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85 -

정지용 시의 공간지향성 연구 

  김  윤  정*1)

<목  차>`

           1. 자아와 상의 공감

           2. 상에의 지향성과 환멸의 자아

           3. 공간으로서의 유년과 고향 그리고 이미지즘

           4. 신(神)과 산의  공간

           5. 정지용 시의 지속서과 변별성
  

【요 약】

본고는 정지용의 시에 내재하는 공통 과 차이 이 단순히 사조나 

기법, 혹은 세계 으로 해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정지용은 단히 섬세하고 정 (靜的)인 성격을 지닌 시

인으로서 가령 김기림과 같이 근 를 지향한 모더니스트와는 매우 다

른 자리에 있다. 그에게 근 는 고향이나 바다나 산과 등하게 놓이

는 시  상이었을 따름이며 자신이 깃들 수 있는 환경인가 그 지 

않은가를 단하는 기 으로 삼았다.

이러한 정지용 시의 특성을 고찰하기 해서 시  자아와 상 사이

의 교감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구 되는 공간성의 특질을 확인

해 보았다. 정지용은 근 에 한 부정  의식과 함께 새로운 공간을 

구하기 해 노력하 음을 알 수 있는 바, 고향이나 유년기를 변하

* 충북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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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민요풍의 시’나 이미지즘 기법의 시, 그리고 정신주의  시들은 존

재의 평온함과 심화를 이루어내기 한 모색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1. 자아와 상의 공감 

정지용에 한 연구는 부분 통사  에서 그의 시를 시기 구분

하는 것을 제하고 이루어진다. 정지용은 1926년 6월 경도 유학생들

의 학회지인 學潮 창간호에 ｢카페 란스｣를 비롯한 모더니즘 경향

의 시  동요  경향의 시 다수를 발표하면서 등단하는데, 많은 연구

자들은 이를 기 으로 하여 종교시가 발표되기 시작한 략 1933년을 

정지용 시의 기로 본다.1) 한편 정지용의 시  출발이 데뷔 당시의 

이미지즘  경향보다는 1922년 경, 고교 재학 때의 습작 시기로 거슬

러 올라간다는 견해를 제시하며 이 시기를 독립된 기간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2) 오세 은 이러한 시  구분들이 정지용 시의 요한 부

분  하나인 민요  경향을 외면하고 있으며 후기의 자연시와 구분되

는 카톨릭 신앙시의 창작이 1933-35년까지의 짧은 기간에 해당된다고 

지 하면서 정지용의 시기 구분을 습작에서부터 1925년까지의 민요풍

시, 1926년에서 1932년까지의 모더니즘 계열 시, 1933년에서 1935년까

지의 카톨릭 신앙시, 1936년에서 1945년까지의 자연시, 1945년 이후부

1) 이의 표  논자인 김용직은 1933년까지를 제 1기로, 1933년에서 1939년

까지를 제2기로, 1939년 이후를 제 3기로 나 다. 김용직, 한국 시사  

1, 한국문연, 1996, pp.224-32. 

2) 이숭원은 정지용 시의 시기 구분을 1922년 휘문고 재학시 부터 일본 유학 

때까지, 1929년부터 정지용 시집이 발간된 1935년까지, 그 이후로 함으로

써 제 3시기로 나 다. 이숭원, 정지용 시의 심층  탐구, 태학사, 1999,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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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1950년까지의 혼란기 등 다섯 시기로 하고 있다.3)

이러한 논의들을 보면 정지용의 시  출발이 꽤 이른 시기부터 이루

어졌다는 사실과 정지용이 한 가지 경향 속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시  모색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지용을 모더니스트

던 김기림의 리즘  시각4)에 기 어 바라볼 경우 그의 시  본

령은 이미지즘에 놓여 있긴 하지만 정지용의 시  스펙트럼은 이보다 

더욱 섬세하고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정지용의 체  문학 세계를 

조명할 때 우리는 이미지즘 이 의 경향에 해서도 시선을 던져야 한

다. 정지용에게 소  습작기의 시들이 분량상으로도 지 않은 비 을 

차지하지만 실질 으로 그의 문학 세계를 형성하는 데에 상당히 큰 의

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한 이미지즘 시들은 그의 문학  성취

의 측면에서 요한 지 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나 그러한 경향이 그

의 시 체를 통하며 지속되기 때문에 이미지스트로 그를 규정하는 

것은, 혹은 후기의 시들과 기의 시들을 단 인 양태로 보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미지즘이 서구 이면서도 동양 인 시 

양식에 속하기 때문에5) 정지용의 시 세계를 단순하게 재단할 경우 오

류를 범하기 쉽다. 

3) 오세 , ｢지용의 자연시와 성정(性情)의 탐구｣, 한국 문학연구12집, 한

국 문학회, 2002, pp.252-3. 

4) 정지용을 모더니즘 시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뚜렷하게 지정한 이는 단연 

김기림이다. 김기림은 정지용이 감각과 회화 인 요소를 심함으로써 과

거 상징주의의 폐단을 넘어서고 있다고 함과 동시에 정지용의 언어에 한 

감수성을 단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 김기림, ｢1933년 시단의 회고｣, 
집2, 심설당, 1988, pp.62-3. 

5) 장경렬은 ｢이미지즘의 원리와 <詩畵一 如>의 시론｣(작가세계, 1999, 겨
울)에서 일본의 排句(はいく)  동양 한시의 통이 E. Pound에게 미친 

향을 언 하면서 정지용의 이미지즘이 서구의 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는 본능 이고 근원 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때문에 이미지즘  경향

이 정지용의 작품세계에서 일 되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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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용 시가 보여주는 다양한 면모들에 기 어 그에 한 연구는 크게 

이미지즘  경향에 주목하는 경우6)와 후기 자연시를 통해 드러난 동양  

정신주의를 고찰하는 경우,7) 신앙시에 주목하는 경우,8) 그리고 이미지즘 

이 의 민요풍의 시들을 다루는 경우9) 등의 갈래를 보이고 있다. 이  

최근 깊이 있게 탐구되고 있는 후기 자연시에 해서 이미지즘과 카톨리

시즘의 정신주의가 지양 극복된 한 정 이자 정지용의 정신세계가 동양  

심원함을 통해 안정과 깊이를 획득하고 있다고 하는가 하면,10) 기법상의 

6) 김용직, ｢시문학  연구｣, 서강  인문과학논총 2집, 1969.11.

   문덕수, 한국 모더니즘시 연구, 시문학사, 1981.

   정효구, ｢정지용 시의 이미지즘과 그 한계｣, 모더니즘 연구, 자유세계, 

1993.

   문혜원, ｢정지용 시에 나타난 모더니즘 특질에 한 연구｣,  악어문연구
18, 1993.12.

7) 최동호, ｢정지용의 산수시와 情․景의 시학｣, 다시 읽는 정지용 시, 월인, 

2003.

   최동호, ｢동아시아 자연시와 동서의 교차 ｣, 성신여  인문과학연구20
집, 2000.

   최동호, ｢정지용의 산수시와 은일의 정신｣, 민족문화연구19호, 1986.

   최승호, ｢정지용 자연시의 은유  상상력｣, 정지용의 문학 세계 연구(김
신정 엮음), 깊은샘, 2001.

   오세 , 앞의 .   

