더 이상 사랑이 없는 시 , 돈이 결혼을 결정하는 시

가 되었음을 지적한다. 이런 지적이 ｢미스터 불독｣의 주제가 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미스터 불독｣은 버나드 쇼의 무기와 인간과 주제의식을 함께 

한 풍자극이다. 

  위 인용문에서 약혼자 경남은 명숙이 “｢마리아｣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을 용서한 명숙을 이상화한다. 하지만 명숙이 이상적 여성은 

아니라는 사실을 독자는 명숙과 문경과의 화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미스

148) 김기림, 김기림전집 5, 145면. 
149) 김기림, ｢무기와 인간｣단평, 朝鮮日報, 19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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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불독｣은 결혼의 전제조건으로 사랑 신 돈이 전부가 된 세상을 풍자하면서 

이상주의적 세계를 비웃는다. 학에서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를 배운 똥쇠 맹수

운은 문지기 개로 계속 행세하기 위해, 주부의 애인‘모던보이’를 위해 “러브

레타”를 쓰는 일을 자청한다. 

똥쇠  그 위에 여보세요. 저는 학을 나왔답니다. ｢브라우닝｣의 시까지도 이    

      해한답니다. 당신들이 주문하시면 주문 로 그 굴통바지 ｢모던 보이｣      
      군에게 아주 유려한 ｢러브 레타｣도 써드리지요.150) 

똥쇠가 이해한다는 로버트 브라우닝(Robert Browning)의 시는 사랑을 노래한 ｢폐
허의 사랑｣(Love Among the Ruins)일 것이다. 이 시는“사랑만이 최고이다” 

(Love is best)라는 유명한 구절로 끝나는 데, 당  조선의 베스트셀러 던 근
의 연애관(1922)의 표지에도 등장하는 등 이 책에서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

다.151) 로마 문명보다 사랑이 더 위 하다는 시인의 노래는 불륜상 를 유혹하

는 도구로 전락한다. 

  김기림 희곡의 마지막 작품인 ｢바닷가의 하롯밤｣ 역시 이상주의적 경향을 탈

피한 작품이다. 특히 이 작품은 여성에 한 이상화를 탈피한 페미니즘 주제가 

강하게 드러난다. ｢바닷가의 하롯밤｣은 1933년 12월에 쓰여진 작품으로 “一九
三一년 동지달초승, 어느날밤”을 시간적 배경으로, “함경도해안의 적은漁港. 

고기잡이하는 여자의집”을 공간적 배경으로 한다. 이 희곡은 1933년 5월 신동

아에 발표한 시 “古典的인 處女가 잇는 風景”을 희곡화한 작품으로 보인다. 

이 시에서 드러나는 처녀와 할머니의 화 구조는 희곡 ｢바닷가의 하룻밤｣에서

의 희와 노파 사이의 화 구조와 비슷하다.  

(1) 시 ｢고전적인 처녀가 잇는 풍경｣

할머니  이애야 그년석이 언제 도라온다고 그러니?

        바다를 건너서도 사흘이나 불술기(汽車)를 타고 가는 데란다.

처 녀   그러치만 그이는 꼭 도라옴니다.

150) 김기림, 김기림전집 5, 147면. 
151) 厨川白村,　 ｢近代の恋愛観｣, 厨川白村集第五巻: 恋愛観と宗教観, 厨川白村集刊行会, 

1926, pp.1-3, p.50,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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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무얼 도라온다구 그러니

        녯날부터도 江東군이란 간날이 막날이란다.

        그놈만 밋다가는 조흔시절을 다노친다.

        아예 내 말 로 마음을 돌려라.

처녀    (초마자락으로 눈을 가린다)

        꼭 도라오신다고 햇는데요 十年이라도 기다려야하지요 다른데로 옴     

        겨안즐 몸이 못된담니다

할머니  (새빨개진 얼골을 좀보시오)

        무얼 엇저고 엇재? 그러면 그놈에게 몸을 허락햇단말이냐?

처녀    아니 그런 일은 없어요

할머니  (담배ㅅ 를 다시 집는다)

        그러면 그러치 아모일도 없다 내말 로 해라.

처녀    (동글한 주먹이 입술가의 눈물을 씻는다)

        그러치만 할머니 그러치만.

할머니  ?

처녀    나는 그에게 마음을 주어보냇서요. 152) 

(2) 희곡 ｢바닷가의 하룻밤｣

노파    글세 사람이나 어떻게 얌전한 것을 내버리고 그런말괄양이를 차고      

        갔단말인가 그년석도 눈이멀었지 멀었어. 어 가 벌서 잘못됏는갑다.    

        그렇게 지금까지도 소식이 없지. 예편네는 몰라도                    

        아이를보구싶어두 한번쯤은 소식이라도 있겠는게― 그래도얌전하지     

        그런남편을 기다리고 십년을 수절을하다니.

히    아이구 할머니두 별소리다하네 그까짓것을 누가 기다리구있는다구?

노파    암 그렇구말구 그까짓놈을 무에라고 믿구있겠니? 아직도                

        삼십이전이니 전정이 만리같은데 아―문 좋은세상을 보아야하지        

        웨젊으나 젊은청춘이 속절없이 시들어지고 말겠니? 드를라니까          

        너는고집이 매우 세다고하드라만 그런 못난짓을 아예말어라 어디       

        얌전하고 마땅한데만 나서거든 어서옴겨앉어라 누가어디               

        너를열녀충신이라고 할줄아니? 나두앉어서 다 들었다. 그놈의집         

        집안년놈인들 드나들기나하니. 여자도 삼십이 훨덕넘으면 틀린다.153)

 

152) 김기림, 김기림전집 1, 296면.  
153) 편석촌, ｢바닷가의하롯밤｣, 新家庭, 一九三三년 一二月號, 1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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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인 처녀가 잇는 풍경｣은 희곡처럼 보이는데도, 김기림은 이 작품을 시로 

분류했다. 시(1)에서 희곡(2)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이는 두 텍스트에는 공통점이 

있다. 우선 처녀가 기다리는 남자와 희가 기다리는 남편은 지금 그들 곁에 없

다. 남자는 “간날이 막날”이라는 “江東군”에 간 것으로, 남편은 희와 아

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려 나간 것으로 그려진다. 또한 정절을 지

키고 있는 그들에게 할머니와 노파는 마음을 돌릴 것을 권한다. 할머니는 처녀

에게 “그놈만 밋다가는 조흔시절을 다노친다(296)”라고 혼인을 권하며, 노파도 

희에게 “여자도 삼십이 훨덕넘으면 틀린다(170)”라며 재혼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저자는 기다리는 여자를 묘사하는 데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1)의 처

녀는 일명 “古典的인 處女”로, 정절을 지킨다. 마음을 이미 주어 보냈기 때문

에 다른 데로 옮겨않을 수 없다고 한다. 이에 반해 이미 결혼한 희의 심정은 

복잡 미묘하다. 그녀는 떠나간 지 8년이 된, 빛바랜 남편의 사진 앞에 서서 애

증이 섞인 태도를 노출한다. 

히  (천천히 사진앞으로간다 울음섞인소리로) 원망스러운 사나히―나는―      

        너를―죽이고 싶도록―미워한다―하지만―너는―역시―세상에―제―일  

        이뿐 사나히다.154)

희의 심적 갈등은 남편이 찾아오면서 한층 증폭된다. 희는 그녀와의 재결합

을 꿈꾸는 남편에게 “일어나서 더듬더듬 사나이게로 가다가 중도에서 멈

춰”155) 선 뒤 결국 남편을 떠나보낸다. 남편을 붙잡고 싶으면서도 결국 놓아 

보낸 희의 애매모호한 심경이 이 작품에 잘 드러난다. 저자는 아내와 남편의 

사랑의 회복이라는 이상적 결말을 비웃으며 희 개인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방

향으로 극을 마무리한다. 

1.4. 모더니즘 희곡의 가능성: 풍자와 여성 형상화를 중심으로

  앞선 글에서 살펴보았듯이 김기림 초기 희곡의 이상주의적 경향은 그의 후기

작 ｢바닷가의 하룻밤｣에 도달하면서 사라진다. 그리고 리얼리즘의 실현을 위한 

154) 편석촌, 위의 글, 172면. 
155) 편석촌, 위의 글, 1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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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니즘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중의 하나로 풍자를 들 수 있다. 이미순은 

김기림의 풍자가 위트, 조롱, 아이러니, 비꼼, 조소, 냉소 및 욕설 가운데 조소를 

강조하며, 그의 조소를 통한 풍자는 문명 비판으로 연계된다는 점을 지적한

다.156) 김기림의 문명 비판이 흄, 파운드, 엘리엇 계열의 문명 비판과 공명한다

는 점에서 그의 풍자는 미 고전주의(모더니즘)의 성격을 띠게 된다. 세계 1차 

전 후 모더니즘 사조가 지닌 인간에 한 불신은 인간을 향해 조소와 냉소를 

퍼붓게 된다.  

  조나단 다니엘 그린버그(Jonathan Daniel Greenberg)는 기존의 문학전통을 해체

하고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풍자와 모더니즘의 동일성을 주장하 다.157) 그린버

그는 이데올로기와 현실(reality) 사이의 괴리가 없어진 오늘날 풍자가 불가능해

졌다는 아도르노의 주장에 반박한다.158) 오늘날 풍자와 아이러니와 같은 센티멘

탈리즘의 분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아도르노의 주장에 해, 문화의 가

치를 이데올로기로 환원시켜버린 순응주의자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린버

그는 풍자란 감정의 범주를 뛰어넘어, 기존 전통과 새로움의 균열 속에서 발현

될 수 있다고 본다. 타파해야 할 인습과 언어의 새로운 인식 간의 균열 가운데

서 모더니즘 사조가 배태했던 것처럼, 풍자 역시 옛 가치와 새로운 가치 간의 

갈등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하여 모더니즘과 풍자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다.159) 

  아도르노의 주장처럼 히틀러의 제 3제국을 경험한 1951년의 독일에서 풍자는 

156) 이미순, 김기림의 시론과 수사학, 푸른사상, 2007, 139-45 참조.
157) 조나단 다니엘 그린버그(Jonathan Daniel Greenberg)는 풍자를 모더니즘과 동일한 것으로 
설명한다. “I suggest not only that modernism and satire are not incompatible, but that they are 
very nearly the same thing. For modernism’s complex relation to the past can actually seem to 
align it with satire; if, as Seidel argues, satire undermines and disrupts the inheritance of 
traditional literary forms, then satire itself can be viewed as a force or agent of modernity.” 
Greenberg, Jonathan Daniel. Modernism, Satire, and the Novel, Cambridge: Cambridge UP, 2011, 
p.9. 
158) 아도르노는 제 3제국 치하의 파시즘 사회 이래 풍자는 더 이상 유효할 수 없다고 본다. 
“The impossibility of satire today should not be blamed, as sentimentality is apt to do, on the 
relativism of values, the absence of binding norms. Rather, agreement itself, the formal a priori 
of irony, has given way to universal agreement of content. As such it presents the only fitting 
target for irony and at the same time pulls the ground from under its feet. Irony’s medium, the 
difference between ideology and reality, has disappeared.” Adorno, Theodor. “Juvenal’s error”, 
“Minima Moralia: Reflections from Damaged Life, Trans E. F. N. Jephcott, London: Verso, 1978, 
p.211 참조. 
159) Greenberg, op. cit.,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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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유효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2차 전의 패배와 유 인 학살에 관한 죄의

식으로 침묵을 지키는 상태에서 감정을 논하기란 무의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

다. 이에 반해 일본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와 식민지 현실 간의 괴리감이 현저했

던 1930년  중반 식민지 조선에서 풍자에 한 논의는 활발히 전개되었다. 국

어로서의 일어에 비하여 지방어로서의 조선어가 갖는 소외감, 일본의 역동적인 

군국주의 체제에 비해 피동적인 식민지 현실이 초래하는 좌절감 등은 절망을 

조금이나마 이겨내려는 현실 풍자로 연결된다. 30년  중반 김기림, 최재서, 안

함광, 임화, 한식 등은 각자의 관점에서 이런 절망감을 풍자로 이론화했다. 김기

림이 “현실을 붙잡고 몸부림할 용기는 감히 없으나 현실의 싸움터에서 한걸음 

물러서서 변환하는 현실의 모순·추악·허위·가면에 하여 차디찬 조소를 퍼

붓는 그러한 문학-｢새타이어｣의 문학이 이 나라에도 나타나야 할 것이다”160)며 

조소의 풍자론161)을 주장한 데에는, 현실이 안겨준 괴리감이 크게 작동한 것이

다. 

  김기림과 동시 에 활약한 모더니즘 비평가 최재서는 풍자라는 문학의 형식

을 당 의 모더니스트인 루이스(Wyndham Lewis), 엘리엇(T. S. Eliot), 헉슬리

(Aldous Huxley)등과 연계하여 보다 학술적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풍자라는 문학형식이 현 에 생겨난 것은 아닌지라 그 내용에도 인류문화사와 

거의 병행하는 변천이 있었다. 개인공격의 저급한 풍자로부터 시 의 정치적 권력

을 비판하는 소위 정치적 풍자를 거쳐 인류전체를 조소하는 고급한 풍자에 이르기

까지 많은 계단이 있었다. 그러나 작가가 작가 자신을 해부하고 비평하고 조소하

고 질타하고 욕설하는 자기풍자는 일찍 보지 못하던 문학형식이다. 나는 이 같은 

새로운 문학을 루이스와 엘리옷과 학슬리 가운데서 발견한다. (인용자강조)162)

최재서가 언급하는 “개인공격의 저급한 풍자”는 아리스토파네스가 에우리피

데스를 공격한 ｢개구리｣나 드라이든이 동료시인 토마스 쉐드웰을 공격한 ｢맥 

플렉노｣(Mac Flecknoe, 1682)와 같은 작품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가 말하는 

“소위 정치적 풍자”는 드라이든의 풍자시 ｢압살롬과 아히도벨｣(Absalom and 

160) 김기림, ｢수필·불안·｢가톨리시즘｣｣, 신동아제23호, 3권 9호, 1933. 9, (김기림전집
3, 112면에서 재인용.)

161) 이미순, 위의 글.
162) 최재서, 최재서평론집, 청운출판사, 1961, 1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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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tophel, 1681)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인다. “인류전체를 조소하는 고급한 풍

자”는 걸리버 여행기의 4장에서 드러난다. 최재서는 아리스토파네스를 거쳐, 

드라이든, 스위프트로 풍자문학의 역사를 전개해 나간 뒤, 윈담 루이스

(Wyndham Lewis)와 T. S.엘리엇, 헉슬리를 최근의 풍자작가로 계보화한다. 최재

서는 열거한 최근의 풍자작가들의 풍자를 “자기풍자”로 명명하는데, “작가가 

작가자신을 해부하고 비평하고 조소하고 질타하고 욕설하는 자기풍자”는 “루

이스와 엘리옷, 학슬리”뿐만 아니라, 김기림의 희곡에서도 드러난다.163) 문학

의 풍자개념에 충실한 나머지 조선 현실과 연계하지 못한 최재서와는 달리 김

기림은 풍자를 실제 작품에서 적절히 활용한다. ｢천국에서 온 사나이｣에서는 기

자에 한 풍자가 드러나는데, 당시 김기림은 종로경찰서를 드나들었던 조선일

보 사회부기자 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투 시킨 신문기자를 희곡 내에 등장시

켜, 자살한 일가족의 비극 앞에서 오로지 취재거리를 좆는 자신의 모습을 풍자

한다.

  신문기자  (등장)무어 있읍니까?

  공        일가족 모두 자살이에요.

  신문기자  엣, 죽은 사람 이름이 뭐요? 왜 죽었어요?

  공        성은 맹간데 사람 좋았지. 저기 벽에 유서가 붙었구만.

  남편      (벽에 귀를 고 엿듣는다).

  신문기자  어디? 어디? 아하(수첩을 꺼내서 적는다) 이단 재료는 된다.164) 

신문기자는 일가족의 자살을 취재하기에 바쁘다. 자살자의 이름과 유서에 쓰인 

자살 동기는 신문의 “이단 재료”로 남을 뿐이다. 신문기자는 급작스럽게 등장

했다가 이 사를 끝으로 사라지는데, 여기서 기자라는 직업이 갖는 비인간성이 

폭로된다.165)   

163) 김기림 텍스트에 흐르는 풍자개념을 미문학의 풍자에 국한한 이유는 김기림이 중국의 
고전문학과 조선의 신문학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현 의 우리와는 그리 인연이 
없다”며 중국 고전문학의 전통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VII. 세계문학의 분포(하), 
김기림전집 3, 58면) 또한 그는 ｢분원유기｣에서도 조선문화의 특성을 “움직이지않은 風
景”이라며 그 한계를 지적한다. (｢분원유기｣, 춘추, 1942. 7월호, 81면.) 전통에 한 그
의 부정적 인식은 고전문학이 지녔던 풍자문학과의 연관성을 부정하게끔 만든다.     

164) 김기림, 김기림전집 5, 129-30면. 
165) 신문기자에 한 김기림의 민감한 의식은 그의 최후의 소설론인 ｢소설의 파격｣(195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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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김기림은 ｢미스터 불독｣에서 자신과 같은 처지인 지식인의 나약함을 

풍자한다. 똥쇠는 부자집의 개가 되어 명숙과의 결혼을 기뻐하는 위선적인 지식

인이다. 비록 학 교육을 받았어도 그 역시 다른 등장인물들과 다를 바 없는 

배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로 묘사된다. 김기림은 자의식 없이, 배금주의에 

결탁한 지식인을 호되게 비판하 다. 이처럼 김기림의 풍자는 신고전주의의 문

명 비판과 연계되어 후에 기상도에 이르게 된다. 그는 희곡 텍스트에서 풍자

를 중심으로 모더니즘의 이론을 텍스트에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그의 문명 비

판은 동서양을 아우르는 거창한 문명 담론을 다루기보다 무기력한 자기 자신에 

한 조소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김기림의 후기 희곡은 여성을 이상적으로 묘사하는 초기 경향에서 벗어

나 있다. 특히 ｢바닷가의 하룻밤｣은 희가 돌아온 남편을 끝내 거부한다는 점

에서 여성의 권리가 강하게 드러나는 작품이다. 희는 돌아온 남편에게 여성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히   행복―행복―.

사나이 그렇소 행복은 우리를 아직도 저바리지 않었오(팔을버리고) 히 어      

       서 이리오오.

히   (일어나서 더듬더듬 사나이게로 가다가 중도에서 멈춰선다) 그만두오     

       당신이 나를버린것은 아니라오.

사나이 천만에 나의눈에 막이가리워서 배암이같은 게집때문에 그만 나는 당     

       신의진정을 모르고 당신을버렸오.

히   그런 너저분한 사내들의 자존심은 털어버리오 세상에 누가 누구한테     

       버림을 받드란 말이요 사내란 버리게생기고 게집이란 버리우기만 한     

       답니까? 그러고 그여자가 무엇이 나쁘기에 그를 나물하오 사랑하고싶     

       은 사내를 사랑하는데 그에게 무슨잘못이 있오.166) 

 

  본처를 마리아와 같이 이상적인 현모양처로 묘사하고, 남자를 유혹한 여자를 

창녀나 팜므파탈로 묘사하는 이분법은 서구 중세문학이나 한국 고전문학에서 

서도 드러난다. 까뮈의 페스트를 분석하는 이 글에서 저자는 주인공인 의사 리외의 시점이 
아닌 조연격인 ‘신문기자’ 람베르의 시점에서 상당히 독창적으로 텍스트를 분석한다. 기타 
김기림의 신문 기자로서의 성격을 강조한 글로는 조 복의 문인기자 김기림과 1930년  '활
자-도서관'의 꿈과 조선일보 사료실의 조선일보사람들 1 참조. 
166) 편석촌, 위의 글, 174면. 



- 54 -

흔히 여자를 묘사하는 방식이었다. 인용된 장면은 기존의 문법을 무너뜨리고 있

다. 본처인 희는 남편과 배를 맞아 달아난 “배암이같은 게집”을 적극 옹호

함으로써, 마리아/팜므 파탈의 이분법으로 되어있는 남편의 여성관을 비판한다. 

여성해방이나 여권신장과 같은 정치적 구호를 무리하게 외치기보단, 사랑은 남

녀노소 구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사랑 앞에 평등한 인

간을 묘사한 것이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희의 행동은 그녀의 주장과 모순되

게 역설적이기도 하다. 그녀는 아직 남편을 그리워한다. 남편을 떠나보내는 장

면에서 약간의 주저함도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사나이  ...잘있거라 (일어난다 문으로 걸어간다)

히    ( 히머리를 슥이고서고있다)

사나이  (나가버린다 문닫히는 소리 바다가 우는소리 바람이 우는소리)

히    (정신없이 땅을구버보다가 문으로 달려간다. 문을열고 밖을 이슥이      

        내다본다. 힘없이 문을닫고 문을등지고 기 선다 방안을거닌다) 역      

        시 아무의뢰도없이 아무구속도 없이 아무간섭도없이 내 팔다리로 살    

        어가는게 제일좋다.    

                                                                           

        ―幕―167)

 

정순진은 희의 마지막 사에 해 “‘힘없이’란 지문이 암시하듯 남편이 

떠나버린 것에 한 서운함과 아쉬움에 한 自慰가 섞여”168)있다는 점을 지적

한다. 괄호문에 제시되어 있는 “바다가 우는소리 바람이 우는소리”역시 희

의 울고싶은 심경을 반 하는 표현이다. 비록 남편에게 쓴 소리를 뱉어 냈지만, 

그녀 역시 남편과의 이별을 슬퍼하는 평범한 여인네이다. 저자는 희의 이중적

인 심리를 탁월하게 이끌어내어, 희가 여필종부의 현모양처도 여권신장론자도 

아닌, 과거의 인연을 그리워하면서도 현실을 지탱하는 1930년 의 한 평범한 여

인임을 그려내고 있다. 남편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남편과의 이별

을 슬퍼하는 여성의 양가적 감정을 김기림은 ｢바닷가의 하룻밤｣에서 표출해 내

고 있는 것이다.    

167) 편석촌, 위의 글, 175면. 
168) 정순진, 김기림 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1, 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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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모더니즘/리얼리즘 이분법의 탈피     

  김기림은 1932년 1월 10일 동아일보에 발표한 글 ｢신민족주의 문학운동｣에
서 올해의 집필 계획에 해 “지금 생각으로는 여태까지 제가 증하게 길러 

가지고온 주지적인 시론과 시집을 완결해 놓고 그것으로써 시에 결별을 고하고 

조선적인 향내나는 희곡을 많이 써보렵니다” 라며 희곡창작의 포부를 밝힌다. 

1932년에는 희곡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1933년에 이르러 두 편의 희곡이 제출되

는데, 7월에 나온 ｢미스터 불독｣은 이원조에게 비판을 받았고, 12월에 나온 ｢바
닷가의 하룻밤｣은 한설야로부터 혹평을 받았다.169) 이에 김기림은 희곡으로 걸

작을 쓰려는 생각을 단념하고, 소설 장르에 도전하게 된다.

  이원조나 한설야가 지적했듯이 김기림 희곡은 작품성이 뛰어나지 않다. 하지

만, 작품성의 여부와 무관하게, 김기림이 자신의 희곡에서 무엇을 기획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는 1933년의 희곡에서 풍자와 여성 묘사를 내세워 초

기 희곡의 이상주의적 경향을 탈피하려고 했다. 유토피아의 추구와 이상주의의 

극복의 양가성은 기상도(1935)에서도 지속적으로 드러난다. 기상도의 2장 ｢
시민행렬｣, 4장 ｢자최｣에서 인간의 육체를 “미역”이나 “하수구”같은 ‘물질

적 객체’로 묘사하는 데에서 모더니즘 마르크스 유물론의 시각이 발견되지만, 

마지막 장 ｢쇠바퀴의 노래｣에서 인간의 육체가 태양정신과 합일하는 ‘정신적 

주체’로 묘사되는 데에서 낭만적인 추구가 드러난다. 이상주의와 모더니즘의 

동시 추구는 그의 텍스트 전체에서 발현되고 있다.

  김기림의 초기작품에 나타난 이상주의적 경향을 이해하려면, 20세기 초반 노

벨문학상을 수상하 던 이상주의 작품(aesthetic idealism)에 한 이해가 전제되

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마테를링크의 파랑새와 김기림의 천국에서 온 사나이와

의 텍스트 간의 관계에 주목하 다. 30년  초반 김기림의 작품은 이상주의와 

반이상주의가 함께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 이런 교차가 일어나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 ｢바다와 나비｣(1939)와 친우 이상(李箱)의 추모시 ｢
쥬피타추방｣(1940)에 이르러서야 문명에 한 비판적 고찰이 심화되고 유토피아

에 한 회의가 짙게 드러난다. 

169) 이원조, ｢로고스와 파토쓰의 문제｣, 조선일보, 1933.8.3. 한설야, ｢십이월창작평｣, 조
선일보, 1933.12.15.



- 56 -

  1장에서는 당  이상주의 사조를 복원하여 김기림을 리얼리즘/모더니즘 이분

법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한계를 지적하려고 하 다. 김기림은 ｢미스터 불독｣에
서 풍자를 활용하고, ｢바닷가의 하룻밤｣에서 이상화된 여성상을 깨뜨림으로써, 

자신의 초기 희곡에 짙게 드러난 이상주의적 경향을 탈피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김기림 초기 텍스트에 드러났던 이상주의 예술사조의 존재를 고려할 때, 리얼리

즘/모더니즘의 이분법으로 바라보는 시선으로부터 1930년  초기의 김기림의 예

술세계를 구제할 수 있다. 김기림의 예술세계는 이상화된 예술 형상화에서 탈피

한 뒤 일본 초현실주의 문단과 교류하다가 미 모더니즘 문단과 상호 텍스트

되는 모습을 보인다. 다음 장에서는 본격적인 텍스트 비교를 통해 일본 초현실

주의와 미 모더니즘을 거쳐 오전의 시론으로 이동해가는 김기림의 텍스트의 

흐름을 살펴보려 한다. 

2. 문명 비판의 단초: 일본 초현실주의에서 미 모더니즘으로, 

미 모더니즘에서 오전의 시론으로의 전환

 2.1. 김기림 텍스트에서 보이는 일본문학 텍스트의 흔적

  

  일본에 두 차례 유학했던 김기림 텍스트에서 일본문단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

다. 초기 시 ｢슈르레알리스트｣(1930)는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 아사쿠사 쿠

레나이단의 배경인 동경 아사쿠사를 암시한다. 비평 ｢예술에 있어서의 ｢리얼리

티｣岸｢모랄｣문제｣(1933.10.24.)에서 그는 백화파 소설가 사토미 톤(里見弴)의 이

상주의적 마고고로(眞心)가 시효를 다하 다고 주장한다.170) 선배 주요한에게 보

내는 공개장 ｢朱耀翰氏에게｣(1934.6.29.)서는 정치로 나서는 주요한을 문학자 겸 

러시아 문학 번역가인 뜬 구름의 후타바테이 시메이(二葉亭 四迷)로 비유한

다.171) 그는 또한 사회주의자 사노 마나부(佐野学)의 전향선언이 조선의 문학청

년들에게 끼친 파급 효과를 언급한다.172) 해방 후에 쓴 ｢시조와 현 ｣

170) “갓가운日本에서는 理見弴氏의 「マココロ」라고하는 그의獨特한 「모랄」의固定化觀
念化로부터 오는 그의藝術의頓挫를우리는 經驗하엿다.” 김기림, ｢藝術에 있어서의 「리
얼리티」岸「모랄」문제｣, 조선일보, 1933.10.24. 

171) 김기림, ｢朱耀翰氏에게｣, 조선일보, 1934.6.29. 
172) 김기림, ｢고향｣, 조선일보, 1936.3.17. 사노 마나부의 전향선언에 하여 佐野学, ｢共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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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6.9.-11.)에서는 종래의 시조불가론을 뒤집고 시조의 가치를 되살릴 필요를 

역설하면서,  일본 短歌 부흥에 앞장선 이시카와 타쿠보쿠(石川啄木)를 언급한

다.173) 이처럼 일본 문단에 한 그의 이해는 장르와 시 를 불문하고 모든 

역에 걸쳐 있다. 하지만 해방 후 그의 텍스트는 일본 문단을 참조한 사실을 은

폐한다. 일본 작가가 언급된 시와 비평은 김기림 시집 및 비평 선집 시론
(1947)에서 모두 제외되었다. 

  김기림의 은폐 기도에도 연구자들은 일본 유학생인 김기림과 일본 모더니즘 

사이의 상관성을 추적해 왔다. 문덕수는 ｢김기림 문학의 향관계 고찰｣174)에서 

김기림 시론과 일본 주지주의와의 관련성에 해 여러 가지를 열거하 다. 비록 

상관관계를 한층 치 히 검토하는 작업이 요청되지만, 문덕수가 선구적으로 제

기하고 후속 연구가 연이어 검토한 것처럼 일본 문단과 김기림 텍스트 간의 상

호관련성은 분명 의심된다.175) 기교주의 논쟁에서 임화 역시 김기림이 하루야마 

유키오를 참조한 사실을 확신하 지만, 김기림은 이 지적에 묵묵부답하여 직접

적인 응을 삼간다.176) 동시 의 비평가와 후 의 연구자가 입을 모아 지적하

듯이 김기림 텍스트에서 일본 모더니즘의 흔적이 분명 보이지만, 그는 곧 일

본 모더니즘 텍스트를 상호텍스트화한 것을 미 모더니즘으로 체한다. 해방 

후 기존의 비평을 편집한 선집 시론(1947)에서 일본 문인들의 이름은 해방기

의 민족주의 정황상 지워지며, 해방 후 출간된 시집 바다와 나비(1946)와 새
노래(1948)에서도 일본 모더니즘 감각이 가미된 시는 제외되었다. 이 장에서는 

니혼 학에서 1차 유학(1926-1929)을 마친 김기림의 초기 시 ｢슈르-레알리스트｣
(1930.9.30.), ｢시론｣(1931.1.16.), ｢첫사랑｣(1934.1) 세 편을 독해하여, 김기림 텍스

被告同志に告ぐる書｣, 佐野学著作集 第一卷, 東京: 佐野学著作集刊行会, 1957-8, pp.3-20 
참조.

173) “일본 短歌에 일으킨 石川啄木의 충격 정도의 것도 우리 시조는 일찌기 겪은 일이 없
어 보인다.” 김기림, ｢시조와 현 ｣, 국도신문, 1950.6.9-11. (김기림전집 2, 346면에
서 재인용) 

174) 문덕수, ｢김기림 문학의 향관계 고찰｣, 정순진 편, 김기림, 새미, 1999, 177-86면. 
175) 김유중, ｢김기림 문학에 투 된 래디컬 모더니즘의 향과 그 의의｣, 한국모더니즘 문

학의 세계관과 역사의식, 태학사, 1996, 268-77면; 손정수, 개념사로서의 한국근 비평사
, 도서출판 역락, 2002, 132-37면; 김예리, ｢김기림 시론에서의 모더니티와 역사성의 문제
｣, 한국현 문학연구 31, 한국현 문학회, 2010, 226-7면 참조. 

176) “씨는 아주 한 눈을 가지고 발레리, 브레몽, 지드, 하루야마 유키오 등에서만 근 시를 
본 것이다.” 임화, 신두원 편, 임화문학예술전집3: 문학의 논리, 소명, 2009, 502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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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가 일본 모더니즘의 자장에서 벗어나 미 모더니즘으로 전환하는 순간을 추

적해 본다. 

2.2. 일본 초현실주의에서 미 모더니즘으로, 미 모더니즘에서 ‘오

전’의 시론으로의 전환

  “시는 언어의 예술이라는 자각과 함께 문명에 한 감수를 기초로 가치를 의

식하고 써야 한다”는 주장은 김기림의 초기 시론을 표한다. “시는 언어의 

예술”이란 명제는 미적 자율성(autonomy)를 전제하는 모더니즘 예술에서 수긍

된다. 문제는 저자가 내세우는 “문명에 한 감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이

다. “문명”이란 어휘는 다양한 내포를 포괄하기 때문에 쉽게 정의하기 어렵

다. “감수”역시 마찬가지이다. 문명을 어떻게 형상화 한 시가 좋은 시인지 쉽

게 판단할 수 없다. 문혜원은 문명 비판을 “‘시 정신’으로 지칭되는 막연하

고 모호한 것들”로 해석하여, 김기림의 시 정신이 일관된 기준을 결여하고 있

다고 설명한다.177)

  문명비판, 혹은 시 정신의 의미를 찾아보기위해 김기림이 이 당시 참조한 시

인이 누구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료 문인 박귀송과의 담에서 김기림이 

초기시절 참고한 시인이 동시 의 조선 시인이라기보다 서구 시인임을 알 수 

있다. 

｢옛날에 私淑한 詩人은 누구 읍니까｣
｢사숙한...｢예─츠｣ 읍니다｣
｢지금은요?｣
｢.....이매지즘派의 ｢올─딩톤｣입니다.

｢조선 文人으론요?｣
──沈黙. 그는 잘 沈黙하는 性質인 듯 싶다. 머리를 두 손으로 쓱쓱 긁으면서 

속으로는 정녕코 ｢별걸 다묻네｣라고 중얼거렸을런지.178)

  사숙하는 조선의 작가가 있는지 물어보는 박귀송의 질문에 김기림이 침묵으

177) 문혜원, 한국 현 시와 모더니즘, 신구문화사, 1996, 288면, 333면 참조. 
178) 박귀송, ｢새 것을 찾는 김기림｣, 新人文學 三月號, 1936, 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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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답을 회피하는 것을 볼 때, 그에게 호기심을 자극한 텍스트는 동시 의 한

국 작가의 것이라기 보단, 서구 작가의 것이었다. 1937년 1월 삼천리의 설문 

2번 “先生이親密히交友하는文人諸氏”란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고 공란으로 남

겨두는 것179)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는 당시 일본 센다이에 체류 

중이었기에 1937년 그가 주로 접한 작품은 식민지 조선 작가의 시문학은 아닌 

외국 텍스트 을 것이다. 그중에서 김기림이 초기 시절 접했던 문학의 조류 가

운데 하나는 초현실주의 문학이다.180) 1차 전 후 유행했던 프랑스 초현실주의

는 일본 슈르레알리즘을 매개로 식민지 조선에 들어왔다. 저자는 1920년  일본

에 유학하면서 슈르레알리즘을 접했고, 이를 형상화 한 시가 ｢슈-르레알리스트｣
이다. 이 시는 고유명사 “카지노폴리”에서 알 수 있듯이 동경의 아사쿠사를 

배경으로 하 기 때문에 저자의 선집화 과정에서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저자가 

일본의 모더니즘에 느낀 당혹감이 詩作의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김기림이 비평에서 보인 슈르레알리즘 비판이 이 시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슈-르레알리스트

                                 G. W.

거리로 지나가면서 당신은 본일이업습니 1

가을볏으로 장삼을둘르고

갈 고을 뒤ㅅ덜미에 부친사람의

어리진노래를―

179) 김기림, ｢作家作品年代表｣, 삼천리, 1937.1, 238면. 
180) 김기림의 초현실주의 인식에 관하여 박인기, 한국현 시의 모더니즘 연구, 단국  출

판부, 1988, 174-84; 문혜원, ｢한국 근  초현실주의 시론의 특징에 관한 연구｣, 한중인문
학연구 17, 한중인문학회, 2006, 52-5면 참조. 선행 연구자들은 초현실주의에 한 김기
림의 관심이 1936년 동북제  유학을 계기로 미 모더니즘 시론으로 옮겨간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한다. 나아가 손정수는 “1930년  전반 김기림의 경우, 그 시론의 출발은 
1930년을 전후한 시기의 일본 모더니즘의 성격과 주지주의 문학론의 향 속에서 비롯되
었다고 볼 수 있지만, T.S.엘리엇을 중심으로 한 국 모더니스트들의 시풍을 모더니즘이
라고 적극적으로 규정하면서 초기의 면모로부터 벗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김
기림이 시론에서 언급한 초현실주의가 일본 모더니즘의 자장 속에 형성된 것임을 지적한
다. 손정수, 개념사로서의 한국근 비평사, 1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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怪常한춤맵씨를―                                                    5

그는 千九百五十年 最後의市民―

佛蘭西革命의末裔의 最後의사람입니다

그의눈은푸리즘처럼 多角입니다

世界는 구로 彩光되여 그의白色의｢카메라｣에 잡버집니다.

새벽의 땅을울리는 발자국소리에 그의귀는 기우러지나                  10

그는 그 뒤를딸흘수업는 가엽슨절름바리외다.

資本主義第三期의 ｢메리·꼬-라운드｣로
出發의前夜의 伴侶들이 손목을잇그나

그는 차라리 여긔서 호올로서서

남들이모르든 수상한 노래에마추어                                    15

혼자서 그의춤을 춤추기를 조와합니다

그는압니다 이윽고카지노폴리의 奏樂은疲困해치나고거

리는잠잠해지고말것을 생각지마르세요 그의노래나춤이즐거

운것이라고그는 슬퍼하는人形이외다

그에게는 生活이업슴니다                                             20

사람들이 모-다生活을가지는
우리들의피에로도 쓸어집니다181) 

  시의 시적 화자는 아방가르드의 슈르레알리즘 예술을 비판하 다. 시적 화자

에 따르면, 슈르레알리스트는 “새벽의 땅을울리는 발자국소리”(10행)를 예지하

지만, 그 뒤를 따를 수 없는 “가엽슨절름바리”(11행)이다. 그의 예술은 전위적

이고 미래지향적이지만 민중의 “생활”이 결여되어 있다. 시적 화자는 슈르레

알리스트를 생활이 없는 “우리들의피에로”(22행)로 희화화한다. 남들이 모르

는 수상한 노래에 맞추어 혼자서 추는 춤으로 슈르레알리즘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다. 폴 발레리(Paul Valery)가 라캉(Honorat De Bueil De Racan)의 편지를 인

용하며 설명한 것처럼, 산문이 지향성이 뚜렷한 걸음걸이라면, 시는 지향과 리

듬이 정해져 있지 않는 춤에 가깝다.182) 시인이 추는 춤에 독자가 함께 어우러

질 때 비로소 시의 가치가 공유되고 향유된다. 독자와 어우러지지 못한 슈르레

181) 김기림, ｢슈-르 레알리스트｣, 조선일보, 1930.9.30.
182) 산문을 걸음걸이에, 시를 춤에 비유한 발레리의 설명에 하여 Valery, Paul. The Art of 

Poetry, Trans. Denise Folliot,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58, pp.206-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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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스트가 홀로 즐기는 춤이 자아도취에 빠진 시에 지나지 않음을 김기림은 

발레리를 빌어 역설하고 있다.183)

  이 시의 배경은 “資本主義 第三期의 ｢메리·꼬-라운드｣”(12행)으로, 사람들

은 ‘역사’의 회전목마 속에 올라 타 있다. 그들은 함께 자본주의의 “第三期
的不況”184)의 시 를 지나고 있다. 그들이 자본주의를 지나 도달하는 곳은 어

디일까?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끝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한 사회주의라고 

주장하 다. 

  시적 화자는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佛蘭西革命의末裔의 最後
의사람”(7행)을 묘사한다. 프랑스 혁명은 부르주아지의 혁명을 통해 봉건계급위

주의 사회를 부르주아지가 선도하는 자본주의 사회로 변모시켰다. “佛蘭西革命
의末裔의 最後의사람”인 부르주아지는 또한 “千九百五十年 最後의市民”(6행)

이 된다. 다가올 “千九百五十年”의 혁명은 부르주아지를 타파할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다. 마르크스는 그의 에세이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The 18th 

Brumaire of Louis Bonaparte)에서 역사의 순환성을 주장하 다. “헤겔은 어디에

선가 세계의 역사에서 큰 중요성을 지닌 모든 사건과 인물은 말하자면 두 번 

일어나거나 나타난다고 지적하 다. 그는 처음에는 비극으로, 두 번째에는 희극

(farce)으로 나타난다고 덧붙이는 것을 잊었다”185)라는 언급을 통해, 마르크스

는 역사의 반복을 주장하 다. 시의 화자는 다가올 “千九百五十年”의 혁명이 

프랑스 혁명의 반복이 될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다.186) 

  시의 화자는 프랑스의 슈르레알리스트를 풍자하 지만, 시의 화자가 풍자한 

상이 프랑스의 슈르레알리스트 뿐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에서 묘

183) 발레리는 시인이 독자의 화살받이가 되는 점을 적절히 지적한다. 시에 공감한 독자는 
자기 상념에 빠진 나머지 시인의 노고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며, 시에 공감하지 못한 독자
는 시인에게 즉각 비난의 화살을 돌린다는 것이다. “And the unfortunate author...is forced 
to say to himself: “In your works, my dear poet, what is good is not by you, and what is 
bad is indisputably yours.”” op. cit., p.212참조. 

184) 김기림, ｢에트란제｣의 第一課｣(二), 중앙일보, 1933.1.2.
185) “Hegel remarks somewhere that all facts and personages of great importance in world history 
occur, as it were, twice. He forgot to add: the first time as tragedy, the second as farce.” Marx, 
Karl. The 18th Brumaire of Louis Bonaparte,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852, p.15.
186) 역사의 순환론은 당  많은 지식인들이 공유하고 있었다. 니체(Nietzsche)나 예이츠
(Yeats)와 같이 과학에 비판적인 예술지상주의자 혹은 신비주의자들 역시 역사의 순환론에 
한 나름의 관점을 도덕의 계보와 환상록(Vision)에서 각각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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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된 도시의“거리”는 당시 일본 중예술의 중심지 던 아사쿠사이다. 지진

이후 새로 건설된 아사쿠사는 “서양풍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일본화

하여 받아들인”187) “그로테스크한, 다다적인, 데카당스적인 요소를 가진 모던

한 분위기”188)를 풍기는 곳이었다. 가와바타의 장르파괴적 글쓰기 아사쿠사 

쿠레나이단(浅草紅団)에 묘사된“카지노폴리”189)(カジノ・フォーリー)(17행)는 

아사쿠사에 위치한 수족관 2층에 있었던 경연극(軽演劇) 극단(1929-1933)이었으

며, 역사의 반복을 의미하는 메타포 “회전목마”(メリイ·ゴオ·ラウンド)(12

행) 역시 가와바타의 소설 浅草紅団(아사쿠사 쿠레나이단)에 묘사된 아사쿠사

의 명물이었다.190) 1927년 잡지 文藝時代를 창간한 신감각파191)의 한 사람이

었던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1929년부터 1930년까지 浅草紅団을 신문에 연재했

는데, 이 소설의 나레이터는 아사쿠사 거리를 “다각의 프리즘”(7행)으로 관찰

한다. 저자는 1930년  당시 일본 문단에서 주목을 받았던 浅草紅団을 읽거

나, 혹은 화화되고 뮤지컬로 개작된 것을 보면서, 이를 패러디한 시 ｢슈르레

알리스트｣의 착상에 돌입했던 것으로 보인다.192) 그는 프랑스의 슈르레알리스트 

뿐만 아니라 가와바타와 같은 일본의 신감각파를 함께 묶어 “가엽슨절름바

187) 川端康成, ｢モダーニズ文學及び生活の批判｣, 新潮 1930. 2., p.144.  
188) Ibid.
189) “카지노 폴리”는 1929년 여름에 만들어진 경극단으로, The Casino de Paris와 The 

Folies Bergere 각각의 앞 글자를 따라 Casino Folies로 합성되었다. 물론 이런 조어는 일본 
중에게 익숙한 말로 구성되었다. “카지노 폴리”의 역사와 일본 문학에서의 형상화에 
해서 Silverberg, Miriam. Erotic Grotesque Nonsense: The Mass Culture of Japanese Modern 

Tim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6, pp.235-6 참조.  
190) 川端康成, 川端康成集, 東京: 集英社, 1967, p.313. 가와바타의 이 소설은 카지노 폴리

를 유명하게 만들었지만, 경연 극단의 주연 배우인 에노켄(본명: 에노모토 겐이치榎本健
一)는 매주 금요일만 되면 코러스 걸들이 팬티를 벗어던진다는 잘못된 소문 때문에 극단
이 인기 있었다고 회상한다. Donald Richie, “Forward,” The Scarlet Gang of Asakusa, Trans. 
Alisa Freedma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5, p.xviii참조. 

191) 신감각파는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 이외에 요코미쓰 리이치(横光利一), 나카가와 
요이치(中河与一), 카타오카 뎃페이(片岡 鉄兵) 등으로 구성되었다. 
192) 아사쿠라 쿠레나이단은 화뿐만 아니라 뮤지컬로도 만들어져 카지노 폴리에서 상연

되었다. “Similarly, Kawabata’s Asakusa Kurenaidan, which was serialized in the Tokyo Asahi 
Shinbun from 1929, was made into a film before the novel itself was completed, and was 
also performed as a musical at the Casino Folies review theater in Asakusa.” Lippit, Seiji 
Mizuta, “Japanese Modernism and the Destruction of Literary Form: the Writing of 
Akatagawa, Yokomitsu, and Kawabata,” Ph.D.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1997, p.22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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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11행), “슬퍼하는人形”(19행)으로 은유함으로써 현실을 몽환적인 꿈의 상

태로 받아들인 당시의 슈르레알리즘 경향에 비판적 모습을 보인다. 

  김기림은 평론에서 슈르레알리즘을 본격적으로 비판한다. “...우리들 現實的
인世紀는｢슈-르레알리스트｣가의世界에서 어케 훌륭한엣펠의塔을 築造할지

라도 全然無關心할 것이다”193)라고 언급하거나, “그러면 明日의詩는?...爲先生
活의問題다 藝術을 生活에서分離하야 獨異한對像으로 觀察하려고할에 그것은 

亦是날근思考方法의習慣을 犯한것이다”194)라면서, 저자는 현실과 유리된 초현

실주의의 한계를 지적한다. 또한, ｢감상으로의 반역｣에서는 “現實을 全部 認定
하지않고 꿈의 狀態만을 認定한 超現實主義도 亦是｢센티멘탈리즘｣이 다”195)면

서 저자는 초현실주의를 센티멘탈 로맨티시즘으로 치부하는 데까지 이르 다. 

이는 초현실주의가 추구하는 현실 너머의 재현을 낭만주의의 한 갈래로 파악한 

것으로, 미 고전주의의 문명비판과 초현실주의의 낭만성을 구분하는 태도이

다.  

  1930년  초, 카프 문인들이 향력이 점차 감소되지 시작한 시기 식민지 조

선에서도 슈르레알리즘 및 신감각파 경향의 작품은 부정적으로 수용되고 있었

다. 김기림은 “어떤 平家들은 그[정지용]의 詩의 感覺性을 指示하야 (實로 榮光
스럽게도 筆者까지를 넣어서) 多少 輕蔑의 뜻을 包含시켜서 新感覺派라고 命令
한 일도 있다”196)고 냉소적으로 서술하면서, 도시의 감각을 파고 든 신감각파

를 경멸한 카프 문인의 비판을 의식한다.197) 하지만 김기림은 “그들이 감각이

라는 이 말을 관능적인 말초신경적인 의미로써 쓰지 않고 가장 야성적이고 원

시적이고 직관적인 감성을 가리켜서 쓴 것이라면 이 말은 타당할는지도 모른

다”198)라며, 자신의 감각이 카프 문인들이 경멸한 일본 신감각파의 감각과 다

193) 김기림, ｢상아탑의 비극｣-사포에서 초현실파까지 (八), 동아일보, 1931.8.7. 
194) 김기림, 위의 글 (十), 동아일보, 1931.8.9. 
195) 김기림, ｢감상에의 반역｣, 시론, 155면. 
196) 김기림, ｢1933년 시단의 회고｣, 시론, 84면. 
197) 김기림을 신감각파로 지칭하는 카프 문인으로 이원조와 임화를 들 수 있다. “내가 金

起林氏를 感覺派的傾向의詩人이라고말하엿다는것은 나로서 그말을 解明할 義務가잇고
한 興味가잇는것이다.” 이원조, ｢近來詩壇의 한傾向｣(一), 조선일보, 1933.4.26; “그러
므로 그들은 감정을 노래함을 멸시하고 감각을 노래한다. 감정이란 곧 사상에 통하는 것
이므로........”임화, ｢담천하의 시단1년｣, 신동아, 1935.12 (임화, 신두원 편, 임화문학예
술전집3: 문학의 논리, 소명, 2009, 496면에서 재인용). 

198) 김기림, 위의 글, 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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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야성적이고 원시적이고 직관적인 감성”이라고 스스로를 변호한다. 가와바

타 야스나리나 요코미쓰 리이치의 감각을 “관능적인 말초신경”으로 폄하하는 

것을 볼 때 일본 신감각파에 관한 김기림의 평가는 카프 문인들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1935년 기교주의 논쟁에서 김기림이 임화의 비판에 화답하여 기교

와 내용의 종합을 주장하는 것도 초기부터 카프 문인들과 공유해 온 사회에 

한 관심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저자에게 초현실주의는 연상의 비행이라는 점에서 재현을 왜곡하는 모더니즘 

예술과 소통하는 면이 있지만199), 저자는 에로, 그로, 넌센스의 분위기를 자아내

는 일본 모더니즘 예술이 생활로부터 유리되어 있다며 거리를 둔다. 신감각파 

등장 이후 일본 모더니즘/근 파 시인 겸 시론가 중 김기림과 유사한 문인은 

“명랑”을 강조한 초현실주의 비평가 하루야마 유키오(春山幸夫)일 것이다. 김

기림은 수필 ｢청중 없는 음악회｣에서 “日本의 ｢슈르리얼리스트｣ 春山군에게 

향하여 누가 ｢슈르리얼리스트｣의 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우선 ｢슈르리얼리즘｣의 詩論을 이해하여야 한다고 답한 일이 있읍니다.”200)

라며 詩作와 詩論 간의 상관성의 예로 하루야마를 소개한다. 시 ｢첫사랑｣에서 

김기림과 하루야마의 연관성이 포착된다.       

첫 사 랑

네모진 冊床.                                                     1

힌壁우헤 삐뚜러진 ｢세잔느｣한幅.

낡은 ｢페-지｣를 뒤적이는 힌손가락에 부 치어

갑자기 숨을쉬는 시드른 海棠花.

蒸發한 香氣의湖水.                                               5

(바다ㅅ가에서)

붉은 우숨은 두사람의 작난을 바라보앗다.

199) “...｢프랑스｣의 초현실주의나 국의 ｢모더니즘｣ 및 그 좋은 해석자인 ｢리차즈｣나 마찬
가지로 문학사상 유례가 드문 저 정신적·내면적 위기의 시 던 20년 의 같은 생리(生
理)의 발로 다고 할 수도 있겠다.” 김기림, 시의 이해, 210면.  

200) 김기림, ｢聽衆 없는 음악회｣, 김기림전집 5, 4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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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希望의 힌化石 힌憧憬의 힌骸骨 힌苦待의 힌｢미이라｣
쓴바다ㅅ바람에 빨리는 山上의燈台를 비웃든 두눈과 두눈은

둥근바다를 미끄러저가는 汽船들의出航을 전송햇다                  10  

오늘

어두운 나의마음의 바다에

힌燈台를 남기고간

――불을 견손아

――불을 끈입김아                                               15

갑작이 窓살을 흔드는 버리떼의汽笛
배를태여 바다에 흘려보낸 꿈이 또도라오나보다

나는 그를 마지할 準備를해야지

속삭임이 발려잇는 時計딱지

多辯에 지치인 萬年筆                                            20
때무든地圖
들을

나는 나의기억의 힌테―블크로트우헤 펴놋는다

흥

인제는 도망해야지                                               25 

란아――

내가 도라오기까지

房을 좀 치어노아라. (인용자강조)201) 

  이 시는 “첫사랑”의 낭만적 분위기를 자아내지 않는다. 엘리엇의 사랑노래

인 ｢알프레드 프루프록 연가｣(The Love Song of J. Alfred Prufrock)가 전 세  시

인인 바이런, 셸리, 키츠의 낭만적 ‘사랑 노래’와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풍기

듯, 김기림의 사랑노래도 20년  시인들의 탄적 사랑노래의 센티멘탈에 비해 

감정이 차분히 절제되어 있다. 그는 낭만주의 시인 셸리의 시 ｢서풍｣(Ode to the 

201) 김기림, ｢첫사랑｣, 개벽, 1934 창간호, 30-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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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 Wind)에 해 “하나 나는 오늘 한가롭게 ｢구름 밖으로 달리는 꿈｣을 즐

길 수가 없다”202)라며, ｢서풍｣의 화자가 드러낸 상기된 감정을 비판함으로써 

절제된 감정을 중시하는 면모를 보인다.  

  이 시의 분석을 위해 내용보다 이미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적 화자는 

“힌”이라는 색채이미지를 반복하여 과거의 기억을 묘사한다. “힌”은 이 시

에서 열 번에 걸쳐 반복되고 있는데, 과거의 기억은 “낡은 ｢페―지｣를 뒤적이

는 힌손가락”,“힌希望의 힌化石,”“힌憧憬의 힌骸骨”, “힌苦待의 힌미이

라”로 하얗게 결정(結晶)되었다. 시적 화자는 2행에서 “힌壁우헤 삐뚜러진 ｢세
잔느｣한幅”을 제시하여 “데생(밑그림)보다도 색채에 생명을 표현한 그림”203)

의 화가로 폴 세잔을 예로 든다. 이는 시를 문자 그 로 이해하지 말고  이미지

에 바탕을 두고 해석하라는 저자의 권고이다.  

  시적 화자는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쉽게 떠나지 못한다. 시적 화자의 “두눈과 

두눈은 둥근바다를 미끄러저가는 汽船들의出航을 전송햇”지만, 기선들은 시적 

화자의 마음에 “배를태여 바다에 흘려보낸 꿈이 또도라오나보다”처럼 되돌아

온다. 결국 시적 화자는 첫사랑의 기억을 “힌”, 즉 표백된 “｢테―블크로스｣
우헤 펴놋”(23행)고 결정화시킨 채 도망치려한다. “속삭임이 발려잇는 시계딱

지”(19행), “다변에 지치힌 만년필”(20행), “때무든 지도들”(21행)을 테이블 

크로스 위에 펴놓는 행위는 헌 시계를 매개로 기억되는 과거의 시간과 시적 화

자가 “만년필”로 써 내려간 수많은 사랑어구, 시적 화자가 여행했던 추억의 

장소(지도)를 기억의 저편으로 떠나보내려는 시적 화자의 의지를 반 한다. 하지

만 시적 화자는 결국 과거의 기억을 삭제할 용기가 없다. 그는 “란”에게 자신

이 없는 사이에“방을 좀 치어노아라”라고 부탁함으로써 과거의 기억과 마주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노출한다. 첫사랑의 기억을 떠나보내려 해도 쉽게 떠

나보낼 수 없는 시적 화자의 망설임이 이 시의 주제를 이룬다. 흰색의 이미지는 

시의 주제와 결부하여 시적 화자의 순수하고 순결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흰색을 통해 과거의 기억을 결정화하려는 시적 화자의 장치는 하루야마 유키

오의 시에서 자주 사용되었다. 하루야마는 1929년에 발표한 ｢식물의 단면｣ 시집 

202) 김기림, ｢殊方雪信｣, 김기림전집 5, 318면.
203)“[芥川が]　 ｢デッサンよりも色彩に生命を話した画｣の代表として, せザンヌの例をあげて
いる.” 佐伯彰一, 物語芸術論: 谷崎·芥川·三島, 東京: 中央公論社, 1993,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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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ALBUM의 한 부분에서 “하얀소녀”(白い少女)를 84번 반복하여 흰색의 이미

지를 시각화하 다.204) 여기서 흰색은 소녀의 이미지와 결합하여 순진, 순수, 처

녀성을 강조한다. 김기림은 시 ｢첫사랑｣에서 흰 색을 반복함으로써 과거의 기억

을 흰 색이라는 무채색으로 결정화하여 옛 사랑의 기억이 지닌 순수함과 처녀

성을 형상화했다. 28행 중 10회에 걸친 흰 색의 의도적이고 과도한 반복은 흰 

종이 위에 검게 인쇄된 텍스트를 흰 이미지로 물들여 결정(結晶)시키려는 하루

야마 유키오와 키타조노 카츠에 등 당  일본의 표적 슈르레알리스트의 기법

과 맞물려 있다. 하루야마가 서문 ｢키타조노 카츠에에 관하여｣(北園克衛につい

て)를 쓴 키타조노 카츠에의 시집 하얀 앨범(白のアルバム, 1929)에 수록된 시 

｢記號說｣에서도 흰 빛이 지면을 물들이고 있다.

기호설

   ⋆
하얀食器
꽃

스푼

봄의 午後3時
하얀

하얀

빨간

   ⋆
프리즘建築
하얀動物
空間
   ⋆
푸른旗
林檎과貴婦人
하얀風景
   ⋆
꽃과樂器

204) 春山行夫, 春山行夫詩集, 吟遊社: 発売元教育企画出版, 1990,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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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窓
바람

   ⋆

(이하 생략, 인용자 강조)

記號說

   ⋆
白い食器
花
スプウン

春の午後3時
白い

白い

赤い

   ⋆
プリズ厶建築
白い動物
空間
   ⋆
青い旗
林檎と貴婦人
白い風景
   ⋆
花と楽器
白い窓
風
   ⋆

(이하 생략, 인용자강조)205)

205) 北園克衛, 北園克衛詩集, 東京:　思潮社, 1981, p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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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호설｣은 짧은 명사 위주로 배열되어 있는 슈르레알리즘 시로, 원문이 세

로쓰기로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가로로 길게 배열된 “뱀”의 형상을 

띠게 된다. 12행 “林檎과 貴婦人”의 배열에서는 금단의 사과를 건네줌으로써 

이브를 유혹한 에덴동산의 뱀이 떠오른다. 짧은 명사의 나열과 23번에 걸쳐 드

러난 白색 이미지는 기호의 무의미성을 강조하여 상형문자의 창백한 ‘시각 이

미지’가 기호의 ‘내용’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키타조노는 보여주고 있다. 

  이 시에 응하는 김기림의 시가 ｢詩論｣(1931.1.16.)이다. ｢詩論｣은 이미지가 

내용을 좌우하는 키타조노 시의 초현실주의에 반격하여 시의 본질이 이미지뿐

만 아니라 현실의 생활 역시 가미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206) ｢詩論｣의 

“일본 조희의/ 표백한 얼골 우헤/ 꺽구러저/ 헐덕이는 활자”(4-7행)은 내용이 

없는 기호의 무의미성을 공박한다. “｢뱀｣을 수술한/백색 무기호문자의 해골의 

무리―”(8-9행)은 별 표⋆를 통해 87행에 걸친 시를 군데군데 나누어 배열한 

키타조노의 기교를 “수술” 로 냉소한 표현이며, “백색 무기호 문자”는 백색

의 수식어에 기호가 붙어 기호의 무의미성을 드러낸 ｢기호설｣의 주제를 간파한 

것이다. 또한, 김기림은 ｢기호설｣의 기호를 “해골의 무리”로 언급하여 기호의 

무의미성을 드러내는 키타조노의 메세지가 시의 “죽어가는 단말마”(11행)에 

그친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다.  

  하루야마 유키오는 서문 ｢키타조노 카츠에에 관하여｣(北園克衛について)에서 

키타조노와 유사한 입장을 보인다. “현실적으로 꽃을 보는 일은 의미가 없다. 

꽃이 우리를 어찌 볼 것인가? 동물 등이 꽃 앞에서 으르 는 것은 동물의 어

리석음을 한층 추하게 보여준다”207)라며, 그는 사물의 본질을 있는 그 로 파

악하여 이를 기호화하려는 시인의 노력을 무의미한 것으로 조소한다. 이는 이미

지가 사물의 본질을 은폐한다는 관점으로, 김기림이 주장한 ‘내용과 형식이 일

치된 생활의 시’와는 거리가 있다. 김기림이 일본의 슈르레알리즘을 비판한 데

에는 키타조노 카츠에나 하루야마 유키오의 실험이 현실과 유리되어 있다고 판

단하 기 때문이다. 

206) “｢아스팔트｣와 그러고 저기 ｢렐｣우에 詩는 呼吸한다. 詩― 딩구는 單語.” 김기림, 김
기림전집 1, 277면에서 재인용.  

207) “現實的に花を見ることは無意味だ. 花が僕達を如何に見るか.　動物等が花の前で吠える
ことは, 動物の無智な能力を一層醜く見せる.”春山幸夫,　 ｢北園克衛について｣, 白のアル
バ厶, 東京: 厚生閣書店, 1929-31,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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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림은 일본 모더니스트들이 보인 사회와의 괴리를 비판할 때, 그들의 기법

을 비판하는 내용 자체를 시의 소재로 삼기도 하 다. 앞 선 두 시 ｢슈르레알리

즘｣과 ｢첫사랑｣이 신감각파 및 슈르레알리즘과 연관되어 있었다면, 이미 언급한 

시 ｢詩論｣은 김기림의 시론이 일본 신감각파와 슈르레알리즘에서 미 고전주

의인 엘리엇의 시론으로 이동해가는 경로를 보여준다. 김기림은 하루야마와 엘

리엇의 흔적이 드러나는 이 작품을 시집 태양의 풍속에서 제외하는데, 그 이

유는 ｢詩論｣의 앞부분이 ｢기호설｣을 비판하는 데서 시작하여 ｢기호설｣과 불가

분의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 시는 종이에 일본 국적을 부여하여 일본 모

더니즘을 비판하며 시작한다. 

詩論

―여러분―                                                      1   

여기는 發達된 活字의 最後의 層階올시다

單語의 屍體를 질머지고

日本 조희의

漂白한 얼골 우헤                                                5

꺽구러저

헐떡이는 活字―

｢뱀｣을 手術한

白色 無記號文字의 骸骨의 무리―

歷史의 가슴에 매여달려                                          10

죽어가는 斷末魔
詩의 샛파란 입술을

축여줄 ｢쉼표｣는 업는냐? 

“일본 종이”에 쓰여진 시는 일본 슈르레알리즘 시를 의미한다. “표백한 얼

골”(5행), “백색 무기호문자의 해골”(9행)에서 드러나는 흰색의 이미지는 앞

서 설명하 듯이 하루야마 유키오, 키타조노 카츠에의 시에서 지배적으로 나타

난다. “단어의 시체”(3행),“꺽구러저”(6행), “헐떡이는”(7행), “죽어가

는”(11행), “샛파란 입술을 축여줄”(12-3행)과 같은 표현에서는 일본 초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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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시가 지닌 생명력의 결핍이 느껴진다. 시적 화자는 죽어간 나머지, 입술이 

새파랗게 비치는 시를 축여줄 쉼표, 즉 휴지를 통한 휴식을 갈구한다. 시가 가

사상태에 빠진 것은 일본 초현실주의가 지닌 현실 도피 때문이다. 저자는 일본 

초현실주의의 시풍을 센티멘탈리즘으로 바라보며 당  융성했던 센티멘탈리즘

의 범람을 꼬집는다. 

  

｢哀傷｣의 賣淫婦가                                              35

悲壯의 法衣를 도적해 둘르고

거리로 끌고간다

모―든 슬픔이

藝術의 일홈으로                                               

大陸과                                                         40

바다―

모―든 목숨의 

王座를 짓밟는다.

“｢애상｣의 매음부”(35행)은 센티멘탈한 시인을 상징한다. 그는 슬픔에 찬 자신

의 예술을 팔러 도시로 나아가는데, 겉으로는 스님이 입는 법복을 몸에 걸쳐 자

신이 매춘부같이 천박한 시인이라는 사실을 속인다. 센티멘탈한 시인은 센티멘

탈리즘을 예술의 이름으로 발휘하여, 륙과 바다를 포괄한 전 세계에 슬픔이 

범람하게 한다. 모두를 슬픔에 잠기게 만드는 해악을 막기 위해 시적 화자는 어

린애를 통해 세계를 구원하려한다. 

濁流―濁流―濁流                                               
｢센티멘탈리즘｣의 洪水                                          45
크다란 어린애 하나가

花崗 채ㅅ죽을 휘둘른다.

 

시적 화자는 센티멘탈리즘의 홍수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린아이의 눈을 필요로 

했다. 김기림은 시 ｢소아성서｣(1934.1)에서 “｢마티쓰｣가 세상에서 참말로 부러

워한 것은...어린애의 눈-바로 그 눈이엿다”208)라며, 새로운 예술을 위해 어린애

의 눈을 지속적으로 호출한다. 채찍을 휘두르는 어린 아이의 모티프는 해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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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노래에 수록된 시 ｢센토오르｣에서도 반복된다. 시의 화자는 농사일을 망치

는 전쟁광이며 반인반마 켄타우로스를 어린 아이의 채찍질로 한반도에서 내쫓

고 있다. 시적 화자는 인간의 몸으로 비유된 시를 “화강 채찍”(47행)으로 깨어

나게 한다. 

한개의

날뛰는 名詞
금틀거리는 動詞                                                60 
춤추는 形容詞
(이건 일즉이 본 일 업는 훌륭한 生物이다)

그들은 詩의 다리(脚)에서

生命의 불을 

뿜는다                                                         65 

詩는탄다 百度로―

빗나는 푸라티나의 光線의 물질이다 

시어 “푸라티나”(プラチナ, 백금)는 엘리엇의 유명한 유추를 상기시킨다. 엘리

엇은 ｢전통과 개인의 재능｣에서 플라티넘 한 조각을 “시인의 마음”으로 은유

하 다.209) 이산화황이 산소랑 결합하여 아황산이 되는 화학반응에서 플라티넘

(Pt)는 촉매제의 역할을 한 뒤 흔적 없이 사라진다. “2 SO2 + O2 → 2 SO3”

에서 볼 수 있듯이 플라티넘으로 은유된 ‘시인의 마음’은 완성된 시에서 드

러나지 않는다. 시인의 마음이 시에서 드러나지 않는 점이 엘리엇이 주장하는 

“정서로부터의 도피”(an escape from emotion)이며, “몰개성”(impersonality)이

다. 엘리엇은 “문학에서 개성(personality)은 로맨티시즘으로 이끈다”210)고 주장

한 흄을 계승하고, 나아가 시에서 시인의 개입을 배제함으로써 과학으로서의 예

술의 가능성을 발견한다.211) 김기림은 “푸라티나의光線의물질”을 엘리엇으로

208) 김기림, 김기림전집 1, 315면.
209) “The mind of the poet is the shred of platinum.” Eliot, T. S. Selected Prose of T. S. Eliot, 
Edited by Frank Kermode, New York: A Harvest Book, 1975, p.41. 
210) “It thus creates the bastard conception of Personality. In literature it leads to romanticism....” 
Hulme, T. E. Speculation, p.48.
211) “It is in this depersonalization that art my be said to approach the condition of science.” 
Eliot, T. S. op. cit., p.40. 또한, 엘리엇은 feeling 과 emotion를 구분하여 emotion은 시인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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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빌려옴으로써 자신 역시 “濁流──濁流──濁流/｢센티멘탈리즘｣의 洪水”

속에서 시를 구제할 것임을 밝힌다. 

  그러나 김기림은 엘리엇의 시론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는다. 시를 한 “生
命의불”로 파악하는 부분은 시인과 시를 어느 정도 분리할 것을 주장한 엘리

엇에 비해 김기림은 시에서 시인의 목소리를 구현한다. ｢詩論｣의 마지막 연에서 

보이는 시인의 목소리는 문명비판이다. 여기에서 김기림이 구상하는 시론과 엘

리엇의 고전주의 시론과의 차이점은 명백해진다.

모―든 律法과

｢모랄리틔｣                                                          
善                                                             70 
判斷
――그것들 밧게 새 詩는 탄다

｢아스팔트｣와
그러고 저기 ｢렐｣우에                                                  

詩는 呼吸한다.                                                 75

詩―딩구는 單語212)

시적 화자는 새 시에서 “센티멘탈리즘”을 포함하여 “모―든 율법”(68행), 

“모랄리틔”(69행),“善”(70행),“判斷”(71행)을 제외한다. 또한, 새로운 시는 

현실과“호흡”(75행)하며 함께“딩군”(76행)다. 시적 화자의 시에서 배제할 감

정은 엘리엇이 주장한 “시인 내부의 모든 감정”213)(emotion)이라기보다, “센

티멘탈리즘” 및 “율법”과 “모랄리틔”, “선”, “판단”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기존의 관습에 국한된다. 신 문명비판의 명랑한 감정이 시적 화자의 

시를 지배한다. 시적 화자는 도로 위의 “아스팔트”와 철도의 “렐”(rail)과 같

은 시어를 선택하여 중력과 맞서 싸워나가는 자동차와 기차 바퀴의 역동적 움

에서 우러나온 감정으로, feeling을 시인과 관계없는 외부의 감정으로 파악한다. “Or great 
poetry may be made without the direct use of any emotion whatever: composed out of feelings 
solely” (41). 
212) 편석촌, ｢詩論｣, 조선일보, 1931.1.16. (김기림전집 1, 274-277에서 재인용) 
213) 엘리엇은 시인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감정(emotion)과 외부로부터 전달되는 감정(feeling)

을 구분한다. 한국어 “감정”에는 emotion과 feeling의 뉘앙스 차이가 드러나지 않기에 부
득이하게 문을 병기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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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임을 강조하 다.   

  김기림은 시 ｢詩論｣에서 자신의 시론을 설명하기 위해 엘리엇의 플라티넘 유

추를 차용하 지만, 촉매제인 플라티넘이 태우는 물질은 센티멘탈리즘과 기존의 

관습이다. 반면, 시인의 명랑한 감정은 시에 남는다. 김기림은 문명을 노래하는 

시인의 감정이 시에 섞여 들어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시와 시인을 

만나게 한다. 시를 시인과 분리시키지 않고 “한 개의 생명”214)으로 파악하는 

부분은 낭만주의의 유기체적 세계관과 상통해 있다. 이처럼 김기림의 시 ｢詩論｣
에서는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요소가 동시에 펼쳐진다. 김기림이 해방 후 1948

년, 엘리엇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번역한 시 ｢窓머리의아츰｣(1916)을 살펴

본다면 김기림과 엘리엇의 차이는 한층 명확해진다.

窓머리의아츰

사람들은 地下層부억에서                                          1  

아츰접시를 덜꺼덕거린다

그러고 짓밟힌 거리가장자리에 줄지어

나즌뜰악 門으로

쭈그러드러 튕겨나오는                                            5 

어멈들의 축タ한 혼을 나는 느낀다

검으테테한 안개의물결이 나에게

거리밋바닥으로부터

찌그러진얼골들을 투겨올린다

그러고는 虛空에번덕이다                                          10

집웅머리에 사라지는

속업는우숨을 흙투성이 치마자락으로

길가는行人에게서 찟어낸다215) 

                    (片石村 譯)

Morning at the Window

214) 김기림, 시론, 101면. 
215) Eliot, T. S. 편석촌 옮김, ｢詩 窓머리의아침｣, 自由新聞, 194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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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are rattling breakfast plates in basement kitchens,

And along the trampled edges of the street

I am aware of the damp souls of housemaids

Sprouting despondently at area gates.

