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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방 로 사용되고 있는 ‘힐링’은  심에도 불구하고 학계의 면 하고 

체계 인 연구가 부족하다. 힐링(Healing)은 그동안 ‘치유’로 번역되면서 정신  상처의 

치료까지 포함하는 용어로 자리 잡았다. 본고는 힐링에 한 개념을 면 하게 검토하고 

이를 통해 한국 시사에 정 이라 일컬어지는 �청록집�의 힐링  가치를 추출하는데 

목 이 있다.

힐링은 인간과 인간의 계성에 주목하면서 타자에 의해 손상된 계성을 회복하는 

정신  역의 활동과 함께 일상의 스트 스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미를 포함하게 되었다. 

자아의 손상된 (靈)은 그 손상의 원인을 밝히는 근본 인 작업과 함께 그 원인을 제거

하고 새롭게 형성되는 타자와 자아와의 건강한 계성 유지를 통해 회복된다. 

박목월은 이별과 인간의 존재론  외로움을 견디는 슬  주체의 모습을 효과 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심리  안정과 공감을 통한 정서 순화를 돕는다. 한 통 으로 익숙

한 3음보 심의 시상 개를 통해 정서  안정감과 심리  편안함을  수 있어서 힐링

으로서 가치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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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훈의 시에서 발 된 힐링 요소는 그가 표 하고 있는 통에 한 천착과 련되

어 있다. 통은 그 통이 발 되는 과정 속에서 민족  동질감을 갖게 하면서 하나의 

온 한 원형에 한 갈망을 동시에 추구한다. 한 세상과 소통하려는 무의식의 발 이 

이미지에 치 하게 하 다. 이미 리의 경화를 통해 조지훈은 분열된 자아의 합일을 

가능  되고 시  주체와 감정의 이를 가능  한다.

박두진은 자아의 기다림을 통한 화합의 장이라는 측면에서 힐링으로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면서 평등한 존재라는 생태학  인식 에 공동체의 범

를 확장하는 것으로도 힐링 요소를 발 하고 있다. 그의 시에 나타나는 정 인 세계

과 한 이미지의 시  언술은 그의 말처럼 희망의 메시지를 표 하겠다는 의지의 

소산이다.

주제어 : 청록집, 힐링, 치유,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 공감, 통합, 회복

Ⅰ. 서론

바야흐로 힐링(Healing)의 시 다. 2000년  에 시작된 흴링 열풍은 

지상  방송을 비롯해 경제, 교육, 문화, 술 등  역에서 바람을 일으

키고 있다.1) 힐링이 이 게 활개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정신 으로 

육체 으로 상처가 깊어 그 회복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2) 물론 이런 사회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역사 으로 온

 1) SBS에서 2011년 7월 18일 방송을 시작한 ‘힐링캠 -기쁘지 아니한가’는 힐링에 

한  심을 반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학내일20 연구소가 2012년 한 해 

동안 학생들이 힐링 련 콘텐츠 이용 실태를 악하기 해 국 남녀 학생 500

명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4%는 힐링 콘텐츠에 한 필요성을 느끼

고 있었고, 52%는 힐링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 학생 2명  1명, 

지난해 ‘힐링 강연’ 들었다｣. 코리안스피릿 인터넷 , 2013년 2월 1일자.

 2) 이연도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힐링에 한 심이 높은 것에 해 “한국 사회가 그만

큼 심각한 정신  긴장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했다. 이연도,｢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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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체의 성립과 화합의 공동체가 가능했던 때가 얼마나 있었던가. 그

다면 재 한국의 어떤 상황이 힐링의 열 을 부추기는가 하는 에 

한 정 한 진단에서 논의가 시작이 되어야 한다.3) 한 그러한 열  속에

서도 힐링이 가지는 가치와 의미를 세 하게 밝히고 있는 학계의 깊이 있

는 통찰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그동안 뚜렷한 무분별하게 사용된 힐링의 

개념과 의미를 정리하고 이를 토 로 1946년 발간된 �청록집�의 가치와 

의미를 힐링의 에서 고찰하는데 목 이 있다.

힐링(Healing)의 어원은 ‘therapea’로 ‘도움이 되다, 의학 으로 돕다, 병

을 고치다’라는 뜻에서 유래하 다. 힐링은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

니라 정신 인 병을 고친다는 의미를 포함하며 인격의 완 한 성숙을 해

하는 정신 , 육체  인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모든 삶의 역

에서 정상 인 상태로 회복하려는 활동을 의미한다.4) 힐링은 흔히 ‘치유’

라는 용어로 번역된다. ‘치유’는 ‘치료(therapy)’라는 용어와 유사성을 가지

면서도 확연한 차이 이 있다. ‘치료’가 ‘육(肉)’의 불완 한 상태에서 완

한 상태로 돌리려는 노력이라면 ‘치유’는 (靈)과 육(肉)을 아우르는 용어

에 해당된다. ‘치료’라는 용어가 가진 ‘몸’에 한 ‘물화’는 치료행 의 주체

가 온 한 사람일 수 없고 교환가치로 평가되는 상품의 일종이라는 에서 

(healing)과 동양 수양론｣, �인문과학연구� 36, 2013, p.691.

 3) 이와 련하여 한양  소아청소년정신과 교수인 안동 은 1990년  여러 물리 인 

붕괴와 참사의 쓰라진 경험, 1997년 IMF사태와 같은 융, 재정 기, 2000년  끝없

는 경쟁과 성공, 성취에 매달려 몸과 마음이 지치고 무 지고 있는 기를 힐링 열풍

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청소년과 련해서는 “청년실업, 은둔형 외톨이, 묻지

마 범죄, 개인 산, 식남 등등 무력해지고 좌 하고 분노하는 은이들이 넘쳐나고 

있”음에 주목했다. 안동 , ｢청소년에게 왜 힐링이 필요한가｣, �한국가정과교육학회 

2012년 동계학술 회�, 2013, pp.2-3.

 4) 임도희, ｢치유무용(Healing Dance)이 뇌졸 을 가진 허약노인에 미치는 향｣, 서울

여  석사학 논문, 2008,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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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간 이다. 따라서 ‘치유’는 ‘치료’를 보다 완 하게 하려는 필요에 의해 

새로이 정립된 용어라고 할 수 있다.5) ‘치료’와 ‘치유’는 그 주체가 구냐

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치유’는 ‘다루어지는 존재’의 삶의 실상을 논의

하는 언어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가 는 존재’의 삶의 실상을 논의하는 

언어로, 치료의 주체는 타인이지만 치유의 주체는 자기라는 에서 차별화 

된다.6)

‘치료’와 ‘치유’의 용어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방 로 쓰이고 있는 ‘힐링’이라는 용어가 변주되는 상황을 

세 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언어의 사용을 해서는 생성, 변천, 

소멸 하는 언어의 의미 요소를 정확히 변별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최

근 발표된 논문에는 ‘힐링’, ‘치유’, ‘치료’ 등이 교집합  요소를 가지면서도 

미세한 차이를 보이면서 낙맥상이 발견된다. 첫째, ‘힐링’이라는 용어를 쓰

고 있는 논문은7) ‘힐링’이 ‘치료’가 가진 소한 의미를 보완하는 용어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다만 힐링과 치유에 해서는 언 을 한 바

가 없다. 둘째, ‘치유’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논문은8) 그것이 치료라는 용어

 5) 정진홍은 “치유의 등장은 치료를 더 온 하게 하려는 기 의 실화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몸의 근원성을 제한 일련의 인식 틀이 

그 근원성의 범주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는 불가피한 요청이 진한 사태라고 묘사하

고 싶은 것입니다.”라고 한 바 있다. 정진홍, ｢“힐링 상”과 련하여 생각하고 싶은 

것:인문학 는 종교학 인 자리에서｣, �철학과 실� 94, 2012 가을, p.79. 

 6) 정진홍, 같은 논문, p.80.

 7) 김성희, ｢힐링(Healing)으로서의 교양교육 : 학습을 진하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계｣, �교양교육연구� 6-4, 2012; 이연도, 앞의 논문; 정상숙, ｢힐링(Healing)  구성

요소의 요도에 한 연구｣, 청주  석사학 논문, 2013; 황혜경, ｢단학  의미의 힐

링에 한 연구｣, 국제평화 학원  석사학 논문, 2007. 

 8) 권성훈, ｢트라우마 극복으로서의 치유  쓰기 연구:유 철과 이승하의 편지 모음집 

비교 고찰｣, �비평문학� 42, 2011; 김기 , ｢‘치유의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철학과 

실� 94, 2012; 김성리, ｢시치유에 한 인문의학  근:한센인의 시를 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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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심리 이고 정신 인 역의 치료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치유’를 ‘치료’의 개념과 동일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치

료’의 개념을 포 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최근 발표되

고 있는 인문학 련 들은 체로 ‘치유’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9) 그러나 

여기에서도 힐링과의 개념상의 차이를 분명히 밝히고 있지는 않았다. 셋째, 

‘치료’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논문10)의 경우 심리학  외상을 입은 자아가 

 읽기나 쓰기를 통해 원상을 회복하려는 노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부분이다.11) 다만 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치유’의 의미

�의철학연구� 13, 2012; 송명희, ｢상처 치유에 이르는 길｣, �국어국문학� 163, 2013; 

엄찬호, ｢인문학의 치유  의미에 하여｣, �인문과학연구� 25, 2010; 오창은, ｢분단 

상처와 치유의 상상력｣, �우리말 � 52, 2011; 유강하, ｢‘도가니 신드롬’을 통해 본 문학

의 치유  의미에 하여｣, �아시아문화연구� 27, 2012; 이명희, ｢백석 시 쓰기에 나타

난 음식서사와 치유의 련양상｣, �외국문학연구� 47, 2012; 지주 , ｢오정희 소설의 

트라우마와 치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5, 2009. 

