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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70년대군사독재정권과김지하의저항및문제의소재(所在)

일본에는민주화투쟁으로부터박근혜대통령퇴진시위까지의일련의투쟁이나

시위는 '한(恨)의감정에의해이루어졌다'고하는담론이존재한다. '한'에는운

명을받아들이는 '비애'의이미지와사회변혁을향해격렬하게행동하는 '원한'의

이미지가있는데, 후자의한은 '르상티망(ressentiment)'과같은의미로다루어지

는 일이 많다. 후자의 '한' 이미지를 처음으로 주창한 것은 김지하(金芝河)라고

* 이연구성과는 2019年帝塚山学院大学学長裁量予算(若手研究)의지원을받아서연구한
결과물이다.

** 데즈카야마가쿠인 대학(帝塚山学院大学) 교양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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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한국에 시위가 많은것은 '한'이 국민성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담론이 존재한다.

김지하는한국민주화투쟁의심볼로서, 당시일본과한국의활동가또는좌파지

식인사이에서인기있었던 '저항시인'이다. 따라서 70년대민주화투쟁시대의김

지하문학에보이는 '한담론'을고찰함으로써, 현재일본에서의 '한담론'이해에

일조하고자 한다.

고찰에 앞서, 김지하의 생애사를 당시의 사회배경과 결부시켜 개괄하겠다.

1941년에전라남도목포에서태어난김지하는 59년에서울대학교미학과에입

학하여, 1960년 4·19혁명에 참가하는 등 학생운동기가 한창일 때에 학생생활을

보내고있었다. 다음해인 1961년에군사쿠데타(5·16 군사정변)을일으킨박정희

가정권을탈취하고군사독재정권이시작되었다. 통치의정당성이결여되어있었

던박정희는 '경제성장'과 '안보'라고하는일대슬로건을내걸어구심력을얻고

자하였다. 경제면에서는한국최초로계획경제를도입해경제재건을목표로개발

자금원을얻기위해국민의맹렬한반대가운데거액의경제협력금을대가로 1965

년에일본과의국교정상화를단행하였다. 안보면에서는냉전시대의한가운데에서

체제간경쟁을벌이고있던북한을적시한 '반공이데올로기'를강조하고, 민주화

를요구하는주장등반정부적언동에 '빨갱이(공산주의자)'의소행이라는딱지를

붙였다. 중앙정보부(KCI)를 중심으로한억압적인감시체제가강화되고, 인권은

현저하게제한되어자유로운언론이탄압받고있었다. 민주화운동을적극적으로

전개하고있었던김지하자신도 23세(1964년) 때에한일기본조약반대 6·3시위에

서 중심적으로 활동하다 체포, 투옥되었다.

대학 재적시의 김지하는 '우리문화연구회'를 조직하여 민요, 판소리, 가면극,

무속등의민족문화에흥미를기울이고있었다. 도시화에의해도시에유입된젊

은세대는전국의대학에서민족유희인농악이나가면극(탈춤) 서클을차츰결성

하고있었다. 김지하는그가면극운동의중심적인물이었던것이다. 1960년대경

한국사회에서는 '민족문화'의재평가가시작되고있었다. 식민지로부터해방이나

급속한근대화에의반동으로서자문화의재평가가요구된것이다. 반정부적인입



김지하의 ‘한’ 담론 95

장의학생이나노동자는 '민족문화' 가운데에서도특히가면극이나판소리에주

목하였다. 가면극에보이는사회의부조리에대한비판정신이군사독재정권에의

'저항의상징'으로받아들여졌기때문이다. 김지하의문학적인작품은이가면극

으로부터도 큰 영향을 받았다.

25세(1966년)에 서울대학교미학과를졸업하고부터도김지하는탄광노동이나

카피라이터등여러직종을전전하면서시나연극의창작을계속하였다. 김지하가

내건테마는 '반독재·민주화회복', '반외세·민족주체확립', '반특권·민생보장'1)이

었다. 가면극은여전히리버럴한대학생을중심으로지지받아주요대학에서상연

되고있었다. 박정희정권이추진한경제우선정책의여파인 '빈부의격차', 그리고

'언론탄압에대한불만'이가면극의 '풍자'라고하는형태로간접적으로표현되고

있었던것이다. 29세(1970년) 때, 김지하를일약유명하게한작품이발표되었다.

장편풍자시「오적(五賊)」2)이다. 이시가게재된잡지『사상계(思想界)』는곧

바로발매금지처분되었고작자인김지하만이아니라편집자까지도반공법위반

으로체포, 기소3)되었다. 그만큼이나사회에큰영향을미친작품이었다. 그해에

시론 「풍자인가 자살인가」, 시집 『황토(黄土)』를 잇따라 간행하였다.

70년대가되자박정희정권은한층강권화되었다. 국가비상사태를선포하고 '

공산주의에대항한다'고하는명목으로국회를해산시키고대통령의권한을극한

까지강화시킨헌법개정이이루어진것이다('유신헌법'). 1972년 10월의일이었다.

1)金芝河, 「「恨（ハン）こそ我が闘争」」, 『不帰』(東京：中央公論社,1975), p.335.
2)재벌（財閥), 국회의원(国会議員), 고급공무원(高級公務員), 장성(将星), 장차관(長・次官)
이라는 이름의 짐승 모습을 한 도적 다섯 명이, 사울 한 가운데에서 도둑질 가업에
종사하고있었는데, 어느날다섯명이모여서도둑시합(부정부패의경연)을하려고
골프장에모였다. 다섯명의악행을보다못한귀신이오적을잡으려고포도대장에게
명했다. 그러나포도대장이붙잡은것은오적이아니라농업으로는먹고살수없어서
서울로나온부랑자꾀수였다. 처음에꾀수를오적이라의심하지만, 진상을이야기하자
포도대장은 꾀수에게 오적이 모이는 골프장으로 안내하게 한다. 포도대장은 오적의
호화사치, 방탕한생활에눈을빼앗겨붙잡기는커녕오적에게회유되었다. 포도대장은
꾀수를 '무고죄'로감옥에집어놓고, 자기는개집을받아오적의문지기가된다. 그러나
어느날갑자기포도대장과오적은벼락을받아몸의육공(六孔)에서피를토하며죽어버
린다.

3)金芝河,『民衆の声』(東京：サイマル出版会, 1974), p.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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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의해삼권(三權)은대통령에게집중되었고, 선거, 토론, 집회, 결사라고하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원칙이 짓밟히고 검열이 더욱 강화되었다.

