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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오규원은 1970년대부터 2007년 작고까지 40년에 걸친 시작활동을 통해
다양한 성향의 시세계를 펼치는 한편 시론에서 지속적으로 시적 방법론에
대한 자기갱신의 의지를 보여준 시인이다. 또한 1980년대부터 서울예술전문
대학 문예창작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시창작 교육에 전념을 한 탁
월한 교육자로 알려져 있다. 본고는 이러한 오규원의 문학과 문예창작교육
활동의 연관성을 고찰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1980년대 사회비판과 관련해
서 문예창작학과 제도에 대한 오규원의 태도의 이중성을 먼저 살펴본 다음
에 그가 창안한 창작교육 시스템이 1990년대 ‘날이미지’ 개발에 직접적인 영
향을 주었음을 밝혔다.
1980년대 문예창작학과에서 재직하면서 문예창작과정 혹은 고등교육 제도
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여주었던 것은 1970년대 태평양화학의 홍보실에서 일
하면서 소비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시로 담긴 그의 중기 문학의 자기비판
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았다. 문예창작학과 시스템의 자기(재)생산 메커니
즘인 ‘오토포에틱스’에 대한 맥걸(Mark McGurl)의 설명을 유비적으로 오
규원의 시와 시론에 비추어 설명했을 때, 오규원의 문예창작학과 재직 경험
이 그의 후기 문학에 미친 영향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 개별적인
시론이나 작품의 특징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려웠던 변화의 양상, 구체적으로
말하면 ‘날이미지’의 형성과정을 문예창작학과라는 시스템의 특징과 아울러
고찰함으로써 오규원 시와 시론을 본격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본고의 2장에서는 문예창작학과와 소비사회의 관계를 살펴보며 문예창작
학과에 대한 오규원의 생각을 그의 중기 문학의 자기비판과 대중문화에 대
한 이중적 태도의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오규원의 시에서 고등교육과 문예
창작학과라는 제도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가 보인다. 고등교육제도의 일부로
서 문예창작학과는 문학의 제도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문예창작학과는
문학 작품과 글쓰기의 경험을 상품화시키는 면에서 소비사회의 일부로 보인
다. 오규원의 입장에서 이러한 제도화∙상품화는 자율적인 예술로서의 문학
을 구속하고 기존의 현실에 대응하는 가치체계를 현시할 수 있는 문학의 상

상력을 전락시킨다. 그런데 동시에 그는 대학과 문예창작학과는 문학 혹은
예술의 자율성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이러한 문예
창작학과 제도에서 재직하는 자신에 대해 그는 자기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다음으로 본고는 문학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그의 중기 문학의 핵심
적인 관심사가 사회 문제를 다루는 시를 창작하는 제자와 1980년대 사회운
동의 일부인 학생운동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분석했다. 여기서 그는
‘운동으로서의 문학’ 또는 문학의 급진적 ‘실천성’을 향한 학생들의 열정을
작품성을 낮추는 것으로 비판했지만 관찰과 감각에 바탕을 둔 예리한 현실
인식을 가진 작품의 문학적 가치를 예찬했다. 이것은 나중에 학생들에게 생
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진술’보다 관찰을 통한 ‘묘사’를 권고하는 것과
자신의 후기시에서도 현실의 재현보다 ‘묘사’를 통한, 새로운 인식 체제의
정립에 관심을 가진 계기와 상관이 있다.
3장에서는 맥걸의 오토포에틱스 개념을 차용하여 오규원의 문예창작교육
연구서 및 교육활동과 이후로 현대시작법에서 그의 문예창작교육 시스템
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폈다. 지금까지 시론의 공백기로 남아 있던 1980
년대는 실제로 창작교육에 대한 연구와 치밀한 모색의 시기였다는 사실을
밝혔다. 1980년대 창작교육 연구와 모색의 시기에는 오규원의 작업은 세 가
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그는 1985년 문교부 연구조성비를 받아 문예창
작학과의 교육 이론과 운영방식, 커리큘럼 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
하였다. 창작교육 탐구 시절의 작업 중에서 이 연구의 결과물을 별쇄논문집
으로 엮어서 발표한 ｢전문대학 문예창작과 교육과정의 개발연구｣가 주목되
었다. 오규원이 이 연구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자에 의해 언급되어
왔으나 이전까지 자료의 명확한 출처가 확인되지 못했기 때문에 본고에서
처음으로 다룰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이 논문집이 나온 이후로 그는 시적 표
현의 특징을 체계화하고자 하는 ‘시적언술’ 연구를 집행했는데 이 연구 중에
서 상당부분이 수정되면서 현대시작법에 수록되었다. 셋째 이 시기에 오규
원은 다른 시인의 작품보다 제자가 쓴 시에 주목하여 그 문제점을 유형화하
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연구의 시기에 창작교육의 가능성 여부가
핵심적인 문제가 되었다. 여기서 ‘독창성’이 직접적인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나 창작교육 전반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것에 대
한 모색은 ‘시적언술’을 체계화하는 ‘창작이론’과 제자의 창의력을 함양할 수
있는 ‘창작과정’의 교육에 대한 탐구로 이어졌다. 따라서 오규원의 창작교육
시스템은 가르칠 수 없는 ‘독창성’과 가르칠 수 있는 ‘창작이론’과 ‘창작과정’
의 역학을 중심으로 성립되었다. 현대시작법에서 ‘시적언술’의 이론은 체계
화되었으며 ‘창작과정’에 대한 탐구는 ‘사례연구’로 이어졌다. ‘독창성’은 시
혹은 문학의 본질로 간주되며 문학작품이 제시해주는 ‘새로운 인식’이나 ‘깨
달음’과 연결되어 여전히 직접적인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4장에서는 오규원의 ‘날이미지’ 시와 시론이 창작교육 연구와 현대시작
법을 통해 완성된 창작교육 시스템의 오토포에틱 과정에 의해 형성된 것으
로 설명했다. 먼저 ‘날이미지’ 시와 시론에 있어서 창작이론과 시론의 경계
가 흐릿해지는 현상을 성찰했다. 이를테면 ‘시각을 바꾸자’는 ‘날이미지’ 시
의 명제는 제자들에게 주는 조언으로 밝혀졌다. 또한 ‘시적진술’과 ‘은유’를
배제하는 ‘날이미지’ 시 방법론의 근원을 젊은 제자들에게 ‘진술’의 관조보
다 ‘묘사’의 관찰이 더 효과적인 창작 방법이 된다는 오규원의 지적과 연결
시켰다. 다음으로 독자를 학생처럼 새로운 ‘시적 상상력’으로 인도하는 ‘날
이미지’의 교육적인 성격은 ‘새로운 인식’이나 ‘깨달음’, 즉 ‘독창성’에 대한
문제의식과 연결시켰다. 이러한 교육적 성격은 또한 ‘날이미지’의 시론에서
찾아졌다. 창작실습의 수업진행방식인 ‘합평’ 혹은 ‘강평’과 현대시작법의
‘사례연구’가 작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작과정을 보여주는 과정인 것처럼
‘날이미지’ 시론에서 오규원은 자신의 시의 개작과정을 보여주며 독자 또는
비평가와의 ‘합평’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그의 후기시에서 보이는 문예창
작학과 제도에 대한 태도의 전환을 주체 대신 시스템을 중심에 놓는 새로운
인식 체제의 탐구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주요어: 오규원, 사회비판, 날이미지, 문예창작, 제도, 시스템, 오토포이에시스,
오토포에틱스
학 번: 2016-2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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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본고는 시인 오규원의 문학과 문예창작교육 활동의 연관성을 살펴보려는
글이다. 우선 1980년대 사회비판과 관련해서 문예창작학과 제도에 대한 오
규원의 태도의 이중성을 규명하고 제자들의 시와 학생운동의 맥락을 고찰할
것이다. 다음으로 그가 창안한 창작교육 시스템이 후기 ‘날이미지’ 개발에 직
접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오규원은 1961년 부산사범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국민학교 교사로 재직하
면서 동아대학교 법학과에 재학하며 습작기를 보냈다. 그는 1965년 김현승
의 추천으로 현대시학에 ｢겨울 나그네｣가 실린 이후로 1967년 ｢우계의
시｣로 2회 추천을 받고, 1968년 ｢몇 개의 현상｣으로 추천 과정을 마치며 정
식 등단하여 본격적으로 시인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1970년대부터 2007
년 작고까지 다양한 성향의 시세계를 펼치는 한편 시론에서 지속적으로 시
적 방법론을 갱신하여 나갔다. 그의 시창작 교육 활동은 1982년 서울예술전
문대학에 강사로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990년 지금도 창작 수업에서
교재로 사용되는 현대시작법을 상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문학창작 교
육의 틀은 2002년 퇴직 시까지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여년에 걸친
시창작교육자로서의 활동을 그의 시와 시론과의 연관성 속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전무하다.1)
오규원의 창작교육 활동의 양상은 주로 회고록이나 작가소묘, 대담 등의
문학저널리즘적인 자료를 통하여 알려져 있다.2) 시인 정현종 덕분에 1982
1) 가장 근접한 연구로 오규원의 생애와 문학 활동을 기술하는 박형준의 글(박형준, ｢시인
오규원의 생애와 문학적 연대기｣, 석당농촌 68,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7.)과 문덕
수, 이승훈의 시창작 교재와 오규원의 현대시작법을 비교하는 윤지영의 글(윤지영, ｢현
대시 창작 방법론의 이데올로기 검토 – 시창작법 텍스트에 나타난 시관 및 언어관을 중
심으로｣, 어문연구 36(1), 어문연구학회, 2008년 봄호.)이 있다. 그런데 박형준의 연구
는 오규원의 생애 정보를 밝히는 데에 초점을 두었고 그의 삶을 전반적으로 살폈기 때문
에 교육활동과 문학 세계의 연관성을 깊게 다룰 수 없었다. 한편 윤지영은 시나 시인의
본질, 시창작의 과정에 대한 세 시인의 입장을 시창작 교재를 통해 분석했으나 각 시인
의 시 텍스트나 문학 활동에 대한 언급을 논외로 한다(위의 글, 3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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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서울예술전문대학 문예창작학과 강사로 들어가게 된 오규원은 1983년
최인훈의 추천으로 전임 교수가 되었다. 1980년대 동안 오규원은 문예창작
학과의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창작교육의 이론에 대한 적극적
인 탐구를 했다. 그리고 1980년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창작 이론서인 현
대시작법을 저술하여 1990년에 상재했는데, 이 저서는 지금도 시창작 강의
에서 대표적인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이후로 1991년에 오규원은 폐기종의
진단을 받아 서울을 떠나 인제, 무릉, 서후에서 휴양과 투병의 생활을 하였
는데 2002년 퇴직까지 학기 중에는 창작 강의를 계속하면서 서울예술대학
에서 재직했다.
동료와 학생에게 그와 그의 시창작 수업은 큰 찬사와 호평을 받았다. 오
규원과 함께 서울예술전문대학에서 시창작 강의를 맡았던 최하림에 의하면
1980년대 중반 당시에 서울예술전문대학의 시창작 강의실은 “오규원 스쿨”
이라고 불릴 정도였고 학생들은 그의 모든 말을 귀담아 들었다.3) 강의와 함
께 그는 창작교육에 대한 연구와 학교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였다. 1984년부
터 그는 최인훈과 함께 문예창작학과에서 펴낸 교지 예장에서 지도 역할
을 하여 학생들에게 편집과 출판의 경험을 만들어주었다.4) 교수협회 회장을
맡은 적도 있었는데 김혜순의 말에 따르면 그 자리에 그의 활약상과 추진력
이 전설적이었다고 한다.5)
오규원이 교수로 있던 시기에 그와 가까이 지낸 이원 시인을 비롯하여 서
울예술전문대학에서 소설가 신경숙, 편혜영, 시인 황인숙, 이진명, 함민복,
장석남, 이병률, 이대흠, 연왕모, 서정학 등 많은 문인을 배출하였다. 제자들
의 회고에 따르면 오규원은 늘 날카로운 눈빛으로 학생들이 써온 시의 모든
시행을 지워버리는 한편, 학생을 집으로 자주 초대하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
2) 여러 자료를 요약한 글로 박형준, 앞의 글, 참조. 이외에는 오규원 깊이 읽기에 나오는
이원, 최하림, 김혜순, 박혜경의 글과 이광호와의 대담(이광호 편, 오규원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2002.), 오규원 회갑 기념문집에 나오는 제자들의 글(신경숙 외, 문학을
꿈꾸는 시절, 세계사, 2002.), 그리고 제자가 작성한 추모의 글(윤희상, ｢아픈 스승과 속
없는 제자들｣, 현대시 18(3), 한국문연, 2007.3; 이창기, ｢나무와 그림자-시인 오규원
선생님을 추모하며｣, 문학과 사회 77, 문학과지성사, 2007년 봄호.) 등이 있다.
3) 최하림, ｢두 남자가 있는 풍경｣, 이광호 편, 앞의 책, 381쪽.
4) 강영숙, ｢봄날은 간다｣, 신경숙 외, 앞의 책, 180쪽. 예장에서 편집을 맡은 학생 중에서 신경
숙이 있었다.
5) 김혜순, ｢투명한, 환한｣, 이광호 편, 앞의 책, 3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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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책을 빌려주는 따뜻하고 자상한 선생님이었다.6) 이원은 수업 시간에
죽은 아버지와 오빠의 힘든 가족사를 담은 시를 낭독한 뒤 토론을 맡아야
되는 학생들의 침묵 가운데 감상적인 부분을 지우고 다음 시간에 다시 읽어
보라는 오규원의 “따뜻하면서도 차고, 차면서도 따뜻한” 격려를 기록한다.7)
신경숙의 외딴방에 나오는 한 장면에서 소설 연재의 속도를 늦추라며 “니
글쓰기는 니 살 파먹기야. 한꺼번에 너무 많이 파내면 네가 아프다”고 수화
기 너머로 걱정을 표현한 “은사”는 바로 오규원이었다.8)
오규원의 문학에 대한 선행연구는 일차적으로 당대의 현장비평, 즉 시집
이나 시선집 해설, 서평, 평론, 문예지 특집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것은 그의 시작활동이 문단에 중요한 논점을 던졌기 때문에 당대 비평가의
주목을 받은 결과로 볼 수 있다.9) 1994년 작계세계 특집 이후로 그의 문
학에 대한 논의가 서서히 학술적인 성격을 가지기 시작했고 2000년을 전후
하여 그의 문학을 다루는 학술지논문과 학위논문, 단행본 등이 나오기 시작
했다. 시인이 타계한 2007년 이후로 그의 문학적 성과를 학술적으로 정리하
고자 하는 이러한 작업이 보다 활발해졌으며 지금까지도 계속 축적되고 있
다.
서울예술전문대학에 강사로 들어가게 된 1982년부터 건강의 악화로 교수
직에서 물러난 2002년까지의 기간은 오규원의 문학에 있어서 중∙후기에 해
당한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오규원 시세계의 시기구분은 주로 등단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의 초기,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말까지의 중기,
1990년대 이후의 후기로 나뉜다.10) 초기에는 ‘언어의 문제’나 ‘관념의 추상
6) 이와 같은 서술내용을 작성하는 데는 회갑 기념문집에 나오는 글, 특별히 박형준과 이원,
강영숙, 양선희의 회고가 도움이 되었다. 신경숙 외, 앞의 책, 참조.
7) 이원, ｢나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그 나무｣, 신경숙 외, 앞의 책, 108쪽.
8) 신경숙, 외딴방 2, 문학동네, 1995, 72쪽; 교수가 오규원이었다는 사실이 신경숙의 회
고에서 확인된다(신경숙, ｢꿈결같이｣, 신경숙 외, 앞의 책, 234쪽.).
9) 김혜원, ｢오규원 시의 창작 방식 연구: 포스트모더니즘 기법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2013, 6쪽.
10) 대부분의 연구자는 생전에 오규원 자신이 밝힌 시기구분을 토대로 하여 아래와 같이 10
권의 시집을 분류한다. (오규원, 날이미지와 시, 문학과지성사, 2005, 107, 160쪽)
초기: 분명한 사건(1971), 순례(1973)
중기: 왕자가 아닌 한 아이에게(1978), 이 땅에 씌어지는 서정시(1981), 가끔은
주목받는 생이고 싶다(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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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의 싸움을 중심으로 하는 내면 탐구가 주조를 이룬다. 중기시는 사회
비판과 현실대응의 추구를 특징으로 하는데 광고 문안을 시적 공간으로 끌
어들이는 1980년대의 해체시가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나타난다. 1990년대
이후의 후기시는 관념, 은유적 언어체계, 인간 중심의 사고를 최대한 배제하
고 현상 그 자체만 남기려는 ‘날이미지’로 특징짓는다. 시론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도 주로 세 권의 시론집, 즉 현실과 극기(1976), 언어와 삶
(1983), 그리고 1990년대 초부터 발표된 ‘날(生)이미지 시론’과 관련된 글을
나중에 수록한 날이미지와 시(2005)를 기준으로 시론을 세 시기로 나누
어서 다룬다.11) 이 시기 구분은 시인이 개발한 방법론적 시론과 그의 시세
계가 맞물려 뚜렷한 변모 양상을 보여준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이로 인해
시기를 중심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밝히는 연구가 선행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히 시인의 작고 이후로 시세계를 전반적으로 살
펴보면서 변모양상을 추적하거나 시세계의 일관된 문제의식을 밝히려는 통
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도 있다.12) 본고의 주된 관심사는 오규원 문
학의 중∙후기에 걸친 문예창작 교육 활동과 시와 시론과의 연관성이기 때문
에 연구사를 시기별로 검토할 것이다.
오규원의 창작 교육 활동은 그의 시론과 보다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오규원의 시론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자로 문혜원, 이광호, 이찬이 있는데
후기: 사랑의 감옥(1991), 길, 골목, 호텔 그리고 강물소리(1995), 토마토는 붉다
아니 달콤하다(1999), 새와 나무와 새똥 그리고 돌멩이 (2005), 두두(2007)
이 중에서 왕자가 아닌 한 아이에게와 사랑의 감옥은 각각 초∙중기와 중∙후기 사
이의 과도기적인 성격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르게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 본고는 두 시집
의 과도기적인 특성을 인정하면서도 위의 분류를 타당하다고 본다.
11) 문혜원, ｢오규원의 시론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5,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4; 이광호, ｢투명성의 시학｣, 한국시학연구 20, 한국시학회, 2007; 이찬, ｢오규원
시론의 변모 과정 연구｣, 한국민족문화 41,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 이
찬, ｢오규원의 초기 시론 연구: 현실과 극기를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34, 우리문
학회, 2011; 이찬, ｢오규원 시론에 나타난 ‘초월성’의 의미: 언어와 삶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24, 한국근대문학회, 2011; 이찬, ｢오규원의 ‘날이미지’ 시론 연구｣, 
한국시학연구 30, 한국시학회, 2011.
12) 이연승, 오규원 시의 현대성, 푸른사상, 2004; 엄정희, 오규원 시와 달콤한 형이상학
, 청동거울, 2005; 조동범, 오규원 시의 자연 인식과 현대성의 경험, 경진, 2012; 김
혜원, 앞의 글; 김영식, ｢오규원 시의 알레고리적 의미 지평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박지은, ｢오규원 시 연구: 언어와 실재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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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오규원의 시론을 위에서 지적한 세 시기로 나누고 그 변모 과정을 추
적하고 있다.13) 오규원의 시론을 처음으로 다룬 문혜원은 오규원 시론의 일
관된 문제의식을 ‘대상인식’으로 설정하고 세 시기를 각각 현실이나 삶의
문제를 배제하고 대상에 대한 ‘즉물적 묘사’, 주어진 현실에 대한 주체의 해
석을 앞세워 ‘대상을 새롭게 인식하는’ 재해석, 그리고 대상과 대상에 대한
주체의 인식 과정을 입체적으로 드러내는 ‘날이미지’의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광호는 ‘관념’의 극복을 오규원의 시론의 핵심 문제의식으로 보고
있다. 오규원의 초기 시론은 김수영과 김춘수의 영향력 속에서 시의 관념성
과 추상성의 극복을 탐구했으며 그의 중기 시론은 아도르노가 논한 계몽적
이성의 도구화 혹은 관념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예술과 언어의 자율성을 주
장한다. 이광호에 따르면 이러한 초∙중기 시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드디어
탈관념의 시론을 이룩한 것은 오규원의 ‘날이미지’ 시이다.
두 연구자는 오규원의 후기 시론의 문제의식을 그의 초∙중기 시론에 투사
하고 있다. 이찬은 이러한 통시적인 입장이 ‘날이미지’를 귀결점으로 만들기
때문에 오규원 시론의 각 시기가 보여주는 독립성을 간과한다고 지적한다.
이찬은 초기 시론의 핵심을 관념이나 규범을 벗어난 시인의 ‘정신의 개별
성’으로, 중기 시론의 문제의식을 기존의 현실로부터 자유로운 정신을 보장
할 수 있는 ‘초월성’이나 ‘예술의 자율성’, ‘문화의 불온성’으로, 그리고 후기
시론의 특성을 모든 사물 곁에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세계를 들어내려는
‘생성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찬의 연구는 결국 문혜원과 이광
호의 결론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의 시론 연구는 그 부분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시론집 또는 시
기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장점 또한 지닌다. 그런데 이들 세 연구의
공통점은 중기시론으로 규정되는 언어와 삶이 나온 1983년과 후기 ‘날이
미지’ 시론의 출발점인 1990년대 초 사이에 7년간의 공백을 설정하고 있다
는 점이다. 게다가 오규원의 저서 중에 가장 체계적이고 분량이 많은 현대
시작법은 그 이론적 가치를 언급한 여러 연구자의 지적14)에도 불구하고
13) 오규원의 시론에 대한 연구의 목록은 시론의 시기구분에 대한 본고의 11번 각주 참조.
14) 오규원∙이광호 대담, ｢언어 탐구의 궤적｣, 이광호 편, 위의 책, 33-36쪽; 김청우, ｢형이
상학과 현상학의 혼종적 시론 - ‘날이미지 시론’의 이론적 구조에 관하여｣, 한국시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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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연구에서는 창작이론서로 분류되어 시론의 맥락에는 언급되지 않아
왔다.15) 본고는 선행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거나 새로 찾아낸 자료를 활용
하여 1980년대 중후반의 공백기는 실제로 오규원이 서울예술전문대학에 강
사로 임용한 1982년부터 시작되는 창작교육 이론에 대한 치밀한 모색의 시
기였으며, 1990년에 출간된 현대시작법은 이 모색의 산물이었다는 사실
을 밝히고자 한다. 이 시기의 작업은 주로 시창작 이론이나 교육 이론에 해
당되는 것으로서 본격적인 시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후기의 ‘날이
미지 시론’에 현대시작법의 용어들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데서도 시사되듯
이 이 시기의 창작교육 연구가 오규원의 후기 시와 시론에 큰 영향을 주었
다고 볼 수 있다.16)
이러한 시기구분에 대한 재구성은 시론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오규원의
시작 활동에 있어서도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이전까지 시론의
공백기로 남아있던 창작교육 모색의 시기는 1980년대 사회비판적 시가 창
작된 시기와 겹친다. 1970년대 말부터 창작되는 중기시는 사회현실과 문학
의 관계를 고민한 중기시론과 맞물려 오규원 문학의 현실대응이 어떤 양상
을 띠는지를 뚜렷하게 드러내준다. 그러므로 중기시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
로 오규원 문학을 산업화, 개발독재, 소비문화나 대중문화 형성 등의 맥락에
서 살펴보면서 이러한 현실의 제도화된 폭력성에 맞서 반어법, 자조, 풍자
등의 날선 시적 기법으로 대응하는 비판적 주체에 주목하고 있다.17) 중기시
구 52, 한국시학회, 2017.11, 62쪽.
15) 현대시작법은 “시론집이라기보다는 창작지침서에 가까운 예외적인 책”이라는 문혜원
의 규정은 대표적이다. 문혜원, ｢오규원 후기 시론의 현상적 특징 연구｣, 국어국문학
175, 국어국문학회, 2016.6, 149쪽.
16) 날이미지 시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황’, ‘국면’, ‘시적언술’ 등 현대시작법의 용어를
중간중간에 차용하는 연구자도 있으나 ‘날이미지’의 해명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날이미
지 시와 시론의 형성 단계를 보여주는 현대시작법의 창작이론 자체에는 그리 주목하고
있지 않다. 이정은, ｢오규원의 ‘날이미지시’의 구조적 특성 연구: 시집 토마토는 붉다 아
니 달콤하다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21쪽; 김재민, ｢오규원의
‘날이미지시’ 모색 과정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34쪽; 이연승, 앞의
책, 2004, 329쪽; 조동범, 앞의 책, 29-30쪽.
17) 김주연, ｢시와 아이러니｣, 문학과지성 29, 문학과지성사, 1977년 가을호; 김병익, ｢물
신 시대의 시와 현실｣, 오규원 시집 王子가 아닌 한 아이에게 해설, 문학과지성사,
1978; 정과리, ｢오규원, 또는 관념 해체의 비극성｣, 문학과지성 37, 문학과지성사,
1979년 가을호; 김치수, ｢경쾌함 속의 완만함｣, 오규원 시집 이 땅에 씌어지는 抒情詩
해설, 문학과지성사, 1981; 진형준, ｢관념과 언어, 그 이중의 싸움｣, 오규원 시선집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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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심 주제를 잡아준 것은 당대의 시집 해설이나 평론이었다. 김주연과
김병익, 김치수는 이 시기 오규원 문학에 나타난 아이러니와 자조, 동어반복
등의 기법이 문명사회의 허위의식을 폭로하고 그 사회에 빠진 주체의 절망,
패배의식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김현, 정과리,
진형준은 자본주의나 소비사회를 지배하는 관념의 해체에 주목하였다.
보다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들은 이러한 당대 비평가들의 논의를 확장
시켰다.18) 이연승의 연구에 따르면 오규원의 중기시는 현실과의 거리두기를
통해 비판적인 시적 주체를 정립하여 중기시의 사회비판적 입장을 마련했
다. 김용현은 아도르노의 부정성 개념을 빌려서 오규원 중기시의 ‘현실 부
정성’을 규명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예술의 자율성을 통해 얻는 환상, 이
상, 유토피아 등 현실의 타자로서의 공간을 구축하는 것이 그의 현실대응
방식으로 규정된다. 조혜진은 김수영, 오규원, 황지우의 시에서 개인을 몰락
시키는 ‘관리되는 사회’의 물화현상에 저항하는 양상을 살피며 이러한 사회
를 살아가는 오규원의 시적 주체의 자기비판을 현실대응 방식으로 밝힌다.
박동억은 황지우와 오규원, 장정일, 유하의 대중문화 수용을 다루어 1980년
대 대중문화 배후에 독재정권의 욕망 조작 전략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
키면서 오규원의 중기시를 키치적 대중매체의 기만성을 일깨우는 비판적 시
쓰기에 입각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학과 사회의 관계에 주목한 오규원의 중기시에 대한 이러한 연구는 예
술의 자율성이나 소비문화의 문제에 초점을 둠으로써 문학의 이념적 효용과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모순적이게
도 소비사회 비판을 내세웠던 그는 1970년대에 “자본주의의 심장인 홍보
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19)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조혜진의 연구가
만들며 살기 해설, 지식산업사, 1986; 정과리, ｢안에서 안을 부수는 공간｣, 오규원 문학
선집 길 밖의 세상 해설, 나남, 1987; 김현, ｢무거움과 가벼움｣, 오규원 시집 가끔은
주목받는 生이고 싶다 해설, 문학과지성사, 1987; 김동원, ｢물신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하
여-오규원의 ‘상품 광고’시｣, 문학과 사회 1(3), 문학과지성사, 1988년 가을호.
18) 이연승, 앞의 책; 김용현, ｢오규원 시 연구: 현실 부정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1999; 이상진, ｢한국현대 소비문화에 대한 시적 대응양상 연구｣, 대구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2005; 조혜진, ｢한국현대시의 자본주의 물신성 표출양상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박동억, ｢현대시의 키치 전유 기법: 1980년대~90년대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19) 오규원 스스로 홍보실을 ‘자본주의의 심장’으로 불렀다. 오규원∙이광호 대담, 앞의 글,

- 7 -

지적했듯 시인의 일상이 그려진 중기시에서 소비사회 비판은 자기비판적 성
격이 강하다. 한편 이러한 비판과는 별도로 광고나 대중문화 수용을 통해
새로운 미학적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는 이중적 태도 또한 여러 연구자들
에 의해 언급된 바가 있다.20)
본고는 문예창작학과나 고등교육 제도 전반에 대한 오규원의 사고를 이러
한 사회 비판과 자기비판의 이중적 맥락에서 논하고자 한다. 예술의 자율성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한 오규원은 1980년대 서울예술전문대학에서 재직하
면서 교육기관을 통한 예술의 제도화나 소비주의와의 결탁의 문제에 대해
고민했고 이러한 비판적 성찰은 이 시기 그의 시에서도 잘 나타난다. 문예
창작학과 수업은 글쓰기 교육의 현장인 동시에 창작의 제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자리이다. 그와 함께 역량 있는 후학의 양성을 도모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또 후학을 인도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처럼 문예창작학과를
둘러싼 복합적인 기능들 가운데 특히 오규원이 주목했던 것은 문학의 대사
회적 역할이다. 1980년대라는 시대적인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본고는 학생운
동에 대한 오규원의 시적 형상화와 사회문제를 다루는 제자들의 시에 대한
그의 코멘트를 검토하면서 사회와 문학의 관계에 대한 오규원의 탐구가 어
떠한 특성과 방향성을 지닌 것이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오규원의 시교육 활동은 1980~90년대, 즉 그의 시세계의 중∙후기에 걸쳐
있다. 주목해서 볼 점은 중기와 후기 사이에 ‘날이미지 시론’이 형성되고 그
의 시의 현실대응 방식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는 사실이다. 오규원의 후기
시에 대한 연구는 주로 ‘날이미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21) 오규원 자
32쪽.
20) 정끝별, ｢서늘한 패러디스트의 절망과 모색 – 오규원론｣, 이광호 편, 앞의 책, 230쪽;
김용현, 앞의 글, 54-58쪽; 이상진, 앞의 글, 101-104쪽; 김혜원, 앞의 글, 14쪽.
21) 황현산, ｢새는 새벽 하늘로 날아갔다｣, 오규원 시집 길, 골목, 호텔 그리고 강물소리
해설, 문학과지성사, 1995; 이남호, ｢날이미지의 의미와 무의미｣, 세계의 문학 19(3),
민음사, 1995년 가을호; 최현식, ｢시선의 조응과 그 깊이, 그리고 ‘몸’의 개방｣, 오규원
시집 토타토는 붉다 아니 달콤하다 해설, 문학과지성사, 1999; 이정은, 앞의 글; 정과
리, ｢‘어느새’와 ‘다시’ 사이, 존재의 원환적 이행을 위한｣, 오규원 시집 새와 나무와 새
똥 그리고 돌멩이 해설, 문학과지성사, 2005; 이광호, ｢‘두두’의 최소 사건과 최소 언어
｣, 오규원 시집 두두 해설, 문학과지성사, 2007; 신덕룡, ｢오규원 시의 풍경과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문예창작 9(1), 한국문예창작학회, 2010.4; 권혁웅, ｢날이미지는 날이
미지로 쓴 시가 아니다｣, 입술에 묻은 이름, 문학동네, 2012; 김재민, 앞의 글; 오연경
｢오규원 후기시의 탈원근법적 주체와 시각의 형이상학｣, 한국시학연구 36, 한국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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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날이미지와 시의 서문에서 날이미지 시의 특징을 세 가지로 지적하
고 있다.22)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후기시 연구는 이 세 가지 특징을 중심으
로 사물과 주체의 관계, 시점의 객관성과 주관성, 환유적 시쓰기의 규정, 시
론의 존재론적∙현상학적 특징, ‘날이미지’의 탈주체적 성격과 같은 논점들을
주로 다루어 왔다. 또한 오규원 중기 문학의 사회비판은 비판적 주체의 성
립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탈주체적인 시쓰기로서의 ‘날이미지’ 시는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다루어지기 어렵다. 이점에 대해서 신덕룡이나 오연경과
같은 연구자는 ‘날이미지’에서 주체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의 지배적 세계관
에 대응하는 새로운 인식 체제를 찾아내며 이를 ‘날이미지’의 사회비판적
의의로 규정하고 있다.23)
선행 연구에서는 ‘날이미지’의 형성을 주로 ‘언어의 문제’라는 초기의 문
제의식으로의 회귀로 해석하거나 이러한 ‘언어의 문제’를 오규원 시세계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으로 지적하여 ‘날이미지’의 탐구에서 이전의 시세계와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24) 그런데 앞서 시론의 맥락에서 이찬이 지
적했듯이 이러한 주장은 ‘날이미지’를 오규원 문학의 귀결점으로 설정하고
나서야 세워지는 것이며, 따라서 ‘날이미지’에 대한 탐구의 동원력이나 방향
성을 제공한 원인을 밝히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중기
의 ‘해체시’에서 후기의 ‘날이미지’ 시로 시선을 돌리게 된 이유를 해명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창작교육 연구 시기의 산물인 현대
시작법이 ‘날이미지’로 관심을 돌리는 중∙후기의 전환점인 1990년에 나왔
다는 사실이다. 본고는 이 점에 착안하여 시창작 교육 활동을 통한 시쓰기
에 대한 오규원 자신의 새로운 문제의식과 반성이 그의 후기 문학에 큰 영
2013; 문혜원, ｢오규원 시와 세잔 회화의 연관성 연구｣, 국어국문학 185, 국어국문학
회, 2018.12.
22) 이 특징은 첫째 ‘인간 또는 주체 중심의 관점을 버리는 것’, 둘째 ‘은유적 언어체계를 주
변으로 돌리고 환유적 언어체계를 중심에 놓는 것’, 셋째 ‘관념을 배제하고 현상과 존재
그 자체를 드러내는 것’으로 요약된다. 오규원, ｢책머리에｣, 날이미지와 시, 앞의 책, 7
쪽.
23) 신덕룡, 앞의 글, 368-371쪽; 오연경, 앞의 글, 212-214쪽.
24) 오규원의 시세계의 일관된 문제의식으로 ‘언어의 문제’를 처음으로 지적한 것은 오규원
자신이며 날이미지와 초기시의 문제의식을 연결시키는 회귀론의 대표적인 예는 정과리의
해설이다. 오규원, 날이미지와 시, 앞의 책, 107쪽; 정과리, ｢‘어느새’와 ‘다시’ 사이, 존
재의 원환적 이행을 위한｣, 앞의 글, 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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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끼쳤음을 밝히고자 한다. 본고는 선행 논의의 성과를 토대로, 오규원
후기 작품의 자기반영성의 문제를 시쓰기에 대한 시인의 개인적 반성과 더불
어 문예창작교육 시스템의 재생산 과정의 결과로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고는 오규원의 시와 시론의 특징적인 면모들이 그가 제안한 문예창작교육
시스템과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를 소상하게 밝히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
성된 것이다.

1.2. 연구의 시각
본고는 오규원의 문학과 문예창작 교육 활동의 연관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최근 10년 동안 영미문학계에서 축적된, 미국의 문예창작학과의 시스템과
20세기 문학의 영향관계에 대한 논의를 참고하고자 한다.
오규원의 제자 이창기는 “문예창작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문예 창
작이 교육에 의해 가능하다는 전제에 합의해야 하고,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곧 창작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예술전문
대학에 대한 오규원의 기여를 이러한 ‘시스템’의 개발에서 찾는다.25) 1980
년대 당시 서울예술전문대학 문예창작학과는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의 창
작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그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었다.26) 또한 오규원의 창
작교육 연구에서도 창작교육의 가능성을 핵심 문제로 하는 미국의 문예창작
교육 시스템이 작용하는 기제와 유사한 문제의식이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오규원의 문학 세계와 창작교육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문예창작학과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인
다.
미국

문예창작학과의

역사를

최초로

기술한

저서는

마이어스(D.G.