8) 김윤식, ｢카톨릭 시의 행방｣,  시학, 1970. 3.
        , ｢카톨리시즘과 미의식｣, 한국근 문학사상사, 한길사, 1984.

   김 오, ｢사물시3의 화자와 신앙  자아｣, 정지용(김학동 편), 서강  출

부, 1995.   

9) 권정우, ｢정지용 동시 연구｣, 정지용의 문학세계 연구(김신정 편), 깊은 

샘, 2001.

10) 정지용의 존재론  정황과 이의 성찰에 한 문제는 신범순의 ｢정지용 시

에서 병 인 헤매임과 그 극복의 문제｣(한국 시의 퇴폐와 작은 주 

체, 신구문화사, 1998), ｢정지용 시에서 ‘시인’의 상과 언어의 특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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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시학  특징이 이미지즘의 회화  성격과 상통하면서 사실상 기 

시와 변별성을 지니지 않는다고 하는 도 제시된 바 있다.11)

기존의 논의를 검토해보면 정지용에 한 연구는 방법론 으로나 내

용 으로 상당히 심도 있게 이루어졌으며 이들 연구가 더욱 심화된다

면 방법론 사이의 고유한 틀 자체가 무력해질 수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가령 이미지즘의 극단에 동양 시학이 놓여 있으며 한 소  산

수(山水)를 소재로 하는 동양 시학의 경계가 사실상 모호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정지용의 시에서 소재가 ‘바다’가 주로 등장하는 경우와 ‘산’이 

등장하는 경우를 경계로 하여 모더니즘 시와 자연시로 구분하는 일도 

발생하는데 이 같은 소재 선택의 문제는 체로 문화의 차이에 따른 

습 인 것일 뿐 시학의 원리와 련한 논리  차원의 것은 아니라는 

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 즉 정지용 시의 체 인 범주 속

에서 기시와 후기시의 연속성과 변별성을 고찰하는 문제는 기존에 

해왔던 로 양식의 틀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서, 선입견으로

서의 양식을 떠나 기법과 정신을 착시키고 그 속에서 이루어진 언어

 감수성을 섬세하게 악해야 그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 에서는 정지용이 보인 문학  세계의 변모의 양상들, 즉 습작

기에 보인 민요  시풍에서 모더니즘 시로, 한 신앙시에서 자연시로

의 변화가 단지 소재 이고 우연 인 계기에 의한 것일 뿐이며 그 기

에는 시  자아의 동일성이 일 되게 흐르고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

한다. 정지용이 일본 유학 시 문학을 공하고 일본의 신감각  시

인 北原白秋가 이끌던 월간지 近代風景에 계하면서 모더니즘 풍의 

시작법을 익혔던 12)이나 후기 백록담의 시편들이 신문사가 기획한 

국 문학연구 6집, 1998), ｢정지용 시와 기행산문에 한 연구｣(한국

문학연구9집, 한국 문학회, 2001) 등을 참고할 수 있다.

11) 장경렬, 앞의 .

    미정, ｢이미지즘의동양시학 가능성 고찰｣, 우리말 28집, 2003.8.

12) 이숭원, 정지용 시의 심층  탐구, 태학사, 1999, p.33.

Copyright (C) 2006 NuriMedia Co., Ltd.



6    韓民族語文學(第47輯)

- 390 -

‘국토순례’의 결과 다는 ,13) 그리고 신앙시가카톨릭 청년이라는 

잡지에 수록하기 해 기획된 것이라는  등은 정지용이 자신의 내  

필연성에 의해 강한 시  ‘변모’를 이루어냈던 것이 아니라는 추측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표면 으로 보이는 ‘변모’의 양상 이 에 특정한 동

일성이 정지용에게 실존  층 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목이

다. 그러한 내  층 가 존재하여 정지용의 시  양식을 방향지우며 

한 ‘변모’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이다. 

그 다면 정지용에게 내재된 시  원리, 즉 표면  변모와 무 한 

층 에서 일 되게 작동한 특정 동일성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정지

용 내면의 가장 근원 인 욕망과 닿아있는 것으로 그의 존재론  자리

를 지켜주는 본질 인 기제 을 터인데, 이를 구하기 해서는 먼  

시  상에 임하여 시  자아가 보이는 교감의 태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상과 자아가 서로 교섭하는 양상은 사물과 시인의 존재론  

의미  시  의미를 형성하는 기본 바탕이며 정지용 시에서 이를 

심으로 나타나는 다기한 양상은 그의 시  변모를 말해주는 심  요

소가 될 것이다. 한 역으로 이들 변모의 과정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

을 통해 정지용의 내  동일성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2. 상에의 지향성과 환멸의 자아 

앞서 언 했듯이 정지용은 1926년, 그러니까 경도 유학시  유학생

들의 학회지 學潮에 그의 표작인 ｢카페 란스｣  ｢슬  印象畵｣, 

｢爬蟲類動物｣를 발표한다. 이들 작품은 정지용의 데뷔작으로서 정지용

을 서구  모더니스트로서 각인시키는 데 기여한다. 그만큼 이들 시에

는 서구  풍물과 기교, 이국  분 기가 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시

13) 김학동, 정지용 연구, 민음사, 1987, p.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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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는 여기에 등장하는 서구의 근  실체를 자신이 응 해야 하

는 주된 상으로 삼고 있다. ｢카페 란스｣의 ‘카페’, ｢슬  印象畵｣의 

‘풍경으로서의 그’, ｢爬蟲類動物｣의 ‘기차’는 단순히 시를 ‘모던하게’   

만들기 해 등장한 소재가 아니라 자아와 실질 인 교류의 계를 지

닌 시  상이다. 이들 상에 자아는 먼  자신의 욕망을 투여한다. 

즉 자아는 상을 욕망하고 그들 상과 자신이 화해롭게 만나기를 원

한다. 

  옮겨다 심은 棕櫚나무 에/ 빗두루 슨 장명등,/ 카페 란스에 가

쟈.//

  이놈은 루바쉬카/  한놈은 보헤미안 넥타이/ 뻣  마른 놈이 압장

을 섰다.//

  밤비는 뱀  처럼 가는데/ 페이 멘트에 흐늙이는 불빛/ 카페 란스

에 가쟈.//

  이 놈의 머리는 빗두른 능 /  한놈의 心臟은 벌  먹은 薔薇/

  제비처럼 젖은 놈이 뛰여 간다.//

  오오 패롵(鸚鵡) 서방! 꾿 이 닝!//
  꾿 이 닝!(이 친구 어떠하시오?)//

  鬱金香 아가씨는 이밤에도/ 更紗 커-틴 에서 조시는구료!//

  나는 子爵의 아들도 아모것도 아니란다./ 남달리 손이 히여서 슬 구

나!/

  나는 나라도 집도 없단다/ 大理石 테이블에 닷는 내뺌이 슬 구나!//

  오오, 異國種강아지야/ 내발을 빨어다오./ 내발을 빨어다오.