30세(1971년) 때에는강원도원주교회에다니며가톨릭신도가된다. 김지하는

이후, 지학순(池學, 1921-1993）주교나 장일순(張壹淳, 1928-1994）신도와 민주

화운동을전개하며운동을위한창작활동을진행하였다. 그때문에원주는 '민주

화운동의성지'로불리고있다. 희곡「금관의예수」(1972)나「진오귀」(1973)

은 '마당극'4)의선구로서창작된것이다. 32세(1973년) 때에한국여성작가의선

구적존재로장편소설『토지(土地)』의작가로알려진박경리(朴景利)의딸과결

혼했다. 같은해지식인, 종교인 15명가운데한사람으로서독재정권을비판하는

'민주회복을위한시국선언문'을발표하였으며,박정희정권에대한투쟁선언이라

고도읽힐수있는장편풍자시「오행(五行)」을탈고하였다. 1974년 4월에는 '민

청학련사건(民青学連事件)'에가담하여, 치안당국에지명수배되었다. 그는지하

잠복에도불구하고체포되어비상군법회의제1심판부에서사형판결을받았다. 이

에 대해 일본을 비롯한 세계로부터의 김지하에 대한 구명활동이 일어나, 1주일

후에무기징역으로감형되었다가다음해인 1975년 2월에형집행정지로약 10개월

만에일단은보석되었다. 그러나옥중수기「고행-1974」를동아일보에게재하여

다음달인 3월에다시체포되어반공법위반용의로송검(送檢)되었다. 이리하여

1980년 12월까지 5년 9개월에 이르는 옥중생활이 시작되었다.

1974년 4월, 한국정부문화공보부는 “나는공산주의자다”로시작되는「자필진

술서」를포함하는팜플렛『김지하에대한반공법위반사건관계자료』를공표

하였다. 한편 6월에는군사정권의언론탄압에굴하지않았다고하여, 제15회아시

아·아프리카작가회로부터 '로터스상' 특별상을수상하였다. 8월에는 5월에옥중

에서김지하가썼다고하는「양심선언」이 '가톨릭정의와평화협의회'에의해

4)'마당극'은가면극의영향을짙게받았을뿐만아니라, 농악(農樂), 무의(巫儀)나판소리
등의전통예술과융합한연극이며, 70년대에는농촌문제나노동문제, 빈곤문제를, 80년대에
는여성문제나공해문제를다루는등그당시의사회적이슈를주제로그렸다. 그것은바로
그의 문학론을 구현화한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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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되었다. '양심선언'의내용은정부가공표한앞의「자필진술서」는진의가

아니었다는것을분명히한것이었다. 그뒤 1심판결에불복하여항소심이열렸으

며, 그사이가톨릭교회나일본의지원자들의구명활동이이어져 39세(1980년)에

마침내 석방되었다.

이후로는주로민족주의적인 '생명운동·환경운동·소비자공동운동'을전개하였

으며 2013년부터는집필활동을이어가면서동국대학교대학원의석좌교수를맡고

있다.

일본에서김지하가주목받게된계기는 1972년에장편풍자시「비어(蜚語)」가

발표되어 중앙정보부에 체포 연행되었을 즈음, 김지하구원국제위원회(金芝河救

援国際委員会)가 발족되었을때이다. 당국에의해가혹한고문을받고있던김지

하를구명하기위해, 츠루미슌스케(鶴見俊輔)나 오다마코토(小田実) 등의리버

럴파지식인이나재일문학가들이주도한것이었다. 1970년대자민당정권이정치

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박정희 정권을 후원하고 있었던 반면, 일본의 리버럴파

지식인들은김지하에게지극히높은관심을보였다. 리버럴계잡지에서는김지하

특집이편성되고, 그가창작한시나 1976년의재판기록이나옥중메모는곧바로

번역 출판되었다. 1974년에 김지하에게 사형판결이 내려졌을 때에는 '김지하를

돕는모임(金芝河らを助ける会)'이발족되어단식투쟁을하는등세계적으로구

명운동이 퍼져나갔다. 김지하의 존재는 1970년대 한국의 현상을 전함과 동시에,

한 시인의 불굴의 혼을 일본에 알렸다.

일본에서의 김지하 연구도 당연히 70년대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김지하의문학작품보다는정치적행동이주목을받고있었기때문에, 1980년이후

김지하의생명운동에관한연구는거의존재하지않는다.5) 재일한국인연구자인

서경식(徐京植)이 1995년에『현대사상(現代思想)』에투고한「김지하씨에게보

5) 김지하의저작에대해서도몇편의논고와강연과에세이를모은『談論　金芝河生を語る
(담론김지하의생을말하다)』(東京：協同図書サービス，1995), 『傷痕に咲いた花(상
흔에핀꽃)』(東京：毎日新聞社，2004) 정도가번역되어, 일본에는왕성한김지하의
작품이나 사상은 소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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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편지」에서 70년대의민주화투쟁당시로부터일변한김지하에대해 “대단히

당혹스럽고 유보하지 않을 수 없다”6)며 실망하고 있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한편한국에서는거의 400편에달하는김지하연구의대부분이 90년대에들어

와서부터나왔다. 내용면에서는 8할가까이가 80년대이후의저작인생명사상및

미학을 다루고 있으며 군사독재정권기의 연구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

김지하의한담론에관한선행연구에이르면, 김지하가 '한'이미지의일단(一

端)을만들어내었다고하는정설이있는것치고는대단히한정적이다. 일본에서

는 김석범(金石範)의「한과 양심선언(恨と良心宣言)」7), 카미벳부 마사노부(上

別府正信)의「김지하와한-투쟁적인이미지의기원으로서(金芝河と恨−闘争的

なイメージの起源として)」8)가 있고, 한국에서는 김진의 「한의 희망철학적 해

석」9) 정도다. 김석범은「풍자냐자살이냐」에서말하는한이「양심선언」에서

어떻게변용되었는가를고찰하고있으며, 카미벳부는김지하는한의저항시인으

로서등장하여, 사람들에게한의개념을알리고, 현대에한의투쟁적인이미지를

만들어내었다고설명하였다. 김진은김지하나천이두(千二斗)의한개념을독일의

희망철학에 적용하여 고찰하고 있다.

이들기존연구를바탕으로하여본논문에서밝히고자하는것은다음과같다.

60년대에문학계에서등장한한과김지하의한의차이에대해,담론연구적접근

을통해분명히함과동시에김지하의한담론의특징을드러내는것이다. 기존의

한연구에서김지하가한의한가지이미지를만들었다는사실은지적되어왔지만

김지하의 한 담론 그 자체를 파고든 연구는 적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박정희의

군사독재정권기(1961~79년)의김지하작품에서나타나는 '한론(恨論)'을고찰하

고자 한다.

6) 徐京植「金芝河氏への手紙」，『現代思想』vol.23 10月号 (東京：青土社，1995), p.38.
7) 室謙二編，『金芝河　私たちにとっての意味』(東京：三一書房，1976)， pp.104-120
8) 上別府正信， 「金芝河と恨−闘争的なイメージの起源として」, 『韓国アイデンティ
ティ論としての恨：恨言説の形成過程を中心に』(中央大学大学院博士(学術論文)，
2008), pp.218-248.

