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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陸史 李源祿(1904. 4. 4~1944. 1. 16)은 한국문학사에서 독특한 위치
를 차지하고 있는 저명한 시인이다. 그는 민중의 저항의지를 불러일으킨
저항시인인 동시에 직접 항일전선에 나선 독립투사이기도 하다. 26세에
｢조선일보｣에 첫 시를 발표해서부터 40세에 베이징 일본영사관 감옥에서
순국하기까지 생전에 남긴 시는 36편(漢詩 3편 포함)에 불과하지만 수많
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었고 志節詩人 ․ 저항시인 ․ 민족시인 등의 견
고한 명칭이 주어졌다.
육사 시는 상징과 은유적 장치로 인해 여러 해석과 서로 다른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포도｣에 대한 해석은 학계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
고 있는데 본고는 ｢청포도｣와 ｢광야｣를 연결시켜 쟁점을 둘러싼 내용을 살
펴보고 육사와 중국 고전문학의 상관관계를 고찰하여 ｢청포도｣의 은유적
의미, 특히 ‘청포 입은 손님’과 ‘백마 탄 초인’의 상징적 의미를 다시 해석하
여 두 편의 시에 내포된 의미구조를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 중국 하얼빈공업대학(위해) 한국어학과 부교수
**중국 산동대학(위해) 국제교육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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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포도｣와 ｢광야｣를 둘러싼 논쟁
일제강점기 시대 한반도 지역 전체는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일
본은 조선반도에서 철저한 검열제도를 실시하였고 심지어 민족말살정책
까지 실시하며 조선인을 강제로 창씨개명시켰고 한글사용도 금하였다.
이 시기 창작되었던 육사의 작품들은 대량의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장치
들이 사용되었고 이는 오늘날 육사 작품을 둘러싼 많은 견해와 논쟁을
가져왔다. ｢청포도｣를 살펴보면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기호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예로 청포도 ․ 청포 ․ 흰 돛 ․ 하이얀 모시수건 등을 들 수 있다.
그중 ｢청포도｣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부분은 청포 입고 찾아오는 ‘손님’
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손님’에 대한 종래의 도식적인 해석에
따르면 ‘조국의 광복’이다. 곧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과 함께 손님은 ‘암
흑을 찬란한 빛으로 바꾸는 희망의 사자’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
런데 왜 ‘희망의 사자’가 고달픈 몸으로 찾아오느냐? 또한 왜 손님이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방인태1)는 “‘청포 입고 오는 손님’의 고달픔은 청포도가 익는 이 고장
을 찾아오기까지의 여정의 고달픔일 수도 있다. 그 고달픔은 이 고장에
오면 두 손에 적셔지는 포도 물에 흘러 이를 닦아내는 모시수건에 씻기어
깨끗이 사라질 것은 분명하다. 말하자면 이 시에서는 손님의 고달픔은 해
소되고, 그로 인해 나와 손님은 화합의 공간에 놓인다. 식탁에 같이 앉아
서 함께 포도를 먹는 행동은 화합의 시적 표현이다. 즉 ‘손님’은 조국의
광복을 의미하며 그 세계는 미래의 어느 날에 가능한 시인이 기대하는
세계이다”고 하였다.
강창민2)은 이에 대해 그 희망의 사자가 머나먼 곳에서 오기 때문이며
1) 방인태, ｢육사 시의 양면성｣, 국제어문 제8집, 국제어문학회, 1987,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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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달픈 것이고, 손님이 반가운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해석은 그 자체로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희망’의 사자가 ‘머나
먼 곳’에 있다면 현재는 ‘절망적인 상태’이고 그 존재가 ‘손님’이라면 ‘식
구’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잠간 머물다가 떠나
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는, 즉 “희망은 머나먼 곳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절망적이지만, 온다고 했으니 오겠지만 곧 가버리고 만다”로 바뀐
다. 다시 말하면 “조국의 광복은 참으로 이뤄지기 힘드나 그래도 이뤄질
것이지만 곧바로 또 잃고 말 것이다”로 해석할 수 있다. 김영무3)는 손님
을 구체적인 사람으로 간주한다. 즉 그의 고달픔은 그러나 뜻있는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긴 고달픔이므로 그는 고통과 절망의 손님으로 오
는 것이 아니라 청포를 입은 희망의 사자로 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청포
의 나그네는 어디까지나 손님이니까 얼마간의 휴식을 취한 뒤 언제든지
때가 되면 또 다시 자신의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떠나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다.