The brown waves of fog toss up to me

Twisted faces from the bottom of the street,

And tear from a passer-by with muddy skirts

An aimless smile that hovers in the air

And vanishes along the level of the roofs.216) 

엘리엇의 시에서 시인과 시는 분리되어 있다. 시인은 “地下層부억에서 아츰접

시를 덜꺼덕거리”(1-2행)는 하녀들을, “짓밟힌 거리가장자리”(3행)를, “어멈

들의 축축한 혼”(6행)을, “찌그러진얼골들”(9행)을,“속업는우슴”(12행)을 

창가에 서서 관찰한다. 시인이 관찰하는 도시의 거리는 현  문명의 축소판이

다. 일하는 하녀들(housemaids)과 지나가는 여인(a passer-by)이 한 광경 안에 섞

여들어 있는 런던 거리의 풍경을 보여준다. 여기서 묘사되는 인간들에게는 생명

력이 배제되어 있다. 그들의 혼은 “축축하고”(damp souls), “맥없이 삐죽삐

죽 나와 있으며”(sprouting despondently), 얼굴이 “뒤틀려 있고”(Twisted faces), 

“막연한 미소”(an aimless smile)를 띠고 있다.217) “아침 먹은 접시

들”(breakfast plates)이 “덜그럭거리는”(rattling) 둔탁한 소리는 마치 뼈들이 덜

커덕덜커덕 흔들리는 해골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김기림은 이런 엘리엇의 시를 

인간이 결핍된 예술로 바라본다.218)      

216) Eliot, T. S. Collected Poems 1909-1962, London: Harcourt Inc, 1963, p.19. Poetry 
(September 1916)에 최초 발표. 
217) 시 “Morning at the Window”의 현 어 번역은 이창배 역을 참조하 다. T.S. 엘리엇, 

이창배 옮김, T.S. 엘리엇 전집-시와 시극, 민음사, 1988, 28면.   
218) 혹자는 인간 결핍의 기하학적 예술을 식민지의 비참한 현실과 관련짓는데, 이는 미 

고전주의 이론을 참조하지 않은 결과이다. 제국( 국)에서 산출된 이론을 식민지 조선의 
상황에 접목하려면, 흄과 엘리엇의 이론이 김기림을 통해 어떻게 맥락화되는지를 짚어야 
한다. 문학자로서의 김기림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이런 과잉된 해석이 종종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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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속에 人間이 參與하는것을 極度로 排除하는 藝術이 있다. 藝術뿐아니라 近
代文明의 모든 領域에서 人間이 쫓겨나고있는 事實은 누구나 쉽사리 指摘할수있

는 일이다. 人間의 缺乏-그것은 近代文明 그自體의 病弊다.

  文學에 있어서 人間을 拒否하는 이러한 主張은 일즉이 英國에서는 「T. E. 

흄」이 體系를 세워서 나중에는 「T. S. 엘리엇트」에 依하야 繼承되었다.

(인용자강조)219)

김기림의 시는 인간이 참여하는 것을 극도로 배제하는 예술이 아니다. 엘리엇이 

관찰한 ｢창머리의 아침｣풍경과 달리 그의 시에서 아침풍경은 항상 생명력으로 

넘친다. 그는 시 ｢출발｣에서

태평양 횡단의 기선 엠프레스 오브 에이샤 호220)가 금방 커다란 희망과 같은 깃

발을 흔들며 부두를 떠났다. 바로 오전 8시 30분.......221)

이라며 배 “아시아의 여왕”(The Empress of Asia)의 출발을 희망찬 것으로 묘

사하고 있으며, 시 ｢호텔｣에서도 유사하게 “항해”의 비유를 통해 “아침의 부

두”를 생명력이 넘치는 곳으로 묘사한다.

     

밤의 항해의 출발신호......

흰 꿈의 비둘기들은 침실로부터

세계의 모든 구석으로 향하여 날아갑니다.

배가 아침의 부두에 또다시 닿을 때까지.........222)

｢새벽｣에서는 시적 화자가 아침을 직접 염원하고 있으며, 

자 ─ 나는 어서 들창을 열어야지.

아침 해를 마시고 싶어서 밤이 새도록 말라서 탄 식욕 한 입을.......223)

219) 김기림, ｢人間의缺乏｣, 시론, 226면.
220) The Empress of Asia was launched in 1912 and completed during May of 1913. 
221) 김기림, 태양의 풍속, 107면.
222) 위의 글, 126-7면. 
223) 위의 글, 1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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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아침이 아니냐?｣에서도 도래할 아침을 염원한다.

오 ─ 새벽이다. 새해다.

그는 비둘기와 장미와 푸른 날개와

그러한 선물을 한 수레 가득히 실은 마차를 끌고

산마루턱을 넘어온다.224)      

이상 태양의 풍속수록 시 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김기림은 엘리엇처럼 현 문

명의 아침을 황폐하게 그리지 않는다. 인간의 생명력을 배제하는 엘리엇과는 달

리 그의 시에서 인간에 한 신뢰와 희망은 항상 존재하며, 특히 “아침”을 긍

정적이고 밝고 생명력이 넘치는 시간으로 묘사한다. 아침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

되는 시간으로 다음 장에서 논의할 기상도의 마지막 장 ｢쇠바퀴의 노래｣에서 

태풍이 지나가고 태양이 뜨는 시간이다. 이처럼 김기림의 시에는 시인이 시에 

참여하는 유기적이고 낭만적 요소가 항상 존재하고 있어, 엘리엇과 흄의 고전주

의 시론의 비유기성과는 구분된다. 현 문명을 다룬다는 점에서 엘리엇과 흄의 

고전주의 시론과 상통하지만, 새 시 의 도래를 향한 시인의 유토피아 지향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3. 역사의 순환론: 기상도(1936)와 황무지(1922) 비교

 3.１. 기상도와 황무지를 비교하는 이유

  김기림의 기상도를 이해하기 위하여 엘리엇의 황무지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로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장시의 구성을 교향악에 비유하고 있는 점

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김기림은 기상도의 제작소감을 발표한 잡지 중앙의 

지면에서 “한 개의 現代의 교향악을 계획한다. 現代文明의 모든 면과 稜角은 

여기서 발언의 권리와 기회를 거절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225) 라고 밝히고 

있다. 그는 문명의 모든 면을 버무려 작품을 빚겠다는 의도를 여러 가지 악기들

이 모여 하나의 화음을 내는 교향악에 비유하고 있다. 이같이 시 작품을 “교향

224) 위의 글, 176면. 
225) 中央, 1935.5, 104면. 



- 78 -

악”으로 비유하는 것은 김기림의 독창적인 산물은 아니다. 엘리엇은 황무지
에서 바그너의 무  교향악 트리스탄과 이졸데속의 노래 구절 ｢배꾼의 아리

아｣를 작품 속에 직접 삽입하여 황무지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을 한층 풍요롭

고 다양하게 만들고 있다.  

  둘째, 김기림이 1936년 4월 동북제국 학에 입학하여 리차즈(I.A. Richards)의 

시학 연구를 시작하기 이전226), 그의 시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시인이 

엘리엇이다. 1936년 4월 이전의 비평을 살펴보면 ｢오전의 시론｣(1935, 4)에서 엘

리엇이 겪은 시 적 불행에 관하여 이야기하며, ｢현 시의 난해성｣(1935, 5)에서 

엘리엇의 시가 난해한 이유에 하여 설명하 고, ｢시인으로서 현실에 적극관심

｣(1936, 1)에서 엘리엇의 황무지는 장시에 적합한 시 적 분위기를 반 한다고 

하 다. 

  셋째, 기상도가 황무지의 향을 받았다는 기존의 연구 역시 황무지에 

한 고찰을 요구한다. 최재서는 그의 논문 ｢現代詩의 生理와 性格｣에서 김기림

이 기상도에서 사용한 기법에 하여 “｢그래서｣라든지 ｢그러니까｣라든지 ｢
그리고｣라는等屬의 接續詞를 省略함을勿論 한心理狀態에서 다른心理狀態로 移
動하야가는 徑路에對한 說明까지도 節約하야 버린다”227)고 설명하며, 이 같은 

수법을 즐겨 사용하는 시인이 바로 “英國의에리옷트”라고 말한다. 김용직 역

시 그의 논문 ｢1930년  김기림과 황무지｣에서 황무지를 평한 I. A. 리차즈

의 말을 빌려 기상도와 황무지가 문명의 도덕적 부패를 비판하는 “관념적 

음악”228)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 같은 연관성에도 과연 기상도와 황무지를 과감히 일 일로 비

교할 수 있을까? ‘비교’라는 말은 상당히 관념적인 용어여서 비교문학은 서로 

다른 텍스트를 단순히 비교한다는 의미에 지나는 것이 아니다. 비교를 넘어 두 

텍스트를 분석하고 해석하며 과거의 것을 연상하고 평가하며 또한 일반화시켜

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작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수반된다. 또한, 나탈리 멜라스

(Natalie Melas)가 세상의 모든 차이들(All the Difference in the World)에서 이야

226) 동북제  시절 김기림의 학습 여건에 관하여, 권 민, ｢시인 김기림(金起林)의 동북제
(東北帝大) 시절｣, 문학, 시 를 말하다, 태학사, 2012, 203-4면 참조. 

227) 최재서, ｢現代詩의生理와性格｣, 조선일보, 1936.8.22.
228) 김용직, ｢1930년  김기림과 황무지-金起林의 비교문학적 접근｣, 한국현 문학연구

1호, 1991, 2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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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것처럼 “무엇을 비교하느냐의 문제는 이미 과거의 문제의식이며 무엇을 

근거로 하여 비교할 수 있느냐”229)가 중요한 것이다. 이숭원이 김기림의 기상

도와 황무지의 비교를 거부한 것은 비교의 토 가 취약하다고 보았기 때문

이다. 그는 “히브리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의 흐름 속에 전개된 유럽의 정신사

를 배경으로 당  유럽 문명의 문제점을 조명한 엘리엇의 작업과, 자신의 잡다

한 시사정보를 총동원하여 세계의 풍경을 자랑스럽게 점묘해간 저널리스트 김

기림의 작업은 질적으로 분명히 구분되기 때문이다”230)라면서 비교 불가능성의 

근거를 작품의 질적인 측면에서 찾는다. 하지만 작품의 질에 한 평가는 연구

자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기에, 비교 불가능성의 객관적인 근거가 되기는 어

렵다. 

  이 밖에도 기상도와 황무지는 시의 배경이 현격한 차이를 보여 비교의 

근거를 위협한다. 기상도의 배경이 되는 반식민지 도시 상해와 식민지 도시 

경성을 제국의 중심부 던 런던을 묘사한 작품과 비교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식민지와 제국, 주변과 중심, 나아가 동아시아와 서구 유

럽에 각기 소속된 문학작품을 동등하다고 볼 수는 없다. 기상도와 황무지사
이에 동등성은 없다. 장-뤽 낭시(Jean-Luc Nancy)가 비교(Com-parison)의 개념을 

공존(Co-Appearance)으로 간주한 것처럼 기상도와 황무지는 비교를 위해 함

께 등장하지만, 다른 문화권의 동등하지 않은 작품이기 때문에 비교 불가능성

(Incommensurability)231)역시 전제된다. 한국고전문학에서 한문학을 살피기 위해서

는 동시 의 한글문학이 그 척점에 서며, 젠더연구에서 퀴어 문학은 이성애자 

문학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비교 가능성을 그 자체로 내재하고 있는 반면, 기상

도와 황무지의 비교는 어느 정도의 비교 불가능성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본

고는 비교 불가능성을 두 작품을 비교할 수 있는 근거로 설정하여 문화적인 차

이를 염두에 두며 두 작품을 비교하려고 한다.        

  기상도는 인간문명에 한 비판을 주제로 한 장시라는 점에서 황무지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이 글에서 적용된 비교문학의 방법론의 기저에는 몇몇 비

교 불가능한 지점이 있지만, 서양 문명의 톱니바퀴가 동양 문명의 톱니바퀴와 

229) Melas, Natalie. All the Difference in the World: Postcoloniality and the End of Comparison, 
Stanford: Stanford UP, 2007, p.31.

230) 이숭원, 김기림, 한길사, 2008, 70면.
231) Melas, op. cit.,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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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이어져 돌고 있다는 보편성으로의 지향이 전제되어 있다. 이 글은 기상도

와 황무지에 드러난 문명에 한 관점이 두 텍스트 사이에서 어떻게 교섭하

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기상도에서 드러난 문명 비판과 역사 감각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김기림의 역사적 보편 지향을 고려한다면 기상도와 황무지가 

서로 교차할 수 있는 공통 지점은 분명 존재한다.        

3.２. 순환하는 역사

  황무지의 기본적인 상징은 제시 웨스턴(Jessie L. Weston)의 연구서 제식으로

부터 로망스로(From Ritual to Romance)에 근거하고 있다. 황무지는 저주에 걸

린 땅이다. 이 땅의 저주는 땅 주인인 어부왕이 걸린 저주와 연결되는데 어부왕

은 생식기가 망가진 불구의 몸으로 병에 걸려 있다. 저주는 이곳을 방문한 기사

가 그 땅의 다양한 상징들에 해 그 의미를 묻는 것으로써만 풀리게 된다. 황
무지 텍스트는 바로 이 다양한 상징들에 한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몽타

주 기법에 따라 인유된 상징들은 그 원천을 성배설화, 황금가지, 오비드, 
오딧세우스, 신곡, 악의 꽃, 성경, 바그너의 교향악, 보슈의 그림 등 서

구의 표적인 전설과 신화 속에 두고 있다. 이에 반해 기상도는 “동방의 전

설은 믿을 수 없는”이라는 시어에서 보이듯, 동방의 신화와 전설을 배제하고 

있다. 신, 당  중국의 상해에서 펼쳐지고 있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행태를 몽

타주 기법으로 묘사하 다.  

  김기림이 황무지를 통해 상당한 감명을 받은 부분은 단순히 서구의 신화와 

전설의 나열이 아닌 서구 문명에 한 논의이며 역사에 한 감각이다. 기상도

와 황무지의 저류에 흐르고 있는 역사관은 매우 유사하다. 제7장 ｢쇠바퀴의 

노래｣에서 시적 화자는 “나의 날음은 즐거운 궤도 우에 끝없이 달리는 쇠바퀼 

게다” 라며 자신을 쇠바퀴로 은유하고 있는데 이 쇠바퀴는 황무지의 주된 

심상인 타로 카드의 점괘 ‘운명의 수레바퀴’와 상호텍스트 되어 있다.232) 황

232) “바퀴” 모티프는 김기림의 시에서 자주 보인다. 시 ｢아스팔트｣에서는 “소리 없는 고
무바퀴를 신은 자동차의 아기들이 분주히 지나간 뒤”라며 자동차의 바퀴를 의인화하고, 
시 ｢아프리카 광상곡｣에서는 “오늘은 천년 묵은 사막의 정적을 부시고 가는/피묻은 늙
은 쇠바퀴야/너 달려가는 곳이 어디냐”하며 에티오피아를 침공한 이탈리아군의 탱크 바
퀴를 의인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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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에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 황금가지를 지키는 사제왕의 죽음과 새로운 사

제왕의 등장, 어부왕의 부유와 쇠락의 반복 같은 알레고리들은 모두 모든 문명

은 그 흥망성쇠를 되풀이한다는 ‘운명의 수레바퀴’와 연결되는데, 이는 역사

는 되풀이되고 하나의 원 안에서 순환한다는 윤회의 법칙에 맞닿아 있다. 

  기상도의 순환 구조에 주목한 연구가로 박철희를 들 수 있다.233) 그는 ｢김
기림론｣에서 기상도의 구성에 하여 “제 1부 세계의 아침과 이 시의 단

원인 7부 쇠바퀴의 노래는 그 시적 구조가 시간상으로 원형을 보여주듯이 공간

상 원형을 보여주고 있음을 놓칠 수 없다. 말하자면 구조상 칭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이 시의 특색이다.”234)라고 언급한다. 그의 논의를 좀 더 발전시켜 

본다면, 기상도는 구성상 순환 구도일 뿐만 아니라 그 구성에 흐르는 역사관 

역시 순환의 역사관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김기림은 호머의 서사시 오딧세이
를 다시 쓴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를 예로 들면서, “歷史는 되푸리한다
는 옛格言이 단순한 옛格言이 아니며, 이큰作品[율리시즈-인용자]이 새文學의 出
發點일지도 모른다”235)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김기림이 ｢모더니즘의 역사적 

위치｣(1939)에서 주장한 변증법을 통해 전진하는 역사의 성질뿐만 아니라, 역사

가 반복된다는 사실 또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기상도에서 드러

나는 저자의 역사관은 변증법적 역사라기보다는 순환하는 역사에 더 가깝다.236)  

  기상도에서 나타나는 문명의 순환은 태풍의 등장으로부터 시작한다. 태풍의 

향권인 동아시아를 배경으로 하는 이 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중화문명에 한 

233) 순환 구조에 최초로 주목한 사람은 박용철이다. 하지만 박용철은 기상도가 순환 구조
를 이루는 것에 불만을 표시한다. 그는 1936년 동아일보에 발표한 ｢丙子詩壇의一年成果
｣에서“筆者가 이詩人[김기림]을尊敬함에도 不拘하고 이詩[기상도]를 참으로 사랑하지 못
하는 理由는 이詩가 暴風警報로 始作해서 暴風警報解除로 끝나는 이均整된 左右同形的構
成이다”라며, 구성의 문제를 지적한다. (박용철, 박용철 전집 II, 깊은샘, 2004, 110면.) 

234) 박철희, ｢김기림론｣, 김기림, 김유중 편, 문학 세계사, 1996, 266면.
235) 김기림,  ｢문예시평: 現文壇의不振과그展望｣, 동광, 1932, 10. 351면. 
236) 김예리는 “그[김기림]의 시간의 방향은 시인 주체에 의해 새롭게 창조되는 가치의 방

향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미정의 방향성’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김기림에게 역사의 진
행 방향은 현재라는 지금 시간의 현실의 정황에 따라 달라지며, 진동하고 있는 현실의 가
속도의 방향은 새로운 가치창조자에 의해 언제나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모더니즘
의 역사적 위치｣(1939)에서 역사의 변증법적 발전을 주장하며, 기상도(1936)에서 역사의 
순환구조에 주목하는 등, 김기림이 보인 다양한 시간의 진행 방향은 김예리가 제시한 
“미정의 방향성”과 상통한다. (김예리, ｢김기림 시론에서의 모더니티와 역사성의 문제｣, 
한국현 문학연구 31집 2010. 8, 2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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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비판으로 점철되어 있다. 중국의 문화 및 정치상황을 희화화하는 등 

중국에 해 일관되게 냉소적이다. 제2장 시민행렬에서는 당시 중국의 퍼스트레

이디라고 할 수 있는 송미령을 희화화한다. 

너무 興奮하엿슴으로

內服만입은 ｢파씨스트｣.
그러나 伊太利에서는 

泄瀉劑는 일체 禁物이랍니다.

畢竟 洋服입는法을 배워낸 宋美齡女史.237)

‘난잡한 전쟁경기’에 흥분하여 내복만을 입고 있는 이탈리아의 “파씨스트”

와 서양 의복을 잘 차려입는 장개석의 부인 “송미령”이 조된다. 제국주의 

열강인 이탈리아는 옷도 걸치지 않은 채, 즉 어떠한 예의도 갖추지 않은 채, 이

권을 추구하려는 제국의 전쟁경기에 열중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일체 금물인 

“설사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설명한 “정화”(purification)를238) 

의미하는 것으로 배설을 통해 정화될 수 없는 무솔리니 치하의 파시즘 정권을 

풍자한 것이다. 송미령을 수식하는 “필경~배워낸”과 같은 표현은 중국의 국민

당이 이탈리아 파시즘을 흉내 내기에 급급하다는 냉소를 드러낸다.239) 중국 국

민당은 이탈리아 파시즘의 전위 인 검은셔츠단(The Blackshirts)을 모방하여 푸

른셔츠단(藍衣社)을 탄생시킨다. 또한, 무솔리니의 남성성은 중국을 상징하는 송

미령의 여성성과 조되어 강한 남성 앞에 순종하는 여성의 모습으로 중국을 

풍자한다. 제4장 ｢자최｣에서 중화문명에 한 냉소는 더욱 구체화된다. 

｢大中華民國의 繁榮을 위하야-｣                                           
슲으게 떨리는 유리｢컵｣의 쇠ㅅ소리

거륵한 ｢테-불｣ 보재기우에

237) 김기림, 기상도, 창문사, 1936, 3면.
238) Aristotle. Poetics, Trans. Malcolm Heath, London: Penguin Books. 1996, p.10. 
239) 장개석의 남경정부에 한 김기림의 풍자는 그의 다른 시에서도 보인다. 김기림은 쑨원 

사후 정권을 잡은 장개석이 미 제국주의 자본가와 손을 잡은 뒤, 국공합작을 추진한 코
민테른 출신의 보로딘(Borodin)을 소련으로 추방하고 중국공산당을 탄압하는 사실에 냉소
적으로 반응한다. (김기림의 시 ｢식료품점｣의 4. 밤(栗), 태양의 풍속, 학예사, 1939, 146
면 및 ｢파랑항구｣, 바다와 나비, 신문화연구소, 1946, 4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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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놓는 歡談의물구비속에서

늙은王國의 運命은 흔들리운다.240)

              

마치 르 푸티 주르날(Le Petit Journal)의 한 삽화241)를 묘사한 것만 같은 서두

에서는 중화 문명의 운명에 한 노골적인 비판이 담겨 있다. 제1행 중화민국

의 번 은 1930년  당시를 바라볼 때 그 자체로 모순이며, 곧 늙은 왕국의 최

후에 해 예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화문명을 표했던 유교 사상 역시 최

후를 맞는다.

 

집웅을 베끼운 골목 어구에서

쫒껴난 孔子님이 잉잉 울고섰다.242)

서구 열강의 군인들을 유혹하는 화류가에는 “매음회사의 광고지, 이즈러진 알

미늄 야” 등 성행위를 상징하는 도구들이 널려있고 여기에서 쫓겨난 공자의 

모습은 더는 공자의 가르침이 통하지 않는 중화문명의 부패와 타락을 의미한다. 

“어깨가 떨어져 나간 마르코 폴로의 동상”과 “동방의 전설처럼 믿을 수 없

는/ 아마도 실패한 실험이냐” 라는 표현 역시 중화 문명의 몰락을 예견한다. 

마침내 몰락하는 중화문명에 종지부를 찍는 것은 적도에서 호출된 태풍이다. 태

풍은 중화 문명의 모든 것을 종결시키는 묵시록의 기사로 은유된다. 

240) 김기림, 위의 글, 9면.
241) The Royal Cake or The Western Empires sharing China between them. L-R: Queen Victoria 

(1837-1901), Kaiser Wilhelm II (1859-1941), tsar Nicholas II (1868-1941), Marianne and 
Mutsuhito  (1852-1912), Emperor of Japan, from 'Le Petit Journal', 16th January 1898.

  

242) 김기림, 위의 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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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 저건 默示錄의騎士ㅂ니까?｣

산빨이 소름 친다.

바다가 몸부림 친다.

휘청거리는 삘딩의 긴 허리.243) 

상해의 만국 공원에서 거지는 태풍과 맞닥뜨리고 태풍은 요한계시록의 기사처

럼 상해로 상징되는 중화문명의 모든 것을 침수시켜 버린다. 그리고 태풍은 자

연스럽게 소멸한다. 태풍은 중화 문명의 잔재를 철저히 파괴하여 그 임무를 마

치는 동시에 태양의 등장을 낳는다. 태양은 “병아리처럼 홰를 치고” 일어나는

데, 마지막 장인 ｢쇠바퀴의 노래｣에서 시적 화자는 태양처럼 되기를 소망한다.

벗 아─

太陽처럼 우리는 사나웁고

太陽처럼 제빛속에 그늘을 감추고

太陽처럼 슲음을 삼켜버리자.

太陽처럼 어둠을 살워버리자.

다음날

氣象臺의 ｢마스트｣엔
구름조각같은 흰旗폭이휘날릴게다.244)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이미순은 태양의 이미지를 밝음으로, 태풍을 어두움의 이

미지로 해석하여 이분법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245) 하지만 태풍은 ‘어두움’뿐

만 아니라 재생의 이미지도 있다. 태풍이 몰고 오는 비·바람이 지닌 정화의 생

명력을 간과할 수 없다. 바로 이 정화의 과정을 통해서 태양이 솟아오르기 때문

이다. 태양은 “구름조각같은 흰旗폭”을 비추게 되는데, 이 같은 비유는 흰 바

탕에 빨간 동심원을 배치한 일본 국기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여겨진다.246) 태양

243) 김기림, 위의 글, 10면. 
244) 김기림, 위의 글, 26면
245) 이미순, 김기림의 시론과 수사학, 푸른 사상, 2007, 149-51면 참조.
246) 일본의 국기가 태양을 상징하게 된 계기는 일본 천황이 7세기 중국 황제에게 보낸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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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롭게 등장하는 일본을 상징한다면 왜 몰락한 중화 문명 뒤에 일본이 찾아

오는 것일까? 이는 당시 동아시아를 둘러싼 헤게모니 변화를 어떻게 반 하고 

있을까?

  조선사회에서 중화문명에 한 비판은 청일전쟁 후 지속적인 화두가 되어왔

다. 중화문명을 버리고 서구화 및 근 화에 조응해야 한다는 주장은 당시 조선

을 하나의 독립 국가로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오백 년간 조선 

사회를 휩쓸었던 중화문명을 단기간에 버리거나 포기하기는 쉽지 않았다. 지식

인 계층이 사용했던 한자라는 언어도구와 유교라는 사상은 조선 사회에 깊이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버리고 새로운 문물로 향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

은 과제 다. 앙드레 슈미드(Andre Schmid)가 제국 사이의 한국(Korea Between 

Empires 1895-1919)에서 지적하 듯이 “전에 보편으로 받아들 던 모든 실천, 

한문, 관습은 점차 중국적인 것으로 여겨졌고, 따라서 중국적인 것은 외래의 것

으로 인지되었다.”247) 중국문화와의 혼종에서 조선 단일 문화로의 전환은 조선

이라는 국가와 민족에 해, 그리고 한글에 해 반성과 자각을 낳았으며 일부 

지식인층은 조선의 역사적인 전환에 일본의 문명개화를 참고했던 것이다.  

  기상도에 보이는 중화문명에 한 신랄한 비판은 이 같은 동아시아의 역사

적 전환에 기초를 두고 있다. 중화문명의 잔재가 남아있으며 동시에 일제 및 서

구 열강세력이 혼재했던 코스모폴리탄의 도시 상해가 배경으로 선택된 이유

도 그 때문이다. 시적 화자는 경성 시민들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해 태풍과 

태양이라는 자연을 매개로 한 상징물을 사용한다. 그는 경성의 시민들이 아직도 

‘공자’로 표되는 유교사상에 젖어 있으며, 지성을 위주로 한 문명개화에 소

극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는 기상도에서 상해에 떨어진 태풍을 매개로 

하여 동아시아 문명의 주도권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전환되는 역사적 흐름을 묘

사하 으며 이 같은 역사적 흐름을 자각하도록 경성의 독자들을 계몽하고 있다. 

그렇지만 시적 화자는 태양이 뜨고 지듯이 현재 떠오르는 일본 역시 다른 문명

문서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일본 천황은 외교 문서의 서두를 “떠오르는 태양의 
황제로부터”로 시작하여 중국 황제의 격분을 샀다. 일본은 그 이후 스스로 태양이 떠오
르는 땅으로 명명하 으며, 메이지 3년 국기를 제정할 때 흰 바탕에 태양 무늬를 그려 넣
은 일장기를 완성한다.

247) “Formerly accepted as universal, these [the full range of practices, texts, and customs] were 
increasingly deemed Chinese and thus alien to Korea.” Schmid, Andre. Korea Between 
Empires 1895-1919, New York: Columbia UP, 2002,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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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언젠가 그 자리를 내주게 될 것임을 암시하며 현재는 “太陽의옷을 갈아입

어도 좋을”248) 때라고 이야기한다. 태풍 뒤에는 태양이 오게 마련이고 또한 태

양으로 상징된 새로운 문명 역시 시간이 흐르면 태풍을 겪게 된다는 그의 암시

는 좀 더 거시적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바라보자는 순환의 세계관에 기초한다. 

바퀴(Wheel)로 상호텍스트 되는 순환의 세계관은 엘리엇의 황무지에서도 짙게 

드러난다.

보랏빛 운무 속에서

깨어지고 다시 세워졌다가 그리고 또 터져버리는 

저 산 위의 도시는 무엇인가

탑들이 무너진다

예루살렘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비엔나 런던

환 의

What is the city over the mountains                                 372 

Cracks and reforms and bursts in the violet air

Falling towers

Jerusalem Athens Alexandria

Vienna London

Unreal249)                                                        377

문명이란 번 과 멸망, 그리고 재건이 순환하는 것을 연속으로 한다. 환 처럼 

산 너머로 보이는 도시들인 예루살렘,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비엔나는 실재했던 

그리고 한때 최고의 번 을 구가했던 문명의 발원지 다. 하지만 지금은 그 운

이 다하여 단지 역사 속에 남아있을 뿐이다. 엘리엇은 이와 같은 문명의 흥망성

쇠를 고 부터 현재까지 시  순으로 언급하고 있다. 375행에서 예루살렘을 통

해 상징되는 유  문명은 서구 기독교 문명의 모태가 되었으며, 아테네로 표

되는 그리스 문명은 서양의 고전으로 남았다. 알렉산드리아를 수도로 했던 이집

트 문명은 세계 4  고  문명 중의 하나로 나일 강을 수원으로 하는 그 융성

248) 김기림, 위의 글, 27면.
249) Eliot, T. S. Collected Poems 1909-1962, London: Harcourt Inc., 1963,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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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자랑하 으며, 376행에서 이어지는 비엔나는 신성로마제국 및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수도로 합스부르크 왕가 시절 크게 번성하 다. 하지만 이 문명

들은 이미 기력이 다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과거’의 문명들이다. 런던 역시 

세계 1차 전 이후 제국의 전성기를 넘긴 채 서서히 황무지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황폐해져 가는 런던을 둘러싼 슬픔의 정조는 황무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층 고조된다. 

                     나는 해안가에 앉아

낚시질했다. 등뒤엔 메마른 들판.

적어도 내 땅만이라도 바로세워 볼까?

런던교가 무너진다 무너진다 무너진다

……………….중략………………………

이 단편들로 나는 내 폐허를 지탱해 왔다.

분부 로 합죠  히에로니모 는 다시 미쳤다

다타.   다야드밤.   담야타.

                    샨티   샨티   샨티

                      I sat upon the shore                            424 

Fishing, with the arid plain behind me

Shall I at least set my lands in order?

London Bridge is falling down falling down falling down

..........................omit.................................................

These fragments I have shored against my ruins

Why then Ile fit you. Hieronymo's mad again.

Datta. Dayadhvam. Damyata.

   Shantih shantih shantih250)                                          434 

  

엘리엇은 황무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웨스턴의 제식으로부터 로망스로에서 

빌려 온 성배 설화 중 ‘어부왕 설화’를 인유한다. 어부왕은 한때 부자 고 왕

성한 생식력을 자랑했지만, 저주에 걸려 불구의 몸이 되었다. 어부왕의 등 뒤로 

보이는 “메마른 들판”은 저주에 갇혀 에너지와 생식력을 잃어버린 그의 토

250) Eliot, 위의 글,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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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미하며 이는 황무지로 변한 런던을 상징한다. 시적 화자는 “내 땅만이라

도 다시 세워볼까”하며 런던의 재건을 소망하지만, 런던교는 이미 무너지고 있

다. “이 단편들로 나는 내 폐허를 지탱해 왔다”는 시적 화자인 엘리엇의 자기 

고백이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정신적 폐허를 겪은 문학을 지탱하는 수단은 엘

리엇이 빌려 온 동서양의 고  문학의 파편들이었던 것이다. 전쟁 때문에 문학

의 가치가 예전과 같지 않은 시 에 엘리엇은 전통 문학을 조합하여 역설적으

로 ‘모더니즘’이라는 새로운 전통을 창출하려고 한다. 그는 1차 전 후의 예

술의 지향을 천재적 감이나 개성의 발현이 아닌 기존문학의 파편화 된 조합

을 통한 전통 창조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엘리엇이 황무지인 런던을 지탱해온 힘을 여러 가지 신화와 설화 속에서 찾

고 있는데, 그 중 마지막 하나가 인도의 우파니샤드 철학이다. 인생이란 운명의 

수레바퀴 속을 도는 것이며 인간은 윤회하는 존재로 여기는 이 힌두 철학은 런

던이란 폐허 속에 남겨진 시적 화자를 위로한다. 마지막 2행(433-4행), “주라, 

동정하라, 절제하라/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화”는 타인에게 아낌

없이 주고, 타인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자기 자신의 욕구를 절제함으로써 이

해를 초월한 평화의 경지에 오르라는 시적 화자의 당부이다. 시적 화자는 이렇

게 운명의 수레바퀴에 순응함으로써 런던이라는 황무지에 살아가는 자신의 운

명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문명이란 번 이 있다면 쇠락은 곧 따르

게 마련이기 때문에, 문명을 억지로 되살리려는 욕심을 자제하고 윤회의 흐름에 

순응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다. 황무지의 주제의

식은 기상도가 지닌 주제의식과 그 맥락을 같이하여 문명의 본질과 속성, 그

리고 문명의 흥망성쇠 속에서 투쟁하는 인간의 삶에 하여 숙고하게 해 준다. 

  

3.３. 헤게모니에 한 추구: 경성과 런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상도와 황무지는 모두 순환론적 세계관에 기초

한다. 하지만 세 작품은 순환론적 세계관에 기초하면서도 자기 민족 및 자국어 

문학의 헤게모니251)를 확보하려 한다. 황무지는 제국의 수도 런던을 중심

251) 헤게모니는 그람시가 사용한 용어로 지배를 뜻하는 Rule에 비해 그 의미가 추상적이다. 
여기에서 지배는 경제상, 정치상으로의 지배를 의미하는 Rule이 아닌, 문화의 지배를 말
하기 때문에 헤게모니라는 다소 추상적인 어휘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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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문학의 헤게모니를 지지한다.  

환 의 도시

겨울 아침의 갈색 안개 밑으로

한떼의 무리들이 런던 교 위로 흘러갔다.

Unreal City,                                                         60  

Under the brown fog of a winter dawn,

A crowd flowed over London Bridge, so many,252) 

  60행의 “환 의 도시”(unreal city)는 황무지에서 되풀이되는 표현(207행)으

로 황무지가 기상도와 다른 점은 시의 배경을 런던 한 곳으로 고착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기상도가 상해를 중심으로 하면서 마지막 장에서 경성 역시 

배경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반면, 황무지의 배경은 일관되게 런던이 된다. 한 

떼의 무리가 흘러가는 곳, 부처의 설교가 이루어지는 곳, 불륜과 타락이 일어나

는 곳 모두는 템스 강 하류의 런던을 배경으로 한다. 원래 “환 의 도시”라는 

시어는 프랑스의 모더니즘 시인 보들레르가 그의 시 ｢일곱 늙은이들｣에서 유령 

같은 파리를 묘사한 표현에서 유래한다. 엘리엇은 이 유령 같은 도시인 파리의 

이미지를 런던의 이미지로 전환한다. 보들레르의 시 ｢일곱 늙은이들｣의 서두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일곱 늙은이들｣

빅토르 위고에게

붐비는 도시, 환 이 가득한 도시.

그곳에선 한낮에도 유령이 행인에 달라붙는다

신비는 도처에서 수액처럼

억센 거인의 좁은 배관 속을 흐르고 있다.253) 

252) Eliot, op. cit., p.55.
253) 보들레르, 윤 애 옮김, ｢일곱 늙은이들｣, 악의 꽃, 문학과 지성사, 2003, 2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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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 SEPT VIEILLARDS

À Victor Hugo

Fourmillante cité, cité pleine de rêves,

Où le spectre en plein jour raccroche le passant!

Les mystères partout coulent comme des sèves

Dans les canaux étroits du colosse puissant.254)

황무지에서 “환 의 도시”를 파리에서 런던으로 전환한 것은 유럽의 문학

을 둘러싼 헤게모니의 투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엘리엇은 그의 에세이 ｢전통과 

개인의 재능｣(1921)의 서두에서 불문학은 그 문학 전통을 충실히 유지하여 왔지

만, 국 문단의 시인들은 문학 전통에 무심한 것을 지적한 바 있다.255) 여기서 

그는 문학 전통과 시인 개인의 재능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

시 말라르메와 보들레르로 표되는 프랑스의 상징주의가 지닌 패권에 엘리엇

이 도전장을 내민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상도의 저자 김기림은 이러한 엘리

엇을 통해 국 시단이 정리되고 발전되어 오든, 스펜서와 같은 미 모더니즘 

계열의 후배 시인을 낳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하야 오늘까지 英美두나라의 젊은 詩人으로서 그의 향을 크나적으나 받

지안흔 사람은 거의업슬정도다 浪漫主義詩運動에서 한때 歐羅巴文壇의 覇權을잡

앗다가 노친뒤로 歐羅巴文學特히詩運動의 中心은 英國으로부터 佛蘭西로 옮아가

고만 느낌이 잇섯다가 이러케 뒤떨어진 시골띠기 英詩壇을 눈부시는 佛蘭西詩壇
의 牙城에 肉迫시켜世界的水準에 끌어올린것은 主로｢엘리엇｣의 功績이다 아니할

수 업다.256)  

김기림이 엘리엇의 노벨상 수상한 직후 기고한 ｢｢T.S.엘리엍｣의詩｣에서 “시골

띠기 英詩壇을 눈부시는 佛蘭西詩壇의 牙城에 肉迫시켜世界的水準에 끌어올린

254) Baudelaire, Charles. Les Fleurs du mal, Edited by Jacques Crépet, Georges Blin, Paris: 
Librairie José Corti, 1968, p.170. 

255) Eliot. T. S. Selected Prose of T. S. Eliot, Edited by Frank Kermode, New York: Harcourt 
Inc., 1975, p.37 참조. 

256) 김기림, ｢｢T.S.에리엍｣의 詩｣, 自由新聞, 194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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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主로 ｢엘리엇｣의 功績”이라며, 엘리엇에 해 상당히 높은 문학사적 평가

를 내린다. 김기림이 언급한 것처럼 엘리엇이 서구 근  문학사에서 프랑스 상

징주의의 헤게모니를 ·미시로 어느 정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황무지를 보

들레르의 ‘파리’에서 ‘런던’으로 변모시킨 의도에서 헤게모니에 한 엘리

엇의 집념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부분인 문명을 시간 순으로 나열

한 행(375-6)에서도 엘리엇은“예루살렘”의 유 문명 , “아테네”의 그리스 문

명, “비엔나”의 신성로마제국 문명을 계승하는 장소로 파리 신 “런던”을 

언급한다. 이는 당시 19세기 말 독일의 비평가 벤야민이 ｢아케이드 프로젝트｣를 

통해 자본주의적 메트로폴리스로 평가한 파리를 배제한 것이다. 엘리엇이 지닌 

헤게모니에 한 감각은 김기림에게도 작용하 던 것으로 보인다. 기상도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의 이미지는 일본과 ‘근 ’라는 운명을 함께하고 있는 

식민지 조선이 중화문명의 헤게모니를 넘어 동아시아에서 조선 스스로 문명을 

건설해내기를 소망하는 작가 의식을 뒷받침한다. 실제로 김기림은 ｢조선문화의 

반성｣에서 조공체계 속에서 정치적 실리를 추구한 실학자 정악용 및 반청, 반봉

건의 기치를 높인 김옥균의 개혁이 실패한 것에 해 안타까운 어조를 비춘다. 

특히 그가 후쿠자와 유치키 및 일본 현양사의 지지를 얻은 김옥균의 개혁운동

을 높게 평가한 점은 근 를 향한 메이지 일본의 가치를 인식했기 때문이다.  

 

  日韓合倂으로써 끝나는 李朝 最後의約半世紀間은 朝鮮이 그自身의近代化를 必
死的으로 回避하려고하여 비저낸 世界文化史上 沈痛한 ｢동키호-테｣의 再演이었

다. 十八世紀의 저佛蘭西의 ｢앵시클로페디스트｣에도匹敵할 丁若鏞等의啓蒙思想 
金玉均等의 政治的改革運動은 그無謀한 反動者들의 갓신에 짓밟혀그만죽어버렸

다. (인용자강조)257) 

조선왕조 500년을 “유교”에 가득 찬 “세계문화사상 침통한 ｢동키호-테｣의 

재연”으로 파악한 김기림은 이제라도 근 를 향해 나아갈 것을 역설한다. 그가 

경성의 시민들에게 몰락한 중화문명 및 유교 사상의 ‘우비’를 벗어 버리고, 

문명개화를 자각하는 ‘태양’의 옷으로 갈아입기를 권유하는 것은, 결국 식민

지 나름의 헤게모니를 갖기 위한 노력으로 비추어진다.

257) 김기림, ｢조선문학에의 반성｣, 인문평론, 1940. 10,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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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府258)의揭示板)

市民은

우울과 질투와 분노와   

끗없는 탄식과

원한의 장마에 곰팽이낀

추근한 雨器일랑 벗어버리고

날개와같이 가벼운

太陽의옷을 갈아입어도 좋을게다.259) 

“우울”,“질투”,“분노”,“탄식”,“원한”으로 이루어진 “추근한 雨器”는 

벗어 버려야 할 과거의 산물이다. 시적 화자가 언급한 부정적인 감정은 기상도

의 앞 장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감정들이다. ｢병든 풍경｣이 보여주는 우울함, ｢
颱風의 기침시간｣에서 언급된 결혼식 축의객 수에 따른 경제적 격차로 인한 질

투, ｢올빼미의 주문｣에서 드러나는 황무지에 한 분노와 탄식, 원한은 시민들

을 무겁게 속박한다. 물에 젖어 무거운 우비가 시민들을 속박시킨다면, 이 우비 

신 새롭게 갈아입을 “太陽의 옷”은 시민들을 해방시킨다. “太陽의 옷”은 

시집 태양의 풍속의 첫 번째 수록 시 ｢태양의 풍속｣이래, 문명비판의 시를 내

세운 저자의 비유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김기림은 태양의 긍정적 이미지를 보들레르의 시 ｢태양｣에서 빌려 온 것으로 

보인다. 김기림은 수필 ｢여행｣에서 “동서고금의 모든 시집 속에서 오직 한 권

을 고른다고 하면 물론 나는 이 책을 집을 것이다.”260)라고 말하며, ｢태양｣이 

수록된 보들레르의 악의 꽃을 극찬한 바 있다.

  

태양

겉창들이, 비 스런 음란함을 가리고,

258) 이 '市'는 식민지 경성으로 해석된다. 1935년 <<삼천리>>에 첫 발표로부터, 1936년 기
상도 출판에 이르기까지 府로 기재되었으며, 해방 이후 市로 바뀌었다. 이는 식민지 시
기 당시 서울의 명칭이 경성부 기 때문에 경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식민지 시
기 상해는 상해시 기 때문에 “부의 게시판”의 “부”(府)에 맞지 않는다. 서준섭, 한
국모더니즘 문학 연구, 일지사, 1988, 133면 참조.

259) 김기림, 기상도, 27면. 
260) 김기림, 김기림전집 5, 심설당, 1998, 1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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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옥(陋屋)마다 걸려 있는, 낡은 성밖 길 따라,

거리와 들판에, 지붕과 밭에,

잔인한 태양이 맹렬히 화살을 쏘아댈 때,

나는 홀로 환상의 칼싸움을 연습하러 간다,

거리 구석구석에서마다 각운(脚韻)의 우연을 냄새 맡으며,

포석에 걸리듯 낱말에 비틀거리며,

때로는 오랫동안 꿈꾸던 시구와 맞닥뜨리며.261)

Le Soleil

 

Le long du vieux faubourg, où pendent aux masures

Les persiennes, abri des sécrètes luxures,

Quand le soleil cruel frappe à traits redoublés

Sur la ville et les champs, sur les toits et les blés,

Je vais m'exercer seul à ma fantasque escrime,

Flairant dans tous les coins les hasards de la rime,

Trébuchant sur les mots comme sur les pavés

Heurtant parfois des vers depuis longtemps rêvés.262)

 

  ｢태양｣의 1절은 선경 후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1행부터 4행까지는 태양의 

맹렬함을 묘사하고 있고, 5행부터 8행까지는 시인의 고독한 칼싸움이 그려진다. 

태양은 도시화된 정도와 고도(高度)를 개의치 않고 전방위적 공격을 퍼붓는

다.263) 허름한 집 속에 은폐되어있는 비 스러운 음란함을 끄집어내려는 태양처

럼, 시인 역시 언어의 비 을 알아내기 위해 고독하면서도 맹렬한 공격을 퍼붓

는다. 시인은 칼싸움으로 은유되는 언어와의 결을 통해 정교하게 이루어진 각

운의 장치가 마치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꾸며내고, 단어 하나하나의 선택에 

신중을 기한다. 그 결과 시인은 “오랫동안 꿈꾸던 시구”를 만들어낸다. 시작

261) 발터 벤야민, 김 옥·황현산 옮김, 발터벤야민선집 4, 도서출판 길, 2010, 126면.
262) Baudelaire, 위의 글, p.163
263) 김기림은 보들레르와 유사하게 태양의 공격적 모티프를 형상화한 바 있다. “太陽의 어

린아들인 무수한光線들이 두텁게잠긴 겨으른문창을 분주히따립니다 ｢빠─드｣大佐의 제어
할수없는 정신을가진 冒險性의작은새들입니다. ”김기림, ｢分光器｣, 태양의 풍속, 학예
사, 1939, 1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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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作)은 언어의 “비 스런 음란함”을 찾아내서 이를 알맞게 재구성하는 시인

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시의 서두에서 태양이 배경으로, 시인이 등장인물로, 

서로 구를 이루었다면,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태양과 시인은 합일된다. 

  시인처럼 그가 거리에 내려갈 때면

  아무리 천한 것들의 운명도 귀하게 하고,

  시종도 없이 사뿐사뿐 왕자처럼 들어가신다.

  그 어느 병원에도, 어느 궁궐에도.264)

  

  Quand, ainsi qu'un poète, il descend dans les villes,

  II ennoblit le sort des choses les plus viles,

  Et s'introduit en roi, sans bruit et sans valets,

  Dans tous les hôpitaux et dans tous les palais.265) 

“시인처럼” 거리에 내려서는 “그”는 태양을 의미한다. 태양은 병든 자들이 

머무는 병원이든 높은 신분을 가진 자들이 사는 궁궐이든 지위고하와 장소를 

막론하고 환하게 비춘다. 태양, 즉 시인 앞에서는 귀천이 없고 막아섬이 없다. 

시인은 사회의 모든 구석구석을 그의 재료로 사용해야 한다. ｢태양｣이 보여주는 

것처럼 시작(詩作)이 언어를 향한 시인이 고독하고 맹렬한 투쟁이고 시인이 문

명의 모든 면을 비추는 태양이라면, 과연 태양이 낳은 시는 어떤 언어로 이루어

지는가? 벤야민은 악의 꽃의 언어에 해 다음과 같이 후술한다.

  악의 꽃은 산문적일 뿐만 아니라 도시적인 근원의 낱말들을 서정시에 사용

한 최초의 책이다. 이 꽃들은 시의 손때를 입지 못해 그 생경한 빛이 눈에 거슬

리는 신어들을 결코 피하지 않는다. 이 꽃들은 ‘캥케등’(quinquet), ‘객

차’(wagon), 또는 ‘합성마차’(omnibus)와 낯이 익으며, ‘ 차 조표’(bilan), 

‘가로등’(reverbere), ‘공로’(voire)앞에서 물러서지 않는다.266) 

보들레르의 언어에 한 벤야민의 이와 같은 분석은 그보다 3년 전 경성에서 

활약한 김기림의 ｢속 오전의 시론｣(1935)의 한 구절과 닮아있다. 보들레르와 김

264) 보들레르, 윤 애 옮김, 위의 글, 213-4면.
265) Baudelaire, 위의 글, p.163
266) 발터 벤야민, 위의 글, 1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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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림 사이에는 상징주의와 모더니즘(주지주의)라는 명백한 문학 사조상의 거리

가 있지만, 그들의 시작법에는 어느 정도의 공통점이 엿보인다.

  娼女의 목쉰소리, 機關車의 ｢메캐니즘｣ ｢뭇솔리니｣의 演說, 共同便所의 博愛思
想, 公園의 欺瞞, “헤―겔”의 辨證法 電車와人力車의 競走―우리들의 周圍를돌

고잇는 이奔走한文明의展開에 하야는 그들은 [보수적인 시인들] 一切이것들은 

非詩的이라고하여 얼골을 찡그리고 도라선다.  오늘의詩人에게 要望되는 “포―

즈”는 實로 그가 文明에直面하는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그의 손에 부 치는 모

―든 것은 그의材料가 될 수가잇다. 

  그러나 그는恒常 그속에서도 그 眩慌하고 豊富한材料에 壓倒되지안키위하여 

强靭한感性과 健實한知性의 날을 갈어야될것이다. (인용자강조)267) 

태양이 시인이라면, 태양의 옷은 김기림이 ｢오전의 시론｣에서 언급하 듯이 문

명에 직면한 시인들이 갈아야 할 “강인한 감성과 건실한 지성의 날”이다. 김

기림은 기상도의 마지막 장 ｢쇠바퀴의 노래｣에서 역사의 순환을 노래하면서 

동시에 이 순환 과정을 피동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태양의 옷을 입고 주

체적으로 참여할 것을 주장한다. 태양과 같이 “강인한 감성과 건실한 지성”으

로 무장한 경성의 시민들이라면, 과거의 우울, 질투, 분노, 원한, 탄식의 감정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민지 경성의 모든 시민들이 태양과 같은 시인이 되

는 날 시는 “詩의幸福스러운 終焉”268)을 맞이한다.
  기상도와 황무지는 모두 순환론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서술되고 있지만, 

그 순환을 통해 헤게모니를 차지하려는 의도를 공유하고 있다. 몰락하는 중화 

문명과 작별하고 모더니즘이라는 새로운 조선 문학을 창출하려 했던 김기림의 

표작 기상도와 불문학의 헤게모니에 저항하여 미 모더니즘의 문학 전통

을 세우려고 노력했던 엘리엇의 표작 황무지는 외면상으로는 순환론적 세

계관에 근거하여 삶과 죽음·흥망성쇠는 되풀이된다는 시각을 보인다. 하지만 

그 순환의 궤도에서 시적 화자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도시는 경성과 런던임이 

267) 김기림, ｢詩人의포―즈｣ 5, 조선일보, 1935.6.8.
268) 김기림, ｢현 와시의르넷상스｣, 朝鮮日報, 1938.4.16. “事物의 認識에잇서는가장XX되

고 정확한 ”씸볼“로서의言語를쓰고 實踐生活에 잇서서는 詩그것을 會話로쓰는때가온다
고하면 그래서 詩가 벌서씨여지지안는다고하면 그것은 오히려 詩의幸福스러운 終焉일 것
이다. 왜그러냐하면 거기서는사람들은 日常對話自體에잇서서詩를쓰고잇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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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림없다. 순환론적 세계관을 표방하면서도 그 속에서 헤게모니를 차지하려는 

의도는 당시 1차 전 이후에 형성된 이성에 한 불신과 문명에 한 비판 속

에서도 나름의 생존을 모색하려는 의지가 담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

는 시인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3.４. 역사 감각을 통한 시련의 극복

  “世紀의 밤중에 버티고 일어섯든 傲慢한 都市,”269) 상해를 뒤집은 폭풍과 

뒤이은 태양의 등장은 1930년  경성의 독자들에게 무엇을 일깨워줄까? 이는 

1932년 상해사변과 1937년 상해 점령에 이르는 일련의 국제정세를 의미한다. 

즉, 일본이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와 송미령의 중재로 중국을 도운 미국에 반격

한 사실을 암시한다. 중·일 립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독일의 파시즘 정권과 

국·프랑스의 제국주의 국가 간의 갈등, 자본주의 미국과 사회주의 소비에트 

사이의 이데올로기 각축, 국민당 정부와 중국 공산당 사이의 힘겨루기 등 다양

한 헤게모니 투쟁이 상해를 둘러싸고 펼쳐진다. 황무지에서 나타난 문명의 흥

망성쇠는 동아시아의 정치적 형세 속에서 기상도로 새롭게 재현되었다. 

  이 시에서 떠오르는 태양은 상해사변의 승리로 말미암은 일본의 기세를 상징

하지만, 태양이란 자연물은 일본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보들레르의 시 ｢태양｣
처럼 태양은 귀천에 관계없이 모든 곳을 구석구석 환하게 비춘다. 저자는 식민

지 조선의 구석구석에도 곧 태양 빛이 찾아들 것을 마지막 장에서 노래한다. 

  동아시아의 헤게모니가 중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가는 20세기 초 지만, 중국의 

문명과 일본의 그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지점은 찾기 어렵다. 일본의 문명은 

국, 프랑스, 독일, 미국의 문명을 일본식으로 ‘번역’하여 받아들인 것으로 이 

‘번역’의 과정은 주로 일본식 한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후쿠자와 유키치(福澤
諭吉)가 “Civilization”을 “문명개화”(文明開化)로 번역하 을 당시, 문명개화

는 중국의 한문으로 만들어낸 ‘일본식’ 조어 다. 일본 고유의 문자와 말을 

중국 고유의 문자와 말과 구분하려면,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기상

도의 시적 화자는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기보다 헤게모니를 다투는 아시아의 

현실을 직시한다. 문화의 기원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

269) 김기림, 기상도,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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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기상도의 시적 화자가 경성의 독자들에게 상해의 상황을 노래한 이유는 중

국문명과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중국과 새롭게 관계 맺기 

위해서는 동방의 신화와 전설과 같은 옛 중화문명에 한 향수를 떨쳐버릴 필

요가 있었다. 과거의 향수에서 벗어나기 위해 김기림은 황무지의 주된 심상인 

운명의 수레바퀴에 주목하여, 문명의 흥망성쇠가 런던을 중심으로 한 서구뿐만 

아니라 그 반 편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한다. 시적 화자를 옭아

맨 ‘태풍과 폭풍우’의 시련은 역사 감각을 통해 극복되는 것이다. 

4. 시와 소설 사이의 변주: 기차 모티프를 중심으로

 4.1. 시와 소설 장르 간의 차이     

  

  김기림 연구자들은 김기림을 시인 혹은 평론가로 바라보지 그를 소설가로 평

가하지 않는다. 그의 소설이 김기림 연구에서 상 적으로 소외된 이유는 그의 

시와 시론에 비해 작품의 양과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여러 논

의가 있겠지만, 김기림이 한국문학사에 남긴 공로는 시집 기상도(1936)와 시론

집 시론(1947), 시의 이해(1950)로 가시화된다. 기상도는 T. S.엘리엇의 
황무지에 ‘ 감’을 받은 작품으로 풍자를 통한 문명비판을 시도한 장시라는 

점에서 한국시사에 거론될만한 문제작으로 평가되어 왔다. 시론은 시에 한 

최초의 체계적인 이론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시의 이해는 I. A. 

Richards의 시 이론을 소개함으로써 해방 이후 신비평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토

양을 마련했다. 이에 비해 그의 소설은 학계나 평단으로부터 큰 주목을 끌지 못

한 채 시인 김기림도 서사 양식을 시도해보았다는 정도로 평가되었다. 

  시와 소설, 드라마 등 여러 장르를 두루 도전한 작가는 많지만, 복수의 장르

에 모두 통달한 작가는 거의 없었다. 걸작 율리시즈를 남긴 제임스 조이스의 

처녀작은 실내악(1907)이라는 詩集270)이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그의 소설만

큼 그의 시집을 심각하게 다루지는 않았다. 체홉은 드라마와 단편소설을 함께 

270) 최재서는 조이스의 첫 번째 시집 “Chamber Music”을 실내악으로 번역하 다. 최재
서, ｢죠이스 <젊은 藝術家의 肖像畵>-藝術의 誕生-｣, 최재서 평론집, 청운 출판사, 1961, 
22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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썼지만, 드라마와 단편소설 모두를 칭찬한 비평가는 드물었다. 톨스토이가 체홉

의 소설은 좋아했던 반면 드라마에 냉담했던 것이 표적인 예이다. 기상도의 

작가인 김기림은 시인이지, 소설가일 수 없는 평가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김기림의 소설을 시와 관련하여 살펴 볼 이유는 우선 소설의 소재

와 시의 소재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철도연선｣의 소재는 기차로, 기

차의 운동 원리에서 3장 ｢역사의 순환론: 기상도와 황무지 비교｣에서 논의

한 쇠바퀴의 은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레일을 따라 쇠바퀴가 순환(cycle)을 거

듭하는 모습에서 역사가 순환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감지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철도연선｣에서 일제는 만주침략을 위해 함경선 철도를 개설했지

만, 1945년 일제가 패망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 다. 또한, 함경선 철도는 비록 

군 와 물자 수송의 역할을 했지만, 조선, 일본, 만주 간의 우애를 증진하고 상

호 교류를 촉진하는 순기능도 보유했다. 이효석의 소설 벽공무한(1941)에서 하

얼빈 교향악단의 서울 초청은 경성에서 신경까지 이어진 철길을 통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시기적으로 김기림의 소설 텍스트는 장시 기상도를 쓰는 시기와 겹친다. ｢
번 기｣(1935.11.1.-13.)은 기상도와 연재 시기가 겹쳤으며, ｢철도연선｣
(1935.12-1936.2) 역시 삼천리에 기상도 연재를 마치고 조광에 바로 게재

한 소설이다. 예전에 썼던 소설을 뒤늦게야 출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선희

의 증언271)이나 박태원의 공개서신272)을 살펴보면 김기림이 시와 소설을 동시에 

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소설과 시 사이를 주유한 김기림에 해 서준섭은 “김기림은, 모더

니즘 시인일 뿐 아니라, 식민주의 경험과 탈식민주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사유하

고 이를 글쓰기를 통해 실천하고자 했던 작가”273)로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며 소설 ｢번 기｣와 ｢철도연선｣을 면 히 분석한다. 시인과 작가(소설가)를 겸

하는 김기림의 모습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박상천은 김기림의 소설세계에 

271) “욕심이 많으서서 또 小說에 越境하섰읍니다. ｢繁榮記｣, ｢鐵道沿線｣-만만치않은 野心있
는 作品들인 모양입디다.” 이선희, ｢作家朝鮮의 群像｣ (上), 조광 제2권 4호, 1936.4, 
145면. 

272) “당신의 ｢鐵道沿線｣은 나와 함께, 죽은 李箱이도 매우 좋게 본 작품이었는데, 그 뒤로 
다시 創作活動이 없는 것은 都是 술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인가 하오.”박태원, ｢金起林兄
에게｣, 여성 제4권 5호, 1939, 25면. 

273) 서준섭, ｢한국 근  시인과 탈식민주의적 글쓰기｣, 한국시학연구, Vol.13, 20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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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그의 “시 세계와 소설의 세계에서 가장 큰 차이는 그의 시 세계에서는 찾

아보기 어려운 식민지 시 의 현실 인식이 소설에서 형상화되고 있다”274)는 점

을 지적한다. 김기림이 피상적인 보편주의자가 아니라 민족의 현실에도 촉각을 

기울 음을 소설을 통해 논파하고 있다. 이미경은 시 적이고 전기적인 관점에

서 시와 소설의 연관성을 추출했다. “특히 그[김기림]의 고향 임명 (성진)은 함

경선공사와, 성진, 길주, 명천을 포함하는 제철공업단지의 조성 등으로 급격한 

농촌분해과정을 겪었고 따라서 그는 이러한 과정에 둔감할 수 없었다. 이러한 

체험은 근 화의 물결에 려 황폐해가는 고향모습을 그린 소설 ｢번 기｣, ｢철
도연변｣이나, 그의 시 혹은 수필들에 자주 등장하는 만주이민들에 한 언급 등

에서 드러나기도 한다”275)는 것이다.   

  선행 연구의 지적처럼 김기림에게 시와 소설 간의 장르 차이는 그다지 중요

한 것이 아니다. 시인인 그에게는 소설가의 기질이 분명 있다. 수필 ｢초침｣
(1936.2.28.)에서 다음과 같은 소회는 김기림이 소설가에 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스스로 소설가적 기질에 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드러낸다.

  小說家A와함께 거리를 거르면 그는 실로 번거러울만치 지나가는 사람들과 周
圍의 事物을 거진 빼놓지않고 둘러보는바람에 나는 가다가도말고 도라서서 그를 

기다려야한다. 그럴적마다 나는 속으로 小說家란 아마도 저렇게 些少한일에조차 

一一이 注意해야하는 種族인가보다하고 感嘆한다. 또 이러한 점잔치못한 버릇을 

宿命的으로 피할수없는 小說家가 되는것은 삼가 평생에 원하고 십지않다고 생각

했다. 

  그러던것이 그와 여러번 함께걸른동안에 어느듯 나에게도 그버릇이 傳染되고

말었다. 사실 거리에서 한길에서 보고맛나는 일과 사람을 요모저모로 눈여겨보면 

볼수록 흥미가 솟는다. 그래서 요지음은 한눈을 몹시파러야되는 그 점잔치못한 

버릇을 업신여기지 않기로 했다.276) 

단편 ｢철도연선｣(1935-6)을 쓰는 와중에 발표한 수필 ｢초침｣(1936.2.)에서 저자는 

274) 박상천, ｢김기림의 소설연구｣, 동아시아 문화연구 Vol.8 No., 漢陽大學校 韓國學硏究
所, 1985,  316면.

275) 이미경, ｢金起林 모더니즘 文學 연구: ｢近代性｣의 의미변화를 중심으로｣, 서울大學校 大
學院, 1998, 26-7면.  

276) 김기림, ｢秒針｣, 조선일보, 1936.2.28. (김기림, 바다와 육체, 106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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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보 박태원으로 여겨지는 벗 A씨에게 느낀 소회를 서술한다. 저자에게 소설가

란 “저렇게 사소한 일에조차 일일이 주의해야 하는 종족”으로 저자는 소설가

가 되는 것을 평생 동안 원치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저자는 A씨와 함께 지

내다보니 “그 점잖지 못한 버릇”에 빠져들었다고 고백한다. 전차 안에서 여러 

남녀들의 구두를 통해 “인물의 성격, 직업, 주벽, 계급 혹은 댄스의 교졸, 가장

에 있어서의 그의 권위”까지 상상하며, 마주치는 거리의 사람들이 “귓바퀴에 

연필을 걸고” 산책하는 모습을 상상한다. 어느 덧 저자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여겼던 소설가의 세 한 관찰력을 A씨를 통해 체득한 셈이다. 그는 시인의 상상

력에다 소설가의 세 한 묘사력이 더해진 예술을 지향했기에 소설쓰기를 시도

하 다. 시와 소설, 운문과 산문이란 일견 배타적이고 모순적으로 보이는 두 장

르를 종합하여 유기물로 만들려고 하는 저자의 욕망은 그를 시인과 소설가를 

종합한 예술가로 이끌게 된다.     

  김기림은 자신의 산문 텍스트에 단편소설, 중편소설이라는 타이틀을 붙 지

만, 엄 히 말하자면 이들 텍스트는 허구성(인공성)이 강하지 않다. 수필과 픽션 

사이에 놓여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그의 산문 텍스트는 부분

( 상의 묘사)에서 시작하여 부분( 상의 묘사)로 끝난다. 그가 소설이라고 이름 

붙여 잡지에 발표한 산문 텍스트는 일견 “시적 산문”의 범주에 가까워보인다. 

악의 꽃을 현존하는 최고의 시집으로 여긴 김기림은 보들레르가 산문시집 
파리의 우울 서문에 남긴 이 개념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들 중 누가 한창 야심만만한 시절, 이같은 꿈을 꾸어보지 않은 자가 있겠습

니까? 리듬과 脚韻이 없으면서도 충분히 음악적이며, 혼의 서정적 움직임과 상

념의 물결침과 의식의 경련에 걸맞을 만큼 충분히 유연하면서 동시에 거칠은 어떤 

詩的 산문의 기적의 꿈을 말이요.277) 

하지만 ｢철도연선｣을 파리의 우울에 수록된 “詩的 산문”과 같이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내러티브가 미약하지만 갖추어져 있으며, 비록 허구성이 제한되어 

있지만 등장인물, 배경, 사건이 형상화된 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詩的 산문”보다 “시적  소설”에 더 가까운 범주로 보인다. 김기림은 C 데

277) 보들레르, 윤 애 옮김, 파리의 우울: 보들레르 散文詩集, 민음사, 199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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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루이스(Cecil Day-Lewis)가 명명한 시적 소설이란 개념을 카뮈의 실존주의 소

설 페스트(1947)를 분석한 평론 ｢소설의 파격｣(문학, 1950.5)에서 짧게 인용

한다. 루이스는 시적 이미지(The Poetic Image, 1948)에서 “시적 소설”이란 

개념으로 시 및 소설 장르의 이분법을 부정한다. 루이스에 따르면 “시적 소

설”은 의식의 흐름, 독백 등의 기법으로 이루어진 산문으로, 내용이 중심이 아

니라 형식, 즉 기교 위주의 산문을 말한다.278) 루이스는 소설과 시의 차이점이 

문학형태(form)밖에 없으며, 이미지를 통한 서사의 구현을 시적 소설로 소개하는

데, 김기림은 루이스가 1948년 강연에서 언급한 이 개념을 불과 2년 후 ｢소설의 

파격｣에서 소개하 다. 

  시, 소설 간의 장르에 차이를 두지 않은 것은 루이스를 위시한 당시 모더니즘 

문예의 흐름으로 엘리엇 역시 산문과 시를 구분하는 일이 의미 없다고 이야기

했다.279) 일본 모더니즘의 맹아 던 아쿠타카와 류노스케 역시 시와 소설 장르

간의 경계에 의구심을 표현했다. 그는 줄 르나르와 같은 내러티브가 없는 소설

에 감명을 받아, 내러티브가 없거나 약해도 소설로서 가치를 가진다며 이에 반

발한 타니자키 쥰이치로와 논쟁(1927)을 벌인다. 아쿠타카와는 “이야기같은 이

야기가 없는 소설은 물론 단지 신변잡기를 묘사한 것에 불과한 소설은 아니다. 

그것은 온갖 종류의 소설 가운데 가장 시와 가까운 소설인 것이다”280)라며 소

설 장르의 편폭을 조정한다. 이후 평론 ｢고향을 잃은 문학｣(1933. 5)로 일본 모

더니즘의 문을 닫은 고바야시 히데오도 당시 동아시아에서 소설(小說)은 구체적

으로 확정된 장르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281) “문학상의 리얼리즘”을 

“소설이 달성하는 최후의 시”282)로 비유하여 소설과 시가 서로 변주하는 장르

278) Lewis, C. Day. The Poetic Image, New York: Oxford UP, 1948, p.87.
279) “We can distinguish between prose and verse, and between verse and poetry; but the 

moment the intermediate term verse is suppressed, I do not believe that any distinction 
between prose and poetry is meaningful.” Eliot, T. S., “Introduction,” Valery, Paul. The Art of 
Poetry, New York: Bollingen Foundation, p.xvi. 

280)“「話」らしい話のない小説は勿論唯身辺雑記を描いただけの小説ではない. それはあらゆ
る小説中，最も詩に近い小説である.” 芥川龍之介,　｢文芸的な，余りに文芸的な｣， 芥川
龍之介全集 第九巻, 岩波書店, 1978, p.4.  

281) “There is no one who believes that the novel is a clearly defined form within what we call 
literature.” Lippit, Seiji M. “Japanese Modernism and the Destruction of Literary Form: The 
Writings of Akutagawa, Yokomitsu, and Kawabata,” Ph.D.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1997, p.24에서 재인용. 

282) 고바야시 히데오, 유은경 옮김, ｢비평에 해서｣II, 고바야시 히데오 평론집,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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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호 소통을 꾀했다.  

  조선 모더니즘 문예의 창조자는 아니었지만, 문학 이론을 통해 이를 감수했

던 최재서 역시 한국문학에서 시와 소설의 차이를 두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詩와 散文을 리듬에 의하여 구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유롭선 

큰 문제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다지 중 한 문제가 아니다. 원래로 우리말엔 定形
된 抑揚이 없고 따라서 文章의 리듬도 어느 한정된 범위 외에선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283)라고 평가한다. 최재서가 T. E. 흄, T. S. 엘리엇, I. A. 리차

즈, 허버트 리드의 모더니즘 이론을 적극적으로 소개했다고 하여 기존 재현을 

무너뜨리는 반전통(反傳統)의 모더니스트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그가 고수하는 

이런 원칙주의, 정전주의 때문일 것이다. 미 전통에 한 최재서의 강조는 낭

만주의 전통에 반기를 든 흄, 엘리엇, 리차즈, 리드와 맥락을 달리한다.

  그는 시와 한국시 사이의 억양과 리듬 차이를 중시하여 시에 비해 한국

시에서 시와 산문의 차이가 상 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최재서는 시와 

소설의 차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엘리엇, 조이스, 프루스트의 태도와 거

리를 둔 채 어 어휘의 리듬과 억양(악센트)를 중시하는 근본적이며 전통적인 

태도를 고수한다.284) 김기림이 훗날 까뮈의 소설 페스트를 분석한 ｢소설의 파

격｣(1950)에서 찰스 디킨즈 등의 내러티브 위주의 소설을 후진적인 것으로 취급

하고,285) 루이스의 “시적 소설” 개념을 통해 시와 소설 간의 장르 차이를 무

화시키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최재서의 근본주의는 예술과 학문을 결합한 김기

림의 자유로움과 구별되는 별개의 노선을 지향한다. 시인인 김기림은 소설의 내

2003, 177면. 
283) 최재서, 최재서평론집, 청운출판사, 1961, 441-2면.
284) 최재서의 원칙주의적 태도는 리차즈나 리차즈를 수용한 김기림에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리차즈는 시의 운율을 절 시하는 태도를 비판한다. “( 개 라틴어 시 연습의 원인
으로) 운율에 강박증을 지녀 구애되는 사람은 시를 거의 이해할 수 없다.”(Such sticklers, 
like those with a scansion obsession (due as a rule to Exercises in Latin Verse), have little 
understanding of poetry). Richards, I. A. Principles of Literary Criticism, p.24. 

285) “｢현실의 매력｣때문에 ｢얘기꺼리｣의 흥미를 감연히 내버린 것은 근  소설의 한 용단
이었다. 그래서 이 ｢얘기꺼리｣의 흥미는 문학적으로는 한 죽은 유산으로서, 이른바 ｢로만
스｣시 의 구식 화폐인 줄만 알고들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의 통속소설이라는 특수
지 에서는 여전히 통용가치를 발휘하고 있는 것은 웃을 수만 없는 일이다. ｢유럽｣ 륙 
특히 ｢프랑스｣에서는 정통적인 소설의 세계에서 청산되다시피한 이 ｢얘기꺼리｣의 흥미를 
종내 아주 떨어버리지 모한 곳에 ｢찰스·딕킨스｣를 ｢캡틴｣으로 한 국소설의 후진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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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티브보다 시적인 소설에 관심을 가져 내면의 독백, 의식의 흐름, 이미지의 확

, 리듬감을 산문 텍스트에서 구현하고 있다. 내러티브에 얽매이지 않은 소설

쓰기가 가장 완성도있게 드러난 텍스트는 ｢철도연선｣으로, 이 글은 ｢철도연선｣
의 ‘기차’를 중심으로 논의하려 한다.

4.2. ｢철도연선｣에 묘사된 기차의 의미

  김기림이 소설로 명명한 세 산문은 모두 비슷비슷한 배경과 주제를 가졌다. 