9) 김진， 「한의 희망철학적 해석」， 김진 등 편, 『한의 학제적 연구』(서울: 철학과
현실사，2004), pp.32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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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60년대의 민족문학 논쟁과 문학계의 한 담론

식민지해방이후, 남북의이데올로기대립이명확화함에따라남측의문학계에

서는민족우파인김동리(金東里)나서정주(徐延柱)가중진으로서힘을가지게되

었다.10) 김동리는 “조선봉건사회잔재나일제잔재를일소하는일보다타민족에

대해대등한자주적인지위를구축하는 '민족혁명'을행하는것을우선해야한다

.”11)며정치등의목적지향적인문학을배제한 '순수문학'을지향하였다. “문학정

신의본령은인간성옹호에있다”12)라하며, 여성의비극이라는봉건사회의인습,

민예운동의창시자야나기무네요시(柳宗悦)로 대표되는 '식민지주의적담론(식

민지경험)'을흡수, 계승하여민족적인정서나미의식이란무엇인가를모색한것

이다.

그런데문학계를이끌어온김동리의순수문학파는 1960년의 4·19사건을계기

로어용문학이라는비판에직면하게되었다. 적극적인사회참여나현실에의비판

을문학에요구하는 '참여문학'파가대두해온것이다. 그들은순수문학파와상종

하지않았고 '진정한민족문학'이란어느쪽인가를다투는민족문학논쟁이일어

났다. 그논쟁은김수영(金洙暎), 뒤의임헌영(任軒永), 백낙청(白楽晴) 등참여문

학파의『창작과비평』(1966년창간)과김동리와서정주, 김동익(金烔翼) 등순

수문학파의『문학과지성』(1970년창간)의양대문예잡지를거점13)으로전개되

었다. 문학과 정치의 융합을 노린 김지하는 참여문학파에 가까운 문인이었다.

식민지해방후의문단에서는식민지기에억압, 배제된조선문학을어떻게재

10)白川豊,「近現代文学史」, 野間秀樹(編),『韓国語教育論講座』第四巻, (東京：くろしお
出版,2008), p.57.

11)김동리 ,「조선문학의지표 -현단계의조선문학의과제」 , 『청년신문』(서울: 청년문학
가협회, 1946. 4. 2.), p.8.

12)李建志,「韓国「建国理念」の文学的展開」,『朝鮮近代文学とナショナリズム』(東
京：作品社, 2007), p.132.

13)白川豊,「近現代文学史」,野間秀樹（編）,『韓国語教育論講座』第四巻, (東京：くろ
しお出版, 2008),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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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할지가과제였다. '정통민족문학',또는 '한국문학의민족정신'이란무엇인가

를논의하는가운데, 정백수(鄭百秀)에의하면, 가장자주거론된것은 '한담론'이

었다14)고한다. 그러면문학계에서시작된 '한' 논의가언제쯤등장하여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추적해 보기로 하겠다.

'정한(情恨)'이라는개념이처음등장한것은 1948년에김동리가발표한논문

「청산과의 거리-김소월론」15)이었다고 이야기된다.16) 김동리는 이 논문에서

“영원히메꿀수없는사모의감정”, “연모하는감정”을 '정한'이라고이름붙였다.

이에의해 '김소월의작품'='정한'이라고널리인식되게되었다.17) 서정주도김소

월의시세계에대해, “씻을수없는슬픔의혼”, “정(情)의끝에서오는한(恨)”이

라고 김동리와 비슷한 해석을 전개하고 있다.18)

김동리와서정주의 '정한'론은 60년대에들어김소월작품의틀을넘어그외의

작품에도적용되어논의되었다.19) 김소월의시에보이는 “떠나가는님에대한절

망”이나 “박탈감이나절실함”, “누군가에의해초래된불행”이라는이미지는20) '

센티멘탈리즘', '비애', '감탄(感嘆)', '여성성', '수동성', '동경', '취약함'이라는

말로 논평되었다. 이것이 순수문학파에 의해 이야기된 '한 담론'의 이미지다.

정백수는 “60년대이후의한논의는민족고유의보편감정으로서'한'을확인하

기위해, 다시말해 '한'의자기구축을위해쌓여간것”21)이라고쓰고있다.김소월

작품에보이는 '비애', '미련', '좌절', '여성성', '정한'이라는특징은김소월이외

의근현대시가에그치지않고, 민요, 소설, 수필등타분야의작품으로넓혀졌을

14)鄭百秀,『コロニアリズムの超克』 (東京: 草風社, 2007), pp.301－303.
15)김동리, 「청산과의거리-김소월론」, 『문학과인간』（서울：백민문화사, 1948 ）
16)千二斗,「韓国的恨について－特に日本のもののあわれとの比較を中心にー」,『朝鮮学
報』131輯, (朝鮮学会, 1989), pp.96－97.

17)鄭百秀,『コロニアリズムの超克』(東京: 草風社, 2007), p.303.
18)千二斗,『韓国的恨の明と暗』 (広島: エミスク企画,2004), p.45.에서 재인용
19)鄭百秀,『コロニアリズムの超克』（東京：草風社,2007）, p.303.
20)沈善映, THE COLONIAL ORIGIN OF“DISCOURSE　OF　HAN”AND　ITS　
RELIGIOUS SIGNIFICANCE IN　MODERN KOREA (筑波大大学院修士論文,
1998), p.45.

21)鄭百秀,『コロニアリズムの超克』 (東京：草風社,2007), p.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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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아니라, 「황조가(黄鳥歌)」,「가시리」등고대의속요, 한시, 시조에까지소

급되어연구되었다. 이리하여 '정한'의이미지는한국문학일반의특징으로서위

치지어지게되어, 80년대에는문학이외의분야에까지확장되어, '민족적아이덴티

티'로 확대 해석되어갔다.22)

김종은과오세영은한을서양의정신분석학적개념과비교23)하였고,김윤식과

김우창은한에서 '허무주의적인심리'를발견하여비판하였다.24) 특히김우창은

“소월에게서는생에대한깊은허무주의가발견된다”고하며, “너무나도수동적인

김소월의허무주의는소월자신의인생경험과관련되어있겠으나, 일제침략이보

다큰원인일것이다”라고김소월의시가 '식민지주의적담론'을답습하고있다는

점을명확하게지적하였다. 김지하자신도 '식민지주의적언설'에비판적이었다.

야나기무네요시가말한 '조선의미(美)'를부정하고조선의미술이나예술에서

'비애'나 '여성성'이 아니라 '약동성'이나 '남성성'을 발견하려고 한 것이다.25)　

22)'풀리지않는정한'론이라고도부를수있는문학의 '한담론'의전형적인예로서김우종
(金宇鍾)이쓴「美意識と民族芸術の特質－韓国文学、とくに民謡を通じてみた恨の意
味」, 『アジア公論』1月号(東京:韓国国際文化協会,1983), pp.74-100.를 들 수 있다.