본고에서는 ‘손님’보다 ‘청포’에 더욱 주목하고자 한다. 즉 기다리는 손
님이 누구이든 왜 청포(靑袍)를 입었을까? ‘청포’와 ‘청포도’ 두 사물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하는 문제이다. 여기에 대한 기존의 분석들은 대부
분 ‘손님’의 의미를 ‘고달픔’에만 주안점을 두었지 왜 ‘청포’일까에 대해서
는 그저 ‘청포’와 ‘청포도’는 음이 동일하며 푸른빛의 이미지를 통해서 연
결된다고 하는 견해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같이 ‘청포도’의 ‘청’에서 의미
를 찾고자 하는 연구로 고영자4)는 과실 ‘青葡萄’는 ‘설익은 푸른 포도’를

2) 강창민, 이육사 시의 연구, 국학자료원, 2002. pp.127~128.
3) 金榮茂, ｢李陸史論｣, 창작과 비평, 제10권 제2호, 창작과비평사, 1975, p.203.
4) 고영자, ｢이육사 시정신 고찰｣, 현대문학이론연구, 제26권, 서울: 현대문학이론학회,
2005,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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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기도 하고, ‘설익었다’의 ‘青’은 인간의 경우에는 ‘青年’의 ‘青’과 어
원을 같이 하고 있어 ‘青’은 다시 ‘青年’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 ｢청포도｣는 당시 대구지역의 청년단체 활동을 의미하며 시인은 이 시
를 통해 수많은 항일지사가 나타나기를 열망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고
하였다.
이상 여러 가지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필자는 ‘청포’는 ‘청포도’를 해석
하는 하나의 중요한 은유적 장치임에 주목하였다. 청포와 청년, 청포도를
연결시켜 이 시를 해독하기보다는 또 하나의 키워드를 간과할 수 없다.
본고는 육사의 ｢청포도｣와 ｢광야｣를 연결시켜 서로 상응하는 은유적 장
치인 ‘청포’와 ‘백마’를 통해 청포의 상징적 의미를 밝히면서 시인의 본의
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광야｣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은 “닭 우는 소리”와 “백마 타고 오는
초인”에 대한 해석이다. “어데 닭 우는 소리 드렸스랴”에 대해 오세영,5)
신경림6)은 “어디에도 들리지 않았다”고 이해하는 반면 김종길7)은 “어딘
가에서 들려오는 소리”로 이해하였다. 즉 어딘가에서 들려오기는 하지만
어디에서 들려오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닭 우는 소리가 들렸는지 여부가
시인이 저항운동에 대한 태도가 낙관인지 비관인지를 가늠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것은 닭 우는 소리가 곧 희망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즉 “어
디에서도 들리지 않았다”로 이해한다면 식민지 암흑 속에서 어디에도 광
복의 희망을 찾아볼 수 없다는 시인의 비관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그러나
“어디선가 들렸다”면 시인이 반일운동 승리의 희망을 보았고 광복의 열

5) 오세영, ｢어데 닭우는 소리 들렸으랴-이육사의 광야｣, 20세기 한국시의 표정, 서울: 새
미, 2002, p.39.
6) 신경림 ․ 정희성, 한국현대시의 이해, 서울: 진문출판사, 1981, p.76.
