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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시에서 ‘한’의 계보와 송수권의 자리

동생의 죽음을 배경으로 하는 등단작 ｢산문에 기 어｣
1)
의1)강한 인상 때문

에 송수권의 시는 곧 통 정서인 ‘한’을 다루는 시인들과의 계 속에서 논

의되어 왔다. 그의 시는 로는 김소월, 김 랑, 가깝게는 박재삼을 천으로 

삼고 있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소월, 랑 등이 곧잘 빠져드는 애상이라든가 

여성  탄식과는 다른 ‘건 한’ 힘, 즉 남성(男聲)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다.2)2)이러한 평을 좇아, 송수권 그 자신도 ‘한의 바닥에서 솟는 힘’을 육화

해 보고 싶었다고 부언하기도 한다. 따라서 그가 30년에 이르는 시작기간 동

안 10여권에 달하는 시집을 통해 다양한 시도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

국 그의 시심 한 가운데에 있는 ‘한’의 존재를 해명하지 않고서는 송수권을 온

1) 송수권은 문학사상 신인추천으로 등단한 제 1호 시인이다. 원고지에 쓰지 않아 

버려진 작품들 속에서, 당시 주간이었던 이어령이 송수권의 작품을 골라냈다 해

서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휴지통에서 나온 시인’이다. 그의 등단 배경에 해서

는, 송수권, ｢산문에 기 어｣, 아내의 맨발, 고요아침, 2003을 참조. 

2) 이러한 평가는 송수권 첫 시집에 한 김용직의 해설(｢한국  정서와 힘｣, 산문

에 기 어, 문학사상사, 1981.) 이후, 그의 시를 평가하는 정식처럼 되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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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읽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80년  소  민 시의 소용돌이 속에서, 동학

난을 소재로 한 새야 새야 랑새야(나남, 1987)처럼 역사의식을 앞세운 장

편서사시를 써낸 것도, 혹은 최근작에서 두드러지는 남도의 토속정서니 ‘뻘의 

정신’이니 하는 것들도, 크게 보면 이러한 ‘한’의 테마 속에 있는 것이고 다만 

그 ‘한’이 어떻게 맺히고 풀리는가의 과정에 따른 다양한 변주들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 다면 ‘한’이란 무엇인가?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 왔고 한마디로 정의되

기도 어렵지만, 한은 원(怨), 탄(嘆) 등 공격 이고 퇴  속성과 정(情), 원

(願)이라는 진취 이고 우호 인 측면을 동시에 아우르고 있는 복합체로서 기

본 으로 모순의 감정이라고
3)
3)할 수 있다. 복합 인 성격  어느 것이 강조

되느냐에 따라 情恨論 는 怨恨論으로 별되기도 한다. 즉 발생원인에 따라, 

혹은 표출양상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 무정형의 감정이 

‘한’이다. 한국 문학에서 ‘한’이 문학 용어로서 본격 으로 사용되기 시작

한 것은 김동리의 소월론 ｢청산과의 거리｣에서부터라고 해야할 것이다. 여기

서 김동리는 ‘정한’을 ‘그리움의 감정’이라고 정의한다. 서정주 역시 소월론4)

을4)통해 소월의 한을 ‘정으로부터 오는 한’으로 풀어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

해야 할 것은 서정주가 한의 발생원인보다는 한의 처리방식에 해 더 심

을 두고 있다는 이다. 서정주에 따르면 소월은 “한쪽으로는 체념을 통해 나

아가는 길을 닦아 가면서  한쪽으로는 그 한 그것을  심화하여 갔”
5)
다.5)

어떻게 해서든 그 한이 풀어지는 방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체념과 심화를 

히 섞으면서 한을 떠안고 갈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 가는 것이 소월의 방

식이라는 것이다. 한 체념보다는 심화를 다룬 시들이 좀더 깊은 울림을 주

고 있다는 평가도 덧붙인다. 

여기서 서정주는 소월의 ‘한’, 나아가 일반 인 ‘한’의 핵심 인 속성을 짚어

내고 있다. 그것은 ‘한’이 어디까지나 사후  감정이라는 이다. 소월의 시 ｢기

회(機 )｣6)에서6)보듯 그것은 ‘이미 끊어져 버린 다리 이쪽에 놓인 것’, 즉 수

3) 이에 한 자세한 논의는 천이두, ｢한의 다층성과 다면성｣, 한의 구조 연구, 문
학과 지성사, 1993 참조.

4) 서정주, ｢김소월과 그의 시｣, 서정주문학 집2, 일지사, 1972.

5) 의 , 1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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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할 길이 없는, 어쩔 수 없는 사건 뒤에 오는 감정이다. 이는 김동리의 표

으로는 “아무것으로도 원히 메꿀 수 없는” 감정이며, 한국 최 의 시라 일

컬어지는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의 “公竟渡河”, 즉 임이 기어코 강을 건

버렸다는 그 탄식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기도 하다. 요컨 , ‘한’이란 이

미 종료된 사건 뒤에 생기는 감정이므로 그것의 원인이 밝 졌다 하더라도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증상과도 같다. 그것은 풀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

화되어 덩이지는 것이다. 소월이 가슴 속의 ‘설움의 덩이’(｢서름의 덩이｣)라고 

쓴 것은 바로 이러한 ‘풀 길 없는 맺힘의 감정’7)으로서의7)‘한’을 육화시킨 표

일 것이다. 그것은 볼 수도, 만져질 수도 없는 이른바 ‘감각의 병’8)인데,8)그

것이 마치 어떤 실체가 있는 것처럼 덩어리로 인식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것

이 쉽게 해소될 수 없는, 오랜 세월의 앓음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은 어디까지나 폐쇄 으로 숙성된 열매이다. 이처럼 소월에 한 논의에서 

단 으로 드러나듯, 한은 근본 으로 완벽하게 해소될 수 없는 감정이기 때문

에 결국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는가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한의 처리

는 체념과 심화의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서정주의 언 , 극복의 상이 없

는 허무의 상태에서 혹은 극복의 상이 그 운명 자체일 때 허무를 사랑하고 

다독거리는 김동리의 운명애의 방식9)
9)등은 모두 이 풀길 없는 ‘한’과 련된 

것이다.

물론 이 ‘한’은 덩어리이기에 어떤 ‘힘’을 지닐 수 있게 된다. 설움, 탄식, 회

한, 가책 등의 복합 인 감정들이 덩어리로서 응어리지기까지의 그 에 지는 

발산될 필요가 있는 강력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러한 한의 

응어리는 기본 으로 풀릴 수 없이 안으로만 뭉쳐진다. 그 다면 그 ‘힘’은 어

디로 가는가? 우선 원한이나 복수심으로 환되어 항의지로 굳어질 수가 

있으며,10)10)반 로 특정 상에 한 반격이 되지 않고 슬픔을 슬픔으로써 

 6) “먼  건  당신이 어서 오라고/그만큼 부르실 때 왜 못 갔던가!/당신과 나는 

그만 이편 편서,/때때로 울며 바랄 뿐입니다그려.”( 의 , 163면에서 재인용)

 7) 오세 , 김소월, 그 삶과 문학, 서울 학교출 부, 2000, 78면. 