 9) 강원 학교 인문과학연구소에서 발간하고 있는 ‘인문치료총서’에는 ‘치료’라는 용어

와 ‘치유’라는 용어를 같이 쓰고 있지만 개별 논문에서는 ‘치유’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있다. 표 인 경우가 ‘인문치료총서 2’인 “김 기 외, �인문치료학의 모색:인문학의 

치유  활용�, 강원 출 부, 2009”이다.

10) ‘문학치료’와 련해서는 2002년 <한국독서치료학회>와 2003년 <한국문학치료학

회>가 창립되면서 본격화 되었으며 강원 의 <강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치료사업

단>, 건국 의 <서사와 문학치료 연구소>, < 한문학치료학회>, <마음문학치료연

구소> 등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개별 인 연구자로는 변학수(경북 )와 정운채(건

국 ), 권성훈(고려 ) 등의 연구자가 심도 있는 연구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치료’라

는 용어와 련해서는 본 논문의 의도와 상 성이 떨어지는 계로 련 논문은 생략

한다. ‘치료’와 련해서는 권성훈, ｢한국 시에 나타난 치유성 연구｣. 경기  박사

학 논문, 2009, pp.6-16을 참고할 수 있다.

11) ‘치료’와 ‘치유’의 문제는 사  의미로는 큰 차이가 없으나 몸에 상처가 나면 ‘치료

(treatment)’한다고 하지 ‘치유(healing)’한다고 하지 않으며 병이나 마음의 병이 생

기면 치료보다는 치유한다는 말이 더 어울린다는 측면에서 치료는 병을 고치거나 상

처를 아물게 하기 한 외과  조치를 말하고 치유는 병의 근본원인을 제거해 그 병이 

없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엄찬호, 앞의 논문, p.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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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에 한 정 한 분류 작업이 

요구된다.

‘치유’와 ‘치료’의 문제는 ‘치유’가 육체  상처와 함께 정신  트라우마

를 아우르는 용어라는 과 근본  해결책을 요구하는 용어라는 에서 변

별된다. 가장 복잡한 문제는 ‘힐링’과 ‘치유’라는 용어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이다. ‘힐링’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 ‘치유’라고 한다면 굳이 구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힐링과 치유를 동시에 쓰고 있는 논문12)이 있다는 

데에서 두 용어가 가진 변별 을 추출해야한다. 정진홍은 이것과 련하여 

‘소테르(soter)’(구원)라는 용어와 비시킨다. 그는 ‘치료’에서 ‘치유’로의 

이동과 ‘소테르’에서 ‘힐링’으로의 이동을 동일시한다. 즉 힐링의 의미를 보

편  종교의 차원에서 ‘ (靈)’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악한다. 

다만 이 때 힐링은 ‘종교-신도’의 개념이 아니라 ‘종교-시민’의 개념으로 

새로운 ‘시민상(citizenship)’을 요구하는 시 상을 반 한 것이라는 을 

강조한다.13) 따라서 ‘힐링’과 ‘치유’는 어와 한국어라는 기표상의 차이뿐 

아니라 새로운 시 가 요구하는 새로운 시민상의 기 가 내포되어 있다는 

에서 변별된다. ‘치유’가 가진 육체   역에서 시민  공리성을 요

구하는 역으로까지 확장된 의미를 내포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써 ‘치료’-‘치유’-‘힐링’이라는 포함 계가 성립된다.

�청록집�14)은 이 게 정의된 ‘힐링’을 한 다양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

12) 강윤희, ｢힐링, 감성 치유 매체로서의 술:마음을 건강하게, 삶을 건강하게｣. �문화+

서울� 65, 2012.

13) 정진홍, 앞의 논문, p.87.

14) �청록집�은 일제 말기 정지용의 추천으로 �문장�지를 통해 등단한 박목월․조지훈․

박두진 세 시인이 복 직후인 1946년 펴낸 3인 공동시집이다. 시집의 이름은 박목월

의 시 ｢청노루｣에서 따왔는데, 이 시집 출간 이후 세 시인은 문단에서 ‘청록 靑鹿派’

라 불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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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록집�에 한 그간의 연구는 김동리의 설명을 확장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동리는 “자연의 발견”을 �청록집�의 가장 큰 

특징으로 악하면서 박목월의 향토  자연, 조지훈의 선  감각의 자연, 

박두진의 메시아  상상력과 자연을 그 특징으로 악하 다. 그는 30년  

시문학 와 생명 를 계승하고 있다고 보았다.15) 정한모는 세 명이 제시한 

자연이 고향을 잃어버린 민족에게 하나의 아름다운 고향을 마련해 주었다

고 하 으며16) 오세 은 청록 가 암흑기 문학사에서 모국어를 지켰고, 

통 탐구와 자연에 한 감수성을 통해 새로운 서정시의 지평을 열었기 때

문에 민족 문학의 맥을 계승했다17)고 하 다. 이와는 반 로 �청록집�에 

드러난 문학과 실 간의 계가 소박하고 단조로운 것으로 귀결됨으로써 

식민지 시  한국시의 기능이 축되고 폐쇄 이 되었다는 김주연의 비

 시각도 있으나18) �청록집�은 1930년  순수문학을 계승하여 한국시에

서 ‘순수서정’을 심화, 발 시켰다는 평가가 보편 이다. �청록집�은 수록

된 시의 탁월한 문학성 외에도 에게 비교  잘 알려져 있고, 짧은 시형

식과 많지 않은 작품 수로 인하여 근성이 용이하다는 장 을 가지고 있

다. 한 한국 시문학을 표하는 정  가운데 하나인 �청록집�은 통서

정시의 경지를 보여주었다. �청록집�의 시인은 하나의 의미요소로 재단하

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세 시인이 보여  통서정시의 시  특성을 

함께 고려하면서 그 속에서 발 되는 힐링  의미 요소를 추출해 내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시사에서 �청록집�의 상을 제고하고 시를 통한 

힐링의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5) 김동리, ｢자연의 발견 三家詩人論｣, � 술조선� 3, 1948.4.

16) 정한모, ｢청록 의 시사  의의｣, � 시론�, 민 서 , 1973.

17) 오세 , �20세기 한국시 연구�, 새문사, 1989, p.251.

18) 김주연, ｢시에서의 한국  허무주의｣, �사상계�, 1968.12.



676  韓民族語文學 第65輯

Ⅱ. 슬픔의 순화와 리듬을 통한 공감-박목월의 시

시는 한 개인이나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다양한 정서를 담지하고 있

다. 그 정서는 공시 인 의미뿐만 아니라 통시 인 의미를 지닌다. 시의 

주제 의식으로 표출되는 이 시  정서는 문화  총체성으로서 기능한다. 

시인의 시 창작은 바로 그의 의식과 무의식이 역사  형식  측면에서 개

별 인 양상들이 시  동일화를 통해 주제의식은 표면화된다. 이 게 확보

된 시의 주된 정서는 자아의 내면을 통합 으로 이끌어 내면서 그 속에 

들어 있는 갈등을 확인하게 한다.19) 시인이 표 한 갈등을 직시한 독자는 

그 갈등에 공감20)하게 되거나 갈등의 원인에 한 근을 용이하게 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 물론 이것이 정서  갈등일 때에는 공감이나 

원인의 근 자체가 하나의 힐링 요소로 작용한다.

주지하듯이 박목월의 그간 시 연구는 내용의 측면에서 ‘향수’와 ‘외로움’ 

등의 정서를 환기하는 것으로 형식  측면에서 소월의 뒤를 잇는 7․5조의 

3음보 혹은 4음보 율격을 보인다는 것으로 귀착된다. 박목월의 시에 드러

나는 ‘슬픔’은 이별의 슬픔과 함께 인간의 존재론  고독에서 오는 슬픔으

로 표 된다. 리듬의 측면에서 박목월의 시는 3음보와 4음보를 히 배

19) 권성훈은 이와 련하여 “주제의식은 세계에 한 자아의 인식을 통합 으로 이끌어 

낸다는 에서 통찰 기능을 수행하며 내면  갈등을 직시하게 하는 치료효과가 있다”

고 했다. 권성훈, �시치료의 이론과 실제�, 시그마 스, 2010, p.64.

20) 본고에서 사용하는 ‘공감’은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 에 하여 자기도 그 다고 

느끼는 감정”이라는 일상 인 의미뿐만 아니라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에서 제시한 

“타인들의 처지와 상황에 심을 두는 상상력인 동시에 이기 인 개인들을 규율하는 

내면 도덕”으로서의 의미를 포함한다. 박숙자에 따르면 공감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

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나와 타인이 놓인 계의 변화를 내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박숙자, ｢1970년  타자의 윤리학과 ‘공감’의 서사｣, � 서사연구� 25, 

서사학회, 2011, pp.18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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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여 시의 음악성을 높여 주었다.