7) 김종길, 육사의 시, 나라사랑 16집, 서울: 외솔회, 1974,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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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과 격동을 나타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인이 항일운동에서
의 태도가 비관인지 낙관인지를 규명하려면 우선 “백마 탄 초인”에 대한
해석의 논쟁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학계의 일반적인 관점은 ‘초인’이
나타나는 시점을 현재로부터 ‘천고의 뒤’로 설정한다. 즉 초인이 나타나는
시점은 까마득히 먼 미래이며 전혀 예측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불확정적인 미래의 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어디에도 들리지 않는 닭 울
음소리”라는 의견이 힘을 얻을 듯싶다. 김용직, 손병희8)는 “백마탄 초인”
은 광복을 의미하며 곧 민족해방과 독립의 객관적 상관물(Objective
correlative)이라고 설명한다. 김희곤9)은 초인은 일반적으로 해방된 민족
을 의미한다고 하지만 본인의 생각으로는 그 초인은 바로 육사 자신이다.
이미 광복된 날을 내다보며 미리 민족의 가슴에 노래를 불어넣은 그 자신
이 곧 “백마 타고 온 초인”이라고 하였다. 이정현10)은 초인을 미래 역사
의 주인공으로 보고 광복 후 민족의 모습이라고 해석하였다. 정유화11)에
의하면 ‘초인’과 ‘손님’은 현실의 부정성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미래 세계
를 여는 기호로 작용한다. 즉 “청포 입은 손님”과 “백마 탄 초인”은 모두
일제 식민치하의 항일투사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백마 탄 초인은 왜 천고의 뒤에 나타나는가? 시인이 말하는 천
고란 한국이 일제치하에서 해방되는 날이 머나먼 천고의 뒤라는 말인가?
이러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다.

8) 김용직 ․ 손병희, 李陸史全集, 서울: 깊은샘, 2004, p.401.
9) 김희곤, 이육사평전, 푸른역사, 2010, p.254.
10) 이정현, ｢李陸史 詩의 이미지 象徵性 硏究｣, 서울: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2003, p.62.
11) 정유화, ｢우주의 원리를 내재화한 시 텍스트의 의미구조: 이육사론｣, 어문연구, 제32권
제1호, 통권 제129호, 서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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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포도｣와 ｢광야｣의 은유적 장치
‘청포’의 은유적 의미를 밝히려면 육사와 중국고전문학의 영향관계, 나
아가 육사가 전고를 자주 인용하는 창작습관부터 확인해야 할 것이다.
첫째, 육사는 퇴계 이황의 14대 손으로 1904년 아버지 가호(家鎬)와
의병장 凡山 許衡의 딸인 어머니 허길(許吉) 사이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
절부터 조부로부터 한학을 배웠고 한문에 익숙하였다. 어려서부터 한학
을 접했던 그는 유학도적인 선비 기질을 바탕으로 한시의 전통을 이어왔
다. 육사가 중국 고전 詩經의 ｢國風 · 蒹葭章｣12)을 직접 번역한 것도 그
예이다.
일제강점기 시기 끝까지 민족의 양심을 지키며 죽음으로써 일제에 항
거한 시인 이육사, 그는 삶 대부분을 만주와 조선을 오가며 살았다. 22살
에 중국으로 건너가 베이징대학 사회학과에 적을 두고 만주와 중국을 돌
아다니며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 1931년(27세)부터 중국의 봉천․ 북경․
천진․ 남경․ 중경․ 연안 등 지역을 전전하며 독립투쟁을 벌였다.13) 1943년
중국으로 갔다가 그해 6월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베이징으로 압송, 이듬해
베이징 감옥에서 40세의 나이로 옥사(고문사)하였다. 1945년 그의 친동
생 이원조가 ‘육사시집’을 엮어냈고 이 시집은 1956년 재간본(再刊本)이
나왔다.
육사의 장조카인 이동영, 육사와는 사종간인 이원무와 생전지기인 이
민수에 따르면 육사는 어려서부터 한시를 창작하였는데 그 수는 한글 시
보다 많은 33수14)에 달하지만 나중에 많이 소실되었다고 한다. 또한 육
12) 박현수, 원전주해 이육사 시전집, 서울: 예옥, 2008, p.234.
13) 김학동, 이육사평전, 서울: 새문사, 2012, 부록 이육사 연보.