                                           ｢카페 란스｣ 문

의 시는 시  자아가 친구들 몇몇과 어울려 ‘카페’를 찾아나서는 

데서 시작된다. 친구들은 ‘루바쉬카’, ‘보헤미안 넥타이’, ‘뻣  마른 놈’

들이며 카페는 ‘옮겨다 심은 종려나무’라든가 ‘빗두루 선 장명등’ 등의 

소품으로 장식된 곳이다. ‘카페’는 ‘나’와 ‘친구’들이 지향하는 곳이란 

에서 이들의 욕망이 투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곳은 ‘루바쉬카’나 

‘보헤미안 넥타이’가 암시하듯 낭만 이고 이국 인 정조가 배어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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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려나무’와 ‘장명등’이 연출하는 세련되고 모던한 곳이다. ‘친구들’과 

‘카페’는 주체와 상이라는 구도 속에서 상 방의 모습을 환기하며 서

로 섞여들고자 한다. ‘친구들’은 ‘카페’의 분 기를 동경하고 ‘카페’는 그 

나름 로 이국 인 취향을 지향한다. 이러한 상호 계 때문에 ‘카페’의 

소품들은 ‘옮겨다 심은’이라든가 ‘빗두루 슨’에서 읽을 수 있는 불완

하고 부자연스런 느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고수하게 된다. ‘카

페’는 ‘카페’ 로, ‘친구들’은 ‘친구들’ 로 일정한 정조를 추구하는 것

으로 이 두 축의 열정이 만나는 곳에 근  이미지라고 하는 독립된 

공간이 형성된다. 

‘근  이미지’라고 했거니와 ‘카페’와 이국 취향의 ‘친구들’은 그 자

체로 근 와 직  련된다기보다, 이들이 ‘이것’이 아닌 ‘그 어떤 것’을 

강하게 열망함에 따라 제3의 무엇을 새로이 형성시킨다는 에서 근

의 열정에 닿아 있다. 이 때 ‘제3의 무엇’이 곧 산출된 이미지이며, 이

러한 이미지는 실과 독립되어 존재하는 꿈의 공간으로 자리한다. ‘친

구들’로 표되는 은 주체들과 그들을 소비 상으로 하는 ‘꾸며진’ 

‘카페’는 상호 주체이자 상호 객체로서 서로간의 상승  작용을 통해 

실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낸다. 새로운 공간은 열정

과 동경이 녹아든 꿈의 공간이자, 다양한 풍물이 기술 으로 조합되어 

있다는 에서 근  이미지를 품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근  이미지로서의 꿈의 공간에 시  자아가 어떻게 다가

가고 있는가 하는 에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는 子爵의 아들도 

아모것도 아니란다’에서부터 시작되는 화자의 진술을 주목하게 된다. 

요컨  ‘나는 슬 다’는 것이다. 화자가 제시하는 슬픔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나라도 집도 없다’는 , ‘남달리 손이 히다’는 , ‘자작

의 아들도 아모것도 아니라’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정황들은 물

론 유쾌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이러한 정황들에 해 

의식하는 것은, 더욱이 꿈의 장소에서 자신의 정황들을 특정한 조건으

로 떠올리는 일은 사로운 것이 아니다. 이는 시  자아가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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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화시키고 일정한 시선에 의해 자신을 결여나 부족으로 바라보고 있

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무릇 꿈이란 불완 한 자아를 스스로 완성과 

의 존재로 몽상할 수 있게 한다는 에서 행복과 충만의 기제이지

만, 의 시에서 상하는 꿈의 공간은 본래  의미로서의 꿈의 기능

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의 시에서 시  자아는 근  이미지로서의 꿈의 

공간을 극 지향하지만 그러한 기 와 열정에 비해 얻는 것은 없다. 

시  자아와 근  공간으로서의 상 사이엔 화해할 수 없는 간격만

이 놓여있는 것이다. 이 간격은 자아가 ‘친구들’의 욕망을 모방하고 “꾿 

이 닝”과 같은 이국의 말을 ‘한다’고 해도 좁 지지 않는다. 사정이 이

러한 까닭에 ‘친구들’을 보는 화자의 시선도 결코 곱지 않아서 어느덧 

친구들은 ‘이 놈의 머리는 빗두른 능 ’, 혹은 ‘한놈의 심장은 벌  먹

은 장미’ 등으로 묘사된다. 마찬가지로 여  정도 되는 ‘鬱金香 아가씨’

는 활기 없이 ‘조는’ 인물로 포착된다.

의 시에 기 면 정지용은 일차 으로 꿈으로서의 근  이미지를 

동경의 상으로 취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자신의 본래  욕망일 

수도 있을 것이나 아마도 당시 은 친구들의 욕망에 의해 만들어진, 

즉 유행에 따른 욕망이었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 처음 정지용은 근

의 이미지에 한 꿈을 외면하지 않으며 그 속에 자신을 조응시킨다. 

그러나 그가 얻은 것은 근 의 이미지와 자신과의 거리감이었으며 그 

거리감을 의식하게 하는 근 의 이미지는 표면과는 달리 결코 꿈이 될 

수 없음을 깨닫는다. 

일본 유학 시 에 쓰여진 의 시를 통해 우리는 정지용이 비록 시

의 서구화 내지 화에 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근 라는 실체에 

해서는 그리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았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상을 재 함에 있어 선명한 감각  이미지를 사

용하는 의 모더니즘 기법에 충실했지만 근  상에 해 일 되

게 비애의 정조를 드러내었던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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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거먼 연기와 불을 배트며/ 소리지르며 달어나는/ 괴상하고 거--창

한 ｢爬蟲類動物｣.//

  그 녀ㄴ에게/ 내 童貞의結婚반지를 차지려갓더니만/ 그 큰 궁등이 로 

 어//

      ---털 크 덕---털 크 덕---//

  나는 나는 슬퍼서 슬퍼서/ 心臟이 되구요//

  여페 안진 露西亞 알푸른 시약시/｢당신은 지  어드메로 가십나?｣

      ---털크덕---털크덕---털크덕---//

  그는 슬퍼서 슬퍼서/ 膽囊이 되구요//  기--드란 골라는 大膓 ./ 

뒤처 젓는 왜 놈은 膓./ ｢이이! 다리 털 좀 보와!｣// 

        털크덕---털크덕---털크덕---털크덕---//

  六月ㅅ달 白金太陽 내려 이는 미테/ 부  부  러오르는 消化器管

의 妄想이여!//

  赭土 雜草 白骨을 짓발부며/ 둘둘둘둘둘둘 달어나는/ 굉장하게 기--

다란 爬蟲類動物.//

  나나 한  여 들고/ 가만히 생각 하노니//

        ｢내가 가는길도/ 이 나나와 갓구나｣//

  아아 山을 돌아/ 멧 만리 물을건 / 南  나라 나나가// 

  이에 잇는사람들의 입에 씹히네.//

  씹히네./ 멧千里 물을 건 / 듸굴∨굴 온몸이/ 밤으로면 자근∨시름

이 씹히네.//

  나나 한  어들고 오늘밤에도/ 멧萬里 남 / 나나 열닌 나무

를 생각하면서/흐릿한 불빗알에 내몸이 엇네. 