저자는 고향 함경도 성진 근처를 배경으로 하여 산업화로 인해 사라져가는 과

거에 한 아쉬움을 표현한다. 산골짜기면서도 바닷가와 불과 30리 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고향 산천은 김기림에게 서사의 배경을 제공해주었다. 세 산문 중 과

거에 한 향수와 안타까움이 가장 짙게 묻어난 것은 중편 ｢철도연선｣이다. 김

기림은 이 산문을 마지막으로, 수필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서사가 있는 글쓰기

에 손 지 않았다. 

  박태원과 이상은 ｢철도연선｣을 높게 평가했다. 박태원은 여성 제 4권 제 5

호에서 김기림이 이 작품 이후로 왜 더 이상 소설을 쓰지 않는지 공개적으로 

질문했다. 김기림이 답변하지 않아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시와 소설의 장르 

차이를 크게 염두하지 않았던 저자가 소설 장르에 손을 어 본다는 해석이 타

당한 듯싶다. ｢걸작을 위하여｣에서 볼 수 있듯이, 김기림은 소수의 걸작만을 남

길 수 있다면 성공한 예술가라고 생각하기에 소설장르도 희곡처럼 직접 실험해 

본 것이리라. 인용하는 부분은 ｢철도연선｣의 맨 처음 부분이다.      

 

  기차는 지금 동해안의 그렇게 장식이없는 풍경속을 북으로 다름질친다. 수없는 

발을 가진기차. 중얼거리는｢피스톤｣. 달려가는 열차의 등어리에서는 누른 해볓이 

굼틀거린다. 산 바위 들 강 마을 거리할것없이 그것은 아무 꺼리낌도 차별도않고 

한개의 목적으로 향해서 줄곧 쏴간다. 

  마치 각 사람의 의사는 아주무시하는 역사의 잔인한 돌진과도같이――. 궤도에 

평행해서 검푸른 바다가 달려온다. 줄배들이 자빠져온다. 전보때가 꺼꾸러진다. 

거두어드린뒤의 마른거루만 남은 논바닥과 힌 돌맹이뿐인 개천과 굴레를 벗기운 

송아지들과 그러한것들이 유리창의 한 구석을 축으로하고 바쁘게 달려돌아간다. 

  누―런얼굴들이 푸른의자에 기 서 흔들리운다. 한면에 ｢에디오피아｣라는 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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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섯개씩이나 실은 신문지가 검은 구두끝에 밟혀있다. 

  손님은 손수건밑에서 눈을떴다.

  ｢아-함｣
벌컥일어나서 창선을 붙잡은 그의팔이 우루루루루루 떨린다. 기차는 지금 철교를 

굴으며 건너가나보다. 

  ｢예가 어딘구?｣
  손님은 거진 혼자말처럼 유리창에 향해서 중얼 거린다.

  손님과 마조앉어서 역시 먼하니 밖을 내다보든 다른손님이 손님을 돌아다본다. 

줄음쌀 잡힌 구리빛얼굴에 그래도 윤기가 흐르고 반나마 힌털이 섞인 텁수룩한 

수염이 그리거츨지않게 턱을 둘러쌌다.

  ｢이게 업동 다리지 아매｣
  ｢엑 앗질한걸｣
  이윽고 기차는 기-다란 고등을 티우고는 굴속으로 기여들어간다. 천정에서 전

기불이 불시에 켜진다. 숨갑분 어둠속에서 쇠바퀴가 궤도를 좇는 소리만 투덜거

린다. 이슥히 지나서야 기차는 다시 환한 천지로 뛰여나왔다.

  ｢꽤 긴걸. 어딘가요?｣
  ｢이게 바루 원평굴이오｣
  ｢굴이 많은데요｣
  ｢아 이전에사 아주드문 산골이지비｣
  ｢예서 서울이 몇리나되나요｣
  ｢똑똑히는 몰라두 말루는 일천오백리라구 함머니｣
  ｢참말 고마운 세 야｣
  ｢그렇기야 하지비. 이전에사 서울루가자문 어떻던지 말바리르 타구 장장한달으 

가따이까........ 이런산골에 차길으놓느랑이 벼라별일이 다 있었지비｣
  하고 말하는 텁석뿌리의 얼굴에는 삽시간에 어두운 표정이 흐른다.

  ｢벼라별일이라니요?｣
  ｢예 별일이 다있었담메｣
  아직 갈길은 멀고 책을펴면 글줄이 흔들고 누워도 잠이 안어는판이라 손님은 

기어히 텁석뿌리를 졸라서 그 ｢벼라별일｣중의 한가지를 이야기하게하 다. 텁석

부리는 손님이권하는 ｢피죤｣을 피어서 한목음 길게 드리빨고는 천천히 입을 연

다.286)

286) 김기림, ｢鐵道沿線: 前篇｣, 조광 1935년 12월호, 39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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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연선｣ 서사의 전개는 기차 내에서 이루어진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한 

손님이 다른 손님에게 말을 건네고 철도가 만들어진 배경에 해 잠시 이야기

하다가 박존이 감에 한 이야기가 나온다. 한 손님이 박존이 감네의 이야

기를 다른 손님에게 들려주면서 피죤 2개피를 피운다. 손님이 박존이 감의 이

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는 때는 기차가 해안가를 떠나 산지로 진입하는 함경북

도 성진역(城津駅) 부근이다. 성진역부터 손님이 내리는 안역(永安駅)까지의 

거리는 86.5km가 된다.287) ｢철도연선｣은　기차가 86.5Km를 달릴 동안의 이야기

가 된다.  

  이 장면에서 기차는 의인화되었다. “수없는 발”을 가졌으며 “피스톤”에서 

나오는 소리는 마치 “중얼거리는” 소리같이 들리며, 햇빛이 반사되어 누르스

름하게 꿈틀거리는 “등허리”를 가졌다. 나아가 주위의 풍경들도 의인화된다. 

이 의인화는 기차라는 유기체에 탄 승객들의 시각을 통해 이루어진다. 승객들의 

눈에는 “궤도와 평행해서 검푸른 바다”가 달려오며, “줄배들이 자빠져 온

다.” 기차의 빠른 속력 때문에 전봇 들도 마구 거꾸러져 보인다. 기차가 달리

는 속도감이 승객들에게 착시현상을 일으켜서 주변의 사물이 마치 나에게 달려

오는 것처럼 묘사된다. 기차의 역동적 움직임은 바다, 배, 전봇 에게도 생명력

을 부여한다. 저자는 기차의 속도를 통해 문명이 인간에게 주는 에너지를 섬세

하게 묘사했다. 

  기차 안팎의 묘사에서 저자가 놓치지 않고 있는 부분은 단지 문명의 혜택만

은 아니다. 식민지의 현실 역시 묘사되었다. 첫 문장 “기차는 지금 동해안의 

그렇게 장식이 없는 풍경 속을 북으로 다름질친다”에서 볼 수 있듯이 동해안

의 풍경은 허허벌판이다. 승객들이 창밖으로 바라보는 풍경은 “거두어 들인 뒤

의 마른 거루만 남은 논바닥”, “흰 돌맹이 뿐인 개천”, “굴레를 벗기운 송

아지”로 풍성함과는 거리가 먼 비유이다. 아직 기계화되고 공업화되기 이전의 

모습이다. 바닷가도 한가로운 모습이다. 화륜선 혹은 군선의 묘사라든지 바쁘게 

움직이는 선부들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다. 승객들은 “푸른 의자에 기 서 흔들

리는 누런 얼굴들”로 묘사되어 빠르게 달리는 기차 속에서 피동적으로 묘사된

다. 건조하고 황폐함을 나타내는 그들의 “누런 얼굴들”은 기차 의자의 “푸

른”색의 경쾌함과 조된다. 누런색과 푸른색의 묘한 부조화에서 누런 얼굴을 

287) 国分隼人, 将軍様の鉄道: 北朝鮮鉄道事情, 東京: 新潮社, 2007, p.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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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승객들이 역동적이고, 건강하며, 명랑한 성격을 가진 문명과 어딘지 모른 불

편한 관계라는 사실이 암시된다. 

  기차로 상징되는 기계 문명과 당시 현실과의 괴리는 김기림이 시의 이해에
서 전문을 인용하고 번역한 스티븐 스펜더의 시 ｢급행열차｣(1933)에서도 엿보인

다. 김기림 ｢철도연선｣의 서두와 스펜더의 ｢급행열차｣는 기계문명을 찬미하는 

동시에 기계문명에 뒤쳐진 자들에 한 연민을 보임으로써 서로 조응한다. ｢급
행열차｣의 한국어 번역이 1행에서 5행에 걸쳐 기차로 상징된 기계문명을 찬미

하고 있다면, 6행부터 10행까지는 기차 밖 풍경이 어둡게 묘사되어 있다. 그 이

후 11행부터 다시 기차에 한 예찬을 보인다. 

힘차고 뚜렷한 첫 선언                                               1

｢피스톤｣의 캄캄한 진술(陳述) 뒤                           

더 서두르지도 않고 여왕처럼 미끌어져                       

급행열차는 역을 떠난다.

머리도 수그리지 않고 모르는 척 늠늠하게                             5

그는                         

초라스레 밖에 닥아붙은 집들과

｢가스｣공장과 드디어 묘지의 비석으로 인쇄된

음침한 죽음의 글장을 지나간다.

거리 저편엔 망망한 시골이 펴져 있다.                                10

거기서 속력을 내며 그는 신비를

해에 뜬 배들의 눈부시는 무게를 갖춘다.

...(이하 생략)

After the first powerful, plain manifesto 

The black statement of pistons, without more fuss 

But gliding like a queen, she leaves the station. 

Without bowing and with restrained unconcern 

She passes the houses which humbly crowd outside, 

The gasworks, and at last the heavy page 

Of death, printed by gravestones in the cemetery. 

Beyond the town, there lies the open country 

Where, gathering speed, she acquires mys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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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uminous self-possession of ships on ocean.

...288) 

  1행에서 5행까지 “여왕”(queen)으로 은유된 기차가 당당히 출발하는데 반해, 

6행에서 10행까지 그려진 기차 밖 풍경은 참혹하다. 허름한 집들이 철로를 따라 

다닥다닥 붙어있는 묘사는 “여왕”의 행차를 전송하는 국 군중의 허름한 모

습을 비유한 것이며, “가스 공장” (gasworks)와 “공동묘지의 묘비로 새겨진 

죽음의 무거운 페이지” (the heavy page of death, printed by gravestones in the 

cemetery)289)가 내포한 비유는 기계 문명이 초래한 공장 노동자들의 이른 죽음을 

상징한 것이다. 바닷가에 배들이 마치 선 것처럼 느껴지는 기차의 빠른 속도를 

시적 화자는“미스터리를 성취했다”(acquired mystery)고 표현한다. 물론 이런 

불가사의 뒤에는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이 따랐다는 사실을 시적 화자는 기차 

밖 풍경을 통해 암시한다. 하층 계급이 철도 건설 및 문명의 희생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김기림이 번역한 ｢급행열차｣는 ｢철도연선｣과 일치된 주제를 가진다. 김

기림의 계급의식은 기차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철도연선｣의 이야기는 기차가 동해안을 떠나 굴속으로 들어가면서 시작한다. 

승객은 “굴이 많은데요”하며 외딴 산골짜기에 긴 굴이 뚫려진 사실에 경이를 

표한다. 함경도는 산맥이 많기 때문에 해안가 지역이 아니라면 부분 산지다. 

제국주의자들은 산맥을 뚫어 기찻길을 만드는 동시에 광산채굴 통한 경제적인 

이익도 함께 추구하 다. 제국의 경제침탈을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제국과 식민지 사이의 권력의 함수관계를 명백히 암시하는 예는 에티오피아 

전쟁을 알리는 신문조각이다. 무표정한 승객들의 “검은 구두 끝”에는 에티오

피아 전쟁을 알리는 신문조각이 무참히 떨어져있다. 저자가 이 작품을 발표한 

것은 조광 1935년 11월에서 1936년 2월까지인데, 당시는 무솔리니가 에티오피

아 전쟁을 일으켜 국제연맹의 무용함이 만천하에 드러났을 때 다. 1935년 10월

에 발발한 이 전쟁의 결과 에티오피아의 왕 셀라시에(Haile Selassie I)는 국의 

바스(Bath)로 망명하게 된다. 저자는 시 ｢아프리카狂想曲｣에서 에티오피아 점령

을 유럽과 아프리카 륙 간의 결로 형상화하기도 하며, 셀라시에의 추방을 

288) 김기림전집 2, 250-251면. 원 텍스트와 김기림의 번역을 일부 인용하 다.
289) 김기림은 “음침한 죽음의 글장”으로 번역하 다. 여기에서는 김기림의 번역태도를 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번역의 정확성에 관하여 따로 지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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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죽음과 매개하여 제국주의자에 의한 평화주의자의 축출이라는 은유로 

사용하기도 하 다.290) 제국/식민지에 한 저자의 관심은 ｢철도연선｣에서도 

‘에티오피아 전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에티오피아 전쟁은 자본과 물자를 확보하여 동아프리카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한 무솔리니의 제국주의적 전쟁이었다. ｢철도연선｣에서 놓인 철로 역시 마찬

가지다. 만주국과 조선을 연결하는 이 중요한 통로는 물자의 원활한 수송과 군

의 신속한 이동에 필수적이었다. 중국 륙으로의 진출뿐만 아니라, 일본의 

항구들이 동해의 항구로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함경선 철도의 가치는 

상당했다. 이탈리아 파시즘의 “검은 구두”에 짓밟힌 에티오피아처럼, 함경도 

일  역시 일본 제국주의의 검은 구두에 밟혀서 산림이 파괴되고 광맥이 채굴

되었으며 철도가 만들어졌고 인근 바다가 오염되었다. 일제가 쌓아올린 식민지 

근  속에 조선의 로컬리티는 사라지고 조선인 승객들의 “누런” 얼굴만이 기

차 안에서 피동적으로 흔들릴 뿐이다. 

  ｢철도연선｣은 한 승객이 다른 승객에게 근 화에 희생된 어느 인물의 이야기

를 해 주는 액자식 구성을 띤다. 박존이 감은 철로건설 때문에 아들과 손자, 

며느리를 모두 잃었다. 심지어 그는 철도 개통식 당시에도 기념열차에 탈 수 없

이 멀리서 하염없이 바라보아야 했다. 물끄러미 기차가 달음박질치는 것을 하염

없이 바라보는 박존이 감의 시선은 기차 속에서 무료함을 달래는 승객들과 

사뭇 조된다. 현 체제를 받아들이고 살아남은 두 숭객은 식민지 근 에 스러

져간 한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문명의 이기 속에서 나눈다. 이야기를 하는 승객

은 철도 건설당시 성진에서 색주가를 했고, 지금은 안역 부근으로 옮겨 여관

업을 하는 등 시 적 흐름을 놓치지 않는 인간이다. 기차에 내린 그는 화 

상 를 더는 쳐다보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가는 지극히 자본주의형 인간으로 묘

사된다. 이처럼 식민지 조선인들도 제국이 가져온 자본주의에 합한 인물과 그

렇지 못하고 스러져간 인물로 분화되었다. 식민지인들이 분화되었다는 점에서 

식민지와 제국을 둘러싼 헤게모니에 해 복잡한 함수관계가 생긴다. 더구나 일

본이 메이지 초기 서구 열강에 위협당하다가 메이지 유신을 토 로 제국의 길

을 걷는 후발주자가 된 사실에서도 제국과 식민지가 지닌 복합적인 함수관계가 

상기된다. 김기림이 이런 자본주의형 인간을 그다지 긍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음

290) ｢아프리카 광상곡｣(1936) 및 ｢쥬피타追放｣(1939~40?)분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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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주체성 없이 시류를 쫓아 현실에 합하는 인물들을 비판한다. 

  기차는 인물들의 투쟁과 무관하게 날카로운 기계음을 자아내며 앞으로 돌진

해간다. 저자는 기차의 움직임에 해 “마치 각 사람의 의사는 아주 무시하는 

역사의 잔인한 돌진과도 같이”와 같이 표현하며 기차를 역사로 비유한다. 저자

가 정의하는 역사란 누구의 역사일까? 제국의 ‘명랑한’ 역사일까? 아니면 식

민지의 ‘우울한’ 역사일까? 서구 기계문명이 이끌어낸 기차라는 문명의 이기

는 전쟁을 통한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확 에 공헌하여 그렇지 못한 이들에겐 

잔인한 흔적을 남겼다. 박존이 감과 같은 부류는 역사에 희생되고 있다. 저자

는 기차 속에서 박존이 감의 비극을 다른 손님을 통해 늘어놓음으로써 역사

가 승리자의 기록이라면 패배자의 기록이 즉 ｢철로연선｣과 같은 이야기임을 암

시한다. 문학은 역사가 침묵하는 것에 해 비공식적인 통로로 이야기들을 만들

어낸다. 근 화에 스러진 박존이 감의 이야기, 근 화의 파도를 슬기롭게 적

응한 텁석부리 색주가의 이야기 등 여러 수많은 이야기들이 문학 텍스트란 형

식으로 전수된다. 김기림이 주장한 문명비판의 문학은 제국이 이룩한 역사에 

한 비판이다. 소외된 인물의 시선에서 현 문명의 방향성이 옳은 지를 질타하고 

있는 것이다.  

  문명 비판은 때로는 가벼운 형태의 문화 비판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식민지

인이 향유하는 문화가 제국의 문화인지 식민지의 문화인지 결론내리기 어렵다. 

이들은 식민지와 제국을 섞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박존이 감의 

손자 재수는 할아버지가 침상에 누운 틈을 빌어 몰래 색주가로 간 뒤 화투판에 

끼어든다.

...여럿은 재수가 들어온 것을 알았는지 말았는지 눈 한번 이리로 돌리지 않고 화

투판만 굽어본다.

｢보자 누가 술을 내는가｣
그것은 식이의 빈정 는 소리다.

｢정신차려, 벌써 사백끗이여｣
김서방의 전라도 사투리가 벌려쥔 화투장 너머로 허생원을 비웃었다.

｢염려말게, 사백은 죽은 백이야.｣
강원도서 농사를 짓다가 기어왔다는 허생원의 말소리와 몸짓에는 언제든지 여유

가 있었다. 그도 그의 앞에 던져진 화투장을 집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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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 국화만 나오면 포여｣291)

함경도 성진 부근의 조그마한 마을에 모인 인부들은 그 출신이 제각각이다. 김

서방은 전라도 출신이며 허생원은 강원도 출신이다. 각지에서 몰려든 출신 성분

의 다양성을 통해 근 화가 한 벽지의 산골사회를 완전히 변모시키고 있는 사

실을 알 수 있다. 박존이 감은 남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며 손자 재수에게 

남쪽에서 올라 온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 것을 당부한다. 박존이 감에게 남도

사람이란 함경도 이남의 사람으로, 즉 그는 자기 지방 출신들이 아니면 믿지 못

하는 보수적인 사람이다. 하지만 전라도에서 온 김서방은 재수의 보호자를 자처

하며, 재수는 이미 박존이 감의 훈계를 벗어나있다. 재수는 밤중에 집을 몰래 

빠져나와 인부들이 모인 화투판으로 간다. 

  화투는 근 화와 더불어 일본에서 온 손님이었다. 이 화투판에서 최종 승리하

는 것은 국화를 가진 김서방이다. “국화”는 일본왕가의 문양으로 “일본의 황

실을 상징”292)하기 때문에 화투판에서 “국화”의 패가 결국 승리한 사실에서 

일본 제국주의가 철도 건설을 통해 한 마을의 문화를 바꿔놓고 있는데 성공하

고 있음이 드러난다. 근 화는 기차뿐만 아니라 화투와 같은 중들의 놀음에까

지 전파되었던 것이다. 저자는 식민지인의 제국 ‘흉내내기’가 놀이에까지 미

친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293)

  일본풍의 근 화가 드러나는 요소는 화투뿐만이 아니다. 언어에서도 흉내내기

가 심화되어 함경도의 산골짜기에 이질적인  어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어휘들은 부분 근 화와 더불어 일본에서 온 말들이다. 다음 구절은 그 예를 

명확히 보여준다.

윤씨는 남편보다 언제든지 밥상을 늦게물리는 아들의 앞에 마조앉아서는 그날에 

291) 김기림, ｢鐵道沿線｣(2), 조광 1936년 1월호, 294면.
292) 이광규, ｢해설: 죄의 문화와 수치 문화｣, 루스 베네딕트, 김윤식, 오인석 옮김, 국화와 
칼, 을유문화사, 2001, 344면.  
293) 식민지인이 제국을 바라보는 양가적 감정에 해 Bhabha, Homi K.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7, pp.121-31. 김기림이 흉내내기를 비판한 
것은 양가 감정을 굴종의 시선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방민호는 호미 바바 이론을 한국
문학 연구에 접목할 때 따르는 문제로 언어의 차이와 양가감정에 내재된 굴종성을 지적
하고 있다. 방민호, 일제말기 한국문학의 담론과 텍스트, 예옥, 20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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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철로판의이야기를 소군소군 물어본다. 난포한방에 아무렇지도않게 산이부스

러지는 이야기, 흙을파실고 달아나는 ｢또록꼬｣이야기, 인부군끼리 싸움이터져서 

머리가 깨여진 이야기....... 그러한이야기는 모다 윤씨에게는 신기하기 짝이없었

다. 윤씨는 이른새벽마다 아침물을기르려 우물로 나갔다가는 울타리도없는 김초

시네 뜰악에서 마침 일터로 나가노라고 바쁘게 서들르는 광목으로 머리를 삐죽

하게 동이고 누런각반에 ｢지까다비｣를 신은 인부군들의 모양을 잠간 머리속에 

그려본다.(인용자 강조)294)

산골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남편에서 시집 온 뒤 마을에 머물러 있었던 부인 

윤씨는 남편이 해 준 이야기로 들뜨게 된다. 남편이 공사판에서 사고로 죽은 뒤 

그녀는 밖에서 온 인부와 함께 도망쳐, 혼자 남은 시아버지 박존이 감을 버리

게 된다. “철로판의이야기”에 들뜬 윤씨의 모습은 마을을 떠나는 복선이 된

다. 인용된 부분에서 몇몇 일본식 어휘가 눈에 뜨인다. 우선 “또록꼬”는 트럭

을 의미하는 일본식 어휘다. 외래어 트럭을 가타가나로 발음하면 “또록꼬”가 

된다. 또한 “지까다비”는 일본어 어휘로 일본노동자들이 신던 값싼 신발을 말

한다. 철로건설로 인해 노동자들이 모여들자 건설 및 노동과 관계된 일본식 어

휘들이 소설에 침투한다. 근 화의 물결이 조선어에도 침윤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자는 이 들 어휘들을 통해 문제시했다.  

  근 화는 이주를 확산시키고 기존의 풍경을 빼앗는다. 그 결과 박존이 감의 

집안은 뿔뿔이 흩어졌다. 박존이 감은 아들이 사고로 죽자 손자 재수에게 

를 물려주고 싶어했다. 하지만 재수는 박존이 감의 뜻에 거역하고 노름과 색

주가를 전전하다가 마을을 떠난다. 박존이 감이 재수 다음으로 붙잡고 싶어 

했던 건 며느리 다. 하지만 며느리 역시 밖에서 온 십장과 더불어 마을을 떠난

다. 박존이 감이 지키고 싶었던 기존의 가치와 반하여, 며느리와 손자는 선택

에 따라 각자의 길을 떠난다. 독자는 재수나 며느리를 손쉽게 비난할 수 없다. 

이들은 변화하는 세태에 맞춰 그들의 살길을 나름 로 찾아나갔던 것이다. 철도 

건설이 끝나고 마을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젊은이들은 마을에 더 이상 

없다. 마을의 풍경은 철도 건설로 인해 늙어 갔다.     

  저자는 근 화되는 시점에서 윤리를 어떻게 정립해야 하나? 하는 문제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새로운 시 에 과거의 윤리와 치되는 새로운 윤리가 필요했

294) 김기림, ｢철도연선: 전편｣, 위의 글, 3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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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재수를 농촌의 아들로 묶어놓거나 며느리의 재가를 

금지할 어떤 방법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박존이 

감의 모습 역시 안타까워 보인다. 모든 사람을 구제할 불문율은 없는가? 모든 

사람이 근 화를 통해 행복해질 수는 없는가? 근 화라는 시류를 쫒아간 사람들

은 살아남았던 반면, 시류를 쫒아가지 못한 사람들은 도태될 뿐이었다. 그리고 

문제는 이 함경도 마을에 어닥친 근 화의 방향이 과연 올바른 방향이었냐는 

것이다. 조선이 나아갈 방향에 해 김기림의 고민이 깊어진 사실을 알 수 있

다. 

  당시 근 화란 숙명으로 여겨졌다. 식민지 조선은 말할 것도 없이 일본 제국

주의자들에게도 서구 근 화는 불문율로 여겨졌다. 서구 제국주의자들은 경제공

황으로 파산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근 화에 더욱 매진했으며 일본 제국주의자 

역시 경제공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주를 침공했다. ｢철도연선｣의 주제가 된 철

도는 근 화에 필연적인 산물로 여겨졌다. 조선과 만주에 철도를 놓기로 결정한 

것은 국, 프랑스, 미국 등 서구 제국이 주도한 사업이었다. 일본은 그 후발주

자로서 철도 부설권을 뒤늦게 사들 다. 근 화란 식민지나 제국이나, 주체적으

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근 화는 절 명제로서 불문율처럼 여겨졌

다.

  저자는 이런 불문율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동시에 비판한다. 저자는 과거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근 화가 어떤 방향으로 되어야 하는지를 그는 

이 소설을 통해 일깨운다. 근 화를 선도하는 무리들, 근 화에 합하는 무리

들, 근 화에 스러진 무리들 세 그룹 모두 근 화가 낳은 부산물들이며 한 사회

는 이들을 모두 이끌고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말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이의 소통의 부재, 주체적인 의지의 부재를 저자는 ｢철
도연선｣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함경선의 철로는 부분 함경도 해안을 따라 이어져있다. 기차는 산과 바위는 

뚫고 나아가지만 해도로는 들어설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인간이 아무리 근 화

를 통해 기차를 만들어내도 기차의 역은 해도의 역에 미칠 수 없다는 점에

서 저자는 기차가 이끄는 근 화의 한계를 체감하고 있었다. 김기림이 시 ｢기차

｣에서 “모닥불의 붉음을 죽음보다도 더 사랑하는 금벌레처럼 기차는 노을이 

타는 서쪽 하늘 밑으로 빨려 갑니다”라며, 지에 속되어 있는 기차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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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적한 것처럼, 기차는 김기림이 지향하는 바다 세계와는 거리가 있다. 그럼

에도 해안선을 쫓아 형성된 연선의 기차는 바다에 한 끊임없는 추구와 동경

을 드러낸다. 즉 저자는 바다를 동경하는 기차의 모습을 통해 근 의 한계를 자

각하는 동시에 바다라는 미지의 세계에 한 궁금증을 스스럼없이 드러낸다. 이 

바다가 지닌 힘은 역사 시  이성 중심의 아폴론적 세계관과 비되는 디오니

소스적 세계관에서 파생된 것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박태원이 김기림에게 

술을 못 배워서 소설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게 아니냐고 농담을 던진 데에는 

그들이 공유한 디오니소스적 힘에 있다. 김기림은 바다라는 미지의 세계를 인식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의 학문적 습득이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이다. 

  김기림은 희곡에서 낭만주의의 특성인 이상주의를 비판하여 리얼리즘의 길로 

들어서고, 시에서도 센티멘탈 로맨티시즘을 비판하여 프랑스 초현실주의를 경유

한 일본 초현실주의, 미 모더니즘과 자신의 시작(詩作)을 견주어 본 뒤 오전의 

시론을 창출해냈다. 나아가 기상도의 쇠바퀴를 통해 역사의 순환론에 의거하

여 식민지 조선의 헤게모니를 자각한 김기림은 이 쇠바퀴 모티프를 시적 서사

에 실험해 보았다. 그 결과 그는 근 의 지평 밖에 있는 예술의 근원적 힘의 존

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역사적 지평이 닿을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그는 좀 더 학술적으로 접근하려 했다. 1936년에서 1939년에 걸친 동북제

 법문학부에서의 수학은 그의 예술 인식의 층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그는 

국 문학 전통에 충실한 낭만주의 문학이 아닌 식민지 조선에 적합한 동시

의 문학적 사고를 통해 근 가 설명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설명하려 노력

한다. 후술하겠지만 I. A. 리차즈를 통한 그의 과학적 시학 연구는 합리성의 지

평 너머에 있는 디오니소스적 힘을 “과학하는 정신, 과학하는 태도, 과학하는 

방법”295)을 가지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 하 던 것이다.

295) 김기림, ｢동양에 관한 단장｣, 문장 3권 4호, 1941.1, 2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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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민지 시기는 김기림이 시론의 ｢서｣에서 소회하 듯이 “암담한” 역사 

시 다. 특히 그는 1942년에서 45년에 이르는 일제 말기를 “世界하고의 門이 

다쳐젔”던 시기라고 하여 한국문학사에서 시간이 멈춘 때로 규정하 다.296) 당

시 그의 시에서 기독교의 종말론을 통해 역사 시 의 종결을 암시했던 이유도 

여기에 근거한다. 

  만주사변으로 군국주의화가 활발했던 이 시기에 그는 역사의 순환론을 통하

여 식민지 조선의 헤게모니 창출을 더 이상 전망할 수 없었다. 신 그는 문

학도로서, 학예부 기자로서, 교육자로서, 절필에 이르기까지 여러 모색의 과정을 

거쳤다. 1장에서는 기존의 예술적 글쓰기가 문학의 학술적 글쓰기와 결합한 

김기림 글쓰기의 특색을 최재서, 김환태와 비교하여 서술하려 한다. 나아가 예

이츠 후기 시 ｢비잔티움으로의 항해｣(1926)를 당시 세  논쟁과 연관한 김기림

의 글 ｢모더니즘의 역사적 위치｣(1939.10)를 통해 예술적 글쓰기와 학술적 글쓰

기가 결합한 예를 보여주려 한다. 2, 3, 4장에서는 이 시기 그의 표적인 시에

서 문학적 내용과 국제 정세를 담은 신문 기사가 어떻게 뒤섞여 나타나고 있

는지를 살펴보았다. 문학 이외에 취미가 국제정세를 읽는 것이었던 만큼, 그는 

소극적이며 내면적으로 침잠할 수밖에 없었던 식민지 시 에 세계에 촉각을 곤

두세웠다.297) 식민지 조선과 세계를 견주어보는 그의 거시적 조망은 해방기에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1. 식민지 조선 문학의 창출: 김기림과 모더니즘의 역사적 

위치

 

   1.1. 동북제  지도 교수 도이 코우치, 최재서, 김환태와의 비교

 

  1936년 4월, 동북제 에 입학한 김기림에게는 상당히 과중한 학습량이 기다리

296) ｢문인좌담회: 새로운 문학의 방향을 논함｣, 문학 23집, 1950.6, 119면.  
297) 김기림, ｢명사와의 독서문답｣, 신가정 2권 10호, 1934.10 (김기림전집 6, 148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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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전문학교 졸업생의 자격298)으로 동북제 에 합격한 그는 다양한 수

업들을 접할 수 있었다. 쇼와 11년(1936년) 동북제  수강편람 중 문과 제5부 

문학전공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공과목으로는 어와 문학이 7 단위, 필수

과목으로는 철학개론 혹은 서양철학사가 한 단위, 문학개론 한 단위, 언어학 한 

단위, 국문학 한 단위, 미학 한 단위, 서양예술사 한 단위, 교육학 한 단위, 제2

외국어 세 단위로 되어 있다. 선택과목으로는 비교문학, 국문학, 지나문학, 독일

문학, 문학, 불문학, 미학특수강의, 동양미술사, 음악론과 음악사, 사학개론, 서

양사, 윤리학,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기독교사, 국어학, 희랍어, 라틴어, 범어

(산스크리트어), 법학 중에서 4 단위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5년 전 쇼와 6년(1931)의 수강편람299)과 비교해 볼 때, 선택과목이었던 철학개

론 혹은 서양철학사, 국문학, 서양예술사, 교육학이 필수과목으로 재편된 것이 

눈에 띤다. 이중에서 서양철학과 서양예술이 필수과목으로 된 것은 납득이 가는 

편성이다. 문학의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학 텍스트에 반 된 서양

철학에 한 기본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문과 졸업생들이 부분 

학교 교원으로 자리를 잡았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교육학을 필수과목으로 지

정한 것도 타당해 보인다. 김기림 역시 일제 말기 동북 제  졸업장을 통해 경

성 교보에 어 교사로 취직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문학이 필수 과목이 된 이

유는 당  시  상황과 결부해 볼 수밖에 없다. 문학 전공자가 국문학(일본문

학)을 필수과목으로 삼았다는 점은 당시 우경화되던 시 상황과 관련이 깊어 보

인다. 더구나 국가의 자본으로 운 되는 제국 학이라면, 정치적 관련성을 무시

할 수 없다.  

  9학기동안 최소 20단위 이상의 수업을 듣고 과목시험에 합격하면, 비로소 학

사취득의 자격이 주어졌다. 김기림은 필기시험과 논문시험 중에서 논문시험을 

택했다. 논문은 매년 12월 20일까지 제출해야 함으로, 김기림은 1938년 12월 20

일까지 리차즈에 관한 논문을 제출했을 것이며, 우수, 좋음(량), 통과(가), 불합격

(불가) 중 위의 세 점수 중 하나를 받고 문학사 학위를 받았을 것이다. 해방 후 

298) 입학 제 2조 2항, “전문학교졸업생중 본학부에 해 적당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東北帝国大学 編, 東北帝国大学一覧. 昭和１１年度, 東
北帝国大学, 昭11至14, p.213. 

299) 東北帝国大学 編, op. cit., p.227. 당시의 필수과목은 어와 문학, 언어학개론, 문학개
론, 미학개론 이상 네 과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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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림이 시의 이해를 저술하고, 학 강단에서 사용할 교재로 문학개론, 
문장론신강을 짧은 시간 안에 펴낼 수 있었던 것도 위의 편람에서 보듯 동북

제 에서 쌓은 교양이 기반이 되었다. 필수과목의 문학개론 수업이 해방 후 문
학개론을 쓸 때 참고가 되었을 것이며, 언어학 수업 역시 문장론신강을 쓰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김학동은 김기림평전에서 “문학개론
과 문장론신강 이외에 미학개론이 있다고 하나, 그 확실한 것은 알 수가 없

다”300)며 미학개론의 유무를 의문시했다. 수강편람의 필수과목 가운데 “미

학”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미학개론 역시 충분히 저술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앞서 김기림이 수학한 니혼 학 전문부 ‘문학예술과’가 ‘미학과’

의 개칭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미학에 한 기본 지식을 이미 충분히 쌓

은 상태 을 것이다. 

  김기림은 동북제 로 떠나기 전 와세다 학에 우선 관심을 가졌다.301) 하지

만 그는 결국 동북제 를 선택했는데, 왜 그가 와세다를 선택하지 않았는지 의

문이 든다. 김기림이 순수하게 문학 연구에 관심이 많았다면, 그는 와세다 

학을 가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당시 일본 문학계에서 동북제 와 와세다 

학을 비교해본다면, 일단 그 규모에서 차이가 났다. 김기림이 동북제 를 졸업

한 1939년을 예로 들어보면, 1939-40년에 개설된 문학 수업의 숫자는 동북제

가 8개에 불과한 반면, 와세다 학에서는 일본의 학을 통틀어 가장 많은 

20개의 강의가 개설되었다. (참고로 동경제 는 두 번째로 많은 17개의 강의가 

개설되었다.) 교수의 수를 볼 때에도, 동북제 는 단지 3명의 교수가 8개의 강의

를 운 한 반면, 와세다 학은 11명의 교수가 20개의 수업을 맡았다. 학부 졸

업생의 수 역시 현저한 차이가 난다. 1939년 동북제 는 김기림을 포함하여 모

두 9명의 문학 학부 졸업생을 배출한다. 그에 반해 와세다 학의 졸업생은 

58명에 이른다.302) 당시 문학의 규모로 보았을 때 와세다 학과 동북제 는 

현격한 차이를 보 다. 

  문학 규모가 와세다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음에도, 김기림이 동북제 를 선

300) 김학동, 김기림평전, 새문사, 2001, 224면. 
301) 김학동, 위의 글, 381면.
302) Notes and News: Lecture on th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in Colleges and 

Universities, 1939-40, 英文学研究 第十九卷 第四, 日本英文學會編,　1939, pp.626-32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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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한 이유로 지도교수와 제자 사이에 흐르는 학문적 친 도를 가정해 볼 수 있

다. 동시 의 모더니즘 이론가 최재서는 지도교수인 사토 기요시의 추천을 받았

기 때문에 경성제  학원과정에서 공부를 지속할 수 있었고, 문학 학술 잡

지에도 논문을 투고할 수 있었으며, 어빙 배빗의 루소와 낭만주의(Rousseau 

and Romanticism, 1919)를 번역한 ル-ソ-と浪漫主義(1939)를 출판할 수 있었

다.303) 그렇다면 김기림의 경우는 어떠할까? 사토 기요시와 최재서가 19세기 낭

만주의 시 연구라는 접점이 있었던 것처럼, 김기림은 지도 교수 던 도이 코우

치와 연구의 접점이 있었을까?

  동경제  문학사 출신인 도이는 1924년 동북제 로 부임하 고, 1927년 文學
序說로 일본의 표적인 문학자로 자리잡았다. 당시 도이는 비평의 방법에 

하여(On the Method of Criticism),  문학의 감각(Sense in English Literature, 

1935), 로렌스(Lawrence, 1936), 셰익스피어(Shakespeare, 1939)를 저술하고, 

1935년에서 1937년까지 일본 문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한편 그는 1937년 1월부

터 3월까지 국에 방문 교수로 “일본 문화와 문명”을 강의하는 등 일본 

문학계의 거두로 활발히 활동한다.304) 그는 1948년 3월에 정년을 맞아 퇴직한 

뒤 명예교수가 된 동북제  문학과의 상징적 존재 다.305) 동경제  문과 

교수 사이토 다케시는 1928년  문학연구에서 도이를 “월터 페이터의 방법

을 가졌으며 철학적으로 훈련되었다”고 언급하면서 동북제 가 있는 센다이를 

흥미롭게도“일본의 에딘버러”로 비유한다.306) 에딘버러 학은 연방의 북부

에 위치한 스코틀랜드에서 상당한 명망을 지닌 학교로, 사이토 다케시는 국의 

에딘버러처럼 일본의 북부에 자리잡은 동북제  문학과를 동경제 와 경도제

 버금가는 문학의 산실로 평가한 것이다. 

303) 최재서는 번역자의 서문에서 배빗의 저서를 알려준 사토 기요시에게 두 번이나 감사를 
표시한다. 특히 “나를 지금에 이르게 한 은사 사토 기요시”라는 목에서, 지도교수와 제
자 사이의 끈끈한 유 감을 읽을 수 있다. “私はこの機会に, 私をして今日あらしめた恩師, 
左藤清先生と, 私の未熟な研究に対していつも快く発表の機会を與えて下さった改造社長山本實
彦氏に対して, 心から感謝の意を表したいと思ふ” 어빙배빗, 최재서 옮김, ｢譯者のことば｣, 
ルーソーと浪漫主意 上, 改造社, 1939, p.6참조.
304) “Note and News: Studies of English Literature in Japan 1936-1940,” 英文学研究 第二

十卷 第四, 日本英文學會編,　1940, 10. p.566, 567, 576.
305) 권 민, 문학, 시 를 말하다, 태학사, 2012, 204면 참조. 
306) Takeshi, Saito. “English Literature in Japan: a Brief Sketch”, 英文学研究, 제 8권, 帝大英
文學會編, 1928, p.354. 



- 118 -

  최재서와 사토 기요시 사이의 접한 관계와 달리, 김기림과 도이 코우치의 

관련성은 잘 포착되지 않는다. 일단 학문적 관심사부터 차이가 있다. 김기림이 

동시 의 비평가에 관심이 많았던 반면, 도이는 이전 세  비평가에 주목했다. 

그는 문학서설(1927)의 ｢近代英文学に於ける批判的精神｣에서 토마스 칼라일, 

매슈 아널드, 존 러스킨, 페이터, 오스카 와일드 순으로 국의 비평사를 해설한

다. 도이는 토마스 칼라일의 이상주의와 페이터의 르네상스를 극찬하는 반면, 

와일드에 이르러서 “칼라일로부터 페이터에 이르 을 때까지, 비평의 진실한 

힘이 있고 기품 있는 진지한 태도를 잃어버리고 천박하고 경솔하게 되었다”307)

며 페이터 이후 등장한 오스카 와일드를 실패한 비평가로 깎아내린다. 하지만 

김기림은 칼라일의 이상주의를 그다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김기림이 ｢
｢노벨｣문학상 수상자의 ｢프로필｣｣에서 ｢로망·로랑｣를 찬미하면서 “그의 웅

은 결코 ｢카알라일｣의 웅은 아니다”308) 라며, 로망 롤랑이 형상화하는 민중

의 웅상과 칼라일의 웅상을 구별하는 것을 볼 때, 칼라일의 귀족주의와 그 

선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기림과 도이 사이에 관통하는 유사성이 있다면, 그것은 비교문학적 관점이

었을 것이다. 동북제  50년사에서 도이교수는 다음과 같이 평가된다.

  문학의 묘미, 문학에 한 태도에 하여 설명하고, 문학의 사회적 배경을 중

시하고 항상 넓은 시야를 취했다. 그래서 그의 문학연구에는 비교문학적 시각

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었다.309)  

도이처럼 김기림의 글에도 비교문학적 관점은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 있다. 김기

림은 한국문학을 바라볼 때 세계란 창을 통해 전반적인 흐름을 인식하려 하

다. 일례로 그는 후기 평론 ｢민족문화의 성격｣(1949.11.3.)에서 “장래할 세계 문

화는 전인류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기초로 한 의식적인 세계사의 문화일 것

이다. 우리 민족문학도 거기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310)라며 세계 문화와 민족

307) 土居光知, 文学序說, p.449. 
308) 김기림, ｢｢｢노벨｣문학상 수상자의 ｢프로필｣｣, 조선일보, 1930.11.22.-12.9(김기림전집

3, 226면에서 재인용)
309) ＂文学の味わい方，文学に対する態度などについて説き，文学の社会的背景を重んじ，常

に広い視野に立っていた.　 したかってその英文学研究には比較文学的見地が相当入ってい
た.＂ 東北大学 編, 東北大学五十年史 下, 仙台: 東北大学, 1960, p.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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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의 상호 관련성을 강조한다. 민족문학을 민족주의 문학과 구별하는 데에서 

배타적 국수주의에 혐오감을 내보이기도 한다. 그에게 민족주의란 “한결같이 

자민족의 민족성의 우수와 민족문화의 우월에 하여 한 환상을 가지고 무비판

하게 감정적으로 기정사실로서 시인하고 달려드는”311) 파시즘으로 귀결된다. 

이 무비판적이고 감정적인 태도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그는 ‘과학하는 정신, 

과학하는 태도, 과학하는 방법’을 들고 나왔던 것이다. 그런 그가 졸업논문의 

상으로 선택한 것은 리차즈(I. A. Richards)의 과학적 시학이었다.

  당시 일본 학에서의 문학은 김윤식이 지적한 것처럼 낭만주의가 세

다.312) 1939년 졸업한 9명의 동북제  문학사(文學士) 졸업생 중 김기림과 후에 

이화여  문과 교수를 역임한 홍유복만이 동시  문인, 즉 낭만주의가 아닌 

시인과 작가를 논문으로 다루었다. 1939년 동북제  문학과 학사 졸업논문 제

목을 일별해 보면 다음과 같다.   

On “Marius the Epicurean”..........................................................................植木鍊之助
I. A. Richard’s Theory of Poetry....................................................................金 起 林
Galsworthy, his Characters in Forsyte Saga and Modern Comedy.............洪 福 柔
Realistic Tendency in Charles Dickens, chiefly in regard

 to “David Copperfield”....................................................................................近藤修吾
Robert Burns......................................................................................................阪田勝三
A Study in Wordsworth’s Prelude...................................................................申 泰 植
The Brontës........................................................................................................趙 淑 鄕
On “Vanity Fair” by W. M. Thackeray.........................................................戶 張 功
On Carlyle’s “Sartor Resartus”...................................................................吉儀彪亮313)

9개의 논문 중 동시  작가를 다룬 논문은 김기림과 홍유복 뿐이다. 향락주의

자 마리우스(Marius the Epicurean, 1885)는 19세기 말의 비평가 월터 페이터(Walter 

Pater)의 글이다. 자전적 소설 데이비드 코퍼필드(David Copperfield, 1850)를 쓴 

310) 김기림, ｢민족문화의 성격｣, ｢서울신문｣, 1949.11.3. 
311) 김기림, 위의 글.
312) “ 시의 주류가 턴, 셰익스피어, 워즈워스, 키츠, 셸리, 바이런 등, 혁명적 낭만주의

에 있다는 제국 학 문학의 본령에 한 강렬한 인식이 새삼 확인되어 인상적이다.” 
김윤식, 최재서의 국민문학과 사토 기요시 교수, 역락, 2009, 183면. 

313) 喜安璡太郎 編, 英語靑年 Vol. LXXX.-No. 11. 東京: 英語靑年社, 1939.3.1, p.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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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디킨스는 빅토리아 시 의 표적 작가로, 김기림은 “｢찰스·딕킨스｣를 ｢
캡틴｣으로 한 국소설의 후진성이 있어 보인다”314) 며 그를 시 와 불화한 뒤

떨어진 작가로 평가했다. 로버트 번즈는 찰스 디킨스보다 더 시기가 앞선 낭만

주의 초기 작가이다. 워즈워드는 표적인 낭만주의 시인이며, 제인 에어, 폭
풍의 언덕을 남긴 브론테 자매는 19세기에 활약했다. 새커리의 허 의 시장
(Vanity Fair, 1848) 역시 19세기 작품이며, 토마스 칼라일의 의상철학(Sartor 

Resartus, 1836) 역시 같은 시  작품이다. 즉, 부분의 논문이 과거의 시인과 작

가을 다루고 있는 데 반해, 김기림과 홍복유 만이 동시  문인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는 김기림이 당시 일본 문학계의 낭만주의 일색의 분위기나 지도 

교수의 취향과는 달리, 자신 만의 학문 세계를 확고히 추구하 음을 보여준다. 

토마스 칼라일이나 월터 페이터, 찰스 디킨스 등 빅토리아 시 의 문필가로 논

문을 쓴 부분의 학생들은 지도 교수의 관심사를 충실히 따랐지만, 시인 겸 비

평가 김기림은 주관을 지니고 리차즈를 연구 상으로 선택하 다. 

  김기림은 리차즈 텍스트를 동북제  입학하기 전부터 접하 다. 1933년 신동

아에 발표한 ｢비평의 재비평｣에서 I. A. 리차즈의 이름이 등장한 것으로 보아, 

리처즈에 한 관심은 유학 시절 이전부터 형성되었다. 리차즈가 엘리엇의 황
무지(1922)를 비평한 문학 비평의 원리(1924)와 시와 과학(1926)을 김기림은 

늦어도 1930년  초에 접했을 것이다. 1929년 아베 토모지는 시와시론 5권의 

서두 에세이 ｢주지적 문학론｣에서 리차즈의 문학비평의 원리(Principle of 

Literary Criticism)의 내용을 인용하 으며, 1930년  문학연구 제 10권에 수록

된 ｢주지파의 스타일관｣(1930)에서 리차즈를 언급하 다.315) 1932년 경도제  

학원생 이양하는 리차즈의 시와 과학을 최초로 일역·출판하며, ｢조선현 시

의 연구｣에서 리차즈와 같이 한국 현 시의 실제 비평을 시도하 다. 최재서 역

시 ｢비평과 과학｣에서 리차즈의 저서 시와 과학(Poetry and Science)를 위주로 

리차즈를 소개하 다.316)  

314) 김기림, ｢소설의 파격｣, 문학 22輯, 1950.5, 126면. 
315) 阿部智二, ｢主知的文学論｣, 詩と詩論V, 春山行夫 編輯, 東京: 厚生閣書店, 1929, p.5. 
아베 토모지는 1932년에 발행한 詩と詩論13권, ｢感性の文学と知性の文学:　最近の英文学に
ついての感性」에서도 리드와 I. A. 리차즈가 심리학과 정신분석을 문학 연구 방법으로 삼은 
사실을 지적한다. 詩と詩論 13, 春山行夫 編輯, 東京: 厚生閣書店, 1932, p.47.　 
316) 이양하와 최재서의 리차즈 소개에 하여 서준섭 ｢김기림의 시비평이론과 ‘시의 사회

학’에 하여｣, 문학극장, 박이정, 2002, 337-4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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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김기림의 문학비평은 잡지의 월평이나 스스로의 창작을 염두하고 쓴 글

이다. 그가 문명 비판적 장시를 쓰기 위해서는 황무지를 평가한 당시 문학

의 본거지 캠브리지 학 교수의 비평을 참조할 필요가 있었다. 리차즈는 김기

림처럼 동시  시인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아리스토텔레스, 롱기누스, 호레이스

를 가끔 언급한 것을 빼면 죽은 시인에게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317) 더구

나 리차즈는 관념과 형이상학을 앞세운 연역의 방법으로 시론을 기술하지 않고, 

철저히 독자의 관점에서 경험적이며 기술적(descriptive)인 귀납적 방법을 사용하

기 때문에, 관념과 형이상학을 한결같이 부정한 김기림의 성향과 일치한다. 

또한, 리차즈의 연구방법은 상당히 “중립적인 스타일”318)을 지닌 것이었기 때

문에 독자의 호불호를 타지 않았다. 김기림이 시작(詩作)에서 기억과 경험을 과

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 끝에 리차즈를 호출한 것은 이런 맥락 

속에 있다. 리차즈가 지닌 동시 성, 경험적이며 기술적(descriptive) 서술, 중립적

인 스타일은 김기림에게 잘 들어맞는다. 그는 졸업논문 ｢I. A. 리차즈의 시학｣(I. 
A. Richard’s Theory of Poetry)319)에서 시를 어떻게 읽고 이해하며 써야하는지 리

차즈를 통해 고민했다. 김기림은 자신의 시을 위해 리차즈의 시론 연구를 필요

로 했다.     

  해방 이후 발표한 문학개론(1947) 역시 같은 선상에 놓여있다. 문학개론은 

문학작품을 어떻게 분석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라기보다는 좋은 문학작품

들을 부분적으로 인용하여 묶어놓은 책이다. 즉 문학 작품을 어떻게 읽어야 할

까라기보다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 묻는 책으로, 정전에 관한 나름의 견해를 드

러낸다. 이처럼 그의 문학관은 급속히 만든 학교재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

317) “And there is little mention of classical authors―occasional words on Aristotle, Longinus, 
and Horace―in Principles of Literary Criticism, Science and Poetry, or Practical Criticism.” 
Russo, John Paul. “Richards and the Classical Tradition”, I. A. Richards Essays in his Honor, 
Edited by Reuben Brower, Helen Vendler, and John Hollander, New York: Oxford UP, 1973, 
p.247.

318) 조안 베넷은 리차즈의 “가치중립적인 스타일”이 지닌 강점에 해 이야기한다. 
“Most of us were, I think, convinced of the superiority of the “neutral style.”” Bennet Joan, 
“How It Strikes a Contemporary,” I. A. Richards Essays in his Honor, Edited by Reuben 
Brower, Helen Vendler, and John Hollander, New York: Oxford UP, 1973, p.47.

319) 일본의 문학학회지인  문학연구와  어청년에는 김기림의 학부 졸업논문이 ｢I. 
A. 리차즈의 시학｣(I. A. Richard’s Theory of Poetry)로 되어 있는 반면, 권 민이 참조한 동북
제국 학 문과회에서 펴낸 월간 학회지 문화(文化)(1939. 4)에 따르면, 김기림의 졸업논문은 
｢심리학과 리차즈｣(Psychology and I. A. Richards)로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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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그는 엘리엇, 오든, 스펜더, 맥니스 등의 시와 조이스, 로렌스, 울프 

등의 소설을 부분 인용하여 창작의 모범을 제시했다. 최재서와 비교해본다면, 

최재서가 평론 ｢죠이스 <젊은 예술가의 초상화>: 藝術의 誕生｣에서 “愛蘭과 같

은 빈곤과 미신과 정치적 파쟁의 나라에서 어떻게 해서 <<유리시즈>>와 같은 

藝術이 탄생되었는가?”320)라는 문제의식에 천착하고 있는 반면, 김기림은 조이

스의 문제의식을 따지기 보단 율리시즈의 기교를 예시한다. 최재서가 문학의 

내용에 집중하고 있다면, 김기림은 문학의 형태에 관심을 갖는다. 

......아아 저몹씨도 낭떨어지는激流 아아 그러고그바다 진홍빛바다 가끔 불길같은 

그화려한저므름 그리고 알라미다園의 無花果나무 그래요 그리구는 그모든 이상

스런 적은 거리와 복사빛과 남빛과 노랑빛집들과 장미園 그러고 쟈스민과 제라

니엄과 캑타쓰園 少女적 내가山속의 꽃이던 지부랄탈 그래요 안달류시아 少女처

럼 머리에 장미를 꽂었을적에 아니 빨간장미를꽂을까요 그래요 그러고 그는 무

아式벽아래서 어떻게 나를 키쓰했던가 나는 다른사내와같이 그도마찬가지로 좋

게생각했지 그러고는 나는그에게눈짓해서 청했지 그래다시청했지 다시청하려고 

그래요......321) 

...O that awful deepdown torrent O and the sea the sea crimson sometimes like fire 

and the glorious sunsets and the figtrees in the Alameda gardens yes and all the 

queer little streets and the pink and blue and yellow houses and the rosegardens and 

the jessamine and geraniums and cactuses and Gibraltar as a girl where I was a 

Flower of the mountain yes when I put the rose in my hair like the Andalusian 

girls used or shall I wear a red yes and how he kissed me under the Moorish wall 

and I thought well as well him as another and then I asked him with my eyes to 

ask again yes and then he asked me would I yes to say yes my mountain flower 

and first I put my arms around him yes and drew him down to me so he could 

feel my breasts all perfume yes and his heart was going like mad and yes I said 

yes I will Yes.322) 

320) 최재서, 최재서 평론집, 221면.
321) 김기림, 문학개론, 38면. 
322) Joyce, James. Ulysses: The Complete and Unabridged Text as Corrected and Reset in 1961, 

New York:　Vintage International Edition, 1990, p.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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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리시즈의 마지막 목인 이 부분은 김기림이 지적했듯이, “아무 句讀點 하나 

없이 계속되면서도 읽는 사람의 숨결에 맞추어 흘러가는 文脈의 유동은 ｢조이

스｣의 문장의 생기와 매력을 남김없이 발휘”323)하는 부분이다. 그 역시 원문처

럼 구두점이 없는 상태로 번역한다. 하지만 김기림의 분석은 여기에서 끝이 난

다. 그에게는 제임스 조이스라는 작가에 관해 혹은 율리시즈가 나온 배경에 관

해 별다른 관심이 없다. 율리시즈의 한 목을 의식의 흐름을 보여주는 예로 

소개할 뿐이다. 이어지는 로렌스의 아들과 연인, 토머스 울프의 시간과 강에 

하여를 소개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다. 작가들의 문체를 예시할 뿐이다. 

  이처럼 김기림의 비평에는 내용보다는 형식이 강조되어 있으며, 논증에 집중

하기 보다는 예술가로서의 감수성이 앞서 있다. 김용권이 “박용철과 정인섭이 

외국문학을 소개하는데 있어 국내 독자의 눈높이를 배려하 다면 김기림

(1908-195?)에게는 그러한 배려가 보이지 않는다”324)라는 지적은 정확하다. 외

국문학 텍스트의 내용과 비평을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독자에게 설명해주는 최

재서와 같은 분석력을 김기림에게 기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김기림의 예술가적 시각을 간과한 채 학문적으로 김기림의 비평을 읽

는다면, 비평할 거리는 무궁무진할 것이다. 그중의 한 예로 장시에 한 김기림

의 비평을 들 수 있다. 일찍이 김기림은 ｢시인으로서의 현실에서의 적극 관심｣
(1936.1)에서 장시의 시 적 요청을 역설한 바 있다.

  현 시에 혁명적 충동을 준 엘리엇의 ｢황무지｣와 최근으로는 스펜더의 ｢비엔

나｣와 같은 시가 모두 장시인 것은 거기에 어떠한 시 적 약속이 있는 것이나 

아닐까. 나는 있다고 생각한다.325)

김기림의 이 주장을 학술적으로 비판하기란 쉽다. 김기림은 “현 문명은 그것

에 적합한 시의 형태로서 차라리 극적 발전이 가능한 장시를 환 하는 필연적 

요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과감한 주장을 펼친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과거에도 

수많은 장시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 그의 주장과 달리, 20세기에 

323) 김기림, 김기림전집 3, 34면. 
324) 김용권, ｢엘리엇 시의 번역-1930년 , 40년 를 중심으로｣, T.S.엘리엇 詩, 한국T.S.엘

리엇 학회 편, 도서출판 동인, 2006, 136면. 
325) 김기림, ｢시인으로서 현실에 적극적 관심｣, 조선일보, 193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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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와서 장시나 장편 소설과 같은 긴 장르들은 길이가 분책되어 권수를 늘리

게 됨으로써 경제적 이익 추구가 강화되었다는 주장도 보인다.326) 김기림에게 

현 의 장시 경향이 시 적 약속이라면, 과거의 위 한 장시들, 예컨  17세기 

튼의 실락원(Paradise Lost), 사무엘 버틀러의 휴디브래스(Hudibras), 18세기 

바이런의 돈 환(Don Juan), 로버트 브라우닝의 반지와 책(The Ring and the 

Book), 윌리엄 모리스의 지상의 낙원(The Early Paradise), 워즈워스의 서곡
(The Prelude), 19세기 존 키츠의 엔디미온(Endymion)이나 셸리의 이슬람교도

의 반역(The Revolt of Islam) 등과 같은 수많은 장시들의 존재는 과연 어떻게 

설명될 것인가?

  문학에서 장시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김기림은 ｢오전의 시론｣(1935)에
서 장시를 “多樣속의統一”327)로 보아 단테의 신곡, 턴의 실낙원, 엘리엇

의 황무지를 표적인 예로 드는 등 장시에 관한 지식을 어느 정도 드러낸다. 

하지만 김기림이 초점을 맞춘 것은 ‘문학사에서의 장시’에 한 지식 그 자

체가 아니라 자신의 문명비판 예술에 ‘ 감’을 줄 수 있는 장시의 기여 다. 

그는 동시 의 장시 황무지와 비엔나를 통해 문명 비판적 장시인 기상도
를 쓸 수 있는 ‘ 감’을 얻었기 때문에, 황무지와 비엔나의 문명 비판적 

요소를 강조하는 것이다. 

  최재서는 기상도를 “사상적 요소가 희박한”시로 평가절하하 다. 그는 

“...메타피지칼 詩의 본질을 ｢사상의 情熱的 把握｣이라고 정의한다면 氏의 詩가 

엄 한 의미의 메타피지칼 詩가 되기엔 배후에 사상적 요소가 희박한 듯 싶

다”328)며, 기상도를 위트(wit)와 기이한 착상(conceit)을 위주로 한 17세기 

국 형이상학파 시의 미달태로 보았다. 최재서가 형이상학파를 인용하여 김기림

과 견주었던 이유는 김기림이 평론에서 수차례 언급하고 최재서 자신도 기상

도의 수법과 유사하다고 본 엘리엇의 황무지를 의식하 기 때문이다.329) 엘

리엇은 평론 ｢형이상학파 시인들｣(The Metaphysical Poets, 1921)에서 17세기 형이

상학파 시인이 오늘날의 모더니즘 시인에게 주는 가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

326) 佐治秀壽, ｢英文学に於ける長篇詩及び小説｣, 英文学研究 第拾卷, 日本英文学会編, 
1930, p.598 참조. 
327) 김기림, 시론, 240면. 
328) 최재서, 문학과 지성, 인문사, 1938, 89면.
329) 최재서, 위의 글, 7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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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인이 철학이나 기타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원한 필요성은 아

니다. 현재 존속하는 이러한 우리의 문명에서는 시인은 틀림없이 난해하게 보일 

것이라고 그것 만은 말할 수 있다. 우리의 문명은 많은 변화성과 복잡성을 내포

하고 있어, 그것이 세련된 감수성에 작용하여 거기에 또한 변화 있고 복잡한 결

과를 나타내고야 말 것이다. 시인은 언어를 구사하여, (필요하다면 순서를 뒤바꾸

어서라도) 의미를 창조하기 위하여, 더욱 함축적이고, 더욱 풍자적이고, 더욱 암

시적이어야 할 것이다...여기에서 우리는, 형이상파적 기상(奇想)과 단히 흡사한 

것을 볼 수 있다. 사실상 그것은 철학시인들이 가졌던 그 형이상학적 기상과 묘

하게도 유사한 방법이며, 의미가 애매한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간결한 어법을 쓰

는 점에서도 그들과 비슷하다.330)

형이상학파 시인의 시어가 함축, 풍자, 암시적이란 설명은 기상도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 엘리엇은 형이상학파 시인의 문명 비판을 높이 평가하여 형이

상학파 시와 자신의 시를 반낭만주의적 고전주의로 계보화했다. 최재서가 형이

상학파의 시학을 언급한데에는 이런 엘리엇의 계보화가 전제되어 있다. 즉, 최

재서는 동시 의 엘리엇뿐만 아니라 17세기 형이상학파를 포함하여 미 고전

주의 시의 계보를 정리한 뒤 이를 김기림과 비교한다. 김기림도 인정하 듯이 

이런 최재서의 자세에서 문학적 지식이 체계적으로 습득되고 소화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331) 하지만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 문학적 지식이 적용될 

수 없다면, 혹은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담은 시를 문학의 미달태로 간주한다

면, 최재서의 지식은 한국 모더니즘 문학과 연관을 맺지 못하고 외부의 시선에 

그치게 된다.  

  기상도의 시적 화자가 진단한 문명에 한 다각적인 함축, 풍자, 암시가 최

재서에게 미 고전주의의 미달태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기상도에서 보이는 

역사의 순환성, 즉 디오니소스적 바다로부터 떠오르는 아폴론적 태양이 상징하

330) T. S.엘리엇, 이창배 옮김, T. S. 엘리엇 문학비평, 동국 학교 출판부, 1999, 323면; 
Eliot, T. S. Selected Essays 1917-1932,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mpany, pp.248-9. 

331) “또한이것은 純全한詩에 한것은아니지만 崔載瑞氏의 때때로 發表한 現代英國文學의 
生新한 理論的 方面의 紹介는 詩壇에도 恒常적지아니한 조흔影響을 미첫다고생각한다. 이
種類의 外國의新文學과 그理論의輸入은 恒常 이땅의文壇을 裨益하는일이크다고생각한
다.”김기림, ｢신춘의 조선문단｣四, 조선일보, 19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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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양가적 함의(antithetical values)는 문학의 지평을 넘어 식민지 조선에게 주

체적인 힘을 불어넣었다. 문학의 기존 텍스트와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하여 
기상도를 평가 절하하는 인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기상도는 형이상학파의 

위트, 엘리엇의 문명 비판뿐만 아니라 보들레르 시에서 드러나는 소외의 문제, 

역사의 순환론적 사유가 뒤섞여 제작된 시이기 때문이다. 송욱 역시 문학의 

정전을 기초로 김기림을 엘리엇과 리차즈에게 향을 받은 것으로 인식하 기 

때문에 엘리엇과 리차즈에 비해 역사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전통과 내면성이 부

재하다는 비판을 내렸다.332) 이 역시 문학 텍스트뿐만 아니라 불문학, 독문학 

텍스트를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예술을 위해 학문을 주체적으로 내면화하는 

‘시인’ 김기림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333) 

  최재서뿐만 아니라 김환태를 통해 김기림 문학의 성격을 생각해 볼 수 있

다. 1939년 일본의 문학 학회지  문학 연구 겨울호를 펴면 낯익은 이름들

이 함께 나온다. 하나는 이 해에 동북제 를 졸업한 김기림이 졸업논문 ｢리차즈

의 시학연구｣(I. A. Richards’ Theory of Poetics)를 썼다는 사실이며, 다른 하나는 

김환태가 이 학회지에 가입했다는 기록이다.334) 구인회 회원이면서도 시와 소

설(1936)등 지면으로는 좀처럼 함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두 문우는 의외로 

일본의 문학 학회지에서 동시에 모습을 드러낸다. 한 명은 일본의 도호쿠에

서, 다른 한 명은 조선의 황해도에서 문학과 뗄 수 없는 관계를 드러내고 있

는 것이다. 1934년 큐슈  문학과 본과를 졸업한 김환태가 1939년에 이르러 
문학 연구에 가입한 사실은 흥미롭다. 최재서와 이양하가 1934년 이미 기고

한 적이 있는 이 학술지에 그는 뒤늦게 가입한다. 김환태가 1939년이 되어서 이 

학회지를 찾은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문학에 한 김환태의 견해를 참조

해보도록 하자. 

332) 송욱, 시학평전, 189면. 
333) 또한, 김기림은 시 7, ｢破船｣(1934)에서 “나는 도모지시인의 흉내를 낼수도없고/빠이론
과같이 지슬수도없고”라며 바이런을 비하하고 있는데, 이 역시 낭만주의 혹은 바이런 연구
자들에게 쉽게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그러나 바이런에 한 전유나 풍자는 바이런 자체에 
한 비판이라기보다는 바이런을 모방하는 당시 식민지 조선 낭만주의 시단을 향한 비판으

로 보는 것이 옳다. 
334) 권 민에 따르면 동북제국 학 문과회에서 펴내는 월간 학회지 문화(1939.4)에는 졸업

논문의 제목이 ｢심리학과 리차즈｣(Psychology and I. A. Richards)로 되어 있다고 한다. 권
민, 문학, 시 를 말하다, 태학사, 2012, 20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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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외국문학을 연구해 온 것은 그 나라 문학에 투 된 그 나라의 문화와 

민족을 이해하는 데도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그 나라 문학의 특질과 발전상을 자

기 나라 문단에다 소개하고, 또 그 연구를 통하여 얻은 지식으로 자기 나라 문학

을 반성하고 비판하여서, 자기 나라 문학의 발전에 패익(稗益)하자는 데 있을 것

이다. 그런데 우리가 외국문단에서 어떠한 향을 받을 때에, 그 가장 건실한 그

리고 속적 향은 그 나라의 전통적인 문학과 중정을 얻은 문학에서 온다. 그

리고 구주문단에서 가장 그 전통에서 일탈함이 적고 중정을 잃지 않은 문학은 

국문학이다. (인용자강조)335)   

김환태는 유럽문학에서 가장 전통에 가까운 문학이 국문학이라는 평가를 내

린다. 하지만 그는 왜 국문학이 유럽문학 가운데 가장 전통에 가까운 문학인

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결국 그의 작품 취향이 문학의 정전에 가깝다는 

의미로, 문학의 기존 정전을 중시하는 그의 관점을 알 수 있다.  

  김환태가 “이 작가요 하고 내세울 수 있을 만큼 어떠한 작가를 골똘히 연구

해 오지는 못했다”336)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학부 논문의 상이었

던 매슈 아널드와 월터 페이터가 그의 문학 세계에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절 적이지 않다. 리차즈의 경험적, 귀납적 시론이 김기림의 시론과 같은 맥락

을 띠고 있는 것과는 달리, 매슈 아널드와 월터 페이터는 문학 비평의 상식적인 

선에서 김환태에게 향을 주는 데 그쳤다. 이는 아널드와 페이터가 이미 학문

적으로 극복된 전 세  비평가라는 점도 한 몫을 한다. 아널드나 페이터 이외에 

김환태가 주목하는 문학 작가는 셰익스피어다. 이런 견해는 역시 전통적인 

문학의 이해방식이다. 김환태는 문학 정전에서 표적인 작가로 셰익스피어를 

꼽음으로써 문학의 기존 정전에 충실한 사실을 드러내었다. 

  전통주의자인 그가 동시 의 모더니즘 미 작가에 보이는 태도는 상당히 조

심스러우며 유보적이다. ｢표현과 기법｣에서 김환태는 T. S. 엘리엇의 개성 소멸

을 “과학의 상태에의 접근이 아니라, 개성의 심화와 확 를 위한 초개성적인 

것의 개성 속에서의 섭취와 그 수단으로서만 용인할 수 있을 뿐”337)이라고 해

석한다. 엘리엇의 ‘전통’이 가진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만, 과학을 시

335) 김환태, ｢외국문학전공의 변｣, 동아일보 1939.11.19. (김환태전집, 문학사상, 1988, 
193면)

336) 김환태, 위의 글, 193면. 
337) 김환태, ｢표현과 기술｣, 시원 1권 4호, 1935.8.1. (김환태전집,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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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립하는 것으로 보는 김환태의 시각은 19세기 미 낭만주의의 시각과 닮

아있다. 김환태가 한국의 모더니스트를 언급하는 부분도 상당히 절제된 어조를 

띤다. “그리고 평론에 있어서는 모더니스트 평론가들이 우리 문단의 몇몇 분에

게 향을 주고 있는 듯하다”338) 라는 표현에서 김환태가 모더니즘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적어도 자기 자신은 엘리엇을 위시한 미 모

더니즘 평론가의 계보와 다르다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는 당

 식민지 조선의 문학 연구의 흐름에 해서도 아쉬움을 덧붙인다. 

