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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930년대는 우리 현대문학사에서 역동적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시대이다. 이에 

김현승(1913∼1975)은 1930년대 시단에 등단하여 1970년대 중반까지 자기의 시세계를 

독특하게 구축해온 시인으로 평가된다. 

김현승의 시세계는 윤리성을 기반으로 ‘고독’의 문제를 시로 승화시켰으며 그의 신념

과 의지는 인간적인 고뇌와 정신적인 가치로서 ‘양심’을 해명하고 있다. 이러한 윤리성은 

내면 중심의 상상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간적인 차원에서 인간정신을 옹호하고 있으며, 

고독의 원리를 새롭게 인식하게 한다. 그리하여 그는 시인의 사회적 이상으로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며, 이때의 사회 정의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인간의 본질을 

실현하는 과정과 연관되어, 사회 정의와 실현을 위한 ‘양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내면적인 ‘고독’이 함축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고독’에 대한 천착은 부조리한 역사적 

현실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정의를 수호할 수 있는 투사적 의지의 발로이며, 고독을 통해

서 자신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 연대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로서 인간의 본질적 

 * 동신대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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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 도달하게 된다. 

존재의 소리로서의 ‘양심’은 고독 속에서 신앙과 양심이 공존하면서 신적인 세계와 

인간적인 세계를 매개하는 통로로 작용한다. 그의 ‘고독한 양심’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를 극복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견제기능으로서 양심은 윤리적 행동을 규율하는 근원

적인 원리이며, 그것은 고독의 계기를 통과한 다음에 사회적인 자아의 윤리성을 형성한

다.

양심의 소리로서의 ‘고독’은 신성을 향한 의지와 자유를 향한 ‘양심’이 공존하는 것이다. 

김현승의 고독은 신앙으로부터 소외된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능동적인 행위로서 

신과 인간의 경계선상에서 갈등하는 인간적인 고독이며, 가장 견고하고도 순수한 경지인 

초월적 경험을 예비하는 내면의 고독을 통해서 윤리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듯 여기에서 발현되는 ‘양심’, 특히 고독을 통해서 도달하게 되는 양심은 인간다운 

삶을 향하여 사회정의를 욕망하는 사람들간의 연대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현재적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무기로써, 비양심이 지배하는 시대의 대응책으로써 ‘고독’

과 ‘양심’은 자신을 끌고 가는 힘이다.

주제어 : 김현승, 윤리성, 고독, 양심, 신앙, 구원, 무기 

Ⅰ. 서론

우리 현대문학사에서 1930년대는 역동적이면서도 열린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이러한 1930년대 시단에 등단한 김현승(1913∼1975)

은 일제에 의한 절필기간을 거쳐 1970년대 중반까지 자기의 시세계를 독특

하게 구축한 시인이다. 1930년대는 근대시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적 

경향들이 분출되었으며, 시단 전반에서 순수문학과 서구 이미지즘이 중심

이 된 모더니즘 운동은 시인들로 하여금 ‘미적 근대성’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로 김현승 또한 이미지즘의 창작 기법을 고려한 모더니즘 방법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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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그의 시가 현대문학사에 위치를 점할 수 있는 사

상적 깊이와 인간의 본질을 해명하는 데 개연성을 제공해 준다고 보는 것

이다. 

먼저 김현승에 대한 논의들을 일별해보면 주로 기독교적 종교의 관점, 

인간적인 고독의 관점, 이미지나 스타일의 관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연구의 범위들을 접근함에 있어서 김현승의 시세계는 한국시의 발

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고독을 통해 인간적 고뇌를 시로 승화시

킨 시인으로서 한국 시의 고독 관련 시편들의 상당 부분을 김현승의 시적

탐구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기독교적 종교

에서 비롯된 구원의 특성만을 언급해놓은 점을 간과할 수 없으며, 그것은 

내면을 움직이는 동력으로서 김현승 시의 윤리적인 측면을 해명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다. 종교적 믿음이나 기독교적 세계관이 한 인

간의 정신사를 규정한다면 그것은 한 시인의 시세계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획일적인 탐구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김현승의 

시세계를 깊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시작품을 분석하기에 앞서 종교적인 측

면과 시세계의 관련성을 아울러 검토해보고 또한 시세계의 지향성을 시적 

상상력의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이 유용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김현승은 인간적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하여 신념과 의지1)를 형상화한 

시인으로 그 내면에는 세속적인 물욕을 벗어난 정신적인 가치2)를 정결하

게 역설하고 있다. 그것은 일제 강점기의 경험이나 한국전쟁, 또는 4․19, 

5․16, 유신 등의 민족사적인 사건들이 그의 시에 절제된 언어로 표출되며, 

그의 철학적 사색과 주지성에 기인한 실존적 사유가 존재생성의 힘으로 나

타나게 된다. 그리하여 현실 지향의 역사적, 이념적인 언어들을 ‘관념’ 속에

 1) 김윤식․김현,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 1989, p.279.