14) 심원섭, 원본 이육사 전집, 집문당, 1986, p.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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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중국 작가 노신의 사상과 문학 활동에 크게 경도되어 있었다. 그는
노신의 ｢고향｣을 직접 번역하였고 또 ｢아Q정전｣ ․ ｢광인일기｣ ․ ｢공을기｣
등을 한국에 소개하면서 ｢노신론｣을 발표하였다. 육사는 또 서지마(徐志
摩)의 시를 좋아하였고 ｢배헌(拜獻)｣, ｢재별강교(再別康橋)｣를 한글로 번
역하기도 했다.15)
육사의 한시 ｢謹賀石庭先生六旬｣16)에서 그가 전고(典故)를 차용한 흔
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시에 ‘經來一世應多感, 遙憶鄕山入夢頻.’라는
시구는 중국 북송(北宋) 시인 진단(陳摶)의 ｢귀은(歸隱)｣ “十年蹤迹走紅
塵, 回首靑山入夢頻(십년의 종적은 속세에서 걸어오고, 뒤돌아 보니 푸른
산이 자주 꿈에 들어온다)”라는 典故를 차용한 것이다.
한시뿐만 아니라 육사의 한글 작품에서도 한시의 영향 흔적을 쉽게 발
견할 수 있다. 예컨대 그의 한글 작품에서 자주 쓰이는 “선경후정(先景後
情)”이나 또는 “기승전결(起承轉結)” 등 시작법(詩作法)이다. ｢청포도｣
역시 기에서 제시된 내용을 승에서 이어받고 다시 전에서 전환이 일어나
결에서 결론을 맺게 된다. 그리고 육사의 한글 시에서 천겁(千劫), 대붕
(大鵬), 대곤(大鯤), 상제(喪祭), 표모(漂母), 포효(咆哮), 항쇄(項鎖), 춘
수(春愁) 등 한자어가 자주 등장한다. 이러한 한자어와 漢詩에서 자주 쓰
이는 이미지들은 육사가 한문 조예가 매우 깊음을 시사해 준다.
둘째, 시인이 한문에 능통함을 주목해볼 때 이 시의 본의를 해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지목되는 ‘청포’의 의미를 중국고전문학과
연관시켜 찾아볼 수 있겠다. 중국고전시문학에서 ‘청포’와 ‘백마’와 관련
된 전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중국 남북조시대의 시인 유신(庾信
15) 심원섭, ｢육사의 서지마(徐志摩)시 수용 양상｣, 우리문학연구, 우리문학회, 1988, 제6 · 7집,
pp.309~347.
16) 1943년에 창작되었고 시집 청포도에 수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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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581)의 ｢애강남부 哀江南賦｣ 중에는 “青袍如草, 白马如练”이라는
시구가 있다. 여기서 ‘청포’와 ‘백마’는 후경의 군대를 은유하는 장치였다.
이 전고는 중국 남조(南朝)시기(420~589) ‘侯景之乱(후경의 반란)’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양(梁)나라 장군 후경(侯景)이 거병을 일으켰는데,
후경은 백마를 타고 반란군은 모두 청포를 입었다. 또한 거병하기 전에
저잣거리에 “靑絲白馬壽陽來(청포 입고 백마 탄 군인들이 수양에서 오리
라)”라는 예언적 동요를 퍼뜨려 반란군의 당위성을 미리 세상에 알렸다고
한다(梁書 · 侯景傳, 隨書 · 五行志上 참조). 후경은 양무제 548년 9월
에 반란을 일으켰고 551년에 황제가 되었다. 그 후 청포와 백마는 중국
고전시문학에서 거병과 반란을 은유하는 장치로 오랜 세월을 걸쳐 전래
되었다. 당나라 시인 杜甫도 이 장치를 빌어 시를 창작한 예로 ｢靑絲｣가
있다. “靑絲白馬誰家子(청포 입고 백마 탄 사람은 누구인가)”, 즉 당나라
에 반란한 장군 부고회은(仆固懷恩)을 후경의 반란에 비유한 것이다. 그
리고 이 장치는 杜甫의 ｢洗兵馬｣라는 시에도 등장한다. “靑袍白馬更何有,
後漢今周喜再昌(청포 입고 백마 탄 반군이 다시 어찌 있으랴, 光武帝와
