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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은 서정주의 시로 쓴 자서전『안 잊히는 일들』(1983)과『팔할이 바람』

(1988)에 대한 분석을 목표로 한다. 서정주는 두 시집의 작품들을 창작하기 이전에

이미 산문 자서전과 에세이들을 다수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산문 자서전과 대동소

이한 내용을 시 형태로 새로이 두 차례나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시로 쓴 자서전 집

필은 단순한 일회적 실험이 아니리라 가정할 수 있다. 시인은 자전적 소재와 시 형

태의 결합에 일정한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두 시집이 자서전으로서 사실정보의 정확성을 약속하면서도, 시로서

사실정보의 문학적 각색을 동시에 공표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것을 강조하는 의

미에서 두 시집을 ‘시적 자서전’이라 부르고자 한다. 그리고 자서전으로써 개인적

기억을 정리하는 행위와 시라는 틀로써 기억을 보다 적극적으로 가공하는 행위가

각각 서정주의 일관된 시학과 밀접하게 관련됨을 설명하고자 한다.

『안 잊히는 일들』과『팔할이 바람』의 서문에는 공통적으로, 시인에게 ‘안 잊히

는’ 일들이 시의 소재로 취해졌다는 언급이 있다. 서정주의 어법상 ‘안 잊힌다는 것’

은 어떤 경험이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을 글로

썼을 때 그것이 독자들에게 길이 전승되고 향유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서정주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계승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정신의 차원에서 연장하여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개인사를 정리함으로써 스스로를 독자들의 뇌리에 남을

만한 하나의 인물상으로서 제시하는 작업은 바로 이 지점에서 ‘영원성’과 관련된다.

시적 자서전 텍스트 전반을 통해 형성되는 시인의 속성은 ‘떠돌이’라는 단어로 요

약된다. 시적 자서전의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시인 생애의 인상적인 사건을 다루면

서도 다음 사건으로의 쉽고 간단한 이행을 강조함으로써 ‘떠돌이’로서 시인의 면모

를 부각시킨다. 중요한 것은 끝없이 떠밀리기에 할 수 없이 이어지는 떠돌이의 방

황이, 애초에 거처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주어지는 신의 자유와 동등하게 인식된다

는 점이다. ‘떠돌이’와 신의 공통점은 인간이 영위하는 현생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리고 이러한 ‘떠돌이’들은 한국 역사 곳곳에 있어 왔다. 따라서 ‘떠돌이’

들이 ‘영원성’과 관련되는 지점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는 현생 너머의 범위까

지를 활동 영역에 포함시킨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태도 자체가 통시적으

로 계승된다는 점이다.

서정주는 자서전을 써내려가면서 ‘떠돌이’로서의 자기 속성을 부각시키는 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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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라는 장치를 사용하였다. 그는 ‘시’라는 개념을 여러 층위로 설정하였다. 그것은

첫째로 운문 형식을, 둘째로 시에 취할 소재의 내용 평가 기준을, 셋째로 소재 내용

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켰을 때 형상화되는 최고의 정신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정주

에게 있어 자신의 삶을 ‘시’로 쓴다는 것은, 경험한 내용을 운문 형식으로 쓴다는

뜻이기도 하고, 모든 경험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경험만을 추려 쓴다는 뜻이기도 하

고, 경험들이 파급하는 정서적 자극을 최대로 증폭시킴으로써 경험의 주인공인 시

인 자신이 지고한 정신의 표상으로 화(化)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편『안 잊히는 일들』과『팔할이 바람』사이에는 시 한 편 속에 수용된 소재의

수, 서술의 길이, 화자의 어조 통일 여부, 각주의 유무에 차이점이 있다.『안 잊히는

일들』의 작품들은 대체로 각 시편이 하나의 사건을 다루고, 서술의 길이가 짧고,

시편마다 화자의 어조가 다르며, 각주가 달려 있다. 반면『팔할이 바람』의 작품들

은 한 편이 여러 사건을 다루고, 서술의 길이가 길고, 화자의 어조가 통일돼 있으며

각주가 없다. 이를 종합하면『안 잊히는 일들』은 특히 각 사건의 핵심적인 인상을

강조하고,『팔할이 바람』은 그 인상들을 수합하고 일반화하여 동일한 주인공으로

서 시인의 속성을 형상화하는 데 보다 집중한다.

시적 자서전 집필 작업의 논리적 토대를 구성하는 ‘안 잊힘’, ‘시’ 개념, 세대계승

논리 등은 이 시기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차근차근 형성돼

왔다.『화사집』으로 대표되는 서정주 초기 시에서는 화자를 유혹하면서도 화자로

부터 달아나는 여성 대상이 자주 등장한다. 공통적으로 화자는 여성 대상에게 물리

적으로 가 닿음으로써 하나의 총체(the Whole)가 되기를 꿈꾼다. 그러나 ‘지귀도’

연작에서 이러한 총체성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이후 서정주는 육체의 죽음 너머

에 펼쳐지는 영혼의 세계로 급격하게 이행한다. 어떤 대상에의 도달 자체가 아니라

도달하는 과정 및 운동을 긍정하기 시작하면서, 시 작품에서는 시인의 현상학적 지

향이 서사의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서정주는 이야기의 소재를 고안된 자연물에서 실재했던 인물들의 일

화로 바꾸어, 소재의 실재성을 보강함으로써 ‘영원성’의 현실성 결여 문제에 대응한

다. 따라서 그의 시에서 역사적 이야기의 형상화는 ‘영원성’ 성취를 위한 시인의 기

획 의도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리쾨르에 따르면 역사적 이야기는 실재성 때문에

허구적 이야기와 현저하게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둘은 서로에게 필요한

요소를 제공하면서 공통적으로 글쓴이의 의도를 형상화한다.

나아가 자기 생애와 존재를 시세계의 논리 작동을 입증하는 데 사용하여 시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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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에 가장 의심하기 어려운 실재성을 기했다는 점에서, 시적 자서전 작업은 ‘영원

성’의 시학 전개에 단순히 속할 뿐만 아니라 그 정점에 해당한다. 현존하는 자기 존

재의 분명함은 아이디어의 현실성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디어의 내용들은 아직 의

미가 부여되지 않은 날것의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 시이면서도 자서전인 양식의 창

안은 시인의 이상(理想)과 시인의 현실을 완미하게 일치시키겠다는 의욕에 기인한

것이며, 그것이 곧 시인이 줄기차게 추구하던 ‘영원성’의 성취인 것이다. 이러한 작

업은 일견 개연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시와 자서전의 각 규약이 일

으키는 충돌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개연성이 주어지는 바로 그 지점에 모순 또

한 존재한다.

* 핵심어 : 시적 자서전, 기억, 자기, ‘떠돌이’ 의식, 세대계승, 지향, 시간, 영원성

* 학 번 : 2010-2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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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사 검토 및 문제 제기

서정주(徐廷住, 1915～2000)는 60년이 넘게 창작활동을 펼치는 동안 1000편 이상

의 시 작품을 남긴 다작의 문인이다. 그의 단행본 시집은 전집을 제외하고 15권에

달하며, 그의 시세계에 관한 연구물은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이 각 200여 편으로

도합 400편을 웃돈다. 이는 크게 시세계의 변모과정에 대한 연구1), 작품의 미적·구

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2), ‘영원성·영원주의·신라정신’ 등으로 불리는 주제의식의 본

질 및 의의에 관한 연구3)로 나눌 수 있으며, 연구 대상의 양적․질적 풍부함만큼이

1) 조연현,「원죄와 형벌」,《문학과 사상》, 세계문화사, 1949. 12; 천이두,「지옥과 열반: 서정주

론」,《시문학》, 현대문학사, 1972; 김화영,『미당 서정주의 시에 대하여』, 민음사, 1984; 김우

창,「한국시의 형이상: 하나의 관점 -최남선에서 서정주까지」, 《세대》, 세대사, 1986. 6; 육

근웅,「서정주 시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1990; 김수이,「서정주 시의 변천과정 연구: 욕망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경희대 박사논문, 1997; 허윤회,「서정주 시 연구: 후기 시를 중심으

로」,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0; 박순희,「미당 서정주 시 연구」, 성신여대 박사논문, 2005; 이

수정,「서정주 시에 있어서 영원성 추구의 시학」, 서울대 박사논문, 2006 등.

2) 이 범주는 다시 이미지 연구, 공간성 연구, 설화 수용 연구, 언어 사용에 관한 연구 등으로 분

류할 수 있다. 이미지 연구에는 김재홍,「하늘과 땅의 변증법」,《월간문학》, 한국문인협회,

1971. 5; 하재봉,「서정주 시에 나타난 물질적 상상력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1981; 유혜숙,

「서정주 시 연구: 자기실현 과정을 중심으로」, 서강대 박사논문, 1995. 등이 있다. 공간성 연

구에는 원형갑,「서정주의 신화」,《현대문학》, 현대문학사, 1965. 7; 김화영,「한국인의 미의

식 -서정주 시의 공간」,《예술세계》, 한국예총, 1991. 11; 유지현,「서정주 시의 공간 상상

력」, 고려대 박사논문, 1999 등이 있다. 설화 수용 연구에는 황동규,「탈의 완성과 해체」,

《현대문학》, 현대문학사, 1981. 9; 오세영,「설화의 시적 변용」, 조연현 외,『미당 연구』, 민

음사, 1994; 임곤택,「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전통의 미학적 수용 양상 연구: 1950∼60년대 서정

주, 조지훈, 김춘수를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논문, 2011 등이 있다. 언어 사용에 관한 연구에

는 유종호,「소리 지향과 산문 지향」,《작가세계》, 세계사, 1994. 봄; 이남호,「겨레의 말, 겨

레의 마음」, 조연현 외,『미당 연구』, 민음사, 1994; 신범순,「서정주에 있어서 ‘침묵’과 ‘풍류’

의 시학」,『한국현대시의 퇴폐와 작은 주체』, 신구문화사, 1998 등이 있다.

3) 특히 ‘영원성’ 및 ‘신라정신’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선행 연구는 반근대적 성격을 부각시키는

견해와 역사담론으로서의 미비를 지적하는 견해로 나뉘는 경향이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연구

로는 최원규,「서정주 연구 -꽃의 의미를 중심으로」,《국어국문학》49·50, 국어국문학회,

1970; 신범순,「질기고 부드럽게 걸러진 ‘영원’ -미당 서정주의『떠돌이의 시』」,《현대시》,

한국문연, 1994. 1-3; 오세영,「서정주 시의 영원과 현실」,《한국문학연구》17, 동국대학교 한

국문학연구소, 1995; 황현산,「서정주, 농경사회의 모더니즘」,《한국문학연구》17,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95; 신범순,「반근대주의적 혼의 시학에 대한 고찰: 서정주를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4, 한국시학회, 2001 등이 있으며, 후자에 해당하는 연구로는 김윤식,「역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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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양한 관점에서의 의미 있는 성과들을 축적해 두고 있다.

그런데 서정주는 시 작품뿐만 아니라 자서전, 에세이 등 자전적 글쓰기에 있어서

도 왕성한 의욕을 보였다. 한 번 집필한 자서전을 오랜 세월에 걸쳐 다른 제목으로

거듭 출판했을 뿐만 아니라4) 시 작품 속에서도 자전적 모티프로 의심되는 소재들

을 자주 등장시켰다. 특히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안 잊히는 일들』(현대문학,

1983)과 『팔할이 바람』(혜원출판사, 1988)이라는 두 권의 시집을 ‘시로 쓴 자서전’

으로서 내놓았다. 두 시집의 작품들은 모두 유년기에서 출판 당시의 근자에 이르기

까지 시인의 기억에 남는 일련의 사건들을 제재로 삼는다.『안 잊히는 일들』의 수

록작들은《현대문학》에,『팔할이 바람』의 수록작들은《일간스포츠》에 각 시집과

동일한 제목의 연작 형태로 수개월 간 연재되었다. 단행본 시집의 목차는 모두 연

재 순서와 동일하게, 소재가 된 사건들의 시간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두

시집이 전후관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두 시집은 각각 시인의 삶 전체를 범위

로 하여 주요한 사건을 차례로 다루되 그 형상화 방식에서 서로 차이를 보인다. 그

래서 하나의 사건이 두 시집에서 모두 소재로 사용된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다만 『안 잊히는 일들』이 비교적 길이가 짧은 90여 편의 시를 수록한 데 비해

『팔할이 바람』은 비교적 길이가 긴 50여 편의 시를 수록하고 있어, 『안 잊히는

일들』에 보다 많은 수의 모티프가 수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시집은 동일인의 일생을 재차 훑어낸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더구나 서정주

는 두 시집의 작품들을 연재하기 전에도 이미 산문으로 된 자서전이나 에세이를 다

수 출간하여 자신의 행보에 관해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가진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나 더 자신의 생애 전체를 새로이 형상화한 것이다. 경우에 따라

서는 동일한 모티프가 산문 자서전,『안 잊히는 일들』,『팔할이 바람』, 그 외 다

예술화」,《현대문학》, 현대문학사, 1963. 10; 이성부,「서정주의 시세계:「서정주전집」을 읽

고」,《창작과비평》, 창작과비평사, 1972; 김화영, 앞의 책, 1984; 최두석,「서정주론」,《선청

어문》20,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992; 남기혁,「1950년대 시의 전통지향성 연구」, 서울대 박

사논문, 1998 등이 있다.

4) 서정주는 신문과 잡지에 각각 연재했던「내 마음의 편력」과「천지유정」을 묶어『서정주문학

전집3 -자전』(일지사, 1972)를 출간하였다. 이후「내 마음의 편력」은 『도깨비 난 마을 이야

기』(백만사, 1977)와 『미당자서전1』(민음사, 1994)로,「천지유정」은『나의 문학적 자서전』

(민음사, 1975),『천지유정』(동원각, 1977),『미당자서전2』(민음사, 1994)로 바뀐 제목을 달고

미미한 수정만이 가해진 채 거듭 출판되었다. 한편 이 외에도 에세이집『나의 문학 나의 인

생』(세종출판사, 1977),『육자배기 가락에 타는 진달래』(예전사, 1985), 『시인과 국화』(갑인

출판사, 1987) 등은 위의 두 자서전과 동일한 내용을 일부 담고 있고, 새롭게 추가된 내용 또

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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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시집의 작품에까지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들은 서정

주의 ‘시로 된 자서전’ 쓰기 작업이 단순한 일회적 실험이나 별 뜻 없는 신변잡기의

나열이 아닐 것이라고 짐작케 한다. 필시 시인은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시’로써 자

신의 삶을 형상화했을 때 거두게 되는 효과, 그리고 시에서 다른 것이 아닌 ‘자신의

삶’을 형상화했을 때 거두게 되는 효과를 모두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구 가운데에는『안 잊히는 일들』과『팔할이 바람』의 집필 기획

및 그 성과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두 시집을 주요 대상으

로 삼은 연구는 매우 드물며, 시세계 전개를 살피는 연구들 또한 이들을 연구 대상

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혹 두 시집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의

직접적인 전달에 목적이 있다는 단순한 판단 하에 개략적으로 해제하거나,5) 세속화

되고 긴장감이 사라졌다는6) 혹은『질마재 神話』(一志社, 1975)에서 완성된 세계를

반복하고 있다는7) 평가를 내리는 데 그친다.

선행연구의 언급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는 이유는 두 시집의

사적(私的) 편향과 시적 형상화의 미진함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서전이라는 양식

은 두 시집의 작품들로 하여금 고유명사의 전면적인 노출과 산문의 행갈이 형태에

가까우리만치 구체적인 진술을 수반토록 했으며, 이러한 특성이 미학적 평가 절하

와 연구 축적의 부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시인 개인의 정체성이나 자아실현 또는

후기 시를 다루는 연구들에서조차 위 작품들이 충분히 조명되지 못하는 실정은 마

찬가지이다. 논의 대상은 대부분「자화상」이나 기타 앞선 시기의 작품들까지에 한

정돼 있으며8) ‘시로 쓴 자서전’을 언급하는 경우에도 모티프로 사용된 각 에피소드

의 주제 중 몇 가지를 살펴보는 데 그치어, 이전 시세계와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드

러내지 않는다.9)

‘시로 쓴 자서전’의 분석은 각 에피소드의 다양한 주제를 산발적으로 도출하는 것

이 아니라, 작업 전체를 묶어낼 수 있는 범주의 본질을 밝히고, 서정주 시세계 전체

에 있어 그것의 위치와 의의를 짚어낼 때에야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다. 이

러한 맥락에서 두 시집에 관한 고무적인 견해로는 이수정과 최현식의 연구를 들 수

5) 김학동 외,『서정주 연구』, 새문사, 2005.

6) 오세영,「서정주 시의 영원과 현실」,《한국문학연구》17,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1995. 3.

7) 유혜숙, 앞의 논문, 1995; 김수이, 앞의 논문, 1997; 엄경희, 앞의 논문, 1999.

8) 김진국,「서정주 시의 시적 자아의 존재론」,《한국문학이론과 비평》2,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학회, 1998.; 육근웅,「서정주 시의 정체성」,《한민족문화연구》9, 한민족문화학회, 2001; 조은

정,「『삼국유사』의 시적 수용과 ‘미당 유사’의 창조」, 연세대 석사논문, 2006. 등

9) 허윤회, 앞의 논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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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수정은 먼저 기존의 서정주 시 연구들이 창작시기의 일부만을 다루거나 시기별

특징을 나열하기만 하여 시 전체를 정연하게 꿰뚫을 논리가 마련되지 못했음을 문

제시한다.10) 그리고 낭만적 유기체론과 과정적 유기체론에 입각하여, 서정주 시 전

체를 대상으로 시학의 핵심 단어인 ‘영원성’의 개념과 그 형상화 방법의 변화과정

및 연결고리를 밝힌다. 이 연구에서는 창작시기 전체의 포괄이 강조된 만큼 ‘시로

쓴 자서전’에 대한 분석 또한 상당히 세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에 따르면 ‘시로

쓴 자서전’ 작업은 시인이 자기 삶 속에서 신라정신을 발견하고 자기 이야기를 후

대에 전함으로써 신라정신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다.『안 잊히는 일들』에서 시인

은 ‘영원성’ 추구의 과정에서 겪은 달고 쓴 맛을 모두 자기 과거의 일부이자 단군시

대 이래 이어져 내려온 때닦음의 일환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생애 자체를 긍정한다.

또한『팔할이 바람』은 대중적 일간지와 구전 형식의 파급력을 빌려, 시인의 이야

기가 후대에 전승되고 세대 합작에 의한 총체성이 현실화되기를 기도한 작업이다.

이러한 견해는 두 시집이 세대계승 논리와 밀접하게 관련됨을 명쾌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지만 자서전이라는 양식을 읽어내는 데 필수적인 개인의 정

체성 형성 문제를 간과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안 잊히는 일들』과 『팔할이 바람』의 작품들이 시일뿐만 아니라 자서전이기

도 하다면, 이들의 가치 또한 시적 형상화뿐만 아니라 자기 과거를 그릴 때 작동하

는 욕망의 측면에서도 탐색되어야 한다. 오늘날 자서전 이론은 과거의 완벽한 복원

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서전을 넓은 의미의 허구성을 지닌 문학의 한 범주로 취

급한다. 그래서 내용의 사실성 자체보다는 서술 과정에서의 기억 왜곡에 내재된 작

가의 욕망으로부터 그 가치를 발견한다.11) 그러나 설령 자서전이 문학과 명확하게

구분되기 힘들다 할지라도, 자서전의 가치는 어떤 관점에서든 대상지시성과 지시불

가능성의 긴장 관계로부터 파생된다. 따라서 기억 왜곡과 작가의 욕망을 추적한 결

과 또한, 궁극적으로는 대상지시성의 혐의를 본질로 하는 자전적 글쓰기만의 독자

적인 가치일 것이다.12)

10) 이수정, 앞의 논문, 2006.

11) Georges Gusdorf, “Conditions and Limits of Autobiography”, Autobiography: Essays
Theoretical and Critical, edited by James Olney,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0.

12) 자논은 자서전이 “사실도 거짓도 아닌, 경험된 것”이라는 ‘현실’의 차원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

장하여, 자서전과 허구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경향 가운데 대상지시성이 지니는 의미를 강조하

였다. (Damien Zanone, L'Autobiographie, Ellipses, 1996, p.27. 유호식,「자기에 대한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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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식(2011)은 르죈(P. Lejeune)이 제시한 ‘정확성’과 ‘성실성’을 척도로, 자서전

으로서 『안 잊히는 일들』과 『팔할이 바람』 두 시집이 지니는 진정성을 문제 삼

는다.13) 미당의 이야기꾼 화자는 영원성을 절대가치로 설정함으로써 그 배경과 의

미가 각기 다른 경험들을 영원성 실현의 부속물로 단일화·단순화한다. 이때 영원성

은 구체적인 사실의 망각이나 조작을 불러일으켜 시인 자신을 ‘순수 과거’라는 무중

력의 공간에 띄워버리는데, 이것은 특히 성(性)과 친일 관련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

이 논의는 자서전 이론을 토대로, 두 시집으로부터 스스로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

한 시인의 영원성 실현 의도를 읽어냈다는 점에서 본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러나 시세계 흐름의 맥락 설명을 생략한 채 두 시집에서의 영원성 성취 시도를 사

실의 윤색이라는 단선적인 경로로 파악하는 데 그친다. 자서전에 있어 이야기꾼 화

자에 의한 과거의 굴절은 기억의 언어화에 따른 필연적인 현상이며 그 의도성을 판

별할 척도가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시로 쓴 자서전’의 한계를 과거의

굴절 자체로부터만 찾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두 권의 ‘시로 쓴 자서전’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정확한 분석에 목적을

둔다. 선행 연구가 축적한 성과에 힘입어 ‘시로 쓴 자서전’ 작업을 ‘영원성’ 현실화

(actualize) 과정의 일환으로 가정하되, 여타 서정주의 창작활동과 구별되는 ‘시로

쓴 자서전’ 작업만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원성’ 성

취에 있어 시인의 개인적 기억 일별과 정체성 형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

고, 그럼으로써 ‘시로 쓴 자서전’이 ‘영원성’의 시학의 정점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보

다 정확하게 뒷받침할 것이다.

서정주가 창작활동 전반에 걸쳐 구축한 시세계가 ‘영원성’이라는 단어로 압축된다

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왜냐하면 시인 스스로가 시

작품에서나 시 이외의 글들에서나 해당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일이 매우 잦

았고, 직접적인 언급이 아니더라도 그 의미에 부합하는 창작을 기획한 흔적이 작품

에 역력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특히 ‘영원성’이라는 단어의 의미영역을 시간 개념

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서정주가 그것을 내세움에 있어 선

대와 후대의 계승 현상 및 불교의 윤회설 등을 끌어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

서, 선행연구 가운데에는 특히 서정주의 시간의식으로부터 시학의 흐름을 풀어내려

연구(2): 자서전과 성실성」,《불어불문학연구》86, 한국불어불문학회, 2011, p.208.에서 재인

용.) 사실을 쓴 글과 각색된 글의 구분에 대해서는 1장 2절 및 3장 2절에서 다시 언급한다.

13) 최현식,「시적 자서전과 서정주 시 교육의 문제 -『안 잊히는 일들』과『팔할이 바람』의 경

우」,《국어교육연구》48, 국어교육학회, 2011. 2.



- 6 -

는 시도가 자주 있었다. 이들은 대략 텍스트 내재적 분석을 기초로 시간의식의 내

용 및 변모 양상을 밝히는 연구와, 그것의 시대사적 의의를 도출하고 부각시키는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시학의 전체적인 흐름과 ‘시로 쓴 자서전’의 상관관계를 확인

하기 위한 전초작업으로 이 연구들을 간단히 검토하기로 한다.

시간의식의 내재적 분석에 해당하는 연구로는 변해숙14), 엄경희15), 손진은16) 등

의 작업을 꼽을 수 있다. 변해숙은 서정주 시에서 시간의식의 양상이 몇 가지 주요

한 이미지들을 상관물로 하여 구체화된다고 주장한다. 서정주가 시간의 단절감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은 시간 자체를 감각화·사물화하여 자연의 순환적 질서에 부착

시킨 후 그것을 자기 의지대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순간과 영원’,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 ‘속임수와 달관’ 등 이항대립적인 요소들이 상호 통합되는,

자아와 대상의 동일화의 순간을 의미한다. 또한 서정주 시의 화자가 자신을 분열되

지 않은 하나의 연속체로 파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엄경희는 서정주 시에 나타난 상상력의 변모를 밝히기 위해 시적 자아, 공간, 시

간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花蛇集』(南蠻書庫, 1941)에서『질마재 신화』

까지 각 요소들이 변모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시간에 관한 견해만을 추리자면, 해방

이전까지는 ‘정지, 멈춤, 고임’ 등 고착된 시간이 나타나고, 해방 이후에는 정체된

시간을 파괴하는 입사의 과정이 나타나며, 한국전쟁 직후 그것은 영원주의라는 새

로운 시간질서로 구조화된다.『질마재 신화』부터 이 ‘영원성’은 더 이상 관념적 지

향이 아니라, ‘지속’이라는 범속화된 ‘영원’으로 실제화된다.

손진은은 베르자예프(N. Berdjajev)가 제시한 우주적 시간, 역사적 시간, 실존적

시간이라는 세 가지 범주를 각각 순환적 시간, 선형적 시간, 수직적 시간이라는 용

어로 대체하여 서정주가 드러낸 시간의식의 양상과 의의를 해명한다. 그에 따르면

서정주는『화사집』에서 불가역적 파괴의 흐름인 선형적·근대적 시간에 대해 거부

의식을 드러낸다. 이에 대한 응전은 이후『歸蜀道』(宣文社, 1948)부터『떠돌이의

詩』(민음사, 1976)에 걸쳐 시간의 질적인 다양성을 보여줌으로써 구현된다. 이는

크게 전통세계나 자연의 질서를 통한 지속성과 반복성, 그 지속과 반복이 보장하는

통시적 동일성, 그리고 개인의 체험을 심미화하면서 나타나는 ‘서정적 시간’으로 정

리된다. 이 논의는 이러한 시간의식이 미당 시의 반근대성을 형성하는 중심축이 됨

을 면밀한 작품 검토와 분류로써 설명한다. 그러나 시 의식의 변모를 하나의 흐름

14) 변해숙,「서정주 시의 시간성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87.

15) 엄경희,「서정주 시의 자아와 공간·시간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1999.

16) 손진은,『서정주 시의 시간과 미학』, 새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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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통합하겠다는 전언과 달리 전체 시세계를 연구대상으로 삼지 않으며, 특히 개

인의 체험을 그린 작품들에 대해서는 ‘서정적 시간’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마련하여

기본 분석틀의 포괄적 기능성을 의심케 한다.

서정주의 시간의식의 반근대적 성격으로부터 의의를 도출하는 연구로는 이광

호17), 임재서18), 송기한19), 최현식20)의 연구가 있다. 이광호는 서정주의 ‘영원성’이

지니는 내용과 의의를 설명한다. 서정주가 말하는 ‘영원성’은 시의 창작원리이자 시

인의 세계관을 포괄하는 다의적 단어로, 시에서 복합적이고 구상적인 심상으로 표

현된다. 이를 통해 추상의 범주 속에 있는 과학적 공리적 시간개념은 지각의 영역

에 속하는 주관적 경험적 시간개념으로 변용된다. 설화를 끌어들인 시들의 목적 또

한 과거적 삶의 재현이 아니라 초시간적 투시를 통한 동일성과 영속성의 회복에 있

다. 그 시들은, 비록 현세에 대한 관조적 시선이 시세계를 일원적 감정주의로 후퇴

케 하는 면에 있으나, 전통설화를 통해 민족적 원형을 재구성하고 역사적 시간을

초월하려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반근대적 지향을 보이면서도 한국문학의 근대적

자기정체성을 이룩하는 역설적 의미를 가진다. 이 연구는 서정주 시의 여러 소재들

이 ‘영원성’을 구체적으로 표상하기 위해 선별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시간개념

의 전환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 특기할 만하다.

임재서는 서정주 초기 시의 비극적 세계관의 성격을 설명하고, 다음 시기에 비극

적 세계관이 해소되고 영원주의로 나아가는 계기 또한 이미 그 속성에 내재해 있었

음을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서정주 초기 시에 나타나는 환각과 도취는 허무에서

단숨에 벗어나려는 시도 중의 하나이다. 시간성의 차원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현재

순간에의 몰입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의 직선적·계기적 흐름을 거부하고 순수한

우연성을 강조한다는 데서 이러한 ‘순간’의 탈근대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송기한은 우선 시간에 관한 사유들을 세심하게 정리하여 고대의 순환적 시간과

근대의 직선적 시간, 그리고 근대의 순환적 시간을 구분한다. 근대의 주기적 순환적

시간이 고대의 그것과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는 지점은 근대의 직선적 시간이 야기

하는 단절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마라는 점에 있다. 이를 토대로 송기한은 서정주

17) 이광호,「영원의 시간, 봉인된 시간 —서정주 중기시의 <영원성> 문제」,《작가세계》1994.

봄.

18) 임재서,「서정주 시에 나타난 세계 인식에 관한 연구 —비극적 세계관과 시간성의 관련 양상

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1996.

19) 송기한,『한국 전후시와 시간의식』, 태학사, 1996.

20) 최현식,「서정주와 영원성의 시학」, 연세대 박사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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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부터 이 세 번째 유형의 시간, 즉 전후 분열된 현실에 대한 새로운 질서의식으

로서의 순환적 시간을 발견한다. 초기 시에 드러난 육체의 정열이 잦아든 후 전후

시에서 윤회설을 바탕에 둔 설화적 세계가 펼쳐지는 시세계의 흐름이, 전쟁이 드러

낸 근대의 위기와 파편화된 의식을 초극하려는 시도와 상응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서정주는 전통주의자와 일부 모더니스트들의 시간의식에도 영향을 미친바,

그 반근대적 성격에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

최현식(2003)은 서정주의 시간의식의 변화와 지속을 아우르는 체계적 준거점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고대의 순환적 시간, 근대의 진보적·계량적 시간, 그리고 근

대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과 ‘순간’의 시간 개념이라는 세 가지 시간의식을

분석틀로 마련한다. 서정주의 초기 시에서는 타자의 획득을 통해 ‘자기고양’이 이루

어지는 현재적 ‘순간’만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순간’에 물리적 실체가 없다는 아이

러니를 깨친 서정주는 급속하게 고대적 시간관의 무한성과 순환성으로 옮겨가게 된

다. 해방 이후에는 ‘영원성’의 고유한 내적 논리를 확보하는 작업에, 한국전쟁을 거

치면서는 ‘영원성’의 기원과 역사적 진실성을 마련하는 작업에 집중한다. 이후 ‘영원

성’ 논리는 역사적 현재와 삶까지 예술화하면서『질마재 신화』와 같은 심미적 삶

의 형상화에 이른다. 이 같은 시간의식의 변모과정은 시인 자신과 당대 현실의 모

순과 부조리를 극복하려는 의지의 산물이자, 시의 영원과 존재의 영원을 동시에 목

표로 하는 복합적 사업의 운영이다. 이 연구는 서정주의 시간의식에 내재하는 개인

적 결핍의 해소 욕망과 역사적 담론으로서의 비전을 골고루 살피고, 일상적 삶의

시적 수용을 ‘영원성’의 현실화 과정으로 풀어낸 점이 눈에 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서정주의 시간의식에 관한 논의들은 대체로 시간을 순환적 시간

과 직선적 시간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서정주가 ‘영원성’이라는 키워드 및 전통적인

소재를 즐겨 사용했다는 점에 근거하여 그의 시에 나타난 순환적 시간을 근대의 직

선적 시간과 대립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때 시간에 관한 다양한 현상학 이론들은

시간의식의 변모과정과 특성을 밝히고, 서정주가 그러한 시간관을 통해 근대정신의

폐해로 점철된 현실에 맞대응했다는 의의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토대가 된다. 범

박하게 말해 순환적 시간이란 자연의 주기적 순환으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반복을

통해 영원한 흐름의 원리를 구축한다. 이것이 근대 이후에도 서정주의 시 등에 다

시 등장함으로써, 진보를 향해 단선적이고 무자비하게 움직이는 직선적 시간의 공

포로부터 인간을 구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첫째, 대상 작품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특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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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의 후기 시까지 관통하는 시각을 보여주지 못한다. 많은 선행연구들은『질마재

신화』를 서정주 시세계의 정점으로 보고 이후 작품들의 흐름에 대한 분석을 소홀

히 한다. 둘째, 서정주가 역사적·일상적 소재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그의 시와 직선적 시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는다. 순환적 시간과

직선적 시간의 공통분모보다는 양자의 대립 구도를 보다 강조함으로써, 가령 시로

쓴 자서전과 같이 초월적 성격을 얼른 감지하기 힘든 작품들을 일관된 논리 하에

포괄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안 잊히는 일들』과『팔할이 바람』은 시간의식을 통한 시세계

전반의 해명에 있어서도 중요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

된다. 먼저 시인이 개인적인 기억을 연대기 순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점 자체만으로

도 ‘시로 쓴 자서전’은 시간 논의로부터 빠질 수 없다. 기억은 인간이 시간을 파악

하도록 하는 주요 기제인 동시에 개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

히 서정주의 ‘시로 쓴 자서전’은 ‘신라’ 및 ‘질마재’ 시편들에 비해 순환적 시간구조

나 주관적 시간의식을 상대적으로 덜 드러내고 시인이 겪은 일을 고스란히 서술하

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선행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은 시간 유형과 창작 시기

에 대해 논의하기에 적절한 대상이다. 둘째로, 서정주 시의 시간 연구가 궁극적으로

시학의 흐름 규명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때, 시인이 말년에 이르러 자기 생애 전체

를 시의 소재로 삼는 현상은 더할 나위 없이 의미심장하다. 왜냐하면 시세계의 핵

심 키워드인 ‘영원성’은 시인의 일생에 걸쳐 꾸준히 천착되었으되 그 창작적 구현

방법상으로는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되어, 서정주의 창작적 행보 자체가 곧 ‘자아의

서사’21)라 칭해지기를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질마재 신화』에서 관찰

할 수 있는 일상적 삶의 심미화가 시세계로의 ‘실존적 기투’라 할 수 있다면,22) ‘영

원성’은 그 자체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삶에 대한 시인의 인식에 작용

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이 점은 반복컨대 우리로 하여금 ‘시로 쓴 자서전’을 겪

은 일의 단순한 나열로 읽어 넘길 수 없게 한다.

본고가 목표하는 대로 ‘시적 자서전’이 지니는 양식상․시학상의 의의를 밝히기

21) 미당의 시적 행보는 주제의 연속성과 주제달성 방법의 지속적 갱신이라는 ‘지속과 변화의 문

법’을 통해 ‘영원성’에 의미심장한 보충을 해 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최현식은 이 점에 착

안하여 기든스(A. Giddens)의 용어를 빌어 미당의 창작활동 전체를 ‘자아의 서사’라 칭하고,

그 정점에 있는 작업이 바로『안 잊히는 일들』과『팔할이 바람』이라고 탁월하게 지적하였

다(최현식,「서정주와 영원성의 시학」, pp.17～18., pp.103～104.).

22) 강경화,「미당의 시정신과 근대문학 해명의 한 단서」,《반교어문연구》7, 반교어문연구회,

1996, p.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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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왜 자서전인가’와 ‘왜 시로 쓴 자서전인가’라는 두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전자에 답하기 위해 본고는 글쓰기를 통해 기억을 정리하면서 자기에 대한

상(像)을 정립한다는 것이 어떻게 ‘영원성’과 관련되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후자에

답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모티프를 다룬 산문 자서전과 시로 쓴 자서전의 글들을 서

로 비교하여 산문에 비해 ‘시’라는 양식이 기억 형상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

찰한다. 아울러 서정주가 독자적으로 부여한 ‘시적인 것’의 의미를 추적하고, 그것과

자서전이라는 장르 표방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본다.

이러한 논의는 선행 연구에서 조명 받지 못했던 미당의 자전적 텍스트의 특징을

뚜렷하게 밝히어 시기별 시세계 분석의 균형을 잡는 데 일조할 것이다. 또한 ‘영원

성’이라는 주제의식의 후기 흐름을 유지나 퇴조가 아닌 심화로서 보다 정확하고 설

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이건대 서정주의 ‘시로 쓴 자서전’은 자서전

임과 시적 변형이 자행됨을 동시에 표방하는 독특한 사례로서 자서전 이론에 있어

서도 문제적이다. 사실과 허구의 관계나 자서전과 자전적 소설의 구분 문제는 자서

전 이론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는데, 이러한 가운데 시 형식 자체나 시적 각

색을 표방하는 저자의 규약이 어떤 위치에 놓이는가를 더불어 생각해볼 수 있을 것

이다.

1.2. 연구의 시각

서정주 외에 시 작품 속에 자신의 삶을 형상화한 시인들을 찾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국 현대시사에서는 유년기의 기억을 형상화한 김춘수와 백석, 고백

체 시를 창작한 김수영, 언어유희와 거울 이미지를 통해 분열된 자아를 표현한 이

상, 그 외 ‘자화상’이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발표한 윤동주, 윤곤강, 노천명 등을 꼽

을 수 있다. 서정주의 작업이 이들로부터 구분되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

다. 하나는 해당 작품들이 자서전임을 시인 스스로 분명하게 밝힌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연작시의 형태로 삶의 주요한 사건들을 차근차근 열거했다는 것이다.

어째서 서정주의 작업이 유독 분명하게 자서전임을 밝혔다고 할 수 있는지를 설

명하는 데에는 르죈의 ‘자서전의 규약’ 개념을 참조할 수 있다. 르죈은 자서전의 본

질을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 저자와 서술자와 주인공의 동일성이라고 하였

다. 저자와 서술자와 주인공의 동일성을 보장하는 것은 오로지 저자만을 지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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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명사, 즉 저자의 이름을 언술 행위의 층위에서 텍스트 내부에 분명하게 제시하

는 일이다. 자서전은 이러한 동일성의 표지가 보증하는 믿음에 근거하여 성립되는

양식이며, 동일성은 없으되 유사성만이 두드러지는 텍스트는 ‘자전적 소설’의 범주

에 포함된다.23) 후속 연구자들은 이 논의가 지나치게 교조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다

양한 반례로써 자서전과 자전적 소설의 경계를 지워나갔다.24) 그 결과 자서전과 자

전적 문학을 아우르는 범주이자, ‘열린 상태의 진실’이 담긴 텍스트들 간의 간극을

의미하는 ‘자서전의 공간(espace autobiographique)’ 또는 ‘자전적 글쓰기’ 개념이 제

출되었다. 이후 저자에 의한 동일성 선언은 텍스트를 분류하는 데 있어 하나의 참

고사항이 될 뿐 절대적 기준이 되지는 못하는 무력한 의장처럼 평가받고 있다. 그

러나 동일성 선언은 사실과 허구의 경계가 지워지는 가운데 유일하게 부정할 수 없

는 지표라는 점에서 오히려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자서전의 규약은 초기 르죈

의 주장처럼 그 자체로서 사실성의 진실을 담보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허구 배제의

노력을 전제하고서 텍스트를 읽도록 독자를 유도하는 저자의 기획만큼은 분명하게

보여준다.25)

그러므로 서정주의 자전적 공간을 탐색하고 시로 된 자서전의 전략을 설명하는

데 앞서, 유사한 자전적 텍스트들을 규약에 따라 구분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안

잊히는 일들』과『팔할이 바람』은 서문에 자신의 삶을 그렸다는 저자의 공표를 싣

고 있고 실제 작품의 문면에도 저자의 실명과 개인정보를 고스란히 노출시킨다는

점에서 자서전의 규약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정주의 작업은 유사성

이 감지될 뿐 동일성을 보장하지는 않는 고백시, ‘자화상’류의 시, 유년기 체험을 그

린 시 등과 구분된다. 엄밀히 말해 전자는 시로 쓴 ‘자서전’, 후자는 ‘자전적 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서정주는 해당 시집에서, 작업을 “詩로 하자니” “詩맛이 달아날 것만 같

아”26) 기억하는 내용에 각색을 더하였다고 진술한다. 이 진술은 저자가 이미 자서

23) Philippe Lejeune, 윤진 역,『자서전의 규약』, 문학과지성사, 1998.