 8) 서정주, 앞의 , 164면.

 9) 김윤식, 김동리와 그의 시 , 민음사, 1995, 216면.

10) 80년 에 두된 ‘민  한론’이 이에 해당되며, 이는 다시 민 문학  입장(김

지하, 고은, 임헌  등), 사회학  입장(한완상, 김성기 등), 민 신학  입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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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하는 자족 인 구제의 장치가 될 수 있다. 자의 것이 가시 인 을 제

로 하는 일종의 부정 인 방식의 승화라 한다면, 후자의 것은 항할 수 없는 

운명의 힘을 받아들이는 태도이며 이는 다른 방식의 승화를 마련할 것이다. 

물론 두 경우 모두 ‘체념’이 아닌 ‘심화’의 방식을 택한 것이다. 여기서 ‘한’의 

힘을 다루는 방식이 조 인 다음의 두 장면을 보자. 

아버님, 이제 한이 풀리십니까. 옛날 아버님을 소처럼 부리고 개처럼 천 하던 

주인의 아들들이 내가 시킨 로 아버님 무덤에 덮을 뗏장을 떠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죄를 벗으려고 죄없는 아버님을 죽인 네 사람들이 아버지의 무덤을 만들

고 있습니다. 이제 이만 하면 의 한이 풀렸으니 아버님의 한도 풀리셨겠지요.
11)

11)

그러고 보면 아마 자네 오라비라는 사람이 그 게 가버린 것도 자네의 그 한을 

다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었는가 싶네, 사람들 엔 때로 자기 한 덩어리를 지니

고 그것을 소 스럽게 아끼면서 그 한 덩어리를 조 씩 갈아 마시면서 살아가는 

인들이 있는 듯 싶데 그랴.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한이라는 것이 되려 한세

상 살아가는 힘이 되고 양식이 되는 폭 아니겄는가. 그 한 덩어리를 원망할 것 없

을 것 같네. 더더구나 자네같이 한으로 해서 소리가 열리고 소리가 깊어지는 사람

이라면 더더욱 그것을 소 히 여겨야 할 것일세. 자네 오라비도 아마 그 을 알

고 있었던 듯 싶네.(…)자네 오라빈 자네 소리에 서린 한을 아껴 주고 싶은 나머

지, 자네한테서 그것을 빼앗지 않고 떠나기를 소망했음에 틀림없을 걸세.”
12)12)

문순태의 ｢말하는 돌｣에서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의 원한을 풀기 해 고향

에 돌아온 주인공은 30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아버지의 원수들을 일꾼

으로 부리면서 아버지의 묘를 이장한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묻는다. ‘당신의 

한은 풀렸는가’라고. 30년 간 원수들을  잊지 않고 복수를 꿈꾸었으며 이

제 마침내 복수의 순간에 선 주인공에게, 그러나 지난날의 원수들은 일말의 

축감이나 죄스러움의 기색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들에겐 벌써 모두 잊 진 

일인 것이다. 주인공에게 남은 것은 돌덩이 같은 허무와 아버지에 한 부끄

남동 등)으로 별된다. 한의 내부로부터 어올리는 힘을 사회 개 으로 분출

하자는 것인데, 그 내재  힘의 질  환과정이 쉽게 해명되지 않는다는 한계

를 지니고 있다. 천이두, 앞의 책, 89-98면.

11) 문순태, ｢말하는 돌｣, 정통한국문학 계, 어문각, 1986, 263면. 본문의 인용문에

서 강조는 모두 인용자의 것이다.

12) 이청 , ｢소리의 빛-남도사람 2｣, 이청 문학 집4-서편제, 열림원, 1998, 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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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움뿐이다. 결국 그는 30년 동안 아버지의 묘를 지켜온 커다란 돌덩이를 힘

겹게 들고 집으로 돌아간다. 돌덩이가 된 그 한은 한번의 복수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며 아버지의 유골이 한 의 재가 되어 

남았듯 그  서서히 갈아지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반면, 이청 의 ｢소리의 빛｣은 한을 억지로 풀고자 하는 일은 그 한을 다치

게 하는 일이며, 따라서 ‘한’을 조심스럽게 아끼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한’이란 원망 상에 한 분풀이를 통해 해소시켜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

히려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술 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것이

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의 창조  힘
13)

은13) 먼 여인의 구성진 목소리처럼 비

로소 숭고한 술로 환된다. 김동인의 ｢배따라기｣에서 자신의 오해로 동생

과 부인을 모두 잃은 형이 배따라기를 부르며 방랑하는 일이나, 서정주의 ｢질

마재 신화｣에 나오는 여러 인들의 삶의 모습도 모두 이처럼 ‘한’을 삭이며 

돌보는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의 돌덩이는 공격 인 괴력

으로 깨뜨려야 할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아끼며 구슬려야 하는 것으로 드러

난다. 숭고한 술을 만들어 내기 해서라도 그 다.

송수권의 시는 ‘한’의 ‘힘’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생겨난다고 할 때, 송수권 

시의 궤 은 이러한 ‘한의 풀기’와 ‘한의 다스림’ 사이에 놓인다고 하겠다. 가

책과 울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힘’이 어떤 가치를 생성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것, 거기에 송수권의 ‘한’이 자리매김될 수 있다. 한국 

시의 ‘한’의 계보를 그리면서 ‘女聲’, ‘男聲’의 피상 인 나 기를 통해 송수

권의 치를 악하는 것, 즉 송수권의 ‘한’이 구의 것과 더 가깝고 더 먼가

를 따지는 일이 유의미해지기 해서는 그가 이 ‘한’의 ‘힘’을 어떤 식으로 다

루고 있는 지를 밝히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 이 

13) “한의 요체는 그것을 푸는 쪽에 있는 셈인데, 이걸 바깥을 향해 풀려고 하면 창

조  힘을 얻지 못하고 폭력이 되기 쉽고, 문화  장치를 통해 자기 안에서 삭

일 때 비로소 창조  힘이 됩니다.(…)사람의 삶에서 한이란 어차피 어떻게든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이청

/권오룡 담, ｢시 의 고통에서 혼의 비상까지｣, 이청  깊이 읽기, 문학

과 지성사, 1993,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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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송수권 자신의 창작에 한 언 들을 검토하면서 송수권 시의 의식과 

무의식을 미리 검토하고 해명해 보고자 한다.