                                           ｢爬蟲類動物｣ 문

‘爬蟲類動物’이 ‘기차’임을 알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시인의 시작

법 때문이다. 상의 순간 인 인상을 선명한 이미지로 그려내는 기법

이 사용되었으므로 1연의 묘사에서 그 상이 ‘기차’임은 의심의 여지

가 없다. 정지용은 ‘기차’의 외부와 내부를 성실하게 그리고 있다. ‘기

차’는 화폭 한 면을 차지하는 거 한 이미지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세부 인 사연들을 담고 있는 커다란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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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모더니스트의 시에서 근 의 상징이자 표  풍물로 ‘기차’

가 등장하는 것은 드물지 않게 볼 수 있거니와, 김기림이 ‘기차’를 통해 

근 가 지닌 힘과 활기를 찬한 편에 있다면 정지용은 그와는 매우 

다른 자리에 있다. 의 시에서 알 수 있듯 정지용은 그것을 ‘슬픔’의 

정서로 유하고 있는 것이다. ‘기차’는 내부에 많은 사람을 조직(組織)

과 기 (器管)으로 담고 있는 복잡한 유기체로서, ‘기차’라는 거 한 공

간 속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의 부속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나’를 

포함한 러시아인이나 국인은 물론이고 일본인조차 ‘기차’의 내부 기

에 불과하다. 화자는 자신을 포함한 당 의 모든 사람들이 ‘기차’라는 

유기물 속에 피동 으로 놓여있다는 사실에 비애를 느낀다. 당시의 사

람들은 독립된 개체로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능동 이고 주체 인 

존재가 아니고 그가 구건 ‘기차’의 종속물인 것이다. ‘나는 나는 슬퍼

서 슬퍼서 心臟이 된’다는 진술도 이에서 비롯한다. 

‘童貞의結婚반지’까지 나 었던 사이 던 것으로 보아 과거에 ‘기차’

는 사랑과 동경의 상이었던 듯하다. 그러나 ‘그 큰 궁등이로 ’ 렸

다 하는 데서 알 수 있듯 ‘그녀’는 지 의 ‘나’와 더 이상 화해로운 

계에 놓여 있지 않다. ‘그녀’는 이미 ‘나’에게 등을 돌린 상태이고 ‘나’는 

‘그녀’에게 환멸을 느낄 뿐이다. 이들 목은 시  자아가 ‘기차’에 해 

지니고 있는 정서를 말해 다. ‘기차’와의 면에서 ‘나’는 그를 장악하

지 못하 고 오히려 그에게 심리상 종속되고 만다. 상 으로 약한 

처지에 놓여 있는 자아는 ‘기차’에게 피해의식을 지니게 되어 ‘기차’가 

땅의 모든 것, ‘赭土 雜草 白骨’ 등을 ‘짓밟는다’고 생각한다. 비애와 분

노가 발생하는 지 도 여기이다.

의 시의 후반부는 객  상 물인 ‘나나’를 매개로 시  자아의 

슬픔과 설움을 표 하고 있는 부분이다. 먼 이국에서 이곳으로 건 와 

‘이에 잇는사람들의 입에 씹히’는 ‘나나’는 ‘나’와 동일시된다. ‘씹히

네’를 반복하는 동안 그 상은 ‘나나’에서 ‘나’로 이되어 ‘나’의 처

지가 선명하게 부각된다. ‘나’는 ‘멧千里 물을 건 / 듸굴∨굴 온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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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처럼 그려지듯 ‘나나’같기도 하고 ‘지 이’같기도 한 모습으

로 상한다. 

‘기차’를 타고 있는 시  화자가 자신을 ‘기차’ 몸속의 내장쯤으로 여

기게 된다는 사실은 ‘기차’가 근 의 매개체이자 이국(異國)의 것이라

는 을 감안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인이 비록 ‘기차’라는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고 있지만 ‘기차’가 자신을 편안하게 감싸주는 것이 아니

라 슬 고 서럽게, 그리고 ‘부  부  러오르’게 하는 것으로 생각한

다는 것은 주체와 상 사이의 행복하지 못한 만남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지용이 ‘기차’라는 시  상에 해 느낀 정서는 그가 근 에 해 

지니고 있는 의식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지용은 모더니스트

라고 불리웠으나 시  기법과 소재의 측면에서만 근  면모를 드러

낼 뿐 정서 인 면이나 정신 인 차원에서 근 를 수용하고 있지는 않

았던 것14)이다. 말하자면 그는 근 에 의해 근 를 통해 자신이 빚어

졌지만15) 자신을 만들어낸 근 와 끝내 화해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멧萬里 남 / 나나 열닌 나무를 생각’하면서 ‘시름’을 달래고 있거

니와 ‘나나 열닌 나무’가 다름 아니라 ‘나’의 근원 인 터 을 의미한

다고 볼 때 정지용의 지향 이 가령 고향과 같은 비도시 이고 반근

14) 정지용이 근 를 부정 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의 시에 나타나

는 ‘시계 이미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時計를 죽임｣에서 표 된 

시간에 한 념은 근  문명 일반에 한 것으로 추상시킬 수 있는 

바, 정지용은 근  시간을 ‘일상에 녹아들어 보이지 않지만 은 히 존

재하면서 개인을 조작하고 있는 근 성과 식민지 규율권력 그리고 그것

들의 폭력성을 감각’(이수정, ｢정지용 시에서 ‘시계’의 의미와 ‘감각’｣,    

한국 문학연구12, 2002, p.296.)으로 여긴다. 

15) ｢정지용의 시와 기행산문에 한 연구｣(한국 문학연구6, 2001)에서 

신범순은 근  도시의 풍경과 메카니즘을 섬세하게 분석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정지용의 내면과 감각에 스며들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정지용의 날카로운 감각이, 그리고 불안과 신경증이 근  도시의 

악마 인 체제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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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공간을 향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3. 공간으로서의 유년과 고향 그리고 이미지즘 

정지용은 1926년 등단하기 이  휘문고보 재학시 부터 동인지 搖
籃을 통해 시작 활동을 한다. 이 때에 쓰여진 작품은 ｢風浪夢｣이 있

으며16) 정지용의 표작인 ｢향수｣ 한 1923년 3월에 쓰여진 것으로, 

이들은 1924년의 ｢산엣 색시 들녁 사내｣, ｢딸리아｣, 1925년의 ｢산넘어 

쪽｣, ｢옛이야기 구 ｣ 등과 함께 습작기의 시편들을 이루고 있다. 등

단하여 모더니즘 기법의 시를 쓰기 시작한 1926년 이 에 쓰여진 정지

용의 이 시기 시들은 체로 소재의 토속성이나 동요  성격, 정서의 

통성, 재래 율격에 가까운 음악성 등 민요가 지닌 특성을 보이고 있

다.17) 이들 동시 이고 민요 인 습작기의 시들엔 공통 으로 유년의 

화자가 등장하며 순수한 동심의 세계  토속 인 설화가 그려지고 있

다.18)        

정지용에게 유년기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부분의 사람들이 그

16) 그 이외의 것은 搖籃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확인할 길이 없다. 이숭원, 

앞의 책, p.24.

17) 오세 , 앞의 , pp.248-9. 오세 에 의하면 1924-5년에 집 으로 쓰여

졌던 민요풍의 시들은 1926년부터 모더니즘 기법의 시들이 본격 으로 쓰

여지던 시기에 히 그 수가 었으나 1930년에 이르기까지는 모더니즘 

시와 민요풍의 시가 함께 공존하 던 어느 정도의 과도기를 둘 수 있다.