 2) 최동호, �한국현대시의 정신사�, 열음사, 1985, pp.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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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신의 체험이 곧 관념이며 이를 형상화하였고, 현실에 맞설 수 있는 

시적 방법론을 ‘양심’으로, 또는 종교적 가치로 승화시켰다. 이러한 정신적 

요소들이 문학적인 양식을 통해 현재화되었을 때 생명력을 갖게 되며, 김

현승의 시적 양상은 언어감각을 통한 삶의 관조적인 태도를 지향3)하는 데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그리하여 관념과 감각이 고도로 융합된 긴장감4)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김현승의 시는 현실의 비극적 양상을 자각하고 

현실에서 기원한 방법적 긴장 의식을 시적 언어에 투사했으며, 욕망이나 

권력에 의해 좌우되던 시대에 청교도적 자세와 삶의 본질에 대한 성찰적인 

태도로 간접화되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김현승의 시적 측면과 사상적인 

관점은 그의 본질적인 가치의 세계를 탐구하고자 하는 윤리의식에서 비롯

된 것이며 이를 해명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Ⅱ. 내면을 움직이는 존재론  동력

김현승의 시세계를 조망해볼 때 현대문학사에 그 위치와 위상이 높이 

평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지점에서 우선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

는 김현승의 종교와 시세계에 관한 논의이다. 그것은 그가 줄곧 신앙과 시, 

인간의 관계를 천착해온 관계로 시작품에 내재되어 있는 종교 사상과 시적 

상상력의 발원지를 탐색해 보는 것이 우선적으로 제기되어야 할 문제이다.

나는 국한된 종교시를 쓰기 위하여 종교의 세계를 시의 대상으로 삼은 것

 3)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1945∼2000�, 민음사, 2011, pp.172-173 참조.

 4) 문덕수 외, �문학일반의 이해�, 시문학사, 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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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결코 아니다. 나는 다만 나의 삶에서 가장 절실하고 가치있는 문제를 시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나의 생활과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독교에 관심을 집중

하게 된 것 뿐이다. 뿐 아니라, 종교의 세계는 인간의 어떤 국한된 일부의 세계

가 아니라, 삶의 근원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보편

적인 세계라고 생각한다.5)

위의 인용문을 정리해보면, “국한된 종교시를 쓰기 위하여 종교의 세계

를 시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며, “가장 가치 있는 문제가 시의 대상”

이라고 말하고 있다. 거기에다 “기독교에 관심을 집중”하게 된 것이다. 그

리하여 “종교의 세계”는 “삶의 근원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세계”라는 것이다. 또한 “시인들은 왜 시를 쓰

느냐?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절실한 것을 표현하려고, 이것을 강렬

하게 나타냄으로써 자기 자신을 표현하려고 시를 쓴다.”6) 여기에서 박두진

의 경우에도 “나에게 있어서 신앙시와 신앙시가 아닌 시의 구별이 불가능

한 시, 시가 곧 종교적 신앙에 바탕하고 그 미학을 성취하는 것, 종교적 

신앙 체험이 곧 시적 체험, 바로 그것일 수 있는 궁극적 일치의 시를 원하

고 있다.”7)이처럼 자신의 시적 체험이 종교적 체험과 일치하는 것으로 시

인들 또한 가장 가치 있는 세계가 시의 대상이며, 종교의 세계 또한 가치 

있는 삶과 함께 융합된 것이다. 

문학 작품에서 특정 종교와의 관련성을 가질 때 그것을 통칭하여 ‘종교 

문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러한 종교 문학의 하나인 기독교 문학은 역사

적, 이념적, 윤리적 기반 위에 문학이라는 감각적이고 체험적 양식이 하나

 5) 김현승, ｢나의 文學白書｣, �김현승 전집2�, 시인사, 1985, p.279. 이하 이와 같은 산문 

인용 시 쪽수만을 밝힘.

 6) 김현승, ｢쓴다는 것의 의의｣, 위의 책, p.315.

 7) 박두진, �시적 번뇌와 시적 목마름�, 신원출판사, 1996, p.86.



586  韓民族語文學 第68輯

의 작품으로 결합되어 인간관이나 우주관, 그리고 이념 등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기독교는 항일민족운동이나 자주독립, 근대지향적인 영향 아래 한

국 민족사를 드러낸다. 이러한 변천과정 속에 외래 사조의 모방과 답습으

로 인해 한국적 정체성은 혼란이 오기도 하고, 기독교는 지적 성찰보다는 

감성적으로 흘러가기도 했다. 하지만 김현승은 관념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

고 사상과 형상을 통한 시적 지성을 천착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서정과 감

각을 주지의 시로 표현하였으며, 정지용, 김기림, 엘리엇, 릴케, 발레리, 엘

리아르 등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

종교적 상상력에서 배태된 김현승의 시세계는 진정한 존재 생성의 체험

을 의미하며, 그러한 지향점은 보편적인 이미지로써 융의 집단무의식8)과

도 연관성을 보인다. 이는 우리가 오랜 경험을 통해 저장된 기억으로써 생

득적인 양식의 일부이며, 김현승 시가 가지고 있는 시적 상상력으로써 문

학 텍스트 안에 내재된 창조적 가치이기도 하다. 문학적 사유에 있어서 상

상력이야말로 인간과 세계의 차원이며, 물질과 정신을 비롯하여 이성과 감

성의 매개적 능력을 발휘하는 근원적 요소이며, 김현승 시에서 발견되는 

의미의 다층성9)은 이러한 원초적 이미지가 발현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김현승의 시세계는 일관성을 좌우하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인간정신을 