24) 유호식,「자서전의 논리와 문학적 의미 -루소에서 페렉까지」,《현대비평과 이론》16, 한신문

화사, 1998.

이가야,「자서전 이론에 대한 몇 가지 고찰 -필립 르죈의 이론과 그 반향을 중심으로」,《프

랑스문화예술연구》23, 프랑스문화예술학회, 2008.

25) Paul John Eakin, Touching the World, Princeton University Press:Princeton, New Jersey,
1992, p.27.

26)『안 잊히는 일들』에 첫 순서로 수록된 작품「마당」에는 작품 본문의 말미에 다음과 같은

주석이 달려 있다. “이 詩 속의 <아버지가 해다 말리는 山엣나무 향내음>에는 내 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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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규약을 제시한 상태에서 각색의 가미를 동시에 공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각색이 ‘시맛을 살리기 위해’ 이루어졌다 함은 시라는 형식 자체에 근본

적으로 각색을 요청하는 속성이 내재한다고 보는 시인의 인식을 드러낸다. 실제로

일반 시론에서도 시가 단순히 산문과 대별되는 운문 형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의 자아화 원리를 본질로 하는 주관성의 양식으로 정의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27) 시 형식이 각색을 야기한다는 미당의 진술은 일견 타당성이 있다.

이에 본고는 서정주의 『안 잊히는 일들』,『팔할이 바람』 두 시집을 가리켜 시

가 야기하는 각색과 자서전의 규약을 동시에 표방한다는 의미에서 ‘시적 자서전’28)

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자전적 시, 또는 정보의 의도적인 수정을 표방하지 않는 운

문 형식의 자서전이라는 두 개념만으로는 서정주의 작업의 성격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까닭이다. 실상 시 작품에 있어 서정주처럼 시 형식으로 인한 소재의 각색

여부를 규약으로써 문면에 명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뿐더러, 시적 변형의 본질은

소설에서 말하는 허구성의 의미영역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가운데

사용되는 ‘시적 자서전’이라는 단어의 핵심은, 서정주의 두 시집이 자서전으로 분류

되면서도 정확성에 대한 불성실을 동시에 공언한다는 규약상의 모순을 지적하는 데

있다.

이처럼 ‘시적 자서전’을 시로서만이 아니라 자서전의 일종으로서 읽는다고 할 때,

우리는 자서전이 담고 있는 자전적 기억의 두 가지 기능을 추적할 수 있다. 자전적

기억의 기능은 개인 내 기능과 개인 간 기능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각각 여러 가지

하위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자기 내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개념

손수 땔나무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건 사실이 아니고 다만 詩로 하자니 <머슴이 어쩌

고…>하는 건 詩맛이 달아날 것만 같아 이리 해놓은 것뿐이다.”

27) 김준오,『시론』, 삼지원, 2002, pp.34～36.

28) 유호식에 따르면 미셸 레리스는 마네의 그림, 목소리의 주제, 민속학 방법론, 문학텍스트(시,

소설, 영화, 연극) 등을 총동원하여 파편화된 사실들을 제시하면서도 그것들을 다양한 방식으

로 연결하여 텍스트 안에서 새로운 주체를 창조하였다. 유호식은 이러한 레리스의 작업을 가

리켜 ‘시적 자서전’이라고 표현하였다. (유호식, 앞의 논문, 2011.)

최현식은 특별한 설명 없이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맥락상 그것은 정보의 정확성보

다 의미나 정서의 성실성에 가중치가 놓이는 자서전을 의미한다. (최현식, 앞의 논문, 2011.)

본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저자가 제시하는 규약상의 모순을 지적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다. 3장에서 살펴 볼 실제 텍스트의 분석내용은 일면 시인이 기억의 분절과 연계를 통해 새로

운 주체를 주조했다는 점을 밝히므로 유호식의 용어와 상통하는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유호

식에 따르면 레리스는 내적 진실에 대한 성실성조차 불가능함을 입증하고 텍스트 내적 진실만

을 남겨놓았는데, 서정주는 이와 달리 영원성이라는 주제의식과 기저 논리를 바탕으로 시에

그릴 자신의 모습을 상당히 공고하게 상정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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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자기 역사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며, 개인 간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

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다.29) 이러한 자전적 기억을 정리하

고 전달 가능한 형태로 전환시킨다는 점에서, 자서전 집필 작업은 작가가 스스로에

대한 상(像)을 정립해나가고, 그것이 독자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지기를 시도하는 과

정이다. 따라서 시적 자서전의 의미를 서정주 시세계의 흐름 전체 속에서 찾고자

한다면, 자서전으로부터 관찰되는 자기에 대한 상의 구축 행위 및 그것의 내용, 그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 및 그러기 위해 ‘시’라는 형식을 취했다는 점 등이 각기 시세

계를 관통하는 주제의식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먼저 자기에 대한 상을 구축한다는 것은, 인지심리학적 설명에 따르면 일종의 스

키마(schema)30) 다루기와 같다. 대표적으로 퍼빈(L. A. Pervin)은 자기(self)에 대한

개념을 ‘자기스키마(self-schemata)’라고 명명하면서 그것을 “과거의 경험에 연유해

서 이루어진 자기에 관한 인지적 일반화(cognitive generalizations)이며 개인의 사

회적 경험에 포함된 자기와 관련된 정보의 처리를 조직하고 인도하는 것”31)이라고

설명한다. 즉 새로운 상황에 적용되는 고정적 시나리오로서 자주 이해되는 스키마

는 실상 경험의 축적과 일반화로부터 도출되므로 유동적으로 구성 또는 수정되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이 특히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일 때, 개인의 정체성은 기억의 일

별에 따라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이다.

스키마, 특히 자기스키마가 유동적이라는 점은 실제 기억 연구에서 행해진 실험

으로도 뒷받침된다. 한 실험에서는 사람들이 자신과 관련된 학습재료를 인출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이 일화기억(episodic memory) 인출 시 활성화되는 영역뿐만

아니라 의미기억(semantic memory) 인출 시 활성화되는 영역과도 겹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32) 여기서 일화기억과 의미기억이란 털빙(E. Tulving)이 제안한 장기기

억의 두 가지 종류로, 일화기억은 개인적 경험으로서 현재와의 시간적 간격에 대한

29) 진영선․김영경,「자전적 기억의 특성 분석과 적용 가능성의 탐색」,《사회과학 담론과 정

책》제3권 2호, 경북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0. 10, p.219.

30) 스키마(schema)란 자주 발생하는 일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의 묶음, 즉 어떤 일에 대한 ‘인지

적 틀’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때 기존의 도식에 따라 단순화, 삭제, 첨

가 등과 같은 기억의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권석만 외,『심리학개론』, 전영사, 1996, pp.14

5～146.).

31) L. A. Pervin, The Science of Personality, New York: John Wiley & Sons, 1996, p.245. (이
만갑,『자기와 자기의식』, 소화, 2002, p.109에서 재인용.)

32) E. Tulving & S. Kapur, "In search of the self: A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study",

Psychological Science 12,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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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각을 포함하는 기억이고, 의미기억은 과학적 지식처럼 획득 시점과 현재 사이의

시간 격차를 인식하지 않는 기억이다.33) 스키마는 흔히 시간 격차에 대한 인식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고정적인 의미기억처럼 여겨지는 일이 많으나, 이 실험이 보여

주듯이 실상 그것은 일화기억과도 연관되며, 경험의 일반화와 새로운 경험을 통한

수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고정적이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인 정의에서와 같이 스키마는 입력된 정보들의 체계화된 결과이자

새로운 정보 처리에 쓰이는 지식구조로서 전달 및 범용 가능하도록 파지(把持)된

실체이기도 하다. 이때의 스키마는 경험의 축적에 따라 수정돼 간다는 속성보다도

이미 축적되어 정리된 결과물로서의 속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 하에서

의 자기스키마는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스스로 관찰하게 되는 유동적인 자기 개

념이라기보다, 타자에게 특정한 상으로 제시되어 타자로 하여금 나의 본성을 파악

하도록 하는 고정적 자아 개념에 보다 가까울 것이다.

자기 개념 또는 자기스키마가 이렇듯 유동성과 파지의 속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것은, 자기 개념을 형성해 나가면서 스스로의 의미를 확인하려는 자서전 작가의 내

부적인 노력과, 그것을 독자에게 제시하고 인정을 요구하는 외부적 노력이, 자서전

집필 행위 속에 모두 담겨 있음을 설명해 준다.34) 본론에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

요하겠으나 서정주가 시적 자서전 작업에서 목표로 했던 바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스스로 확인하고 타자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모습을 시학의 전개 속

에서 그려 나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세계 전체의 과제를 마침내 해결해내려는 시

도로 비쳐진다.35) 왜냐하면 그의 ‘영원성’의 시학은 그 형태는 달리했을지언정 시종

자기 존재의 한계를 넘어서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서정주는

자기 생애의 면면을 시 작품의 편 단위로 분배하여 독자적인 오브제와 같이 구현한

후, 다시 연작의 형태로 수합하여 생애를 재구성하였다. 가정컨대 이는 자신의 삶을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하나의 의미로 전환하고, 그것이 자신에게나 독자에

33) E. Tulving, "How many memory systems are there?", American Psychologist 40, 1985.
34) 리쾨르는 “말할 때, 그것은 행하는 것이다”라는 오스틴의 말을 인용하면서, ‘나는 약속한다’고

말하는 것이 실제로 약속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언술 행위는 말을 받아들이는 ‘너’를 함축하는

대화(interlocution)라는 점에서, 화자나 행동자의 자기성으로 향하는 모든 제안이 곧 상대방의

타자성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생성된다. 따라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언어화하는 것은 상

대방에 대해 그러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음을 제안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Paul Ricoeur, 김웅

권 역,『타자로서 자기 자신』, 동문선, 2006, pp.66～70.).

35)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서정주가 사용하는 ‘영원성’ 개념의 의미영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

다. 이에 대해서는 2장 1절에서 자세히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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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나 마치 지식처럼 불변하는 의미 덩어리로 존재하기를 기도한 것이다. 이렇게 보

았을 때 시적 자서전이 ‘영원성’ 담론과 연결되는 정확한 지점은, 흔히 지적하듯 겪

은 일에 대해 ‘영원’이라는 수식어를 썼다든지 하는 식의 노골적이고 단편적인 미화

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집 한 권 단위로 이루어지는 시인의 정체성 탐색 자체에

있다 하겠다.36)

‘지식처럼 불변하는 의미 덩어리’로 존재하는 것이 어째서 존재의 한계를 뛰어넘

는 것인가를, 시간에 관한 논의로써 설명할 수 있다. 시간의 차원에서 보았을 때 유

동적인 자기 개념과 고정적인 자아 개념은, 각각 ‘끊임없이 흘러 제반의 변화를 야

기하는 시간’과 ‘변화의 파괴력에 대항하는 영원한 시간’에 상응한다.37) 인간 존재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곧 시간의 흐름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며, 시간의 흐름에

구애받지 않는 것은 시간 격차에 대한 인식이 배제된 ‘의미기억’, ‘파지 결과로서의

스키마’ 또는 ‘고정적인 자아상’일 것이다. 서정주가 시적 자서전에서 표면적으로 자

신의 구구한 변천사를 다루는 듯 보이더라도 궁극적으로 목표로 한 것은 그것의 귀

납적 의미화였다고 가정하면, 선행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직선적 시간의 전면화

를 시세계 흐름 속 일관된 논리 하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술하였듯 직선적 시간과 순환적 시간의 대립 구도를 포괄하는

36) 자신의 본질적인 속성을 정립하는 행위 자체가 주체를 신과 연결 짓는 행위로 파악되기도 한

다. 본문에서의 ‘정체성’ 또는 ‘나의 본성’이란 자아에 대한 기술에 따라 정돈되어 나오는 ‘있는

그대로의 자아의 본성’인데, 데카르트에 따르면 그것은 자아가 신(神)이라 불리는 완벽함에 대

한 관념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궁극적으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증하게 된다. 왜냐하면 나

의 불완전함은 신의 완전함에 대한 관념에 비추어서야 생겨나는 것인데, 따라서 우리가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은 존재론적 기원으로서 신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추적․소급해 나가

고, 그 과정의 끝에서 무한한 완전자의 표상과 그 원인이 드러나도록 기술하는 것이기 때문이

다. 이 과정에서 기술되는 것이 곧 자아 속에 깊숙이 감추어진 본성, 있는 그대로의 자아의 본

성이자, 타자에게 진실로서 제시되는 고정적 자아상일 것이다. 이때 상정되는 나의 영속성은,

나 스스로는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며 신이 나에게 부여한 것이다. 창조자는 나에게 그와 나와

의 닮음을 보장해 주는 표시를 새겨 놓았고, 나는 나 자신을 생각해내는 능력을 통해 그 표시

를 생각해낸다(이성근,「데카르트의 형이상학적 회의에 대한 연구 ―『성찰』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2007, p.59; René Descartes, 이현복 역,『성찰』, 문예출판사, 1997.). 자아상

의 정립과 신 관념 사이의 이 같은 관련성은, 서정주가 시적 자서전을 통해 인간 존재의 한계

를 뛰어넘으려 했다는 가정을 잘 뒷받침한다.

37) “(데카르트가 말하는 생각한다는 것. 회의하고, 구상하고, 긍정하고, 정하고, 원하고, 원치 않

는 것——인용자주) 이와 같은 열거는 주체의 동일성 문제를 제기하지만, 그 의미는 어떤 구

체적인 인격의 이야기적 동일성과는 전혀 다르다. 그것은 다양한 작용들을 드러내는 ‘나’의 비

역사적이고 이를테면 일시적인 동일성일 수밖에 없다. 이 동일성은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영

소성과 변화라는 교대를 벗어나는 어떤 같은 것(même)의 동일성이다(Paul Ricoeur, 김웅권

역,『타자로서 자기 자신』, 동문선, 2006,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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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는 서정주 시의 초월적 성격을 순환적 시간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는 데 큰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특정 시대정신과 시간의

형태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동일한 층위에 놓이는 것은 아니며, 실상 비율의 차이

만 있을 뿐 ‘시간이 이차원적으로 나아간다는 인식’과 ‘이차원의 흐름을 거스르는

의식의 움직임’은 시간의 형태를 어떠한 것으로 상정하든 그 의식에 항상 포함되어

있다.

리쾨르(P. Licoeur)는 이처럼 시간을 어떤 형태로 파악하느냐에 상관없이 시간을

파악하는 행위 자체에 이미 가담하고 있는 시간의식의 구성요소들에 대해 접근한

다. 그는 아우구스티누스, 후설, 하이데거 등이 주창한 현상학적 시간관과 아리스토

텔레스, 칸트 등이 탐구한 우주적 시간관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아포리아를 지

적하면서, 두 가지 시간관 가운데 어느 하나만으로는 인간이 시간을 파악해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시간성의 모순을 창조적으로 해결하고 인간으로 하

여금 시간을 가늠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야기’뿐인데, 이때 ‘이야기’의 핵심은 파

편화되고 뒤섞여 있는 소재들을 플롯으로 엮어내는 과정에 있다. 이 과정에 있어

현상학적 시간은 이야기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의욕으로서 기능하고, 우주적 시간은

그러한 의미화 과정에 필연적으로 제약을 가하는 순차적이고 균일한 선형성으로서

기능한다. 전자와 후자는 각각 허구 이야기와 역사 이야기에 두드러지거니와, 방점

의 위치가 다를 뿐 어느 쪽이든 궁극적으로는 서로를 보완한다. 실제 일어난 일을

허구적 상상력으로써,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역사적 상상력으로써 ‘다시 그려보

는 일’ 가운데에서 완전히 현상학적이지만도 우주적이지만도 않은 ‘인간의 시간’ 또

는 ‘이야기된 시간(temps raconté)’이 탄생하는 것이다.38)

리쾨르의 이론은 이야기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정주의 시적 자서전의 의미

를 밝히는 데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서정주는 주지하다시피 시적 자서전, ‘질마재’

시편들, 설화 및 역사적 일화를 수용한 시편들에서는 물론「인연설화조」등의 초기

시에서까지 이야기의 줄거리가 시 작품 내용의 전반을 이루도록 하는 경우가 무척

잦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경향은 후기로 갈수록 강화되면서, ‘영원’이라는 미당의 주

관적 시간을 타자가 파악 가능한 형태로 구현한다. 특히 리쾨르는 시간과 이야기에

관한 논의의 막바지에 이르러 이야기로 형상화되어감과 동시에 만들어져 가는 인물

의 정체성으로서 ‘서술적 정체성(identité narrative)’ 개념을 제시한다. 그리고 자서

전 작가가 자기 자신의 삶을 기술함과 동시에 스스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은

38) Paul Ricoeur, 김한식·이경래 역,『시간과 이야기』1～3, 문학과지성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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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들에게 ‘나’의 여전(如前)함을 입증하고자 노력하는 윤리적 행위라고 주장한

다.39) 이렇듯 이야기를 통해 가늠 가능한 형태로 직조되는 주관적 시간관 및 작가

의 정체성 개념은, 서정주가 시적 자서전 집필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

고 현실화하고자 했던 시적 행보와, 그 궁극적인 매개체로서 자기 존재를 동원하는

행위를 모두 설명할 수 있게 한다.

지금까지 제시한 시각을 바탕으로 본고가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세 가지로 정

리할 수 있다. 첫째, 시적 자서전 집필을 통한 기억 정리 및 자기 개념 형성이 ‘영

원성’의 시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둘째, 정리된 기억과 자기 개

념을 독자들에게 전달함에 있어 시인이 굳이 산문이 아닌 시 형태를 선택한 이유와

그 효과를 밝히는 것이다. 셋째, 서정주의 ‘영원성’ 개념과 이야기의 도입과 인물의

정체성 사이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시세계의 변모과정상 시적 자서전의 위상을 짚어

내는 것이다.

이 세 가지 과제는 각 장의 주요 내용에 해당한다. 2장에서는 ‘왜 자서전인가’에

대한 답으로, 기억을 정리하는 행위와 ‘영원성’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2장 1절

에서는 ‘영원성’ 개념이 존재의 한계 극복 과제를 골자로 한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

다. 그리고 시인이 개인적인 기억을 정리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상을 형성해 나간

일이 그러한 과제 해결의 일환이었음을 밝힌다. 2장 2절에서는 시인이 시적 자서전

에 그린 구체적인 자기 모습을 살펴본다. 그리고 여러 국면들이 일반화되어 귀납적

으로 형성하는 시인의 속성 내용(‘떠돌이’) 또한 ‘영원성’ 개념과 관련됨을 설명한다.

3장은 ‘왜 산문이 아닌 시인가’에 대한 답으로, 시 형식을 통한 기억의 형상화가

시인의 자기 형상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3장 1절에서는 일반적인 시

론에서의 시와 서정주가 자의적으로 설정하여 사용한 ‘시’ 개념이 ‘시’라는 하나의

단어 속에 착종돼 있었고, 그래서 서정주가 구축한 논리상 시 형식을 취한다는 것

이 단순히 운문 형식을 취한다는 것과는 달랐음을 설명한다. 3장 2절에서는 동일

모티프를 다루고 있는 산문 자서전과 시적 자서전의 텍스트를 비교한다. 그럼으로

써 운문 형식에 대입된다는 것 이외에 ‘시’가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으

로서 관찰되는지, 그것이 시인의 자아상 형성 및 존재의 한계 극복과 어떻게 연결

되는지 설명한다.

2장과 3장이 시인의 자아상 형성 자체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4장은 서정주 창작

활동의 전체적인 흐름을 우선 염두에 두고, 그 맥락 속에서 시적 자서전 집필이 차

39) Paul Ricoeur, 김웅권 역,『타자로서 자기 자신』, 동문선,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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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위치를 짚어본다. 활동 시기별로 외연을 달리하는 ‘영원성’의 개념 및 창작

적 구현의 변모 과정을 설명하고,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현실성(actuality)’ 결여 문

제의 타개책으로서 자기 존재 동원하기의 의미를 살펴본다. 즉 ‘영원성’은 시인의

삶을 인간의 유한함으로부터 구제하고, 시인의 삶은 ‘영원성’을 허구나 환상이라는

비판으로부터 구제한다. 시적 자서전은 이 두 가지 구제가 동시에 무탈하게 이루어

졌다는 시인의 공고한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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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억 정리를 통한 자기 규정과 ‘영원성’의 시학

2.1. 자아상 형성과 ‘영원성’의 관계

동일한 줄거리로 된 자신의 일생을 서로 다른 텍스트로 여러 차례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서정주는 시적 자서전 작업에 대해 일정한 기획 의도를 마련해 둔 것으로

보인다. 이때 시적 자서전 집필 또한 시 창작활동 가운데 하나이므로, 그것의 기획

의도는 시세계 전체에 걸쳐 천착한 문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

러한 가정을 토대로, 기억을 정리하는 행위와 시세계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의식 사

이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서정주 스스로가 시 작품

이외의 글들에서 직접적으로 진술한 바를 참고하여, 그가 독특하게 사용하는 어휘

의 의미 및 그가 구축한 논리의 흐름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시적 자서전 집필

에 관한 시인의 기획 의도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텍스트로『안 잊히

는 일들』과『팔할이 바람』두 시집의 서문이 있다.

　세월이 제 아무리 지나가도 영 잊혀지지 않는 일들은 스스로 시가 될 자격을 갖

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 시집을 만들기는 했으나, 이것들이 얼마만큼의 표현력과

전달력을 마련해 가진 것인지 막상 그 발행에 처하니 주저스럽기만 하다. 점입태산

(漸入泰山)이란 바로 시의 일인 것이다.

68세의 지금에 이르도록까지 근 반세기 동안 나는 이 책까지 꼭 열 권의 조그만

시집들을 만들어 가졌지만, 늘 허기지고 안타까운 욕구불만으로만 일관해온 게 사

실이었다. 그렇지만 그 덕으로 나는 아직도 문학청년적인 열성만큼은 가지고 있는

자니 이거나 하나 다행이라면 다행이라 할까? 하여간에 숨결이 완전히 이 태허(泰

虛)의 공기 속에 환원될 때까지는 숙명적인 이 열성의 뒤를 따르고 또 따를밖에는

별 수가 없다.

　이 시집의 출판을 쾌히 맡아주신 大業 現代文學社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안 잊히는 일들』서문, 이하 모든 인용문의 강조는 인용자)

여기 상재하게 된 졸시「팔할이 바람」은 말하자면 자유시형 담시(ballade)의 문

장 형식으로 시험적으로 표현된 내 요약된 자서전으로서, 1987년 7월부터 12월까지

반 년간 ‘일간스포츠’지에 연재하여 전부 52장으로 매듭지은 것이다. 이 장시에서

나는 내 어렸을 때부터 70의 고희(古稀)에 이르기까지의 내 생애에서 잊혀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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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건들만을 다루었다.

그리고 나는 이 시에서 형용수식의 미가 아니라 행동들의 조화의 패턴이라는 것

을 내 나름대로 여러 모로 시험적으로 추구하여 이것들을 현대의 욕구불만자들에

게 참고로 제시해 볼 목적이었는데 이게 어느 만큼이나 그 효력을 나타낼 수 있을

는지 그건 나로서도 미지수일 따름이다.

이것이 무엇으로건 우리 시의 한 매력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희망을 걸어볼뿐

이다.

끝으로 이 시집의 맞춤법은 내 원고에 충실했음을 밝혀둔다. (『팔할이 바람』서

문)

두 시집의 서문에서 눈에 띄는 것은, 공통적으로 시인이 “세월이 제 아무리 지나

가도 영 잊혀지지 않는 일들”만을 시의 소재로 다루었다고 강조한 점, 그리고 시를

쓰고 읽히는 행위가 시인과 독자의 “욕구불만” 해소와 관련된다고 생각한 점이다.

이때의 ‘안 잊힌다는 것’은『안 잊히는 일들』이라는 시집의 제목에서도 전면적으로

드러날 정도로 서정주에게 있어 자주 중요하게 언급되는 표현으로, 위의 서문들이

환기하는 대로 어떤 “욕구불만”과 관계된다.

위에 말한 이미지들--내 마음 속에 사진 찍혀 있는 그 많은 이미지들 속에서도

가장 初期에 屬하는 이 이미지들을 내가 가끔 記憶해서 聖畵吟味의 한 關門을 삼

는 것은 내게는 極히 貴重한 일이다. 그러니만큼, 이미지라는 것은 最近 撮影된 것

만이 貴重한 값을 가지는 게 아니라 幼少年 때 마음 속에 찍어둔 것도 얼마든지

貴重한 것이 될 수 있다. (…)

그렇다고 해서 이것 全部를 詩로 만들어 낼 能力은 거의 없기가 例事이다.

그래, 우리는 우리 마음 속의 이미지의 庫間에서 늘 무엇을 詩의 것으로 選擇해

낼 必要가 생긴다.

R.M.릴케는 그의「말테의 手記」속에서 이런 選擇에 對해 말하면서「그것은 아

무리 잊으려 해도 영 잊혀지지 않고 거듭거듭 再生해 나오는 追憶--現實의 한복판

에 再生해 나와서 現實 그것 全部를 占有해 버리는 追憶이다」는 意味의 말을 하

고 있는데, 이것은 그 이미지 무리 속에서의 長時間을 통한 詩이미지의 選擇을 말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 겪은 이미지의 收穫들 중에서 가장 귀중한 건 時間

의 經過에 사라지지 않고, 不死의 힘으로 남아 選擇된다는 것이다. (…) 그 選擇된

이미지를 우리는「典型的인 이미지」라는 말로 標示해도 좋을 것이다. (…) 어느

때 어디 누구한테 내놓아도 기막히게 예쁘다 안할 수 없는 典型의 손톱을 골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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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에 感動하고 살려는 最大의 慾心 때문인 것이다. (…)

典型이라는 건 이렇게 해서 꼭 現存者나 現存物들 속에서만 찾아지는 게 아니라,

넓은 歷史의 全領域을 더듬어서만 비로소 可能한 수도 많다. (…) 過去事의 領域을

막아버리면 典型이란 거의 不可能이 되는 것을 自覺하게 되는 경우는 참으로 많다.

(…) 春香傳의 이미지들은 옛날 것이어서 現代에선 無效가 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

라, 아직도 韓國的 사랑의 한 典型으로 살아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우리는 이것

을 現代에 맞추어 再表現할 義務가 있다.40)

위 인용문은 서정주가 말하는 ‘안 잊힌다는 것’의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인

용문의 첫 부분에서 서정주는 “유소년 때 마음 속에 찍어둔” 이미지, 즉 개인사적

인 기억 내용들이 시에서 귀중한 소재로 쓰일 수 있다고 말한다. 인용돼 있지는 않

으나 출전 텍스트의 해당 부분에서 서정주가 예로 들고 있는 것은 자신의 유아 시

절 어머니와 이웃 부인들이 발가벗은 자신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던 기억이다. 이는

산문 자서전에서나 시적 자서전에서나 빠지지 않고 다루어진 모티프로서, 위 인용

문의 진술이 시적 자서전 집필을 통한 개인적 기억 형상화에도 적용되는 것임을 말

해 준다.

그런데 서정주에 따르면 모든 기억이 시의 소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시의 소재

가 될 만한 기억은 “아무리 잊으려 해도 영 잊혀지지 않고 거듭거듭 재생해 나”와

“현실 그것 전부를 점유해 버리는 추억”이라야 한다. 서정주가 시적 자서전의 서문

에서 거듭 강조했던 ‘안 잊힌다는 감각’이, 이 글에서도 시의 소재 선택 기준으로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다.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는 기억은 “불사의 힘”을 가진 기

억으로서, 다른 시공간의 독자에게 제시되었을 때에도 그 빛을 잃지 않고 여전히

감동을 준다. 어떤 기억이 널리 공유될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인지의 여부가

쉬이 잊히느냐 좀체 잊히지 않느냐에 따라 판별되는 것이다.

이를 고려했을 때 시적 자서전에서 시인이 ‘안 잊히는 일들’만을 추렸다 함은,

“불사의 힘”을 지니어 시공간을 초월할 만큼 의미 있는 내용들만으로 자신의 일생

을 구성했다는 것이며, 나아가 자서전 텍스트를 통해 파악되고 형성되는 자기 존재

에게도 강력한 힘과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자서전의 작가가 진실로 어떤 인물

인가’에 대한 답은 한 권의 자서전을 단위로 한 차례씩 정리되는데, 이 자서전이

‘영 잊히지 않고 재생되어 현실을 점유해 버리는’ 내용으로 가득하다면, 그 자서전

40) 서정주,『시문학원론』, 정음사, 1972, pp.16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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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인공 또한 영 잊히지 않는 불사의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우리는 ‘(개인적인 기억이) 안 잊힌다’는 서정주의 표현 속에 자서전을 읽을

타자의 시선이 포함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서정주의 진술에 따르

면, 개인적 추억 가운데 안 잊히는 것들이 “시간의 경과에도 사라지지 않고” “어느

누구한테 내놓아도” 아름답다고 평가 받을 것을 자동적으로 보장받기 때문이다. 그

래서 위 인용문에서는 ‘개인적 추억이 안 잊힌다’는 것이 ‘다른 인물들의 인상 깊은

일화가 안 잊힌다’는 것과 구별되지 않는다. 윗글에서 서정주는 시의 소재가 될 만

한 “전형”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 겪은 이미지의 수확들”에서만이 아니라 “넓은

역사의 전영역”에서도 동시에 구해진다고 하였다. 예컨대 그는 춘향전에 드러난 춘

향의 모습을 현대에서도 유효한 하나의 전형으로 꼽고 있다. 이때 과거의 인물인

춘향에게 있어, 서정주는 그 삶과 인물상을 기억하고 전승시키는 향유자, 즉 타자이

다. 이렇게 보면 ‘춘향에 대한 안 잊힘’과 별달리 구별되지 않는 ‘내 기억에 대한 안

잊힘’에는, 춘향에 대해 시인 자신이 그러했듯이, 후대의 누군가가 시인 자신의 삶

과 인물상을 기억하고 전승시켜 주리라는 기대가 포함된다. 즉 서정주가 사용하는

‘안 잊힌다’는 말에는 단순히 과거의 어떤 일이 자꾸 생각난다는 뜻뿐만이 아니라,

전설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서 자기 자신을 취급해 보는 도취적 시선이 포함돼

있다.

㈎ 육신은 죽지만 그 정신의 영향은 살아 남은 자들의 가슴에 크나큰 매력으로 남아

울릴 수 있는, 그런 죽음이라야만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또 나는 직업까지도 훈장직을 택해서 제자와 후진들에게 되도록이면 무엇인가

힘이 될 만한 내 영향을 내 사후에 그들 마음속에 남길 것에 주력해 오고 있는 것

이다.

그래, 내가 (죽을 때 안심할 수 있는 것은――인용자주) 다음 세대들에 대한 간

절한 촉망을 맨 먼저 손꼽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 죽음이 오면 내가 가장

촉망하는 내 다음 세대의 몇몇 사람이 이 세상에 건재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만으로 충분히 행복해 미소하며 숨 넘어갈 작정이다.41)

㈏ 나는 어떻든 한 사람의 한글사용의 시인이고, 또 대학의 꽤 오랜 훈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출판해 남긴 내 시집들과 또 문하에서 길러낸 제자와 후배들을 믿는

푼수로도 내 앞에 올 죽음의 피할 길 없는 고된 느낌을 완화한다. 내가 나이 먹어

41) 서정주,「아름다운 죽음」,『미당 산문』, 민음사, 1994, pp.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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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결국은 나보담도 더 아끼지 않을 수 없는 내 자식들이나 제자들이나 후배

들과 또 그들의 자손과 제자와 후배들이 계속해 갈 미래 영원 속에 또 내 계통이

아니라도 있을 내 시집들의 가까운 독자들과 그들의 자손, 제자, 후배들의 영원 속

에 내 시집들이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힘을 주어 갈 것인지를 나는 모르지만, 하여

간 내 시집들을 밀어들여 놓고, 내 적멸을 눈앞에 그려보는 것은 죽음의 완화도 완

화려니와 또 기대이고, 공존감이고, 육신의 죽음보담야 불가불 훨씬 유력한 일인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신이 나기도 한다.42)

㈐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목숨을 사랑해서 자기의 마지막 목숨의 공포를 무릅쓰고

이렇게 2대의 계승을 해내듯이 우리 자녀들도 그들의 자녀들과 그런 사랑의 2대

계승을 해내고, 또 그 다음에도 그러고, 그래서 우리들의 자손 미래의 목숨들이 영

원히 이어져 가는 것이 어찌 영생이 아니겠는가. 민족의 단위는 집안들인 것이니,

이런 집안들의 영생의 총화는 또 민족의 영생도 되는 것 아닌가.43)

서정주는 나의 이야기가 타자에 의해 ‘안 잊히고’ 전승되는 것이 이야기 주인공인

자신에게 실제로 ‘불사의 힘’을 부여한다고 믿었다. 예컨대 ㈎와 ㈏에서 드러나듯이

서정주는, 자신이 교육을 직업으로 삼고 문필활동을 하는 것의 의의를 후대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력 행사에 두었다. 그에 따르면 시인의 글들과 가르침을 접한 자손,

제자, 후배 등 후손들의 마음속에는 시인 자신의 정신이 깃든다. 시인의 정신을 이

어받은 후손들은 또 그 다음 후손들에게 자신들의 정신을 가르쳐 가슴 속에 심어준

다. 세대와 세대의 이어짐은 끝이 없을 것인데, 그 이어짐 속에 시인의 정신이 함께

이어져 내려갈 때, 세대의 끝없는 계승은 곧 시인의 정신에 끝없는 생명력을 불어

넣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서정주는 ㈐에서와 같이 “자손 미래의 목숨들이 영원히 이어

져 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세대계승 현상으로부터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통해, “죽음의 피할 길 없는 고된 느낌을 완화”한다(㈏). 세대계

승 및 영생에 관한 서정주의 아이디어의 초점은 이렇듯 언제나 시인 자신에게 맞추

어져 있다.44) 후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생을 획득하고

42) 서정주,「영생의 자각」, 위의 책, pp.70～71.

43) 위의 글, p.70

44) 이 점은 다음과 같은 글들에서도 확인된다. 다음 글에서 세대계승을 실행하는 후손들은, 한

개체로서의 시인이 자기 단생 안에 이루지 못한 소원을 대신 이루어주는 존재로 인식된다. 같

은 논리에서 죽은 이후에도 시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선조들은, 시인이 죽음의 공포



- 24 -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는 자가 모두 시인 자신이라는 점에서, 세대계승 논리는

통시적 공동체 자체의 운명보다도 시인 개인의 육체적 한계 극복에 방점이 찍혀 있

는 것이다.

㈎ 우리 민족의 정신의 힘도 이 영생사상이 철저했을 때 가장 잘 발휘되었던 건 숨

길 수 없는 사실이다. 자기 몸이 살아 있는 동안의 부귀영달이나 자기일생 표준의

성공실패관을 주로 해서 많이 살아온 고려나 이조시대보다는 한정 없는 세대계승

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 했던 통일신라시대가 가장 크고 아름다운 역사적 업적을

우리 민족사 속에 남기고 있음은 숨길 나위도 없는 일이다. / 신라의 고난극복사의

어느 것을 보거나, 거기엔 자기의 단생중심(單生中心)은 보이지 않고, 언제나 여러

대의 계승하는 합작의 힘이 사관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45)

㈏ 내 마음속에 거세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 취향 때문에 나는 곧 우리 역사책 -그

중에서도 우리 민족정신이 가장 큰 본향으로 생각되는 신라사의 책들을 정독해 읽

어가기 시작했다. 명함 종이 두께만한 두터운 모조지로 카드를 수백 장씩 끊어 만

들어 거기『삼국유사』나『삼국사기』그 밖의 책들 속에 마음에 드는 부분들을 세

서(細書)로 옮겨 간직하고 거듭거듭 되풀이해 음미하면서 그래, 이후 몇 해 동안에

내가 거기서 영향받은 가장 큰 것은 영원한 세대계승 속의 그 <혼교>(魂交)라는

것이었다.

「사람은 자기 당대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된다. 자손을 포함한 다음 세대들의

영원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자기 당대에 못다 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영원한

유대 속에 있는, 우리 눈으론 못 본 선대의 마음과 또 후대의 마음 그것들을 우리

가 우리 살아 있는 마음으로 접하는 것 -그것을 혼교라고 하기도 하고 영통(靈通)

이라고도 한다」는 한 신라정신의 이해가 내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다.46)

를 극복하도록 해 주는 선례로서 기능한다.

“자기단생만으로는 아무 소원도 제대로 이룰 수 없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을 때,

그대는 불가불 할 수 없이 자기의 못다 한 소원을 계승해 줄 든든한 후계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고, 그 푼수로 그 정신의 영생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게 될 것이

다.” (서정주,「영생관」, 위의 책, p.35.)

“形體도 없이 된 先人들의 마음과 形體 있는 우리와의 交合의 이야기는, 내가 언제 국으로

죽어 無形밖엔 안 될는지도 모르는 이 막다른 때에 무엇이든지 내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일

이 되어 있었다.” (서정주,「흑석동시대」,『서정주문학전집 3 -자전』, 일지사, 1972, p.228.)

45) 서정주,「영생관」,『미당 산문』, 민음사, 1994, p.36.

46) 서정주,「내가 아는 영원성」, 위의 책,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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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주의 ‘영원성’ 개념은 바로 이 ‘영생’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에서

서정주는 세대계승을 통한 영생이 한국 역사에서 실천 된 적이 있다고 여기고, 구

체적으로 그 시절이 신라시대였다고 말한다. 신라 사람들은 자기 육체가 살아 있는

현생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의 연결로 구성되는 통시적 공동체 전

체를 염두에 두었고, 그것이 그들의 역사관의 요체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라정신’

은 ㈏에서 알 수 있듯이 ‘영원성’ 개념과 직결된다. ㈏는「내가 아는 영원성」이라

는 글로, 서정주 본인의 진술 가운데 ‘영원성’ 개념이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것

이다. 이 글에서 그는 자신이 상정한 ‘영원성’ 개념이 세 단계로 변화했다고 설명하

는데, “선대의 마음과 후대의 마음”이 서로 접하여 “영원한 유대”를 형성한다는 “신

라정신”은 그 중 두 번째 단계의 개념이다. 적어도 이 단계에 한해서 세대계승을

통하여 영생을 획득한 상태는 ‘영원성’ 개념과 일치한다.

㈎ 우리는 흔히 歷史意識을 산 사람들의 現實만을 너무 重視하는 나머지, 過去史란

한參考거리의 文獻 遺跡을 제외한다면 忘却된 無로서 느끼고 살지만 우리의 古代

人들은 死後 後代에 이어 傳承되는 마음의 흐름을 魂의 實存으로서 認識하고 느끼

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와 그들의 歷史意識 사이에는 懸隔한 差異가 빚어져 있

다.47)

㈏ 석전은 세상 물정에는 어린애 그대로 많이 어두워 우리를 늘 웃겼지만, 내가 되돌

아 올 것을 미리 다 알고 있었던 걸 보면 이런 일엔 또 묘하게 잘 알아보는 빛나

는 눈이 따로 있었다. (…)

그가 그의 마음 눈으로 본 것에 맞추어 사람을 기다리고 찾는 것은 어느 경찰의

좋은 형사보다도 훨씬 더했던 것이라고 지금 나는 생각한다. (…)

지금도 나는 잠 잘 안 오는 새벽에는 그의 이런 눈과, 그 눈이 본 대로 기어코

해 내서 우리를 바로 있게 하던 정을 돌이켜 생각하곤, 그가 지시하고 있는 영원

경영에 뼛속이 따스함을 느낀다.48)

㈐ 이 일천개의 글자를 내가 다 술술 외고/ 그걸 먹글씨로 힌종이에 옮겨 쓰게 되

자,/「推句」라는 딴 책으로 책갈이를 하게 되어/ (…) / 산돌 고여 냄비를 걸고,/

아이들은 진달래꽃 따 오고,/ 여자들은 꽃전을 부치고,/ 사내어룬들은/ 天地神明께

47) 서정주,「韓國的 傳統性의 根源」,《세대》, 세대사, 1964. 7, pp.178～179.