18) 지 까지 정지용 시의 모더니즘  측면이 강조되면서 이 시기의 시들은 

습작기의 것들이라 하여 주목을 받지 못하 으나 정지용의 기시와 후

기시를 아우르는 체 인 고찰을 해서는 이 시기의 시들에 한 이해

가 필수 이라는 에 따라 이들에 해 새로이 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종태, 정지용 시의 공간과 죽음(월인, 2002), 권정우, 앞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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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하겠지만 정지용에게 유년기는 하나의 특수한 공간을 형성한다. 그

것은 정지용이 고향인 옥천에서 공립보통학교를 마치고 14세 되던 때 

서울로 올라와 고달  타향살이를 한 자  사실에서도 비롯된다. 정

지용은 14세를 후하여 사면이 산과 물로 둘러싸인 고향에서의 생활

을 어야 했고 그와 동시에 부모 슬하에서도 벗어나야 했는데, 이 때 

유년기에 가정과 고향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안온함의 정서는 서울

로의 유학을 계기로 작스러운 환을 맞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후 정지용이 처하게 된 환경은 가족도 따스함도 없는 삭막한 도시 으

므로 이 때 정지용의 가슴은 극심한 고독과 향수로 메워진다. 

민요풍의 시들을 쓰던 1924-5년은 이러한 상황의 도시생활을 시작한 

지 10여년이 지난 시 에 해당한다. 구보다도 유년기와 청년기가 선

명하게 립되는 구도 속에서 성장한 정지용에게 먼 과거는 일상의 

실이 크게 다가올수록 꿈꾸게 되는 하나의 독립된 공간이었다. 그것은 

지  여기의 도시에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역이었으나 정지용으로 

하여  근본과 연원을 잃어가는 도시에서의 삶을 견디게 해  원형질

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그가 력을 기울여 ‘민요풍의 시’를 만들어낸 

까닭도 여기에 있다. ‘노래’는 시를 더욱 완결된 구조로 만들어주는 바, 

정지용은 재래 인 소재와 설화를 동요의 형식 속에 담아냄으로써 그

러한 과거가 실과 더욱 강하게 독립성을 띠도록 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정지용이 1926년 모더니즘  시들을 쓰는 에도 

간헐 이나마 ‘민요풍의 시’들을 쓰고 있었다는 에 주목할 수 있

다.19) 앞서 언 했듯이 정지용이 근 를 자아를 소외시키는 이종(異種)

의 낯설고 억압 인 타자로 여겼다면, 따라서 자아가 그것과의 간격없

이 조화롭게 융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면 정지

용에겐 ‘카페’나 ‘기차’와 같은 외래의 것이 아닌 다른 공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것이 습작기부터 써왔던 ‘민요풍의 시’가 되는 것은 어쩌면 

19) 각주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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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20) 이외에 새로이 습득한 모더니즘 기법을 통

해서도 정지용은 근  문명 한가운데서 찾을 수 없는 자신만의  다

른 공간을 만들어낸다. 그것이 소  이미지즘 시인 것이다.21) 

  오 오 오 오오 소리치며 달려 가니/ 오 오 오 오오 연달어서 몰아 온

다.//

  간 밤에 잠 살포시/ 머언 뇌성이 울더니,//

  오늘 아침 바다는/ 포도빛으로 부풀어졌다.//

  철석, 처얼석, 철석, 처얼석, 철석,/ 제비 날어 들듯 물결 새이새이로 

춤을추어.

                                     ｢바다 1｣ 문

정지용은 이즈음 자신이 습득한 이미지즘 기법을 실험이라도 하려는 

듯 ｢바다｣연작시를 썼다. ｢바다｣ 연작시들은 외없이 선명한 시각  

이미지가 강조된 한 폭의 회화를 연상시킨다. 의 시 역시 ‘바다’가 

도치는 모습을 생생하게 표 하려 하고 있다. 시에서 시각의 은 

20) ‘민요풍의 시’가 지닌 공간  성격에 해서는 차후 다른 지면을 통해 

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1) 이미지즘을 공간  형식이라 하여 주목한 이는 랭크(J.Frank)이다. 

시의 ‘공간  형식’은 시  진술이나 구성에 있어서 언어의 시간  지속성

을 극복하는 일, 시간  계기성에 한 독자들의 일상  기 를 깨뜨리는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러 이질 인 체험들이 동시성 속에서 하나의 

체로 통합될 때 공간  형식이 구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운드가 

이미지를 ‘시간의 한순간에 지 정서  복합체로 제시된 어떤 것’으로 보

았을 때 그 개념이 일치하는 것이다. 이미지를 ‘복합체’로 본 것은 그것이 

단순히 시각  재생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시간  계기성을 넘어

선 공간  체계의 논리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다 포 인 공간성 구축을 

함의한다. 운드가 ‘이미지’를 언 하면서 ‘시간의 한계성으로부터 돌연히 

해방되는 지각, 돌연히 일어난 자유에 한 지각’이라고 말한 이유도 이와 

련된다. 오세 , 문학연구방법론, 시와시학사, 1993, pp.1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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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모습에 놓여 있다. 시  화자는 ‘바다’의 색채와 소리, 역동  

이미지를 묘사하고 있으며 바다와 그것의 주변 경 을 한 구도 속

에 담아내고 있다. 시  상을 이미지화하면서 자아는 시간의 질서에 

구애받지 않게 된다. 남아있는 것은 오직 ‘나’와 ‘바다’이고 이 사이의 

교감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바다’는 체로 ‘나’의 시각과 청각에 의해 유된다. ‘바다’가 일으키

는 정서는 비교  단순해서 ‘부풀어졌다’에서 느껴지는 포만감과 ‘새이

새이로 춤을추어’에서 느껴지는 자유로움 정도이다. 그 정서가 어 되

었든 시  자아는 실에서 겪어야 하는 소외감이나 고독, 우울과 외

로움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그것은 시  상이 주는 교

감에서 비롯되며 상과의 교감의 양이 클수록 역시 그들 정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

자아가 시  상에 몰입할 수 있는 것은 상이 지닌 시간의 과 

후의 계기들이 일정 정도 말소되기 때문이다. 자아는 상의 과거와 

미래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속속들이 듣거나 알지 못한다. 신 지  

이곳의 모습을 직 으로 유함으로써 상의 과거와 미래를 일순간에 

악하게 된다. 순간에 맺어지는 상과 자아의 계는 그것이 모든 

것이고 한 단지 그것뿐이다. 이로써 자아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 

상에 몰두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자유를 느낄 수 있다면 시  자

아는 상의 모습에 더욱 주의를 집 할 것이다. 감각 으로나 정서

으로 그리고 정신 으로 그러할 것이다. 그 다고 하 을 때 ‘바다’는 

어떤 성질의 것일까. 시  자아를 일순간에 교감시킬 수 있는 힘을 그

것은 지니고 있을까? 우리는 ‘오 오오오오 소리치며 달려 가니/ 오

오오오오 연달어서 몰아 온다.’를 단순히 도가 려가고 오는 모

습으로 보는 신 시  자아가 ‘바다’의 움직임에 따라 좇는 행 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바다’를 따라 ‘소리치며 달려 가’고 ‘달려오는’ 

모습이 그것이다. 이러한 행 는 한편으로 상에 더욱 착되고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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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하고자 하는 시  자아의 욕망을 반 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다

면 ‘바다’를 상으로 한 이 욕망은 어느 정도로 충족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될 것이다. 앞서 ｢카페 란스｣와 ｢爬蟲類動物｣을 분석하면서 