Myers)의 The Elephants Teach(1996)이다.27) 그리고 20세기 미국 소설과
문예창작학과 혹은 고등교육 전반의 영향관계를 다룬 것은 맥걸(Mark
25) 이창기, 앞의 글, 312쪽.
26) 위의 글, 같은 곳.
27) D.G. Myers, The Elephants Teach: Creative Writing Since 1880,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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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Gurl)의 The Program Era(2009)이다. 이 연구에서는 문예창작교육이
문학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졌다.28) 맥걸은 문예창작학과가 설
립된 시기부터 창작된 소설의 특징을 분석하여 20세기 미국 소설의 여러 가
지 흐름을 창작 프로그램의 교육론과 연결시켰다. 이러한 논의는 20세기 미
국 소설사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하여 주었으며 이후의 문예창작
학과 연구의 근간이 되었다. 이 연구 이후로 문예창작학과와 세계문학이나
미국 시단의 관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제임슨(Frederic Jameson)의 서평
을 비롯해 많은 연구자들이 맥걸의 논의의 확장이나 보완에 관심을 가졌
다.29) 그러나 맥걸의 연구를 토대로 받아들이면서도 문예창작학과의 방대한
영향력을 보다 비판적인 입장에서 접근한 연구도 있다. 이는 주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문예창작학과 제도가 글쓰기를 향한 욕망을 이용하거나 문학
양식을 제약하는 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30)
맥걸의 연구 대상은 문예창작학과라는 ‘시스템’이며, 연구의 핵심 개념은
이 시스템의 문학 생산 과정을 말하는 ‘오토포에틱스(autopoetics)’다. ‘오토
포에틱스’는 문예창작교육 제도 아래의 문학 생산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생물학, 인지과학, 사회학, 시스템 이론 등에서 사용되는 ‘오토포이에시스
(autopoiesis)’ 개념을 수정해서 만들어낸 용어이다.31) ‘오토포이에시스’는
‘자기(自己)’의 뜻을 나타내는 그리스어 auto와 ‘만들다’의 뜻을 나타내는
poieion을

결합한

신조어로

칠레

출신

생물학자

마투라나(Humberto

Maturana)와 바렐라(Francisco Varela)가 창안한 개념이다.32) 독일의 사회
28) Mark McGurl, The Program Era: Postwar Fiction and the Rise of Creative Writing,
Harvard University Press, 2009, pp. 24, 48, xi.
29) Frederic Jameson, “Dirty Little Secret,” London Review of Books 34(22), NYREV
Inc, 2012.11, p. 42. 문예창작학과와 시인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로 Loren Glass, “The
Poetics of the Program Era,” Critical Quarterly 59(3), John Wiley and Sons Ltd,
2017, 참조. 맥걸의 문제의식을 계승한 소논문을 엮어놓은 책으로 Chad Harbach ed.,
MFA vs. NYC, Farrar, Straus and Giroux, 2014; Loren Glass ed., After the
Program Era: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Creative Writing, University of Iowa
Press, 2016, 참조.
30) 이러한 비판을 내세우는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 베넷(Eric Bennett)의 Workshops of
Empire가 있다(Eric Bennett, Workshops of Empire: Stegner, Engle, and American
Creative Writing During the Cold War, University of Iowa Press, 2015.)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룰 것이다.
31) McGurl, op. cit., p. 417 n.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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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및 시스템 이론가 루만(Niklas Luhmann)이 이러한 오토포이에시스
개념을 사회학 분야에서 차용하기 위해서 생물학을 넘어선 오토포이에시스
의 일반론을 개발했다.33) 이런 관점에서 따른다면, 오토포이에시스란 자신
의 구성 요소를 스스로 생산하고 조직하는 체계(시스템)의 자기 재생산 과
정을 말한다.34) 이러한 재생산, 조직화 과정은 또한 외부와의 경계, 즉 시스
템의 범위를 정하는 과정인 만큼 스스로의 정체를 규정하기 위한 ‘자기 생
산’의 과정이다.35) 그러므로 오토포이에시스는 주로 ‘자기생산’으로 번역되
는 바, 자기제작, 자기 조직화,36) 자기창출37) 등으로도 불리며 자기반영성
혹은 자기지시성을 중요한 특징이나 작동 기제로 한다.38)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과 ‘오토포이에시스’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
해서는 먼저 생물학자 마투라나와 바렐라의 설명을 참고해야 한다.39) 그런
32) 이득재∙이규환 편저, 오토포이에시스와 통섭(通攝), 쎄네스트, 2010, 7쪽; 신승철, 구
성중의와 자율성, 알렙, 2017, 96쪽; 박여성, ｢사회학 이론에서 통섭담론으로｣, 니클라
스 루만, 박여성 역, 사회체계이론1 한길사, 2007, 23쪽.
33) 니클라스 루만, 위의 책, 113쪽; Niklas Luhmann, “The Autopoiesis of Social
Systems,” Essays on Self Reference,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0, p. 2.
34) 박여성, 앞의 글, 22쪽.
35) 위의 글, 22-24쪽.
36) 신승철, 앞의 책, 97쪽
37) 이득재∙이규환, 앞의 책, 같은 곳.
38) Niklas Luhmann, op. cit., pp. 4, 16.
39) 마투라나와 바렐라는 본래 생명이란 무엇인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토포이에시
스 개념을 만들었다. 이들은 세포의 구성과 생식 과정을 설명하면서 세포를 가장 기본
적인 ‘자기생산체계’(autopoietic system)로 들고 있다(움베르또 마뚜라나∙프란시스코 바
렐라, 최호영 역, 앎의 나무, 갈무리, 2007, 52-57쪽.). 이를테면 세포의 물질대사를
통해 생성된 구성요소들은 그것들을 생성한 과정 속으로 다시 통합되어 순환적으로 새
로운 구성요소를 만든다. 자기생산 시스템이 “자신의 구성 요소로 자신의 구성 요소를”
만드는 시스템이라는 정의가 이러한 세포의 예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김
태환, ｢자율성의 개념과 문학사회학｣, 문학과 사회 14(3), 문학과지성사, 2001년 가을
호, 1078쪽.). 자기생산 과정의 특징으로서의 ‘자기반영성’은 바로 이러한 순환성을 말하
고 있다. 여기서 오토포이에시스라는 용어를 만들어내기 전에 마투라나는 ‘순환적 조
직’(circular organization)이나 ‘자기지시적 체계’(self-referential system)라는 용어도 고
려했다는 사실은 유념할 만하다(Humberto Maturana, “Introduction”, Humberto
Maturana and Francisco Varela, Autopoiesis and Cognition: The Realization of the
Living, D. Reidel Publishing Company, 1980, p. xviii.).
한편으로 세포의 구성요소 중에서 세포와 환경의 경계를 세우는 세포막이 있다. 환언
하자면 세포와 같은 자기생산체계는 시스템의 내부와 외부의 차이를 두며 스스로의 범
위를 규정한다. 또한 세포분열이라는 세포의 생식 과정은 구성요소들의 오토포이에시스
에 의해 작동되는 것이며 외부의 어떤 자극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움베르또 마뚜라나∙
프란시스코 바렐라, 앞의 책, 79-80쪽.). 따라서 이러한 재생산 작업은 폐쇄적인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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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본고에서는 생물학적 의미보다는사회학자 루만의 이론을 통해 오토포이
에시스 개념을 살피고, 맥걸이 이를 차용하여 만든 오토포에틱스 개념을 통
해 오규원의 창작교육시스템을 설명하는 방법론으로 사용할 것이다. 먼저
루만의 이론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마투라나와 바렐라가 오토포이에시스 개념이 유기체에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한 것과 달리, 생물체뿐만 아니라 회사나 학교, 병원, 정부,
국가 등 사회의 여러 가지 기관이나 제도로서의 시스템에도 적용될 수 있다
는 지적이 곧바로 나왔다.40) 사회학자 루만은 자신의 사회체계이론을 개발
하기 위해서 이 개념의 일반화를 시도했다. 그는 오토포이에시스 개념이 적
용될 수 있는 분야를 세포, 장기 등의 유기물을 포함한 생물학적 층위, 인
지나 무의식을 포함한 심리학적 층위, 그리고 전체사회, 기관이나 조직, 인
간관계를 포함한 사회학적 층위로 3대별한다.41) 인간의 몸은 생물체계이고
인간의 의식은 심리체계라면 경제총체, 문학계, 회사, 동창회, 소모임 등 크
고 작은 사회 조직을 모두 사회체계에 포함된다.42) 루만은 마투라나와 바렐
라와 마찬가지로 시스템이 스스로 생산하는 환경과의 경계, 그리고 이에 따
라 형성되는 작업적 폐쇄성과 자율성의 문제에 초점을 두었다. 그는 시스템
과 환경, 시스템과 시스템이 서로 구별을 짓는 분화(differentiation) 과정에
관심을 가졌다.43) 그런데 인간사회가 자율적인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으로 이
며 자기생산체계는 자율적인 것이다(위의 책, 56-57, 104쪽; 신승철, 앞의 책, 103쪽.).
마투라나와 바렐라에 의하면 세포를 비롯한 모든 유기체는 구성요소만 다를 뿐 오토포
이에시스라는 이 과정을 근본적인 특징으로 한다. 마투라나와 바렐라의 이론에서 오토
포이에시스를 보여주는 자기생산체계는 세포라는 1차 등급의 개체(unity)와 다세포유기
체라는 2차 등급의 개체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자율적인 개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회적인 개체, 예를 들어 동물의 무리나 인간 사회와 문화는 3차 등급의 개체로 불린
다. 그런데 마투라나와 바렐라의 이론에서 이러한 고차의 시스템은 생물체가 아니기 때
문에 엄격히 말하면 오토포이에시스를 보여주지 않는다. 이들은 사회가 자기생산체계들
로 구성된 것이지 그 자체가 자기생산체계로 규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움베르또 마뚜
라나∙프란시스코 바렐라, 앞의 책, 217-228쪽; Bob Mugerauer, “Maturana and
Varela: From Autopoiesis to Systems Applications”, ed. Darell P. Arnold, Traditions
of Systems Theory, Routledge, 2014, p. 163.).
40) 오토포이에시스 개념을 최초로 발표한 “Autopoiesis: the Organization of the Living”의
서문에서도 비어(Stafford Beer)가 이 지적을 했다. Stafford Beer, “Preface”, Humberto
Maturana and Francisco Varela, op. cit., p. 70.
41) Niklas Luhmann, op. cit., p. 2.
42) 박여성, 앞의 글, 24쪽.
43) 위의 글, 25쪽.

- 13 -

루어져 있음을 강조한 마투라나와 바렐라와 달리, 루만은 인간이 사회 시스
템의 메카니즘을 수행하는 개체일 뿐 그 자체가 핵심적인 구성요소는 아니
라고 보았다. 오히려 사회시스템이 오토포이에시스 메카니즘 자체로 구성되
어 있다.44)
미국의 문예창작교육 시스템을 살펴본 맥걸이 ‘오토포이에시스’ 이론에서
가져온 것은 사회 시스템의 ‘자기반영성’과 ‘재생산’ 메카니즘에 대한 해명
이다.45) 맥걸은 ‘오토포이에시스’를 ‘오토포에틱스’로 변용시킨 언어유희를
통해 연구 대상을 문예창작학과 속 문학작품의 생산과정에 한정시킨다.46)
그는 루만이나 마투라나, 바렐라와 달리 시스템의 자율성이나 분화 과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의 목적은 문예창작학과의 시
스템을 규명하는 데 있기 때문에 문학 시스템과 여타의 생물학적∙사회학적
시스템의 비교를 다루지 않는다. 맥걸의 연구에서 ‘오토포에틱스’란 문예창
작학과의 시스템 속의 창작 과정을 말한다. 작가를 창작 주체로 볼 때 ‘오
토포에틱스’는 작가의 자기반영적 창작 과정이다. 반면에, 문예창작교육의
시스템 그 자체를 창작 주체로 본다면 ‘오토포에틱스’는 개별 문학 작품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이 시스템의 재생산 과정을 의미한다.
맥걸이 밝힌 미국 문예창작학과의 시스템은 그곳에 속하는 학생이나 강사
에 의해 창작된 문학작품을 살펴봄으로써 설명될 수 있다. 자신의 구성 요소
로 자신의 구성 요소를 생산하는 세포체처럼 이 시스템은 문예창작 프로그
램의 교육을 통해 문학 작품을 생산한다. 그렇기 때문에 창작학과에서 창작
된 문학에는 교육 프로그램의 요소가 다시 발견된다. 문예창작학과의 교육
44) 니클라스 루만, 앞의 책, 121쪽; 박여성, 앞의 글, 24쪽.
45) 이것은 문예창작학과와 문학작품의 연관성에 대한 맥걸의 분석에서 자명한 것이기도 하
지만 한 인터뷰에서 루만의 시스템 이론이 제시해준 개념으로 ‘자기반영성’과 ‘시스템의
재생산’을 직접적으로 지목한 바가 있다. Jeffrey J. Williams, “An Interview with Mark
McGurl”, Contemporary Literature 57(2),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Summer
2016, p. 177.
46) 맥걸은 용어의 변용에 대해서 리빙스턴(Ira Livington)의 Introduction to Autopoetics도
참고할 만하다고 지적한다(McGurl, op. cit., p. 49 n. 80.). 리빙스턴은 생물학에서 마투
라나가, 체계이론에서 루만이 말한 오토포이에시스의 과정과 “의미와 언어, 문화의 영역
에서의 관련된 과정”의 유사성에 초점을 두며 이어서 ‘포이에시스’를 ‘포에틱스’로 바꾼
이유는 “더 정확하게 시학(poetics)을 가리킴으로써 포함시키고 싶은 영역, 즉 문화와 의
미의 영역을 지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Ira Livingston, Between Science and
Literature: An Introduction to Autopoetics,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6,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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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요소가 학과에 속한 강사나 학생의 문학 작품에서 다시 발견되는
것은 이 시스템의 자기반영성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자기반영성은 창작교육
시스템의 ‘오토포에틱 과정’(autopoetic process)을 설명해줄 수 있는 열쇠다.
미국 문예창작학과의 시스템에 대한 맥걸의 설명은 곧바로 오규원의 창작교
육 시스템에 적용하기는 무리지만, 오규원의 문학과 창작교육 활동 사이에서
이러한 자기반영성의 흔적들을 찾아낼 수 있다면 오규원 고유의 ‘오토포에틱
과정’이 해명된다. 본고는 이렇게 맥걸의 이론을 방법론으로 차용하여 오규
원의 문학과 창작교육 활동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미국 문예창작학과 시스템의 작동기제, 즉 ‘오토포에
틱스’에 대한 맥걸의 이론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맥걸에 의하면 미국
문예창작학과

시스템의

‘오토포에틱스’는

경험(experience),

창의력

(creativity), 기법/기예(technique/craft)라는 세 요소의 삼항관계로 구성된
다.47) 이 세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해 문예창작학과라는 시스템
속에서 작가의 문학이 생산된다.
이 시스템은 ‘그림 1’에서 보이
는 바와 같이 도식화될 수 있다.
경험, 창의력, 기예의 세 요소는
일차적으로 글쓰기 과정에서 작
가가 활용하는 심리적 자원으로

그림 1 위의 도표는 맥걸의 연구에서 제시하

볼 수 있다. 작가는 창작 과정에

였던 ‘오토포에틱 과정’의 삼각형 구도를 토

서 회고나 관찰로 경험에 천착

대로 만든 것이다. 본고는 이 과정에서 개별

하거나, 상상을 실현하는 창의력

작가와 문예창작 프로그램의 역할을 더 명확

을 발휘하거나, 실습으로 얻은

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맥걸의 삼각형 가운데

기예를 통해서 작품을 창조한다.

부분에 작가와 시스템으로 구성된 ‘창작주체’

이것은 창작 주체를 작가로 보

의 영역을 임의로 추가하였다.

는 입장이다.
그런데 창작 주체를 교육 시스템 그 자체로 보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
47) McGurl, op. cit.,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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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걸의 삼각형에서 경험과 창의력, 기예는 또한 각각 ‘아는 것을 써라(write
what you know)’, ‘너만의 목소리를 찾아라(find your voice)’, ‘말하지 말
고 보여줘라(show don’t tell)’라는, 미국의 문예창작 수업에서 흔히 들리는
조언에 해당된다. 이 세 가지의 명제는 상식적이고 진부한 데가 있으나 미
국 문예창작 프로그램의 교육론을 잘 포착한다.48) 그리고 이 명제의 지목은
작품 창작 과정의 기본 요소인 경험, 기예, 창의력을 직접적으로 문예창작학
과의 교육론과 연결시킴으로써 작가 개인의 글쓰기 과정과 문예창작학과의
교육 프로그램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오토포에틱 과정’의 포에틱스는 경험, 기예, 창의력,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세 가지의 지침 속에 깃든 가치들의 길항관계로 이루어진다.49) 이
를테면 ‘경험’은 현실에 대한 관찰력이나 작가의 정직성과 연관성이 있는
반면에, ‘창의력’은 작가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연관이 있다. 작품의 창작 과
정에서 경험을 활용하거나 창조력을 발휘하거나 하는 작가의 선택은 현실에
충실한 목격자의 정직성과 현실을 초월하는 환상의 자유로움 사이의 선택을
의미한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기예’는 문학적 가치가 높은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작가의 전문성과 연결되며 ‘너만의 목소리를 찾으라’고 권유하는
창조력 교육의 지나친 자기표현이나 감정분출과는 대조된다. 이런 방식으로
세 가지 요소 사이의 역학이 생기며 창작적 특성이 발휘된다.
여기서 작품의 창작주체는 개별 작가인지 아니면 문예창작학과의 시스템
인지의 문제가 떠오른다. 맥걸은 문예창작교육 제도가 문학작품을 생산하는
이러한 ‘오토포에틱스’를 개별 주체의 창의성에 대응하는 “시스템적 창조
력”(systematic creativity)으로 지칭한다.50) 위에서 살펴봤듯이 마투라나와
바렐라의 오토포이에시스 이론에서 사회는 개별 주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루만의 시스템 이론에서는 이와 반대로 개인적 주체가 핵심요소가 아니며
시스템은 오토포이시스의 메카니즘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맥걸의 경우 개별
48) 학술적 글쓰기나 논술의 교육 방식에 대한 풍부한 연구와 달리 문예창작의 교육론을 학
술적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맥걸은 이렇게 창작학과를 둘러싼 담
론 또는 수업진행방식이나 과제물을 검토하여 그 속에 숨겨진 교육론을 해명한다. Ibid.
p. 34.
49) Ibid. pp. 18, 23.
50) Ibid. pp. 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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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를 완전히 기각하지 않고 이 두 입장 사이를 왕복한다.51) 그래서 ‘그림
1’에서 맥걸이 밝혀낸 오토포에틱 과정의 중심자리는 개별 작가와 창작교육
의 시스템이 함께 차지하고 있다. 오토포에틱 과정의 삼항관계에 있어서 경
험과 창조력에서 개별 작가의 역할이 큰 반면, 직접적인 교육이 가능한 기
예의 영역에서 시스템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전술했듯이 맥걸은 문예창작교육 제도의 여러 측면이 이 과정을 통해 작
품에서 반영되는 현상을 이 시스템의 ‘오토포에틱스,’ 즉 자기반영성이자 자
기(재)생산으로 설명한다. 여기서의 자기반영성은 글쓰기에 대한 작가의 개
인적 반성부터 문예창작학과의 교육론, 수업진행방식 등이 문학작품에서 직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포괄한다.
엄밀히 말해서 맥걸이 밝혀낸 오토포에틱 과정은 일반론적인 것보다 그가
다루는 미국의 특수한 상황에 적합한 것이다. 한국 문예창작학과의 전반적
인 ‘오토포에틱스’를 규명하려면 문예창작학과와 관계가 있는 문인의 작품을
보다 광범위하게 검토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오규원의 창작
교육 연구와 문예창작학과에서의 활동을 살펴보면 그의 창작교육 시스템과
후기 문학 사이에서 작동하는 개인적인 ‘오토포에틱스’를 찾을 수 있다.52)
본고는 기예, 경험, 창조력을 기본 요소로 하는 맥걸이 밝혀낸 오토포에틱
과정을 그대로 오규원의 문학에 적용하는 것보다 맥걸의 연구에서 유용한
개념을 부분적으로 가져오면서 20년에 걸친 오규원의 창작교육활동과 그의
후기 문학 사이에 작용하는 오토포에틱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오규원의 창작교육과 문학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규명함으로써 오규원의
창작교육 이론과 문예창작학과에서의 경험이 후기 시와 시론에서 반영∙재생
산되는 양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규원 문학의 자기
반영성에는 그의 시에 나타나는 창작교육에 대한 사유 또는 교육 시스템의

51) Ibid. p. 21. 키르바크(Benjamin Kirbach)은 오토포에틱스를 설명하면서 이 점을 조금 더
분명하게 지적한다. Benjamin Kirbach, “Institutional Itinerancy”, ed. Loren Glass, op.
cit., pp. 41-42.
52) 개별 작가나 예술가의 작품세계에서 작동하는 개인적인 ‘오토포에틱스’에 대한 연구의
사례로 키르바크, 밀러(Michael F. Miller)의 연구가 있다. Benjamin Kirbach, op. cit.;
Michael F. Miller, “Stan Brakhage’s Autopsy: The Act of Seeing With One’s Own
Eyes”, Journal of Film and Video 70(2),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Summ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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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적 재생산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것은 후기 문학의 교육적인 성격과
창작 과정에서의 인식 문제에 기반을 둔 ‘날이미지’의 탈주체적 인식을 살
펴보는 데에 도움이 된다.
오규원의 문학이 보여주는 ‘오토포에틱스’는 3∙4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
겠지만 여기서 그 ‘오토포에틱 과정’의 원동력이 되는 핵심적인 문제의식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 문예창작학과의 역사에 대한 마
이어스와 맥걸의 논의를 참고하면, 문예창작학과의 교육론이나 교육 내용의
방향성을 제시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창작이 과연 가르칠 수 있는 것인가,
즉 창작교육의 가능성 여부였다.53) 이는 오규원의 문예창작 교육론의 경우
에도 마찬가지다. 제임슨이 지적하듯 기예, 경험, 창조력이라는 미국 문예창
작학과의 교육론과 오토포에틱스의 세 가지 구성 요소는 각각 나름대로 이
러한 창작교육의 모순, 다시 말하면 “보다 개인적이고 사적인 행위로서의
글쓰기가 어떻게 가르쳐질 수 있을까?”라는 문예창작교육의 가능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이다.54)
오규원은 창작교육의 가능성 문제에 다르게 대응했기 때문에 그의 창작교
육 시스템과 후기 문학에서 보이는 오토포에틱 과정은 미국의 경우와 약간
다른 면모를 보인다. 그는 창작교육 연구에서 창작교육의 불가능한 부분과
가능한 부분을 분명하게 나누어 자신의 창작교육 시스템을 창작교육을 가능
하게 만드는 교육 방식과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축했다. 여기서 원래
문학의 본질인 ‘독창성’은 직접적인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
된다. 그런데 문예창작학과의 특수한 교육환경인 창작실습 과정을 통해 독
창성을 키울 수 있으며 오규원이 말했듯 ‘창작에 관한 것’을 해명하는 ‘창작
이론’은 창작교육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준다. 다시 말하면 경험, 기예, 창조
력에 대한 미국 문예창작 프로그램의 주목이 창작교육의 불가능성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인 것처럼 오규원의 창작교육 시스템에서 ‘창작과정’과 ‘창작
이론’에 대한 교육은 직접적으로 가르칠 수 없는 독창성의 문제에 간접적으
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이 독창성의 문제는 현대시작법에서 실패한 시의
결점으로 자주 지적되는 ‘새로운 인식’이나 ‘깨달음’으로 연결되며 이후로
53) Myers, op. cit., p. 112; McGurl, op. cit., p. 26
54) Jameson, op. cit.,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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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를 새로운 인식 체제나 시적 상상력으로 인도하는 ‘날이미지’ 시의 목
적과도 연관성이 있다.
독창성 교육의 탐구가 이렇게 ‘날이미지’에 대한 천착에 일종의 원동력이
되었다면 교육을 가능하게 만드는 ‘창작과정’과 ‘창작이론’은 날이미지 시와
시론의 구체적인 형태를 제공해주었다. ‘창작과정’에 대한 교육은 문예창작
학과 교과과정의 핵심인 ‘창작실습’에서 이루어진다. 문예창작학과의 창작실
습 강좌는 여타 강의와 달리 강사가 아닌 학습주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독특한 교육환경이다. ‘합평’이라는 창작실습의 수업진행방식에서는 학생의
작품 낭독 뒤에 다른 학생들의 평가와 작품의 장단점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
며 그 후로 수정한 작품을 제출하는 것이 순서이다. 맥걸의 연구는 창작실
습의 이러한 수업진행방식이 문예창작 프로그램에서 창작된 작품에서 자주
반영되거나 알레고리화된다는 점을 지적한다.55) 오규원의 창작교육 시스템
에서 창작실습의 물리적인 공간은 현대시작법의 텍스트적인 공간에서 ‘사
례연구’의 형태로 재생산되며 이후로 ‘날이미지 시론’에도 자신의 작품의 문
제점과 개작 과정을 설명하는 교육적인 공간을 구축하고 있다.
한편 오규원의 창작교육 시스템에서 ‘창작이론’으로 불리는 것은 맥걸이
말한 기예의 영역에 가장 근사하다. 오규원은 자신의 창작교육 연구에서 이
를 ‘기능(技能)’으로 표현했다. 오규원의 창작이론은 시적표현의 특성을 정
리한 ‘시적언술’ 연구에서 찾아진다. 시적 표현을 ‘시적묘사’와 ‘시적진술’로
나누는 ‘시적언술’의 이론은 현대시작법에서 완성된다. 이후로 오규원의
‘날이미지’ 시와 시론은 ‘시적진술’ 및 ‘해석’, ‘설명’ 등 진술의 성격을 가진
‘은유’의 배제를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하는 만큼 창작교육 연구에서 시작된
이러한 ‘시적언술’의 탐구가 없었다면 ‘날이미지’의 성격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가르칠 수 없는 ‘독창성’과 창작교육을 가능하게 만드는 ‘창작과정’과 ‘창
작이론’으로 구성된 이러한 창작교육 시스템은 ‘그림 2’에서와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그림2’에서 괄호를 친 부분은 ‘날이미지’에 대한 이러한 창작
교육 시스템의 영향의 방향성을 표시한다. ‘독창성’, ‘창작과정’, ‘창작이론’
55) 특히 키지(Ken Kesey)와 모리슨(Toni Morrison)에 대한 맥걸의 분석은 참고할 만하다.
Mcgurl, op. cit., pp. 202-210, 35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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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날이미지 시와 시론에서 반영되는 양상을 추적해
보면 오규원의 창작교육 활동과 후기 문학 사이에서 작용하는 ‘오토포에틱
과정’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

그림 2 오규원의 창작교육 시스템과 후기 문학의 ‘오토포에틱스’

그러나 이러한 창작교육 시스템이 성립되기 전에 오규원은 1980년대에
문예창작학과라는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시로 남긴 적도 있다. 문예
창작학과 제도의 시스템적 창조력을 내세우는 맥걸의 다소 긍정적인 입장에
반하여 문예창작학과를 문학장의 제도화와 소비 자본주의 맥락에서 살펴보
며 비판적인 입장을 갖는 연구도 있다. 이러한 연구는 1980년대 오규원의
중기시가 보여주는 문예창작학과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밝히는 데 유용한
지점을 제기해준다. 이러한 자기비판적 입장을 본고의 2장에서 다룬 다음,
4장에서는 문예창작학과에 대한 오규원의 태도의 전환을 추적하도록 한다.
맥걸 자신이 The Program Era에서 자본주의 체제에 얽혀 있는 문예창작
학과의 여러 측면을 지적했고56) 나중의 글에서 비판적인 입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57) 이 작업을 보다 정교하게 수행한 연구자는 스파르(Juliana
Spahr)와 영(Stephanie Young)이다.58) 문예창작학과는 작가의 삶의 양식을
56) McGurl, op. cit., pp. 12-21.
57) Mark McGurl, “Afterword,” Loren Glass ed., op. cit., pp. 252-254. 많은 연구에서
학자금 대출로 인한 빚의 폭등을 중심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다. Harbach, “Preface,”
Harbach ed., op. cit., p. 6; Mark McGurl, “The Institution of Nothing: David
Foster Wallace in the Program.” boundary2 41(3), Duke University Press, 2014, pp.
48-52.
58) Juliana Spahr and Stephanie Young, “The Program Era and the Mainly White
Room,” Loren Glass ed., op. cit., pp. 13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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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의 대상으로 만들어 글쓰기를 향한 학생들의 욕망을 이용하며 문학장을
제도화시킴으로써 문학이 가질 수 있는 양식을 제약했다는 주장이 비판의
핵심이다. 소비문화의 욕망 조장과 예술의 자율성의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
했던 오규원도 1980년대 서울예술전문대학에서 시교육에 전념을 하면서도
문예창작학과에 대하여 이러한 비판과 비슷한 문제의식을 보여준 바 있다.
이것은 홍보실에서 근무하면서도 소비사회와 대중문화를 비판하는 것처럼,
창작교육에 몸을 담으면서도 문예창작학과라는 제도를 비판하는, 오규원 중
기 문학에 나타나는 사회비판의 이중성과 자기비판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그런데 1990년대로 접어들게 되면 문예창작학과에 대한 오규원의 이러한
비판적인 입장은 다소 긍정적인 입장으로 전환되는 듯하다. 문예창작학과에
대한 태도의 전환은 주체 중심의 사고에서 복수의 주체를 연결하는 관계,
즉 시스템을 중심에 놓는 사고로 옮기는 세계관의 변화와 연결된다. 이런
점에서 문예창작학과라는 시스템 내에서의 작업은 오규원의 ‘날이미지’의 탈
주체적인 성격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문제의식과 연구의 시각 아래 본고는 2장에서 문예창작학과와 소비
사회의 관계를 살펴보며 문예창작학과에 대한 오규원의 사유를 그의 중기
문학의 자기비판과 대중문화에 대한 이중적 태도의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
다. 다음으로 문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그의 중기 문학의 핵심적인 관심
사에 대해 학생운동과 제자의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해본다. 3장에서 창작교
육 이론에 대한 모색의 시기를 다루면서 문예창작학과의 오토포에틱 과정이
형성되고 현대시작법에서 체계화되는 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 여기서 창
작교육의 가능성과 독창성의 문제가 핵심적인 이슈가 되며 오규원의 창작교
육 이론의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4장에서 오규원의 ‘날이미지’ 시와
시론이 창작교육 연구와 현대시작법을 통해 성립한 창작교육 시스템에 의
해 형성된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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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학의 사회적 역할과 문예창작학과에 대한 이중적 태도
2.1. 제도로서의 문예창작학과와 예술의 자율성
1970∙80년대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오규원의 중기시와 시론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산업화 과정에서 대중 매체와 소비문화가 자리잡게 되며,
그와 함께 고등교육의 지속적인 개편과 확장이 이루어졌다. 이돈희에 따르
면 세계적으로 볼 때 19세기 이후 공교육제도는 학교와 사회, 국가의 관계
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러한 변화는 이후 국가의 사회조직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59) 또한 20세기 중후반에 이르러 산업화에
따라 “지식을 자원, 자본, 노동과 같이 생산의 핵심적 요소”로 인식하면서,
지식생산을 담당하는 교육은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투자적 기능’을
갖게 된다.60) 시기적으로 볼 때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시작된
한국의 공교육제도의 역사는 1960년까지의 ‘건국기’, 5.16군사정변부터
1994년까지의 ‘산업화 시기’, 1994년 김영삼 정부의 5∙31교육개혁 이후의
‘정보화 시기’의 세 시기로 나누어질 수 있다.61)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
권에 걸친 ‘산업화 시기’에는 교육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늘어났
고 교육정책은 교육의 ‘투자적 기능’, 즉 경제발전과 국가안보∙체제유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용되었다.62)
오규원의 중기 문학은 ‘산업화 시기’의 한국 교육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
고 있다.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1965년까지 국민학교 교사로 재직했던 그는
이 시기 교육제도의 추세를 의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1960∙70년대
박정희 정권의 고등교육 정책과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의 고등교육 정책 사
이에는 한차례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박정희 정권은 초기부터 대학 정원제
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1970년대 동안 대학의 입학정원을 엄격하게 통제했
59) 이돈희 외, 한국의 교육 70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14, 16-17쪽. 여기서
‘공교육제도’는 넓게 “국가가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지원하고 감독하고 통제하는 모든 교
육활동”으로 규정된다.
60) 위의 책, 17쪽.
61) 위의 책, 30쪽.
62) 위의 책, 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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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1979년에 이르러서는 전문대학 제도를 신설함과 동시에, 대학의
입학정원을 늘렸다.63) 반면 바로 다음 해에 전두환 정권은 7∙30교육개혁으
로 입학정원을 다시 대폭 늘려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을 이끌었다. 이 정책
에 따라 1978년을 기준으로 7만6400명에 불과했던 대학입학정원은 1981년
에 30만5200명으로 급증하였고, 이후 1980년대 동안 대학생의 수가 점진적
으로 증가했다.64)
교육제도와 대학가의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서라벌예술대학을 인수
한 중앙대학교와 유치진의 연극아카데미를 개편하여 설립된 서울예술전문대
학은 문예창작학과를 신설한다. 이를 기점으로 1970년대 말부터 한국 문예
창작교육의 서두에 서서 문단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다.65) 얼
63) 위의 책, 258-259, 284-286쪽.
64) 위의 책, 260-264쪽.
65) 한국의 문예창작학과의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연보 및 역사를 확인하
고 정리하기 위해서 다음의 글을 참조하였다. 유민영, ｢서울예술전문대학 20년사｣, 예장
2, 서울예술전문대학, 1982; 홍정선, ｢문예창작과의 증가와 국어국문학의 위기｣, 문학과
사회 13(1), 문학과지성사, 2000.2; 이승하, ｢시창작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문예창작
 1(1), 한국문예창작학회, 2002.6; 김성렬, ｢문예창작교육의 현황과 전망｣, 한국문예창작
1(1), 한국문예창작학회, 2002.6; 이승하 ｢중앙대 문예창작학과의 역사와 현대｣, 이승하 블
로그, 2008.10.18, http://blog.daum.net/poetlsh/6933573).
주지하다시피 한국 최초의 문예창작 과정은 1953년 창설된 서라벌예술대학의 2년제
문예창작학과였다. 이 시절에 미아리 고개 근처에 위치한 서라벌예술대학은 전문 작가와
시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유일한 교육기관으로 “미아리의 문인 제조공장”이라고 불
리기도 했으며 설립자 김동리를 비롯하여 교수로 서정주, 박목월 등 학생으로 조세희, 이
근배, 오정희, 김원일 등 학교에 속하는 유명 문인이 많았다(정규웅, 글동네에서 생긴
일: 60년대 문단 이야기, 문학세계사, 1999, 36-37쪽.). 1972년에 서라벌예술대학은 중
앙대학교와 통합되면서 4년제 문예창작학과로 바뀌었으며 1982년에 대학원 석사과정,
1984년에 대학원 박사 과정이 개설되었다.
한국에서 두 번째로 등장한 문예창작 과정은 1980-90년대 동안 많은 문인과 방송인
을 배출한 서울예술전문대학에서 설립된 문예창작학과이다. 서울예술전문대학은 1958년
현대연극 선구자 유치진이 설립한 한국연극연구소를 시작으로 1969년 연극과에 영화과,
라디오 방송과로의 학제 변경과 몇 차례의 개편을 거쳐 1976년 12월에 문예창작학과 신
설되었으며 1978년 문교부의 교육개정법에 따라 서울예술전문대학으로 개편하였다. 문예
창작학과의 개설 바로 다음해인 1977년에 최인훈과 정현종은 교수로 취임하였다(정현종
과 최인훈의 취임 연도는 근대문학 100년 연구총서에 나오는 연보에서 확인된다. 근대
문학100년 연구총서 편찬위, 약전으로 읽는 문학사 2: 해방 후, 소명출판, 2008.).
이 두 과정 이외에도 창작활동을 격려하는 몇몇의 국어국문학과와 거기에 속하는 문
인 교수가 있었다. 홍정선은 이러한 학과의 목록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비
록 문예창작과라는 명칭은 달지 않았지만 서정주와 조연현이 있던 동국대학, 황순원이
있던 경희대학, 박목월이 있던 한양대학, 조지훈과 정한숙이 있던 고려대학, 박영준과 박
두진이 있던 연세대학 등의 국어국문학과도 오랫동안 나름으로 문예창작과적인 속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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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 보면 문예창작학과는 학습주체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진보적인 교육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산업화 시대에 획일적인 내용을
강제하는 교육제도의 일부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으로부터 완전
히 자유로울 수 없었다. ‘시인공장’이라는 비하적 표현에서도 드러나듯이,
이 시기 서울예술전문대학의 대량 문인 배출은 창작의 획일화와 작가의 독
자성 상실이라는 부정적인 시선에 직면해야만 했다.66) 산업화의 상징인 ‘공
장’에 비유됨으로써, 자유롭고 창조적인 진정한 예술인의 양성을 목표로 하
는 문예창작학과의 설립 취지에 역행하는 측면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포착
된다. 문예창작학과는 소비자의 욕구에 맞춘 상품을 끊임없이 제조하는 공
장과 비슷한 곳으로 인식되며, 등단의 요구에 맞추어 기교만 부릴 줄 아는
글쟁이들의 양성소로 간주된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문예창작학과는 산업화 시기 고등교육제도의 일부로
인식되는 한편, 글쓰기의 체험을 등록금의 대가로 구매할 수 있는 소비의
대상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1980년대 활발해진 소비자본주의 체제에도 얽혀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문예사조나 철학사상에 대한 공부, 글쓰기의
과정을 통해 빚어낼 수 있는 근대적 주체성도 이렇게 소비의 대상이 된다.
맥걸은 이것을 “문학적 가치와의 친근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소비자, 즉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험의 경제”로 설명하고 있다.67)
문예창작학과는 등록금으로 창출되는 이익에 비해 학과운영에 들이는 비용
이 매우 적게 나오는데 스파르와 영은 이러한 높은 수익성을 문예창작학과
의 걷잡을 수 없는 확산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68) 여기서 학습주체의
상상력을 존중하는 진보적인 교육으로 보이던 문예창작학과는 글쓰기에 대
한 욕망의 조자∙통제를 원리로 하는 제도로 치부된다. 이렇게 볼 때 문예창
작학과는 글쓰기 체험을 상품화시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발전시켜왔으며, 그것이 대학의 명성과 전통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었다.”(홍정선, 앞의
글, 269쪽.) 그런데 창작활동을 격려하는 이러한 국어국문학과에도 불구하고 서라벌예술
대학∙중앙대학교와 서울예술전문대학의 창작과정이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문예창작의
독점적인 자리를 차지하였다.
66) 1980년대 서울예술전문대학 문예창작학과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박형준, 앞의 글, 97
쪽, 참조.
67) McGurl, op. cit., p. 15.
68) Spahr and Young, op. cit., pp. 146-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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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과 체제유지에 초점을 둔 산업화 시기의 교육제도와 1980년대
소비자본주의의 맥락 속에서 글쓰기를 향한 욕망의 조장∙통제 등 문예창작
학과 혹은 고등교육 전반의 문제적인 측면을 오규원도 의식하고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예술의 자율성과 대중의 욕망, 독재정권을 둘러싼 고민 등 기
존 연구에서 밝혀진 오규원 중기 문학의 문제의식도 역시 여러 면에서 이러
한 소비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의 문예창작학과와 고등교육의 제도적 맥락과
겹치고 있다. 1982년부터 서울예술전문대학에 강사로 나가는 오규원은 예술
교육의 가치를 믿고 시창작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에 뛰어들었지만, 한편으
로 문예창작학과라는 제도가 지니는 위의 문제들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
었다. 다음의 작품은 1970년대 말 오규원이 문예창작학과에 들어가기 전에
창작되었는데 산업화 시대의 고등교육과 예술의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그
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發展이라는 말에게는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發展이라는 말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發展으로 보이지 않는
골목과 노점과
노점을 노점답게 하는
노점 뒤의 낡은 벽보판이듯
존 덴버니 봅 딜런이니 낸시 시나트라, 숀 캐시디
앤디 깁이니 하는
外國 歌手의 이름이나
로베르 블랭, 호메이니, 아라파트, 마가파갈이니
하는 外國 政治家의 이름을
자기 집 족보보다 잘 외는 것이
進步이기도 하고 進步가 아니기도 하듯
이 祝詩라는 형태의 몇 줄의 글이 반드시
大學의 진보와 사랑을 예증하는 문헌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것을 보는 사람처럼
누가 한 사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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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라든가 發展이라든가 文化라든가 하는 말을 위해
大學의 그 본관 건물 뒷구석에 있는
한 洛書의 상상력을 읽을 줄 안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 낡은 洛書의 한 획에서
黑人 女歌手 도너 서머의 쉰 목소리에서 性的 매력을 건져내는 그것보다도 더한
이란의 바니 사드르 外相의 경력에서 보수주의의 흔적을 건져내는 그것보다도 더한
發展의 이끼와 비린내와 향기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을
그 사실을 건져내는 것이 젊음이고
文化이고 大學이고 다시 한 번 젊음인 것을
33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는 교실의 창문들이 그것을 보고
흰 이빨을 드러내고 웃을 것이고
33년 동안 침묵한 벽들이 저희들끼리 마주 보며 웃을 것이고
결국 洛書가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며
發展이라는 말이 환원 논법이 아니라
웃음이라든가 향기라든가 부드러움인 것을 알 터인데
그래서 大學이란 얼마나 근사한 이름이며
그래서 外國 歌手의 이름이나 政治家의 이름보다 더 감미로운 게 있다는 사실을 위해
大學은 여기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 있음을 알 터인데
｢어떤 개인 날의 葉書 - 한 大學에 보낸 祝詩｣ 전문, 이 땅에 씌어지는 抒情詩69)

