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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김춘수의 무의미시론을 면 하게 따라가면서 김춘수의 문제의식과 논리를 복

원하는 데 할애되어 있다. 무의미시론에 한 김춘수의 견해는 그의 시론집 �의미와 무의

미�에 집 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가 제시한 의견은 자신이 말한 바 ‘ 각’에 따른 것이

어서 논리화시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시의 난해함 못지않은 무의미시론의 난해함으

로 김춘수의 의식은 왜곡되기 십상이었다. 이 은 그간 무의미시에 한 연구가 크게 

진 되지 못하 고  곡해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설명해 다.

무의미시가 보인 의미의 소거와 난해성, 그리고 논리의 괴는 연구자들로 하여  그

 * 강릉원주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칸트용어인 ‘물자체(物自體)’는 일반 으로 실 외부에 존재하는 결코 포착할 수 

없는 실체, 념이나 이데아의 의미로 사용되지만 본고에서는 ‘물자체’를 의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하나는 칸트 식의 념이라는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실

제 실에서 경험되는 사물성이라는 의미로서이다. 김춘수는 념을 단유보하

고 언어의 물질화를 추구해 가는데 본고에서는 그것이 결국 념에 이르기 한 

도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힐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물자체는 상계의 감각  물

질성과 념이 서로 융합하는 의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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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를 지닌 시들과 반 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무의미시

에 한 이해는 그것이 철 하고도 일 되게 언어의 기능에 해 질문하는 것에 해당한

다는 을 인식할 때 가능해진다. 김춘수는 무의미시를 통해 단지 의미를 부정하는 방법

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념을 지워감으로써 언어가 기호로부터 물질이 되어가는 

과정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물질이 되는 언어는 구체 인 언어이자 생생한 언어요, 김춘수의 표 을 따르면 즉물

성의 언어다. 기호가 아닌 물질로서의 언어는 이처럼 생생함을 실 함으로써 세계의 본

질을 시하게 된다. 세계의 본질은 언제나 인간에게 비가시 이고 미지의 것이므로 이

에 한 단은 늘 유보되고 지될 수밖에 없을 때 즉물성의 언어는 그것이 물(物)인 

정도만큼 세계를 드러낸다. 

즉물  언어를 통해 하는 세계를 보겠다는 그의 의지는 기야 서술  이미지마

도 월한 순수 입자의 언어를 만나게 된다. 리듬의 언어가 그것이다. 김춘수에게 그것은 

가장 물질화된 언어이자 순수한 언어다. 김춘수의 에 따르면 리듬만으로 된 언어야

말로 가장 탈인간 이며 동시에 신에 가장 가까워지는 언어다. 이 지 에서 그가 주문의 

언어를 떠올리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주문의 언어는 념 제거의 최종 단계에서 

만난 언어로서 김춘수가 추구한 물자체의 언어에 해당한다. 언어를 통해 세계의 본질과 

만나는 지 이 여기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언어, 무의미시, 관념, 서술적 이미지, 사물성의 언어, 리듬의 언어, 주문의 언어, 

물자체

Ⅰ. 들어가며

김춘수는 서정 시인인가 혹은 모더니즘 시인인가? 꽃과 나무 등의 자연

을 소재로 취하면서 시단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첫 시집 �구름과 장미�

(1948)로부터 �늪�(1950), �기(旗)�(1951), �인인(燐人)�(1953), �꽃의 소

묘�(1959)를 차례로 발간하기까지 약 10여 년간 이러한 흐름을 이어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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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수의 면모는 단연 정통  순수 서정 시인으로서의 모습이다. 그간 ｢꽃｣, 

｢꽃의 소묘｣, ｢꽃을 한 서시｣, ｢나목과 시｣등의 ‘꽃’의 연작시가 쓰여졌던

바, 여기에서 김춘수는 사물의 존재론  의미를 서정 이고 정갈한 언어로 

아름답게 형상화하 다. ‘꽃’을 소재로 한 그의 시는 사랑의 의미로도 읽혔

고 고독한 자아의 존재론  탐색으로도 읽혔으며 세계에 한 서정  언표

로도 읽힌 것이 사실이다. 그는 구보다도 빼어난 순수 서정시인으로 다

가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시의 기 에는 항상 형이상학 이고 념 인 질문이 깔려 

있었다. 10여 년간 그의 심은 언어와 사물 사이의 계에 집 되어 있었

다. 그는 언어는 사물의 존재론  실체를 온 히 드러낼 수 있는 것인가, 

언어는 세계의 진리를 얼마만큼 실 할 수 있는가에 해 끊임없이 질문하

면서 시를 썼다. 따라서 김춘수에게 ‘꽃’은 단순히 시  자아의 마음을 설

게 하 던 서정  상으로서의 사물이 아니라 상정된 세계의 본질, 흔히 

이데아라든가 진리로 이해되곤 하는 궁극의 세계를 변하는 기호이자 이

를 상시키는 언어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매개체에 해당되었다. 김춘수의 

심의 심에는 언제나 언어의 직능, 즉 세계를 수용할 수 있는 범 에 

한 언어의 능력이 가로놓여 있었던 것이다. 