23)鄭百秀,『コロニアリズムの超克』(東京：草風社, 2007), p.306.
24)千二斗,『韓国的恨の明と暗』（広島: エミスク企画,2002）,p.49.
25) “한국의미술의특질은연속성에있다고한다. 연속성은선의본질이다. 야나기무네요시
는 우리 미술의 본질을 선이라고 단정하였다. 한국의 많은 학자와 예술가는 아직도
이일본인의설을절대시하고있다. 그러나조선속화(俗画)에서는이연속성의차단과,
그차단에의한공간의 역동화가강하게나타난다. (중략) 뿐만 아니라, 미술이외에
판소리, 가면극, 농악무(農楽舞), 고전민요(古典民謡)등광범위한민족예술속에서강력
한차단기법이무수하게나타나고있다. 이민속예술자료에의하면선이나연속성보다는,
그것을차단하고오히려요소사이의갈등을일으킴으로써비애보다는약동을, 내면화보
다는 저항과 극복을 고취하는 활력 있는 남성미의 특질이 지배적이다”
金芝河,「現実同人第一宣言」, 『金芝河　民衆の声』（1974、東京: サイマル出版社）
원문은 1969년에 집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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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김지하의 ‘한 담론’

1. 「풍자냐 자살이냐」에 보이는 '한 담론'
김지하의 70년대문학작품에있어서 '한'이라는개념이극히중요하다는사실

은그자신도인정하고있는바이다. 김지하가작품속이외에서한에대해집중적

으로이야기한논고가있다. 「풍자냐자살이냐-고김수영추도시론」(1970)26),

「시집『황토』후기」(1970)27), 인터뷰「한이야말로싸움의근원」(1975년 2

월)28), 「양심선언」(1975년 5월)29), 「500페이지의옥중메모및재판진술기록」

(1976)30) 등이다. 먼저이가운데 70년대에집필된 2편의한담론을고찰하려한다.

「오적」의 발매금지로 체포되었다가 병 때문에 1개월 만에 보석된 뒤에 쓴

것이「풍자냐자살이냐」다. 「풍자」라는시적방법론을쓴시인김수영에대한

평가를 쓴 것으로 김지하가 한에 대해 처음 본격적으로 언급한 논고다.

불가사의한이삶을지배하는저물신의폭력이시인의식위에가한고문과

낙인은시인의가슴에말할수없이깊고짙고끈덕진비애를응결시킨다.폭력은

그폭력의피해자속에서비애로전화되는것이다. 해소되지않고지속되며약화

되지않고날이갈수록더욱더강화되는동일한폭력의경험과정은무한한비애

위에더욱무한한비애를, 미칠것같은비애위에미칠것같은비애를축적한다.

이무한한비애경험의집합, 이축적을우리는한(恨)이라고부른다. 한은생명력

의당연한발전과지향이장애에부딪쳐좌절되고또다시좌절되는반복속에서

26) 金芝河， 「風刺か自殺か−故金珠瑛追悼試論」, 『金芝河作品集１』(東京：青木書
店，1976)

27) 金芝河，『黄土』（ソウル：ハンオル文庫，1970）
28) 金芝河, 「「恨（ハン）こそ我が闘争」」, 『不帰』(東京：中央公論社，1975)，
pp.313-346．

29) 金芝河， 「良心宣言」, 『金芝河作品集１』(東京：青木書店，1976)
30) 金芝河, 「金芝河　裁判記録」, 『苦行　獄中のおけるわが闘い』 (東京：中央公論社，
1978)，pp.34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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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독특한정서형태이며, 이반복속에서퇴적되는비애의응어리인것이

다. 가해당한폭력의강도와지속도가높고길수록그만큼비애의강도도높아지

고한의지속도는길어진다. 비애가지속되고있고한이응어리질대로응어리져

있는한, 부정(否定)은종식되는법이없으며오히려부정은폭력적인자기표현

의길로들어서는법이다. 비애야말로패배한시인을자살로떨어뜨리듯이그렇

게또한시적폭력으로그를떠밀어올리는강력한배력(背力)이며, 공고한저력

이다. 비애에의거하여, 한의 탄탄한 도약대의그미는힘에 의거하여드디어

시인은시적폭력에이르고,드디어시적폭력으로물신의폭력에항거한다. 가장

치열한 비애가 가장 치열한 폭력을 유도한 것이다.31) (강조는 인용자)

오직치열한비애와응어리진한을바탕으로하고비극적표현을흡수하는

한편해학을광범위하게배합하면서도강력한풍자의주된핵심으로삼는고양

된 희극적 표현만이 새로운 폭력 표현의 유일한 가능성이다.32)

이것은김수영의 '풍자시'를고찰하는가운데등장하는 '한담론'이다. 시인은

'물신의폭력'에의해 '한'을품고, 그 '한'은시인을 '자살' 또는 '폭력'으로향하

게하는강대한 '힘'을가진다고한다. 여기에서말하는 '폭력'이란문자그대로의

'폭력'이 아니라, '시적 폭력' 즉 '풍자'라는 표현방법을 가리키고 있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정한'론에 보이는 '센티멘탈리즘', '슬픔', '감탄',

'여성성', '수동성', '동경', '취약함', '미련'이라는유화(柔和)한 표현이 '고문', '

피해자', '광기'등의과격한표현으로치환, 혹은표현이덧붙여져있다는점이다.

“물신의폭력”, “시적폭력”, “강력한배력이며공고한저력”, “탄탄한도약대의미

는힘”등, '힘'을이용한표현이많다는점도눈길을끈다. 무엇보다 '정한'론에서

의 '한'은 '안'을 향하는 '감수하는 것'이었으나, 김지하는 '저항'이라는 '밖'을

향하는 수단을 내놓고 있다.

31) 金芝河，「風刺か自殺か−故金珠瑛追悼試論」, 『金芝河作品集１』 (東京: 青木書
店，1976), p.121.

32)金芝河， 「風刺か自殺か−故金珠瑛追悼試論」, 『金芝河作品集１』 (東京：青木書
店，1976),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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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하는시의표현방법에그치지않고, 시인과민중이나대중과의관계, 시인

의 의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미래의변화를확신한다면, 민중을전면적으로신뢰하는방향을택하

는것이당연한일이다. 민중의거대한힘을믿어야하며, 민중으로부터초연하려

고들것이아니라민중속에들어가그들과함께생활하는자기자신을확인하고

스스로민중으로서의자기긍정에이르러야할것이다. 시인은민중풍자를통하

여그들을계발해야하며민중적불만폭발의방향으로풍자폭력을집중시킴에

의해서 그들을 각성시키고 그들의 활력의 진격 방향을 가르쳐주어야 한다.33)

（강조는 인용자）

한을품는주체가누구인가는순수문학파와의큰차이라고말할수있을것이

다. 순수문학파가 '한'을논의할때, 주체는김소월의작품속에등장하는 '익명의

누군가'였던데비해,김지하의경우시의독자가될 '민중', 그리고 '시인자신'이

다. 위의인용에서순수문학파가 '민중'을 '무시(초월)'한 '고상한논의'에매진하

고있는데대해서, '민중'이가진 '힘'을 '믿고(긍정하고)', '민중'이 '저항(불만의

폭발)'할 수 있도록 '계발'하는 일이 시인의 의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있다. 막연한 '민족' 전체가아니라, '민족'에서 '독재정권'측을뺀 '민중'에한

정한것이다. '한'을이용한풍자에의해 '계발하는것'이시인의책무라고생각한

김지하는 대중계발의 지향성이 없는 김수영 풍자시의 한계를 지적했다.