시  자아가 ‘카페’나 ‘기차’를 자아가 기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간주

하고 있음을 보았거니와, 이처럼 정지용은 상을 공간화하여 자아와

의 교감을 이룰 수 있는지에 심을 모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근  풍물인 그들 상에 비해 볼 때 ‘바다’는 여러 가지로 그 의

미가 해석될 수 있다. ‘바다’는 그 자체로 근  문물이 아니지만 근 와 

근 , 외국과 자국을 이어주는 통로가 되므로 에 따라서 근 에

의 지향성을 지닌 시  소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

라서는 그것이 타향과 고향을 이어주는 길이 된다는 에서 고향에 

한 지향성을 드러내는 소재가 될 수도 있다. 정지용이 ｢바다｣ 연작시

와 ‘바다’와 련된 시들을 부분 1927년 경, 즉 유학시  쓴 것으로 

볼 때 ‘바다’를 근 지향성의 소재로 보는 것은 근거가 약하다. 본고가 

‘바다’를 단지 시  자아의 공간지향성의 차원에서 보고자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지용이 공간으로서의 ‘바다’와 어느 정도로 교감할 수 있었는가 하

는 문제는 시인의 상상력과 ‘바다’의 물질성을 고려하여 해명될 수 있

다. ｢甲板우｣는 ‘바다’와 융합하고자 하는 시인의 욕망이 다른 양상으로 

표 되어 있으므로 주목할 만하다.

  나지익 한 하늘은 白金 빛으로 빛나고/ 물결은 유리  처럼 부서지며 

끓어오른다./ 동 동  굴러오는 짠바람에 뺨마다 고흔피가 고이고/ 배

는 華麗한 김승처럼 짓으며 달려나간다./ 문득 앞을 가리는 검은 海賊같

은 외딴섬이/ 흩어져 날으는 갈메기떼 날개 뒤로 문짓 문짓 물러나가

고,/ 어디로 돌아다보든지 하이한 큰 팔구비에 안기여/ 地 球덩이가 동

그랐다는것이 길겁구나./ 넥타이는 시언스럽게 날리고 서로 기 슨 어깨

에 六月볕이 시며들고/ 한없이 나가는 ㅅ길은 水平線 쪽까지 旗폭

처럼 퍼덕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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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바람이 그  머리에 아른 는구료,/그  머리는 슬 듯 하늘거리

고.// 

  바다 바람이 그  치마폭에 니치 는구료,/그  치마는 부끄러운듯 

나붓기고.//

  그 는 바람 보고 꾸짖는구료.//

  별안간 뛰여들삼어도 설마 죽을라구요/ 빠나나 껍질로 바다를 놀려

노니,//  

  은 마음 꼬이는 구비도는 물구비/ 두리 함끠 굽어보며 가비얍게 웃

노니.

                                                ｢甲板우｣ 문

의 시 역시 ‘바다’를 시  상으로 하여 그것을 이미지화하는 기

법이 사용되고 있다. 시의 반부에서 시인은 바다를 심으로 하는 

한 편의 회화  구도를 짜고 있다. ‘하늘’과 ‘물결’, ‘바람’과 ‘배’, ‘섬’과 

‘갈메기’,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나’와 시선이 닿는 방향까지도 시  

소재로 등장한다. 이들 소재는 한 폭의 풍경화를 그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것들이다. 화자는 이들 소재의 이미지를 포착하는 데 심 을 기

울인다. 자신의 감각과 인상과 상상력이 한껏 동원되어 이들 상과의 

교감을 표 하고자 한다. 

요한 것은 후반부에 이르러 시  상과 주체와의 교융(交融)을 

더욱 극 으로 구하고 있다는 이다. ‘바다 바람’은 시각 인 거리 

 단지 주체와의 표면 인 을 넘어서서 ‘그 의 육체’를 공략한다. 

‘그 의 육체’와 ‘바다 바람’은 서로 엉겨들면서 하나가 된다. 시  상

인 ‘바다 바람’은 더 이상 사물이 아니고 물리  힘을 행사하는 생명체

가 되어 ‘그 ’와의 실질 인 교류와 계를 이루어낸다. ‘그 ’와 ‘바다 

바람’이 하나가 되려 하자 ‘그 ’가 ‘바람’을 ‘꾸짖어’ 경계할 만큼 이 둘 

사이의 교류는 실질 이었으며 따라서 선명한 공간을 이룰 수 있었다. 

‘바다’에서 하는 상들과의 교감은 체로 감각 이고 물리 으로 

이루어졌다. 자아는 유쾌하고 경쾌한 기분에 젖어서 ‘바람’이 아닌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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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와의 더욱 선명한 교감의 방법을 생각해낸다. 그것은 ‘바다에 뛰어드

는 일’이다. ‘바다에 뛰어드는 일’, 그리해서 물질로서의 ‘바다’와 섞이는 

일은 단지 ‘바다’를 바라보는 일에 견  수 없을 정도로 감각과 상상력

을 자극할 것이다. 물론 그 때에 비로소 시  자아는 ‘바다’에 한 보

다 생생하고 참신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인은 그러한 시도를 감행하지 않는다. ‘별안간 뛰여들삼어

도 설마 죽을라구요’하는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시  화자는 입수(入

水)를 장난과 농담의 차원으로 여긴다. 이는 ｢바다 1｣에서 보았던 ‘달

려가기와 오기’의 반복된 놀이와 다른 것이 아니다. 시  자아는 상

인 ‘바다’와 시각 인 거리가 보장된 상태에서의 교감을 이루어낼 뿐 

그 이상의 근을 회피한다. 그것은 ‘물’이라는 질료와의 을 차단하

는 것이다. 이는 정지용이 ‘바다’를 통해 구하고자 했던 공간성이 일정 

정도의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각  이미지를 통한 

공간성 구축은 그 나름의 교감을 유도하지만 물 (物的) 질료와의 교

류가 결여된 상태에서의 그것은 피상 인 교감에 불과하다.

4. 신(神)과 산의  공간 

비교  많은 수의 작품을 발표했던 1926년과 27년은 정지용에게 있

어 이미지즘 기법을 활용해 왕성한 창작열을 보 던 시기에 해당한다. 

일본에서 습득한 이미지즘 기법은 1929년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에도 지속 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미 ｢바다｣ 연작시를 통해서도 살

펴본 바 있듯 정지용의 시편들에 등장한 소재들은 근  문명이나 도시

 상상력을 꾀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아니다. 그의 감수성은 그보다 

더 근원 인 것들에 닿아 있다. 정지용 시에서의 주된 시  상들은 

가족사나 향수, 가공되지 않은 자연물, 존재론  고독과 비애감 같은 

것들이다. 특히 ｢琉璃窓 1｣, ｢發熱｣ 등에서 표 되는 자녀들의 죽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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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한 성격은 정지용을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몰고 간 듯하다. 감각을 

매개로 한 정지용 특유의 이미지즘 기법은 그의 존재론  조건을 말해

주고 그것을 더욱 견고하게 해 지언정 그것을 극복하게 해  수 있는 

기제는 아니었다. 이때에 그가 심을 기울인 상이 자이다. 

  그의 모습이 에 보이지 않었으나/ 그의 안에서 나의 呼吸이 로 

달도다.// 

  물과 聖神으로 다시 낳은 이후/ 나의 날은 날로 새로운 太陽이로세!//  

  뭇사람과 소란한 世代에서/ 그가 다맛 내게 하신 일을 진히리라!//

  미리 가지지 않었던 세상이어니/ 이제 새삼 기다리지 않으련다.//

  靈魂은 불과 사랑으로! 육신은 한낯 괴로움./ 보이는 한울은 나의 무

덤을 덮을쁜//

  그의 옷자락이 나의 五官에 사모치지 안었으나/ 그의 그늘로 나의 다

른 한울을 삼으리라.