이는 액면 그 로 볼 때 기표로서의 언어가 기의로서의 세계를 어느 정

도의 함량으로 담아낼 수 있는가의 문제인 언어의 기호로서의 기능을 묻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속성 자체가 념 인 언어가 구체 이고 감

각 인 상을 얼마만큼 시(顯示)할 수 있는가에 한 이 놓여 있으

며,2) 형상화를 추구하는 시  언어의 성질과 기능에 한 문제의식이 배면

 2) 조강석은 “언어의 의미는 념 일 수밖에 없는 이상 가능하면 구체 , 감각  언어

로 그러한 념, 즉 의미를 달하려는 의도는 근본 으로 모순”이라는 박이문의 말을 

인용하면서 시  술의 허망함의 논의에 해 시사하고 있다. 조강석, ｢김춘수 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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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깔려 있다. 그런 에서 김춘수의 언어에 한 심은 충분히 공감될 

수 있는 것이자 유의미한 것이었다. 그런데 김춘수의 심은 이러한 언어

의 기호  직능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그의 

심은 세계 자체에 있었던 것이다. 세계가 과연 본질이라 할 진리와 이데

아라는 것을 지니고 있는 것인가. 세계는 과연 언어가 힘을 기울여 인식하

고 명명해야 할 진리의 지 를 가지고 있는가가 그것이다. 김춘수는 단순

히 의미를 담지해야 하는 언어의 능력과 한계에 해 질문을 던졌던 것이 

아니라 세계의 진리가능성에 해 의문을 품고 있다.3) 요컨  그의 심은 

언어와 사물의 계뿐만 아니라 언어와 사물 각각에 해 놓여 있는 것이

다. 언어는 무엇인가와 세계는 무엇인가에 한 각각의 문제가 김춘수의 

질문에 해당한다. 

이러한 김춘수의 문제의식은 흔히 일컬어지는 ‘무의미시’에서 그 모가 

드러난다. 1969년 �타령조․기타�로 가장 먼  모습을 드러낸 소  ‘무의

미시’는4) 김춘수의 자술에 의하면 40 로 어들던 시 인 1960년  반

언어의식 개과정 연구｣, �한국시학연구�31, 2011.8. p.92.

 3) 김춘수의 진리에 한 일 된 심이 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무의미시를 

쓰던 후기에도 지속 으로 있었던 은 많은 논자들이 인정하는 바이다. 남기 은 김

춘수의 무의미시론이 지속 으로 ‘ ’( 념, 의미, 신, 이데아 등)에 해 심을 기

울이고 있다(남기 , ｢김춘수의 무의미시론 연구｣, �한국 시의 비  연구�, 월

인, 2001, p.197)고 하 으며, 조강석 역시 김춘수의 서술  이미지가 보편이나 실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회의론이라기보다는 언어를 통해 그 실재의 모를 악하기 어렵

다는 언어  불가지론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의 , p.96). 

 4) 정효구는 김춘수의 시를 3기로 나  수 있다고 보고 1기가 �구름과 장미�(1948)부터 

�타령조․기타�(1969), 2기가 �타령조․기타�부터 �처용단장�(1991), 3기가 �서서 잠

자는 숲�(1993)부터 그 이후의 시에 각각 해당한다고 한 바 있다. (｢김춘수 시의 변모 

과정 연구｣, �개신어문연구�13집, 1996, pp.421-459.) 이러한 구분에 따라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시의 시기는 2기인 �타령조․기타�에서부터 �처용단장�까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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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지녔던 념에 한 회의로부터 비롯된다. 이 시기 김춘수는 지난 10

여 년간의 시작 방법에 해 회의하며 ｢타령조｣연작시를 쓰고 있었고, 때

마침 주목되던 김수 의 향5)으로 자신의 실험을 더욱 극단으로 추구하

게 된다. ‘ 념에 한 망을 제한 이미지 주의 아주 서술 인 시세

계’6)인 무의미시는 이러한 배경에서 시도된다.