2. 민  힘의 가시화를 통한 한의 풀이, 혹은 풀리지 않는 한

기본 으로 송수권은 “서정  울림 에서만 시는 가능하다”14)고14)믿는 ‘서

정’시인이다. 그가 “내 인생의 원한 주제는 거의 부가 사랑”15)이라고15)말할 

때나, “시는 분명히 ‘서정이 본질이다’라고 못박으며 썼다”고 힘주어 말할 때, 

그가 기질 으로는 물론 의식 으로도 서정 인 시를 쓰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1990년   문학의 다원주의가 실 되면서16)16)민 시에 

억 려 있었던 서정시가 감춰져있던 목소리를 내며 자기 신을 모색할 때, 

서정시인의 열에서 송수권의 이름은 빼놓지 않고 거론되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생래 인 기질이자, 시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서정’이라는 단어를 스

스로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정작 90년  이후의 일이다. 

① 원래 시가 서정시지 서정시 아닌 시가 있겠는가? 이제야 서정 서정……하고 

나오는데 80년 의 시가 운동성으로 떨어지다 보니 그동안 서정은 개똥 취 해버

린 것이다.(…)소월시는 막연한 감정, 감상주의 패배주의, 심지어 목월의 <나그네>

는 ‘식민지 지신인의 한’등으로 까뭉개는데 시가 감상 이면 어떻고 패배주의면 어

떤가. 거기에 시인의 고뇌, 시인의 삶이 얼마나 실하게 담겨서 술 으로 표출

되었느냐가 그 시의 질을 결정짓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17)17)

② 향가는 건 하고 고려가요는 울음 천지로 나약합니다. 이것이 소월, 랑, 

박재삼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개는 역사의지가 빈약해 보입니다. 이에 

한 반성으로 나는 첫째로 역사의지를 도입했고, 둘째로 민족 고유의 선풍에서 

온 불교정신을 타는 것이지요. 셋째는 향토 언어의 생래  가락을 천착합니다.
18)

18)

14) 송수권, ｢(문학  자 )나의 시, 나의 정신｣, 시와 시학, 1999 , 174면.

15) 송수권, ｢‘지에꼬’를 찾아 여름 속으로 떠난다｣, 만다라의 바다, 모아드림, 2002, 

151면.

16) 오세 , ｢서정시에 한 심과 리리씨즘의 부활｣, 문학정신, 1990. 4, 181면.

17) 송수권, ｢(설문)나와 소월시 문학상｣, 문학사상, 1991. 1, 169-170면.

18) 송수권/배한 , ｢( 담)거침없는 가락의 힘, 그 곡즉 의 삶｣, 여승, 모아드림, 

2002, 2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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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월시문학상’의 수상 소감(①)을 말하는 자리에서 송수권은 단호하게 ‘서

정’을 말한다. 감상이 지나쳐 패배주의에 빠진 것 같아 보이는 시들도 시인의 

진정성과 술  형상화의 정도에 따라 질 높은 시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

다. ‘서정시인’의 시론으로서는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 이러한 언 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야 하는 것은, 그것이 그가 시작 기에 강조해 온 ‘힘’과 ‘의

지’의 태도와 뚜렷이 상반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인용문을 

보자. 송수권의 30년 시작(詩作)을 갈무리하는 자선(自選) 시집 여승의 후

기에서 송수권은 ‘울음천지’, ‘역사의지가 빈약한’ 소월, 랑, 박재삼의 시와 

자신의 기작을 의식 으로 구분한다. 그러면서 시 창작에서 요한 것은 우

선 역사의지와 민족정신이고, 그 다음이 형태 인 측면에서의 향토 언어의 생

래  가락이라고 말하고 있다. 송수권의 기 시에서 민족과 역사의식은 빼놓

을 수 없는 부담이며, 따라서 ‘한’도 이러한 역사와 민족의 자장 안에서 자유

로울 수 없었을 것이다. 

｢산문에 기 어｣에서 보면 “정정한 물 돌로 러 죽이고/그 물 끝을 따라

가면/즈믄 밤의 강이 일어서던 것을/그 강물 깊이깊이 가라앉은 고뇌의 말 들/돌

로 살아서 반짝여 오던 것/…”에서 첫 번째 돌은 원한 계로 맺힘의 한이고, 두 

번째 돌은 풀림의 한 끝에  가슴 바닥에서 솟아오르는 환생 이미지로서의 심

원한 멋의 정서인 것이지요. 일테면 민족 원형정서의 이미지 없이 나는 시를 못 

쓰는 체질이 요.
19)19)

｢산문에 기 어｣를 스스로 분석하면서 그는 시에 나타난 두 개의 돌이 각

각 ‘한’의 맺힘과 풀림을 상징한다고 말한다. 요한 것은 그가 철 히 풀림을 

제로 한 ‘한’에 해 말한다는 것이며, 그것을 결국에는 ‘체질’이라는 표 을 

통해 ‘민족원형정서’와 의무 으로 연결시킨다는 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의 

풀림 끝에 가슴 바닥에서 솟아오르는 ‘환생 이미지’는 기실 시를 쓴 그 당시

에는 ‘부활의지’로 명명되었던 것이다. 그가 어느 좌담회 석상에서 “<가시리>

나 <청산별곡>처럼 아무리 민족정서가 충만된 시라 하더라도 그 恨 자체만을 

19) 의 , 236-2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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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부르기는 싫어요. 한의 바닥에서 솟는 힘을 육화해 보고20)싶어요.”
20)

라고 

말할 때, 그가 말하는 ‘한’ 속에서는 소  여성  애상이라고 하는 래의 정

서는 제거되며 ‘한의 바닥에서 솟는 힘’, 즉 ‘원한’이 견고히 뭉치게 된다. 문

순태의 ｢말하는 돌｣에서도 그러했듯이, ‘한’을 어떻게든 풀고자 하는 이의 심

리에는 원한이나 복수의 감정이 날카롭게 서려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태도는 

당시의 시 상황과 물론 련이 있다. ‘섬약한 면 신 튼튼한 근육과 골격 부

분’을 지닌, 그 이 과는 달리 새로운 ‘힘’있는 한의 모습을 그려내길 원하면서

도 결국에는 그것을 ‘민족’과 연결시키는 이유는 송수권의 당시의 시 인식을 

통해 해명될 수 있다.