周宣王처럼 나라를 부흥시킴을 기뻐하노라).” 두보는 南朝 장군 후경의
‘청포백마’ 전고를 빌어 당시 ‘安史之亂’17)을 일으킨 반군을 은유적으로
말한 것이고, ‘後漢今周’는 周나라와 漢나라의 부흥을 빌어 당시의 시국을
비유한 것이다. ‘청포백마’는 중국 고전 시에서 후경과 부고회은(仆固懷
恩)과 같은 ‘반역’과 ‘반란’ 등 부정적인 요소를 비유하는 동시에 장수(將
帥)와 병졸(兵卒), 전쟁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로 들자면 두보의 ｢至後｣
에는 “青袍白馬有何意 金穀銅駝非故鄉”라는 시구가 있는데, 여기서 청포
17) 755년에서 763년에 이르기까지 중국 당(唐)나라를 뒤흔든 난으로 안록산(安祿山)과 사사
명(史思明) 등이 주동이 되었다. 안사의 난은 10년 가까이 지속되다가 결국 진압되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당은 사실상 멸망한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완전히 몰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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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는 사천 검남지방에서 막료로 지내던 시절에 뜻을 이루지 못해 원통
하던 시인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전고를 긍정적으로 사
용하는 기풍은 明나라 袁宏道에 이르러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袁宏道
의 ｢送從軍羅山人還大足｣에는 “青袍白馬翻然去 念取昌州舊海棠”이라는
시구가 있고 청나라 錢謙益의 ｢閑坐｣에서는 “青袍白馬已駸駸 閑坐東窗度
瞑陰”로 묘사되고 있다.
두보의 시 창작에서 소재나 주제는 대부분 애국정신, 나라와 백성의 운
명에 대한 근심, 좌절과 울분으로 전개되는데 육사의 시창작과 생애에서
도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두 사람은 비록 천년이라는 세월을 사이
두고 있지만 모두 가정이 파탄되고 나라가 망하는 전란의 연대에 살았고
우국우민의 고통스러운 심경을 겪었으며 육사의 전고를 인용하는 습관으
로 미뤄볼 때 “청포백마”가 ｢청포도｣와 ｢광야｣를 해석하는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셋째, “영마시(詠馬詩)”에서 육사가 중국 고전 시에서 전고를 차용하는
습관을 한층 확인할 수 있다. 중국 고전 시 중 詠馬 시는 당나라 李白
․ 白居易 ․ 韓愈 ․ 李賀 등 시인들의 시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고, 송나라 歐
陽修 ․ 蘇軾 ․ 李夢陽 ․ 郭登 등은 모두 詠馬시를 썼다. 특히 우국우민의 시
성 두보는 詠馬를 빌어 심경을 토로하였는데 예를 든다면 《題壁上韋偃畫
馬歌｣, ｢丹青引 · 贈曹將軍霸｣, ｢天育驃騎圖歌｣,｢韋諷錄事宅觀曹將軍畫馬
圖歌｣,｢房兵曹胡馬｣, ｢驄馬行｣, ｢高都護驄馬行｣, ｢瘦馬行｣, ｢病馬｣ 등이
있다. 두보는 ｢題壁上韋偃畫馬歌｣에서 “一匹龁草一匹嘶/坐看千里当霜蹄/
時危安得真致此/與人同生亦同死”라는 시구를 통해 두보는 준마(駿馬)를
투사에 비유하였고 투사가 나타나 생사존망에 처한 나라를 구해주기를
열망하면서 깊은 애국심을 보여주었다. 또한 그의 시 ｢韋諷錄事宅觀曹將
軍畫馬圖歌｣에서는 “霜蹄蹴踏長楸間 馬官斯養森成列”으로 묘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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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淸나라 임칙서(林則徐)의 시 ｢病馬行｣에는 “千金一骨死乃知, 生前
前解憐病駿? 不令鏖戰臨沙場, 長年驛路疲風霜.”이라는 시어가 들어 있는
데 이는 시인이 말을 자신에 비유하여 좌절과 울분을 토로한 것이다.