위의 시는 바니 사드르와 로베르 블랭의 언급, 이란혁명을 주도한 호메이
니의 등장, 도너 서머의 히트곡 “Hot Stuff”의 발표연도를 감안할 때 1979
년 11월쯤 작성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70) 이로부터 ‘33년 전’의 시점과
오규원의 학력사항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축시’는 오규원의 모교인 동아대
69) 오규원, ｢어떤 개인 날의 葉書 - 한 大學에 보낸 祝詩｣, 이 땅에 씌어지는 抒情詩,
문학과지성사, 1981, 93쪽. 이하 인용된 오규원의 시는 각 시집에서 인용하며 시 제목
옆에 시집 제목을 같이 표기한다. 단 시집에 수록되지 않은 시의 출처를 각주로 표시한
다. 시집 서지정보에 관해 본고의 참고문헌 참조.
70) 바니 사드르는 이란의 외관으로 취임한 날짜는 1979년 11월 12일이다. 로베르 블랭의
자살은 1979년 10월 30일이다. 이 사건에 대한 기사가 중앙일보 세 차례로 발표되었
다. ｢불‘불랭’ 노동상 자살｣, 중앙일보 1979.11.1; ｢불노동상 자살은 주간지의 중상탓｣,
중앙일보, 1979.11.2; ｢불랭 불노동상 자살동기는 490만원짜리 별장터 분쟁｣, 중앙일
보, 197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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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1946년 11월 1일 개교를 기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편은 대
학의 역할과 발전, 진보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관조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
서 시인이 말하는 발전은 산업화 시대의 ‘발전’ 개념과는 대립하는 것으로
나온다. 첫 연에서 시인의 발전은 ‘미래’에 있지 않고 오히려 발전으로 보이
지 않는 ‘골목과 노점’에 있다. 골목과 노점은 도시빈민층을 연상시키며 경
제성장이라는 의미로서의 발전과 대조된다. 또한 시인은 사회운동의 상징인
노점의 벽보판에서 ‘발전’을 위치시킴으로써 도시빈민층이나 노동자를 주변
부로 추방시키는 ‘발전’은 진정한 발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2연에서 ‘진보’를 외국 가수나 정치가로 대표되는 해외 대중문화나 사회
이론의 수입과 동일시하는 발상에 대한 회의감이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회
의는 ‘자기 집 족보’, 즉 한국의 전통을 외국 가수나 정치가보다 더 잘 알아
야 된다는 민족주의적 입장에도 적용된다. 한국의 전통에도 극복되어야 하
는 계급문제가 있었고 ‘족보’라는 말 속에서 이를 상기시키는 신분제도와
관련된 함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적인 것’을 해외문화로 대체하는
‘진보’는 ‘진보이기도 하고 진보가 아니기도’ 하다. 해외 대중문화나 지식으
로 대표되는 서양화 또는 ‘한국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민족주의의 이러한
‘진보’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대해서 시인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마지막 연에서 보이듯 대학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시인의 ‘축시’
는 ‘대학의 진보와 사랑’을 단순히 ‘예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진보와
발전에 대한 추구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 시에서 경제성장과 계급문제, 해외문화 수용과 전통의 계승 등의 과제
에 부응하는 진정한 발전은 세 번째 연에 나오는 ‘낙서의 상상력’을 통해서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낙서의 상상력’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발전의
‘이끼’와 ‘비린내’, ‘웃음, ‘향기’, 즉 발전의 진정한 의미나 본질을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시편에서 ‘낙서’는 모든 제도와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율적
인 예술의 상징이다.
‘예술의 자율성’은 오규원 문학의 현실 대응 방식에 있어 중요한 개념으로
중기 시론인 ｢예술과 사회｣에서 설명된다. 이 글에서 ‘예술의 자율성’은 기
존의 현실이나 사회 제도에 구속되지 않고 이와 다른 가치 체계를 상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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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할 수 있는 예술의 특성을 말한다.71) 예술의 자율성을 구속할 수 있는
사회 제도 가운데 문화산업과 정치이념이 중요하게 나타난다.72) 예술을 상
품화시켜 교환가치로 취급하는 문화산업 혹은 소비자본주의가 예술을 ‘실용
성’으로 전락시킨다면 예술의 효용론을 내세우는 급진적 정치이념은 예술에
게 ‘실천성’을 강요한다.73) 오규원은 이러한 실용성∙실천성으로부터 자율적
인 예술만이 진정한 현실 대응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74)
자율적인 예술이 문화산업과 급진적 정치이념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
것처럼 ｢어떤 개인 날의 엽서｣에 나오는 ‘낙서의 상상력’은 대중문화계의
외국 가수와 정치계의 외국인사의 이름과의 대립구도를 이루고 있다. 이러
한 대립구도에서 진정한 ‘발전’을 추구하는 대학은 경제개발이나 체제유지라
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낙서’로 대표되는 예술의 자율
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자율적 예술’인 낙서는 ‘대학의 그 본관 건물 뒷구석에 있는’, 즉 대학
에 통합되지 곳에 있다는 점이다. ‘낙서’는 원래 사회제도 밖의 글쓰기이기
때문에 대학이라는 제도적 기관과도 대립하게 된다. 산업화의 ‘발전’에 대한
이 시의 비판은 그러므로 고등교육 제도의 존재목적에 대한 의심까지 포함
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대학은 자율적인 예술로서의 글쓰기, 즉 ‘낙서’를
지키는 참된 역할과 이러한 글쓰기를 제도화시키는 악영향의 이중적인 함의
를 가진다.
다른 관점에서 이 시는 사회과학으로 대표되는 학생운동이나 외국의 대중
71) 오규원, ｢예술과 사회｣, 언어와 삶, 문학과지성사, 1983, 84-85쪽.
72) 주지하다시피 ‘예술의 자율성’은 아도르노나 마르쿠제 등의 비판이론에서 가져온 개념이
다. ｢예술과 사회｣의 경우 오규원은 특히 마르쿠제의 미적 차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
실을 밝혀둔다(위의 책, 78쪽.). 미적 차원에서 마르쿠제는 예술을 이데올로기로 다루
고 그 계급적 성격을 강조하는 마르크스주의 미학을 재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H. 마
르쿠제, 문학과사회연구소 역, 미학의 차원, 청하, 1983, 13쪽.). 그는 예술의 현실대응
기능을 현실에 대항하는 가공적 세계의 창조에서 찾고 있으며 이러한 세계의 창조를 가
능하게 만드는 것을 예술의 자율적인 성격으로 규정한다(위의 책, 31-32쪽.). 마르쿠제에
따르면 이것은 “한편에서는 자본주의적인 예술 산업과 대항하는, 또 한편에서는 급진적인
선전 예술과 대항하는 자율적인(autonomous – 원어) 예술”이다(위의 책, 13쪽.). 즉, 이
러한 예술의 자율성은 소비자본주의의 문화산업과 정치적 이념의 선전예술과 대립각에
놓여 있다.
73) 오규원, ｢예술과 사회｣, 언어와 삶, 앞의 책, 78, 80쪽.
74) 위의 책, 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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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에 몰입한 대학가 청년에게 예술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권고하는 것으
로 보이기도 한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민주화 운동의 확장으로 인해 대학
에서는 학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입학=졸업’이라는 대학의 타성에
대한 비판의식이 실제로 사회적으로 돌고 있었다.75) 그러나 이 시는 결국
대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보다 사회현실 대응과 대중문화에 대한 오규원
의 욕망을 학생들에게 투사한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다. ｢예술과 사회｣의
후반부에서 오규원은 ‘예술의 자율성’을 중요시하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반
론을 언급한다. 이 반론은 예술의 자율성에 바탕을 둔 현실 대응 방식을 지
나치게 소극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보다 실천적이고 진보적인 예술을 표방한
다. 이러한 반론에 반박하면서도 그는 사회적 억압에 대한 예술의 무력함을
느낄 때 “예술에서도 급진적이고 실천적인 이념을 욕망하게 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문학적 실천을 향한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76) 흥미롭게도 급진적인
문학적 실천을 향한 이러한 욕망은 아래의 시에서도 나타난다.
누가 내 감수성의 모가지를
왼쪽으로 꺾습니다.
돌아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모두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
누가 내 감수성의 모가지를
왼쪽으로 계속 꺾습니다
오른쪽의 世界에서 자꾸 멀어지는
내 눈과 코와 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일부, 이 땅에 씌어지는 抒情詩

위의 시에서 계속 좌경해 가는 감수성과 우의 세계에서 멀어진다는 화자
의 묘사에서 분명히 정치적인 함의가 읽혀지며 좌파의 급진적인 현실대응을

75) 이돈희 외, 앞의 책, 262쪽.
76) 오규원, ｢예술과 사회｣, 언어와 삶, 앞의 책,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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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한 욕망 혹은 충동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왼쪽으로 기울어져가
거나 시선을 돌리게 되는 것은 안 보이는 ‘누구’에 의해 ‘모가지가 꺾이는’
것으로, 즉 타율적인 것으로 묘사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멀어지는 눈”과
코, 귀의 감각기관과 시의 제목이 부각시키는 인식의 문제가 중요하게 나타
난다. 이렇게 시인은 실천적인 문학의 세계로 끌려가는 타율적인 충동을 제
어하고 자율적인 문학을 통해서 이룩할 수 있는 새로운 현실인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욕망의 문제는 대중문화에 대한 오규원의 접근에서도 보인다. 소
비문화나 물신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중문화나 광고가
새롭게 열어주는 이미지의 세계에서 일종의 가능성을 찾고 있다. 이 양가적
인 태도는 ｢광고와 시｣에서 확인된다. 광고의 실용적인 목적을 비판하면서
도 그는 “카피는 단순한 상품정보가 아니”라 “상품의 이미지를 창조”하기
때문에 “카피라이터는 정말 시인이어야겠”다는 입장을 표현하고 있다.77) 정
끝별은 오규원의 시에 있어서 이러한 광고 이미지의 가능성을 “대중의 감수
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성에서 찾는다.78) 이런 관점에서 소비사회
의 실용성에 대한 오규원의 비판의 이면에는 대중문화의 대중성을 향한 욕
망도 있었다.
오규원은 이렇게 실천성∙대중성을 자신의 시세계로 끌어들이고 싶은 욕망
을 보여주면서도 예술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욕망에 대한 억제가 반
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규원의 이러한 판단은 결국 예술의 사회적 기
능이, 기존 현실에 구속되지 않은 예술의 자율성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적인 기능을 가진 문학을 향한 대학생의
욕망과 이에 대한 오규원의 반응을 다음 절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문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오규원의 생각은 젊은 대학생에 대한 기
대와 무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 점은 ｢어떤 개
인 날의 엽서｣에서 예술의 자율성을 대표하는 ‘낙서의 상상력’을 건져내고
지키는 것이 ‘젊음’과 ‘대학’의 역할로 나타난다는 사실에서 잘 보인다.
｢어떤 개인 날의 엽서｣는 오규원이 서울예술전문대학에 교수로 부임한 이
77) 오규원, ｢개강특집: 광고와 시｣, 예전대학보 91, 예전대학보사, 1988.9.29, 4쪽.
78) 정끝별, 앞의 글, 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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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나온 시로 이러한 고등교육 제도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고민해야 되는
입장은 아니었다. 그런데 1982년 교수로 임용된 이후로 그는 문예창작학과
와 소비자본주의의 관계, 예술의 상품화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1
나무잎 속에 나무가 태양을 하나 훔쳐 숨기고 있다.
나무잎 속에 나무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숨기고 있다.
그곳에서 무엇 하느냐고 하니 아이들 낳으러 왔다고 한다.
우리들은 모두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 아이를 낳으러 나뭇잎 속으로 간다.
그렇다, 당신 엉덩이를 보아라.
그곳에는 풀물이 남아 있다.
2
나무잎 속에 나무가 무슨 책을 한 권 숨기고 있다.
나무잎 속에 나무가 무슨 거울을 하나 숨기고 있다.
세계가 몸을 줄여 그곳을 드나들며 몸을 바로잡고 있다.
그렇다, 누가 가서 물어 보아라.
왜 세계가 그곳을 드나드는지
세계가 거울을 보고 나올 때 보니 나무잎 속에 잎맥이 하나 더 그어진다.
그 밑에서, 살기는 살아야겠고 예수를 판 돈은 다 떨어지고, 유다가 이번에
는 무엇을 팔아먹을까 하고 궁리하며 담배를 피우고 있다.
｢초대시 - 한 그루 나무｣, 전문79)

｢초대시｣는 오규원이 전임교수로 임용된 일을 교지 예장에서 기념하는
작품이다. 그런 만큼 이 시의 독자는 주로 문예창작학과에서 공부하는 문인
79) 새로 발굴된 이 작품은 서울예술전문대학에서 전임교수로 부임한 것을 기념하는 ‘초대
시’로 교지 예장에 나왔다. 오규원, ｢한 그루 나무｣, 예장 3, 서울예술전문대학교 문
예창작학과,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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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망생이었을 것이다. 이 시편은 나뭇잎을 시 혹은 예술 작품의 상징으로
그려낸다. 시의 1, 2부에서 태양, 한 쌍의 남녀, 책, 거울 등 여러 가지의
대상이 나뭇잎 속으로 들어가 있다. 그 중에서 ‘세계’도 나뭇잎 속을 드나든
다. “시인의 작품은 하나의 세계이다”라는 오규원의 말을 감안할 때 세계를
담은 이 나뭇잎을 시와 비슷한 공간으로 알 수 있다.80) 세계가 나뭇잎 속을
드나든 이유는 그 속에 있는 거울을 보기 위해서인데 세계의 거울을 담는
나뭇잎은 이렇게 세계를 재현하는 문학 작품과 비슷하다. 시의 1부에서 나
뭇잎 속에 ‘태양’과 ‘남녀’가 들어온다. ‘남녀’는 아이를 낳으러 들어왔는데
생식과 출산의 이미지는 예술적 창조를 암시한다. 이것은 1부의 ‘우리’들도
아이를 낳으러 들어왔다는 시구에서 ‘우리’는 문학작품을 창작하러 문예창작
학과에 들어온 학생이나 강사로 읽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2부에서 나무가
나뭇잎 속에 ‘무슨 책을 숨기고 있다’는 시구로 나뭇잎과 문학을 보다 직접
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위의 여러 가지 지점을 감안할 때 이 시에서 ‘나
뭇잎’은 예술, 문학, 시의 상징이며 ‘우리’는 시인과 문인지망생인 독자를 포
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시의 마지막 시행에서 시 혹은 문학, 예술 작품의 상징인 나뭇잎 아래
에서 이미 ‘예수를’ 한 번 팔아버린 유다가 앉으며 다음에 무엇을 팔 수 있
을까 생각한다. 오규원은 ｢유다의 부동산｣(왕자가 아닌 한 아이에게)과
같은 다른 시편에서 이미 유다를 급격한 산업화 과정과 소비자본주의 체제
의 물신주의와 연결시킨 적이 있다. 불길한 예감을 주는 이 ‘유다’의 이미지
는 세계가 담긴 나뭇잎에 대한 위협적인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이미 ‘예수
를’ 팔아버린 유다는 다음으로 머리 위에 있는 나뭇잎으로 상징되는 ‘예술
을’ 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예수를/예술을’ 파는 이 유다처럼 문예창작학
과와 그 속에 있는 강사와 문인지망생은 예술을 파는 직업 준비를 하는 면
에서 예술의 상품화를 가져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본주의 체제에
따른 예술의 상품화로부터 이들은 자유로울 수 없다. 시의 1부에 나오는
‘우리’는 ‘창조’라는 예술 창작의 높은 가치에 대한 문예창작학과의 추구를
부각시킨다면 2부의 ‘유다’는 ‘직업교육’이라는 전문대학의 속성을 드러낸다.
80) 오규원, ｢시작 노트｣, 날이미지와 시, 앞의 책,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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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시에서도 문학청년이 갖는 글쓰기를 향한 욕망을 부추겨 문학예술
의 이해를 소비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과 예술가를 직업인으로 삼는 직업교
육이라는 전문대학의 특성에 대한 오규원의 고민을 나타낸다. 여기서 오규
원은 소비자본주의 체제 속에서의 문예창작학과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MENU--샤를 보들레르

800원

칼 샌드버그

800원

프란츠 카프카

800원

이브 본느프와

1,000원

에리카 종

1,000원

가스통 바슐라르

1,200원

이하브 핫산

1,200원

제레미 리피킨

1,200원

위르겐 하버마스

1,200원

시를 공부하겠다는
미친 제자와 앉아
커피를 마신다
제일 값싼
프란츠 카프카
｢프란츠 카프카｣ 전문, 가끔은 주목 받는 生이고 싶다

1980년대 후반에 발표된 이 시편도 앞의 ｢어떤 개인 날의 엽서｣처럼 예
술 혹은 문학과 사회과학, 대중문화의 대립각을 보여주고 있다. 1연에서 나
열한 문학가가 3연에서 나오는 사회과학 이론가보다 싼 가격에 팔리는 사실
은 사회가 이 두 분야에 부여하는 가치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
연에 진열된 ‘이브 본느프와’, ‘에리카 종’은 1연의 문학가와 달리 당대 살
아 있는 작가로 문단 또는 대중의 시선을 끌었다.81) 에리카 종은 인기 작가
였으며, 또한 소설을 통하여 여성해방을 표방한 운동가로 알려져 있다.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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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느프와는 삶의 본질이나 실존, 내면에 대한 탐구를 하면서 이를 현실과
시대의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적용한 시인이다.83) 두 작가는 사회적 의
의를 지닌 작품을 쓰며 당시 문단 또는 대중의 추세에 잘 맞았기 때문에 1
연의 고전적인 문학가보다 비싼 가격이 매겨진다. 그런데 3연의 본격적 사
회과학 이론가의 가격, 즉 가치에 못 미친다. 문학 대 사회과학, 대중문화의
대립구도에서 문학은 가치가 떨어진 것으로 인식된다. 마지막 연에서 시인
인 화자, 그와 마주앉은 제자가 이 가치폄하를 당하는 당사자로 등장한다.
그러나 이 시에서는 문학이 제도 바깥의 자율적인 ‘낙서’로 여겨지지 않
다. 오히려 문학은 “상품화되고 상품으로서 거래되는 교환가치”로 전락한
측면에서 대중매체나 사회과학 텍스트와 다를 바가 없는데, 다만 더 값싼
것이다.84) 오규원은 한 시론에서 “시집의 상품화 성공”을 1970년대의 중요
한 문화 현상으로 지적한다.85) 그에 따르면 1970년대 이전에도 잘 팔리는
시집은 있었다고 한다. 이는 고전으로 정착한 김소월이나 서정주, 박목월 등
이 아니면 이른바 ‘인기 시인’들이다. 전자는 1연의 보들레르, 샌드버그, 카
프카에 해당되는 것으로, 후자는 2연의 에리카 종과 비슷한 경우로 생각할
81) 본느프와(Yves Bonnefoy)는 보들레르, 말라르메, 랭보 등 프랑스 현대시 계열을 이은
시인으로 해외문학 전문지나 세계문학 앤솔로지에 자주 소개되었다(김정란 ｢이브 본느프
와 또는 알리바이의 거부｣, 외국문학 15, 열음사, 1988.8, 263쪽; 하재봉 외, 시운동
1984, 청하, 1984, 32쪽.). 종(Erica Jong)은 1978년 한국 베스트셀러에 올린 날으는
것이 두렵다를 비롯해 1980년대 동안 다수의 인기 소설을 쓴 작가이다.
82) 오규원은 종에 대해서 “날아디는 것이 무서워라는 자전소설 비슷한 것을 쓴 여성해방
운동가”로 설명한 바가 있다. 오규원, ｢등마루 마을에서｣, 아름다운 것은 地上에 잠시만
머문다, 문학사상사, 1987, 129쪽.
83) 김정란은 본느프와의 시에 대해서 시쓰기의 “새로운 영역”을 탐험하면서 “우리의 찢겨
있음과 결핍을 핏물어리는 실감으로 증언하는, 그러나 저 먼 근원에 대한 예감으로 떨고
있는 시들”이라고 설명한다(김정란, 앞의 글, 242-243.). 시운동 동인 무크지에서 그의
작업은 “동시대성을 부인하지 않는 (중략) ‘내면’에 이르려는 시도”와 이를 위한 “형식체
계의 발전”으로 설명된다(하재봉 외, 앞의 글, 31쪽.). 시운동 동인은 예술의 ‘무용성’이
나 ‘자율성’에 기반을 둔 시적 상상력을 사회 참여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으로 주장하는
점에서 오규원과 유사한 문학관을 갖고 있었다(김예리, 80년대 시운동 동인의 상상력
과 감각의 언어｣, 한국현대문학연구 41, 한국현대문학회, 2013.12, 50쪽.). 이와 같은
문학관을 가진 문인 사이에서 본느프와가 애독되는 시인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시운동에는 서울예술전문대학 강사 남진우, 그리고 오규원의 제자 황인숙, 박상우, 이
진명, 장석남 등이 동인으로 참여했다.
84) 이 시에 나타난 문학의 상품화와 교환가치 원리의 양상을 분석한 연구로 이연승의 논의
참조. 이연승, 앞의 책, 208쪽.
85) 오규원, ｢문화 현상 속의 시｣, 언어와 삶, 앞의 책, 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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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전자는 “잘 알려져 있고 자리매김이 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후자
는 “유행이란 의미에서” 주로 “이미 낡은 작품들”이다.86)
1970년대 이루어진 ‘시집의 상품화’를 말할 때 오규원은 이미 상품화되어
있던 이러한 시와 달리 문단에서 인정을 받는, 새롭고 세련된 시의 상품화
를 말하고 있다.87) 이것은 문단의 주목을 받은 본느프와 같은 시인의 상품
화와 유사한 경우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세련된 시도 금방 “유행의 패
턴을 낳고” 낡아질 수 있다.88) 1970년대 시의 상품화 현상을 다루는 시론
에서 오규원은 당시 만연하던 유행으로 시의 ‘암호화’와 ‘구호화’를 지목한
다.89) 두 경향에 따라 시인의 ‘삶의 구체성’이 상실되는데 이를 회복하고자
나온 것은 시의 ‘산문화’ 현상이었다고 설명한다.90) 하지만 1970년대 말 산
문시마저도 시를 ‘효과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되어 모방을
초래하고 유행하게 된다. 이에 오규원은 “시라는 존재는 대량 생산 시대의
상품처럼 효과적으로 보인다고 또 만들어진다고 훌륭한 가치를 지니는 그런
물건과 다르다”고 경고한다.91)
그런데 산문시의 유행화∙상품화를 다루는 이 대목에서 다른 비유 체계도
차용된다. 유행하는 산문시는 ‘대량생산된 상품’뿐만 아니라 ‘모범 답안지’와
도 비교된다. 여기서 독자가 시집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성적을 매기
86) 위의 책, 149쪽.
87)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는 민음사, 창작과비평사, 문학과지성사 등의 기획 출판으로 나온
시집 시리즈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점에는 이러한 시의 상품화를 나쁜 것만은 아
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이러한 상품화를 계간지와 문예지, 시 전문지의 증가와 다
양화로 거둔 성과로 설명한다. 위의 책, 149-151쪽.
88) 위의 책, 154쪽.
89) 두 경향은 “60년대의 이른바 순수 참여의 다른 모습이다.” ‘암호화’의 시는 ‘아둠’, ‘밤’,
‘아프다’, ‘떤다’와 같은 단어로 어두운 시대를 사는 시인의 폐쇄적이고 갇힌 삶의 양태를
그려낸다. 그렇지만 그러한 어둠 뒤의 문제, 즉 사회구조나 모순이 작가의 삶에 구체적적
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그려내지 않는 한 이것은 ‘동어반복’, ‘유행가’에 불과하다. 한편
‘구호화’의 시는 수많은 작가가 사회문제를 다루면서 동일한 이념적 접근법을 차용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시는 사회모순을 다루고 있으나 작가의 유일한 관점이 빠짐으로
써 획일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두 경향의 공유된 문제점은 구체성의 상실로 용약
할 수 있다. 위의 책, 151-153쪽.
90) 오규원의 입장에 따르면 ‘산문화’는 시적 긴장, 리듬, 언어의 탄력 등의 상실을 감행하면
서 삶의 구체적인 면을 보다 직접적으로 말하려는 시도라고 한다. ‘산문시’에 이러한 시
적 요소가 빠져서는 안 되지만 시의 형식을 바꾸어 볼 때 이러한 위험성을 감당해야 한
다. 위의 책, 153-154쪽.
91) 위의 책,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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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생님이며, 시인이 산문시를 모방해서 시험에 통과하려는 학생이다. 일
차적으로 볼 때 이것은 독자 혹은 비평가의 취향에 맞추려고 산문시의 유행
을 따라가는 시인에 대한 비유이다. 그런데 대학교와 관련된 내용이 반복적
으로 언급되면서 실제로 대학교에서 시를 쓰는 학생에 대한 비판으로 읽히
기도 한다. 시의 산문화 경향에 대한 탐구는 “대학교 학생들의 논문에 이르
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탐구의 소산으로 나오는 산문시의 대부분은
“선생한테 칭찬받을 만한 모범 답안지는 될지 모르지만” 창조성이나 개성을
지닌 ‘문학’에 이르지 못한다. 이 논리에 따르면 시의 한 가지 경향을 유행
으로 만드는 소비자본주의의 상품화 메카니즘과 마찬가지로 대학교의 교육
환경은 시의 획일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또한 “대학교 선생이
되겠다(나까지도!)는 시인이 많아지”는 배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92) 여기서
‘나까지도’라는 자조적 표현은 특기할 만하다. 이 시론은 1980년에 작성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93) 오규원은 서울예술전문대학에 강사로 채용된 것은
1982년이었지만, 이미 이 시점에 대학제도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과 교수직
에 몸담고자 하는 자신에 대한 자기비판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문학가∙사상가의 이름에 가격이 매겨진 ｢프란츠 카프카｣의 양상은 이렇게
1970년대 말부터 창작 활동과 신진 육성을 제도 속으로 편입시킨 서울예술
전문대학의 문예창작과정과 일맥상통한다. 문인이 진열된 1~3연의 메뉴와
이를 들여다보는 마지막 연의 시창작 선생님, 시인지망생은 예술, 문학의 상
품화와 문예창작학과의 근접성을 되새긴다. 그런데 여기서 그 관계는 작품
의 획일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유사성에 그치지 않는다.
｢어떤 개인 날의 엽서｣의 ‘낙서’에서 보이던 글쓰기를 향한 청년의 욕망은
이 시에서 “시를 공부하겠다는 / 미친 제자”의 모습에서 보인다. 그런데 여기
서 시창작 선생으로 재직하는 화자의 직장인 문예창작학과는 그 욕망을 제도
안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자’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 이것은 글쓰기
의 체험을 공급하는 문예창작과정의 ‘경험의 경제’이다. 이렇게 볼 때 시인,
소설가, 이론가의 이름을 메뉴에 올린 것, 즉 상품화시킨 것은 바로 문예창작
과정이다. 메뉴에 나오는 이름은 ‘작가’, ‘문인’이라는 삶의 양식을 상징하는
92) 위의 책, 같은 곳.
93) 위의 책, 1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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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로 이러한 삶을 소비할 수 있는 대상, 즉 상품으로 만들며, 그리하여 글쓰
기와 문인의 삶을 향한 시인지망생의 욕망을 조장하고 유인한다.94) 문예창작
과정을 소비사회의 상품화 메카니즘의 일부로 인식하는 이러한 비판은 물론
강사인 화자의 냉소적인 자기비판이기도 한다. 따라서 ‘시를 공부하겠다는’ 제
자를 보고 ‘미쳤다’고 하는 화자의 말은 단순히 소비사회가 초래한 예술∙문학
의 가치 하락에 대한 탄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락에서 자신의 역할
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반성이나 자기비판은 다음의 시에서도 보인다.
오늘 나는 유령이다
나는 내 육체를
정신에 묶지 않는다
걱정 마라 나여
때로 방종은 유쾌하고
방임은 풍자가 된다
육체여 오늘의 나는
재미가 좋구나
정신의 풍자가 되는
육체여 오늘의 나는
예술과 사회를 강의하고
강의료를 받고
봉투를 바지주머니에
넣어쥐고
남대문 시장을 오가며
수입상가에서 빨간색
외제 팬티도 산다(강조는 인용자)
｢남대문 시장에서｣ 일부, 가끔은 주목 받는 生이고 싶다
94) 이연승이 지적하듯 오규원은 ｢가끔 주목받는 生이고 싶다｣, ｢그것은 나의 삶｣(가끔은
주목받는 生이고 싶다)과 같은 시에서 어떤 생활양식을 특정한 기호로서의 상품명과 연
결시켜 욕구를 추동하는 광고의 메카니즘을 비판한 바가 있다(이연승, 앞의 책, 212-214
쪽.). 이연승의 이러한 분석은 상품을 ‘기호’로 설명하고 소비의 과정을 이러한 ‘기호’의
교환으로 규정하는 보드리야르의 주장을 기반으로 한다(쟝 보드리야르, 이규현 역, 기호
의 정치경제학 비판, 문학과지성사, 1992, 163쪽.).

- 37 -

위의 시는 문예창작학과와 소비사회의 얽혀 있음을 포착하며, 이러한 구
도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자의식을 갖는 오규원의 자기비판을 잘 보여준
다. 시적 화자는 육체를 집에 두고 ‘유령’, ‘정신’의 형태로 남대문 시장을
다녀온다. 수입상가가 늘어난 남대문시장은 소비행위를 추동하는 공간이다.
｢자바자바 셔츠｣(가끔은 주목 받는 生이고 싶다)에서도 남대문시장은 ‘아
놀드 파마’와 같은 명품이 팔리는 소비사회의 한복판을 상징하는 장소로 나
온다.95) 위의 시에서 화자는 ‘빨간색 외제 팬티’를 구입함으로써 이러한 소
비문화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데 화자가 ‘팬티’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은 바로 소비주의와 같은 사회
문제를 다루는 강연으로 얻은 ‘강의료’이다. ‘예술과 사회’라는 강의 내용으
로 미루어 볼 때 소비사회, 자본주의, 개발독재에 따른 억압 등의 사회문제
에 대한 예술 혹은 문학의 대응방식을 다루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따라
서 ｢프란츠 카프카｣와 마찬가지로 문학, 철학사상이 지니는 정신적 가치는
자본주의의 교환가치로 전락하는 양상이 보인다. 게다가 여기서도 시인은
문학을 소비사회의 체제에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문예창작과정이 갖는 역할
에 대한 자의식을 보여준다. 문학, 사회이론으로 현실과 대결하고자 하는 시
인∙강사는 오히려 이러한 사상의 판매로 소비자본주의 체제에 다시 통합된
다. 시인의 이러한 자기비판은 벗어날 길을 막는 체제의 구조를 밝혀준다.
그런데 오규원은 문예창작과정에 대해서 이러한 비관주의적인 시각만을
갖는 것은 아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시편에서 고등교육과 문예창작학과
제도에 대한 오규원의 예리한 비판을 추적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문예창
작학과는 단순히 획일화된 작품을 내보내는 ‘시인공장’이 아니며 거기서 제
공되는 글쓰기의 경험 혹은 ‘작가의 생활양식’은 돈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예창작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내용과 실습도 중요하다.
이는 ｢남대문시장에서｣의 화자가 말하는 강의 내용, 즉 ‘예술과 사회’를 다
시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예술과 사회’는 앞에서 논한 ｢예술과 사회｣라는
시론의 제목과 일치한다. 이 시론은 시론집 언어와 삶뿐만 아니라 서울예
95) 이상진, 앞의 글, 86-87쪽.

- 38 -

술전문대학의 교내 신문 예전대학보와 교지 예장에도 발표된 바가 있
다.96) 또한 이 시론의 토대가 되는 마르쿠제의 미적 차원의 일부는 오규
원이 묶은 교과서인 예술의 이해에 실렸다.97)
｢남대문시장에서｣는 억압에 대한 문학적 대응방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서도 소비자본부의의 억압적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아이러니를 통해 시인
의 자기비판을 보여준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으로 학생을 독자로 하는 교내
신문, 교지, 교과서 등의 매체에서 문학과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다루는 글
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표한 사실은 이러한 교육의 가치에 대한 오규원의
믿음을 알려준다. 문예창작과정은 문학의 자율성을 협박하고 상품화, 획일화
를 초래하는 위험성이 있는 단점이 있는 반면, 문학적 작품성과 문학의 사
회적 역할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이에 맞설 수 있는 가능성도 지닌다. 다음
절에서 이 문제를 천착하며 문학의 현실대응 방식에 대한 오규원의 생각이
문예창작과정이라는 환경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
문학을 상품화시켜 ‘실용성’으로 전락시키는 소비자본주의 체제보다 자칫하
면 문학의 효용론으로 떨어질 수 있는 ‘실천성’과 이를 내세운 급진적 정치
이념 혹은 운동권이 중요한 문제로 나타난다.