시집 『황토』는 1970년에 한얼문고에서 출판된 김지하의 데뷔작이다.

「시집『황토』후기」에서김지하는 “(한)의목소리의매체, 그한의전달자,

그역사의예리한인식, 나는자신의시가그렇게되기를바란다”34)고쓰고있다.

김지하가민중의소리없는한의 '매체자', '전달자'를목적으로했다는것이명시

되어 있다.　

33)金芝河，「風刺か自殺か−故金珠瑛追悼試論」, 『金芝河作品集１』 (東京：青木書
店，1976), p.134

34) 김지하，『황토』（서울： 한얼문고，1970）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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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하는 '사회변혁(미래의변화)'을일으키기위한 '힘'은 '민중의분노'이며,

'민중의분노'를표현하는데에는한반도전통문화속의 '해학'이적합하다고보

았다. '민중의 분노'의 방향성과 작품 속의 '해학'의 방향성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게함으로써 '폭발적인힘'이생겨나, '사회변혁'이가능하게된다

고 생각한 것이다.

수많은전통문학가운데에서도김지하가주목한것은판소리였다. '단편판소

리'라고도불리며낭독하면판소리의사설처럼되는 '담시(譚詩)'라는새로운장

르를만들어낸것이다. 이 '담시'의형식으로창작된대표작이「오적(五賊)」이

다. 작품의 첫머리는 아래와 같다.

시(詩)를 쓰되 좀스럽게 쓰지 말고 똑 이렇게 쓰럈다

내 어쩌다 붓끝이 험한 죄로 칠전에 끌려가

볼기를 맞은 지도 하도 오래라 삭신이 근질근질

'오적'이란본래 1905년에제2차한일협약에서명한 5명의국무대신 '을사오적

(乙巳五賊)'을일컫는경우가많다. 그들은일본에외교권을넘긴 '친일매국노'로

서 현재까지도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다. 김지하는 한일기본조약이라는 일본의

경제적인재침략을풍자하여, 일본자본에꼬이는새로운 '오적(매국노)'-등장인

물은 '재벌', '국회위원', '고급공무원', '장성', '장·차관'이라는다섯명의도적-을

창작한것이다. '오적'은민중이증오하던군사독재정권기의특권계급을철저하게

비난, 공격하고빈부의격차, 사회정의의혼란이라는풍부한메타포를등장시킴으

로써, 민중으로부터 큰 공감과 지지를 받았다.35)

'풍자'라는방법론과 '대중성', '전통문학에서보이는해학의전용'이라는방향

성은 70년대의김지하작품에서일관적이다. 「오적」, 「비어」, 「앵적가(桜賊

歌)」「분씨물어(糞氏物語,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의패러디）」가 '담시'의대

표작이다.

35)卞宰珠,『恨と抵抗』(東京：創樹社,1981), 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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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풍자냐 자살이냐」 이후의 '한 담론': 정치와 예술과 종교의 융합
1971년, 김지하는 고교시절부터 스승으로 모시던 강원도 원주의 가톨릭 신자

장일순의밑에서기톨릭신도가된다. 그이후, 종교적모티프를도입한해설이나

작품이 늘어갔다.

1974년부터의 옥중 생활 중에는 『성지(聖地)』,『명산(名山)』『말뚝』『장

일담(張日譚)』등의작품구상을짜는가운데, 500페이지에달하는메모를남긴다.

여기에서는옥중의김지하의담론에주목하겠다. 인터뷰「한이야말로싸움의근

원」(1975년 2월), 「양심선언」(1975년 5월), 「옥중메모 및 재판진술기록」

(1976), 「창조적통일을위하여-'로터스상'을수상하고」(1982)를중심으로김지

하의 '한론'에 대해서 고찰하겠다.

먼저 「한이야말로 싸움의 근원」을 살펴보겠다.

대한민국의백성들, 즉민중이지금까지의개인별자아속에서수없이상처를

받고, 억압을받고,짓밟혀왔던과거의슬픈역사속에서축적해온한, 즉, 비애를

중요시합니다. 이비애라는것은그것이가장극한화할때에는어떤합리적사고

나과학적판단, 지도나지침도비견할수없는거대한힘을가짐과동시에거대한

파괴력을가지고, 거대한악의존재로서도등장할수있습니다. (중략) 우리들은

이것을 '한'이라고부릅니다. '한', 이 '한'의정체야말로, 우리민족의지금부터

의투쟁에있어서의역사와정신, 그운동에있어서의중대한역학, 그역학의

내용을상상하게하고, 역학이가지는운동의구조를파악하게할뿐만아니라,

도래하는운동의미래에도영감을주는유일한근거인것입니다. (강조는인용

자)36)

얼핏보기에, 김지하의한담론은 60년대에형성된담론을그대로계승하고있

는것처럼도보인다. “한은처음에는좌절과무기력감, 슬픔과통곡, 탄식과신음,

36)金芝河, 「恨こそ闘争の根源」, 『不帰』 (東京: 中央公論社, 1975), 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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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액체적인상태에서합리적인해결이나평화적인방법으로의출구를찾을수

없는채서서히고질화(痼疾化)되어, 돌처럼딱딱해진다”37)며한의성질을친절하

게해설하기도한다. 그러나 60년대의담론과는크게차이나는점이있다. '한'은

'거대한파괴력'을가지거나 '거대한악의존재'일수도있다는등, '한'이가지는

'부(負)의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자비한탄압에의해합리적으로해결될수없는경우, “폭발은필연”이지만,

“이폭발자체는건설할수있는힘과파괴할수있는힘을동시에가진수수께끼

의힘”38)이라고하는부분도있다. 이런 '한'이가진 '부의측면'의해소가이후

김지하의 과제가 되어 간다.

이 '한'이야말로, 터무니없는 세기적억압과 유린, 조작, 기만, 착취 속에서

살아온제3세계의모든민중, 그지역의민중이종종투쟁에서실패하고좌절하

면서도한결같이전진하여승리를향하고있는그정열의배후에서작용하고

있는어떤힘과분명히관계하고있다고저는믿습니다. 현대를가장날카롭게

특징짓고있는제3세계의진보적인민주주의운동의배후에서작용하고있는무

언가의 역학과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39) (강조는 인용자)

이쯤 되면, 김지하는 한을 품는 주체를 자국에서 세계로 넓히고 있다는 것을

알수있다. “한은유럽이나선진공업사회라는세계의북측이아니라, 남방에존재

한다”40)라고도하여민주화를진행해야하는 '제3세계'의민중까지도한의주체

가되어있는것이다. 이리하여김지하의한담론은 '민족고유의정서'에서점점

멀어져 '세계'의민주화운동이나활동가와의연대를낳고, 동시에똑같이사회변

혁을 요구하는 종교운동 사상과의 융합을 향해 갔다.