  그러나 중정을 얻은 소설문학의 향을 별로 우리 문단에서 찾을 수 없는 것

은 서운한 일이다. 디킨즈나, 킹즐리나, 베네트나, 골즈워디 같은 작가를 좀더 돌

아보아도 우리에게 손실은 없을 것이다.339) 

디킨즈(Charles Dickens), 킹즐리(Charles Kingsley), 베네트(Arnold Bennett), 골즈워

디(John Galsworthy)는 엘리엇과 조이스의 등장(1922) 이전 도덕 및 윤리의식이 

강한 빅토리아조의 작가들이다. 김기림은 “이 해여진 ｢빅토―리안｣의 ｢레인코

―트｣는 어서 버서버려야지. 그래야지.”340)라며 빅토리아 작가들의 시 적 한계

를 언급한다. 김기림에게 빅토리아 작가의 현재적 중요성을 묻는다면 그는 언제

까지나 과거에 머무를 것이냐며 부정할 것이 틀림없다. “｢빅토리아｣조의 시

단을 지배하고 있던 ｢테니슨｣류의 저속한 감상주의”341)를 탈피해야 한다고 주

장했던 김기림에게 빅토리아 시 의 소설 작품 역시 유효하지 않는 낡은 작품

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는 “소설가로는 ｢톨스토이｣에게도 향을 주

었다는 ｢디킨스｣ 등이 있었으나 그리 높은 산맥을 이루지는 못했고, 20세기 들

어와서 삼 작가의 이름을 듣는 ｢웰스｣, ｢버나드 쇼｣, ｢아널드 베넷트｣와 ｢골즈

워디｣의 巨姿가 나타나기는 했어도 낭만파 이후 한번 빼앗긴 구주문학의 왕좌

는 여전히 불란서의 수중에 있었다”342)면서, 세계문학사에서 디킨스, 베넷, 골

즈워디의 위상을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뒷날 시의 이해에서도 “｢리
챠아즈｣도 또한 시작법으로서 ｢빅토리아｣왕조식의 직접적 서술법을 배척하고, 

338) 김환태, ｢외국문학전공의 변｣, (김환태전집, 194면) 
339) 김환태, 위의 글, 194면. 
340) 김기림, ｢연애와 탄석기｣, 삼천리8권 1호, 1936.1, 298면. 
341) 김기림, 문학개론, (김기림전집 3, 93면에서 재인용)
342) 김기림, 문학개론, (김기림전집 3, 54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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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신 암시적 수법을 극력 장려하 던 것이다”343)라며, 빅토리아 시 의 문학

작품이 더 이상 가치가 없음을 분명히 한다. 김환태가 문학 전세 의 기존 정

전에 충실했던 반면, 김기림은 동시 의 문학에 관심을 가졌다. 과거의 문

학은 김기림에게 이미 극복된 낡은 문학이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1930년  후반의 김기림에게 T. S. 엘리엇도 극복되어야 할 과거로 치

부되었다. 그는 ｢오전의 시론｣(1935)에서 높이 평가했던 엘리엇의 황무지
(1922)에 관해 1938년이 되자 “[ 국에서] ｢T. S. 엘리엇｣은 벌써 고전이라고 해

서 읽지 않”344)는다며 당시 스페인 내전으로 활발했던 반파시즘 문학에 주목한

다. 또한, 그는 문학을 절 시하지 않는다. 그가 문학개론의 세계문학 시 항

목에서 읽어야 될 작품으로 뽑은 작품들 가운데 문학 텍스트는 여타 문학에 

비해 우위를 점하지 않는다. 그는 불문학 텍스트로 보들레르, 베를레느, 말라르

메, 발레리의 시집을 꼽고 있으며, 독문학 텍스트로 릴케를 뽑는다. 문학 텍스

트로는 휘트먼, 칼 샌드버그, 예이츠, 타골, 엘리엇을 뽑고 있다. 18세기 이전의 

“세익스피어 소넷”을 더하면 문학 텍스트가 가장 많지만, 그의 선별은 문

학의 기존 정전에 비교할 때 파격적이다. 칼 샌드버그는 문학의 본토라고 할 

수 없는 미국에서 활동한 시인이며, 타골 또한 국의 식민지 인도출신의 시인

으로 문학의 기존 정전에 속해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키츠, 셸리, 바이런 

등 낭만주의 작가를 완전히 제외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김환태가 “시에 있어서

는 키츠, 셸리, 바이런 등 주로 낭만파 시인들의 작품이 우리 시인들에게 유형

무형의 향을 많이 끼쳤다”고 언급하고 있는 반면, 김기림은 이들 시를 읽어

야 할 정전에서 누락한다. 소설과 시에서 김환태가 높게 평가한 빅토리아 시

의 작가들과 낭만주의 시인들을 김기림은 전부 정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빅토리아 시 의 작품은 그에게는 이미 지나간 문예 사조다. 김기림과 김환태는 

같은 문학자이지만, 문학에 한 시각이 천양지차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

준다. 문학이 쌓아올린 기존의 정전을 안정적으로 수용하는 김환태에 비해 김

기림은 과거의 작품을 뒤로 하고 동시 의 작품을 가치화하는 데 열중한다.   

  김기림과 김환태의 가장 첨예한 차이는 ‘장시’에 한 부분이다. 앞서 언급

한 듯이 김기림은 장시에 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남겼다. 

343) 김기림, 시의 이해, 202면.
344) 김기림, ｢현 와 시의 르네상스｣, 朝鮮日報, 193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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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詩는 첫째 形態的으로 短詩와 長詩로 區別된다. 詩는 짧을수록 좋다고할때 포
-는 長詩의 일은 잊어버렸든 것이다. 長詩는 長詩로서의 獨特한 領分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點으로 보아 더 複雜多端하고 屈曲이 많은 現代文明은 그것에 適合
한 詩의 形態로서 차라리 劇的發展이 可能한 長詩를 歡迎하는 必然的要求를 가

지고 있는것처럼 보이기도한다.345) 

김기림은 “복잡하고 굴곡이 많은 현 문명”을 담기엔 단시보다는 장시가 더

욱 시 에 요구된다고 본다. 따라서 시를 짧을수록 좋다고 한 포를 비판한다. 

이에 반해 김환태는 포의 견해를 인용하여 “｢포우｣에 의하면 시의 효과는 우

리의 정신의 고양된 흥분에 있다. 그런데 우리의 정신은 그 심리적 필연성에서 

이런 고양된 흥분을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장시란 있을 수 없는 것이

다”라면서 장시란 장르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여긴다.

  김환태는 문학 텍스트를 기반으로 평론 활동을 했지만, 그는 일본 문단의 

동향도 무시하지 않았다. 그는 “동경문단 명치 연 에 오로지 문학의 향 

밑에 자라난 것은 여간만 다행한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346)면서 메이지 시

기 국문학과 일본문단의 관계에 해 깊은 관심을 보여준다. 국에 유학했던 

나쓰메 소세키의 일련의 작품에 해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반면 김기림

은 김환태에 비해 문학이 일본 문단에 어떤 향을 끼쳤는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문학은 세계적 동시성을 목표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문학은 김기림에게 같은 선상에 선 하나의 지류 다. 

  최재서와 김환태의 문학과 김기림 문학의 결정적인 차이는 최재서와 김

환태가 문학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실증주의 자세를 고수했다면, 김기림은 

문학을 절 시하지 않고 식민지 조선 문학이란 토양을 위한 비료로 문학 텍

스트를 해석하 다는 점이다. 김기림의 문학 연구는 일본 문학계의 분위기 

및 흐름과 무관하게 ‘직수입’한 미 텍스트를 독창적으로 해석한 산물로, 그

의 예술을 형상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 표적인 예가 예이

츠의 후기 시 ｢비잔티움으로의 항해｣의 한 부분을 인용하여 당시 세 논쟁의 

도구로 적절히 활용한 일이다. 일본 문학계가 1953년에 본격적으로 다룬 이 

345) 김기림, 시론, 140면.
346) 김환태, ｢외국문학 전공의 변｣, 동아일보, 193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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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김기림은 1939년에 인용하여 세  간의 갈등이 단지 조선뿐만 아니라 아

일랜드 등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문제임을 명확히 한다. 조선 시단은 선배 

시인의 경륜을 따라 1920년  센티멘탈 낭만주의로의 회귀할 것이 아니라, 1930

년  중반의 모더니즘으로부터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1.2. 김기림과 모더니즘의 역사적 위치: 30년  말 문단의 세 논쟁

  문단의 세 론은 약자인 신세 가 기성세 의 헤게모니에 저항하기 위한 전

략적 투쟁으로, 기성세 는 두 가지 방식으로 신세 론에 응한다. 하나는 이

들의 비판에 정면으로 맞 응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자기 세 의 가치를 강

조함으로써 신세 의 비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30년  활동한 비평가 중 崔載
瑞와 林和가 신세 의 수준 미달을 거론하고 나섰던 반면, 金起林은 젊은 세

의 비판을 무시하는 방법을 택한다.347) 그는 1939년에 제출된 ｢모더니즘의歷史
的位置｣에서 “무슨 意味로던지 ｢모더니즘｣으로부터의 發展이 아니면 아니된

다”348)라고 결론을 내림으로써, 1935년 ｢오전의 시론｣에서 외쳤던 모더니즘, 즉 

흄과 엘리엇의 고전주의에다 문명비판을 가미한 詩의 명맥을 유지하려 하 다.

  모더니즘의 명맥을 유지시켜 신세 론의 예봉을 차단하려는 평론 ｢모더니즘

의歷史的位置｣에서 그는 ‘1930년 ’를 배경으로 한 모더니즘 詩壇과 그 이전

의 1920년  詩壇을 구분한다. 그 기준은 센티멘탈리즘의 유무이다. 20년 의 

詩를 식민지적 감정이 가득 찬 센티멘탈의 詩로, 30년 의 詩를 식민지적 감정

에서 벗어난 명랑한 모더니즘 詩로 구분하여 40년  벽두의 신세 론자에게 그

들의 패러다임을 이끄는 문예 사조가 무엇인지를 은연중에 질문하는 것이다. 이

는 과연 모더니즘을 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을 지닌 詩는 무엇인지 신세

들에 묻는 함의를 지닌다. 즉, 그는 林和, 崔載瑞와 같이 신세 들의 결핍된 교

양과 지성을 인지하면서도, 본인 세 의 가치를 지속시킴으로써 신세 의 문제

점을 지적하고 있다. 

  金起林의 의도 속에서 표적이 된 문인은 金起林처럼 시인이며 비평가로 활동

한 1920년 의 金億이었다. 하지만 金起林은 선배 시인이자 비평가인 金億을 직

347) 崔載瑞, ｢신세 론｣, 조선일보, 1939.7.6-7.; 林和, ｢시단의 신세 ｣, 조선일보, 1939. 
8.18-26.

348) 金起林, ｢모더니즘의歷史的位置｣, 人文評論 創刊號, 1939. 10,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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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비판하는 일은 자제한다. 신 金億이 활발히 수용한 예이츠의 초기 詩를 통

해 金億의 문제점을 암시한다. 예이츠의 초기 詩와 金億의 예이츠 飜譯을 센티

멘탈리즘으로 한데 묶어 극복해야할 과거로 치부한다. 상 적으로 체계적인 문

학교육을 받지 못했던 20년  문인들과는 달리 1939년의 金起林은 그가 동북제

국 학에서 배운 I. A. 리차즈의 고전주의 詩論을 활용하여 낭만주의의 센티멘

탈리즘을 비판하 다.  

  세 논쟁을 처음으로 소개한 연구자는 白鐵이다. 그는 ｢世代論과 純粹論의 意
義｣에서 金東里, 金鐘漢 등 新人의 純粹論을 소개하면서 “一九三九年을 전후한 

수년간에 걸쳐서 문단경향은 다분히 기교론에 기울어진 순문학주의로 넘어서고 

있”349)다고 설명한다. 그는 일제 말기 시 적 정세가 순수문학을 이끌었다고 

이해한다. 白鐵에 이어 金允植은 金東里, 金鐘漢 등의 신인 문예가가 文章의 

鄭芝溶, 李泰俊의 복고적 조선주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新人
群이 전위적이 못 되고 오히려 30代의 ｢人文評論｣派가 전위적, 시 적이었음은 

아이러니컬한 일이며, 이 점이 세 논의의 한 특성이기도 하다”350)고 평가한다. 

김윤식은 世代論爭을 崔載瑞, 金起林 등의 人文評論派와 鄭芝溶, 李泰俊의 
文章派파의 결로 보고 있는데, 金起林은 文章의 ｢신춘좌담회｣(1940)에 참석

하며, ｢東洋에關한斷章｣(1941. 4)과 같은 주요 평론을 文章에 발표하 기 때문

에 저자의 시각과 맞지 않는 부분이 보인다. 최근의 연구로 高奉準은 中日戰爭 
이후부터 모더니즘의 향력은 꾸준하게 감소하는 추세 기에 “모더니스트(김

기림과 최재서), 구 카프계의 연합체 던 인문평론은 주조 변화를 성찰하고 

안적인 이념을 모색해야 한다는 비평계의 위기감을 상징한다”351)고 주장한

다. 선행 연구자들은 人文評論 對 文章의 구도처럼 金起林과 ｢모더니즘의歷
史的位置｣를 이해하는데 주로 문단관계에 주안점을 두었다.

  ｢모더니즘의歷史的位置｣가 지닌 세 론의 함의를 金起林 작가론의 시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글의 본문에서는 金起林이 예이츠를 통해 세 론을 어

떻게 문제시했는지를 살펴보려한다. 나아가 20년  예이츠 初期 詩의 성격을 검

토하여, 金起林이 예이츠와 金億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이유를 논증해 보려 한

349) 白鐵, 新文學思潮史, 신구문화사, 1983, 478면.
350) 金允植, 韓國近代文藝批評史硏究, 一志社, 1985, 350면.
351) 高奉準, ｢일제말기 신세 론 연구｣, 우리어문연구 36집, 우리어문학회, 2010.1.30, 52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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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金起林이 비판한 센티멘탈리즘을 金起林 개인의 삶과 관련지어 살펴 

볼 것이다. 센티멘탈리즘에 한 金起林의 양가적 태도는 비평가로서 또한 한 

개인으로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申範淳은 “1920년  시들 중에서 죽음과 슬픔에 해 노래한 많은 시들이 

사실은 현실에서 패퇴한 자아의 식민지적 감정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닌지 생각

해보아야 할 것이다”352)라고 提言했다. 그의 문제의식은 사실상 金起林의 문제

의식을 계승한 것으로, 金起林은 예이츠 초기 詩 수용이 “식민지적 감정”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확신했다. 金起林은 예이츠 초기 詩의 부정적인 면을 간파

하고, 명랑이란 키워드로 센티멘탈리즘을 넘어서려 했다. 

  

1.3. ｢비잔티움으로의 항해｣에 나타난 世代차이 모티프

  金起林은 1939년 ｢모더니즘의歷史的位置｣에서 예이츠의 후기 詩353)로 서두를 

시작한다.  

여기는 늙은이들의 나라가아니다.

젊은이는 서로서로 팔을끼고

새들은 나무 숲에―

물러가는 世代는 저들의노래에 醉하며― (인용자강조)354)

That is no country for old men. The young

In one another's arms, birds in the trees,

- Those dying generations - at their song, (my emphasis)355)

352) 申範淳, ｢문학적 언어에서 가면과 축제｣, 언어와 진실, 국학자료원, 2003, 216면. 
353) 예이츠의 시(詩) 분류에 해 헬렌 벤들러(Helen Vendler)는 54년에 걸친 예이츠의 작품 

활동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후기를 세계 1차 전 이후인 1920-39년으로 보았다. 
Vendler, Helen. “The Later Poetry,” The Cambridge Companion to W. B. Yeats, Edited by 
Marjorie Howes and John Kelly, Cambridge: Cambridge UP, 2006, p.77. 하지만 이 글은 金起
林의 분류에 따라 예이츠시를 초기 詩와 후기 詩로 나누고, 詩集 탑(The Tower, 1928)에 
수록된 시부터 예이츠의 후기 시로 본다. 金起林, ｢시인의 세 적 한계｣, 조선일보, 
1940.4.23.   

354) 金起林, ｢모더니즘의歷史的位置｣, 인문평론 창간호, 1939. 10, p.80.
355) Yeats, W. B. The Collected Poems of W. B. Yeats, Edited by Richard J. Finneran, Scribner 
Paperback Poetry, 1996, p.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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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은 예이츠(William Butler Yeats)(1865-1939)의 후기 詩集 탑(The 

Tower)(1928)에 수록된 ｢비잔티움으로의 항해｣(Sailing to Byzantium)(1926)을 金起
林이 부분 초역356)한 것이다. 金起林은 조선 시단을 통시적으로 진단한 ｢모더니

즘의歷史的位置｣(1939)의 서두에 이 詩의 첫 3행을 배치해 놓는다. 

  金起林은 예이츠의 原詩를 다소 자의적으로 飜譯한다. 原詩의 3행이 譯詩에서 

4행으로 배열되었으며, 내용상의 변화도 감지된다. 그는 原詩의 3행 “dying”의 

飜譯어로 “죽어가는” 신 “물러가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原詩의 1행 

“저기”인 “That”을 “여기”로 飜譯한다. “저기”(That)은 심리적 거리감을 

주는 代名詞로 이 詩에서 시적 화자가 노래하고 있는 장소를 암시한다. 시적 화

자는 “젊은이”들이 “서로서로 팔을끼고”, 스스로의“노래에 醉한” 아일랜

드를 떠나 목적지인 비잔티움을 향해 항해 중이다. 늙은 예이츠가 꿈꾸는 비잔

티움은 유스티니아누스 제(Justinian the Great) 재위(527-565) 시절, 구한 예

술세계가 꽃핀 곳으로 시간이 멈춘 곳이다.357) 흄(T. E. Hulme)은 ｢고전주의와 

낭만주의｣(Classicism and Romanticism, 1911/12)에서 비잔틴 예술의 고전주의가 

지닌 ‘불멸성’을 르네상스의 낭만적 예술이 지닌 ‘필멸성’과 조한 바 있

다. 비잔티움은 늙은 예이츠에게 원한 불로장생을 제공하는 장소이다.358)

  늙은 예이츠는 아일랜드의 젊은이들에게 질투와 시기를 표출한다. 젊은이들을 

“죽어가는 세 ”(dying generation)으로 은유하여, 지금은 비록 젊음을 뽐내지만 

그들 역시 必滅의 존재임을 암시한다. 그리고 그는 홀로 시간이 멈춘 곳인 비잔

티움으로 향한다. 자신의 늙음을 멈추기 위한 여행인 것이다. 1행의 시어 “저

356) 金起林의 飜譯은 비록 첫 3행에 국한되었지만, 이 詩를 1939년에 소개했다는 사실에서 
동시 적 보편성을 향한 그의 집념을 인식하게 된다. 문 텍스트를 직접 수용하고 평가
함으로써 20년  중역을 통해 이루어진 예이츠 수용의 수준을 한 단계 높 다. 일본에서 
이 詩의 초역과 비평은 1953년에 이르러 이루어졌다. 安藤一郎·高村勝治, ｢W. B. Yeats｣
(現代詩合評), 英語靑年 제99권 제9호, 1953. 9.1. pp.416-19.

357) Jeffares, Norman A. New Commentary on the Poems of W. B. Yeats, Stanford: Stanford UP, 
1984, p.212, p.215. 예이츠가 ｢비잔티움으로의 항해｣(Sailing to Byzantium)에서 “나를 원의 
인공물 속으로 거두어 주소서”(gather me into the artifice of eternity)라고 형상화한 비잔티움
의 역사적 시기는 유스티니아누스 제(Justinian) 재위 당시 성 소피아 성당이 건설되기 직전
의 시기이다.
358) 예이츠의 시에서 흄(T. E. Hulme)이 정의한 고전주의 비잔틴 예술이 표적으로 형상화
된 시는 비잔티움을 소재로 한 두 작품일 것이다: ｢비잔티움으로의 항해｣(Sailing to 
Byzantium, 1926), ｢비잔티움｣(Byzantium,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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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That)에서는 아일랜드와 자신 사이의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아일랜드의 

젊은이에게 갖는 늙은 예이츠의 심리적 거리감도 암시된다. 金起林은 왜 이 詩
의 앞부분을 식민지 조선 시문단의 모더니즘의 역사를 서술한 ｢모더니즘의歷史
的位置｣의 서두에 놓고 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왜 原詩의 “죽어가

는 세 ”를 “물러가는 세 ”로, “저기”를 “여기”로, “노래부르고”를 

“노래에 醉하며”로 飜譯한 것일까? 

  金起林은 ｢모더니즘의歷史的位置｣의 본문에서 예이츠의 詩集중 後期 詩集 
탑(The Tower, 1928)이 아닌 初期 詩集 갈  속의 바람(The Wind Among the 

Reeds, 1899)을 언급하며 갈  속의 바람이 1920년  한국 시단에 끼친 부정

적인 면을 강조한다. 

  隱遁的인 回想的인 感傷的인 東洋人은 새文明의 開花를 日前에 기다리면서도 

오히려 그 心中에는 허무러저가는 낡은 東洋에 한 哀愁를 길르면서 있었다. 愛
蘭의 黃昏과 十九世紀의 黃昏이 이상스럽게도 重複된곳에 ｢예―츠｣의 ｢갈 속의

바람｣의 魅力이 생긴것처럼 우리 新詩의 黎明期는 나면서 부터도 黃昏의노래를 

배운세음이다. (인용자강조)359)

金起林은 예이츠를 통해 “우리 新詩의 黎明期”인 1920년 의 한국 시단을 우

회적으로 비판한다. “隱遁的인 回想的인 感傷的인 東洋人”이 아일랜드의 시인 

예이츠에게 배운 것은 “愛蘭의 黃昏과 十九世紀의 黃昏”에서 배태된 “黃昏
의 노래” 다는 것이다. 金起林은 “黃昏의 노래”를 극복해야 할 센티멘탈 로

맨티시즘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그 자리는 오전의 시론, 새벽의 생리가 신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잊혀가는 것에 한 안타까움, 즉 “哀愁”의 마음은 

金起林에게 극복해야 할 감정으로, 애수를 극복하는 ‘명랑’한 마음이 1920년

와 구분되는 1930년  시단에 필요하다고 본다. 

  金起林은 태양의 풍속 序文 ｢어떤 친한 <시의 벗>에게｣(1934.10.15)에서 보

이듯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려 했다. 새로운 시 가 요구하는 시인이 자신이 되

기를 바랬다. 새벽과 아침을 활용한 그의 시어 반복은 앞날에 한 희망으로 불

타는 그의 신념을 확인하게 해 준다. 하지만 金起林의 모든 텍스트가 앞날에 

한 희망을 형상화한 것은 아니다. 金起林은 수필 ｢전원일기의 일절｣(1933)에서 

359) 金起林, 위의 글,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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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티멘탈을 긍정적으로 인식한 바 있다.360) 

  十月 그뭄께로붙어 三月초승까지의 사이에 汽車를 타고 여기를 지나는 사람들

은 가끔 작난심한 눈포래들의 ｢交通妨害事件｣을 目擊하오. 여름에 여기를 지낫더

니 沿線마다 防雪林이라는 흰 木牌를 붙인 어린 아카시아 수풀들이 보 오. 이 ｢
센티멘탈｣한 작은 나무의 種族들은 이윽고 겨을이 오면 山ㅅ발을 넘어들어오는 

눈포래의 襲擊에 하여 武裝하도록 訓練을받고있오. 철모르는 사랑스러운 新入兵
―(인용자강조)361)

그의 비평에서 “센티멘탈”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짙지만, “작은 나무의 種族
들”을 수식하는 “｢센티멘탈｣”은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다. “작은 나무”를 

“철모르는 사랑스러운 新入兵”으로 비유한 것으로 볼 때, 金起林에게 “센티

멘탈”은 항상 부정적인 의미만은 아니었다. 

  그는 1939년 3월 東北帝大를 졸업하여 李敭河, 崔載瑞, 金煥泰 등 동료 비평

가들보다 한발 늦게 文學士를 취득한 뒤, ｢바다와 나비｣(1939. 4)나 ｢공동묘지｣
(1939. 10), ｢못｣(1941. 2) 등의 詩를 발표한다. 이들 詩에서 시적 화자의 감정은 

태양의 풍속의 이미지즘(imagism) 계열의 初期 詩처럼 절제되어 있는 것이 사

실이지만, 감정이 전혀 형상화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고전주의 경향의 詩에

서도 감정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金起林이 주장하는 “명랑”362) 역시 감

정의 일종이되 건강한 감정인 반면, 金起林이 비판한 센티멘탈 로맨티시즘은 

“명랑”한 감정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다. 

그러면 너는 나와 함께, 魚族과 같이 新鮮하고 

旗빨과 같이 活潑하고 표범과 같이 大膽하고 바다와 같이 明朗하고 

仙人掌과 같이 健剛한 太陽의 風俗을 배우자. 

360) 센티멘탈 로맨티시즘이 金起林의 문학론과 수필에서 나타난 차이에 해서는 申範淳
(1998), ｢1930년  모더니즘에서 ‘작은자아’와 군중, ‘기술’의 의미-金起林 시론의 전위
적 요소｣, 한국현 시의 퇴폐와 작은 주체, 신구문화사, pp.95-115 참조. 센티멘탈 로맨티
시즘이 金起林의 시와 시론에서 나타난 차이에 해서는 曺永福(2004), 문학으로 돌아가다, 
새미, 2004, 213면 참조.  
361) 金起林, 바다와 육체, 평범사, 1948, 114면.
362) “明朗한 展望아래 感受하던 오늘의 文明,” 金起林, ｢모더니즘의歷史的位置｣, 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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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김기림은 ｢어떤 친한 시의 벗에게｣(1934.10.15.)에서 “바다와 같이 명랑

하고”라며, 바다로부터 명랑의 속성을 이끌어 냈다. 그는 수필 ｢여행｣에서 산

과 바다를 각각 아폴론적 세계관과 디오니소스적 세계관으로 은유하 고, 아폴

론적 세계관보다 디오니소스적 세계관을 좀 더 선호한다고 고백했다. 바다와 같

은 명랑함은 디오니소스적 세계관이 주는 예술의 힘이다. 명랑은 비극적 현실을 

딛고 긍정적으로 바로 보는 힘으로, 비극적 현실과 비극의 극복 사이의 이상적 

비약을 소거한다. 명랑은 이상주의적 태도에 반하여 비극적 현실을 이겨나가는 

태도 그 자체를 의미하여, 이런 명랑한 감정이 나타나지 않은 시를 김기림은 센

티멘탈 로맨티시즘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김기림은 예이츠의 초기 시에 비판적이었다. 예이츠의 초기 시가 명랑한 감정

을 결여하여 “역사적 현실에 하여 퇴각하는 자세를 보이는 문학”363)을 보

다고 주장한다. 그런 예이츠에 합한 한국 시단의 센티멘탈리즘에 그가 비판적

인 것은 당연했다. 식민지 시기, 미 시인들 가운데 가장 많이 飜譯된 시인은 

예이츠 는데, 1920년  동안 17편364)에 이르는 예이츠 詩 飜譯은 1923년 예이

츠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1913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노벨문

학상을 수상한 타고르의 詩集 기탄잘리 서문을 예이츠가 쓴 것(1912. 9)이 동

아시아 문인들에게 불러온 파급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벨문학상

을 예이츠 詩 인기의 모든 척도로 돌릴 수만은 없어 보인다. 메이지 말기부터 

日本에서 예이츠 作品 飜譯이 활발히 이루어져 初期에는 戱曲을 중심으로, 그 

후에는 詩가 부분 飜譯되었다.365)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은 日譯을 참조하여 

예이츠 詩를 받아들일 수 있었겠지만, 金起林은 선배들의 예이츠 詩 수용이 日
譯을 매개로 한 수동적인 重譯이 아니라 스스로의 문제의식에서 발로된 飜譯으

로 보고 있다. 예이츠의 初期 詩와 20년  詩壇 사이의 공명은 검토될 필요가 

있다.  

1.4. 1920년  예이츠의 초기 시 수용 양상

363) 金起林, ｢모더니즘의歷史的位置｣, 82면.
364) 金秉喆, 한국근 번역문학사연구, 을유문화사, 1988, 714면 참조. 
365) 일본에서의 예이츠 수용은 희곡 중심으로 시작되다가 시로 옮겨갔는데, 이 논문에서는 

애란부흥운동과 결부된 예이츠의 희곡 수용은 논의하지 않는다. 예이츠 희곡의 표적인 
수용의 예로는 W. B. Yeats, ｢ケアスリィン，二ィ，フゥリィハアン｣, 細田枯萍 訳, 近代
劇十篇, 東京: 敬文館, 1914, pp.327~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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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속의 바람에 수록된 詩 가운데 식민지 시기 가장 많이 번역된 작품은 

“He Wishes for the Cloths of Heaven”이다. 이 작품은 ｢모더니즘의歷史的位置｣
가 발표된 1939년 이전, 金億(1918, 1921), 卞榮魯(1923), 朴龍喆(1930)에 의해 飜
譯되었다.366)

 (1921) 

만일에 내가 光明의

黃金과 白金으로 아내인

하늘의 繡노흔옷,

날과밤의 는 저녁의

프르름바 어스렷함, 그리하고 어둡음의

물들인 옷을 가젓슬지면,

그 의 발아레에 페노흐런만,

아々 나는 가난하야 所有란 밧게 업노라,

그 의 발아레에 내을 페노니,

내우를 밟으실랴거든,

그 여, 곱게도 가만히 밟으라.367)

 天의織物 (1923)

  내가, 萬一, 金빗과, 銀빗으로, 짜여

진 하늘의 繡노흔 織物만 가젓슬 것

가트면─

  藍色과, 灰色과, 深色으로된, 밤

(夜)의, 日光의, 黃昏의 織物만 가젓

슬것가트면─

  나는 欣然히 그것들을 너의 발미

테다가 피여노흐리라.

366) 동시 의 日譯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山宮允　訳, ｢天津み空の刺縫布｣, 現代英詩
鈔, 東京: 有朋館書店, 1917, p.119.; 金杉恒弥 訳, ｢天國の繡衣を欲りす｣, イエイツ詩抄
，東京: 啓明閣, 1928, pp.82-3.; 尾島庄太郎 訳, ｢かれ無縫衣をもとむ｣, 薄昏薔薇: 詩集, 
東京: 泰文社, 1928, pp.105~6. 

367) 金億, 오뇌의 무도, 조선도서주식회사, 1921,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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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나는 가난하다, 가진게라

구는 나의밧게는 업다,

  어찌할수업시 나는 나의을

네 발미테 펴놋노니,

  가마니살밟아다구, 을밟음인즉.368)

하날의 옷감 (1930)

내가 금과 은의 밝은 빛을 넣어짜은

하날의 수놓은 옷감을 가졌으면,

밤과 밟음과 어슨밝음의

푸르고 흐리고 검은 옷감이 내게 있으면

그  발아래 깔아 드리련

마는, 가난한내라, 내꿈이 있을뿐이여,

그 발아래 이꿈을 깔아 드리노니

삽분이 밟고가시라 그  내꿈을 밟고가시느니.369)

He wishes for the Clothes of Heaven370) (1899)

Had I the heaven’s embroidered cloths,                               1

Enwrought with golden and silver light,

The blue and the dim and the dark cloths

Of night and light and the half-light,

I would spread the cloths under your feet:                            5 

But I, being poor, have only my dreams;

I have spread my dreams under your feet;

Tread softly because you tread on my dreams.(my emphasis)371)   

  우선 제목이 각양각색이다. 金億은 제목 “He wishes for the Cloths of 

Heaven” 중  동사 “wishes”에 초점을 두어서 “꿈”으로, 卞榮魯와 朴龍喆은 

詩의 소재에 중점을 두어서 각각 “천의 직물”, “하날의 옷감”으로 飜譯했

368) 卞榮魯, 동명 제 2권 제 23호, 1923, p.18.   
369) 朴龍喆, 시문학 제 2호, 1930. 5, pp.34~5. 
370) 1899년 처음 발표되었을 때의 제목은 “Aedh wishes for the Cloths of Heaven”이었다. 
371) Yeats, op. cit.,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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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loths”를 “직물”과 “옷감”으로 다르게 飜譯한 점이 이채롭다. 이 詩
의 중요한 점은 마지막 행의 “softly”를 어떻게 飜譯할 것인가 인데, 飜譯者들

은 “softly”의 飜譯에서도 제각기 차이를 보 다. 金億은 “곱게도 가만히”로, 

卞榮魯는 “가마니살”, 朴龍喆은 “삽분이”로 飜譯한다. 세 飜譯 모두 의미

가 통하지만, 그중에서도 朴龍喆이 “삽분이”로 飜譯한 것이 주목된다. 

  朴龍喆은 이 詩를 1930년에 飜譯했는데, 金素月의 詩 ｢진달래꽃｣(1925)은 예이

츠의 이 詩에 향을 받은 것으로 의심된 바 있다.372) ｢진달래꽃｣의 詩的 自我
는 3연에서 떠나는 님에게 “삽분히즈려밟고 가시옵소서”373)라고 표현한다. 朴
龍喆의 “삽분이” 飜譯은 金素月의 ｢진달래꽃｣에서 감을 받은 것으로 여겨

진다. “tread”의 飜譯에서도 金億과 卞榮魯가 “tread”를“밟으라”,“밟아다

구”로 飜譯하여 原詩에 충실한 면을 보이는 반면, 朴龍喆은 “밟고가시라”로 

의역한다. 이 飜譯 역시 ｢진달래꽃｣의 “밟고 가시옵소서”374)에서 연유한 것으

로 보인다.

  세 翻譯家 중 1920년 의 시단에서 갈  속의 바람에 실린 詩를 가장 많이 

飜譯한 翻譯家는 金億이다. 식민지 시기 총 飜譯된 34편의 예이츠 飜譯 중에 金
億은 예이츠의 詩를 13편 飜譯하 고 그 중 갈  속의 바람에 수록된 詩는 6

편이다.375) 앞서 설명한 “He wishes for the Cloths of Heaven”뿐만 아니라, “The 

Lover tells of the Rose in his Heart”, “The Lover mourns for the Loss of Love”, 

“The Lover pleads with his Friend for Old Friends”, “The Moods”, “Into the 

Twilight”까지 모두 여섯 편을 金億은 飜譯詩集 오뇌의 무도(1921)와 문학동인

지  (1924)에서 飜譯하 다. 

  金億이 飜譯한 갈  속의 바람의 詩 여섯 편 중 詩作의 정서를 노래한 

“The Moods”와 아일랜드 정서를 그려낸 “Into the Twilight”을 제외하면 나

머지 네 편은 모두 戀詩이다. 예이츠의 戀詩를 주로 飜譯한 金億은 평론 ｢이예

츠의戀愛詩｣에서 “사랑의 恍惚과 함 忘我的詩美를 노래하엿다는것보다도 압

흐로 생길哀愁를 그윽히설어한 것이 이예츠의사랑을노래한詩歌의情謂이며, 그ᄯ

372) 이 걸,  미시와 한국시II, 한신문화사, 1999, pp.176-209. 
373) 金素月, 진달래꽃, 매문사, 1925, p.190.  
374) 위의 책, p.190.
375) Crossways(1889)飜譯이 두 편, The Rose(1893)飜譯이 한 편, The Wind Among the 
Reeds(1899)飜譯이 여섯 편, In the Seven Woods(1904)飜譯이 한 편, The Green Helmet and 
Other Poems(1910)이 두 편, The Wild Swans at Coole(1919)의 飜譯이 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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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이라며, 예이츠 戀愛詩의 본질을 “哀愁”로 평가한다. 하지만 “哀愁”는 

金起林이 예이츠의 初期 詩를 부정한 센티멘탈 로맨티시즘의 한 종류가 된다. 

그는 ｢東洋人｣에서 “우리의 感情은 ｢T. S. 엘리엇트｣의 詩보다도 ｢예―츠｣의 

울음소리에 얼마나 신통하게도 適應하냐?”377)라며 “機會있는 로 知性을 高調
하고 ｢쎈티멘리즘｣을 排擊”378)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戀詩처럼 감정이 지

성보다 앞선 詩를 거부했다. 

  

1.5. 戀愛를 바라보는 양가감정

  金起林의 詩 중에서 戀詩는 거의 없다. 詩集 태양의 풍속(1939)에 수록된 ｢
離別｣(1933.3)은 제목 때문에 연애를 형상화한 詩라는 인상을 주지만, 실제 詩의 

주제는 남녀 간의 애정과 거리가 멀다. ｢離別｣의 시적 화자는 연애감정을 노래

하기보다 시든 튤립을 매개로 스스로의 센티멘탈리즘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이

를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때늦은 ｢튜-립｣의花盆이

시드는 窓머리에서

女子의얼굴이 돌아서 느껴운다.

나의마음의 설음우에 쌓이는 물방울.

나의마음의 쟁반을 넘처흐르는 물방울.

이윽고 내가 巴里에 도착하면

네 눈물이남긴 그따뜻한斑點은

나의外套짜락에서 응당말러버릴테지?379)

유리창 앞 화분의 시든 튤립은 시적 화자에게 뒤돌아 우는 여인을 떠올리게 하

여 詩作의 자극을 주었다. 시적 화자는 눈물로 은유된 물방울로 센티멘탈의 감

376) 金億, 조선문단 10, 1925. 7.(朴庚守 編, 岸曙金億全集 5, 322면에서 재인용)
377) 金起林, ｢동양인｣, 시론 228면. 
378) 위의 글, 229면. 
379) 金起林, 太陽의風俗, 학예사, 1939, 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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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노출한다. 하지만, 그의 詩作이 “巴里”로 은유된 ‘예술의 완성’에 도

달할 때, ‘斑點’처럼 들러붙는 센티멘탈의 감정과 비로소 ‘離別’할 수 있다

고 시적 화자는 믿는다. 친우 李箱에게 파리가 예술이 완성된 곳이었던 것처럼, 

김기림 역시 센티멘탈리즘을 체할 것으로 마리탱, 콕토 등 지성을 가미한 당

 프랑스 미학에 관심을 보인다.380) 제목‘離別’은 戀人과의 離別이 아닌 센

티멘탈리즘을 향한 애착을 스스로 떠나보내는 일이다.381) 

  詩 ｢離別｣처럼 “여자”, “아내”, “여보”란 詩語가 활용되는 ｢가거라 새

로운 생활로｣, ｢들은 우리를 부르오｣, ｢유리窓｣ 역시 이들 詩語를 근거로 하여 

戀詩로 읽는다면 詩를 오독하게 된다. 金起林 텍스트에 흐르는 양가성은 낭만적 

戀愛詩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가 女性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양가적이다.382) 

그는 女性을 연애 상으로서의 女性인 ‘모던걸’과 가족의 일원인 ‘부인’으

로 이원화하여 구분한다. 결혼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이러한 분류에서 그는 30

년  사회 신여성에 해 정복하려는 욕구와 거부당할 두려움을 동시에 표출하

고 있다. 

그것은 지난 여름이었다.

동물원의 울 안에 누런 호랑이의 시뻘건 혀가 성하게 춤추었다. 일요일을 즐기려 

회사원을 차고 온 ｢모던걸｣의 기름진 가슴패기가 먹고 싶어서―383)

380) “오늘에 와서도 ｢마리탱｣, ｢쟝·콕토―｣등이 가톨리시즘으로 도라가고 있지만은 그것
은 중세기의 암흑으로 도라가는 것을 조곰치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중세기속에 때때로 
나타나고 있던 지성에 매혹된것에 지나지않는다.”김기림, ｢감상에의 반역｣, 시론, 156
면. 김기림과 콕토의 연관성에 관하여 김예리, ｢시적 주체의 탄생과 경성 아케이드의 시
적 고찰: 30년  모더니즘 문학과 장 콕토 예술의 공유점에 해서｣, 민족문학사연구, 
Vol.49 No. [2012], 256-290면 참조. 

381) 金起林, ｢우리新文學과近代意識｣, 詩論, 白楊堂, 1947, 64면. 金起林은 훗날 파리가 독
일에게 점령된 “파리의 낙성”을 ‘근 의 파산’의 상징으로 본다. 조선의 근 화가 서
구화 던 만큼, 저자는 근 의 파산을 곤혹스러워하며 일시적으로 동양적 가치를 찾기도 
한다. 하지만 저자는 파시즘을 부정함으로써 근 가 아직 파산에 이르지 않았음을 주장한
다. 해방 이후 저자의 민족주의와 세계 시민주의의 결합은 근 를 향한 조선의 지속적인 
도전이다. 

382) 김승구는 김기림이 보여주는 여성에 한 혼란과 모순을 “전통적인 가부장주의와 근
적 양성평등주의의 틈바구니에 낀 주체인 1930년  지식인 남성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식한다. 김승구, ｢김기림 수필에 나타난 중의 의미｣, 동양학 제39輯, 단국
학교 동양학연구소, 2006. 2., 15면. 

383) 金起林, ｢엇재서 네게는 날개가 없느냐｣, 조선일보 1931. 3.8-11, 김학동 편, 金起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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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필에서 저자는 ‘에로 그로’의 파괴적 美學을 선보인다. 남자로 상징되는 

호랑이가 모던걸의 가슴을 “성하게 춤추는” “시뻘건 혀”로 뜯어 먹는 에로

틱하면서도 그로테스크한 광경을 연출하여, 젊은 女性의 신선한 육체를 신성화

하면서도 파괴시킨다. 모던 걸에 한 서술자의 동경과 혐오가 뒤섞여 다소 변

태적인 食人 모티프를 만들어 내었다. 

  저자는 모던 걸에 해서는 매혹과 혐오를 동시에 표출하지만, 모던 걸과 

비되는 처녀의 이미지에는 숭고를 부여한다. 시 ｢고전적인 처녀가 잇는 풍경｣에
서는 일부종사하는 순수한 처녀와 노회한 할머니의 모습을 비하여, 처녀의 순

수하며 주체적 결정을 존중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처녀   (초마자락으로 눈을 가린다) 

       꼭 도라오신다고 햇는데요 십년이라도 기다려야하지요 다른데로 옴겨    

       안즐 몸이 못된담니다

할머니 (새빨개진 얼골을 좀보시오)

       무얼 엇저고 엇재? 그러면 그놈에게 몸을 허락햇단말이냐?

       ...

처녀   (동글한 주먹이 입술가의 눈물을 씻는다)

       그러치만 할머니 그러치만.

할머니 ?

처 녀  나는 그에게 마음을 주어보냇서요.384) 

처녀와 모던 걸에 하여 정복 욕구를 표출하던 그는 결혼한 부인에 한해 女性
의 권리를 존중한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남편이 부인에게 지배권을 줘

야 한다는 것이다. 

  歷史잇슨以來五千年을 男性의獨斷아래 屈從할수박게업섯든 것이 東方女性의 

永久한運命이 슨즉 女性解放의소리가들려온지도벌서數十年 오늘의女性이비록 

家庭에서만이라도 支配權을回復하는일에는 紳士는 異議를申請해서는아니될것이

다385) 

全集 5, 292면에서 재인용. 
384) 金起林, 김기림전집 1, 2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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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가정의 여성에게 지배권을 허용한다. 이는 연애 상으로서의 여성과 가정

의 여성, 즉 남편의 부인을 구분하는 태도로 여성에 관해 개방적이면서도 보수

적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처럼 女性에 한 저자의 시각은 ‘연애 상 로서

의 모던 걸’그리고 처녀와 ‘家庭의 婦人’으로 나누어져 여성에 한 이중적 

시각을 드러낸다. 초기 텍스트에서 그가 보인 女性에 한 양가적 감정은 중기

와 후기로 갈수록 戀愛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深化된다.

  기상도(1936)에서는 “연애”란 향락적이며, 데카당한 것으로 형상화되고 있

다. 

颱風은 네거리와 公園과 市場에서

몬지와 休紙와 ｢캐베지｣와 臙脂와

戀愛의 流行을 쪼차버렷다.386)  

몬지, 休紙, 캐베지, 臙脂 등 열거된 단어의 점진적 복합을 통해 연애의 속성이 

감지된다. 버려지는 것, 썩는 것, 일시적인 것의 부정적 이미지는 “유행”이란 

시어로 정점을 찍으며, 이 유행은 태풍을 통해 깨끗이 정화된다. “戀愛”는 

“臙脂”의 붉음으로 반짝 광채를 발하지만, 태풍에게 쫓겨나는 쓰레기더미가 

된다. 이후에도 “戀愛”는 정리 상을 면치 못한다. ｢파랑 港口｣(1936)에서 시

적 화자가 “住民들은 항용 걸핏하면 가장이며 장사며 戀愛를 황망히 정리해가

지고/다음날은 벌서 定期船 배표를 사군했다”387)로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시의 

화자는 “戀愛”보다는 “定期船 배표”로 비유된 ‘여행’을 우선시한다. 또

한, 광복 후 펴낸 새노래(1948)에 수록한 시 ｢다시 팔월에｣에서도 시적 화자는 

戀愛를 민족의 당면 현실 속에서 지우려 한다.

별과 구름아래 젊은이를 뫃여 연애보다도

안타까히 가슴조리며 고 하던 나라388)

385) 金起林, ｢嫉妬에 하야｣(下), 조선일보, 1934. 12.9.
386) 김기림, 기상도, 19면. 
387) 金起林, 바다와 나비, 신문화연구소, 1946, 44면. 
388) 金起林, 새노래,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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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과 구름”은 세계사를 비추는 기상 현실로 밤과 흐림이라는 어두운 세계사

적 인식을 드러내는 시어이다. 어두운 현실에서 젊은이들은 나라에 한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연애할 때보다도 한층 마음을 졸이고 있다. 공동체의 걱정을 

남녀 간의 개인적 戀愛 感情보다 중요시하는 시적 화자의 시각이 드러난다. 국

가 건설의 알레고리가 개인의 사사로운 感情에 선행하고 있어, 식민지를 경험한 

지역이 흔히 가진 脫植民主義的 정체성이 엿보인다. 

  金起林 텍스트에서 戀愛 모티프가 배제되고 있는 이유로 그의 반낭만주의 성

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는 19세기 초에 낭만주의 시인 “｢키츠｣, ｢쉘리｣, ｢
바이런｣등의 시는 그 부분이 여성에게 바치는 찬사로 차 있었습니다...그런데 

이상스러운 일은 시에 있어서조차 낭만주의 전성시  이후라고 하는 것은 아무 

시인도 그리 여성을 찬미하지는 않았읍니다”389)라며 여성 형상화의 변모 양상

을 문제시한다. 예를 들어 보들레르 시에서 여성을 “향락의 참담한 냉장

고”390)로 비유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을 이상화했던 낭만주의 

시 가 끝난 뒤, 서구문학에서 여성에 한 인식이 격하된 사실을 감지하고 있

는 것이다. 이는 한국 시단을 바라보는 데서도 투 된다. 한 예로 그는 20년  

표적 낭만주의 시인 김소월에 해 “...｢금잔디｣의 순정도 벌써 찾을 길이 없

다”391)면서 남녀의 순정을 섬세하게 묘사한 ｢금잔디｣(1924.8)와 같은 시는 이미 

시효가 지났음을 지적한다. 김기림은 당 의 조선 시단이 “약간 아니 훨씬 많

은 ｢라디오｣ 체조군들이 열심으로 ｢답보로｣를 흉내내고 있다”392)면서 김소월의 

아류작들이 활개를 치는 1934년의 시단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이 글에서 그는 소월과 함께 춘원, 요한, 파인, 월탄, 안서와 같은 선배 시인

을 비판한다. 김기림은 이들의 작품에서 더 이상 새로운 것이 보이지 않는다며, 

시 에 뒤쳐진 선배 시인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반해 김기림이 ｢모더니즘의 

역사적 위치｣(1939)에서 가치를 부여하는 시인은 정지용, 신석정, 김광균, 장만

, 박재윤, 조 출, 이상 등 부분 30년 에 활동한 후배 시인이다. 선배 시인

이 현 시 와 유리되어 있다면, 후배 시인이 새로운 시 , 즉 30년 를 이끌어 

389) 김기림, ｢여성과 현 문학｣, 여성 1940.9. (김기림전집 3, 135면에서 재인용)
390) 위의 글. 
391) 김기림, ｢신춘조선시단 전망｣, 조선일보, 1935.1.1
392) 김기림,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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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다는 것이다. 여기서 김기림의 인식을 알 수 있는데, 그는 시인의 타고난 미

적 감수성도 중요하지만, 시인이 시 와 얼마나 보조를 함께 하고 있는지를 한

층 우선시했다. 즉 낭만주의에 한 그의 비판은 낭만주의 시 자체에 한 비판

이라기보다는 현 시 의 흐름이 낭만주의의 이상적 사고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그의 낭만주의 비판은 동시 성에 한 강박관념(Zwang)에서 비롯

된 것이다. “분방한 열정이 찬미되었”393)던 키츠, 셸리, 바이런의 19세기 시

는 문명에 한 비판이 요구되는 현 시 와 맞지 않다고 보았다. 신 그가 높

이 평가한 엘리엇의 황무지, ｢알프레드 프루프록의 연가｣, 오든의 ｢스페인｣, 
스펜더의 ｢급행열차｣와 비엔나, 예이츠의 ｢비잔티움으로의 항해｣ 등은 전 시

 연애시의 계보와는 성격을 달리하여 당면한 문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역사적 비전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 정신에 충실하다. 김기림 

역시 역사의 순환론 등 나름의 역사 철학을 통해 식민지 시기 조선의 현실을 

극복하려 하 기 때문에, 역사 철학이 부재한 과거의 연애시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의 텍스트에서 戀愛 모티프가 배제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로 그의 연애 경

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는 유일한 戀愛상 던 新女性인 李月女와 결

혼했다가 헤어지고 중매로 재혼하는 데, 결혼의 파국이 그가 戀詩에 비판적이 

된 하나의 原因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31년 李月女와의 결혼 생활이 실패

로 돌아가자 조선일보를 휴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과수원을 운 한다. 1932년 

초 고향 근처의 처자와 중매로 재혼하는 그는 “세환모와 재혼 후에는 李月女
에 한 것은 입밖에도 낸 일이 없습니다”394)라는 金起林의 누나 金善德의 회

고처럼, 재혼 이후 첫 번째 결혼 시절의 기억을 애써 지워버린다. 수필 ｢붉은 

울금향과 ｢로이드 안경｣｣(신동아2권 4호, 1932.4)에서 조선일보사에서 함께 일

한 李如星, 鴻稙과의 우정을 회고할 때 첫 번째 결혼과 관련하여 이야기가 잠시 

나온다. 그의 친구들은 그와 L(李月女)의 결혼을 축복해주기 위해 집들이를 왔

지만, 李月女와의 사랑은 노란 튤립의 꽃말인 “｢호프레스 러브｣(희망없는 사

393) “｢로맨티시즘｣은 모-든 束縛에서 感情을 制限없이 解放하는것이 目的이었다. 그러니까 
｢로맨티시즘｣ 時代는 同時에 抒情詩의 黃金時代 다. ｢빅토-르 유고｣의 시며 ｢포-｣의 詩
論이 全盛했으며 ｢바이론｣, ｢쉘리｣의 奔放한 熱情이 讚美되었다.”김기림, ｢시의 회화성｣, 
시론, 146면.

394) 金㶅東, 金起林評傳, 새문사, 2001, 3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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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395)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저자는 戀詩가 나오지 않는 詩想을 토

로한다. 1933년 10월에 발표한 수필 ｢나도 詩나 썼으면｣에서 저자가 쓸 수 없는 

詩는 “異性의 思慕”396)를 받는 戀詩이다. 저자는 “｢로맨스｣의 향기에서는 지

극히 먼 나더러 구태여 ｢로맨스｣에 하여 물으려고 하는 호기심만은 버려주시

오.”397)라며 신동아 편집자에게 당부한다. 사랑에 실패한 그에게 戀詩란 쓸 

수 없는, 센티멘탈한 감정의 사치 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의 실패가 연시의 창작 욕구를 꺾어버렸다고 쉽게 결론 내릴 수

는 없다. 예이츠가 그의 연인 모드 곤(Maud Gonne)과의 사랑에 실패하고 좌절하

어도, 결혼한 그녀를 그리워하는 시를 지속적으로 남긴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연시는 사랑에 관한 통찰 속에 배태된다. 낭만주의자이든 고전주의자이든 시인

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갈등, 다툼, 화해, 눈물 속에서 연시의 소재를 얻고 이를 

형상화한다. 하지만 김기림은 “결혼”이란 은유를 종종 사용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남·녀 관계에 해 일종의 강박관념을 지니고 있었다. ｢東洋에關한斷章
｣에서 주장한 ‘동서양의 결혼’이란 비유에서 감지할 수 있듯이, 그에게 남·

녀 관계는 서로 결혼으로 종합되고 완성되어야 한다. 李月女와의 사랑을 “｢호
프레스 러브｣” 로 회고한 것은 유지되지 못한 결혼은 실패한 사랑이라고 생각

했기 때문이다. 상호 관련성을 통해 균형을 이루려는 그의 강박관념은 남녀 간

의 관계에서도 한결같이 작용하 다.

  1930년 문단에 등장하기 이전, 10 와 20  초반의 金起林이 예이츠의 初期 
詩를 私淑398)했다고 고백한 데에는 당시 연애와 사랑에 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다. 1931년 결혼생활에 실패한 후 그는 예이츠 시의 사랑의 情調로부터 도

피한다. 그러다가 연애 모티프가 배제된 후기의 문명비판 시 ｢비잔티움으로의 

항해｣에서 저자는 예이츠 시와 다시 접점을 찾을 수 있었다. 결혼에 이르지 못

한 사랑, 그 불안정한 감정을 형상화할 수 없었던 저자의 강박관념은 예이츠의 

초기 戀詩를 飜譯하여 애상적 정조를 풍기던 金億에게 비난의 화살로 돌아갔

395) 金起林, ｢붉은 鬱金香과 ｢로이드｣안경｣, 신동아 2권 4호, 1932.4 (金起林全集 5, 346
면에서 재인용)

396) 金起林, ｢나도 詩나 썼으면｣, 신동아 3권 10호, 1933 10 (金起林全集 5, 369면에서 
재인용)

397) 위의 글. 
398) “｢옛날에 私淑한 시인은 누구 습니까｣ ｢私淑한...... ｢예-츠｣ 읍니다.” 朴貴松, ｢새것

을 찾는 金起林｣, 新人文學, 靑鳥社, 1936. 3, 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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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99)     

1.6. 식민지적 센티멘탈리즘의 극복

  金起林은 ｢모더니즘의歷史的位置｣와 달리 詩論의 2장 ｢30년  소묘｣에서 

岸曙를 직접 비판한다. 하지만 그의 비판의 방향은 선배 岸曙를 평가절하하기 

보단 1920년 의 예술 세계를 넘어선 1930년  시단의 가치를 신세 작가 앞에

서 정리하는 데 있었다. 20년 의 백조와 폐허가 “퇴 적이고 탄적인 심리를 

의탁”400)하고 있었던 반면 30년 의 모더니즘은 문명의 능동성을 반 한 시를 

쓰고 있다고 본다. 그는 岸曙가 1933년에 발표한 시를 “텅 뷘 象牙塔의 殘
骸”401)로 비유한다. 20년  시와 시론을 주도했던 岸曙의 역할이 더 이상 유효

하지 않음을 빗댄 것이다. 또한, 그는 岸曙 시의 리듬을 “不自然하고 機械的인 

｢리듬｣”402)으로 공박하고(물론 여기서 “機械的”이란 비판은 미래파 기계주의

의 맥락과 무관하다), “南浦의 배ㅅ沙工”403)의 유행가처럼 센티멘탈리즘이 강

399) 신범순은 김억과 김소월과의 사제 관계를 설명하는 글에서 김억이 지닌 병적 낭만주의
의 한계를 지적한다. “김억은 이러한 병적 풍경, 몰락의 이미지에 지나치게 집착했다. 부
르주의 시인 로덴바흐가 그랬던 것처럼 번성했던 도시 부르주의 몰락을 그림으로써 더 
깊고 광 한 근 세계의 몰락을 암시하려는 그러한 역사 철학적 안목이 있었던 것도 아
니다. 그는 단지 몰락과 병에 한 미학적 애착, 생의 고통에 한 센티멘털리즘적 취향
에 문학소녀처럼 사로잡혀 있었다. 파리한 결핵환자의 창백한 모습으로 자신을 치장하며 
병적인 미를 사랑하기도 했던 유럽 낭만주의시 의 한 유행사조를 그는 뒤따랐던 것이다. 
이렇게 그의 문학은 병에 한 애착과 병적 미학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거기에 무슨 
삶에 한 염원과 절규 같은 것들이 있었겠는가? 그리고 그러한 염원과 절규를 토해낼 
만한 정신적 추구의 열기, 적으로 치열한 자기탐구 같은 것들이 있었겠는가?” 신범순, 
노래의 상상계: ‘수사’와 존재생태 기호학, 383면.   

400) 방민호, 문명의 감각, 향연, 2003, 155면. 
401) “우리는 一九三三年에 다시 登場하야 活動한 月灘, 岸曙, 늘샘 等의 詩를 얻어보고 기

뻐하 다. 그러나 그들은 새 時代의 詩에 아모것도 加할수없는것을 發見하 을때 우리는 
過去의 大家들에 하야 一種의 幻滅을 느꼈다....岸曙의 새로운 意匠인듯한 所謂 平面詩 
敍事詩는 그것들이 發表될쩍마다 그것은 오직 ｢뮤─즈｣(詩神)가 떠나간뒤의 텅 뷘 象牙塔
의 殘骸에 不過한것을 더욱 깊이 印象시킬뿐이었다.” (인용자강조) 金起林, ｢1933년시단
의회고｣, 시론, 79~80면. 

402) “그래서 그[정지용-인용자]는 岸曙등이 盛하게 써오던 ｢하여라｣ ｢있어라｣로써 끝나는詩
行들에서부터 오는 不自然하고 機械的인 ｢리듬｣의 拘束을 아낌없이 깨여버리고 日常 對
話의 語法을 그 로 詩에 이끌어넣어서 生氣있고 自然스러운 內的 ｢리듬｣을 創造하
다.”金起林, 위의 책, 85면. 

403) “南浦의 배ㅅ沙工은 가령 岸曙의 語法에 매우 同感할 것이다.” 金起林, ｢삼십년 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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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비판한다. 이처럼 金起林은 각종 수사를 동반하여 岸曙와 30年代와의 불

화를 지적한다. ｢모더니즘의歷史的位置｣에서 드러내는 예이츠를 통한 우회적 비

판 이외에 ｢1933년 詩壇의 回顧｣와 ｢30년  掉尾의 詩壇動態｣에서 보다 직접적

인 수사가 가미되었다.  

  예이츠의 初期 詩를 비판하면서, 後期 詩 ｢비잔티움으로의 항해｣로 ｢모더니즘

의歷史的位置｣를 시작한데서 金起林의 차별화된 전략이 엿보인다. 金起林은 

“假令 ｢예-츠｣晩年의 塔이라던지 꾸부러진層層階等에 어떤社會的關心이 

움지기고 잇엇다고할지라도 그는 根本的으로는 九十年代의 사람이엇고 그의視
角은 九十年代의 原型에서 本質的으로 移動될수는업섯는가한다”404)며 예이츠의 

시 적 한계를 지적한다. 비록 金起林은 예이츠를 1890년 의 원형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지만, 예이츠의 시적 성향이 1928년 詩集 탑(The Tower) 발표 

이후, 아일랜드에 한 “사회적 관심”으로 바뀐 사실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식민지 조선의 시 문학사를 서술한 ｢모더니즘의歷史的位置｣에서 

後期 詩 ｢비잔티움으로의 항해｣를 끼워 넣으며 初期 詩의 센티멘탈 경향을 비

판한다. “詩속에서 詩人이 時代에 한 解釋을 意識的으로 企圖할 때”405) 나

타나는 金起林의 “文明批判”406)의 詩論에 예이츠의 後期 詩는 공명한다.407) 

  金起林이 ｢모더니즘의歷史的位置｣에서 “저기”를 “여기”로 飜譯한 것은 

모더니즘을 서술하는 배경이 “저기”인 아일랜드가 아니라 “여기”인 한국 

시단이었기 때문이다. “여기”는 原詩 “저기”와는 다른 문맥에서 식민지 조

선을 가리키며 또한 자신이 처한 중견 비평가로서의 위치를 의미한다. 또한 

“죽어가는 世代” 신 “물러가는 世代”로 순화하여 飜譯한 것은 原詩의 주

제인 ‘유한한 삶과 (비잔티움의) 원한 예술의 비’를 논하기보다, 예이츠의 

詩集 갈  속의 바람과 소통한 20년  詩人의 세 적 한계를 지적하기 위함

이다. “물러가는 世代”가 “저들의노래에 醉(인용자강조)”해 있다는 표현은 

의 시단활동｣, 위의 책, 92면. 
404) 金起林, ｢詩人의世代的限界｣, 朝鮮日報, 1940. 4.23.
405) 金起林, ｢詩의 時間性｣, 詩論, 백양당, 1947, 224면.
406) 金起林, 위의 책.
407) 예이츠의 시는 1930년 에도 초기 詩 위주로 수용되었다. 1930년  飜譯된 18편의 예이
츠의 詩 가운데 金起林이 “Sailing to Byzantium”(1926)을 부분 인용한 것과 예이츠의 사후 
정인섭이 동아일보 1939.3.23.에 “Man and the Echo”(1939)를 飜譯하여 소개한 것이 예
이츠 후기 詩 수용의 전부이다. (1930년  예이츠 번역을 18편으로 잡은 것은 김병철이 조사
한 17편(김병철, 714면)에다 김기림의 “Sailing to Byzantium” 1편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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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티멘탈리즘의 과잉을 냉소한 것이다. 金億을 위시하여 예이츠 초기 詩를 수용

한 20년  문단은 문단의 핵심에서 ‘물러가는’ 시단이며, 그가 ｢모더니즘의歷
史的位置｣에서 긍정한 모더니즘 詩는 30년  詩壇의 성격을 결정한다. 다가올 

詩 역시 “무슨 意味로던지 ｢모더니즘｣으로부터의 發展이 아니면 아니된다”408)

는 것이다. 

  저자는 ｢모더니즘의歷史的位置｣에서 예이츠의 後期 詩를 인용하여, 예이츠의 

사랑 노래에 심취했던 “물러가는 世代”를 떠나보내려 하 다. 그의 이러한 노

력에는 새로운 세 의 문학적 도전이 모더니즘으로부터 발전되어야 한다는 역

사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金起林은 “｢인제겨우몃살인데벌써 新世代니舊世代니

하고가리려나?｣하는 類의말은文化史라던지文學의 社會的關聯性이라던지 創作活
動의自己反省의 過程이라던지에 한 見識이나 體驗과는 全然因緣이먼 路傍의 

雜談 박게는 아모것도아니다”409)라며 ｢新進作家A君에게｣(1939.5.1)에서 세 론

을 부정한 金煥泰의 藝術至上主義를 정면으로 비판한다. 새로운 세 는 시 와 

화합할 수 있는 ‘사상’이 필요하며, 그들의 역사의식이 모더니즘의 문명비판

을 계승하여 식민지적 센티멘탈리즘에서 벗어나기를 그는 소망하고 있다. 그리

고 그들이 모더니즘의 정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와 세계정세를 함께 

조망해야 함을 시와 수필에서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한·중·일 속의 조선, 조

선에서 바라보는 세계를 인식할 때 문명비판 의식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

다.    

2. 국제 정세의 다각적 인식: 일본, 중국, 스페인 혁명을 중심

으로

 2.1. 일본을 바라보는 관점

  저자에게 일본은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줄곧 서술된다.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

선의 층위는 그의 텍스트에서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정치색이 배제된 

수필에서 이런 현상이 도드라진다. 수필 ｢퍼머넌트｣는 여성의 파마에 한 소회

408) 金起林, 위의 책, 1939 10, 85면. 
409) 金起林, ｢詩人의世代的限界｣, 조선일보 1940.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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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밝히는 글로, 저자는 어 “permanent wave”가 일본식 한자어 電髮로 번역

되는 과정에서 뉘앙스의 변화를 추적하고 있다.  

  

  겨우 여섯달을 견디나 마나한 電髮을 가리켜 공공연하게 ｢퍼머넌트｣라는 말은 

어에서는 ｢ 구히｣로부터 ｢恒久的｣내지는 ｢耐久的｣에 이르는 의미의 濃淡의 차

가 있다. 이런 말하자면 언어의 약점을 붙잡아서 곧 이용하려는 것이 상인의 機
敏이다. 그래서 한 1년 가는 상품도 모두 ｢퍼머넌트 A｣, ｢퍼머넌트 B｣ 등등으로 

통용된다. 그 결과의 하나가 현  동양여성의 ｢퍼머넌트· 웨이브｣로 되어 ｢ 구

히｣라는 말이 겨우 ｢6개월간｣이라는 뜻으로 타락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숙녀

에게 결코 거짓말을 한다는 의식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 말을 쓸 수 있는 口實
을 주었다.

  언어의 타락의 뒤에는 반드시 모랄의 타락이 배경이 되어 있다는 것은 퍽 재

미있는 일이다.410) 

일본식 역어인 “電髮”는 퍼머넌트를 의미하는 미용 언어로 식민지 조선에서

는 “전발”이란 음차로 사용되었다. 저자는 미용에서 퍼머넌트란 말 그 로 

“ 구히 지속되는” 머리 형태가 되어야 할 터인데 겨우 1년 정도 모발 형태

가 유지될 뿐이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의 유혹 뒤에는 “모

랄의 타락이 배경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1년을 원으로 위장하는 상인의 기

만술에 피해를 입는 상은 “현  동양여성”이다. “電髮”란 어휘를 사용하

는 동양의 일본, 조선, 중국의 여성들은 모두 “현  동양여성”이 된다. 서구인

은 물론 퍼머넌트 웨이브(A permanent wave)가 상 적으로 오래 지속되는 헤어 

스타일일 뿐, 구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411) 동양인인 저자가 주목하

여 피해자의 위치에 놓은 상은 김기림 스스로가 오리엔탈리즘의 위치에 놓은 

동양여성이다. 

  “A permanent wave”의 축약형인 “permanent”가 동양식 한자로 번역될 때 

지니는 뉘앙스 차이를 저자를 모럴의 타락에서 찾는다. 자본주의의 기만이 언어

410) 김기림, ｢퍼머넌트｣, 조선일보, 1940.7.17. (김기림전집 5, 238면에서 재인용)
411) “When asked what this phenomenon was, one journalist wrote in 1932, “(so far as my 

experience goes): a wave that is anything but permanent.” Levitt, Laura. Jews and Feminism: 
The Ambivalent Search for Home,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1997, p.xiv에서 재인
용.



- 152 -

를 통해 동양으로 전달되는 현상으로 파악하여 어가 한자어로 번역될 때의 

번역불가능성의 근거를 김기림은 서구 자본주의의 윤리의식에서 찾는다. 이런 

저자에게 현해탄 콤플렉스는 나타나지 않는다. 서양과 서양에 反하는 동양이 저

자의 구상 속에서 움직일 뿐이다. “퍼머넌트 permanent”와 퍼머넌트가 번역된 

“電髮”사이의 뉘앙스 차이를 통해 저자는 동양을 서양과 다른 것으로 스스로 

오리엔탈리즘의 위치에 놓고 있다. 같은 “동양론자”라도 다니자키 쥰이치로는 

동양의 갈래를 나누어 일본어 “電髮(덴파츠)”가 한국어 “電髮(전발)”혹은 중

국어 “烫发(탕화)”와 어떻게 다른지 세분화해서 분석하 을 것이다.412) 하지만 

저자는 동양의 갈래를 나누지 않는다. 저자에게 일본은 식민지 조선과 함께 서

양에 항해 나가야할 동양의 일원으로, 일본의 헤게모니에 반발하는 모습을 드

러내지 않는다. 서양과 이질적인 다른 면을 동양으로 은유하는 저자의 시각은 

시 텍스트에서 주로 드러난다.

  김기림은 1935년 삼천리에 장시 기상도의 마지막 장을 발표한 그해 12월, 

조광에 시 ｢금붕어｣를 발표한다. 최윤정은 ｢금붕어｣의 15행-16행 “금붕어는 

아롱진 거리를 지나 어항밖 大氣를 건너서 支那海의 海流를 끊고 헤엄쳐 가고

싶다”에 나타난 시어 “지나해”에 주목한다. “지나해는 중국본토와 제주도, 

일본 규우슈우, 남서제도, 만으로 에워싸인 해역”으로, “동양이라는 비문명

화된 세계라는 측면”에서 한중일이 동일하다는 주장이다.413) 김기림 텍스트에

서 구현된 낭만성이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고 극복하려한다는 의지를 보인다

는 박사논문의 논지를 고려할 때, 저자의 주장은 일견 모순을 띤다. 하지만 드

러난 모순과 무관하게 “지나해”에 한 저자의 지적은 한·중·일을 서양에 

항한 동양으로 포섭하는 김기림의 의도를 정확히 드러낸다. 김기림의 주요 관

심사는 서구 제국이며, 따라서 서구 제국에 부딪히는 조계지 상해나 아프리카

412) 김기림이 ｢東洋人｣에서 “建築을 한 도 밤낮없이 三間草屋이나 짓는데 익숙하다. 그러
한 집은 ｢타고어｣가 살기에 얼마나 알맞은 집이냐? 周密한 設計圖는 勿論 해본일이없고 
巨大한 構造를 가진 大建築에 우리는 어떻게 서투른지 모른다.”(시론, 228면)라며, 일
본, 조선, 중국을 모두 동양으로 흡수하여 은유하는 반면, 다니자키는 동양의 갈래를 세분
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동양에는 동양류의 문학이 있다고 말해 버리면 그만이지만, 그
렇다면 소설이라는 형식을 택하는 것은 이상하다. 게다가 같은 동양이라도 지나인은 일본
인에 비해 의외로 구성의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문학에 있어서).” 柄谷行人, 
定本柄谷行人集 第一卷: 日本近代文学の起源, 東京: 岩波書店, 2004, p.234-5.

413) 최윤정, ｢1930년  “낭만주의”의 탈식민성 연구｣, 서강 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4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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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등은 모두 동양이 된다. 해방 이후 김기림은 시론의 서문과 새노

래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하지만, 일제 말기 궁극적인 비판의 상 는 서구 

제국주의와 서구 파시즘이다. 김기림은 일본의 정체를 파시즘으로 비유하는 언

급을 거의 하지 않는다. 이는 김기림이 일본 제국의 지배를 받는 조선 신민으로

서 갖는 저항의 의지, 흉내내기 혹은 열등감에 집착하기보다 코스모폴리탄으로

의 의식이 더 강했기 때문이다. 그는 보편 지향에 강박관념을 가지고 이를 식민

지 조선에 이식하는 데 몰두하 다.       

  김기림도 이상처럼 일본을 여행하고 기록을 남겼다. 이상이 일본 동경을 방문

하고, 동경의 도시화에 해 식민지인으로서의 냉소적 태도를 보 던 반면, 김

기림에겐 일본 풍경은 어떤 감정을 이끌어낼 만한 제국의‘이국’적인 풍경은 

아니었다. 김기림의 텍스트에서는 일본의 자연과 문물에 해 식민지인으로서의 

콤플렉스가 보이지 않는다. 김기림은 동북제 에서 공부하면서도 틈틈이 일본의 

여러 명소를 여행한다. 동북제 가 위치한 센다이는 말할 것도 없이 세토내해, 

미야지마, 에노시마, 닛코, 가마쿠라 등 일본의 유명한 관광지를 둘러보고 그 감

흥을 시 ｢동방기행｣에 기록한다. ｢동방기행｣에서 ｢동방｣은 일본이다. 당시 일본

의 동북지방 센다이에 거주한 그가 세토 내해나 미야지마 같이 혼슈의 서면 지

방을 여행한 뒤 ‘동방’이라는 말을 붙 을 리 없다. 그에겐 일본은 조선의 東
便에 있는 지역에 불과하 던 것이다. 

      에노시마

―續東方紀行詩―

I. 가마꾸라海邊

바다―

그 날랜 裁縫師 歲月도 

당신의 얼골에는 주룸쌀을 잡지못합니다그려.

時間이 달려가는大陸을 비웃는 당신의 끄님없는 우슴소리.

시드른 내三十年이 소라처럼 부끄럽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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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슬픈어머니처럼 그러나

당신은 오늘 무엇때문에 그렇게 憂鬱하시오?

休日은 旗幅을 높이 올릴가요?

그러면 내航海를 藍빛 꽃따발로 둘러주시려우?

II. 에노시마海水浴場 

滛奔한 제비들이

날러간뒤에

축々한 모래둔 우에는―々

빨간두께를한 컴팩트와
새깜한 날개깃과

얼빠진 달이

떨어져 있었다. 

III. 軍港

海灣에는 驅逐艦들이

몸 가려운 河豚처럼 딩굴고 있었다.