48) 서정주,「영원 경영」,『아직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 청조사, 1977, pp.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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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레를 하신 뒤에/ 뜨끈뜨끈한 그꽃전 안주로/ 카아 카아 연거푸 술잔을 비우나

니,// 하여서/ 한 아이가 배우는 책갈이의 축하는/ 드디어 山水自然과도 함께 하게

되고,/ 그리하여 이 마음은/ 하늘 끝 아스라한/ 永遠에 닿았네. (「사내자식 길들이

기」3 일부)

그런데 ‘세대계승을 통한 영생’은 ‘영원성’ 개념에 부수적인 것들을 끌어들여 그

경계를 확장시킨다. 세대와 세대에 걸쳐 계승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대해, 서정주는

유물이나 유적에서만 찾을 수는 없는 ‘마음’이나 ‘혼’이라고 답한다(㈎). 어떤 선조의

정신을 후대의 향유자가 계승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물건을 간직하거나 그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생활양식이나 행동

의 패턴 등을 닮는 것이다.

때문에 서정주는 주변에서 포착한 일들에 대해서도 비약이라는 인상을 줄 만큼

아무렇지 않게 ‘영원’이라는 수식어를 붙인다. 예컨대 ㈏에서 그는 자신의 스승 박

한영 선사의 행동을 “영원 경영”이라고 표현하고, ㈐에서는 자기 어린 시절의 책거

리 잔치에 대해 ‘하늘 끝 아스라한 영원에 닿았다’고 표현한다. 실상 ㈏의 박한영

선사는 방황하는 젊은 서정주가 후에 내릴 수 있는 판단이나 맞닥뜨릴 만한 어려움

을 세심하게 헤아린 것이 전부이고, ㈐의 책거리 잔치 또한 음식을 해서 나누어 먹

는 평범한 장면들로 그려져 있다. 그러나 박한영 선사가 직관적으로 서정주의 행로

를 꿰뚫어 보고 그를 아끼는 마음으로 공부하기를 권한 것은, 서정주에 따르면 “영

원 경영” 즉 ‘영원한 존재가 되도록 스스로를 경영’하는 것이며, 실증적으로 확인될

수는 없을지언정 선대로부터 영향 받아 갖추게 된 성품 덕분에 가능한 것이다. ㈐

의 책거리 또한, 한 집안에서 발생한 즐거움을 이웃은 물론 ‘산수자연’과도 나누는

풍습이 기저에 깔려 있다는 점에서, 선대의 ‘마음’ 또는 ‘정신’이 뚜렷하게 계승되고

되살아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세대 간에 계승되는 내용을 추상적인 것으로 설정하면서, 용례상 서정주

의 ‘영원성’은 영생 자체, 세대계승 현상, 세대계승을 자각하는 태도, 그러한 태도를

지닌 사람, 그 사람이 보이는 인상적인 행동, 그러한 행동이 용인되는 공동체의 풍

습이나 분위기 등 무수히 다양한 층위의 피수식어를 포괄한다.

㈎ 그러나 이때 의식하기 시작하여 장년기에 이르도록 집착해 온 그것은, 말하자면

내가 쓰는 문학작품이 담아 지녀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영원성이었다. 영원히 사람

들에게 매력이 되고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 내용을 골라 써야 한다. 그러니 그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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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한 시대성의 한계 안에서 소멸되고 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어느 때가 되거나

거듭거듭 문제가 되는 그런 내용만을 골라 써야 한다. (…) 그래 이걸 말하는 내

말의 매력만이 무능하지 않다면 나는 미래 영원 속에 이어서 내 독자를 가져 그들

한테 작용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런 영원성이었다.49)

㈏ 그러나 이런 세대 계승의 자각을 통해 얻은 영원성 의식도「후대들의 전도는 꼭

내 기대대롤까?」하는 염려 앞에 다다르면 꼭 나를 고스란히 안심시키는 것도 되

지는 못했음은 물론이다.

이런 나한테 마지막 힘을 빌려 내 영원성 의식에 자신과 존엄을 회복케 해준 이

는 석가모니다. (…) 부처님 그것을 자기 이상의 능력으로 따로 둔 것도 아니고 자

기 손수 정신의 그 최상격이 되는 길을 마련해 열어 자기 손수 그 최상격의 자리

에 앉아 영원을 무시무종(無始無終) 주인 노릇만 하기로 작정한 이 자율의 스승은

우리가 자율 아니고선 영 살길이 없는 현대에 있기 때문에 더 절실하게 가까웁게

만 느껴지는 것이다.50)

그러나 ‘영원성’ 개념의 핵심은 ‘세대계승을 통한 영생’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모

든 소재의 차용이 그러하듯이, 궁극적으로 시인 자신의 존재 확장에 있다. ㈎와 ㈏

는 각각「내가 아는 영원성」에 소개된 세 가지 ‘영원성’ 개념 가운데 ‘세대계승을

통한 영생’을 제외한 나머지 둘이다. ㈎에서 서정주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에

게나 보편적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소재의 속성이, 세대계승 논리를 구축하기 이

전 단계에서 상정한 영원성이었던 것처럼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글을 면밀히

읽어보면 그러한 보편적인 감동이 다시금 목표로 하는 것은 ‘내가 미래 영원 속에

이어서 독자들에게 작용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단계의 ‘영원성’ 개념은 실상 세대

계승을 통한 영생과 그 맥을 같이 한다. 한편 ㈏에서 말하는 ‘영원성’은 세대계승이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심으로 인해 변모된 개념으로, 출전의

인용되지 않은 다른 부분에서 “자력대아(自力大我)의 존엄과 확신”이라고 불린다.

석가모니가 자기 마음가짐의 전환만으로 해탈에 이르렀듯이,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손수 정신의 그 최상격이 되는 길을 마련해 열어” “무시무종 주인 노릇

만”을 한다는 것이다.

불교에 대한 서정주의 이해가 정확한 것인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중

49) 서정주,「내가 아는 영원성」,『미당 산문』, p.118.

50) 위의 글, pp.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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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것은 어느 단계에서든 ‘영원성’ 개념 상정을 둘러싼 시인의 관심사가, 인간의

유한한 생명을 넘어선 인간 이상의 존재 되기를 향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4장에서

보다 상세하게 논의될 것이나, 이러한 시인의 욕망은 세대계승 논리가 구축되고 창

작에 전면적으로 적용되기 이전에도, 대상을 향한 화자의 자기중심적 욕망의 형태

로 시 작품에서 감지된다. 이때 대상은 화자에 의해 쾌락의 결정체로 인식되면서도

화자의 손에 결코 잡히지 않으며, 대상과의 결합에 대한 환상이 깨어지는 순간부터

서정주는 세대계승 논리가 보여주는 무형적인 마음과 혼의 세계로 급속하게 이행해

간다. 초기 시의 대상이든 세대를 따라 계승되는 마음과 영혼이든, 개체 간의 단절

및 수명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 주는 구원자는 언제나 근본적으로 시인 자신의 존재

외부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서정주 시세계 전체를 관류하는 ‘영원성’ 개념의 변치

않는 자질은, 현재의 삶과 존재를 불완전한 것으로 파악한다는 것과, 한 번도 도달

해본 적 없는 상태로서 베일에 싸여 단지 두루뭉술하게 ‘상정돼 있는’ 완벽함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염두에 두고, 시적 자서전의 서문으로 돌아가 ‘안 잊히는 일

들’만으로 자기 생애를 구성한다는 것을 상기해 보자. 앞서 논의한바 내가 겪은 일

에 대해 내가 느끼는 ‘안 잊힘’은, 내 이야기를 향유할 후손들에게도 ‘안 잊힐’ 것이

라는 타자적 시선을 포함하였으며, 후손들에게 ‘안 잊힌다는 것’은 내가 죽은 후에

도 나의 정신이 전승되어 내가 영생을 획득할 것임을 전제하였다. 따라서 서정주에

게 있어 기억을 선별하고 정리하는 것은, 스스로를 길이 전승될 만한 강렬한 인상

의 소유자로 그려내는 것이자, 그래서 스스로가 실제로 영원성을 획득한다고 확신

하는 것이다. 기억의 정리를 통한 자아상의 형성은 바로 이 지점에서 ‘영원성’의 시

학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영원성’ 개념의 외연이 매우 넓어 보이면서도 시종일관

자기 존재의 확장 문제를 핵심으로 했고, 특히 세대계승에 의한 영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됐다는 점 또한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안 잊힌다는 것’과 더불어 시적 자

서전의 서문에 공통적으로 강조되었던 ‘욕구불만’의 해소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읽

혀야 할 것이다. 욕구불만 해소를 위해 시를 썼지만 여전히 욕구불만이 있다는 진

술이나(『안 잊히는 일들』서문), 독자들의 욕구불만 해소를 위해 시인 자신의 행동

의 패턴을 제시하겠다는 진술은(『팔할이 바람』서문), 모두 독자적인 행동 패턴 즉

독자적인 인물상의 주조 및 배포를 통해 유한한 존재의 한계를 넘어서겠다는 의욕

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론적으로 보아 전승될 인물상으로서 자아상을 구축하는 일은 자서전 집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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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일어나는 자기스키마의 형성과 맞물릴 것이다. 이때 자기스키마는 지극히 사

적인 경험들을 토대로 형성되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남들과는 구분되는 독자적

인 자질을 포함한다. 말하자면 자기스키마가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뭇 사람들의 일

반적인 삶’에 비해 특수하다고 여겨지는 나만의 사건들이 동원된다. 새로운 스키마

는 기존의 스키마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생겨나는데, 자

서전 집필 작업에 있어서는 이때의 새로운 스키마가 곧 자기스키마요, 기존의 스키

마가 곧 ‘일반적인 삶, 일반적인 인물’에 관한 도식인 것이다.

기존 스키마를 토대로 품었던 기대가 배반당할 때, 사람은 방금 기대를 저버린

독특한 경험과 유사한 경험을 이전에도 한 적이 있었던가를 탐색한다. 탐색 결과

비슷한 경험을 찾을 수 없다면 지금의 독특한 경험은 하나의 예외적인 사례로 독립

되어 저장되고, 비슷한 경험이 ‘생각난다면’ 그것과 함께 분류되어 새로운 카테고리

를 만들기 시작한다. 이때의 ‘생각나는’ 현상은 어떤 경험이나 지식을 의식적으로

떠올리는 것과도 다르고, 가령 학교에 가는 길을 알고 학교에 찾아갈 때처럼 행동

과 동시에 무의식적으로 기억이 활성화되는 것과도 다르다. 그것은 새로운 경험을

수용하고 기존의 경험적 지식을 수정해 갈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무의지적이면

서도 의식적인 기억의 인출 현상이다.51)

자기스키마가 일반화된 타자들과의 차별성을 인식하면서 새롭게 형성되는 스키마

라고 볼 때, 이 같은 ‘생각나기’ 현상을 서정주의 ‘안 잊힘’과 연결시켜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세대계승 논리와 관련된 부분을 차치하고 ‘어떤 경험이 문득 떠오른

다’는 측면에 주목해 보면, ‘안 잊히는 일들’을 모아 자서전에 쓴다 함은 자기 삶에

서만 일어난 독특한 경험들을 토대로 독자적인 자아상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생각

나기’가 독특한 경험의 분류 및 일반화를 위한 목표지향적 인출 현상이듯이, ‘안 잊

51) 개인적 기억의 ‘생각나기(reminding)’는 과거에 처리하였던 상황에 비추어 새로운 상황을 이

해하는 과정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으로 일어난다. 새로운 입력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

억 속의 가장 적절한 구조가 어떤 측면에서든 이례적일 때 나타난다. 즉, 어떤 별난 경험을 겪

었고 그 경험을 적절한 기억구조가 저장하고 있을 때 생각나기가 일어난다. 새로운 입력 내용

과 관련된 별난 경험이 저장되어 있지 않을 때 새로운 입력은 보편지식을 사용하여 처리되며,

그리 특별하지 않은 전형적 경험이 생각날 때에 그것은 ‘생각나기’처럼 느껴지지 않으며 의식

되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 드문 기회를 잡아 해외여행을 떠난 사람에게는 회상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여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과거에 같은 나라를 방문했던 기억이 ‘생각나게’ 되고,

그 내용은 현재의 여행 과정을 파악하고 처리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그 나라를 처음 방문

한 경우이거나 너무 자주 방문하는 경우에는 ‘생각나기’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Roger C.

Schank, 신현정 역,『역동적 기억: 학습과 교육에 주는 함의』, 시그마프레스, 2002, pp.2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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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또한 서정주만의 경험을 일반화하는 동시에 스스로를 남들과는 다른 생애의 주

인공으로 범주화하기 위한 인출 현상이다. 앞서 논의하였듯 시적 자서전 집필이 명

확한 의도 아래 진행되었다는 점도, 시인이 의식했든 그렇지 않았든 ‘안 잊힌다는

감각’에 목표지향적 성격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적 자서전 집필을 관류하는 시인의 기획을 확인하기 위해, 두

시집의 서문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안 잊힌다는 것’의 뜻을 확인하였다.

개인적인 기억이 자꾸 떠오른다는 측면에 주목하면, 그것은 뭇 사람들과 다른 자신

만의 인물상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심리 현상이다. 한편 서정

주가 만들어 두었던 논리에 따르면 그것은 타자에게 강렬한 인상 또는 영향력 있는

정신으로 남아 자기 생명을 생물학적 차원 이상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안 잊힘’은 기억을 선별하고 정리하여 독자적인 자아상을 형성케 하는 기제이며,

독자적인 자아상은 타자에게 제시되고 전달될 수 있는 하나의 정돈된 의미라는 점

에서, 서정주가 상정한 존재 확장 및 영생 획득의 논리에 개연성을 부여한다.

2.2. 안 잊히는 기억의 발굴과 ‘떠돌이’ 의식 구현

서정주가 자꾸만 떠오르는 몇 가지 경험들을 추려 작품으로 정리한 것은, 자신만

이 겪었으리라 여겨지는 특수한 경험들을 수집·축적하고 일반화함으로써 자신의 핵

심 특성으로 이루어진 자아상을 형성하는 행위로 풀이된다. 이를 고려했을 때 서정

주의 시적 자서전에서 우리가 우선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저러한 사건들의 진술

속에서도 서정주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화자의 태도와, 화자가 부각시키는 자

서전 속 시인의 일관된 속성이다. 예컨대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경험이 여러 번 축

적되었을 때 각 경험의 공통된 구조가 추출되고 레스토랑의 식사 절차에 관한 시나

리오가 형성되듯이, 시적 자서전의 독자는 각 시편들로부터 시인의 행보의 공통적

인 구조를 추출하고, 시인 개인의 속성에 관한 스키마를 구성하게 된다. 그로부터

우리는 시인이 ‘안 잊힌다’고 할 때, ‘무엇이’ 안 잊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

을 것이다.

㈎ 染病이 나아서 머리털이 훌라닥 빠져가지고/ 二學期에 復校하니, 재미라고는/ 쉬

는 시간에 학교 뒤 언덕 밑에서/ 빵떡이나 사먹는 거나 그중 나었네./ 그래서 <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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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라는 별명붙은 녀석이/「光州學生事件이나 한번 더 해보자」고 해/ 그거나 근

사해서 그 主謀의 하나가 됐었지// 그러신데, 푸른 囚衣에 용수를 쓰고/ 미우라 檢

事한테 나아갔더니/「너, 어머니 보고 싶지?」해서/ 그만그만 체면도 잊고 울음이

터졌었네./ 그래서 起訴猶豫로 풀려나는 바람에/ 이 殊勳甲에서도 나는 또 밀려나

고 말았지. (「光州學生事件에 Ⅱ」전문)

㈏ 一九四八年 봄햇빛이 가엾은 날이었는데,/ 鐘路 鐘閣근처의 길을 가고 있노라니까

/ 누가 등뒤에서 나를 불러 돌아다보니/ 그는 仁村 金性洙先生의 네째아들 金相欽

이었다./ 그는 一四九一年경엔 延禧專門 學生으로/ 詩人 金素雲과 나한테 징기스칸

式 불고기도 사 먹이고/ 朝鮮語學會사건으로 監獄구경도 좀 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은 東亞日報 記者라고 하며/ 나보고도 같이 해보자는 것이었다./「그러자」고 했더

니, 바로 며칠 뒤엔/ 나는 바로 東亞日報 社主인 金性洙 先生 房에 招致되었는데/

榮譽롭게도 나는 이분과의 점심 겸상 대접을 받고/「들으니 자네 文學이 거 상당

하더군」/ 하시는 讚辭도 받고/ 며칠 뒤부턴 一躍 大東亞日報社 社會部長자리를 맡

게 되었다./ 仁村先生과 겸상해서 점심을 먹던때의/ 그 깨끗하던 玉色의 몇 개 안

되던 食器들과/ 거기 놓였던 싱싱한 生굴 맛을 지금도 나는 잊을 수 없거니와/ 이

런것이 바로 仁村 家風의 맛 아닐까 한다.// 東亞日報社 社會部長 데스크에 앉아서

보니/ 첫째 記者들의 記事 文章이 마음에 거슬려/ 그걸 열심히 고치고 지냈는데/

「여기가 小學校 作文敎室인줄 아시오?」하는/ 누군가의 핀잔에는 씁쓸하였고,/ 거

의 밤마다 마시게 되는 政客들과의 술자리는 피곤하였다./ 어느날은 <바른太極旗

揭揚運動本部>란데서 와서/「지금 쓰고있는 太極旗는 네 귀의 卦가 틀렸다」고 해

/ 그사실을 記事로 써서 큼직하게 냈더니/ 이튿날엔 主筆室로 불려가서/「아직 確

定도 안된것을 한쪽 말만 듣고 그렇게 다루느냐?」는/ 꾸지람을 톡톡히 받았고,/

오래잖아선 文化部長으로 左遷이 됐는데/ 이번엔 또 作故한지 얼마 안되는 佐翁

尹致昊 先生의/ 이쁘게 생긴 아들 하나가 찾아와/「내先考의 遺言인데/ 愛國歌 作

詞는 李朝末에 내 아버지가 쓰신겁니다」해서/ 그사실을 또 그대로 新聞에 냈더니/

이튿날엔 또 社長室에 불려가/「많은 사람들이 그건 安昌浩先生 作詞라고 하는데/

친일파로 指彈받고 있는 佐翁의 것이라고/ 東亞日報가 지금 편들고 나와야 하느

냐」고/ 社長과 主筆의 호된 나무람을 들었다./ 하여 나는 적지아니 객적고도 무안

하던중에/ 이해 八月十五日 解放紀念日에/ 새로운 우리 大韓民國 政府가 그 樹立式

을 갖고/ 三級甲, 乙類의 行政官 採用試驗을 보이게되자/ 그 새맛에 흥분하여 여기

應試해서/ 그 甲類인 書記官에 뽑히여/ 이때는 文敎部所屬이던 예술과의 初代 課長

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때의 行政府의 課長노릇이라는 것도/ 나같은 사람에

겐 정말 견디기 어려운것이었네./ 개미 코빼기 보다 좀더 적은 月給에/ 課員의 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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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점심도시락도 없어/ 팥빵 두어개로 끄니를 넘겼고,/ 어쩌다가 한번씩 映畵

臺本 檢閱畢이라도 내주는 날/ 製作者側이 와서 點心招請이라도 할작시면/ 係長級

들은 염치불구하고 여기 매달렸는데,/ 그어디 飮食店에 가 자리잡고 앉으면/ 接待

婦 여자數는 우리네 손님數보다도/ 더많이 모여들어/ 옛날의 王朝式으로/「令監!

令監마님」하며 갖은 불쌍한 아양을 다 떨었고,/ 回路에 製作者는 金一封이라는걸

내게 내놓기도 했는데/ 이걸 번번이 거절해내기도 사실은 꽤나 힘드는 일이었네./

이런일 저런일에 酒量만이 늘어서/ 一九四九年 여름에는 持病인 場出血이 再發해/

書記官생활 滿十一個月 만에 依病辭表를 내고/ 行政官史 노릇 그것도 마무리를 지

어야 했네./ 결국은 너무나도 내게는 승거워서 말씀야. (「東亞日報 社會部長, 文敎

部 初代 藝術課長」전문)

㈎는 시인이 중학교에 재학할 시절, 이미 한 번 광주학생사건에 가담하여 학교를

옮기게 된 후에 두 번째로 학생시위를 도모하여 경찰에 붙잡힌 경험을 소재로 한

다. 그러나 이 시에서 광주학생운동이라는 역사적 사건 자체의 내용은 중요시되지

않고 있다. 화자의 초점은 어느 것에도 마음을 진득하게 붙이지 못하고 여기저기

쉽게 관심을 옮겨 갔던 스스로의 성정을 그리는 데 있다. 1연에서 ‘나’는 병을 앓은

후 재개한 학교생활에서 주전부리 같은 소소한 일들 말고는 이렇다 할 재미를 느끼

지 못한다. 그러던 중 친구로부터 학생시위를 일으키자고 제안 받자, ‘나’는 “그거나

근사”하다고 생각하고 학생운동을 주도하게 된다. 그러나 3연에서 ‘나’의 기세는 너

무도 쉽게 꺾여버린다. 길지 않은 작품 속에서 이렇듯 연마다 빠르고도 간단하게

전환되는 ‘나’의 관심사와 행보는, 이 시가 광주학생사건에 가담했다는 사실정보보

다도 이 무렵이 방황의 연속으로 가득했다는 인상을 전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 진술에 있어서도 화자는 “빵떡이나 사먹는 거나 그중 나었네.”, “그거

나 근사해서 그 주모의 하나가 됐었지”에서와 같이 겪어낸 사건의 가치를 낮추는

화법52)을 사용하고, “이 수훈갑에서도 나는 또 밀려나고 말았지.”에서와 같이 자신

에게 소속감을 안겨 주기로 기대했던 어떤 대상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밀려나 온 이

력을 암시한다.

㈏는 1948년경 시인의 행보를 매우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 얼핏 구구절절한 신변

52) 이 시에서 쓰인 보조사 ‘～나’는 앞말의 가치를 낮추는 기능을 한다(서희정,「한국어교육에서

보조사 ‘나’의 교육방안」,《한국언어문학》76, 한국언어문학회, 2011, pp.460～462.). 이러한 기

능의 보조사 ‘～나’ 및 그와 유사하게 앞말의 가치를 낮추는 장치들은『안 잊히는 일들』의 작

품들 대부분에서 공통적으로 구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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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기를 행갈이한 형태로 써낸 산문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실

상 화자의 일관된 태도를 고려했을 때, 이 작품 또한 ㈎와 마찬가지로 표면적인 사

건 자체의 기록을 매개 삼아 굴곡 많고 쉽게 떠밀려나는 생애의 전반적인 인상을

그려내는 데 성실하게 기여하고 있다. 이 작품 속에 드러난 바에 의하면 ‘나’는 종

로를 걷다 우연히 만난 지인으로부터 기자를 해보라는 제의를 받아 곧바로 ‘그러자’

고 대답하고 일을 시작한다. 그러나 신문사 내부 사회와 어울리지 않는 행동들로

거듭 지탄을 받는 등 회사 생활은 그리 여의치 않다. 그러던 중 새로이 정부의 행

정관 채용시험이 실시되자, ‘나’는 “새맛에 흥분하여” 시험에 응시하게 되고 곧바로

서기관으로 뽑힌다. 그러나 이 새로운 생활도 체질에 맞지 않아 1년도 채 안 되어

그만두고 만다. 정리해 보면 작품 한 편 속에서 ‘나’는 두 차례나 신분의 변화를 맞

이한다. 이때 변화는 우연히 만난 사람에 의해, 또는 “새맛”과 같은 일시적이고 가

벼운 자극에 의해 일어나며, 정작 변화가 일어난 후에 ‘나’는 매번 새로운 상황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다. 실제로는 짧지 않았을 일정 기간의 경험들을 화자는 이처

럼 일시적인 소동의 모음처럼 그려내고 있으며, 작품에 드러난 경험들이 ‘결국에는

너무나도 싱겁다’는 판단을 내린다. 이러한 화자의 태도는 노년 시인의 관점을 대변

한다. ㈏의 소재가 된 시기에 대해 시인은 어느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스치듯 살

아왔다는 인상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안 잊히는 일들』과『팔할이 바람』에 소재로서 수록된 사건들은 대

체로 죽음의 위기, 신변의 변화, 역사적 사건, 성장 과정의 입사식 등을 다루고 있

어, 삶의 흐름을 역동적으로 구성한다. 그러나 정작 소재를 전달하는 화자는 그 모

든 일들이 이미 지나쳐 온 것임을 강조하는 서술법을 구사한다. 그래서 각 사건의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동시에 현재의 화자를 각 사건들이 가져온 충격을 모두 소화

해낸 전적의 보유자로서 부각시킨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사건의 스쳐 지나감을 강

조하는 소재 배치, 청자를 앞에 두고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어조의 구사,

‘할 수 없이’와 같이 체념적 태도를 드러내는 관용구, 대안의 존재를 전제하고 체언

을 차선책으로 만드는 조사 ‘～나’의 빈번한 사용, 화자의 경험을 남의 일처럼 만드

는 어말어미 ‘～래나’의 빈번한 사용 등으로 인해 실현된다. 각 작품 속의 소재 이

야기 하나하나가 이러한 어법 속에서 형상화되는 과정은 현재 화자의 속성이 구성

돼 가는 과정과 일치한다. 이때 사건이 충격적이고 극적일수록 그것을 겪어 넘기고

거리를 둘 수 있는 현재 화자의 달관적 속성 또한 부각된다.

시인 스스로는 이러한 속성을 가리켜 ‘떠돌이’라고 표현한다. 서정주가 스스로를



- 34 -

정확히 이 단어로 규정했음은 여러 시집의 제목에서나 수필에서나 체험을 다룬 다

수의 시편들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53) 주목할 만한 부분은 ‘떠돌이’ 및

방황에 관한 서정주의 언급을 수집해 보았을 때, 이 ‘떠돌이’라는 것이 ‘하늘’에 가

닿을 수 없어 ‘할 수 없이 쫓기어 가는’ 지상적 존재이면서도, 선조들의 정신의 정

통 계승자이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도리어 ‘신’과 동격에 놓이기도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내가 나를 객관하는 눈이 열렸을 때, 곰곰 내 여러 모를 골고루 뜯어보고

그걸 다 합해서 보니, 나는 역시 할 수 없는 떠돌이로다. 자존심이나, 극한으로 높

일 것이나 더러 눈동냥 귀동냥으로 배운 떠돌이로다. 할 수 없는 떠돌이로다. (중

략)

사회인으로 다 항시 답답하고 억울한 일투성이고 또 좋은 어떤 타개책도 안 보

이기만 하기가 일쑤이지만, 내가 할 수 없이 되어 내 할머니 고향 해변의 노송 수

풀이라도 바닷물 같은 데 몸을 잠가 눈 박아보고 있을 때, 이런 때에도 자연은 나

를 딱하게 하거나 억울하게 하기는커녕 새로 내가 사회인으로서 몽땅몽땅 에누리

당하고 깎이기만 했던 내 전인(全人)의 자격을 다 되돌려주어 나를 다시 천지와 역

사 사이에 백 프로의 인생자격자로 회복시켜 주시니 말이다.54)

윗글에서 서정주는 “내가 나를 객관하는 눈”으로 “내 여러 모를 골고루 뜯어보”

니 자신이 ‘떠돌이’로 규정된다고 분명하게 진술한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인으로서

‘답답하고 억울한 일 투성이’인데다가 ‘어떤 좋은 타개책도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부각시키려 했음은 앞서「光州

學生事件에 Ⅱ」와「동아일보 사회부장, 문교부 초대 예술과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윗글에서는 시인이 ‘떠돌이’와 같은 처지에 놓인 것이 사회로부터 환영받

지 못했기 때문인 것처럼 진술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두 편의 시 작품에서는 오

히려 주인공 쪽에서 먼저 체념적 태도를 지니고 있었던 것처럼 진술되어 있었다.

즉 시인은 노년에 이르러 삶을 돌아보고 정리함에 있어 어느 한곳에 안착하지 못하

53) 시집 제목의 경우『떠돌이의 詩』(민음사, 1976),『늙은 떠돌이의 시』(민음사, 1993),『80소년

떠돌이의 시』(시와시학사, 1997)가 있다. 예컨대 『80소년 떠돌이의 시』의 서문에서 시인은

스스로가 “아직도 철이 덜든 소년”이자 “도(道)도 모자라는 떠돌이 상태”라고 하였다. 시 작품

본문에서 시인이 스스로를 직접적으로 떠돌이라고 규정하는 경우로는「쌍파울루 히피市場有

感」,「나이로비 市場의 買物」,「띠아싸레 監獄의 검은 罪囚들」등이 있다.

54) 서정주,「떠돌이의 글」,『미당 산문』, 민음사, 1994, pp.30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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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방황해온 속성 자체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윗글에

서도 시인은 스스로를 ‘떠돌이’라 하면서도 ‘자존심을 극한으로 높일 것을 배운 떠

돌이’라 하고, 사회로부터 쫓겨 나와 할 수 없이 당도한 고향의 바닷가에서 오히려

“백 프로의 인생자격자로 회복”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전복된 ‘떠돌이’의 지위는,

가령 다음과 같은 예가 보여주듯이 하늘의 자손인 단군이나 신(神)의 경지에까지

오르기도 한다.

첫여름의 綠陰과 들꽃들과 젊은 햇빛 아래 完全히 解放되어 발걸음을 옮기는 것

은 정말 신기한 일이다. 길은 어디로나 갈 수 있도록 사방으로 뻗치어 오직 그의

선택의 자유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出發에서 사람은 한동안씩 人間 以上의 自由

――말하자면 神의 自由 같은 것을 意識하는 것이다.

韓國 사람들은 그 資質 때문이었던지 환경 때문이었던지 일찍부터 이런 自由를

획득해 익혀 왔다. 그것은 新羅 上代 때부터 그랬다. 살아 있는 사람들 속에서 사

람 노릇 하는 일 외에 永遠한 魂과 끝없는 自然의 활연한 기운 속에서 사람 노릇

하는 길을 또 하나 두어, 家庭과 社會 속의 사람 노릇에서 落伍하거나 絶望하는 경

우에도 여기서 쓰러져버리지 않고 自然과 永遠의 門을 열고 들어가 다시 生者의

기운을 復活해 再起해 나섰었다.55)

서정주는 윗글에서 ‘떠돌이’를 가리켜 ‘신의 자유를 가진 자’라고 설명한다. 이 글

에서 떠돌이가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것은 더 이상 하릴없이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변해 있으며, 그러한 자유는 ‘신라 상대부터 전해오

는 것’이다.

‘신의 자유’가 ‘신라 상대로부터 전해’온다는 진술은, ‘떠돌이’와 ‘영원성’ 개념의

관련성을 뒷받침한다. 앞서 2장 1절에서 언급하였거니와 신라로부터 전해 오는 ‘신

라정신’의 핵심은 세대계승 의식의 내면화에 있었고, 세대계승이 목표로 하는 영생

은 현생이 너무나도 짧고 덧없다는 인식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 점을 고려하면 ‘떠돌이’가 누리는 자유란 현생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생겨나는 다

소 염세적인 성격의 자유이며, ‘떠돌이’가 ‘신’과 동위에 놓일 수 있는 것 또한 현생

이라는 인간 조건을 벗어던지려 한 데 연유한다. 역설적이게도 생자로서 영위하고

있는 현생의 의미를 부정함으로써, 시인은 ‘생자의 기운을 부활’시킨다고 말한다. 이

러한 자유는 ‘무언가로부터의 자유’이지 ‘무언가를 향한 자유’가 아니라는 점에서,

55) 서정주,『서정주문학전집3 -자전』, 일지사, 1972, p.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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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삶과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시인의 숙원 과제를 완전한 해결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닷새를 걸어 斷髮嶺에 올라와,/ 新羅 망해 여기 넘던 麻衣太子 생각하며/

해질녘을 누엿누엿 昌道 향해 내리노라니,/ 웡머식한 사내 하나이 쓴웃음으로 다가

오기에,/「여보시요. 댁에 어디 하룻밤만 부쳐주구려」했지만/「우리도 단칸방이라

서……」하며 넌즈시 사양하여,/ 나는 또 斷髮嶺에서 長安寺까지의/ 五, 六十里 밤

길 妙味를 차레받게 되었다./ 호랑이 냄새도 없지는 않은/ 무섭고 아푸고 배고푼

길을/ 허덕허덕 가야 하는 막다른 妙味――/ 이것도 차레받아 맛보게 되였다./ 원

망이나 절망이나 落伍보다도 더 고단하지만/ 쓰리고 쓰리면서도 훨씬 더 훤출한/

「人子에겐 집도 없노라.」의 그 妙味도/ 그전보다 좀더 쎄게 맛보게는 되였다.

(「斷髮嶺에서 長安寺로 -金剛山으로 가는 길Ⅱ」전문)

그럼에도 서정주는 스스로 목표한바 자신을 ‘신’과 동일시하고, 그로부터 삶의 의

미를 부여받았다. 이는 실제 시적 자서전에 수록된 위와 같은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작품은『안 잊히는 일들』에서 20대 시절을 소재로 한 시편들 가운데 하

나로, 금강산 단발령을 방문했을 때 묵을 곳을 구하지 못하고 산속에서 밤을 보낸

일을 소재로 한다. 이때 화자는 당시 ‘나’가 호랑이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느끼고, 아픔과 배고픔과 원망과 절망을 느꼈다고 하면서도, 그 와중에 어떤 ‘훤출

한 묘미’를 맛보았다고 한다. 이 묘미는 “허덕허덕 가야 하는 막다른” 상황에서 느

껴지는 것인데, 화자는 이 절박한 상황을 정말로 절박함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

고 ‘집이 없다’는 공통점을 토대로 예수의 상황과 동격에 놓는다. “인자에겐 집도

없노라”라는 구절은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예수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한 부분을 차용한 것이다. 실상 ‘집

이 없어서 허덕허덕 가야 하는 것’과 ‘본디 어딘가에 부착될 필요가 없는 존재이므

로 집이 없는 것’은 인과관계상 서로 정반대이지만, 앞서 ‘떠돌이’의 정처 없음에 적

극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신의 자유’라고 불렀듯이, 여기서는 떠돌이의 처지를 예수

의 지위와 같다고 보는 것이다.

곰같이 어리석기만 했던 처녀가 그 마음을 잘 닦아서 나오는 것을 桓雄이 보니,

비로소 하늘의 안 끝나는 마음을 그득히 그네 마음 속에 담아도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시고, 그러고 나니 그네의 으젓함에 환웅께서도 그리움이 생겨,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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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머지에 곰 처녀는 마침내 애기를 갖게 되었는데, 그 이름이 당굴――檀君이었

지요.

당굴은 아주 먼 우리 옛말로 하늘이란 뜻이니, 사람은 언제나 두루 하늘다와야

한다는 속셈을 이 이름은 간직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늘다와야 하는 것이니까, 당

굴(단군) 노릇으로 살자면 그 나이도 끝이 없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 처음 당굴님

의 나이를 왜 일천 구백 여덟살로 계산했느냐 하면, 그건, 사람의 살을 가진 목숨

의 나이로서, 그 이름으로 왕 노릇을 한 그와 그의 후계자들의 이 세상 나이를 얼

추 모다 합쳤던 것으로 보이는구먼요. 그 핏줄이 간절하기 작정이라면 여러 대를

고로코롬 합쳐세도 좋기사 좋은 일이니까…….

1920년 무렵까지도 이 <당굴>이란 이름으로 천대받으며 무당 노릇을 하고 다니

던 식구들이 이 나라엔 어느 만큼 있었던 것인데, 지금은 눈 씻고 볼래야 보이지

않고, 그 대신 인제는 뿔뿔이 홀로 되어 <떠돌이>란 이름으로 떠돌고 있는 남녀의

외토리들만이 남아 있소.

이들도 멀리 멀리 안 가는 데가 없이 뻗쳐 가려 하며, 또 그런 하늘의 신바람도

간직하고 있는 점에서는 본래의 당굴과 아조 딴 것도 아니건만, 어느 때부터인지

속이 그만 텡 비기 시작하여, 거기 천만 가지 시름이니 뭐니 그런 걸 꼬작꼬작 집

어넣어 채우고, 비칠비칠 헤매고 다니다가 어언간에 그만 그리 외토리들이 되어 버

리고 만 것이지요. (「檀君」전문)

떠돌이의 자유가 ‘신라 상대로부터 전해’온다는 진술은 다른 한편으로, 떠돌이가

지닌 속성이나 태도 자체가 통시적으로 전승될 만한 것이고 실제로도 전승되었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윗글에서 화자는 떠돌이들이 한국 역사에 면면이 존재해 왔으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계보가 단군에 이른다고 한다. ‘단군’과 동일한 단어인

‘당굴’은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무당의 모습으로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었는데, 최

근에는 그마저 사라지고 시름을 안은 채 각자 외롭게 살아가는 ‘떠돌이’들만이 남았

다는 것이다. 이 시의 화자에 따르면 ‘떠돌이’들은 비록 오늘날 비칠비칠 헤매고 다

니지만, 사실은 “안 가는 데가 없이 뻗쳐 가려 하며”, “하늘의 신바람도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상에서 유일하게 지상적 존재의 한계를 극복할 가능성을 지닌 존

재들이다. 때문에 언뜻 비루해 보이는 모습으로라도 그 계보는 끊어지지 않으며, 그

속에는 서정주 본인을 비롯한 여러 인상적인 역사적 인물들이 포함돼 있다.

실제로 이 작품이 수록된 시집『鶴이 울고 간 날들의 詩』(소설문학사, 1982)에서

서정주는 역사적 인물들의 일화를 시 속에 형상화하면서 한국 역사를 관류한다고

여긴 정신의 내용을 각 시편들을 통해 귀납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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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집에 수록된「黃眞伊」라는 작품에서, 황진이는 “金剛山으로, 太白山으로, 智異山

으로, 어디로, 어디로” “羽衣 잃은 仙女처럼 떠돌아다”닌 인물로서 한국 역사 곳곳

에 존재해 온 떠돌이들 중 하나로 그려진다. 황진이는 또한 고을 부사의 잔치판에

서 시를 읊기 전에 방약무인하게 옷 속의 이를 잡아 죽이고 앉았을 만큼 높은 “詩

的 自尊心”을 지녔던 인물로도 그려진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황진이에게 ‘떠돌이’

이자 ‘시인’이라는, 서정주와 동일한 처지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서정주

와, 수십 년 전까지 존재했던 무당들과, 황진이와, 단군은 시 텍스트와 시집의 구성

속에서 하나의 정신적 계보를 형성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서정주가 스스로를 ‘떠돌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영

원성’에 도달하게 되는 경로는 두 가지로 파악된다. 하나는 현생이라는 인간 조건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를 통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태도 자체가 전승될 만한

정신의 내용으로서 통시적으로 전달되면서이다. ‘안 잊힌다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

했을 때, 전자는 ‘무엇이 안 잊히는가’라는 내용의 층위에 있고, 후자는 시인 자신에

게 또는 독자에게 하나의 의미로서 ‘안 잊힌다는’ 현상 또는 논리의 층위에 있다.