37)金芝河, 「恨こそ闘争の根源」, 『不帰』 (東京: 中央公論社, 1975), p.340.
38)金芝河, 「恨こそ闘争の根源」, 『不帰』 (東京: 中央公論社, 1975), p.338.
39)金芝河, 「恨こそ闘争の根源」, 『不帰』 (東京: 中央公論社, 1975), p.338.
40)金芝河, 「恨こそ闘争の根源」, 『不帰』 (東京: 中央公論社, 1975), p.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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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종교. 정치,예술을포섭하여, 인간모두의근원적인것을압축한형태로

담고있다. 우리들의운동에의해이 '한'을세계와우주의새로운개혁과건설의

힘으로발전시킬수있는것은, 바로이 '한'이정치와예술과종교, 이런구별이

이미어떤가치도갖지않는, 그런차이가이미소멸한상태로서창조적인빛을

보여주기 때문이다.41)

인간모두의한을말하는경지에이른김지하의관점에서보면, 더이상문학계

가 '민족고유의정서'로서한을주장해온 '타국'과는다른 '우리다움'이라는 '구

별'은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선행연구에서는김지하의 '한론'에있어서의 '종교성'을지적하는경우가거의

없다. 그러나 한에서 '비애'와 '변혁'의 두 뜻을 발견하는 종교운동이 한국에서

생겨난다는 점에서도, 김지하가 한과 종교운동을 관련시켜 간 과정을 분석하는

일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지하가 종교성을 추구하게 된 것은 '한'이 가지는 '부의 측면'을 불식하기

위해서라고생각된다. '한'을근원으로하는폭력은끝내는해소를요청하게되고,

그것이야말로 '단(断)'이라는 사상이라고 한다.

한의 축적이 없는 곳에서는 한의 극복도 없습니다. 축적된 한의 그 엄청난

미는힘에의해서만한 자체는 소멸합니다.굶주린사람이밥 찾듯이, 목마른

사람이물찾듯이,어린아이가어미찾듯이부처를애타게찾고기다리는마음,

부처를만나기어렵다는생각　-그깊은한이없이는참된해탈에이르지못합니

다. 그러나이역설적인전환은한의반복과복수의악순환을끊어버리는슬기로

운단(断),영성적이면서도공동체적인단, 즉결단을조건으로해서만가능합니

다.42) (강조는 인용자)

또김지하는 1976년 9월 28일의「변호인반대심문」에서 '단'에대해다음과

41)金芝河, 「恨こそ闘争の根源」, 『不帰』 (東京: 中央公論社, 1975), p.343.
42) 김지하，「창조적통일을위하여」，『실천문학』 vol. 3 (서울：실천문학사, 1982),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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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말하고 있다.

민중을 각성시키는데에 폭력의계기가주어진다. 그것은스스로각성하는

것이며, 각성한뒤에는폭력이지양된다. 나는자기자신의죄악을뛰어넘으려고

했던토레스신부의고뇌를연상하지않을수없다. 민중의각성-민중스스로가

운명의주인공이되기이전에비폭력만을강요하는것은민중의손에수갑을

채우는것이다. 그리하여폭력적계기가나타나지만, 그것을다시끊어내어뛰어

넘어가는것이 '단'이다. 즉, 대자적(對自的)인어떤지양상태가단인것이다.43)

(강조는 인용자)

김지하는저항을위한폭력, 필요악으로서의폭력에대해그것들을다시끊어내

어뛰어넘어가는일44)이 '단'이라고설명하였다. 폭력의악순환을끊어내고자했

던 것이다.

권력의 '억압이나폭력'은민중의 '한'을낳는다. '한'은저항이라는이름의 '폭

력'을낳는다. 민중의 '폭력'은마침내 '단'에의해해소된다. 그러나 '단'에의한

'비폭력'은 당초부터 있는 것이아니라, 민중의 깨달음에 의해얻어지는 것이라

하였다. 즉,폭력에대한저항이라고해도민중에의한폭력도올바른것은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권력측 등이 처음부터 민중에게 '비폭력'을 강요하는 것 또한

부정하고 있다.

민주화투쟁의아이콘이자좌파의상징이기도했던김지하가뒤에운동권의분

신자살이잇따르자, 1991년에「죽음의굿판을걷어치워라」라는호소를조선일

보에투고한것은김지하의종교관이발현한것이라볼수있다. 사회변혁은필요

하지만폭력혁명, 또는죽음으로변혁을요구하는것, 죽음을쉽게여기는행위를

비난한 것이다.

「양심선언」(1975년 5월) 속에등장하는「장일담」이라는작품의구상메모

43) 金芝河, 「金芝河　裁判記録」, 『苦行　獄中におけるわが戦い』 (東京: 中央公論社,
1978), p.435.

44)金芝河, 「金芝河　裁判記録」, 『苦行　獄中のおけるわが闘い』 (東京: 中央公論社，
1978)，p.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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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김지하가 종교적 모티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것을확인할수

있다. 「오적」은판소리의형식을취한정권풍자였지만, 「장일담」은그리스도

교 사상이나 동학에 민주화투쟁을 융합시킨 스토리로 되어 있다.

장일담은전과를가진무학(無学)의 강도로아버지는백정, 어머니는창부라는

사회밑바닥의인물이다. 그러나반정부죄로투옥된목사, 지식인과만나귀동냥

의끝에득도하여, 해동극락교(海東極楽教)를선포하고혁명적종교를창시한다.

맨손으로빈깡통을들고다니며 “하늘은밥이니밥을나눠먹자”는메시지를가지

고서울로향해행진한다. 제자인유다스에게밀고되지만장일담은저항하지않고

붙잡혀간첩용의로처형된다. 그후부활하여지금도밥을나눠먹자고외치면서

영혼이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고 있다는 이야기다.

김지하는장일담을한을품은저변의민중45)으로그리고있다. '밥이하늘이다'

라는메시지는동학의 '인내천(人乃天)' 사상으로부터영감을얻고있으며, '물질

과영혼의동시해결46)'을주장하고있다. 득도하여종교를창설하여서울에진격

하는모습은전봉준이봉기한 '동학혁명'을본뜬것이다. 저변의민중이각성하여

서울로향하여행진하는모습은한을단으로변화시켜가는모습이다. 무저항의

몸으로붙잡혀처형되고부활하여영혼이되어서도 “밥을나눠먹자”고외치고있

는대목은그리스도교의비폭력사상, 부활사상및가톨릭의친교(코이노니아) 사

상인것에더하여, 가톨릭사회교리나해방신학의냄새도난다. 이외에도모택동,

프란츠 파농, 허버트마르쿠제, 마르크스, 간디, 파울로프레이리 등의 사상47)이

융합해 있다고도 이야기된다.