어데서 戰爭이 부르지나 않나해서

자꾸만 귀를 주벗거리면서―414)

  ｢속 동방기행｣은 김기림이 조선의 東편에 위치한 일본을 여행한 뒤 쓴 시들

이다. 바다를 경외하는 그답게 이 여행은 일본 해안을 위주로 짜여졌다. 동경 

근교 남서부 해안의 가마쿠라와 에노시마 해변 역시 빠지지 않는다. 사토미 톤

(里見弴), 아쿠타카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 하야

414) 김기림, ｢에노시마｣, 文章 제1권 제5집, 1939.6, 10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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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후사오(林房雄), 고바야시 히데오(小林秀雄)415) 등 일본을 표하는 문인들이 

터를 잡은 예향 가마쿠라를 김기림 역시 쉽게 지나치지 못했다. 그는 가마쿠라

를 거쳐 주변의 에노시마를 방문하고, 그리고 서쪽으로 이동하여 당시 일본의 

군항 히로시마 현 쿠레를 방문한다. 당시 쿠레항에서는 무수한 일본의 군선이 

정박해 있었으며 야마토 전함이 건조중인 상태 다. 김기림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배로 일컬어지던 야마토와 기타 구축함들을 “몸 가려운 복어”로 비유하는데, 

일본식 한자어 “河豚”은 “복어”를 의미한다.416) 저자는 적에게 공격을 받을 

때 물 또는 공기를 들이마셔 배를 불룩하게 내미는 복어의 외형에 착안하여 복

어의 무리에서 함 를 떠올린다. 일본의 군선들과 잠수정들은 김기림에게 “어

디서 戰爭이 부르지나 않나 해서 자꾸만 귀를 주벗거리”는 복어로 묘사된다. 

군선을 ‘복어’로의 비유함으로써 이 시는 전쟁이 지닌 파괴의 매혹과 비극의 

양면을 동시에 발현시킨다. 바다에서 뒹구는 복어 떼의 형상을 통해 생명력의 

발현을 떠올리게 하는 동시에 생명의 소멸에 한 두려움과 안타까움을 표현하

는 것이다.   

 

瀬戸內海

續東方紀行詩―

I. 安芸幸崎附近

瀬戸内海 이 地帶는

에호봐의 抒情詩.

금방 斷髮한 어린 松林들이

타박머리를 바람에 휘날리는 곳

한幅 말쑥한 푸른 종이에

415) 이들을 “가마쿠라 문사”로 통칭하기도 한다. 이중에서 김기림은 ｢예술에 있어서의 
「리얼리티」岸「모랄」문제｣에서 사토미 톤을 직접 언급한 적이 있으며, 시 ｢슈-르 레알리스
트｣에서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 아사쿠사 쿠레나이단에 묘사된 아사쿠사의 수족관 풍
경을 인유한 바 있다.  
416) 広辞苑 第二版補訂版, 岩波書店,　1976, 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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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매기야 너는 무슨 樂譜를 그리노?

심술을 부릴양으로

모오타 뽀오트를 휘몰아 들어가면

내 배도 어느새 詩의 한 句節이 되어버린다.  

II. 神戸埠頭

활짝 靑空으로 열어제낀 窓이다.

汽船들은 방금눈을 뜬 비둘기들처럼

旗빨을 물고 제각기 푸른 숲으로 흩어진다.417)

김기림은 쿠레항에서 동쪽으로 되돌아온다. 쿠레항에서 세토내해 해안선을 따라 

아키사이자키를 거친 뒤 고베부두로 향한다. 아키사이자키 부근의 세토내해는 
일본서기와 고사기에 등장하는 신성한 지역이다. 아자나기와 이자나미가 결

혼을 하여 일본열도의 섬들을 낳는 부분이 고사기의 ｢국토와 신 낳기｣부분에 

서술되어 있는데, 이자나미는 세토내해를 시작으로 남해의 여러 섬을 낳았다.418) 

김기림은 고사기와 일본서기가 성스럽게 묘사하는 세토내해를 “에호봐
의 抒情詩”로 찬미한다. “에호봐(여호와)”는 헤브라이즘의 신, 헬레니즘의 신, 

혹은 일본의 신을 지시하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저자가 지닌 바다를 향한 경외

를 의미한다. 수필 ｢여행｣에서 보 듯 그의 바다에 한 경외는 니체의 디오니

소스적 근원의 힘과 연계되어 있다. 해수면 밑에 숨어있는 미지의 괴물의 힘은 

태양과 함께 그의 예술의 센티멘탈리즘과 반센티멘탈리즘의 양가적 사유를 이

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김기림은 세토내해의 풍광에 경외감을 표시한 뒤 해안을 따라 고베부두로 향

한다. 고베는 상해와 블라디보스토크을 연결하는 주요 요충지 다. 1923년 관동

지진의 여파로 요코하마 항이 기능을 크게 상실한 뒤, 고베항의 확장과 발전

417) 김기림, ｢瀬戸内海｣, 文章 제1권 제6집, 1939. 7, 140-1면.
418) 권오엽 옮김, 고사기 上, 충남 학교 출판부, 2000, 51면; “Kanda (pp. 251-254) argues 
that the Izanagi-Izanami myth was originally a myth-complex from the Inland Sea area and 
could be dated from the end of the Jomon Period, or approximately the third century B.C.” (my 
emphasis). Kojiki, Trans. Donald L. Philippi, Princeton: Princeton UP, 1969,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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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급속도로 이루어졌다.419) 김기림이 文章에 발표한 동방기행기의 장소는 단

지 자연이 아름다운 바다 풍경만은 아니었다. 문인들의 도시 가마쿠라와 일본의 

군항 쿠레시, 고사기의 일본탄생설화에서 성스러운 장소로 여겨지는 아키사이

자키 부근의 세토내해, 공업화를 자랑하는 세계 4  항구 중의 하나인 고베 등 

그는 일정한 목적을 지니고 이 시들을 쓴다. 해방 이후 1946년 출판한 바다와 

나비에서 동방기행을 기록한 시는 더욱 보강된다. 그는 문장에 이미 발표한 

시에다 ｢미야지마｣, ｢주젠지호｣, ｢센다이｣ 이상 세 편의 시를 더한다. 

宮島

얼룩진 사슴아.

극진한 호사에 살이 쩠으나

둥근가슴이 鄕愁로 부은줄 내사모르랴.

고사리가지를 곱게짜서 勳章이라 채워주노니

슲은英雄처럼 널랑 섬을 뛰어댕겨라.420)

시적 화자는 사슴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살이 쩌 보이

지만, 사슴의 뚱뚱한 가슴은 고향에 한 향수로 가득 차 있다고 묘사한다. 사

슴을 “슬픈 웅”으로 은유한 것은 사슴이 섬인 미야지마를 스스로 떠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을 떠날 수 없었던 시적 화자의 향수가 투 된 시다.

      中禪寺湖

한밤 숨을죽이고 업드린 湖水우에

으시시 가을이추워 등불이 소름친다.

달아래 두볼이 홀죽한 나그내다려

딱한 異國의少女는 기어히

419) “これに加えて大正１２年の関東大震災による横浜港の機能喪失ということもあって, 神
戸港は急激に貨物取扱量が増加したため, さらに拡張する必要に迫られる.” 神戸開講１００
年の歩み,　神戸市, 1967, p.22참조.
420) 김기림, ｢宮島｣, 바다와 나비, 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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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숨을 두고온데가 어디냐고 물어댄다.

｢祖國이아닌 祖國. 먼希望의무덤에――｣
그림파는少女는 아모래도｢키네마｣보다는 

자미없는 얘기라 하면서 도라선다.421) 

시적 화자는 닛코　부근의 주젠지 호에서 고향에 한 향수에 파묻힌다. 시적 

화자는“우숨을 두고온 데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이국의 소녀에게 그의 웃음

은 “조국이 아닌 조국, 먼 희망의 무덤에”놓고 왔다면서, 민족적 정체성을 드

러낸다. 해방 전에는 드러낼 수 없었던 조국에 한 의식이 해방 후에 비로소 

나타난다. 하지만 이 시가 다른 사회주의 계열의 시들에 비해 민족주의의 정도

가 완화되어 있는 이유는 조선인 시적 화자가 마주보는 타자가 일본 천황이나 

제국주의자가 아니라, 그림을 팔고, 키네마를 좋아하는 평범한 일본의 하층 소

녀란 점이다. 시적 화자는 민족의식을 고양시키지 않는 타자 앞에서, 조국에 

한 그리움을 토로한다. 조국을 “먼 희망의 무덤”으로 비유한 것은 해방이 되

었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이었을 것이다. 여행객으로 느꼈을 나그네의 향수가 민

족주의를 유발하지 않는, 절제된 센티멘탈리즘을 드러내고 있다. 

仙　臺

이 지리한 장마가 언제나 갤까―하고 天氣豫報만 뒤저보는날

버려둔鐵筆이 삐뚜루 필통에 꼬처 녹이쓸었다.

기둥이고 싶지는 않었으랴.

날개고 싶지는 않었으랴.

총뿌리고 싶지는 않았으랴.

보미낀鐵筆을 물어뜯으며뜯으며

窓밖에 찌푸린 장마를 흘겨보는아츰

新聞엔 또 이웃나라에 난리가 소란타 했다.422)   

이 시를 통해 김기림이 동북제 에서 유학 생활을 어떻게 보냈는지 추측할 수 

421) 김기림, ｢中禪寺湖｣, 위의 글, 77면.
422) 김기림, ｢仙台｣, 위의 글, 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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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시적 화자는 철필의 둥근 모양을 통해 우선 기둥을 연상하고, 철필이“삐

뚜루” 필통에 꽂아 있는 것을 보고 비스듬한 날개를 연상하며, “녹이 슨 것”

을 보고 녹슨 총부리를 연상한다. 신문에 발표된 이웃나라의 난리는 김기림이 

센다이로 간 1936년 이후에 발발한 중일전쟁의 배경 상, 중국에서의 난리를 말

하는 것이다. 

  철필의 기둥모양은 건물의 잔해를, 날개는 비행기를, 총부리는 총과 포 등 

전쟁 살상무기를 상징한다. 시적 화자는 그의 反戰의식을 녹슬어서 푸르게 변한 

철필을 “물어 뜯으며 뜯으며” 하는 것으로 형상화한다. 철필을 더욱 녹슬게 

만드는 ‘지리한 장마’란 표현에서세계 정세를 날씨로 은유하는 그의 일관된 

시작법(詩作法)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하 김기림이 일본을 묘사한 시들을 살펴보았다. 1939년 文章과 1946년 시

집 바다와 나비에서 일본은 여러 가지로 상징된다. 이국의 소녀로 등장하기도 

하고, 녹슨 철필로 등장하기도 하며, 꿈틀거리는 복어로 등장하기도 한다. 소녀

나 철필, 복어와 같은 객관적 상관물에서 김기림의 현해탄 콤플렉스는 그다지 

느껴지지 않는다. 철필에서는 감정이 절제되어 있으며, 복어의 경우 일제의 침

략도구인 군선을 명랑하게 묘사한 점이 거부감을 주기도 한다. ‘소녀’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해방 전에 발표한 文章에 수록된 동방기행시보다 해방 후

에 수정된 바다와 나비에 수록된 동방기행시가 시적 화자의 마음을 한층 솔

직하게 드러내지만, 그런 솔직함 속에서도 일본을 적 시하거나 일본에 열등감

을 보이는 태도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김기림의 시를 현해탄 콤플렉스로 쉽

게 환원시킬 수 없는 것은 그의 시에 흐르는 센티멘탈리즘이 배일의식이나 열

등감과 결부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본을 적 시하지 않는 그의 어

조는 중국의 경우 반 로 나타난다. 

2.2.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

  저자가 비판적으로 묘사하는 ‘동양’은 중국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신, 사상에 관련될 때 유교와 관련하여 중국의 사상에 한 저자의 냉소는 한

결같다. 저자는 미수록 수필 ｢思想의 가을｣에서 사상이 가을처럼 익는 것을 경

계한다. 익어버린 정신은 썩어버린 정신과 같다는 것으로, 그 예로 “東洋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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想”을 든다. 

  東洋思想의 가을은 암만해도 벌써 二千年예전에 始作된 것갓고 다만 온大陸에 

딩구는 써근열매들을 掃除할 氣力을 그뒤의 子孫들이가지지못하 슬따름인것갓

다.423) 

1939년 11월 22일 발표 당시의 “ 륙”은 일본과 한창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

국 륙이다. 륙에 딩구는 썩은 열매들은 가을에 익어버린 열매, 즉 중국의 

옛 사상을 상징한다. 하지만 “掃除”같이 물리적 압력이 엿보이는 시어나 전쟁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전쟁의 전사자들을 그로테스크하게 묘사하는 표현

이라 해도 크게 이상할 것 없다. 당시 일본군은 전쟁을 조기에 매듭지으려는 계

획에 실패하여 내륙지방으로 들어가 중국공산당을 상 하고 있었다. 발표일 이

틀 후 11월 24일, 일본군은 강서성 난닝(南寧)을 점령한다. 비록 김기림이 동

아공 에 찬성하지 않았지만, 중국에 한 냉소적인 태도가 엿보이는 수필이다. 

김기림의 냉소적인 중국관은 생애에 거쳐 일관되어 있다. 여기서는 시집 태양

의 풍속, 기상도 및 시집 미수록 시로 나누어 중국을 형상하는 저자의 냉소

적인 태도를 서술한다.

   

 1) 태양의 풍속 수록 시

  1931년 만주사변으로부터 시작하여 1945년 일본 제국의 해체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공 의 한 축이었던 중국 륙을 식민지 조선 지식인의 입장에서 도

외시 할 수 없었다. 더구나 그의 고향 함경북도 성진이 간도와 맞닿은 국경 지

다는 점을 인지한다면, 저자의 텍스트 속에 중국과 중국인들에 한 묘사가 

지속적으로 형상화되는 것은 당연하다.  

4. 밤(栗)

武裝解除를 당한 中央軍의 行列입니다.

天津으로가는겐가? 南京으로 가는겐가?

423) 편석촌, ｢思想의 가을｣, 조선일보 193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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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將의通電을 기다립니다.424) 

태양의 풍속의 시 ｢식료품점｣ 가운데 하나인 ｢밤｣(栗)은 상형의 원리로 만들

어진 한자어로 “나무에 가시가 있는 열매가 매달려 있는 모습”을 형상화 한 

것이다. 김기림은 가시 껍질이 벗겨진 밤을 “무장해제를 당한 중앙군의 행렬”

로 비유한다. 1934년 당시 천진에서 일어난 중국 국민당의 중앙군과 일본 관동

군의 전투를 ‘밤’의 모양을 통해 묘사하 다. 

  일본과의 전투에서 패하여 무장해제를 당한 중앙군은 중화민국의 수도 “남

경”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천진”의 전선으로 다시 싸우러 갈지, 국민당 총

통 장개석의 “통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시적 화자는 중국의 무력함을 

껍질을 벗긴 밤송이로 묘사하여 열강의 먹이가 된 상황을 그렸다. 이 짧은 시 

속에서도 중국의 무력함에 한 풍자가 여실히 드러난다.425) 시적 화자는 시집 

태양의 풍속에 수록된 ｢ 중화민국 행진곡｣에서도 중국의 무력함을 풍자하

다.     

大中華民國行進曲

大中華民國의 將軍들은

七十五種의 勳章과 靑龍刀를

같은 풀무에서 빚고있습니다. 

｢엑 軍士들은 무덤의方向을 물어서는못써. 다만죽기만해. 그때까지는 鴉片이 여

기있어. 大將의 命令이야......

엇둘......둘.....둘｣

｢大中華民國의兵卒貴下
부디 이 빛나는勳章을 貴下의 骸骨의肋骨에거시고

쉽사리 天國의門을 通하옵소서. 아―멘.

424) 김기림, 태양의 풍속, 146면.  
425) ｢밤｣(栗)을 포함한 식료품점의 시들은 먹고 먹히는 행위를 은유한 탈식민주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조연정은 김기림 텍스트에서 원시적 풍경 묘사가 지닌 양가성을 지적
한 바 있다. 조연정, ｢1930년  문학에 나타난 ‘숭고’에 관한 연구: 주체의 ‘윤리’를 
중심으로｣, 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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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둘

엇둘｣426)  

중화민국 앞에 ‘ ’를 붙인 것이 명백한 풍자이다. 첫째 연에서는 75종이나 

되는 다양한 훈장과 청룡도가 같은 풀무에서 빚고 있다는 사실을 풍자하여 중

국 군 의 허약과 퇴락을 묘사한다. 둘째 연에서는 화자를 국민당 총통 장개석

으로 바꿔 군사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상황을 풍자한다. 마지막 연에서는 시적 

화자가 중국의 병졸들에게 보내는 서한으로 “빛나는 훈장을 귀하의 해골의 늑

골에 걸”고 죽으라며, 그들의 명복을 빌고 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중국의 

병졸들을 풍자하고 있는 셈이다. 

 2) 기상도 수록 시

  

  김기림은 시집 태양의 풍속에 수록한 시뿐만 아니라 기상도의 몇 구절에

서도 중국의 허약함을 비웃는다. 제 4장 ｢자최｣의 서두는 시 ｢ 중화민국행진곡

｣처럼 열강들의 다툼의 장이 된 중국의 현실을 냉소적으로 묘사한다. 

자최

｢大中華民國의 繁榮을 위하야-｣
슲으게 떨리는 유리｢컵｣의 쇠ㅅ소리.

거룩한 ｢테-불｣ 보재기우에

펴놓은 歡談의물구비속에서

늙은王國의 運命은 흔들리운다.

｢솔로몬｣의 使者처럼

빨간술을 빠는 자못 점잔은 입술들

색깜안 옷깃에서

쌩그시 웃는 힌薔薇
｢大中華民國의 分裂을위하야-｣427)  

426) 김기림, 태양의 풍속, 30-1면.
427) 김기림, 기상도,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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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민국의 번 ”으로 시작하여 “ 중화민국의 분열”로 마무리되는 ｢자
최｣의 서두는 검은 정장을 갖춰 입은 서구 신사들의 “거룩한” 환담이 중국 

륙을 번 시키기는커녕 분열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빨간 술”에 

젖은 “자못 점잔은 입술들”은 서구 제국주의자들이 중국을 식인(食人)하는 카

니발(cannibal)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428) 카니발적 상상력은 ｢쥬피타추방｣에
서 쥬피타가“중화민국의 여린 피를 드리켜고 꼴을 찡그”리는 것으로 구체화

된다. 8-9행의 “색깜안 옷깃에서 쌩그시 웃는 흰 장미”는 검은 빛깔의 정장과 

앵글로 색슨의 흰 피부를 조함으로써 겉과 속이 다른 국 제국주의자들의 

행태를 고발한다. 시어 “장미”는 15세기 장미전쟁을 벌인 국을 상징한다. 

  시적 화자는 중국 시장에서 국 자본의 침투를 묘파해 낸다. 동인도회사를 

앞세운 국 자본의 침투가 중국 분열을 가속화시킨다는 것이다. 국 다음으로 

시적 화자가 중국 분열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세력은 상해를 배경으로 하는 프

랑스 제국주의이다.

떨리는 租界線에서

하도심심한 步哨는 한 佛蘭西婦人을 멈춰세웟스나

어느새 그는 그女子의 ｢스카-트｣밑에 있었습니다.

｢베레｣그늘에서 취한입술이 博愛主義者의

우슴을 웃엇습니다429)   

  프랑스 조계선이 “떨리는” 이유는 상해에서 프랑스 조계가 점차 세력을 넓

혀 확장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확장되는 프랑스 세력에 해 중국 국민

당 정부의 “보초”는 방관할 뿐이다. 보초는 심심한 나머지 아주 가끔 프랑스 

정부에 항의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프랑스 부인의 스카프 밑에 처박히는 

에로틱하면서 그로테스크한 상황에 빠진다. 저자는 중국과 프랑스를 정신이 배

제된 육체로 물화(物化)시키는 신감각파의 수법을 사용하 다.

428) 카니발리즘(cannibalism)은 초기 희곡 ｢떠나가는 풍선｣(1931.1.29.-2.3)에서도 발견되는데, 
기상도, ｢쥬피타추방｣에서 지속적으로 형상화된다. 바흐친은 먹고 마시는 행위를 그로
테스크한 육체의 주요한 특징으로 바라보며 먹고 마시는 ‘신체’를 ‘세계’와 연결시
킨다. Bakhtin, Mikhail. Rabelais and His World, Trans. Helene lswolsky, Bloomington: 
Indiana UP, 1984, p.281참조.

429) 김기림, 기상도,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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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당 정부는 프랑스 조계 정부의 요구에 순응하 고, 프랑스 자본가들은 속

으로는 경제적 이익을 꾀하면서 의명분으로는 프랑스 혁명정신인 박애주의를 

외친다. 하지만 그들의 박애주의는 인간 이하로 묘사되는 중국인들에게는 해당

되지 않으며, 단지 “베레”를 착용한 프랑스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김기림 

시에서 모자란 신분을 나타내는 주요 상징이다.) 시적 화자는 프랑스 혁명의 정

신이 발현되지 않는 1930년  당시 상해의 상태를 여러 가지 상징과 은유를 통

해 비꼬고 있다. 그는 프랑스 제국주의자의 위선 뿐만 아니라 “하도 심심한” 

중국 국민당의 태만에도 일침을 가한다. 중국인을 인간 이하이며 태만한 인종으

로 물화시키는 시각은 노신의 ｢아큐정전｣, ｢광인일기｣ 및 요코미쓰 리이치의 
상해 등 당  주요한 작품에 연거푸 드러나는 것으로 당 의 동아시아 지식인

들은 중국의 무력함과 태만에 일침을 가하고 있다. 

 3) 시집 미수록 시

  김기림은 수필 및 기타 잡문에서도 중국에 한 냉소를 스스럼없이 드러낸다. 

1930년에 쓴 기행문 ｢간도기행｣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 저자는 한국 공산당

원들이 일본에 해 무력 투쟁을 벌인 사건을 무관심하게 바라보고 있는 중국

인들에게 분노한다. 그는 민성보 편집장 周東 郁씨와의 만남을 떠올리면서 “중

국정부의수뇌제씨와 이위 한주필의 광 스러운자존심을 상해우지 안키위하야 

지나와 간도라는두말은될수잇는 로 우리입술이 발음하지말기를 원하엿

다”고 하면서도, “일본에서는 지나라는말보다도 더 모욕적인 장꼬로-라는말

이 사용되는 것을 들은일은업는가?”430)라며 허약한 중국을 풍자한다. 이처럼 

그는 중국에 해 상당히 냉소적이다. 

  시 ｢두만강｣은 1936년 당시 중일전쟁 직전 첨예하게 립하고 있는 중일 관

계를 묘사하 다.

10, 豆滿江

大陸은 이간사한 혀끗이 보기시려서

430) 조 복, 문인기자 김기림과 1930년  ‘활자-도서관’의 꿈, 살림, 2007, 4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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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나문발 江물로 갈라노앗다.

그럴바엔 아주 바다에나 집어던지지.

그랫드면 오늘와서 딴소리는 업섯슬것을―431) 

  “간사한 혀끝”을 보기 싫어하는 “ 륙”은 중국 륙을 의미하며, “

륙”과 립하는 “간사한 혀끝”에서 중·일간의 토분쟁을 촉발하여 전쟁을 

일으킨 일본 관동군의 행태가 나온다. 식민지 조선과 중국의 국경 지방에 놓인 

두만강이 강이 아니라 바다 다면, 당시의 만주처럼 토분쟁이 심각하지 않았

을 것이라고 시적 화자는 생각한다. “스무나문발 江물”처럼 여기저기 갈라진 

두만강의 강줄기가 중국과 일본 제국 사이의 지리적 경계를 불분명하게 해 주

어 토분쟁을 촉발시킨 한 요소가 된 점을 시적화자는 지적한다. “아주 바다

에나 집어던지지”와 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냉소하는 시적 화자의 어

투는 중일전쟁을 막지 못한 국민당 정부에 한 일련의 비판으로 보인다.

  시 ｢두만강｣이외에 국경지역을 모티프로 하여 중국을 비판한 시로 시 ｢국경｣
(다)가 있다. 이 시에서 저자는 화교를 수식하는 “살진”이란 형용사를 통해 냉

소를 드러낸다. 저자는 국경지 에 거주하는 부르주아 화교들이 식민지 조선 민

중의 고혈을 빨아먹어 살지게 된 점을 지적한다.  

13, 國境(나)

살진 華僑가 나무床에 기 서 ｢라디오｣를 틀어노코

祖國의 騷亂을 걱정스레 엿듯는 거리―.432)

  그가 시에서 드러내는 국민당 정부와 중국인 부유층에 관한 풍자는 그의 정

치적 지향이 민중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지향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저자가 기상도의 마지막 장 ｢쇠바퀴의 노래｣를 통해 민중을 중심

으로 한 세계를 유토피아로 상정한 것433)처럼, 제국주의의 자본의 팽창과 파시

431) 김기림, ｢關北紀行斷章｣, 조선일보, 1936.3.18.
432) 김기림, 위의 글, 1936.3.19.
433)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은 “Third-World Literature in the Era of Multinational 
Capitalism”에서 유토피아가 지닌 지향성을 사회주의 프로젝트의 다른 이름으로 본다. 현실
에 실재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이상적 세계를 구상한다는 유토피아의 지향성은 역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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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의 전체주의는 타도의 상이 된다. 그의 反제국, 反파시즘적 태도는 1936년 

촉발된 스페인 내전 이전에 발생한 스페인의 왕정 타파를 배경으로 동아시아 

지역을 넘어 한층 깊고 넓게 형상화된다. 

2.3. 스페인 혁명의 형상화에서 나타난 일본 제국주의 비판

    

      서반아의 노래……

①「포플라」의 마른 가지에 가마

귀 한 마리

②검은 묵바울가튼 검은 까마귀

③「웨스트민스터」의 寺院의종이

大英帝國의黃昏을느껴(껴, 껴,

껴) 우는 소리―

④가마귀는 거문｢징키쓰시칸｣의
後裔올시다

⑤하나 지금은營養不足으로卒倒
의症勢까지 보입니다

⑥紳士는아니외다

⑦葬式의行列에 끌려가는 ｢알폰

소｣廢皇陛下의帽子는四十五度
로 기우러저잇습니다

⑧｢사모라｣의 키보다큼니다

⑨｢칼멘｣아 노래불러라

西班牙의피를 마시면서―

민중의 혁명을 통해 기존의 정치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사회주의자들의 시도 다. 하지만 이들
의 결과가 과연 유토피아를 낳았는지 상기해 본다면, 제임슨의 시각은 유토피아의 제시가 정
치적 허상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세계 전을 두 차례 겪고 난 인류가 더 이상 이상주의 
문학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김기림 역시 학풍(1948)에 발표한 후
기의 비평 ｢I. A. Richards론｣에서 “형이상학과 비평은 말하자면 어떠한 ｢유토피아｣를 무언
중에라도 상정하고 그것을 학문적인 술어로써 마치 학문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과학이 아님은 곧 알아낼 수 있다”라고 주장하여 형이상학과 유토피아가 
지닌 허상을 비판한다. Jameson, Fredric. “Third-World Literature in the Era of Multinational 
Capitalism,” Social Text, No.15, Autumn 1986,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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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女性朝鮮第一號에서)434)

  위 시는 일견 내용보다 형식을 강조하는 “해석에 저항하는”435) 시로 보인

다. 김기림은 이 시의 해설에서“이미지의 비약에 의한 내적 방법”을 사용하

여, “시의 각행이 표하는 이미지는 또 다른 이미지를 불러온다”는 “연상의 

비행” 수법을 썼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 시의 초반부에 등장하는 “ 양부족의 

가마귀”가 “ 제국의 말발굽 아래 깔려 있는 동방의 제민족”을 상징한다

며 자신의 비유를 풀이했다.   

  D. H. 로렌스가 “작가를 믿지 말고 오로지 스토리를 믿으라”436)라고 말했던 

것처럼, ｢서반아의 노래｣에서 김기림의 해석을 전적으로 신뢰할 이유는 없다. 

문학자들이 엘리엇의 황무지를 분석하면서 엘리엇이 덧붙인 ‘노트’를 반

드시 참고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 시는 제목이 ｢서반아의 노래｣이며, 

서반아 관련된 시어인 폐위된 “알폰소” 황제와 새로운 공화국의 통령 “사

모라”(Niceto Alcala Zamora)가 등장한다. 8, 9행에서 카르멘이 서반아의 피를 

마시면서 부르는 노래 역시 무언가 의미가 함축된 듯 보인다. 그럼에도 저자는 

이 시의 해설에서 서반아 혁명에 관련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신 1934년 

당시 중국을 놓고 일본과 립하고 있던 국을 풍자한 사실을 설명함으로써, 

서구 자본주의를 비판한 시라는 인상을 준다. 

  이 시를 해석하려면, “알폰소 폐황폐하의 모자”가 왜 45도의 각도로 기울어

져 있는지, 또한 기울어진 알폰소 13세의 모자가 왜 알폰소를 추방한 스페인 제

2공화정의 수반 알랄라 사모라의 키보다 큰 지가 분석되어야 한다. 서반아의 혁

명과 제국의 발밑에 신음하던 동방의 제민족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다소 약

하다. 특히 제국의 황혼과 식민지 조선의 민중들과의 관련성은 낮아 보인

다. 저자가 “연상의 비행”이라고 주장한 이 부분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시의 최초 게재는 여성조선 제1호 다. 동아일보 1933년 1월 19일자 

신간소개를 보면 여성조선이 1933년 1월에 최초 발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이 시의 배경은 1932년까지의 스페인으로, 1936년 7월 스페인령 모로코에

434) 김기림, ｢현 시의 발전｣(十), 조선일보, 1934. 7.22. 
435) Sontag, Susan. “Against interpretation,” Against Interpretation and Other Essays, Anchor 
Books, 1990, pp.3-14 참조. 
436) ““Never trust the teller, trust the tale,” said Lawrence.” Ibid., p.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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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쿠데타가 시작되어, 프란시스 프랑코 장군(Francisco Franco)이 본격적으로 등

장하기 이전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앙드레 말로, 조지 오웰이 직접 참전하

고, 헤밍웨이, W. H. 오든437), 스티븐 스펜더, 세실 데이 루이스, 허버트 리드

(Herbert Read), 생텍쥐페리, 루이 아라공, 폴 엘뤼아르(Paul Éluard)가 작품을 남

긴 스페인 내전(1936-9)에 훨씬 앞선 1930년  초의 시기이다. 프랑코에 협력한 

이탈리아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 그리고 공화국에 도움을 준 코민테른과 결부하

여 좌우익의 이데올로기 립으로 이 시를 해석하긴 어렵다. 이 시는 1931년 4

월 14일에 시행된 입헌군주제의 폐지 및 스페인 제 2공화정의 선포를 배경으로 

한다.438)  

  ｢서반아의 노래｣는 모두 9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행에서 5행까지의 부분과 

6행부터 9행까지의 부분으로 내용을 구분할 수 있다. 1행부터 5행까지는 제

국과 까마귀 사이의 권력 관계를, 6행부터 9행까지는 스페인의 정체변화를 묘사

했다. 1931년 4월, 알폰소 13세가  퇴위한 그 해 12월에 사모라(Alcala Niceto 

Zamora)는 스페인 제 2 공화국의 통령으로 선출된다. 알폰소 13세는 리베라의 

쿠데타를 승인하고 리베라의 군부독재를 지지했지만, 1929년의 세계 경제공황의 

여파로 스페인 경제가 악화되자 리베라 정권과 함께 절  왕정은 무너진다. 시

적 화자는 스페인의 정치적 격동에 해 오페라 카르멘의 여주인공 카르멘에

게 노래를 부를 것을 요구한다. 서반아의 피를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라는 것이

다. 카르멘에 등장하는 카르멘이 남자들과의 숫한 사랑 속에서 지속적으로 추

구한 것은 어느 남자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 다. “내일은 이 주막에서 나

를 찾지”439) 말아달라고 요구하는 저자에게 카르멘이 부르는 자유의 노래는 분

명 공감하는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 시적 화자는 카르멘이 부르는 ‘자유’의 

노래를 스페인이 왕정을 폐지하여 자유를 성취한 것으로 비유한다. 알폰소의 모

자가 45도로 기울어지게 된 것은 왕정의 폐지를 뜻하며, 이 기울어진 모자가 사

모라 통령의 키보다 크다고 비유한 것은 왕정의 급격한 몰락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저자가“이 시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다. 몰락한 전야를 맞

437) 오든은 시 스페인으로 얻은 수익금을 스페인을 위한 의료기금에 기부했다. 하지만 이후 
조지 오웰이 이 시를 비판하자 오든을 이 작품을 자신의 정전에서 제외한다. (스페인내
전, 440면 참조)

438) Spain: a History, Edited by Raymond Carr, Oxford UP, 2000, p.242 참조. 
439) 김기림, 태양의 풍속,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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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인공으로 하는 세계 그것의 비극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 시에서 알폰

소 황제는 “장례식의 행렬에 끌려가는”, 즉 죽음으로 향하는 운명이 된다.

  스페인의 왕권이 타도된 반면, 제국으로 풍자된 국의 왕실은 굳건하다. 

동방의 제민족으로 묘사한 까마귀가 “껴, 껴, 껴”하고 울어보지만, 까마귀는 

국에게 항할 수 없는 양부족 상태이다. 동인도회사가 가진 자본의 힘이 

중국에서 국과 경제적으로 경쟁하던 일본의 힘을 부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

다.440) 일본이 식민지의 확보를 위해 만주를 침략하여 간도에 거주하는 중국인

과 조선인을 궁지에 몬 것은 자본주의의 팽창을 추구한 일본의 선택이었다. 시

적 화자가 비판의 화살을 국에 돌린 것은 일차적으로 국의 자본주의가 초

래된 동서양 힘의 불균형 때문이다. 국과 일본의 자본주의 경쟁이 일본으로 

하여금 철도 및 통신 시설을 통해 조선을 한층 더 착취하고, 만주까지 출병하도

록 이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까마귀는 “검은 징기스탄의 후예”로 비유된다. 

징기스칸이 꿈꾼 세계제국의 꿈을 일본 군국주의는 뒤쫓는다.441) 고래싸움에 새

우등이 터지는 것처럼, 조선은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의 경쟁에서 이중의 피해를 

입게 된다. 웨스터민스터의 종소리도, 까마귀의 껴, 껴, 껴 우는 소리도 조선에

겐 이중으로 울려 퍼지는 억압의 메아리 던 것이다.

  일본이 열강의 자본주의 속에서 자신의 자유를 획득하려면, 일본 스스로의 출

혈이 필요했다. 까마귀의 울음소리는 국과의 경쟁에 맞서 싸우는 일본 스스로

의 출혈이 되며, 이 출혈은 당시 일본 제국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었던 조선인

들의 피로 이루어졌다. 저자는 카르멘의 노래를 통해 제국이 만들어낸 피의 

“戰爭競技”442)를 비난한다. 30년  초의 스페인이 성취했던 것처럼, 두 왕정인 

제국과 일본제국을 벗어나 민중이 주체가 되는 공화정을 이룩하는 것이 조

선 민중을 바라보는 시적 화자의 간절한 염원이었던 것이다.  

  이 장에서는 김기림이 일본, 중국, 서반아를 어떻게 형상화하 는지 살펴봄으

로써 그의 정치적 시각을 살펴보았다. 그는 일본에 한 “현해탄 콤플렉

440) 요코미쓰 리이치의 상하이는 중국을 둘러싼 국과 일본 사이의 경쟁적이며 동시에 
공생적인 관계를 잘 드러난다. 이들은 시장 경제 내에서 경쟁관계 으면서도, 러시아 혁명으
로 촉발된 사회주의 타도에는 공생관계를 유지한다. 김기림은 경쟁관계이면서 공생관계인 이
들 제국의 상호협력이 식민지를 어떤 상황에 이르게 하는지 ｢서반아의 노래｣에서 면 히 검
토한다.   
441) 이런 점에서 역사는 반복된다는 김기림의 역사관을 한층 인식할 수 있다. 
442) 김기림, 기상도,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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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443)에서 벗어나 있지만, 제국주의적 의도에는 비판적이다. 중국의 태만함과 

무력감에 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스페인의 정치

혁명과 같은 “공화정”에로의 염원을 보이기도 한다. 김기림의 정치사상은 항

상 민중이 주체가 된다. 민중이 주도하는 공화정체의 성립이 그가 꿈꾼 정치체

제 던 것이다.

3. 헤브라이즘 일원론과 헬레니즘 다원주의의 동시 추구: 

  시 ｢쥬피타追放｣을 중심으로

 

  신범순은 시인 이상(1909-1937)의 세계를 규명하는 이상의 무한정원 삼차각

나비: 역사시 의 종말과 제4세  문명의 꿈에서 이상의 사상에 지지를 표명한 

동료시인 김기림에 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김기림의 시 ｢쥬피타追放｣은 

제국과 일본제국에 맞서 “근 의 모순 전체를 이상이 감당”한 것을 묘사한 

시란 것이다. 김예리는 ｢김기림의 예술론과 명랑성의 시학연구｣(2011)에서 신범

순의 관점에 서서 ｢쥬피타 추방｣에 한 논의를 한층 심화시킨다. 저자는 ‘애

도’에 한 프로이트의 논의를 빌려 “｢쥬피타 추방｣은 이상의 죽음을 추모하

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김기림 자신을 위한 것”444)이기도 하다고 설명한다. 

“2년 전 일본 동경에서 비참하게 죽은 뒤 자신의 가슴 한편에 아프게 자리하

고 있던 이상과 사라져버린 10년 동안의 자신의 삶은, 김기림이 자신의 삶을 지

443) “현해탄 콤플렉스”는 김윤식의 용어로 그는 현해탄 콤플렉스를 자각한 문인들을 ｢우
산받은 요코하마의 부두｣의 임화를 위시하여 카프의 주류를 이룬 사상가들로 보았다. 그
는 이은상, 양주동, 이태준 등을 “(1)학교교육에 나아가고 있었다는 점, (2)조선 내에서 
두각을 내어 알려지거나 문제된 인물이 아니라는 점, (3) 그리고, 평범한 삶의 방식(곧 보
수주의)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는 점”을 들며 이들이 카프 그룹과는 달리 시 적 의미를 
의식하지 않았다는 점, 적어도 의식하지 않고자 한 점에서는 완전히 일치되고 있다고 지
적했다. 동북제  시절의 김기림은 기상도(1936)를 통해 시단에 알려지기는 했지만 (1), 
(3)의 요소를 이들 그룹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카프 그룹의 자각과는 현저히 구분된
다. 그는 ｢쥬피타추방｣과 ｢서반아혁명｣등 몇몇 시에서 일본 제국주의와 동양 담론의 허구
성을 비판하지만, 일본에 한 콤플렉스가 표출되었다기보다는 일본 제국주의를 동서양 
결혼의 왜곡된 예로 비판하고 있다. 김윤식, ｢현해탄의 사상｣, 김윤식선집 1, 문학사상
사, 1996, 309-11면 참조; ｢쥬피타추방｣에 나타난 일제의 서투른 서구 흉내 내기에 한 
비판으로는 신범순, 이상의 무한정원 삼차각 나비, 97면 참조.  

444) 김예리, ｢김기림의 예술론과 명랑성의 시학 연구: 알레고리와 배치의 기술을 중심으로｣, 
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2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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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넘어서야만 했던 이중의 과제 던 것이고, 그

것의 결과물이 ｢쥬피타 추방｣”445)이었다는 것이다.

  김예리에 따르면 ｢쥬피타追放｣은 1939년경에 쓰여 진 것으로 추정되는 데446), 

이때는 김기림이 세계문학 정전 중 하나로 꼽았던 예이츠시집의 저자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가 사망한 해 다. 예이츠는 1939년 1월경 사망했는데, 예이츠의 

사망은 후기 낭만주의에서 초기 모더니즘에 걸쳐 있는 거장의 퇴장을 의미한 

큰 사건이었다. 예이츠 사망 한 달 뒤, W. H. 오든은 시 ｢예이츠의 죽음을 기념

하여｣(In Memory of W. B. Yeats)를 발표하여 예이츠의 죽음을 애도했으며, 뒤이

어 T. S. 엘리엇도 예이츠의 죽음을 추도하는 연설문 ｢예이츠에 관하여｣(On 

Yeats)를 남겼다. 인간의 죽음은 그에 한 여러 가지 기억을 단순·명료하게 이

끌어 준다. 예이츠의 죽음으로 엘리엇과 오든은 예이츠의 문학 세계의 여러 측

면 가운데 자신들이 기억하고자 하는 것을 추려낼 수 있었다. 

  식민지 조선에서도 예이츠를 향한 추도 열기는 뜨거웠다. 조선의 문단에서 서

구문학 작품 중 가장 많이 번역된 작품이 예이츠의 시 기 때문이다. 김기림 역

시 1939년 10월에 발표한 평론 ｢모더니즘의 역사적 위치｣에서 예이츠의 후기 

시 ｢비잔티움으로의 항해｣(Sailing to Byzantium)의 앞부분을 인용하여 한 때 

“사숙”447)했던 예이츠와 모더니즘을 함께 추도한다. “이상의 전에 바치

는” 추도시 ｢쥬피타追放｣은 오든의 ｢예이츠의 죽음을 기념하여｣에서 감을 

받아 쓴 시로 보인다. 오든이 예이츠를 빌어 ‘시’에 한 자신의 생각을 전개

해나가는 것처럼, 김기림 역시 이상을 빌어 특유의 문명비판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기림은 이상이 죽었기 때문에 비로소 이상에 한 기억을 명료히 

표현할 수 있었다. 그가 지닌 이상에 한 기억은 시 ｢쥬피타追放｣으로 박제되

었는데, 그의 기억은 기독교 모티프와 결합하고 있다.

  무명처럼 엷고 희어진 얼굴에 지저분한 검은 수염과 머리털, 뼈만 남은 몸둥아

리, 가쁜 숨결-그런 속에서도 온갖 地上의 지혜와 총명을 두낱 焦點에 모은듯한 

그 無敵한 눈만이, 사람에게는 물론 惡魔나 神에게조차 속을리 없다는듯이, 金剛

445) 김예리, 위의 논문, 248면. 
446) 김예리, 위의 논문, 113면 참조.
447) 박귀송, ｢새 것을 찾는 김기림｣, 신인문학 1936.2, (김학동, 김기림평전, 새문사, 

2001, 307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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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처럼 차게 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인생과 조국과 시 와 그리고 인류의 거

룩한 殉敎者의 모습이었다. ｢리베라｣에 필적하는 또 하나 아름다운 ｢피에타｣
다.448) 

김기림은 이상을 리베라에 필적하는 또 하나 아름다운 피에타로 비유하여, 예술

에서의 이상의 역을 기독교 신앙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동궤에 놓는다. “무

명처럼 엷고 희어진 얼굴에 지저분한 검은 수염과 머리털, 뼈만 남은 몸뚱아리, 

가쁜 숨결-그런 속에서도 온갖 지상의 지혜와 총명을 두낱 초점에 모은듯한 그 

무적한 눈”에서 리베라의 그림 피에타(1633)가 연상된다.449) 예수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리아와 제자들의 모습처럼, 김기림은 이상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이

상 예술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이상 예술의 부활을 꿈꾸는 김기림은 ｢쥬피타추방｣을 통해 故 이상을 동시

의 여러 역사적 사실과 연관시킨다. 그 중에서 당  화두가 되고 있던 근 초극

론에 한 생각 역시 이상에 빚지고 있다. 이상이 즐겨 마시던 술잔에서 간다라 

벽화의 헬레니즘 모티프가 추출된다. 신범순은 ｢쥬피타추방｣의 2연에서 “간다

라 벽화”의 의미를 추적한다. 

깐다라 壁畵를 숭나낸 아롱진 盞에서

쥬피타는 中華民國의 여린피를 드리켜고 꼴을 찡그린다

｢쥬피타 술은 무엇을 드릴가요?

응 그다락에 언저둔 登錄한 思想을랑 그만둬.

빚은지 하도 오라서 김이 다 빠졌을걸.

오늘밤 신선한 내 식탁에는 제발

448) 김기림, ｢李箱의 모습과 藝術｣, 이상선집, 1949.3.15., 7-8면.

449) 

Jusepe de Ribera, 
Pieta(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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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린 냄새는 피지말어｣.450)

저자는 “이 시의 문맥에서 중화민국의 술잔에 새겨진 간다라 양식은 서구적인 

문명과 동양적인 것을 적당히 뒤섞은 혼합물”451)이라고 지적한다. “창조적 정

신과는 거리가 먼 이 저열한 사상과 문화를 김기림은 중화민국의 간다라적 술

잔으로 표상한다”452)는 것이다. 저자가 지적한 “그리스적 양식과 불교적 정신

의 결합”453)으로의 간다라 벽화는 사실상 김기림이 ｢｢東洋｣에關한斷章｣에서 추

구한 동서양의 결합의 본보기이다. 물론 김기림은 동서양의 만남에 해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일례로 그는 타고르와 예이츠의 결합을 비판했었다. 

그들의 센티멘탈리즘 결합이 세기말의 타락과 제국주의를 심화시켰다고 보았

다.454) 마찬가지로 기상도에서 형상화한 것처럼, 상해의 외탄에서 벌어지는 동

서양의 조우 역시 간다라 벽화의 저급한 ‘흉내내기’에 지나지 않는다.

  김기림은 ｢쥬피타추방｣에서 동서양의 교류의 왜곡된 사례를 연거푸 지적한다. 

록펠러 씨를 거론하여 미국의 표적 자본가 계급에게 비판적 시선을 보내며, 

록펠러家의 정원을 동서양이 왜곡되게 결합된 예로 서술하 다. 

 

쥬피타는 록펠라씨의 정원에 만발한

곰팡이 낀 절조들을 도모지 칭찬하지 않는다.

별처럼 무성한 온갖 사상의 화초들.

기름진 장미를 빨아먹고 오만하게 머리 추어든 치욕들.455) 

존 록펠러 2세가 미국 동부 연안의 메인 주에 꾸민 정원(The Abby Aldrich 

Rockefeller Garden)은 중국 만리장성에서 벽돌을 가져오는 등 동양의 예술품이 

서양의 지 위에 구축된 곳이다.456) 시의 화자는 한국, 중국, 일본의 돌조각들

450) 김기림, 바다와 나비, 93-4면. 
451) 신범순, 이상의 무한정원 삼차각나비, 97면.
452) 신범순, 위의 책. 
453) 신범순, 위의 책. 
454) “｢타골｣이 登場한것도 그러한 雰圍氣속이 다. 기탄자리와 루바얏드가 英國의 世

紀末詩人들과 끄러안고 우는 동안 印度와 近東에는 英國의 支配가 날로 굳어갔던것이
다.” 김기림, 시론, 38면. 

455) 김기림, 바다와 나비, 95면.
456) “그들 부부는 이 큰 집을 개조하고 널찍한 마당에다는 동양식 정원을 덧붙 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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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된 이 정원을 “곰팡이 낀 절조”로 명명하여 스탠더드 오일의 최 주

주인 록펠러 가문의 자본에 동양 예술이 오염된 예로 보고 있다. 정원에 핀 꽃

을 “기름진 장미”로 형상화하는 데에는 스탠다드 오일(Standard Oil)을 경 하

여 독점한 석유로 부를 축적한 록펠러 가문을 향한 비난이 담겨있다. 그리고 록

펠러 가문에 한 비난에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팽창 자본주의에 한 경계도 

내포되어 있다. 그는 록펠러 재단에게 구입된 한·중·일의 예술품457)에서 동양

의 정신이 자본주의에게 훼손된 “치욕”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쥬피타추방｣의 화자는 이처럼 동서양이 어떻게 만나야하는지에 해 깊이 

숙고한다. 아롱진 잔과 록펠라 씨의 정원을 동서양의 조화가 왜곡된 예로 들며, 

흉내내지 않은 ‘眞本 간다라 벽화’, 즉 헬레니즘458)의 다원주의 정신을 모색

하고 있다. 서구 자본주의와 상업주의가 동양을 오리엔탈화라는 결합이 아니라 

유교 사상 이전의 “고 와 중세”459)의 동양정신과 서양의‘과학적 정신’460)

이 만나는 것이 이 시의 시적 자아가 꿈꾸는 제 2의 간다라 문명이 된다.     

  또한, 신범순은 김기림이 왜 ‘제우스’ 신 ‘쥬피타’라는 이름으로 이상을 

고 그 일 를 긴 담장으로 둘 는데, 담장 꼭 기의 벽돌은 중국의 만리장성에서 떼어낸 
것들이었다.” 피터 콜리어, 데이빗 호로위츠, 함규진 옮김, 록펠러家의 사람들, 씨앗을 
뿌리는 사람, 2004, 135-6면.

457) 정원에 가꾸어진 한·중·일 조각품의 물품 목록에 하여 Appendix A참조. Chassé, 
Patrick. The Abby Aldrich Rockefeller Garden: A Visitor’s Guide, David Rockefeller, 1996, 
pp.47-8.   

458) 미키 기요시는 헬레니즘 정신에 해 “...‘헬레니즘 문화’는 그리스에서의 민족 연합
에 근거해 개화한 것이었다. 동아에서의 여러 민족의 협동에 기초해 헬레니즘 문화처럼 
세계적 의의를 갖는 새로운 동아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 동아 협동체의 사명이어야 한
다.”며, 그리스 민족 연합을 그의 동아 협동체론과 상관시킨다. 필자는 김기림의 헬레니
즘의 정신이 미키 기요시의 헬레니즘 개념의 전유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밝혀둔다. 미키 
키요시, ｢신일본의 사상원리｣,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19-20세기, 최원식, 백 서 엮음, 
문학과 지성사, 1997, 55면. 

459) “우리는 東洋의 가장 빛나는 얼굴을 차라리 古代와 中世에서 찾으려한다.” 고 와 중
세에 한 관심에서 일본낭만파의 분위기가 느껴진다. 이는 김기림이 주장한 ‘동양과 서
양 간의 결합’을 일협력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하는 여지를 주어 김기림의 동양 담론을 
근 초극론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낳았다. 하지만 중세와 고 로의 지향은 고전에의 추
구라기 보단 식민지를 초래한 유교 사상에 한 저자의 혐오에 기인하 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김기림은 당시의 조선주의 및 고전열풍에 해 한결같이 부정적이었다. 김기림, 
｢｢東洋｣에關한斷章｣, 文章 第三卷 第四號, 1941.4, 216면. 

460) “우리는 西洋的인 近代文化가 다음文化에 남겨줄 가장 重要한 遺産의 하나는 ｢科學的
精神=態度=方法｣이 아닌가 생각한다.” 김기림, 위의 책, 2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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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유했는지, 김기림의 호명에 해 흥미로운 분석을 시도한다. 1937년 조광에 

발표한 ｢고 이상의 추억｣에서 이상의 얼굴을 “피디아스의 제우스 신상” 같다

고 묘사한 데 반해, ｢쥬피타追放｣에서는 ‘제우스’ 신 ‘쥬피타’라는 어휘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범순은 이탈리아, 독일과 삼국동맹을 맺고 있던 당

시 일본의 분위기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김기림이 그리스식 이름인 ‘제우

스’ 신 이탈리아식 이름인 ‘쥬피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았다. 당시 막 2차 

전이 발발한 구라파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김기림의 호명을 흥미롭게 해

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분석은 폐허가 된 “폼페이 해안” 을 소요하는 추방

자가 그리스의 신 ‘제우스’가 아니라 로마의 신 ‘쥬피타’라는 점을 상기시

킨다. 유일신교인 기독교 수용 이전 헬레니즘의 다신교로 번 했던 로마 제국이 

지닌 크고 다양한 이상을 李箱이 지닌 예술의 꿈으로 비유하는 데에서 李箱 예
술의 원 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김기림은 이상 예술이 지닌 원 한 꿈으

로 세계를 인식하기 위해 기상 에 오르며, 세상을 떠난 李箱을 목성으로 부활

하도록 한다.   

  쥬피타는 고  로마식 어휘이지만, 동시에 어식 표기이기도 하다.461) 

“Jupiter”는 고  로마신화의 주신일 뿐만 아니라, 어로 천체의 ‘목성’이

라는 또 다른 뜻을 지니고 있다.462) 김기림은 시집 태양의 풍속(1939)에 수록

된 시 ｢새날이 밝는다｣에서 “어서 일어나요....... / 푸른 안개의 휘장 속에서는 

/ 마르스의 늙은이가 분주하게 지구의 요람을 흔들어 깨웁니다(인용자강조)” 라

며, 로마 신화 속의 전쟁의 신 “마르스(Mars)”(그리스 신화에서는 아레스Ares)

를 “화성(Mars)”의 빛으로 형상화한 바 있다. 시집 새노래에 수록된 ｢센토

오르｣ 역시 반인반마인 켄타우로스란 의미뿐만 아니라 켄타우로스 ‘별자리’

의 의미도 지닌다. 시의 32행“통굽을한 ｢센토오르｣”은 마치 구두의 통굽처럼 

보이는 켄타우로스 별자리 모양을 시각화한 것이다.463) 이처럼 김기림의 ‘쥬피

타’ 호명은 천체의 움직임과 관련되어 있고, 천체의 움직임은 세계정세가 순환

하는 흐름과 관계가 깊다. 李箱은 별들의 원운동 속으로 들어가 목성의 신화적

461) 동북제  수학 이후 부분의 문학 텍스트를 어 텍스트로 접한 김기림은 어식 표기
를 즐겨 사용한다. 그는 그리스어 표기로 “켄타우로스”(Centaurus)로 불리는 반인반마를 
어식 발음인 “센토오르”(Centaur)로 표기한다. (김기림, 새노래, 113면 참조)  
462) 권 민, 이상 문학의 비  13, 민음사, 2012, 61면 참조.
463) 켄타우로스(Centaurus) 별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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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존재로 남았다. 그는 태양이 비추는 아폴론적 세계관에서는 추방되었지만 쥬

피타의 자리에 올라 바다의 디오니소스적 근원의 힘과 더불어 낮과 밤, 밝음과 

어둠 사이를 순환하는 세계의 일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시적 화자는 밤하늘

에서 목성의 “타는” 빛을 바라보며, 쥬피타가 지구로부터 추방된 것으로 상상

한다. 비록 지구 밖으로 추방되었어도, 쥬피타는 자신의 광채로 세상 여기저기

를 환하게 비추는 밤의 별이 된다.  

쥬피타 昇天하는날 禮儀없는 사막에는

마리아의 찬양 도 분향도 없었다.

길잃은 별들이 遊牧民처럼

허망한 바람을 쉼쉬며 떠 댕겼다.

허나 노아의 홍수보다 더진한 밤도

어둠을 뚫고 타는 두 눈동자를 끝내 감기지 못했다.464) 

마지막 연에서 립되는 이미지는 “쥬피타”와 “마리아”, “노아의 홍수보다 

더 진한 밤”과 “어둠을 뚫고 타는 두 눈동자”이다. “예의없는 사막”이나 

“길잃은 별들”의 시어는 2차 세계 전이 막 발발하려고 하는 이 시기의 어

두운 현실을 직시하는 배경이 된다.    “쥬피타”가 승천하는 날 “마리아”의 

부재가 드러난다. 이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일시적 립을 의미한 것이다. 

김기림은 헤브라이즘의 유기체적 전통에 서있는 당 의 파시즘의 전체주의에 

항하여, 헬레니즘의 다원주의 전통을 끌어온다. “눈먼 팔레스타인의 살육을 

키질하는”이란 시어에서도 팔레스타인에 속한 예루살렘을 독립·재건하기 위

해 국을 부추기는 유 인의 헤브라이즘에 한 김기림의 적개심이 담겨있다. 

하지만 구약성서, 즉 헤브라이즘 신의 심판이었던 “노아의 홍수”465)에서 살

     

464) 김기림, ｢쥬피타追放｣, 바다와 나비, 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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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남은 쥬피타는 세계가 온통 물에 잠겼던 당시만큼이나 더 어두운 현실을 

“뚫고 타는 두 눈동자”가 된다. “길 잃은 별들”과 비되어, 쥬피타의 “두 

눈동자”는 목성의 빛이 된다. 시적 화자는 목성인 쥬피타를 통해 헤브라이즘에 

맞선 헬레니즘 문명의 가치를 적극 수호한다.     

몰려오는 안개가 겹겹이 둘러싼 네거리에서는

交通巡査 로오랑氏 로오즈벨트氏 기타 제씨가

저마다 그리스도 몸짓을 숭내내나

함부로 돌아가는 붉은 불 푸른 불이 곳곳에서 事故만 이르킨다.

그중에서도 프랑코氏의 直立不動의 자세에 더군다나 현기ㅅ증이났다.466)

  시적 화자는 이부분에서 세계의 정세를 안개 속의 네거리로, “로오랑氏”와 

“로오즈벨트氏”를 같은 각운으로 열거하여, 평화를 위한 “교통순사”의 노력

을 묘사하 다. 하지만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건사고는 곳곳에서 일어나

는 데, 그 중 시적 화자를 가장 몸서리치게 만드는 사건은 스페인 내전이다. 

1936년 7월 스페인 모로코령에서 발발한 쿠데타를 서두로 하여 우파인 국민 연

합은 1937년 4월 23일 게르니카 폭격으로 사실상 승기를 잡는다. 1938년 프랑코 

군 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및 몇몇 지점만을 남긴 상태에서 더 이상 전진하

지 않은 채 외교적인 전술로 공화국을 압박했다. 이때 프랑코 장군은 독일 및 

이탈리아 파시스트와 긴 히 협력하여 공화국을 지원하던 코민테른의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한다. 스탈린은 주축국에 맞서 홀로 공화국을 지원할 생각을 단

념하고, ·프 제국주의 세력에 맞서서 향력을 팽창할 목적으로 독일과 손을 

잡을 것을 계획한다. 1939년 8월 23일 비 리에 맺어진 독소불가침 협정은 이 

당시부터 스탈린의 구상 속에 있었다. 또한, 프랑코를 지원한 이탈리아 파시즘 

정부는 국의 체임벌린 정부와 긴 한 관련을 맺어, 국이 공화파를 원조하지 

못하게 만든다. 당시 체임벌린 정부는 세계 전의 재발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독일과 이탈리아의 무리한 요구에도 거듭 양보하 다. 극우 파시스트보다 프롤

레타리아 혁명을 두려워했던 국의 자본가 계급은 코민테른이 지원하는 좌파 

스페인 공화국 정부보다 파시즘을 선택한 것이었다. 당시 좌파정부가 이끈 프랑

465) 노아의 홍수는 기상도의 주요 모티프이다. 
466) 김기림, ｢쥬피타追放｣, 바다와 나비, 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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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같은 좌파인 공화파를 지원하려고 나섰을 때 국은 프랑스의 발목을 잡

음으로써 스페인 공화국을 철저히 고립시킨다. 저자는 이런 국에 항한 팔레

스타인 지역의 무장 봉기를 형상화함으로써 프랑코 파시즘의 등장을 사실상 승

인한 국 자본주의에 한 증오심을 고스란히 드러낸다.467)

          

쥬피타 너는 세기의 아푼 상처 다.

악한 기류가 스칠적마다 오슬거렸다.

쥬피타는 병상을 차면서 소리쳤다

｢누덕이불로라도 신문지로라도 좋으니

저 太陽을 가려다고.

눈먼 팔레스타인의 殺戮을 키질하는 이 건장한

大英帝國의 태양을 보지 말게해다고｣468)

시적 화자는 팔레스타인을 둘러싼 국, 유태인, 아랍 민족의 갈등을 묘사한다. 

1936년에서 39년까지 일어난 아랍 폭동(Arab Revolt)은 팔레스타인에 자치 지구

를 건설하려는 유태인의 욕망과 국의 지지에 의해 촉발되었다.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던 기존의 아랍 민족은 국과 유태인에 저항하여 봉기를 일으키고, 이 

봉기가 실패로 끝난 1939년 이후, 독일의 편을 들어 유태인을 공격한다. 이 시

에서 쥬피타는 유태인의 시오니즘 운동을 경계하는 아랍 민족의 편을 든다. 하

지만 솔로몬의 후예인 메시아 세라시에와 비교함으로써 쥬피타의 사상적 괘적

이 헤브라이즘과도 무관하지 않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쥬피타는 아마도 오늘 세라시에폐하처럼

해여진 망토를 둘르고

문허진 신화가 파무낀 폼페이 해안을

바람을 데불고 혼자서 소요하겠지469)

467) 저자는 수필 ｢여행｣(조선일보, 1937)에서 “나는 그들[행복스러운 어족]이 海底에 國境
을 맨드럿다는 情熱도 ｢푸랑코｣政權을 承認햇다는 放送도 들은일이 없다”면서 자유로이 
바다를 주유하는 어족과 자신의 처지를 조하여 프랑코 정권에 한 반감을 노출한다. 
(김기림, 바다와 육체, 1948, 20면.) 

468) 김기림, 바다와나비, 97면.
469) 김기림, 바다와나비, 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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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리가 밝혀낸 것처럼 “세라시에 폐하”는 쫓겨난 에티오피아의 왕 하일레 

세라시에(Haile Selassie)를 의미한다.470)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병합은 1936년 7

월 조광에 첫 발표되며 그 후 시집 바다와 나비에 실린 시 ｢아프리카狂想
曲｣에서 형상화되었다. 무솔리니의 침공으로 인해 1936년부터 1941년까지 국

에 머물 던 세라시에는 평화를 위한 노력을 그치지 않는다. 그는 “전쟁은 단

지 전쟁을 멈출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471)라는 연설을 남김으로써 전시사태에

도 평화적 해결을 유도한다. 저자는 쫓겨난 쥬피타를 추방된 세라시에 폐하로 

비유하여, 反戰과 反파시즘, 反제국주의를 주장한다. 

  로마신화 속의 제신 쥬피타는 홀로 폼페이 해안을 소요한다. 쥬피타가 화산재

에 묻혀 폐허가 된 “폼페이 해안”을 소요하는 이유는 과거 흥성했던 로마제

국의 옛 추억에 잠김으로써 스스로의 몰락을 위로하기 위함이다.472) 폼페이는 

AD79년에 화산재에 묻히기 이전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가 흘 던 로마제국의 항

구 도시 다. 쥬피타는 전쟁을 초래한 서구문명과 기독교를 비판하며 헬레니즘 

문화의 향수에 젖는다. 서구 자본주의 문명의 표주자인 란은행장 몬태규 노

먼이 통이 곧고 높은 “씰크헷트”를 쓰고 자본가 신분을 뽐내는 것을 보는 일

은 쥬피타에게 꾀나 괴로운 일이었다.  

  

쥬피타는 지금 씰크헷트를 쓴 英蘭銀行노오만氏가

글세 大英帝國 아츰거리가 없어서

장에 게란을 팔러 나온 것을 만났다나.

그래도 게란 속에서는

빅토리아女王 直屬의 樂隊가 軍樂만 치드라나.473)

  김기림은 일찍부터 경제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그는 1931년 발표한 수필 ｢

470) 김예리, 위의 글, 253면. 
471) Selassie I, Haile. My Life and Ethiopia’s Progress, Vol. II., Oxford: Oxford UP, 1976, 
p.42.  
472) 김예리는 시어 “폼페이 해안”에 해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안개가 겹겹이 둘러싼 네거리”의 미래의 모습이자, 과거의 흔적이라 할 수 있는 
신화의 유적들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응축된 역사의 시간”으로 해석하여, 시 ｢청동｣, ｢
못｣, ｢연륜｣에 나타나는 응축된 역사의 시간과 관련시키는 흥미로운 해석을 보여준다. 김
예리, 위의 글, 254-5면.

473) 김기림, 바다와나비, 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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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상(趣想) - 식전(食前)의 말, 우리의 문학｣에서 “어떤 사회가 ｢빵｣의 분배에 

있어서 매우 균제(均齊)를 잃어버렸을 때 그 사회는 결코 활발한 성장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은 물론”474)이라면서, 경제적 분배의 문제를 중요시한다. 나아가, 

“우리들의 문학-그 사회의 관념형태의 일부분-에 많은 접촉을 가지려고 하는 

문학지원자들도 한걸음 퇴각하여 ｢빵｣에 하여 더 진지한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닐까”475)라며 “관념”보다 “빵”으로 제유(synecdoche)된 경제적 사고에 

한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경제 공황을 언급하는 것이 이질적이지 않다. “ 란

은행 노오만씨”는 1920년부터 1944년까지 국의 중앙은행인 란은행(Bank of 

England) 은행장을 지냈던 몬태규 노먼(Montagu Norman)을 말하는 것이다.476) 

공황을 맞아 국경기가 풀리지 않자 그는 계란으로 비유된 ‘금’본위제를 폐

지(1932)하여 금을 팔러 나온다. 파운드를 평가절하하고 은행이자를 2%로 낮추

자 연방의 경기는 세계열강 가운데서 최초로 살아난다.477) 노먼이 계란을 팔

러 나오고, “그래도 게란 속에서는 빅토리아여왕 직속의 악 가 군악만 치”는 

현상은 세계 경제공황의 와중에서도 살아난 국의 경기 회복을 의미한다. 하지

만 저자는 노먼의 정책이 비록 국의 경기 회복을 이끌었지만, 역으로 독일과 

이탈리아의 파시즘 세력을 성장시켜 2차 전의 시초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군 의 “軍樂”이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쥬피타追放｣의 시적 화자는 제국주의 세력과 파시즘 세력의 결구도 속에

서 反戰, 反제국주의, 反파시즘의 관점을 취한다. 매슈 아널드가 교양과 무질서

(Culture and Anarchy)에서 당시 국 빅토리아 시 에 헤브라이즘의 지배하에 

있는 헬레니즘 정신을 해방시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양립과 조화를 주장

하 듯이, 김기림은 反戰의 기치를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양립에서 찾는다. 

당시의 그가 ｢우리新文學과近代意識｣(1940.10)478)에서 “말하자면 宣敎師는 ｢르
474) 김기림, ｢취상(趣想) - 식전(食前)의 말, 우리의 문학｣, 조선일보, 1931.4.7-9
475) 김기림, 위의 글. 
476) 김유중이 주석을 단 김기림 시선(2012), 101면에는 몬터규 노먼의 사망 년도와 총재 

재위 기간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 
477) Ahamed, Liaquat. Lords of Finance: the Bankers who Broke the World, New York: Penguin 

Press, 2009, p.465.; 버틀란드 러셀이 지적한 것처럼 “실제로 정부들은 자신들이 유리할 
때면 언제든지 금을 포기해 버린다.”버트런드 러셀, 송은경 옮김, 게으름에 한 찬양, 
사회평론, 2005, 79면.

478) 발표 당시의 제목은 ｢朝鮮文學에의 反省｣, 인문평론, 1940.10, pp.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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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쌍쓰｣의 또하나 뜻하지않은 使徒 든 것이다”479)라며 헤브라이즘의 가치를 

전도하는 “선교사”와 역사 속에서 헬레니즘을 재발견한 “르네상스”를 하나

로 포개어 놓은 것처럼, 그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두 체계를 유연하게 양

립시킨다. 그는 ｢쥬피타追放｣ 마지막 10행에서 그리스의 주신 “쥬피타”와 메

시아 “셀라시에”480)를 양립시킴으로써 “파무낀 폼페이”로 은유된 묵시록적 

현 세계를 폼페이 해안 바다의 원시적 세계로 치유하려 하 다. 치유의 과정에

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사소한 립은 녹아 없어지게 된다. 인간의 가능성

을 신뢰하는 헬레니즘의 가치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절제와 금욕을 추구하

는 헤브라이즘의 가치 모두 그 궁극적 목적이 “인간의 완성, 즉 구원”481)에 

있기 때문이다. ｢쥬피타추방｣의 시적 화자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정신을 교

차하여 인류와 근 의 공존을 함께 도모하고 있었던 것이다.

4. 기독교의 문학적 형상화와 동양 인식: 식민지 말기 시를 중

심으로

 4.1. 기독교의 묵시록적 모티프의 의미

  김기림의 시 세계는 종교색이 무척 엷은 편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 요소

와 기독교482)의 특징이 다채롭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 특정 종교에 치우치지 않

479) 김기림, 시론, 58-9면.
480) 솔로몬의 후예 하일레 셀라시에는 1930년 부터 메시아의 재림으로 간주되었다. 

Sullivan, Michael, In Search of a Perfect World: A Historical Perspective on the Phenomenon 
of Millennialism and Dissatifaction with The World As It Is, Author House, 2005, p.86 참조. 
김기림이 이상에게 보낸 찬사 “十字架를 걸머지고간 ｢골고다｣의 詩人”에서도 헤브라이즘
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김기림, ｢고이상의 추억｣, 조광 1937, 313면. 

481) “The final aim of both Hellenism and Hebraism, as of all great spiritual disciplines, is no 
doubt the same: man's perfection or salvation.” Arnold, Matthew. Culture and Anarchy, 
Oxford: Oxford UP, 2006, p.96. 

482) 김기림에게 카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는 기독교로 통칭된다. “르네쌍쓰의 初期에잇서서
는 詩人은 오히려 集團의豫言者오 時代의 先驅일수잇섯다. 그에게 잇서서한가지 매우有利
햇던것은 그때의 歐羅巴는 비록 ｢카톨리시즘｣이런 ｢푸로테스탄히즘｣이런 基督敎라고하는 
共通한 精神的地盤을 골고루 난호아 가지고잇섯던일이다.” (인용자강조) 김기림, ｢시의 
장래｣, 조선일보, 19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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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일례로 그는 특정 신앙을 모티프로 삼은 잡지 카톨릭청년에 다소 의구

심어린 태도를 보인다. 그는 조선에 새롭게 나타날 카톨릭 문학의 성격으로 첫

째 신비주의적 요소, 둘째 사회적이라느니보다도 심령의 內奧를 파고 들어가는 

개인성의 문학, 셋째 南歐적 방향의 성격을 지적하며 “이 불안성들은 일찍이 

시인 정지용씨의 시가 가지고 있던 그것들의 부분”483)이라며 카톨릭 청년
을 주도한 정지용의 시의 특색을 지적한다. 김기림의 세 가지 지적을 각각 그의 

과학적 시론, 전체시론, 반파시즘 성향과 비추어볼 때, 첫째 신비주의, 둘째 개

인성의 문학, 셋째 南歐적 방향은 모두 부정적인 언사이다. “南歐적 방향”은 

바티칸의 로마 교황청이 이탈리아 파시즘에 합한 점을 비판하는 의미로 사용

되었다.484) 

  김기림은 카톨리시즘 발현을 당시 불안의 문제와 관련짓지 않아, 종교의 향

력을 제한한다. 1933년 9월 일본과 조선의 지식인들이 입을 모아 세스토프의 불

안의 철학을 논의하고 있을 때, 그는 불안의 문학을 종교와 연계하기를 거부했

다. “불안의 문학의 배경을 이와는 반 로 사람의 전혀 ｢아프리오리｣한 내적인 

혼의 구원한 고민 속에서 찾는 논자도 있으나 현재의 나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다”485)라며, 종교의 선험적 세계가 불안을 치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

히 한다. 과학주의자인 그는 종교를 상당히 불신했다.

  조 복은 종교를 불신하는 김기림의 시에서 묵시록적이며 예지적인 목소리를 

찾는다. 그는 일제 말기 김기림의 시들이 공통적으로 “‘오전의 시’로서의 밝

고 명랑한 성격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하여 초기 시와 차등을 두고 ｢공동묘

지｣(인문평론, 1939.10), ｢못｣(춘추, 1941.2), ｢청동｣(춘추, 1942.5) 등이 “예언자

적 임무”를 반향한다고 주장한다. “‘지루하고 묵은’ 역사에 한 결별의 의

지와 새로운 역사에 한 절망이 상징적으로 드러나 있다”486)는 것이다. 하지

만 이런 묵시록과 결부된 시적 화자의 역사 인식은 과거 태양의 풍속 수록시

나 ｢기상도｣의 ｢자최｣에서도 이미 충분히 드러나고 있다. “‘지루하고 묵은’

483) 위의 글. (김기림전집 3, 114면에서 재인용.
484) “남구적 방향”은 이탈리아를 비롯한 남유럽적 속성으로, 이탈리아 파시즘과 결합한 

로마 카톨릭을 비판하는 표현으로 여겨진다. 김기림, ｢수필·불안·카톨리시즘｣, 신동아
3권 9호, 1933.9. (김기림전집 3, 114면에서 재인용).