송수권이 ｢산문에 기 어｣를 쓴 시 에 ‘민족’이라는 말은 엄 히 말하면 

‘민 ’을 의식하지 않고는 쓸 수 없는 단어이다. 80년 는 말하자면, ‘민족’이라

는 기표도 ‘민 ’이라는 기표로 수렴되었던 시 , 무나 반민 이어서 민

이 이 시 의 주체이자 객체로서 요청될 수밖에 었었던, 그래서 역설 인 의

미로 ‘민 의 시 ’21) 던21)것이다. 따라서 송수권이 민족 재래의 정서로서의 

‘한’을 말하면서도 거기서 ‘힘’을 찾으며 ‘의지’를 불태우는 것은, 모두 시  상

황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서정시인’의 최소한의, 아니 최 한의 자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에서 솟아 나오는 ‘민 ’의 힘은 ｢지리산 뻐꾹새｣에서는 집

단 으로 결집되어 ‘떼로 울음 울어’, ‘남해군도의 여러 작은 섬을 어 올리’

는 엄청난 항의지가 되기도 하고, ｢춘향이 생각｣에서는 “옥사장 큰 칼을 쓰

고” 억 린 민 의 인권을 찾기 해 투쟁하는 춘향의 웅 인 모습으로 표

면화되기도22)22)한다. 마찬가지로 ‘춘향’을 소재한 김 랑의 ｢ 동새｣나, 서정주

의 ｢추천사｣, 박재삼의 춘향이 마음 등이 춘향의 개인 인 정한에 에 

맞추었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이처럼 바닥으로부터 무언가를 어올리는 

강력한 힘의 상징인 송수권의 ‘한’은 이 시기 민족 인 정서보다는 오히려 민

인 결집력에 더 이끌려 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박재삼이 설움 속에 빠져

들어 일종의 역승화를 지향한 것과 비될 만하다.23)23)그러나 그가 주장하는 

20) 김용직, 앞의 , 110면에서 재인용.

21) 황지우, ｢‘민 ’과 민 문학｣,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호, 한마당, 1986, 112면.

22) 오세 , ｢고 의 시  변용 - 춘향 의 경우｣,  문학, 1975. 12, 288면.

23) 성민엽, ｢다양한 진실화의 과정들｣, 세계의 문학, 1983 겨울, 3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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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남성  톤의 새로움, 그 유니크함이란, 그것이 내  논리의 탄탄함과 

일 성을 통한 설득력을 지니지 못할 경우, 단지 새로움을 한 새로움으로밖

에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가령 세 번째 시집 꿈꾸는 섬(문학과 지성사, 

1983.)에 한 다음의 평을 보자. 

거기에는 어떤 내  필연성의 개재가 에 띄지 않고, 신 강인한 리듬과 반복

법에 의한 기구의 강조가 주술  힘으로 작용한 듯 보이는 것이다. 이를테면 송수

권 자신이 말하는 ‘한의 바닥에서 솟는 힘’이라는 것은 실은 ‘解恨의 주술’이 아

닌가하는 의구심이 생겨나는 것이다.
24)24)

“새 힘으로 뭉쳐서 돌아오자.”(｢추석성묘｣), “오직 살아 있는 힘으로 죽음

같은/ 낮의 정 을 깨치고/오롯이 허공에 피 묻은 날개로/떠 있어야 하리

니.”(｢나의 독수리｣)같은 구  에서 내 인 필연성이 찾아지지 않고 그것이 

오직 주술 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그의 시 혹은 그의 창작 이 ‘구

호 ’이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 시에서 ‘힘’이라는 단어가 반복 으로 쓰여

졌다고 해서 ‘힘’이 발산되는 것은 아니다. “사연  념이나 사회 실에 

근해 갈 때 그의 순정한 시심이 왜곡된다”25)는25)지 도 그가 실 인 문제들

에 념 으로 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 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시도가 

그다지 성공 일 수 없었음을 비 하고 있다. 따라서 90년  이후 송수권이 

여러 지면을 통해, 구호 이고 선동 인 정치성 지향의 시들 사이에서 자신은 

고독히 통  서정시를 지켜왔다고 강박 으로 말하는 것은 실 변 의 의

지를 시에 효과 으로 담아내는 일에 실패했음에 한 자기 변호인 것처럼 

들린다. 정작 80년 의 송수권은 ‘힘’에 한 그의 논리에 해 내  필연성을 

요구하는 비 들을 의식한 듯, 시에 역사의식을 노골 으로 드러내면서 한의 

‘힘’을 집단화시키고자 했고, 이러한 시도는 동학난을 소재로 한 새야 새야 

랑새야라는 장편서사시를 내놓기에 이른다. 이 시집에서 송수권의 ‘한’의 

24) 의 , 339면.

25) 최동호는 서정 인 정감 이상 그 어떤 표 도 찾아 볼 수 없는 ｢방울꽃 울음｣과 

같은 시에서는 송수권의 언어  마술이 드러나는 반면, 사회 실을 투 시킨 ｢가

을 운문사｣나 ｢세상읽기｣와 같은 시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한다. 최동호, 

｢서정시의 자기 신을 하여｣, 문학사상, 1991. 1, 132-1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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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은 더욱 날이 서고 오기로 뭉친다. 확실히, “본질 인 서정성에 많은 손해

를 보”26)고26)있는 시기인 것이다. 

나는 요즘 강력한 신을 꿈꾼다.(…)동네북처럼 두들겨 맞고 돌멩이처럼 사람들

의 발에 채이는 신이 아니라 낮에도 마른번개를 내리는 신, 불칼로 불순자 는 

민족 집단 성원의 개개인을 올가미로 워놓고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신, 그런 신

의 부활을 그런 신의 창조를 꿈꾸고 싶다.(…)가능하다면 때묻지 않은 신, 강력한 

워를 가진 신, 그러한 신을 하나 창조하고 나는 그 신에 귀의하고 싶다.
27)27)

이 시집 첫머리에는 ‘강력한 워를 가진 신’에 한 갈망이 표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이 장편서사시가 기본 으로 어떤 기  속에서, 어떤 의도로 쓰여

졌는지가 단 으로 드러난다. 육화된 한의 힘을 좀더 집단 인 세계속에서 찾

고자 동학 명을 끌어 온 것인데, 이는 그의 시론에 강력한 ‘ 워’를 보태  

수 있는 것이기도 했다. 공허하게 반복되어 주술 으로만 보이는 ‘힘’의 추구

에 해 그 내재  필연성 부여해  원천으로서 역사  사건에서 그 실례를 

찾은 것이다. 칼을 물고 죽은 동학 주 할아버지의 ‘한’이 새순을 틔우는 생

명력의 상징이 되듯(｢큰사람 ｣), 여기서도 결국에는 집단 으로 오랜 세월 

이어져 내려온 ‘한’이 ‘힘’의 모태가 되며 역사  사실로서의 동학 명이 이 힘

의 가능성을 인정해 주고 있다. 그런데 그 힘이 항세력을 상정해 놓고 있는 

것일 때, 한 복수를 꾀하려고 할 때, 그 ‘한’은 니체가 말하는 노 의 원한감

정(ressentiment)
28)

으로28)타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송수권이 “박해를 

잊지 말라. 그러나 용서하라.”라고 自序 속에서 말한 것은, 유태인의 원한 감

26) 송수권, ｢나의 시, 나의 정신｣, 시와 시학, 1999, 178면.

27) 송수권, ｢(自序)우리들의 神｣, 새야 새야 랑새야, 나남, 1987, 7-10면. 