45)金芝河,「金芝河　裁判記録」, 『苦行　獄中のおけるわが闘い』(東京:中央公論社, 1978),
p.432. “나는주인공장일담의 '한의역사'를서술하기위해장일담의먼선조를백정으로
한것이며, 장일담의가계는동학의난때삼족이멸망하였지만한사람만이살아남아
창부와 함께 하게 되어 대를 이었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삼대가 계속된다. 즉 나는
장일담이라고하는믿바닥삶의기본적정서를 '한'으로두고, 장일담이가지는한의
역사를 그리고자 한 것이다.”

46) 金芝河, 「金芝河　裁判記録」, 『苦行　獄中のおけるわが闘い』 (東京: 中央公論社,
1978), p.404.

47) 金芝河, 「金芝河　裁判記録」, 『苦行　獄中のおけるわが闘い』 (東京: 中央公論社,
1978), p.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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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에 발표한 「창조적 통일을 위하여」라는 논문에서는 군사독재정권이

물러나고민주화되기까지의과도기, 민주화가달성된뒤의세계에대해 '동학'사

상을 가지고 상술하고 있다.

김지하는수세기에걸쳐선진제국(先進帝国) 등이제3세계의민중에게죽음과

고통을강요해왔지만현재의우리들제3세계의민중은이런모순을극복하고전

인류와전생명계에찬란한부활을가져오는대전환기를맞이하고있다고하였다.

전환전의세계를 '선천(先天)', 전환후를 '후천(後天)'이라고부르고있다. 음양

이갈등하며남성이나원한, 상극이지배하고, 억압,착취, 갈등, 정복욕, 재산등이

지배적가치가되고, 폭력적인인간지배와생명말살의악순환이압도하는것이

'선천' 시대라고한다. 한편 '후천' 시대는음양이조화하고남녀평등, 해원, 상생

하고,평화, 통일, 자유, 평등, 해방으로넘치는생명에대한보편적인존중, 사랑이

가치를가진다고하였다. '선천'속에숨겨진채나타나는 '후천'을확대시켜가고,

언젠가선천을뛰어넘는 “수동적이면서도적극적인” 전환이한국을포함한제3세

계의 민중이 가야만 하는 '세계사적 책임의 내용”이라고 말했다.48)

전술한바와같이 '단'에는 '결단', '용기'가필요하며, “고통과절망, 퇴폐까지

를받아들이는용기”라는 '수동적적극성'에의해, '후천'시대는한이소멸한다고

한 것이다.49) 즉, 한은 '후천'시대에 걸맞은 가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김지하에의한위와같은설명은동학의 '후천개벽설(後天開闢説)'을민주화투

쟁에적용한것이다.50) 동학은 1860년대경최제우(崔済愚)가서학(가톨릭)에대항

48)김지하, 「창조적통일을위하여」, 『실천문학』 vol. 3 (서울: 실천문학사, 1982), pp.28－
29.

49)김지하, 「창조적통일을위하여」, 『실천문학』 vol. 3 (서울: 실천문학사, 1982), pp.28－
29.

50)카와무라미나토(川村湊)는김지하의 '후천개벽사상'을 “음과양의대립, 갈등, 선천개벽
과후천개벽이라는대립항을세우는방식이전통사상의용어법에따르고있는”것만이
아니고, “단순히역학적인음양원리, 또는동학사상의중요한용어인 '후천개벽'의사고
방식을그대로받아들인것이아니라, 거기에새로운의미의숨결을불어넣고있다”고
설명한다. '새로운의미'라는것은전통사회에보이는남존여비가아니라남녀평등사상,
압제에고통받는빈자와피박해자의해방, 보호를가리킨다.(川村湊,『ソウルの憂鬱』
(東京: 草風館, 1988), p.165.)



112 종교학연구

하여민간신앙에유·불·도의삼교(三教)를 절충하여만든신종교다. 시대는착취

와억압으로넘치는 '선천'으로부터자유와평등으로넘치는 '후천'으로이행하려

하고있으며, 지금이그과도기라고하는종말사상이 '후천개벽설'이다. 카와무라

미나토(川村湊)는, 김지하는남녀평등이나압정(圧政)에고통받는빈자의해방과

보호에 '후천개벽' 등 동학사상의 중요한 용어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

다.51) 이런 종교관은 1980년 이후 김지하의 생명운동에도 이어져 간다.

Ⅳ. 김지하의 ‘한을 품은 예수’관

김지하는가톨릭신도가되어서부터도가톨릭교회의지원을받아민주화운동

에적극적으로관여하였다. 김지하는위르겐몰트만의 '해방신학'의영향을받아,

마르크스주의자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52)고 회고하고 있다.

“권력자, 착취자, 교만한자를끌어내려빈손으로쫓아내고, 낮은자, 억압받는

자, 억눌린 자, 가난한 자를 끌어올려 해방시키고 배부르게 하는 형평과 변혁의

원리를성서에서찾는넓은의미에서의혁명적인종교다53)”라는그리스도교좌파

의 시점에 서서 김지하는 예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예수그리스도가구원사업의제1차대상자를사마리아인, 죄인취급을받던

병자, 정신병자, 맹인, 불구자, 과부, 고아, 날품팔이, 창녀들로놓고있었던것과

같다. 또마태오복음서와루카복음서에의하면, 예수는의인이아니라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는 사상이 있다.54)

51)川村湊, 『ソウルの憂鬱』 (東京: 草風館, 1988), p.165.
52) 金芝河, 「金芝河　裁判記録」, 『苦行　獄中のおけるわが闘い』 (東京: 中央公論社,
1978), p.249. 또 해방신학자 가미요 토레스신부의 영향도 엿볼 수 있다.

53) 金芝河, 「金芝河　裁判記録」, 『苦行　獄中のおけるわが闘い』 (東京: 中央公論社,
1978), p.377.

54) 金芝河, 「金芝河　裁判記録」, 『苦行　獄中のおけるわが闘い』 (東京: 中央公論社,
1978), p.393.



김지하의 ‘한’ 담론 113

나아가 “예수의 모습이 바로 한이었다”고 하여, 예수를 정치적인 구세주로서

그리려 한다.

악마의힘과그것을극복하는지혜의힘을가진민중,파괴력과건설력을동시

에갖추고있는민중, 그러나영원한저주에걸려버린민중, 인류역사상에있어

한번이자가장탁월한형태, 가장바람직한형태로, 우리가늘꿈꿔온형태로

부상하지도못한채, 아직까지도날조당하고억압받고있는, 그민중의한의문제

를해결하고자운동의방향을지시하거나해명해왔다. 그런사람들을우리들은

인류의 스승이라 불러왔다.55)

김지하는 “혁명은종교를거부하고종교는혁명을거부할수밖에것인가. '그렇

지않다'고, 나는말하고싶다”고「양심선언」(1975년 5월)에쓰고있는바와같

이, 공산혁명이아닌혁명을모색하는가운데예수를민주화운동지도자의모범으

로 삼으려고 한 것일까.