2.2. 문학의 현실 대응 방식과 ‘운동으로서의 문학’
1980년대 문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오규원의 고민의 또 다른 맥락은
‘운동으로서의 문학’을 표방한 학생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 산업화 시
기에 고등교육 제도의 확장이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에 대해서는 전술했다.
이 시기에 상당한 역사적∙사회적 의의를 갖는 학생운동의 형성도 이러한 고
등교육의 확장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1980년에 전
두환 정권은 7∙30교육개혁으로 입학정원을 대폭 늘려 대학생의 수를 몇 배
로 확장시켰다. 이러한 7∙30교육개혁에 따라 입학정원 확대와 함께 졸업정
96) 오규원, ｢예술과 사회｣, 예전대학보 50, 예전대학보사, 1983.6.28; 오규원, ｢예술과 사
회｣, 예장 4, 서울예술전문대학, 1984.
97) 오규원∙임우기 편, 예술의 이해, 서울예대출판부, 1989. ｢예술과 사회｣와 미적 차원
의 관계에 대해서 본고의 72번 각주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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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도 실행되었다. 이 정책에 대한 이돈희의 설명에 의하면 1980년 7월
30일을 “기점으로 (1970년대) 동안 억제되어온 대학정원은 급격하게 확대
되기 시작하였다. 대학 졸업정원제는 그동안 억압되어온 대학의 입학 문을
활짝 여는 대신에 졸업정원을 통제함으로써 ‘공부하는 대학’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98)
이러한 졸업정원제의 배후에 정권의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입학의 기
회를 열어주는 한편 졸업 기준을 높임으로써 학생운동에 참여하는 데에 부
담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99) 박정희∙전두환 정권은 모두 경제발전과 체제
유지에 초점을 둔 산업화 교육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입학정원 정책의 차이
로 인해 1980년대 대학가는 대학생 수의 폭증으로 그 모습이 많이 바뀌었
으며, 확대된 대학 정원은 전두환 정권의 의도와 반대로 오히려 1980년대
학생운동권의 토대가 되었다.
한편 1970년대 노동현장으로 나간 많은 학생운동가가 1980년대 초 복귀
하여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를 구축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운동
은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과 함께 1980년대의 전체적 민주화운동 혹은 사회
변혁 운동을 이루게 되었다.100) 문화예술도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변혁 운동
과의 연계를 통해 예술의 현실대응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여주었다.101) 문학
의 영역에서 이것은 ‘운동으로서의 문학’을 비롯하여 문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다양한 탐구로 이어졌다.102) 이러한 사회변혁 운동의 파동 가운데 서
울예술전문대학의 젊은 시인지망생도 사회문제를 다루는 문학에 대한 욕망
을 갖고 작품을 쓰고 있었다. 다음의 두 시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보여준
서울예술전문대학 학생에 의해 쓴 시편이다.

98) 이돈희 외, 앞의 책, 260쪽.
99) 위의 책, 286쪽. 졸업기준을 높이는 것은 선진국 교육 제도의 일반적 경향이지만 이돈
희의 논의에 따르면 이 정책의 목표 중에서 학생운동 통제도 있었다.
100) 김민호, ｢80년대 학생운동의 전개과정｣, 역사비평 3, 1988.6, 93-95쪽.
101)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편, 한국현대 예술사대계 5, 한국예술연구소,
2005, 37쪽.
102) 이 시기에는 문학의 사회적 역할에 주목한 모든 문인이 문학의 ‘운동성’을 내세운 것은
아니었으나 ‘운동으로서의 문학’에 대한 논의는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문학의 현
실대응 방식에 대한 다양한 문제의식을 추동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의 책,
148-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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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미를 던지듯이 들뜬 싸이렌이 울렸다 / 명령의 그늘 밑에 움츠렸던 장
갑차들이 / 텔레비전 뉴스 속보 자막처럼 문득 문득 / 줄지어 거리를 활보
하는 사이 / 서툴게 몸을 숨긴 노점상 안에서 / 노출된 음모처럼 낮게 우리
들은 있었다 / 숨죽인 기침이 새어 나왔고 / 더러 겁먹은 사람들은 조용히
잠든 척했다 / 차단된 길목의 한 저편 / 완장을 걸친 사내가 / 자랑스럽게
끌고 가는 정적 / 아, 정적 뒤로 마른 그림자들이 서성거렸고 몇몇은 / 골목
과 골목 사이를 더듬어 약속보다 / 먼저 당도한 시간을 챙겨 / 거슬러 어디
론가 사라지고 있었다 / 견고하게 일어선 긴장을 풀고 / 각자의 뜻대로 해
산될 것을 알리며 / 아득하게 쌓여오는 싸이렌 소리 속의 한낮 / 빛나는 별
들은 이미 제 몸을 깊숙이 숨겼고 /그 아래 묶였다 풀려가는 너와 내가 살
았다
한성운, ｢민방위훈련｣ 전문103)
한 차례의 / 벽보 세례가 지나가면 / 누군가 당선이 되고 그 양반 얼굴이라
도 닦아 세울 듯 / 어디든 하수구, 건물, 도로의 공사판이 열린다. / 늦은
오월 오후 / 담을 가진 집 모퉁이에선 / 붉은 장미가 열기를 뿜어낼 때, /
어머니 / 당신의 아이들은 / 봉사 나온 대학생들에게 ‘가갸거겨’를 배우고 /
당신은 어느 공사현장에서 / 판잣집일망정 내 집을 얻어야 한다는 꿈을 이
고 / 그들의 번영을 위한 / 싸구려 노예가 되어 있나요 (강조는 인용자)
무기명, ｢철거촌｣ 전문104)

한성운의 ｢민방위훈련｣은 1987년 서울예술전문대학 교내 문학상 ‘예대문
학상’의 시부문 당선작이다. 1980년대 동안 오규원은 이 문학상의 심사를
맡으며 당선작을 선정하고 심사평을 썼다. 반면에 ｢철거촌｣은 현대시작법
의 ‘사례연구’에 나오는 한 습작인데 여기서 오규원의 심각한 비판과 개작
을 받는다. ｢민방위훈련｣에서 시적 화자를 포함한 ‘우리’가 밖에 있을 때 민
방위훈련 사이렌이 울리는 바람에 노점상에 몸을 숨기는 장면이 그려져 있
다. 여기서 훈련의 종료를 기다리는 정적 가운데 시끄러운 사이렌은 유일한
소리이다. 민방위훈련 가운데 완장을 걸친 검찰의 당당함은 ‘우리’의 숨죽인
두려움과 대조된다. 오규원은 이 시에 대한 심사평에서 “한 시대의 규격화
103) 한성운, ｢민방위훈련｣, 예전대학보 84, 예전대학보사, 1987.10.31, 5쪽.
104) 무기명, ｢철거촌｣, 오규원, 현대시작법, 문학과지성사, 1990, 250-2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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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질서를 만들고 있는 민방위훈련”의 장면에 담긴 시대적 정황을 바라보는
간명하고 투명한 시각을 예찬한다.105) 그리고 이 시각을 마련해준 것은 이
러한 현실에 “묶일 수 없는 시인의 정신 세계”이다. 이러한 시각과 자유로
운 정신세계로 작자가 “시대적 삶의 우화적 드러냄”을 이룩했다. 이러한 평
가에서 기존의 현실에 대응하는 대안 현실, 즉 ‘우화’를 그려내는 자율적인
예술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오규원의 사유가 읽힌다.
반면에 ｢철거촌｣은 사회질서에 대한 예리한 비판보다 노동자의 이미지를
통해 계급 문제를 감정적으로 토로하는 방식을 택했다. 앞부분에서 시적 화
자가 선거에서 ‘누군가 당선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벽보를 지나가고
이 선거에 따른 선심 공사의 장면이 그려진다. 여기서 선거의 결과에 따라
공사장이 열리지만, 그 공사의 이익은 당선자나 그 관계자에게 주어지고 시
의 뒷부분에 나오는 노동자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인식이 전달된다.106) 시의 뒷부분에 대학생이 노동자의 아이를 가르치는,
즉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의 연계를 보여주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나온다. 이
시에 대한 오규원의 비판은 ‘선거에 대한 무관심’, ‘사실 인식보다 원망의
토로’, ‘냉정한 판단의 결여’ 등에 초점을 맞춘다.107)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결론은 오규원의 생각에 문학의 사회적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향한 감정 혹은 욕망의 통제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본고의 4
장에서 후술하겠지만 이것은 나중에 학생들에게 생각을 직접적으로 진술하
는 것보다 관찰을 통한 묘사를 권고하는 것과 자신의 시에서도 현실의 재현
보다 묘사를 통한, 새로운 인식 체제의 정립에 관심을 가진 계기와 상관이
있다.
그런데 문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오규원의 접근은 현실인식과 ‘예술의
105) 오규원, ｢심사평｣, 예전대학보 84, 예전대학보사, 1987.10.31, 5쪽.
106) 오규원, 현대시작법, 앞의 책, 256쪽.
107) 위의 책, 256-258쪽. 오규원은 이 습작 시편을 신경림의 ｢산1번지｣와 비교한다. 신경
림의 작품은 시인의 주관적인 개입을 억제하고 대상에 대한 사실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
는 반면에 ｢철거촌｣은 개인적 감정과 판단을 개입시킨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철거촌｣은
일정한 판단을 앞세운 사적 독백의 양상을 보인다. 그 판단의 내용은 선심공사로 특권층
이 이익을 받고, 철거촌민은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작품의 문제는 “판단
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에 있지 않고 “시에서는 그런 판단이 어떤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지의 문제다. 오규원에 의하면 이 시는 문제의 사실에 대한 냉정한 파악과 객관적인
묘사 대신 감정의 직접적 표현을 앞세우기 때문에 실패한 작품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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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었다. 기실 이 문제에 대한 그의 생각은
1960~80년대 문단의 여러 논의의 복합적인 자장에서 형성된 것이다. 앞에
‘예술의 자율성’의 문제를 논하면서 아도르노, 마르쿠제 등의 비판이론에게
오규원이 받은 영향을 언급했다. 그런데 이전에도 그는 1960년대의 순수참여 논쟁의 영향을 받았다. 그는 1968년 상경한 다음에 한림출판사에 취직
하고 1971년 같은 출판사에서 습작기 및 근작 시 작품을 정리∙수정하여 엮
은 첫 시집 분명한 사건이 나왔다.108) 이 시기에 쓴 장시 ｢김씨의 마을｣
과 1971년 이후로 쓴 연작 ｢순례｣는 여타 몇 시편과 함께 1973년에 두 번
째 시집 순례에 수록된다.109) 이 두 시집은 오규원의 초기시로 분류되며
초기의 중심 문제의식, 즉 ‘관념의 추상성’과 ‘언어의 문제’에 대한 탐구와
이에 대응하는 ‘구상화’ 방법론을 보여준다.110) 이러한 구상화 작업은 현실
세계를 모방하거나 재현하는 것보다 주로 주체의 내면 의식을 형상화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는 4.19세대의 내면탐구 작업과 연관된다.111)
그런데 이러한 내면 탐구의 추상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초기시의 한정된
몇 편의 시에 나타나는 폭력적인 장면과 사회현실의 관련성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물론 4.19세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4.19혁명과 뒤에
이은 5.16 군사정변이며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대한 현실의식이 오규원의
초기시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112) 4.19혁명과 5.16군사정변을 전후로
문단에서 벌어진 순수-참여 논쟁도 그에게 영향을 끼쳤다. 참여-순수 논쟁
에서 문학적 현실대응의 바람직한 방식에 대한 매우 다양한 입장이 제기되
었는데 그 중에서 ‘시대의 증인’으로서의 작가,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의 두
문제가 나타났다.113) 당시의 한 대담에서는 오규원이 “지식인의 현실의식”
을 시의 바람직한 한 요소로 보며 “현실에의 비판”과 사회의 “추잡한 면을
108) 오규원, ｢自序｣, 분명한 事件, 한림출판사, 1971, 5쪽.
109) 오규원, ｢後記｣, 巡禮, 민음사, 1973, 145쪽.
110) 시인의 회고에 의하면 이러한 문제의식은 법학과를 다니면서 “새삼 느낀 (중략) 말 또
는 표현의 불명확성이나 애매성”에 대한 고민에서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첫 시집에 수
록된 작품들을 쓸 때 구상성을 얻으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오규원⦁이광호 대담, 앞의
글, 28-29쪽.
111) 이연승, 앞의 책, 41-43쪽.
112) 김혜원, 앞의 글, 29-30, 32-34쪽. 특히 분명한 사건의 시편 ｢대낮｣에 나오는 ‘광화
문 네거리’와 4.19혁명의 연과성에 대한 김혜원의 해석이 참고할 만하다.
113) 김유중, 한국 모더니즘 문학과 그 주변, 푸른사상, 2006, 244, 2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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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하는 것을 ‘참여’의 정의로 제기하고 있다.114) 여기서 그는 또한 참여
시를 구현한 인물로 김수영을 지목하고 있다.
초기시 중에서 사회현실에 대한 이러한 의식을 보이는 시는 몇 편에 불과
하며 대부분의 시편은, 전술했듯이 ‘언어의 문제’와 ‘내면 탐구’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초기시의 이러한 추상적인 내면 탐구에 있어서 오규
원은 4.19 세대가 보여준 “‘나’의 발견과 ‘나’의 몫 찾기”가 “군사 정권의
개발 독재와 유사 자본주의의 야합”이라는 사회적 배경에서 이루어졌다고
한 적 있다.115) 이러한 개발독재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그의 비판은 초기
시 몇 편에 보인다.116) 그러므로 초기시의 내면 탐구 자체가 비판적 주체
정립 과정으로서 4.19세대가 보여준 현실대응의 중요한 일부이기도 하
다.117) 이렇게 그는 김춘수나 김수영 사이에서 하나의 방향을 선택한 것보
다 두 시인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그 이분법을 극복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
다.118) 따라서 1960년대 모더니즘의 추상화 경향이 오규원의 초기시의 주
조를 이루었다면 4.19세대로서, 혹은 김수영의 영향 아래서 사회적인 폭력
의 장면이 나타나는 예외적인 몇 편의 시도 있다. 이러한 예외적인 시로 ｢
구체적인 얘기를｣을 들 수 있다.
일요일. 구체적인 얘기를 하자. 구체적이라는 말이 그리운 한국, 구체적이라
곤 아무것도 없는 4월의 끈적끈적한 세 번째 일요일 오후.
죄(罪)지을 일이 없을까. 낡은 담벽에는 일요일 저녁의 빈약한 육체가 옷
을 벗고 전신을 비틀고, 그 비틀리는 육체 위로 사생결단 기어오르는 담쟁이
덩굴. 몸을 날려 담쟁이덩굴의 끝까지 가 본다. 담쟁이덩굴의 끝은 막막한
바람, 막막한 바람 속에는 10여 년 전에 쓰러지며 내 오장육부 위에 내려
꽂히던 친구의 비명소리, 내 오장육부가 꽉꽉 다져지던 소리, 내가 내 무덤
의 관 뚜껑을 열어보며 발하던 음흉한 신음소리, 그 신음소리를 밟고 가서는
114) 이유경 외 대담, ｢현실과 시의 가능성 – 韓國詩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말하는 四∙
一九 世代의 詩人들｣, 현대시학 2(7), 현대시학사, 1970.7, 42쪽
115) 오규원∙이광호 대담, 앞의 글, 28-29쪽.
116) 초기시의 자본주의 비판에 대해서 ｢루빈스타인의 초상화｣과 ｢김씨의 마을｣에 대한 조
혜진의 분석 참조. 조혜진, 앞의 글, 62-64쪽.
117) 최현식, ｢데포르마시옹의 시학과 현실대응 방식｣, 민족문화사연구소 현대문학분과 편,
1960년대 문학 연구, 깊은샘, 1998, 173쪽. 이연승, 앞의 책, 168쪽.
118) 박지은, 앞의 글,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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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일요일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강조는 인용자)
｢구체적인 얘기를｣ 일부, 巡禮

위의 시는 두 번째 시집 순례에 나오는 것으로 ‘일요일’이라는 추상명
사에 ‘육체’를 부여하여 초기시의 특징으로 꼽히는 의물화 기법119)을 활용
하고 있고 화자의 아픈 추억을 들여다보는 내면 탐구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시는 ‘4월의 세 번째 일요일’이라는 구체적인 시간
적 배경 설정으로 시작하고 있으며 화자의 추억은 시집이 나온 1973년보다
‘1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이므로 4.19혁명의 시기를 연상시키고 있다. 옷을
벗고 노출된 일요일의 ‘빈약한 육체’는 비틀며 ‘막막한 바람’ 속에서 ‘사생결
단 기어오르는 담쟁이덩굴’이 되어 1960년대에의 정립과정을 통해 일어서는
주체의 신체적인 위태로움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폭력의 장
면, 즉 친구의 비명소리, ‘오장육부’가 다져지는 소리, 오늘까지 돌아오지 못
한 사람들, ‘나’의 무덤 등은 화자의 내면 탐구로 이루어진 회고로 이렇게
노출된 주체의 육체에 대한 시대의 폭력을 증언하고 있다.
초기 몇 편의 시에 보이는 이러한 현실의식은 1970년대 중반으로 올라오
면서 오규원 시의 주조를 이루게 된다. 중기시에 등장하는 폭력의 양상은
시사적∙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구체화되며 시인의 관심이 추상적인 ‘언어
의 문제’에서 이러한 폭력이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은폐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옮겨온다. 이것은 독재정권과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문명비판
을 반영하며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말까지 중기시와 시론의 주된 문
제의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인의 말에 따르면 초기와 중기 사이의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1971년부터 1979년까지 태평양화학의 홍보실이라는 “자본주

119) 의물화 기법은 “어떤 개념이나 대상을 사물화하는” 것, 즉 “사물이 아닌 것을 사물인
것처럼 묘사”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박지은, 앞의 글, 29쪽.). 오규원의 시와 관련하
여 이 개념이 최초로 언급된 것은 왕자가 아닌 한 아이에게에 대한 김병익의 해설에서
이다(김병익, 앞의 글, 105쪽.). 추상명사를 의인화하거나 실체를 붙여 사물화시키는 기법
을 오규원 시의 특징으로 지적한 초기의 비평가로 각각 순례와 시선집 사랑의 기교
의 해설을 쓴 김현, 김용직이 있다(김현, ｢아픔 그리고 아픔｣, 오규원 시집 순례 해설,
민음사, 1973, 137쪽; 김용직, ｢에고, 그리고 그 기법의 논리｣, 오규원 시집 사랑의 技巧
 해설, 민음사, 1975,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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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심장”에서 근무했던 경험은 중요한 원인이 된다.120)
태평양화학에서 오규원은 홍보지 향장의 편집을 담당했는데 이 경험과
중기시에서 보이는 사회현실에 대한 관심에 관하여 김병익은 또 하나의 단
서를 전해주고 있다. 그가 2017년 분명한 사건의 복간본 해설에서 밝히
는 일화에 따르면 향장의 편집을 담당하던 시기에 오규원은 다소 선동적
인 내용을 담긴 김병익의 해외 뉴스 기사를 연재했다는 이유로 남산으로 끌
려가 구타를 당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1970년대 초중반으로 추정
된다.121) 이 사건은 하나의 전환점이나 각성의 순간보다 위에서 살펴본 초
기 현실의식의 연장선상에 오규원의 중기 문학을 현실대응으로 이끌어간 여
러 요인 중의 하나로 보는 것이 적합한 판단일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오규
원 중기시에 나타나는 시사적∙역사적 사건의 폭력적인 장면에 대한 주목의
필요를 시사한다. 1978년 중기의 첫 시집에서부터 사회의식은 신문 배달부
처럼 “아침마다 풍성한 사건을 들고 찾아오는 역사”(｢가나다라｣, 王子가
아닌 한 아이에게)와의 만남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역사’ 앞에서 오규원
은 사건을 기록하고 어떤 시적 대응을 모색한다.
거리에서 가을은 느닷없이 1906년 2월 1일, 일본이 韓國統監府를 설치한
120) 오규원⦁이광호 대담, 앞의 글, 28, 29쪽.
121) 김병익, ｢오규원에게 보내는 뒤늦은 감사와 송구｣, 오규원 시집 분명한 사건 해설, 문
학과지성사, 2017, 78쪽. 이 사건은 김병익이 신문기자로 종사한 시기에 일어났기에 향장
의 창간호가 발표된 1972년과 김병익이 신문기자 직을 그만둔 1975년 사이에 일어난 것
으로 추정된다. 필자가 1970년대에 발표된 향장을 모두 검토한 결과 김병익이 필자로
나오는 글 4편이 나온다. 이 가운데 하나는 당시 연재소설에 나타난 한국의 여성상을 다
루고 있으며(김병익, ｢한국 문학작품 속의 여인상｣, 향장, 태평양화학, 1974.11.) 나머
지 3편은 1972년 7월부터 9월까지 연재된 ｢여성을 위한 흘러간 이달의 역사｣이다(김병
익, ｢여성을 위한 흘러간 이달의 역사 1-3｣, 향장, 태평양화학, 1972.7-9.). 이 연재물
은 ‘해외 뉴스’를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프랑스대혁명을 당시의 민주주의 투쟁과 연결시
키거나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정경유착을 보여준 삼성 사카린 밀수 사건과 김두한 국
회 오물투척 사건을 다루는 선동적인 내용이 눈에 띈다. 게다가 같은 해 무기명으로 세
계 뉴스와 역사를 섞어서 다루는 ｢신사고사｣와 ｢뉴스파티｣라는 연재물도 실려 있으며 2
월호에는 프랑스대혁명과 사카린 밀수 사건에 대한 겹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글
도 김병익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태평양화학공업주식회사선전부, 향장, 태평양화학,
1972.2, 25, 32쪽). 아울러 9월의 ｢여성을 위한 흘러간 이달의 역사｣ 이후로 연재가 끊
기며 역사나 해외화제를 다루는 칼럼에는 패션과 연예계 뉴스만 나온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고 1972년 10월 유신 무렵의 팽팽한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김병익의 회
고에 나오는 글은 1972년 9월 이후로 연재가 끊긴 ｢여성을 위한 흘러간 이달의 역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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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아느냐고 묻는다. 술집 뒷골목에서 조금씩 비틀거리는 내 앞을 가로막
고 1960년 4월 25일에 대학 교수단 데모가 있었다고 말한다.(중략)
다시 보라고 하는구나.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듯한 자질구레하기
만 한 우리의 집 뒤와 골목에서, (중략) 가을이 해마다 보여주는, 죽어가야
만 했던 사람들의 찢어진 옷이며 살점이며 피, 핏방울……
｢코스모스를 노래함｣ 일부, 王子가 아닌 한 아이에게
서울 S계기의 미스 천은 17살(꿈이 많지요), 데브콘에이 중독. 평화시장 미
싱공 4년생 미스 홍은 22살(가슴이 부풀었지요), 폐결핵.
｢나의 데카메론｣ 일부, 王子가 아닌 한 아이에게
연탄가스로 죽은 사내의 棺이 두 사람을 끌고 아파트 正門을 나갑니다
｢亡靈童話｣ 일부, 王子가 아닌 한 아이에게
두두콘∙아이차바∙호메이니∙아얀데간
쮸쮸바∙바밥바∙호메이니∙아얀데간
｢7月 素描｣ 일부, 이 땅에 씌어지는 抒情詩

｢코스모스를 노래함｣에서 화자가 길거리, 뒷골목의 일상적인 공간에서 조
우하는 가을 낙엽의 붉은색은 구한말과 4.19혁명, 식민지 시대, 미군정 등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에 희생된 자의 피를 연상케 하며 현재의 일상에서 만나
는 폭력과 역사적인 폭력의 연관성을 시사한다. 화자의 자기 비하로 이루어
진 ｢나의 데카메론｣에서 압축한 산업화 시대의 공장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
의 죽음은 신문에서 읽는 듯이 기록되고 있다. ｢망령동화｣에서 연탄가스 중
독에 의한 죽음을 통해 도시적 삶의 현황이 관찰된다. 마지막으로 ｢7월의
소묘｣에서는 흔히 텔레비전 광고에 나오는 아이스크림의 상품명과 함께
1979년 이란 혁명의 지도자 호메이니와 혁명정권의 언론탄압에 저항하다가
폐간된 아얀데간을 반복구로 늘어놓아 언론을 억누르는 독재정권과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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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이에서 빚어진 괴상한 시대상을 제시해놓고 있다.122) 화장품 광
고나 안내문 옆에 시와 소설이 게재된 교양홍보지에 독재정권의 부패를 비
판한 김병익의 글을 실었다는 이유로 언론탄압의 문제와 직접 부딪친 오규
원에게 자본주의 사회의 소비문화와 표현의 자유, 독재정권의 폭력성은 모
두 서로 얽혀 있는 상태로 자신의 일상에서 만나는 문제들이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건들의 기록과 폭력의 장면은 1980년대 말까지 그의
중기시의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나며, 그런 사건 중에서 학생운동과 관련된
것도 있다.
―근육질의 男 리처드 기어
섬유질의 女 킴 베신저
키스 신
(상상하시오)
(14:20분. 광고회의는 아침 10시부터 계속된다. 출입문 구석에 놓인 중화
요리 그릇더미 틈사귀로 짜장면 방향이 탁자 위에 구겨진 이불처럼 몸을 포
갠 키스 신들 위로 덮친다. 男女 주인공을 暗刻한 문안을 낸 朴氏는 일찌감
치 지친 尹氏의 귓속으로 아리랑의 열반 무늬를 들여보낸다. 李部長은 거
뭐 짜릿한 거 없어를 연발하며 두 다리를 탁자 위로 올린다. 건대 학생 데
모 사건에 연루된 아들 소식이 궁금한 朴氏는 집으로 전화를 또 한다. 띠리
리, 띠리리리, 띠리, 띠리리리…… 男女가 껴안고 뒹구는 사진을 한눈으로
보며 다이얼을 돌리던 그는 문득 아득히 손을 멈춘다. 띠리리, 띠리, 띠리리,
띠리리리…… 部長은 朴氏의 메모를 보고 낄낄 웃는다.
―관능의 모르스 부호 타진 시작!
베드 신
(상상하시오) (강조는 인용자)

122) 1979년 8월7일 이란의 언론탄압법에 의한 아얀데간의 폐간은 당시 중앙일보와 
경향신문, 동아일보에서 보도되었다. ｢이란: 철저한 언론탄압｣, 중앙일보, 1979.8.8;
｢이란 대대적 언론탄압｣, 동아일보 1979.8.8; ｢이란 정부∙재야 극한 대립｣, 경향신문
, 197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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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MERCY｣ 일부, 가끔은 주목받는 生이고 싶다

위의 시편의 제목은 1986년 영화 No Mercy에서 따온 것이며, 시는 이
영화의 광고 문안을 작성하는 회사원들의 장면을 그려낸다. 회사원 ‘박씨’의
아들은 1986년 10월 28일 ‘건대 학생 데모 사건’에 연루된 상태이다. 최대
규모 학생 시위 진압 사건인 건국대 사태에서 2천여 명의 학생이 4일 동안
단전, 단수의 건물에서 점거농성을 벌였으며 전두환 정권에 의해 동원된 경
찰병력이 8천여 명에 이르렀다.123) 헬기도 동원한, 독재정권의 폭력성이 노
골적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사태를 배경으로 놓은 이 시는 ‘박씨’는 산문 시
연 사이로 갑자기 끼워드는 영화의 관능적인 장면과 상사의 재촉 때문에 집
중하지 못하는 ‘박씨’의 모습을 보여준다.
학생운동에 있어서는 오규원은 학생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민하는 소극
적인 태도를 가졌었는데 학생운동에서 보이는 실천의 모습을 자신의 시에
끌어들이기도 하며 이를 독재정권의 폭력성과 연결시켰다. 오규원의 소극적
인 태도와 관련해서 1980년대 초 시위를 벌이던 학생들이 다시 안전하게
수업을 나가고 있는 것을 라디오로 듣고 나서 이것을 자랑스럽다고 하는 발
언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124)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함민복에 의하면
1987년 6∙10 민주화운동 때 오규원도 “몸이나 다치지 말라고” 하면서 수업
을 취소했다고 한다.125) 오규원은 역시 열정적이거나 선전적인 문학을 반대
하였지만 여전히 시위를 진압하는 독재정권의 폭력과 일반인을 달래는 소비
문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문학이 이룰 수 있는 현실인식과 자율적인 세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시위로 나가는 학생들과의 관계를 배경으로 하는 이
러한 현실 대응 방식은 당시의 시대상을 그려낸 연작시 ｢시인 구보씨의 일
일｣에서 잘 드러난다.

123) 이 사건으로 1525명의 학생이 연행되었고 1290명이 구속되었다.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1980년대 편 3, 의물과사상사, 2003, 90-91쪽.
124) 이 일화는 한 수필에서 나온 것이다. 오규원, ｢사랑과 이해｣, 볼펜을 발꾸락에 끼고,
문예출판사, 1981, 20쪽.
125) 함민복, ｢포구로 가며 포구를 추억한다｣, 신경숙 외, 앞의 책, 1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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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 陰毛만큼이나 어둡고 따스한 곳에
송수관을 묻고 우리가 사는 이 대지의
수도꼭지인 나무들
내장의 고름을 가을이라는 핑계로
마음놓고 누렇게
지는 잎의 형상으로 뱉아내는구나
南山이 일시에 뱉아내니
누런 고름의 통일이다 무엇보다
통일로 보는 내 눈이 아름답구나
南北과 東西統一로
대지의 상처는 가을이라는 이름 밑에
단정적이고 통계적으로 숨겨진다
(중략)
따뜻한 우리들의 내상
내 몸 곳곳의 상처에도
유령마냥 찾아와 엉긴다
아름다운 것은 결국 상처가
날 수 있는 나와 너의
살아 있는 육체구나
(중략)
청바지를 입고 나이키인지 아식스인지
신은 학생 두어 쌍과 사십대 남자와
싸가지없게 옷을 입은 기집 한 쌍이
빈 소주병으로 구르다가 부서진다
南山의 역대 유령이 山의 어둠에다
니스를 한 겹 더 칠하는 사이
소주병으로 낙하한 별 서너 개도 함께 부서지고 드디어
인간에게 위험한 숲속의 별이
어둠의 잎과 가지 사이에 태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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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 위험한 별이 여기저기의
땅 위에서 번쩍인다 南山의 밑은
聖하고 더러운 노동의 파란 불빛에 깜빡거리는구나
가을의 폐광 천장에서 서울로
불안한 간격으로 떨어지는 녹물과
屍身의 부품을 거리는 담장 안에 숨기고
아직 돌아가는 길을 정하지 못한 나는 즐겁게
즐겁게 불안한 간격의 가지 위에
딱새의 둥지를 틀고 들어앉아
밥그릇 같은 달을 쪼고 있다
南北과 東西統合의 누른 내상이
엎질러진 달빛의 飛瀑에 가 씻길 동안
결국 불안해할 수 있는
살아 있는 내 육체가 아름답구나 (강조는 인용자)
｢詩人 久甫氏의 一日 2 - 南山에서｣ 일부, 가끔은 주목 받는 生이고 싶다

위의 시에 나오는 남산은 1970년대에 시인이 고문을 당한 안기부와 1980
년대 그의 삶의 현장인 서울예술전문대학 캠퍼스라는 이중적인 의의를 갖는
공간이다. 이 ‘남산’을 중심으로 펼쳐진 연작시로 ｢시인 구보씨의 일일｣은
폭력, 학생운동, 고등교육, 대중문화 등의 교차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작품이
다. 서울예술전문대학에서 학생운동은 1986년부터 소규모 써클을 중심으로
서서히 시작했다. 일찍부터 위의 함민복처럼 개인적으로 시위대열에 합류하
는 학생도 있었지만, 본격적인 학생운동은 1988년에 이르러서야 시작되었
다.126) 그러므로 이 시기에 오규원은 서울예술전문대학의 캠퍼스에서 본격
적인 학생 운동권과 접할 일은 없었다. 그런데 위의 시에서 보이듯 ‘남산’이
라는 캠퍼스의 공간은 독재정권의 고문과 관련된 폭력적인 이미지로 다가오
면서 이러한 폭력과 대결하는 학생과 전체 운동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폭력의 양상은 보다 직접적으로 ‘남산’의 기호와 연결된다. 첫 연에서 남
산의 가을 낙엽은 분단이라는 ‘대지의 상처’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다음에
126) 편집실, ｢서울예대 학생운동을 위하여｣, 예장 12, 서울예술전문대학, 1993, 122-12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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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처는 ‘나’의 내상이 되고 ‘남산의 역대 유령’, ‘남산 밑’ 즉 안기부 지
하실을 연상시킨다. 다시 말하면 ‘남산’은 ‘분단’의 역사적인 차원을 비롯해
‘안기부’의 당시대적인 차원, ‘고문’의 개인적인 차원의 의미가 모두 겹쳐 있
는 상징으로 나타난다. 이 와중에 나오는 남녀 학생과 40대 남자는 서울예
술전문대학의 남산 캠퍼스를 다니는 시인지망생과 오규원 자신으로 읽을 수
있다. 이들 사이로 부서지는 소주병은 돌과 화염병을 무기로 쓰는 학생 시
위와 관련된 이미지다. 이에 더불어 ‘노동의 파란 불빛’과 서울로 떨어지는
‘폐광’의 녹물에 대한 언급은 노동운동과의 연계로 이루어진 더 넓은 운동
권의 맥락을 시의 공간으로 끌어낸다. 이런 면에서 오규원은 문학의 현실
대응을 직접적인 감정 표현으로 특징짓는 열정적인 ‘운동으로서의 문학’에서
찾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를 쓰는 자신과 제자를 독재정권에 대
한 운동권의 투쟁이라는 시대상의 한복판에 위치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투
쟁에서 문학이 담당해야 되는 역할에 대한 오규원의 생각을 다음의 시편을
통해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다.
엄마엄마이리와요것좀보세요
개나리꽃밭에오늘은봄비가병아리로종종거리고
노랗게종종거리는봄비를개나리가데리고
언덕너머대학에서온페퍼포그의
아랫도리사이로떠돌아요
저기유락시설의풀밭에서
소주병파편으로솟는봄비
인근공사장에서는인부의사라진인건비대신
녹슨못으로꽂히고
엄마엄마이리와요것좀보세요
높은나무로앉고
낮은풀로서는봄비는서울남산개나리
울타리로나란히서요
떠도는개나리가봄비를타고오르는동안
남산의언덕위에길건너서울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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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은미래로와무덤으로낮게눕고
엄마엄마이리와요것좀보세요
계절의바지가랑이가그래도
그래도흘러내려요 (강조는 인용자)
｢詩人 久甫氏의 一日 7｣ 전문, 가끔은 주목 받는 生이고 싶다

｢개나리 꽃밭에서 불러본 동요｣라는 부제가 달린 위의 시에서는 최루탄과
소주병의 파편이 대결하는 시위의 장면이 더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시는 ‘엄마 엄마 이리와 요것 보세요’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널리 알려진 동
요의 패러디이다. 이 동요는 풀과 꽃, 병아리, 나비 등의 자연물을 노래하면
서 봄이 오는 풍경을 묘사한다. 오규원의 시에서 ‘노랗게 종종 거리는’ 봄
비, 개나리꽃, 병아리 등 입춘의 이미지와 사회 현실을 보여주는 최루탄의
이미지는 모두 ‘노란색’의 이미지로 엮인다. 또한 이 시편은 앞의 ｢시인 구
보시의 일일 1｣처럼 남산 서울예술전문대학 캠퍼스와 그 주변을 배경으로
한다. 이 시기 서울예술전문대학을 다니던 한 제자는 “매캐한 명동의 최루
가스 냄새가 남산으로 기어올라오던” 이러한 장면을 회고한 바가 있다.127)
동요의 순진한 봄 장면은 남산의 교실에서 시인이 만나던 문학청년의 젊
음을 연상시킨다면 최루탄과 ‘소주병 파편’, 공사장 노동자의 ‘사라진 인건
비’는 민주화 투쟁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담당하는 운동가로서의 대학생을
독자의 눈앞에 다시 세워놓는다. 두 양상이 ‘노란색’으로 엮임으로써 젊은
문학청년과 학생 운동가가 ‘대학생’이라는 이중적인 기호의 양면이 된다. 학
생의 안전을 불안해하면서도 투쟁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시인은 이러한 이중
성을 파악하고자 하면서 이 파악의 과정을 작품으로 포착한다. 두 양상의
이중성은 시의 제목에 나오는 ‘동요’라는 말에서도 보인다. 시인은 동요(童
謠)의 한자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체제의 혼란스러운 상태를 나타내는 동요
(動搖)라는 해석의 가능성도 열어준다. 남산의 언덕 위에서 보이는 ‘서울안
개’도 가볍게 내리는 봄비의 안개인지 아니면 ‘페퍼포그’인지 알 수 없기에
이중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127) 이병률, ｢당신의 안부｣, 신경숙 외, 앞의 책, 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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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청년과 학생 운동가, 동화적 봄날과 격렬한 투쟁이 나타나는 장면의
이중성을 파악하는 과정이 담긴 이 시편은 문학 작품을 또 하나의 “투쟁”이
나 “싸움의 현장”으로 보는 오규원의 시론을 적용한 것으로 생각된다.128)
이 투쟁은 지배 또는 억압의 원리가 감추어진 현실에서 지배∙억압의 사실을
파악하고자 하는 싸움이다.129) 문학의 사회적 역할은 이 파악의 과정을 보
여줌으로써 은폐된 억압∙지배의 원리로부터 해방된 ‘새 현실’의 공간을 세
우는 데에 있다.130)
이러한 오규원의 시론에서 사실 파악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은 사실을 직
접 알려주거나 들려주는 작품과 구별된다. 오규원은 김수영의 ｢적｣과 신동
엽의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를 비교하면서 이 점을 설명한다. 김수영
의 시는 “현실의 정체(敵)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포착한다면 신동엽의
시에서 “현실은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세계이며, 알아야 할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특정한 생각이나 이념의 전달에 머물러 있는 작품이다. ｢적｣
은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와 달리 “아는 이야기를 들려 주는 게 아니
라 경험하는 과정의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131)
어떤 특정한 사상을 들려주고자 하는 작품은 “실천적 이념”에 구속되고
사실 파악의 살아 있는 투쟁을 보여주지 못한다.132) 이로 인해 ‘실천적 이
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율적인 문학만이 문학의 사회적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133) 따라서 위의 시편에서 시위를 벌이는 학생 운동의 정치적
실천과 남산의 교실에서 공부하는 문학청년이 바라는 문학적 실천은 화합될
수 없는 이중의 양상으로 남아야 된다. 그런데 오규원은 두 가지의 투쟁을
시적 공간으로 끌어들이면서 인정한다.
오늘은 잔디밭의 잔디에게
人事를 하자
128) 오규원, ｢방법론과 변증법적 상상력｣, 언어와 삶, 앞의 책, 73, 74쪽.
129) 오규원, ｢문화의 불온성｣, 위의 책, 29-30쪽.
130) 이 싸움은 “기존 가치의 현실을 부정하고 변혁하고 있는 투쟁”이므로 문학 작품은 “기
존 현실을 재평가하고 재구성하는 현장”이다(위의 책, 같은 곳.).
131) 오규원, ｢시와 변증법적 상상력｣, 위의 책, 58-59쪽.
132) 오규원, ｢방법론과 실천적 이념｣, 위의 책, 75-77쪽.
133) 위의 책, 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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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간 함께 밟은
오오랜 人事를 하자
지난날 그랬듯이 오늘도
잔디를 밟고
계속 잔인하기로
잔디에게 問安을 하자
오늘은 잔디밭의 바람에게도
人事를 하자
낮은 어깨를 더 낮게 눕혀서
눕고 일어서는 일이
물로 흐르는 바람에게
우리도 물로 흐르는 잔디로 누워
뿌리로 人事를 하자
(중략)
흐린 다리에 묻어 있는
모래알의 하루에게
모래알보다 작은 우리가
이제 물로 스며서
우리가 어제보다 더 작다고
人事를 하고
우리가 내일은 오늘보다 더 작다고
人事를 하자
｢詩人 久甫氏의 一日 8｣ 일부, 가끔은 주목 받는 生이고 싶다