485) 위의 글. (김기림전집 3, 113면에서 재인용) 
486) 조 복, ｢김기림의 예언자적 인식과 침묵의 수사-일제말기와 해방공간을 중심으로｣, 3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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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 한 결별의 의지”와 “‘새로운 역사에 한 전망’”은 일제 말기 

시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일례로 이미순은 “태양의 풍속｣에서 도시는 ‘명랑

성’의 이미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의 시에서는 파국의 상황에 몰

려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487)며, 시 ｢해상｣, ｢비｣, ｢가을의 과수원｣에 나타난 

근  문명의 위기와 종말을 분석하고 있다.    

  조 복은 김기림을 견자, 예언자로 호명함으로써 그의 침묵이 조선어의 존립

을 둘러싸고 심오한 의미를 던져주는 것으로 해석하 다. “...예언자적이고 엄

숙한 ‘죽음’의 이미지는 일제 말기를 살면서 시의 장래를 예견하고 우리말의 

운명을 조심스럽게 낙관했던 지식인 김기림 목소리를 반향한 것이다.”라는 시 

｢공동묘지｣의 해석이 표적이다. 연구자는 김기림의 예언자적 인식과 침묵의 

수사의 근거로 김기림의 훌륭한 인격과 행적에 해 경성고보 제자 김규동과 

30년  함께 활동한 이선희, 이석훈 등 동료 문인들의 증언을 토 로 평가하고 

있다. 조 복은 김규동과의 인터뷰를 좀 더 객관적이고 학술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김규동의 인터뷰 말미에 본인의 보유를 덧붙 다. 하지만 김규동의 증언

이 2차 자료라는 점에서 재고할 필요는 여전히 존재한다. 제자가 작고한 스승을 

욕보이기란 어려우며, 동료 문인 역시 평론이 아닌 가벼운 인상기에서 김기림을 

공개적으로 비판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침묵의 의미를 여러모로 해석할 수 있다. 김재용은 김기림의 침묵을 일 저

항으로 해석하 고,488) 조 복 역시 조선어의 존립을 둘러싸고 긍정적으로 해석

하려 하 다.489) 그러나 김사량과 같은 전업 작가는 일제 말기의 침묵 행위를 

맹렬히 비판한다. 해방 이후 열린 좌담회 ｢문학자의 자기비판｣(1946)에서 김사량

은 일제시 에 “무엇을 어떻게 썼느냐가 논의될 문제이지 좀 힘들어지니까 또 

옷밥이 나오는 일도 아니니까 쑥 들어가 팔짱을 끼고 앉았던 것이 드높은 문화

인의 정신이었다고 생각하는 데는 나는 반 입니다.”490)라고 역설했다. 그는 작

487) 이미순, 김기림의 시론과 수사학, 푸른사상, 2007, 109면.
488) “분명한 것은 그가 일본의 식민주의에 한 강한 저항으로서 이러한 침묵을 선택했다

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침묵으로서의 저항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고 그의 문학활동 
초기부터 견지해온 근 의 위기에 한 명확한 자기인식과 식민지로서의 조선에 한 자
의식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이다.” 김재용, 협력과 저항, 소명, 2004, 221면. 

489) 조 복, ｢김기림의 예언자적 인식과 침묵의 수사-일제말기와 해방공간을 중심으로｣, 14
면. 

490) 김사량, ｢문학자의 자기비판-좌담회｣, 인민예술 2호, 1946.10 (송기한·김외곤, 해방
공간의 비평문학 II, 태학사, 1991, 170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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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란 어떤 상황에서도 글을 써야 하는 숙명적 존재라고 믿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침묵을 선택한 김기림의 결정은 그리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로 문단에 데뷔한 김기림은 아쿠타카와상 수상 후보에

도 오른 소설가 김사량처럼 창작을 생활화했던 작가는 아니었다. 그에겐 어떤 

상황에서도 쓸 수밖에 없는 작가의 피가 부재하다. 김기림은 “무엇이고 값있는 

것을 만들어 보겠다는 욕심”491)하에 글을 썼기 때문에, 그의 글은 계몽적이고 

교훈적인 윤리적 측면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그는 자신의 신념이 더 이

상 통하지 않을 때 쓸 욕구를 잃어버리게 된다. 동북제국 학 문과를 졸업하

고 돌아온 뒤 그는 신문사 학예부장으로 승진하여 조선어 사용자의 교양을 끌

어올릴 책무를 짊어지고 있었다. 1940년 8월 조선일보 폐간으로 그는 창작 의욕

을 상당부분 상실한다. 기자로 문단생활을 시작했고 지속해왔기 때문에 신문사

가 폐간되어 지면이 없어지자 김기림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1939

년에 시집 태양의 풍속을 출간했을 뿐만 아니라, 따로 18편의 시를 발표했던 

반면, 조선일보 폐간 이후인 1940년 8월부터 절필하는 1942년까지 발표한 시는 

｢못｣, ｢소곡｣, ｢새벽의 아담｣, ｢연륜, ｢청동｣ 이상 다섯 편에 불과하다.

  발표 지면의 상실을 실감하면서 그는 지면이 상 적으로 불필요한, 학자로 변

모하게 된다. 이 시기 그는 동북제  학위논문인 I. A. 리차즈의 시학을 바탕으

로 한 시론서 시의 이해를 집필하기 시작하고, 멜돌라의 논문 ｢과학과 인류｣
(1940.11)를 거쳐 A. J. 톰슨의 과학개론 번역에 착수한다. 일제 말기 그는 번

역과 연구에 열중한 나머지 시인의 감수성을 점차 상실하게 된다. 김기림이 해

방 후 발표한 시집 바다와 나비, 새노래에서는 과거 태양의 풍속, 기상

도에서 보여준 신선한 감각과 전위적 실험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학자이기 이전 예술가 던 김기림은 기독교에 냉소적인 태도를 보 다. 종교 

권력을 지닌 목사는 희곡 ｢천국에서 온 사나이｣에서 철저히 희화화되었다. 하지

만 김기림은 동북제  수학을 통해 기독교가 단순한 종교가 아닌 문명의 일종

임을 발견한다. 필수과목이었던 ｢철학개론｣ 혹은 ｢서양철학사｣(1과목)와 ｢서양예

술사｣(1과목)의 습득으로 기독교를 종교가 아닌 학문으로 바라보기 시작하 을 

것이다.492) 학문의 깊이가 시적 감수성을 통제하고 신하는 과정이 시 ｢공동묘

491) 김기림, ｢문단불참기｣, 문장 2권 2호, 1940.2,  
492) 東北帝国大学 編, 東北帝国大学一覧 昭和１１年度, 仙台: 東北帝国大学, 1939, p.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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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 ｢청동｣에서 드러난다. 일제 말기 시에서 풍기는 우울한 어조와 뒤이

은 침묵은 학문의 길을 걷기 시작한 그가 시적 감수성을 잃어버린 데서 오는 

안타까움의 발로이다. 

  기독교를 서구 문명의 하나로 이해하는 태도는 필연적으로 서구 문명의 타자

인 동양 문명에 한 이해와도 관련이 깊다.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자본주의가 

서구 문명을 이루는 기본 요소라면 동양의 문명은 과연 무엇이 기저를 이루고 

있는지 김기림은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동양 문명이 실체가 있는 문명이라면 

서구 문명에 항한 사상과 사회 시스템을 지니고 있어야 할 텐데, 그는 이런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이 글은 일제 말기 김기림의 시를 중심으로 기독교적 모티프가 드러난 텍스

트를 하나하나 짚어보아 그의 묵시록적 모티프의 활용이 과연 어떤 의미를 담

고 있는지 생각해 보려 한다. 근 문명이 몰락함과 함께 스러져가는 것은 그의 

시적 감수성이다. 신 그는 학자로 재탄생했다. 당시 그의 학자로서의 논리는 

동양 담론이라는 미몽 속에서 김기림을 일깨우는 역할을 한다. 그는 동아시아 

담론이 지닌 허상을 평론에서 명료히 지적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서구 기독교 

사상을 내재화하고 있는 그의 묵시록적 모티프가 당시 횡행했던 동아공 권

의 동양주의에 어떻게 저항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4.2. 김기림 텍스트에서 나타난 묵시록적 모티프의 성격

  그는 1931년에 쓴 초기 희곡 ｢天國에서 왔다는 사나이｣에서 천국을 데모 의 

함성이 끊이지 않는 지옥으로 묘사하 다. 천국에 모인 군중이 하느님을 “사기

한 엑 요술쟁이”로 비난하는 데서 기독교의 내세적 세계관을 불신하는 태도가 

엿보인다. 

한 사나이  응, 그래서 지금 천국에서 그가 약속한 것을 무엇을 우리에게        

주었느냐? 원한 행복과 허락 신에 원의 고생 밖에 무엇이     

있느냐? 그 위에 천국에 땅은 없고 백성은 불었다고 우리들의       

아들 딸들은 천국의 문 앞에서 도로 쫓겨나고 있다. 

            ...

하느님      ...오―― 나의 양떼들아 너희들은 사탄의 꾀임에 귀를 기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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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아라.

군중       양떼, 듣기 싫다. 듣기 싫어.

하느님     시작한 날이 없고 끝날 날이 없는 천국의 광을 너희들은 어째     

서 일조에 차버리려고 하느냐? 너희 자신의 원한 행복을 제 손     

으로 깊은 연못에 던져버리는 미련한 짓을 그만둬라――.

군중       원한 행복? 광? 거짓말이다. 사기한 엑 요술쟁이―― (몰려       

나오려고 한다). (인용자강조)493) 

김기림은 하느님을 사깃꾼으로, 천국을 지옥으로 비유하여 기독교가 내건 약속

인 내세의 천국을, 타락한 곳으로 묘사한다. 작품성이 떨어짐에도 이 글에서 위 

희곡의 한 부분을 인용한 이유는 초기 김기림이 기독교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표적 예이기 때문이다. 2년 뒤 시 ｢구두｣(1933.3)에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쓰레기통처럼 넓다며 조롱하고 있다. 

구두

航路없는 이 배는 어 로 가나?

지금은 詩人의 哀愁를 실고

눈물 흘리려 漢江으로 나가는 길이람니다.

船長들이 上陸한 뒤면 배는

마루의 埠頭에서 말없이 다음의 航行을

기다림니다. 온순한 강아지여.

길가의 구두 修繕人의 ｢똑크야-드｣에서까지 拒絶을 당하면

傷處를 걸머진 그러나 한때는 화려하던 ｢애나멜｣ 혹은 ｢킷드｣의 軍艦들은

｢기리스도｣의 寬大한 마음을 가진 쓰렉이통이 삼켜버림니다.494) 

수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해진 시적 화자의 “구두”는 “｢기리스도｣의 寬大한 

마음을 가진 쓰렉이통”에 버려진다. 전쟁으로 파괴된 군함이 바다 속에 버려지

493) 김기림, 김기림전집 5, 126-7면.
494) 김기림, ｢구두｣, 신동아 3권 3호, 1933.3 (김기림전집 1, 294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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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구두의 파손으로 비유한 셈이다. 문제는 바다가 “｢그리스도｣의 관 한 

마음을 가진 쓰레기통”으로 비유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스도의 관 함은 효

용이 다한 상품을 폐기처분하는 쓰레기통처럼 마치 쓸모없는 것처럼 냉소된다. 

종교가 치유할 수 없는 자본주의 및 전쟁의 폐해가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기독교의 가치를 냉소하던 김기림은 일제 말기 시 ｢산양｣(1939.9)에 와

서는 기독교에 귀의하려는 충동을 보이기도 한다. 앞서 ｢천국에서 왔다는 사나

이｣의 등장인물은 하느님의 순한 ‘양’이 되길 거부하 지만, 시 ｢산양｣의 시

적 화자는 山羊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山羊

홀로자뻐저

옛날에 옛날에 잊어버렸던 찬송가를 외여보는밤

山羊과 같이 나는 갑짜기 무엇이고 믿고싶다.495)

이 시의 화자는 고독하다. 그는 밤에 홀로 누워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교

인들과 함께 불 던 찬송가를 불러보며 기독교에 귀의할까하는 생각도 잠시 해 

본다. “나는 오직 한 사람 뿐인 기독교도를 아무래도 상상할 수가 없다. 예배

당에 모여서 설교를 듣고 찬미가를 부르고 그리고 잡담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

오는 기독교도들은 이렇게 복수인 까닭에 유쾌한 것이라고 나는 종종 생각한

다.”496)는 김기림은 기독교의 매력이 사회성에 있다고 보았다. 초기의 기독교 

비판에서 기독교의 가치를 인정하는 쪽으로 김기림의 행적이 변화하고 있다.  

  시 ｢공동묘지｣ 역시 기독교의 모티프가 들어가 있다. 이 시는 시적 화자의 정

신적 수난과 재탄생을 그려낸다. 김기림은 이 시에서 세계　2차 전이 불러온 

全世界的 세기말에 주목했다. 시의 배경인 공동묘지는 식민지 조선 뿐만 아니라 

세계 전에 휘말린 전 세계임을 은유하는 것이다.  

공동묘지 

495) 김기림, 바다와 나비, 41면.
496) 김기림, ｢현 와 종교｣, 조선일보 1939.11.23. (김기림전집 5, 429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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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曜日아츰마다 陽地바닥에는

무덤들이 버슷처럼 일제히 돋아난다.497)

“日曜日아츰”마다 “무덤들이 버슷처럼 일제히 돋아”나는 장면은 교회에서 

합동장례식이 일요일 아침마다 열리는 현실을 묘사한 것이다. “버슷처럼 일제

히 돋아”나는 현상은 태양에 인한 것으로, “日曜日아츰”이 의미하는 “태양

의 날”(Sunday)와 “양지”는 밝음을 표상한다. 공동묘지의 죽음과 현세의 태양

은 비되어 비극을 심화하고 있다.  

喪輿는 늘 거리를 도라다보면서

언덕으로 끌려올라가군 하 다.498)

앞에서 서구식 교회 장례가 초점화되었다면, 2연의 시어 “喪輿”는 동양의 전

통 장례를 초점화했다. 거리를 늘 돌아다보는 상여의 모습은 거리를 떠나고 싶

지 않은, 때 이른 죽음을 상징한다. 하지만 상여는 언덕으로 “끌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죽음을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아모무덤도 입을 버리지않도록 봉해버렸건만

黙示錄의 나팔소리를 기다리는가보아서

바람소리에조차 모다들 귀를 쭝그린다.499)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하지만 시적 화자는 무덤 위의 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귀를 쭝그린다”고 표현한다. 죽은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黙示錄의 

나팔소리”로, 시적 화자는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적 

격변을 꿈꾸었다. 새로운 세계의 도래를 꿈꾸는 데서 기독교의 모티프가 활용되

고 있다.  

潮水가우는 달밤에는

등을이르키고 넋없이 바다를 구버본다.500) 

497) 김기림, 바다와 나비, 42면.
498) 위의 글. 
499)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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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 화자의 객관적 상관물인 ‘무덤’은 의인화되어 “등을 일으키고 넋없이 

바다를 구버”보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조수 간만의 차이에서 생성되는 파도 소

리를 “조수가 우는 달밤”으로 표현하여 슬픔의 정조를 드러내었고, 바다를 

“넋없이” 굽어봄으로써 현 세상의 종말과 이를 치유하는 해저 세계의 도래를 

희망하 다. 육지와 바다의 교차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일어났다.  

  시적 화자의 재생은 바다에 달려있다. 묵시록의 나팔소리는 이 세상이 멸망하

는 소리로 시적 화자는 파국을 통해 재생하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이런 묵시록

적 세계관은 이미 기상도의 ｢병든 풍경｣, ｢올빼미의 주문｣장에서 드러난 것으

로 다만 공동묘지란 점에서 전쟁의 떼죽음 성격이 강화된다. 묵시록적 세계관은 

세상의 종말과 재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독교의 종말론과 관련이 깊다. 

  ｢공동묘지｣보다 2년 뒤에 쓰여 진 시 ｢못｣(1941.2)에서도 기독교의 모티프가 

내포되었다. 못이 못(丁)이 아닌 못(池)란 점에서 과연 기독교 모티프가 사용되

었는지 반문할 수 있지만, 4연과 5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 모티프(Passion)

를 떠올릴 수 있다. 조 복은 시 ｢못｣의 제목에 주목하여 ‘못’의 의미가 금속

성 ‘못’과 ‘연못’이 결합된 의미로 해석한다. “외부의 것들을 깊숙이 빨아

들이는 ‘못’의 흡착력이 날카로운 금속성 ‘못’의 이미지로 착종된 것이 상

징성을 배가”시켜 “‘丁’과 ‘池’의 이중성은 ‘못(池)’의 ‘침묵’의 경

지를 강화하며 절 성을 띠게 한다”501)는 것이다. 시어 “못”과 “뱀”에서 

기독교적 요소가 발견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못”(丁)은 새로운 시

를 예언하는 “예언자”인 동시에, “순교자”로서 현 세상의 종말을 꿈꾼다.  

못

모―든 빛나는것 아롱진것을 빨아버리고

못은 아닌밤중 지친瞳子처럼 눈을감었다

 못은 수풀한복판에 뱀처럼 서렸다.

 뭇 호화로운 것 찬란한것을 녹여삼키고502)

500) 위의 글. 
501) 조 복, 위의 글,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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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복은 뱀을 흥미롭게 해석했다. 2연 1행 “뱀처럼 서린” 구절에서 날카롭고 

섬뜩한 시선이 느껴”지며, “길고 구불구불한 뱀이 주는 인상 또한 끊이지 않

고 이어지는 시간 의식과 관계가 있다”503)는 것이다. 못이 연못(池)일 때 그의 

해석은 일리가 있다. 모든 것을 녹여 삼키는 연못의 배경에서 시간의 원성이 

감지된다. 하지만 못이 못(丁)이라면, 뱀은 금속성의 못을 시각화한 듯 보인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서리다”는 “뱀 따위가 몸을 똬리처럼 둥그렇게 감

다”는 의미로, 뱀이 똬리를 튼 형상을 못(丁)의 형상으로 비유하 음을 의미한

다. 2연에서 못을 뱀으로 비유함으로써, 못의 의미가 연못(池)보다 금속성의 못

(丁)의 의미에 더 가깝게 된다. 

스스로 제沈黙에 놀라 소름친다

밑모를 맑음에 저도몰래 으슬거린다504)

세 번째 연에서의 못은 다시 연못이 된다. “밑 모를 맑음”이란 시어는 물가의 

청명함을 연상시키며, 맑은 물가에 서서 “스스로 제 침묵에 놀라”게 된 것과 

“저도 몰래 으슬거리”게 되는 못의 형상은 연못이 많은 것을 빨아들여, 깊어

졌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못은 많은 것을 빨아들이고 흡수하며 이를 정화시킨

다. 

휩쓰는 어둠속에서 날(刃)처럼 흘김은

빛과 빛갈이 녹아엉키다못해 식은때문이다505)

4연에서 “날(刃)처럼 흘김”은 다시 금속성의 못 이미지를 연상시킨다.506) “식

은 때문”이란 표현은 못이 만들어질 때의 가열된 열과 금속의 재료가 엉킨 것

이다. “휩쓰는 어둠속”을 살아가는 인간의 투쟁은 식어, 못에 응결되어 있다. 

502) 김기림, 위의 글, 46면. 
503) 조 복, 위의 글, 21면.
504) 위의 글. 
505) 위의 글, 47면. 
506) “김기림은, 어둠 속에 빛나는 ‘날’의 예리함을 ‘흘김’이라 표현한다. 차고 날카롭

고 냉각된(식은)은 ‘못’의 이미지는 못(池)이 못(丁)의 이미지와 겹쳐 읽히는 이유를 설
명해준다 하겠다.”조 복,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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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은 “모―든 빛나는 것 아롱진 것, 뭇 호화로운 것, 찬란한 것”뿐만 아니라 

어둠까지 빨아들인 채 칼날과 같은 흘김을 형성한다. 세상이 주는 아픔이 칼날

의 차갑고도 예리한 촉감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바람에 금이가고 비빨에 뚫렸다가도

상한곳 하나없이 먼동을 바라본다507)

마지막 연에서 못은 다시 池의 이미지로 물의 치유력을 드러낸다. 비바람에 연

못은 분명히 상했지만, 상한 부분은 물처럼 다시 치유된다. 못이 바라보는 “먼

동”은 내일의 희망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처럼 1, 3, 5연은 ‘연못으로서의 못(池)’을, 2, 4연은 ‘금속성의 못(丁)’

을 지시하며, 池와 丁은 서로 결합되고 강화된다. 상처를 드러내는 금속성의 못

과 상처를 치유하는 연못의 착종은 ‘상처’와 ‘치유’가 번갈아가며 순환되

는 역사 시간을 의미한다. 금속성의 못은 상처가 나는 시간을, 연못은 상처가 

치유되는 시간으로, 치유된 상처는 언젠가 상처를 입게 마련이지만 다시 곧 치

유된다는 순환의 논리가 이 시에 내포되어 있다.       

  1연의 “모든 빛나는 것 아롱진 것,” 2연의 “뭇 호화로운 것, 찬란한 것” 

은 김기림이 그 동안 받아들인 다양한 서구 사조 다. 연못으로 비유된 그의 지

성은 이 들을 “녹여 삼켜버린다.”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서구 지성을 닥치

는 로 빨아들인 그의 지성은 정화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밑 모를 맑음”(6

행)을 깨우치게 된다. 바람에 금이 가고 빗발에 꿰뚫리게 되지만, 그의 지성은 

강한 재생력을 갖고 있기에 상한 곳이 없다.(10행) 빛과 빛깔이 만들어내는 날카

로운 상처는 그의 지성이 낳은 것으로, 그가 화려한 시인의 길을 마치고 비루하

지만 청명한 학자의 길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이 시는 드러내고 있다. 휩쓰는 어

둠이 가고 태양이 뜰 때, 작은 연못을 이루었던 그의 지성이 결국 해를 이루

리라고 그는 소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그의 시에서 기독교적 모티프는 종말론, 예수의 수난 등 나름 변형되

어 형상화되고 있다. 이는 성서를 종교가 아닌 문학 텍스트로 접근하는 방식으

로, 기독교를 하는 그의 태도가 한층 학문적으로 깊어진 사실을 의미한다. 그

507)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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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독교를 하나의 ‘문명’으로 보아 식민지 조선에 유입된 기독교의 성격을 

명백히 한다. 비평 ｢朝鮮文學에의反省｣(1940)에서 일제 말기 기독교에 한 그의 

인식이 단적으로 나타나 있다. 

...｢르네쌍쓰｣의 傳播에있어서 적지않게 媒介의 勞를 다한것은 基督敎會 다. 元來
가 그것은 世界宗敎여서 羅馬의 世界國家의 한 과목으로서 採用된것도 그때문이

다. 近世에 드러와서 新敎의分裂 國民敎會의 分立等이 있으면서도 그것의世界性이

라는 根本性格에는 變함이없었다. 그래서 宣敎師들의 등뒤에는 어느듯 商人이 

선것과마찬가지로 ｢르네쌍쓰｣의 精神이 또한 그들의 등에 의지하여 後進國家와 民
族속으로 들어갔든것이다. 말하자면 宣敎師는 ｢르네쌍쓰｣의 또하나 뜻하지않은 使
徒 든것이다.508) (인용자강조)

‘르네상스’가 헬레니즘의 재발견이라면, 기독교의 ‘宣敎師’는 헤브라이즘을 

표상한다. 저자는 “宣敎師는 ｢르네쌍쓰｣의 또하나 뜻하지않은 使徒”라고 지적

함으로써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구별된 것이 아니라 서로 뒤섞여 서구 문명

을 형성했음을 지적한다. 식민지 조선의 학자 김기림에게 순수한 기독교의 교리

란 무의미하다. 서구의 상업자본, 서구 헬레니즘 사상과 뒤죽박죽되어버린 기독

교란 세계 종교가 식민지 조선에 유입되어 있는 상태를 직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서구 문명이 기독교, 그리스·로마 문화, 자본주의 사회구조가 서로 얽혀

있는 복합체란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 문명에 항하는 동양 담론

에 쉽게 포섭될 수 없었다. 그는 서양의 타자로서 ‘동양’이 등하게 설 수 

없는 현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동양 담론에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4.3. 보편으로 수렴된 기독교와 동양 문명 

  김기림이 동양 문명을 서구 문명의 타로 쉽게 놓지 않는 것은 동양문명의 

정신세계와 물질적 측면을 서구처럼 쉽게 종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서구 문

명이 기독교(헤브라이즘), 그리스 헬레니즘 정신, 자본주의 사회 구조의 결합이

508) 김기림, ｢우리 신문학과 근 의식｣, 시론, 58-9면.(｢朝鮮文學에의反省｣의 제목이 수정
되어 시론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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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동양 문명은 과연 무엇의 결합물인지 그는 고민하고 있다. 유교의 봉건성

을 철저히 부정하며, 불교, 도교에 한 지식도 얕았던 그의 사상적 지점은 역

시 서구의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일 수밖에 없었다. 그가 좌익사상이 강했던 니

혼 학 문학예술학과를 거치면서도 사회주의에 빠지지 않았던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를 궁극적으로 체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제안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미

키 기요시와 같은 동양론자는 “자본주의란 문제의 해결을 꾀하는 일이 긴요하

다”509)라며 자본주의의 폐해를 역설하지만 자본주의를 체할 수 있는 사회 구

조를 제안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안고 있다. 

  김기림은 동양인이지만 서구 문명의 혜택을 입은 지식인으로 그의 지식 체계

는 헤겔적 변증법의 논리가 기초되어 있다. 따라서 서구 문명에 응하는 동양 

문명의 실체에 상당한 의구심과 회의를 드러낸다. 특히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

선이란 동아시아 경제 블록이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서구에 항

하는 담론을 이끌어내기란 어불성설이란 사실을 그는 인지하고 있었다. 동양에 

관한 그의 글이 동·서양의 편가르기를 부정하여 상보적 관계를 촉구하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동양이 홀로 설 수 없는 상황임을 말해준다. ｢오전의 시론｣의 

｢동양인｣(1935.4)에서부터 ｢산｣(1939.2), ｢동양의 미덕｣(1939.9)을 거쳐 ｢동양에 관

한 단장｣(1941.4)에 이르기까지 김기림은 일관되게 동양에 비판적이었다. 특히 

동북제  가기 전 1935년에 발표한 ｢오전의 시론｣에서 동양적인 것의 강조를 

매섭게 비판한다. 

  즉 동양적인 것의 본질은 정적인 데 있다는 자기 도취부터 의식적으로 그러한 

방향에로 우리의 예술을 시들어버리게 하는 견해가 있다. 나는 이러한 퇴 적인 

패배주의적 호소 속에서는 믿을만한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한다.

  일찍이 나는 말한 일이 있다. ｢시는 언어의 건축이다｣. 그렇다. 시는 어디까지

든지 정확하게 계산되어 설계되고 구성되어야 한다.510) 

김기림은 이 글에서 동양론을 “퇴 적인 패배주의적 호소”라고 말할 정도로, 

동양론의 존립 자체에 비판적이다. 그는 시를 “언어의 건축”이라고 보며 “건

축을 한 도 밤낮없이 3간초옥이나 짓는 데 익숙한” 동양이 “사물을 전체적

509) 미키 기요시, ｢신일본의 사상원리｣, 동아시아인의 ‘동양’인식, 창비, 2010, 57면.
510) 김기림, ｢동양인｣, 시론, 2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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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통솔하는 지성”의 결여된 점을 비판하고 있다. 같은 ｢오전의 시론｣의 7. 

각도의 문제에서도 동양인에 한 엄정한 비판이 계속된다.

  우리들의 부분은 단음(單音)을 사랑하는 버릇을 좀체로 떨쳐버리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단순과 단조에 한 착각이 일어났다. 즉 단순은 시작상 지극

히 고귀한 미덕이나 그러나 그것은 시 속에 쓰여진 개개의 ｢이미지｣나 ｢메타포

어｣가 지극히 명확하고 직절(直截)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시는 오직 다만 한 

개의 ｢이미지｣나 ｢메타포어｣를 가져야 된다는 말은 1｢퍼센트｣도 의미하지 않는

다. 즉 단조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는 아무러한 관 도 의미하지 않는다. 단조-그

것은 우리들 동양인이 가장 빠지기 쉬운 예술상의 함정이고 동시에 모든 위 한 

예술이 삼가 피하는 예술적 결함의 하나다. 또한 시의 구조에 있어서도 오해된 

단순-즉 단조-과 통일은 혼동되어 쓰여지는 경우가 많았다. 즉 단시에서는 그렇

지도 않지만 장시에 있어서는 그 구조가 자못 복잡해 보이는 것만 가리켜서 단

순하지 않다는 구실로 비난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그러한 외관상의 복잡에

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약에 ｢다양 속의 통일｣이 있기만 하면 비난될 것은 아니

다. ｢神曲｣이 그러했고 ｢失樂園｣이 그러했다. 또 ｢황무지｣가 그렇다. (인용자강

조)511)

당시 김기림은 장시 기상도를 중앙과 삼천리에 연재하던 중이었다. 그는 

동양인이 빠지기 쉬운 예술상의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 기상도를 지어 동양의 

시에서도 ‘다양 속의 통일’을 드러내려 했다. 즉, 기상도는 지극히 타적

인 詩作 행위의 결과물로, 그는 단테의 신곡, 튼의 실낙원, 엘리엇의 황
무지에서 자극을 받아 기상도를 제작했던 것이다. 이처럼 서구 문명과 서구 

학문은 김기림에게 지속적인 자극을 제공해 왔다.  

  김기림의 동양사상에 한 철저한 경멸은 그 톤이 다소 누그러진다. 특히 수

필 ｢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산｣은 1939년 2월 센다이의 숙소에서 

쓴 글로, 한 달 전에 발표된 오자키 호쓰미의 ｢동아협동체의 이념과 그 성립의 

객관적 기초｣(중앙공론, 1939.1)에 응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갑자기 ｢동양｣이라는 말이 사람들의 입 끝에 오른다....참말로 오늘의 혼란을 

구원할 예리한 교훈을 동양은 가지고 있느냐. 눈을 감고 숨을 죽이고 그윽히 지

511) 김기림, ｢각도의 문제｣, 시론, 2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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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고 지나가는 바람 속에서 ｢동양의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본다.512) 

학위 논문 I. A. 리차즈의 시학 연구를 막 제출한 김기림은 리차즈의 시학 텍스

트에 둘러 쌓여 있었다. 그런 와중에 그는 오자키 호쓰미와 같은 동아협동체론

이 횡횡하는 현실에 맞닥뜨린다. 김기림은 ·미에 항하여 중·일 간의 결속

을 촉구하는 동아협동체론이 과연 실체가 있는 개념인지를 묻고 있다. 일본이 

주창하는 ‘동아’협동체론과 중국이 받아들이는 ‘동양’의 범주는 엄연한 차

이가 있으며, 식민지 조선 입장에서 ‘동아’란 또 다른 함의를 지니는 것이다. 

김기림은 일본 내지, 만, 조선, 만주 등이 통합되어 이루어진 ‘동양’이란 어

휘가 지닌 내포를 리차즈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 있는 것이다. 이글

에서 김기림이 회자하는 동양론자들은 오자키 호쓰미와 같은 일본 지식인들일 

것이다. 그리고 김기림이 센다이의 하숙방에서 생각해 본 ‘동양’은 일본에 가

깝다. “참말로 오늘의 혼란을 구원할 예리한 교훈을 동양은 가지고 있느냐”는 

표현을 풀이하자면 “참말로 오늘의 혼란을 구원할 예리한 교훈을 ‘일본’은 

가지고 있느냐”는 의미로, 김기림은 ‘동양’의 내포를 문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그는 오자끼 호스미가 주장하는 동아협동체론과 거리를 둔다. 동양주

의에 한 회의는 귀국한 뒤 문장에 발표한 ｢동양의 미덕｣에서 반복된다. 미키 

기요시의 ｢신일본의 사상원리｣와 동시에 발표된 이 글에서 김기림은 일본 지식

인이 아닌 자신의 목소리로 동양의 미덕을 재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물론 ｢老僧이 亡歲月하고 石上에 看江雲｣하는 그러한 허무에의 도망을 

권하는 것은 아니다. 동양에는 확실히 그러한 유의 명상이 횡행했다. 굴욕과 무

위에 찬 낡은 동양의 풍속이다. 젊은 동양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그러한 미풍

은 아니다. 흘러가는 구름 위에도 오히려 역사의 물굽이를 그려보고, 바람 소리

에서도 세기의 잡담 밑에서 꿈틀거리는 새로운 동향을 만져보는 일이다.513)

귀국하여 조선일보로 복귀한 김기림은 문장의 청탁에서 젊은 동양을 찾는다. 

늙은 동양, 젊은 동양의 이분법은 당시 임화, 최재서 등과 더불어 신인들과의 

세  논쟁에 휩싸 던 중견 김기림의 모습을 반 한 것으로, 김기림은 동양 사

512) 김기림, ｢산｣, 조선일보 1939.2.16.
513) 김기림, ｢동양의 미덕｣, 문장, 1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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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가치를 지니려면 과거로 회귀하지 말고 과거를 통하여 미래 가치를 창출

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그는 2개월 뒤 조선일보에 발표한 ｢사상의 가을｣에
서 동양 사상의 위험성을 다시 지적한다. 

  동양사상의 가을은 암만해도 벌써 2천년 예전에 시작된 것같고 다만 온 륙

에 딩구는 썩은 열매들을 소제할 기력을 그 뒤의 자손들이 가지지 못하 을 따

름이다. 

  사상에 있어서 문학에 있어서 예술에 있어서 취미에 있어서 어느새 벌써 우리

가 작은 가을을 완성하려고 꾀한다면 이는 수천년 동안 썩은 열매들이 뿜는 독

소의 중독 때문이 아닐까.514)

김기림은 4계절 중 수확의 계절인 가을을 경계한다. 그 이유는 가을이 지닌 정

체성 때문이다. 그는 항상 앞으로 나아가야한다는 강박관념을 지니고 있기에 조

금이나마 정체된 것을 참지 못했다. 동양의 후예들이 동양 사상의 썩은 독소를 

제거하지 못해 서구에 이끌려버린 것으로 김기림은 20세기 초반의 세계사를 해

석하고 있는 것이다. ｢동양에 관한 단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동양이 세계에 도

움을 줄 수 있을지 그는 나름의 관점을 내보인다. 

  그러면 동양은 체 어디가 발견될 것인가. 근세는 동양에서는 어느 시기에 벌

써 완숙한 경지에 도달했던 문화의 한 여운으로 보는 것은 편견일까. 우리는 동

양의 가장 빛나는 얼굴을 차라리 고 와 중세에서 찾으려 한다. 그것은 그 시기

에 있어서 그 자체의 가장 건전하고 생산적인 형성력을 발휘하 던 것 때문이다. 

우리는 동양의 광 을 그 과중한 유지력에서 보지 않고 어디까지든지 그 창조력

에서 보고자한다. (인용자강조)515) 

동양 사상의 가을을 비판했던 김기림이 고 와 중세에서 동양 사상의 가치를 

찾는 것은 다시 옛 가치를 찾아올라가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는 거슬러 올라

가면서 조선 시 인 근세를 건너 뛰어, 고  신라와 중세 고려에서 한국 전통의 

가장 빛나는 얼굴을 찾는다. “고려자기공(高麗磁器工)의 후예다운 자존심과 신

념만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왔다”516)라는 문단에 관한 그의 회고에서 볼 수 

514) 김기림, ｢사상의 가을｣, 조선일보, 1939.11.22.
515) 김기림, ｢동양에 관한 단장｣, 문장 3권 4호, 1941.4



- 197 -

있듯이, 또한 “李朝文化속에 時調의 ｢포름｣과 合致되는것이 있지않었어요”517)

라며 시조가 조선시 의 문화적 전통과 다른, 독창성을 지니고 있다고 단정하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고착된 유교문화에 지극히 비판적이다. 그는 한국의 

전통을 찾으려는 노력에서 유교를 제외한 새로운 전통 창조에 몰두한다. “과중

한 유지력”은 주자학을 절 시하고 다른 사상을 이단시했던 조선왕조의 봉건

성을 냉소하는 표현이다. 

  그는 유교가 도래하기 전 고  신라와 중세 고려를 이상적인 문화가 꽃피었

던 사회로 간주한다. 주자학이 뿌리내리기 이전 사회에서는 보다 다양한 사상이 

양립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말한 “창조력”은 동아시아 역사상 문화가 

가장 번성했던 당-통일 신라-헤이안 시 의 문화적 교류를 높게 평가한 데서 

나온 표현이다. 당-통일 신라-헤이안 시 를 거쳐 사상이 정체를 맞은 청-조선-

도쿠가와 막부의 근세를 “완숙한 경지에 도달했던 문화의 한 여운”으로 부정

적으로 보는 것이다. 김기림에게 ‘완숙’은 더 이상의 발전이 없는, 사실상 

‘퇴보’에 가까운 개념이다. 

  당-통일 신라-헤이안 시 의 동아시아는 단지 한중일 간의 교류만 번성했던 

시 는 아니었다. 동아시아 간의 교류 이전, 동서양의 교류 역시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었다. 시 ｢쥬피타추방｣에서 김기림은 간다라 벽화를 소재로 끌어와 헬레

니즘 사상이 식민지 조선에 습합된 신라 석굴암을 떠오르게 한다. 즉 그는 문화

의 교류란 동양(아시아)를 넘어 서구 그리스 문화와 소통할 때 한층 발전적이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깐다라 벽화를 숭내 낸 아롱진 잔에서

쥬피타는 중화민국의 여린 피를 드리켜고 꼴을 찡그린다.518)

간다라 문화가 불교 문화와 그리스 문화의 융합이란 사실을 고려한다면, 김기림

은 친우 이상을 빌어 당시 동양담론에 동서의 교류를 흉내 내어 중국 침공을 

합리화하고 있는 일본의 야욕이 내재하고 있음을 설파한다.519) 김기림이 꿈꾸는 

516) 김기림, ｢문단불참기｣, 문장 2권 2호, 1940.2, 18면.
517) 김기림, ｢문학의제문제｣, 문장 2권 1호, 1940.1, 193면.
518) 김기림, 바다와 나비, 93면. 
519) “이 ‘간다라 벽화’에 해서 앞으로 여러 논의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는 

그리스적 양식과 불교적 정신의 결합을 뜻한다. 그러나 이 시의 문맥에서 중화민국의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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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은 서양과 맞부딪히는 동양이다. 물론 어떻게 맞부딪혀야 하는지 설명이 자

세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문화 본질주의에 반하는 그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김기림을 오리엔탈리스트, 혹은 자기화된 오리엔탈리스트로 보는 관점은 그가 

말한 동양을 말 그 로 지정학적 위치에 한정시켰기 때문이다. 

  김기림이 폐쇄적인 동양담론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처럼 그는 원시 기독교의 

배타성을 비판하여 문화 본질주의를 경계한다. 그는 로마 시  세계 종교가 된 

기독교와 이전의 원시 기독교를 구분하고 있다. 그가 인정한 헤브라이즘적 가치

는 원시 기독교 이후 세계화된 종교로 승화된 ‘지성’속에 내재한다. 이처럼 

김기림은 동양이나 기독교를 구획하지 않는다. 동양 문명이 서양 문명을 만나

고, 배타적 원시 기독교가 다른 사상을 끌어안아 세계 종교가 될 때 김기림은 

비로소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김기림은 상호관련성을 내포한 용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이 들 용어를 정확히 

무엇이라고 정의하려 할 때, 연구자는 자기도그마에 빠지게 된다. 그의 동양은 

동아시아의 한 부분이라기 보단 세계로의 방향성을 지닌 동양 사상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기독교 역시 배타성을 지닌 원시 기독교가 아닌 세계 종교로

서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김기림의 기독교와 동양의 내포를 제한하려고 

할 때, 그가 정의한 동양 담론과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  

  김기림에게 종교는 신념에 불과했다. 그는 다채로운 사상 가운데 자신에게 가

장 알맞은 신념을 찾아내는 일을 종교라고 말하여, 종교를 신념의 형태로 세속

화된다. 즉 그는 종교를 신념이란 은유로 확 하여, 개인 스스로가 신념을 지니

고 살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여하간 현 인의 불행은 그들이 아무 신념도 가지지 못했다는 데 있다. 그러므

로 우리는 각각 제 자신의 종교를 찾아냄으로써 얼마간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 생각한다. 즉 전열정을 기울여 열중할 수 있는 상을 찾는 일이다. 그것이 

학문이라도 좋다. 예술이라도 좋다. 기업이라도 좋다. 때때로는 연애라도 괜찮다. 

잔에 새겨진 간다라 양식은 서구적인 문명과 동양적인 것을 적당히 뒤섞은 혼합물을 가
리킨다. 어설픈 혼합물에는 서투른 흉내 내기 수준에 머무른 ‘맛없는 성분’이 들어가 
있다. 이 섣부른 서구적 모방, 후발 근 주의자의 서투른 흉내 내기에 한 강렬한 비판
이 이상의 문학 전반에 깔린 기조저음이다. 창조적 정신과 거리가 먼 이 저열한 사상과 
문화를 김기림은 중화민국의 간다라 술잔으로 표상한다.” 신범순, 이상의 무한정원 삼
차각나비, 9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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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해서 우리는 제 스스로 꽤 행복을 결의할 수 있다.520)  

종교를 신념으로 은유하는 것에서, 김기림은 자신의 신념을 학문으로 내세운다. 

공동묘지와 연못에 자신의 예술적 감수성을 어 넣고, 시적 감수성의 세계를 

떠나 세계와 소통하는 학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는 동북제  졸업과 조

선일보 폐간을 계기로 조선에 부족한 학술적인 사업을 착수해 나갈 것을 한층 

다짐했던 것이다.   

520) 김기림, ｢현 와 종교｣, 조선일보, 193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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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림은 8·15 해방을 맞은 기쁨을 표현하는 것과 더불어 식민지 던 과거

를 되짚어 볼 것을 제안했다. 그는 “그러나 나는 朝鮮의詩人에게는 한개의例外
를 請하고싶다. 우리는 반드시한번은 過去로 다녀와야하리라고생각한다”521)면

서 과거 조선 시단이 받아들 던 온갖 사상을 새 나라 건국의 시점에서 점검해 

보아야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의 여파에서 나온 것으

로, 식민지 던 역사적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하 기 때문이다. 그는 강

한 자기 검열을 가지고 시 작품을 정리하여 시집으로 출간하 고, 비평 텍스트

를 선별하여 시론으로 일목요연하게 구성했다. 그 와중에 빠진 시 작품도 상

당수 있으며, 비평 역시 제목과 내용에 걸쳐 상당부분 수정되었다. 또한, 기상

도를 비롯한 김기림의 기존 텍스트가 서구문학 텍스트, 신문기사, 과학 담론을 

텍스트화한 동시 적 수평적 상호텍스트의 산물이었다면, 과거청산의 작업을 거

치는 이 시기는 과거를 재차 방문하여 재검토하는 과정을 드러냄으로써 통시적

인 수직적 상호텍스트성이 발현되었다.    

  세계와의 동시 성에 주안점을 둔 과거 텍스트와는 달리 김기림 텍스트는 이 

당시부터 수평적 상호텍스트성과 수직적 상호텍스트성이 교차하는 일명 거미줄

의 형태를 띠게 된다. 이 거미줄은 수평적 상호텍스트성으로 이루어지는 동시

의 1:1 상호 비교의 프레임을 일견 복잡하게 만들지만, 수평의 형태를 수직과 

교차시킴으로서 그의 복합적 텍스트를 한국문학의 역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

게 한다. 민족문학 수립을 위한 김기림 텍스트는 수직적 상호텍스트성을 통해 

한국문학의 전통을 만들어나가며 이는 한국문학의 경계를 한층 명확하게 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설정된 한국문학의 역은 고립된 것은 아니다. 해방기의 한

국문학은 디오니소스적 정신의 산물인 바다 위에 건설된 것으로, 끊임없는 파도

의 움직임으로 그 배타성을 극복할 수 있다. 까뮈를 다룬 평론 ｢소설의 파격｣
(1950.5)와 딜런 토마스의 변증법적 방법론을 빌려온 ｢시조와 현 ｣(1950.6.9-11.)
에서 김기림이 한국문학과 서구문학의 상호 관련성을 맺게 하는 과정을 찾아 

볼 수 있다. 

  해방기를 다룬 4부의 1장에서는 한국문학의 정전을 확립하려는 저자가 텍스

521) 김기림, 시론, 1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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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어떻게 취사·선택하여 확정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2장에

서는 번역자로서의 김기림의 모습을 살펴, 그가 문 텍스트를 어떻게 자국화하

여 번역하고 있는지 그의 주체적인 번역태도를 검토하려 한다. 나아가 리차즈를 

풀이한 시의 이해가 그의 학사 논문의 한국어 번역임을 논증해 보려 한다. 3

장에서는 ｢세계에 외치노라｣(1945.8)와 새노래(1948) 수록시를 상으로 김기

림이 해방기의 혼란을 어떻게 극복하려 하 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1. 민족문학 건설을 위한 텍스트의 확정

  1.1. 발표 당시의 텍스트와 단행본 텍스트 간의 차이점 

  식민지 시기 자신이 쓴 글을 점검한 김기림은 텍스트의 변화를 꾀했으며, 이

를 주목한 표적 연구자는 김윤식이다. 김윤식은 김기림의 평론에서 “발표 당

시의 텍스트와 후에 단행본으로 나왔을 때의 텍스트 사이의 차이를 따지는 일

이 하나의 과제로 놓여 있”522)다고 제안한다. 1933년 7월 신동아에 발표한 ｢
포에지와 모더니티｣에서 “부르조아는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 푸로레타리

아도 민첩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에 해당되는 부분이 시론(백양당, 1947)에서 

삭제되었으며, “다다 이후의 초조한 말초 신경과 퇴폐적인 감각과, 다른 하나

는 아주 푸리미티부한 직관적인 감각”부분도 “감각”이 “감성”으로 수정되

었다는 것이다.523)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와 같이 계급의식을 자극하는 어

휘와 일본 신감각파의 용어인 ‘감각’은 해방 이후 선집화 과정에서 부분 

제거되었다.   

  김기림이 정전을 어떻게 설정하는 지를 인식하려 할 때, 참고로 할 수 있는 

그의 저서 가운데 하나는 이상선집(1949)이다. 그는 1937년에 발표한 수필 ｢고 

이상의 추억｣에서 “箱에게바칠 義務는 箱의피엉킨 遺稿를모아서 箱이 그처럼 

앨써親하려고하든 새時代에 선물하는일”524)을 약속하 으며,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이상선집이었다. 이상선집에서 김기림이 어떤 기준으로 이상의 텍스트

를 선별했는지를 살펴본다면, 김기림이 자신의 텍스트를 편집할 때 사용하는 기

522) 김윤식, 한국근 소설사연구, 을유문화사, 1986, 547면. 
523) 김윤식, 위의 글 참조. 
524) 김기림, ｢故李箱의追憶｣, 조광 3권 6호, 1937.6., 3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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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김기림은 그가 엮은 이상선집에서 일본어 텍스트를 

배제한 것처럼, 해방 이후 일본 신감각파와 일본 슈르레알리즘 흔적이 묻어나는 

텍스트를 자신의 선집에서 제외한다. 권 민은 “이상의 문학적 재능과 천재성

을 일찍부터 알아차리고 있었던 김기림이 이 [일본어] 작품들에 주목하지 않은 

까닭은 아마도 일본어로 썼다는 점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525)고 

본다.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일본어라는 형식에 문제점을 두고 있었다는 지적이

다. 나아가 그는 “해방 직후 일제의 식민지 문화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사회 

문화적 요구가 비등했던 사실을 미루어 볼 때 김기림의 선택은 당연한 일이었

다”526)고 부연한다. 김기림은 이상선집의 서문에서 이상의 죽음을 극적으로 

묘사하며, 죽은 원인으로 “戰爭陰謀와 後方단속에 미쳐 날뛰던 日本警察”527)

을 들어 이상의 때 이른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문화의 다원성을 인지하는 못하

는 일본경찰의 파쇼적 성격을 지적함으로써, 이상과 같은 자유로운 예술가가 발

붙일 수 없었던 당시 의 상황을 회고했다. 그는 시론에서 이 시기를 “암담

한 시 ,” “가장 불행한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一九三O年에서 비롯하야 約十年동안 主로 朝鮮日報 其他 여러雜誌에 실렸던 

詩에 關한 제論文을 정리하면서 나는 精神上 가장 潑剌한 나이를 이러한 暗澹한 

時代에 消耗한것이 새삼스레 아까웁다. 가장 不幸한 時間에 우리는 詩를쓰고 詩
를 생각하 던 것이다. 초라한 로 지나간날, 나의思索과 摸索의 발자최일것만은 

틀림없다. 如何間에 나는 나의靑春이 屬하 던 이 時期를 우선 갈피를 잡아놓고 

인제부터야말로 진실로 무게있고 깊이있는일을 이길에 이바지해야하겠다. 나와 

事情을 같이한 同僚들도 체로 同感일줄안다. (인용자강조)528)

“암담한 시 ” 던 식민지시기529)를 보낸 김기림은 “조선일보 및 기타 여러 

잡지에 실렸던 시에 관한 제논문”을 시론에서 정리했다. 그는 “나의 청춘이 

525) 권 민, 이상문학의 비  13, 민음사, 2012, 129면.
526) 권 민, 위의 글.
527) 김기림, ｢李箱의 모습과 藝術｣, 이상선집, 백양당, 1949, 7면.
528) 김기림, ｢序｣, 시론, 1-2면. 
529) 시 ｢壁을 헐자｣에서 시의 화자는 식민지시기를 “금과 은과 상아로 쌓은 치욕의 성”으

로 은유한다. 식민지의 값싼 원료를 통해 “금”과 “은”을 획득하려는 제국의 야욕과 
“상아”를 통한 프리미티비즘(원시주의) 장치를 통해 식민지 속성을 “치욕의 성”으로 
형상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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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 던 이 시기를 우선 갈피를 잡아놓고”라는 말로 시론의 의의를 요약한

다. 5장에 걸친 정리에서 그는 시에 관해서 쓴 여러 논문을 시론에서 빼놓는

다. 김기림 전집을 편찬한 김학동이 정리한 미수록 비평은 다음과 같다.

시인과 시의 개념(｢조선일보｣, 1930.7.24-30)
｢피에로의 독백｣(｢조선일보｣, 1931.1.27.)
현 시의 전망, 상아탑의 비극(｢동아일보｣, 1931.7.30.-8.9.)
시평의 재비평(｢신동아｣3권5호, 1935.5.)

현 시의 발전(｢조선일보｣1935.7.12.-22.)
신춘조선시단전망1(｢조선일보｣,1935.1.1.)
신춘조선시단전망2 (｢조선일보｣ 1935.1.2.-5)
을해년의 시단(｢학등｣3권 12호, 1935.12.)

감각, 육체, 리듬(시단월평)(｢인문평론｣2권 2호, 1940.2)

시단의 세 적 한계(｢조선일보｣ 1940.4.20.)
시의 장래(｢조선일보｣1940.8.10.)
전진하는 시정신(｢국학｣1권 2호, 1947.1)

T.S.엘리엇의 시(｢자유신문｣1948.11.7.)
시조와 현 (｢국도신문｣ 1950.6.9.-11)530)

특정 작가에 관한 서평과 문예시평을 제외하면, 이들 논문은 김학동이 지적한 

것처럼 “저자가 고의로 버렸거나, 아니면 미처 정리하지 못하여 수록되지 않은 

것”531)이다. 저자가 과거의 글을 개작하는 노력 없이 왜 선집에 수록하지 않았

는지, 과거의 글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미수록 비평을 중심으로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1.2. 김기림이 텍스트를 선별하는 과정

  김기림이 자신의 글을 선집에서 제외하는 이유로 첫째로 내용의 일관성이란 

글쓰기의 근본적인 측면을 들 수 있다. 초기 비평 ｢시인과 시의 개념｣(조선일

보, 1930.7.24.)에서 그는 제목 그 로 ‘시인과 시의 개념’에 해 설명하고 

530) 김학동 편, 김기림전집 2, 심설당, 1988, 390면. 
531) 편석촌, 앞의 글, 3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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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시는 직업이어서는 아니된다. 부업이어서도 아니된다. 그리고 각 계급은 그 계

급의 생활에 충실한 시를 가지리라. 그리해서 각 계급에 속한 개인도 결국은 그

가 속한 계급의 시를 가지리라 무슨 사회주의적인 유물론적 시를 가질 것도 아

니고 쓸 것도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이며 만고에 그 가정이 성립된다 할지라도 

한 개의 넌센스다. 세계에는 싸움만이 있다. 

  승리하고야 말 역사의 새 담당자를 구할 때에 고골취수(敲骨取髓)도 하며 자혈

제기(刺血濟饑)도 하며 포발엄니(布髮掩泥)도 하고 투애사호(投崖飼虎)도 하여 법

(法)을 드렸는데 내가 어찌 성성도 없이 쉽사리 도를 구할까보냐 하고 어느해 12

월 9일 밤에 설이 퍼붓는 가운데 서서 적설이 과슬(過膝)하되 의연 부동하고 

지성을 다하여 서서 있었다. 그러한 즉 사께서 불상히 여기셔 돌아보시고 물으

시되... (이하 중략)532)

 

  이 글은 근  시 개념의 내포와 사회적 기능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달마 사

가 혜가 사에게 의발을 전수하는 삽화로 끝이 난다. 저자는 “근본적 의혹에 

하여”란 부제가 붙은 이 글에서 시의 개념에 한 자신의 해석이 독자에게 

以心傳心으로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것을 소망하여 불교 삽화를 첨부함으로써 

글을 마무리한 듯싶다. 시인과 시를 두고 논의되는 여러 논쟁 가운데 저자는 정

답이 있다고 외친다. “시는 제일 먼저 생활의 여기다. 시는 그리고 생활의 배

설물이다”533)라고 주장하면서, 각자의 삶의 현실에 맞게 시를 쓰라고 설득한다. 

그리고 달마 사가 혜가 사에게 전달한,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하는 불가 선종

의 가르침처럼, 그의 평론이 문단의 독자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해지기를 소망

한다. 이는 본인의 주장을 독자에게 납득시키려는 의도로 여겨지지만, 본론의 

내용과 무관한 삽화가 글의 말미에 위치하여 글의 일관성을 해치고 있다.  

  또한, ｢｢피에로｣의 독백-｢포에시｣에 한 사색의 단편｣(조선일보1931.1.27.)
에서 김기림은 ｢一八, 詩와女子｣ 항목에서 괴테를 “戀愛를主題로일삼는詩人처

럼害蟲은업스리라. ｢궤-테｣며 ｢단테｣는 엇지면그러케好色家엿든가”534)라며 괴

532) 편석촌, ｢시인과 시의 개념｣(完), 근본적 의혹에 하야, 조선일보, 1930.7.30 (김기림
전집 2, 297면에서 재인용)

533) 편석촌, 앞의 글, 296면.
534) 편석촌, ｢피에로｣의 독백: ｢포에시｣에對한思索의斷片｣, 조선일보, 1931.1.27.



- 205 -

테의 작품이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괴테에 한 그의 평

가는 그 후 크게 바뀌었다. 일제 말기 김규동을 비롯한 경성고보 제자들에게 괴

테와 같은 큰 시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535) 해방 후 출간된 시집 새노래

에서도 “사실 離別을 간단히 해치우기 위하야는 괴테처럼 약간의 熟練이 

필요할런지 모른다. 사는데 있어서도 藝術에 있어서도 斷乎하게 斷乎하게해야할 

일이면서도 그저 주저주저하는 동안에 사람들의 半身은 언제까지고 적당히 過
去라는 진흙탕 속에 잠긴채 좀체로 소꾸어나지 못하고 마나보다”라며 1947년 

8월 이데올로기 립 상황에 접어든 한국 문단에게 괴테와 같은 단호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젊은 시절 괴테의 낭만성을 비판하다가, 괴테에 

한 지식이 쌓인 이후에 괴테의 결단력과 박식을 높이 사고 있는 것이다. 40 에 

접어든 김기림이 20  초반의 모습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해방기 당시 김기림이 편승한 좌익 중심의 사회 분위기를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인용한 ｢시인과 시의 개념｣(조선일보, 1930.7.24.)에
서는 사회주의 운동에 한 김기림의 비판적 거리두기가 나타났다. 그는 프롤레

타리아 시인 에세닌(Sergio Esenin)과 마야콥스키(Vladimir Mayakovsky)를 자세히 

설명하여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던 근  시인의 심적 

상태를 설명한다. 

  

...｢에세닝｣은 ｢들을 건너는 철마｣를 노래하던 평온한 전원시인이기를 기권하지 

않으면 아니되었다. 그리고 ｢마야콥스키｣는 가장 열렬한 혁명시인이라고 안할 수 

없었다. 

  그러나 거기는 무리가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심령에 파먹고 있는 시인으로서

의 교양과 습성과, 너무나 지상적(地上的)인 청복(靑服)의 세계 사이에 가로놓인 

현격한 불균형이다. 그리고 그 시인들의 내부의 부르짖음은 어느때까지든지 고루

한 ｢매암｣이기를 반 하 다. 그러나 그들은 ｢러시아｣의 현실적인 건설의 사업에 

하여는 무능하다느니보다는 너무나 무용한 것임을 자각하 으리라. 그렇다고 

그들의 낡은 습성을 청산하기에는 그들의 고질은 결정적이었고 치명적이었다. 인

간적 파탄의 계기는 실로 여기 있다. 이것이 근 시인의 최후의 운명이다.536)

535) 조 복, 문인기자 김기림과 1930년  ‘활자-도서관’의 꿈, 살림, 2007, 372면 참조. 
536) 편석촌, ｢시인과 시의 개념｣, 위의 글, 29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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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에세닌과 마야코프스키의 자살을 설명하면서 왜 계급시인은 실패할 수

밖에 없는지를 설명한다. 에세닌과 마야코프스키의 서정적이며 개인주의의 감정

은 그들이 프롤레타리아 예술로 나아가는 데 큰 장애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서정 시인이 현실을 노래할 때 발생하는 계급과의 불화를 논의하고 있다. 하지

만 당시 그는 조선문학가동맹의 시부 위원장으로, 민중을 위한 시를 쓰고 있었

다. 자살로 귀결된 에세닝과 마야코프스키를 파탄으로 해석한 글을 당시의 그가 

선집에 수록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가 너무나 지상적인 노동자(청복)의 세계

에 관한 시를 쓰고 있었을 때 기 때문이다. 

  또한, ｢상아탑의 비극-｢사포｣에서 초현실파까지｣ (동아일보1931.7.30.-8.9)에
서 나타난 시에 한 김기림의 부정적 평가는 해방기의 상황과 어긋나는 측면

이 있다. 그는 이 평론에서 “나먹은 賣春婦여 인제는粉칠하는것을 그만두어라 

어한化粧도 너의얼굴우에주룸살을 감출수는 업슬것이다”537)라며, 시를 나이 

먹은 매춘부로 은유한다. 시의 시 가 사실상 끝났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저자

는 시의 가치가 떨어졌으며 소설 및 특히 시네마가 근 시의 해체 작용을 촉진

하고 있다고 보았다. 해방기 당시 새나라 만들기의 희망에 꿈꾼 저자에게 시의 

가치 하락을 주장한 평론을 시론(1947)에 싣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1년 뒤 출

간된 새노래(1948)에 수록된 시는 부분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희망적으로 

알리고 있기 때문이다. 30년  초 저자는 시의 기울어진 운명을 예상하고 시네

마의 역이 무한히 커질 것을 예상했지만, 40년  말 시의 역은 여전히 건재

했고, 저자는 새나라 만들기에 ‘시인’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이 평론을 시론

에 싣게 되면 저자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 

  세 번째로 김기림은 자신의 비평에서 일본 모더니즘 텍스트의 흔적을 정리한

다.

  ｢슈르리얼리즘｣, 담백한 ｢센티멘탈리즘｣, 말초신경적 신감각주의, 그리고 감각

의 교착과 환상, 이것이 현 에 남아있는 시인적인 시의 속성이다. 그리하여 시

는 자본주의 문화의 모든 역에 팽배한 분해작용과 함께 그것은 최후의 심판에

로 맥진하고 있다.538)

537) 김기림, ｢상아탑의 비극-｢사포｣에서 초현실파까지｣(十), 동아일보, 1931.8.9.
538) 편석촌, 위의 글, 293-4면. 



- 207 -

이 인용문에서 그는 ｢슈르리얼리즘｣, 담백한 ｢센티멘탈리즘｣, 말초신경적 신감

각주의, 감각의 교착과 환상을 현 시가 지닌 특징적인 예로 들었다. 이 가운데 

“슈르 리얼리즘”은 프랑스를 경유하여 1920년  말 30년  초 일본에서 유행

했던 문예사조이며, “말초신경적 신감각주의, 그리고 감각의 교착과 환상”은 

새로운 감각을 앞세운 가와바타 야스나리, 요코미쓰 리이치의 신감각파 스타일

을 일컫는 말이다. 당시 일본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저자가 미 고전주의의 

‘직수입’으로 방향을 전환하기까지 일본의 초현실주의, 신감각파, 신흥예술파

는 김기림의 텍스트에 종종 나타났다.   

  평론 ｢상아탑의 비극｣은 고  그리스의 시인 사포에서 낭만주의, 상징주의를 

거쳐 근 시의 역사를 서술한 시사론(詩史論)이다. 서구 시의 역사에 해 자세

히 서술하는 글이기 때문에 시론에 묶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 글은 1. 뮤

즈를 잊어버린 현 , 2. 행복하 던 ｢뮤즈｣, 3. 근 시의 요람, 4. ｢생볼리스트｣
의 운동, 5. 생활을 찾는 시파들 6. 근 시의 자기붕괴, 7. 슈르리얼리즘의 비극, 

8. 근 시의 조종으로 이루어졌다. 그 중 4. ｢생볼리스트｣의 운동에서 프랑스 상

징주의 시인의 시들이 인용되었다. 저자는 상징주의의 선구자로 보들레르의 시 

｢죽음의 기쁨｣을 인용하고 있다.539) 하지만 그가 인용한 로 이 시의 제목을 ｢
죽음의 기쁨｣으로 번역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근 윤 애가 ｢쾌활한 사자(死者)

｣로 번역한 이 시를 ｢죽음의 기쁨｣으로 명명한 것은 당시 김기림이 인용한 텍

스트가 일역의 중역임을 드러낸다. 나가이 카후(永井荷風)가 역시집인 산호집
(1913)에서 이 시를 ｢죽음의 기쁨｣(死のよろこび)이란 제목으로 번역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방 후 일본어가 정치적으로 소거된 마당에, 일어 중역에 민감한 저

자는 이 평론을 선집에서 제외했다.  

  ｢현 시의 발전｣ (조선일보1934.7.12.-7.22.)도 선집에서 제외되었다. 물론 그

는 이 글을 평론이 아니라 강좌로 생각했기에 평론집에 싣기는 어려웠다. “강

좌라는 성질 때문에 독자에의 전달이라는 점에서 너무나 선입적으로 관념이 구

속을 받는 까닭에 사고의 발전이 부자유로웠던 것은 그보다도 더한 고통이었

다”540)는 것이다. 저자의 이런 불만은 이 글이 선집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된다. 

저자는 강좌라는 글의 연재형식에 만족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강좌를 제

539) 김기림, ｢상아탑의 비극｣(五), 동아일보, 1931.8.4.
540) 김기림, ｢현 시의 발전｣(十), 조선일보, 193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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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하고도 일본 신감각파와의 관련성때문에 이 글을 해방기 당시 수록할 수 없

었을 것이다. 

  그는 이 글에서 난해시로 일컬어지는 정지용, 장서언, 조벽암, 이상 등의 시를 

예로 들어 새로운 시를 이해하는 독법을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저자가 이 들 

네 작가를 식민지 조선의 초현실주의(슈르레알리즘) 작가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

이다. 저자는 심층 분석에 들어가 네 작가 중에서 정지용의 시 ｢귀로｣와 장서언

의 시 ｢고화병｣의 독법을 설명하며, 자신의 시 ｢서반아의 노래｣를 더해 조선의 

난해시를 읽는 방식을 서술한다.

  그의 시 ｢서반아의 노래｣는 사실 시 선집에서 배제되었다. 여성조선 제 1호

에 실은 ｢서반아의 노래｣는 태양의 풍속(1939)에 실리지 못했다. 저자가 스스

로 “수법으로는 슈르리얼리즘의 방법을 많이 응용”했다고 밝힌 이 시를 시 

선집에서 제외한 것을 보아도 1939년에 일본에서 귀국한 저자는 30년  초반 

유행한 슈르레알리즘에서 탈피하려 했다. 슈르레알리즘이 지닌 연상의 비행과 

속도의 시론은 리차즈를 접한 저자에게 점차 잊혀진 30년 의 예술이 된다. 일

제 말기와 전형기 당시 일본 신감각파의 감수성은 저자에게 더는 큰 매력을 끌

지 못했던 것이다.

  ｢시의 장래｣(조선일보 1940.8.10.) 역시 해방기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맞지 

않은 텍스트로 사료된다. 이 평론에서 저자는 2차 세계 전의 주축국을 옹호하

는 제스처를 취한다. 1940년  당시 조선일보 학예부장으로서 체제에 순응하는 

자세를 저자는 드러내고 있다.541) 

  歷史의轉機라고하는것은 決코한天才의손으로 處理되지는안헛다. 늘集團의 參與
에依해서 推進되었다. 오늘 歐羅巴에 잇서서만해도 世界史의 새로운展開를위한 

여러民族의 한데엉켜서 演出하는 深刻한, 戰慄을보라. 새로운世界는 實로 한天才
의머리속에서 비저지지는안는다. 차라리各 民族의 體驗에 依해서 열어지는것이

다. 詩人의 孤立은끗나 조흘때가온듯하다.542)   

541) 김기림은 수필 ｢건강｣(1941. 3)에서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세계를 지휘하는 首領들의 
부분이 단 혈기왕성한 점으로 보아 나는 세계의 前途를 樂觀하는 한 사람이다”라며 

당시 2차 전 중인 유럽의 미래를 낙관한다. 이 수필은 바다와 육체에 미수록되었다.  
542) 김기림, ｢시의 장래｣, 조선일보, 19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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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이 부분에서 시인의 사회 참여를 강조한다. 고  그리스에서 집단과 함

께한 시인인 사포나 호메로스 같은 음유시인을 떠올리며, 집단과 함께 노래하는 

시인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제 각 민족의 체험을 시인이 읊어야 한다는 것이

다. 문제는 저자가 새로운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파리의 

낙성(1940.6) 이후, 그리고 일본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공격 당시 쓰여 진 이 

글(조선일보1940.8.10.)에서 저자는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

각한다. “近代라고하는이破廉恥한商業의時期”543)에 동떨어진 곳에서 고독했던 

시가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될 것을 소망한다. 저자의 세계 인식이 주축국을 중

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이 평론은 일협력의 분위기를 조

금 풍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자가 선집에서 이 평론을 제외한 이유도 이 텍

스트에 스며든 일협력적인 요소 때문이었을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 시 를 

“민족문화에 있어서도 날로 존망의 위기가 다닥치고 있었던” 시 , “암담한 

시 ” “가장 불행한 시간”544)으로 정의한 시론에서 일본에 우호적인 글은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시론에 수록되지 않은 비평 다섯 편으로 살펴본, 저자가 선집을 묶는 기준

은 시론의 서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우선 저자는 일협력

적인 글을 제외한다. 또한, 일본 신감각파나 초현실주의의 흔적이 드러나는 평

론 역시 시론에서 제외한다. 관동 지진을 통해 형성된 일본 신감각파의 감각

은 조선의 감각과 섞이지 말아야 할 이질적인 것이며,545) 일본 초현실주의 역시 

프랑스 초현실주의에 일본 초현실주의의 시각이 가미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저자는 균형 감각을 상실했다고 여겨진 몇몇 평론과 평론 자체의 완결성이 떨

어진 글, 평론의 성격에 맞지 않는 강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과거의 글을 선집

으로 묶는 과정에서 누락시켰다. 이런 텍스트의 정리 작업으로 그는 과거에 

한 반성을 드러내었던 것이다. 

  식민지 시 를 살았고 일본에 두 차례 유학한 김기림은 일본을 향해 복잡한 

감정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동북제  시절 일본문학 수업을 의무적으로 

543) 김기림, 위의 글. 
544) 김기림, ｢序｣(1947.8.10.), 시론, 백양당, 1947, 1면.
545) 요코미쓰 리이치는 신감각파의 새로운 감각의 연원을 관동 지진으로 폐허가 된 도쿄에

서 찾는 다. 横光利一,　｢解説に代えて｣，定本横光利一全集 第13卷, 東京: 河出書房新社, 
1982, p.1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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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야 했기에 일본문학이 미문학에 저항하고 민족주의적 태도를 취한 사실

과 배경을 적실히 이해하고 있었다. 해방기 그는 새로운 한국문학 건설을 위해 

일본문학 텍스트의 잔재를 제거하고 그 자리를 미문학 텍스트로 체했다. 이 

체하는 과정에서 그는 원천 텍스트의 가치를 귀중히 여기는 번역 신, 미 

텍스트를 조선의 현실에 맞게 주관적으로 번역한 자국화된 번역태도를 보 다. 

2. 번역태도의 자국화와 번역된 근 : 시, 문학개론, 과학개

론 번역과 학사논문(1939)이 시의 이해(1950)로 번역된 양상

 2.1. 번역가로서의 김기림

  김기림 텍스트 중 번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적지 않다. 단행본으로는 톰

슨의 과학개론, 단일 논문으로 멜돌라의 ｢과학과 인류｣와 그랜빌 힉스

(Granville Hicks)의 ｢미국비평의 위기｣(The Crisis in American Criticism)를 번역하

고, 시론과 시의 이해에서는 셰익스피어, 예이츠, 엘리엇, 오든, 스펜더, 

맥니스, 카를로스 윌리엄스, 에디트 시트웰, 호세 헤레라, 장 콕토 등의 시를 직

접 번역하여 인용한다. 그의 시 번역은 상당히 자국화된(domesticated) 시어로 이

루어진 번역이었기 때문에 직역과 가까운 이국화된 번역(foreignization)과 거리가 

멀다.546) 자국화된 번역어의 선택은 그의 시어처럼 현실에 밑바탕을 둔 어휘로, 

김기림의 논법을 따른다면 ‘형이상학적’이라기보다 ‘과학적’에 가깝다. 김

기림의 ‘과학’개념은 ‘형이상학’과 립하려 하며, 예술과는 변증하려 한

다. 과학과 예술을 립하는 것으로 본 19세기 낭만주의와 저자가 구분되는 지

점이다. 

  여기서는 시의 이해에 번역된 시와 과학개론 및 문학개론을 중심으로 

그의 번역을 검토하여 자국화된 번역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일례로 그는 서구의 “Science”를 ‘과학’으로 번역할 때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작은 부분”547)에서부터 ‘근 적 학문 체계의 총칭’에 이르기까지 다

546) 자국화 번역과 이국화 번역에 하여 김한성 , ｢번역태도의 자국화와 이국화: 일본어 소
설 고도(古都)의 역 및 한역 비교분석｣, 번역학연구 제12권 1호, 2011년 봄, 12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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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개념 규정이 지닌 광범위한 함의를 이해

할 필요가 있다.      