육사의 첫 한글 시 ｢말｣에서도 역시 한 마리의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지쳤지만 투지에 찬 흰 말이다. “흐트러진 갈기/후줄근한 눈/밤송이 같은
털/오! 먼 길에 지친 말/채찍에 지친 말이여!//수굿한 목통/축 처진 꼬리/
서리에 번쩍이는 네 굽/ 오! 구름을 헤치려는 말/새해에 소리칠 흰말이
여!”18) 육사의 “말” 역시 고달프고 지쳤지만 투지에 찬 자신의 인생을
비유하고 있다. 그의 ｢馬｣에 “서리에 번쩍이는 네 굽”이라는 시구에서도
육사가 고전문구를 인용하는 습관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霜蹄”라는 시
어는 ｢莊子 · 馬蹄｣의 “馬蹄可以踐霜雪.”이나 두보의 “霜蹄蹴踏長楸間”,
蘇軾의 “至今霜蹏踏長楸”, [明]屠隆의 “躍馬橫戈,霜蹄疾如梭.”, [淸]方文
의 “馬知投店晚, 雖憊撒霜蹄” 등에서 이 전고의 유래를 확증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咏马 소재와 “서리에 번쩍이는 굽(霜蹄)” 등 전고의 차
용 또한 그가 한문에 조예가 깊음을 시사해준다.
넷째, 두 시의 창작 시기를 살펴보면 ｢청포도｣는 1939년 8월 문장에
발표되었다. 1940년에 ｢절정｣과 ｢광인의 태양｣ 등 시 두 편을 발표한 뒤
일제에 의해 한글로 된 시를 쓸 수 없게 되어 부득이 한시를 쓰게 되었다.
육사의 연표로 추정해 보면 1945년 동생 원조에 의해 공개된 유작 ｢광야｣
는 대체로 ｢청포도｣와 비슷한 시기에 창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이
는 창작배경과 창작시기 면에서 ‘청포’와 ‘백마’의 연관성에 증거를 제공
한 셈이다.

18) ｢말｣은 1930년 1월 3일 조선일보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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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육사 시의 의미구조 재고
권혁웅19)의 견해에 따르면 육사의 유작으로 발표된 ｢꽃｣의 첫 구절은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비 한 방울 나리잖는 그 땅에도”인데, 그중에
서 ‘동방’은 독음으로 볼 때 ‘東方’과 ‘東邦’으로 볼 수 있다. 육사가 이례적
으로 한자로 표시하지 않은 데는 방위를 가리키는 ‘東方’과 이미 빼앗긴
나라 ‘東邦’을 동시에 지칭하고자 함일 것이다. 이는 또한 육사의 시에서
나타난 음이 조화되고 두 가지 뜻을 동시에 나타내는 독특한 방법이다.
한자 ｢청포도｣(青葡萄)의 한국어 독음은 “青袍到”와 일치한다. 음이 조화
되고 두 가지 뜻을 동시에 나타내는 육사의 창작기법으로 볼 때 청포 입
은 손님(항일투사)의 도래를 의미한다. 당시 일제의 혹독한 탄압을 피하
기 위해 육사는 무척이나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을 고심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상징성과 의인화의 특징을 지닌 육사 시에는 상징과 은유적 장치를 쉽
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편복｣에서는 편복의 이미지로 동포들이
망국의 노예로 전락된 비참한 처지를 묘사하면서 마음속의 울분을 토로
하였다.