한편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무의미시’를 썼던 것이 기시에 한 변화

에 해당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기시를 썼을 당시 지녔던 문제의식

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이다. 즉 무의미시에 이르러서도 김

춘수가 기의 10여 년간 지녔던 ‘언어가 세계를 드러낼 수 있는가’에 한 

문제의식은 그 로 유효하다는 것이다. 하이데거의 표 로 언어가 존재

를 드러낼 수 있는가, 언어가 사물의 이데아를 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기시의 문제 다면, 이러한 문제의식은 후기에 이르러서도 일

 5) 김춘수가 무의미시를 쓰던 당시 그는 “이 무렵 국내 시인으로 나에게 압력을  시인

이 있다. 고 김수  씨다. 내가 ｢타령조｣ 연작시를 쓰고 있는 동안 그는 만만찮은 일을 

벌이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김수  시인에게 강한 자의식을 느 던 바 있음을 고백한 

바 있거니와(김춘수, ｢거듭되는 회의｣, �김춘수 시론 집 1�, 문학, 2004, p.488), 

김춘수가 김수 에게 느 던 타의식은 부분의 연구자들에게 김춘수의 무의미시

를 해석하는 주된 근거로 작용하곤 하 다.

 6) 의 , p.488. ‘ 념이란 시를 받쳐  수 있는 기둥일 수 있을까 하는 회의’(p.487)에

서 시작된 이 시기의 김춘수의 시는 념을 드러내는 것을 거부하는 순수히 서술 인 

이미지로 이루어졌다. 김춘수가 ‘이미지의 기능면을 심으로 해서 살펴본 이미지의 

두 유형’인 비유  이미지와 서술  이미지 가운데서 추구된 서술  이미지는 념을 

배제한 것인 까닭에 가장 생생하고 구체 인 것에 해당한다. 이는 곧 김춘수가 구하고

자 한 가장 시다운 바 의미항으로부터 극단 으로 멀리 떨어진 즉물(卽物)의 시가 

된다. 김춘수는 ｢ 상의 붕괴｣라는 에서 이 시기 그가 가졌던 시에 한 욕망을 

“나는 시에서는 충분히 구체 이고 싶다. 맛있는 담배를 실컷 피우고 싶다. 념을 

말하고 싶지 않다. 배제하고 싶을 뿐이다. 그 로의 주어진 생을 시에서 즐기고 싶

다”(pp.547-8)라고 표 함으로써 시를 통해 그가 추구하 던 것이 구체성, 실재성임

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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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 유지되고 있던 것이다. 무의미시는 이러한 질문에 한 김춘수의 독

창 인 답에 해당한다. 

그런데 부분의 연구는 김춘수가 무의미시에서 보인 념에 한 부정

이 세계의 본질에 한 회의에 해당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이들 연구는 무

의미시가 의미의 소거를 내세우면서 등장하 던 에 착안하여 김춘수가 

후기에 이르러 세계에 한 불가지론과 언어의 직능 포기라는 허무주의  

사태로 기울었다고 단한다. 이들 연구는 ‘무의미시’의 개념을 문자 그

로의 ‘의미’와의 련성에서 고구하는바, 따라서 무의미시는 다분히 심리상 

무의식  충동에 의해 쓰여져 결국 해체시와 유사한 계열에 놓이게 되었다

고 진단한다. 이는 철 한 허무주의에 해당되며 으로 언어의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다. 언어는 의미도 그 무엇도 담을 수 없는 말 그 로의 ‘무

의미한’ 것이 된다.

그러나 김춘수가 정작 문제시한 것이 무엇이고 추구하고자 한 것이 무

엇인가를 면 히 따라간다면 무의미시를 바라보는 은 매우 다른 것이 

될 수 있다. 무의미시론은 같은 시기 쓰여진 시를 통해서가 아니라 시론 

그 자체로써 탐색해 갈 때 그 논리가 분명해진다. 김춘수가 경계하고자 하

던 ‘ 념’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가? 김춘수가 김수 에 의한 자극의 

결과 시도하게 되었고, 특히 역사로 인한 폭력으로부터의 도피를 해 추

구한 무의미시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 이들 질문은 김춘수의 무의

미시가 세계의 진리 가능성을 부정하고 언어의 무능력을 주장하는 손쉬운 

과정 신 언어의 사물성을 통해 세계의 진리를 드러내고자 하 던 다른 

경로에 속한다는  에 놓여 있다.



물(物)자체에 이르는 도정으로서의 김춘수의 무의미시론 연구  689

Ⅱ. 무의미시에 한 시론

1. 념의 배제와 사물성의 언어 

김춘수는 1976년 발행한 �의미와 무의미�7)에서 1960년  이후 곧 쓰

고 있던 ‘무의미시’에 한 자신의 시론을 개하고 있다. 그는 여기에서 

자신이 시도한 무의미시의 개념과 형태, 그리고 시  지향을 집 으로 

밝히고 있다. 무의미시를 이해하기 해 먼  김춘수가 무의미시에서 추구

한 것이 의미의 무화가 아니라는 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목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무의미시는-인용자) ‘무의미’라고 하는 것과는 연 다르다. 어휘나 센텐

스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한편의 시작품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한 편의 시작

품 속에 논리  모순이 있는 센텐스가 여러 곳 있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는 것