위의 시는 학생 운동의 투쟁에 대한 직접적인 격려로 읽힌다. 이 시편의
부제는 ｢5월, 어느 대학에 보낸 祝詩｣이다. 따라서 본고의 2장1절에서 분석
한 ｢어떤 개인 날의 엽서｣와 마찬가지로 ‘대학에 보낸 축시’의 형식으로 쓴
것이다. 앞의 시에 나온 33년과 이 시에 나오는 37년이라는 연도를 비교해
볼 때 같은 대학에 보낸 축시일 수도 있다. 이 시는 ｢시인 구보씨의 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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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작의 여타 시편과 다르게 다소 추상적이고 난해한 면이 있으나 이전에 나
온 ‘축시’와 학생운동의 맥락을 유념해서 본다면 내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
다. 우신 이 시의 부제엔 광주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5월’이 나온다. 계속
더 낮게 눕고, 엎드려 인사하는, 계속 작아지는 ‘우리’의 모습과 잔디와 바
람의 이미지는 또한 김수영의 ｢풀｣을 상기시킨다. 그런데 일반 민중의 상징
인 김수영의 ‘풀’과 달리 이 시에서의 잔디는 대학의 잔디밭과 거기서 벌이
는 학생운동의 상징이 된다.
이 시는 또한 ‘인사를 하자’는 청유형의 문장으로 연작시의 여타 작품과
구별된다. 오규원의 시론에서 이념에 구속된 ‘들려주기’의 시는 청유형이나
‘권유형’으로 써져 있다.134) 그러면 이 시에서 그는 ‘운동으로서의 문학’이
보여주는 이념에 대한 열정과 실천성에 가장 근접한 시를 쓰고 있다. 그런
데 이 시는 동시에 연작시의 일부로 이 맥락에서 문학적 현실 대응의 방식
을 탐구하는 시인의 한 모습을 포착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시의 내용뿐만 아니라 1980년대 대학에 보내는 ‘축시’를 쓰는 시인의 모습
도 그려져 있는 것이다. 이 시편도 ｢어느 개인 날의 엽서｣처럼 부산 동아대
학교에 대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연작시의 10~12편은 부산을 배경으로 설
정한다. 아래의 시에서 화자는 다시 서울로 돌아온다.
맞아 죽은 개처럼 아카시아는 사지를 뻗는다
깜깜한 행복처럼 사철나무 밑에서는 구더기가 긴다
썩은 시체처럼 南山으로 오르는 길이 살을 풀어내린다
뼈는 두 다리를 벌리고(혹은 오므리고)
도큐멘터리 필리핀처럼
도큐멘터리 회식 사건처럼 神話처럼
개나리는 노랗게 폭발한다

134) 신동엽의 ｢누가 하늘을 보았는가｣에 대해서 “작품 전체가 강력한 권유형의 구문에 속
박되어 있다. 이 작품이 주는 부자유스러움이란 개괄과 일방적인 권유에 연유한다”는 평
가를 한다(오규원, ｢시와 변증법적 상상력｣, 위의 책, 58쪽). 한용운의 ｢구슬｣에 대해서
그는 “결국 이 시는 우리 모두 어떻게 어떻게 사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보다
가치 있는 삶의 한 행동 강령으로서의 성격을 띤다”고 한다(오규원, ｢방법론과 실천적 이
념｣, 위의 책, 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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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人 久甫氏의 一日 13｣ 일부, 가끔은 주목 받는 生이고 싶다

｢다시 南山에서｣라는 부제가 달린 위의 시에서 시인은 다시 폭력적인 독
재정권과 삶의 현장인 서울예술전문대학의 함의가 중첩되는 남산으로 돌아온
다. 남산의 ‘개나리’는 ｢시인 구보씨의 일일｣의 7편에서 ‘노랗게종종거리는봄
비를’ 데리고 ‘언덕너머대학에서온페퍼포그’와 함께 등장하면서 학생운동과
연결이 지어졌다. 따라서 남산으로 돌아온 이 시에서 노랗게 폭발하는 개나
리는 다시 최루탄이 쏟아지는 투쟁의 장면을 연상시킨다. 또한 “필리핀”에
대한 언급은 1986년 2월말에 필리핀 학생운동에 의해 이루어낸 피플파워혁
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135) ‘회식 사건’은 1986년 3월 한 요정에서 여
야당 국회위원과 5공 고위 장성 사이에 싸움이 터진 ‘국방위 회식 사건’을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두 사건을 언급하면서 한국 독재정권의
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필리핀의 군부독재에 성공적으로 맞선 학생운동의
투쟁을 형상화 한다. 이런 면에서 오규원은 학생운동을 긍정하면서도 문학∙
예술의 차원에서 운동권의 실천과 다른 투쟁을 요구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연작시는 학생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문학을 원하는
문인지망생들에게 오규원이 생각하는 문학의 현실 대응 방식의 모델이 되어
주고 있다. 그가 생각하는 문학의 사회적 기능을 요약해 보면, 현실에 대한
증언과 이러한 현실을 파악하는 과정의 작품화로 설명할 수 있다. 오규원의
시는 학생운동에 대한 열정적인 옹호나 지지의 표현 대신에 주로 독재정권
에 대한 학생운동의 투쟁의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이 인식 과정을 문학
적으로 재구성하여 포착하는 것이다. 더 자세하게 후술하겠지만 여기서 나
타난 ‘보여주기’와 ‘들려주기’의 구분은 나중에 학생들에게 생각을 직접적으
로 표현하는 ‘진술’보다 관찰을 통한 ‘묘사’를 권고하는 것과 자신의 후기시
에서도 현실의 재현보다 ‘묘사’를 통한, 새로운 인식 체제의 정립에 관심을
가진 계기와 상관이 있다.

135) 당시 필리핀의 사태에 대한 보도지침이 엄격하였으며 이에 따른 왜곡보도 때문에 KBS
는 비판을 받았다(이정식, ｢1980년대, 마음 아팠던 그 시절 그 방송｣, 한국방송기자클럽
편, 방송보도 50년, 한국방송기자클럽, 2003, 264-265쪽; 강준만, 앞의 책, 59쪽.). 오
규원의 부인 김옥영은 이 시기에 KBS 다큐멘터리 작가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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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예창작교육 시스템의 창안
3.1. ‘독창성’ 교육의 불가능성에 대응하는 ‘창작이론’과 ‘창작과정’
지금까지 본고는 주로 문예창작 제도에 대한 비판이나 이중적인 태도에
초점을 두어 서술하였다. 그런 이유로 인해 창작교육에 대한 오규원 시인의
적극적인 탐구와 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그의 믿음을 소상하게 밝히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앞선 장에서는 오규원의 중기시에서 고등교육제
도나 소비자본주의 체제의 일부로서의 문예창작학과에 대한 오규원의 이중
적인 태도를 살펴보았고 제자들의 작품은 문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그의
사유에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지적해 보았다.
본 장에서는 1980년대 그의 창작교육 활동 및 연구를 조명하면서, 이 시
기에 창작교육의 가능성과 시적언술의 성격, 창작실습에서의 작품 창작 과
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문학 혹은 창작의 본질에 대한 그의 생각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무엇보다 선행 연구에서 다
루어지지 않거나 새로 찾아낸 자료를 연구의 중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중기시론으로 규정되는 언어와 삶이 나온 1983년과 ‘날이미지’
에 관한 후기시론의 출발점인 1990년대 초 사이의 공백기는 문예창작학과
의 교과과정과 창작교육 이론에 대한 치밀한 모색의 시기였다는 사실을 규
명하고자 한다. 이 시기에 오규원은 자신의 창작교육 시스템을 구축했고 
현대시작법의 상재로 이 시스템의 체계화를 이룩했다. 오규원의 창작교육
시스템의 규명은 현대시작법의 상재 이후에 형성된 날이미지 시와 시론에
대한 오규원의 창작교육 활동의 영향을 살펴보는 데에 필요한 작업이다.
그런데 1980년대 오규원의 창작교육 활동과 연구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이전에 그가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얼마간 교사로 재직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교육학 연수와 교사로서의 경력은 나중에 시창작 교
육을 향한 그의 적극적인 관심의 바탕을 어느 정도 마련해주었을 것이기 때
문이다.136) 1961년에 부산사범학교를 졸업한 이후 1965년까지의 국민학교
136) 사범학교와 국민학교 교사 시절에 대하여 오규원, ｢사범학교와 달맞이 꽃｣, 문학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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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경력을 바탕으로 그는 교육평론이나 현대교육에 문학∙예술 교육
의 가치와 중요성을 논하는 글을 발표했다.137) 또한 아동문학의 문학적∙교
육적 가치를 다루는 평론을 쓴 바 있다.138) 그의 본격적인 동시 창작 활동,
동시 평론139)과 동시집140)도 이러한 국민학교 교사 경력과 맥락을 같이 하
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141) 1995년에 젊은 시절의 동시를 포함해서
동시를 엮어 놓은 나무 속의 자동차에서 그는 이 동시집이 한때 “교직에
몸담기까지 했던, 한 시인”의 작품으로 보았으면 하는 소망을 피력해 놓았
다.142)
한때 그는 교사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다고 느꼈던 적도 있다. 교장, 교감
과 충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학사와도 의견 대립을 보여 학교를 자주 옮겼
다. 심지어 서울예술전문대학에 들어갈 무렵 그는 교사 시절을 기억하면서
다시 교육자로서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한다.143) 이러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서울예술전문대학에서 임용 초기부터 교육자로
서의 차별성을 보여주고 학과의 방향성을 잡아내는 성취를 이룩했다. 이러

131, 문학사상사, 1983.9; 이원, 앞의 글, 46-49쪽; 김동원∙박혜경∙오규원 대담, ｢말, 삶,
글 18: 타락한 말, 혹은 시대를 해쳐나가는 해방의 이미지｣, 문학정신 54, 문학정신사,
1991.3, 14, 34쪽; 박형준, 앞의 글, 85-86쪽.
137) 오규원, ｢兒童文學의 本質的 批評과 問題들｣, 교육평론 78, 교육평론사, 1965.4; 오규
원, ｢兒童文學敎育과 藝能敎育｣, 현대교육 2(4), 현대교육사, 1969.4.
138) 오규원, ｢兒童文學月評1-7｣, 교육평론 147-153, 교육평론사, 1971.1-7; 오규원, ｢兒
童文學月評8｣, 교육평론 155, 교육평론사, 1971.9; 오규원, ｢兒童文學月評(完)｣, 교육
평론 158, 교육평론사, 1971.12.
139) 오규원, ｢童詩 – 兒童文學, 그 本質과 사랑: 74年度 年刊集 童詩를 中心으로｣, 아동
문학평론 1(2), 아동문학평론사, 1976.5; 오규원, ｢童詩의 두 가지 문제점｣, 아동문학평
론 6(3), 아동문학평론사, 1981. 이 두 편의 글은 언어와 삶에 ｢동시와 사랑｣이라는 제
목으로 수록되었다.
140) 오규옥∙옥미조∙하계덕, 『소꿉동무』, 신구문화사, 1963; 오규원, 나무 속의 자동차,
민음사, 1995.
141) 오규원의 동시를 다루는 연구로 다음의 글이 있다. 최명표, ｢오규원의 동시와 시론의 상
관성 연구｣, 한국시학연구｣ 19, 한국시학회, 2007.8; 조희진, 오규원 동시 연구: 나무
속의 자동차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조동범, ｢오규원 동시의 ‘날이
미지’적 특성과 자연 인식 연구 - 오규원 동시집 『나무 속의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국문예창작 11(2), 한국문예창작학회, 2012; 김영식, ｢오규원의 동시에 나타나는 비동일성
의 시적 인식 연구 - 나무 속의 자동차를 중심으로｣, 석당논총 68, 동아대학교부설
석당전통문화연구원, 2017.7.
142) 오규원, ｢책 끝에｣, 나무 속의 자동차, 앞의 책, 150쪽.
143) 박형준, 앞의 글, 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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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과 이후로 그는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보여주는 일화가 한 제자에 의해 전해진다. 1980년대 말 창작
전공을 그만두고 다른 대학교의 사범대학으로 편입할까 고민하는 제자는 오
규원에게 상담을 구했는데 그는 “그래도 가르치는 일은 다른 일보다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말로 격려했다고 한다.144) 서울예술전문대학에
서 오규원이 이루어낸 성과에 대해 제자 이창기는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잘 알려진 대로 오규원 선생님의 시 창작 수업은 특별했다. 당시 서울예전
문예창작학과는 미국 오하이오(‘아이오와’의 오인-인용자) 주립대학의 창작
프로그램을 도입해 그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던 터였다. 하지만 계획과 달리
창작 수업은 대체로 경험에 의한 교육이 우세했다. 말이 되기도 하고 안 되
기도 하는 그 느슨한 교육에 새 바람을 불어넣으신 분이 바로 오규원 선생
님이다.145)

오규원과 정현종, 최인훈, 윤대성, 최창학 등 당시 서울예술전문대학 문예
창작학과에 속하던 여타 교수와의 변별점이 교육학을 공부하고 교사로 재직
하였던 경력, 이에 따라 생긴 교육론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이러한 경력과 적극적인 관심은 결국 오규원이 문예창
작학과 커리큘럼의 재편을 담당하게 된 배경으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
1980년대 창작교육 연구와 모색의 시기에는 오규원의 작업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그는 1985년 문교부 연구조성비를 받아 문예창작학
과의 교육 이론과 운영방식, 커리큘럼 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였
다. 창작교육 탐구 시절의 작업 중에서 이 연구의 결과물을 별쇄논문집으로
엮어서 발표한 ｢전문대학 문예창작과 교육과정의 개발연구｣가 주목된다.146)
144) 금송화, ｢나팔꽃이 있는 풍경｣, 신경숙 외, 앞의 책, 190쪽.
145) 이창기, 앞의 글, 312쪽.
146) 오규원이 이 연구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자에 의해 언급되어 왔으나 이전까지
자료의 명확한 출처가 확인되지 못했기 때문에 본고에서 처음으로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는 소논문과 발췌본도 발견되었는데 이 글을
통해서 오규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을 알 수 있으므로 함께 기록한다. 오규옥
외, ｢專門大學 文藝創作科 敎育課程의 開發硏究｣, 문교부 ’84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연구보고서: 사회과학 22, 한국학술진흥재단, 1986; 오규원, ｢專門大學 文藝創作科의
敎育課程開發硏究｣, 예술교육과 창조: 예술적 정의와 평가 5, 서울예술전문대학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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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 논문집이 나온 이후로 그는 시적 표현의 특징을 체계화하고자 하는
‘시적언술’ 연구를 집행했다.147) 이 연구 중에서 상당부분이 수정되면서 현
대시작법에 수록되었다. 이 연구는 ‘시적언술’에 대한 모색의 과정을 보여
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이 시기에 오규원은 다른 시인의 작품
보다 제자가 쓴 시에 주목하여 그 문제점을 유형화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제자의 시에 대한 비평148)과 서울예술전문대
학 교내 문학상 또는 전국 대학생 문학대회 당선작에 대한 심사평 등 적지
않은 수의 글들이 남아 있다.149) 이 작업은 창작실습 강좌에서 시의 문제점
을 짚고 좋은 점을 부각시켜야 되는 작업의 소산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세 가지 작업은 모두 현대시작법의 작성 배경으로 볼 수 있겠는데, 현대
시작법의 서문에서 말하는 “대학과 교외의 시창작 강좌를 약 10년간 담당
해” 온 경험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150)
이 세 가지의 작업 중에서는 ｢전문대학 문예창작과 교육과정의 개발연구｣
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된다. 그 이유는 이 연구가 오규원의 교육활동에서
작용하는 창작교육의 시스템을 정립시켰고 이러한 면에서 이 시기의 여타
작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나중에 이 시스템은 현
대시작법에서 또 한 번의 체계화 과정을 밟아 오규원 후기문학을 생산하는
오토포에틱 과정으로 연결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시기의 창작교육 모색은 서울예술전문대학 문예창작학과의
교과 과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집필한 ｢전문대학 문예창작과 교육과
예술문화연구소, 1986; 오규원, ｢文藝創作敎育｣, 문예중앙, 중앙일보∙동양방송, 1986년
가을호.
147) 오규원, ｢詩的敍述의 이해 – 시창작 교육의 현장 문제｣, 예술교육과 창조: 예술전문
교육론 6, 서울예술전문대학 한국예술문화연구소, 1987; 오규원, ｢의도적 의미와 실제｣,
예장 8, 서울예술전문대학, 1988; 오규원, ｢詩的描寫와 視點｣, 예술교육과 창조 8,
서울예술전문대학 한국예술문화연구소, 1989; 오규원, ｢시적 대상과 인식과정의 문제｣, 
예장 9, 서울예술전문대학, 1989.
148) 오규원, ｢이미지와 詩的 自我｣, 길밖의 세상, 나남, 1987; 오규원, ｢경험적 서술과
구체성을 띤 내밀한 울림｣, 예장 7, 서울예술전문대학, 1987.
149) 교내 문학대회 당선작은 1982년부터 1995년까지 10월 예전대학보에, 1985년부터
2002년까지 예장에 나온다. 오규원은 또한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문학의 작
품모집에 심사를 맡았다. 오규원, ｢제16육회 전국 대학생 문예작품모집 심사평 – 기성의
작가로부터 탈출해야｣, 시문학 18(1), 시문학사, 1988.
150) 오규원, 현대시작법, 앞의 책, xi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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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개발 연구｣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위에서 인용한 이
창기의 말처럼 문예창작학과의 ‘느슨한 교육에 새 바람을 불어넣으신 분이’
오규원이었다면, 이러한 성과의 일부분은 창작교육의 이론과 문예창작학과
의 실제적인 운영기획을 검토한 이 연구에 의해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창기는 위의 말에 이어서 “문예창작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문예 창
작이 교육에 의해 가능하다는 전제에 합의해야 하고,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곧 창작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 ｢전
문대학 문예창작과 교육과정의 개발 연구｣는 바로 이 두 문제, 즉 문예창작
교육의 가능성 여부와 교육이 가능한 요소를 구분해낸 다음에 이 요소를 중
심에 두어서 강화하는 교과과정의 모색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151) 다시 말
해서 오규원의 교육활동의 밑그림에 해당되는 문예창작교육의 시스템이 바
로 이 연구에 의해서 정립되었다고 하겠다.
여기서 ‘문예창작교육의 가능성’은 이 시스템의 핵심에 해당되는 전제임은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창작교육과 특별히 창의력 교육의 가능
성 여부의 문제는 미국 문예창작학과의 시스템에서도 학습내용과 수업진행
방식을 결정하고 문학작품을 생산하는 그 시스템의 오토포에틱 과정을 형성
하는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감안할 때 창작
교육의 가능성 문제가 오규원의 창작교육 시스템의 핵심에 있다는 점은 더
욱 분명해진다.
마이어스에 따르면 19세기말 미국 문예창작교육과 관련된 제도가 형성되
기 시작한 초기부터 1936년 아이오와 대학교의 문예창작 석사과정이 설치
되는 단계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문예창작이나 문학적 글쓰기는 과연
가르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제기가 반복적으로 대두된 바 있다.152) 문예
창작을 가르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입장은 문학 혹은 예술을 창조하는 능
력을 타고난 재능이나 상상력, 천부의 자질을 가진 천재 예술가의 소유로
보는 19세기 말경의 낭만주의적 예술관에서 나온 것이다.153) 대부분의 연구
151) 이창기, 앞의 글, 312-313쪽.
152) Myers, op. cit., pp. 39, 72, 112, 158.
153) Ibid, p. 39. “천부의 자질”은 “God-given faculty”라는 코완(Andrew Cowan)의 표현
에 대한 필자의 번역어임을 밝힌다. 코완은 영국의 문예창작학과 성립 및 부흥을 다루고
있다. Andrew Cowan, “The Rise of Creative Writing”, ed. Ann Hewings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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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현재까지도 창작 교육의 불가능성을 견지하는 것을 낭만주의적 예술관
의 유산이나 “재구성되지 못한 낭만주의”의 지속적인 영향력으로 설명하고
있다.154) 그러나 문예창작학과의 실제 수업에서는 대체로 창작지도의 불가
능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 가능한 측면과 불가능한 측면을 구별하여 창
작교육을 집행하고 있다.
미국의 문예창작학과에 대한 연구에서 거의 빠짐없이 인용되는 아이오와
문예창작과의 교육 철학 성명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이다.155) 흥미롭게도 오규원은 창작교육의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 이들 연구
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의식의 대표적인 예시로 아이오와 대학교의 교육 철
학 성명을 인용하고 있다. 오규원의 글에서 나오는 성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文芸創作은 가르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주장을 부분적
으로는 동의하지만, 文芸創作 프로그램을 통해 재능을 개발할 수 있다는 가
정 위에 그것을 설치하고 또 추진하며, 이러한 긍정적인 면에서 가능성과 한
계를 보고 있다. 만약 누군가가 바이얼린 연주를 배울 수 있고, 그림(繪畵)
을 배울 수 있다면, 文芸創作도 배울 수 있다. 설령 배움에 의해 창작을 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드러난 증거를 내보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말이다.156)

여기서 보이는 태도는 창작교육의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술 장르
의 사례를 따라하여 가르칠 수 있는 방식이나 일부 내용을 찾아내서 가르치
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작교육의 가능성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미국 문
예창작학과의 학습내용과 수업진행방식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이
룬다. 맥걸에 의하면 문예창작 교육론에서 창작교육의 불가능성 문제에 대
Futures for English Studies, Palgrave Macmillan, 2016, p. 41.
154) Cowan, op. cit., p. 41; McGurl, op. cit., p. 72.
155) Myers, op. cit., p. 112; McGurl, op. cit., p. 26; Cowan, op. cit., p. 41; Paul
Dawson, Creative Writing and the New Humanities, Routledge, 2005, p. 11. 이 성명
은 예전부터 아이오와 대학교의 문예창작 프로그램의 안내 책자에 나왔으며, 오늘까지도
웹사이트의 안내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Iowa Writer’s Workshop, “About the
Workshop: Philosophy”, University of Iowa, (https://writersworkshop.uiowa.edu/about/
about-workshop/philosophy).
156) 오규옥 외, 앞의 글,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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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하나의 응답은 가르칠 수 없는 재능이나 독창성의 문제와 가르칠 수 있
는 기법의 문제를 구별”해서 독창성 교육의 불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기예에
초점을 두어 창작교육을 살리는 방법이다.157) 한편 마이어스는 워크숍, 즉
창작실습이라는 수업진행방식의 근원을 1920년대 진보주의 교육 운동에 찾
으며 이를 창의력 교육의 선구적인 시도로 설명한다.158) 이 운동의 교육가
들은 창의력을 교육의 중심에 올려놓았던 바, 창의력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
은 불가능하지만 창작 연습과 교사의 격려를 통해 창의력 교육에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창의력에 대한 이러한 사고 아래 학생들에게 수업에서 창
작과 감상, 비평의 기회를 주는 수업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보면 창작
교육은 직접적인 독창성∙창의력 교육의 불가능성에 대한 인정과 창의력을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교육 방식의 차용을 통해 가능해진다. 오규원도
이와 비슷한 결론에 이르며 문제의 핵심을 잘 설명하고 있다.
文学교육, 더 구체적으로는 文芸創作 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칠 수 있고 없
느냐’는 교육특성과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검토 사항이다. 가르침과
배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문학예술 그 자체와 문예창작 그 자체, 그
리고 創作品을 文学이게 하는 예술의 핵심 가치인 独自性이다. 특히, 학습
자의 입장에서 보면 独創性이 되는 그것 ― 独自性은 가르침이나 배움의 대
상이 될 수 없으므로 文芸創作 교육의 不可能說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独創性을 가르칠 수는 없어도 함양시킬 수는 있고, 그리고 文学의 創作에
관한 것을 가르칠 수 있다는 데 文芸創作 교육의 교육적 요청이 있다.159)

위의 인용문에서 오규원은 넓게 창작교육의 가능성을 긍정하는 한편 그
불가능한 측면을 독창성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독창성 교
육은 불가능하다면 문예창작교육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본고의
서론에서 밝혔듯이 오규원은 독창성을 ‘가르칠 수 없는 것’으로 지적하였고
‘가르칠 수 있는 것’, 즉 문예창작교육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창작이론’과
‘창작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여기서 위의 인용문에서 나오는 두 가지의 주장
157) McGurl, op. cit., pp. 93, 22-3, 26.
158) Myers, op. cit., pp. 116-118.
159) 오규옥 외, 앞의 글, 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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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부연 설명이 요구된다. 하나는 ‘창작 그 자체’, 즉 ‘문학의 생산 그
자체’를 가르칠 수 없어도 ‘창작에 관한 것’을 가르칠 수 있다는 주장이며
다른 하나는 독창성을 가르칠 수 없어도 함양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당겨서 말하자면 ‘창작에 관한 것’은 시론 혹은 창작이론과 기예, 오규
원의 말로 ‘기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창작에 관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규원은 ‘시적언술’에 관한 자신의 ‘창작이론’을 개발했다. 한편 독
창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오규원은 ‘창작과정’을 중요시했다. 여기
서 말하는 ‘창작과정’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문예창작학
과의 교과과정이며 둘째는 구체적인 작품의 창작 과정이다. 오규원은 학생
의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 창작실습을 문예창작학과 교과과정의 중심자리
에 놓는 것을 제안했다. 이때 ‘창작과정’은 창작교육을 가능하게 만드는 문
예창작과정을 가리킨다. 그런데 창작실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창작
실습을 통해서 제자들의 습작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고치는
개작의 방향을 지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창작과정’은 글자 그대로 시
쓰기의 과정을 말한다. 작품의 문제점을 스스로 알아내고 이 문제를 고치는
방식, 즉 시쓰기의 과정에 대한 고육은 ‘합평’, ‘강평’이라는 수업진행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창작과정’이 갖는 이러한 두 가지의 의미에 공유된 것은
‘창작실습’과 ‘합평’, ‘강평’이라는 수업진행방식의 중요성이다. ‘창작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창작이론’과 독창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창작과정’은 이렇
게 문예창작교육을 가능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창작에 관한 것’을 가르칠 수 있다는 표현은 다소 미숙한 감이 없지는
않지만, 이 표현은 문예창작이 아닌 문학 교육을 다루는 프라이(Northrop
Frye)의 말을 빌려서 문예창작에 적용한 것이다. 프라이는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것은 “어디까지 ‘문학에 관한 것’이지 문학 그 자체”가 아니라며
문학 교육은 불가능하지만 ‘문학에 관한 것’, 즉 이론, 문학사, 비평 등이 학
습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160) 오규원은 창작이야말로 ‘문학에 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문학 그 자체’임을 지적하며 프라이와 비슷한 논리로
160) 위의 글, 8-9쪽; Northrop Frye, “The Developing Imagination”, eds. Jean O’Grady
and Goldwin French, Collected Works of Northrop Frye Vol. 7: Northrop Frye’s
Writings on Education,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0, p.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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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을 가르칠 수는 없지만 ‘창작에 관한 것’은 가르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그는 건축이나 회화, 조각 예술의 본질이 가르침의 대상이 될 수 없
어도 그 작업에 필요한 ‘공예’가 가르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로피우스
(Walter Gropius)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다.161) 오규원은 프라이의 ‘비평’ 교
육과 그로피우스의 ‘공예’ 교육에 대한 생각을 수용하여 문예창작교육에서
학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학예술의 창작에 관한 것’이 “창작에 관한
이론일 수도 있고, 창작에 관한 기능일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162)
창작에 관한 이론과 기능 교육에 대한 이러한 요구는 오규원의 추후 창작
교육 연구의 방향을 결정했다. ｢전문대학 문예창작과 교육과정의 개발연구｣
의 결론에서 오규원은 문예창작 교육에 있어 문학 이론의 필요성을 다시 지
적한 다음에 “문학에 관한, 문예창작에 관한 그 이론은 학습자의 요구와 현
장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데 文芸創作 교육의 특이성이 있다”
고 강조한다.163) 오규원이 여기서 말하는 문예창작학과의 현장문제를 적극
적으로 수용한 이론은 그가 나중에 펼친 ‘시적언술’ 이론이다. 앞에서 언급
했듯이 그는 ｢전문대학 문예창작과 교육과정의 개발연구｣를 펴낸 이후로 시
적 표현의 특성을 체계화하고자 하는 ‘시적언술’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시의 특징적인 표현법을 지칭하는 용어를 ‘시적언술’로 정하기
까지의 기간에는 오규원은 여러 가지의 용어를 시도했다. 이 중에서 시적
‘수사법’164) ‘시적언표’165) 등이 있었다. 또한 ‘시적언술’은 ‘시적묘사’와 ‘시
적진술’로 분류되는데, 오규원은 이전에도 다른 맥락에서 시의 ‘묘사’ 개념
을 거론한 바가 있었다.166)
그런데 본격적으로 ‘시적묘사’와 ‘시적진술’의 두 갈래로 시적 표현의 체
161) 오규옥 외, 앞의 글, 10쪽.
162) 위의 글, 같은 곳.
163) 위의 글, 64쪽.
164) 오규원, 언어와 삶, 앞의 책, 231쪽. 이때 그는 시의 작시법과 관련해서 ‘수사법’을
언급하고 이는 ‘묘사’와 ‘진술’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표시하지만 이 개념을 따로 설명하지
않는다.
165) 오규원, ｢이미지와 詩的 自我｣, 길밖의 세상, 앞의 책, 381-382쪽. 이것은 “시가 일
종의 ‘언표’이다(Poetry is a kind of ‘saying’)”라는 브룩스(Cleanth Brooks)와 워런
(Robert Penn Warren)의 말에서 가져온 용어이다. Cleanth Brooks and Robert Penn
Warren, Understanding Poetry,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6, p. 1.
166) 오규원, ｢타프네스 詩人論｣, 現實과 克己, 문학과시성사, 1976, 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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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화를 시도한 글은 ｢시적서술의 이해 – 시창작 교육의 현장 문제｣이
다.167) 이 글의 제목에서 보이듯 이 때 그는 ‘시적서술’이라는 용어를 차용
했지만 이것은 나중에 현대시작법에서 ‘시적언술’로 확정된다. 또한 부제
｢시창작 교육의 현장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시창작 교육 현장의 요구에
맞는 이론은 바로 ‘시적언술’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시적언술’의 개념과 특
히 ‘시적묘사’와 ‘시적진술’의 구분은 현대시작법과 ‘날이미지시론’에도 중
요하다. 이 개념은 이렇게 창작교육의 현장에 부응하는 오규원의 시창작론
과 그의 시론과 시세계의 연관성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서
｢시적서술의 이해｣를 살펴보면서 이 개념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규명해보고자
한다.
｢시적서술의 이해｣는 ‘서술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된다.168) 서술형식
의 원어는 “forms of discourse”인데, 시인은 이것을 브룩스(Cleanth
Brooks)와 워런(Robert Penn Warren)의 현대 수사학(Modern Rhetoric)
에서 가져온 개념으로 밝혀둔다.169) 현대시작법에서 ‘시적서술’이 ‘시적언
술’로 바뀌면서 ‘서술형식’도 ‘언술형식’으로 바뀐다.170) 오규원에 따르면 시
의 서술형식, 즉 ‘시적서술’은 소설의 서술형식이나 브룩스와 워런이 수사학
적으로 설명하는 일반적∙통상적 서술형식과 성격이 구별된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하자면 시의 언어는 소설이나 일반적 언어와 다른 특징이나 성향을
갖고 있다. 오규원은 시적서술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설명한다.
그 특징적 성향을 나는 시적 묘사poetic description와 시적 진술poetic
statement로 나눈다. 그것은 관찰을 통한 具象化와, 관조를 통한 解明이라는
우리들 사고 습관의 두 유형과 각각 관련성을 지니며, 감수성을 통한 자아와
167) 오규원, ｢詩的敍述의 이해 – 시창작 교육의 현장 문제｣, 앞의 글, 117쪽.
168) 위의 글, 같은 곳.
169) 위의 글, 120쪽. 브룩스와 워런은 수사학적 접근법을 통해 학술적 글쓰기의 ‘서술의 형
식’을 다룬다. 이들은 ‘서술의 형식’을 설명∙논증∙묘사∙서사로 구분한다. 오규원은 이 중
에서 시쓰기를 ‘묘사’로, 소설을 ‘서사’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학술적 글쓰기의
서술형식은 시와 소설, 즉 문학의 서술형식과 구별된다고 지적한다. 브룩스와 원런의 논
의에 대하여 Cleanth Brooks and Robert Penn Warren, Modern Rhetoric,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9, pp. 39-43, 참조.
170) ‘서술형식’과 ‘시적서술’에 대한 이 대목의 많은 내용은 현대시작법의 ‘언술형식’, ‘시
적언술’에 대한 설명과 일치한다. 오규원, 현대시작법 앞의 책, 64-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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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와의 만남을 정서적 등가물을 동원하여 구상화하는 서술 형식인 묘사와,
정서적 등가물의 유무와 관계없이 느낌 그 자체를 고백적∙선언적으로 표명
하는 진술이라는 서술의 특성을 수용한 용어이다.171)
시적 묘사가 可視的∙比喩的∙提示的이라면 시적 진술은 告白的∙暗示的∙宣
言的 성향의 서술이다.172)
실제적으로 이들 시적 묘사와 시적 진술은 한 작품 속에 섞여 있지만, 전자
가 미적 지각의 구상적 성향의 시적 해명이라면 후자는 관념적 성향의 시적
해명의 모습을 나타낸다.173)

위의 대목에서 비교되는 ‘시적묘사’와 ‘시적진술’의 특징은 대개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시적묘사’는 외계의 어떤 대상에 대한 ‘관찰’로 이루
어진 것이라면 ‘시적진술’은 내면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직접적으로 말하
는 방식이다. ‘시적묘사’는 시인의 내면세계를 표현할 수 있지만 이를 “물리
적 공간에서 관찰”하는 어떤 대상, 즉 ‘정서적 등가물’을 통해 이룬다.174)
반면에 ‘시적진술’은 대상을 향한 시적 자아의 감정이나 의지를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관찰한 것(본 것)을 생략하고 감지한 것(느낀 것)을 서술”
할 수 있다.175) 이러한 ‘시적진술’은 대상의 정체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사랑, 욕망 등과 같은 관념적인 대상이며, 궁극적으로 대상을 드러내
지 않아도 무관하다. 이런 면에서 ‘시적진술’은 ‘암시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반면에 ‘시적묘사’는 ‘가시적’∙‘제시적’인 성격의 서술이다. 대신에 ‘시
적진술’로 이루어진 시에서 대상인 관념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발견이나 조
명, 해명이 요구되며 ‘시적묘사’로 이루어진 시는 사물에 대한 구체적인 표
상으로 성공할 수 있다.176) 따라서 오규원은 나중에 시인지망생들에게 ‘진
술’보다 ‘묘사’가 더 효과적인 창작 방법이 된다고 주장했고, 자신의 ‘날이미

171)
172)
173)
174)
175)
176)

오규원, ｢詩的敍述의 이해 – 시창작 교육의 현장 문제｣, 앞의 글, 같은 곳.
위의 글, 135쪽.
위의 글, 136쪽.
위의 글, 131쪽.
위의 글, 같은 곳.
위의 글, 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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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시에서도 ‘진술’을 배제하려고 했다. 이 점들에 대해서 4장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시적서술의 이해｣에 관한 한 마지막으로 지적해야 될 것은 이 글에서 오
규원은 제자의 습작 몇몇 편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글은
‘창작이론’인 ‘시적언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창작과정’에 대한 오규원의 탐
색의 첫 단계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나오는 시편은 창작실습에서 쓴 학
생들의 습작이며, 이 글은 이러한 습작의 문제점들을 유형화 시키고자 하는
오규원의 노력의 일환이다. 이외에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오규원이 제자
의 작품에 기울인 관심을 보여주는 글이 많다. 이 시기 그가 맡았던 교내
문학대회나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학대회에 대한 심사평을 살펴보면
이 관심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교지 예장에 발표된 ｢경험적 서술과 구
체적 경험의 내밀한 울림｣도 “2학년 기말작품을 읽고” 그 가운데 비교적 우
수한 수준의 작품을 선택해서 장단점을 정리한 글이다.177) 또한 ｢이미지와
시적 자아｣에서 그는 1980년대 중반 등단한 제자 강안희, 이창기, 김우연,
박상우, 황인숙의 시편을 다룬다.
시인지망생의 독창성을 ‘함양’시키는 일은 결국 창작실습 강좌에서 이루어
졌으며 위의 글들에서 독창성을 키우기 위한 그의 심사숙고가 보인다. 오규
원은 ｢전문대학 문예창작과 교육과정의 개발연구｣에서 창작학과는 창작실습
토론 강의의 “열린 공간”을 교과과정의 중핵에 설치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
번 지적하고 있다.178) 또한 그는 교과과정의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을 이루
기 위해서 문학론이나 창작 이론 강좌와 창작실습의 연관성에 주목할 것을
권장했고 서울예술전문대학의 새로운 교과과정을 제기했다.179) 오규원은 그
만큼 실습수업을 생산적인 공간으로 만들려고 노력했고 창작실습을 문예창
작과정의 핵심 요소로 생각했다.
창작실습에 있어서 독자성의 함양을 염두에 둔 그는 위의 심사평에서 기
성시인이나 선배시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구절들을 자주 지적했다.180)
177) 오규원, ｢경험적 서술과 구체성을 띤 내밀한 울림｣, 앞의 글, 176쪽.
178) 오규옥 외, 앞의 글, 36, 48, 62-63, 65쪽.
179) 위의 글, 45-48쪽.
180) 예시로 다음의 심사평을 들 수 있다. 오규원, ｢심사후기∙시｣, 예전대학보 68, 예전대
학보사, 1985.10.24, 5쪽; 오규원∙김혜순, ｢시 심사평｣, 서울예대학보 108, 서울예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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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신의 느낌, 깨달음”을 성공적으로 표현한 작품을 예찬한다. ｢이미지
와 시적 자아｣에서 그는 각 시인의 이미지를 통해 보이는 개별적인 인식이
나 내면의식에 주목한다.181) 이것은 현대시작법에서 독창성 혹은 창의력
의 문제가 인식의 깊이나 새로운 깨달음의 문제와 연결이 지어지는 양상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182)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
다.