“광명을 배반한 아득한 동굴에서/다 썩은 들보와 무너진 성채의 너덜
로 돌아다니는/가엾은 박쥐여! 어둠의 왕자여!/쥐는 너를 버리고 부잣집
곳간으로 도망했고/大鹏도 북해로 날아간 지 이미 오래거늘/검은 세기의
丧章이 갈가리 찢어질기는 동안/비둘기 같은 사랑을 한번도 속삭여 보지
도 못한/가엾은 박쥐여! 고독한 유령이여!//앵무와 함께 종알대어 보지도
못하고/딱따구리처럼 고목을 쪼아 울리도 못하거니/만호보다 노란 눈깔
19) 권혁웅, ｢現在 속에 내포된 未來, 李陸史의 <꽃>에 나타난 우리詩의 새로운 時制｣, 詩의
아포리아를 넘어서, 서울: 이룸, 2001, p.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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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遺傳을 원망한들 무엇하랴/” 이 시에 등장한 여러 동물들은 모두 상징
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편복(일본식민치하 망국의 동포들이 어둠속에서
배회함), 쥐(쥐가 박쥐와 다 같은 조상의 후손임에도 박쥐를 버려두고 달
아난 사실을 들어 일제에 훼절하여 영합을 꾀한 나라와 민족을 배반한
무리들), ｢절정｣에서는 “강철로 된 무지개”도 겨울(혹독하고 암담한 현
실)을 극복하는 의지의 상징적 장치로 등장하였다.
항일투사로서 그의 시는 무엇보다도 투철한 현실 인식과 강한 신념에
서 비롯된다. ｢광야｣에서 나타난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청포도｣에 오
면 “청포를 입고 오는 손님”의 코드로 변환되기도 한다. 따라서 “백마 타
고 오는 초인”과 “청포 입고 오는 손님”은 문장 구조상에서도 동일한 형
태를 취하고 있다. ‘초인’과 ‘손님’은 현실의 부정성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미래 세계를 여는 기호로 작용한다. 즉 “청포 입은 손님”과 “백마를 탄
초인”은 일제 통치에 맞서 투쟁하는 항일투사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백마 타고 오는 손님”은 왜 천고 뒤에 오는 것일까? 지금
까지의 견해를 살펴보면 ‘천고’를 먼 훗날로 해석하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시에서 ‘광야’는 천년 이후의 고향일 것이다. 그러나 시인이 서
있는 시점에서 千古를 바라보는 시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인은 왜
천년 이후 우리가 살아가는 고향을 번화한 도시나 풍요로움 등이 아닌
광야로 묘사했을까? 만일 백마 탄 초인을 ｢말｣에서 “새해에 소리칠 흰말
이여!”와 연관시켜 본다면 ｢광야｣에서의 백마는 먼 훗날 천고의 뒤의 올
백마가 아닌 지금 당장 전쟁터에 나서게 될 흰 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광야｣ 역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천고의 뒤의 고향이 아닌 민족해방과
조국의 광복을 맞이하게 될 암흑과 힘겨운 전쟁터가 될 것이다. 즉 천고
를 거슬러 보면 그 千古는 천고의 뒤가 아닌 지난 역사가 된다. 지금으로
부터 천년 이전으로 봤을 때 이 시의 은유적 의미를 더 쉽게 이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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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백마 탄 초인”은 천고의 뒤인 현재 시점에 나타나 민족해
방의 전야(현재)를 달리고 있으며 어둡고 황량한 광야에서 울부짖고 있
다. 즉 일본식민통지에 반항하는 ‘반역자’-항일지사의 형상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시인이 ｢광야｣에서 ‘백마’ 전고를 차용한 목적과 은유적인 내용
은 더욱 명백해졌다. 그렇다면 “닭울음 소리”가 들렸느냐 하는 논쟁도 답
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비록 현실은 어려움에 겹겹이 둘러싸였지만
시인은 조국의 광복과 민족해방에 필승의 신념과 투철한 의지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분석으로 볼 때 ｢청포도｣와 ｢광야｣는 연작으로 볼 수 있다. 시의
주제는 ‘청포백마’로 반일봉기와 항일투사를 은유하는 바이다. 육사는 시
에서만 저항의 의지와 독립의 열망을 노래하는 시인이 아니라 몸으로 싸
우고 봉기를 도모했던 항일투사이다. 그는 더 많은 항일투사들이 나타나
항일전쟁에 투신하기를 열망하고 있다. “청포 입은 손님”이 의기투합한
항일의사라는 점에서 필자는 신석초의 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나 왜 ‘모시
수건’을 은쟁반에 올리라고 했을까? 김창완20)은 ‘하이얀 모시수건’은 ‘은
쟁반’과 같이 ‘손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고 설명한다. 그러나 손님을 맞이할 때 왜 ‘모시수건’이 등장했을까? 그리
고 이런 사물을 시의 마지막 구절에 넣었을까? 필자는 “하이얀 모시수건”
은 하나의 은유적으로 설정된 기호라고 사료된다. 중국문화를 잘 이해하
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이얀 수건’을 ‘봉기’와 연관시킨다. 하이얀 수
건은 중국역사상 수차례 봉기에 등장하는데 1911년 무창기의(武昌起義)
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필자는 은쟁반이 일제강점기 빈곤한 시골에서 보
기 힘든 물건임을 가만할 때 시인은 이를 빌어 한편으로는 먼 곳에서 온
손님에 대한 반가운 마음을 표출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은유적 장치인 ‘하
20) 김창완, ｢이육사의 청포도 검토｣, 한국언어문학, 한국언어문학회, 1991,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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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얀 수건’을 더욱 도출화하고자 함이 아니었을까 추정해본다.