옹호하기도 했으며, 신을 떠난 고독의 세계의 원리를 새롭게 인식하게 한

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품에 내재된 윤리의식의 변이인 윤리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윤리성은 올바른 “존재 방식의 추구에 의한 것이며, 행위의 지

혜”10)를 뜻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김현승 시에 있어서 시적 상상력을 불러

일으키는 본연의 윤리의식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살펴보면 “시인만큼 

 8) 곽광수․김현, �바슐라르 연구�, 민음사, 1981, p.25.

 9) Gaston Bachelard, 곽광수 역, �공간의 시학�, 동문선, 2003, p.83.

10) Alain Badiou, 이종영 역, �윤리학�, 동문선, 2001. 2001,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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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회 안에서 이상을 동경하고 이 세상에 접근하려는 철부지도 없을 것

이다. 문학은 이 이상의 척도로서 사회 안의 온갖 불합리와 불의를 비평하

고 묘사하지 않을 수 없다.11)는 사회적 이상으로써 사회 정의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인간의 본질을 실현하는 과정으로써 이러한 행위의 근저에 

‘양심’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윤리는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선험적 능력

이자 동시에 판단의 궁극적인 원리”12)라는 바디우의 말처럼 김현승 시는 

실천적 존재를 선의 표상에 종속시키는 이른바 사회 정의와 실현을 위한 

양심,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윤리의식이 내부와 외부에서 

변증법적 측면을 이루는 것이다. 본래적으로 김현승은 일제 강점기에서부

터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었지만 현실에 더욱 적극적 관심을 표

명한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이때부터 그는 역사와 윤리의 문제를 탐구하

게 되고, 민중과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그 결과 그의 시는 더욱 

사변적인 면을 강조하게 된다. “양심은 너무도 존귀하고 너무도 신성에 가

득 차 있”13)어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양심과 순수함으로 대처한다

는 아도르노의 말처럼 “서정시는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그 사회에서 일어

나는 불화(不和)의 순간을 그 자신에 내포한다”14)와 같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인이다. 그것은 자신의 끊임없는 물음을 통한 이상을 실현하려는 

‘양심’의 표현이며, 인간성 회복의 근본적 조건인 ‘신성’과 ‘자유’를 상기하

고 있다.15)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신성’과 ‘자유’는 분리된 현상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이 살아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11) 김현승, 앞의 책, p.143.

12) Alain Badiou, 이종영 역, 위의 책, p.15.

13) 김현승, 위의 책, p.278.

14) 김주연, ｢아도르노의 문화사회학｣, �예술과 사회�, 민음사, 1979, p.189.

15) ｢신성과 자유를｣, ｢자유의 양식｣, ｢상상법｣, ｢1960년의 연가｣ 등의 작품들에서 역사

적 주체에 대한 자각과 자유를 향한 열망이 표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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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승의 시에서 자연에 투사된 내면성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독’에 

대한 천착으로 이어진다. ‘고독’의 경험은 부조리한 역사적 현실을 올바르

게 파악하고 정의를 수호할 수 있는 투사적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의 ‘고독’은 인간적 세계와 신적인 세계를 동시에 포괄하는 장소이

며, 거기에는 ‘신성’을 지향하는 신앙과 ‘자유’를 향한 인간적 양심이 갈등

의 형식으로 공존하게 되는 특징을 갖는다. 그리하여 오히려 ‘고독’을 통해

서 자신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넘어선 구원의 통로가 개방되는 

것이고, 타자와 연대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적 세계에 도달하게 된다.

Ⅲ. 존재의 소리로서의 양심

김현승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또는 4․19를 거치는 동안에 겪게 되

는 사회 부조리를 감당하기 위해 내면에 일렁이는 양심의 소리를 도덕적이

고 윤리적인 것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나는 기독교 신교(新敎)의 목사의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천국과 지

옥이 있음을 배웠고, 현세보다 더 내세가 더 소중함을 배웠다. 신이 언제나 

인간의 행동을 내려다보고 인간은 그 감시 아래서 언제나 신앙과 양심과 도덕

을 지켜야 한다고 꾸준한 가정교육을 받았다. 나라는 인간의 본질은 아마도 

비교적 단순하고 고지식한 데가 있는 것 같다. 나는 나이가 먹은 뒤에도 이 

신앙과 양심과 도덕을 곧이곧대로 믿고 지키려고 노력하여 왔다.16)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어려서부터 ‘신앙’과 ‘양심’, 그리고 

16) 김현승, ｢나의 고독과 나의 시｣, 앞의 책, pp.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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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을 배웠고 이를 지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부정

과 불의가 난무하여 양심과 도덕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인간들의 실

제적인 현실은 양심과는 너무도 먼 거리에서 양심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종교와 윤리의식에 더욱더 