28) 니체는 도덕의 계보에서 원한, 가책, 욕  이상이라는 반응  힘(노 )들이 

어떻게 극  힘(주인)에게 승리하는가를 보여 주면서 이러한 반응  유형들을 

비 한다. ‘ 는 악의가 있다. 그러므로 나는 선량하다’는 식으로 타인이 악의가 

있음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노 의 정식인데, 이러한 ‘외 상의 정성’을 

해 노 들은 원한과 허무주의라는 부정의 제를 필요로 한다. 능력있고 우월

한 자로서 주인(‘나는 선량하다. 그러므로 는 악의가 있다.’)이 정하고 실행

에 옳기고 즐긴다는 내  특징을 지닌 반면, 원한의 인간들은 자신의 무능력을 

보상하기 해 상 방을 비난하는 자들, 즉 아무것도 끝내지 못하는 인간, 원

한 비난자, 자신의 고통을 배가시키는 자들이다. F. Nietzsche(김태  옮김), 도
덕의 계보/이 사람을 보라, 청하, 1982, 43-46면 ; G. Deleuze(이경신 옮김), 

니체와 철학, 민음사, 1998, 201-22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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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거기서 생한, 그러나 겸손으로 가장한 기독교의 박애주의에 그 로 

용된다. 이는 니체의 그 유명한 반유태주의,29)29)즉 복수심으로서의 원한이 야기

하는 놀랄 만한 기억력과 증오의 완성으로서의 새로운 사랑의 모습과 일치

되는 것이다.

이 동학 서사시는 재를 극복하고 미래를 고양시킬 힘에 한 정이 다

소 과장되게 보인다30)는30)지 을 받았는데, 이는 두 가지 의미로 읽힌다. 우선 

그 힘을 ‘ 정’하는 것 자체가 과장이라고 읽을 경우, 그 힘을 정할 수 없다

는 뜻이 된다. 이 경우, 복수로서의 원한감정에서 정 인 힘을 찾는다는 것

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그 힘을 무 ‘과장’하여 정했다고 읽을 

경우 시에서 시인의 진실이 흐려져 있다는 뜻이 된다. 이러한 ‘과장’ 혹은 억

지스러움이 섞여 든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송수권의 개인  한과 민 의 한

이 결부되는 지 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터인데, 여기서 송수

권의 등단작이자 표작인 ｢산문에 기 어｣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 

송수권은 자신이 시를 쓰게 된 것은 어린 시 에 겪은 어머니의 죽음과 군

 제  후 갑작스럽게 자살한 동생의 죽음이라는 회복될 수 없는 개인  상

처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31)31)그에게 유년시 이란 어머니의 몸에서 끊임없

는 흘러나오던 고름의 냄새를 통해 기억되는 것이었고, “정화되고 구원받고 

싶었던 유년의 콤 스”에 한 ‘보상행 ’로서 원고지를 끄 거리게 되었다

고 그는 말한 바 있다.
32)32) 한 어머니의 병 때문에 떼무당들이 굿 을 벌이던 

것을 자주 보아 온 탓에 송수권에게 굿과 제의는 유년 시 부터 아주 익숙한 

것이었다. 동생이 죽은 후 그 어린 혼을 달래기 해 혼의 결혼식을 시켜주기

도 한다.
33)33)

“시란 근본 으로 삶과 죽음에 한 근본  테마 연구다. 나의 경우 여기서 

29) 의 책, 225면.

30) 정진규, ｢(해설)恨과 힘의 노래｣, 새야 새야 랑새야, 나남, 1987, 181면.

31) 송수권의 어린 시 에 한 회고는 ｢들리는가  山門의 쇠북소리｣, 별밤지기, 
시와 시학사, 1992를 참조. 

32) 의 , 134면.

33) ｢산문에 기 어｣의 창작배경으로 어진 ｢死婚歌｣(사랑이 커다랗게 날개를 

고, 문학사상사, 1989.)에 그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은 만다라의 바다(모아

드림, 2002, 105-113면.)에 ｢겨울나비｣라는 제목 하에 재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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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쾌감과 심원한 가락이 솟아나는 것 같다”
34)

고34)말하고 있는 것에서도 

보듯, 죽음으로 ‘끊어진 다리’, 그로 인한 그리움의 감정이 응어리진 것이 송수

권 시를 추동시키는 힘이었다. 애 에 송수권에게는 실과 역사를 월한, 삶

과 죽음이라는 운명의 문제가 그의 시심을 자극하고 있었으며, 복수심으로서

의 원한감정이 서려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가시 인 ‘힘’을 갈망하는 시

 요구에 무의지 으로 이끌려간 탓에 송수권은 심을 잃고 개인 인 감

정으로서의 ‘한’을 민 인 힘의 발산을 통해 풀어보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이때 송수권 시의 ‘멋’은 사라진다. 아도, 꿈꾸는 섬, 새야 새야 랑새

야와 같은 시집들이 성공 인 미  승화를 통해 깊은 울림을 만들어 내지 

못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한의 ‘힘’을 발생시키는 역사의식 는 

내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을 때, 그는 그 힘을 과장하는 방향으

로 갈 것이 아니라, 생래  기질 로 좀더 극 으로 ‘山門에 기 어’야 하

지35)않았을까.
35)

등단작에서 가장 인상 인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가을산 그리메에 빠진 

썹 두어 낱”에 해 송수권 자신은 그것이 인간이 이승에서 못다 풀고 간 

“한의 끈 끈 한 덩어리”
36)

라고36)밝힌 바 있다. 그 다면 복수심으로 옹골차

게 맺힌 단단한 돌덩이가 아니라, 뗄 야 뗄 수 없는 끈 끈 한 덩어리가 바

로 송수권의 ‘한’일 것이다. 송수권이 진정으로 멋스런 ‘해한의 주술’을 펼치는 

것은 바로 ‘한’에서 ‘힘’이 아니라, ‘끈 임’을 느끼기 시작한 다음이다. “ 굴 

그리워하고 산다는 것은 이 슬  제의를 되풀이하는 끝없는 행  그 자체”임

을 감하면서 그 끝없는 행 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이, 수 통에 비치는 

녁 노을(시와 시학사, 1998)을 내놓기까지의 ‘변산시 ’의 송수권이다. 이제 

그 ‘주술’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살펴볼 차례다. 

34) 송수권/배한 , 앞의 , 225면. 

35) ‘산문’은 이승과 승을 넘나드는 경계선의 문을 가리키며, ｢산문에 기 어｣의 그 

이미지와 패턴은 ｢찬기 랑가｣나 ｢제망매가｣의 시  부활의지에서 얻어왔다고 

송수권은 고백한 바 있다. 송수권, ｢동생의 죽음에 바쳐진 엘 지｣, 만다라의 바

다, 모아드림, 2002, 167-169면. 

36) 송수권, 아내의 맨발, 고요아침, 2003, 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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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의 ‘삭임’과 ‘남도 ’ 멋의 발견

송수권은 자신의 기 시작들을 일단락 짓는 시선집 지리산 뻐꾹새(미래

사, 1991)의 서문에서 “남도의 토착정서에 매달리며 ‘한에서 솟는 힘’을 육화

하려고, 그래서 평소 말한 로 ‘부활의지’를 꿈꾸어 왔지만 미진하기 이를 데 

없다. 앞으로는 더욱 민족정서를 다독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다. 