2.2. 시, 과학개론, 문학개론 번역 

  김기림은 문학을 전공했지만, 한낱 학자로서 문학에 접근한 것이 아니었

다. 그러나 김석준은 김기림이 습득한 문학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한다. 그는 “당 에 문학은 지성의 산실이자 세계의 중심”이

며...“김기림은 문학 연구를 통해 당 의 지적 산물들을 차근차근 섭렵해갔음

을 짐작할 수 있다”548)고 주장한다. 

  그러나 20세기 들어와 비로소 체계화되기 시작한 문학을 “지성의 산실이

자 세계의 중심”으로까지 놓을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스럽다. 파스칼 카자노바

(Pascal Casanova)가 주장했던 것처럼 당시 유럽 륙에서 문학의 중심은 불문학

으로, 이상, 김기림, 박태원 등이 보 던 파리와 프랑스 아방가르드 예술에 한 

갈망을 쉽게 간과할 수 없다. 더구나 김기림이 논문을 쓴 리차즈도 사실 문학

자로 출발한 것은 아니었다. 리차즈의 전공은 윤리학(Moral Science)이었으며, 리

차즈가 교편을 잡은 국 캠브리지 학은 1차 전 이후에 비로소 문학 전

공의 우등졸업시험이 생겼을 정도 다.549) 신생학문인 문학은 불문학, 독문학, 

노문학 등과 더불어 1930년  한국문학과 상호 소통하는 표적인 서구문학의 

하나로 자리매김한 정도이지 이를 절 시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후 송욱으로

부터 김준환에 이르기까지 문학자들은 김기림이 당시 문으로 된 지적 산물

을 어느 수준까지, 어떤 방식으로 섭렵해 갔는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

다. 김기림의 문학이 과연 “모더니즘의 구호”에 그치고 말았는지, 아니면 

당  “모더니즘”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는지에 해 문학 연구자들의 의견

은 나누어져 있다. 이런 논란이 발생한 이유는 김기림이 문 텍스트를 개성이 

뚜렷한 주관적인 시각으로 소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의 번역에서 단적으

547) 김기림, 시의이해, 221면. 
548) 김석준, ｢김기림의 과학적 시학-시의 사실을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24호, 2009. 3, 

98면.  
549) “The English Tripos had only just been founded...” I. A. Richards: Essays in his Honor, 

Edited by Reuben Brower, Helen Vendler, and John Hollander, New York, Oxford UP, 1973, 
p.2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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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드러난다. 아래 인용하는 시는 세익스피어의 시 ｢비너스와 아도니스｣(Venus 

and Adonis)의 일부다. 김기림은 리차즈가 상상력에 관한 코얼리지의 견해
(Coleridge on Imagination)에서 코얼리지의 상상론을 설명하는데 사용한 시 텍스

트를 시의 이해에서 번역·인용하고 있다. 

보라. 빛나는 별이 어떻게 하늘에서 쏴내리나,

그도 그렇게 아닌밤 ｢비이너쓰｣의 눈에서 려 간다. 

Look how a bright star shooteth from the sky

So slides he in the night from Venus’ eye. 550)

  우선 이 구절에서 ‘비너스(Venus)’는 중의(重義)되어 있다. 2행에 등장하는 

“비너스”는 로마신화의 여신 비너스(아프로디테)와 태양계의 금성이 중의된 

시어로 “그”인 비너스의 연인 아도니스가 비너스의 눈에서 멀어져 간다는 의

미가 표현되어 있다. 아도니스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지하 세계의 여신 페

르세포네 공동의 연인으로, 제우스는 아도니스를 “1년의 3분의 1은 지상에서 

아프로디테와 3분의 1은 지하에서 페르세포네와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자신

이 원하는 곳에서 살도록”551)중재한다. 하지만 아프로디테에게 화가 난 페르세

포네는 멧돼지를 부추겨 아도니스를 죽인다. 이 시는 아도니스의 죽음(별이 떨

어짐)으로 인한 아프로디테의 슬픔을 그렸다.  

  김기림은 금성 혹은 비너스가 떠있는 “그 밤 (the night)”을 “그도 그렇게 

아닌 밤”으로 각운을 맞추어 번역한다. 금성(샛별)은 초저녁이나 새벽에만 보이

기 때문에, 번역자는 금성이 떠있는 밤을 “그도 그렇게 아닌 밤”으로 스스로

의 창작력을 불어넣어 번역한 것이다. 또한 “밤(night)"을 수식하는 어구인 “그

도 그렇게 아닌”에서는 “그”가 두 번 반복되어 운율을 살린다. 반복된 

“그”는 “그도 그렇게 아닌”이라는 형용사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별을 바라

보는 ‘그 남자’인 아도니스도 연상시키게 된다. 따라서 김기림은 “그도 밤에 

비너스의 눈에서 려간다 ”로 단순히 번역될 수 있는 부분을 “그도 그렇게 

아닌 밤에 비너스의 눈에서 려간다”고 번역하여, 1행과 2행의 음보를 4음보

550) 김기림, 시의 이해, 96면. 
551) 김길수, 다시 쓰는 그리스 신화, 소피아, 200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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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맞추어 구를 이루도록 했다.  

보라.   /  빛나는 별이     /  어떻게 하늘에서     /  쏴내리나,

그도   /  그렇게 아닌밤   /  ｢비이너쓰｣의 눈에서  /  려 간다.

 

  위의 번역은 단순한 직역을 넘어, 시인으로서의 재능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여기서의 그의 번역은 원문에 충실한 번역태도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원문 텍스

트를 상당히 독창적으로 번역하고 있다. 원문의 특성을 최 로 살리는 번역을 

이국화(foreignization)라고 부르며, 이에 반해 번역가가 원문보다 자신이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번역하는 태도를 자국화(domestication)라고 한다. 그의 한국어 번

역은 음보를 맞추고 구를 이루도록 한 것을 보아 자국화의 범주에 가깝다. 자

국화된 번역은 상 독자에게 깊은 이해를 갖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반면, 번역자 

자신의 자의적인 판단이 지나치게 앞설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의 시 번역은 

독창적이지만, 바로 그 독창적인 요소가 지나칠 때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있

다. 장 콕토(Jean Cocteau)의 “칸”(Cannes) 번역이 표적이다.

내 귀는 소라껍질

바다 우짖음을 사로워하는―

Mon oreillle est un coquillage

qui aime le bruit de la mer.552)

2행의 “aime”는 “사랑하는”의 의미로 여기서는 ‘사랑하는’,‘그리워하는’ 

정도가 맞다. “aime”를 ‘사러워하는’즉 ‘서러워하는’으로 번역한 것은 시 

텍스트에서 시적 화자의 정서가 지나치게 개입된 것으로 여겨진다. 2행의 “le 

bruit”를 “우짖음”으로 번역한 것도 톤이 과장되어 보인다. ‘소리’, ‘울림’ 

정도가 적당하다. 권 민은 김기림 시를 “시에 있어서 무절제한 감상을 거부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들은 전반적으로 암울한 시적 정조가 주조를 이

루고 있다”553)고 지적하는데, 콕토 시 번역은 이를 반증한다. 김기림은 “le 

552) 김기림, 시의 이해, 64면.
553) 권 민, 한국현 문학사 1, 5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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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it”를 “우짖음”으로, “aime”를 “서러워하는”으로 번역하여 우울한 시적 정

조를 일으켰다.     

  김유중은 김기림의 과학 개념을 분석하면서 김기림이 번역한 과학관련 글을 

참조한다. 그는 “김기림은 틈틈이 과학에 한 몇몇 글들을 번역하 다. 이 번

역물들은 김기림 자신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담은 것은 아니지만, 전후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그의 논리 전개에 상당한 향을 주었던 것임에는 틀림없다”554)고 

주장한다. 사실 김기림은 번역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담기도 하 다. 표

적인 텍스트가 과학개론이다.  

  과학개론은 제이 아서 톰슨(J. Arthur Thomson)이 저술한 과학개론

(Introduction to Science, 1911)를 김기림이 번역한 책으로, 1948년 을유문화사에서 

출간되었다. 그는 이 책을 번역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本書는 原名이 Introduction to Science로, 一九一一年에 初版이 나 온뒤로 十
數版을 거듭한 名著다. 年代가 年代니만큼 그 基底를 받치고 있는 科學論은, 

오늘의 가령 비엔나學團의 科學論 같은 것과 比較한다면, 淸新한 맛과 徹底性
과 날카로움이 不足할찌 모르지만,…實로 이 種類의 初步書로서는 얼른 짝을 求
하기 어렵다 하겠다.555)

  그는 1911년에 출판된 책을 1948년에 번역하는 이유에 해 초보서로서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세계적 동시성에 집착하는 그는 평론에서 동

시 의 시인이나 평론가를 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과학개론의 경우 30여년

의 시 적 격차가 있기에, 김기림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서문에다 번역의 이유

를 상세히 밝힌다. 당시 학의 교단에 서서 강의로 분주했던 그에게 학생들

을 위해 한국어로 된 교재가 필요했을 것이다. 과학에 한 마땅한 한국어 개론

서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번역이 보급판으로 나오게 된 것을 기뻐하는 모습

에서 될 수 있는 한 많은 독자들에게 읽히고 싶어하는 저자로서의 욕망을 느낄 

수 있다. 김기림은 해방공간의 시기 학생들에게 과학하는 정신이 절실히 필요

하다고 생각하여 과학개론을 번역하 다. “오늘 우리가 느끼는 가난 가운데

서도, 科學의 가난은 아마도 우리의 가장 큰 不幸의 하나일 것이다”556)라고 

554) 김유중,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세계관과 역사의식, 179-80면. 
555) J. A. 톰슨, 김기림 옮김, ｢저자와 원자에 하여｣, 과학개론, 을유문화사, 1948, 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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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는 譯者 序를 보아도 과학을 보급하려는 저자의 절실함을 깨닫게 된다. 

그는 譯者 序에서 ‘과학의 가난’에 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科學 
知識과 技術의 昻揚 普及과 아울러, 科學 思想-科學的 精神, 科學的 態度, 科學
的 思考 方法-의 啓蒙은 우리들의 ｢새 나라｣建設의 가장 重要한 課業의 하나임

에 틀림 없다. 여기「톰슨」의 名著를 敢히 번역하여 紹介함도, 오로지 同胞와 

더불어 이 科學的 關心과 科學 思想을 서로 衝激하고 복돋아 가고자 하는 간절

한 생각에서 하는 것 뿐이다.”557) 과학개론이 김기림이 완역한 유일한 책이

라는 점에서, 과학하는 정신을 배워야 한다는 그의 교양에 한 신념이 얼마나 

투철한 것인지 알 수 있다.  

  김기림은 과학개론 번역의 의의를 사실상 “새나라 만들기”라는 실용적인 

부분에서 찾고 있다. 과학개론은 과학과 형이상학, 예컨  철학 및 종교, 예술 

등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집중한 책이다. 과학개론은 과학과 철학, 예술, 종

교 등 여타 학문 상호간의 관련성을 논의한 책으로, 김기림이 주장한 “과학사

상―과학적 정신, 과학적 태도, 과학적 사고방법―의 계몽”에는 과학적 사고를 

여타 학문과 견주어 보려는 상호관련성이 내재해 있다. 

  김기림의 번역은 때때로 톰슨의 원문에 저항 혹은 반역하는 측면이 있다. 하

지만 그의 저항과 반역은 의도된 것이다. 앞서 밝혔듯이 김기림이 톰슨의 책을 

번역한 것은 학생 및 중 교육 때문으로, 그는 최근의 “｢비엔나｣ 學團의 科
學論”과 비교했을 때, “淸新한 맛과 徹底性과 날카로움이 不足”558)하다고 보

고 있다. 저자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원 텍스트에 덧붙여 

개진한다. 일례로 아래에 인용된 부분은 제 1장 과학적 마음가짐을 톰슨이 결론

에서 요약한 부분으로 김기림은 이를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槪要―科學的 氣質은 特히 事實에 한 情熱, 陳述의 用意周到, 眼界의 明澄과 

事物의 互相關聯性에 한 感覺으로 表示된다. 그것은 情的 혹은 藝術的 氣質과 

또 實際的 氣質과 마주선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三位一體(知, 情, 行의)를 이루

는 것으로, 셋은 모든 正常的 生活에서는 統一되어야 한다.559)

556) 위의 책, 3면.
557) 위의 책, 4면. 
558) 위의 책, 8면. 
559) 위의 책, 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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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The scientific mood is especially marked by a passion for facts, by 

cautiousness of statement, by clearness of vision, and by a sense of the 

inter-relatedness of things. It is contrasted with the emotional or artistic mood and 

with the practical mood but the three form a trinity (of knowing, feeling and doing), 

which should be unified in every normal life.560) 

  과학적 분위기(the scientific mood)와 정서적 혹은 예술적 분위기(the emotional 

or artistic mood), 그리고 실천적 분위기(the practical mood)는 인간의 일상생활에

서 삼위일체로 나타난다고 톰슨은 주장한다. 여기서 톰슨이 강조하는 것은 상호 

관련성이다. 과학, 정서 혹은 예술, 그리고 실천은 분리되지 않은 채 인간의 마

음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톰슨이 주장한 과학의 상호관련성을 인식

할 수 있다. 하지만 김기림은 톰슨의 설명에 만족하지 않는다. 1장의 텍스트는 

여기서 종결되었지만, 그는 “그러나”로 시작하는 본인의 부연 설명을 한 문단

에 걸쳐 첨부함으로써, 과학적 마음가짐을 설명하는 톰슨에 해 문제를 제기한

다. 

  그러나 科學的 知 밖에도 다른 종류의 知가 있는 것을 理解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시골을 그 地理와 氣候와 植物과 動物을 硏究해서 

알 뿐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鑑賞함으로써도 안다. 우리가 어머니나 친구에 

하여 아는 것은 科學的 知識이 아니다. 科學的 知識은 觀察과 實驗으로 얻는 것

이며 이러한 것의 結果에 한 反省에 依하여 얻는 것이다. 그러나 哲學者나 聖
人이 世界의 可能한 意味와 그 속에 있어서의 사람의 位置에 한 熟考에 依하

여서는, 아무러한 知識도 얻지 않았다고 主張하는 것은, 매우 지나친 일일 것이

다.561)  

  김기림은 1장에서 톰슨의 설명이 전반적으로 과학적 지식에 치중되어 있다고 

생각한 듯싶다. 그는 부연설명으로서 시골의 아름다움과 어머니나 친구에 한 

감정, 철학자나 성인의 지식을 예로 들며 정서가 과학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지

식의 원천이란 사실을 강조한다. 번역자인 김기림이 원문 텍스트에 개입하고 있

560) Thomson, J. Arthur. Introduction to Science, New York: H. Holt and Company, 1911, p.34. 
561) J. A. 톰슨, 김기림 옮김, 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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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분이다. 

  번역이란, 번역자의 독해를 근거로 이루어지기에 어느 정도 번역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원문과 번역문이라는 두 다른 언어 사이의 동등성

은 존재하기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기림이 『과학개론』 제 1장 마지막에서 

번역한 부분은 자국화 번역의 범주를 뛰어넘어, 원 텍스트에 번역가가 개입하여 

새로운 텍스트를 창출하는 ‘번안’에 가깝다. 이는 톰슨의 주장에 번역가가 능

동적으로 개입하여 텍스트를 변형하는 행위이다. 김기림의 자의적 연구태도는 

원저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텍스트를 창조하는 결과를 낳았다. 

  번역가는 과학의 강조가 예술을 소외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 기 때문에 적극

적으로 원 텍스트에 개입하 다. 톰슨이 과학적 기질(scientific mood)을 정서적·

예술적 기질과 실제적 기질을 조적으로 보면서도 실제 생활에서 통합하는 반

면, 번역가 김기림은 과학과 예술의 차이를 강조한다. 번역가는 과학적 기질과 

예술적 기질을 통합하는 삼위일체의 이면에는 예술의 파괴가 자행될 수 있다고 

본다. 과학으로부터 시를 분리시키며 철학자와 성인의 심사숙고에 가치를 부여

하는 번역가의 모습에서 과학만능주의 시 에 시의 가치를 옹호한 리차즈의 모

습이 연상된다. 시의 이해에서 과학에 맞서 시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 다고 

리차즈를 비판한 반면, 과학개론에서 김기림은 문학자답게 과학에 맞서 예술

을 가치를 긍정한다. 이런 태도는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김기림에게 과학

과 예술은 둘 다 중요한 것이고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에 비

교하여 하나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그는 즉시 이의를 제기한다. 그에게 과학

과 예술이란 동등한 무게를 지닌, 균형 잡힌 것이어야 했다.    

  김기림은 문학개론의 IV. 문학의 ｢장르｣에서 시에 해 설명한다. 세기말의 

퇴폐주의를 부정하며 등장하는 시운동으로 T. E. 흄의 고전주의 시론과 에즈라 

파운드의 이미지즘을 소개하고 있다. 김기림은 에즈라 파운드가 주장한 이미지

즘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여 인용하고 있다.  

一九一三年 포에튜리誌三月號에發表했던 에즈라·파운드의 主張을 들으면 

이러하다.

一, 主觀的인 客觀的인 어느것을 莫論하고 ｢物體｣를 直接取扱할것

二, 表象에 寄與하지않는 말은 絶對로쓰지말것

三, 韻律에對해서는 音樂的語法에 쫓도록하되 메트로놈에 쫒지않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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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이미지의原則에 一致시킬것―562)  

김기림은 문학개론에서 인용한 에즈라 파운드의 산문 ｢이미지즘｣ (Imagisme)

은 원문과 차이를 보인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세 원칙은 에즈라 파운

드가 주장한 것을 그 로 번역하 다. 하지만 네 번째 원칙 “이미지의原則에 

一致시킬것―”은 김기림이 자의적으로 덧붙인 것이다. 원문에서 파운드는 이미

지스트들이 시를 평가하는 데 가지고 있는 원칙으로 세 번째 원칙까지 주장했

으며, 그리고 난 뒤, “이미지스트들은 (그들의) 글쓰기와는 상관없는, 이미지에 

한 어떠한 신조를 가지고 있다”563) 라며 부연설명하고 있다. 파운드가 이미

지스트들이 지닌 이미지에 한 신조는 글쓰기와는 무관한 것임을 밝혔고 세가

지 원칙 속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음에도 김기림은 이를 과감히 네번째 원칙으

로 첨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인용이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부호를 사용하거나 각주를 달아 그 로 빌려

오는 행위이다.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함께 포함시켜 인용한다면, 이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론가로서 에즈라 파운드의 권리를 김기림이 침해한 셈이 된다. 

더구나 파운드는 이미지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한 신조에 해 세 

원칙과 다른 체계에서 설명하 다. 그런데 이를 같은 분류 체계로 간주하여 네 

번째 원칙으로 첨가시킨 것은 파운드의 이미지즘에 해 김기림의 해석이 주관

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김기림은 에즈라 파운드의 시론을 자기식 로 이해

하려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원칙을 첨가하 다. 

  이상 세 가지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기림은 서구 텍스트를 번역하거나 인

용할 때, 원 텍스트를 자의적으로 변형시키는 학문적인 모습을 보인다. 김기림

의 자의적 이해는 서구의 원전이 지닌 권위에 연구자가 수동적으로 따르지 않

고, 주체적으로 텍스트를 해석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귀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562) 김기림, 문학개론, 51-2면. 에즈라 파운드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y [The imagistes] were:
1. Direct treatment of the "thing," whether subjective or objective.
2. To use absolutely no word that did not contribute to the presentation
3. As regarding rhythm: to compose in sequence of the musical phrase, not in sequence of a 
metronome. (Pound, Ezra. “Imagisme,” Poetry: a Magazine of Verse V. I 1912-13, New York: 
A M S Reprint Company, 1966, p.199.)

563) “They held also a certain ‘Doctrine of the Image,’ which they had not committed to 
writing;” Ibid., p.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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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인 번역이 지나치게 되면 번역자에 한 독자의 신뢰감이 무너질 수 있

기 때문에 적정선을 지키면서 자의성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장르에 따

라 자의적인 범주가 허용될 여지는 다르다. 시 번역에는 독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시적 허용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논지의 선명함이 요구되는 비평에서 번

역자가 지나치게 자신의 해석을 부여한다면 본래 텍스트의 의도를 독자에게 잘

못 전달하게 될 것이다.  

2.3. 시의 이해(1950) 텍스트의 성격: 학사논문(1939)이 시의 이해
(1950)로 번역된 양상

  시의 이해 텍스트의 성격을 살피기 위해 시의 이해에서 김기림이 주목한 

국의 비평가 I. A. 리차즈와 김기림의 상호 관련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939년 김기림은 ｢리차즈의 시학｣(I. A. Richards’ Theory of Poetry)으로 학위 논

문을 쓰고 돌아와 4월 여성에 시 ｢바다와 나비｣를 발표하여 문단에 본격적으

로 복귀하게 된다. 학위논문으로부터 김기림이 리차즈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시
의 이해(1950)에 이르기까지 무려 11년의 세월이 걸렸다. 무려 11년간 리차즈 

텍스트는 김기림의 머릿속에 남아 그의 예술 세계를 형상화하는데 여러 모로 

작용하 던 것이다.    

  리차즈와 김기림이 공유한 문제의식은 형이상학에 한 반발이었다. 리차즈는 

사변적인 형이상학 신 경험을 통해 시를 이해할 것을 주장하 는데, 리차즈가 

주장한 경험의 가치는 김기림의 시 ｢바다와 나비｣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靑무우밭인가해서 나려갔다가는

어린날개가 물결에 저러서

公主처럼 지처서 도라온다.564)

  

시 ｢바다와 나비｣의 나비는 파도에 몸을 부딪치고 나서 자신이 생각한 사물이 

청무우밭이 아니라 바다임을 비로소 인식하게 된다. 시란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 이해하는 것이라는 저자의 주장을 나비는 온 몸으로 경험한다. 청무우

564) 김기림, ｢바다와 나비｣, 바다와 나비, 신문화연구사, 194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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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인지, 바다인지 사물의 본질은 나비의 視覺이 아니라 직접 경험을 통해 일깨

워진다. 이것이 김기림이 시의 이해에서 3,4장에 걸쳐 시의 경험을 다루고 있

는 이유이다. 그의 과학은 경험의 과학으로 아인슈타인 수용에서도 경험에 관한 

아인슈타인의 견해를 인용한다.565) 김기림의 과학은 관념의 과학과는 달리, 과학

자의 경험에 기초한 과학이다. 시의 경험을 주로 다룬 시의 이해(1950)는 다음

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1장 시의 비

제2장 심리학은 어디까지 갔나?

제3장 시의 경험

   1 마음의 그림

   2 시의 경험의 특징

   3 시의 경험의 생리=심리적 기초

제4장 시의 경험의 성립

   1 경험의 교환

   2 전달작용

   3 상상

   4 상상과 환상

제5장 시의 효과

    1 태도의 조직

    2 두 개의 태도

    3 세계상과 세계관

    4 신념

    5 가치의 성립566)

565) “순수한 논리적 사고는 경험의 세계에 한 어떠한 지식도 줄 수 없다. 실재에 한 
모오든 지식은 경험에서 시작해서 경험에서 끝나는 것이다.”(A. Einstein, On the Method 
of Theoretical Physics, p.7.) 김기림, 시의 이해, 223면. 

566) 시의 이해 목차면의 소제목과 텍스트 내의 실제 목차와는 차이가 있다. 시의 이해
목차면에는 “5 자치와 균형”으로 실렸다. 김기림, 시의 이해,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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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시의 과학의 쓸모

부록

    ｢I. A. 리챠아즈｣ 비판

    ｢I. A. Richards의 저서 목록 및 인용 약호.   

 

  목차를 일별하면, 시의 이해가 시에 관한 원론적 텍스트임을 알 수 있다. 1

장에서 6장에 이르기까지 부분 리차즈를 통한 시의 개념 해설이며 제 5장 5

절 ｢가치의 성립｣과 제 6장 ｢시의 과학의 쓸모｣에서 리차즈 비판이 조금 드러

나지만 이는 부록의 ｢I. A. 리챠아즈｣ 비판에 집약되어 있다. 즉 시의 이해에
서 저자의 사고가 가장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은 부록 “｢I. A. 리챠아즈｣ 비판”

이 된다.

  김유중은 시의 이해(1950)를 30년  전체시론에서 한층 발전된 것으로 높게 

평가한다. 시의 이해를 통해 김기림은 “시의 심리학과 시의 사회학을 두 축

으로 하는 그의 시학의 기본 구조를 완성”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김기림이 

“마이클 로버츠와 오올릭 웨스트”의 비판에 기  리차즈에게 부족한 사회적

이며 역사적인 측면을 보충한 뒤, 유기체 시론의 토 를 완성했다고 보았다. 저

자는 김기림의 심리학과 사회학의 종합이 “형식 논리의 범주”567)로 이루어졌

다는 김윤식의 비판을 의의학(意義學)568)이 매개가 되어 이루어졌다고 반박함으

로써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하지만 의의학, 즉 의미론이 어떻게 매

개가 되었는지 김기림이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해석의 가능성

에 그친다. 김기림이 언어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심리학과 사회학을 종합하려 

했는지 구명되지 않는 이상 심리학과 사회학의 종합은 형식 논리의 범주를 피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김윤식의 주장처럼 김기림이 심리학과 사회학

을 종합한 과학적 시론을 과연 현실 가능한 목표로 삼았을까? 심리학과 사회학

의 상호 관련성을 제안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김유중이 지적한 로 김기림은 시의 이해에서 리차즈의 심리학을 ‘거의 

567) 김윤식, 한국근 소설사연구, 을유문화사, 1986, 552면.
568) “특히 의미의 구조, 형성, 내력과 변동을 살피는 의의학(意義學)” 김기림, 시의 이해

, 1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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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로’ 빌려왔다. 리차즈의 심리학을 빌려온 뒤 사회학적 부분의 결여를 비판

하는 것으로 그가 유기체 시론을 완성했다고 보긴 어렵다. 언어학이 사회학과 

심리학을 매개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추상적인 논리에 그쳤다. 시의 이해의 

본문이 높이 평가될 수 없는 이유는 이 텍스트의 본질이 리차즈 텍스트의 다시

쓰기에 부분 멈추어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상상과 환상에 한 김기림의 인

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김유중의 설명을 예로 들어보자.

  이러한 상상과 곧잘 혼동되는 것으로는 환상이 있다. 김기림은 이 둘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상상이 중앙집권제적 조직이라면 환상은 연방제적 조직을 가진 것이라

고 했다. 다시 말해 상상은 그것을 이루는 부분들의 의미 구조의 각 단위가 어떤 

공통 목적을 위해 제각기의 자주성을 버리고, 약간씩은 향을 주고받으면서 하나

의 통일된 효과를 지향한다. 그러나, 그에 반해 환상이란 의미의 각 부분이 서로 

독립된 듯 이해되는 것으로 공통 목적을 위한 부분들간의 어떠한 관련도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I. A. Richards, Coleridge on Imagination(R. & K. P., 1934), pp. 86-87 

참조 (인용자강조)569) 

‘통일된 효과’를 강조한 상상(Imagination)과 ‘독립된 파편성’을 강조한 환상

(Fancy)의 차이는 英詩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이었는지는 몰라도 현

재의 한국현 시 연구에서 그 차이점이 문제되는 역이라고는 할 수 없다. 김

유중은 “김기림은 이 둘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상상이 중앙집권제적 조직이라

면 환상은 연방제적 조직을 가진 것이라고 했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 리차즈

의 비유를 김기림이 그 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570) 중앙집권제적 조직은 “The 

Strictest Centrality”의, 연방제적 조직은 “Federalism”을 옮김 김기림의 번역어

로, 그는 코얼리지의 상상력 연구(Coleridge on Imagination)에서 상상과 환상을 

알기 쉽게 비유한 리차즈의 은유를 번역하여 그 로 인용하 다.571) 

569) 김유중, 위의 글, 228-9면.
570) 김준환도 “그는 콜리지의 “상상”과 “환상”을 각각 “중앙집권제적 조직”과 “연

방제적 구조”라는 특이한 방식으로 규정한다.” 며, 이 비유를 김기림의 비유로 읽는 오
류를 범한다.  김준환, ｢김기림은 스티븐 스펜더의 시를 어떻게 읽었는가?｣, 112면. 

571) “Why he is doing this (and what this is) are large questions. The answer would be partly 
historical; it would show that the purposes that poets may pursue are much more various than 
we ordinarily suppose. It would be partly psychological; it would show that the structure or 
constitution of poetic meanings may vary from extreme federalism, as here, to the stric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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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년에 출판된 시의 이해가 시론(1947)과 가진 큰 차이는 한글 전용이

란 사실을 제외한다면 각주에 페이지를 명시한 참고문헌이 꼼꼼히 실렸다는 점

이다. 동북제 에서 3년이란 시간이 이런 차이를 이끌어냈다. 본과 졸업 이후 

학문적으로 더욱 성숙해진 그가 타자의 저서를 인용하는 방식을 과학적으로 체

계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참고문헌의 존재는 역설적으로 이 책의 독창성을 

떨어뜨린다. 앞에서 살펴본 예시처럼 김기림의 해석이 사실 리차즈의 것임을 참

고문헌이 안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시의 이해 텍스트가 크게 두 

요소로 나누어져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나는 김기림이 리차즈의 주요저서

를 인용하고 해석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리차즈가 실제비평(Practical 

Criticism)의 2장에서 비평한 것처럼 김기림 스스로 시를 깊게 독해하는 부분이

다. 리차즈가 설명한 개념인 시의 경험, 상상과 환상, 시와 신념과의 차이를 설

명하기 위한 예시로 시 텍스트가 사용되었다. 

  김기림은 상 텍스트로 시인과 독자의 경험이 교환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예이츠의 ｢비잔티움으로의 항해｣(Sailing to Byzantium)를, 상상과 환상이 어

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엘리엇의 ｢프루프록 연가｣(The Love Song of 

J. Alfred Prufrock)와 스펜더의 ｢이 모든 사건으로부터｣(From All These Events)를 

예로 들었다. 나아가 감정이 시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스펜더의 

｢급행열차｣(The Express)와 에디스 시트웰(Edith Sitwell)의 ｢나귀쌍통｣(Ass-face)을 

비교· 조하 다. 1930년  보 던 저자의 한국시 분석보다 이들 미 시의 분

석이 한층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행해진 것을 볼 때, 문학자로서 저자의 학문

이 깊어진 것을 인식하게 된다. 하지만 시 분석이 한국시 분석으로 미처 응용

되지 못했다는 한계도 발견된다. 시만큼 한국시에 한 자세한 분석을 보인 

글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시에 한 분석이 없는 시의 이해는 문학 원론

서 중 미 모더니즘론에 가깝기 때문에 한국의 문학 현실에 한 자신의 주장

을 담은 시론의 비해 한국문학을 바라보는 저자의 시각이 상 적으로 잘 드

러나지 않는다.  

centrality-from a case, as here, where the meaning of the separate words are almost 
completely autonomous (and their grouping is for a purpose which does not concern them) to 
the case, to be illustrated in a moment, where the several units of mening surrender almost 
all their local independence in a common cooperative purpose” (my emphasis). Richards, I. A. 
Coleridge on Imagination,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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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저자의 사고가 드러나는 부분이 별로 보이지 않는 이 책에서 유일하

게 저자의 사고가 집약되어 있는 부분은 ‘부록’｢리챠아즈 비판｣이다. 저자는 

시의 이해의 머리글에서 “저자는 [I. A. Richards] 교수의 이론을 소개, 비판

하면서 약간의 자기 소견도 붙여 보았다(인용자)”572)라고 밝히고 있는데, 약간

의 자기 소견이 바로 부록을 이룬다. 이 부록은 1950년 시의 이해 발간 이전 

1948년 ｢학풍｣에 같은 이름으로 실렸다. 즉, 세상에 가장 먼저 빛을 본 것은 이 

부록이며 본문의 내용은 부록을 참고해가며 저자가 뒤늦게 원고를 쓴 것이다. 
시의 이해에서 부록은 가장 먼저 작성되었다.   

  시의 이해에서 부록이 가장 먼저 작성되었던 까닭은 이 부록이 문으로 

작성된 그의 졸업논문 ｢심리학과 리차즈｣(Psychology and I. A. Richards)573)를 한

국어로 번역한 글이었기 때문이다. 내용상으로 리차즈에 한 저자의 비판적 시

각이 집약되어 있으며, 분량이 약 30페이지 정도라는 점은 당시 제국 학 학사 

졸업논문의 분량과 일치한다. 결정적으로 ｢부록｣에 소개된 리차즈의 저서와 기

타 참고문헌은 모두 졸업(1939. 4) 이전에 출판되었다. “I. A. Richards의 저서 

목록 및 인용약호(引用略號)”574)를 보면 리차즈의 저서가 1938년에 출판된 가
르침의 해석(Interpretation in Teaching)까지 기재된 것을 알 수 있다. 1938년부터 

시의 이해가 출판된 1950년까지의 리차즈의 저서 8권이 모두 누락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부록의 각주에 달린 참고문헌 모두 김기림이 졸업논문을 착수한 

1938년 이전에 출판되었다. 첫 각주인 허버트 리드(Herbert Read)의 예술 지금
(Art Now, 1933)부터 마지막 각주인 아서 데이비드 리치(Arthur David Ritchie)의 

과학적 방법(Scientific Method, 1923)에 이르기까지 모두 1920년 와 30년 에 

출간된 저서임이 확인된다. 

  부록 ｢리챠아즈 비판｣의 내용은 30년  저자가 보여준 비평과 성격이 유사하

기에 더욱더 1930년 의 자장에서 쓴 글로 보인다. 이 졸업논문에서 저자의 경

험론적 과학론은 1933년에 보여준 “낭만주의적 큰 자아에 립”575)하고 있기 

572) 김기림, 시의 이해, 4면.
573) 일본의 문학 학회지인 1939년도  문학연구와  어청년에는 김기림의 학부 졸업

논문이 ｢I. A. 리차즈의 시학｣(I. A. Richard’s Theory of Poetry)로 되어 있는 반면, 권 민
이 확인한 동북제국 학 문과회에서 펴낸 월간 학회지 문화(文化)(1939.4)에 따르면, 김
기림의 졸업논문은 ｢심리학과 리차즈｣(Psychology and I. A. Richards)로 소개되어 있다. 권
민, 문학, 시 를 말하다, 태학사, 2012, 204면.

574) 김기림, 시의 이해, 22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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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김기림은 ｢부록｣에서 과학에 해 “...지극히 작은 부분에서부터라 

할찌라도 그것이 질적(質的)으로 확실한 것일 적에 그 작은 부분이야말로 장래

의 과학의 가장 믿을만한 초석이었던 것이다.”576)라며 “가장 정확하고 확실

한 작은 부분”577)에서부터의 출발을 강조하 다. 신범순이 김기림이 “<현 시

의 표정>에서 ‘작은 자아’라는 말을, 그리고 <시의 모더니티>에서 ‘작은 주

관’이라는 말을 사용하 다”578)고 지적한 점을 떠올려 본다면, 부록에서의 작

은 부분으로부터의 쌓아올림 역시 “낭만주의적 큰 자아” 및 “형이상학적 체

계의 수립”과 반 되는 성질의 것이다. 게다가 1940년 2월에 발표한 ｢詩學의 

方法｣(원제-科學으로서의 詩學)에서도 김기림은 리차즈를 비판하면서 “우리가 

지금 緊急하게 要求하는것은 비록 적을지라도 참인 知識이지 決코 한갓 尨大하

고 均齊된 體系가 아닐터이다”579)라며 과학이 부분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

한다. 저자가 해방 후 바다와 나비 및 새노래에서 낭만주의적 큰 자아를 보

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부록의 “작은 부분”의 의미는 해방 이전 발

표된 비평과 같은 맥락을 띤다. 문 텍스트이든 국문 텍스트이든 언어는 달라

도 사상의 뿌리는 같았다.   

  이로써 ｢부록｣이 1939년 동북 제국 학의 문과 졸업논문을 한국어로 번역

한 글이라는 심증은 한층 굳어진다. 시의 이해의 텍스트는 부분 어를 한

국어로 번역한 번역문이기 때문에 시의 이해가 한국어로 작성될 수 있었다. 
시론처럼 과거에 작성한 국한문 혼용 택스트를 편집해서 묶은 것이 아니기 때

문이다. 저자는 1949년 5월 10일에 쓴 머리말에서 이 책의 텍스트의 성격에 

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또 저자는 일부러 한글만으로 이 책을 쓰기로 했다. 이 정도의 학술논문이면 한

글만으로씀으로 과연 얼마만한 득실이 있나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다.580)   

575) 신범순, 한국 현 시의 퇴폐와 작은 주체, 104면.
576) 김기림, 시의 이해, 220면.
577) 김기림, 시의 이해, 221면.
578) ｢현 시의 표정｣은 1933.8.9.-10에 ｢현 예술의 원시에 한 욕구｣라는 제목으로, ｢시의 

모더니티｣는 1933년 4월 新東亞에 ｢포에시와 모더니티｣란 제목으로 발표되었다가, 시론
에 수록되었다. 신범순, 위의 글, 105면. 

579) 김기림, ｢詩學의 方法｣, 시론, 15면.
580) 김기림, 시의 이해,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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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엄 히 말해서 번역물이다. 부록은 자신의 제국 학 학사 논문( 문)을 

번역한 것이며, 1에서 6장까지의 본문은 각주에 표시되어 있는 리차즈의 저서와 

미 텍스트를 한국어로 번역, 편집한 것이다. 목차에서 보이는 “부록”은 리

차즈의 부분의 저서 말미에 붙어 있는 “Appendix”를 한역한 것으로 여겨진

다.581) 번역이 아닌 부분은 미 시를 분석한 부분, 머리글, 자신의 소견을 밝힌 

5, 6장 말미의 몇 단락에 불과하다. 텍스트 부분이 번역된 글로 해방기의 시

 저자는 한글을 굳이 한자로 변환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저자가 학술논문

에서 한글 언어를 시험해보려 했다는 명분은 ‘번역’이라는 과정을 통해 자연

스럽게 형성되었다. 

  하지만 비록 시의 이해가 번역물이라도 모두 한국어로 되어있다는 점에서 

한국어 어휘를 정리하려는 김기림의 의지를 알 수 있다. 일례로 I. A. 리차즈를 

번역한 이양하의 시와 과학(1947)은 국한문 혼용체로 이루어져 있는 데 반해, 

시의 이해는 오직 한글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윤식은 여기에 해 

“그[김기림]가 실험한 한글전용의 문제는, 80년 의 이 마당에서 보면, 선구적

이라 할 만하다”582)며 높이 평가한다. “이 책(시의 이해-인용자)이 단지 학

술논문일뿐, 우리 시라든가 우리 시학 건설과 아무런 연결점도 짓지 않았음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우리 文化와는 상당한 관련을 

갖는다. 그것은 그가 이 책을 한글만으로 썼다는 사실에서 온다”583)라며 한국

어에 한 김기림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 민족문학 수립의 차원에서 김기림의 

이러한 실험은 높이 평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81) 문학비평의 원리(Principles of Literary Criticism), 실제비평(Practical Criticism), 의
미의 의미(The Meaning of Meaning), 가르침에서의 해석(Interpretation in Teaching)등 
리차즈 저서의 말미에는 부분 부록이 붙어 있다. 자신의 글을 항상 수정했던 그는 부록
을 붙이는 습관이 있었다. 이는 출판된 저서의 오류를 바로잡지 않는 캠브리지의 동료 교
수 비트겐슈타인과 비된다. 리차즈는 루벤 브라우어(Reuben Brower)와의 인터뷰에서 비
트겐슈타인과의 불편했던 관계를 회고한다. Richards, I. A. Essays in his Honor, Edited by 
Reuben Brower, Helen Vendler, John Hollander, New York: Oxford UP, 1973, p.27참조. 

582) 김윤식, ｢전체시론｣, 한국근 문학사상사, 한길사, 1984, 476-7면. 
583) 위의 글, 4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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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양을 통한 민족문학과 세계문학의 동시 확립: ｢세계에 외

치노라｣(1945)와 새노래(1948)를 중심으로 

 3.1. 교양을 통한 해방기 무질서 극복

  해방 이후 김기림이 조우한 것은 미국이었다. 그는 동북제 에서 리차즈를 위

주로 한 국 모더니즘 문학을 공부한 뒤 본격적인 문학자의 길을 걷기 시작

했다. 그런 그에게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미국의 문 텍스트가 쏟아졌다. 

수필 ｢아메리카니즘 여담｣에서 미국의 문 텍스트와 조우한 김기림의 당혹감

을 생생히 느낄 수 있다.  

  ‘하-지’중장이 떠났다. 여하간에 그 장문의 성명서들을 더 읽지 않게 되었

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기도 했다. 첫째 미인들이 쓰는 어란 적어도 중장의 

여러 성명서를 통해서 보는 한도 안에서는 결코 우리가 알고 있던 ‘헨리·제임

쓰’나 ‘로-렌쓰’나 ‘버지니아·울프’의 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인용자강조)584)

김기림은 1945년부터 1948년까지 조선에 근무한 미군정 사령관 존 하지(John 

Reed Hodge)의 건조하고 공식적인 성명서에서 헨리 제임스, D. H. 로렌스, 버지

니아 울프의 산문과는 다른 느낌을 받는다. 제임스나 로렌스, 울프의 산문을 통

해 그동안 어를 예술의 언어로 소화했던 그는 문 텍스트가 그토록 무미건

조한 실용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예술로서의 문 텍스트와 실용문

으로서의 문 텍스트 사이에서 당혹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그는 

“우리는 미식 ‘데모크라시’라면 ‘에브라함·링컨’의 ‘게티스버―그’연

설을 교본으로만 생각했는데 막상 당해놓고 보니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

하고 놀랐다”585)라며, 미군정의 통치 방식이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의 평

등주의 이상586)과는 사뭇 다르게 혼란을 초래하여 해방기 한국 현실에 부적합하

584) 김기림, ｢‘아메리카니즘’餘談｣, 국제신문, 1948.9.7. (김학동, 김기림評傳, 새문사, 
2001, 371면에서 재인용) 

585)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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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여긴다.  

  이런 김기림의 당혹감에서 해방기 현실의 무질서를 바로잡으려는 그의 열의

를 감지할 수 있다. 교양의 언어와 현실의 언어 사이에서 그는 지식인으로서 교

양의 언어를 옹호한다. 그러므로 이 시기 그의 시에는 해방기 당시 정치적 의지

뿐만 아니라 교양이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 교양은 문학적 교양에 가깝다. 

당시 그의 시에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모티프가 지속해서 등장하는 이유는 이 

두 문명이 문학 교양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를 그가 ｢새노

래에 하여｣에서 술회한 “詩의 蘇生을 위하야는 역시 사람의 흘린 피와 더운 

입김이 적당히 다시 서껴야 했다(인용자강조)”587)에 근거하여 김기림의 시가 

기존의 신고전주의(모더니즘)에서 낭만적 태도로 이동했다고 평가하기보다는, 헬

레니즘·헤브라이즘 중심의 고전주의적 교양이 현실의 무질서를 ‘혁명’하려

는 낭만적 의지와 혼합된 결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 시기 김기림이 구사하는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모티프에 아널드의 정의를 

직접 입할 수는 없다. ‘Culture’가 아널드에게 ‘무질서’(anarchy)에 응하

는 ‘교양’의 의미 다면, 김기림에게는 ‘교양’의 의미뿐만 아니라,588) ‘자

연’과 ‘전쟁’에 응하는 ‘문화’의 의미로도 번역되었다.589) 매슈 아널드

는 교양과 무질서에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란 거시적인 용어를 상당히 

과감하게 정리했다. 그는 헬레니즘을 “의식의 자발성”, 헤브라이즘을 “양식

의 엄격성”으로 정의하여,590) 종교의 윤리적 힘이 국 사회를 상당 부분 지배

586)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587) 김기림, ｢새노래에 하야｣, 새노래, 1948.4, 124면.
588) 김기림은 Culture를 교양으로 번역하여 아널드 학파의 면모를 보여준다. “한 사람의 인

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①그만이 가진 독특한 遺傳素(Genes)와 ②체험(Experience)
과 ③교양(Culture)의 셋의 종합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그는 이러한 것의 전부를 가지고 
그가 스스로 택해가는 이성관계의 모양에 틀을 부어가는 것이다. (인용자강조)” 유진오 
외, 학생과 학원, 수도문화사, 1950.3. (김기림전집 6, 83면에서 재인용) 

589) ‘자연’에 응하는 ‘문화’의 정의에 관해서는 “그런데 환경의기본적인 面인 自然
은 이미 ｢주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남아지 面은 인간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즉 文化인
것이다”김기림, ｢문화의 운명-이십세기후반기의 전망｣, 文藝 2권 3호, 1950.3, 141면. 
‘전쟁’에 응하는 ‘문화’의 정의에 관해서는 “문화는 전쟁의 砲煙 속에서는 질식
하기 쉽다. ｢아드리아｣ 양 안 햇빛 아래서만 눈부시는 ｢페리클레스｣시 가 나타날 수가 
있었다.” 김기림, ｢꽃에 부쳐서｣, 국도신문 1949.4.10-12. (김기림전집 5, 343면에서 
재인용.)

590) “The governing idea of Hellenism is spontaneity of consciousness; that of Hebra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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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던 빅토리아 사회에서 헤브라이즘에 맞서 헬레니즘의 가치를 수호하

려 했다.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종합을 통해 종교와 교양 사이의 균형을 꾀

하려 한 것이다. 비록 아널드가 교양과 무질서에서 교양이 무질서를 규제할 

수 있는 권위와 힘을 지니고 있는지 정치하게 탐구하지 않았으며,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을 어떻게 종합할 것인가에 해서도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못하

어도 그는 종교의 힘이 강했던 빅토리아 시 에 개인의 교양(culture)을 강조함

으로써, 종교가 지닌 윤리적 권위와 타당성을 재고하는 균형 감각을 드러낼 수 

있었다.591)

  김기림과 아널드 간에는 시간적·공간적 배경의 차이가 나지만, 김기림은 민

주주의의 혼잡한 모습에 관하여 아널드와 같이 비판적이었다. 수필 ｢나의 서울 

設計圖｣에서 김기림은 해방기 당시 정치적 ‘무질서’에 피로감을 드러내며, 이

를 규제하려 했다.

  ...회의에라도 나가면 한바탕 떠들지 않고는 생리적으로 배기지 못하는 패들을 

위해서는 ｢런던｣ ｢하이드·파크｣를 본 뜬 공원을 몇개 시내에 준비할 것이다. 그

리고 그 테두리에는 방음장치를 할 것이며 공원 안에는 원숭이를 많이 기를 것

이다. 변사의 기운을 돋기 위해서는 그 원숭이들에게 박수를 연습시키면 좋겠다.

(인용자강조)592) 

strictness of conscience.” Arnold, Matthew. Culture and Anarchy, Edited by Jane Garnett, 
Oxford: Oxford UP, 2006, p.97; 매슈 아널드, 윤지관 옮김, 교양과 무질서, 한길사, 2006, 
157면. 

591) 아널드를 비판하는 표적 논자로 헨리 시즈윅(Henry Sidgwick)과 프레데릭 해리슨
(Frederic Harrison)을 들 수 있다. 헨리 시즈윅은 매슈 아널드가 교양을 말할 때 때로는 이
상적인 교양을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현실적 교양을 말하기도 한다면서 이 둘을 구별하
지 않고 사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양이란 애매모호한 어구로 빅토리아 사회의 종교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프레데릭 해리슨(Frederic Harrison)은 풍자를 통해 
아널드를 조롱한다. 해리슨은 ｢교양: 하나의 화｣(Culture: A Dialogue, 1867.11)에서 아널
드의 제자가 ‘교양은 종교를 포함한 완벽한 모든 것’이라고 외치도록 희화화함으로써, 
교양의 가치를 강조한 아널드의 논리적 공백을 공격한다. 시즈윅과 해리슨에 관해서 다음
과 같은 언명을 참조할 것. I think it clear that Mr Arnold, when he speaks of culture, is 
speaking sometimes of an ideal, sometimes of an actual culture, and does not always know 
which.” Sidgwick, Henry. “The Prophet of Culture,” op. cit. p.159; “Culture,” said I, with 
enthusiasm, “is perfection in all things; in everything it fixes standards of perfection, and 
standards which are real. Perfection in all thins! In all things perfection! Ambrosial grace, 
immortal calm!” Harrison, Frederic. “Culture: A Dialogue,” The Choice of Books, and Other 
Literary Pieces, London: Macmillan And Co., 1891, p.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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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과 무질서에서 아널드가 문제시 한 ‘무질서’가 1865년 선거권을 둘러

싼 하이드 파크에서의 소요 사태 다는 점593)을 상기한다면, 인용된 목은 

국 런던의 상황을 식민지 조선의 상황으로 그 로 옮겨 놓은 것이다. 아널드가 

중의 무질서한 소요를 참지 못하 듯이, 김기림 역시 해방기의 혼란스러운 상

황을 참지 못했다. 그는 원숭이들에게 박수 연습을 시킴으로써, 소요를 조장한 

정치인들을 조롱했다.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아널드가 19세기 ‘교

양’(Culture)을 내세웠다면, 김기림은 20세기 ‘문화’(Culture)를 내세운다.594) 

종교에 응하여 문화의 가치를 강조한 김기림의 평론 ｢문화의 운명｣(1950.3)은 

헤브라이즘에 응하여 헬레니즘을 강조한 아널드의 글 ｢헤브라이즘과 헬레니

즘｣의 도돌이표인 것이다. 

  해방기 조선과 빅토리아 시  국의 종교적·윤리적 상황이 서로 다른 만큼, 

김기림은 아널드처럼 기독교를 의식할 필요는 없었다.595) 19세기의 아널드가 무

수한 신학자들에게 비난당했지만, 20세기의 김기림은 보다 자유로운 입장에서 

종교에 한 문화의 우위를 언급할 수 있었다.

  文化자체가 원래가 神에 한 한 抗議 었음은 물론이다.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592) 김기림, ｢나의 서울 設計圖｣, 민성 5권 5호, 1949.4. (김기림전집 5, 406-7면에서 재
인용.)

593) “More and more, because of this our blind faith in machinery, because of our want of light 
to enable us to look beyond machinery to the end for which machinery is valuable, this and 
that man, and this and that body of men, all over the country, are beginning to assert and 
put in practice an Englishman's right to do what he likes; his right to march where he likes, 
meet where he likes, enter where he likes, hoot as he likes, threaten as he likes, smash as he 
likes. All this, I say, tends to anarchy...” Arnold, Matthew. Culture and Anarchy, Edited by 
Jane Garnett, Oxford: Oxford UP, 2006, p.57; 매슈 아널드, 윤지관 옮김, 교양과 무질서, 
한길사, 2006, 93면.

594)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교양’과 그 이후 ‘문화’의 차이에 관하여 “The decisive 
development of sense (iii) [the independent and abstract noun which describes the works and 
practices of intellectual and especially artistic activity. This seems often now the most 
widespread use: culture is music, literature, painting and sculpture, theatre and film] in 
English was in lC19 and eC20.” Williams, Raymond. Keywords: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Revised edition), New York: Oxford UP, 1985, p.91참조; 레이먼드 윌리엄스, 김성
기·유리 옮김, 키워드, 민음사, 2010, 128면 참조. 

595) 김춘수는 김기림의 “기독교에 한 이해의 부족”을 지적하기도 하 다. 김춘수, ｢교훈
에서 창조로｣, 조선일보, 197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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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이 준 로인 自然에 하여 不滿을 품은 까닭으로 해서 文化에서 그것을 改造
하기 시작했던 때문 이다. 그러나 드디어 放射能의 비 을 알아낸 인간은 原子力
을 이용 하여 山을 깎고 江을 돌리고 氣候를 바꾸게 할뿐아니라 경우를 따라서

는 決意만한다면 地球를 스스로 깨트려｢인류의 自殺｣조차를 감행할 수있는데까

지 이르 다. 神은 인제야 자에게 한 이엄청난 인간의 복수에 실색할지도 모른

다.596)

  문화가 종교를 압도한다고 믿은 김기림에게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서로 

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김기림에게 헬레니즘의 ‘그리스 정신’과 헤브라이즘

의 ‘기독교 정신’은 동양과 조우하는 서양 문명의 두 갈래 사유일 뿐이다. 

  또한, 김기림이 구사하는 교양으로서의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개념에는 그리

스 정신과 기독교 정신의 부정적인 요소가 지워져있다. 헬레니즘은 폴리스 사이

의 반목과 분열을 의미하지 않으며, 헤브라이즘에는 초기 시와 희곡에서 그가 

신랄히 비판한 맹신주의의 광기가 사라져 있다. 그의 헬레니즘은 그리스·로마 

신화 속 인본주의적 모티프를 일컫는 것이며, 그의 헤브라이즘에는 성서에 기반

을 둔 예언적이며 예지적인 “지성”597)이 담겨 있다. 예를 들어, 그가 친우 이

상(李箱)의 죽음을 ‘추방된 쥬피타’로 은유한 데에서 그리스·로마 신화 속의 

인본주의 모티프를 감지할 수 있으며, 이상을 “｢絶對의 愛情｣을 찾어 마지않는 

한 ｢퓨리탄｣”598)이라고 말한 데에서 헬레니즘에 맞선 17세기 청교주의의 예언

자적 자세를 감지할 수 있다. 이상(李箱) 묘사에서 헬레니즘·헤브라이즘 정신을 

모두 호출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그에게 서양 문명의 두 흐름은 총체적인 교

양으로 인식된다. 그는 그리스의 헬레니즘과 로마 및 중세 시 의 헤브라이즘을 

‘교양’이란 명목으로 호출하여 詩作의 세계사적 모티프에 활용하 다. 

  김기림이 교양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의 문인 경력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시, 

소설, 비평과 같은 창작을 통해 등단하지 않고, 1930년 4월 이래 조선일보 공채

기자로서 문단 경력을 쌓아나갔다. 취재를 통해 다양한 쓸 거리를 얻은 그는 

1936년에서 39년까지 동북제 에서 수학함으로써 현실의 소재를 그가 쌓은 교

596) 김기림, ｢문화의 운명―20세기 후반기의 전망｣, 문예 2권 3호, 1950.3, 142면.
597) “오늘에 와서도 ｢마리탱｣, ｢쟝·콕토―｣等이 ｢카톨리시즘｣으로 도라가고 있지만은 그

것은 中世紀의 暗黑으로 도라가는것을 조곰치도 意味하지 않는다. 다만 中世紀속에 때때
로 나타나고있던 知性에 魅惑된것에 지나지않는다.” 김기림, 시론, 156면.  

598) 김기림, ｢李箱의 모습과 藝術｣, 이상선집, 백양당, 194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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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과 버무린다. 1940년  초, 김기림이 경성고보에서 가르친 제자 김규동은 창

작 신 교양을 강조하는 스승의 가르침을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 

질문: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했나?

김규동: 역설적이지만, 시 잘 쓰는 학생은 오히려 미워했다. 시만 쓰는 애들은 거

들떠도 안 봤다. 어, 수학, 물리, 지리 등 학과목을 평균적으로 열심히 하는 학

생들이 나중에 시도 잘 쓴다고 말했다.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절 로 

큰 시인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항상 ‘괴테 같은 큰 시인이 돼야 한다’고 말했

다. 그때 우리들은 왜 저러나 했다.599)  

 

김기림은 ‘괴테’를 예로 들며 학생들에게 우선 교양을 쌓은 뒤 시작(詩作)에 

나설 것을 당부했지만, 이를 이해하지 못한 문학 소년들은 거부감을 드러냈다. 

문학 창작이 감각과 사유의 결합이라면, 김기림은 감각을 앞세운 문학 소년들의 

습작을 도외시했다. 감각으로 쓰는 시보다 교양을 통해 획득된 사유가 흘러나오

는 시를 추구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시 행간에서 교양은 다소 지나치게 

배어 나오기도 한다. 특히 그의 후기 시에서 교양의 과잉은 때때로 감각을 죽이

기까지도 하 다. 

  이데올로기가 첨예하게 립된 상황 때문인지는 몰라도, 김기림을 교양을 강

조한 문학자로 이해하여 그의 텍스트를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김용직은 김기

림이 국의 좌파시인 스펜더에 경도된 점을 지적한다. “단적으로 말해서 그는 

모더니즘 운동의 막다른 골목에서 시의 정치 수용을 꾀한 셈이다”600)라며 김기

림의 좌익 활동을 설명한다. 권 민은 解放直後의 民族文學運動硏究의 한 장 

｢이데올로기와 시정신의 응｣에서 “해방 직후의 그[김기림]의 사상적 전향과 

거기서 비롯된 시적 파탄”601)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해방의 감격과 흥분을 

가지고 민중의 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 믿었던 김기림의 인민의 시에는 그가 

그렇게도 들춰내고 싶어했던 지성의 통찰조차도 불필요한 장식이 되어 버리고 

만 셈이다”602)라며 김기림의 후기 시를 초기 시와 조하여 평가절하한다. 조

복은 김기림의 정치적 노선 변화를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분석하여 “해방공

599) 조 복, 문인기자 김기림과 1930년  ‘활자-도서관’의 꿈, 살림, 2007, 372면. 
600) 김용직, 해방기 한국 시문학사, 한학문화, 1999, 263면.
601) 권 민, 解放直後의 民族文學運動硏究, 서울 학교 출판부, 1986, 157면. 
602) 위의 책, 1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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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서 김기림은 좌파 문학 노선을 견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의 인식

은 1948년 말을 즈음해서 변화를 보인다”며, “해방공간에서의 김기림의 활동

이 문학가동맹의 이념과 노선에 지속적으로 긴 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

기 어렵다”603)라고 주장한다. 좌우 이데올로기 사이의 립에서 김기림 문학을 

해방시키고 있는 것이다. 방민호 역시 “해방 직후에 김기림이 조선 문학가 동

맹에 가담했다가 이로부터 이탈해 나가면서 남한에 정착하게 된 과정”을 그의 

서구적 교양과 연관된 “문명비평적 경향”으로 설명하여,604) 이데올로기 립

에서 김기림을 구출하고 있다. 박연희는 본격적으로 김기림의 이데올로기적 여

정을 ‘중간자’로 놓고 “좌우 문단의 경계에 존재했던 중간자적 문학자들의 

이면을 새롭게 밝히”605)고 있다. 박연희는 립 구도로 파악하기 쉬운 해방기 

문단에서 김기림 문학을 탈 이데올로기적인 것으로 끌어올려 분석할 수 있는 

토 를 마련했다. 

  선행 연구는 해방기 김기림의 여정을 실증적으로 밝혀내었으며 이데올로기 

립 속에서 김기림 문학의 독자적 자장을 파악하려 했다. 하지만 이 시기 교양

을 추구한 김기림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다. 동북제  졸업 이후 김기

림이 걸어온 문학의 길을 살펴본다면, 이데올로기가 립하는 와중에서 왜 그

가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려 했는지를 알 수 있다. ｢헤브라이

즘과 헬레니즘｣(1869)의 매슈 아널드나 1939년 학위 논문의 상이 된 과학과 

시(1926)의 I. A. 리차즈 모두 타협할 줄 아는 뛰어난 균형 감각의 소유자 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김기림의 균형 감각이 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인식하기 위해 

8.15 광복 직후에 쓴 ｢세계에 외치노라｣와 1948년도에 출간한 시집 새노래 수

록 시를 독해하여 문학적 교양을 해방기 현실과 어떻게 버무리려 하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해방기의 정황을 담은 민족주의적 시에 왜 세계주의적 욕망이 

갈무리되어 있는지, 서양 고전의 모티프가 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시에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사이를 횡단하는 김기림의 

603) 조 복, ｢김기림의 연구의 한 방향- 언론 활동과 지식인적 세계관과 관련하여｣, 우리말 
글 Vol.33, 우리말글학회, 2005, 435면. 

604) 방민호, ｢김기림 비평의 문명비평론적 성격에 관한 고찰｣, 우리말 글 Vol.34, 우리말글
학회, 2005, 23면.  

605) 박연희, ｢해방기 ‘중간자’ 문학의 이념과 표상｣, 상허학보 No.26, 상허학회, 2009, 
3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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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조명해 보려한다. 비록 그의 세계문학으로의 지향이 괴테 수준의 ‘수

사’606)에 불과하여 서구 교양을 갈구하는 데 멈추어 섰다고 하여도, 좌우 립

으로 민족이 정치적 격랑에 휘말린 당시 세계를 향한 시선을 담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후기 시가 지닌 문학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3.2. 민족과 세계의 조우: ｢세계에 외치노라｣(1945.8)를 중심으로

  해방기 김기림은 민족의 문제를 세계사의 문제와 접목한다. 보편과 특수를 같

은 맥락에서 바라보는 그의 태도는 동시  계급주의 문학자에게 조롱의 상이 

된다. 김규동은 북에서 문학가동맹 시 분과위원장 박세 (朴世永)을 만났을 때, 

시를 김기림에게 배웠다고 하자 박세 과 동석한 젊은 시인으로부터 “김기림

이 남조선 잡지에 ｢세계에 외치노라｣라는 시를 발표했던데 기림이 도 체 외치

기는 뭘 외친다는 겁니까”607)라며 핀잔을 받은 사실을 회고한다. 이는 김기림

의 보편 지향이 민족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계급주의 시인에게 불편함을 안겨주

었기 때문이다. 계급주의 시인들은 “김기림이 목도 한번 메어 본 적 있나요

?”608)라며, 그의 보편 지향이 계급 현실을 도외시하 다고 판단하 다.  

  김기림은 시 ｢세계에 외치노라｣에서 세계의 이곳저곳을 형상화하여 해방된 

조선뿐만 아니라, 2차 전을 막 끝낸 세계를 배경으로 했다. 시의 서두는 기독

교적 모티프로 시작된다.

부스러진거리거리 이즈러진陸地에                               1

火藥연기 걷히는날

오래인病席에서 이러나는것처럼

한 새로운世界의얼골은 떠오르리라─

어지럽던 地獄의 地理가끝난곳에                                5 

어린天國의 寶石 문을 열리리라했더니─609) 

606) “偉大한獨逸人｢괴-테｣의머리에世界文學이라는 觀念이떠오른 그때보다도 世界의事情은
世界文學의到來를위하야 훨신有利하게변해젓다 文學은이미그것을産出한 한民族만을影響
함에 그치지안는다 事實文學은 方今急한템포로 모-든國境을너무면서잇다” 김기림, ｢장래
할 조선문학은?｣, 조선일보, 1934.11.15. 괴테의 ‘세계문학’정의에 관하여 요한 페터 
에커만, 박 구 옮김, 괴테와의 화, 푸른 숲, 2000, 253-7면 참조. 

607) 김규동, ｢ 원한 나의스승 시인 김기림｣, 광장, 1988.1, 142면. 
608) 위의 글, 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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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행 “지옥”과 6행 “천국”의 조에서 종말론적 세계관이 드러난다. 전쟁이 

끝난 세계의 모습을 “한 새로운世界의얼골(4행)”이 “떠오르(4행)”는 것으로 

비유하여, 다가올 앞날을 희망차게 묘사했다. 시적 화자는 3연에서 전쟁의 원인

과 폐해를 구체화한다. 

炳든꿈에 배인 어두운神話와                                    15   

사나운熱病에몰린 세民族이

온世界의, 젊은이와太陽을 묻어버렸던

저 식은재와같은 여러해를잊었느냐

無名戰士의十字架에묻노니 그 어깨에걸린것은

누구의自由를위한 꽃따발이냐. (인용자강조)610)                   20

 

16행 “사나운 열병에 몰린 세 민족”은 2차 전을 일으킨 게르만족, 라틴족, 

일본 민족(大和民族)을 의미한다. 세 민족은 수많은 인명의 희생을 불러일으켜, 

여러 “무명전사의 십자가”를 곳곳에 쌓아올렸다. 4연에서도 전쟁의 비극은 지

속적으로 묘사된다.

녹아흐르는불바다 불낄뿜는 섬들

世界의 半쪼각에걸처 아직도남아타오르는기름과 硫黃연기.             25

오-여러해 꺼질줄모르던 世紀의 火葬터야.611)  

  지옥을 연상하게 하는 시어 “기름과 硫黃연기” 등 기독교적 모티프가 사용

되었다. 또한, “火葬터”란 시어에서 드러나듯, 혼의 정화를 의미하는 ‘불의 

이미지’도 활용되었다. 정화되어야 할 것은 전쟁을 초래한 제국주의의 폐해로, 

과거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들은 여기에 맞서 싸워야 했다. 

저東으로뻐친 살진動脈
여러世紀를두고 한帝國을키어간 貪慾한 피ㅅ줄을보아라.

609) 김기림, 바다와 나비, 신문화연구소, 1946, 101면. 
610) 위의 글, 102면.
611) 위의 글, 1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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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쫀·뽈｣씨의 사치한神經이 거기얽처 떨리지안느냐.

저도 모르는사이에 부억에서 부억으로 끌려댕기는                     30

獅子의염통 ｢아프리카｣를보아라

歐羅巴의 ｢호텔｣을부지하는 收入맞는營養을─612) 

언어유희와 위트가 구사된 이 구절에서 시적 화자는 국의 제국주의 정책을 

비꼰다. 특히 수에즈 운하를 차지하기 위해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만들어버리는 

상황에 냉소적이다. 시적 화자는 아프리카가 국 제국주의의 희생물이 된 역사

를 “저도 모르는사이에 부억에서 부억으로 끌려댕기는”것으로 재치 있게 묘

사하 으며, “獅子의염통” 역시 국 제국주의의 식재료가 된 “아프리카”를 

풍자한 표현이다. 시적 화자는 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열강이 아프리카, 특히 

지중해 연안의 북아프리카에서 리조트 사업(“호텔”)을 통해 경제적 이윤을 꾀

한 것을 형상화함으로써, 과거 김기림이 기상도와 ｢쥬피타추방｣에서 비판한 

자본주의 문명을 재차 풍자하 다. 시적 화자의 풍자는 북 아프리카, 인더스 문

명(힌두스타니)를 거친 뒤 기독교, 유 교, 이슬람교의 성지 팔레스타인으로 향

한다.  

오─오래인神殿 거룩한大戮에서

장사치와 ｢마캬-벨리｣의 後예를 쓸어버릴

성낸｢헤부라이｣젊은 사나이는 어디없느냐.613)

“장사치”는 제국의 동인도회사, “마캬-벨리의 후예”는 무솔리니를 의미

하는 것으로, 시적 화자는 시온이 있는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진 국 제국주의와 

이탈리아 파시즘 간의 전쟁에 분노한다. 그의 분노는 열강의 싸움터가 된 조선

인으로서의 자각에서 나온다. 미·소의 립으로 열강에 끼인 민족의 수난이 지

속되고 있는 데에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614) “성낸 ‘헤부라이’ 젊은 사나이

612) 위의 글, 103면.
613) 위의 글, 104면. 
614) “그러나 국토가 두 조각에 나누인 로 있는 동안은 우리 민족의 진정한 행복은 오지 

않으리라 믿은 片石村은 차라리 여기 머물러 國際政局의 선풍 속에서 시달리는 우리 민
족의 고난과 슬픔을 있는 그 로 아로새겨 자기의 예술 속에 남겨 보고자 하 오. 생각건
 우리의 본의 아닌 국토 양단이 이미 외부의 원인에 연유함인즉 우리 민족의 수난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할 밖에 없오.” 김기림, ｢평론가 이원조군: 민족과 자유와 인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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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디없느냐”는 외침은 피지배자로서 시적 화자의 감정이 투 된 것으로, 시

적 화자는 예수의 재림을 기원한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 새로운 

중흥의 시 를 맞이하 듯이 저자는 2차 전이 끝난 뒤 새로운 세계가 해방기 

한국에서도 피어나기를 염원한다. 

어두운 주검속에서 꽃처럼 피어나는倫理.                           60

骸骨의들에도 봄바람이 불면

젖은 재떼미우에도 벌거벗은山脈에도

싹은트리니 푸른싹은트리니

이윽고 거기 보랏빛 당홍빛 노랑이

무지게같이 가지가지꽃 우거저나부껴                               65

인제 어린 ｢아담｣들 눈을부비며 일어나리라.

世界에 웨치노니 어서길을비끼라

저기 새로운날은 녹쓰른사슬을 끄은채

거만한 ｢푸로메테우쓰｣처럼 그러나 늠늠히 오지 않냐.615)

  여기서 헤브라이 유일신의 창조물인 아담, 쥬피타에 저항한 프로메테우스가 

동시에 등장하여 이 시를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종합으로 이끌고 있다. 아담

은 천지 창조에서 신에 의해 빚어진 최초의 인물이다. 인간을 “어린 ｢아담｣”
으로 비유한 것은 새로운 천지 창조를 의미한 것으로, 지상에 에덴동산이 다시 

구현될 것이라는 희망을 담고 있다. 시적 화자는 새로운 인류의 출현을 “프로

메테우스”의 재림으로 설명했다. 인류에게 불과 지혜를 훔쳐다 준 죄로 헤파이

스토스가 만든 쇠사슬에 묶여 날마다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 먹히는 형벌을 당

했던 프로메테우스는 이 시에서 녹슨 사슬을 끄르고 인류의 미래를 향해 전진

하고 있다. 프로메테우스의 어원이 ‘먼저 아는 자’인 것처럼, 그는 선견지명

을 가졌기에 “거만”하면서도 “늠늠히” 인류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시에서 김기림이 외치는 새로운 시 를 향한 낭만적 혁명의 의지는 P. B. 

셸리와 소통되는 부분이 있다. 셸리의 희곡 해방된 프로메테우스(Prometheus 

Unbound)에서 헤라클레스는 사슬을 끊어 프로메테우스를 해방시킨다. 셸리가 서

편에 서라｣, 이북통신, 1950.1. (김기림전집 6, 139면에서 재인용) 
615) 김기림, 앞의 글, 1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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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서 말했듯, 헤라클레스에게 미국 독립운동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이 

연상된다. 이 시에서 눈을 부비며 일어나는 “어린 ｢아담｣들”은 벤저민 프랭클

린이 이끈 갓 태어난 미국(美國)을 상징하며,616) 이는 해방된 조선과 연계된다. 

식민지를 묶던 제국의 사슬은 어느새 끊어지고, 프로메테우스가 이끈 어린 아담

에게 인도된 새로운 세계의 윤리는 ｢기상도｣의 태양이 그랬던 것처럼 역사의 

순환 속에서 새로이 피어나게 된다.

  “꽃처럼 피어나는 윤리”와 “싹은트리니 푸른싹은트리니”에서 형상화된 

새로운 세계는 인간이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합일의 세계다. 이 새로운 세계는 

“거기 보랏빛 당홍빛 노랑이 무지게같이 가지가지 꽃 우거져 나부”끼는 다양

성이 보장된 곳이다. 무지개의 이미지에는 세상을 다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

는 신의 약속(창세기 9장)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런 유토피아의 세계로 쥬피타

에게 저항한 프로메테우스가 앞장서고 있다. 저자는 새로운 세계를 설명하는데 

헬레니즘 그리스 신화와 헤브라이즘 창세기를 적절히 배합하여, 인간이 자연의 

법칙과 합일하는 원시적 열정으로 가득한 세계를 꿈꾸고 있다.

  “과연 김기림이 세계에 무엇을 외쳤다는 말입니까?”란 계급주의 시인의 냉

소는 김기림의 보편적 세계인식을 인정할 수 없었던 그들의 현실을 반 한다. 