은 아니다. 그런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도 상 없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무의미’라는 말의 차원을 연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반 고흐처

럼 무언인가 의미를 덮어 울 그런 상이 없어졌다는 뜻으로 새겨야 한다.8)

시를 하는 나의 안목이 념을 시에서 완 히 배제해버리는 것을 좋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기울어져가고 있다. 극단의 경우 시는 난센스가 되어도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략) 나는 어떤 시구가 무의미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다만 어떤 시구를 시 인 것으로 만드는 것은 그 시구가 표 하

 7) 김춘수의 무의미시에 한 시론은 �김춘수 시론 집1�( 문학, 2004, pp.485-656)

에 수록되어 있거니와 그의 무의미시에 한 의견은 부분 여기에 개진되어 있다. 

그는 여기에서 그가 무의미시를 쓰게 된 계기  그의 언어에 한 지향을 비교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김춘수가 추구한 무의미시의 의미를 온 하게 밝히

기 해서는 이에 해 면 히 고찰해야 할 것이다.

 8) 김춘수, ｢ 상․무의미․자유｣, 앞의 책, p.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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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결론한다.9)

김춘수의 무의미시를 이해하기 해 일반 으로 연구자들이 따르는 길

은 그것의 개념이 ‘의미’와 반 된다는 에 착목하는 일이었다. 의미를 부

정하기 때문에 무의미시가 된다는 것이다. 세계에 진리는 부재하며 인식가

능성 한 회의됨에 따라 시에서 의미를 구하는 일은 부정되어야 한다. 이 

에서 무의미시는 그 용어가 암시하듯 의미의 해체가 이루어진 채 비논리

와 무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며 이러한 시도로 말미암아 시인에겐 자

유와 해방이 주어진다는 논리다. 이러한 논리는 우리에게 낯선 것이 아니

다. 이는 언어에 한 자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권 와 의미에 해 해체

를 시도하 던 포스트모더니즘 시들에서 흔히 할 수 있는 사태이기 때문

이다. 김춘수가 무의미시를 쓰게 된 계기가 김수 에 한 자의식과 역사

로부터 말미암은 폭력으로부터 도피하기 한 것이라는 정황10)은 이러한 

논리를 더욱 공고하게 해 다. 더욱이 �타령조․기타� 이후 나타났던 김춘

수의 의미 소통이 어려울 정도의 난해했던 시  경향은 이러한 논리에 의

해 김춘수 시를 해석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용 부분은 이러한 일반 인 근법이 매우 피상 인 것이자 

김춘수의 의도를 오히려 왜곡하는 것임을 말해 다. 시에서의 의미가 해체

될 정도의 논리 부정은 의 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극단의 경우’일 뿐이

지 본질 인 사태는 아니다. 그것은 시도된 무의미시의 결과일 뿐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의 에서 강조하고 있듯 무의미시의 개념은 ‘기호논

 9) 김춘수, ｢유년시에 하여｣, 앞의 책, p.644.

10) 김춘수는 무의미시의 일종인 ｢처용단장｣ 등 ‘처용’ 모티  시에 해 언 하면서 그

것이 일제말기  6.25 쟁 때 겪었던 은 시 의 폭력을 심리 으로 극복하기 한 

것이자 ‘역사=이데올로기=폭력’으로부터 도피하기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처용, 

그 끝없는 변용｣, �김춘수 시론 집 2�, 문학, 2004, pp.14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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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 의미론’에서와 같은 문제가 아닌 ‘ 연 다른 차원’의 것이다. 이는 무

의미시가 해체의 입장과 같이 의미를 부정하는 차원에 놓이는 것이 아님을 

가리킨다. 신 그것은 시에서 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회 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김춘수에 의하면 시에서 요한 요소는 어도 ‘의미’가 될 

수 없다. 의미가 시의 기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의미’는 김춘수가 기시의 환 시 에 그토록 경계하고자 하 던 ‘ 념’

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요컨  시를 시답게 하는 것은 념이나 의미가 

아닌 그 무엇이다. 그 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이를 설명하는 것이 그의 무의미시론의 내용에 다름 아니거니와, 그가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그  서술  이미지를 옹호하는 목은 그가 제시한 

시의 요 요소  일 부분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기부터의 

자신의 시가 ‘선험의 세계를 유 하는 라토니즘’11)에 가까웠다고 자기반

성하면서 앞으로의 시는 ‘ 단을 호 안에 집어넣는 상태, 단 지․

단 유보의 상학  망설임의 상태’에서 쓰여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김

춘수가 제기하는 단 지의 상태는 세계의 진리가 부재한다는 과는 

사실상 거리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후설이 상학  환원을 시도하면서 

순수의식을 얻고자 한 것과 다르지 않은 태도로서, 진리에 해 보다 타당

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입장이다.12) 이 은 김춘수가 진리를 

11) 김춘수, ｢유추로서의 장미｣, 앞의 책, p.531.