관심을 갖는다. 그는 해방 이전에는 낭만적 성격을 강하게 표출했던 것에 

비해 해방 이후에는 절제된 언어와 함축미를 강조하게 된다. 바슐라르에 

의하면 일종의 ‘정신의 융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17)그것은 자연에서 

비롯된 거대한 침묵이 존재의 ‘울림’이 되고, 그리하여 실현의 기능인 상상

력은 몽상18)에 의해서 창조되는 것이다. 그러한 경험은 고독 속에서 더욱 

강화되는데, 그의 고독에는 ‘신앙’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양

심’도 존재하는데, 그것은 다음 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것은 燃燒되고 醉하여 등불을 향하여도,

너만은 물러나와 호올로 눈물을 맺는 달밤……

너의 차거운 金屬性으로

오늘의 武器를 다져가도 좋을,

그것은 가장 同志的이고 격렬한 싸움!

- ｢良心의 金屬性｣부분

김현승에게 있어서 ‘양심’은 근본적으로 고독한 경험에서 기원한다. 양

심은 본질적으로 ‘호올로 눈물을 맺는 달밤’처럼 ‘모나고’ ‘차거운 금속성’

으로 그의 육체를 ‘쉬지 않고 찌’르는 내면적인 세계이다. 육체를 구성하는 

17) Gaston Bachelard, 곽광수 역, 앞의 책, p.8.

18) 곽광수, ｢상상력의 미학｣, �바슐라르 연구�, 1976,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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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속적인 세계에서 오로지 ‘고독’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양심’의 존재를 실

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면세계에서 갈등하는 

양상으로 드러난다. 양심으로 인해 ‘격렬한 싸움’이 일어나는 것 또한 인간

적 욕망의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의 고독이 신적인 세계와 인간적 삶의 갈

등관계를 경험하는 경계선상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그의 ‘양심’ 또한 ‘고독’ 

속에서 내면적 갈등관계를 형성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의 고독에는 이

처럼 신앙과 양심이 공존하면서 신적인 세계와 인간적 세계를 매개하는 통

로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고독한 양심’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

구를 극복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 견제기능으로 까지 수행한다. 일반적으

로도 ‘양심’은 윤리적 행동을 규율하는 근원적인 원리이긴 하지만, 김현승

에게 있어서 그것은 ‘고독’의 계기를 통과한 다음에 사회적인 자아의 윤리

성을 형성한다는 데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양심’은 현재적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무기가 되는 것이지만, 내적으로는 자기 자신과 ‘가장 동지

적’으로 일치하면서도 가장 ‘격렬한 싸움’을 경험해야만 하는 이중적 상대

가 되는 것이다. 다음 시 ｢옹호자의 노래｣ 에서도 볼 수 있다. 

날마다 날마다 아름다운 抗拒의 고요한 흐름속에서

모든 躍動하는 것들의 旋律처럼

모든 전진하는 것들의 수레바퀴처럼

나와 같이 노래할 擁護 들이여,

나의 동지여, 오오, 나의 진실한 친구여!

-｢擁護 의 노래｣부분

‘양심’이 고독한 내면에서 육체와 대립하는 ‘동지’인 것처럼, 그는 그러한 

양심의 소유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믿는다. 특히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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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불의한 사회에서 사회정의를 수호하는 양심의 중요성이 더욱 강하게 

부각하게 된다. 그 무렵 그는 모든 ‘언어’, ‘사조’, ‘침묵’, ‘꽃향기’, ‘무형의 

것들’, ‘신앙’이 무의미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는 어떤 의

미에서는 소중한 것들이 겨우 존재하게 되는 ‘역사적 가을’의 경험이기도 

하다. 그의 작품이 가을이라는 계절에서 신적인 세계에 대한 비전을 보았

던 것처럼, 절망을 안겨주는 시대적 한계지점에서 그는 다시 시대의 절망

에 굴복하지 않고 ‘나와 같이 노래할 옹호자들’을 ‘동지’로 삼아서 “모든 전

진하는 것들의 수레바퀴”처럼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것이다. 이처럼 그의 

양심은 비록 고독 속에서 경험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한 고독 속에서 오

히려 타자와 연대하고 신적인 세계로 개방할 수 있는 통로를 발견하게 되

는 특징이 있다. 

인내는

이 어둠의 이슬 앞에

내 칼을 부질없이 녹슬게 하지 않는다.

나는 내 칼날을 칼집에 꽂아 둔다.