그러나 김기림은 조선의 현실을 계급 간의 립으로 풀 생각이 없었다. 그는 

“5색 윤리로 단장한”617) 다섯 륙(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메

리카)을 묘사하여, 과거 기상도에서 그렸던 “부두에 달려 팔락이는 오색의 

테입, / 그 여자의 머리의 오색의 리본(인용자강조)”618)처럼 5 륙의 문명을 2

차 전 이후 다시 한 번 형상화했다. 시의 화자는 다섯 륙이 융화하는 세계

를 구상하면서도 “이 커다란 殺戮을 용서할 / 五色 論理로 단장한 아모러한 구

실도 거즛이리라”619)라며, 전쟁을 정당화하는 보편주의와는 확실히 선을 긋는

616) “이 사건에서 예언된 챔피언은 헤라클레스 다. 이는 벤저민 프랭클린이 헤라클레스를 
갓 태어난 미(美) 공화국의 상징으로 기꺼이 선택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상기시켜줌으로
써 두 사건 간의 유사성을 매우 확고히 해 주었다.” (The champion prophesied for this 
event was Hercules, which still further strengthened the analogy in my own mind, as it 
naturally recalled the fact that Franklin had aptly chosen Hercules as the emblem of the 
infant republics of America.) Shelley, P. B. “Preface,” Prometheus Unbound: A Lyrical 
Drama, Edited by Lovell B. Pemberton, Kessinger Legacy Reprints, 1896, p.4. 

617) 김기림, 앞의 글, 102면.
618) 김기림, 기상도, 창문사, 1936, 2면. 
619) 김기림, 바다와 나비, 1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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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유태인과 집시를 죽음에 몰아넣은 나치의 범게르만주의가 지닌 맹점을 

지적함으로써, 한 민족의 원리가 다른 민족의 원리로도 인정되어야 한다620)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태도를 보여준 것이다. 

  해방기 현실의 특수한 상황에 집중하여, 계급주의로 현 상황을 인식·타개하

려 하 던 프롤레타리아 작가들은 김기림의 보편 지향을 피상적인 세계주의로 

받아들 다. 하지만 김기림은 조선의 현실을 조선만의 특수한 예외 사항으로 다

루지 않고, 세계 2차 전 이후 해방된 식민지란 의미의 세계사적 맥락 속에서 

한국 역사를 이해한다. 이러한 그의 시작(詩作)은 새노래에 수록된 부분의 

시에서도 지속된다. 제3장에서는 시집 새노래를 통해, 국민 문학과 세계문학

의 두 방향을 동시에 지향하는 김기림의 시 세계를 살펴보려 한다. 

3.3. 민족문학과 세계문학의 동시 추구: 새노래(1948) 수록 시를 중심으

로

  김기림은 시집 새노래의 맺음말에서, 자신의 시사(詩史)를 재조명한다. 새
노래를 통해 과거의 시가 센티멘탈 로맨티시즘과의 투쟁이었음을 밝힌다. 식민

지 시기를 야수적인 시 로 비유하여 그때 자신이 왜 그토록 센티멘탈 로맨티

시즘를 부정했는지를 토로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시는 “전인간의 노래”여

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기림은 이 시집에서 민족의 희망을 ‘노래’하는 한편, 

자신이 받아들 던 흄과 엘리엇의 신고전주의를 재검토한다. “모더니즘의 내적 

분화와 그 초극”621)의 제시는 ｢모더니즘의 역사적 위치｣를 거쳐 새노래에서

도 반복되고 있다.

     

  우리는 일찌기 쎈티멘탈 로맨티시즘의 洪水속에서 詩를 건저냈다. 저 野獸的인

時代에 感傷에 살기가 싫었고 좀더 透明하게 살고싶었던것이다. 俗談 로 죽어가

면서도 제精神만은 잃지말고저한것이다. 그러나 건저내놓고 보니 그것은 淸潔하

기는 하나 피가 흐르지않는 한낱 ｢미이라｣ 다. 詩의 蘇生을 위하야는 역시 사람

의 흘린 피와 더운 입김이 적당히 다시 서껴야 했다. 하지만 벌서 한낱 精神의 

形而上學은 아니라할지라도 또 단순한 肉体의 動悸일수도 없었다. 그러한것을 實

620) 김기림, ｢우리신문학과 근 의식｣, 시론, 68면.
621) 김재용, 협력과 저항: 일제 말 사회와 문학, 소명, 2004, 2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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踐의 慧知와 情熱 속에서 統一하는 한 全人間의 소리라야 했다. 生活의現實속에

서 우러나와야 했다. 떨어저 나간 한 孤獨한 혼의 獨白이 아니라 새歷史를 맨

드러가는 民族의베일래베일수없는 한토막으로서의 한사람의 무엇보다도 노래라

야 했다. 詩를 읽는것만으로는 아모도 만족하지 못했다. 무척 노래하고 싶었던것

이다....(인용자강조)622)

시집 새노래의 맺음말에서 저자가 주장한 “實踐의 叡智와 情熱 속에서 統一
하는 한 全人間의 소리”는 과거 전체시론의 반복이다. 그가 초기부터 주장한 

총체성의 추구는 마지막 시집에서도 일관성을 띤다.

  특히 저자는 이 시집에서 음악적 요소를 강조했다. 과거에 그는 산문시623)·

실험시624)와 같이 형식적 실험을 여러모로 꾀했지만, 이 시집에서는 각운, 음보

를 상당 부분 정형화하여 형식적인 실험을 거의 하지 않았다. 샌드버그의 ｢프레

리｣ 역시 음악성이 강조된 시이기에, 이 시집의 서두에 인용된 것으로 보인다.

 

      나는 새 都市와 새 백성들을 노래하는걸세

참말이지 過去는 한줌 재 일 따름

참말이지 어저께는 지나간 바람결

西天에 진 落日이네

참말이지 세상엔 아모것도 없느니

오직 수없는 來日의 바다 뿐

수없는 來日의 蒼空뿐  

                                   ―칼·쌘드벅―625)  

I speak of new cities and new people                                194

I tell you the past is a bucket of ashes.

I tell you yesterday is a wind gone down,

    a sun dropped in the west.

622) 김기림, ｢새노래에 하야｣, 새노래, 123-5면.
623) 김기림, ｢옥상정원｣, 태양의 풍속 학예사, 1939, 41-3면; 김기림, ｢奇蹟｣(산문시, 

1935.9.), 바다와 육체, 평범사, 1948, 75-7면.
624) 김기림, ｢오―汽車여｣(한개의 實驗詩), 신동아 2권 7호, 1932.7 (김기림전집 1, 288면

에서 재인용)
625) 김기림, 새노래,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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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ell you there is nothing in the world

    only an ocean of tomorrows,                                    199

    a sky of tomorrows.626)

  저자는 샌드버그의 시 ｢프레리｣(Prairie)(1918)를 194행부터 200행까지 부분 인

용하여 새노래의 첫 장을 연다. 시의 화법에서 1인칭을 자유롭게 구사하기란 

쉽지 않은데, 시적 화자는 “I speak”, “I tell you”를 반복하여 메시지를 직접 

전달한다. 샌드버그의 시는 과거 김기림이 참조했던 에즈라 파운드, 리처드 올

딩턴의 이미지즘 시나 엘리엇의 문명 비판적 장시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자유시

를 지향하며 내용 면에서 내일을 향한 희망을 노래하는 낭만적 성향을 띤다. 

  샌드버그의 시를 인용하여 새노래을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방을 맞아 

김기림이 참고 상으로 삼은 텍스트가 국 문학에서 미국 문학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김기림은 시 ｢아메리카｣에서 “自由와 또 前進만을 노

래하는 詩의傳統을가진/ ｢휘트맨｣의나라 백성이기에/그  손목을 우리는 한없이 

뜨겁게 잡으리라하 다”627)라며, 휘트먼을 높이 평가했다. 휘트먼에서 샌드버그

로 이어지는 미국 시의 전통을 새노래에 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샌드버그와 

김기림은 닮은 점이 많다. 둘 다 초기 시절, 시인지 산문인지 구별되지 않는 실

험적인 산문시를 종종 썼으며, 사회주의 성향을 지니고 신문 기자 생활을 했다. 

나아가 샌드버그는 김기림이 동경해마지않았던 로망 롤랑과 함께, 온건한 사회

주의를 부르짖은 동료 다.628) 같은 미국인이면서 전통( 국)으로 회귀한 파운

드, 엘리엇과는 달리 샌드버그는 휘트먼처럼 미국 민주주의를 건설하는 시를 쓴

다. 샌드버그가 남북전쟁과 서부개척사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 건설에 앞장선 모

626) Sandburg, Carl. The Complete Poems of Carl Sandburg,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1, p.85.

627) 김기림, 위의 글, 65면.
628) Sandburg, Carl. The Letters of Carl Sandburg, Edited by Herbert Mitigang, New York: 

Darcourt Brace, 1968, pp.169-72. 샌드버그는 1919년 10월경 로망 롤랑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가 사회주의자이며 세계 산업 노동자 조합에 가입되어 있지만, 당에 소속된 공산주의자
는 아님을 밝힌다. “I am a socialist but not a member of the party. I am an I. W. W.[세계
산업노동자] but I don’t carry a red card” (169). 

   그밖에 로망 롤랑에게 심취한 김기림의 모습에 관하여 김예리, ｢김기림의 예술론과 명랑
성의 시학 연구: 알레고리와 배치의 기술을 중심으로｣, 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03-6면 참조. 



- 242 -

국(O prairie mother!)을 노래한 것처럼, 해방기의 김기림 역시 민주 국가 건설이

란 목표를 앞세우고 있었다.  

  샌드버그가 원 텍스트에서 세 번 반복하는“I tell you”를, 저자는 “참말이

지”로 의역한다. 또한, 원 텍스트의 “only”(단지)를 “수없는 ~뿐”으로 번역

하여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수없는”은 “~뿐”과 조적인 표현으로, 여

기서 “뿐”의 의미를 강조하게 된다. 저자의 번역 가운데 가장 개성적인 번역

은 “people”을 “백성”으로 번역한 것이다. 이전 김기림의 시집에서 “백성”

은 좀처럼 보기 드문 시어 다. 집단을 호명하는 시어로 시집 태양의 풍속의 

“어족”629)과“우리”630), “全 朝鮮의 市民 諸君631),” 시집 기상도의 “(府
의揭示板)의 市民”632) 신 “백성”이란 시어가 새노래를 수놓는다. 김기림

은 샌드버그의 “people”를 백성으로 번역하여 해방기 조선의 공동체 의식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민주주의 국가 건설에 한 절실함을 노출하 다.  

  시어 ‘백성’은 시집 새노래에서 적극 활용된다. 예를 들어 시 ｢부푸러 오

른 五月달 아스팔트는｣와 시 ｢다시 八月에｣에서 백성이 주체가 되고 있다. ｢데
모크라시에 부치는 노래｣에서도 저자의 민중 친화적 성향이 여실히 드러난다. 

시적 화자는 계층 간의 립과 갈등으로 시를 전개하고 있다.

나라를 판것은 언제고 백성이 아니라

벼스라치오 勢道 이었다

四千年 오랜 세월을 두고

이겨본 일이 없는 백성이다

떳떳이 말해본 적이 없어

참고 견디기에 소처럼 목만 부었다

지금 백성은 무엔가 말하고 싶다

백성의 입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백성의 소리는 구수하고 眞心이 들어 좋다

629) 김기림, ｢스케이팅｣, 태양의 풍속, 114면.
630) 김기림, ｢여행｣, 태양의 풍속, 116면. 
631) 김기림, ｢새날이 밝는다｣, 태양의 풍속, 104면.
632) 김기림, 기상도,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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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머리 우에서 한울과 太陽을 가리지 마러라

三韓 新羅적 부터도 남의 것 아닌

본시 이 나라 백성의 별이오 한울이 아니냐

인제사 그들의 역사가 시작하려는 것이다

이번은 백성들이 이겨야 하겠다

백성을 이기게 해야 하겠다. (인용자강조)633)

  시의 화자는 “백성”과 “벼슬아치오 勢道 ”을 조한다. 벼슬아치와 세도

가가 과거의 역사를 주도했다면, 현재의 역사는 백성이 중심이 되는 역사라고 

이야기한다. 농경사회의 소처럼 주인을 위해 말없이 일하는 것이 과거의 백성이

었다면, 그래서 소처럼 목이 부어있었다면, 이제 백성은 자신의 욕망을 외쳐야 

한다며 하나로 모인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 다. 

  새노래에는 민족의 공동체 의식뿐만 아니라 타민족에 한 동시 적 전망 

역시 담겨 있다. “한번 얻어본 共同體의意識은 八·一五以後의 우리詩의 가장 

크고貴重한 寶貨다. 여기다가 우리는 다시 世界史의 感覺과 意識을 부어넣어 完
全히 우리것을 맨들어야할것이다”634)라며 김기림이 시론에서 외쳤던 민족의 

역사와 세계사 간의 결합은 새노래에서도 반복된다. 새노래에 수록된 시 ｢
새해의 노래｣에서 시적 화자는 조선 민족의 슬픔을 유  민족의 슬픔과 겹쳐 

유 감을 조성한다. 

｢이스라엘｣ 헤매이던 二千年 꿈속의 故鄕
｢시온｣은 오늘 도라드는 발자곡소리로 騷然코나.                     10

꿈엔들 잊어쓰랴? 우리들의 ｢시온｣도 統一과 自主와 民
主우에 세울 빛나는 祖國.

우리들 落葉지는 한두살쯤이야 휴지통에 던지는 꾸겨진

  쪼각일따름

사랑하는 나라의 테누리 새年輪으로 한겹 굳어지라.                   15

633) 김기림, ｢데모크라시에 부치는 노래｣, 새노래, 47-9면. 
634) 김기림, 시론, 2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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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와 希望은 몸부림치는 民族에게 주자.

새해와 自由와 幸福은 괴로운 民族끼리 난우어가지자.635) 

저자는 수필 ｢기적의 심리｣(1940.7.29.)에서 “만약에 ｢시온｣이 국통치 아래 그

리고 회교도의 살벌한 위협 아래 있지 않고 ｢마사추세츠｣주나 ｢오하이오｣주나 

어느 편리한 철도연선에 있다면 [나치 독일의 유태인 핍박을 피해 미국으로 망

명한] ｢토마스·만｣이나 ｢아인슈타인｣이 그렇게까지는 비통해 보이지 않을 것이

다”636)라며, 1940년 당시 독일군에 리고 있었던 국군이 시온의 유태인을 

보호해줄 수 없었던 상황과 나치에 협력한 이슬람 세력의 유태인 박해를 설명

한다. 세계 2차 전이 끝난 직후 승전국들은 홀로코스트에서 학살당한 유  민

족을 동정했으며, 반면 나치에 협력했던 팔레스타인 민족을 외면했다.637) 그 결

과 1947년 유엔 위원회는 유태인들의 소망을 반 하여 팔레스타인을 유태인과 

아랍인 거주 지역으로 분할하는 계획을 상정한다. ｢쥬피타 추방｣에서 “눈먼 팔

레스타인의 살육을 키질하는 이 건장한 제국의 태양을 보지 말게 해 다

고”638)라며, 당시 아랍 반란(Arab Rebellion, 1936-9)을 옹호했던 김기림이 ｢새해

의 노래｣에서 반 로 시오니즘을 긍정한 데에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2차 전 

이후의 국제 정세가 작용하고 있었다. 그는 시에다 국제 정세를 반 한 저널리

즘적 요소를 상당부분 포함시켰다.639)

  김기림이 이스라엘에 위치한 “시온”(10행)을 언급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

니다. 과거 태양의 풍속에 수록한 시 ｢여행｣에서 “우리에게는 구한 시온은 

없다”며, 특정 지명이 아닌 이상향으로 “시온”을 은유하 지만, ｢새해의 노

래｣에서는 시온을 구체적인 역사적 지명으로 확정하며, 이스라엘 건국에 부러움

을 표시한다. 마지막 부분, “몸부림치는 민족”(16행), “괴로운 민족”(17행)은 

2천 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던 유  민족뿐만 아니라, 남북의 이데올로기 

635) 김기림, ｢새해의 노래｣, 새노래, 119-20면. 
636) 김기림, ｢기적의 심리｣, 조선일보, 1940.7.29.(김기림전집 5, 246면에서 재인용.)
637) Encyclopedia of Nationalism: Fundamental Themes Volume 1, Edited by Motyl, Alexander 

J., San Diego, San Francisco, New York: Academic Press, 2001, p.497 참조. 
638) 김기림, 바다와 나비, 신문화연구소, 1946, 97면.
639) 김기림 텍스트와 저널리즘적 교양의 습득에 관해서는 조 복, 문인기자 김기림과 1930

년  ‘활자-도서관’의 꿈, 살림,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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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으로 통합을 이루지 못한 해방기의 조선 민족을 일컫는다.640) 

  그는 시론에서도 제국의 지배를 벗어난 식민지 현실을 동시 적으로 인식

한다. 폴란드 민족주의 시인 “밋키빗츠”(Adam Mickiewicz, 1798–1855)의 말 

“그것이[국가]없이 지낼밖에없는 경우를 當해보지않고는 그것이 그에게 무엇을

意味하는가를 알수가없는것이다”641)를 인용하여 2차 전 후 독일의 지배에서 

벗어난 폴란드의 상황과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난 조선의 상황을 동일시한다. 이

는 “한번 個人으로부터 民族에로옮겨진 詩人의立場은 어떻게해서던지 그 로 

維持될뿐아니라 더 깊이 뿌리박고 터가잡혀야할것이며 또 世界史그것의 發展의

方向에 連이어저야할것이다”642)라며, 민족의 문제를 세계사의 문제로 끌어올리

는 저자의 의도이다.   

  그는 그리스·로마 신화의 텍스트화를 통해 민족의 문제를 세계사 속으로 끌

어올림으로써 서구적 교양을 강화한다. 시 ｢새나라 송｣에서는 아프로디테의 탄

생을 조선의 탄생으로 비유한다. 좌우 이데올로기 사이의 립과 갈등을 사랑의 

여신을 빌어 해결하려는 것이다. 

어린 새나라 하나 시달린 꿈을깨여 눈을부빈다

東海 푸른물 허리에 떨며 이러나는 ｢아프로디테｣
모두가 마지하자 굳이 잠긴 마음의 門을 얼어

피흐르는 가슴과 가슴을 섞어 새나라 껴안자643)     

시적 화자는 동해 바다의 거품에서 아프로디테를 연상하여 아프로디테의 탄생

이 바다에서 이루어졌다는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 한 부분을 시에서 형상

화했다. 아프로디테의 “아프로스”(aphros) 는 “바다 거품”을 의미하는 그리

640) “몸부림치는 민족”, “괴로운 민족”이 유 민족이라면, 과거 ｢쥬피타추방｣에서 형상
화했던 국 지배하의 아랍민족에 한 김기림의 시각은 어떻게 변한 것일까? 저자는 ｢
쥬피타추방｣에서 “눈먼 팔레스타인의 殺戮을 키질하는 이 건장한 大英帝國의 태양을 보
지 말게 해다고”라며, 국에 저항한 아랍 폭동(Arab Revolt)를 형상화하 다. 시오니즘 
운동이 아랍과 립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김기림은 이스라엘 건국을 부러운 눈길로 
보지 그에 해 비판하지 않는다. 모순적이고 양가적인 김기림의 시선이 또다시 노출된
다. 

641) 김기림, ｢우리 시의 방향｣, 시론, 195면. 
642) 김기림, ｢시와 민족｣, 시론, 217면.
643) 김기림, ｢새나라頌｣, 새노래,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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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어로, 제우스의 아버지 크로노스는 아버지 우라노스의 성기(性器)를 낫으로 

잘라 바다에 던졌는데, 바다를 떠다니는 성기 주위에 하얀 거품(아프로스)이 모

이고, 그 거품 속에서 아프로디테가 생겨났다. 시적 화자는 아프로디테의 탄생

을 어린 새 나라의 탄생에 비유하여, 아프로디테 여신이 상징하는 사랑과 풍요, 

아름다움이 새 나라의 구성원이 갖출 덕목임을 역설한다. 시적 화자가 아프로디

테의 탄생을 모티프로 사용한 이유는 과거 그가 수필 ｢아이스크림이야기｣
(1934.8)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바이론｣이나 ｢쉘리｣에게서가 아니라 그港
口의 바다에게서 처음으로 ｢로맨티시즘｣의 詩를 읽었다. 체로 바닷가에서 자

란 사람을 情熱的이나 意志的이못되고, 山에서 자란 사람은 情熱的은 아니나 意
志的인것 같다”644)라는 바다를 향한 애정에서 비롯된다. 바다에서 로맨티시즘

을 배운 저자는 아프로디테 탄생신화를 통해 백성들이 정열적으로 새 나라를 

사랑할 것을 소망하는 것이다. 

  시 ｢센토오르｣에서는 그리스 신화 속의 반인반마 켄타우루스가 등장한다. 

“센토오르”는 “켄타우루스”의 어식 발음으로, “켄타우루스”는 인간과 

동물의 경계에 서 있는 반인반마인 동시에, 하늘의 별자리를 의미한다. 

센토오르

｢센토오르｣는 원래가 말다리말굽을한 怪物이었으나                    1   

天幸으로 웃몸은 人間의형상을 하 드람니다.

｢센토오르｣는 그래서 어디서 牧羊神의 수염을 얻어붙이

  고 天使 ｢미하엘｣의 갑옷을 슬척 훔처다 입고는

(혹은 古物商에서 사입었거나 그 흔한 戰場판에서 주어                5

  왔는지도 모르지만)      

봄바람을 휘々감으며 송아지 망아지 틈에 뒤섞여

꽃밭에 달려들었읍니다. 

하는말이―

사과밭 무우밭 딸기밭 가꾸기란 내가 天下에 第一이지.                10

644) 김기림, 바다와 육체, 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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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家畜 맡어보는데야 날 당할者있나?                                

한옛날부터도 그게 神이 저민 내 天職인데야―

그러나

｢센토오르｣ 지나간데마다 진탕이 되고 ｢센토오르｣댕겨간

곳에 도야지 송아지 병아리 짓밟힌 죽엄만 쌓 고나.                  15

―｢센토오르｣
어늬 숫羊의털을 몰래뽑아다 맨든겐지는 몰라도                        

그 銀실수염을랑 떼버리면 어때?

아모리보아야 ｢산타·클로쓰｣비슷도 않더라.

당홍 투구와 저고리는 치자가 아니라 어늬 戰場텀 피                  20

샘에서 물드린게지.

金絲｢레―쓰｣밑의 그 마디굵은 馬脚이사 어찌한담―                      

아이들아 거기 챗직을 가저오너라.

｢센토오르｣때문에 아예 

못살구나겠구나.                                                    25

이러다가는 금년가을도

또 虛事가 될가부다.                                                     

사과밭

딸기밭

개나리                                                             30

진달레 꽃밭에서

통굽을한 ｢센토오르｣를                                                  

훠얼 훨

몰아내자.

아이들아 거기 챗직을 가저오너라.645)                           35

  이 시에서 시적 화자는 꽃밭을 망치고 있는 켄타우로스를 채찍으로 쫒아내려 

645) 김기림, ｢센토오르｣, 새노래, 113-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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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사과밭 딸기밭 개나리 진달레 꽃밭”등 다채로운 과일과 꽃으로 이루어

진 꽃밭은 해방기 여러 목소리가 난무하는 한반도를 의미한다. 이 꽃밭은 “統
一과 自主와 民主우에 세울 빛나는 祖國”646)으로 변모해야 하는데, 시적 화자

는 켄타우로스로 인해 빛나는 조국 건설이 물거품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적 화자가 켄타우로스에게 부여하는 부정적 상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는 전쟁이다. 18-9행에서 “당홍 투구와 저고리는 치자가 아니라 어늬 戰場텀 

피샘에서 물드린게지”에서 볼 수 있듯, 켄타우로스가 훔친 “天使 ｢미하엘｣의 

갑옷”은 치자나무 열매가 아니라 전쟁의 피로 붉게 물들여졌다. 또한, 켄타우

로스는 “金絲 ｢레―쓰｣”로 “말다리 말굽을 한 怪物”의 흔적을 감추려 하나, 

전쟁으로 단련된 그의 “굵은 馬脚”은 얇은 레이스로는 도저히 가릴 수 없다. 

두 번째는 무질서이다. 말썽꾸러기 켄타우로스 때문에 금년 농사도 허사가 될 

것을 시적 화자는 우려한다. 켄타우로스 신화는 오비드의 변신 이야기와 플루

타르크의  웅전의 ｢테세우스｣편을 통해 전해 내려오는 그리스·로마 신화

로,647) 김기림은 이 시에서 결혼식 연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켄타우로스의 폭

력적이고 말썽꾸러기 이미지를 그 로 사용하고 있다.

  반인반마 켄타우로스 모티프는 시집 새노래의 맺음말에서 반복된다. 김기림

은 “사는데 있어서도 藝術에 있어서도 斷乎하게 斷乎하게해야할 일이면서도 

그저 주저주저하는 동안에 사람들의 半身은 언제까지고 적당히 過去라는 진흙

탕 속에 잠긴채 좀체로 소꾸어나지 못하고 마나보다.”648)라며, 과거라는 진흙탕

에 빠진 “사람들의 半身”을 언급한다. 이는 인간이 되지 못한 반인반마란 교

양의 결여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짐승의 몸을 벗고 완전한 인간이 되기를 소망

한 저자는 이를 “한 全人間의 소리”649)로 명명한다. 그리고 “全人間의 소

리”를 내기 위해서 “到處에 離別이 있어야 하겠다. 藝術에있어서도 人生에있

646) 위의 책, 119면. 
647) “he[Pirith-oüs] had at the same time invited the Centaurs to the feast, who growing hot 

with wine and beginning to be insolent and wild, and offering violence to the women...” 
Plutarch. Lives of the Noble Greeks, Edited by Edmund Fuller, New York: International 
Collectors Library, 1959, p.23 참조. 변신이야기(Metamorphoses) 12권에서는 결혼식에서 
신부를 겁탈하려 하는 켄타우로스 Eurytus를 테세우스(Theseus)가 리피타이인들을 도와 격
퇴하는 장면도 나온다. Ovid. Metamorphoses XII, Edited by D. E. Hill, Warminster: Aris & 
Phillips Ltd, 1999, p.115 참조.

648) 김기림, ｢새노래에 하야｣, 새노래, 125-6면.
649) 위의 책, 1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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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도―”650)라고 외친다. 과거와의 이별은 슬프고 힘든 일이지만, 이별을 원천

으로 삼아 새 출발 하기를 저자는 소망하고 있는 것이다. 

      

4. 배타적 민족주의의 극복: 김기림의 ‘파시즘’ 비판

 4.1. 파시즘, 즉 문화적 배타주의 비판

  수년간 붓을 꺾고 있던 김기림에게 1945년 8월 당시 새로운 출발의 계기를 

제공한 소련군과 미군은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낸 해방군으로 여겨졌다. 김기림

은 새노래에 수록한 ｢파도소리 헤치고｣와 ｢아메리카｣에서 두 해방군의 미덕

을 칭송한다.   

파도소리 헤치고

... 

꽃바다

기빨바다

파도소리 헤치고

물처 들어온다

띠끌쓴 機動部隊 解放의 兵士들이

傲慢한要塞線과 鐵條網 
失色한捕虜 꺾여진 총칼 떼미 박차홑으며...

(一九四五·聯合軍을歡迎하야)651)    

아메리카

...

祝杯를 들자 七月초나흘을 위하야―自由로운 ｢아메리카｣의
聖스런 싸움에 빛나는 지나간날과 오늘과

또 平和와 希望의 負債 무거운 來日을 위하야―

650) 위의 책, 126면.
651) 김기림, ｢파도소리 헤치고｣, 새노래, 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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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튼｣ ｢제퍼―슨｣ 그리고 ｢프랑클린｣의나라

무엇보다도 ｢에부라함·링컨｣의나라

그무엇보다도 ｢푸랭클린·로―즈벨트｣의나라 이기에

그 에겐 있것만 아직도獨立없는

우리의 아품을 아―누구보다도 그 가 잘알리라...

(一九四六·七·四·美國獨立紀念日에)652)

  두 송가에서 해방기 당시 정치적 상황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시 ｢파도소리 헤

치고｣에서 시적 화자는 “기동부  해방의 병사들”을 찬양한다. 이 시에는 

“1945년 연합군을 환 하야”라는 주석이 붙어 있는데, 고향에서 해방을 맞이

한 김기림은 함북 성진에서 소련군 환 회에 참석하 다. 따라서 시어 “解放의 

兵士들”은 소련군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시 ｢아메리카｣는 김기림

이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면서 쓴 시로, 워싱턴, 제퍼슨, 프랭클린, 

링컨, 루즈벨트 등 미국 통령들의 열거를 통해 미국의 자유 및 진보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해방기라는 첨예한 이데올로기 립의 시 에 저자는 한반도를 

점령한 두 열강을 해방군으로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 다. 

  두 시의 내용은 그가 시론의 IV. ｢우리 시의 방향｣에 인용한 스페인 내전에 

참여한 시인 호세 헤레라 페테레(José Herrera Petere, 1909-77)의 시와  동일 선상

에 놓여 있다. 스페인 내전에서 파시즘 세력은 호세 헤레라 페테레가 참전한 의

용군에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2차 세계 전에서 미소 연합군은 일본 군국주

의 세력에 승리를 거두었고, 김기림은 이에 도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군국주의 세력은 독일 나치즘, 이탈리아 파시즘과 연합하 기 때문에, 김기림에

게 미·소 연합군의 승리는 곧 파시즘 체제를 향한 호된 철퇴 다. 

  1930년  초반 김기림이 파시즘을 언급하기 시작했을 때, 일본은 그 안에 포

함되지 않았다. 식민지 시기 파시즘에 관한 글에서 이탈리아 파시즘, 독일 나치

즘은 문제시하지만, 일본의 정치 체제를 파시즘의 한 형태로 보고 있지는 않았

던 것이다. 당시에 김기림은 파시즘을 ‘무솔리니의 파시즘’과 ‘히틀러의 나치

즘’으로 국한하 다. 그가 1933년 9월 9일 조선일보에 발표한 ｢전원일기의 일절｣ 
중 시 ｢파시스트｣에서 “흑의를 입지 않는 파시스트”는 이탈리아 파시즘을 지칭

하는 것으로, 두체를 향한 이탈리아 민중의 일시 정연한 복종을 형상화하고 있다. 

652) 김기림, ｢아메리카｣, 새노래, 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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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스트

水平線우에는 푸른 空氣의 密層의 층게가 있오.

작은 水蒸氣의 아이들이 층층게를 가볍게 밟고 올라가오.

海岸의 소나무들은 바람의 方向에 하야 絶對의 服從을 表示하고 있오.

그러므로 바닷가의 바람은 黑衣를 입지않은 ｢파시스트｣라오. (인용자강조)653) 

4행 “바닷가의 바람”에서 1933년 당시 이탈리아 파시즘의 격렬한 소용돌이를 감

지할 수 있다. 무솔리니 치하의 이탈리아 파시스트가 검은 셔츠단으로 불린 사

실654)에서 저자는 파시스트라면 의례히 흑의를 입었던 것을 표현했다. 바닷가의 

광풍이 나무들의 절  복종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파시스트로 비견하고 있는 것

이다. 이처럼 김기림이 언급하는 파시즘은 이탈리아 파시즘으로, 동아시아의 상황

과는 유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1930년  중반에 들어와 일본이 점차 파시즘의 요소를 지니게 

되는 것을 실감한다. “佐野學의 轉向聲明을/ 스무번 읽어도 알 수 업드라는 靑
年에 이끌려/ 못먹는 술을 곱빼기로 석잔을 넘기다”라는 시 ｢고향｣(1936.3.17.)
에서 사노 마나부의 옥중 전향선언과 이에 파급되는 식민지 조선에서의 연쇄 

효과에 안타까움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1930년  초반 당시 일본의 매스미디

어는 파시즘을 코뮤니즘과 반  개념으로 놓았다. 요미우리 신문(1933.6.10.)은 사

노 마나부(佐野学)와 나베야마 사다치카(鍋山貞親)의 옥중전향 성명에 해 이들이 

“공산주의를 거부하고 파쇼로 전향”하 다고 기술하 다.655) 공산주의에서 파시

즘으로의 전향은 ‘국민 문학’의 길로 통하게 되며 여기서 전통과 고전이 강조되

는 경향이 있다. 일제 말기 김기림이 동양주의 흐름에 우려를 표명한 이유는 여기

에 근거한다. 

  송욱은 시학평전에서 김기림을 “內面性과 傳統意識이 없는 詩人”656)으로 비

653) 김기림, ｢전원일기의 일절｣, 조선일보 1933.9.9.(김기림, 바다와 육체, 평범사, 1948, 
115면에서 재인용.)

654) Bosworth, R. J. B. Mussolini's Italy: Life under the Fascist Dictatorship, 1915-1945, 
Penguin Books, 2005, p.117 참조. 
655) ｢共産主義を蹴飛ばしフアツシヨに転向:　佐野·鍋山の両巨頭｣,　読売新聞, 1933.6.10.
656) “그리고 그는 內面性과 傳統意識이 없는 詩人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女人처럼 천박하게

도 外國風이 즉 모더니즘이라고 생각하 다.” 송욱, 시학평전, 일조각, 1963, 1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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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하지만, 당시 ‘전통’의 함의는 송욱이 활동한 1960년 의 한국과는 사뭇 달랐

다. 1930년  말 일본에서의 ‘전통’에 관한 논의는 파시즘과 결부되어 강력한 

배타주의, 국수주의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스페인 파시즘을 무엇

보다 혐오한 김기림은 파시즘과 같은 맥락에 놓인 전통에 한 강조, 즉 ‘동양주

의’를 당연히 경계하게 된다. 일제가 패망한 뒤에야 김기림은 평론 ｢시조와 현

｣(1950.6)를 통해, 또는 함화진 편 가곡원류(1943)을 조선 문학의 정전 목록에 올

려놓음으로써, 시조·가사와 같은 근  이전 예술의 현재적 가치에 관심을 보이며 

한국 문학의 전통 쌓기에 돌입한다. 그는 파시즘과 분리된 전통 쌓기를 요구하

고, 이는 해방기에 발표한 여러 평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4.2. 김기림 텍스트에서 보이는 해방 이후 ‘파시즘’ 

  해방 이후 김기림이 파시즘을 가장 먼저 언급한 때는 해방 후 1946년 2월 8일 

전국문학자 회에서 강연한 ｢우리 시의 방향｣이다. 이 인용문에서 저자는 파시즘

과 제국주의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설명한다.

  詩의精神의自由라는것은 한낱 奢侈한裝飾이아니 다. 그것은 이 나라에도라온 여

러가지 自由-言論의 出版의 集會結社의 自由들과 마찬가지로 수많은殉敎者와 鬪士
들이 저 惡魔的인 拷問과 極刑에견디면서 오히려 不屈히싸와얻은 선물이며 ｢파시즘

｣과 帝國主義를 打倒하기爲하야 바친 聯合諸國의 ｢데모크라시｣의 戰士들의 피의값

으로 우리들의詩의自由도 얻어진것임을 銘記하자...(一九四六·二·八·全國文學者
大會에서의講演) (인용자강조)657)

그는 2차 전 당시 연합군과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3국 동맹을 ‘제국주의’와 

‘파시즘’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1차 전 후 식민지를 모두 잃어버린 독일, 그리

고 승전국이었지만 원하는 식민지를 얻지 못한 이탈리아는 더 이상 “제국”이 아

니다. 반면, 1차 전의 승전국이자, 당시 조선, 만, 만주를 식민지화한 일본은 

제국주의로 분류된다. 김기림은 세계 2차 전을 자유주의 세력과 파시즘 세력의 

결로 보는 이분법적 구도에서 탈피하여, 일본을 제국주의의 일종으로 호명했다. 

  그러나 1946년 6월 ｢계몽운동 전개에 한 의견｣에서 김기림이 파시즘을 다소 

657) 김기림, ｢우리 시의 방향｣, 시론, 백양당, 1947, 20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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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게 바라보기 시작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는 파시즘을 민주주의의 반 어로 

간주한다.

 

  민주주의 독립국가 건설의 기초공작으로서 우리는 이에 전 지식인을 동원하여 일

 문맹소명 운동을 급속 활발하게 전개하며, 아울러 민주주의의 역사적 변천과정

과 그것이 현단계의 조선에 있어서 가진 특수한 현실적 과정에 한 이해를 인민

중 속에 널리 침투시키며, 또 그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적 사고방식에 익숙케 하고 

그것을 일상생활화하며 실천화하게 함은 오늘의 조선에 있어서 가장 긴급을 요하는 

일이라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조선의 실현을 기 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인민 중을 가능한 모든 경우의 파시즘의 위협으로부터 방

위하는 견고한 정신적 방파제를 인민 속에 구축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인용자강

조)658)

파시즘을 민주주의의 반 어로 보는 관점은 1943년 해산된 코민테른의 관점과 유

사한 것으로 당시 조선문학가 동맹에 몸을 담고 있는 김기림의 사상적 지향을 드

러낸다. 1개월 뒤인 1946년 7월에 그는 좌담회 ｢건국동원과 지식계급｣에서 시인의 

자격으로 평론가 백철, 철학가 박치우, 의학박사 정근양과 함께 담한다. 이 담

에서 김기림은 파시즘을 다소 폭넓게 바라보고 있는 데, 일본제국주의의 파시즘적 

성격을 고찰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김기림: 참 우리가 일본제국주의의 그 악랄한 경찰제도하에 있을 때에는 자기의 

마음 하나도 자유롭게 못 가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일본경찰은 놀랄 만큼 

교묘하게 발달되었던 것이지요. 앞으로 그런 팟쇼적 경찰이 우리 조선에도 생긴다

면 큰일입니다. (인용자강조)659)

  

김기림은 “일본제국주의”시 의 “일본경찰”을 “팟쇼적 경찰”로 호명함으로

써, 그가 붓을 꺾은 1942년에서 1945년까지의 일본 제국주의가 파시즘의 요소를 

띠고 있다고 간주한다. 일본제국주의 치하의 악랄한 경찰은 일본인 뿐만은 아니었

658) 김기림, ｢계몽운동 전개에 한 의견｣, 건설기의 조선문학, 1946.6 (송기한, 김외곤 편, 
해방공간의 비평문학 1, 태학사, 1991, 330면에서 재인용)

659) ｢건국동원과 지식계급｣,  조 2호, 1946.7 (송기한, 김외곤 편, 해방공간의 비평문학
2, 태학사, 1991, 109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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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선인 경찰 역시 같은 민족을 교묘히 통제하는데 앞장섰던 것이다. 김기림은 

이런 일본 제국주의의 악랄한 경찰 제도가 해방된 조선에서도 충분히 발아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 일제 경찰이 李箱을 비롯한 여러 문인들의 예술을 종식시켰던 

것처럼, 정치 논리가 문화를 지배하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기림은 시에서도 파시즘이 배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경고한다. 새노래
(1948.3)에 수록된 ｢어렵고 험하기 이를 데 없으나｣에서 파시즘을 향한 김기림의 

적 감이 여실히 드러난다. 

  

어렵고 험하기 이를 데 없으나

어렵고 험하기 이를데 없으나                                      1

이렇게 유쾌한 길이 어 있으랴? 

自由와 빛나는날로 통하는길이기

이보다 보람있는 行軍이 어 있으랴?

｢파씨스트｣에게 진정 일러주노니                                    5  

너는 어림없이 엉뚱한 꿈을 꾸느니라

이렇게 보람있고 떳떳한 길이기

묵묵히 우숨띠우고 모다들 部署로 나가는것이리 (인용자강조)660)

  시의 5행에서 저자는 “파씨스트”라는 어휘를 사용했다. 1946년의 맥락에서 언

급된 “엉뚱한 꿈을 꾸는(5-6행)” 파시스트는 이미 제거된 이탈리아의 파시즘이

나 독일의 나치즘으로 볼 수는 없으며, 패망한 일본 제국주의 역시 물론 아니다. 

“보람있는 행군”을 하며, “부서”로 나가는 “모다들”은 민주주의 사회를 지

탱하는 민중들이다. 민중 주도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에 반 하는 파시스트 세력이

라면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진 을 쉽게 떠올릴 수 있지만, 저자는 같

은 시집에 수록한 시 ｢아메리카｣에서 미국 독립기념일을 찬미하고 있기에 파시즘

은 미국과 연계되지 않는다. 다만, 이 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파시즘”

660) 김기림, 새노래, 아문각, 1948, 4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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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용어가 민족의 분열을 획책한 일협력자, 친미주의자, 친소주의자 세력을 지

칭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방 후 여러 세력의 각축 속에 민족의 통합을 깨뜨리는 

움직임을 보이는 세력을 김기림은 파시즘으로 비판했다.

  해방 이후 조선 사회에서 파시즘이란 용어는 정치체제의 협소한 범위를 넘어 배

타주의, 국수주의를 경계하는 수사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김기림은 파시즘을 

협의의 정치 체제적 의미로부터 운동으로의 파시즘이란 광의의 개념으로 확장하여 

해방된 조선 문화의 파시즘화를 우려하고 있다. 그의 평론 ｢소설의 파격｣(1950.5)
은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파시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시론(試論)적 성격을 띤다.  

4.3. 실존을 통한 문화적 배타성 극복   

  이헌구는 1950년 문학 6월호에 발표된 문인좌담회 ｢새로운文學의方向을論함

｣661)에서 김기림이 전월호인 5월호에 실존주의에 관해 좋은 논문(｢소설의 파격｣)을 

발표하 다고 칭찬한다. 이헌구는 실존주의를 “外國사람들이 第二次大戰中葉에서 

부터 以後에 하나의 苦憫하는 정신 그런 것”662)이라고 정의하며 “우리도 그 사

람들한테 지지않을 만한 그러한 苦憫하는 정신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한국

문학이 “世界의 精神...... 그 世界에 ｢풀라스｣할만한 그런 文學精神을 가지지못한 

理由...原因”이 어디있는지를 묻고 있다. 이에 해 김기림은 “日帝때에 어쨋뜬 

世界하고의 門이 다쳐졌단 말에요”라며 전통이 계승된 프랑스 문학에 비해 1942

년 10월에서 1945년 8월까지 3년 동안 전통이 끊긴 한국문학의 현실을 그 이유로 

든다.663)

  해방기 그가 카뮈의 페스트에 주목한 의도는 명확하다. 페스트는 페스트로 

인해 폐쇄된 도시 안에 갇힌 인간 군상을 묘사한 알레고리 소설이다. “흑사병에 

휩싸여 밖앗 세상과는 아주 차단 되어버린 세계, 그리하여 죽음이라는 폭군에게 

661) 이헌구 외, ｢새로운文學의方向을論함｣, 문학, 1950.6, 108-122면.  
662) 이헌구 외, 위의 글, 119면. 
663) “한국 근  문학이 한국어로 출발岸전개되었고, 이를 관장하는 단체가 조선어학회 던 만큼, 이 

기관은 실상 국가의 기능을 행한 형국이었다. 일제도 이 사실을 시인해 오다 1942년 10월에 와
서야 조선어를 공식적으로 부정하기에 이른다....따라서 조선의 일제 강점기란 문학사적으로는 
1942년 10월에서 종전까지 3년간에 지나지 않는다.” 김윤식, 일제말기 한국작가의 일본어 글
쓰기론, 서울 출판부, 2003, 6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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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내주어버린 孤立無援한 도시――그것은 ｢까뮈｣가 상정한 소설속의 한 情況일

뿐만 아니라 두겹 세겹의 세계의 象徵인 것이다”664)라며, 김기림은 까뮈가 2차 

전 당시 독일군 점령하의 프랑스에서 이 소설의 모티프를 얻은 점을 인지한다. 

또한, 김기림은 “實存主義者 ｢까뮈｣에 있어서는, 人生 그것이 또한 바루 ｢페스트｣
의 都市에 틀림없었다”665)라며 페스트의 알레고리를 인생이란 울타리로 확장하

기도 한다. 이런 페스트의 알레고리가 해방기 조선에 적용되고 있다. 

  페스트는 페스트로 인해 갇힌, 고립무원한 도시 오랑을 배경으로 한다. 전쟁과 

질병으로 차단된 이 도시처럼 38선으로 끊어진 남과 북, 즉 남쪽의 서울과 북쪽의 

평양은 서로 고립무원한 곳으로 변모했다. 당시 서울에 거주하던 저자는 서울의 

암담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국제정국의 사나운 바람이란 바람은 모조리 받아들여야 하는 벅찬 도시-낙관론도 

비관론도 끌어낼 수 없는 기실은 말할 수 없이 딱한 도시―666)

김기림은 서울을 수도로 한 남조선 정부가 사실 아무런 권한이 없는 허수아비 정

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남쪽의 현 정부를 “남조

선 과도정부”라고 호명함으로써, 현 상황이 미·소에 의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과도’적인 상황임을 명확히 한다. 페스트가 닥쳐 폐쇄된 오랑 시와 국

제정국의 선풍에 좌지우지되는 서울은 고립되고 무기력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차이

가 없다는 것이다. 까뮈가 부지불식간에 프랑스에 닥친 나치 독일군의 침공과 점

령을 페스트로 비유한 것처럼, 불과 1달 뒤 6.25로 폐허가 되어 버리는, 전운이 감

도는 서울의 분위기를 김기림 역시 간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6.25 전쟁을 한 달 앞둔 이 시점에서 김기림은 공동체의 사랑만이 공동체를 구

원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페스트의 주인공들이 어떻게 “명랑한 낙천적인 

모”를 찾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신문기자 랑베르와 의사 류의 화를 자세히 인

용한다. 파리에서 취재 차 오랑에 왔다가 페스트로 인해 도시 안에 갇혀 버린 랑

베르는 애인을 만나기 위해 폐쇄된 도시를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빠져나가려고 했

664) 김기림, ｢小說의 破格-까뮈의 페스트에 하여｣, 문학, 1950.5, 129면. 
665) 위의 글.
666) 김기림, ｢나의 서울 설계도｣, 민성 5권 5호, 1949.4 (김기림전집 5, 404면에서 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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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의사 류는 랑베르에게 통과를 허가하는 증명서를 써 주지 않는다. 랑베

르와 류 사이의 갈등에서 김기림은 추상과 관념의 문제를 제기하여 이론과 실제 

사이의 괴리를 지적한다. 아래는 김기림이 인용한 페스트의 일부분이다. 

  또 그[랑베르]는 이렇게 비통하게 의사를 비난하는 것이다.

아니오, 당신은 이해할 수 없을거요. 당신은 異性의 말을 쓰는게지 心情의 말을 쓰

는게 아니오. 당신은 抽象의 세계에 사는지요.667)

김기림은 랑베르의 말을 빌려 “추상의 세계”를 타파할 것을 주장한다. 그는 

“추상의 세계,” 원리원칙의 답습이 우리 민족의 고질병이라고 보며, ‘정치적 해

방’뿐만이 아닌 ‘정신적 해방’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우리의 해방은 우선 정치적인 해방이었으나 동시에 그것은 우리의 民族的인 觀念
主義의 고질에서 벗어나는 정신적인 해방이기도 해야하 다. 해방과함께 온갖 哲學, 

思潮, 政治思想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올적에 우리는 우리의 生活의 現實이라는 

基準에서 헤아려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것에 한 고려 없이 그자체의 아름다움만 

여겨보고 덤벼든, 말하자면 觀念主義의 상투에 또 빠져있었던 혐은 없었던가?668) 

김기림이 지적한 로, 해방 이후 온갖 철학, 사조, 정치사상이 들어왔다. 그 사상들

이 과연 조선의 현실에 적합했고 유효했는지, 혹은 조선의 현실을 억지로 옭아맨 

것은 아닌지 그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파시즘 역시 일본 제국주의를 경험한 해

방기의 한국이 맞이한 하나의 정신이었다. 1946년 2월에 열린 제1회 전국문학자

회에서 박치우가 “진실로 조선은 파쇼의 번식을 위하여서는 절호의 토양인 것이

다”669)라고 우려한 것처럼, 민족의 단결과 전체주의를 주장하는 파시즘은 수난 

받은 민족에게 큰 힘을 발휘했다. 여운형, 김구의 암살 등 목적을 위해 어떤 수단

도 용인되며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해 아전투구를 벌이는 해방기 한국 사회를 김기

림은 점차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히 바라보게 된다. 

  페스트에서 랑베르는 결국 오랑 시를 떠나지 못했다. 류가 자신처럼 부인과 

667) 김기림, ｢小說의 破格-까뮈의 페스트에 하여｣, 앞의 책, 132면. 
668) 위의 책, 133면. 
669) 박치우, ｢국수주의의 파시즘화의 위기와 문학자의 임무｣, 건설기의 조선문학(1946.6), 

(구모룡 외, 파시즘미학의 본질, 예옥, 2009, 520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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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혼자만 탈출하려 했다는 죄책감에 사로

잡혔기 때문이다. 그는 류를 도와 페스트를 의학의 힘으로 극복하려한다. 이처럼 

까뮈는 페스트가 초래한 울타리 속에서 공동체 구성원 간의 연  의식을 중시하고 

있다. 랑베르는 결국 페스트가 치유된 오랑시의 일원이 되어 류와의 우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애인과 재회하는 기쁨도 누리게 된다. 

  이에 반해 김기림은 연 가 불가능하게 된 한국의 현실을 안타깝게 바라본다. 

그는 월북한 친우 이원조에게 계급의 편이 아니라 민족의 편에 서라는 호소문을 

보내는 등, “민족적 연 감정과 의식과 정신”670)을 강조하지만, 이는 결국 돌아

오지 않는 메아리일 뿐이다. 그는 일본 학 전문부 문학예술학과 후배인 동시에 

조선일보 후배 기자이기도 했던 이원조에게 강한 연 의식을 드러냈다. 

  북에서는 문화인을 우 한다고들 하오. 그러나 문화인으로서의 염원은 그들 자신

의 행복보다도 먼저 민족 전체의 행복에 있는 것이며 또 있어야 할 것이오. ｢앙드

레 지드｣의 고민이 또한 여기 있었을 것이오. (인용자강조)671) 

월북한 이원조를 설득하기에 앞서 그는 자신의 이적 행위를 변명해야 했다. 조선

문학가동맹 시부 위원장을 역임한 김기림은 조선문학가동맹 서기장 이원조에게 자

신이 왜 서울에 남았는지를 밝혀 우정의 죄의식에서 벗어나려 한 것이다.672) 김기

림이 강조하는 “｢앙드레 지드｣의 고민”은 앙드레 지드 전공자 이원조에게 보내

는 김기림의 메시지이다. 스페인 내전을 둘러싸고 반파시즘의 기치를 높이 든 지

드는 공산당에 우호적 노선을 걷다가 1936년 스탈린의 초청으로 소련을 방문한 뒤 

공산당의 허상을 비판하는 소련으로부터의 귀환(1936.11)을 발표하여 국제적인 

이슈를 낳았다. 이 글로 지드는 많은 사회주의 동료들의 비난을 받는데, 특히 그가 

존경했던 선배 소설가 로망 롤랑의 비판은 치명적이었다. 

  김기림은 자신도 지드와 같이 깊은 고민 끝에 전향한 것이라며 이원조에게 해명

670) 김기림, ｢평론가 이원조군-민족과 자유와 인류의 편에 서라｣, 이북통신, 1950.1 (김기
림전집 6, 139면에서 재인용.)

671) 위의 책, 140면에서 재인용.
672) 김기림은 우정을 문학만큼이나 중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우리는 때때로는 비록 文學

은 잃어버려도 友誼만은 잊지말었으면하고 생각할때가 있다. 어떻게 말하면 文學보다도 
더重한것은 人間인까닭이다.” 편석촌, ｢문단불참기｣, 문장 제2권 제2호, 1940.2, 1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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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조선문학가동맹으로부터 보도연맹으로의 전향이 민족을 위한 것이었다는 해

명을 이원조를 위시한 북측에 거주하는 문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것

이다. 1935년 호세이 학에서 앙드레 지드 연구로 학사 논문을 받은 이원조가 

1936년 당시 동아시아 지식인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던 지드의 전향을 모를 리 

없다. 김기림은 지드를 의도적으로 거론함으로써 월북을 거부한 자신의 행동에 정

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계급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다는 그의 해명의 근거는 파시즘

에 한 경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남한의 이승만 정부와 북한의 노동당 정부 사이

에서 김기림은 파시즘적 요소를 북에게서 더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지드가 소련

(USSR)을 방문하고 돌아온 뒤 스탈린의 허상을 고발했던 것처럼, 김기림 역시 북

에 진주한 스탈린 치하 소련군의 행태를 경험한 뒤 그의 정치적 태도를 정한 듯싶

다.673) “도처에 이별이 있어야 하겠다. 예술에 있어서도 인생에 있어서도―이윽고 

새로운 내일을 마지하기 위하야―”674)란 그의 다짐에서 정치적 전향에 따르는 위

험부담, 옛 동료와 이별하는 죄의식과 슬픔이 뒤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편에 선 김기림이 지드의 고민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지드

의 파시즘 비판을 김기림과 연계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래 지드의 파시즘 

비판은 김기림의 평론 ｢민족문화의 성격｣에서 민족과 애국의 이름으로 재현되고 

있다. 

  나라에 한 깊은 사랑으로 충만한 진실한 애국심과는 무관하게, 편협하고 인

위적인 민족주의가 초래한 파시즘은 문화를 위협한다. 편협하고 인위적인 민족주

의와 그런 민족주의가 초래한 증오는 문화를 위협하는 전쟁을 치명적이며 필연

적으로 빚어내게 된다. (인용자강조)675) 

673) 김기림의 제자 김규동의 회고 역시 참조할 만하다. “남의 안경을 빼앗아 가버리는 문
화, 소련 군 의 문화 수준이 이 정도면 앞으로 큰일 나겠다는 것이 기림 선생의 판단이
었던 것이다.” 조 복, ｢일제말기와 해방공간, 6.25전후의 김기림-김기림의 경성고보 교
수 시절 제자 김규동 선생 인터뷰｣, 문인기자 김기림과 1930년  ‘활자-도서관’의 꿈
, 살림, 2007, 376면 참조.  

674) 김기림, 새노래, 126면
675) “The menace to culture comes from fascism, from narrow and artificial nationalisms which 

have nothing in common with true patriotism, with the deep love of one's country. The 
menace to culture comes from war, to which all these nationalisms and their hatreds fatally 
and necessarily lead.” Gide, André. Return From The USSR, Trans. Dorothy Bussy,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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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해방된 조선-인용자]가 기도하는 민족문학은 이러한 환상과는 아무 인연이 

없는 도리어 반｢파시즘｣의 문학일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將來할 민족문학의 둘째 

특징이다. 자기耽溺과 배타주의는 한가지로 문화, 작게는 문학의 발전을 저해하며 

불건전한 방향으로 그것을 끌고 가고 말 뿐이기 때문이다.676) 

지드와 김기림의 논평에서 파시즘과 문화 사이의 불편한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그들에 따르면 파시즘은 민족주의 문학과 합하여 자기만족을 부추기는 동시에 

남을 향한 증오를 드러내어 배타성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이처럼 김기림은 식민지 시기 당시 파시즘을 유럽의 정치적 체제를 가리키는 용

어로 사용하 지만, 해방기에 들어와서는 배타주의를 의미하는 수사로 사용하 다. 

그의 다양한 개념 활용은 당  복잡한 상황과 맞물려 식민지 시기 김기림의 전체

시론을 광의의 ‘파시즘’의 일종으로 보는 시각이 초래되기도 하 다.677) 하지만 

일생에 걸쳐 파시즘을 지속적으로 비판한 그의 시론을 파시즘의 유산으로 간주하

기란 지나치게 가혹한 판단이다. 김기림이 전통, 내면성과 같이 국수주의에 포섭될 

수 있는 용어의 사용을 자제하는 데에 따른 오해도 보인다. 현재의 눈으로 김기림 

텍스트를 파악한 연구는 그가 시 의 흐름을 따르기에 바쁜 나머지 전통이나 내면

성과 같은 소중한 것을 망각했다고 비판한다.678) 그러나 시 적 배경을 인지하고 

난 뒤 그 맥락에서 김기림을 바라보는 것이 그의 텍스트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해방 전 그는 파시즘을 ‘이탈리아 파시즘’이 중심이 된 유럽의 정치 체제로 

국한해 호명하다가, 1945년 해방 후 한국 사회에서 배타적 민족주의가 발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 1950년 까뮈의 페스트를 분석한 평론 ｢소설의 파격｣에

York: Alfred A. Knopf, 1937, p.66.  
676) 김기림, ｢민족문화의 성격｣, ｢서울신문, 1949.11.3. (김기림전집 3, 156면에서 재인용)
677) “김기림의 ‘전체시’를 바로 30년 의 파시즘, 특히 일본식 전체주의와 관련짓는 것

은 그의 의도를 왜곡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모더니즘의 분열을 극복하는 새로운 시적 
시도에 ‘전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 당 의 전체주의 조류와 아주 무관한 것은 아닐 
터이다. 식민지 모더니즘의 이식적 공허감에 눈뜬 그에게 ‘전체’는 하나의 매혹일 수 
있다.” 최원식,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회통｣, 문학의 귀환, 창작과 비평사, 
2001, 48면. 

678) “그리고 그는 內面性과 傳統意識이 없는 詩人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女人처럼 천박하게
도 外國風이 즉 모더니즘이라고 생각하 다.” 송욱, 시학평전, 일조각, 1963, 1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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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동체의 배타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는 공동체 구성원 간의 사랑과 

연  감정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의 의지를 묵살하는 파시즘의 배타적 폭력 앞에

서, 서울의 시민들이 류와 랑베르처럼 서로 간의 사랑과 연 의식으로 조금씩 조

금씩 견디어 나가기를 까뮈의 페스트를 빌어 소망하고 있는 것이다. 



- 262 -

  이 논문은 김기림 텍스트와 기타 한국문학, 서구문학, 일본문학 텍스트, 국제

정세를 담은 신문 기사와의 상호관계를 통해 김기림 텍스트의 성격을 규명해보

았다. 상호텍스트성을 한국문학 내에서 통시적 관계에 집중한 수직적 상호텍스

트성과 김기림 텍스트와 외국문학, 동시 의 신문기사 사이의 공시적 관계에 집

중한 수평적 상호텍스트성으로 나누어, 수직적 상호텍스트성과 수평적 상호텍스

트성이 결합한 하이퍼텍스트가 김기림 텍스트를 이루고 있음을 설명하 다. 김

기림에게 문학이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창이 되어 주었다. 그는 

한국의 현실을 이야기할 때 유사한 외국의 현실을 찾아 이를 비교· 조해보면

서 외국의 현실이 한국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모색한다. 향 및 수용 

신 김기림 텍스트와 그가 참조한 텍스트를 1:1 관계로 등하게 놓은 ‘상

호’라는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글은 상호텍스트성을 통해 비교가 가능한 

부분과 비교가 불가능한 부분을 살펴보고 비교가 불가능한 몇몇 지점에도 불구

하고 비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찾아봄으로써 김기림 문학의 보편성을 

획득하려 하 다.  

  본문에서는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사이의 공존을 추구한 그의 텍스트를 시간

적인 순서에 따라 서술하 다. II부 조선 문학의 세계사적 동시 성에 한 인

식 에서는 김기림 텍스트와 외국문학 텍스트 사이의 수평적 상호텍스트성을 주

로 다루었다. 일본 초현실주의 시 텍스트, 엘리엇의 황무지, 창가에서의 아침

, 스펜더의 급행열차 를 김기림 텍스트와 비교해 보았다. II.1장 이상주의에서 

리얼리즘으로의 길: 희곡 텍스트를 중심으로 에서는 이상주의에 한 김기림의 

비판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의 초창기 희곡에서 이상주의적 내용이 나타나다가 

점차 현실을 있는 그 로 그리려고 하게 되는 리얼리즘으로의 변모 양상에 주

목하 다. 그는 기존 가치를 비꼬는 풍자와 더 이상 여성을 자애로운 어머니와 

순종적인 아내로 그리지 않은 현실적 묘사를 통해 낭만적 성격에서 벗어나 리

얼리즘 세계로 진입하기 시작한다. II.2장 문명 비판의 단초: 일본 초현실주의에

서 미 모더니즘으로, 미 모더니즘에서 오전의 시론으로의 전환 에서는 리얼

리즘 세계로 진입한 김기림이 동시  텍스트와 어떤 상호작용을 거치고 있는지 

자료를 통해 논증하 다. 김기림은 다양한 외국어 텍스트와 자신의 텍스트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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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텍스트하면서 참조한 텍스트의 층위를 구분했다. 여러 텍스트를 참조했어도 

그 중심에 놓인 것은 미 모더니즘 텍스트로, 특히 엘리엇의 장시 황무지는 

김기림에게 문명비판의 감을 일깨워 주었다. II.3장 역사의 순환론: 기상도
와 황무지 비교 에서는 황무지에서 ‘쇠바퀴’가 은유하는 ‘운명의 수레

바퀴’가 기상도에서 역사의 순환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조명하 다. 순환

하는 쇠바퀴는 억눌려 있었던 식민지 조선의 헤게모니를 창출하게 된다. 이런 

논의는 II.4장 시와 소설 사이의 변주: 기차 모티프를 중심으로 로 이어져, 필자

는 이 장에서 쇠바퀴의 원리로 순환하는 기차가 지닌 매혹과 한계를 설명하

다. 중편소설 철도연선 의 함경선 철길은 해안가를 따라 형성된 것으로, 바다

를 향한 동경과 지를 벗어날 수 없다는 열패감의 양가감정이 나타나 있다.

  II부에서 김기림 텍스트와 외국문학 텍스트 간의 관계를 주로 다루었다면, III

부 예술, 학문, 저널리즘 사이의 상호 관련성 추구 에서는 문학텍스트 뿐만 아

니라 학술비평, 신문기사, 여행기 등이 그의 시 텍스트와 어떤 상호 관계를 지

니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III.1장 식민지 조선 문학의 창출: 김기림과 모더

니즘의 역사적 위치 에서 검토한 것처럼, 김기림이 문학 텍스트를 해체하며 

재구성하는 방식은 학자에 머문 최재서, 예술지상주의자 김환태와 차이를 보인

다. 예를 들면 그는 예이츠의 시 비잔티움으로의 항해 를 인용하여, 선배시인

과 후배시인 간의 세 갈등이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식민지 조선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이런 세  갈등은 문예사조의 시 적 변천과 관련이 깊

다. 김기림이 연애시를 거부하고 문명에 관한 시를 쓰는 이유는 20년  선배시

인의 이상주의 및 센티멘탈 로맨티시즘 경향을 비판적으로 의식했기 때문이다. 

그가 생각하는 ‘시인으로서의 책무’는 단지 연애감정을 아름답게 형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아름다움에서 떼어놓고 현실적으로 묘사하여, 남녀 간에 

벌어지는 일을 있는 그 로 그리는 데 있다. 그의 텍스트에서 여성은 이상적인 

육체의 소유자에서 손님의 손을 이끄는 뒷골목의 창부로 지위가 현격하게 떨어

진다. 이는 여성혐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엘리엇, 스펜더 등 모더니즘 예술

의 반이상주의 사조와 동시 적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III.2장 국제 정세의 

다각적 인식: 일본, 중국, 스페인 혁명을 중심으로 , III.3장 헤브라이즘 일원론

과 헬레니즘 다원주의의 동시 추구: 쥬피타 을 중심으로 , III.4장 기독교

의 문학적 형상화와 동양 인식: 식민지 말기 시를 중심으로 에서는 국제정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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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은 신문기사와 여행기의 내용이 그의 시에 어떻게 상호텍스트 되어 있는지 

여러 사례를 들어 검토하 다. 특히 III.3장에서는 서구문명의 거 조류인 헬레니

즘과 헤브라이즘이 ‘ ’을 통해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지를 규명하 다. 그

는 이상의 모습에서 동서양이 조화롭게 만나는 헬레니즘 정신을 발견했던 것이

다. 

  II부과 III부에서 공시적 관계에 놓인 수평적 상호텍스트성가 부각되었지만, IV

부 민족문학 건설과 시 적 보편성의 확립 에서는 공시적 상호텍스트가 민족

문학을 건설하려는 통시적 상호텍스트와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를 살폈다. 해

방기는 김기림에게 민족문학 건설의 시발점이 되는 시간으로 그는 시론, 시
의 이해, 문학개론, 문장론신강, 과학개론에서 과거의 지식을 정리·조

합·번역하여 민족문학에 걸맞게 그의 텍스트를 확립하려 했다. IV.1장 민족문

학 건설을 위한 텍스트의 확정 에서는 김기림이 일관성이 없고 평론의 형태에

서 벗어난 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글, 일본 신감각파의 흔적이 드러

난 글을 정리하는 모습을 살폈다. IV.2장 번역 태도의 자국화와 번역된 근 : 

시, 문학개론(1947), 과학개론(1950) 번역과 학사논문(1939)이 시의 이해
(1950)로 번역된 양상 에서는 김기림의 번역태도에 집중하여 그가 어떻게 외국

문학 전통의 맥락을 끊고 이를 우리의 상황에 맞게 맥락화하고 있는지를 검토

하 다. IV.3장 교양을 통한 민족문학과 세계문학의 동시 확립: 세계에 외치노

라 (1945)와 새노래(1948)를 중심으로 에서는 19세기 말 매슈 아널드가 교양을 

통해 무질서의 국을 안정시키려 하 던 것처럼, 김기림 역시 문화를 통해 해

방기의 무질서를 극복하려고 한 모습을 설명하 다. 그는 해방된 조선이 배타적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가미된 

서구 교양의 과학적 정신이 필요하다고 믿었던 것이다. IV.4장 배타적 민족주

의의 극복: 김기림의 ‘파시즘’ 비판을 중심으로 에서는 김기림이 해방기 조선

에서 파시즘의 발아를 우려한 점을 검토하 다. 그는 민족의 분열을 꾀하는 세

력이 감정과 결합한 파시즘의 배타주의로 민족의 장래를 호도하고 있는 현실을 

경계하 던 것이다. 

  문학 연구자들이 중심이 된 기존의 비교문학 연구는 세계의 문명을 감수하

는 기상 의 기사가 되려고 한 김기림의 노력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며 

냉소적인 태도를 보 다. 그들은 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김기림의 예술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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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미달태로 간주하여 김기림 텍스트에 식민성을 부과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환기하 다. 하지만 문학적 지식은 김기림 텍스트의 일부에 불과하다. 나아가 

김기림은 문학, 불문학, 독문학을 위시한 서구 문학에 향을 받은 소학생이 

아니라, 세계문학과 공존하는 한국문학을 추구하 다. 특히 김기림이 참조한 텍

스트 가운데 니체 텍스트가 김기림 텍스트에 어떻게 상호텍스트되어 있는지를 

주지할 필요가 있다. 상호텍스트된 기존의 여러 텍스트가 그의 텍스트로 새롭게 

직조되는 과정에서 니체의 조적 가치(Antithetical values)를 통한 초극의 정신이 

발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방 후 학에서 교편을 잡은 김기림은 학 강단이 “사람을 고루진부하게 

만드는 마력을 가진 곳”이 될까 봐 우려했다. 체계 수립에 힘쓴 학 기관의 

경직된 시스템으로 인해 국민문학의 독립성이 한층 강조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

이다. 그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한국 근 문학 연구가 체계를 갖추면 갖출수

록 한국문학은 하나의 국민문학으로서 독자적 가치를 부여받았지만, 세계문학으

로서의 보편적 가치는 그만큼 논의되지 않았다. 국문, 문, 일문 텍스트 사이의 

순환 과정을 추적하고, 이에 의미를 부여하는 비교문학적 방법론을 통해 김기림 

텍스트의 본질을 한층 더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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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Kirim Kim’s Writings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Kim, Han Sung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 literature in the colonial period (1910-1945) can be better 

understood when studied alongside contemporary Japanese and Western 

literatures. In particular, when readers engage with Kirim Kim’s (1908-1950) 

literary works, they will understand them more fully when they have some 

contextual knowledge of Kim’s interest in French avant-garde film, surrealist 

French and Japanese poetry, modernist English fiction and poetry, and 

contemporary Western critics’ discussions of poetry. This dissertation 

examines Kim’s work in chronological order. It begins with his early work, 

written between 1930 and 1936; moves to his mid-period work, written 

between 1936 and 1942, after which time he briefly stopped writing as 

Japanese colonial rule became harsh in the middle of the war against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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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United States; the study goes on to look at his late work, written 

from 1945 to 1950 before he disappeared in the middle of the Korean War. 

In the first section, this paper focuses on how Kim enriched his 

artistic talents while his interests changed from French surrealism via 

Japanese surrealism to English high modernism. His long poem, The Weather 

Map (1936), needs to be investigated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as Kim 

planned and then composed it as a counterpart to T. S. Eliot’s long poem, 

The Waste Land (1922). In 1936, Kim entered Tohoku University in Sendai, 

Japan, as an international student and spent three years researching English 

literature there, submitting a BA thesis in April 1939 entitled, “I. A. 

Richard’s Theory of Poetry.” 

Extensive research at Tohoku transformed Kim’s orientation from 

poet to literary scholar, especially as he came to concentrate on 

contemporary English poetry and high modernism. The poetic sensibility he 

showed in The Weather Map and other early poetic works before entering 

Tohoku faded away and was displaced by more academic and critical 

writing, such as “The Historical Position of Korean Literary Modernism,” 

published in October 1939. Kim devoted himself to reviewing Korean 

literature from his subjective and enlightened eyes, which he developed 

through studying English literature before he stopped writing entirely when 

Japanese colonial rule became so severe that the Korean language was 

eradicated and Korean names replaced with Japanese ones under the slo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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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Like his contemporaries, Kim was overwhelmed with joy and 

excitement on August 15, 1945, when Korea was liberated. He welcomed 

both the Soviet Union and the United States as liberating armies, but soon 

came to support American liberal capitalism. His education in English 

literature and criticism, which wrote against totalitarian regimes, allowed Kim 

to develop a more liberal and reasonable perspective. Despite the national 

political turmoil and the international ideological divisions that followed the 

end of World War II, Kim explored the shared nature between national 

literature and world literature and transplanted cultural pluralism into the 

field of Korean literature.

In terms of cultural pluralism, in What is World Literature? David 

Damrosch suggests the mutual progress between national literature and world 

literature as “to go in two directions at once” (284). Like Damrosch, Kim 

pursued both ways to resist exclusive nationalism and to reinforce a broad 

perspective from which to view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within a 

global history of subordination and domination. 

Kim noticed that the mode of world literature at that time erased 

the traces of Japanese literature for the new Korean literature in the 

post-liberation period between 1945 and 1950, in the same way as Goethe 

moved toward the mode of world literature to overcome the hegemonic 

influence from French culture and literature in early nineteen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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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 Kim erased the names of all the Japanese writers when he edited 

and published his writings in his selections Poetics (Siron, 1947) and 

removed all Japanese texts when he edited a selection of work by the 

deceased Yi Sang, one of his colleagues during the period of the Nine 

Members’ Society in the mid-1930s. Kim contributed to establishing modern 

Korean literature in liberated Korea. Modern Korean literature had been 

shaped to a certain degree by Western and Japanese culture and literature 

during the colonial period, but was able to stand as a field in its own right 

partly thanks to Kim’s efforts.

Key words: Kirim Kim, Comparative Literature, World Literature, 

Intertextuality, English Modernism, T. S. Eliot, The Historical 

Sense, Matthew Arnold, Culture, I. A. Richards, Translation 

Strategy, Fascism

Student Number: 2010-3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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