표면 으로 이 언 은, ‘한에서 솟는 힘’의 시  형상화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고백이자 정진에의 자기 다짐일 것이다. 나아가 ‘한에서 

솟는 힘’이 집단의 원한과 등치될 때 그것은 근본 으로 부정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기에 창조 으로 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이라고 볼 수

도 있다. “민족정서를 다독이겠다는 것”은 바로 다스림의 방식을 통해 ‘해한의 

주술’을 펼쳐 보이겠다는 것이 아닐까? 일종의 오기로서의 힘의 그 칼날이 무

뎌진 것이며, 따라서 여기서 ‘민족정서’라는 말을 쓸 때는 그 안에 계  

에서의 ‘민 ’이라는 의미는 소거된다. 뒤에 거론하겠지만, 90년  이후 송

수권의 ‘민족’에서는 계  뉘앙스가 사라지는 신 ‘지역’, ‘향토’와 같은 의

미가 첨가된다. 아울러 ‘남도’라는 말에 일종의 자존감이 스며드는 것도 이때

부터다. 송수권의 이러한 ‘변화’는 같은 시기에 어진 ‘소월시문학상’ 수상 기

념 설문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80년 를 돌아보면서 그동안 논의되었던 몇가지 시의 경향을 생각해 보건  민

시, 노동시, 해체시, 통시 등 목소리 요란한 시 를 살면서 가장 본질 인 시

의 회복성이 많이 아쉬운 시 다. 그런 의미에서 시의 리듬이나 통감각 등 본

질면에서 소월시가 한 범이라는 생각이 든다. 운동성으로 평가되는 시 가 80년

다고 생각되는데, 진정한 시의 시 를 열어가기 해서라도 뛰어난 서정감각

을 지닌 시인을 발굴해서(…) 나의 시  심은 통정서와 감각의 수용에 일차

인 포인트가 놓이고 그 다음은 분단의식의 역사  감각 수용이다. 통정서 감각

의 수용면에서는 겨 의 심성이 담긴 통 토속어의 구사, 말가락 등에 심이 크

다.(…)요즘은 그 지 못하다. 늘 쓰면서도 실 으로는 불만에 차 있고 시의 리

듬도 좀 치 치 한 남도가락을 구사하고 싶은데 호흡이 짧아진 것이 불만이다.

(…)분단의식도 좋고 역사의식의 옹호도 좋지만 먼  겨 의 심성이 담긴 ‘리듬’과 

‘어법’ 등이 먼  담기고 이 에 이런 정신이 서정 으로 승화 으면 싶다.
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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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권에게 소월시문학상 수상은 매우 상징 이다. 앞서 언 했듯이, 새롭

게 90년 를 시작하는 시기에 ‘소월시문학상’을 받으면서 그는 ‘소월’이라는 타

이틀에서 힘을 얻은 듯 역사와 실에 한 심과 ‘육화된 힘’에 한 주장을 

거둬내고, 시론에서 ‘서정’을 집 으로 말하게 된다. ‘울음천지’이기 때문에 

‘男聲’인 자신의 시와는 질 으로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던 소월시를 ‘시의 리

듬’과 ‘ 통감각’의 면에서 한 범이 된다고 재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운동성

으로 평가되는 시 ’에 어 거나 송수권 그 자신도 시 창작에 있어 무엇보다 

역사의식을 맨 첫 머리에 놓고 부차 으로 그것을 재래  리듬으로 살려내고

자 했다면, 이제는 통 인 ‘리듬’과 ‘어법’이 詩作의 제조건이 되고 있다. 

인용문에서 보듯, 송수권은 여 히 분단의식이라는 실 사회 문제에 한 

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지만 그러한 정치  측면의 문제보다는 일차 으로 

통정서와 감각, 언어 술에 주목하고 있다. 요컨 , 송수권은 언제나 한쪽엔 

역사의식, 한쪽엔 통 인 가락과 정서를 염두에 두면서, 시 의 요구에 따라 

어느 한쪽을 편애하는 모습을 보 던 것이다.38)38)80년 에는 ‘민  생명력’을 

그려내겠다고 힘주어 말하다가, 90년 에서 와서는 정작 “역으로 좀 보수 이

고 품 가 있고 교양있는”
39)39)시들을 찾게 된 것만 도 그러하다. 한 같은 

시인에 해 80년 에는 역사의식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와, 90년  이후에

는 시류에 합하지 않고 고독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문학의 정도를 보여

다는
40)40)찬사가 엇갈리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이제 송수권에게는 ‘(무엇을) 생각하는가’보다는 ‘(어떻게)41)말하는가’41)가 

더 요하게 된다. 그 다면 통정서, 겨 의 가락은 송수권 식의 ‘한풀이’와 

어떻게 련 맺으며 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37) 송수권, ｢설문/나와 소월시문학상｣, 문학사상, 1991. 1, 167-168면.

38) 송수권이 일제치하의 ‘동반작가’들의 간자  입장에 해 ‘가장 건 한 양식(良

識)’이라며 정 인 평가를 내리는 것도 이러한 맥락과 상통한다. 송수권, ｢군산

항｣, 만다라의 바다, 117-119면. 

39) 송수권, ｢설문/나와 소월시문학상｣, 문학사상, 1991. 1, 172면
40) 오세 , ｢(제 11회 정지용문학상 심사평)문학의 정도｣, 시와 시학, 1999, 156면.

41) 최동호, ｢생각하기와 말하기｣, 문학사상, 1990. 4. 이 에서 최동호는 송수권의 

시가 생각하기에서 말하기로 치환되는 과정이 지나치게 이완되고 있어, 체험의 

구체성이 실하게 드러나지 않아 시  긴장이 약한 평범한 산문에 머무르고 말

았다고 그 한계를 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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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이 최치원은 국유 묘지도로서 풍류정신을 말한 바 있다. 이 풍류도가 로고

스 인 측면에 와서 실천  윤리 으로 나타나고, 토스 인 면에서는 오늘까지 

한국인의 심미  정서의 표상인 ‘멋과 한’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이것들이 다 우리 

고유의 선발에서 흘러 불교나 유교에 습합되어 우리 삶의 지주를 이룬 정신들이

다.(…) 이 국토 생명 을 노래함에 있어서도 직선이 아니라 ‘곡선상법’으로 정신

을 고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나의 식도락이며, 시쓰기 작업이다.
42)43)42)43)

‘한’을 특정 시기의 역사  사건 속에서 민  항감으로 육화하는 작업

이 아니라, 그것을 민족  정서와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기 해 이제 송수권

은 신라시  최치원의 ‘풍류정신’을 끌어오고 있다. 나아가 그것의 실천  윤

리 보다는 미학  측면에 을 맞추어 한국인의 ‘멋과 한’으로 연결시킨다. 