시적 자서전의 수록 작품들은 모두 ‘안 잊히는 일들’로서 선별되었다는 점에서, 이

러한 두 가지 층위의 경로를 통해 시인의 ‘영원성’ 성취에 기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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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를 통한 기억 형상화와 정체성 부각

3.1. 내용 선정 및 의미화 기제로서의 ‘시’ 개념 설정

서정주의 시적 자서전이 독특한 작업인 이유는 시 속에 시인 자신의 이야기를 담

아서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긴 생애를 굳이 산문이 아닌 시 형태로 작성했기 때문

이기도 하다. 상론하였듯 서정주는 시적 자서전 연작을 연재할 당시 이미 산문 자

서전이나 여러 에세이를 발표한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 내용상으로는

크게 달라 보일 것 없는 시 형태의 자서전을 두 차례나 거듭 출간했다. 이로 미루

어 보아 서정주는 산문 형태와 대별되는 시 형태만의 특수한 가치를 인식하고 있었

으리라 짐작된다. 이 절에서는 서정주가 개인적으로 설정하고 있었던 ‘시’ 개념을

파악하고, 그 개념을 토대로 자서전을 시로 쓴다는 것이 서정주에게 무엇을 의미하

였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 感覺과 情緖가 그 時間上의 長短은 있을지언정 둘이 다 변하는 것인데 情操는 변

하지 않는 感覺內容 즉 恒情을 일컫는다. 成春香의 李도령에 향한 一片丹心, 麗末

鄭 夢周의 한결같은 憂國之情, 李朝詩人 鄭 松江의 不變하는 事君感情――이런 것

들은 모두 다 情操에 속한다.56)

㈏ 情操가 東洋에 많듯이 叡智도 역시 많이 東洋人의 知性生活에 標準이 되어 왔었

다. 그러나 西洋人의 것이라고 하여 이것이 全無한 것은 아니니, 基督敎의 詩篇들

에서 보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 이것은 時間的으로 永遠을, 空間的으로 無限을 透

徹하는 知性內容이고자 해 왔다. (중략)

이러한 永遠人·無限人으로서의 自覺 아래 이루어진 基督의 表現은 中國과 우리

나라의 在來의 詩歌에서도 窺察할 수가 있다.57)

㈐ 詩의 情緖니, 詩의 知慧니, 詩의 意志니 하는 것을, 詩에 있어 따로따로 高揚하느

니보다는 이것의 齊合인「詩心」으로써 이 詩精神이라는 것을 생각해온 데 緣由한

다.58)

56) 서정주,「시의 내용」,『시문학원론』, p.58.

57) 위의 글, pp.74～75.

58) 위의 글,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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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書經에「詩言志」라 한 것을 보면, 詩는 한 뜻(志)――즉 意志를 主로 한 精神으

로 보기도 했고, 또 書經大序에 情에다 重點을 두고 있는 것을 보면, 또 詩는 感

情·情緖를 重要視했던 것도 事實이다. 이렇게 되면, 書經과 詩經의 定義들을 綜合

하면, 즉 그것은「知」「情」「意」의 綜合인 精神 그것의 全部를 말하게 되는 것

이다.59)

서정주가 특히 시론을 치밀하게 펼치고, 시론에 따라 의식적으로 창작에 임한 시

인은 아니다. 그러나 시에 대한 그의 여러 언급은 적어도 내용상 일관성을 띠고 있

으며, 오히려 논리적으로 치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견지가 창작에 임할 때 자연스

럽게 적용되었으리라 여겨진다. ㈎～㈑는 모두 서정주가 펴낸 시론에 수록된 글들

이다. ㈎와 ㈏는 그중「시의 내용」이라는 항목 내 ‘정조(情操)’와 ‘예지(叡智)’에 대

한 설명이다. 서정주는 내용의 성격에 따라 시를 주정시, 주지시, 의지의 시로 나누

고, 주정시를 다시 ‘감각의 시, 정서의 시, 정조의 시’로, 주지시는 ‘기지(機知)의 시,

지혜의 시, 예지의 시’로 나눈다. 여기서 ‘감각-정서-정조’와 ‘기지-지혜-예지’는 각

각 인간이 가지는 감정과 지성을 그 지속성에 따라 세 층으로 위계화한 것인데, 서

정주에 따르면 이 중 ‘정조’와 ‘예지’가 각각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며 잘 다듬어진

감정과 지성이다. ㈎와 ㈏에서 서정주는 ‘정조’를 가리켜 “변하지 않는 감각내용 즉

항정(恒情)”이라고 설명하고, ‘예지’에 대해서는 “시간적으로 영원을, 공간적으로 무

한을 투철하는 지성내용”이라고 설명한다. 즉 서정주가 고평하는 시의 내용이란 공

통적으로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변함이 없다는 속성을 갖춘 것이다. 그런데 ㈐와

㈑를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을 담는다는 것이 시의 여러 가능성 가운데 하나가 아니

라 시의 개념이자 본질 자체로 설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에서 서정주는 주정

시, 주지시, 의지의 시가 담고 있는 정서, 지혜, 의지를 합하여 ‘시심’ 또는 ‘시정신’

이라고 부르고, 「시의 정의」항목에 해당하는 ㈑에서는 이러한 ‘지·정·의의 제합인

정신 전부’가 곧 ‘시’라고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다.

내용을 구성하는 정신이 곧 시의 개념이자 본질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서정주 시

론이 일반적인 시론에 비해 특히 이목을 끄는 지점이다. 일반적으로 문학 자체를

대표하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문학 양식 가운데 하나로서의 시는, 짧은 길이와 행갈

이를 근본적인 특징으로 하는 언어구조물로60) 그 속에 담기는 정신의 고도(高度)까

59) 서정주,「시의 정의」, 위의 책, pp.13～14.

60) 박현수,『시론』, 예옥, 2011, pp.105～111.



- 41 -

지를 본질로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서정주는 시의 본질을 설정하는 데 있어 중점

을 형식적인 측면보다도 내용적인 측면에 두고 있으며, 특히 어느 시기에 이르러서

는 창작할 때 언어를 다루는 문제까지도 내용적 측면을 토대로 설명하기 시작한다.

㈎ 詩란 민족의 실생활에서 가장 매력있는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말까지 어렵고 꼬불꼬불하면 손해야. 말은

되도록 쉽게, 실생활에서 찾아 써야 돼. 소설은 실생활에서 온 말로 씌어지고 있쟎

아. 이런 점은 우리나라 시인들이 소설가에게 배워야 돼.61)

㈏ 한국 사람들은 그 發言하지 않고 마는 이런 말들을 어디에다 놓아두고 사는가. 또

그렇게 해서 어쩌겠다는 것인가. 그들은 그것을 마음속에다가만 놓아두고, 또 그렇

게 해서 眞心은 어느 말씀보단도 더 귀중하다고 생각하고 살기 작정인 것이다.

이것은 내 생각에는 詩라는 創作文學이 말을 다루는 것과 많이 비슷하다고 본다.

詩는 언제나 말할 것을 다 말하려 하지 않는다. 어느만큼만 말해서 그속에 말하고

자 하는 것을 되도록 간절히 暗示만 하는 것이다. 그런 詩의 言語表現과 韓國語의

表現은 아주 많이 일치하는 것 같다.62)

㈎는 서정주가 1979년에 가진 대담을 지면으로 옮긴 잡지 발표문의 일부이다. 당

시 그는 한국사 전체를 범위로 역사적 인물들의 일화를 추출하여 시로 형상화한

‘학이 울고 간 날들의 시’ 연작의 연재를 목전에 두고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서

정주가 피력한 창작 방법은 ‘학이 울고 간 날들의 시’ 연작과 이후 곧바로 뒤이어

연재되기 시작한 ‘안 잊히는 일들’ 연작의 창작 과정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에서 서정주는 시의 근원을 ‘실생활’에서 찾고 있으며, 시의 언어 또한

마치 소설과 같이 일상적 언어에 가깝게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상적 언어로 표

현된 일상적 내용 자체에만도 ‘깊이’가 있으며 그것이 곧 시라고 하는 것이다.

㈏는 1969년 3월부터 1970년 2월까지 연재한 ‘한국의 미’라는 산문 시리즈 가운데

세 번째 연재본의 일부이다. 이 글에서 서정주는 詩에서 말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것은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문면에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

라, 적절한 정도만큼만 표현하고 그 나머지는 텍스트 이면에 암시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서정주에 따르면 그렇게 함으로써, 시인이 마음속에 간직한 ‘귀중한 진심’은

61) 서정주,「韓國文學 어떻게 해왔나」,《韓國文學》, 한국문학사, 1979. 11. p.267.

62) 서정주,「韓國의 美 (3)」,《현대문학》, 현대문학사, 1969. 5, p.328.



- 42 -

오히려 ‘어느 말씀보다도 귀중한’ 것의 지위를 누릴 수 있다.

이때 ㈎와 ㈏가 각각 ‘민족의 실생활’과 ‘한국 사람들’ 및 ‘한국어’를 강조한 점은,

자신이 위치한 시공간적 좌표와 그로부터 찾아낼 수 있는 자기 존재의 의미에 대한

서정주의 관심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학이 울고 간 날들의 시’를 연재할 무렵 그는

한창 세대계승 논리를 전면적으로 펼치고 있었고, 그것의 실재를 확인하고 긍정하

는 차원에서 ‘신라’라는 시공간뿐만 아니라 한국적인 것 또는 한국 역사 전체에 대

한 글들을 줄기차게 생산해 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정주가 규정하는바 ‘시’의 본

질인 가장 높은 정신과 가장 깊은 내용이 실생활에 있고, 그것을 적정선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소박한 언어사용 또한 한국적인 것이라 함은, 결과적으로 지

금․여기에 있는 존재 및 그 존재의 삶을 있는 그대로만 그려놓아도 충분히 가치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 新羅 스님 月明은 하눌의 神 누구에게 특별히 마음 속으로 청탁을 할 일이 있으

면 자기가 직접으로 나서질 않고, 그 어디 곱게 핀 꽃송이의 마음을 시켜 대신 심

부름을 보냈다 하는데, 이건 아무래도 詩가 되겠다. (「月明 스님」일부)

㈏ ――이런 이얘기는 美談佳話니 하는 코우스갯거리여서 요새는 詩도 채 다 안 되

는 것일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쩐지 그냥 모른 체만 할 수는 없어, 이것도 여

기 한구석에 슬그머니 끼워 넣어 놓아 두어 보는 것이다. (「셈은 바르게」일부)

소박한 언어를 통해 소재를 있는 그대로 그린 것이 훌륭한 시가 되기에 충분하다

는 인식은 시 작품에서도 관찰된다. 서정주의 작품들 중에는 위의 ㈎, ㈏와 같이 본

문에 모티프 선별에 관한 메타적인 진술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에서 시인으로

여겨지는 화자는 신라의 월명 스님 이야기를 언급하고 “이건 아무래도 시가 되겠

다”고 하며, ㈏에서는 고려시대의 최석(崔碩)이라는 인물의 일화를 제시한 후 ‘요새

는 이런 이야기가 시도 채 안 될지 모르지만 모른 체할 수는 없어 적어 둔다’고 한

다. 즉 두 작품에서 화자는 소재로 차용된 이야기 주인공의 행보 자체만을 두고 ‘시

가 된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용례에서의 ‘시’란, 첫째로 언어화되기 이전에 소재의

내용이 이미 지니고 있는 깊이 자체이며, 둘째로는 그러한 깊이를 기대하고 주변에

산재하는 이야기들을 선별하거나 격상시키는 틀이다.

이러한 맥락 하에, 시적 자서전 서문에서의 ‘시’에 관한 언급을 풀이해볼 수 있다.

『안 잊히는 일들』의 서문에서 서정주는 “세월이 제 아무리 지나가도 영 잊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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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일들은 스스로 시가 될 자격을 갖는”다고 하였다. 소재의 내용이 지닌 깊이는

그 내용이 ‘안 잊힌다는 감각’에 근거하여 파악되고, 그래서 ‘안 잊히는’ 이야기들은

자동적으로 ‘시가 될 만한 것’의 자격을 부여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정주가 설

정한 ‘시’에는 앞 장에서 살펴본 ‘안 잊힘’의 의미들이 모두 연관된다. 거기에는 삶

의 내용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시인의 바람은 물론, 나아가 그러한 의미가 타

자에게 수용되고 길이 보존된다는 확신, 그리고 수용과 보존을 통해 초월적 생명력

이 획득된다는 확신 또한 연결돼 있다.

이 詩 속의 <아버지가 해다 말리는 山엣나무 향내음>에는 내 아버지가 손수 땔나

무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건 사실이 아니고 다만 詩로 하자니 <머슴이 어쩌

고…> 하는 건 詩맛이 달아날 것만 같아 이리 해놓은 것뿐이다.

서정주는 이처럼 독특하게 설정된 의미의 ‘시’를 운문 형식으로서의 일반적인 ‘시’

와 같은 단어로 지칭한다. 그래서 그가 시론 이외의 글에서 사용하는 ‘시’라는 단어

는 자주 중의성의 문제를 노정한다. 윗글은『안 잊히는 일들』의 첫 작품「마당」

에 각주로 달려 있는 시인의 말이다. 여기에서 그는『안 잊히는 일들』이 자서전임

을 공표하고서도 작품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정보를 수정한

이유는 “시로 하자니” “시맛이 달아날 것만 같아”서인데, 이때 똑같은 ‘시’라는 단어

도 서로 다른 의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시로 하자니”란 ‘똑같은 내용을 산문

이 아닌 시 형태로 써내자니’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때의 ‘시’는 산문과 대별되는

운문 형식을 말한다. 반면 “시맛이 달아날 것 같아”에서의 ‘시’는 어떤 ‘특정한 맛’의

담지체로서 형식 차원의 의미를 벗어나며, 그래서 앞서의 내용의 깊이로서의 ‘시’

개념을 강력하게 환기한다. 운문 형식과 내용의 깊이라는 두 가지 의미는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시’라는 동일한 단어 속에 담겨 있다. 때문에 두 가지 의미는

서로 어느 것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느냐의 관계에 있을 뿐, 다른 하나를 완전히 배

제하지는 못한다. 일례로 ‘시맛을 살리기 위한 각색’에는 형식상의 전환과 내용상의

수정이 모두 가담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면 서정주가 사용한 ‘시’ 개념을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형식 차원에서 그것은 ‘시맛’을 북돋우기 위해 여러 가지 기

법을 동원하는 운문 형태의 언어구조물이다. 이는 산문과 대별되며, 독특한 한 순간

을 압축적으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길이가 짧고, 율격, 비유 등을 비롯한

언어의 모든 특질들을 수사적 장치로서 동원한다. 둘째, 내용 차원에서 그것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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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의 근본적인 담지체를 지칭한다. 이때의 ‘시맛’이란 서정주가 시론에서 피력하였

듯이 소재가 되는 내용의 깊이 또는 소재가 표상하는 정신의 높이를 의미하며, 어

느 시대 누구에게나 통용될 정도의 보편성과 강렬함을 내포한다는 추상적 조건을

골자로 한다. 셋째, 특히 소재가 되는 내용의 깊이가 곧 시라고 규정한 데서, ‘시’

개념은 작품 속에 형상화할 소재를 고르는 기준이자, 그러한 소재들만이 오를 수

있는 일종의 반열의 명칭으로 쓰이기도 한다. 앞서 제시한「월명 스님」과 같은 작

품에서 화자가 일화 속 인물의 행보를 두고 ‘시가 될 만한 것’이라 판별한 것이, 이

층위의 ‘시’ 개념의 단적인 예가 된다.

이 같은 세 가지 층위의 ‘시’ 개념에 따라, 서정주에게 있어 자서전을 ‘시’로 쓴다

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자서전을 (운

문 형식으로서의) 시로 쓴다는 것은 자서전이 행갈이 된 간결한 형태로 작성되어

압축미를 위한 다양한 수사와 기법들의 세례을 받고, 소재가 되는 이야기의 특정한

면모를 하나의 이미지로서 집중 조명 받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자서전을 (기준 또

는 반열로서의) ‘시’로 쓴다는 것은, 시인 자신의 삶으로부터 높은 정신이 느껴지는

부분들을 발굴하여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 의

미 있는 부분들로만 생애 전체를 재구성하여 자기 삶 전체와 자기 존재 자체의 가

능성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시의 소재로 취해진 시인의 삶 또는 존

재는, 시인이 고평하여 작품에 수용한 다른 소재들과 동등한 지위에 오르게 된다.

마지막으로 자서전을 (정신의 최고도 자체로서의) ‘시’로 쓴다는 것은, 시인이 자신

의 삶을 단순히 무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는 정도를 넘어서, 거기에 적극적으

로 의미를 부여한다는 뜻이다. 소재가 ‘시’로 쓰이는 과정을 통해 가능성으로만 보

유돼 있던 소재의 ‘시맛’이 더욱 ‘살아나’기 때문이다. 즉 시에 수용될 소재는 잊히

지 않을 만큼 의미가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완벽한 것은 아니며, 시로 형상화되었

을 때 그 ‘시맛’이 더욱 살아나서 완벽해진다. 따라서 이때의 ‘시’는 소재의 풍부한

가능성이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되었을 때 형상화되는 지․정․의 제합의 최고도의

정신이다. 자서전을 이러한 의미의 ‘시’로 쓴다는 것은, 자기 삶의 가능성의 발굴을

넘어, 자기 삶을 지고한 정신의 표상으로 격상시킨다는 뜻이다.

이러한 여러 층위의 의미들은 서정주가 산문 자서전을 집필한 후 새로이 써낼 자

서전이 어째서 산문이 아닌 시 형태여야만 했던가를 설명해 준다. 서정주는 ‘영원

성’이라는 선험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 성취 경로로써 세대계승 논리를 마련했듯이,

‘시’에 선험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거기에 자신의 삶과 존재가 기입될 근거를 마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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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각각 형식, 반열, 정신으로 요약되는 세 가지 개념이 모두 ‘시’라는

하나의 명칭으로 불린다는 점에서, 형식으로서의 ‘시’ 속에 소재가 기입되는 것은

표면적으로, 나아가 상징적으로 소재에 대한 세 층위의 시화(詩化)를 이룬다. 서정

주의 아이디어를 충실히 따라가 보면, 이러한 세 층위의 시화는 자서전이 시 형식

으로 작성된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시인의 삶과 존재에 대한 지고한 가치 부여를 보

장한다.

3.2. 주조된 자기의 전면화와 공고화

서정주가 설정한 독특한 ‘시’ 개념을 토대로 가정컨대, 그는 ‘시’가 발휘하는 효과

를 획득하기 위해 시인은 산문으로 작성했던 자서전의 내용을 ‘안 잊히는 일들’ 연

작으로 재구성하였고, 그러한 효과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팔할이 바람’

연작을 다시 한 번 써내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산문 자서전「내 마음의 편력」,

「천지유정」과 시적 자서전『안 잊히는 일들』,『팔할이 바람』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하나의 소재가 각각의 텍스트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진술되는

지를 비교한다. 그럼으로써 ‘시’라는 장치를 통해 서정주가 얻으려 목표했던 효과가

실제로 어떻게 발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산문 자서전과『팔할이 바람』에 비해 『안 잊히는 일들』에서 두드러지는 기억

형상화 방식상의 특징은 크게 ① 장면 단위의 분절, ② 구심적이고 간결한 서술, ③

정보의 불일치, ④ 화자 어조의 다양화, ⑤ 각주 삽입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특징

들은 공통적으로 장면의 순간적 인상을 부각시키는 데 기여한다.

㈎ 복도꽁[朴東根]의 나이는 벌써 스무 살./ 우리 小學校 三學年에선 제일 힘이 將師

ㄴ데,/ 뾰쪽구두 신은 日本 女先生님이/ 逍風 가서 발병이 나 못 걷게 됐을 땐/ 그

네를 등에 업고 으시대고 걸었지./ 내 나이는 이때에 滿으로 열한살/ 복도꽁이 부

럽고 질투가 나서/ 눈창이 뜨끈뜨끈 딿고 있었지./ 내가 고 女先生을 업었으면 졸

텐데/ 힘이 아직 모자라서, 질투가 생겨나서…… (「첫嫉妬」전문,『안 잊히는 일

들』수록)

㈏ 요시무라 선생은 이날 검정 가시미야의 양장으로 하이힐을 신고 갔는데, 하이힐을

신고 먼 길을 나선 건 아마 경험이 없어서 그랬던 듯, 돌아올 땐 발병이 나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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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 않이 걱정ㅎ게 했다. (중략)

「고라, 신도오꽁. 센세잉아 곤나니 구로오시데 오라레루노니 다맛데 지잇도 미

데오루 야씀아오루까! 옴부시데앙에! 이노시시 노요오니 쓰요이 야씅아! (얘, 신 동

근, 선생님이 이렇게 고생하고 계신데 잠자코 빤히 보고 있는 놈이 어디 있어! 업

어 드려라! 자식아! 빨리 업어 드려! 멧돼지같이 센 자식아!)」

하며 그를 들쳐업을 것을 명령해, 요시무라 선생은 처음엔 그래도 사양하고 얼마를

더 갔으나, 마침낸 할 수 없는 듯 마지못해라 하고 그 등에 업혀가게 되었다.

내 마음이 이때 어쨌을까는 상상에 맡긴다. 어떻게나 나는 신 동근의 형편이 부

러웠는지, 그 업혀 가는 모양을 오래 보고 있을 수도 없을 만큼 빨갛게 달아서 신

동근의 대목부사리 같은 힘을 질투하였다.

여자를 두고 한 질투는 이것이 아마 내 인생에선 처음이 아니었던가 한다.63)

㈐ 이 해 가을 어느날에/ 우리는 선생님들과 함께 그「遠足」이란/ 이름의 소풍을 갔

는데/ 요시무라 여선생님은 구두를 신고 가서/ 돌아올땐 그만 발병이 나/ 쩔뚝 쩔

뚝 다리를 절며 진땀을 빼시니/ 日本人 무라마쓰 선생께서 일본말로/「오이 보꾸도

오꽁 옴부시데 아게!」하고/ 우리班 친구 朴東根이더러/ 업고 가라고 명령을 내렸

네./ 그 朴東根이로말하면 나이는 스물두어살,/ 아이까지 하나 가진, 장수같은 사내

였는데, 홀가분한 꽃다발이라도 하나 등에 얹은듯/ 기분좋게 우리 여선생을 업고

가는것을/ 바로 그 뒤를 따르며 우러러만 보자니/ 부러웁고 시새웁고 안타까운 마

음은/ 씻을수도 누를수도 걷잡을수도 없었네. (‘팔할이 바람’ 연작 중「茁浦2」일부,

《일간스포츠》1987. 7. 23.)

위의 세 글은 모두 같은 기억을 소재로 한다. 소학교 시절 짝사랑하던 여선생님

이 소풍을 갔다가 발병이 났을 때 시인보다 덩치 큰 학생이 선생님을 업게 되어 질

투를 느낀 기억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세 편의 글은 동일한 소재를 조금씩

다르게 형상화하고 있으며, 각각 산문 자서전과 두 권의 시적 자서전들 간의 전반

적인 차이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먼저 ㈏ 및 ㈐가 여선생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나열한 전체 글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인 데 비하여, ㈎는 작품의 전문(全文)이다.『안 잊히는 일들』의

시편들은 ㈎와 같이 대체로 하나의 에피소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는

한 에피소드에 대해 제시하는 정보가 소략하다. ㈏와 ㈐에는 소풍의 시기, 소풍을

63) 서정주,『서정주문학전집3 -자전』, 일지사, 1972, pp.1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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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 말, 박동근이 선생님을 업게 된 경위 등이 제시되어 있으나, ㈎에는 박동근

이 선생님을 업고 주인공이 그런 박동근을 질투한다는 최소한의 구도만이 제시되어

있다.

최소한의 정보들이 부각시키는 것은 박동근과 주인공의 대비와 주인공의 정서이

다. 화자는 서두부터 박동근이 가진 나이와 힘의 우위를 강조한다. 첫 행 “복도꽁의

나이는 벌써 스무 살”은 “내 나이는 이때에 만으로 열한살”과 대구를 이루면서도

내용상 대조를 이루어 박동근과 주인공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도록 한다. 이러한 대

비는 자연스럽게 주인공의 열위와 질투심을 두드러지게 한다. 여기에 미세한 사실

정보의 수정 또한 힘을 싣는다. ㈏과 ㈐에서 신동근(박동근)이 여선생님을 업게 된

것은 다른 선생님의 명령 때문이었는데, ㈏에서 그에 대한 신동근의 반응은 전혀

서술되지 않고, ㈐에서 박동근은 “기분 좋게” 선생님을 업고 갔다고 한다. 그런데

㈎에서 화자는 박동근이 선생님을 업고 “으시대고” 걸었다고 한다. 나이와 힘과 선

생님을 업었다는 사실에 있어 주인공보다 우위에 놓인 박동근이 으스대는 태도까지

보이는 것은 주인공의 질투심을 더욱 부채질하기에 적절하다. ㈎, ㈏, ㈐에 드러난

박동근의 태도 가운데 어느 것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나머지와 달리 서

술에서 옆 반 선생님의 명령을 빼고 으스대는 박동근의 태도를 추가시킨 것은 주인

공의 질투심을 강조하는 효과를 낸다. 비슷한 예로 앞서「마당」이라는 작품에서도

화자가 마당의 나뭇짐을 머슴이 아닌 아버지가 해놓았다고 한 것은 가족과의 편안

한 저녁시간에 맞춰진 초점이 불필요한 정보에 의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한다. 이처

럼『안 잊히는 일들』의 작품들 가운데 다른 텍스트와 진술의 불일치를 보이는 것

들은 공통적으로 작품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의 인상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바뀌어 있음이 관찰된다.

山에 가서 땀 흘리며 주워온 산돌./ 하이얀 순이 돋은 水晶 산돌을/ 菊花밭 새에

두고 길렀습니다.// 어머니가 심어 피운 노란 국화꽃/ 그 밑에다 내 산돌도 놓아두

고서/ 아침마다 물을 주어 길렀습니다. (「菊花와 산돌」전문,『안 잊히는 일들』수

록)

한편『안 잊히는 일들』의 작품들은 화자의 어조에 있어 서로 차이를 보인다는

점과 각주가 삽입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동일한 소재를 다룬 다른 글들과 다르다.

위 작품은 앞서 제시한「첫 질투」와 마찬가지로 시인의 11살 때의 기억을 소재로

하여 창작되었다고 하나,「첫 질투」와 달리 경어조를 사용하는 화자가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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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질투」의 “내 나이는 이때에 만으로 열한살”이라는 진술은 화자가 이미 열한

살 때로부터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위 작품에는

주인공의 나이와 화자의 나이 차를 드러내는 표현이 과거형 선어말어미와 “아침마

다”밖에 없는 데다, 화자가 경어조를 사용하여 예상되는 양자의 나이차를 현저하게

줄이고 있다. 화자는 실제 시를 창작하는 저자보다 주인공에게 더욱 밀착함으로써

각 시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주인공의 정서에 집중한다. 분명 동일한 저자에 의해

창작된 작품들임을 전제하고 있으면서도 화자의 어조가 시편에 따라 달라지는 것

은, 각 편의 핵심적 인상에 알맞은 목소리를 부여하면서 저자와 화자의 거리를 떨

어뜨린다.

각주의 존재 또한 저자와 화자의 거리를 떨어뜨린다.「마당」에서 확인하였듯이

『안 잊히는 일들』의 작품들에는 소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기술하는 각주가

달려 있다. 이는 화자가 제시하는 정보의 결함을 폭로하는, 화자와 분리된 저자의

존재를 감지케 한다. 각주는 일견 저자의 성실성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오히려 작품 본문 내 화자의 진술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만

들며, 나아가 신뢰성이 저하된 화자를 내세운 저자 자신의 성실성까지 의심케 한다.

요컨대 『안 잊히는 일들』에서 작품 한 편은 하나의 장면에 집중한다. 제시되는

정보의 양이나 사실성, 화자의 퍼소나(Persona) 조정이 모두 에피소드에서 핵심이

되는 인상을 부각시켜 사건을 ‘한 장의 사진’64)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 그 결과

각 시편들은 삶의 연속적인 내러티브로부터 벗어나 제각기 저자가 겪은 일로부터

받은 순간적 인상들을 독립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그러나『안 잊히는 일들』은 작품 본문에 제시된 시인 본명 등의 고유명사들, 서

문, 각주, 연령대별로 정리된 목차 등으로 인해 자서전으로 규정되며, 이는 각 시편

들이 아무리 사건의 단면만을 독립적으로 부각시키더라도 모두 한 사람의 삶을 순

차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전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만든다.「첫 질투」와「국화와

산돌」의 주인공이 똑같이 11세 때의 미당임을 보증하는 것은 각 시편들을 한 권의

시집 단위로 결속시키는 규약인 것이다.

64) 서정주는 자신의 기억을 ‘이미지’ 또는 ‘사진’이라 칭하는 일이 잦다. 그 중에서도 다음 진술

은 그 이미지가 “성화음미의 한 관문”이 된다고 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내 마음 속에서 사진 찍혀 있는 그 많은 이미지들 속에서도 가장 초기에 속하는 이미지들을

내가 가끔 기억에서 聖畵吟味의 한 관문을 삼는 것은 내게는 극히 귀중한 일이다. 그러니만큼,

이미지라는 것은 최근 촬영된 것만이 귀중한 값을 가지는 게 아니라 유소년 때 마음 속에 찍

어둔 것도 얼마든지 귀중한 것이 될 수 있다.” (서정주,『시문학원론』, 정음사, 1972, p.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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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각 시편의 독립성과 연계성이 병존하는 시집의 구성은, 개개 사건이 저자

에게 준 자극을 강조하는 동시에 시편과 다음 시편 사이의 틈에서 저자가 어떤 식

으로든 그러한 자극을 소화하고 삶을 이어갔음을 암묵적으로 이야기한다. 이러한

긴장과 이완의 연쇄는 시집 전체를 통해 형상화되는 저자의 삶을 굴곡이 뚜렷한 이

야기로 만들며, 굴곡을 헤쳐 온 저자 자신이 굴곡에도 불구하고 여전(如前)히 자기

속성을 유지한 인물임을 강조하게 한다.

상론하였듯 여기서 말하는 속성의 유지란 실제 서정주의 화두였던 '영원성'의 추

구함과 연결된다. 결핍과 회복의 모색이 삶 속에서 존재론적 고민으로서 드러날 때,

그것은 원인을 자각하지 못하는 방황의 연속으로 구체화된다.『안 잊히는 일들』에

선별된 사건들은 상실감이나 고독을 느꼈던 기억, 특별한 이유도 없이 안정적인 생

활패턴에 정착하지 못하는 모습, 목숨이 위태로웠던 일들이 상당수를 이룬다. 예를

들어 소학교 여선생님에 관한 이야기에서, 다른 텍스트들에서는 칭찬을 받은 기억

이나 자택에 초대받은 기억을 모두 쓰고 있지만『안 잊히는 일들』에서는 앞서 살

펴본 질투심의 기억과 선생님이 학교를 그만두어 처음으로 “이별의 맛”을 알게 된

기억만이 선별되었다. 그럼에도 모든 작품들은, 시편마다 주인공과 화자의 거리에

차이는 있을지언정 화자의 회상 구조에 의해 ‘그렇게 소화하고 넘어간’, ‘그럼으로써

속성의 유지를 입증한’ 사건으로 정리된다.

한편 진술의 기법에 있어『팔할이 바람』에 수록된 작품들은 산문 자서전과『안

잊히는 일들』에 비해 ① 한 작품 내 여러 개의 장면 제시, ② 길고 구체적인 서술,

③ 정보의 불일치, ④ 화자 어조의 통일, ⑤ 각주 제거의 특징들을 보인다.

㈎ 손등에 굵은 심줄 새파랗게 드러난/ 진땀나는 삼십대의 修女 같은 색시가/ 웃도리

만 입은 나를 참말로 사랑해/ 그 무릎에 끌어안고 부채질을 해주시네./ 빩아벗은

내 아랫도리 꼬치에다가/ 귀엽다고 더 열심히 부채질을 해주시네.// 방안에는 聖誕

節날 修女 같은 색시들이/ 대여섯명, 그중에 한 색시가 말씀을 하네./ 내 꼬치모양

이 특히 좋다고 굽어다 보며/「아흐 그 꼬치에 땀 방울이 이뻐」하고/ 음력 초사흘

날 달눈썹 아래/ 초롱같은 두눈에 불을 밝혀 속삭이네. (…)// 그런데 그세월이 얼

마를 지냈는지,/ 나는 그만 어줍잖은 병에 걸려서/ 우아랫도리를 새빩앟게 벗긴채/

마당 흙바닥 우에 가 내동댕이처져 있었네./ 그랬더니// 고된일에 두 손이 갈퀴같

이 된 할머니는/ 시렁에서 날 선 낫 한자루를 들고 와/ 내 누어있는 몸둥이 갓을

에워싸고/ 드윽 드윽 그 낫끝으로 땅을 그으며/ 「어쐬 귀신아 물러가라!」고/ 하

늘 한쪽을 흘겨보시며 왜장을 쳤네.// (…)// 고로코롬 하구서는 날마다 말씀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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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산우에 한뼘가웃쯤 올라올때 부터/ 식구들은 모조리 들일을 나가고/ 나 하나

만 집지기로 남겨 놓았는데/ 이건 어린애로선 견디기 어려웠네./ (…)/ 이것(뻐꾸기

소리――인용자)이 바로 永遠이 내는 소리인것인데,/ 永遠이 내는 시계소리같은것

인데,/ 순수히 이것 한가지만을 듣고 살아있는것도/ 어린애에겐 그렇게 수얼한일은

아니었네. (‘팔할이 바람’ 연작 중「사내자식 길들이기 1」일부, 《일간스포츠》

1987. 7. 6.)

㈏-1 그때는 여름 낮이었는데, 사랑방에서 어머니가 아래를 벗은 나를 안고 내 사타

구니에 부채질하고 계시고, 방안에는 부인들이 그득히 둘러앉아, 그 중에 깅만이

어머니라고 부르는 한 부인이 내 사타구니에 있는 고추를 바라보고 빙그레 웃으면

서 뭐라고 했다.

『워마, 애기 꼬치에서도 땀이 나네.』

아마 그런 말씀이었던 듯하다.

지금도 라파엘의 後光을 쓴 성모의 눈썹 같은 그 부인의 초승달같이 가느다란

눈썹이 내 살 속과 마음 속에 비취는 듯하다. 그 뒤 자라면서 나는 이 부인이 마을

에서 제일 이쁜 부인이라는 것과, 또 애를 못 낳는 아내를 가진 어느 남편이 애를

보려 두 번째 얻어들인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65)

㈏-2 내가 학질이 나면 그이는 나를 발가벗겨 거울 비슷한 그 마당에다 갖다 눕히고

는 부엌의 식도를 들고 나와 내 누운 둘레의 땅에 그 칼로 박박 그으며

『엇소 잡귀 물러가거라. 엇소 잡귀 물러가거라.』

하며 한식경을 두고 숨겨워하시었다.66)

㈏-3 나는 빈 집을 지키는 걸 어려서 무엇보다도 제일 싫어했지만, 어머니가 들일을

나가면서 이걸 내게 명령하면 아무리 겁이 나도 꼼짝 못하고 거기 매달려서 그걸

지켜 내지 않을 수 없었다. 먼 산 뻐꾸기 소리뿐인 빈 집의 뒤꼍 밭에서 문둥이가

나올까 봐 기겁할 때는 흙담의 마른 흙을 떼 먹으면서까지 여기서 영 뺑소니를 치

진 못했고, 혹 마을 한가운데 흐르는 돌개울 옆까지 나갔다가도 거기 여뀌풀 사이

어리는 하늘의 흰 구름장을 정월 열 나흗 날 밤 우리집에서 내게 여름에 더위먹지

말라고, 억지로 저고리 속에 해 입히는 종이 조끼처럼 느끼며 집으로 되돌아오곤

했다.67)

65) 서정주,『서정주문학전집3 -자전』, 일지사, 1972, p.10.

66) 서정주, 위의 책, p.13.

67) 서정주,『육자배기 가락에 타는 진달래』, 예전사, 1985,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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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할머니까지 왼집안 식구가/ 들에 일하러 나간 낮에는/ 나는 혼자서 텡 빈

집을 지킵니다./ 뒤꼍에서 늑대가 들이닥치면 어쩔까,/ 중이 와서 어머니를 업어갔

으면 어쩔까,/ 그런저런 걱정에 가위눌려서/ 툇마루가에 걸터앉아 두 다리를 까닥

이다간/ 툇마루의 다듬잇돌에 머리 대고 뺨 대고/ 그렁그렁 어느 사이 잠이 듭니

다./ 먼 산에서 울려오는 뻐꾸기 소리/ 다듬잇돌에도 스미는 뻐꾸기 소리에/ 무섬

무섬 안기어 잠이 듭니다.(「어린 집지기」전문,『안 잊히는 일들』수록)

㈎은『팔할이 바람』의 첫머리에 수록된 작품으로, 부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기

억, 학질에 걸렸을 때 할머니가 치료해 주던 기억, 가족들이 들일을 나가고 혼자서

빈집을 지키던 기억을 차례로 그리고 있다.『안 잊히는 일들』에는 이 세 가지 기

억 가운데 빈집을 지키던 일만을 단일한 소재로 삼아 ㈐과 같은 작품을 수록하고

있으며, 산문 자서전에는 ㈏과 같이 곳곳에 세 가지 기억이 서술되어 있다.

세 가지 기억은 그 맥락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로코롬 하구서는” 등의 접속사가 이끄는 갑작스러운 전환을 통해 한 편의 작품 속

에 묶여 있다.『안 잊히는 일들』이 한 작품 당 하나의 장면을 그리는 데 비해『팔

할이 바람』은 한 작품 속에 여러 개의 장면을 배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치는 한

장면만을 그리는 방식의 이전 시집과 비교했을 때 이 시집의 수록작들의 중점이 장

면과 장면의 관계에 있음을 말해 준다.

작품 서두에서 화자는 자신의 아랫도리를 굽어보며 칭찬하는 “수녀 같은” 색시들

속에 둘러싸여 있던 기억을 꺼낸다. 부채질을 해주는 색시는 “손등에 굵은 심줄이

새파랗게 드러”나 있으며 “나를 참말로 사랑”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장면은 갑작스

럽게 학질에 걸려 마당에 내동댕이쳐지는 순간으로 전환되며, 화자 옆에는 “고된

일에 두 손이 갈퀴같이 된 할머니”가 있다. 화자의 몸에 대한 취급은 안전하게 둘

러싸여 사랑받는 것에서 앓는 채로 마당에 던져지는 것으로, 화자를 돌보는 존재는

투명한 피부의 손을 가진 수녀 같은 색시에서 갈퀴 같은 손을 가진 무서운 할머니

로 극명하게 변한다. 이어서 등장하는 빈집 지키던 일은 서정주의 자전적 시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사건으로, 매번 혼자 남겨졌다는 외로움과 공포의 기억으로 그

려진다. 이러한 세 가지 기억의 배치는 그들 간의 대조를 통해 화자가 안정적인 사

랑받음으로부터 철저하게 혼자가 되는 상태로 추락하는 흐름을 완성시킨다. 따라서

여기에서 중점이 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여러 사건에 공통적으로 가담하면

서 사건의 영향에 따라 그 모습이 만들어지는 주인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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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도『안 잊히는 일들』의 작품들에서처럼 정보의 불일치가 발견된다. ㈏-1

에서는 자신을 끌어안고 부채질해 주는 여인이 어머니였고, 당시에 함께 있었던 부

인 또한 감탄하거나 칭찬하는 태도가 부각돼 있지는 않다. ㈎에서 화자는 어머니와

부인 모두를 ‘성탄절날 수녀 같은 색시’라고 하며, 그들에 둘러싸여 칭찬과 귀여움

을 받는 분위기를 부각시킨다. 또한 ㈏-2에서 유년의 시인은 마당에 ‘눕혀’지지만,

㈎에서 화자는 ‘내동댕이쳐진다.’ 이러한 차이는 ㈎ 속 장면 간의 대비를 더욱 선명

하게 하고, 아기예수처럼 축복받다가 홀로 내던져진 존재로 변해가는 주인공의 면

모를 강조한다.

『팔할이 바람』의 시편들은 대체로 한 작품 안의 여러 사건에 동일하게 가담하

는 주인공을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 작품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화자를 내세우

기도 한다. 위의 ㈎과 ㈐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안 잊히는 일들』에서 화자는

각 시편들마다 다른 어조를 사용하지만『팔할이 바람』의 화자의 어조는 노년 시인

의 목소리로 통일되어 있다. 또한 이 시집에서는 각주가 제거되어 있는 대신 사건

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작품 본문 속에 대폭 삽입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산문 자

서전보다도 길고 자세한 설명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로부터 시인이 의식적으로

자세하게 진술하려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어조의 통일, 각주의 제거, 시행(詩行)

내 구체적인 정보의 삽입은『안 잊히는 일들』에서 발생하였던 저자와 화자의 거리

를 없앰으로써 화자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고, 나아가 분열이 없는 정보 제시

자로서 저자의 신뢰성 또한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한다. 이는 산문 자서전에서 관찰

되는 저자-화자-주인공의 관계와 같이 가장 일반적인 구도로서,『안 잊히는 일들』

에 비해 시편과 시편의 연계성 역시 보다 강화하고 있다.