�청록집�에 실려 있는 박목월의 시에서 ‘슬픔’의 표 은 단순히 자연을 

통한 순수서정의 표 이라고 단순화하기 어렵다. 그의 시에 드러나는 자연

은 조선시 의 유가  통이 투 된 자연 공간과는 다르다. 기존의 자연

이 상징  규범과 원리가 지배하는 남성  공간이었다면 그의 시 속 자연

은 주체 자신의 생각과 정서를 투 함으로써 시인 주체로서의 자유로운 의

식을 드러내는 공간이다.21) 주체의 자유로운 정서를 자연을 통해서 드러내

게 됨으로써 시의 주체는 타자로서의 자연을 상화 할 수 있게 되며 시  

주체의 정서를 독자와 공감할 수 있는 차원으로 끌어 올릴 수 있게 된다. 

그의 시에 나타난 슬픔은 두 가지로 환원된다.

내ㅅ사 애달  꿈꾸는 사람/내ㅅ사 어리석은 꿈꾸는 사람�밤마다 홀로/

물로 가는 바 가 있기로�기인 한밤을/ 물로 가는 바 가 있기로�어느날

에사/어둡고 아득한 바 에/ 로 임과 하늘이 비치리오

- ｢임｣ 문22)

슬픔의 씨를 뿌려놓고 가버린 가시내는  오지를 않고……한해 한해 

해가 물어 質고운 나무에는 가느른 가느른 피빛 年輪이 감기었다

(가시내사 가시내사 가시내사)

목이 가는 年은 늘 말이 없이 새까아만 만 롱 롱 크고……귀에 

쟁쟁쟁 울리듯 차마 못잊는 애달  애달  웃녘 사투리 年輪은 더욱 새빨개졌다

(가시내사 가시내사 가시내사)

21) 강 안, �자연과 자유사이�,문 출 사, 1998, p.33.

22) 본 연구에 인용된 시는 “박목월․조지훈․박두진, �청록집�, 을유문화사, 1946”을 

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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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年은 자랐다 구비구비 흐르는 은하수에 꿈도 슬픔도 세월도 흘 건

만……먼 수풀 質고운 나무에는 상기 가느른 가느른 피빛 年輪이 감긴다

(가시내사 가시내사 가시내사) - ｢年輪｣ 문

잠자듯 고운 섭 에/달빛이 나린다/ 이 쌓인다/옛날의 슬 /피가 맺힌

다�어느 江을 건 서/다시 그를 만나랴/살 섭 길슴한/옛 사람을�山수유

꽃 노랗게/흐느끼는 마다/도사리고 앉인채/우름 우는 사람/귀  사마귀

- ｢귀  사마귀｣ 문

박목월의 시는 자신이 처한 시 ․역사  실에서 억압된 자아를 임

과 이별한 상황으로 치하고 그와의 만남을 간 히 바라는 방식으로 슬픔

의 정서를 환기한다. ｢임｣에서 나와 임의 이별 상황은 나에게 “애달  꿈”

과 “어리석은 꿈”을 꾸게 만든다. 여기서 ‘꿈’은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기 

한 심리  기제가 작용하는 것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이 작품에서 시  

주체는 ‘어느날’을 기다리며 ‘ 물’을 흘리고 있다. 임을 향한 간 한 기다

림의 자세는 이별의 슬픔을 더욱 극 화 한다. 주목할 것은 마지막에 ‘임’만

이 아니라 ‘하늘’도 함께 만남의 장소인 ‘바 ’에 비치기를 소망한다는 것이

다. ‘하늘’은 자연의 구체  상이지만 임과 동등한 치에 있다는 에서 

기다림의 상이다. 통상 하늘은 하늘의 순리( 理)를 의미한다. 이 논리는 

임과의 이별이 인간사의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슬픔의 극 화와 함께 개인

 이별이 민족이나 국가의 보편  정서로 확장되는 효과가 된다. 임과의 

이별은 단순히 이성과의 이별을 상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간 히 바

라는 모든 것을 기다리는 것이기에 시  주체의 개인  정서가 보편  정

서로 확장되면서 공감할 수 있는 역으로 확장된다.

｢年輪｣의 시  주체는 오랫동안 한 여자를 기다리는 남자다. 어릴  

순수하게 사랑하게 된 한 소녀에 한 지고지순한 사랑은 어른이 된 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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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어진다. 소년시 에 들었던 소녀의 “애달  웃녘 사투리”는 소녀가 

소년에게 남긴 말의 잔상이라 할 수 있다. 소녀가 소년에게 남긴 것은 “새

까아만 ”으로 표 된 그녀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녀의 언어까지 포함하

는 인 인 사랑이다. 소년의 소녀에 한 인 인 사랑은 이후 겪게 되

는 이별을 더욱 슬 게 만든다. 소년은 이제 년의 사내로 성장했다. 화

의 타임워 (time warp) 기법처럼 소년은 년의 사내가 된다. “꿈도 슬픔

도 세월도 흘”러간 뒤에 소년은 나무에 새겨진 연륜을 통해 어릴  사랑했

던 한 ‘가시내’를 기억하게 된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소년

의 이 무궁한 사랑은 기다림과 애 함이라는 시  정서를 환기한다. 변하

지 않는 지순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을 통해 이별의 슬픔

은 더욱 강화되고 독자는 감정의 정화를 경험하게 된다.

｢귀  사마귀｣는 과거의 상황을 지우고 재와 미래의 상황을 측하

는 것으로 이별의 슬픔을 애 하게 표 한다. 이 시의 시  주체는 썹

이 긴 사람을 기다리며 마다 혼자 앉아 우는 귀 에 사마귀를 달고 있

는 사람이다. 이별이 발 하는 슬픔이 큰 것은 과거 상황과 함께 실의 

상황이 매우 부정 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만나려면 “강을 건 ”야 한다. 

강은 단순히 자연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과 천상을 가르는 운명

의 강이라 할 수 있다. 죽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만날 수 없는 이 망  

상황에서 시  주체는 울음을 우는 것으로 자신의 슬픔을 표출한다. 이 

시는 삶과 죽음이 갈라놓은 존재론  슬픔을 통해 실의 슬픔과 심리  

외상을 겪는 이들에게 카타르시스를 불러일으킨다. 비극  정서의 순화는 

이 게 슬픔이 극 화된 망 인 상황에서 순화를 통한 공감을 가능하게 

만든다.

松花가루 날리는/외딴 오리�윤사월 해 길다/꾀꼬리 울면�산직이 외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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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먼 처녀사�문설주에 귀 이고/엿듣고 있다

- ｢閏四月｣ 문

달무리 뜨는/달무리 뜨는/외 기 길을/홀로 가노라/나 홀로 가노라/옛날에

도 이런밤엔/홀로 갔노라�맘에 솟는 빈 달무리/둥둥 띠우며/나 홀로 가노라/

울며 가노라/옛날에도 이런밤엔/울며 갔노라

- ｢달무리｣ 문

산이 날 에워싸고/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어

느 짧은 山자락에 집을 모아/아들 낳고 딸을 낳고/흙담 안 에 호박 심고/들

찔 처럼 살아라 한다/쑥 밭처럼 살아라 한다�산이 날 에워싸고/그믐달 처

럼 사 어지는 목슴/그믐달 처럼 살아라 한다/그믐달 처럼 살아라 한다

-｢산이 날 에워싸고｣ 문

박목월의 시에서 이별의 슬픔과 함께 나타나는 감정의 분출은 외로움으

로 인한 슬픔이다. 외로움이야말로 인간의 존재론  슬픔이라 할 수 있다. 

존재의 세 가지 양태를 들어 주체와 타자와의 계성을 설명한 사르트르는 

의식의 지향성을 기본으로 하여 타자의 존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주체는 주체 스스로 자신을 의식할 수 없다. 오직 타자를 통해서만 주체를 

의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 타자 역시  다른 주체인 까닭에 주체는 

늘 ‘시선투쟁’의 장에 외롭게 서 있게 된다. 이때 주체는 타자의 시선에 동

화되거나 의식의 수 으로 넘어오는 타자 자체를 객체화 시키는 두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閏四月｣은  먼 처녀의 외로움을 짧은 시 

형식을 통해 간결하면서도 미학 으로 그리고 있다. 송화 가루가 날리는 

산 우리에 꾀꼬리 소리만 들리는 외딴 집이 한 채 있다. 그 집에는 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는 처녀가 한 명 살고 있다. 낮이 긴 윤사월의 시간에 

문설주에 귀를 고 그녀는 무엇인가를 엿듣고 있다. 이 먼 처녀의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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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외딴 우리에 있는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마 일 나간 

군가를 기다리는 일일 것이다. 아니면 아무도 오지 않을 이 외로움의 상

황에서 무엇이라도 이 상황을 타개해  무엇인가를 간 히 기다리는 자세

일 것이다. 어떤 상황이든 이 시의 지배 인 정서는 처녀의 외로움이다. 