단군으로부터 내려오는 한국의 원형정신인 ‘풍류’가 미 으로 승화된 것이 바

로 ‘한’이라는 것이다. ‘지리산 천왕모’ 정신 속의 민족 고유의 仙발에서 “싱싱

한 국토 생명 ”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며, 이를 서정주의 ｢질마재 신화｣의 

“이생원네 마 라님의 오 기운”에 비유하기도
44)44)한다. 이처럼 송수권의 ‘한’

의 시학은 이제 원한으로서의 한에서 ‘멋’으로서의 한으로 환되어 정된다. 

‘한’이 ‘멋’으로 발 되는 것은 ‘한’의 부정  속성인 ‘원한’으로서의 공격성과 

‘울음천지’로서의 퇴 성을 끊임없이 삭이는 과정을 통해 미학 ․윤리 으로 

승화․발효될 때이다.45)45)이 ‘삭임’이 바로 한국  한의 내재  속성이며, 한국

인은 ‘삭은’ 한을 ‘푸는’ 과정에서 그 멋을 즐기는 풍류의 민족인 것이다. 송수

권에게 풍류정신으로서의 겨 의 체취는 ‘국토 생명 ’
46)

으로46)곧장 연결되며, 

이러한 국토 정신은 그 로 자신의 고향인 ‘남도정신’과 합치된다. 겨 , 통, 

향토정신이라는 것이 송수권 개인에게는 바로 남도 지역과 분리될 수 없는 

42) 송수권, ｢신국토 생명시｣, 바람에 지는 아  꽃잎처럼, 문학사상사, 1994, 144면.

43) 한국 고유의 풍류를 로고스 인 면과 토스 인 면으로 나 고 있는 부분은 시

인 구상의 과 거의 동일하다. 구상, ｢한국 고유의 평화 사상｣(올림픽평화 회 

발표 주제), 1988년 10월 12일.(천이두, 앞의 책, 34면에서 재인용.)

44) 송수권, ｢신국토 생명시 - 하늘춤․땅춤｣, 바람에 지는 아  꽃잎처럼, 문학사

상사, 1994, 137면.

45) 천이두, 앞의 책, 101-102면.

46)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그리고 언제인가는 묻 야 할 국토, 국토의 생명 이 수

용되지 않고는 큰시를 쓸 수 없다는 것이 요즘 의 생각입니다.” 유명종, 앞의 

, 234면에서 재인용.

Copyright (C) 2005 NuriMedia Co., Ltd.



174 韓 國 文 化 35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그가 ‘민족’을 말할 때 거기에는 민  신 ‘지

역’이 자리 잡는다. 그가 “나는 늘 풍토병을 앓으며 시를 써왔다”47)라고47)말할 

때나, “흔해빠진 민족이라는 이름을 팔아 천하통일을 꿈꾸는 시인이기보다 깨

끗한 지역공간에 남아 한 마을을 지켜나가는 무명의 시인”
48)

이48)되고 싶다고 

말할 때, 송수권이 기질 으로나 정치 으로나 앙보다는 주변, 즉 ‘지역’의 

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리산 뻐꾹새는 산 속에서 울어야 한다”49)는49)지

에 해 자부심을 느끼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일 것이다. 한 시 창작 외에

도 역사기행집 남도기행(시민, 1991)이나 남도의 음식문화 기행집 남도의 

맛과 멋(창공사, 1996)과 같은 책들을 써낸 것도 그의 부지런한 향토애를 확

인시켜 다. 그가 갈고 닦아야 할 겨 의 가락이 “치 치 한 동편제의 남도 

가락”50)인50)것도 그래서 당연해 보인다. 이제 남도라는 지역주의와, 한의 삭임

을 형 으로 표상하고 있는 통 장르인 소리가 만나서 ‘시김새의 가락’이

라는 송수권식의 창작 을 만들어 낸다. 

좋은 시인은 소리를 가지고 있다. 아니 소리에 그늘을 가지고 있다.(…)뜻만 있

고 가락이 없는 시, 이것이 시의 병통이다. 그늘을 치는 소리는커녕 이제는 뜻

마  무엇인지 알 수 없다. 평론가들의 토막치기와 지  욕구에 놀아나는 ‘깨벗은 

목’은 공동체를 지향하는 겨 말결에 하등의 보탬이 될 게 없다. 요즘 내가 생각하

는 것은 이 이상의 시도 이 이하의 시도 아니다. (…) 개미가 쏠쏠한 삶, 그늘이 

두터운 삶, 떡목이 아닌 수리성으로서의 소리와 가락(남성 ), 그것이 눙치는 시김

새(발효)의 가락이 남도풍이 아니던가? 뻘물이 튀지 않은 삶은  얼마나 싱거운 

것이던가? 그래서 요즘 더 정확히 말하면 ‘남도의 맛과 멋’을 내고 변산 시 의 뻘

을 는 작품들로부터 시작해서 내 시엔 비로소 와 황토와 뻘맛이 밴 음식들이 

끼여듦도 이 때문이다.
51)51)

시집 수 통에 비치는 녁 노을의 시들은 남도의 음식문화에 한 기행

47) 송수권, ｢남도의 공간  풍류｣, 만다라의 바다, 모아드림, 2002, 223면.

48) 송수권, ｢(문학  자 )들리는가  산문의 쇠북소리｣, 별밤지기, 시와 시학사, 

1991, 145면.

49) 송수권, ｢이마를 짚는 손｣, 만다라의 바다, 모아드림, 2002, 159면.

50) 의 , 160면.

51) 송수권, ｢(머리말)나는 왜 채석강을 사랑하는가｣, 수 통에 비치는 녁 노을, 
시와 시학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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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동시에 쓰여졌다. 결국 그 시들에는 “질퍽한 뻘내음”(｢뻘물｣)과 “곰소항

의 젓갈맛”(｢곰소항｣)이 진하게 베어 들게 되었다. 그는  한편으로는 소

리에서 말하는 ‘깨벗은 목’이 아니라 ‘수리성’의 소리를 그려내고자 했다고 말

한다. 이 수리성의 소리, ‘그늘’을 치는 소리는 ‘개미’, ‘솔찮이’, ‘순채’, ‘벌천’ 

등과 같은 우리의 토박이말로 육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토속어는 남도의 생활

감정과 공동체 생활상, 그리고 맛과 멋으로 어울리면서 생생한 토속  삶의 

풍정과 민  생명력을 역동화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52)52)이러한 토속어에 

한 심은 송수권이 시작 기간을 통틀어 비교  견고하게 일 성을 유지해 

온 항목인데, 이러한 에서 그는 정지용의 시를 “민족정서 언어로만 교직

된 고유어의 寶庫”라며 가장 높이 평가한다.
53)53)반면 그에게 李箱은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난장질만 해 다가 정작 고 화되어야 할 명작 한 편 남기지54)못

한”54) 가장 불행한 시인이다. 그가 생각하는 훌륭한 시란, “무엇보다 한 나라

의 말, 즉 국어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높은 수 의 경지로 이끌어 올”
55)

리는55)

시여야 하기 때문이다.