                                              ｢다른 한울｣ 문

의 시는 1933년부터 편집 일을 맡기 시작한 카톨닉靑年지에 수

록된 것으로 정지용의 신앙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한 존재

론  자아가 종교에 귀의하게 되는 계기는 여러 경우가 있을 것이나 

정지용의 경우 그것은 그의 민한 감각과 련된다는 에서 흥미롭

다. 의 시에서 우리는 시  자아가 정지용 특유의 것이자 이미지즘

의 토 가 되었던 감각을 부정하고 있다는 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의 시에서 시  화자인 ‘나’는 지  상인 그 무엇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 그러기는커녕 ‘그의 모습’은 없다. ‘그’는 ‘ 에 보이지 않’는 

상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한 자락으로도 ‘나의 五官에 사모치지 않’

는다. 말하자면 ‘그’는 물질 인 실체가 아니라 정신 인 념이다. 정

지용에겐 이처럼 보이지도 할 수도 없는 상을 자신의 시  상

으로 삼는 것 자체가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지 까지 정지

용이 시 창작에서 보인 득의의 역이 감각을 통한 이미지의 구 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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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지용은 ‘보이는 한울은 나의 무덤을 덮을쁜’이라

고 말하는데 이는 감각이 심에 놓여 있던 과거의 자아를 극명하게 

부정하는 목이다. 시에서의 ‘보이는 한울’과 보이지 않는 ‘다른 한울’

의 비는 정지용의 세계 의 변모와 존재론  환을 암시해주는 것

이다. 

이 환과 변모가 정지용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는 더욱 세

심하게 고찰되어야 할 부분이나  시에 기 어 우리가 인식할 수 있

는 것은 시인 스스로 ‘다시 낳은’ 듯한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 이다. 

‘나의 날은 날로 새로운 太陽이로세’라 하듯 시  자아는 구원의 느낌

으로 충만되어 있다. 새로운 세상을 한 후 시  자아는 조 해하지

도 조해하지도 않는데 그러한 정서는 “미리 가지지 않었던 세상이어

니 이제 새삼 기다리지 않으련다”에 표 되어 있다. 보이지 않아도, 아

니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할 수 있다는 것은 기다림과 평온함의 자

세가 믿음과 더불어 내면화된 것을 의미한다. 

단편 인 시를 통해 정지용의 믿음의 크기를 가늠한다는 것은 무의

미할 것이다. 그러나 의 시에서 보듯 자는 정지용에게 이미지즘

과는 다른  하나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그가 자를 ‘한울’에 빗 어 말한다는 에서도 드러난다. ‘한울’은 

‘온 세상’을 뜻하는 것으로 우주(宇宙) 본체를 일컫는 말22)이다. 이는 

그것이 존재론 인 동시에 공간 인 개념임을 뜻한다. 그것은 온 세상

을 덮는 ‘그늘’이고 지상의 모든 존재를 품는 ‘聖神’이다. 자를 그와 

같은 공간으로 느끼게 됨에 따라 시  자아는 ‘그의̇ 안에서 呼吸이 

로 달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간’이 존재를 성립시키는 근본 조건이라 할 때 자는 지 까지 

정지용이 구해왔던 공간의 정 에 놓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정지용이 이제껏 만나고자 했던 것은 면하고 결할 수 있는 

22) 한국어사 편찬회편, 국어 사 , 삼성문화사, 1989, p.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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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세계나 상이 아니라 자신을 품을 수 있는 것, 즉 자신을 완

한 존재로서 정립시킬 수 있는 큰 ‘울’이 아니었을까. 처음 정지용은 

그것을 근 의 화려한 이미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겼으나 그로

부터 좌 을 경험하 으며 한 감각  교유의 상도 그리 신통한 것

이 되지 못함을 깨달았던 것이다. 이들에 비해 자는 육신과 감각

을 넘어서는 ‘靈魂’의 차원에서 자아의 존재성을 부여해 다. 정지용에

게 이는  다른 체험이었고 존재의 일  환을 가져다주는 사건에 

해당되었다.

정지용이 자를 실재하는 개체로서가 아니라 공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상당히 독특한 념이다. 그것은 정지용이 카톨릭 신

자 음에도 자를 서양의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한 구세주의 개념

으로 여기지 않고 있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공간으로서의 자

는 서양의 종교 념에 따른 숭배의 ‘ 상’이 아니라 함께 호흡하는 환

경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에 섰을 때 이후의 산행 체험을 통해 

정지용이 보여  동양  자연 시학의 치 한 가늠할 수 있을 것인

데, 잡지 文章에 여하면서 쓰게 된 ｢長壽山｣연작이나 ｢白鹿潭｣,   

｢九城洞｣이나 ｢朝餐｣, ｢비｣ 등에서의 정 (靜謐)의 세계는 정지용의 정

신  성격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

  絶 에 가까울수록 뻑국채 꽃키가  消耗된다. 한마루 오르면 허

리가 슬어지고 다시 한마루 우에서 목아지가 없고 나종에는 얼골만 갸

옷 내다본다. 花紋처럼 박힌다. 바람이 차기가 咸鏡道끝과 맞서는 데

서 뻑국채 키는 아조 없어지고도 八月한철엔 흩어진 星辰처럼 爛漫하

다. 山그림자 어둑어둑하면 그러지 않어도 뻑국채 꽃밭에서 별들이 켜

든다. 제자리에서 별이 옮긴다. 나는 여긔서 기진했다.

  2.

  巖古蘭, 丸藥 같이 어여쁜 열매로 목을 축이고 살어 일어섰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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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白樺 에서 白樺가 髑髏가 되기까지 산다. 내가 죽어 白樺처럼 흴것

이 숭없지 않다.

  4.

  鬼神도 쓸쓸하여 살지 않는 한모롱이, 도체비꽃이 낮에도 혼자 무서

워 랗게 질린다. ( 략)  

  8.

  고비 고사리 더덕순 도라지꽃 취 삭갓나물 풀 石茸 별과 같은 방울

을 달은 高山植物을 색이며 醉하며 자며 한다. 白鹿潭 조찰한 물을 그

리여 山脈우에서 짓는 行列이 구름보다 壯嚴하다. 소나기 놋낫 맞으며 

무지개에 말리우며 궁둥이에 꽃물 익여 붙인채로 살이 붓는다.

  9.

  가재도 긔지 않는 白鹿潭 푸른 물에 하 이 돈다. 不具에 가깝도록 

고단한 나의 다리를 돌아 소가 갔다. 좇겨온 실구름 一抹에도 白鹿潭은 

흐리운다. 나의 얼골에 한나잘 포긴 白鹿潭은 쓸쓸하다. 나는 깨다 졸다 

祈禱조차 잊었더니라.