타자의 시선투쟁 속에서 주체의 의식이 정립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시

의 처녀는 망 이다. 시선투쟁을 할 타자조차 없는 처녀의 비극 인 외

로움은 슬픔의 정서를 강화한다. 한 그 순간에도 처녀는 군가를 기다

리고 있어서 이 시를 더욱 비극 이게 한다. 주체의 억압된 정서를 자유롭

게 하는 방법은 타자의 슬픔을 자아의 의식으로 끌어들이고 그와 면하게 

함으로써 가능하다. 이 외로운 먼 처녀를 통해 비극  정서는 외로운 감

정의 정화로 기능할 수 있다.

｢달무리｣는 과거와 재의 외로움을 비탄에 젖은 어조로 그려내고 있다. 

시  주체는 ‘외 기 길’을 따라서 홀로 울면서 간다. 이러한 행 는 과거에

도 있었다. 재의 외로움과 과거의 외로움을 함께 제시하는 방법은 재

의 외로움을 강화하고 미래의 외로움을 견하도록 한다. ｢閏四月｣이 외

로움에 한 순간  포착이라면 ｢달무리｣는 외로움에 한 시간  연속성

이 주는 비극  효과로 나타난다. 한 “외 기 길”이라는 구 에서 발견

할 수 있는 운명 이고 존재론 인 외로움의 정서는 이 시의 비극성을 강

화한다. 이와 같은 정서의 극  표 은 ｢나그네｣에서 “길은 외 기”라고 

표  것과도 유사하다. ｢산이 날 에워싸고｣에서는 주체를 둘러싼 외부 환

경이 주는 외로움을 표 한다. 이 시는 “아들 낳고 딸을 낳고” 살라고 하여 

하나의 가정을 꾸리며 온 하게 살라는 의미로 읽히는 듯하지만 3연에서 

“그믐달처럼 사 어지는 목슴”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모든 

생명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에서 이 구 은 근원 인 외로움

을 환기한다. 주체를 둘러싼 ‘산’이라는 존재는 주체의 활동 반경을 제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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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체의 인식의 범 를 제한하는 경계의 역할을 한다. 이것은 주체를 둘

러싼 사회․역사  환경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읽힌다. 정상 인 가정을 꾸

리고 살고 있지만 더 이상의 희망을 가질 것을 산은 경계한다. 산의 존재는 

시  상황과 연계할 때 일제의 민족  탄압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상

 공동체의 상실을 비유 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 시는 억 린 주체가 민

족 구성원으로 확 되면서 슬픔의 정서에 공감을 얻게 한다.

머언 산 靑雲寺/낡은 기와집�山은 紫霞山/  녹으면�느릅나무/속ㅅ

잎 피어가는 열두구비를�靑노루/맑은 에�도는/구름

- ｢靑노루｣ 문

江나루 건 서/ 밭 길을�구름에 달 가듯이/가는 나그네�길은 외 기/南

道 三百里�술 익는 마을마다/타는 녁 놀�구름에 달 가듯이/가는 나그네

- ｢나그네｣ 문

�청록집�에 실린 박목월의 시는 3음보를 심으로 4음보로의 변형을 보

여주는 정형률  요소가 강하다. 같은 음이나 시간의 반복이 주는 리듬은 

시상의 의미를 고조시키고 단조로움을 극복하는 효과를 다. 한 리듬은 

심장의 고동, 호흡, 신체  운동과 긴 히 연 되어 있다. 단순한 규칙 인 

음 수의 마디가 반복되며 발생하는 리듬은 시의 의미  요소와 결부 될 

때 운율  자질을 가질 수 있다.23) ｢靑노루｣는 3음보의 율격을 보여 다. 

박목월이 소월의 향 아래 있다고 할 때 가장 쉽게 확인되는 것이 바로 

23) 권 웅은 재래의 율격 논의에서 부가 이던 ‘고 , 장단, 강약’ 등도 마디의 반복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자질도 의미론과의 련 아래서만 운율  자질

을 갖는다고 했다. 그 이유는 “시  주체의 심리 상태와 발화 방식에 따른 호흡과 

휴지(休止), 강세와 장단이 마디를 이루는 음 의 질서에 반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권 웅, �시론�, 문학동네, 2010, p.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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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요  특성인 3음보의 율격이다. 이 시에서 “머언 산/靑雲寺/낡은 기와

집”으로 3음보의 정형률을 지키고 있다. 음 수로 보면 3․3․5 정도로 7․

5조의 정형성을 보인다. 그러나 3연의 “느릅나무/속ㅅ잎 피어가는/열두구

비를”에 오면 4․6․5로 음 수의 질량이 커진다. 이것은 앞에서 제기한 의

미론  자질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다. 이 시가 원경에서 

근경으로, 체에서 부분으로 이동하며 시상이 개된다고 할 때 원경과 

근경의 경계, 체와 부분의 경계에서 빠른 호흡을 통해 마지막에 도달하

는 근경 혹은 부분의 세 성이 강화될 수 있음을 이 부분은 효과 으로 

보여 다. 시선이 도달하는 “靑노루/맑은 에/도는 구름”에 이르면 긴박

했던 호흡은 하나의 포커스로 고정되고 안정 인 휴지를 통해 여백으로 남

겨진다. 민족의 보편  율격이 주는 안정감은 억압되고 상처 받은 주체의 

내면으로 시  정서가 침투되기 쉽게 만든다. ｢나그네｣는 7․5조의 음수율

 요소를 기본 으로 가지면서 음 수의 다양한 변주를 보인다. 그러나 

이 역시 3음보의 마디율의 리듬을 유지하고 있다. “江나루/건 서/ 밭 길

을”, “구름에/달 가듯이/가는 나그네”와 같이 3음보의 율격은 지켜진다. 이 

시는 정처 없이 떠다니는 나그네의 모습을 통해 세상의 모든 욕망을 버리

고 유유자  살아가는 월  인간상을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이 그리

고 있다.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그의 모습은 거침없으면서도 세속  욕

망을 모두 떨친 무욕의 인간이다. 이 시가 3음보의 정형  율격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  요소는 더욱 강화된다. 익숙하고 보편화된 리

듬의 시는 억압된 심리에 안정을 주며 한 음악성이 주는 휴식의 측면에

서 정서  안정감을 불어 일으킨다.

�청록집�에 실린 박목월의 시는 이별과 인간의 존재론  외로움을 견디

는 슬  주체의 모습을 효과 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심리  안정과 공감을 

통한 정서 순화를 돕는다. 박목월의 시의 주제의식이 이별 뒤의 자아가 느



684  韓民族語文學 第65輯

끼는 외로움의 정서일 때 역시 독자는 존재론  고독감을 함께 느끼면서 

함께 동질감을 느끼게 한다. 한 통 으로 익숙한 3음보 심의 시상 

개를 통해 정서  안정감과 심리  편안함을 주고 있다.24)

Ⅲ. 통과 경화를 통한 자아 통합-조지훈의 시

�청록집｣의 가치를 ‘ 통’이라는 개념으로 수렴하는 것은 그리 새로운 

시각이 될 수 없다. 서정주가 박목월의 시를 “신라의 風月道的 자연”이라

고 한 것이나 조지훈의 시를 ‘禪味’와 ‘고  취미’로 평가한 것은 이것이 

실 세계에 한 갈망과 의지의 표 이라는 을 반증하는 것이다.25) 이

에 해 고 은 30년  반까지 ‘서구=보편/동양=특수’라는 도식에서 

일 쟁 이후 ‘일본(동양)=보편/조선=특수’라는 담론으로 바 기 시작했

으며 문장의 통주의는 심미주의를 통해 조선의 통에 도달하려 했다26)

고 평가했다. 그는 �문장� 이후의 통이 1920년  시조부흥운동에서 보여

 민족주의  문화운동으로서의 통의 실체 찾기에서 나아가 통의 

재화를 통해 그것을 삶의 장으로 끌어내려고 노력했다는 을 요하게 

보았다. �문장� 이후 ‘ 통’에 한 인식이 조선 인 특수한 것으로 악하

고 있었다는 은 �청록집�을 통해 확연해진다. 조지훈의 시에서 통은 

온 한 인간과 자연의 조화의 세계이면서 실의 모순과 억압의 체제에 

24) 본고에서 “ 통 으로 익숙한 3음보의 심의 시상”이라 한 것은 4음보율과 비교하

여 풀이한 것이 아니다. 조동일의 지 로 한국시가의 통  율격의 기본 구조가 

민요에서 악됨을 뜻하는 것이며 민요의 율격이 한국인의 정서에 가장 익숙하다는 

을 부각하는 것이다. 조동일, �한국시가의 통과 율격�, 한길사, 1990, pp.131-133.

25) 서정주, �한국 시�, 일지사, 1969, pp.24-26.

26) 고 , ｢일제 후반기의 담론 지형과 �문장�｣, �국어국문학� 152, 2009, pp.43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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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항하는 방편으로서의 통이었다.

벌  먹은 두리기둥 빛 낡은 丹靑 풍경소리 날러간 추녀 끝에는 산새도 

비들기도 둥주리를 마구 첬다. 큰나라 섬기다 거미  친 王座 엔 如意珠 희

롱하는 雙龍 신에 두마리 황새를 틀어올렸다. 어느 땐들 황이 울었으랴

만 푸르른 하늘  石을 밟고 가는 나의 그림자. 패옥소리도 없었다. 品石 

에서 正一品 從九品 어느 에도 나의 몸둘 곳은 바이 없었다. 물이 속된

을 모르량이면 황새야 九天에 呼哭하리라.