12) 단 지는 주어진 사태와 련된 단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의식의 립화(Neu

tralisierung) 작용이다. 그것은 우리 앞에 펼쳐진 세계가 존재한다는 자연스러운 확

신, 이른바 자연  태도의 타당성을 방법 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자연스러운 믿

음이 사실은 엄 한 의미에서 정당화되지 않은 믿음일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박

승억, ｢ 상학  단 지와 가능세계｣, �철학과 상학 연구�43, 2009.11, pp.2-3). 

김춘수의 단 지는 말 그 로 후설이 세계의 진리 가운데 알 수 없는 부분에 해 

성 한 재단 신 호치기를 시도함으로써 단을 유보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이

는 세계의 진리 부재라든가 진리에 한 불가지론과 무 한 것이자 오히려 세계의 



692  韓民族語文學 第71輯

부정한 것이 아니라 진리에 해 강한 염결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김춘수가 시에서 념을 경계한 것은 세계의 진리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세계의 진리에 한 인식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자 동시

에 인식의 한계 내에서의 언어의 기호화를 가리키는 것이다. 특히 후설이 

단의 호치기를 통해 얻은 순수 의식은 김춘수의 경우 시  언어의 순

수성으로 굴 되어 제기된다. 이때의 순수한 언어가 ‘사물  이미지’의 개

념에서 짐작할 수 있듯 기호의 지시성을 떠나 최 한 질료로서의 생생함과 

구체성을 띠는 것이다. 

그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시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세계의 진리에 한 인식의 한계를 있는 그 로 인정하는 일과  하나는 

시  언어의 요건에 한 극단 인 근으로서의 언어의 구체화, 사물화가 

그것이다.13) 따라서 그가 애 에 제기한 ‘ 념’에의 경계는 이 두 가지가 

동시 으로 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춘수가 시  언어의 사물화를 

추구한 것은 념을 배제하겠다는 의도이지만 여기엔 알 수 없는 진리 

역에 해 경계를 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김춘수는 언어가 사물

화가 되는 만큼에 한해서 세계의 진리가 드러난다고 믿은 듯하다. 김춘수

에겐 사물화된 언어야말로 한계 내에서의 진리의 구 인 셈이다. 이 에서 

무의미시의 시  언어란 세계의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인 

경우에만 국한되어 표 되는 것이라는 역설이 성립한다. 

한편 시  언어가 사물성을 지향하는 일은 시가 폭력 인 역사나 이데

진리를 제하되 그 가운데 가장 타당한 진리를 받아들이겠다는 진리에 해 매우 

엄격한 태도라 할 수 있다.

13) 남기 은 김춘수의 무의미시가 언어를 사물화한 것으로 보면서 상의 재 으로부

터 벗어난 이것으로 인해 김춘수가 자유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 남기 , 앞의 

, p.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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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로기로부터의 도피에 해당한다는 명제와 모순되지 않는다. 일본 유학시 

겪었던 구속 사건이 정신  상처로 작용함으로써 그에게 역사와 이데올로

기, 폭력 사이에 등식이 성립되었고, 이로부터의 탈출이 시의 방향이 되었

다는 김춘수의 진술은 1960년  사회 풍토와 맞물려 참여, 순수의 이분법

 도식을 낳는 데 결정 으로 기여하 다. 김춘수가 말한 이러한 배경과 

더불어 의미로부터 벗어난 무의미시는 실문제를 주제로 담았던 참여시

에 비해 ‘순수’하고 ‘자유’롭게 인식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에 따라 

김춘수의 입장은 순수론을 변하는 것으로, 김수 의 입장은 참여론을 

변하는 것으로 구획되었고, 이러한 구도 속에서 실과 역사로부터의 도피

와 해방을 의미하는 순수론이 퇴 인 것으로 이해되었던 것 역시 사실이

다. 그러나 김춘수의 태도는 표면 으로 볼 때 역사로부터의 도피와 해방

에 해당하지만 인식  측면에서 본다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념

에의 배제를 시도하 던 이 시기 김춘수에게 역사와 이데올로기는 여 히 

의미 단에 한 호치기가 이루어져야 하는 역에 해당되었기 때문이

다. 진리에 한 염결성을 지니고 있던 김춘수에게 진리의 불확실성을 내

포하고 있는 역사와 이데올로기는 단 유보가 요구되는 념  상에 속

하 다. 특히 역사와 이데올로기를 폭력으로 기억하고 있던 김춘수에게 

실 참여는 결코 쉽게 따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요컨  역사와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참여시는 김춘수가 세계 진리에 해 추구했던 