이 어둠의 연약한 이슬이

오는 햇빛에 눈부시어 마를 때까지……

- ｢忍耐｣부분

외부의 적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칼’을 더욱 날카롭게 갈 수 있도록 기

회를 만들어준다고 할 수 있다. 그 칼을 외부의 적을 향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 칼이 ‘부질없이 녹슬게’ 될 것을 우려한다. 오히려 그 칼이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칼을 외부의 적을 향해서 사용하지 않고 주로 내면세계

를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즉 ‘내 칼날을 칼집에 꽂아’ 두고, 어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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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러가고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아침이 오면 ‘오

는 햇빛에’ 한밤의 ‘이슬’은 말라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성급하게 자신의 칼

을 휘두르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내

하는 동안 그의 칼날은 내부에서 자신의 ‘양심’을 감시하고 찌르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인내는 어둠 속에 묻힌 현실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에서 ‘눈물의 열매’를 만들고 더 밝은 빛으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양심’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적 

윤리의식에 기반을 둔다. 그는 그러한 ‘양심’이 견고하고 날카로울 것을 요

구하고 있으며, 그의 가치체계 또한 견고하고 떳떳한 양심으로 인한 윤리

성으로 무장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인간으로서는 단점도 많지만 시

에서만은 시를 쓸 때만은 참되고 정의롭고 양심적이려 한다.”19)와 같이 김

현승 시인에게 있어서 ‘양심’이란 바로 인간성을 회복하는 일이며, 삶을 지

탱하는 기본정신이자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양심의 표현이 시의 

본질에 근접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김현승은 자연을 통해 신성을 지향했고, 또한 인간적인 삶의 의미를 탐

구하였으며, 당대의 사회상으로 인해 부정적 사회 현실을 반영하는 시 창

작에 대한 열망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동시대를 같이했던 박두진의 경

우도 “시는 그의 행동이며, 그를 지탱하게 하는 강력한 무기”20)가 되는 것

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그리하여 4․19는 과거완료형이 아니라 현재진행

형이며, 아울러 미래진행형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그의 시(｢우리의 깃발을 

내린 것이 아니다｣)에서 밝히고 있다.21)

1960년대 이후 한국의 현실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

19) 김현승, ｢인간다운 기본정신｣, �현대문학�, 1964, 9, p.42.

20) 박두진, �시와 사랑�, 신흥출판사, 1960, p.163.

21) 김응교, �박두진의 상상력 연구�, 2004,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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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였다. 일제의 강압적인 통치 체제가 종식되었지만 사회는 여전히 대립과 

혼란으로 뒤덮였고, 분열과 갈등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사회적 부정의 정

점에서 시민들의 분노가 4․19를 통해서 분출되었던 것이다. 

김현승은 사회적으로나 역사적 사태에 직면하여 대부분의 종교와 문학

적 행위는 그 대응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하고 있으며, 그런 의미

에서 인간적 본질의 회복을 향한 의지를 드러낸 것도 사회적 발언의 일종

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서 김현승은 “인간의 존엄성을 비리와 압제로

부터 옹호하려는 예술보다 더 순수한 예술이 있을 수 있는가!”22)라고, 그

는 이미 순수예술과 참여예술의 구분의 무의미성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

다. 순수예술 자체가 이미 정치적 행위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더

구나 그는 인간의 존엄성을 옹호하는 행위야말로 그것 자체가 가장 순수한 

예술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시를 통해서 문학과 삶의 구별이 사라지

는 경지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4․19 이후 시

인은 시대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사회의 부조리와 부패에 대한 저항의식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인간의 자유의 실현과 사회

적 정의의 확립을 향한 적극적 의지를 형상화하는 작품을 통해 그의 실천

적 면모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처럼 인간적 세계와 신적인 세계로 통하는 통로가 시인의 내면세계에 

마련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김현승 특유의 ‘고독’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고독은 신앙과 양심이 터하는 자리이면서,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 현실적인 절망과 초월적 희망 사이에서 번민하고 갈등하는 정

신적 현장이기도 하다.

22) 김현승, ｢왜 쓰는가?｣, �지성�, 1972, 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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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양심의 소리로서의 고독

인간은 본래 자연에 내던져진 존재로서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이

다. 인간의 이러한 불안의 존재 방식을 ‘욕망’을 통해서 설명하는데, 그 욕

망의 대상은 신기루처럼 잡는 순간 저만큼 물러나며, 인간은 그 대상을 향

해 가고 또 가23)며, 소유할 수 없는 타인에게 위협을 느끼고 거기에서 내면

적 갈등을 느끼게 된다24)는 것이다. 이처럼 불안은 사회 속에서 개인이 경

험하는 고독의 양상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그러므로 김현승의 �견고한 고

독�, �절대고독�시기에 전면화되는 ‘고독’의 정신이 바로 이러한 불안의 변

형된 형태인 것이다. 사실 우리가 ‘고독’을 경험한다는 것은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한 물음이며, 자기의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의 원인

에 의한 결과이다. 그것들이 나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기력한 

지점에서 근원한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때 원초적인 자아로 회

귀하게 된다. 이런 의미의 실존적 물음, 즉 모든 인간이 견뎌야만 하는 존

재론적 경험인 ‘고독’에 대한 물음이 근원적인 주제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고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는 제 4시집인 �절대

고독�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고독 속에서 나의 참된 본

질을 알게 되고, 나를 거쳐 인간일반을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나의 대사회

적 임무까지도 깨달아 알게 되므로”25)이처럼 “존재자가 존재하려면 ‘고독’

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26)김현승의 글에서 고독이란 것은 일차적으로

는 신앙으로 인해 소외되었던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적, 윤리

23) Jacques Lacan, 권택영 역, �욕망이론�, 문예출판사, p.19. 

24) 박이문, �현상학과 분석철학�, 지와 사랑, 2007, p.103.