3.2. 창작교육의 체계화를 이룬 ‘시적언술’과 ‘사례연구’
앞에서 창작교육의 가능성 문제가 오규원의 창작교육 시스템의 바탕이 되
면서 그 시스템의 윤곽을 어떻게 구축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문
예창작교육의 가능성 여부를 근본적인 문제로 놓고 볼 때 가르칠 수 없는
것과 가르칠 수 있는 것을 구별하는 작업이 최우선의 과제임을 알게 된다.
오규원의 연구에서 교육이 불가능한 것은 일단 창의력, 독창성으로 규정된
다. 반면에 가르칠 수 있는 것, 즉 창작교육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창자
이론’과 ‘창작과정’으로 규정된다. ‘창작이론’에 대한 탐구는 ‘창작 그 자체’
를 가르칠 수 없어도 ‘창작에 관한 것’, 즉 기예나 시론, 창작론을 가르칠
수 있다는 반성에서 생긴 것이며 ‘시적진술’과 ‘시적묘사’로 나누어지는 ‘시
적언술’의 창작론으로 이어졌다. ‘창작과정’에 대한 주목은 독창성을 가르칠
수 없어도 함양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나오며 ‘창작실습’의 공간과 깊은 관
련이 있다. 습작의 장단점과 개작 방향을 토론하는 ‘창작실습’의 수업진행방
식, 즉 ‘합평’, ‘강평’은 구체적인 작품의 ‘창작과정’을 보다 직접적으로 가르
치는 한편, ‘창작실습’을 핵심으로 하는 문예창작학과의 교과과정으로서의
‘창작과정’은 창작교육을 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지칭한다. 이러한 ‘창작
실습’은 학생의 창작품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다.
보사, 1990.10.31, 5쪽; 오규원, ｢제16육회 전국 대학생 문예작품모집 심사평 – 기성의
작가로부터 탈출해야｣, 앞의 글, 60쪽.
181) 오규원, ｢이미지와 詩的 自我｣, 길밖의 세상, 앞의 책, 383, 385쪽.
182) 오규원, ｢동랑 청소년 예술제 시 심사평｣, 예전대학보 68, 예전대학보사,
1985.10.24,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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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이론과 기예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은 오규원의 ‘시적언술’ 연구
로 이어져 있는데 ‘시적언술’의 이론은 현대시작법에서 보다 체계화된 상
태에 이른다. 한편 창작과정과 창작실습의 중요성은 그로 하여금 학생들의
작품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여 그 문제점을 유형화시키는 작업으로 나아가게
했다. 현대시작법의 ‘사례연구’는 이 작업의 소산이다. 그런데 창작교육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러한 시스템의 요소인 ‘창작이론’과 ‘창작과정’은 궁극적
으로 시스템의 불가능한 부분, 즉 독창성이나 창의력 교육에 간접적으로 접
근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된다. 제임슨의 지적에 따르면
맥걸이 규명한 오토포에틱 과정의 세 가지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창작실습
현장의 명제, 즉 ‘아는 걸 써라’, ‘들려주지 말고 보여줘라’, ‘너만의 목소리
를 찾아라’는 각각 나름대로 창작교육의 모순, 다시 말하자면 “보다 개인적
이고 사적인 행위로서의 글쓰기가 어떻게 가르쳐질 수 있을까?”라는 문예창
작교육 혹은 독창성 교육의 불가능성을 해결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이
다.183) 마찬가지로 오규원의 ‘창작이론’과 ‘창작과정’은 독창성, 창의력을 간
접적으로 키우는 데에 목적을 둔 시스템을 이룬다. 현대시작법에서 작품
의 독자성 문제는 시가 보여줘야 되는 ‘새로운 인식’이나 ‘깨들음’과 연결되
어 있다. 그러므로 창작 교육 연구와 현대시작법의 상재로 성립된 오규원
의 창작교육 시스템은 아래의 ‘그림 3’과 같은 도표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그림 3 오규원의 창작교육 시스템

문예창작 교육의 가능성 문제를 다루면서 오규원은 우선 독창성 교육의
불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동시에 창작실습, 창작이론, 기예∙기능 교
183) Jameson, op. cit.,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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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통해 그러한 불가능성에 도전한다. 이러한 오규원의 창작교육 시스템
에서 그의 교육활동과 후기 문학을 연결시키며 생산하는 오토포에틱 과정의
윤곽이 발견된다. 본 절에서는 현대시작법에서 그가 창작이론과 기예의
접근법을 ‘시적언술’로, 창작과정과 창작실습의 공간을 ‘사례연구’로 체계화
시킨 과정을 짚어보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창의력, 독창성의 문제를 시작품
의 ‘새로운 깨달음’이나 ‘깊은 인식’의 문제로 나타나는 방식에 대해 기술하
려 한다. 그러한 양상을 살피는 동안 오규원의 창작교육과 그의 후기 문학
이 이러한 오토포에틱 과정에서 상호 연계되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한
대담에서 그는 현대시작법의 특성을 논의하면서 “그것이 현장교육으로부
터 생산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 번 생각해주었으면” 하고 권유하고
있는데 이 요청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창작교육의 시스템이 현대시작
법에서 재생산되는 과정을 밝히는 것이 본 절의 과제일 것이다.184)
보통 현대시작법은 ‘시창작론’, ‘창작 지침서’의 차원에서 다루어진다.
그런 까닭에 오규원의 본격적인 시론이나 시세계의 특징적인 국면과 직접적
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1982년부터 8년간의
문예창작교육 연구와 현장체험에 바탕을 두고 완성된 이 저서는 오규원의
중기시론과 후기시론 사이의 공백기를 메우고 있으며 시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깊은 반성을 보여준다.
‘사례연구’는 실제 창작실습 강좌에서 발표된 학습자 습작의 문제점을 설
명하고 그 개작 과정을 보여주는 현대시작법의 기술 방식이다. 당시의 서
평에서 김혜순과 김준오는 둘 다 ‘사례연구’를 현대시작법의 중요한 특징으
로 지목했다.185) ‘사례연구’는 창작교육에 대한 탐구의 시기 내내 제자의 작
품에 기울인 오규원의 관심과 노력의 소산이다. 이러한 ‘사례연구’는 습작의
문제점을 토론하는 문예창작학과의 수업진행방식, 즉 ‘합평’, ‘강평’의 과정
을 지면으로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현대시작법은 단순히
문예창작학과 교실의 현장에서 얻은 지식을 활용하여 쓴 저서가 아니라 문
184) 오규원⦁이광호 대담, 앞의 글, 33쪽.
185) 김혜순, ｢습작을 위한 시론 체계 - 오규원의 현대시작법｣, 현대시 2(2), 1991.2,
254쪽; 김준오, ｢대상인식과 시쓰기 바로잡기｣, 세계의 문학 15(4), 1990년 겨울호, 238
쪽; 오규원∙이광호 대담, 앞의 글,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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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창작학과의 창작교육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책의 형
식으로 재생산해내기 위한 목적에서 기술된 것이다. 이것은 현대시작법이
원래 문예지에서 연재될 때 ｢시작법 지상특강｣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다는 사
실에서도 드러난다.186) ‘사례연구’는 습작의 장단점을 토론하고 수정할 내용
을 지목하는 창작실습 강좌의 경험을 독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차용한 방
법이다.187)
1980년대 동안 오규원이 속해 있던 문예창작학과라는 시스템이 현대시
작법에서 재생산되는 이러한 자기반영성의 문제는 문예창작학과의 오토포
에틱스라는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사례연구’는 실제 습작의 장단점을
시인지망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시와 시창작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오규원이 스스로 창안한 교육 도구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합
평’, ‘강평’은 이미 문예창작과정의 창작실습 강좌에서 활용하는 수업진행방
식이었다. 다시 말하면 창작실습의 수업진행방식은 이미 문예창작과정의 시
스템의 일부였으며, ‘사례연구’는 이 수업진행방식을 인쇄매체의 형식으로
바꾼 것뿐이다. 이런 면에서 ‘사례연구’는 문예창작과정의 시스템이 오규원
또는 현대시작법을 통하여 자기재생산을 이룬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오규원의 성과는 단순히 시스템의 재생산으로 설명될 수 없다.
오규원의 의지와 적극적인 연구와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지
적해야 될 것은 오규원과 문예창작과정의 시스템 사이의 영향관계는 일방적
인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오규원은 서울예술전문대학 문예창작학과의 창
작교육 시스템을 창안했으나 그 시스템도 창작과 시쓰기에 대한 오규원의
사고에 영향을 주었다는 면에서 시인으로서의 오규원을 창조하는 데 일조를
했다.
186) 현대시작법은 1989년 8월부터 1990년 12월까지 ｢시작법 지상특강｣의 제목으로 현
대시학에서 17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오규원, ｢시작법 지상특강(1-20)｣, 현대시학
245-261, 현대시학사, 1989.8.-1990.12.
187) 이렇게 창작실습 강좌의 절차를 ‘사례연구’로 형식화하여 인쇄매체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든 현대시작법은 맥걸이 말하는 ‘프로그램 학습(programmed
instruction)’과 유사한 면이 있다. 프로그램 학습의 원리는 학습내용이나 정보를 풀어서
독자에게 설명하는 여타의 교과서와 달리 학습 내용의 이해과정을 기본적인 단계로 나누
어 텍스트와 독자가 교류하는 상호작용을 유도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목적은 교과과정
의 경험을 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사례연구’를 일종의 프로그램
학습으로 볼 수 있다. McGurl, op. cit., pp. 286-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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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교육 시스템과 작가가 서로를 만들어나가는 이러한 과정은 ‘자기생
산’, ‘자기조직’이라는 오토포에틱스의 다른 번역어를 떠올리게 한다. 맥걸이
말하는

오토포에틱스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작가의

자기-만들

기’(authorial self-making), 즉 작가적 주체를 조직해 나가는 과정이다.188)
이것은 ‘문학이란 무엇인가’, ‘작가∙시인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지
속적인 반성의 결과이며, 여기서 문예창작과정은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
서 문학에 대한 이러한 자의식을 깊게 심어주는 시스템이다. 맥걸은 이러한
오토포에틱 과정을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의 자기반영성이나 메타성의 설명으
로 제시한다.189) 서울예술전문대학의 창작교육 시스템을 창안하고 현대시
작법을 작성하면서 오규원도 ‘시’와 ‘시인’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했다. ‘시’와 ‘시인’에 대한 이러한 자의식은 아래와 같은 시편에서도 보인
다.
노점의 빈 의자를 그냥
시라고 하면 안 되나
노점을 지키는 저 여자를
버스를 타려고 뛰는 저 남자의
엉덩이를
시라고 하면 안 되나
나는 내가 무거워
시가 무거워 배운
작시법을 버리고
버스정거장에서 견딘다
(중략)
나는 어리석은 독자를
배반하는 방법을
오늘도 궁리하고 있다
내가 버스를 기다리며

188) McGurl, op. cit., p. 49.
189) Ibid.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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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 않는 버스를
시라고 하면 안 되나
시를 모르는 사람들을
시라고 하면 안 되나
｢버스 정거장에서｣ 일부, 가끔은 주목 받는 生이고 싶다
오해하고싶더라도제발오해말아요
시인도詩먹지않고밥먹고살아요
시인도詩입지않고옷입고살아요
시인도돈벌기위해일도하고출근도하고돈없으면라면먹어요
오해하고싶더라도제발오해말아요
오해하고싶으면제발오해해줘요
시인도밥만먹고못살아요
(중략)
순사가검문하면주민등록증보여야해요
순사가검문해도번호가없는詩는그러니까
위법이지요위법이니까그게좀그래요
위법은또하나의法이니유쾌해요그게그래요
｢詩人 久甫氏의 一日 1｣ 일부, 가끔은 주목 받는 生이고 싶다

위의 두 시편은 ‘시란 무엇인가’, ‘시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매우 근본적인 반성 및 자의식을 보여준다. ｢버스 정거장에서｣는 ‘의자’, ‘남
자의 엉덩이’, ‘주민등록증’, ‘오지 않는 버스’ 등의 일상적 사물들을 나열하
면서 이 모든 사물이 시라고 할 수 있는지의 질문을 반복적으로 던진다. 모
든 사물이 하나의 시로 볼 수 있다는 이러한 명제는 “사물이, 모든 사물이
그냥 그대로 한 편의 詩”라는 ｢시인 구보씨의 일일 4 – 다방에서｣(가끔
은 주목받는 生이고 싶다)의 한 시구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된다. 다음
으로 ｢시인 구보씨의 일일 1｣은 ‘시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오해를 풀어나가
는 시편이다. 이 ‘오해’는 시인을 일반인과 다른 특별한 존재로 보는 관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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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여기서 시인을 어떤 타고난 재능이나 신성한 창조력을 가진 천재로 보는
낭만주의적 시인관에 대한 거부가 읽혀진다. 이 시편의 내용은 시인을 일반
인과 똑같이 일상적인 생활을 살아 나가는 존재로 그려내는 데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오해하고싶으면제발오해해줘요 / 시인도밥만먹고못살아요’와 같
은 시구에서 일반인과 시인 모두 평범한 일상생활만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
문에 모든 일반인도 시인이 될 자격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시편들을 현대시작법의 맥락에서 읽을 때 흥미로운 이유는 ‘시’, ‘시
인’에 대한 이러한 반성은 젊은 제자와의 관계에서 생긴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시작법의 머리말에서 오규원은 “시(詩)란 시적 재
능이 있거나 또는 어떤 종류의 사람(시인)만이 쓸 수 있는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의 오해를 풀어주는 것은 ‘시인도 밥먹고 살아요’라
는 ｢시인 구보씨의 일일 1｣ 시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190) 현대시작법의
첫 장은 시에 대한 고정관념을 다루며 매우 기본적인 단계부터 시작한다.
‘시’나 ‘시인’에 대한 이러한 모든 정의는 시를 일상에서 볼 수 있게 해 주
고 시인이 천재가 아닌 일반인이라는 의식을 준다. 이것은 문예창작과정에
서 젊은 제자에게 창작의 첫 단계부터 가르치는 삶과 ‘시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러한 맥락에서 규정하는 결과이다.
이처럼 오토포에틱스의 과정을 통해 오규원은 창작교육 연구 시절에 고민
했던 많은 문제들을 현대시작법과 그의 중∙후기 작품세계에 반영하게 된
다. 그리하여 그런 가운데서 창작교육의 불가능한 측면, 즉 독창성이나 창의
력의 문제를 그 나름의 방식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현대시작법
에서 오규원은 시적언술의 특징을 비롯하여 시적 대상에의 접근법, 비유, 행
과 연 등 시의 기본 구조를 주로 기법∙기예의 측면에서 설명한다. 그러나
실패한 사례에 대한 설명은 늘 배우거나 가르칠 수 없는 ‘인식의 깊이’ 혹
은 ‘새로운 인식’이나 ‘깨달음’의 결여로 연결된다.191) 윤지영도 현대시작법
에서 오규원이 좋은 시의 요건으로 강조하는 것은 어떤 기법적∙수사적 측
면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통찰력”이나 “사물 또는 세계를 보는 깊이”와 같
은 것임을 지적한다.192)
190) 오규원, 현대시작법, 앞의 책, vii쪽.
191) 오규원, 현대시작법, 앞의 책, 78, 123, 142, 228, 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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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식’이나 ‘깨달음’은 실습∙창작이론∙기예 위주의 교육을 통하여
배울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3장 1절에서 논의한 ‘독창성’의 문제와 맥락
을 같이 한다. 오규원은 ｢전문대학 문예창작과 교육과정의 개발연구｣에서
독자성을 “창작품을 문학이게 만드는 예술의 핵심 가치”로 설명하고 있
다.193) 나중에 하나의 대담에서 그는 시인을 “세계를 인식하고자 하는 한
사람, (중략) 세계를 나름대로 인식하고 깨닫고자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194) 다시 말하면 오규원이 말하는 ‘깨달음’과 ‘인식’은 시의 어떤 본질
적인 특성으로 규정되는 면에서 독창성과 연관되어 있으며 창작교육에서 간
접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깨달음’과 ‘인식’의 빈번한 언급에서 창작의 가르칠 수
없는 측면에 대해 간접적으로라도 접근하기 위해 모색하는 시도들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시적언술’에 대한 오규원의 탐구는 단순히 이론적이
거나 기예적인 접근이 아니라 제자를 더 깊은 인식,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
기만의 독자적인 입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론의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
요가 있다. 그는 ｢시적서술의 이해｣의 끝부분에서 “시에 관한 관습적인 이
해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적 서술의 도식성은 미분화된 지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면서 ‘서적언술’의 이론을 대상 인식과 현실 파악의 문제로 다시
연결하고 있다.195)
현대시작법에서는 ‘시적언술’의 두 갈래인 ‘시적 묘사’와 ‘시적 진술’은
시적 표현의 수사법을 객관적으로 분류하는 용어로 설명되지만, 오규원의
여타 시론들을 참고로 해볼 때 그는 인식의 깊이를 이룩하는 방법론으로서
‘묘사’가 ‘진술’보다 나은 것으로 치부했다고 할 수 있다.196) 아울러 ‘묘사’
192) 윤지영, 앞의 글, 362쪽.
193) 오규옥 외, 앞의 글, 64쪽.
194) 윤호병∙오규원 대담, ｢시와 시인을 찾아서 - 오규원 시인 편｣, 시와 시학 18, 시와시
학사, 1995년 여름호, 18쪽. 강조는 인용자.
195) 오규원, ｢詩的敍述의 이해 - 시창작 교육의 현장 문제｣, 앞의 글, 140쪽.
196) 묘사에 대한 오규원의 관심은 초기 시론인 ｢타프니스 시인론｣부터 시작된다(오규원, ｢
타프네스 詩人論｣, 現實과 克己, 앞의 책, 63-77.). 최초로 시의 수사법을 묘사와 진술
의 두 갈래로 나눈 것은 중기의 ｢이상론｣에서이다(오규원, 언어와 삶, 앞의 책, 231
쪽.). 시적 묘사와 진술을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글은 ｢시적서술의 이해 – 시창작 교
육의 현장 문제｣인데 여기서 시의 본질적인 성격이 묘사에 있다고 주장한다(오규원, ｢詩
的敍述의 이해 – 시창작 교육의 현장 문제｣, 앞의 글, 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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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관찰’을 통한 ‘인식’의 문제는 역시 현실을 파악하는 과정을 중요시하
는 문학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그의 생각과 연결되어 있다. 본고의 2장에서
살펴봤듯이 오규원은 현실을 파악하고자 하는 투쟁의 과정을 ‘보여주는’ 행
위를 문학 작품의 사회적 역할로 주장했으며 특정한 이념이나 사상의 내용
을 ‘들려주는’ 작품을 자율적이지 못한 ‘구속’된 것으로 생각했다. 오규원은
현대시작법에서 묘사와 진술을 비교하면서 진술이 “보여줄 수 있기보다
들려줄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하며 직접적으로 묘사를 ‘보여주기’에, 진술
을 ‘들려주기’에 연결시키고 있다.197)
‘들려주기’와 ‘보여주기’의 이분법은 미국의 문예창작과정에서도 중요하게
나타난다. 경험, 창의력, 기예를 핵심 개념으로 하는 맥걸이 규명한 미국 문
예창작학과의 오토포에틱 과정에서 ‘기예’에 해당되는 명제는 ‘말하지 말고
보여줘라’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문예창작과정에서도 ‘들려주기’보다 ‘보
여주기’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보여주기’∙‘들려주기’와 ‘시적언술’의 관계
를 설명하는 데에 문예창작학과의 설립과 확장을 미국의 신비평의 형성과
‘문화적 냉전’의 맥락에서 보는 베넷(Eric Bennett)의 연구가 도움이 된
다.198)
베넷에 따르면 1950년대 문예창작학과의 확장과 신비평의 등장 배후에는
반공세력의 재정적 지원이 있었으며, 이들은 ‘기예’나 ‘형식’의 미학적 잣대
로 좌익 이념을 담는 문학을 통제하고 의도적으로 문학을 비정치화시키려고
했다.199) 서울예술전문대학의 문예창작학과도 이러한 반공세력과의 연결고
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200) 그러나 궁극적으로 베넷이 역설하는 점은 이러
197) 오규원, 현대시작법, 앞의 책, 158쪽.
198) 베넷은 ‘문화적 냉전’의 개념을 손더스(Frances Saunders)의 연구에서 가져온다. 프랜시
스 스토너 손더스, 유광태∙임채원 역, 문화적 냉전: CIA와 지식인들, 그린비, 2016.
199) 냉전 동안 록펠러 재단, 미국의 중앙정보국(CIA), 반공선전 기관인 미국공보원(USIA)
등 여러 공사립 기관은 국내외로 이러한 문화 프로그램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대부분
의 경우 선전활동의 모습을 피하기 위해서 행사를 시민의 독자적 활동으로 꾸몄다. 1967
년 아이오와 대학교의 국제작가초청프로그램 설립을 마련하면서 엥글(Paul Engle)은 록펠
러재단, CIA, USIA 모두의 지원을 받았다. 이 기관은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
입하지 않았지만 엥글은 이미 아이와대 문예창작학과장 시절부터 창작교육과 자신의 반
공주의 가치관을 내세워 지원을 받아온 사람이었다. Bennett, op. cit., pp. 60, 63,
65-70, 106-113, 89-97.
200) 서울예술전문대학은 1958년 유치진이 설립한 드라마세터로 시작하였는데 이때 록펠러
재단의 지원을 받았다. 이 후로 드라마센터는 1976년에 문예창작학과 신설되며 19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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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접적인 관계로서의 음모가 아니라 문학과 정치의 관계를 둘러싼 담론
에 대한 반공세력의 조작이 문예창작학과의 교육론과 창작이론에 끼친 영향
이다. 신비평이 크게 이바지한 미국의 창작교육 이론에서 ‘기예’는 지금도
강조되며, 이러한 기예교육에는 작가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들려주
기’의 방식보다도 깊은 인식을 얻을 수 있는 관찰로서의 ‘보여주기’를 역설
하는 성향이 있다.201)
‘예술의 자율성’을 지키면서 깊은 ‘현실인식’을 이루고자 하는 오규원의
중기시론은 마르쿠제나 아도르노 등의 비판이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그런데 창작교육 연구 시절에는 미국의 문예창작교육의 형성에 핵심적인 역
할을 한 신비평의 원리와 이론이 오규원의 시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
다. 현대시작법의 ‘시적언술’에 대한 탐구와 체계화 작업 자체가 수사학에
서의 ‘언술 형식’을 분류∙체계화한 브룩스와 워런의 현대 수사학에 바탕
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것들을 시사한다.202) 게다가 오규원의 시창작
론에서도 추상성보다 구상성, 관념보다 감각, 들려주기보다 보여주기, 감정
의 표출보다 절제 등 신비평이 말한 ‘기예’의 지침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
다.203) 윤지영도 문덕수, 이승훈, 오규원이 발표한 시창작 교재와 신비평의
창작론이 보여주는 방법론적 유사성을 지적하고 있다.204) 그리하여 신비평,
창작교육 이론, 기예의 문제와의 조우는 문학에서의 실천성을 향한 욕망의
제어와 관찰을 통한 현실의 파악을 중요시하는 오규원의 태도를 더욱 강화
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1980년대 문학의 정치성과 관련된 ‘아마추어리즘’에 대한 오규원
의 반감, 이와 대조되는 “프로페셔널한 의식”의 강조를 참고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205) 이 점에 관한 한 현대시작법에 대한 김준오의
서울예술전문대학으로 개편하였다. 유치진과 미국의 문화냉전의 관계를 다룬 연구자로 김
옥란이 있다(김옥란, ｢유치진과 미국, 드라마센터와 문화냉전｣, 한국학연구 51, 인하대
학교 한국학연구소, 2018.11.). 문예창작학과의 개설 바로 다음해 1977년에 최인훈과 정
현종은 교수로 취임하였다. 두 문인은 각각 1973년과 1974년에 엥글에 의해 설립된 아
이오와대학교의 국제창작프로그램에 참여했다.
201) Bennett, op. cit., pp. 168-174.
202) 오규원, 현대시작법, 앞의 책, 64쪽. 이외에 웰렉(Rene Wellek)과 아브람스(M.H.
Abrams)의 저서, 브룩스와 워런의 시의 이해(Understanding Poetry)도 참고한다.
203) Ibid. pp. 48-54; 오규원, 현대시작법, 앞의 책, 94, 138, 158쪽.
204) 윤지영, 앞의 글, 3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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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의 도입 내용을 참조해볼 필요가 있다.
다분히 정치적 의미를 띠고 있지만 80년대의 문학, 좀더 직접적으로 말하
면 문학운동이 우리에게 준 중요한 교훈은 문학의 민주화였다. 창작이 문인
주소록에 올라 있는 전문예술가들만의 것이 아니라 누구도 글쓰기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창작주체의 민주화의식도 주목되는 문학적 민주화의 한 현상
이었다.
오늘날 문학지망생이 전에 없이 많아지고 있다. 붐을 타고 경향 각지에
문예창작교실이 개설되어 문학 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다소 문제
점을 지니고 있지만 각종 문예지들이 우후죽순처럼 출간되어 이들의 글쓰기
의욕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출간된 오규원 시인의 현대시
작법은 매우 의미심장한 의의를 띤다.206)

위의 인용문에서 김준오는 1980년대 아마추어리즘 담론 속에서 현대시
작법을 ‘문학적 민주화’에 기여하는 책으로 규정한다. 시창작의 기회를 전
문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확장시키거나 창작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전문가와
아마추어 사이의 소통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현대시작법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김준오가 바로 다음 문단에서 이들
에 의해 창작되는 작품에서 발견되는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비
판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그는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이분법과 이에 따르는
권위의 관계를 되새기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문학적 민주화’에서도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관계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로 굳건히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관계의 유지로 인해 작품성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권위
가 여전히 전문가들에게 있다. 이 문제는 1993년 현대시작법 개정판의 ｢
초보자를 위한 덧붙이는 글｣에서 “시는 누구나 쓸 수 있다”는 문학적 민주
화의 표방과 다음에 나오는 “문제는 시에는 좋은(잘된) 시와 그렇지 못한
시가 있다는 데 있”다는 전제를 던지는 구절에서 잘 보인다.207)
현대시작법은 정치적인 내용이 담긴 시를 직접적으로 폄하하거나 정치
가 문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순수문학적 입장을 내세우지는 않는다. 그
205) 윤호병∙오규원 대담, 앞의 글, 27쪽.
206) 김준오, ｢대상인식과 시쓰기 바로잡기｣, 앞의 글, 238쪽.
207) 오규원, 현대시작법, 앞의 책,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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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이 점과 관련하여, ‘사례연구’에서 사회현실을 다루는 습작에 대한 평
가 기준은 특별히 까다로운 편이다.208) 이를테면 주로 지나친 열정이나 감
정분출의 ‘절제’를 강조하거나 시의 형식이나 미적 측면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거기서 표현되는 정치적 입장의 논리적인 비약을 길게 지적하는 경우
이다. 오규원은 사회 현실에의 적극적인 참여보다 사회 현실에 대한 날카로
운 인식과 이 인식 과정을 문학 작품으로 포착하는 것을 중요시하였는데,
이러한 태도의 결과 정치적인 내용을 담은 작품이 ‘좋은 시’의 범위에 들어
갈 수 있는 수준을 높게 설정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
지만 시적 대상 인식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오규원의 후기 문학에서도 그대
로 연결된다. 그는 인간 주체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적인 세계관에 대응하는
날카로운 정치적인 의의를 갖추어 주었으면서도 동시에 현실에 대한 적극적
인 참여 문제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다.

208) 위의 책, 44, 144-48, 188, 241, 2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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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예창작교육 시스템의 ‘오토포에틱스’와 ‘날(生)이미지’의 형성
4.1. ‘날이미지’ 시론과 창작교육 시스템 사이의 교섭
문예창작학과의 창작교육 이론과 창작실습 강좌가 현대시작법에서 ‘시
적언술’과 ‘사례연구’의 형식으로 반영∙재생산됨으로써 문예창작교육의 체계
화를 이루고 그 오토포에틱 과정을 작동시켰다면 오규원의 후기 문학, 즉
‘날이미지’ 시와 시론을 이 자기반영적인 체계의 일부 혹은 산물로 볼 수
있다. ‘날이미지’라는 용어는 1990년대 초중반에 이르러서야 등장하지만, 시
인에 의하면 ‘날이미지’에 대한 탐구는 1980년대 후반 “인간 중심의 사고에
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209) 1991년 한 대담에
서 이러한 관점은 “언어의 해석에 의해서 세계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현상을
가지고 본질을 드러낼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조금 다르게 표현되고 있
다.210)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 인용문에서 보이듯 ‘현상’을 통해서 세계
를 드러내려는 작업과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려는 작업을 핵심적인
문제의식으로 하는 ‘날이미지’에 대한 탐구가 1980∙90년대의 전환기, 즉 
현대시작법이 발표되던 무렵에 시작되었다는 것이다.211)
‘날이미지’는 존재나 세계, 사물의 현상을 그대로 언어화시킨 시적 이미지
이다.212) 이러한 개념에서 추구되는 ‘현상’은 오규원에 의하여 “관념이나 개
념을 배제한 상태의 현상”이나 “개념화되거나 사변화되기 이전의 의미인
‘현상’”으로 규정되고 있다.213) 이러한 ‘날이미지’의 성격을 다루기 전에 이
209) 오규원, ｢책머리에｣, 날이미지와 시, 앞의 책, 7쪽.
210) 김동원∙박혜경∙오규원 대담, 앞의 글, 23쪽.
211) 박형준도 ‘날이미지’에 대한 관심의 탄생과 현대시작법 상재의 시간적 근접성을 주목
한다. “1991년에 출간된 여섯 번째 시집인 사랑의 감옥에서부터 또 한 번의 변화가 나
타난다. 물론 이 시집에도 그 이전의 물신사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관
적인 시선을 배제하고 현상을 현상 그자체로 바라보려는 객관적인 관찰이 두드러지는 현
상학적 통찰이 그것이다. 이 같은 시세계의 변화와 함께 1990년 가을에는 현대시학에
연재했던 것을 묶은 시창작 이론서 현대시작법을 출간한다.” 박형준, 앞의 글, 95쪽.
212) 오규원, ｢날이미지의 시｣, 날이미지와 시, 앞의 책, 103쪽.
213) 두 번째 정의는 박혜경이 시인의 말을 기록한 글에서 나온다. 오규원, ｢날이미지시와
관련어｣, 날이미지와 시, 앞의 책, 89쪽; 박혜경, ｢무릉의 삶, 무릉의 시｣, 작가세계
6(4), 작가세계, 1994년 겨울호,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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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얻는 방법론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산문
집이나 문예지에서 발표된 시론, 시작노트, 대담의 형식을 갖고 있는, ‘날이
미지’에 관한 오규원의 글은 대부분 2005년 날이미지와 시에 수록되었
다.214) 이외에도 시론의 성격에 가까운 산문집인 가슴이 붉은 딱새215), 
날이미지와 시에 수록되지 않는 몇 편의 글216)이나 대담217), 그리고 유고
로 나온 글218) 등이 주목된다.
현실과 극기와 언어와 삶에 나오는 오규원의 이른바 초∙중기 시론과
날이미지와 시에서 묶은 1990년대 이후의 후기 시론을 비교해 볼 때 가
장 먼저 눈에 띄는 차이는 이전의 시론에서 자신의 시를 거론하는 경우가
손에 꼽힐 정도에 머문 데 반해 후기 시론에서는 거의 자신의 시만을 다룬
다는 점이다. 후기 시론에 나타나는 이러한 자기반영성은 두 가지의 측면에
서 ‘합평’이라는 문예창작학과의 수업진행방식, 또는 이를 지면으로 옮긴 
현대시작법의 ‘사례연구’를 통해 세워진 시스템의 자기재생산의 일례로 볼
수 있다.
첫째 오규원은 현대시작법의 한 대목에서 시창작 실습의 현장이란 ‘작
자’의 의도를 알게 해 주는 매우 특수한 공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볼 때 시인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밝히는 날이미지 시론은 실습 현장과 유사
한 면이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면할 수 있는 것은 실제적 의미의 유기적 구조인 ‘작
품’밖에 없다. 나머지는 과정의 단계며 임의적 층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의도적 의미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고찰될 수 있다. 첫째 작가가 창작 노
트나 비망록 등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의도한 바의 의미를 밝혀놓았을 때이
214) 이 글의 출전은 날이미지와 시에 기록되어 있다.
215) 가슴이 붉은 딱새 중에서 몇 편의 글은 날이미지와 시에 수록되어 있는데 수록되
지 않은 글도 날이미지 시론의 맥락에서 참고하는 연구자가 있다. 하나의 예로 문혜원, ｢
오규원의 시론 연구｣, 앞의 글, 참조.
216) 오규원, ｢나의 문학실험3 – 오규원｣, 중앙일보, 1996.4.9; 오규원, ｢살아 있는 것｣,
현대문학 40(8), 현대문학, 1994.8; ｢날[生] 이미지와 현상시 - 되돌아보기 또는 몇 개
의 인용(2)｣, 현대시사상 9(1), 고려원, 1997년 봄호.
217) 김동원⦁박혜경⦁오규원 대담, 앞의 글; 윤호병∙오규원 대담, 앞의 글.
218) 오규원, ｢날이미지시에 관하여｣, 문학과사회 20(1), 문학과지성사, 2007년 봄호; 오
규원, ｢사변과 개념｣, 문학과사회 20(1), 문학과지성사, 2007년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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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비평가(독자)가 추론적 행위를 통하여 그 의도를 나름대로 밝혀놓
았을 때이다. 이 경우의 의도적 의미란 사실상 해석적 의미의 하나에 불과하
다. 마지막으로 좀 특수한 경우이긴 하지만 창작 실습의 현장에서 분석∙감상
∙비평의 대상이 되는 작품을 작자가 그 의도를 밝힐 때이다.” (강조는 인용
자)219)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오규원은 시인의 의도를 알 수 있는 수단
을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즉, 시인의 창작노트나 비망록, 비평가의
추론, 창작실습 현장에서 들리는 작자의 설명 등이다. 그런데 여기서 ‘시론’
이 시인의 의도를 알 수 있는 수단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은 매우 특이한 일
이다. 오규원의 ‘날이미지 시론’은 가끔 시작노트의 형식을 갖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비망록이나 시작노트의 수준을 훨씬 넘어 하나의 책으
로 묶을 정도의 본격적인 시론의 형태를 띠고 있다. 게다가 그는 일찍부터
다른 시인의 시론, 특별히 김춘수의 ‘무의미’ 시론을 열독했는데, 이 시론은
시인의 의도를 보다 체계적인 방법론으로 엮어서 설명하는 경우에 해당된
다. 시인의 의도를 하나의 체계적인 방법론으로 명확하게 밝혀주는 이러한
오규원의 시론이 위의 경우에 빠진 점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서
시창작 실습이 작자의 의도를 알게 해 주는 특수한 공간으로 인식되는 이유
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여기서 단초를 얻어 날이미지
시에 대한 오규원의 의도를 밝히는 ‘날이미지 시론’을 창작실습과 비슷한
교육적인 공간을 구축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럴 때 ‘날이미지 시론’
의 독자를 시인과 함께 같은 시창작 수업을 듣는 학생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둘째 자신의 초기시를 되돌아보고 현재의 입장에서 고치거나 혹은 자신의
한 작품의 수정 과정에 대해 기술하는 날이미지 시론의 몇몇 대목을 통해서
실습 현장에서의 개작과정을 반영했던 현대시작법의 ‘사례연구’라는 기술
방식이 후기 시론에서도 재생산되는 양상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는
첫 시집인 분명한 사건에 나왔던 ｢현상실험｣에 대해서 ‘언어’라는 관념을
해명하려는 은유적 구조를 비판하고 자신의 근작 시에서 관념에 대한 해명
219) 오규원, 현대시작법, 앞의 책, 4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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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서로 인접한 사물에 대한 묘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
다고 한다.220) 또한 그는 ｢물과 길｣과 같은 날이미지의 초기 작품의 개작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221) 다른 대목에서 그는 이 시기의
다른 시편인 ｢사당과 언덕｣, ｢잡풀과 함께｣의 문예지 발표본과 시집에 수록
된 최종본의 차이를 설명한다.222) 여기서 오규원은 자신이 쓴 시편의 문제
점을 일일이 지적하고 이를 고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습작의
문제점을 고치는 현대시작법의 ‘사례연구’를 상기시키지 않을 수가 없다.
이 경우는 자신의 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스스로를 스승인
동시에 제자의 위치에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오규원이 제자를
대할 때 ‘교수’나 ‘교사’로서의 자세보다 같이 시를 쓰는 ‘선배’의 자세를 취
했다는 사실과 함께 고려해 볼 만하다.223) 왜냐하면 앞에서 날이미지 시론
의 독자를 창작실습을 듣는 학생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렇게
볼 때 오규원 자신도 이 실습강좌에 앉아 있는 하나의 학우로 나타나기 때
문이다.
이렇게 날이미지 시론은 독자와 심지어 시인 자신을 학생으로 함으로써,
오규원의 시와 시론을 하나의 시창작 교실과 비슷한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오규원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시론’이나 ‘시세계’와 ‘창
작론’, ‘교육활동’을 엄격하게 구분해 왔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오
규원의 시쓰기 활동과 교육활동 사이의 경계선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 날
이미지 시와 시론을 시창작 교실로 생각할 때 학생 또는 독자에게 ‘깨달음’
이나 ‘새로운 인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현대시작법의 과제는
오규원의 후기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작업은
바로 날이미지 시와 시론의 교육적 측면을 보여준다. 다음 경우는 오규원의
시작 활동과 교육 활동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좋은 예시에 해당된다.
내 앞에 안락의자가 있다 나는 이 안락의자의 시를 쓰고 있다 네 개의 다
리 위에 두 개의 팔걸이와 하나의 등받이 사이에 한 사람의 몸이 안락할 공
220)
221)
222)
223)