의식의 순수성이라는 과 극단 으로 립하는 것이었다. 김춘수가 김

수 의 시를 훌륭하게 보면서도 그에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은 김춘수의 

문제의식을 따를 때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는 김춘수가 지향하 던 진리에의 엄격성과 시의 순수 의식이 실에

의 참여와 행동  차원에서는 립하지만 진리의 차원에서는 립하는 사

태가 아님을 말해 다. 시에서 확정되지 않은 념과 결하고 언어의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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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성을 통해 순수 의식을 구 하는 일은 허구와 거짓을 경계한 것이었고 

이에 한 노력은 언어야말로 세계의 진리를 구 할 때라야 비로소 인간의 

구원과 사회의 정의가 실 될 것이라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에서 사물의 언어를 통해 순수 의식을 구하고자 하 던 김춘수의 의도가 

표면 으로 역사나 이데올로기로부터의 도피에 해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주체성과 책임의식의 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시의 사물성을 추구한 김춘수의 입장이 참여논리와 이분법 으로 구분

된 채 흑백논리에 의해 단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을 말해 다.

실제로 김춘수는 ｢처용단장｣의 창작 동기가 윤리 인 데 있다고 하면서 

“악惡의 문제-악을 어떻게 하고 처리해야 할 것인가”14)에 한 답을 구

하는 과정에서 무의미시가 쓰여졌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무의미시가 일정

한 사회  동기로부터 탄생한 것이자 일정하게 사회  기능을 염두에 두고 

시도된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비록 그것이 당시 ‘나 혼자만의 탈출로 우선 

생각’15)되었을지라도 그것은 단순히 몰역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김

춘수가 독자 으로 고수한 부정 인 사회와의 투쟁이자 구원의 방법에 해

당하 다. 

2. 입자로 구 되는 리듬 언어의 즉물성(卽物性)

진리에 한 염결성에 따른 순수 의식을 드러내는 언어가 사물시라고 

보았던 김춘수에게 ‘사물  이미지’는 언어의 즉물성을 한 일 요소이자 

일 과정이었을 뿐 궁극 인 목표는 아니었다. 물론 김춘수는 세계의 진리

가 무엇인가에 한 극 인 탐색보다는 순수 의식에 응하는 시  언어

14) 김춘수, ｢‘처용삼장’에 하여｣, 앞의 책, p.646.

15) 김춘수, ｢처용, 그 끝없는 변용｣, �김춘수 시론 집 2�,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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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무엇인가를 찾는 데 더욱 심을 모은다. 그에게 세계의 진리는 여 히 

호 속에서 에포 의 상태에 놓여 있으며 오직 문제는 언어의 사물성을 

극 화시키는 데 있었다. 이는 김춘수가 시인으로서의 자의식을 바탕으로 

언어의 속성을 보다 으로 탐색하 던 사정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

데 김춘수에게 언어의 순수성을 추구하는 일은 진리의 순수성을 구하는 일

과 배치되는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에게 양 측면은 동 의 양면처럼 서

로 일치하는 것이었다. 김춘수에게 언어의 사물성을 극 화시키는 일은 그 

자체로 세계의 진리를 드러내는 가장 확고하고 타당한 길에 해당되었던바, 

언어의 사물화의 양은 진리의 양과 비례하는 것이다. 이러한 에서 사

물화된 언어는 ‘존재의 진리가 왜곡되지 않으면서 모범 으로 생기하는 시

원 인 것’16)이라 할 수 있다. 

그 다면 김춘수가 그토록 완성시키고자 하 던 시의 즉물성, 한 치의 

허 나 허기(虛氣)의 개입 없이 순수성을 구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사물  이미지를 거쳐 김춘수가 나아간 더욱 극 화된 언어의 사물성의 지

16) 단불가능한 진리의 역에 호치는 신 김춘수가 극 으로 사유한 상은 언

어다. 그는 세계에 해 알 수 없는 만큼 언어를 통해 진리의 통로를 구하게 된다. 

시인이었던 까닭에 언어는 그가 가장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역이었기 때문이다. 

불확실한 부분들을 지워나가면서 만나게 된 언어는 따라서 순수 진리에 해당하는 것

이 된다. 이 지 에서 김춘수는 다시 한 번 존재의 언어를 구축하고자 하 던 하이데

거와 만나게 된다. 김춘수와 마찬가지로 시가 형이상학 이고 미학 인 표상에 사로

잡히는 것을 경계하고 존재의 진리와 시원의 언어를 추구하 던 하이데거는 휠덜린을 

통해 신과 존재의 음성을 달하는 신의 사제로서의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된다. 하이데

거에게 시는 형이상학에 의해 로고스의 변질 상이 일어나기 이 의 본래 이고 원

천 인 언어를 창조해야 하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그것이 궁핍한 시 의 시인의 역할

이라고 보았다(윤병렬, ｢시인은 신의 성스러운 사제인가?｣, �철학과 상학 연구�43, 

2009.11, pp.26-34). 이는 하이데거의 문제의식과 김춘수의 문제의식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 김춘수는 자신의 방식 로 답을 찾아가고 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696  韓民族語文學 第71輯

평은 무엇인가?