- ｢鳳凰 ｣ 문

하늘로 날을 듯이 길개뽑은 부연끝 풍경이 운다.�처마끝 곱게 느리운 주렴

에 半月이 숨어�아른 아른 밤이 두견이 소리처럼 깊어가는 밤�곱아라 고아

라 진정 아름다운지고� 르란 구슬빛 바탕에�자지빛 호장을 받힌 호장 고

리�호장 고리 하얀 동정이 환하니 밝도소이다.�살살이 퍼져나린 곧은 선이

�스스로 돌아 曲線을 이루는 곳�열두폭 기인 치마가 사르르 물결을 친다.�

마 끝에 곱게 감춘 雲鞋 唐鞋�발자취 소리도 없이 청을 건  살며시 문을 

열고�그 는 어느 나라의 古典을 말하는 한마리 蝴蝶�蝴蝶이냥 사푸시 춤을 

추라 蛾眉를 숙이고……�나는 이 밤에 옛날에 살아�  감고 거문고ㅅ  골라

보리니�가는 버들이냥 가락에 맞추어�흰 손을 흔들어지이다.

- ｢古風衣裳｣ 문

 두 편의 시는 조지훈의 통 지향의 미의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

이다. ｢ 황수｣는 고궁이라는 구체 인 공간을 상정하고 그 속에 나타난 

시각 인 소재들을 상으로 통미를 확보하고 있다. 낡은 고궁의 모습을 

경으로 내세우고 시  주체의 안타깝고 슬  실의 감정을 후정으로 두

어 형식 인 측면에서 통성도 확보하고 있다. 소재와 구체 인 공간, 선

경후정의 형식미를 고루 취하고 있으면서 그러한 통이 가진 재  의미

를 발견하고 이를 삶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욕망을 표출하고 있다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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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 시의 가치는 높다. 한때 가장 화려하고 웅장했던 궁궐은 이제 퇴락하

여 “산새도 비들기도 둥주리를 마구”치고 있다. 산새와 비둘기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는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큰나라 섬기다 거미  친 王座

”에서 확인된다. 사 주의에 빠진 잘못된 역사의식이 재의 국권상실이

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에서 이 시는 역사에 한 비  통찰을 보여

다. 시  주체의 역사 인식은 단순히 과거와 실을 비하는 것으로 끝

나지 않는다. 비탄에 잠긴 시  주체는 ‘나’의 자세에 해 고민한다. 잘못

된 역사의식에 의해 생긴 국권상실의 재에 시  주체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나의 몸둘 

곳은 바이 없”어 속된  알면서도 ‘ 물’을 흘리는 부끄러움과 죄의식 속

에 시  주체는 휩싸여있다. 신성화된 통을 뛰어넘는 것은 통  소재

를 미  상 는 역사  반성의 상으로 삼는 인식의 주체다. 이러한 

시  주체의 역사  반성에서 주목할 것은 그가 통을 민족의 역사와 연

시키고 있다는 이다. 조지훈은 통  소재를 통해 통의 미 가치와 

함께 민족의 주체성을 동시에 노래한다.27) 조지훈의 비 이고 주체 인 

통 수용은 이 시가 가진 근원  치유의 가능성을 통해 확장된다. 이 시는 

사 주의에 빠진 과거와 재의 민족 모순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한 개인에

게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가를 확인하게 한다. 개인의 집합을 민족이라는 

공동체로 확장할 때 시  주체로서의 개인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

다. 즉 잘못된 역사인식으로 인한 민족  모순은  민족을 하나의 공동체

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민족 공동체성의 회복이라는 의식의 변화를 수행한

다. 문제를 인식하는 자아와 이에 한 공감이 가능한 민족 공동체성의 회

복은 궁극 으로 이질감보다 소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 둔다.

27) 이성천, ｢�청록집�에 나타난 실 수용 양상과 통의 문제｣, �한민족문화연구� 41, 

2012, 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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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風衣裳｣은 통 의상을 입은 여인의 춤추는 모습을 통해 고풍스런 

통의 미를 환기한다. 시각  이미지를 심으로 시  주체의 시선을 따

라서 시는 형상화 된다. 방 밖의 풍경에서 여인이 있는 방안으로 시선은 

이동하고 여인이 입고 있는 통의상의 아름다움은 극에 달하여 이제 시  

주체는 타자와 이 극에 달한 미  행 를 공유하고자 한다. 여인이 입고 

있는 통의상은 호장 고리와 열두폭 치마로 표 되는데 이 여인의 아름

다움은 특히 가느다란 선을 통해 감각 으로 그려진다.28) 깊어가는 밤, 반

월이 살짝 비치는 방에 한 여인이 아름다운 통의상을 입고 있는 모습에

서 시  주체는 “그 는 어느 나라의 고 을 말하는 한 마리 호 ”이라 한

다. 통의상에서 느껴지는 민족  정서는 고유한 가치에 한 미학  차

원의 감흥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야나기무네요시의 ‘선’에 한 평가처럼 

조선 이라는 에서 이 시  표 이 가진 민족  동질감 차원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일제 말기의 억압  실 속에 조선  가치를 재확인하는 

작업은 단순히 과거의 완 한 계성을 복원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재 

조선의 처지를 새롭게 인식하고 그 안에서 조선인만의 공동체성을 확보하

려는 의지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29) 실  억압과 주체의 심리  해방이

28) 이와 련하여 야나기무네요시는 “나는 조선의 술, 특히 그 요소라고도 볼 수 있는 

선의 미는 실로 사랑에 굶주린 그들의 마음을 상징한다고 생각한다. 아름답게 길게 

길게 끄는 조선의 선은 확실히 연연하게 호소하는 마음 그것이다. 그들의 원한도 그들

의 기원도 그들의 욕구도 그들의 물도, 그 선을 따라 흐르는 듯이 느껴진다. 하나의 

불상을 생각하더라고  하나의 도기를 선택하더라도 우리들은 이 조선의 선에 닿지 

않는 경우가 없다. 물에 넘치는 여러 가지 하소연이 이 선에 탁되어 있다.”고 했다. 

야나기무네요시, 박재삼(역), �조선과 술�, 범우사, 1989, p.53.

29) 김기 은 “｢고풍의상｣ 등의 작품에서 형상화하고 있는 통  아름다움이란 실상 

수평  세계와의 련이 차단된 고립된 미의식의 공간이라는 사실이다. 고립된 미의

식은 고립된 세계인식의 소산이다. 미래, 혹은 외재 인 월의 가능성으로부터 차단

되어 있을뿐더러 재의 공동체  삶에 행복하게 참여할 통로마  철 히 막  있는 

폐쇄된 상황 속에서 분열된 시  자아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제한 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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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모순 속에 나타나는 분열된 자아의 회복은 타자와의 공감의 확 를 

통해 치유될 수 있다. 이것은 비단 당 의 가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선

의 미학을 인식하고 체화할 수 있는 민족  차원의 힐링 요소가 아닐 

수 없다. 고립된 의식의 발 이 오히려 공동체의 동질감  요소로 작용하

는 시라는 측면에서 이 시의 힐링 요소는 매우 역설 이다. ｢僧舞｣에서 승

무를 추는 비구니의 모습을 “정작으로 고아서 서러워”라고 한 것 역시 이 

시와 같은 역설  미학의 발 이라 할 수 있다.

木魚를 두드리다/조름에 겨워�고오운 상좌 아이도/잠이 들었다.�부처님

은 말이 없이/웃으시는데�西域 萬里ㅅ길�  부신 노을 아래/모란이 진다.

- ｢古寺1｣ 문

닫힌 사립에/꽃잎이 떨리노니�구름에 싸인 집이/물소리도 스미노라.�단

비 맞고 난  잎은/새삼 치운데�별 바른 미닫이를/꿀벌이 스쳐간다.�바

는 제 자리에/옴  않노니�푸른 이끼 입음이/자랑스러라.�아스럼 흔들리는

/소소리 바람�고사리 새순이/도르르 말린다.

- ｢山房｣ 문

외로이 흘러간 한송이 구름/이 밤을 어디메서 쉬리라던고.�성긴 비ㅅ방울

/ ㅅ잎에 후두기는 녁 어스름�창 열고 푸른 산과/마조 앉어라.�들어도 

싫지 않은 물소리기에/날마다 바라도 그리운 산아�온 아츰 나의 꿈을 스쳐간 

구름/이 밤을 어디메서 쉬리라던고.