25) 김현승, ｢자서｣, �절대고독�, 성문각, 1970.

26) Emmanuel Levinas, 강영안 역, 시간과 타자, 2001,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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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질이 객관적으로 

투사된 어떤 대상으로서, 그렇게 대상화된 존재가 오히려 인간을 억압하게 

되며, 인간은 이를 통해 더욱 자신의 본질로부터 소외를 경험하게 되는 

것27)이다. 이렇듯 고독을 적극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신앙으로부터 소외

된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능동적 행위가 될 것이다. 인간이 고독을 경

험하는 방식에는 ‘고립자’와 ‘단독자’의 구분이 적용될 수 있다. 키에르케고

르28)는 단독자로 진입하는 경험으로서 절망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때의 절

망을 자기 자신으로 있으려 하지 않는 것과 자기 자신으로 있으려는 것의 

두 가지로 구별된다는 것이다.

나는 죽어서도 

무덤 밖에 있을 것이다.

누구의 품안에도 고이지 않은

나는 지금도 알뜰한 제 몸 하나 없다.

- ｢獨身 ｣부분

이 시에서 ‘고독’은 ‘무덤’에도 가둘 수 없고, ‘그림자’도 동반하지 않는 

고독이다. 그것은 영적인 자유를 구가하면서 순수와 자유를 지향하는 영혼

의 상태의 고독이다. 여기에서도 그의 영혼은 천상과 지상에 동시에 거주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적 신성의 추구와 더불

어 세속적 욕망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영혼의 고독을 통해서 성

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이 화해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27) 정문길, �소외론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89, p.20.

28) S. Kierkegaard, 김영목 역, �죽음에 이르는 병�, 학일출판사, 1994. 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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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김현승 시인의 고독은 신성과 세속 사이의 경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며, 신적인 세계를 지향하다가도 다시 ‘신’을 떠나 고독에 침잠하기를 반복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죽어서도 무덤 밖에 있을 것이다”는 자유의 선

언, 그리고 “누구의 품안에도 고이지 않는” 철저한 고독은 어느 곳에도 귀

속되지 않겠다는 자유로운 정신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순수한 자연을 통

한 화해의 가능성이 발견되기도 한다. 

먼 길에 올 제,

홀로되어 외로울 제,

푸라타나스,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 ｢푸라타나스｣부분

여기에서 자연은 인격화된 대상으로 표상되고 있다. 인간과 자연의 대화 

장면을 통해서 자연과 인간의 동등한 지위, 그러나 신적인 존재 아래서 평

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신적인 것 아래에서 인간의 모습은 고독하다. 

고독은 신적인 것을 지향하게 하는 인간의 본질적 성향으로 그려지며, 인

간이 고독 속에 빠져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신적인 세계와 자연으로 열릴 

수 있는 것이다. 이 시는 내면의 독백적 어조를 통해서 “푸라타나스”와 대

화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연, 인간, 신과의 공존의 관계를 동시에 

설정하고 있다. 

가을에는

祈禱하게 하소서……

落葉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謙虛한 母國語로 나를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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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肥沃한

時間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호올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百合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 ｢가을의 祈禱｣전문

이 시에서는 가을이 주는 정취와 생애에 대한 갈망이 연결됨으로써 육

화된 관념의 서정성을 드러낸다. 여기에서 가을은 낙엽 지는 쓸쓸함을 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을은 안으로 스며드는 고요와 사색과 홀로 있음의 본

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것은 자연의 외적 현상으로부터 깊은 내면의 

의식 속으로 고요의 참맛이 담겨 있으며, 자연은 겸허한 마음으로 ‘기도’하

게 하는 곳이며, 호젓한 가을날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사랑을 채우는 시

간이다. 가을은 일시적이고 지상적인 가치가 사라져가는 계절임과 동시에 

그 안에 숨은 본질이 들어있는 계절이며, 꽃과 열매의 순환의 연관성 앞에

서 겸허하고 견고하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숙연함이 담겨있다. 고독에의 갈

망, 이것은 ‘굽이치는 바다’로 표현되어 인간적인 애증과 파란을 거쳐, “백

합의 골짜기를 지나” 만나게 되는 고독이다. 고독의 표상인 “마른 나뭇가

지에 다다른 까마귀”는 곧 신과의 대면을 나타내는 것이며, 김현승 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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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마귀’는 ‘고독’의 상징적 의미29)로 그의 다른 작품 ｢겨울 까마귀｣, ｢산까

마귀 울음소리｣, ｢마지막 지상에서｣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나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책을 덮게 한 고독이여!

비록 우리에게 가브리엘의 星座와 사탄의 모든 抵抗을 준다 한들

만들어진 것들은 고독할 뿐이다!

人間은 만들어졌다!

무엇 하나 우리들의 意志 아닌.

이 간곡한 자세- 이 絶望과 이 救援의 두 팔을

어느 곳을 우러러 오늘을 벌려야 할 것인가!