상이 없어졌으니까 그것과 씨름할 필요도 없어졌다. 다만 있는 것은 왕

양한 자유와 상이 없어졌다는 불안뿐이다. 풍경이라도 좋고 사회라도 좋고 

신이라도 좋다. 그것들로부터 어떤 구속을 받고 있어야 긴장이 생기고, 긴장

이 있는 동안은 이 세상에는 의미가 있게 된다. 의미가 없는데도 시를 쓸 수 

있을까? ‘무의미 시’에는 항상 이러한 의문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 략) 시는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한다는 것이라는 가설이 성립된다고 한다면, 어떤 

시는 언어의 속성을 연 바꾸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언어에서 의미를 배

제하고 언어와 언어의 배합, 는 충돌에서 빚어지는 음색이나 의미의 그림자

나 그것들이 암시하는 제2의 자연 같은 것으로 말이다. 이런 일들은 상과 

의미를 잃음으로써 가능하다고 한다면, ‘무의미 시’는 가장 순수한 술이 되

려는 본능에서 다고도 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17) 

김춘수에게 상과 의미의 붕괴는 실, 사회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이

자 방임이고 유희에 속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불안과 허무이기도 하다. 의

미와 상에 연루될 때라야 인간이 안심이 되고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반면 어떤 것과의 끈도 놓아버린 상태에서는 지표를 모르는 데서 오는 불

안이 자리잡는다. 김춘수가 ‘허무’라고 말하는 이 상태에서 ‘그의 의식 속에

서는 어떤 가치도 가지지 못하며 자기가 말하고 싶은 상도 잃게 된다’18) 

흔히 기시의 구도에 따라 세계에 한 불가지론의 맥락에서 일종의 니힐

리즘으로 인식되는 ‘허무’는 의 인용 에 의하면 불교  의미의 공(空)의 

지 와 유사한 것일 뿐 이념태로서의 허무주의와는 무 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말 그 로 ‘기성의 가치 ’과 ‘편견’이 모두 소거되고 헛된 념과 

17) ｢ 상․무의미․자유｣, 앞의 책, pp.522-3.

18) 의 , p.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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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호쳐진 상태에 놓이는 의식의 순수 무(無)의 지평에 다름 아니다. 

그곳은 세속과의 인연이 끊어져 불안하지만 세속과의 연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능성이 시작되는 지 이기도 하다. 이와 련하여 김춘수가 ‘보

다 넓은 시야가 갑자기 펼쳐진다’고 말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김춘수에게 

‘허무’는 무가치하고 덧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에 의미가 없어진 상태에

서 생겨난 구멍’이자 ‘ 원’19)의 빛깔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상태는 김춘

수에 의해 ‘ 자를 의식하지 않는 교외별 敎外別傳의 상태에 들어가고 

싶다’20)는 말로 표 되고 있다. 

언어가 념을 나르는 수단이나 매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물질성을 띠도록 하기 해 김춘수가 가장 먼  시도한 것은 주지하듯 서

술  이미지의 시다. 이 시기의 시작 태도를 두고 김춘수는 일종의 ‘언롱’이

라고 하면서 ‘의미를 일부러 붙여보기도 하고 의미를 빼버리기도 하는 수

련’21)으로서 시를 썼다고 술회한다. 그런데 그는 서술  이미지의 시가 그

가 추구하는 시의 궁극이라고는 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미지를 지워

버릴 것. 이미지의 소멸-이미지와 이미지의 연결이 아니라(연결은 통일을 

뜻한다), 한 이미지가 다른 한 이미지를 뭉개버리는 일, 그러니까 한 이미

지를 다른 한 이미지로 하여  소멸해가게 하는 동시에 그 스스로도 다음

의 제3의 그것에 의하여 꺼져가야 한다. 그것의 되풀이는 리듬을 낳는

다”22)고 함으로써 서술  이미지의 실험 이후에 도달할 수 있는 시의 단계

에 해 언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리듬의 언어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다. ‘리듬’은 시의 즉물성을 구 하는 이미지 외의 요소이자 이미지를 넘

19) ｢허무, 그 논리의 역설｣, 의 책, pp.537-8.

20) ｢ 상의 붕괴｣, 의 책, p.552.

21) ｢늦은 트 이닝｣, 의 책, p.533.

22) ｢이미지의 소멸｣, 의 책, p.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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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는 것이며 념으로부터 해방된 시의 가장 최종 인 단계와 련된다. 