정리해 보면 『팔할이 바람』은 이전 시집과 비교했을 때 사건 자체보다는 주인

공의 모습을, 장면의 독립적인 인상보다는 장면들끼리의 연계성을 강화한다.『안 잊

히는 일들』이 장면들의 연계 속에서 삶의 내러티브를 순간적인 인상의 연속으로

만들었다면,『팔할이 바람』에서 시편 간의 연계로 인해 선형적인 흐름을 구성하는

것은 이미 장면들끼리의 대비 속에서 형상화된 시인 자신의 모습들이다. 즉『안 잊

히는 일들』은 독립적인 각 장면들을 연결시키고 그로부터 시인과 시인의 삶에 대

한 전반적 인상을 도출하는 일을 독자의 몫으로 남겨두는 경향이 비교적 짙고,『팔

할이 바람』은 연결되어 읽히기를 바라는 장면들을 저자-화자가 손수 연결시켜 인

물상을 미리 주조해 둔 후 작품과 작품의 연계성 또한 강화함으로써 독자가 시집

전체로부터 도출해야 할 방황의 내러티브를 보다 친절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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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일하고 각주를 제거함으로써 표면적으로 확인되는 저자와 화자 간 분열의 징

후는 사라졌으나, 실상 여전히 정보의 불일치가 나타나며 장면의 독해 방향을 유도

하는 장치는 오히려 강화돼 있다는 점에서,『팔할이 바람』은 스스로 주조한 자기

모습을 독자에게 사실로서 제시하는 데 있어 한층 정교해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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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체성 부각과 ‘영원성’의 현실화 주장

4.1. ‘영원성’ 현실화 문제의 전사(前史)

시적 자서전을 심층적으로 읽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안 잊힘’, ‘시’ 개념

과 세대계승 논리 등은, 비단 시적 자서전 집필 시기에만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것

이 아니라 그 이전 시기에서부터 꾸준하게 구축되어 온 것들이었다. 따라서 시적

자서전 집필 작업은 여타 서정주 시세계의 흐름과 동떨어져 있다고 할 수 없다. 시

적 자서전의 의의는 미학적 언어예술품으로서나 진실 규명을 목표로 하는 고백의

글로서 뿐만이 아니라, 서정주 시세계의 흐름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통해서도 도

출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바가 여기에서 출발한다. 이 장에서는 2장에서 서정

주 시학의 요체로 판단했던 ‘영원성’이라는 주제의식을 거점으로 시적 자서전 작업

의 의의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시 창작 초기부터 시적 자서전 집필

시기에 가까워지기까지 ‘영원성’의 창작적 추구의 변모 양상과, 그 과정에서 미당이

반복적으로 맞닥뜨렸던 현실성 결여 문제를 다룰 것이다. 그래서 ‘영원성’에 현실성

을 기하는 시도로서 시적 자서전의 역할을 설명하고, 그것이 지니는 의의와 한계를

밝힐 것이다.

주로『화사집』에 수록된 초기 시들에서의 ‘영원성’은 화자와 화자가 좇는 대상

사이의 관계로부터 파악된다. 이때 화자의 ‘좇음’은 대상에게 가 닿고자 하는 내면

적 열망뿐만이 아니라 육체적 결합을 목적으로 하는 물리적 의미의 추적을 포함한

다.

㈎ 따서 먹으면 자는듯이 죽는다는/ 볽은 꽃밭새에 길이 있어/ 핫슈 먹은듯 취해

나자빠진/ 능구렝이같은 등어릿길로,/ 님은 다라나며 나를 부르고……// 강한 향

기로 흐르는 코피/ 두손에 받으며 나는 쫓느니/ 밤처럼 고요한 끌른 대낮에/ 우

리 둘이는 웬몸이 달어…… (「대낮」전문, 이하 서정주 작품 인용문의 강조는

모두 인용자)

㈏ 가시내두 가시내두 가시내두 가시내두/ 콩밭 속으로만 작구 다라나고/ 울타리는

막우 자빠트려 노코/ 오라고 오라고 오라고만 그러면// (…)// 땅에 긴긴 입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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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오오 몸서리친/ 쑥니풀 지근지근 니빨이 히허여케/ 즘생스런 우슴은 달드라

달드라 우름가치/ 달드라. (「입마춤」일부)

㈐ 石壁 野生의 石榴꽃열매 알알/ 입설이 저…… 잇발이 저……/ 娘子의 이름을 무

에라고 부릅니까./ 그늘이기에 손목을 잡었드니/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

요./ 눈이 항만하야 언덕으로 뛰어가며/ 혼자면 보리 누름 노래불러 사라진다.

(「高乙那의 딸」일부)

㈎, ㈏, ㈐의 화자들은 모두 ‘님, 가시내, 낭자’ 등으로 불리는 대상에 강한 성적

이끌림을 느끼고 대상을 쫓아간다. 대상은 화자로부터 달아나면서도 화자를 불러들

이는데, 이때 화자는 자신과 대상이 똑같이 “몸이 달”았다고 하거나 ‘입마춤이 달

다’고 진술함으로써 달아나는 대상도 역시나 궁극적으로는 화자에게 다가오고자 할

것이라는 믿음을 표출한다. 이처럼 이 시기 서정주 작품들 속의 주체는, 대체로 주

체와 대상이 개체로 구분돼 있는 상황에서 대상과의 경계를 지우고 하나의 총체

(the Whole)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이 시기의 ‘영원성’ 개념은 파편이나 국

면이 아닌 전체로서 한꺼번에 존재하는 총체성(wholeness)의 의미가 부각된다.68)

단 “그러한 총체는 그 자체가 시간 속에 있을 수 없으며, 우리가 그것 자체에 대해

68) 철학에서 ‘영원성(eternity)’ 개념은 크게 ① 예컨대 수학 명제와 같이 시간 흐름의 안팎을 따

지지 않고 ‘사실이 그러하다’는 상태만을 지칭하는 항상성(sempiternity), ② 시간의 흐름 속에

있으되 어김없이 지속되기 때문에 사실상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지속성

(everlastingness), ③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는 것들(the becoming)은 근본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시간의 바깥에 고정된 채로 존재하는 실체성(eternal being), ④ 파편이나 국면이 아

닌 전체로서 한꺼번에 존재하는 총체성(wholeness)의 네 가지로 정리된다.

The Encyclopedia of Philosophy, vol.3, "ETERNITY", Ed. Paul Edward, et al., N.Y.: 1978,
pp.63～66.

이수정은 ‘영원성’ 개념을 위와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한 후, 서정주 시세계에 있어 중요한 것

은 영원성 자체가 아니라 인간이 그것을 추구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영원주의’라는 용어를

추가적으로 설정하였다. 그에 따르면 ‘영원주의’는 인간이 영원성을 추구할 때 생겨나는 개념

으로, 크게 불사성(deathlessness), 불변성(immutability), 불멸성(immortality), 그리고 총체성에

의 합일 추구의 네 가지 의미를 가진다. 서정주의 시는 초기에 총체성에의 합일을 추구하다가

중기 이후 영혼을 통해 각 세대를 하나의 유기체로 포섭해 나가는 과정적 유기체론의 시학을

보여주므로, 그의 ‘영원성’은 결론적으로 불멸성으로 이해된다(이수정, 앞의 논문, pp.21～22.).

본고는 서정주가 사실상 ‘영원성’과 ‘영원주의’라는 용어를 엄격하게 구별해서 사용하지 않았

다는 점, 그리고 영통(靈通)이나 세대계승이 개체 간 연결 과정을 내포한다 하더라도 그 방점

이 ‘변화’나 ‘갱신의 반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아우르는 의미의 도출’ 및 ‘선험적으로

상정된 소실점으로의 수렴’에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시인이 스스로 설정한 목표로서의 ‘영원

성’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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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때 우리는 비시간적 현전을 상정해야 한다”69)는 점에서 총체성은 실체성

(eternal being)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70)

그런데 ㈐의 ‘낭자’는 ㈎, ㈏의 ‘님’이나 ‘가시내’와 달리 화자가 손목을 잡고 이름

을 묻는 것에 대한 반응을 거부하고 사라져 버린다. 대상의 매혹적인 속성은 여전

하나 화자가 꿈꾸는 대상과의 결합은 이 작품에서 관찰되지 않는다. 이 작품은 서

정주가 1937년 제주도에서 요양하면서 지었다고 밝힌 네 편의 ‘지귀도’ 연작 가운데

하나인데, ‘지귀도’ 연작은 화자가 대상에 결코 가 닿을 수 없다는 뼈아픈 깨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미당 초기 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다음의 두 작품 또한 ‘지

귀도’ 연작에 해당하는 것들로서, 주체와 대상의 구분이 무화되는 바로 그 순간에

결합에 대한 환상이 깨어지기 시작함을 보여준다.

㈎ 감물듸린빛으로 지터만가는/ 내 裸體의 삿삿이……/ 수슬 수슬 날개털디리우고

닭이 우스면// 結義兄弟가치 誼좋게 우리는/ 하눌하눌 國旗만양 머리에 달고/ 地

歸千年의 正午를 울자. (「雄鷄(上)」일부)

㈏ 어찌하야 나는 사랑하는자의 피가 먹고싶습니까/ (…)// 傲慢히 휘둘러본 닭아

네눈에/ 蒼生 初年의 林檎이 瀟酒한가.// 임우 다다른 이 絶頂에서/ 사랑이 어떻

게 兩立하느냐// 해바래기 줄거리로 十字架를 엮어/ 죽이리로다. 고요히 침묵하

는 내닭을죽여……// 카인의 쌔빩안 囚衣를 입고/ 내 이제 호을로 열손까락이 오

도도떤다.// 愛鷄의生肝으로 매워오는 頭蓋骨에/ 맨드램이만한 벼슬이 하나 그윽

히 솟아올라……(「雄鷄(下)」일부)

제주도 요양 당시에 대해 서정주는 “모든 비극의 하상(河床) 위에 늠름하고 좋은

육신으로 일어서 있는 한 수컷인 신이고자”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동일 제목의

69) “The One exists all at once because it involves no temporal succession of earlier or later.

(…) For such a Whole could not itself be in time, and if we talk about it at all we must

employ the timeless present(위의 책, p.64. 본문의 번역은 인용자).”

70) 다만 ‘실체성’의 근간을 이루는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이 물질계와 절대적으로 단절된 것으로

이해되는 반면, 『화사집』시기 작품들의 화자는 대상과 총체를 이루는 일이 분명히 가능하다

고 믿었다. 따라서 이 시기 서정주의 ‘총체성으로서의 영원성’은 ‘실체성’과 구별되는 지점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 서정주의 ‘영원성’은,『화사집』시기 작품들의 화자가 대상을 향해 가

는 움직임의 역동성을 강조했을 때 ‘총체성’과도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화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까지나 움직임 자체라기보다 대상에의 도달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화사집』시기에 관찰되는 서정주의 ‘영원성’을 ‘총체성’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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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작인 ㈎와 ㈏에서는 공통적으로 수탉이 제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곧 시인이

자아 이상으로 설정한 “수컷의 신”일 것이다. ㈎에서 화자는 자신과 수탉을 “결의

형제”로서 동등한 지위에 놓고 “지귀천년의 정오를 함께 울자”고 제안한다. 당시

니체 사상에 경도돼 있었으며 제주도 또한 “비교적 태양이 더 뜨겁게 지글거”리기

때문에 찾아간 것이라는 미당의 술회를 참고하면, 이때의 “정오”란 정신의 높이가

최고에 도달한다는 니체의 시각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에 이르러 화자는 “결의형제”이자 “수컷의 신”이었던, 혹은 “사랑하는

자”였던 닭을 죽여서 먹어버린 후 닭이 가졌던 벼슬을 머리에 달고 스스로 닭이 된

다. 절정에서 사랑이 어떻게 양립하느냐는 화자의 질문은, “형제”와 같이 극도로 가

까운 관계에서조차 끝끝내 사라지지 않는 주체와 대상 간 일말의 간극을 남김없이

메우고자 하는 화자의 의욕을 드러낸다. 기대와 달리 닭은 화자와 함께 울지 않고

“고요히 침묵”하고 있어 화자와 동일한 존재가 되어주지 못한다. 화자는 그런 닭의

눈에 필시 “창생 초년의 임금이 소주”하리라 여긴다. 말하자면 화자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희열을 상대방이 혼자서 누리리라는 질투심을 품고, 그로 인해 닭을 먹음으

로써 스스로 닭이 되어야겠다는 충동을 느끼는 것이다.

마침내 먹는 행위와 벼슬의 획득을 통해 화자와 닭은 완전히 하나의 존재로 거듭

난다. 하지만 닭을 먹고 닭이 되는 바로 그 순간 화자에게 남는 것은, 닭이 느꼈으

리라 기대했던 희열이 아니라 형제를 죽였다는 카인의 낙인과 ‘어째서 나는 사랑하

는 자의 피가 먹고 싶은가’하는 절규이다. 개체와 개체는 끝내 양립하거나 죽음에

이르거나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아이러니가 여기에서 도출된다.71)

71) 서정주는 지귀도 시편 창작 당시에 대해 쓴 글들(자서전, 시 작품 「제주도」 등)에서 유독

「웅계(하)」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제주도 일대로의 휴양

이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모든 비극의 하상(河床) 위에 늠름하고 좋은

육신으로 일어서 있는 한 수컷인 신이고자 하는 마음이 비교적 태양이 더 뜨겁게 지글거린다

는 여기를 찾아온 것이지만, 주피터도 아폴로도 뜻대로는 되지 못하고, 그저 날마다 들이켠 벼

락소주와 날카로운 신경쇠약 때문에 마지막엔 납작해지고 말았다.” (서정주,「조선일보 폐간기

념시」,『서정주문학전집3 -자전』, 일지사, 1972, pp.188～189.)

「웅계(하)」의 내용을 환멸의 과정으로 보는 것은 「웅계(상)」에서 화자와 닭이 ‘결의형제

와 같이 의좋게 지귀 천년의 정오를 울’던 사이였음을 생각할 때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웅

계(상)」에서 닭의 형제이기도 했던 화자가 「웅계(하)」에서 그를 죽인 카인으로 타락하는

서사적 흐름이 완성되는 것이다. 흐름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두 작품 가운데 더 비중을 두어

야 할 것은 「웅계(하)」라고 생각된다. 잡지 발표 당시 「웅계(하)」가 「웅계」라는 제목으

로 먼저 발표(《詩學》1939. 3.)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발표된 「웅계(상)」(《시학》

1939. 4.)에 ‘(上)’이라는 표시를 닮으로써 내용상의 순서를 명기한 시인의 의도를 생각했을 때,

「웅계(상)」과 「웅계(하)」의 대비적 내용전개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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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풀이를 토대로 하여 ㈏가 미당 시세계의 흐름상 의미심장한 이유를 두 가

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닭’이 곧 “수컷의 신”이었음을 상기하면, 이 작품은 자

타의 구별을 지우고 하나의 총체가 될 수는 없는 개체적 존재의 비극, 그리고 신이

될 수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준다. 그래서 이전의 시편들에서 자주 관

찰되었던 대상에 대한 추구 양상이 달라질 것임을 예고한다. 둘째, 이 작품은 대상

을 향한 열망의 목적이 대상의 획득 자체가 아닌 자기 자신의 완성에 있음을 분명

하게 보여준다. 화자는 “결의형제”로서 이미 동등한 지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닭’을 죽여 가면서까지 ‘닭’ 자체가 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다. 이는 총체성이라는

것이 사실상 시인 내부의 근원적 결핍을 메우려는 자기중심적 욕망의 목표임을 짐

작케 한다. 이때 ‘닭’으로 표상되는 타자는 대상화되고 고정적인 하나의 의미로 왜

곡된다.

즉 이 시기 미당의 시에서 여인이나 수탉은 신으로 인식되며,72) 대상들을 향한

화자의 열망은 자기중심적 성격을 띤다. 이를 종합해 보면 미당 시에 있어 ‘영원성’

사유의 출발점은 신으로 화(化)하여 자기를 완벽한 존재로 고양하고자 하는 시인의

욕망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완벽한 존재란 어떤 것인가, 인간은 가지지 못하

고 신이 가진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는 항상 타자의 몫으로서 베일에 싸여 있다. 화

자가 탐하는 여인의 매력적인 붉은 입술이나 수탉의 벼슬은 그 베일에 싸인 비밀을

표상한다. 시인의 의욕은 정체를 확인해본 적 없는 비밀을 향하고 있으며, 때문에

‘목표물의 정체를 밝히는 일’과 ‘목표물을 획득하는 일’은 시인에게 있어 서로 맞붙

어 있는 과제이다.

이때 ‘목표물의 정체를 밝히는 일’이란 주체가 대상의 본질을 온전하게 정립하는

일일 것이다. 대상의 본질을 한 치의 틀림이나 놓침도 없이 파악한다는 것은 진리

를 깨우치는 것이며, 진리를 깨우치는 것은 신의 영역에 가 닿을 만한 철저한 의욕

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73) 미당 시의 화자가 대상과의 총체성을 이룩하는 데 실패

72) ‘웅계’ 연작에서의 수탉이 “수컷의 신”으로 인식되거니와 『화사집』에 중점적으로 수록된 시

편들 속의 여인들 또한 다음과 같은 미당의 진술에서 신과 같이 인식되고 있다.

“빅토르 위고라든지 그런 낭만주의 소설가들이 여주인공을 다루듯이, 나는 내가 선택한 여

자를 여신같이 마음 속으로 만들어 놓곤, 나를 영 형편없는 걸로 미리 작정하고, 질투하고 사

랑하고 시를 만들고 해온 것이다. <정복해 본다면 별수도 없는 것일 것이다>라든지, 그런 종

류의 생각이나마 가끔 가지게 된 것은 사십이 넘어서부터의 일이다. 그렇지만 지금도 이런 생

각은 가끔이고, 한번 그 선택이 되면 소년 때나 마찬가지로 여성은 닿기 어려운 한 성당이다.”

(서정주,「해인사」,『서정주문학전집3 -자전』, 일지사, 1972, p.180. 강조는 인용자)

73) 후설은『논리연구Ⅰ』에서, “신이 어떤 것을 참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참이 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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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함은 곧 대상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는 데 실패했음이요 신이 되기에 실패했음

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自畵像」은 총체성에 대한 환멸이 남긴 이 두 가지 유형

의 과제에 시인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준다.

스믈세햇동안 나를 키운건 八割이 바람이다./ 세상은 가도가도 부끄럽기만하드라/

어떤이는 내눈에서 罪人을 읽고가고/ 어떤이는 내입에서 天痴를 읽고가나/ 나는 아

무것도 뉘우치진 않을란다.// 찰란히 티워오는 어느아침에도/ 이마우에 언친 詩의

이슬에는/ 멫방울의 피가 언제나 서꺼있어/ 볓이거나 그늘이거나 혓바닥 느러트린/

병든 수캐만양 헐덕어리며 나는 왔다. (「자화상」일부)

‘웅계’ 연작 후 곧이어 창작된「자화상」에 이르러 “수컷의 신”은 “병든 수캐”로

변해 있다. 제목이 환기하듯 이 작품은 스스로에 대한 시인의 인식을 그리고 있는

데, 거기에는 총체성으로서 ‘영원성’의 성취 불가능함으로 인해 상처 입은 모습과,

그럼에도 남아 있어 포기할 수 없는 무언가를 지닌 모습이 동시에 담겨 있다. 먼저

‘세상’은 화자에게 ‘죄인, 천치’라는 오명을 붙였다. 앞서 살펴 본 시편들을 고려했을

때 이 ‘죄인, 천치’는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의 표현이라기보다「웅계(하)」에서

‘카인의 새빨간 수의’를 입게 되었다는 진술과 관련된 것으로, 개체로서의 유한함을

뛰어넘으려던 만용에 대한 냉정한 외부적 시선을 보여준다.

화자가 ‘세상’을 부끄럽게 여기는 이유와, 그러한 ‘세상’의 선고에 대항하는 내면

적 가치기준으로 “시의 이슬”을 내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시인은 종국

에 환멸을 가져온 자기중심적 욕망 추구에 대해 ‘뉘우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

언한다. 이미 환멸로 인해 입은 상처, 혹은 앞으로 입게 될 상처를 의미하는 “멫방

울의 피” 또한 “시의 이슬”에 으레(“언제나”) 수반되게 마련인 희생이라고 상정해

버림으로써 ‘영원성’의 계속적인 추구에 대해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시의 이슬”은 이 시에서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진술돼 있지 않으나, 화자가 비

극 속에서 밀고 나가려 하는 어떤 궁극적인 것을 뜻한다. 상식적으로 시인이 창조

하는 언어구조물로서의 시는 어떤 가치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양식적 도구로서 기능

하지만, 「자화상」의 “시의 이슬”이라는 표현에 있어 그러한 시의 기능은 곧 가치

의 본질과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밀착돼 있다. 언어로써 목표물을 표현하는 것과

아니요, 반대로 그것이 참이기 때문에 신이 그것을 참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라는 볼차노의

언명을 상찬하면서, 진리를 추구하는 정신의 철저성을 강조하였다. (조광제,『의식의 85가지

얼굴』, 글항아리, 2008,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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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물 자체가 동일한 단어로 지칭되는 이 양상은 앞서 ‘목표물의 정체 밝히기’와

‘목표물 획득하기’가 동시적인 과제로 제시되었던 구도와 일치한다. 즉 “시”가 표현

해야 할 ‘가치’란 맥락상 이전 작품들에서 총체성 추구를 통해서는 성취하지 못한,

그러나 이제 또 다른 경로로써 성취하려는 ‘주체 완성의 기제’가 될 것이다. 이렇듯

「자화상」은 한 개체적 인간으로서 존재의 유한함 속에 주저앉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시인으로서 그러한 성취를 본질적 목표로 하여 시를 쓰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서정주 시세계의 전개 과정이 곧 미당의 ‘자아의 서사(narrative

of self)’라는 견해를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실로 자신의 활동 방침을 공언하는「자

화상」에서나 후술할 후속 작업에서나 서정주는 ‘무엇을 시로 써야 하는가’를 항상

‘무엇이 나를 영원성에 이르게 하는가’와 동일하게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 ‘무엇’의

자리에는 항상 현전하는 개체를 초월한 어떤 실체가 있음을 증명할 만한 갖가지 소

재들이 다양하게 기입되었다.

㈎ 차라리 新房들을 꾸미었는가./ 피가 아니라/ 피의 全集團의 究竟의 淨化인 물로

서,/ 조용하디 조용한 물로서,/ 이제는 자리잡은 新房들을 꾸미었는가.// 가마솥에

연계닭이/ 사랑김으로 날아오르는/ 구름더미 구름더미가 되도록까지는/ 오 바다

여!” (「바다」일부,《현대문학》1957. 9.)

㈏ 첫 窓門 아래 와 섰을 때에는/ 피어린 牧丹의 꽃밭이었지만// 둘째 窓 아래 당도

했을 땐/ 피가 아니라 피가 아니라/ 흘러내리는 물줄기더니,/ 바다가 되었다.//

(…)// 세째 窓門 영창에 어리는 것은/ 바닷물이 닳아서 하늘로 가는/ 차돌같이 닳

는 소리, 자지른 소리./ 셋째 窓門 영창에 어리는 것은/ 가마솥이 끓어서 새로 솟구

는/ 하이얀 김, 푸른 김, 사랑 김의 떼.// 하지만 가기 싫네 또 몸 가지곤/ 가도 가

도 안 끝나는 머나면 旅行/ 뭉클리어 밀리는 머나먼 旅行.// 그리하여 思想만이 바

람이 되어/ 흐르는 내 兄弟의 앞잡이로서/ 철따라 꽃나무에 기별을 하고,// 옛 愛人

의 窓가에 기별을 하고,/ 날과 달을 에워싸고 돌아다닌다./ 눈도 코도 김도 없는 바

람이 되어/ 내 兄弟의 앞을 서서 돌아다닌다. (「旅愁」일부,《현대문학》1957. 9.)

‘웅계’ 연작에서 등장한 ‘닭 잡아먹기’ 모티프는 위와 같은 시편들에서 다시 등장

하고 있다. 위 작품들은 ‘닭 잡아먹기’ 모티프가 이후『귀촉도』에서『동천』에 이

르는 작품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몇몇 소재들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선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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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보여주며, 용례로부터 귀납적으로 도출되는 각 소재들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나아가 개체의 구분을 뛰어넘어 존재를 확장하려는 시인의

기획이 어떻게 변형돼 가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한다.

㈎와 ㈏에 등장하는 ‘가마솥’에는 죽은 ‘연계닭’이 들어 있다. ‘연계닭’은 솥이 끓

으면서 ‘김’이 되어 하늘로 날아오른 후 ‘구름’이 되는데, 이때 ‘김’을 시의 화자는

‘사랑김’이라고 부른다. 죽음으로써 화자가 영영 잃게 된 ‘닭’은 ‘김’이라는 전혀 다

른 모습으로 변하여 “새로 솟”는다. 이 같은 대상의 변신 및 변신한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시선은, 시인이 개체 간 심연을 건너려던 시도의 아이러니를 깨달은

후 다른 차원으로 승화된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그 아이디어의 구조

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김’ 또는 ‘구름’이 맥락상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두 작품이 공통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피’가 ‘물(바다)’로 정화된 후 ‘물(바

다)’이 기화되면서 ‘구름’이 되는 과정이다. 이 시기에 동일한 소재를 차용한 여러

다른 작품들을 토대로 하여 약술하자면, 이때의 ‘피’는 주체를 고요한 상태로 두지

않고 자꾸만 대상을 열망하게 만드는 육체의 근본적인 추동력을 의미하고, ‘물(바

다)’과 ‘구름’은 그러한 현전하는 삶의 무대로부터 한 발짝 물러난 형이상학적 차원

에서 주체가 열망하는 새로운 대상을 의미한다.74)

그러나 ‘피, 물, 구름’은 공통적으로 개체 구분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긋는 ‘몸’으로

인해 한계를 지닌다. ‘피’로 표상되는 충동은 육체로부터 일어나는 제반의 욕구들이

그러하듯 절대로 완전히 만족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잉잉거리”75)거나 “느글거”76)

려 주체를 평순한 상태로 놓아두지 않는다. ‘물’이 표상하는 형이상학적 대상 또한

‘애비와 에미와 계집을 모두 잊는’77) 억압적 금욕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개체가 여

전히 개체인 한 “끝가는 悅樂”이라기보다는 결국 “天罰받은 拘俗의 永遠의 聯立 立

74) ‘피’가 정화되어 ‘물’이 되는 양상에 관한 분석으로 천이두, 앞의 글; 이어령,「피의 해체와 변

형 과정 -서정주의 <자화상>」,『詩 다시 읽기 -한국 시의 기호론적 접근』, 문학사상사,

1995가 있다.

75) 「두 번째의 婆蘇의 편지」(《현대문학》, 1958. 6.)

76) “마리아, 내 사랑은 이젠/ 네 後光을 彩色하는 물감이나 될 수 밖에 없네. 어둠을 뚫고 오는

여울과 같이/ 그대 처음 내 앞에 이르렀을 땐,/ 초파일 같은 새 보리꽃밭 같은 나의 舞臺에/

숱한 男寺黨 굿도 놀기사 놀았네만, 피란 결국은 느글거리어 못견딜 노릇,/ 마리아./ 이 춤추

고, 電氣 울 듯하는 피는 달여서/ 여름날의 祭酒 같은 燒酒나 짓거나,/ 燒酒로도 안 되는 노릇

이라면 또 그걸로 먹이나 만들어서,/ 자네 뒤를 마지막으로 따르는——/ 허이옇고도 푸르스름

한 後光을 彩色하는/ 물감이나 될 수 밖엔 없네.” (「無題」일부,『신라초』수록)

77) 「바다」(《사해공론》, 1938. 10.),「逆旅」(《시학》193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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方體”이다. ‘구름, 김’은 육체를 가지고 현전하는 개체로서 가능한 한 가장 형이상학

적인 차원에 놓였을 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선덕여왕의 말

씀」에서 선덕여왕이 죽어서 머문다는 “욕계 제이천”은 “구름 엉기고 비 터 잡는

데”라고 표현되며, 이는 ‘피’를 가졌던 여왕으로 하여금 ‘못 떠나’도록 한다.

㈏에서 화자는 ‘몸을 가지고서는 가도 가도 여행이 끝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래서 “눈도 코도 김도 없는 바람이 되어” 형제와 애인에게 기별을 한다고 한다. 마

지막에 화자는 ‘김’마저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대상과의 물리적·

육체적 결합도, 한껏 형이상학적으로 구상된 대상과의 결합도 ‘몸’을 가진 개체로서

는 그 성취를 확신할 수 없다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시인은 자연물의 속성이

나 자연현상의 원리를 주제의식의 알레고리에 사용하여 열망의 속성과 구도를 구체

적으로 표현하려 했으나, 보조관념의 자격으로만 자의적으로 채용된 소재들이 원관

념에 내재하는 미해결의 과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에서 화자의 “형제”인 ‘닭’은 ‘흐르는 바람’이 되기에 이른다. 화자는

“思想”으로써 “흐르는 내 형제의 앞잡이”가 되어 함께 돌아다니면서 ‘옛 애인과 꽃

나무에게 기별을 한다’고 진술한다. 즉 이 시기에 이미 시인은 어떤 개체 속에 고정

되어 있지 않고 개체들 사이를 왕래하는 흐름 자체에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흐름은 ‘눈도 코도 김도’ 없으므로 개체 대 개체의 층위로부터 물러나 있으며, 얼핏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개체들 사이를 이어내는 저변의 연결사(連結絲) 역할을 한

다.

언제이든가/ 나는 모란꽃을 보고 있었다.// 모란꽃잎은 떠러져 누어/ 매말라서 재가

되더니/ 곧 흙허고 한세상이 되었다./ 그래 이내 나도 늙어서/ 그 언저리의 흙속에

묻혔다.// 그것이 또 억수의 비가 와서/ 모란꽃이 사위여 된 흙위의 재들을/ 강물로

쓸고 내려 가던때,/ 땅속에 고여 있던 내 피도 따라서/ 강으로 흘렀다.// 그래, 그

모란꽃 사윈 재가 강물에서/ 어느 물고기의 배로 들어 가,/ 그 血肉에 자리했을 때

/ 내 피가 흘러가 된 물살은/ 그 고기 가까이서 출렁이게 되고,// 그 고기를, — 그

좋아서 뛰던 고기를/ 어느 하눌가의 물새가 와 채어 먹은 뒤엔/ 나도 이내 햇볕을

따라 하눌로 날아올라서/ 그 새의 날개곁을 스쳐다니는 구름이 되었다.// 그러나

그 새는 그뒤 또 어느날/ 사냥꾼이 쏜 화살에 맞아서, 구름이 아무리 하눌에 머물

게 할래야/ 머물지 못하고 땅에 떠러지기/ 어쩔수없이 구름은 또 쏘내기 마음을/

내 쏘내기로 쏟아져서/ 그 죽은샐 사간 집 뜨락에 퍼부었다./ 그랬더니, 그집 두양

주가 그 새고길 저녁상에서 먹어 血肉化허고/ 이어 한 嬰兒를 낳어 養育하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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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뜰에 내린 나도 거기 묻힌 모란씨를 불리어 엄트게 허고/ 그 꽃대를 타고 올

라 오고 있었다.// 그래 이 마당에/ 現生의 모란꽃이 제일 좋게 핀 날,/ 나와 모란

꽃은 또한번 마조 보고 있다만/ 허나 벌써 나는 모란꽃 속에 있고/ 前날의 모란꽃

이 내가 되어 보고 있는 것이다. (「모란꽃과 나의 因緣의 記憶」 전문,《현대문

학》1958. 9.)

이러한 착안점이 이후 불교의 인연설이나 순환 모티프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었

을 것임을 추론하기란 어렵지 않다. 예컨대「春香 遺文」(《민성》, 1948. 5)이나

「모란꽃과 나의 인연의 기억」78)에는 공통적으로 [육체의 죽음 → 물로 흐름 →

구름으로 기화함 → 비로 내림]이라는 상승과 하강의 순환 과정이 드러나 있을 뿐

만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화(化)하든 결국 주체는 언제나 대상의 곁에 있다는 메시

지를 강조하고 있다. 현전하는 개체의 한계를 초월하고자 시인이 발전시킨 논리 속

에서, 주체의 자리는 개체 간의 흐름 자체로 옮겨감으로써 개체의 구분 자체를 무

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나’와 ‘모란꽃’이 이루는 순환의 고리는 과거가 반복되면서

개체 간 흐름만이 끝없이 이어지리라는 미래의식을 보여줌과 동시에, ‘영원성’ 개념

을 총체성으로부터 대상과의 만남 시도 및 실패의 반복 과정 자체로 옮겨놓는다.

이때 한 개체에서 다음 개체로의 이행은 필연적으로 시간의 진행을 발생시킨다.

이 시간은 자연 속에서 이차원적으로 균일하게 흐르는 우주적 시간과 다르다. 이

시간은 애초에 물리적인 추적을 통한 대상의 온전한 정립에 실패한 주체가, 금세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는 임시적이고 불완전한 정립을 거듭함에 따라 흐른

다는 점에서 내면적이고 현상학적이다.79) 어떤 면에서 주체에게 있어 가장 명료한

것은 이 시간이 흐른다는 사실, 즉 주체의 의식이 무언가를 향한다는 사실 뿐이

다.80) 총체성으로서의 ‘영원성’이 세대계승 의식 등에서 드러나는 지속성

78) 이 작품은 단행본 시집『新羅抄』에 수록되면서 ‘因緣說話調’로 제목이 변경된다.

79) 현상학적 시간관에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운동과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운동과 변

화가 생기기 때문에 시간이 존재한다”고 본다. “변화의 성격은 시간의 성격의 기원”이다(N.

Berdyaev, 이신 역,『노예냐 자유냐』, 인간, 1979, p.258.). 과거는 기억을 통해, 미래는 기대를

통해 마음속에 존재하고, 현재는 언제나 우리가 포착하는 그 순간에 이미 과거로 달아나 있다.

따라서 인간은 시간을 파악하는 데 있어 아우구스티누스가 ‘정신의 이완’이라고 부른 사유의

운동을 통할 수밖에 없다(Augustinus, 김병호 역,『고백록』, 집문당, 1998.).

80) “체험의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어떤 특정한 자아의 작용이 아주 고유한 양식으로 빛을 발하

며 서로서로 엮어져 들어가고 종합 속으로 연결되어, 끊임없이 변양되고 있다. 이제 가장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의식이라는 표현은 딱 들어맞는 말은 아니지만 모든 체험을 포함하고 있다.

(…) 의식은 그 자체 속에 어떤 고유한 존재, 말하자면 그 절대적인 고유한 본질에 있어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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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lastingness)으로서의 ‘영원성’ 추구로 이행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일 것이

다.81) 지속성이란 진행의 흐름 속에 놓여 있으면서도 어김없이 동일한 본질을 간직

해 가는 속성이다. 서정주는 대상과의 결합으로부터 얻고자 하였던 완성된 자기에

대한 확신을 불교 인연설의 순환적 시간의식으로부터 차용한 추구의 변함없는 계속

됨으로부터 찾기에 이르렀다. 즉 대상과의 결합이 아닌 대상 추구의 과정 또는 움

직임에 주안점을 두면서 생겨난 시간 개념은 ‘영원성’에 대해 시인이 행하는 현상학

적 의미의 ‘지향’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 ‘지향’과 함께 시간의 흐름이 발생하고,

그러한 시간의 흐름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 사건에 대한 서술이 발생한

다.82)

실제로 서정주 시에서는 ‘지귀도’ 연작 이후 현상학적 시간의 등장과 함께 서사의

틀이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예컨대 앞서 언급한「모란꽃과 나의 인연의 기

억」의 경우 현상학적 시간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은 ‘모란꽃’과 ‘나’가 엮어나

상학적 괄호침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고유한 존재를 지니고 있다(…) 이 고유한 존재는

따라서 현상학적 잔여phänomenologische Residuum로서 원리상의 고유한 양식의 존재영역, 사

실상 새로운 학의 즉 현상학의 장이 되고 있는 존재 영역으로서 남는다.” (E. Husserl, 최경호

역,『순수 현상학과 현상학적 철학의 이념들』, 문학과지성사, 1997, pp.160～161.)

81) 개체와 개체를 왕래하는 ‘바람’이 역사적 시간의 틀을 부여받으면서 세대계승 의식으로 연결

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텍스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이 글에서의 ‘풍류’는

한국 역사에서 전해 내려오는 정신사적 유산에 대해 미당이 부여한 명칭으로, 그것의 실체는

시에 수용된 역사적 일화들을 통해 드러난다.

“나는 아무래도 우리의 풍류를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권할 수 밖에 없다. 모든 기류의 앞잡

이로서, 그러나 영 없어지는 일 없이 인정의 사이를 왕래하며 그 영원한 끈질긴 계속만을 속

삭이고 다니는 저 뺄 수 없는 바람을 상징으로 하는 우리 전래의 풍류의 흘러 굽이치는 소리

를 …….” (서정주,「풍류」,『서정주문학전집4』, 일지사, 1972, p.114.)

한편 후설의 순수 혹은 초월론적 의식reine od. transzendentale Bewußtsein은 어떤 것을 향

한 체험의 흐름Erlebnisstrom이며, 따라서 시간적인 성격을 띤다. 이때의 시간은 체험과 분리

될 수 없는 현상학적 시간이다(E. Husserl, 앞의 책, p.519.). 서정주 시에 있어 대상에 가 닿고

대상의 정체를 알고자 하는 화자의 열망으로부터 개체 이행의 줄거리가 탄생하는 과정을 이

지점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개체로 모습을 바꿔 가면서 순환하는 개체들의 계열은

화자가 매 순간 대상을 ‘겪어 나가는’ 과정에서 파생된다고 볼 수 있다.

82) 후설이 체험된 시간의 불연속성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의식의 절대적 흐름의 통일성과 연속성

을 제시했지만, 리쾨르는 그것이 ‘하나의’ 시간이 가지는 연속성을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본다.

정신의 이완을 통한 사유는 시간의 바깥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의미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정신의 지향이자 운동이라면, 그것은 인간이 시간 속에 잡혀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언제

나 시간 속에서 구성되고 시간 자체를 지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Karl Simms, 김창환 역,『해

석의 영혼 폴 리쾨르』, 앨피, 2009, pp.156～160.).「모란꽃과 나의 인연의 기억」이 근본적으

로 대상을 향한 체험의 과정을 그리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 점을 이로

써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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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소멸과 부활의 서사이다. ‘모란꽃’과 ‘나’는 서로의 주위를 맴돌면서 한쪽이 다

른 개체로 환생했을 때 나머지 한쪽 또한 그 주위에 머무를 수 있는 모습으로 따라

서 환생하기를 반복한다. 종국에 ‘모란꽃’은 ‘나’가 되고 ‘나’는 ‘모란꽃’이 되면서 이

러한 과정이 끝없이 되풀이될 것을 암시하는데, 이는 서정주가 주체와 대상의 맞닿

음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운동에 주목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

작품에 드러나는 서사는 얼핏 별 뜻 없는 짤막한 전래동화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렇듯 ‘영원성’의 새로운 국면을 포착하고 그려내는 중책을 맡고 있다. 이러한 관

점에 입각했을 때 우리는 서정주 시에서 만년으로 갈수록 강화된 서사적 요소의 도

입을 일관된 주제의식 하에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서사의 일종인 자서전 역시 시

세계 전개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4.2. 역사 계승과 정체성 문제의 대두

나는 문득 눈을 들어 우리 늙은 山둘레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역시 꺼칫꺼

칫하고 멍청한것이 잊은듯이 앉어있을 따름으로, 다만 하늘의 구름이 거기에도 몰

려와서 몸을 대고 지내가긴 했지만, 무엇때문에 그 밉상인것을 그렇게까지 가까이

하는지 여전히 알길이 없었다.

허나 이튼날도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이것들이 되풀이해서 사귀는 모양을

보고잇는동안 그것이 무엇이라는걸 알기는 알았다.