- ｢人間은 孤獨하다｣부분

위의 시에서처럼 고독은 이중적으로 해석된다. 그것은 ‘절망’이면서 ‘구

원’이다. 인간에게 육체와 영혼, 지상과 천상이 동시에 주어진 것처럼, 양자

의 화해는 필수적인데 그는 그것이 사실상 고독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인간은 한편으로는 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다. 따라서 

인간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존재, 자유로운 존재이면서도 자신에 대한 책

임으로 인해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다는 역설30)이 따른다. 한편으로는 신

앙인으로서의 고독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앙과 무관하게 인간의 본래

적 고독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현승의 고독은 궁극적으로 ‘기독교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의 고

독’의 경험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본질적으로 아직 신앙 안

29) 김인섭, ｢김현승 시의 의식세계｣, �숭실어문�제12집, 숭실어문학회, 1995, p.366.

30) Emmanuel Levinas, 강영안 역, 앞의 책,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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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서성이는 갈등이며, 인간을 고독의 경험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신앙

인 것이다. 신앙은 본래 인간적인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의미에서 절대적

인 것이지만, 김현승 시인은 오히려 고독을 통해서 신앙을 떠나면서도 다

시 신앙으로 되돌아오는 변증법적인 사유를 펼쳐 보이고 있다. 그런 의미

에서 김현승이 모든 인간적 사변으로부터 자신의 고독을 애써 분리하려고 

시도했던 것31)은, 생득적으로 그의 시의 출발이 기독교적인 사유에서 비롯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실존주의와 연관된 측면을 고려한다

면 전적으로 그것이 기독교적 지향점으로 환원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김현승에게 있어서 ‘고독’의 경험은 신과 인간의 경계선상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인간적 고독이기도 하다. 그것은 자기로부터 출

발이며, 결국 자기로의 귀환이다. 그것은 자신에게 몰두하고자 하는 존재

의 얽매임이며, 이는 자유로운 존재이면서 자신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더 

이상 자유롭지 않는 내면의 고독이다. 특히 내면에 깊이 자리한 기독교 신

앙에 대한 회의와 갈등에서 비롯된 고독이며, 기독교 신앙 중심의 세계에

서 벗어나 인간을 포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하느님은 유일

신이 아닌 것 같다. 만일 유일신이라면 어찌하여 이 세상에는 다른 신을 

믿는 유력한 종교가 따로 있겠는가?32)에서처럼 ｢제목｣이라는 시가 발표되

던 1964년을 기점으로 기독교적 신에 대한 회의로 나타난다. 이것은 실상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통과해야 했던 신앙적 갈등의 보편적인 현상

에 속한다. 어쩌면 그것은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한국의 기층종교를 배

경으로 삼고 있는 한국인의 심성과 밀접하게 연관됨을 의미하며, 초월적 

유일신을 향한 경배와 간구의 종교가 아니라 세속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타락한 사태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김

31) 김윤식, ｢신앙과 고독의 분리문제｣, �다형김현승 연구�, 보고사, 1996, p.165.

32) 김현승, 앞의 책, p.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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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승이 몰입하였던 ‘고독’이란 결코 감상적이거나 허무의식으로 치장된 ‘고

독’이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경험인 것이다. 가장 견고하고도 순수한 경지

인 초월적 경험을 예비하는 고고한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내면의 ‘고독’을 

통한 윤리적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結晶된 빛의 눈물,

그 이슬과 사랑에도 녹슬지 않는

固한 칼날- 발 딛지 않는

피와 살,

뜨거운 햇빛 오랜 時間의 懷柔에도

더 휘지 않는

마를 대로 마른 木管 器의 가을

그 높은 언덕에 떨어지는,

굳은 열매

- ｢ 固한 孤獨｣부분

이 작품은 관념을 전달하기 위해 ‘자연’을 비유적인 방식으로 취하면서 

관념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나무는 이미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으며, ‘견고한 칼날’을 통해 고독을 표현하고 있

다. 가을이 되어 나뭇잎은 모두 떨어져 ‘마른 가지’로 남았다 할지라도 ‘고

독’이라는 ‘굳은 열매’를 맺기 위해 애를 쓴다. 이 작품의 관념성을 보면, 

시는 단순한 미적 대상이 아니라 시인 자신의 인생관과 세계관에 대한 개

인적인 표현이며 지식의 근원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김현승의 시는 고독한 자아를 통해서 도덕적 양심, 역사의식 등의 윤리

적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신앙으로 통로를 만들고 있다. 고독한 자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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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의 결별을 마음으로 다지면서도 기독교적인 맥락을 염원하는 역설을 

꿈꾸며, 자아와 세계가 조화를 이루는 이성적 공간을 작품을 통해서 성취

하고 있다. 그리하여 고독은 이미 신과의 소통과정을 통과하면서 얻어낸 

인간적 고뇌인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김현승의 ‘고독’은 더욱더 단단해져

서 영원성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Ⅴ. 결론

우리는 앞에서 김현승의 시에 나타난 윤리성에 대한 재고를 중심으로 

내면을 움직이는 존재론적 동력과 존재의 소리로서의 양심, 그리고 양심의 

소리로서의 고독 등의 항목으로 시적 상상력이 어떻게 변용되고 있는지 검

토해 보았다. 