송수권 자신은 이 시기의 시에 해, 이 까지의 ‘황토’와 ‘ ’의 남도 정신

에 ‘뻘의 정신’이 첨가되어 남도의 3  정신이 완성되었다고 말한다. 이 ‘뻘의 

정신’이란 송수권이 소리에서 끌어오는 ‘시김새’라는 용어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소리의 발성 상태와 련하여 ‘감성 ․외피  요소’를 가리키는 이 

용어는 그 의미론  속성이 한국  한의 생성 과정이 상사 계를 이루고 있

다.56)56)‘시김새’는 ‘삭다’라는 동사에서 온 용어인데, ‘삭다’는 윤리  측면에서는 

분한 마음을 가라앉힌다는 인욕의 감정, 미학  측면에서는 소리의 시김새 

즉 소리의 술성, 미각  측면에서는 김치나 술 따 가 발효하여 맛이 든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식물의 맛과 술의 멋은 감각  차원에서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시기 송수권의 시에서 남도의 음식맛이 면에 넘

52) 김재홍, ｢우주율 는 생명의 가치화｣, 수 통에 비치는 녁 노을, 시와 시학

사, 1998, 124면.

53) 고유어에 한 심은 ｢우 껍질 하나의 매력｣, ｢섬｣(만다라의 바다)등의 

에 드러난다. 

54) 송수권, ｢나의 시, 나의 정신｣, 시와 시학, 1999, 177면.

55) 의 , 174면.

56) 이하 ‘시김새’라는 용어의 설명은 천이두, 앞의 책, 99-109면을 참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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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흐르고, 소리의 ‘시김새의 가락’을 빌어와 시론을 펼치고 있는 것은, 송수

권의 ‘해한(解恨)의 주술’이 독특한 멋을 찾게 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이다. 송수권의 ‘한’은 이제 소화불량의 쇠약한 장을 지닌 원한의 인간의 그

것이 아니라,
57)57)충분히 소화시키고 당히 발효시킬  아는 즐기는 자의 그

것이다. 따라서 이 즈음의 송수권의 창작 은 ‘발효의 시학’이라 명명될 수 있

을 것이다. 그것은 ‘한’의 완 한 극복은 아니다. 오기와 복수심을 버리고 끈

끈  해진 ‘한’을 품어 안는 것, 그것이 바로 송수권의 남도 가락의 미  동력

이 되는 것이다. 그가 “아직은 극의 정신에 이르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 

“남도의 향토성, 즉 남도풍에 젖은 질퍽한 삶을 고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스림’의 에서 ‘해한’이 이루어지며, 거기에서 고유의 가락이 생겨나온

다는 에서 이 시기 송수권의 시론은 분명히 ‘생산 인 힘’의 차원으로 승화

되고 있다. 그러나 그의 기 시론에서 ‘민  힘’에 한 몰두가 필연성이 

부족한 구호의 차원으로 락할 험이 있었듯, 이 시기 ‘시김새의 가락’이나 

음식의 기표들도 자칫 단순한 수사  장치들로 락할 험이 없지 않다. 

한 이 시기 민족성으로서의 풍류정신과 지역성으로서의 남도정신을 단지 ‘국

토’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엮어 내는 것에서 논리  허 이 생기기도 한다. 결

국 유․불․선의 통합으로서의 풍류정신이 그 자신의 시를 설명하는 이론으

로서 매우 거창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송수권만의 독특한 자질들이 상

으로 과소평가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의 이러한 지 들은 송수권

의 시를 본격 으로 다룸으로써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 송수권의 ‘한’의 시학

한은 천천히 응어리진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강력한 원한감정을 발산할 수 

있는 힘을 지닌 것이기도 하지만, 유구한 세월동안 응어리진 만큼 그것을 완

히 풀어내기 해서는 한번의 강렬한 발산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의 보상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송수권의 기 시론이 한의 덩어리를 강력한 힘으로 발산

57) 니체는 복수와 흔 들의 기억을 끝내지 못하는 원한의 인간을 ‘쇠약한 장’, ‘무

거운 항문’에 비유한다. G. Deleuze, 앞의 책, 209-2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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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것이었다면, 후기 시론은 그 덩어리를 더디게 풀어내는 과정 속에 있

다. 송수권의 ‘한’은 집단 인 원한(怨恨)이라기보다는 개인 인 정한에 가까

운 바, 그것은 일시에 해소될 것이 아니라 천천히 발효되어야 할 것이었다. 여

기에 생래 인 남도기질이 스며들면서, 송수권의 ‘해한’은 그만의 독특한 미  

표상을 획득하게 된다. ‘시김새의 가락’과 ‘뻘내음’ 풍기는 토속 인 향토어들

을 통해 송수권만의 ‘생산 인 한’이 제값을 지니게 된 것이다. 요컨 , 강력한 

‘ 항의지’로 ‘한’을 성 히 풀고자 하다가, 실천과 언어의 갈림길에서 언어를 

택한 것이 송수권의 시론이다. 이를 비유 으로 다시 말하면, 김수 의 ｢풀｣에

서 단지 민 들의 항력만을 보는 단계에서, “상놈의 피가 흠뻑 배인”(｢등잔｣) 

서정주 식의 풍류로 발 해 가는 것이 송수권 ‘한’의 시학의 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필자: 아주 학교 교양학부 강사)

주제어: 원한, 승화, 남도기질, 발효의 시학

투고일(2005. 5. 10), 심사시작일(2005. 5. 20), 심사종료일(200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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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gnification of “Han(恨)” in Sukwon Song's 

poetics

Cho, yeonjung

58)

This thesis has attempted to explain the poetics of Sukwon Song through 

‘Han(恨)’ which is one of Korean traditional sentiments. His poetics has 

been studied in relation with that of poets who mainly deal with ‘Han’ in 

their poems and he himself admitted that he deals with such ‘Han’ as 

springing from the bottom of our heart in his poems. As shown above, 

‘Han’ constitutes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sentiment in Song’s poems 

and therefore his poetics should be studied in the light of ‘Han’. In his 

earlier poems, ‘Han’ is powerful feeling amounting to ‘ressentiment' of 

Nietzsche, having a potential to be concentrated into the resistant power of 

people against the authoritarian society. On the other hand, his later poems 

are involved with the resolution of this sentiment. ‘Han’ cannot but be 

settled little by little because it is not so much collective resentments as 

individual feelings in itself. Through these recent works, Song realized the 

unique aesthetics of his own, that is, ‘poetics of fermentation’ by resolving 

‘Han’ with the help of his southern vernacular.

Key Words : ressentiment, sublimation, southern vernacular, poetics of 

fermentation

* Lecturer, Ajou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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