그것은 우리 한쌍의 젊은 男女가 서로 뺨을 마조 부비고 머리털을 매만지고 하

는 바로 그것과 같은것으로서, 이짓거리는 아마 몇十萬年도 더 게속되어 왔으리라

는것이다. 이미 모든 땅우의 더러운 싸움의 찌꺽이들을 맑힐대로 맑히여 날아 올라

서, 인제는 오직 한빛 玉色의 터전을 영원히 흐를뿐인- 저 한정없는 그리움의 몸짓

과같은것들은, 저 山이 젊었을때부터도 한결같이 저렇게만 어루만지고 있었으리라

는것이다.

그러자 나는 바로 그날밤, 그山이 랑랑한 唱으로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다. 千길

바닷물속에나 가라앉은듯한 멍멍한 어둠속에서 그山이 노래하는것을 분명히 들었

다.(…)

안잊는다는것이 이렇게 오래도 있을수 있는일일까. 綠衣紅裳으로 시집온채 한 三

十年쯤을 혼자 고스란이 守節한 新婦의 이얘기는 이나라에도 더러 있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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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下日誌抄」일부,《文學과 藝術》1955. 6.)

서사 가운데서도 완전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역사 이야기를 소재로 삼은 작품

들로부터, 우리는 서정주가 역사 이야기의 ‘실제로 있었다는 속성’을 필요로 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시인의 ‘지향’은 시인의 내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므로, ‘지향’의 소

실점인 ‘영원성’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려는 시도는 ‘물리적 현실세계에서 개체로

존재하는 시인은 개체 간 이행을 통한 지속성의 실재함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

가’하는 질문을 촉발했을 것이다.

위에 인용한 시「산하일지초」에서 시인은 서로 다른 개체가 하나의 흐름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 적극적으로 의의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인간사에서 그것을

실제로 확인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때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화자가 각 개체가 지닌 속성을 개체 간 흐름의 원동력으로 파악하려

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개체 간 흐름에 대한 긍정이 객체에 대한 동일시를 가능하

게 한다는 점이며, 셋째는 그 동일시의 대상에 설화, 역사적 일화 등 실제 세계에서

회자되는 이야기의 인물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산하일지초」의 서두에서 화자는 눈앞에 펼쳐진 산들과 그 봉우리를 스쳐가는

구름을 보고, ‘하늘의 구름’이 “꺼칫꺼칫하고 멍청”하고 “밉상인” 산을 왜 가까이하

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화자는 산과 구름의 스침이 매일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그것이 ‘찌꺼기들을 맑힐 대로 맑히어 날아올라서 영원히 흐를 뿐인’

“한정없는 그리움의 몸짓”이자 “안잊는다는것”임을 깨닫는다. 초기 시에서 사용되었

던 정화와 기화 이미지를 여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 만들어지는

흐름 또는 스침은 서로 맞닿지 못하는 개체들 간의 ‘한정 없는 그리움’으로서 새롭

게 의미를 부여받는다.

그런데 「모란꽃과 나의 인연의 기억」에서처럼 특정 개체에 고착되지 않고 계속

된다는 점만이 강조되던 ‘흐름’은, 이 작품에 이르러 특정 개체가 보유하는 속성(‘그

리움’)에 부착돼 있다. ‘그리움’은 개체 간 이행이 이루어지게 하는 원동력이자 현전

하는 개체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이행 가능성의 증거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미당의

‘영원성’ 개념의 세부적인 의미가 처음에 총체성이었다가, 순환하는 시간 속에 변신

을 거듭하는 지속성으로, 그 다음에는 변신의 원동력이자 현전하는 증거로서의 ‘그

리움’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작품 본문에서 ‘그리움’은 또 다른 표현으로

서 “(서로 만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안잊는다는것”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이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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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서정주가 한국의 역사나 자신의 기억을 일별하는 데 중요한 키워드가 된

다.

한편「산하일지초」의 화자는 “안잊는다는것”이 인간사에 실재할 가능성을 두 가

지 객체로부터 발견한다. 하나는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산과 구름이 서로 스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색시의 오랜 수절에 관한 옛 이야기이다. 이들은 모두 화자

가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 시에 등장하는 ‘산’과 ‘구름’은 화자가

관찰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상징물이 되기 위해 임의적으로 고안된 초기 시의 ‘바

다, 구름’ 등 자연물들과는 다르다. 새색시의 이야기 또한 화자의 고안물이라기보다

실생활에서 사람들이 향유하던 가운데 재발견된 외부의 소재이다. 이렇듯「산하일

지초」에서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개체 간 흐름을 보다 실재적인 소재로써 구체화

하려는 시인의 노력이 엿보인다.

실생활에서 재발견된 소재들은 화자의 아이디어를 입증함에 따라 화자의 동일시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그 소재들과 화자는 모두 개체 간의 흐름 위에 놓인 하나의

정거장과 같다는 점에서 화자에게 동등하게 인식되며, 그러한 아이디어가 궁극적으

로 목표로 하는 것은 상기하였듯 주체의 존재의 확장이기 때문이다. 이때 ‘그리움’

또는 “안잊는다는것”은 소재가 된 객체들과 화자가 공명하는 부분으로서 동일시의

근거가 된다. 화자는 산과 구름의 스침으로부터 ‘그리움’을 발견한 그날 밤 비로소

산이 부르는 노래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고, ‘이 나라에도 더러 있는’ 인간

사의 사례(새색시 이야기)를 떠올렸다.

이후 서정주가 내세운 ‘신라’ 및『질마재 신화』의 작품들 또한 새색시 이야기를

도입한 원리와 마찬가지로 추상적 시간의식에 보다 구체적인 역사적 실체를 부여하

는 과정의 산물로 볼 수 있다.83) 무언가를 그리워하거나 잊지 않는다는 것은 주체

의 태도 문제가 되는데, 서정주 그러한 태도가 잘 발견되는 특정 시대 특정 인물을

지목함으로써 역사시간의 좌표가 결여된 자연물이나 설화보다도 더욱 현실성 있고

동일시하기 용이한 ‘그리움’의 실례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 그러니, 질마재 사람들이 沈香을 만들려고 참나무 토막들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

내다가 陸水와 潮流가 合水치는 속에 집어넣고 있는 것은 自己들이나 自己들 아

83) 강경화는 ‘신라’가 미당에 의해 창조된 세계라기보다 미증유의 체험과 정신적 기갈 속에서 그

가 구체적인 실체로서 발견한 세계라고 보았으며, ‘질마재’는 신라와 불교의 세계에서 발견한

신성한 것이 우리 생활의 일부였음을 확인케 하는 공간이라고 하였다.(강경화, 앞의 논문,

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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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딸이나 손자손녀들이 건져서 쓰려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먼 未來의 누군지 눈

에 보이지도 않는 後代들을 위해섭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는 이와 꺼내 쓰는 사람 사이의 數百 數千年은 이 沈香 내음

새 꼬옥 그대로 바짝 가까이 그리운 것일 뿐, 따분할 것도, 아득할 것도, 너절할

것도, 허전할 것도 없읍니다. (「沈香」일부,《詩文學》1974. 7.)

㈏ 아니, 이것은 他者에 對한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現生을 참으로 잘 經營

했던 者의 充足한 自身의 光芒의 소리 그것과 같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現代人들이 그 生命의 料量과 그 經營을 그 當代와 目

前에 局限하는데 反하여, 이 女王의 때의 사람들이 많이 그것을 過去의 善繼承으

로서 維持하여, 또 未來의 永遠속에 잘 내어 밀었던 것을 意味하는 것으로 오늘

날 知性이 마치, 感情이 瞬間的 末梢的 感覺이나 可限性의 情緖에만 依存하듯이

瞬間的 可限的機智와 꾀知慧 目前 相對的 知慧에만 많이 흐르고 있는데 比하여

한 永遠한 性格――다시 말하면 歷史參加者로서의 쉬임없는 自覺밑에 빚어내는

한 不滅의 靈的性格을 띠고 있었던――바로 그것에 緣由하는 것이다.84)

주의할 것은 서정주가 말하는 ‘그리움’이 비단 한 주체가 한 대상에게 가지는 열

망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의 화자는 질마재 사람들의 침향 관습에 대

해 소개하면서, 침향을 넣는 선대 사람들과 그것을 꺼내 쓰는 후대 사람들 사이의

오랜 시간적 낙차에 대해 따분한 것도 허전한 것도 아닌 “그리운 것”이라고 표현한

다. 즉 이때 ‘그리움’이란 개체 단위를 넘어서는 이행을 고려하여, 개체로서의 현전

에 대한 과잉 집중을 지양하는 기다림의 태도이다. 인간사에 있어 개체 간의 흐름

은 선대와 후대 사이의 계승으로서 구현되는데, 이렇듯 통시적 진행을 중요시하고

스스로를 그 진행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태도에 대해 서정주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글 ㈏는 서정주가 1950년대에 대대적으로 내세웠던 ‘신라정신’의 요체 또한 여기

에 있음을 여실히 말해준다. 이 글에서 서정주는 신라의 사람들이 현생을 그 당대

에 국한하지 않고 과거와 미래를 잇는 한 부분으로 파악하여 자신들을 ‘영원 속에

내어 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타자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현생

을 참으로 잘 경영했던 자의 충족한 자신의 광망의 소리”이다. 개체로서의 현전에

84) 서정주,「新羅硏究――新羅人의 知性(上)」,《현대문학》, 현대문학사, 1958. 1. p.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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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착하지 않는 것이 현전 너머의 것들을 모두 포괄케 함으로써 오히려 개체의 현전

을 충만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인데, 이는 지금까지 제반의 ‘영원성’ 의미의 변주가

모두 개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완성된 주체를 만들려는 기획 하에 이루어지고 있음

을 다시금 보여준다. 세대계승이 유한한 개체의 단생(單生)을 영원에 이르게 한다는

점은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서정주가 여러 글 곳곳에서 강조한 바 있다.

세대의 연속이라는 관념이 개체로 하여금 영생을 상상케 하는 것은, 개별적 삶의

종료라는 사적인 죽음과, 산 자가 죽은 자를 대체한다는 공적인 죽음이 혼합되어

‘익명의 죽음’을 탄생시킴으로써 가능해진다. ‘나의 죽음’은 ‘익명의 죽음’이 되면서

국가, 민족, 문화 등 나의 존재보다 더 큰 단위의 실체를 위해 암시적으로 다루어진

다. 나의 탄생 이전과 소멸 이후를 책임지는 선대와 후대는 상징적 타자로 기능하

면서 불멸의 인류를 표상한다. 이런 면에서 ‘세대의 연속’ 개념에는 내면적 시간과

우주적 시간이 교직되어 있다.85) 따라서 서정주가 말하는 세대계승은 얼핏 ‘세대’라

는 단어가 우선적으로 환기하는 생물학적 연계나 ‘신라’ 등 고유명사의 대상지시성

때문에 우주적 시간만이 두드러져 보이기 쉬우나, 실상 그 기저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대응하는 인간의 내면성이 자리하고 있다.

다만 세대의 연속에 관한 기술(記述)은 일차적으로 허구 이야기라기보다 역사 이

야기에 속하므로 세대계승 아이디어에서는 우주적 시간이 비교적 두드러진다. 앞서

「모란꽃과 나의 인연의 기억」에서는 대상 정립의 반복적 지연에 따라 흐르던 내

면적 시간이 이야기의 옷을 입으면서 개연성을 기하는 정도에서 우주적 시간의 도

움을 받았거니와, 실재했던 시공간을 소재로 한 시편들, 나아가 시인의 기행문이나

자서전으로서 창작된 시편들에서는 우주적 시간의 순차적 틀이 전면화되고 그 복원

불가능한 빈틈들을 내면의 상상력이 메우고 있는 것이다. 정리해 보면 미당은 대상

에 가 닿을 수 없다는 개체의 한계로부터 출발하여 개체를 넘어서는 단위의 실체를

85) 리쾨르는 세대의 연속 개념이 현상학적 시간과 우주적 시간 사이에서 이음쇠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그 역할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번째 결과는 역사 기술에서 죽음의 위치와 관련된다. 역사에서 죽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대한 모든 인간의 내면성을 가리키는 대상 지시와, 산 자들이 죽은 자들을 대체한다는

공적인 성격을 가리키는 대상 지시가 뒤섞인 매우 애매모호한 의미 작용을 갖게 된다. 그 두

가지 대상 지시가 합류하는 지점에 바로 익명의 죽음이 있다. (…)

두번째 결과는, (…) 세대의 연속이라는 관념의 생물학적 측면보다는 동시대인, 선조 그리고

후손들의 세계라는 함께 결합된 관념의 상징적 측면과 관련이 있다. 조상과 후손들은 불투명

한 상징성으로 가득한 타인들이며, 그 형상은 어떤 타자Autre,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인간들과

는 전혀 다른 타자의 자리를 차지하러 온다.” (Paul Ricoeur, 김한식 역,『시간과 이야기』3,

문학과지성사, 2004, pp.2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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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한 후, 그 실체의 실마리를 다시 ‘그리움’과 같은 개체의 속성으로부터 찾음으

로써 고단위의 실체가 ‘지금 여기에도’ 현전함을 확신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86) 이

과정은 내면적 시간의 출발, 내면적 시간과 우주적 시간의 교직, 그리고 우주적 시

간의 대두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산하일지초」에서 언급되었던 새색시 이야기의 ‘그리움’을 상기해

보자. 녹의홍상의 신부가 첫날밤 모습 그대로 수십 년간 신랑을 그리워하며 수절했

다는 이야기에서의 ‘그리움’은, 선대와 후대를 고려한 겸양과 기다림으로서의 ‘그리

움’과 비교했을 때 그 의미영역이 다르다. 그것은 한 개체의 일생 안에서만 유효한

특정 대상에의 ‘그리움’이다. 그러나 이 층위의 ‘그리움’ 또한 계승되는 실체로서 개

체 간의 이행에 관여한다. ㈎에서의 ‘침향’과 같이, ‘선대가 후대에게 무엇을 계승하

는가’에서 ‘무엇’의 자리에 기입되는 것이 곧 특정 대상을 향한 개체 각자의 ‘그리

움’인 것이다.

新羅 善德女王이 女子라고 업신여기고 逆賊놈의 새끼들이 수군거리고 있다가 마

침 밤하늘에 流星이 흘러내리는 걸 보고「宮中에 떨어지더라, 女王 때문에 나라가

망할 징조다」 파다한 소문을 퍼뜨려 대단히 形而上學的인 國民들의 마음을 평안

치 못하게 하고 있었을 때, 金庾信이 역시 밤하늘에 불붙인 짚 제웅을 매달은 종이

86) 이러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시인의 진술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나는 우리 할아버지나 曾祖이전의 할아버지들의 얼굴들을 내가 지금 못본 것이라고 하여, 내

가 본 우리 아버지만을 認證하고 拒否할 생각은 없다. 그러고 내 정신의 現存에 흘러내려와져

계시는 그분들의 魂靈의 實存을 認證한다. 이 現存해 흘러내려오는 것을 뭐라하는가? 새 말로

표현해 낸댔자 보급시킬 宣傳力을 나는 못가졌다고 諦念하기때문에 옛부터 써오던 말씀으로

이것을 그냥 나도 神이라한다. (…)

「바람은 있는 物質은 아니고 氣流의 움직이는 性質과 方向을 따라, 氣流의 앞에서 氣流의

미는 힘에 의해 氣流를 豫示하는 것이라.」고 自然科學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내게는 이 氣流

는 前에 사람의 피(血)였던 것도 많이 끼운, 말하자면「神붙은 산 것이고, 또 必然性을 따라

가고오는 것이 아닐 수 없으니까, 그 氣流를 豫示하는 바람도 神붙은 것이고 그 때문에 神的

인 必然的意志를 삼은 것으로서 實感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나는 空間의 어느 좁쌀알만한 面積에도 虛無를 둘 수 없이 되고, 時間의 全

體를 先人들과 後孫들과 같이 가는 大族程으로 삼고 있다.” (서정주,「歷史意識의 自覺」,《현

대문학》, 현대문학사, 1964. 9, pp.39～40.)

이 글에서 서정주는 바람 또는 기류를, 선조들의 혼이 자신에게 계승되는 현상 자체와 연결

시킨다. 나아가 그것을 ‘신’과 직결시키며, 이를 통해 허무를 극복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진술

은 본고에서 분석한 바와 같은 [총체성에 대한 환멸 → 현상학적 지향의 표상으로서 ‘바람’의

등장 → 세대계승 구도를 덧입힘으로써 ‘지향’의 실재성 부여]라는 서정주의 아이디어의 변천

과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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鳶을 날려 올리며「그 고약한 별이 내려왔다 무서워서 다시 올라간다. 보아라!」널

리 왜장을 치게 해 감쪽같이 그 國民의 不安을 없이해 버렸다는 이얘기는 三國遺

事에도 들어 있어 책 볼 줄 아는 사람은 두루 다 잘 알지만, 우리 질마재에서 똥구

녁이 찢어지게 가난한 미련둥이 총각 녀석 하나가 종이鳶이 아니라 진짜 매 발에

다가 등불을 매달아 밤하늘에 날려서 마을 長者의 쓸개를 써늘케 해 그 이뿐 딸한

테로 장가를 한번 잘 든 이얘기는 아마 별로 잘 모르는 모양이기에 불가불 여기

아래 아주 심심한 틈바구니 두어 字 적어 끼워 두노라. (「金庾信風」일부,《詩文

學》1974. 11.)

즉 시인의 아이디어에 따르면 한 개체의 일생 안에서만 유효한 각자의 속성은 다

른 개체에게 다른 형태로 계승되고, 그래서 서로 무관해 보이는 개체들을 보다 포

괄적인 범주로 묶는다. 이는 가령 위에 인용한 작품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위 시의 화자는 삼국유사에 수록된 김유신의 일화와 질마재의 가난한 총각 이야기

를 대응시켜 질마재를 ‘신라’를 계승한 시공간으로 격상시키고 있다. 그러나 사실

김유신과 가난한 총각은 선·후대의 통시적 연대에 대해 자각하고 있지도 않고 서로

직접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지도 않다. 김유신은 백성들의 동요를 잠재우고 나라를

평온하게 다스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가난한 총각은 마을 장자의 아름다운 딸

에게 장가가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역적들이 만들어낸 풍문

이나 가난한 집안형편 등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장해로 작용하는 요인을 기발한 방법

으로 극복했다는 데 있다. 즉 질마재 사람들이 신라 사람들로부터 계승하고 있는

것은 ‘목표하는 바를 달성하려는 의욕’ 또는 ‘본디 가진 속성을 어떤 형태로든 유지

하려는 경향’으로서 확장된 의미의 ‘그리움’이다.87)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역사적 소재를 취한 서정주의 시들은 실존인물의

행보나 실제 향유된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담론에 구체성을 기하고 역사적 사

실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한편으로 그 초점은 과거의 충실한

87) 하나의 개체가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 품는 열망과, 자신의 속성을 유지하려는 관성 또는 고

집이라는 두 가지 층위의 ‘그리움’은 이전의 작품에서도 발견된다. 가령「인연설화조」에서 화

자가 [모란꽃→흙→물고기→물새→사냥꾼→처녀]로 환생을 거듭하는 동안 처녀는 [처녀→시체

→강물→구름→비→모란꽃]으로 대응하며 환생한다. 이때 모란꽃과 처녀, 시체와 흙, 강물과

물고기는 각각 서로를 ‘그리워’하여 어느 한쪽이 명을 다해 변신하면 나머지 한쪽도 따라서 변

신한다. 이때 처녀에 대한 모란꽃의 그리움은 그 자체로서의 층위를 가지는 동시에, 시체에 대

한 흙의 그리움과 강물에 대한 물고기의 그리움으로 변모함에 따라 보다 확장된 의미 영역을

가지기도 한다. 이러한 구도를 삼국유사나 질마재 사람들의 일화로부터 도출하는 것은, 모란꽃

과 처녀의 이야기가 보증하지 못하는 역사적 실재성을 기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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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 자체가 아니라 각 인물들의 다양한 ‘그리움’과 그 상위 범주의 제시에 있다.

따라서 그의 역사적 소재 형상화는 일반적인 의미의 역사 이야기와 다르다. 역사가

가 기술하는 역사는 역사적 사실의 객관성과 진리를 목표로 하는 ‘과학적’ 학문 분

과로서 플롯 구성 순서에 제약을 받고, 민족·국가·문명 등을 단일한 개인의 행위를

설명하는 것처럼 설명하여 의사(擬似)인물, 의사플롯, 의사사건들을 다룬다. 서정주

의 시에서와 같이 역사적 개인을 다루는 것은 이 ‘의사(擬似)’에서 가장 멀리 떨어

져 있으며, 오히려 서술자(시의 화자)가 뚜렷한 시점과 목소리를 지니고 이야기되는

시간을 재량껏 고르지 않게 편집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허구 이야기와 유사한 점을

보인다.88)

이러한 특징은 ‘일화’라는 갈래의 속성으로도 설명된다. 일화는 실제로 일어난 사

건이나 실존인물로부터 특별한 사연을 포착하면서도, 그 특별한 사건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한 정점(頂點)을 반드시 둔다. 일화에서 인물의 처지가 변하는 것

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문제의 제기보다는 그 해결이 중심이 된다. 문제 해결의 순

간에 드러나는 어느 단편적 면모를 압축 서술함으로써 산뜻한 인상을 독자에게 주

어야 하기 때문에, 일화는 시간적으로 순간성을 중시한다. 따라서 일화에 의해 서술

되는 대상은 그 자체만으로 존재의의를 지니지 다른 부분이나 전체와의 관련이 중

시되지는 않는다.89) 이는 이야기되는 시간을 이야기의 초점에 맞게 과감하게 편집

함으로써 이야기 전체를 하나의 형상(Gestalt)으로 만드는 허구 이야기 서술자의 속

성과 상응한다.90)

일화가 특히 주인공에게 집중한다는 점에서, 이야기 전체로부터 도출되는 형상

(Gestalt)은 일화의 경우 주인공의 인물상에 해당될 것이다. 여기에서 소재 이야기

의 주인공의 정체성 문제가 대두된다. 역사적 소재를 수용한 서정주의 시는 작품

한 편 내에서 완결되는 짤막한 일화를 통해 인물이 지닌 핵심적인 특성을 부각시키

고, 나아가 인물을 그 속성의 대표자와 같이 만든다. 왜냐하면 상술하였듯 일화는

88) Paul Ricoeur, 김한식·이경래 역,『시간과 이야기』1, 문학과지성사, 1999, pp.351～360.

89) 이강옥,『조선시대 일화 연구』, 태학사, 1998, pp.42～44.

90) “템포와 리듬은 한 작품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시간과 이야기되는 시간의 상대적 길이의 다양

성을 풍요롭게 만든다. 이 모든 것이 이야기의 형상Gestalt을 그리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

장면, 중간 삽화, 특이한 사건, 장면 전환의 배열은 끊임없이 그 양과 규모가 달라진다. 또한

그러한 특징들에 예상·회상·끼워넣기도 덧붙일 수 있는데, 그것들은 장기간에 걸친 회상을 짧

은 서술 시퀀스 속에 포함시키고 연대기적 시간성을 완전히 파괴하면서 심층을 투시하는 효과

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한다.” (Paul Ricoeur, 김한식·이경래 역,『시간과 이야기』2, 문학과지성

사, 2000, pp.16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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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인 존재의의를 지니어 일화에 포함되지 않는 실존인물의 삶과 맥락을 배제하

고, 인물이 오로지 일화에서 다루는 사건의 정점에서만 빛나도록 인물과 정점을 유

착시키기 때문이다.

일화에서 인물의 어떤 부분이 집중 조명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서술자의 몫이

다. 그리고 어떤 일화를 시 속에 수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일화의 본래 서술자가

시의 화자로서 어떻게 달라질지를 결정하는 것은 시인이다. 따라서 시 속에 수용된

일화 주인공의 인물상은 사실상 시인의 영향력 하에 만들어진다. 서정주의 경우 시

세계에 서사가 도입된 것이 시인의 ‘지향’을 형상화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고려하면,

‘신라’, ‘질마재’,『학이 울고 간 날들의 시』등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역할은 과거 실

제로 살았던 삶을 그대로 보여주거나 역사적 기록에 남아 있는 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서정주가 설정한 ‘그리움’ 개념 및 세대계승 논리를 서사를 통한 시간적 체

험으로써 입증하는 것이다.

㈎ 그의 詩가 獨自의 순수한 觀念作業일 때 아무도 그를 비판하지 않을 것이며 비판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그 순수한 觀念作業이 무언가 허망함을 느겼

던지 지식이기도 하고 전통이기도하고 사실이기도한 歷史를 섭취하려다가 그 歷史

의 正說的 史實을 歪曲하면서까지 굳이 歷史詩의 立像을 構圖한다는 것은 결국 다

시 한번 허망을 되풀이 하는 노릇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91)

㈏그 이데아를 그가 新羅精神으로 처리해 버리는 또는 永遠主義라 하건, 죤․키이츠

처럼 美라 하건 진실이라 하건 그것은 뭐라 해도 상관없다. 다만 그 이데아를 구체

적, 감각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現實의 인물이나 사물을 빌리지 않으면 안된다

는 점이다. 이데아를 표현하기 위한 契機——이것이 永遠主義者 徐廷柱씨의 현실의

식의 전부라는 사실만 알면 그만이다.92)

㈐ 오래된 歷史일수록, 그 方面의 知識이 루우즈하고, 이미지가 막연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作家는 스스로의 詩的 想像力을 歷史라는 이름으로 그 권위를 박탈하여

古典스러워질 수도 있고, 초연한 척 할 수가 있는 것이라 나는 느낀다. 신라정신이

란 조작도 이 속임수의발호의 더도 덜도 아닌것으로 다가올 때도 있었다. (…)

그러나, 이 感性이 歷史的 産物이면서도 유동, 단절한다는 것에 주목하고, 아울

91) 구중서,「徐廷柱와 現實逃避――歷史詩의 本領과 徐氏의 경우」,《청맥》, 청맥사, 1965. 6,

pp.118～119.

92) 문덕수,「新羅精神에 있어서의 永遠性과 現實性」,《현대문학》, 현대문학사, 1963. 4, p.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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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이 感性도 超時代性을 보일 수 있다는 데 유의하라. (…)

歷史와 詩가, 溶解되어 있을 때, 詩的 想像力이 歷史이자 現實이라고 우리는 斷

定해도 좋을 것이라 본다. (…)

四天王天, 忉利天, 兜率天——이 原始佛敎의 아득한 形而上學뿐만 아니라 佛敎的

輪廻思想을 未堂은 포착하고 있음에랴. 未堂은 이런 소식을 우리에게 通話해준 것

뿐이며,「사는 料量」,「살아가는 슬기」,「남이 理解해 주는 것」,「機智」—이런

것을 굳이 永遠主義라 낙인찍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永遠이라기 보다는 신라

인의 슬기이겠지만, 그리고 이 슬기는 내가 알기엔 적어도 신라인 그들에겐 이미˙ ˙ ˙ ˙ ˙ ˙ ˙ ˙ ˙ ˙ ˙ ˙ ˙ ˙ ˙
現實이다˙ ˙ ˙ ˙ .93)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인물에 관한 역사적 기록을 소재로 삼으면서도 소재 본연

의 맥락보다는 주어진 아이디어의 구체적 형상화에 집중하는 일은 텍스트 내 드러

난 담론의 현실성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는 서정주가 적극적으로 신라정신의

아이디어를 개진할 시기에 발표된 평문들로, 공통적으로 역사적 소재 자체와 시인

의 수용 의도를 구분하여 서정주의 작업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먼저 ㈎와 ㈏는 서정주가 역사적 소재를 자신의 관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수단으

로 사용하여 소재의 고유한 맥락을 훼손했다고 비판한다. ㈐의 경우에는 실체를 지

닌 유물뿐만 아니라 그것이 환기하는 감성도 충분히 전승될 수 있기 때문에, 역사

적 소재로부터 정서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서정주의 작업에 대해 덮어놓고 현실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할 수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전승되고 재발견되는 감성에 대해 서

정주가 굳이 ‘영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점에는 동조하지 않는다. 이는 결과적으

로 ㈐ 또한 ㈎, ㈏와 마찬가지로 서정주의 역사적 소재 해석에 비판적인 입장으로

분류되게 한다. 왜냐하면 서정주가 개체에 따라 다르게 현현되는 ‘그리움’을 통시적

으로 묶은 의도는 세대계승 논리를 통한 영생의 획득에 있으며, 따라서 시인의 입

장에서는 신라인의 슬기를 당대로부터 전해오는 감성 그 자체로만 둘 수 없기 때문

이다.

한 世紀에 걸친 詩의 그 前과 다른 特性을「現實的」이란 말로 表現하는 것은

리얼리즘을 水源으로 하는 小說과는 달라서 그렇게 하는 게 適合치 않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小說은 아무래도 雨傘을 펴듯 하는 展開이기 때문에 現實을 展開해 보

93) 김윤식,「歷史의 藝術化——新羅精神이란 怪物을 暴露한다」,《현대문학》, 현대문학사, 1963.

10, pp.186～192. (강조는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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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것은 되지만, 詩는 말하자면 雨傘을 펴서 展開해 體驗한 바의 모든것들의 다

시 雨傘을 접어 要約하고 集中하는 노릇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展開狀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는「現實」이란 말이 適合치 않고, 딴말의 表現이 필요한 것이다. (…)

그것은 옛부터「現實로서」가 아니라 現實임을 쉬임없이 革命하여 그 價値引上

을 해야 견디는 것이기 때문이다.94)

윗글은 시세계 속 담론의 현실성 문제 제기에 대한 서정주의 논변이다. 이 글에

서 그는 시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현실성’이라는 기준이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서 소설과 시의 차이점을 꼽는다. 소설은 사건의 정황을 자세하

게 풀어쓸 수 있지만, 시는 정황 자체보다도 정황이 환기하는 정서적 자극을 적확

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술은

서정주의 역사적 소재 해석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이 지적한 대로, 서정주의 관심이

소재 자체의 맥락보다도 자의적 재구성에 기울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 내게 있어 現實意識이란 目前의 現代만을 상대하는 그것이 아니라, 人類史의 過去

와 現代와 未來를 전체적으로 상대하는「歷史意識」그것인 것이다.95)

㈏ 우리는 흔히 歷史意識을 산 사람들의 現實만을 너무 重視하는 나머지, 過去史란

한參考거리의 文獻 遺跡을 제외한다면 忘却된 無로서 느끼고 살지만 우리의 古代

人들은 死後 後代에 이어 傳承되는 마음의 흐름을 魂의 實存으로서 認識하고 느끼

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와 그들의 歷史意識 사이에는 懸隔한 差異가 빚어져 있

다.96)

㈐ 傳統의 第一證人이라는 者가 따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오, 바로 우리마음이 그것

인 것이니, 그것에게 물어보면 누구나 나의 이 말씀을 쉬히 首肯하시게 될 줄로 안

다.97)

서정주는 비판적 견해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실의식’의 의미역에

대해서도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가령 ㈎와 같은 글에서 그는 ‘현실의식’이 세대계

94) 서정주,「詩의 變貌」,《문학춘추》, 문학춘추사, 1964. 4, pp.20～22.

95) 서정주,「歷史意識의 自覺」,《현대문학》, 현대문학사, 1964. 9, p.38.

96) 서정주,「韓國的 傳統性의 根源」,《세대》, 세대사, 1964. 7, pp.178～179.

97) 서정주, 위의 글, p.175.



- 76 -

승을 의식하는 ‘역사의식’이라고 설명한다. ㈏에서 확인되는바 서정주가 말하는 ‘역

사의식’이란 “마음의 흐름을 혼의 실존으로서 인식하고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우

리가 계승하는 선조의 유산은 “문헌 족적” 등 실증적인 자료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비가시적인 형태로 깃들어 있다. ㈐에서 서정주는

“전통의 제일증인”이 곧 각자의 마음이므로 마음에게 물어보면 본인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현실성’ 또는 ‘현실의식’을 위와 같이 설정함으로써, 서정주는 자신의 역사적 소

재 해석에 가미되는 주관성에 권위를 부여한다. 선조로부터 계승되는 것이 실증적

인 자료가 아니라 추상적인 실체라는 주장은, 시인으로 하여금 고증의 불철저성에

대한 비판을 얼마간 피할 수 있게 한다. 여기에서 나아가 그는 자신의 주관적인 시

각 내용 자체도 이미 선조로부터 계승받은 것이라 하여 역사 해석의 자의성 지적에

대응한다.

여기에서 유산의 계승 형태에 대한 견해 자체와 시인의 계승받은 ‘마음’은, 모두

시인이 구상한 아이디어 속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서로를 순환적으로 보증한다. 그

래서 ‘각자의 마음에 물어보면 수긍될 것(㈐)’이라는 진술이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결국 설득력을 얻기 위해 독자의 직관이나 신념에 호소하게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적어도 시인에게 있어 창작방법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면서

스스로 마련한 논리에 대해 확신을 높여 가게 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인용문들로

부터 동일한 역사적 소재에 대한 수용 방식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의 ‘역

사적 소재’에는 자기 자신의 경험이 포함된다.

㈎ 내 永遠은/ 물빛/ 라이락의/ 빛과 香의 길이로라.// 가다 가단/ 후미진 굴헝이 있

어/ 小學校 때 내 女先生의/ 키만큼한 굴헝이 있어/ 이쁜 女先生의 키만큼한 굴헝

이 있어/ 내려 가선 혼자 호젓이 앉아/ 이마에 솟은 땀도 개이는/ 물빛/ 라이락의/

빛과 香의 길이로라/ 내 永遠은.

<徐廷柱「내 永遠은」全文>

이 詩에서 現實意識을 풍겨주는 용어는「小學校 때 내 女先生」이라는 귀절이다.

그러나, 小學校 때의 女先生에 대한 애정의 노래가 아니라, 그 女先生의 키가 <永

遠의 굴헝>과 결부되어 그의 이데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을 뿐이다. 결국 徐廷

柱씨의 現實意識은 그의 永遠主義의 이데아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契機가 되어 있

을 뿐이다. 現實 자체에 어떤 의미의 가치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98)

98) 문덕수, 앞의 글, p.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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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3학년때/ 나는 열두살이었는데요./ 우리 이쁜 여선생님을/ 너무나 좋아

해서요./ 손톱도 그분같이 늘 깨끗이 깎고,/ 공부도 첫째를 노려서 하고,/ 그러면서

산에가선 산돌을 줏어다가/ 국화밭에 놓아 두곤/ 날마다 물을 주어 길렀어요.

(「첫사랑의 詩」전문)

㈎는 앞서 살펴 본 문덕수의 글「신라정신에 있어서의 영원성과 현실성」가운데

또 다른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이 부분에서도 문덕수는 상게한 인용문에서와 마찬

가지로 서정주가 역사적 소재를 이데아의 구체화 수단으로 동원했다고 비판하고 있

다. 이때 그는 서정주의 첫사랑 경험이 소재로 사용된 시「내 영원은」을 예로 들

면서, 이 시에서 첫사랑의 상대인 여선생님은 그 자체로서 어떤 의미도 부여받지

못하고 단지 ‘영원’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계기가 되어 있을 뿐이라고 한다.

3장 2절에서 살펴 본 시적 자서전의 첫사랑 모티프 작품들도 그러했거니와, 이후

에 창작된 ㈏와 같은 작품들은「내 영원은」과 동일한 소재를 채택하면서도 ㈎와

같은 비판을 가하기 힘든 형태로 바뀌어 있다. 이 작품에서는 ‘영원’과 같이 시인의

가치관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이 전혀 사용되지 않고, 단지 어린 화자가 여선

생님을 얼마만큼 좋아하는가가 그의 행동을 통해 나타날 뿐이다. 이는 담론에 현실

성을 기하는 방법을 고심한 끝에 ‘우리의 마음’을 강조하기에 이른 서정주의 주장에

잘 부합하는 형상화 방법이다. 왜냐하면 서정주는 ‘마음’이라는 것이 실증적인 자료

대신 “실생활을 통해서 구전과 행위를 통해 이심전심으로 전해져 온 것”이라고 한

이후, 시와 소설의 진술 방식을 엄격하게 구분하던 기존의 견지를 뒤엎고 시 또한

“실생활”을 그리기 위해 소설의 진술 방식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

다.99) 이 주장대로라면 ‘실생활’을 그리는 것, 즉 인물의 행위를 그대로 옮기어 인물

의 정서를 감지케 하는 것만으로도 선조로부터 계승된 ‘마음’과 세대계승 논리 전체

99) “小說을 보면 그건, 말들이 우리 實生活의 機微에 닿고저 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건 實生

活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 그런가 보다./ 그런데, 우리 詩는 왜 아직도 그리도 많이 아까

例示한 그「빠아속의 싱건 言語使用者」같은지 모르겠다. 이건 아마, 實生活을 안 描寫해도 괜

찮기 때문인가? 그러나 詩도 사는 者의 生活의 機微를 다루는 點에 있어서는 마찬가지 아닌

가.” (서정주,「歷史意識의 自覺」,《현대문학》, 현대문학사, 1964. 9, p.41.)

“詩란 민족의 실생활에서 가장 매력있는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깊

어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말까지 어렵고 꼬불꼬불하면 손해야. 말은 되도록 쉽게, 실생활

에서 찾아 써야 돼. 소설은 실생활에서 온 말로 씌어지고 있쟎아. 이런 점은 우리나라 시인들

이 소설가에게 배워야 돼.” (서정주,「韓國文學 어떻게 해왔나」,《한국문학》, 한국문학사,

1979. 11. p.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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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점화시킬 수 있게 된다. 이는 이전 시기의 작품들에서 개체적 존재가 보유한 ‘그

리움’이라는 속성이 서로 무관한 인물들을 통시적 흐름 속에 엮어 놓았던 아이디어

의 구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후 미당이 내놓은『鶴이 울고 간 날들의 시』100)의 작품들이나 기행시, 두 권

의 시적 자서전은 모두 이러한 방법으로 담론의 현실성을 보완하려 한 결과물이라

생각된다. 이 시기에 서정주는 작품 속에서 제재의 기원을 그대로 노출하고, 일상어

에 가까우리만치 호흡이 긴 언어를 사용하며, 소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로 하나

하나’ 꼽아 가면서 수용하려 한다. 이는 소재의 실재성을 더욱 강화하고, 자신의 메

시지가 예외 없이 폭넓게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여, 독자에게 ‘영원성’의 현실성

에 대한 믿음을 보다 적극적으로 호소한다. 시간론의 층위에서 보면 소재 이야기가

과거에 실제로 일어난 일을 다룸으로써 이제 우주적 시간이 현저하게 두드러진다.

문면의 비중 상 역사 이야기에 있어서의 내면적 시간은 과거의 복원 불가능한 균열

들을 메우는 역할로 축소된다. 그러나 이야기가 주는 정서적 자극 속에 여러 층위

의 ‘그리움’ 개념이 이미 한꺼번에 부여된바, 얼핏 제약이 심해 보이는 역사 이야기

속에는 여전히 마음의 전승으로 엮인 통시적 공동체의 존재 및 그것이 보장하는 영

생이 굳건하게 상정돼 있다.

4.3. ‘시’와 삶의 일치 또는 고정되는 진실

『학이 울고 간 날들의 시』에서 미당이 제재로 도입하는 역사적 시공간의 범위

는 ‘신라’와 ‘질마재’보다 크게 확장되어 한국사 전체에 이른다. 이 시집의 작품들은

1980～81년에 걸쳐 연재된 후 엮여 나온 것으로, 모두『삼국사기』,『삼국유사』,

『고려사절요』,『연려실기술』등에 수록된 이야기들을 모티프로 삼고, 단군시대의

시작으로부터 조선 말기에 이르기까지의 한국사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소재를 이처럼 한국사 전 영역의 순서에 따라 의식적으로 다루는 것은 ‘영원성’ 현

실화 논리를 실제 역사의 전개로부터 낱낱이 확인하겠다는 시인의 의욕을 감지하게

한다.