김현승의 시세계는 일제 강점기 시대를 거쳐 해방과 전쟁의 혼란기를 

경험하면서, 어두운 시대적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으로써 내면의 윤리성을 

인간적 관념의 투사체로 만들고 인간적 해석의 통로로 그 의미가 드러난

다. 사회의 질곡에서 비롯된 내면화된 감수성은 견고한 양심과 고독으로 

나타나며, 한편으로는 그의 시에서 관념 편향을 불러내기도 하지만 이러한 

내적 갈등으로 빚어진 시적 상상력은 김현승만의 윤리의식을 지향한다. 이

러한 김현승의 시세계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인간정신을 옹호하며, 거기에

서 비롯된 견고한 양심은 존귀하고 신성으로 가득 찬 존재에 대한 물음이

며 확인이다. 이처럼 김현승의 시작 행위는 어떤 의미에서는 실존적인 자

아, 고독 속의 자아를 탐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본래적 자기의 회복

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 시대 현실을 충분히 고려

한 상태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인간의 본질적 욕망인 양심과 고독을 연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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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이다. 

그의 시세계는 신성과 양심, 그리고 고독이 내재되어 있다. 해방 이후 

김현승은 자연에 투사된 내면성에서 벗어나 자연이 인간의 삶과 신성한 세

계를 연결하는 통로라는 인식에 도달한다. 이때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

는 것이 내면적 ‘고독’의 발견이다. 고독을 통해서 신성을 향한 의지와 자유

를 향한 양심이 공존하는 것이다. 또한 김현승의 고독은 신앙으로부터 소

외된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능동적인 행위로써 그가 도달한 고독의 세

계는 진정한 종교로 거듭나기 위한 신앙인의 결단을 촉구하는 행위와도 통

한다. 김현승이 몰입하였던 ‘고독’이란 결코 감상적이거나 허무의식으로 치

장된 ‘고독’이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경험이며, 가장 견고하고도 순수한 경

지인 초월적 경험을 예비하는 고고한 것으로 그런 의미에서 내면의 ‘고독’

을 통한 윤리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여기에서 발현되는 양심은 

현재적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무기이며, 내적으로는 가장 동지가 

되는 상대로서 늘 갈고 닦아야 하는 것으로, 비양심이 지배하는 시대의 대

응책으로써 양심은 자신을 끌고 가는 빛으로 작용한다.

이렇듯 김현승의 시세계는 사회현실을 비판하는 정당한 자질이 도덕적 

우월감이 아닌 양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한 번도 인간의 보편적 본질

이라고 할 수 있는 윤리적 태도에서 벗어나본 적이 없다. 그의 내면에 깊숙

이 내재된 윤리성은 끊임없는 자기탐구를 위한 인간적 진실이며, 그 안에 

양심이 내장되어, 양심의 소리로서의 고독을 경험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고

독은 우리의 내면을 자극하여 성찰하게 하는 견고한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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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view on Ethics of Kim Hyeon Seung's Poetry

Jeong, Soog-In

The 1930s is an age of watching dynamic possibility in the history of 

Korean modern literature. Kim Hyeon Seung(1913∼1975) made his literary 

debut in the 1930s and uniquely constructed his poetic world until the 

mid-1970s. 

Kim Hyeon Seung's poetic world sublimes the matter of 'loneliness' into 

a poem based on ethics and his belief and will clarifies 'conscience' as human 

suffering and mental value. The ethics is originated from inner-centered 

imagination, advocates the human mind in the human level, and helps us 

recognize the principle of loneliness newly. He, therefore, intends to realize 

social justice as poetry's social ideal and the social justice is associated with 

the process of enjoying human life and realizing human essence. Then, it 

shows the implication of 'conscience' for the realization of social justice and 

inner 'loneliness' to enjoy human life. 

The inquiry into the 'loneliness' is an expression of fighter's will to grasp 

irrational reality of history correctly and protect justice. One are not confined 

within themselves, but reach the essential world of human being as a passage 

of salvation that can be solidified with others through 'loneliness'. 

'Conscience' as the sound of existence works as a passage where faith 

and conscience coexists in loneliness and to mediate the world of god and 

the world of human being. His 'lonely conscience' functions as moral and 

ethical check to overcome human's instinctive desire. Conscience is a 

fundamental principle to regulate ethical behaviors and forms the ethics of 

social self after passing through a loneliness meter.

Moreover, 'loneliness' as the sound of conscience is the coexistence of will 

toward sanctity and 'conscience' toward freedom. Kim Hyeon Seu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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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eliness is an active act to recover the essence of human beings alienated 

from faith, is human loneliness that conflicts in the boundary between god 

and human being, and proves ethics through inner loneliness to prepare 

transcendental experience, the strongest and purest stage. 

'Conscience' revealed from this, especially loneliness reaching through 

loneliness, represents the will of solidarity between people who desire social 

justice for human life. 'Loneliness' and 'conscience' is power leading oneself 

as a countermeasure of the age dominated by the conscienceless and arms 

to live the present lilfe.

Key Word : Kim Hyeon Seung, The ethics of sex, Solitude, Conscience, Faith, 

Sal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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