오규원, ｢은유적 체계와 환유적 체계｣, 날이미지와 시, 앞의 책, 13-17쪽.
오규원, ｢살아 있는 것을 위한 註解｣, 위의 책, 30-32쪽.
이창기∙오규원 대담, ｢한 시인의 현상적 의미의 재발견｣, 위의 책, 164-168쪽.
학생을 대하는 오규원의 자세에 대하여 박형준, 앞의 글, 9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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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있다 그 공간은 작지만 아늑하다…… 아니다 나는 인간적인 편견에서
벗어나 다시 쓴다 네 개의 다리 위에 두 개의 팔걸이와 하나의 등받이 사이
에 새끼 돼지 두 마리가 배를 깔고 누울 아니 까마귀 두 쌍이 울타리를 치
고 능히 살림을 차릴 공간이 있다 팔걸이와 등받이는 바람을 막아주리라 아
늑한 이 작은 우주에도…… 나는 아니다 아니다라며 낭만적인 관점을 버린
다 안락의자 하나가 형광등 불빛에 폭 싸여 있다 시각을 바꾸자 안락의자가
형광등 불빛을 가득 안고 있다 너무 많이 안고 있어 팔걸이로 등받이로 기
어오르다가 다리를 타고 내리는 놈들도 있다…… 안 되겠다 좀더 현상에 충
실하자 두 개의 팔걸이와 하나의 등받이가 팽팽하게 잡아당긴 정방형의 천
밑에 숨어 있는 스프링들 어깨가 굳어 있다 얹혀야 할 무게 대신 무게가 없
는 저 무량한 형광의 빛을 어깨에 얹고 균형을 바투고 있다 스프링에게는
무게가 필요하다 저 무게 없는 형광에 눌려 녹슬어가는 쇠 속의 힘줄들 팔
걸이와 등받이가 긴장하고 네 개의 다리가…… 오 이것은 수천 년이나 계속
되는 관념적인 세계 읽기이다 관점을 다시 바꾸자 내 앞에 안락의자가 있다
형광의 빛은 하나의 등받이와 두 개의 팔걸이와 네 개의 다리를 밝히고 있
다 아니다 형광의 빛이 하나의 등받이와 두 개의 팔걸이와 네 개의 다리를
가진 안락의자와 부딪치고 있다 서로 부딪친 후면에는 어두운 세계가 있다
저 어두운 세계의 경계는 침범하는 빛에 완강하다 아니다 빛과 어둠은 경계
에서 비로소 단단한 세계를 이룬다 오 그러나 그래도 내가 앉으면 안락의자
는 안락하리라 하나의 등받이와 두 개의 팔걸이와 네 개의 목제 다리의 나
무에는 아직도 대지가 날라다준 물이 남아서 흐르고 그 속에 모래알 구르는
소리 간간이 섞여 내 혈관 속에까지…… 이건 어느새 낡은 의고주의적 편견
이다 나는 결코 의고주의자는 아니다 나는 지금 안락의자의 시를 쓰고 있다
안락의자는 방의 평면이 주는 균형 위에 중심을 놓고 있다 중심은 하나의
등받이와 두 개의 팔걸이와 네 개의 다리를 이어주는 이음새에 형태를 흘려
보내며 형광의 빛을 밖으로 내보낸다 빛을 내보내는 곳에서 존재는 빛나는
형태를 이루며 형광의 빛 속에 섞인 시간과 방 밑의 시멘트와 철근과 철근
밑의 다른 시멘트의 수직과 수평의 시간 속에서…… 아니 나는 지금 시를
쓰고 있지 않다 안락의자의 시를 보고 있다 (강조는 인용자)
｢안락의자와 시｣ 전문, 길, 골목, 호텔 그리고 강물소리

위의 시에서는 시인이 시적 대상인 안락의자에 대한 묘사의 구절을 반복
적으로 고치거나 지우고 다시 쓰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굵은 글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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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된 부분은 시쓰기 과정에 있는 시인의 생각을 나타낸다. 여기서의 생각
은 대상에 대한 접근법을 포기하고 새로 쓰기 시작하는 지점을 부각시키고
있거니와, 대상에 대한 자신의 시각이나 관점을 반성하면서 그 문제점을 지
적하는 내용이 주가 되고 있다. 시의 첫 행에서 시인은 “안락의자의 시를
쓰고 있다”면서 시쓰기에 임하는 자신의 의도를 밝히는데, 쓰는 과정에서
그는 안락의자의 현상을 충실하게 그려내지 못하고 ‘수천 년이나 계속되는
관념적인 세계 읽기’의 관점이나 편견, 즉 인간중심주의, 낭만주의, 의고주
의 등에 순차적으로 빠지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앞에 있는 구절의
문제점을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아니다’라는 거부의 말로 끊어버린 다음에
쓰기를 다시 시작한다. 인간중심주의, 낭만주의, 의고주의 등의 관념성을 벗
어나기 위해서 그가 차용하는 방법론은 ‘시각을 바꾸자’, ‘관점을 다시 바꾸
자’ 등으로 요약된다.
시인이 쓰려고 하는 구절은 매번 등받이와 팔걸이, 다리의 개수를 늘어놓
으며 안락의자의 외형에 대한 묘사로 시작된다. 그런 다음, 곧바로 사람에게
안락의자가 제시해주는 아늑한 공간에 대한 묘사로 나아간다. 이것은 분명
히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안락의자이기 때문에, 시인은 이러한 ‘인간적인
편견’을 벗어난 구절을 새롭게 쓰려고 한다. 그런데 그러한 시도는 단순히
인간을 돼지나 까마귀와 같은 동물로 대체하여 인간 중심적인 입장을 벗어
난답시고 오히려 인간과 동물의 이분법만 되새기는 결과를 낳는다. 이것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꿈꾸면서 오히려 그 불화만 강조하고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의 이분법을 확고히 세워놓은 낭만주의적 입장이다.224)
다음으로 시인은 여러 차례 안락의자가 ‘불빛을 안고 있다’거나 그 속의
‘스프링들 어깨가 굳어 있다’거나 하면서 안락의자나 불빛을 의인화하면서
안락의자의 시각에 입각하려고 시도해본다. 그러나 이것도 결국 ‘관념적인’
입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런데 이 의인화 기법은 역시 오규원
이 초기시에서 추상적인 관념을 구상화시키기 위해서 시도해본 방법론이다.
따라서 이런 구절은 자신의 초기시를 되돌아보면서 젊은 자신을 제자로 만
드는 날이미지의 여타 시론과 맥락을 같이 한다.225) 이러한 입장도 버리고
224) 오규원이 생각하는 낭만적인 자연관에 대해서 오규원, ｢문화의 불온성｣, 언어와 삶,
앞의 책, 23-2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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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는 안락의자를 비춰주는 빛과 뒤에 있는 어둠을 묘사하면서 빛과 어둠
의 세계, 그 두 세계의 경계에 대한 이야기로 나아가 보기로 한다. 그 결과
빛과 어둠의 이분법으로 시를 쓰는 것이 일종의 의고주의적인 입장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다른 사물과의 비유에 의존하지 않고 안락의자의 ‘형
태’와 그 형태를 비춰주는 형광, 의자에 인접한 사물들을 그대로 묘사한다.
이것은 ‘안락의자의 시’를 쓰겠다는 시 속의 시인이 표현한 의도에 가장 가
까운 시도이다. 시인은 이제 자신이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안락의자의 시
를 보고 있다’는 서술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에서 벗어나 대상의 현상을 있
는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 노력한다. 여기서 자신의 입장을 벗어난다는 것은
역시 인간 주체를 중심으로 놓고 세계를 관념화시키는 인간중심주의, 낭만
주의, 의고주의 등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념적인 입장을 벗어
나기 위해 시인이 차용하는 방법론은 ‘시각을 바꾸어’ 보는 것이다.
이 시는 역시 한 시구의 개작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에서 거론했던
시창작 실습의 ‘합평’∙‘강평’이나 현대시작법의 ‘사례연구’와 비슷한 교육
적 내용을 담고 있다. 자주 ‘시론시’나 ‘시쓰기에 대한 시쓰기’로서의 메타시
의 예시로 인용되는 이 시편은 자신의 방법론을 시의 소재로 삼는 오규원의
시쓰기가 보여주는 자기반영성을 입증하는 사례로 해석된다.226) 그런데 ‘시
각을 바꾸자’는 방법론은 오규원의 개인적인 방법론이자 창작 수업에서의
학생들을 위한 조언이기도 했다. ｢안락의자의 시｣가 쓰인 무렵인 1990년대
초의 한 대담에서 오규원은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평소 특별히 강조하시
는 점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받았다.227) 이때 오규원은 학생들에게 강조
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일반적이거나 상식적인 세
계를 이겨내는 방법으로서 대상이나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 보라
고” 하는 것이 두 번째에 해당된다. 다시 말하자면 이 ｢안락의자의 시｣와
같은 ‘시론시’에서 시쓰기에 대한 자의식이 강한 시인의 면모, 방법론적인

225) 초기시에서 활용된 비유의 관념성을 다루는 시론으로 오규원, ｢은유적 체계와 환유적 체계｣,
날이미지와 시, 앞의 책, 13-18쪽; 오규원, ｢날이미지시와 관련어｣, 위의 책, 89-94쪽, 참조.
226) 이연승, 앞의 책, 123, 290쪽.
227) 김동원∙박혜경∙오규원 대담, 앞의 글,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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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민감한 시론가의 면모와 더불어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의 면모도
드러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많은 연구자들은 날이미지 시의 효과를, 독자에게 고정관념을 벗어나도록
하며 대상의 실체를 깨달을 수 있게 해 주는 측면에서 찾고 있다.228) 어떤
문학작품을 ‘교육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권선징악과 같은 교훈적인 함의를
연상시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규원 시 연구에서 그의 문학의 이러한
교육적 기능은 주로 독자를 ‘인도’하거나 ‘유도’하는 것으로 설명되곤 한
다.229) 그런데 흥미롭게도 국어교육 분야에서 오규원의 날이미지 시를 사물
에 대한 관찰의 사고력을 높이는 교육의 수단으로 파악하는 사례가 있
다.230)
여기서 본고가 덧붙이고자 하는 점은 독자에게 고정관념을 벗어나도록 하
여 사물의 실체를 깨우치는 목적과 제자 시인들에게 대상 인식의 방법론을
가르치려는 목적이 오규원의 시쓰기에는 중첩되어 있다는 것이다. 오규원의
후기 시작 활동에 원동력이 되는 문제의식은 그의 교육활동과 공유된 것이
다. 시적언술을 묘사와 진술로 나누어서 가르치는 “수사학적 접근은 시적
대상의 인식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오규원의 시쓰기와
창작교육 활동의 영향관계는 단순히 자신의 시적 방법론을 교육 활동에서
사용하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231) 그보다 먼저 시창작 교육론에서 가지게
된 문제의식이 그의 시작 활동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 중시된다. 오규원
의 시론과 시작 활동, 교육 활동의 경계가 흐릿해지면서 세 영역이 서로 영
향을 주고받은 이러한 관계는 세 영역을 모두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오토포에틱스’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오규원의 교육활동과 날이미지 문학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는 가장 뚜렷
한 특징은 ‘시적묘사’와 ‘시적진술’에 대한 ‘시적언술’의 이론이다. 오규원의

228) 김혜원, 앞의 글, 211쪽.
229) 오규원의 작품은 독자를 어떤 각성이나 인식, 새로운 상상력으로 이끌어 주는 것으로
설명한 연구의 사례로 위의 김혜원과 더불어 다음의 연구자도 있다. 이연승, 앞의 책,
326쪽; 이광호, ｢두두의 최소 사건과 최소 언어｣, 앞의 글, 80쪽.
230) 정은아, ｢문학교육과 사고력 – 프랑시스 퐁주, 오규원 시의 ‘낯설게하기’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67, 국어교육학회, 2018.6, 243-245쪽.
231) 이광호∙오규원 대담, 앞의 글,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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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언술’에 대한 모색은 시각이나 관점을 바꾸는 것보다 구체적인 방법론
을 제시해 주었다. ‘시적언술’의 이론에 따라 시적 표현을 ‘묘사’와 ‘진술’로
체계적으로 정리됨으로써 문예창작학과의 시스템은 ‘새로운 인식’으로서의
‘날이미지’에 대한 탐구를 가능케 만드는 기법적인 방식을 오규원에게 안겨
준 것이었는데 이 구체적인 기법적 방법론은 ‘시적진술’의 배제이다. 앞선
장에서 논의한 창의력 교육의 불가능성을 전제로 한 창작교육의 시스템에는
글을 잘 쓰는 방법을 가르칠 수는 없지만 잘못된 방법이나 습관을 지적해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맥걸은 문예창작학과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적
극적 지식(positive knowledge)이 아닌 소극적 지식(negative knowledge)이
라고 설명한다.232) 다시 말하면 이런 상황에서 창작교육은 기피하거나 배제
해야 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1980년대 창작실습에서 오규원이 흔히 “시가 안 되는 구절을 모두 버리
라”고 조언을 주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배제를 중심으로 하는 교
육의 논리는 더욱 분명해진다.233) 이 점을 감안할 때 ‘날이미지’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보다 오히려 날이미지 시에서 오규원이 배제하고자 한 것에 대
한 주목이 요구된다. ‘관념,’ ‘해명’ 등 배제의 대상을 추적하면 이것들이 모
두 현대시작법에서 ‘시적진술’과 연결지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234) 또한
기존의 논의에서 정확한 규정이 내려지지 못한 오규원의 ‘환유’ 개념에 주
목하는 대신 배제의 대상인 ‘은유’에 관심을 가지면 이것도 오규원의 생각
에서 ‘해명’과 ‘관념’을 속성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235) 진술∙은유
와 관념이나 해석의 관계는 유고로 나온 날이미지 시론의 마지막 글에서 보
다 직접적으로 설명된다.
232) McGurl, op. cit., p. 131.
233) 박형준, 앞의 글, 97쪽. 습작의 실수를 지적하는 현대시작법의 사례연구, 그리고 각
각 ‘시에 대한 고정관념’, ‘잘못된 인식’을 다루는 1∙2장의 내용은 또한 기피하거나 배제
해야 될 것을 위주로 하는 교육의 좋은 예시이다.
234) 오규원, ｢은유적 체계와 환유적 체계｣, 날이미지와 시, 앞의 책, 16-17쪽; 오규원,
현대시작법, 앞의 책, 94, 158쪽.
235) 오규원, ｢은유적 체계와 환유적 체계｣, 위의 책, 16, 19쪽; 오규원, 현대시작법, 위의
책, 420쪽. 오규원의 날이미지 시론이 지향하는 것을 실제로 ‘환유’라기보다 ‘은유가 아닌
것’으로 지적하며 “비-은유는 임의로 ‘환유’라는 기표로 설명되곤 했던 것”이라고 주장하
는 연구자도 있다. 김익균, ｢허무와 환유의 거리재기 – 오규원의 시론을 찾아서｣, 모멘
트 4, 생각과표현, 2018.12,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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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 수사는 화자의 생각과 느낌을 선언과 해석으로 나타내는 진술과 대
상의 지배적인 인상을 형상화하는 묘사로 나누어진다. 진술은 일종의 시적
사변의 성격을 띤다. 선언의 내용은 해석이 그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시적
사변인 진술 속에서는 경험적 사실조차도 묘사로 나아가지 않는 한 추상화
되고 관념화된다. 묘사 속에서도 관념화가 종종 이루어진다. 은유가 묘사 속
에 흔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 관념에서 공통적 요소를 취해 얻
은 어떤 관념(개념)과 두 관념 사이의 유사성을 근거로 얻은 어떤 관념(은
유)은 서로 의미를 얻는 근거는 다르지만 방법은 유사하기 때문에 은유를
시적 개념화라 할 만한 것이다.
날이미지시는 시에서 사변화되거나 개념화된 의미란 관념화된 언어(의미)
이며 이에 대립하는 것으로 존재화된 언어(의미)—즉 날이미지를 설정한 것
이다. 이런 연유로 투박하게 말하면 날이미지는 관념(어)을 배제한 이미지인
것이다.(강조는 인용자)236)

이렇게 볼 때 ‘날이미지 시’는 ‘관념’과 연결이 지어진 ‘시적진술’ 및 ‘은
유’를 회피하고자 한 배제의 시학으로 규정된다.237) 이런 면에서 1990년에
발표된 현대시작법은 시적언술과 비유에 대한 체계화 작업을 통해서 모호
한 개념으로서의 ‘관념’을 배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 즉 ‘시적진술’과
‘은유’의 상대개념인 ‘시적묘사’와 ‘환유’의 활용법을 제시해주었다. 2002년
퇴직까지 지속적으로 현대시작법을 교재로 시창작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
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1990년대 초에 등장한 이 방법론이 오규원 시인의
마지막 시론에까지 연장되어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
는 새로운 깨달음이나 인식의 깊이 아래 묘사의 바탕이 있어야 된다는, “묘
사 위에다!”라는 창작실습의 사명을 자신의 시쓰기에서 적용하고 있었
다.238) 다음의 시편은 이러한 방법론을 ‘시론’의 형식으로 풀어서 보여준다.

236) 오규원, ｢사변과 개념｣, 앞의 글, 310-311쪽.
237) 이광호는 유고시집 두두의 매우 짧은 시편을 “최소의 언어”로 규정할 때 이러한 배
제의 시학과 유사한 점을 갖고 있다. 이광호, ｢두두의 최소 사건과 최소 언어｣, 앞의 글,
66쪽.
238) ‘묘사 위에다’라는 사명에 대해서 박형준, 앞의 글, 99쪽; 오규원∙이광호 대담, 앞의
글, 3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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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해변의 모래밭에 지금 있다
바다는 하나이고 모래는 헤아릴 길 없다
모래가 사랑이라면 아니 절망이라면 꿈이라면
모래는 또한 죽음, 공포, 허위, 모순, 자유이고
모래는 또한 반동, 혁명, 폭력, 사기, 공갈이다
수사적으로, 비유적으로, 존재적으로,
모래(사물)와 사랑, 절망(관념)……은
동격이다 우리는 이를
원관념=보조관념의 등식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모래는 끝없이 다른 무엇이다
오, 그래서 모래는 끝없이, 빌어먹을
(중략)
나는 공포를 움켜쥔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나는 자유를 다시 움켜쥔다 손가락 사이로 역시 빠져나간다 손바닥을 탁
탁 터니 붙어 있던 자유가 날려 떨어진다 자유는 정말 가볍다
나는 반동을 쓰다듬는다 손이 지나간 자리에 반동의 매끈한 길이 생긴다
나는 혁명을 밟고 나아간다 혁명은 뒤에 발자국을 팍 팍 파놓는다
나는 앉아서 두 손으로 사기를 친다 튕겨나가는 사기와 밀려 쌓이는 사기
에 내 손이 아프다
나는 폭력을 뿌린다
(중략)
나는 해변의 모래밭에 지금 있다
모래는 하나이고 관념은 너무 많다
모래는 너무 작고
모래는 너무 많다 아니다
관념은 너무 작고
모래는 너무 크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존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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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사물)는 사랑, 절망……에
복무한다 우리는 이것을 인본주의라는
말로 표현한다 오, 빌어먹을 시인들이여
그래서 모래는 대체 관념이다 끝없이
모래가 아닌 다른 그 무엇을 반짝이고
모래가 사랑이라면 아니 절망이라면 꿈이라면
(중략)
모래야 너는
모래야 너는
모래야 너는 어디에
｢나와 모래｣ 일부, 길, 골목, 호텔 그리고 강물소리

위의 시편도 ｢안락의자의 시｣처럼 오규원의 ‘시론시’나 ‘메타시’로 자주
언급된다.239) 들여서 쓴 두 시연은 ‘원관념’과 ‘보조관념’과 같은 은유의 개
념과 관련된 용어를 현대시작법과 날이미지 시론의 첫 번째 글인 ｢은유
적 체계와 환유적 체계｣에서 그대로 가져온다.240) 이 시에서 ‘모래’라는 시
적 대상은 ‘죽음, 공포, 허위, 모순, 자유, 반동, 혁명, 폭력, 사기, 공갈’ 등
의 추상적인 관념의 비유로 기능하고 있는데 시적 화자는 그 와중에 ‘모래’
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었음을 시의 마지막 시행인 ‘모래야 너는
어디에’로 표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오규원의 날이미지 시와 시론에서
은유가 배제되는 이유는 은유가 시적 대상에 대한 묘사를 불투명하게 만들
고 오히려 그 대상의 본질을 은폐시키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시적묘사’
와 ‘환유’를 중심으로 한 시쓰기는 대상의 현상을 그대로 그려내려고 하는
목적에서 나왔으며, ‘은유’가 배제되어야 하는 이유는 ‘시적진술’의 배제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239) 이연승, 앞의 책, 280-283쪽.
240) 오규원, 현대시작법, 앞의 책, 269-270쪽; 오규원, ｢은유적 체계와 환유적 체계｣,
날이미지와 시, 앞의 책, 15-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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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문예창작학과에 대한 태도의 전환과 ‘날이미지’의 탈주체적 인식
앞선 절에서 주장한 것처럼 날이미지 시와 시론에서 교육적인 공간이 성
립되고 있다면 이러한 날이미지를 통해 독자/학생들에게 가르치려 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앞에서 날이미지의 교육성과 관련하여 지적했듯이 많은 연
구자들은 날이미지 시를 논의할 때 독자를 시적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
로 ‘인도’하거나 ‘유도’하는 효과를 지목한다. 대표적인 예로 이광호는 날이
미지가 “어떤 시적 상상의 차원으로 독자를 인도하는 공간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241) 이러한 연구는 주로 새로운 인식이나 시적 상상력의 기
반을 주체 중심의 사고를 벗어난 탈주체적 또는 상호주체적 관점에서 찾고
있다.242)
이러한 탈주체적∙상호주체적 인식의 가능성은 고립된 창작주체를 전제로
한 근대문학의 창작 방식을 여러 학습주체나 강사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
는 합평∙강평의 창작 방식으로 대체한 문예창작학과의 창작과정에 의해 증
명된 것이다. 창작교육의 가능성을 물으면서 제임슨이 지적한 것은 바로 글
쓰기의 ‘보다 개인적이고 사적인 행위’로서의 본질이었다. 오규원의 제자 중
에서도 문학이 굳이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혼자 할 수 있는 것, 또는 궁극
적으로 혼자 해야 되는 것이라는 의식에 대해서 언급한 작가들이 있다.243)
또한 오규원은 특별하게 이 과정의 외로움이나 고독이 몸에 밴 시인으로
주목받는 경우가 있다. 오규원이 문예창작학과 강사로 임용되기 이전인
1970년대 후반 정과리는 오규원의 시에 대한 비평에서 “자신과 타자와의
만남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유배받은 자아”, 고립된 개인으로서의 지식인
의식을 그의 시의 한계점으로 지적했다.244) 1980년대 초반에 서울예술전문
대학에 다녔던 한 시인도 오규원의 제자로 “시인의 길은 홀로 가는 길이고,
그 외로움은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회고한다.245) 또한
241) 이광호, ｢두두의 최소 사건과 최소 언어｣, 앞의 글, 80쪽.
242) 오연경, 앞의 글, 217쪽; 신덕룡, ｢우주의 숨결과 함께하기 – 존재, 길 그리고 허공｣,
이광호 편, 앞의 책, 364쪽.
243) 박상우 ｢어떤 해후｣, 신경숙 외, 앞의 책, 38쪽; 이승희 ｢1986년 마포의 겨울에서 봄
까지｣, 신경숙 외, 위의 책, 101쪽.
244) 정과리, ｢오규원, 또는 관념 해체의 비극성｣, 앞의 글, 941, 9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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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김혜순은 요양지에서 찾아본 오규원에 대해서 “고독이 완전히 자
신의 몸의 일부가 된 것 같다”고 했다.246)
그러나 오규원은 문예창작학과에서 고립된 창작주체의 외로움과 상반되는
공동체적∙상호주체적 창작과정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의 후기시에서 보이는
자연물과의 상초주체성은 창작실습 강좌에서 배운, 외로움에 대한 하나의
대응책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오규원의 후기시에서 문예창작하과에 대한 태
도의 전환이 살짝 보인다. 중기시에서 보이던 문예창작학과 제도에 대한 비
판의식과 달리 오규원은 이제 문예창작과정에 대한 다소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줄 수 있게 된다. 이 태도의 전환은 그에게 탈주체적∙상호주체적 시쓰
기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계기였다.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담고 있는 시편으로 후기시 가운데 유일하게 서울예술전문대학의
문예창작학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나오는 ｢우주 1｣이 있다. 이 시편은
주목할 만한 점이 많기 때문에 본 절에서 여타 후기시를 다루면서 여러 차
례로 이 시편에 대한 분석으로 돌아오고자 한다.
필터가 노란 던힐을 물고 김병익이 머리를 하늘에 기대고 있다
2-A 출석부를 들고 어제까지는 305였던 강의실로 최창학이 간다
무슨 일인지 바지를 입고 두 다리로 김혜순이 걷고 있다
정장을 하고 이창기가 윤희상과 함께 별관으로 간다
남산 가는 길로 남진우가 출장을 하고 있다
김현이 서 있던 자리에 이번에는 코스모스가 서 있다
이원이 문구점 앞에 서 있더니 어느새 층계 위에 서 있다
길에서 이광호가 새삼 다리를 내려다보고 있다
박기동이 사람과 어울려 남산의 밑으로 가고 있다
(강의 물이 보이는 여의도에 김옥영이 있다)
문창과 93학번 1학년 학생을 강의실에 두고 박혜경이 간다
｢우주 1｣ 전문, 길, 골목, 호텔 그리고 강물소리

위의 ｢우주 1｣에서 괄호를 친 부분에 나오는 시인의 부인 김옥영을 제외
245) 양선희, ｢내 영혼의 등대｣, 신경숙 외, 앞의 책, 61쪽.
246) 김혜순, ｢투명한, 환한｣, 이광호 편, 앞의 책, 3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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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어느 때 서울예술전문대학 문예창작학과에
속하던 학생들이나 강사들이다. 김병익과 김현은 1970년대 문지그룹의 선구
자 비평가로 그 시기부터 오규원과 가까이 지냈으며 1980년대에 서울예술
전문대학에서 비평 강의와 창작실습 강좌를 맡았다. 최창학과 김혜순, 이광
호, 남진우, 박기동, 박혜경은 시에서 알 수 있듯이 모두 문예창작학과에서
교수나 강사로 재직했다. 이창기와 윤희상, 이원은 시기가 다르지만 모두 오
규원에게 시창작을 배운 제자들이다. 하나의 흥미로운 점은 괄호 친 시행의
내용 없이는 이 시편이 누구의 입장에서 쓰인 것인지 알기 어렵겠지만 시인
의 부인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오규원의 시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괄
호 친 시행은 오규원 자신을 가리키는 시행이기도 하다. 서울예술전문대학
에서 오규원 시인과 친근하게 지낸 여러 인물이 그려진 이 시에서는 문예창
작학과에서 맺어진 역동적인 인간관계가 초점이 되며 중기시에서 보이던 문
예창작학과에 대한 비판의식이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1990년대로 올라오면서 오규원 문학의 현실 대응 방식에 큰 변화
가 나타나고 중기시의 사회 비판 의식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이 보인
다. 그는 당시 ‘탈근대’, ‘후기산업사회’의 포스트 담론의 맥락에서 자신의
시를 논의한 바가 있다.247) 그러나 모든 관념과 해석을 배제한 날이미지 시
에 전념한 1990년대 중반부터 오규원의 시에서 그의 중기시가 보여주던 구
체적인 시사적∙역사적 사건이나 자본주의 사회의 폭력에 대한 언급이 시적
대상의 집중적인 묘사로 대체된다. 또한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날이미지 시
에서 모든 ‘해명’이나 ‘해석’이 배제되는데 여기서 ‘해석’은 비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의 배제에 따라 중기시의 직접적인 사회비판도 배제된다.
이러한 현상 1990년대의 시대적 배경, 말하자면 1987년 민주화, 1992년 정
권전환, 1990년대의 탈냉전 분위기도 당연히 중요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
다. 그러나 오규원의 시와 시론이 1990년대 초반에 그의 핵심적인 비판 대
상이던 ‘자본주의 체제’나 ‘소비문화’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러한 시대적 배경의 설득력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관념’과
247) 김윤식 외 대담, ｢산업화 시대의 문학적 대응｣, 문예중앙, 11(1), 중앙일보∙동양방송,
1988년 봄호; 오규원, ｢후기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문학의 위상 - 한국적 특수성과 문학
적 대응｣, 문학정신 73, 문학정신사, 19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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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는 자신의 시의 사회적 의미를 계속적으로 주장했기 때문이다.248) 이러
한 후기시가 보여주는 하나의 매우 특이한 측면은 1980년대 중기시에서 사
회비판적인 함의를 갖고 있었던 기호가 후기시에서는 그런 함의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武陵에는 네거리에 사람이 없는 검문소가 하나 있다
안과 밖으로 검문은 스스로 행해야 한다
오른쪽은 절과 심산으로 가는 길이다
왼쪽은 강으로 이어진 길이며
앞은 논밭과 약초를 기르는 사람들의 길이다
우리가 무릉으로 들어온
뒤는 酒泉을 건너는 다리이다
(중략)
무릉은 사람이 지키지 않는 검문소가 있는
네거리의 전후좌우에 있다
아직은 열한 가구가 산다
나는 지금 낚시 가방을 들고 강변에 있다
비가 온 뒤라 흙탕의 강물이 많이 불었다
｢무릉 ― 다시, 김현에게｣ 일부, 길, 골목, 호텔 그리고 강물소리
하늘을 뚫고 처음으로 1994년의
잠자리 두 마리가
불쑥 뜰 안쪽에 나타났다
1994년 5월 19일
급히 시계를 보니 바늘이
오후 3시 14분을
긁고 있었다
｢1994｣ 일부, 길, 골목, 호텔 그리고 강물소리

248) 오규원, 가슴이 붉은 딱새, 앞의 책, 136-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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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허공을
가로질러 가다
질긴
들불의 연기 한 줄기
군용 헬리콥터
발목을 감고 가네
｢저녁｣ 전문, 두두