김지하의그리스도교관의영향을받아민주화라고하는 '혁명'과 '그리스도교'

를융합시킨 '민중신학'이이후확립되어간다. 군사독재정권하의경제적, 정치적

피억압자를구원하기위한실천신학을모은논문집이 1983년에『민중신학의탐

구』라는제목으로발표되었다. 집필한것은신학자서남동이다. 서남동은 “신학

의제1주제로서민중에관심을기울이게된직접적인계기는, 한사람의민중시인

을알게되었을즈음이다”56) 라고김지하의문학과정치행동으로부터영향을받

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55)金芝河, 「「恨」こそ闘いの根源」, 『不帰』 (東京: 中央公論社, 1975), p.342.
56)徐南洞, 『民衆神学の探求』 (東京: 新教出版社, 1989), pp.24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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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본논문은김지하의한에관련된논문과인터뷰, 법정진술로부터김지하의한

담론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60년대에문학계에서이야기된한담론은김동리나서정주라는민족문학수립

을 목표로 하는 순수문학파의 '우리다움 찾기'의 요구 속에서 생겨난 것이었다.

'식민지주의' 시점을유지한채당시문학계의중진들이주창한한은조선미술을

'비애의미'라고표현한식민지시대야나기무네요시의이미지를그대로받아들

인것으로식민지시대의시인김소월의작품으로부터 '한스러움을추출'하는작

업이 활동의 중심이었다.

한편김지하는 60년대문학계에서대략개념이드러난 '한'을민주화투쟁에전

유하여군사독재정권에대항하는사회변혁의에너지, 기폭제, 저항의동력원이될

수있는한이라는새로운개념을도출함과동시에, 자신의작품에스스로가정의

를 더한 '한을 주입'하는 작업을 행했다.

60년대 문학계에서는 한을 품는 주체를 외세의 침략이나 봉건사회의 희생양

등 '고난의역사를공유하는한반도의백성'으로받아들였으나, 김지하는 '군사독

재정권에지금이순간억압받고있는민중'이라는새로운주체(피해자)를다루었

다. '역사'라고하는실체가없는가해자에서, '독재정권'이라는실체가있는가해

자도나타났다. 한의 '피해자'와 '가해자'가부각됨으로써, 조용히쌓일뿐이었던

내향적인한이분노나저항등외향적인힘을가지게된것이다. 이점에서는김지

하가 말하는 한이 '르상티망'이라는 것을 반드시 부정할 수만은 없다.

단,김지하의사고는여기서그치지않는다. 1980년경에는권력의 '폭력'에의해

초래된한에추동되어행해지는 '폭력'의 '부(負)의측면'을지적하고있으며, '단

(断)' 사상에의해폭력의연쇄를끊어내는경지에이르고자모색하고있다. 나아

가민주화달성후의세계에서는새로운세계에걸맞지않는가치인 '한은소멸한

다'고도말하고있다. 동학이나그리스도교등의종교적가치관을김지하가적극

적으로받아들이려한것을이야기하는것은폭력혁명에의자기억제이기도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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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김지하의한담론은 '민족고유의정서'에서점점이탈하여 '세계'의민주화

운동이나활동가와의연대를낳고, 동시에똑같이사회변혁을요구하는종교운동

사상과의 융합으로 향해 갔다.

여기까지의이야기를정리하면, 60년대의한은식민지사관을배경으로한자학

적, 운명론적인, '안으로잠기는'성질이었던데비해서,김지하의그것은마르크스

사관을배경으로한계몽적이고사회변혁을요구하는, '밖으로폭발하는' 것이었

다. 단, 명확하게지적해두려는것은 60년대의그것이 '민족적아이덴티티'로서

추출된것인데비해서, 김지하의그것은민주화투쟁을전개해가기위한이론무

장의도구로서이야기된것으로일본의좌익운동가나제3세계에영향력을미쳤다

는 점에서 보아도 '민족적 아이덴티티'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김지하가한의새로운정의를만들어내었다는것은확실하지만, 그것을한국문

화특유의 것, 민족적 아이덴티티로서인식하였다는 것은틀렸다. 애초에김지하

자신이새롭게정의한한이 '부의측면'을겸비하고있다는것을지적하고 '해소'

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는시점에서, '민족적아이덴티티'로서성립할수가없다.

이처럼 김지하의 한 담론을 정리해 보면, 일본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위의

배경에 '민족고유의정서'로서의한이있다고하는지적은오류라고말할수밖에

없다. 배경에 있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권력에 의한 폭력의 반복에 대한

저항이라는 세계 공통의 시민 멘탈리티인 것이다.

이가운데똑같이한이라는단어로표현되고있더라도현재의한국에서민족고

유의정서로인식되고있는것은 '비애'를미화하여말하는 '정한'뿐이다. 2000년

경부터한은식민지주의적이라고하는비판이확산되어 '한이민족고유의정서다

'라고말하는것마저도부정되고있다. 한에대한한국과일본의인식격차에대해

서는 이후 다시 상세히 논하려 한다.

주제어: 김지하, 한(恨), 담론, 60년대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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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im Chi-Ha’s Han Discourse 
: Focusing on comparison with the Han discourse of the 1960s

FURUTA Tomitate (TEZUKAYAMAGAKUIN Univ.)

This paper examines the Han discourse of Kim Chi-ha, focusing on 

his religious view of the world in particular, based on the articles, interviews 

and court statements related to the Han discourse of Kim Chi-ha.

The Han discourse spoken in the literary circle in the 1960s was 

born from the necessity in “search of Korean ethnic identity” by pure 

literature school.It captured the colonial image of Korean art as “the beauty 

of sorrow,” and extracted “the like of han” from the work of the colonial 

poet Kim So-wol.

On the other hand, Kim Chi-ha transformed the “Han”, which was 

roughly conceptualized in the literary world in the 1960s, into a struggle 

for democratization, and seized Han as the energy of social change against 

the military dictatorship and driving force of resistance. It worked to instill 

a new concept in Han, and to inject Han’s image that added its own 

definition to their own work.

In the 1960s, the literary world regarded subjects who hold Han as 

the “people of the Korean Peninsula who share the history of hardship, 

” including the invasion of foreign forces and the victims of feud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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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Kim Chi-ha brought up a new subject (victim) called “the people 

who are oppressed by the military dictatorship at this very moment”  

From the intangible perpetrator of “history”, the tangible perpetrator of 

“dictatorship” was born. As “victim” and “perpetrator” of Han were brought 

out, the inward Han which had only been piled up quietly, came to possess 

outward forces of anger and resistance.

Kim Chi-ha also pointed out the “negative aspect” of “violence” driven 

by the “han” brought about by the “violence” of power around 1980s, 

and argues that the thought of “Dan” should break the chain of violence. 

He also believed that in a democratic world, the Han of value that was 

not appropriate for the new world would disappear.  it shows that Kim 

Chi-ha actively tried to adopt religious values such as Donghaku and 

Christianity, and restrained himself from the revolution with violence.

Kim Chi-ha’s Han discourse was increasingly moved away from the 

“ethnic sentiment” and in solidarity with democratization movements and 

activists in the “world”, it moved toward assimilation with the ideas of 

religious movements seeking social change.

Key Words: Kim Chi-Ha, HAN, discourse, 60’s Korean litera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