- ｢芭蕉雨｣ 문

조지훈 시는 통  소재에서 의미를 발견해 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를 표 하는 방법  측면에는 시  주체의 감정을 직 으로 언술하기

고 했다. 김기 , ｢자연의 재발견과 존재론  생명의식의 형상화｣, �청록집�, 유문화사, 

2006, pp.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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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하나의 이미지에 을 맞추어 형상화함으로써 그 속에서 풍겨 나오

는 정서를 공감하게 한다. 조지훈의 시  정서는 부분 애상 인 정서라

고 할 수 있는데 단순히 개인  애상이라기에는 비장감이 크다. 인간의 지

각 작용에 의한 감각 표상은 인간의 정신 속에서 형상하는 능력이다. 로

이트는 무의식  이미지를 억압과 은폐의 결과로 보았다. 반면 바슐라르는 

상상력과 결합된 시  이미지가 자유롭게 자아와 세계를 소통할 수 있는 

동  특질을 부여한다고 보았다. 시  이미지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 주

며 본질 으로 세계를 향해 열려 있고, 과거와 기억의 표상에서 벗어나 문

학 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자아를 세계와의 소통으로 이끄는 통로의 역할

을 한다.30)

｢古寺1｣은 오래된 간의 일상 인 한 풍경과 서역 만리 떨어진 곳의 

풍경이 병치된다. 시  주체의 등장 없이 동양화 한 폭을 옮겨 놓은 듯 풍

부한 여백과 공간  한계를 뛰어 넘는 무한한 상상력이 이 시에는 동시에 

발 된다. 상좌 아이도 잠들어 고요한 이 오래된 간에 오직 부처님만이 

웃고 계시는 풍경은 직 으로 언술할 수 없는 시인의 무의식이 표출된 

것이다. 고즈 하고 한가로운 이 간은 조지훈이 느끼고 있는 실의 번

잡함에서 비껴나고 싶은 무의식의 발 이라 할 수 있다. 하고 한 

부처님의 향 아래에서 서역 만리 먼 곳에서는 모란이 지고 있다. 이 둘의 

상 성은 불교  선의 경지로 읽힌다. 시가 하고 있는 풍경 속에는 아무

런 갈등  요소를 발견하기 어렵다. 평화로운 간의 한 모습이 앞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세계는 모란이 지는 어느 세계와의 련성 

속에서 의미를 지닌다. 노을이 지는 녁시간 모란이 지는 이 짧은 표 에

서 이미지를 통한 시인의 심리  소통은 분열된 자아의 측면에서 요한 

30) 권성훈, 앞의 책,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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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상 성이 없어 보이는 두 이미지의 병치는 시  주

체의 무의식  분열상을 뜻하며 이를 통한 자아 인식의 동질감  요소는 

이 시가 보여주는 힐링 요소가 된다. 실 속의 자아와 그 자아가 추구하는 

이상  세계의 괴리에서 오는 이러한 정서는 감정을 이하면서 그것에 동

화되는 통합을 경험하게 한다.

｢山房｣은 정(靜)의 세계와 동(動)의 세계를 나란히 병치한다. ｢古寺1｣

에서 보인 간결한 시 형식을 유지하면서 한 연 혹은 두 연이 하나의 이미지

로 포착된다. 닫힌 사립과 꽃잎, 집과 물소리, 미닫이와 꿀벌, 바 와 이끼 

등으로 제시되는 이미 리(imagery)는 강한 생명의 의식을 발산한다. 제

목이 ‘산방’인 것은 시  주체의 치 때문이며 시  주체가 시선을 주는 

이미지들의 결합이 생성되는 곳이기도 하다. 시  주체는 이 생명의 공간

에 있지 못하며 방 안에서 바라보는 찰자의 처지에 있다. 그가 찰한 

것은 무한한 생명의 욕망에 한 의지다. 마지막 연에서 작은 생명체인 고

사리의 새순이 바람에 도르르 말리는 것은 외부의 향에 민감하게 자신을 

방어하는 연약한 자아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정 동으로 표 된 다른 사

물들이 강력한 생명의 의지라면 연약한 고사리의 작은 움직임은 생명의 욕

망을 표 하는 시  주체의 상 물이 된다. 연약한 생명의 자기 시를 시

 주체는 자신의 분열된 자아로 의식하게 된다. 그러나 실은 그 생명의 

공간에서 함께 참여하여 자신의 생명의 욕망을 서로 공유하지 못하는 상황

에 처해있다. 시인이 표 하는 시  주체의 분열된 자아상은 독자의 무의

식을 깨우고 자아와 세계의 소통을 지향하게 한다. 이것은 이미지의 지각

이 정신의 재 이기 때문이다. ｢芭蕉雨｣에서 “들어도 싫지 않은 물소리”와 

“날마다 바라도 그리운 산”을 마주한 시  주체는 자연 속에서 생명의 강

한 의지를 함께 나 고 싶은 무의식  욕망을 표 한다. 이 때 시  주체의 

이미지 역시 분열된 자아의 통합을 바라는 상 물로서 기능한다. ｢落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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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꽃이 지는 아침은 물고 싶어라”고 한 것 역시 존재론  슬픔을 견뎌야 

하는 자아의 분열상을 발견하고 이에 한 통합의 의지가 시 속에서 발

된 것임을 확인하게 된다.

조지훈의 시에서 발 된 힐링 요소는 그가 표 하고 있는 통에 한 

천착과 련되어 있다. 통은 그 통이 발 되는 과정 속에서 민족  동

질감을 갖게 하면서 완 하고 온 한 공간에 한 갈망을 동시에 추구하게 

된다. 이는 조지훈 시의 통이 재  의미를 발견하려는 새로운 통으

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 세상과 소통하려는 무의식의 발 이 이미지에 

치 하게 하 다. 이미 리의 경화를 통해 조지훈은 분열된 자아의 합일

을 가능  하고 있어서 시  주체와 감정의 이라는 힐링 시학의 가능성

을 보여 다.

Ⅳ. 화합과 생명을 통한 공동체 회복-박두진의 시

박두진은 스스로가 당시의 시단과 자신의 시  경향성을 결부시켜 “부

정 이고 허무 인 심연에서 뛰어나와 보다 기차고 억세고 끝까지 밝은 

소망”31)을 표 하기로 했다고 술회한 바 있다. 정지용이 �문장� 3호에서 

“깊숙이 숨었다가 툭 튀어 나오되 호랑이처럼 무서운 시인”을 기다리다 만

31) 박두진은 “당시의 우리 문단  실정으로는 모두가 무 망 이고 무기력하고 암담

한 물에 비비거리는 소리들만 웅얼거리고 있는 것을 싫어한 나머지, 나는 으나마 

이러한 모든 부정 이고 허무 인 심연에서 뛰어나와 보다 기차고 억세고 끝까지 

밝은 소망을 기다리자는 정신, 즉 우리가 가질 바 하나의 원한 갈망과 원과 동경

의 정서를 확립하는 바탕으로 자연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고, 거기에다 새로운 생명

을 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 다. 박두진, �시인의 고향�, 범조사, 1959, 

p.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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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시인이 박두진이라 한 것도 그의 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목이다. 

그가 창작한 시들은 종교  상상력에 기  기독교  이상향을 그리고 있는

가 하면 뚜렷한 선․악의 상징성을 바탕으로 선의 승리를 지향하는 정

인 세계 과 연결되어 있다. 그의 시가 종교 이고 정 인 세계 과 연

결될 때 이는 지상의 문제를 무화하고 보편 인 화해의 세계를 지향하게 

하는 희망과 기 의 자기표 이 된다. 실 안에서 편화되고 상처 받은 

자아는 그 세계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린다. 그 기다림이 박목월의 시처럼 

부정 인 세계와 맥 될 때 그의 시는 인간의 존재론  슬픔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 발 되는 힐링 요소는 공감으로 기능하지만 그것이 

희망과 기 의 표 으로 치될 때 독자는 세계와 자아의 화합을 모색하게 

된다.

아랫도리 다박솔 깔린 山 넘어 큰 山 그 넘엇 山 안보이어 내마음 둥둥 

구름을 타다.

우뚝 솟은 山, 묵 히 업드린 山. 골골이 長松 들어섰고, 머루 다랫넝쿨 

바  엉서리에 얼켰고, 샅샅이 떠깔나무 윽새풀 우거진데 구리, 여우, 사슴, 

山토끼, 오소리, 도마뱀, 능구리等, 실로 무수한 짐승을 지니인,

山, 山, 山들! 累巨萬年 히들 沈黙이 흠뻑 지리함즉 하매,

山이여! 장차 희 솟아난 우리에, 업드린 마루에, 확 확 치 어 오를 

火焰을 내 기다려도 좋으랴?

피ㅅ내를 잊은 여우 이리 등속이 사슴 토끼와 더불어 싸리쑨 칡순을 찾아 

함께 즐거이 뛰는 날을 믿고 길이 기다려도 좋으랴?

- ｢香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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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흰 옷을 입고 오십시요  에 활작 해 이 부시듯 그 게 희고 

빛나는 옷을 입고 오십시요.

달 밝은 밤, 있는것 다아 잠들어 괴괴-한 보름 밤에 오십시요. ……빛을 

거느리고 당신이 오시면 밤은 밤은 永遠히 물러간다 하 으니 어쩐지 그 마즈

막 밤을 나는 푸른 달밤으로 보고 싶습니다. 푸른 月光이 시에 활닥 화안한 

다른 光明으로 바 어지는 그런 장엄하고 이상한 밤이 보고싶습니다.

속히 오십시요. 정녕 다시 오시마 하시었기에 나는 피와 물의 여러 서른 

사연을 지니고 기다립니다.

흰 薔薇와 百合꽃을 흔들며 맞으오리니 반가워 물 머 고 맞으오리니 

당신은  같히 흰 옷을 입고 오십시요.  에 활작 햇살이 부시듯 그 게 

희고 빛나는 옷을 입고 오십시요.