먼저 ｢무릉 ― 다시, 김현에게｣를 살펴보면 무릉으로 들어가는 길에 비어
있는 검문소가 과거 독재정권의 통행규제를 연상시키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는 그 시대가 지났다는 사실이다. 본고의 2장에서 살펴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서 왼쪽과 오른쪽이라는 기호가 좌와 우의 정치적
의미로 읽히지만 이 시에서의 좌와 우는 네거리의 ‘전후좌우’의 일부에 불
과하다. 즉 오른쪽에 절과 산만 있고 왼쪽에는 강만 있다. 이러한 기호의
함의는 네거리를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사방과 낚시 가방을 들고 강변에 나
와 있는 화자의 주변에 대한 묘사로 대체되고 있다.
다음의 시 ｢1994｣에는 구체적인 연도와 날짜, 시간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신문이나 역사에서 가져온 중기시의 구체적인 사건 대신에 시의 전체 내용
은 집 근처 날아다니는 잠자리의 비행에 대한 묘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다. 게다가 이 시편에 나오는 날짜는 1980년대 독재정권의 폭력을 상징하는
5월 18일을 하루 지난 5월 19일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언급을
자연환경에 대한 묘사로 대체하고 가까운 날짜를 기록하는 것은 마치 정치
적인 의미를 의도적으로 비워두는 시도로 보이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저녁｣에 나타나는 ‘군용 헬리콥터’는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이 5.18광주학살에서나 오규원의 중기시 ｢NO MERCY｣에서 언급된 건국
대 사태에서 군용 헬리콥터를 동원했다는 사실을 연상시킨다. 또한 헬리콥
터의 이미지와 시의 짧은 형식은 6.25전쟁의 흔적을 묘사하는 김종삼의 ｢서
시｣를 상기시킨다.249) 그런데 이 시에서의 헬리콥터는 전쟁이나 시위탄압에
249) 오규원은 김현승, 김춘수 등의 선배 시인의 작품을 인용하거나 모방하는 인유기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이연승, 앞의 책, 227-237쪽.). 김종삼은 오규원의 시론에서 김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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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들불을 처리하기 위해서 출동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
기서 ‘군용’이라는 어휘가 지닌 함의보다도 돋보이는 것은 헬리콥터에 감기
는 연기의 이미지다. 중기시에 나타나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증언은 이 시
기 시들에서는 지워지며 소재에 대한 묘사로 대체되고 있다. 이 현상은 또
한 오규원의 중기시에서 산업화 시기의 교육제도나 소비문화의 일부로 비판
을 받은 문예창작학과에 대한 그의 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앞의 ｢우주1｣에서 ‘남산 밑으로’라는 표현은 오규원이 직접적으로 구타를
당한 남산 안기부와 강사로 일하는 서울예술전문대학 캠퍼스라는 이중적인
의미와 관련된 중기시의 폭력적인 장면들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중기시
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 시에서 폭력에 관한 함의는 찾아내기 어렵다. 따
라서 여기서의 ‘남산’이라는 기호는 서울예술전문대학의 캠퍼스만 지시하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기시에 보이던 문예창작학과 혹은 고등교
육에 대한 비판은 보이지 않는다. 문예창작학과를 이루는 역동적인 인간관
계가 초점이 되고 창작교육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시각의 부재가
문예창작하과에 대한 태도의 전환을 시사한다.
｢우주 1｣이 암시하는 문예창작학과 제도에 대한 이러한 태도의 전환은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는 설명하기 어렵다. 1990년대에는 한국의 문
예창작학과가 양적인 팽창의 시기를 거쳤다. 1983년 추계예술대학교의 문예
창작학과 설립을 시작으로 1990년을 전후하여 상당수의 대학들에서 문예창
작학과가 놀라운 속도로 개설되었다. 1980년대에 몇 개교에 불과했던 문예
창작학과는 2002년에 약 60개교로 늘어났다.250) 이러한 상황은 2000년대
초반에 문예창작학과 설립의 배경에 대한 비판을 가져왔다.
이 시기 근대 문학의 종말을 문예창작학과의 부흥과 연결지어서 논의한
가라타니 고진의 ｢근대문학의 종말｣이 이러한 비판적인 글에서 자주 인용되
었다.251) 고진은 사르트르를 따라 ‘근대문학’의 기능을 제도화∙보수화에 대
수나 김수영, 김현승과 함께 높이 평가되는 시인으로 자주 거론된다. 김종삼의 ｢서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헬리콥터가 지나자 / 밭이랑이랑 / 들꽃들이랑 / 하늬바람을 일으
킨다 / 상쾌하다 / 이곳도 전쟁이 스치어갔으리라”(김종삼, 권명옥 편, 김종삼 전집, 나
남, 2005, 188쪽.).
250) 한국문예창작학회, ｢한국문예창작학회 관련 학과 현황｣, 한국문예창작 13(1), 한국문
예창작학회, 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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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는 ‘영구혁명’에서 찾은 다음에 미국, 일본, 한국 문단을 거론하면서 문
학이 이 기능을 잃은 시점을 1990년대로 지목한다.252) 여기서 근대문학의
원동력은 여러 가지의 정치적∙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응에서 나온 것으로 간
주된다.253) 이를테면 전통적 규범을 벗어나려는 내부지향적 주체의 확립,
교육제도의 중앙 집권화와 이에 따른 새로운 계급체계의 탄생에 대한 대항
등이 강조된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로 내면적인 주체가 타인지향적인 주
체로 대체되어 주체의 해체가 이루어졌으며 교육제도로부터 소외된 자는 대
항의 가능성을 더 이상 문학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254) 이 맥락에서 문
예창작학과의 성립을 언급한 것은 “본질적으로 반(反)제도성을 띠는 문학이
대학 제도권 내로 들어간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55)
문예창작학과 제도에 대한 이러한 의심은 지금까지도 계속 문단에서 떠돌
고 있다. 이와 같은 비판의식은 오규원과 함께 교수로 재직한 김혜순의 ｢유
령학교｣와 같은 시에도 찾을 수 있다.
나는 유령학교에 근무한다 / 이 동네에선 유령된 지 10년 지나면 자동으로
제도권 유령이 된다 / 나는 신참 유령들에게 수업을 한다 / (이 일 때문에
도무지 잠적이란 불가능하다) / 우선 머리에 책을 올리고 발을 땅에 대지
않고 걷는 연습 / 말해봤자 아무도 듣지 않고 설 자리 누울 자리 없고 / 눈
밭에 제 발자국이 남지 않아도 놀라지 않도록 / 공중에 떠서 잠드는 법을
연습시킨다 (중략) 폭죽이 밤하늘에 떠 있는 그 순간만큼 환하게 당신에게
창궐하는 법 / 은 교과서를 참고하세요 그렇지만 교과서는 짓지 않는다 /
노래 속에 숨어들어가 흐느끼는 법 / 흐느낌 속에 숨어들어가 숨을 참는 법
(중략) 내 몸의 테두리를 지우고 형용사 되는 법 / 그리하여 나날이 엷어지
는 법 / 전해 내려오는 마술 속에 다 있어요 (중략) 자 그럼 파리 떼가 죽

251) 김경수, ｢문학, 대학, 문예창작학과 - 김원우의 신작 두 편이 제기하는 문제｣, 황해문
화 48, 2005년 가을호, 368쪽; 최재봉, ｢‘문학과’와 문학 열정과 냉정 사이｣, 한겨레,
2005.12.22.
252) 가라타니 고진, 구인모 역, ｢근대문학의 종말｣, 문학동네 41, 문학동네, 2004년 겨울
호, 432-435쪽.
253) 위의 글, 439쪽.
254) 위의 글, 451, 453-454쪽.
255) 김경수, 앞의 글,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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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몸뚱어리에서 왼쪽 날개 먼저 꺼내듯 / 춘설처럼 창궐하는 유령연습 한
번 해볼까요? / 그러면서 숙제 안 해오는 유령들에게 일침을 가한다 / 유령
학교 졸업하고 제도권 유령밖에 될 게 없다니, / 쳇!
김혜순, ｢유령학교｣ 일부256)

위의 시는 ‘유령학교’에 근무하는 화자의 진술로 이루어져 있다. 유령으로
서 ‘신참 유령’들에게 유령이 되는 방식을 가르치는 화자는 문예창작학과에
서 시인지망생의 양성을 담당하는 시인과 유사하다. 유령이 보통 공포나 신
비의 대상이기 때문에 학교와 같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가르치고 공부하는
장면은 낯설고 웃긴 것이다. 무엇보다 유령이 왜 하교를 다닐 필요가 있겠
는가 하는 질문이 떠오른다. 그런데 문예창작학과를 다니는 문인지망생들도
이와 비슷한 질문, 즉 문학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자
주 듣는다. 문학은 또한 유령처럼 학교의 일상적이고 제도적인 공간에 어울
리지 않는 신비스러운 것으로 흔히 인식된다.
김혜순의 시에서 이러한 제도화의 문제는 ‘이 동네에선 유령된 지 10년
지나면 자동으로 제도권 유령이 된다’는 시구로 요약된다. 이 시에서 화자
가 ‘신참 유령’들에게 수업을 하는데 가르치는 항목을 나열한다. 이 가운데
시인 지망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항목이 있다. 흥미롭
게도 ‘내 몸의 테두리를 지우고 형용사가 되는 법’처럼 주체를 버리고 대상
의 묘사가 되고자 하는 오규원의 ‘날이미지’ 방법론과 비슷한 부분도 있다.
이 시에서 화자는 제자 유령들에게 교과서로 가르치면서도 스스로의 ‘교과
서는 짖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된다. 왜냐하면 현대시작법의 머리말에서
오규원은 작성에 도움을 준 김혜순에게 감사를 표명하고 있다.257) 또한 김
혜순은 오규원에 대한 회고의 글에서 현대시작법의 용어 체계의 완성도를
예찬하면서 자신의 수업에서 활용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258) 그런데
이 시의 마지막 구절, ‘유령학교 졸업하고 제도권 유령밖에 될 게 없다니 /
쳇!’에서 보이듯 시인과 시쓰기에 대한 문예창작학과의 제도화는 이 시에서
256) 김혜순, ｢유령학교｣, 슬픔치약 거울크림, 문학과지성사, 2011, 17-19쪽.
257) 오규원, 현대시작법, 앞의 책, xvi쪽.
258) 김혜순, ｢투명한, 환한｣, 이광호 편, 앞의 책, 3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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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심각한 회의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오규원의 ｢우주 1｣에서 서울예술전문대학에 속하는 강사나 제자와
의 관계로 그려진 문예창작 제도의 이미지가 어째서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
지는가. 여기서 오규원은 문예창작학과를 ‘예술의 자율성’을 부정하거나 글
쓰기를 향한 욕구를 조장하는 수직적인 억압의 장치로 보는 중기시의 비판
적인 입장과 멀어지며 학생과 강사를 포함한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
진 수평적 시스템으로 보는 긍정적인 입장, 작품이 만들어지는 문예창작학
과의 오토포에틱 과정을 ‘시스템적 창조력’으로 표현하는 맥걸의 낙관적인
입장과 유사해지고 있다. 맥걸의 지적에 따르면 창의성을 문예창작학과 안
으로 끌어들인 것은 낭만주의적 ‘천재 작가’를 찬양하는 수직적인 사고방식
을 “수평적인 군중”의 겸손한 놀이로 대체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것은 “궁
극적으로 말할 때 시스템적인 창조력을 발휘하는 것은 수많은 군중, 즉 사
회 시스템에 속하는 자의 총집합”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입장이다.259)
오규원의 창작교육 연구의 시기는 많은 동료와 제자들과의 공동체 속에서
의 협력이 동원된 시기였다. 본고의 3장에서 다루어진 ｢전문대학 문예창작
과 교육과정의 개발연구｣에는 최인훈, 윤대성, 최창학이 공저로 나온다. 현
대시작법의 머리말에서 작성에 기여를 한 사람으로 김혜순에 더불어 ｢우주
1｣에 함께 나오는 이원, 서울예술대학과 동아일보의 협력 창작 프로그램에
서 인연을 맺은 조은 등의 학생도 언급된다.260) 현대시작법에서 제시된
‘시적언술’의 창작이론도 수많은 학생의 습작을 바탕으로 개발한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창작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 창작실습 역시 강사
중심의 주입식 교육을 버리고 학생의 시를 함께 토론하고 수정하는 합평∙강
평의 공동체적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오규원의 교육활동과, 이와 연관
된 후기 시작 활동은 자신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우주 1｣
에 나오는 인물은 교수나 강사, 학생의 구분 없이 나타난다. 3장에서 언급
한 것처럼 김준오가 서평에서 현대시작법을 1980년대 창작주체의 민주화
와 연결시켰던 사실은 이러한 의미에서였다.
259) McGurl, op. cit., pp. 72-73.
260) 동아일보와 서울예술대학의 협력 창작 프로그램에서 만난 학생에 대해서 윤희상, 앞의 글,
10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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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원이 고민해 왔던 ‘독창성’이나 ‘창의력’ 교육의 불가능성의 문제도
개인의 역할이 최소화되면서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독창성’
교육의 문제는 창작과정의 중심자리에 창작주체의 창조력 대신 대상의 인식
과정을 설치함으로써 극복된다. 이 시기의 대담에서 제자의 시가 보여주는
특정한 성향에 대한 질문을 받은 오규원은 여전히 시세계의 독자성이 교육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인 개개인이 이루어내야 되는 것으로 설명한
다.261) 그는 다른 시작품의 부분적 모방이나 시의 구조와 방법론을 익히는
학습이 자신만의 독자적인 시쓰기로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하나의 단계로 주
장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의력 교육의 불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시창
작 교육의 필요성과 특별히 방법론 공부의 가치를 자신 있게 옹호하는 모습
이다.
｢우주 1｣에서 보이는 개인의 최소화와 수평적 관계성의 시스템으로서의
문예창작학과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날이미지 시의 탈주체적인 입장과 일맥
상통하는 것이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산｣ 시편들에 나타나는 집합
과 개체에 문제를 검토한 다음에 다시 ｢우주 1｣로 돌아올 것이다.
바람이 불어도
갈참나무가 있었다
그늘이 있어도
바람이 불었다
｢산 a｣ 전문, 토마토는 붉다 아니 달콤하다
산골무는 보지 못했다
원추리는 보지 못했다
더덕은 보지 못했다
무덤은 있었다
｢산 b｣ 전문, 토마토는 붉다 아니 달콤하다
떡갈나무가 있었다
신갈나무가 있었다
261) 오규원∙이광호 대담, 앞의 글, 34-35쪽; 이재훈∙오규원 대담, ｢날이미지시와 무의미시
의 차이 그리고 예술｣, 오규원, 날이미지와 시, 앞의 책, 191-1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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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불어도
갈참나무가 있었다
그늘이 있어도
바람이 불었다
졸참나무가 있었다
청떡갈나무가 있었다
키가 작았다
바위 곁에 서서
흰 꽃 피는 산사나무의
그늘이 있었다
흰 꽃 피는 파삭다리의
그늘이 있었다
아구장나무가 있었다
노란 꽃 피는 고광나무가 있었다
산앵두는 보지 못했다
산골무는 보지 못했다
원추리는 보지 못했다
더덕은 보지 못했다
무덤은 있었다
개쉬땅나무가 있었다
싸리나무가 있었다
바람이 불어도
개옻나무가 있었다
붉나무가 있었다
그늘이 있어도
물푸레나무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산｣ 전문, 토마토는 붉다 아니 달콤하다

위의 ｢산 a｣와 ｢산 b｣는 행 배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각 하나의 연으
로 ｢산｣에서 다시 나타난다. ｢산 a｣는 ｢산｣의 1연 3~6행으로 이루어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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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산 b｣는 ｢산｣의 3연 2~5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1999년 시집 토마
토는 붉다 아니 달콤하다의 전체 구조에서 앞의 두 시편은 먼저 한 페이
지의 양면에 실려 같이 배치되어 있으며 두 편을 더 긴 시편으로 통합한 ｢
산｣은 몇 편의 간격을 두고 뒤에 배치된다. ｢산｣에 나타나는 전체적인 내용
은 산속에 있는 무덤을 다녀오며 산책을 하는 화자가 보는 자연물을 그려내
는 것이다. ｢우주 1｣에 나타난 서울예술대학의 강사 및 학생의 나열처럼 ｢
산｣에서는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나열되고 있다. 나무 이외에도 바위나 꽃
도 나타나고 바람이나 그늘의 비물질적인 대상도 되풀이하여 나타난다. 1연
에서 ‘바람이 불어도’ ‘그늘이 있어도’라는 표현에서 보이듯 바람과 그늘, 나
무는 서로의 행위나 존재 방식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함께 존재한다. 이렇게
어울리는 존재의 상호관계는 나무 한 그루만 나타나고 연결어미 ‘-어도’의
반복이 강조되는 ｢산 a｣에서 더욱 부각된다. ｢산｣의 2연에는 꽃이 피는 나
무가 초점이 된다. 3연에서 화자가 산책하면서 본 대상 대신에 보지 못한
식물이 나타난다. 이것은 산책의 풍경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이면서도 화자
의 상상이나 주관이 개입한 부분이다. 4연에서 다시 1연처럼 바람과 그늘,
여러 종류의 나무의 어울림이 그려져 있다. 이 시의 모든 대상 중에서 무덤
은 유일하게 자연물이 아니다.
오규원은 ｢산｣ 시편들의 구조와 상호관계를 자신의 시론에서 세계의 구조
와 개체∙집합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연관지어 해명한 바가 있다.262)
아래의 ‘그림 4~6’은 이 설명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림 4

그림 5

그림 6

‘그림 4’는 하나의 숲과 그 숲을 이루는 나무를 표시한다. 여기서 각각의
나무는 숲의 일부이면서도 하나의 개체이다. 나무들은 ‘숲’에 속하는 것이라
기보다 “생태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숲에 종속되어 있지 않고 독자적 존재”
262) 오규원, ｢날이미지시와 관련어｣, 날이미지와 시, 앞의 책, 94-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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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서로의 어울림을 통해 숲을 만들어내는 것이다.263) 그러므로
이를 전체와 부분의 형태보다 집합과 개체의 형태로 생각하는 것이 낫다.
‘그림 6’의 ‘세계’도 마찬가지로 전체와 부분이나 상과 하, 중심과 주변을
나누어서 파악하는 것은 세계의 본래 구조와 어긋난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
는 “개체와 집합의 수평적 구조”이기 때문이다.264)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그림 5’에서처럼 예술 작품도 세계나 숲의 자연적 영역과 똑같이 집합과
개체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앞의 ｢산｣ 시편들은 자연적인 영역에서
‘산’이라는 집합과 나무, 바위, 바람, 그늘, 무덤 등의 개체의 관계를 보여준
다. 동시에 개체로서의 시연을 개별의 시편으로 만들어낸 ｢산 a｣와 ｢산 b｣,
그리고 이 개체가 어울린 집합으로서의 ｢산｣은 집합과 개체의 구조를 예술
의 영역에서 보여준다. 자연, 예술 시스템의 이러한 구조는 ｢우주 1｣의 문
예창작학과라는 사회 시스템에도 적용해 보면 ‘그림 7’과 같은 도표로 표시
할 수 있다.
그림 7

이러한 날이미지의 시편들에서 인간 주체를 중심으로 하는 사고를 대체한
것은 개체와 집합의 구조이다. 모든 개체가 일종의 자율성을 갖고 있으며
어떤 ‘전체’로 통합될 수는 없지만 동시에 모든 개체는 다른 개체의 집합으
로 만들어져 있다. 이것은 리빙스턴(Ira Livingston)의 논의를 참고하면 더
명확하게 표현될 수 있다.
주로 문예창작학과 시스템의 오토포에틱스에 연구범위를 한정시키고 다른
영역의 자기생산체계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는 맥걸과는 약간 다른 맥락
에서 리빙스턴은 문학, 자연과학, 사회학 영역에서의 시스템들의 영향관계를
263) 위의 책, 95쪽.
264) 위의 책, 96쪽. 이와 비슷한 논의로 또한 오규원, ｢시작 노트｣, 위의 책, 8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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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런 관계를 통해 그는 주체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는 길을 이러한 개체∙집합 구조에 대한 천착에서 찾고 있다. 리빙스
턴에 따르면 ‘자기생산체계’의 ‘자기’, 인간의 경우에 ‘주체’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율적인 개체로 오인될 수도 있으나 더 가까이 살펴보면 이러한 주체
는 실제로 여러 시스템의 교차점, 여러 개체로 이루어진 집합이며 다수의
집합을 이루는 개체이다.265)
이렇게 볼 때 오규원의 후기시의 시적 화자는 독립적인 주체라기보다는
다양한 시스템의 교차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를테면 ｢우주 1｣에서 그려
지는 시스템은 서울예술전문대학의 문예창작학과이지만, 괄호 속의 김옥영
은 오규원을 가정 제도에 위치시키고 여의도라는 지명은 김옥영이 다큐멘터
리 작가로 재직하는 KBS를 연상시켜 대중매체의 시스템까지도 시의 공간으
로 끌어들인다. 앞의 ｢산｣ 시편들에서 시적 화자는 자연 생태계의 시스템에
속한다. 여기서 날이미지 시의 시적 대상은 각각의 개체보다 이 개체를 연
결시키는 시스템의 관계들이다.
1990년대로 올라오면서 오규원이 문예창작학과를 긍정할 수 있게 된 이
유는 주체를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이러한 세계관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역으로 문예창작학과와 창작 실습의 공동체적인 공간은 이러한 탈주체
적인 세계관의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1990년대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오규원의 중기 문학에서 보이던 제도화에 대한 불안감이
뒤로 물러서고 근대적 주체에 대한 의심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런 상황에서 문예창작학과 제도는 오히려 주체 중심의 세계관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제시해 준 것이었다. 오규원은 자신의 후기 문학에서 독
자에게 세계를 보는 이러한 탈인본주의적인 인식론을 깨우치도록 강조한다.
이런 면에서 날이미지 시론을 통해 구축된 교육적인 공간은 오규원의 창작
실습 교실과 마찬가지로 독자∙학생을 새로운 ‘시적 상상’으로 인도함으로써
‘탈주체적인’, ‘복수의 주체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인식론을 가르치려는
데 목적을 둔 것이다.266) 오규원은 또한 날이미지에 대한 추구를 ‘인간중
심,’ ‘주체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설명하면서 이러한 현실 대
265) Livingston, op. cit., p. 89.
266) 이광호, ｢‘두두’의 최소 사건과 최소 언어｣, 앞의 글,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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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으로서의 ‘새로운 인식’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267) 이것은 오규원 후기문
학에서 그의 교육론과 시쓰기는 둘 다 탈인본주의적 목적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오규원의 창작교육 활동과 날이미지 시∙시론을 연결시키
는 오토포에틱스의 시스템을 본고의 서론에서 선보인 ‘그림 8’과 같은 도표
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림 8 오규원의 창작교육 시스템과 후기 문학의 ‘오토포에틱스’

‘독창성’ 교육의 불가능성을 전제로 놓고 이 불가능성에 간접적으로 도전
하는 ‘창작이론’과 ‘창작과정’으로 이루어진 이 시스템은 오규원의 후기 ‘날
이미지’ 문학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끼쳤다. ‘시적진술’과 ‘시적묘사’로 나누
어지는 ‘시적언술’의 ‘창작이론’은 ‘진술’과 은유의 배제, ‘묘사’의 활용을 특
징으로 하는 날이미지 시론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해 주었다. 여러 학습
주체와 강사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합평∙강평을 활용하는 창작실습의
공간을 중심에 놓은 ‘창작과정’은 오규원의 시와 시론도 하나의 교육적인
공간으로 만들었으며 상호주체적∙탈주체적 대상 인식을 중심에 놓은 그의
날이미지 문학의 ‘창작과정’에 기여했다. 마지막으로 독자와 학생 모두 이러
한 새로운 인식과 시적 상상의 차원으로 인도하거나 유도하려 하는 측면에
서 오규원의 후기시는 문예창작학과의 불가능한 부분, 즉 ‘창의력’, ‘독창성’
의 교육, 독자나 학생의 ‘새로운 인식’이나 ‘깨달음’에 접근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도전을 보여준다.

267) 오규원, ｢책머리에｣, 날이미지와 시, 앞의 책,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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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오규원은 1970년대부터 2007년 작고까지 40년에 걸친 시작활동을 통해
다양한 성향의 시세계를 펼치는 한편 시론에서 지속적으로 시적 방법론에
대한 자기갱신의 의지를 보여준 시인이다. 또한 1980년대부터 서울예술전문
대학 문예창작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시창작 교육에 전념을 한 탁
월한 교육자로 알려져 있다. 본고는 이러한 오규원의 문학과 문예창작교육
활동의 연관성을 고찰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1980년대 사회비판과 관련해
서 문예창작학과 제도에 대한 오규원의 태도의 이중성을 먼저 살펴본 다음
에 그가 창안한 창작교육 시스템이 1990년대 ‘날이미지’ 개발에 직접적인 영
향을 주었음을 밝혔다.
1980년대 문예창작학과에서 재직하면서 문예창작과정 혹은 고등교육 제도
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여주었던 것은 1970년대 태평양화학의 홍보실에서 일
하면서 소비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시로 담긴 그의 중기 문학의 자기비판
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았다. 문예창작학과 시스템의 자기(재)생산 메커니
즘인 ‘오토포에틱스’에 대한 맥걸의 설명을 유비적으로 오규원의 시와 시론
에 비추어 설명했을 때, 오규원의 문예창작학과 재직 경험이 그의 후기 문
학에 미친 영향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 개별적인 시기의 특징이
나 작품의 특징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려웠던 변화의 양상, 구체적으로 말하
면 ‘날이미지’의 형성과정을 문예창작학과라는 시스템의 특징과 아울러 고찰
함으로써 오규원 시와 시론을 본격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본고의 2장에서는 문예창작학과와 소비사회의 관계를 살펴보며 문예창작
학과에 대한 오규원의 사유를 그의 중기 문학의 자기비판과 대중문화에 대
한 이중적 태도의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오규원의 시에서 고등교육과 문예
창작학과라는 제도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가 보인다. 고등교육제도의 일부로
서 문예창작학과는 문학의 제도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문예창작학과는
문학 작품과 글쓰기의 경험을 상품화시키는 면에서 소비사회의 일부로 보인
다. 이러한 제도화∙상품화는 자율적인 예술로서의 문학을 구속하고 기존의
현실에 대응하는 가치체계를 현시할 수 있는 문학의 상상력을 전락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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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동시에 그는 대학과 문예창작학과는 문학 혹은 예술의 자율성을 지
켜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이러한 문예창작학과 제도에서
재직하는 자신에 대해 그는 자기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다음으로 본
고는 문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그의 중기 문학의 핵심적인 관심사가 사회
문제를 다루는 시를 창작하는 제자와 1980년대 사회운동의 일부인 학생운
동과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여기서 그는 ‘운동으로서의 문학’ 또는 문학의
급진적 ‘실천성’을 향한 학생들의 열정을 작품성을 낮추는 것으로 비판했지
만 관찰과 감각에 바탕을 둔 예리한 현실인식을 가진 작품의 문학적 가치를
예찬했다. 이것은 나중에 학생들에게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진술’보
다 관찰을 통한 ‘묘사’를 권고하는 것과 자신의 후기시에서도 현실의 재현
보다 ‘묘사’를 통한, 새로운 인식 체제의 정립에 관심을 가진 계기와 상관이
있다.
3장에서는 맥걸의 오토포에틱스 개념을 차용하여 오규원의 문예창작교육
연구서 및 교육활동과 이후로 현대시작법에서 그의 문예창작교육 시스템
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폈다. 지금까지 시론의 공백기로 남아 있던 1980
년대는 실제로 창작교육에 대한 연구와 치밀한 모색의 시기였다는 사실을
밝혔다. 1980년대 창작교육 연구와 모색의 시기에는 오규원의 작업은 세 가
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그는 1985년 문교부 연구조성비를 받아 문예창
작학과의 교육 이론과 운영방식, 커리큘럼 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
하였다. 창작교육 탐구 시절의 작업 중에서 이 연구의 결과물을 별쇄논문집
으로 엮어서 발표한 ｢전문대학 문예창작과 교육과정의 개발연구｣가 주목되
었다. 오규원이 이 연구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자에 의해 언급되어
왔으나 이전까지 자료의 명확한 출처가 확인되지 못했기 때문에 본고에서
처음으로 다룰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이 논문집이 나온 이후로 그는 시적
표현의 특징을 체계화하고자 하는 ‘시적언술’ 연구를 집행했는데 이 연구
중에서 상당부분이 수정되면서 현대시작법에 수록되었다. 셋째 이 시기에
오규원은 다른 시인의 작품보다 제자가 쓴 시에 주목하여 그 문제점을 유형
화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연구의 시기에 창작교육의 가능성
여부가 핵심적인 문제가 되었다. 여기서 ‘독창성’이 직접적인 교육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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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나 창작교육 전반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것
에 대한 모색은 ‘시적언술’을 체계화하는 ‘창작이론’과 제자의 창의력을 함
양할 수 있는 ‘창작과정’의 교육에 대한 탐구로 이어졌다. 따라서 오규원의
창작교육 시스템은 가르칠 수 없는 ‘독창성’과 가르칠 수 있는 ‘창작이론’과
‘창작과정’의 역학을 중심으로 성립되었다. 현대시작법에서 ‘시적언술’의
이론은 체계화되었으며 ‘창작과정’에 대한 탐구는 ‘사례연구’로 이어졌다.
‘독창성’은 시 혹은 문학의 본질로 간주되며 문학작품이 제시해주는 ‘새로운
인식’이나 ‘깨달음’과 연결되며 여전히 직접적인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없었
다.
4장에서는 오규원의 ‘날이미지’ 시와 시론이 창작교육 연구와 현대시작
법을 통해 완성된 창작교육 시스템의 오토포에틱 과정에 의해 형성된 것으
로 설명했다. 먼저 ‘날이미지’ 시와 시론에 있어서 창작이론과 시론의 경계
가 흐릿해지는 현상을 성찰했다. 이를테면 ｢안락의자의 시｣와 같은 시에서
‘시각을 바꾸자’는 날이미지 시의 방법론은 제자들에게 주는 조언으로 밝혀
졌다. 또한 ‘시적진술’과 ‘은유’를 배제하는 ‘날이미지’의 전체적인 방법론의
근원은 젊은 제자들에게 ‘진술’의 관조보다 ‘묘사’의 관찰은 창작과정에서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오규원의 지적과 연결시켰다. 다음으로 독자를 학
생처럼 새로운 ‘시적 상상력’으로 인도하는 ‘날이미지’의 교육적인 성격은
‘새로운 인식’이나 ‘깨달음’, 즉 ‘독창성’에 대한 문제의식과 연결시켰다. 이
러한 교육적 성격은 또한 ‘날이미지’의 시론에서 찾아졌다. 창작실습의 수업
진행방식인 ‘합평’과 현대시작법의 ‘사례연구’가 작품의 문제점을 지적하
고 개작과정을 보여주는 과정인 것처럼 ‘날이미지’ 시론에서 오규원은 자신
의 시의 개작과정을 보여주며 독자와의 ‘합평’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그의
후기시에서 보이는 문예창작학과 제도에 대한 태도의 전환을 주체 대신 시
스템을 중심에 놓는 새로운 인식 체제의 탐구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본고에서 오규원이 창안한 문예창작교육 시스템과 이 시스템이 시인 자신
의 문학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살피는 데에 주목하였다. 한 시인이
자기가 만들어낸 시스템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에는 개인과 시스템의 관
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다. 오규원의 창작교육 시스템에는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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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의지로 환원될 수 없는 역학이 있었으며 이러한 역학의 영향 아래
서 그의 문학적 문제의식과 방법론의 방향성에 변화가 나타났다. 이런 관점
에서 볼 때 주체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려는 그의 ‘날이미지’ 시에서 이 시
스템은 또 하나의 창작주체가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날이미지’ 시와 시론
은 매우 독자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날이미지’의 문제의식이나 방법론은
오규원의 창작교육 이론과 많은 측면을 공유하고 있으나 오규원의 창작교육
시스템에서 창작을 배운 제자 중에 ‘날이미지’로 작품을 쓰는 시인은 없다.
이러한 독자성은 개인으로서의 시인인 오규원의 몫으로 볼 수 있다. 그는
끝까지 독창성이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때 서울예술전문대학의 문예창작학과에 속하던 학생이나 강사를 나열
하여 그려낸 오규원의 시 ｢우주 1｣에서 보이듯 시스템은 궁극적으로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규원이 교수로 있던 시기에 서울예술전문대학에
서 소설가 신경숙, 편혜영, 시인 황인숙, 이진명, 함민복, 장석남, 이원, 이병
률, 이대흠, 연왕모, 서정학 등 많은 문인을 배출하였다. 1990년대 문단을
이루는 이 문인들에 대한 서울예술전문대학의 교육환경의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 한국 문예창작하과의 시스템과 문학의 연관성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오규원의 창작교육 시스템에 대한 본고의 규명은 이러한
한국 문예창작학과의 전반적인 ‘오토포에틱스’에 대한 더 넓은 이해에 조금
이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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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h Kyu-won’s Literary Work and
Creative Writing Instruction as a System
Seth Chandle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a poetic career spanning forty years from the 1970s until his death
in 2007, Oh Kyu-won displayed a diverse set of poetic tendencies while
constantly seeking to renew his methods of composition through his
writings on poetic theory. He is also known as an accomplished
educator for his commitment to the teaching of poetic composition as a
professor in the creative writing program at Seoul Institute of the Arts,
which began in the 1980s. This thesis sets out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Oh Kyu-won’s literary activities and his work as
an educator of creative writing. I first consider his ambivalent attitude
towards the creative writing department as an institution in relation to
his social criticism of the 1980s, and then explore how the creative
writing instruction system which he created at this time affected the
development of his ‘living image’ poetics during the 1990s.
The concerns that Oh Kyu-won expresses about the institutions of
creative writing and higher education while employed in the creative
writing department during the 1980s are an element of the self-critic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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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displays in his middle-period poetry, in which he had earlier
composed poetry critiquing consumer capitalism while working in the
marketing department of the Amore Pacific makeup company during the
1970s. The effect that his work in the creative writing department had
on his later poetry and poetic theory can be recognized with reference
to Mark McGurl’s theory of ‘autopoetics,’ the self-(re)production
mechanism of the creative writing program as a system. The change in
Oh Gyu-won’s poetry during this period, specifically the formation of
his

‘living

image’

poetics,

is

difficult

to

explain

through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poems or works of poetic theory, but can
be

more

fully

understood

when

examined

together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creative writing department as a system.
In Chapter 2, I examine the relationship of the creative writing
department to consumer society and consider Oh Ky-won’s thought on
the creative writing department in the context of his middle-period
poetry’s self-criticism and his ambivalent attitude towards popular
culture. Oh Kyu-won also displays an ambivalent attitude towards
higher education and the creative writing department as institutions. As
a part of the larger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the creative writing
department

contributes

t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literature.

In

addition, in the sense that the creative writing department commodifies
literary works and the experience of writing, it can be viewed as a part
of consumer society. From Oh Kyu-won’s perspective, this sort of
institutionalization and commodification constrains the autonomy of
literature as an art and degrades the literary imagination, which is
capable of realizing a system of values that confronts the existing
reality. However, Oh Kyu-won also argued that the university and the
creative writing department have an obligation to protect the autonomy
of literature and art. Thus he maintained a self-critical attitude to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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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 own work in the institution of the creative writing department.
Next I analyze the relationship of Oh Kyu-won’s interest in the social
role of literature, a core interest of his middle-period, to the student
movement, which formed a part of the 1980s social movements, and
the poetry of his students, which dealt with social issues as well. Here
Oh Kyu-won can be seen criticizing student passion directed towards
radical literary ‘practice’ or ‘literature as activism’ because it damages
the artistic value of the poem, but he also compliments the literary
value of works for sharp perceptions of reality based in observation and
the senses. This relates to his later recommendation to students to use
‘description’ based on observation as opposed to directly expressing
thoughts

through

‘statement,’

and

also

to

his

interest

in

the

establishment of a new system of perception through ‘description’ rather
than representation of reality in his own later poetry.
In Chapter 3 I employ McGurl’s concept of autopoetics to examine
how Oh Kyu-won created his own system of creative writing instruction
through research on creative writing education and experience as an
instructor, and later in the textbook Methods of Modern Poetic

Composition (Hyeondaesijakbeop). I show that the 1980s, which has
been left as a gap in previous periodizations of his poetic theory, was in
fact a period of intensive research on creative writing education. Oh
Kyu-won’s research during this period primarily took three forms. First,
after receiving a grant from the Ministry of Culture and Education in
1985, he undertook an extensive study of the pedagogy, curriculum, and
administration of creative writing departments. Among the

various

projects of this period of exploration into creative writing education, the
result of this research, a study titled A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the

Educational Program of Creative Writing Departments at Technical
Colleges

(Jeonmundaehak

Munyechangjakgwa

- 125 -

Gyoyukgwajeongui

Gaebalyeongu), is particularly important. The fact that Oh Kyu-won had
conducted this study is mentioned by several previous researchers, but
because the its exact source was unknown, my analysis of it here is the
first time it has been examined directly. Second, after the above thesis
was published, Oh Kyu-won began research on ‘poetic discourse,’
attempting to systematize the characteristics of poetic expression. A great
deal of this research was edited and gathered in Methods of Modern

Poetic Composition. Third, during this period Oh Kyu-won focused less
on the work of other poets than on that of his own students, attempting
to classify the problems they displayed. The central issue for Oh
Kyu-won during this period of research was whether or not creative
writing education is in fact possible. Here he argues that ‘creativity’
cannot be the direct object of education, but his exploration into how
creative writing education as a whole can be made possible lead him to
the concepts of ‘composition theory,’ which later became his research on
‘poetic expression,’ and the ‘composition process,’ through which his
students creativity could be fostered. The creative writing education
system that Oh Kyu-won establishes in this process thus centers on the
dynamics

between

an

unteachable

‘creativity’

and

a

teachable

‘composition theory’ and ‘composition process.’ In Oh Kyu-won’s
creative writing textbook, Methods of Modern Poetic Composition, his
theory of ‘poetic expression’ takes full shape, and his explorations into
the ‘composition process’ of his students results in the detailed studies of
examples of student poetry(saryeyeongu) which are an important feature
of the text. Here ‘creativity’ is regarded as the essence of poetry or
literature and becomes connected with a sort of ‘new perception’ or
‘realization,’ but still cannot be the object of direct education.
In Chapter 4 I explain Oh Kyu-won’s ‘living image’ poetry and poetic
theory as a product of the autopoetic process established by the creative

- 126 -

writing education system Oh Kyu-won created through his education
research and creative writing textbook. First, I identify the points at
which the boundary between Oh Kyu-won’s educational or composition
theory and his poetic theory begins to blur in relation to his ‘living
image’ poetics. For example, I show that the imperative to ‘change
perspectives’ from his ‘living image’ poems was also advice that he gave
students. In addition, I connect the origin of his ‘living image’ poetics’
methodology,

which

involves

eliminating

‘poetic

statement’

and

‘metaphor,’ to his assertion that observational ‘description’ is a more
effective composition strategy for young students than contemplative
‘statement.’ Next I link the educational nature of the ‘living image,’ which

leads

the

reader,

like

a

student,

towards

a

new

‘poetic

imagination,’ - to his concerns about the teachability of ‘creativity,’
‘new perceptions,’ and ‘realizations.’ This educational character can also
be found in his poetic theory written on the ‘living image.’ Just as the
workshop method(happyeong or gangpyeong) used in the creative writing
classroom and the study of specific student works consist of a process
of pointing out the problems in a work and undertaking its revision, in
his ‘living image’ theory Oh Kyu-won reveals the revision process of his
own poems and engages in happyeong with readers and critics. Finally, I
explain a change in Oh Kyu-won’s attitude toward the creative writing
department as an institution, which is apparent in his late poetry,
focusing on his exploration of a new system of perception in which the
system, rather than the subject, takes the center position.
Keywords: Oh Kyu-won, Social Criticism, Living Image, Creative
Writing, Institution, System, Systems Theory, Autopoiesis, Autopoetics
Student Number: 2016-2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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