2장에서 설명했거니와 서정주가 기획한 ‘영원성’의 현실화는 다양한 실례들이 보

다 세심하게 제시되어 ‘그리움’의 전승과 세대계승의 작동이 입증됨으로써 이루어진

100) 이하『학이』로 표기함. 잡지에 발표된 연작을 지칭할 경우 ‘학이’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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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의 소재로 선별되는 이야기가 어떻게 세대계승의 작동을 입증하게 되는가는

미당의 시론에서 알아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서정주는 그의 시론에서, 시가

마땅히 “영 잊혀지지 않고 거듭거듭 再生해 나오는 追憶”인 “典型的인 이미지”를

담아야 하며, 그러한 이미지의 탐색은 “過去事의 全領域에 걸쳐”101) 이루어져야 한

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하지 않는 感覺內容”의 예로 앞서「산하일지초」에 등장한

새색시 이야기와 더불어 “成春香의 李도령에 向한 一片丹心, 麗末 鄭 夢周의 한결

같은 憂國之情, 李朝詩人 鄭 松江의 不變하는 事君感情”102) 등을 꼽았다. 여기서 새

색시의 기다림, 춘향의 일편단심, 정몽주의 우국지정, 정철의 사군감정 등은 모두

장애 요인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인물들의 속성으로 묶일 수 있다. 자기 속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강인한 힘을 보이는 인물들의 이야기는 후대 사람들에게 “영 잊

혀지지 않고 거듭거듭 재생해 나”와 향유되고, 이에 따라 이야기의 주인공 인물은

육체의 생몰에 관계없는 생명력을 획득한다. 즉 개체의 속성(태도)이 개체 간 이행

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耶蘇·基督의 몸이 十字架에 못박혀 죽어서 그 마음의 힘을 無限大히 늘여 耶蘇

敎를 세운 효과와, 異次頓이 「내 목을 쳐 보이소」 自願해 숨넘어가서 마음적으

로 간절히 살아 남아 그 효력으로 新羅에 佛敎가 있게 한 것은 결과로 보아선 많

이 닮았소.

그러나 그 肉身의 죽음까지의 作態는 매우 다른 것이니, 耶蘇쪽 이얘기는 대단히

처참하고 처량하고 또 아픈 데가 있는 데 反하여, 異次頓 쪽은 그게 그렇지 않고

순전히 어린아이의 한때의 무슨 놀이와도 같아서 적당히 웃기기도 하면서 아조

연한 배나 먹듯이 사운사운 그것이 進行된 點이오.

그렇기 때문에, 耶蘇나 異次頓이나 죽도록 피야 다 흘렸었지만, 異次頓의 피에서

만큼은 그 왈칵한 피비린내도 나지를 않고 그저 어린애들이 꿀컥꿀컥 마시는 그

어머니의 젖내음새 같은 것만 빙그레히 풍겨나고 있는 것이오. ――『三國史記』

新羅本紀 四,「法興王」條,『三國遺事』卷 三,「原宗興法, 厭髑滅身」條. (「異次頓

의 목베기놀이」전문)

위 시는 순교함으로써 신라 사회의 불교 도입에 크게 공헌한 이차돈의 일화를 제

재로 한다. 작품의 화자는 이차돈과 예수의 죽음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

101) 서정주,『시문학원론』, 정음사, 1972, pp.172～173.

102) 서정주, 위의 책,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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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이차돈의 이야기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부분들을 부각시키려 한다. 화자의 설

명에 따르면 이차돈의 경우 육체의 죽음은 심각하거나 고통스럽지 않은 ‘놀이’와도

같다. 육체가 죽은 이후에 신라에 불교가 활성화되도록 효력을 발휘한 것은 “마음

의 힘”이며, 이 ‘마음’은 육체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살아남”는다. 화자의 평

가적 시선이 덧씌워진 이차돈의 일화 소개가 주 내용을 이루는 이 작품은, 궁극적

으로 주요 등장인물의 “마음의 힘”이 얼마만한 것인가를 하나의 사건을 통해 단적

으로 보여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高麗 高宗은 그의 在位 十九年에 蒙古軍의 大侵略으로 할 수 없이 王京松都를

떠나 江華島로 遷都 피난한 王이기는 하지만 그의 江華島 在留二十八年 동안에

『高麗大藏經』의 그 巨秩刻版을 完成했고 또 靑磁도 高麗朝에선 가장 좋은 것들

을 이 때를 골라 빚어 내게 한 굉장한 範神力의 所有者였던 걸로 안다. 그는 이

詩 속의 잔치가 있은 지 두 달 뒤엔 예정대로 그의 큰아들인 太子를 蒙古에 볼모

로 보냈고, 또 그 뒤 두 달 만인 六月 어느 날부터는 이미 이 세상에는 아무데도

그 육신으론 살아남아 있지 않았다.

그런데『高麗史節要』를 쓴 李朝의 儒臣 金宗瑞·鄭麟趾 등이 그「史臣日」이라

는 論評欄에서 이 날의 이 일을 가지고「그리 못 하게 臣下들이 諫했어야 할 일

이었다」어쩌고 하고 있는 것은, 이만큼한 精神力의 表現에 대해 역시 그들은 너

무 좁은 眼目만을 가졌던 걸로 보인다. (「高麗 高宗 素描」의 각주)

즉 시에 수용되는 사건은 인물이 지닌 “마음의 힘”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윗글에서 분명하게 확인된다. 윗글은「고려 고종 소묘」라는 작

품에 덧붙은 각주이다. 해당 작품의 화자는 몽고의 침략을 받아 강화도로 대피한

상황에서도 연회를 벌이며 즐겼다는 고려 고종의 일화에 대해, 위기를 외면한 실정

(失政)이라는 일반적 평가와 달리 난세의 기류에 휩쓸리지 않는 처사라고 긍정적으

로 평가한다. 각주에서 시인은 이러한 화자의 의견에 덧붙여 고려 고종이 어려운

시기에도 팔만대장경과 고려청자를 생산한 점을 비범한 “정신력의 표현”이라고 한

다.

사건 자체에 대한 가치 평가는 차치하고, 여기서 상기해야 할 것은 시인과 화자

와 독자 모두에게 있어 일화 속 인물의 “마음의 힘”이라든가 “정신력”이 어떤 것인

지 파악하게 하는 기제가 바로 인물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앞서

「모란꽃과 나의 인연의 기억」에서 내면적 시간의 흐름을 바탕으로 구성된 서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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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였음을 지적하였고,「산하일지초」를 필두로 ‘신라, 질마재’ 시편들에서 이야

기의 진행이 시의 전면에 두드러지는 동시에 그 소재의 실재성 또한 높아졌음을 지

적하였다. 이렇듯 서정주의 시세계에 있어 소재로서 이야기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것은, 이차돈의 정신력을 그 순교 일화를 통해서라야 가늠할 수 있듯이, 서정주가

지닌 ‘지향’으로서의 ‘영원성’이 어떤 것인지 가늠하는 일 또한 서정주가 활용하는

소재 이야기를 통해 표현되었을 때에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들은 제대로 파악되고 전달되기 위해 비유나 예시와 같은

구체적인 설명을 필요로 한다. 리쾨르에 의하면 이야기는 인간의 내면에 흐르는 주

관적 시간과, 자연 속에서 독립적으로 흘러 누구나 공유한다고 상정되는 객관적 시

간이 서로 교차되는 지점으로서, 양자를 하나의 시간으로 가늠할 수 있게 하고 궁

극적으로 시간 속에 놓인 인간의 삶을 이해하게 하는 유일한 경로이다.103) 이야기

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앞서 논의하였듯 ‘영원성’의 현실성에 대한 의문을 꾸

준히 받아 왔던 미당으로서는 시의 내용에 역사적 일화를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것

이 스스로 확신하고 있는 ‘계속되는 지향’ 또는 내면적 시간의 흐름을 다른 독자들

로 하여금 이해하고 파악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편이었을 것이다.

그러신데 이 이얘기는 매우 有力한 것이라./ 여기 白月山 上上峰까지 藥으로 써

들어서/ 그 힘이 黃海 건너 唐나라 서울까지 가/ 어느 날 달밤에는 唐皇帝의 못물

103) 줄거리를 꾸민다는 것은 무질서한 연쇄에 질서와 화음을 부여하고 삶과 역사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다. 리쾨르가 이야기하는 행위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무엇보다 ‘줄거리

구성’을 꼽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야기를 만드는 작가나 이야기를 읽는 독자는 모두 이야기

속에 구축된 그러한 질서를 통해 이질적이고 불협화음을 내포한 사건들을 이해한다. 이런 면

에서 이야기는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기능’, 즉 ‘의미론적 혁신innovation sémantique’

이며,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방식이란 줄거리를 엮어가면서 시간을 그려보는 다양한

방식이다. 이때 이야기 속에서 그려지는 시간은 내면적 시간만도 우주적 시간만도 아닌 ‘제3의

시간’ 또는 ‘인간의 시간’이며, 인간은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만 시간 자체와 시간 속에 놓인 인

간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 (김한식,「폴 리쾨르의 이야기 해석학」,《국어국문학》146, 국어국

문학회, 2007, pp.216～220.)

“허구의 “준-역사적” 특성에 대해 내가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해석은 역사적 과거의 “준-허

구적” 특성에 대한 해석과 뚜렷하게 일치한다. (…)

결론적으로 시간의 재형상화에서 역사와 허구의 교차는 최종적인 분석에서, 역사의 거의 허

구적인 순간과 자리를 바꾸는 허구의 거의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상호 맞물림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교차, 상호 맞물림, 자리 바꿈에서 바로 인간의 시간le temps humain이라고 부

름직한 것이 나온다. 거기서 역사를 통한 과거의 재현성과 허구의 상상의 변주는 시간의 현상

학의 아포리아를 배경으로 결합한다.” (Paul Ricoeur, 김한식 역,『시간과 이야기』3, 문학과지

성사, 2004, pp.370～371.)



- 82 -

에/ 그 묘하게 이뿐 山봉우리를 내비치기도 했더라./ 唐皇帝는 여기 반해 使臣을

보내서/ 그 山봉우리에 표적으로 신발 한 짝을 걸게 했는데/ 그 뒤론 그 신발 한

짝까지 값진 것으로/ 唐皇帝의 달밤 연못에 고스란히 드러났더라. (「白月山의

힘」일부)

이와 관련하여 위 시에서 “이얘기”가 “유력(有力)”하다는 화자의 진술이 눈에 띈

다. 위 시의 소재로 사용된 이야기는 길 잃은 한 여인을 대하는 노힐부득과 달달박

박의 대조적인 태도와 그에 따른 결말을 담고 있다. 줄거리를 끝까지 소개한 화자

는 위에 인용한 마지막 연에서 “이 이야기가 매우 유력하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힘이 이야기의 배경인 백월산 봉우리에는 물론 멀리 당나라에까지 영

향을 미쳤다고 진술한다. ‘이야기의 힘’이란 근본적으로 “마음의 힘”이다. 왜냐하면

이야기는 인물의 “정신력의 표현”이며, 인물의 “정신력”은 곧 “마음의 힘”이기 때문

이다. 중요한 것은 시인이 이야기의 인물의 성정이나 그러한 성정의 표현인 이야기

자체가 이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한다는 점이다. 서정주는 소재가 되는 이야

기나 이야기에 드러난 인물상 자체에 많은 가공을 가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만으로도 시인으로서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하게 된다고 믿은 것으

로 보인다.

그런데「고려 고종 소묘」와「백월산의 힘」은 “마음의 힘”이 반드시 윤리적인

가치를 내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이차돈의 목베기놀이」의 이차돈의

경우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관을 모종의 형태상의 변화를 겪더라도 지켜내려는

인물의 의지가 돋보인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춘향의 일편단심, 정몽주의 우국지

정” 등과 묶일 수 있으나, 가령 승려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길 잃은 여인이 자신

의 거처에서 묵고 갈 수 있도록 해준 노힐부득의 유연한 사고는 그러한 범주에 쉬

이 포함시킬 수 없어 보인다. 『학이』에 수록된 작품들의 화자는 고려왕조에 대한

충심을 간직했던 정몽주의 일화(「鄭夢周先生의 죽을 때 모양」) 와 조선 태종이

대권을 쥐게 된 일화(「李成桂의 하눌」)를 모두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을 뿐만 아

니라, 패전한 적장들도 깍듯이 대접하여 포섭하는 인물(「王建의 힘」), 외적의 포

로가 된 상황에서도 정력을 인정받음으로써 목숨을 부지한 인물(「忠烈王의 마지막

남은 힘」), 하층 계급 사람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는 인물(「黃喜」)의 이야기도

소개한다. 각 이야기들을 일별해 보았을 때 『학이』의 소재 선별은 특정한 윤리적

판단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인물의 완강한 가치관의 고수와도 무관하다. 실로

다양한 소재 이야기들을 포괄할 수 있는 구도는, 그것이 윤리적이든 아니든,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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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아니든, 신념이든 육체적 생명이든, 사건 이전에 인물이 지니고 있던 속성을

사건 이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유지한다는 점뿐이다. 반복하건대 방점이 찍히는 곳

은 인물이 유지하려는 속성의 구체적인 방향이라기보다, 속성 유지를 방해하는 어

떤 장해로서의 사건에 맞닥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겪은 후에도 변주된 모습으

로 그 속성이 ‘유지된다는 것’ 자체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서정주가 초기 시에서 보

여주었던 ‘베일에 싸인 대상’을 향한 추구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나, 역사의 옷을

입고 후대에 회자됨으로써 세대계승에 가담할 인물의 자질로서 우회적으로 제시되

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것과 다르다.

한편 3장에서 우리는 서정주가 설정한 ‘시’ 개념 가운데, 가치 있는 소재를 판별

하는 기준이자 그러한 소재들만이 포섭될 수 있는 하나의 반열로서의 의미가 포함

돼 있음을 확인했었다. 특히『학이』의 시기 서정주에게 있어 ‘시’란 정확하게, 주변

에 산재하는 이야기들 중에서 내용상 ‘수용할 만한 것’을 선별하고 격상시키는 기준

이다. 소재를 평가하는 외부적 시선이 중심을 이룬다는 점에서 이 개념에는 선대의

역사적 일화를 기억하는 후대 향유자로서의 입장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이때 ‘시’라

는 단어가 일반명사로서 여전히 운문 형식의 언어예술품을 지칭하기도 한다는 점에

서, 미당이 설정한 ‘시’ 개념은『학이』에 수록된 모든 ‘시’ 작품에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학이』는 말하자면 후대의 향유자들에게 잊히지 않는 일화들의 모음이다.

역으로 이 선별적 모음의 형성은 ‘시’를 강력한 속성 유지의 능력을 지닌 인물들만

이 오를 수 있는 반열의 명칭으로 만든다.

㈎ 하느님의 가장 이쁜 아드님 환웅께서는 크나큰 神이신지라. 그분이 삼천 명의 부

하의 신들을 데불고 처음으로 내려오신 우리 나라의 태백산 모롱 언저리는 신의

마을[神市]이라고 불렀읍니다만, 이것은 살로 된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아니

고, 밝고 밝은 사람들의 마음 속의 눈에만 겨우 겨우 가남이 가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 환웅의 아드님――우리 겨레의 살 가진 첫어른이신 단군 임금께서는

평양을 서울로 해 이 나라를 다스리시면서, 문득 문득 그 아버님의 고향인 하늘의

신들과 마음 속으로 은근히 사귀고 지내고 싶으시면, 백두산의 제일 조촐한 곳으

로 옮겨가서 한때씩을 지내시곤 하여, 그러시던 그곳을 <신선의 터[仙境]>라고

합니다. 살을 가진 사람의 한정된 목숨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한정 없는 하늘 속의

마음만의 나이로 사는 연습이 가끔 가끔 약으로 아주 필요했던 거지요.

그리하여 뒤에 중국이나 우리 나라에서 風流라는 이름으로 일컬어 온 이 신선의

길은 이 하늘 밑에서는 처음으로 단군께서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神市와 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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境」전문)

㈏ 大凶年이 들어서/ 王宮倉庫의 庫지기들이/ 王宮倉庫의 穀食들을 훔쳐 내/ 남 몰

래 나눠 먹는 판국이 되었는데// 깨끗한 우리 劒君 혼자만큼은/ ‘그거사 못 먹겠

다’ 혼자만 빠졌다가,/ 秘密 탄로의 염려 있다고/ 暗殺 對象이 되어 버렸네./ 감쪽

같이는 되어 버렸네.// 그래서 패거리들은 한 床 잘 차리고/ 우리 劒君 청해서 毒

을 타 먹였는데,/ 劒君은 그걸 알고도 받아 먹고 죽었네./ 秘密 탄로 안 시키고 받

아 먹고 죽었네.// 무슨 人生이 그렇게도 헐값이냐고?/ 아닐세. 그건 헐값이 아니

라/ 하눌 값과 해 값을 함께 합쳐 계산한/ 新羅 花郞의 本錢——/ 檀君 以來의 風

流의 그 멋 때문이었다네. ——『三國史記』,「列傳」八. (「劒君」전문)

『학이』의 일화들이 통시적으로 나열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반열에 동등하

게 올라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학이』로부터 확인되는 세대계승에 후대의 향유자

가 선조의 일화를 기억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종류의 계승도 포함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론한 것이 타자가 주인공인 이야기를 향유해 줌으로써 타자의 생명을 연장

시켜 주는 메타적 위치에서의 계승이었다면, 예컨대 위의 ㈎와 ㈏는 타자로부터 어

떤 실체를 물려받은 직속 후계자로서의 계승 양상을 보여준다.

㈎는『학이』의 서두에서 단군 신화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여러 편의 작품들 가운

데 하나이다. 이 시의 화자는 “풍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환웅이 만든

신시와 단군이 머무른 선경의 대비, 넓게는 정신과 육체의 대비 속에서 파생된 태

도의 한 종류이다. 단군은 “우리 겨레의 살 가진 첫” 인물로서 육체를 지니게 됨에

따라 그의 목숨 또한 한정되게 되었다. 육체의 목숨에 대비되는 것은 무한한 ‘마음

의 목숨’인데, 살 가진 인간으로서 ‘마음의 목숨’의 층위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연

습”이 필요하며, 그 연습은 인간에게 “약”이 된다.

이 진술의 저변에는 살 가진 인간이 연습이 아닌 실전으로서 온전히 ‘마음의 목

숨’대로만 살 수는 없다는 인식과, 유한한 육체 속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일종의

‘병’으로 보는 인식이 포진해 있다. 초기 시에서 깨우친 개체의 한계와 그 극복 방

안으로서 창안된 ‘그리움’ 및 계승의 태도는 이런 식으로 한국사의 신화의 줄거리를

빌어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대상지시성을 통해서 또는 ‘세대의 연속’ 관념에 내재

하는 공적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미당이 초기 시에 보였던 아이디어의 구도를 실제

삶의 일부분으로 편입시키고 있다. ㈎의 화자에 따르면, 육체를 가진 유한한 개체가

개체 단위 이상으로 확장된 존재를 향해 수렴하고자 할 때 개체가 스스로가 갖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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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태도가 바로 “풍류”이며, 이러한 자세를 처음으로 갖기 시작한 인물이 바로

우리 겨레에서 육체를 처음으로 가지게 된 단군이다. 미당은 이런 점에서 “풍류”를

‘단군정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풍류”는『학이』수록 시편들에 수용된 소재 이야기들의 주인공들이 단군으로부

터 물려받고 물려주는 실체이다. 『학이』에서는 단군시대 이래 한국사의 일화들을

서술해가는 화자가 주인공의 행보에 대해 “풍류” 또는 ‘단군’이라는 단어를 동원하

여 상찬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104)

이것은 ㈏의 경우와 같이 각 일화의 주인공들이 그러한 태도를 지키겠다는 자각

없이 각기 다른 사건 속에서 각기 다른 속성을 유지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는

『삼국사기』열전에 수록된 신라시대 ‘검군’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모티프로 삼고

있다. 검군은 왕궁창고의 창고지기였는데, 큰 흉년이 동료들이 몰래 창고에서 시량

을 훔쳐 낼 때 홀로 신념을 지키며 따르지 않았다가 동료들에 의해 피살당한 인물

이다. 시의 화자는 작품의 말미에서 검군의 행보를 가리켜 “檀君 以來의 風流의 그

멋”을 보여준다고 평한다. 그런데 검군은 단군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지도

않고, 자신의 행위가 비범한 “풍류”의 실천에 해당하므로 육체적 생명이 다한 후에

도 자신의 이야기가 계승되리라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화자는 검군이 어려

움 속에서 자기 속성을 유지한다는 점 자체에 “풍류”라는 수식어를 사용한다. 시인

은 여러 일화 속 각양각색의 인물들이 자각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리움’이라는 정신

사적 유산을 대물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105) 그를 통해 단군과의 관련성이

희박해 보이는 역사 전체의 모든 인물들에게 단군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 즉 ‘단군정신’은 그 내용상 실질적으로는 역시나 일화 속 인물의 ‘그

리움’에 해당한다. 그리고 ‘단군정신’의 계승은 앞서 언급하였듯 한국사의 통시적인

전개로부터 한 발짝 물러난 채 계승현상과 그 가치에 대해 자각하는 이야기 향유자

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자각 없이 직접 자기 속성의 유지를 실천하는 이야기 주인

공의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계승이다.

요컨대 시집『학이』는 이전 시기에 시인이 구축한 ‘그리움’으로서의 ‘영원성’이

104)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작품으로는「검군」외에도「朴赫居世王의 慈堂 娑蘇仙女의 自己紹

介」,「高句麗 始祖 東明聖王 高朱蒙의 四柱八字」,「新羅風流」1,「新羅 사람들의 未來觀」,

「三國統一의 후렴」,「萬波息笛의 合竹 얘기에서 全州 合竹扇이 생겨난 이얘기」,「高麗 好

日」,「高宗 一行과 곰들의 避難」,「論介의 風流力學」등이 있다.

105) 아울러 미당은 한 인물의 과업이 그 후계자에게 그대로 전가된 역사적 사례에 대해서도 주

목하고 있다. 그러한 내용이 드러난 작품으로는「皇龍寺 큰 부처님像이 되기까지」,「白坡와

秋史와 石顚」,「石顚 스님」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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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나 질마재 등 특수한 분위기가 지배하는 제한된 시공간이 아니라 한국의 시공

간 전체에 보편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역사적 일화의 순차적인 정리로써 입증하려

한다. 각 세대의 ‘그리움’과 그것의 계승현상이 일어남을 확인하기 위해 단군시대에

서 조선 말기에 이르기까지 주요 역사적 일화들을 자신의 기준에 따라 한 줄로 꿰

어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움’의 계승은 두 가지 층위에서 일어난다. 하나는

스러져 간 선대의 일화를 잊지 않고 향유·전달함으로써 선대의 생명을 지속시키는

계승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움’ 자체가 구현되는 삶을 직접 실천함으로써 또 하나

의 최신 일화를 생산하는 계승이다. 미당의 어법상 전자의 층위에 해당하는 소재

평가 기준의 명칭은 ‘시’이고, 후자의 층위에 있어 계승되는 실체로서의 ‘그리움’에

붙은 이름은 ‘단군정신’이다.

서정주는 1981년 9월 ‘학이’ 연재를 끝마친 후 곧이어 1981년 11월부터 시적 자서

전인 ‘안 잊히는 일들’ 연작을 연재하기 시작한다. 세대계승 논리가 과거에서 현재

로,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에 기대고 있다는 점에서,『학이』에 나

타나는 통시적 반열은 서정주가 삶을 영위하고 있는 동시대 또한 필연적으로 그 틀

속에 포섭되는 것임을 전제하고 있다. 서정주는 앞에서 논한 두 가지 계승을 모두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이야기 향유자로서의 계승이 곧 여러 역사적 일화를 수집하

고 재생산한『학이』의 집필이었다면, ‘지향’하는 삶을 직접 실천하는 형태의 계승

은 자신의 삶 또한 ‘단군정신’의 실천이라는 일률적 의미 계열 속에 놓일 한 인물의

이야기로 만드는 일일 것이다.

檀君 할아버님이시여./ 阿斯達 山 넘어, 구름 넘어서/ 싸드윽 싸드윽/ 하눌의 고

향으로 아직도/ 돌아가시고 있는 길이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안 잊히긴 안 잊히

어서/ 그 고향 玉京에서 다시/ 가만 가만 가만히/ 平壤이나 서울 등지로/ 또 나오

시고 있는 겁니까?// 어린 손자의 한 손 이끌고/ 李朝의 무늬도 없는 白磁 앞에 서

면,/ 檀君 할아버님이시여./ 당신의 그러시는 그 모양/ 그 너무나 멀고도 가까운 그

모양/ 그 빛 그대로 살아나긴 살아나는군요.// 우리는 우리 그릇에 高麗 때에는/ 당

신의 그 멀고 먼 하눌 빛에/ 藥으로 쓰거운 쑥물빛도 드렸읍니다./ 그렇지만 그것

은 또 당신의 뜻을 따라/ 할 수 없이 바래는 저 白磁빛이 됐읍지요.// 永遠을 하로

로 알며 살아야 한다는걸/ 알기는 겨우 알겠읍니다만,/ 아스라히 서글프기도 무척

은 하옵니다./ 어린 손자의 한 손 이끌고/ 당신의 빛인 저 李朝 白磁 앞에 서면은

요…… (「李朝 無紋白磁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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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는『학이』의 말미에 수록돼 있는 것으로 선대와 후대를 연결하는 존재의

입장을 드러낸다. 시의 화자는 어린 손자와 함께 이조 백자를 구경하면서, 그 백자

가 신화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나아가 백자를 보존하고 관찰하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지속되고 ‘다시 살아나는’ 정신적 유산을 환기한다고 생각한

다. 대부분의『학이』수록 시편들에서 화자는 소재로 수용된 일화의 주인공들을 관

찰하는 입장에 서서 주인공들의 행보를 소개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

하였으며, 이때 ‘단군정신’의 계승자는 화자 자신이 아니라 소재 이야기의 주인공이

었다. 그러나 이 시에 이르러 화자는 화자 세대가 현재 삶을 영위하는 공간인 “평

양이나 서울 등지”로 단군이 “그대로 살아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 단군을 계

승하는 것은 화자 자신이며, 화자와 손잡고 있는 어린 손자는 화자의 뒤를 이으리

라 기대되는 미래의식의 표상이다. 이는 서정주가 이야기 향유자로서의 계승과 더

불어 이야기 주인공으로서의 계승 또한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후

자는 전자를 통해 형성된 반열에 하나의 사례를 더하는 일이다. 따라서 후자는 전

자가 형성되는 원리를 따르고 전자의 인물들에 대한 주체의 동일시를 수반한다.

전자(반열)가 형성되는 원리, 즉 ‘시가 될 만한 것’을 판별하는 이야기 향유자의

방법은 ‘안 잊힌다는 감각’에 있다.「이조 무문백자송」에서 화자는 단군이 “우리”

(화자 세대)가 “안 잊히어서” 화자가 살고 있는 지금·여기에 살아난다고 한다. 그러

나 안 잊힐 수 있는 것은 선행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그리고 백자의 빛에서 단군을

떠올리는 주체가 화자라는 점에서, 실제로는 “우리”가 단군에게 안 잊히는 것이 아

니라 단군이 “우리”에게 안 잊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군뿐만 아니라 『학

이』에서 소재로 사용된 모든 이야기들은 ‘안 잊혀서’ 시로 형상화되는 것들이다.

그 이야기들은 기록되어 보전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전승할 만한 것, 안 잊히는

것’이라고 검증받은 것들이며, 미당은 그러한 검증이 곧 이야기의 내용이 지닌 ‘마

음의 힘’을 보증한다고 본다.106)「이조 무문백자송」의 화자가 자신이 느끼는 ‘안

106) “R.M.릴케는 그의「말테의 수기」속에서 이런 選擇에 대해 말하면서「그것은 아무리 잊으

려 해도 영 잊혀지지 않고 거듭거듭 再生해 나오는 追憶——現實의 한복판에 再生해 나와서

現實 그것 全部를 占有해 버리는 追憶이다」는 意味의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이미지

무리 속에서의 長時間을 通한 詩이미지의 選擇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 겪은 이미

지의 收穫들 중에서 가장 귀중한 건 時間의 經過에 사라지지 않고, 不死의 힘으로 남아 選擇

된다는 것이다.

이건 릴케의 말은 아니지만 그 選擇된 이미지를 우리는 「典型的인 이미지」라는 말로 表示

해도 좋을 것이다. (…) 그러나 過去事의 領域을 막아버리면 典型이란 거의 不可能이 되는 것

을 自覺하게 되는 경우는 참으로 많다.” (서정주,『시문학원론』, 정음사, 1972, pp.17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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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힘’을 단군에게 투사하는 것 또한 소재 자체가 재생되는 힘을 지닌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학이』에서 수용한 인물들 역시 이러한 설명에서 예외적이지 않다. 그런데 여

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일반적인 일화에서와 마찬가지로『학이』의 인물

들 또한 각자의 짤막한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의의를 지니어, 그 존재의의 자체가

이야기 속에서 부각된 단편적이고 특별한 국면에 부착된다는 점이다. 앞서 서정주

가 ‘춘향이’를 ‘일편단심’이라는 면모로, ‘정몽주’를 ‘우국지정’이라는 핵심 특성

(central trait)으로 압축해 버렸듯이, 일화는 인물의 속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도 인물을 그 속성의 대표자로 규정한다. 심리학에서는 이렇듯 사람이 타인에 관해

가지는 고정적인 인상을 ‘인물스키마(person schema)’라고 부르는데,107)『학이』의

인물들에 있어 여러 핵심 특성들을 포괄하는 공통적인 인물스키마의 내용이 바로

‘그리움’이 될 것이다.

㈎ 이 나라의 歷史에서뿐만이 아니라/ 왼 하눌 밑의 사람들의 歷史 속에서도/ 가장

힘센 皇帝이고 將軍이면서/ 가장 힘센 쫄兵이기도 하셨던 이여!/ 가장 독하고 사

나운 짐승——/ 龍이기까지도 하신 분이여!/ 永遠마자 이 나라에서 무너지는 날만

없다면/ 당신의 그 극성스런 祖國守護의/ 龍비늘 싸각싸각 싸각이고 있는 소리/

우리는 언제나 하늘가에 들으리이다.

——『三國遺事』卷二.『三國史記』新羅本紀,「文武大王」條. (「우리 文武大皇

帝陛下의 護國龍에 對한 所感」일부)

㈏ 가난한 寡婦 慶祖는 외아들 大城이를 남의 집에 고용살이를 시켜, 겨우 둘의 목

숨을 부지해 살고 있었는데, 그나마 그 외아들 大城이마자 훌쩍 죽어 가 버려서

밤내 혼자 가슴을 치며 목메 울고 있었읍니다.

이웃의 어진 金文亮氏가 이것을 알고 불쌍히 여기고 있던 중에, 때마침 그의 아

내가 사내아이를 낳게 되자, 그 죽은 이웃집 아이 이름을 그대로 이어 붙여 大城

이라 붙이고, 울고 있는 그 외토리 寡婦를 모셔 들여서, 새로 생긴 大城이의 <前

生의 어머니>라는 族譜上의 한 새 資格을 주었읍니다.

그리하여 金大城이는 親父母 외에 <前生의 어머니> 한 분을 더 모시고 孝道를

다 하고 지내다가 세월이 가서 드디어 그 <前生의 어머님>이 늙어 세상을 뜨자,

그네의 冥福을 빌어 吐含山에 石窟庵을 지어 드렸는데, 그러자니 이 石窟 안에 새

107) 권석만 외, 앞의 책, pp.28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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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 논 사람들의 모습에는 그런 새 族譜의 意味를 담을 밖에 없었읍니다. 누구도

안 빼놓으며, 또 안 끝나는 永遠한 그 慈悲를 線마다 담을밖엔 없었읍니다.

——要,『三國遺事』第五卷,「大城孝二世父母」條 參照. (「吐含山 石窟庵 佛菩

薩像의 線들」전문)

예컨대 ㈎와 ㈏는 인물이 보유 속성의 대표자가 되는 양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두 작품의 화자는 각각 문무대왕과 김대성의 일화를 소개한다. 먼저 ㈎의 화자는

죽어서도 용이 되어 나라를 수호하겠다고 유언한 문무대왕의 성정을 “극성스런 조

국수호”라고 압축적으로 표현한다. 이는 사실상 시 속에 드러난 일화의 내용이 궁

극적으로 표상하는 바를 직접 언급하는 것이다. 이때 일화의 줄거리를 통해서 파악

되는 인물의 핵심 특성은 그러한 일화 내용의 메시지와 결합하여, 인물을 그 메시

지의 대표자로 만들게 된다. 실존인물로서 문무대왕의 생애에는 실로 다양한 사건

이 있었을 것이고 그의 정체성 또한 단선적인 메시지 하나로 축약될 수 없을 것이

다. 그러나 시인이 제한적으로 선별하고 화자의 해석으로 재구성된 일화 속에서만

관찰되는 한, 문무대왕은 ‘죽어서까지 나라를 수호하겠다고 한 사람’ 즉 ‘극성스런

조국수호의 대표자’로 기억되는 것이다. 같은 원리로 ㈏의 김대성 또한 ‘자비’의 표

상이 된다. 그는 불쌍한 과부를 도우려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 실제 생모가 아

닌 여인을 어머니와 같이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여인이 죽은 후에는 그의 명복을

기리기 위해 석굴암을 짓는다. 독자가 김대성의 인물상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유

일한 근거는 이 ‘자비’라는 단어로 정리되는 행동거지들뿐이며, 이에 따라 김대성은

이 시의 독자들에게 자비의 대표자로서 회자된다.

㈎와 ㈏에서처럼 핵심 특성의 대표자가 됨으로써 인물스키마 형성에 기여한 선조

들은, 가령 서정주와 같은 후손의 행동이 스키마에 부합하여 그 후손이 선조의 계

승자로 판단될 때, 스키마를 매개로 ‘활성화’되며 따라서 ‘안 잊히고’ 현재에 되살아

난다. 이때 ‘안 잊힌다는 것’은 ‘안 잊는 것’과 다르다. 그것은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인출의 실마리가 주어졌을 때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인출되는 스키

마와 같이 저절로 기억이 떠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서 살펴 본「이조 무문백자

송」에서 단군이 “그대로 살아”난다 함은, 단군이 이렇듯 ‘단군정신’이라고 의미화

되고 도식화된 형태로 후손의 삶의 의미화 작업에 자연스럽게 관여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즉 소재 이야기 속의 인물이 향유자에 의해 ‘안 잊힘’으로써 생물학적인 차

원 이상의 생명력을 획득하는 것은 특정 시대에 고착되지 않는 보편적 의미의 표상

으로 화(化)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이러한 현상을 이야기 속 인물 개인의 입장에서



- 90 -

보면, 그 인물은 정체성을 매우 고정적이고 명확하면서도 상투적인 것으로 확립하

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세대계승이 이와 같이 각 개체가 지닌 속성의 힘에 의해

진행된다는 점에서, 세대계승의 문제는 정체성의 문제를 끌어들인다. 한 개체로서의

인물에게 있어 정체성을 확정하는 일이 곧 ‘하나의 의미’로서 잊히지 않고 거듭 되

살아나는 일인 것이다.

이로써 서정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열 형성의 원리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

고, 그럼으로써 향유자로서의 계승을 주인공으로서의 계승으로 전환하는지를 설명

할 수 있다. 이미 2장에서 자세히 논하였듯 스키마는 어떤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사

건이 대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한 일반 지식의 틀로, 새로운 자극이나 구체적

사실들을 쉽게 파악하도록 돕는다.108) 이는 인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인물스키

마는 인물의 용모, 행동 등에서 발견되는 단서에 의해 활성화되고 인물의 특성을

편의적으로 판단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서정주가 『학이』를 통해 형성한 ‘그리움’

이라는 인물스키마는 ‘단군정신’의 계승자로서의 자기 행동을 스스로 평가하는 잣대

이자 전이해(préfiguration)109)의 내용이 된다. 따라서 시인이 ‘학이’ 연작의 연재를

마친 직후 곧바로 ‘안 잊히는 일들’을 연재해 나가는 과정은, 이러한 전이해의 내용

과 시인 자신의 실제 행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자, 반열에 오른

선조들에 대해 자신을 동일시하는 과정이자, 자신의 핵심 특성을 추출하고 대표적

일화를 마련하기 위한 예비 작업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110) ‘그리움’이 특정한 인물

108) Alan Parkin, 이영애·박희경 역,『기억연구의 실제와 응용』, 시그마프레스, 2001, pp.23～25.

109) “행동을 모방하거나 재현하는 것, 그것은 우선 인간의 행동, 즉 그 의미론과 상징성 그리고

시간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미리 이해하는 것이다. 줄거리 구성, 그리고 그와 더불어 텍스트와

문학의 재현성은 작가와 독자에 공통된 바로 이러한 전-이해를 바탕으로 세워진다.

사실 행동의 세계에 대한 이러한 전이해는 (…) “목록répertoire”의 지위, 또는 (…) “언급

mention”의 지위로 물러난다. 문학이 단절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은 인간의 행동 속에 이미 드러나 있는 것을 형상화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이해될 수 없을

것이다.” (Paul Ricoeur, 김한식·이경래 역,『시간과 이야기』1, 문학과지성사, 1999, pp.146～

147.)

110) 개인의 정체성이 삶의 굴곡으로 인해 변화를 거듭하는 가운데서도 일관된 질서를 이루려 한

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리쾨르는 ‘자체성’(idem)과 ‘자기성’(ipse, 서술적 정체성)을 구분한

다. ‘서술적 정체성’이란 삶이 이야기로 기술되는 동시에 해석됨으로써 만들어져 가는 정체성

이다. “삶의 스토리는 주체가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진실하거나 꾸며낸 모든 스토리들

로 끊임없이 다시 형상화”되며, 그 속에서 우리는 “유사성을 파괴하지는 않지만 위협적인, 정

돈된 작은 변화들의 계열체”들을 감지한다. 리쾨르는 이러한 방법으로 정체성을 이해했을 때

동일자와 타자의 딜레마를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Paul Ricoeur, 김한식 역,『시간과 이야

기』3, 문학과지성사, 2004, pp.471～473; Paul Ricoeur, 김웅권 역,『타자로서 자기 자신』, 동

문선, 2006, pp.13～17.)



- 91 -

의 핵심 특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고유한 속성을 유지하는 성향을 포괄

한다는 점을 상기했을 때, 자신만의 핵심 특성을 추출하는 일은, 이미 각자의 특성

으로서 의미화를 마친 선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서정주는 이러한 경로를 통해 자신이 『학이』의 인물들의 계승자가 되었을 때,

선조들이 자신에게 ‘안 잊힌’ 것처럼 자신 또한 후손들에게 ‘안 잊힐’ 것이라 기대한

다. 상기하였듯 핵심 특성을 추출하여 정체성을 확정하는 일은 ‘시’라는 반열에 모

여 있는 여러 인물들과 같이 시인 자신을 한 속성의 대표자로 만들고,111) 일종의

스키마로서 미래에 되살아나 세대계승이라는 무한한 흐름 속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한다.112) 이때 시인의 정체성은 앞서 살펴본 문무대왕이나 김대성을 다룬 작품들에

111) 리쾨르에 따르면 성격의 형성에는 동일시가 작용한다. 다음 글 ㉠에서 드러나듯이 서술적

정체성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도 찾아지는데, 서정주의 경우『학이』를 통해 재형상화

한 서술적 정체성을 다시 자기 자신의 서술적 정체성을 재형상화하는 데 있어 전이해의 기제

로 삼는 것이다. 자서전 작가가 스스로 형성하는 서술적 정체성인 ‘자기성’은 글 ㉡에서와 같

이 문화의 영향을 받게 마련인데, 미당의 경우 공동체의 정체성을 이미 손수 재형상화했다는

점에서 문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의한 확신의 연쇄에 가깝다.

㉠ “서술적 정체성이라는 개념은 개인은 물론 공동체에도 잘 들어맞는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그 풍요함을 보여준다. (…) 차후에 받아들여지는 이야기들의 경계 설정은 (…) 이야기들을 만

들어낸 민족의 특성을 표현하며, 나아가 그 특성을 반영한다. 하지만 성서의 이스라엘은, 바로

이 고유의 역사의 초석이 되는 사건들에 대한 증언으로 간주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이름

이 지니는 역사적 공동체가 된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것은 순환적인 관계다. 유대 민족이라고

불리는 역사적 공동체는 그 공동체가 생산했던 텍스트들을 수용함으로써 정체성을 끌어낸 것

이다.” (Paul Ricoeur, 김한식 역,『시간과 이야기』3, 문학과지성사, 2004, pp.472～474.)