- ｢흰 薔薇와 白合꽃을 흔들며｣ 문

처참한 밤이다. 그러나 하늘엔 별- 별들이 남아있다. 날마다 아직은 해도 

돋는다. 어서 오 라.…… 황페한 땅을 새로  이루고 는 나와 씨앗을 뿌리

자. 다시 푸른 산을 이루자. 붉은 꽃밭을 이루자.

정정한 푸른 장생목도 으고 한철 났다 스러지는 일년 도 으자. 잣나

무 오얏 복숭아도 으고 들장미 석죽 산국화도 으자. 싹이 나서 자라면 

이어 붉은 꽃들이 피리니……

새로 푸른 동산에 빛 새가 날러 오고 붉은 꽃밭에 나비 꿀벌 떼가 날러들

면 는 아아 그때 나와 얼마나 즐거우랴. 섧게 흩어졌던 이웃들이 도라오면 

는 아아 그때 나와 얼마나 즐거우랴. 푸른 하늘 푸른 하늘아래 난만한 꽃밭

에서 꽃밭에서 는 나와 마주 춤을추며 즐기자. 춤을추며 노래하며 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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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며 즐기자. ……어서 오 라…….

- ｢푸른 하늘 아래｣ 부분

박두진의 기 시에는 산을 상으로 한 작품이 많다. �청록집�에 실린 

작품에서도 산과 자연을 상으로 한 작품이 다수 발견된다. ｢香峴｣은 화

합의 세계를 지향하면서 시  주체의 기다림의 자세를 정립하고 있는 작품

이다. 이 시에서 ‘산’은 온갖 나무와 무수한 짐승을 지니고 있으면서 오랜 

세월 침묵으로 일 해 온 산이다. 그런데 이제 그 침묵이 “흠뻑 지리함즉 

하매” 산은 ‘화염’을 기다린다. 그 화염은 “함께 즐거이 뛰는 날”을 가져올 

실의 변화요, 명이다. 이 시를 시  배경과 련지어 고려할 때 국권

을 상실한 실을 타개하고 나라를 되찾을 그 날을 기다린다는 것으로 해

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굳이 시  배경과 련짓지 않더라도 이 시는 침

묵으로 일 하는 산의 태도의 변화를 통해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화합의 

세계를 지향한다. 이 시의 기 에는 실에 한 부정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그 부정  실을 인식하는 상이나 방법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

다. 따라서 시  주체가 이후 보이게 되는 기다림이 “확 확 치 어 오를 

화염”이라는 념 인 표 으로 치환되고 만다. 실의 모순을 보다 구체

화된 언어로 표 하지 못한 것은 그의 시에 나타나는 념  세계인식에 

기인한 것이다. 다만 ‘침묵’하고 있는 역사인 ‘산’의 변화를 기다리는 정

인 태도에서 기다리면 언젠가는 세상과 화해하고 상처를 극복할 수 있다

는 화합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흰 薔薇와 白合꽃을 흔들며｣는 ｢香峴｣

의 ‘화염’에 한 구체 인 상으로서 인물을 상정하고 있다. 이 시의 실 

역시 ‘밤’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그 밤은 “다아 잠들어 괴괴-한 보름 밤”으

로 이미지화 된다. 이런 부정 인 실을 타개할 ‘당신’에게 시  주체는 

희고 빛나는 옷을 입고 빛을 거느리고 오기를 바란다. 시  주체는 “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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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여러 서른 사연을 지니고” 당신을 간 히 기다린다. 앞의 시가 부정

 실 인식이 념 이고 시  주체의 인식의 환 역시 념 이라는 

한계를 보 다면 이 시의 기다림은 보다 희생 으로 그려지면서 간 함을 

더해 주고 있다. 시  주체의 희생을 담보한 기다림은 부정  실 인식 

이후 주체의 자세를 확립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자아와 세계의 

결이라는 기본  구도에서 자아의 태도를 규정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자

아가 실을 견딜 힘을 얻게 된다는 측면에서 힐링의 의미를 획득한다. 밤

과 같은 실이지만 거기에는 이 험난한 실을 타개할 어딘가에 당신이 

있다는 안도감을 주게 된다. 이와 같은 세계인식은 ｢푸른 하늘 아래｣에서

도 확인된다. 앞의 두 편의 시가 화합의 날을 비하는 시  주체의 태도에 

심을 두고 있다면 이 시는 ｢흰 薔薇와 白合꽃을 흔들며｣에서 ‘당신’이 

오기 한 비와 온 후 느끼게 될 행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심이 있

다. 처참한 밤이지만 꽃밭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의 별이 남아 있다. 이에 

시  주체는 장생목, 일년 , 잣나무, 오얏, 복숭아, 들장미, 석죽, 산국화 

등 무수한 화 와 나무를 심자고 한다. 이 기다림의 자세는 앞서 보여  

념의 자세에서 보다 구체화된 기다림의 자세다. 화합의 세계에 한 염

원을 단순히 외부에서 불쑥 나타나는 무언가에 의지하지 않고 이를 해 

비하려는 자세를 이 시는 보여 다. 이후 완성된 꽃밭에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은 더없이 행복하게 그려진다. 화합의 장을 만들어가는 이와 

같은 시  주체의 태도는 실에 비하며 자신을 희생하고 함께 실의 

모순을 이겨나가고자 하는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한다. 부정  세계를 극복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함께 세상을 바꾸어가려는 극 인 자세를 요구한다. 

｢어서 는 오 라｣에서 실의 모순이 해결된 뒤 떠났던 사람들을 함께 

모아 “옛날을 옛날을 딩굴어 보자”고 하는 구 은 이와 같은 화합을 해

서 실의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 다. 모순을 극복을 한 자아의 자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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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이게 하는 것이 이 시가 보여주는 힐링의 가치라 할 수 있다.

北邙 이래도 잔디 기름진데 동그만 무덤들 외롭지 않어이.

무덤속 어둠에 하이얀 髑髏가 빛나리. 향기로운 주검의ㅅ내도 풍기리.

살아서 설던 주검 죽었으매 이내 안 서럽고, 언제 무덤 속 화안히 비춰  

그런 太陽만이 그리우리.

잔디 사이 할미꽃도 피었고 삐이 삐이 배, 뱃종! 뱃종! 메ㅅ새들도 우는데 

볕 포군한 무덤에 주검들이 었네.

- ｢墓地 ｣ 문

진달래 붉게 피고,/두견새며 녹음 따라/꾀꼬리도 와서 울고 하면,/숲은, 새

색시 같이/즐거웠다.

욱어진 녹음 에 오락 가락/검은 구름떼가 몰리고, 이어, 성난 하늘에,/우

루루루 천둥이며, 비바람에, 란 번개ㅅ불이 질리고 하면,/숲은 후둘 후둘 

무서워서 떨었다.

찬 비가 내리곤 하다가,/이윽고 하늘에 서리ㅅ발이 서고,/찬바람에 우수수

수  나무ㅅ잎들이 떠러지며,/달밤에, 귀뚜래미며 풀버 들이 울고 하면,/

숲은 쓸쓸하여, 숲은, 한숨을 짓곤 짓곤 하 다.

부우연 하늘에서/함박 이 내리고,/  에 바람이 일어,/ 포래가 휩쓸

고,/카랑 카랑 맵게 칩고,/달이며, 별도 얼어 떨고,/부헝이가 와서 울고 하면,/

숲은 웅숭그리며,/오도도 떨며, 참으며,

하얀 에서,/한밤내- 울었다.

- ｢숲｣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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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떨기 고운 들薔薇를 꺾어/나는 勳章처럼 가슴에 달아본다.

흐르는 물소리와/산드러운 바람결

가도 가도 싫지 않은/푸른 숲속 길.

아모도 나를 알어 찾아주지 않어도,/내사 이제 새삼 외로울리 없어……

五月의 하늘은/가을보다도 맑고,

보이는 곳은 다아 나의 靑山/보이는 곳은 다아 나의 하늘 이로세.

- ｢푸른 숲에서｣ 부분

박두진의 시세계가 정 인 화합의 세계를 지향한다고 할 때 자연에 

한 태도에서 발 되는 생명에 한 의식은 손상되지 않은 원형질의 세계

를 복원하고자 하는 생명의식으로도 표출된다. 이 원형질의 복원은 그가 

가진 생태학  상상력으로 볼 수도 있으며 기독교  세계 에 바탕을 둔 

메시아  세계에 한 갈망으로 볼 수도 있다. 어떤 쪽에서 바라보든 자연

과 생명의 원형질의 회복에 한 기 는 그의 시가 주는  다른 의미요소

가 된다. ｢墓地 ｣은 표면 으로 생명의 시학과는 멀어 보인다. 오히려 인

간이면 구나 겪게 되지만 자아는 스스로 그것을 인식할 수 없는 ‘죽음’에 

한 찬으로 읽힌다. 그러나 이 시의 기 에는 생명의 역동성이 역설

으로 깔려있다. 잔디 기름진 곳에 무덤이 몇 개 모여 있다. 시  주체는 

그 무덤 속 주검이 서러움 없이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고 있다고 상상한다. 