                                               ｢白鹿潭｣ 부분

‘백록담’은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극한의 지 이라는 에서 그 공간

 의미가 구명될 수 있다. ‘백록담’은 하늘과 지상이 만나며 인간과 신

이 마주하는, 따라서 인간 세상에서 길들여진 의식들이 모두 뒤바 는 

곳이다. 시  자아는  더해가는 고도를 ‘뻑꾹채 꽃키’의 모습으로 표

하고 있거니와 정상에 이를수록 ‘뻑국채 꽃키’는 상징 인 형상으로 

추상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지상으로부터 차 상승함에 따

라 온 몸에서 반 몸으로, 반 몸에서 얼굴로, 얼굴에서 무늬로 각인되는 

것이다. 정상에 오르자 꽃은 더 이상 꽃이 아니라 선명한 문양처럼 보인

다. 그리고 결국은 하늘의 별과 뒤섞여 낱낱이 구별되지 않게 된다. 

지상의 꽃이 하늘의 별과 동일시되는 것은 자의 생리가 지닌 극도

의 순수성 때문이다. 산의 정에 놓인 꽃은 ‘고비 고사리 더덕순 도라

지꽃 ’ 등의 ‘高山植物’과 마찬가지로 희박한 공기와 낮은 기온을 견뎌

낸 강한 생명력의 그것이자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순결함의 결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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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사물 가운데서도 이러한 성질의 것만이 존재할 수 있는 이곳에

서 자아가 ‘기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는 이내 기운을 차리는

데 놀랍게도 그에게 생기를  것은 ‘巖古蘭’이라 하는 고산식물의 열

매일 따름이다. 

시  자아는 모든 물질과 육신이 걸러진 듯한 이곳에서 죽음이 생명

과 그리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체감한다. 죽음과 같은 상태

가 열매 하나로 인해 생명으로 이될 수 있는 것이나 아름다움의 극

한을 보여주는 ‘白樺’가 아무 지도 않게 ‘髑髏’ 곧 해골처럼 보일 수 

있는 지경은 죽음에 한 의식이 매우 가벼운 상태로 환기됨을 의미한

다. 죽음은 거부감도 두려움도 일으키지 않으며 생의 다른 이름 정도

로 의식되는 것이다. 자아 스스로 ‘죽어 白樺처럼’ 해골이 된다 해도 흉

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물질이나 육신이 

더 이상 고수하거나 집착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정도로 정신성이 

고양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월  의식을 시인이 세계 으로서 지니고 있었

는가 하는 에 있다. 평소의 교양과 학습을 통해 길러진 의식인가, 그

지 않다면 이곳에 이르러 일순간에 얻게 된 직 인가가 문제가 될 

것이다. 필자의 단으로는 정지용은 일정하게 습득된 세계 을 지닌 

채 여행을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이 지니고 있는 단이나 념을 

지워가며 산행에 임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는 그가 각처를 여행

하면서 그곳의 땅과 하늘의 형세에 따라, 그곳의 생명체와 사물이 부여

하는 감에 동화되어 갔을 뿐 자기 자신을 최 한 축소시키고 은폐시

키고 있었음을 뜻한다. 실재로 그는 공간이 품고 있는 극도의 정 (靜

謐)함에 자신을 조응시킨 채 침묵의 상태에서 언어를 끌어낸다. 그 때의 

언어는 그가 주체가 되어 주도 으로 사물을 유하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사물의 움직임에 맞추어 사물의 음성을 싣는 것이 된다.23)

23) 정지용의 이러한 자아와 자연 사의의 교감의 양상을 두고 최승호는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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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용이 이러한 방식으로 상과 자아 사이의 교감을 이루어내는 

것은 역시 그가 거하는 곳을 자신을 둘러싼 공간으로 느끼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신이 세계와 마주하고 그것을 능가하고 정복하고자 하는 

자의 시선으로는 정지용이 경험하는 것과 같은 정 하고 섬세한 교감

을 이루어낼 수 없다. 이와는 달리 정지용은 자신과 상과의 조화로

운 만남 속에서 하나의 공간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성을 

확인하는 경로를 밟는다. 이 가운데 여타의 ‘산’을 비롯해 ‘백록담’은 인

간과 유리된 극한의 지 에 치한다는 에서 공간의  성격을 

안고 있다. 이와 같은 공간에 조응하는 자아는 따라서 의 시에 구

된 것과 같은 높은 정신  경지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이다. 

5. 정지용 시의 지속성과 변별성

본고는 정지용의 시에 내재하는 공통 과 차이 이 단순히 사조나 

기법, 혹은 세계 으로 해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정지용의 시는 습작기에서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그의 존

재론  고뇌와 모색의 한가운데에서 쓰여진 것들이다. 이는 지 까지 

흔하게 행해왔던 분류의 방식과 틀로 그의 시를 재단할 수 없다는 사

실을 뜻한다. 가령 모더니즘이라든가 동양주의와 같은 큰 담론은 그에 

한 오해를 더욱 증폭시키며 그의 시  궤 을 있는 그 로 담아내기

보다는 작 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정지용은 단히 섬세하고 정 (靜的)인 성격을 지닌 시인으로서 가

령 김기림과 같이 근 를 지향한 모더니스트와는 매우 다른 자리에 있

다. 그에게 근 는 고향이나 바다나 산과 등하게 놓이는 시  상

축소  감응 방식이라 평가하고 있다. 최승호, ｢제유  세계인식과 서정

응방식｣, 인문과학연구20집, 성신여  인문과학연구소, 2000,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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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을 따름이며 자신이 깃들 수 있는 환경인가 그 지 않은가에 의해 

好不好가 단될 성질의 것이었다. 그의 모든 시  궤 은 자신의 존

재를 가늠하고 확인하고 고양시키기 한 방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정한 이념이나 념을 실 하는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정지용 시의 특성을 고찰하기 해서 시  자아와 상 사이

의 교감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구 되는 공간성의 특질을 확인

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상이 변모함에 따라 정지용은 때로는 불안

과 소외감을, 때로는 즐거움과 제를, 때로는 평화와 깊은 안식을 느

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서로 다른 양상은 상에 해 갖게 

되는 자아의 감각 , 정서 , 정신  복합태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며 

한 이는 자아와 상이 서로 교감하여 빚어내는 공간성의 차이를 뜻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에서 보았을 때 정지용은 근 에 한 부정  의식과 함

께 새로운 공간을 구하기 해 노력하 음을 알 수 있는 바, 고향이나 

유년기를 변하는 ‘민요풍의 시’나 이미지즘 기법의 시, 그리고 정신주

의  시들은 존재의 평온함과 심화를 이루어내기 한 모색들에 해당

한다.    

주제어 : 상(thing), 자아(self), 동일성(identity), 이미지즘(imagism), 

공간(space),  개인(absolute person), 자연(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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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f Space In the Jeong Ji Young's Poetry 

Kim, Yun-Jeong

This paper studies the features of existence identity of Jeong Ji 

Young and analyzes the middle poetry world of Jeong Ji Young. It 

is times pointed out that features of existence identity and his 

native place of Jeong Ji Young was features of the middle poetry. 

The features of existence identity of Jeong Ji Young has been 

involved features the first stage poetry. That is common community 

in infancy period. Especially It restarted experience of his native 

place with that period. And that was resisted the emperial country.

The poetical investigation of Jeong Ji Young, as we pointed out in 

his text, embodies a summit of Modern Korean poetry. That is to say, 

his orientation in his native place, have the opportunity to understand 

in his midddle poetry. The folklore and Hangsu is the middle stage 

poetry. This work is the first stage departing from his native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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