㉡ “자기 인식의 자기soi란 (…) 돌이켜 살펴본 삶의 열매다. 그런데 돌이켜 살펴본 삶은 상당

부분, 우리 문화에 의해 전승되는 역사적이거나 허구적인 이야기들이 갖는 카타르시스 효과로

정화되고 정제된 삶이다. 이처럼 자기성이란 스스로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문화의 성과들을 통

해 가르침을 받은 자기의 것이다.” (Paul Ricoeur, 김한식 역,『시간과 이야기』3, 문학과지성

사, 2004, p.472.)

112) 미당이 스스로 형성한 핵심 특성으로서 후대에게 자기 존재를 전승케 하겠다는 의도는 미당

본인의 진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음 절에 인용한『팔할이 바람』의 서문에서 시인은 “행

동들의 조화의 패턴”을 “현대의 욕구불만자들에게 참고로 제시해” 보겠다고 시집의 목적을 명

기하고 있다. 이 내용은 다른 글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기술돼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대문학의 작품표현가들이 중요시해야 될 점은 현대의 독자들이 흠모

할 만한 어떤 행동들의 매력 있는 패턴들을 이어서 작품화해 보여 거기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일 아닐까 생각한다.

현대의 성인들은 거의 전부가 현대 메카니즘 문명의 시스템 속에 갇히어 집무중에서도 문득

문득 무슨 좋은 행동에의 유혹을 느끼지만, 자기 자신들로서는 바쁘고 또 고단한 나머지 그

패턴이 될 만한 것을 창출해 내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니 시인이나 작가가 나서서 그들이 못

하는 여러 매력 있는 행동의 패턴들을 만들어 보여 그 공명(共鳴)과 동의를 구해 보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이성간(異性間)의 성애(性愛)의 매력을 찾고 있는 젊은 남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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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와 마찬가지로 시인의 일화를 기술함으로써만 파악될 수 있으므로, 그 탐색 과정

이 시적 자서전을 집필하는 과정 자체와 일치한다. 미당의 ‘영원성’ 담론이 시적 자

서전 집필 작업과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것이 바로 이 지점에서이다.113) 얼핏 겪

은 일을 나열하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적 자서전이 ‘영원성’ 성취의 여정에 있

어 가장 의미심장한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이미 쓴 자서전을 두고 두 차례나 되

풀이하여 시적 자서전을 쓰는 과정은 불규칙한 삶의 굴곡에 매번 새로운 질서를 부

여해가는 과정이자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해가는 과정이다. 자서전이 완성되고

그 정체성이 확립되어 스스로를 핵심 특성의 대표자로 규정하는 순간 시인은 시간

적 변화에 구애받지 않는 존재가 되어 ‘영원성’이 현전하는 자신에게 깃들었노라 확

신할 수 있는 것이다.

㈎ 내가 고독한 자의 맛에 길든 건 다섯살 때부터다./ 父母가 웬 일인지 나만 혼자

집에 떼놓고 온 종일을 없던 날, 마루에 걸터앉아 두 발을 동동거리고 있다가 다듬

잇돌을 베고 든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것은 맨 처음으로 어느 빠지기 싫은 바닷물

에 나를 끄집어들이듯 이끌고 갔다. 그 바다속에서는, 쑥국새라든가――어머니한테

위해서는 그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는 패턴들을 여러 벌로 꾸며 보여 동의를 구해 보는 것도

좋다. 여유 있는 인생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유 있는 행동들의 패턴들

을 마련해 보이는 것도 좋을 것이고, 모험을 원하는 사람들에겐 모험의 매력을, 비극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는 그 극복의 길을, 그리하여 모든 현대인들이 많이 바래고 있는 행동들의 모든

패턴들을 탐색하고 창출해 보여서 그들을 우리 편으로 되도록 많이 이끌어 들여야 할 것이

다.” (서정주,「文學作品의 새로운 魅力探求를 위하여」,《문학정신》, 문학정신사, 1988. 1.)

이 글은 ‘팔할이 바람’ 연작의 연재가 끝난 후 단행본 시집이 출간되기 직전에 실린 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그리는 데 작용한 미당의 의도에서 세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는 ‘패턴’을

이루도록 재구성된 소재 이야기의 내용을 시의 전면에 제시하는 방법만으로 일련의 주제의식

을 전달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이는 시적 자서전의 기획 전체를 사적(私的) 편향으로의 함몰로

만 해석할 수 없게 한다. 둘째는 독자들이 고정된 ‘패턴’ 내지 매뉴얼로서 자신의 삶을 참고할

것을 기대한다는 점이다. 시적 자서전 집필을 통해 형성된 정체성의 내용을 한 의미의 대표자

로서 후대가 향유해 주기를 의도했다는 해석이 이 진술을 통해 뒷받침된다. 셋째는 ‘행동의 패

턴’에 “이성간의 성애, 여유, 모험, 비극의 극복” 등 다양한 ‘바람의 실현’들이 포함된다는 것이

다. 이는『학이』의 소재 이야기들 및 그 반열에 편입되고자 하는 시인의 이야기들을 공통적

으로 묶을 수 있는 범주로서 ‘속성을 유지함’, 즉 ‘그리움’이 적절함을 뒷받침한다.

113) 개인이 지니는 태도나 정서 속에 ‘영원성’이 압축적으로 깃든다는 생각은 다음과 같은 글에

단적으로 드러나 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은 그게 되도록 <사모치는 것>이게

하고, 사모침 속에 영원은 요약될 밖에 없게 하고, 또 그러한 시간으로 계속되어 가면서 우리

의 영원은 100프로의 의의를 갖는 능동의 자유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서정주,「시간」,『미당

산문』, 민음사, 1994,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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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름만 들은 形體도 모를 새가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初파일 煙燈밤의 草綠등

불 수효를 늘여가듯 울음을 늘여 가면서, 沈沒해가는 내 周圍와 밑바닥에서 이것을

부채질하고 있었다./ 뛰어내려서 나는 사립門 밖 개울 물가에 와 섰다. 아까 빠져

있던 가위눌림이 얄따라이 흑흑 소리를 내며, 여뀌풀 밑 물거울에 비쳐 잔잔해지면

서, 거기 떠 가는 얇은 솜구름이 또 正月 열나흗날 밤에 어머니가 해 입히는 종이

적삼 모양으로 등짝에 가슴패기에 선선하게 닿아 오기를 비롯했다. (「다섯살 때」

전문)

㈏ 다섯살짜리/ 어린 집지기의 자유(自由)가/ 어느만큼 잘 익은/ 어느 밝은 오후에/

주춤 주춤 걸어서/ 집 앞 시냇가로 가보니,/ 역귀풀꽃 테두리한 그 맑은 시냇물에/

그림자 드리운/ 흰 구름 한송이 떠서/ 나를 마중 나와/ 내 머리위에 올라 앉었다./

그래 이때부터 나는/ 이 구름을 늘 내 머리에 매달고/ 살아오다가 어느사이 80이

되었다. (「어린 집지기의 구름」전문)

㈐ 내가 생겨나서 자라던/ <질마재> 마을의 내 생가가/ 병들도 다 삭아서 무너지게

됐으니/ 올해에는 기어코 이걸 새로 지어 세우리라./ 내가 어렸을때/ 어른들이 모

다 들일을 나가시면/ 나 혼자 마루에서 그 빈집을 지켰느니./ 뒷산 뻐꾹새 울음소

리에/ 숨을 맞추아 쉬다가는/ 그대로 흐렁흐렁 잠이들던 그 마루/ 그 마루를 그대

로 남겨서/ 올해에는 기어코 다시 일어세우리라./ 뿔뿔이 외국에 나가 흩어져사는

내 자손들/ 그들이 돌아오면/ 내가 듣던 그 뻐꾹새 소리를/ 이 마루에 앉어/ 한땟

식 듣고있게 하리라. (「<질마재>의 내 생가(生家)」전문)

시적 자서전 집필 작업 이후 서정주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시적 자서전 집필 기

획의 결과가 시인의 의도와 맞아떨어졌다고 시인 스스로 인식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 ㈏, ㈐는 모두 앞 절에서 살펴보았던 ‘집 지키던 기억’을 소재로 삼고 있으

되, ㈎는 시적 자서전을 펴내기 이전인『신라초』(1960)에 수록된 것이고, ㈏와 ㈐

는 시적 자서전 작업을 끝마친 이후 각각 1994년과 1995년에 창작되어 함께『80소

년 떠돌이의 시』(1997)에 수록된 것이다. 이 모티프는 본고에 인용되지 않은 나머

지 작품들114)과 더불어 무려 7회에 걸쳐 되풀이되며 각기 다른 시 작품으로 형상화

되었는데, 그 가운데 특히 시적 자서전 작업을 마친 후에 창작된 것이 네 편에 달

한다. 추정컨대 서정주는 시적 자서전에서 대부분의 중요한 기억들을 훑은 끝에, 가

114) 「뻐꾹새 소리뿐」(『늙은 떠돌이의 시』수록), 「어린 집지기」(『80소년 떠돌이의 시』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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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안 잊히는’, 그래서 ‘떠돌이’의 인상을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데 가장 대표성을

띠는 모티프로서 이 ‘집 지키던 기억’을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선죽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정몽주의 우국지정을 대표하는 일화로서『학이』에 수록되었듯이,

혼자서 집 지키는 장면은 서정주만의 핵심 특성이자 개별화된 ‘그리움’을 대표하는

일화로서 꾸준하게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 일화에서 드러난 서정주 개인의 핵심 특성은 외로움과 자유이다. 그런데 이때

㈎와 ㈏의 차이점은 눈길을 끈다. ㈎의 화자는 의지할 곳 없는 외로움과 공포를 이

야기하며, 그 ‘고독의 맛을 다섯 살 때부터 알게 되었다’고 특정한 정서의 학습 시

점만을 제시한다. 이에 비해 ㈏의 화자는 동일한 소재에 대해 ‘자유’라는 의미를 부

여하고, 이때의 충격이 80대 노인이 된 지금까지도 그대로 선연하게 이어지고 있다

고 분명하게 진술한다. 앞서 논의했던바 ‘자유’는 ‘떠돌이’의 정처 없음을 ‘신’의 구

애 없음으로 뒤집어 놓는 것이었으며, ‘떠돌이’는 시적 자서전에서의 기억 정리를

통해 확정적으로 구축된 시인의 정체성이었다. 따라서 외로움과 공포의 시작만을

보여주는 ㈎와 정제되고 격상된 인상을 생애 전체에 덧씌우는 ㈏ 사이의 시각차는

시적 자서전 집필 작업이 시인에게 가져온 성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대계승 논리로부터 이미 예상할 수 있었듯이, ㈐에서 시인은 자신의 행동 패턴

을 후대들이 반복해 주기를 바란다. 빈집에 혼자 남겨졌던 외로움과 공포의 기억은

더 이상 깊은 상처가 아니라 ‘기어코 다시 일으켜 세워’ 후손들에게 똑같이 겪도록

해야 할 정서적 체험 내용으로 변해 있다. 오롯이 전승되는 데 대한 이 같은 완강

한 의지의 표명은, 서정주가 ‘타자에게 제시되기 위한 고정적·이상적 정체성’과 ‘시

적 자서전 텍스트의 생산 과정에서 형성되어가는 유동적·실질적 정체성’ 가운데 단

연 전자만을 염두에 두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기획을 통해 서정주가 기대한 것

은 ‘영원성’을 성취한다는 것이 자신만의 자의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개인의 일상

적 삶 속에서도 그것을 발견하고 개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가능함을 확신하고

증명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이는 ‘영원성’과 대비되는 ‘현실성’의 여러 가지 의미와

그것을 기하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엄연한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서 일정한 의의를 지닌다.

서정주의 기획을 이처럼 성공으로 이끄는 데에는, 서정주가 특수하게 설정한 ‘시’

개념은 물론 일반적인 의미에서 비문학과 대립되는 ‘시’도 기여한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이어호프(H. Meyerhoff)와 슈클롭스키(V. Shklovsky)에 의하면 문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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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근본적으로 자연적 시간을 왜곡한 상상적 시간이자 작가의 의식내용과 관련

을 맺는 체험적 시간이다.115) 따라서 시 속에 이야기, 특히 우주적 시간을 위시하는

역사 이야기나 자전적 이야기가 삽입되는 것은 양자 모두에게 반향을 일으킨다. 이

야기를 도입한 시는 본래 형상화하고자 했던 시정신이 선형적 시간의 질서 속에 재

배열되는 과정을 겪게 되고, 시에 도입된 이야기는 시정신에 따라 또 한 겹의 의미

화 과정을 거친다. 서정주는 이러한 장르 혼합이 발생시키는 상호작용을 ‘영원성’의

시학을 종착점으로 이끌어가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적 자서전

은 두 가지 장르, 또는 두 가지 시간의 교직이 적나라하게 표면화된 양식이며, 이러

한 차원에서도 서정주는 ‘시’와 삶의 일치를 이루어내고 있다.

그런데 시가 아닌 자서전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 자서전이 ‘진실’을 요구하는 장

르임을 고려했을 때, 시적 자서전에서는 시적 진실과 사실적 진실이 충돌을 일으킨

다. 양자가 두 가지의 시간 층위처럼 서로 교직되지 않고 충돌하는 이유는 시적 진

실이 정보의 정확성에 구애받지 않는 한편, 자서전의 규약은 정보의 정확성을 독자

에게 약속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정주의「자화상」을 읽을 때 독자는 시인의

아버지가 실제로는 종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도 당황하지 않는다. 왜냐하

면 이 작품은 ‘자서전’이 아니라 ‘시’이며, 시는 과학적·논리적 필연성이 아니라 경험

그 자체의 구조가 띠는 타당성, 즉 감각적 구체성의 질서가 띠는 타당성을 중시하

기 때문이다.116) 자서전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하는 반면, 문학

적 자화상은 ‘내가 했던 것들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말할 것이다’라고 선

언한다.117) 그러나 시적 자서전에 수록된「어린 눈에 비친 茁浦라는 곳」을 읽는

독자는 어린 서정주에게 강간을 종용한 것이 머슴이 아니라 그의 형제였을지도 모

른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자서전 작가로서의 솔직함을 의심할 것이다. 이는 독자가

자서전에 대해 거는 기대를 시적 자서전에도 고스란히 건다는 데 연유한다. 시에서

자전적 경험 내용은 소재나 수단의 위치에 국한되지만, 자서전에서 그것은 필수요

소이자 목적이며, 따라서 자서전의 규약을 표방되어 있는 한 독자는 작가가 그의

주관과 인상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데 불편함을 느낀다.

그러나 기억이 왜곡되었다는 혐의 자체가 시적 자서전의 궁극적인 문제점은 되는

115) Hans Meyerhoff, Time in Literatur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5, p.5; V.
Shklovsky, Tristam shandy Sterna, 한기찬 역, 月印齊, 1980, p.67. (김준오, 앞의 책, pp.118～

119에서 재인용.)

116) 김준오, 위의 책, p.380.

117) 이가야, 앞의 논문, p.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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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 자서전 작가의 성실한 태도 견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기준이 독

자에게는 없을뿐더러, 기억에 욕망에 투영되었다 하더라도 그 점 자체가 자서전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기억은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것이며, 욕망의 투영과

과거 정서 복원에 대한 성실한 태도는 양립 가능하다. 정확성에 대한 믿음을 유포

한 후 악의적으로 배반하지 않으면서도, 성실성이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를 겸허히

수용하고 독자의 의심을 허용하는 한, 자서전으로서 한 텍스트의 자질은 손색당하

지 않는다.

이렇게 보았을 때 미당의 시적 자서전은 다른 차원의 한계를 가진다. 미당은 두

시집을 ‘자서전’이라고 함으로써 내용에 정확성을 기하려는 최대한의 노력을 전제하

는 동시에, ‘시’를 위시한 내용의 각색 또한 공언하고 있다. 물론 “시맛”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정보와 불일치하는 내용을 썼다는 고백이 일부 작품에 드러나 있지만,

각색의 필요성을 ‘시’에 귀인한 이상 ‘시’로 쓰인 모든 시적 자서전 시편들은 각색의

혐의를 입거나 적어도 그럴 가능성을 용인 받는다. 이로써 시인은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자서전이라는 양식에, 서술의 주관성에 대한 책임을 ‘시’에 각각 일임한다.

그래서 소재의 대상지시성이 시적 진실을 구속하고 있다고 판단될 여지와, 글 속에

개입된 주관성이 성실성의 근본적인 한계로 파악될 여지를 주지 않는다. 이것은 자

기 삶에 확정적인 가치 부여를 감행하려는 미당의 의욕이 얼마만한 것인가가 단적

으로 드러나는 지점이자, 서술적 정체성이 지니는 겸양의 윤리와 서정주가 목표했

던 고정된 정체성의 미덕이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지점이다.

㈎ 뜰의 梅花 봉오리가 그 연분홍의 살결을 드러내며 눈을 맞고 있는 事件의 傳染에

내게 이만큼 작용하고 發疹해 나가기 비롯하는 것은 내 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나는 그런 내 친구를 향해 내 문호를 다 활짝 열 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시인으로

서 겨우 살게 긍지도 느껴본다. (…)

「알겠다. 그럼 운전수 학원이나 한번 졸업해 봐라」나는 아내 몰래 거기 동의하

는 것도 내 시라고 생각하고, 속으로 궁리궁리 해본다. 학원에서 운전수 면허증을

얻는 데 약 ××원. 그 동안의 自炊費, 아주 절약해서 다달이 약 ×여원. 방 아주 싼

걸로 사글세 보증금 내는 데 약 ××원……합계 약 ××만원 가만있자. 이건 詩니 하

기는 해야지. 나는 自尊心으로 이렇게 작정하고 소뿔은 단김에 빼더라고의 그 아주

빠른 아다지오(快速調)로 모두 다 내 私用支出을 여기 모아 그 所願成就의 편을 들

어 나선다.118)

118) 서정주,「내 詩와 事件들」,《세대》, 1973. 8, pp.34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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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런 세대 계승의 자각을 통해 얻은 영원성 의식도「후대들의 전도는 꼭

내 기대대롤까?」 하는 염려 앞에 다다르면 꼭 나를 고스란히 안심시키는 것도 되

지는 못했음은 물론이다./ 이런 나한테 마지막 힘을 빌려 내 영원성 의식에 자신과

존엄을 회복케 해준 이는 석가모니다. (…) 이만큼 큰 자력대아(自力大我)의 존엄과

확신은, 내 사적(史的) 계승자로서의 꼭 안심키만 하지도 못한 수미(愁眉)에 의연한

영원의 바람을 불어넣어 준다. (…) 자기 손수 정신의 그 최상격이 되는 길을 마련

해 열어 자기 손수 그 최상격의 자리에 앉아 영원을 무시무종(無始無終) 주인 노릇

만 하기로 작정한 이 자율의 스승은 우리가 자율 아니고선 영 살길이 없는 현대에

있기 때문에 더 절실하게 가까웁게만 느껴지는 것이다.119)

위의 글 ㈎와 ㈏는 공통적으로 서정주가 정립하고자 한 정체성의 고정적 속성을

잘 보여준다. ㈎는 서정주가 몇 가지 경험을 풀어쓴 짤막한 산문의 일부로, 느닷없

이 서정주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여자의 이야기이다. 여자는 서정주에게 자신이

기술을 배우고 취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부탁한다. 이때 여자를 도와줄지

말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서정주는 그녀를 도와주는 것이 ‘시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에 따르면 ‘시’는 소재 이야기에 대한 판단 기

준으로 작동했는데, 이 글 ㈎에서는 심지어 아직 생산되지 않은 미래의 이야기까지

결정하는 방침으로 작동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서정주가 상정하는 ‘시’의 개

념은 다양한 용례 때문에 그 외연이 무척 넓어져 있음에도 그는 ‘시’의 세부적인 개

념이 변화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영원성’을 포함하는 ‘시’ 개념의 지위

는 이처럼 절대적이어서, 실제로는 언제나 역동적 갱신의 과정에 있는 개인의 정체

성 및 스키마들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둔다.

서정주가 ㈏에서 세대계승 논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시인은 후손들이 자신의 기대대로 움직여 주지 못할 경우

를 걱정하게 되어, 보다 확실하게 ‘영원성’을 보장받기 위해 그 개념을 “자력대아의

존엄과 확신”으로 옮겼다고 설명한다. 부연하는 설명에 따르면 그것은 ‘스스로의 손

으로 마련한 최상격의 자리에 스스로가 앉는 것’이자 ‘무시무종 주인 노릇을 하는

자율’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후손들에 의해 ‘안 잊힘’으로써 ‘영원성’을 획득한다는

아이디어의 방점이, 정확히 말하면 후손들의 계승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승될

수 있는 형태로 자기 존재가 화(化)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가 말하는

119) 서정주,「내가 아는 영원성」,『미당산문』, 민음사, 1994, pp.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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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성’ 개념이 세대 간의 통시적 연대를 통한 시간 흐름의 연장에 있는 것이 아니

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 흐름의 바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 생애의 면면으로부터 도출해낸 정체성을 이렇듯 확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데에는 자신의 주관에 비친 세계가 곧 있는 그대로의 현실 세계라고 인식하기를 전

제한다. 시적 자서전 또한 일면 그러한 인식을 다분히 포함하고 있는 양식이며, 이

때문에 서정주의 작업은 창작활동사상 가장 명료하고 구체적인 소재를 취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자화상」등 여타의 시편들에 비해 ‘더 진실하다’는 평가를 받지는

않는다. 본래 자서전의 공간은 여러 자전적 텍스트들 사이에 진실이 부유할 장소로

서 열려 있는 것이지만, 서정주의 경우 자서전과 ‘시’라는 모순된 규약의 병존을 통

해 하나의 텍스트 안에 자서전의 공간을 구겨 넣고 있다. 그는 독자가 자서전의 공

간 안에서 찾아 헤매는 진실이 ‘바로 이’ 진실이라고 의욕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규약의 모순이 보여주듯이 바로 거기에 봉합된 진실의 균열이 존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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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고는 서정주가 자서전을 이미 출간한 상태에서『안 잊히는 일들』,『팔할이 바

람』이라는 두 권의 시집을 시적 자서전으로서 거듭 출판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

러한 작업이 단순한 개인사 나열이나 미화 이상의 의의를 지니리라 가정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그래서 먼저 시적 자서전에서 시인이 개인적 기억을 일별하고 정리하

여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시인의 ‘영원성’ 성취에 결정적으로 기

여하도록 기획돼 있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기억을 일별 및 정리하는 데 있어 산

문이 아닌 시 형식이 채택된 이유를 서정주가 설정한 ‘시’ 개념의 파악을 통해 설명

하였다. 나아가 시 창작활동 전개의 흐름상 시적 자서전이 지니는 위상을 짚어 봄

으로써, 시적 자서전 작업이 ‘영원성’을 성취하려는 창작적 여정의 정점에 있음을

밝히고자 했으며, 그것의 의의 및 한계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2장은 기억을 정리함으로써 자기 일생 및 자기 존재를 하나의 의미로 확립하는

것이 어떻게 ‘영원성’의 시학과 연관되는지를 설명하였다. 2장 1절에서는 서정주가

시적 자서전 집필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직관적 기준으로 작용하는 ‘안 잊

힌다는 감각’에 대해 고찰하였고, 2장 2절에서는 실제 텍스트로부터 확인되는 정체

성의 내용을 더불어 확인하였다.

서정주는 자기 생에서 ‘안 잊히는 일들’을 추려 시적 자서전을 꾸렸다고 진술한

다. 이때 ‘안 잊힘’은 서정주가 설정한바 ‘내가 겪은 일이 나에게 안 잊힌다는 것’과

‘나에 대한 이야기와 내 존재가 타자에게 안 잊힌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한다. 먼저

‘타자에게 안 잊힌다는 것’은 시인이 세대계승 현상을 통해 영생을 획득하게 한다.

텍스트 속에서 하나의 의미로 정돈된 시인의 존재는 작품의 독자나 제자, 후배 등

시인의 글을 접하는 다수의 타자들에 의해 전승됨으로써 육체적 죽음 이후에도 정

신의 형태로 세대의 연결을 통해 그 생명을 이어간다는 것이다. 한편 ‘내 경험에 나

에게 안 잊힌다는 것’은 노력에 의한 ‘잊지 않음’과도 다르고 출력 자체가 의식되지

않는 자동적 인출과도 다른, 과거사의 ‘생각나기(reminding)’에 해당한다. 인지심리

학 논의에 따르면 ‘생각나기’는 견고하게 조직되고 출력되는 프로그램인 스키마

(schema)를 수정하거나 새롭게 파생시킬 때 발생한다. 스스로의 행동으로부터 귀납

적으로 파악되는 스스로의 인물상 또한 일종의 스키마라는 점에서, ‘안 잊힌다는 감

각’은 뭇 사람들과 다른 나만의 독특한 경험들을 가려내어 독자적인 자아상을 형성

하게 한다. 이러한 자아상의 독자성은 타자에게 ‘안 잊힐’ 만한 인상적인 속성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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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므로, 다시금 영생의 획득, 즉 ‘영원성’ 개념과 연결된다.

실제 시적 자서전 텍스트에 선별된 기억의 내용과 그것을 제시하는 화자의 태도

로부터 도출되는 서정주 생애의 전반적인 특징은, 그가 어느 한 위치에 정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방황했다는 점에 있다. 서정주 스스로는 이것을 ‘떠돌이’라는 단어

로 규정한다. 흥미로운 것은 사회로부터 밀려나고 쫓겨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떠돌

이의 방황이, 애초에 어떤 국면만으로는 파악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신의

자유와 동등하게 인식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인식이 가능한 것은 양자가 모두 현생

에 묶여 있지 않다는 공통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서정주에 따르면 그러한 떠돌이들

은 시인 자신 외에도 단군 이래 한국 역사 곳곳에 있어 왔다. 따라서 ‘떠돌이 의식’

이 ‘영원성’과 관련되는 지점은, 현생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속성 내용 자체에도 있

고, 그러한 속성이 세대를 따라 이어져 내려왔다는 점에도 있다.

3장 1절에서는 서정주가 설정한 여러 층위의 ‘시’ 개념을 정리하고, 그에 따라 자

서전을 ‘시’로 쓴다는 것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서정주가 생산한 용례를 정리해 보

았을 때 그가 사용하는 ‘시’ 개념은 ① 운문 형식, ② 소재의 내용 평가 및 수용 여

부 판별의 기준, ③ 내용의 잠재력을 형식으로써 극대화했을 때 구현되는 최고의

정신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자서전을 ‘시’로 쓴다는 것은 운문 형식으로 작성됨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①), 의미 있는 사건들만을 선별하여 생애를 의미 있는 것으로

재구성한다는 것이자(②), 그렇게 재구성된 생애가 주인공을 지고한 정신의 표상으

로 승격시킴을 확언하는 것이다(③). 서정주가 목표로 한 것은 이렇듯 비루한 일상

속에도 얼마든지 ‘영원성’ 성취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작품으로써 입증하는 것이었

다.

3장 2절에서는 동일한 경험을 소재로 하는 산문 자서전 텍스트,『안 잊히는 일

들』의 텍스트,『팔할이 바람』의 텍스트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서, 시인이 같은

내용을 재차 개작하는 과정에서 특히 ‘시’라는 틀로의 전환을 통해 부각시켜 나가고

자 한 부분을 살펴보았다. 대체로『안 잊히는 일들』은 사건의 순간적인 인상을 강

조하는 간결한 서술로써 각 시편들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경험의 순서 및 대상

시기의 고른 분배를 고려한 목차 구성이나 여러 가지 자서전의 표지들을 통해 시편

들의 연계성 또한 강조한다. 한편『팔할이 바람』은 한 작품 내에 여러 개의 사건

을 다루고 화자의 어조를 통일함으로써 각 시편의 독립성보다는 주인공의 동일성과

사건들 간의 관계를 부각시킨다. 요컨대『안 잊히는 일들』에서 정리된 각 사건들

의 핵심적인 인상은『팔할이 바람』에서 수합되고 일반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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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1절에서는『화사집』부터『학이 울고 간 날들의 시』에 이르는 시기를 대상

으로, 텍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의식의 구성요소와 ‘영원성’ 개념의 변천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화사집』시기에 나타나는 ‘영원성’ 개념은 총체성(wholeness)

으로 파악되었다. 상당수 작품들의 화자는 끝내 닿지 못하는 대상에게 강한 이끌림

을 느끼며 대상과 하나가 되기 위해 자꾸만 좇아가는 양상을 보인다. 이후 대상에

게 닿을 수 있다는 환상이 깨어지는 순간부터, 서정주 시에서는 대상에 대한 정립

시도가 실패와 반복을 거듭하면서 발생하는 시간성이 감지되는데, 이는 소멸, 부활

또는 변신의 서사를 매개로 한다. ‘이야기’가 인간로 하여금 시간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틀이라는 주장을 참고하면, 이 시점에 시 속에 서사의 흐름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고 이후로 갈수록 그 경향이 점차 강화되는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처음에 시에 녹아든 이야기의 소재는 고안된 자연물이었으나, 이후의 소재는 주변

에서 관찰된 자연물, 실제로 향유되는 허구적 이야기, 실제로 향유되는 역사적 이야

기, 나아가 동시대의 이야기로 변해 간다. 이와 더불어 시인의 시간의식의 초점은

현상학적 시간에서 우주적 시간으로 옮겨간다. 어느 시기에나 양자는 시간을 파악

하는 행위 자체에 항상 공존하고 있으나, 주요 소재가 허구 이야기에서 역사 이야

기로 넘어가면서 그들의 비중 또한 달라지는 것이다. ‘영원성’ 개념의 변화 또한 이

와 함께한다. 총체성의 성취 불가능성을 깨친 이후 시인이 말하는 ‘영원성’은 대상

을 향하는 흐름 자체와, 그러한 흐름을 가능케 하는 개체의 속성(그리움)으로 확장

된다.

‘영원성’ 개념이 개체가 지닌 속성에까지 확장됨에 따라, 서정주는 실생활에서 포

착되는 소재까지도 그것의 표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4장 2절에서는『학이 울

고 간 날들의 시』를 중심으로, 서정주가 ‘영원성’의 현실성을 입증할 우회로를 구

축하는 데 있어 ‘세대계승’이라는 인류의 통시적 연대 구도와 역사적 일화라는 실재

성 짙은 소재를 적극 활용했음을 설명하였다. 이 시기 그의 시는 소재가 된 이야기

의 줄거리만으로 채워져 있어 산문과 구별하기 힘들 정도에 이르는데, 시인은 이렇

듯 현전하는 개체에게 감지되는 시간의 변천굴곡을 기꺼이 인정하면서도 바로 거기

에서부터 무시간적 존재로 거듭날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서정주는 세대계승을 수행하는 주체로 자기 자신을 포함시킴으로써 그 논리가 실

제로 지금·여기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곧 현전하는 개체로서의 자기

자신도 얼마든지 영원한 존재로 거듭날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시인에 의해 가려 뽑히어『학이 울고 간 날들의 시』에 소재로 수용된 일화의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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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공통적으로 어떠한 사건에 맞닥뜨려도 사건 이전에 지니고 있던 속성을 어떤

식으로든 유지해 간다는 특성, 즉 확장된 의미의 ‘그리움’으로 묶인다. 시인은 이 인

물들이 형성하는 반열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고자 하며, 자신의 생애를 정리하는 작

업은 이러한 의도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시적 자서전에서의 삶의 형상화는 시인

자신의 ‘지향’을 부각시키기를 목표로 진행되었다.

‘신라’ 및 ‘질마재’ 시편들로부터 출발하여『학이 울고 간 날들의 시』에서 집대성

된 세대계승 논리가 이제 역사의 최첨단에 서 있는 시인에게까지 뻗쳐 나오고, 그

것이 개인의 정체성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4장 2절에서 살펴보았다. 서정주가 이

전까지의 창작 과정을 통해 발견한 역사 계승자로서의 역할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선대의 일화를 향유함으로써 선조들의 생명 지속에 가담하는 향유자

로서의 계승이고, 다른 하나는 선조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준 ‘그리움’을 자기 삶 속

에서 직접 실천함으로써 반열의 계보를 잇는 주인공으로서의 계승이다. 전자가『학

이 울고 간 날들의 시』작업에 해당됐다면 후자는 바로 시적 자서전 작업에 해당될

것이다. 이때 ‘그리움’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다기보다 개인 고유의 속성

을 유지한다는 구도만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주인공으로서의 계승은 개인의 정체성

문제와 연결된다. 그러한 정체성 탐색 행위 자체와, 탐색 결과 구축된 정체성의 내

용은 2장에 걸쳐 살펴보았듯이 일면 시인의 계획을 성공으로 이끈 것처럼 보이게

한다.

서정주가 논리상으로나 시학의 흐름상으로나 영생, 넓게는 ‘영원성’ 성취를 전면

적으로 단언할 수 있었던 데에는, 3장에서 논의하였듯 ‘시’라는 장치의 역할이 중요

했다. 시가 본질적으로 시인의 주관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재에 대한 자유

로운 의미 부여를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에서 과거의 기억내용이 소재에

불과한 반면, ‘자서전’이라는 양식에 있어 그것은 필수적인 요소로서 ‘진실’을 밝힌

다는 목표와 직결된다. 그래서 ‘시적’ ‘자서전’에서는 시적 진실과 사실적 진실이 충

돌을 일으킨다. 인간의 기억능력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완전하다는 점에서 기억내용

의 왜곡 현상 자체가 시적 자서전의 한계점인 것은 아니다. 다만 자서전의 규약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주관적 진실을 제약할 가능성은 충분히 부여되고, ‘시맛’을

살리기 위한 각색을 공표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정보의 왜곡 가능성은 충분히 부여되

는데, 시인의 확신에 찬 정체성은 어느 쪽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시

적 자서전은 ‘시’임와 ‘자서전’임을 동시에 공언하는 규약상의 모순 때문에 진실을

하나의 모습으로 고착화시키고 강요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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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epresentation of memory in Seo

Jeongju's poetic autobiography

Lee Eunji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aims to analyze Seo Jeongju's two autobiographies, 『Unforgettable

Things』(1983) and 『8/10 was the Wind』(1988), which were written in verse. Seo

Jeongju had already published many autobiographical books and essays before writing

these two versed works. Nevertheless, the fact that he wrote not just one but two

versed autobiographies that are nearly identical in content to their prose counterparts

gives us the reason to suppose that his versed autobiographies are not one-time

experiments. Instead, the poet seems to imbue certain meaning to the combination of

the autobiographical materials and the versed form of poetry.

This thesis focuses on the shared quality of these two versed works that strive to

ensure the accuracy of the autobiographical information while simultaneously

presenting the adaptation of the autobiographical information in the poetic versed

form. We will categorize the two works 'poetic autobiography' to emphasize these

aforementioned aspects. In addition, this thesis explains that the act of organizing

personal memory in an autobiographical format and more actively dramatizing the

same memory in the versed form of poetry bears relation to Seo Jeongju's consistent

poetics.

In the preface of both the『Unforgettable Things』 and 『8/10 was the Wind』, the

poet mentions that the 'unforgettable' events from his life were chosen as the

materials for his verses. In Seo Jeongju's diction, 'something unforgettable' refer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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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 personal experiences that remain in his memory, but they are transmitted in

a written, versed poetry to the readers for their pleasure. Seo Jeongju believed that

connecting the succeeding generations with poetry was the way to achieve

immortality. The presentation of himself as a memorable image of his character to

the readers, by organizing his personal history into a sequence of lyrical poems, is

crucial to the 'eternity' that he seeks.

In 『Unforgettable Things』, the poet's image of his character, which is formed

through out the text of his poetic autobiography, is summarized in the word 'the

wanderer'. The individual pieces of this poetic autobiography commonly deal with a

series of impressive events from the poet's life, emphasizing on the sure and simple

transition from one event to another. This sure flow of transitions between the potent

events draws out the poet's image of himself as 'the wanderer.' It is important that

the wanderer is endlessly pushed to continue his destination-less journey, which is in

fact recognized by the poet to be like having the freedom of God, because from the

beginning God was also given no residence. What 'the wanderer' and God both have

in common is that they do not cling to the present life that ordinary people enjoy,

and the poet insists these lost figures like God and Seo Jeongju's wanderer have

existed throughout Korean history. Theref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wanderers' and 'eternity' allows us to conclude two distinct points. One is that Seo

Jeongju's autobiographical poetics includes the afterlife as the field of poetic/living

activity, and the other is that the attitude itself is succeeded through the generations

diachronically.

In writing these poetic autobiographies, Seo Jeongju used 'poetry' to emphasize his

poetic image as 'the wanderer'. He set up the concept of 'poetry' in several levels.

First of all, there is the traditionally poetic form of verse. Secondly, there is the

criteria for the selective content for the autobiographical material to be put into

poetry. Thirdly, there is the highest spirit that is embodied when the potential literary

power of the autobiographical content is maximized in the poetic versed form.

Therefore, for Seo Jeongju, writing his own life as 'poetry' means writing his

experience in the form of verse: writing only meaningful experience rather than all

the experiences, the poet himself is transformed into the symbol of sublime spirit by

amplifying the emotional stimulus that the experience gives in its versed form.

『Unforgettable Things』 and 『8/10 was the Wind』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y differ in the number of the autobiographical content that is included in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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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em. They have different narrative lengths. They are different in the unification of

the narrator's tone and in the presence of footnotes in one and in not the other.

Generally, in 『Unforgettable Things』, each poem deals with just one event, the

length of each narrative is short, and the narrator's tone in each poem is different,

and it has footnotes throughout the pages. However, in 『8/10 was the Wind』, each

poem deals with several events, the length of each narrative is longer, and the

narrator's tone is unified and there are no footnotes. To sum up, 『Unforgettable

Things』 specifically emphasizes the essential impression of each event while 『8/10

was the Wind』 focuses on embodying the characteristic of the poet as the identical

protagonist putting together and generalizing those impressions.

'Unforgettableness', the concept of 'poetry', and the succession of generations that

constitute the logical foundation of writing a poetic autobiography did not suddenly

emerge in Seo Jeongju's work in this period. They had been formed step by step

from the past. In Seo Jeongju's early poetry, exemplified by 『Poetry of

Flower-Snake』, a female character frequently appears, who seduces the narrator and,

at the same time, runs away from the narrator. Commonly, the narrator dreams to

become the Whole by physically reaching and possessing this female character.

However, in the sequence of 'Jigui-island', the expectations to be the Whole shatters

for the poetic speaker, and afterwards, Seo Jeongju dramatically transitions his poetry

to embrace the spirit world that goes beyond the death of the body. This turning

point begins to affirm the process and the action of trying to reach a certain subject

rather than the reaching and the possessing in and of themselves. Ultimately, the

phenomenological intention of the poet appears as a form of narrative in his poetry.

In this process, Seo Jeongju responds to the lack of 'eternity's' actuality by

changing his narrative's main source of poetic material from the designed natural

object to the anecdote of real people, which reinforces the reality of the subject.

Therefore, in his poetry, the embodiment of history implies the poet's motive to

achieve 'eternity'. According to Ricoeur, history seems to be remarkably different

from the narrative fiction for its reality, but, in fact the two commonly embody the

poet's intention to provide the elements that are necessary for each other.

Furthermore, the poetic autobiography works not only because it simply belongs to

the development of the poetics of 'eternity', but also because it is the peak of poetry

in that the poet gave the most undoubted reality to the material of his poems, using

his life and existence to confirm the logical operation of his poetic world. The c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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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elf-existence solves the reality problem of ideas, and the contents of ideas give

meaning to the natural life that is not yet given any meaning. The creation of the

form that is both poetry and autobiography resulted from the arrogant aspiration of

matching the poet's ideal with his reality. That is the achievement of 'eternity' the

poet continuously pursued. These versed autobiographical works are meaningful

because they look to have the probability of an immortal idea, but there is also a

contradiction in that the probability is intertwined with the conflict that the respective

pact of poetry and autobiography causes.

Key words: poetic autobiography, memory, self, sense of ‘wanderer’, succession of

generations, intention, time, eter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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