한 무덤 주변의 할미꽃과 멧새들이 이 무덤을 호사롭게 지켜주고 있으므

로 볕 따스하게 내려 포근한 정경이라 한다. 주체와 타자의 완벽한 이별

이라는 죽음이 망에서 오는 애상  정서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죽음이 완벽한 타자와의 단 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 시

의 주검은 외로이 워있는 상황이 아니다. 공동묘지처럼 여러 명의 주검

이 함께 워있는 공간이다. 한 무덤 주변 역시 다양한 생명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공동체의 장으로 그려진다. 즉 하나의 생명이 죽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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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와의 완 한 단 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에 참여하는  다른 형태의 

생명으로 치된다는 의식이 내면에 깔려 있다. 이 게 볼 때 이 시는 죽음

조차 외롭거나 슬  것이 아니라는 극단의 정  세계 이 표출된 시라 

할 수 있다. 독자는 이 시를 통해 죽음조차 외롭지 않을 수 있다는 공동체

 인식을 바탕으로 타자와 자아와의 소통이 요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숲｣은 숲이라는 념  기표에 수많은 기의를 수렴하는 생명 의식의 

시다. 이 시에서 숲은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존재한다. ‘즐겁고, 무섭고, 한

숨 짓고, 울’ 수 있는 숲은 자신이 가진 무수한 생명의 환경에 따라 자신의 

감정이 바뀔 수 있는 공동체의 정서를 반 한 알 고리다. 숲 속의 무수한 

생명은 숲에게 하나하나 소 하지 않은 것이 없다. 왜냐하면 각각이 처하

게 되는 상황에 따라 숲의 마음은 계속 변하기 때문이다. 숲이 즐거운 때는 

“진달래 붉게 피고/두견새며 녹음 따라/꾀꼬리도 와서 울고 하면” 즐겁다. 

추운 겨울이 가고 날이 와서 세상이 생명으로 가득한 때에 숲은 더 없이 

행복하다. 숲 속의 모든 존재가 서로의 온기로 화합하고 있을 때에 숲은 

행복하다. 그러나 비바람이 몰아치고, 서리가 내리고 결국 까지 내리게 

되면 숲은 ‘무섭고’ ‘한숨짓고’ ‘울고’ 만다. 계 의 순환이라는 순리를 거스

르는 것이 아니라 숲의 가장 행복한 때와 행복하지 않은 때를 비하여 

숲이라는 존재가 작은 생명의 슬픔에도 함께 반응하고 있다는 공동체  의

식 상 물이라는 을 이 시는 잘 보여주고 있다. 시가 주는 힐링 요소는 

여기에서 발 된다. 자아의 억압된 심리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군가와 

함께 느끼고 슬퍼하고 있다는 감정의 소통이야말로 가장 큰 의미의 힐링 

요소다. 이는 숲과 숲을 이룬 생명들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식에서 비롯

되었다.

｢푸른 숲에서｣는 시  주체가 느끼는 자연과 생명에 한 사랑이 표면화

되어 있다. ‘들장미’를 하나의 ‘훈장’으로 느끼고, 숲속 길은 “가도 가도 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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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며, 아무도 없어도 이들과 함께 있기에 “새삼 외로울리 없”다고 

느끼는 시  주체는 모두가 다 자신의 ‘청산’이고 ‘하늘’이라는 생명지상주

의의 태도를 보이기까지 한다. 시  주체의 자연과 생명에 한 태도는 자

연을 인간이 이용하여 살아가야 하는 실에서 이상 인 태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훼손되고 상처받은 자아에게 자연의 생명력은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 다. 인간과 자연을 생태계의 큰 테두리 안에서 인식할 때 

이러한 상처 치유의 생명력은 자연이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될 것이다. 

여기서 자연의 생명력을 인식하는 자아가 가능하려면 인간과 자연이 평등

한 존재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평등성은 이른바 생태학  상상

력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이를 통해 인간은 자연의 소 함을 알고 함께 

공존해야할 공동체로서의 자연을 인식하게 된다.

박두진의 시는 자아의 구체  기다림의 자세와 이후 공동체 복원을 꿈

꾸는 화합의 장으로 나타난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야 하는 평등한 존재

라는 생태학  인식 에 공동체의 범 를 확장하여 모든 생명의 동질성을 

부여한다. 그의 시에 나타나는 정 인 세계 과 한 이미지의 시  

언술은 그의 말처럼 희망의 메시지를 표 하겠다는 의지의 소산이다. 이를 

통해서 부정  실을 견뎌야 하는 주체들은 공감하게 되고 나아가 화합할 

수 있는 의지를 발견하게 된다.

Ⅴ. 결론

힐링(Healing)은 그동안 ‘치유’로 번역되면서 정신  상처의 치료까지 

포함하는 용어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최근 치유와도 변별되는 의미상의 

차이를 내포하고 있어서 이에 한 정리가 필요하다. 통서정시의 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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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힐링 요소를 효과 으로 내포하고 있는 �청록집�을 상으로 힐링 

시학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 다.

힐링은 인간과 인간의 계성에 주목하면서 타자에 의해 손상된 계성

을 회복하는 정신  역의 활동과 함께 일상의 스트 스를 해소하고자 하

는 의미를 포함하게 되었다. 자아의 손상된 (靈)은 그 손상의 원인을 밝

히는 근본 인 작업과 함께 그 원인을 제거하고 새롭게 형성되는 타자와 

자아와의 건강한 계성을 유지하는 것을 통해 극복된다. 이를 가능  하

는 것이 힐링이다.

박목월은 이별과 인간의 존재론  외로움을 견디는 슬  주체의 모습을 

효과 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심리  안정과 공감을 통한 정서 순화를 돕는

다. 박목월의 시의 주제의식이 이별 뒤의 자아가 느끼는 외로움의 정서일 

때 존재론  고독감을 함께 느끼면서 그 안에 동질감을 얻게 된다. 한 

통 으로 익숙한 3음보 심의 시상 개를 통해 정서  안정감과 심리

 편안함을  수 있어서 힐링으로서 가치가 높다.

조지훈의 시에서 발 된 힐링 요소는 그가 표 하고 있는 통에 한 

천착과 련되어 있다. 통은 그 통이 발 되는 과정 속에서 민족  동

질감을 갖게 하면서 하나의 온 한 원형에 한 갈망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조지훈의 시 통이 재  의미를 발견하려는 새로운 

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 세상과 소통하려는 무의식의 발 이 이미

지에 치 하게 하 다. 이미 리의 경화를 통해 조지훈은 분열된 자아의 

합일을 이루고자하며 시  주체와 감정의 이를 가능  한다.

박두진은 자아의 기다림을 통한 화합의 장이라는 측면에서 힐링으로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면서 평등한 존재라는 생

태학  인식 에 공동체의 범 를 확장하는 것으로 힐링 요소를 발 하고 

있다. 그의 시에 나타나는 정 인 세계 과 한 이미지의 시  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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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의 말처럼 희망의 메시지를 표 하겠다는 의지의 소산이다. 이는 박

두진의 시를 힐링의 차원에서 보다 가치 있게 하는 의미요소가 된다.

힐링의 열풍이 한국 사회의 부정  측면을 반 하는 것이라는 에서 

힐링 열풍은 그다지 반가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미 무수한 정신  외상

을 안고 살아가는 주체들을 치유해야 하는 것이 시  요구이며 이 에서 

오히려 보다 극 으로 ‘힐링’에 한 심이 요구되는 시 이라 할 수 

있다. �청록집�은 그러한 차원에서 인간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힐링 시학으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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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Meanings of Cheongrokjip 

from the Perspective of Healing

Son, Min-Dal

Healing, which has been translated into "치유(treatment)" in Korea, has 

settled down as a term encompassing even the treatment of mental wounds. 

However, there is a need to sort out differences in its connoted meanings 

distinguished from treatment. This study thus set out to investigate the 

values of Cheongrokjip effectively connoting the healing ele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healing.

Healing has evolved to include the meanings of relieving daily stress along 

with the mental activities to restore the damaged relationships with others 

with a focus on relationships between people. The damaged soul of ego can 

be treated by fundamentally identifying the causes, eliminating them, and 

maintaining healthy relationships with others.

Park Mok-wol effectively shows the aspects of a sad subject that endures 

the ontological solitude of separation and man, thus assisting the emotional 

circulation through psychological stability and sympathy. He also offers 

emotional stability and psychological comfort by developing his poetical ideas 

around the traditionally familiar three Eumbos, thus claiming high healing 

values.

The healing elements found in the poetry of Jo Ji-hun are related to his 

attachment to the tradition, which makes people feel the national homogeneity 

in the process of its manifestation and also seeks after the yearning for a 

single complete archetype. It further makes the manifestation of uncons- 

ciousness trying to communicate with the world go inclined toward images. 

Jo enables the unity of separated egos and the transference of poetic subjects 

and emotions by putting imagery in the fore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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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ealing values of Park Du-jin are found in the aspects of venue for 

harmony through the ego's waiting. He also manifests his healing elements 

by expanding the scope of community based on the ecological awareness that 

nature and man are equal beings in coexistence. As he said, his positive world 

views and poetic elaboration of vast images in his poems are the result of 

his determination to express a message of hope.

Key Word : Cheongrokjip, healing, treatment, Park Mok-wol, Jo Ji-hun, 

Park Du-jin, sympathy, integration,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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