이상으로 볼 때 육사의 시에서 등장한 ‘청포’ ․ ‘모시수건’ ․ ‘백마’ ․ ‘초인’
등 상징적 기호는 모두 비밀활동을 하는 봉기군(항일투사)과 연관시킬 수
있겠다. 이는 당시 혹독한 식민통치하에 시인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
하고 은유적으로 심적 열망을 표출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과도 부합된다.
즉 시인은 더 많은 항일투사들이 조국과 민족해방투쟁에 나서기를 갈망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갈망은 희망과 용기로 가득 찬 것만은 아
니었다. 암흑한 현실 속에서 시인의 초조하고 안타까운 마음은 ｢청포도｣
의 “고달픈 몸”과 ｢광야｣의 “지금은 눈 내리고/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등 시구에서도 엿볼 수 있다. 시국은 낙관할 수 없지만 시인은 이 두 편의
시 낙구에서 죽음을 예사롭게 여기는 투혼과 필승의 신념을 표출하였다.

5. 결론
육사는 독립운동가이며 저항정신이 투철한 시인이다. 그의 시에는 저
항정신과 서정성이 조화롭게 결합되었으며 예술성과 사상성이 모두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육사 시는 상징적, 은유적 특징으로 말미암
아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겠다. ‘청포 입은 손님’은 광복의 소식이나 희망의 사자가 아니고 희망
을 상징하는 기호도 아니다. 손님은 항일운동에 투신한 의사들이다. 따라
서 청색은 청년이 아니고 포도 역시 고향에서 열린 과일이 아니다. ‘광야’
도 천년 뒤에 되찾을 조국의 땅이 아니라 민족해방 전야의 전장이다. 같
은 시기에 창작한 이 두 편의 시가 앞뒤가 상응하는 은유구조를 가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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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포백마(靑袍白馬)’의 전고를 두 편의 시에 나누어 그 당시의 반일운동
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청포도｣와 ｢광야｣는 민족해방에 대한 갈
망과 민중들의 저항의지를 불러일으키고자 한 시인의 열망을 표출하였다
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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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taphorical Device Research of
Lee Yuksa’s Poetry
Jin, Hezhe & Yin, Meihua

The disputes on Cyan Grape, a poem by renowned Korean poet
Lee Yuksa always exist in the Korean literary field. The essay
discovers the relationship between Cyan Grape and Wilderness by
studying the connection between Lee Yuksa’s composition and the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Thus the essay analyzes the hidden
symbolism in the metaphorical devices of “the visitor in green robe”
and “the superman on white horse” and reinterprets the poet’s real
intention in Cyan Grape. Covering the representative ideas in the
Korean literary circle, the essay puts forward the new point. The
allusion of “green robe and white horse” from the ancient Chinese
literature plays the key function of metaphorical device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two poems. The title of Cyan Grape is the
Korean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 “the green robe came”.
Both “green robe” and “white horse” imply the revolt and resistance.
With the transition of these two key devices, there are “the ripe
grapes”, “white sailboat” and “the cock crow in the morning” which
symbolize hope and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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