김춘수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은 까닭에 ‘뜻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

는’ 리듬이야말로 시의 순수성의 극단에 놓여 있는 ‘구원’의 길이 된다고 

여긴다. 재 할 상 없이 쓰여진 서술  이미지조차도 의미를 환기시키는 

반면 리듬에는 일말의 그러한 요소가 없다고 생각한 은 순수 의식을 찾

던 김춘수에게 리듬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는지 짐작하게 해 다. 

김춘수가 ‘리듬’을 시의 순수성을 구 하는 최종 계기이자 탈의미성과 

즉물성을 보장하는 시의 핵심 인 요소로 보는 데에는 ‘음악’의 향이 작

용한 듯하다. 그는 특히 모차르트의 음악이 ‘ 상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의 음악은 무나 음악’이라고 하면서 ‘시의 진화란 음악과 마찬가지로 

상과 의미가 완 히 배제된 상태에서 빚어지는 제2의 자연 같은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김춘수는 기호의 의미 지시성을 월하여 음악처럼 순수히 

‘쉬임 없는 동만 있는’23) 리듬의 언어야말로 자체로서 물(物)이 되는 상

태이자 진화된 언어에 속한다고 보았다. 시에서 리듬은 음악의 순수성만큼 

순수한 언어로서 김춘수가 구하던 진리 개시의 양태에 해당한다. 

시  언어에서 념을 제거하고 즉물성을 실 해가고자 하 던 김춘수

의 노정은 념 으로 사유 속에서만 진행되어 온 것이 아니다. 그는 시의 

언어가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치열하게 고민

하면서 이를 시  실험을 통해 실천하 다. 김수 의 참여시학에 립하고 

있는 그의 언어 실험은 순수 질료의 시가 인간과 사회에 무엇을 할 수 있는

가를 탐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순수 질료의 시는 인간과 사회에 미만한 

념의 폭력을 제어할 힘을 지니는 것인가. 그것은 세계의 진리에 한 정

당한 인식을 보여  것인가. 그것은 김춘수가 말한 로 폭력과 허 로부

23) ｢ 상․무의미․자유｣, 의 책, p.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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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구원의 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진리가 왜곡되지 않은 채 개시

되기를 소망하 던 김춘수의 순수질료의 시가 김춘수의 의도 로 윤리  

차원에서 실효성을 지니는지를 묻는 것들이다.

3. 주문의 언어와 신의 시(顯示)

세계에 한 순수 의식을 순수 질료의 언어로 구축하고자 하 던 김춘

수에게 이데아는 단지 회의되고 단이 유보되었을 뿐 부정되거나 불가지

의 상이 되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매우 완고하게 왜곡되지 

않은 진리를 얻고자 하 고 이를 역시 왜곡되지 않는 언어로 표 하고자 

하 다. 이러한 태도는 회의에 회의를 거듭한 결과 더 이상 의심되지 않는 

사태에서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철학자다운 면모이자 세계에 해 사유하

는 매우 정당한 자세라 할 수 있다. 그러한 그에게 이데아는 부재하는 신 

더욱더 으로 존재하는 것이었다. 김춘수가 ‘어떤 념은 말의 피안

에 있다는 것도 치채게 되었다’거나 ‘말의 피안에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싶었다’24)고 하 던 목은 이데아에 한 그의 입장을 암시해 다. ‘ 실

을 일단 폐허로 만들어놓고 비재의 세계를 엿볼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의 

기수’25)라고 자칭하 던 그에게 세계의 이데아는 언제나 도달하고자 하

던  세계 다. 그가 의미를 경계하고 즉물의 언어를 구하고자 한 것도 

결국  세계에 도달하기 한 방법에 속하는 것이었다.

이런 에 서면 무의미시 시기에 이르러 기 시의 구도는 언어와 존

재의 단 로 말미암아 붕괴된 것이 아니라 기와는 다른 방법으로써 지속

되었다고 단할 수 있다. 그가 념을 부정하 다고 해서 그 부정의 상

24) ｢유추로서의 장미｣, 의 책, p.532.

25) 의 , p.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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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세계 체로 확 하는 일은 김춘수의 의도와 무의미시의 의미를 제 로 

단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춘수가 시  언어에서 시도한 의미와 

념의 배제는 세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를 기지(旣知)의 

것인 양 호도하는 잘못된 념을 겨냥한 것이었던 셈이다. 요컨  김춘수

의 무의미시는 이데아를 부정하기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어를 통해 

세계의 이데아에 도달하기 한 치열한 모색 가운데 놓이는 것이었다.

한편 리듬의 언어는 이후 ‘주문으로서의 시’로 나아간다. 김춘수는 시 

｢하늘수박｣에서 이미지를 버리고 주문을 얻으려고 해보았다고 하거니

와,26) 그는 이미지로부터 해방되어 ‘염불을 외우는 것이 하나의 리듬을 타

는 것’이라고 말한다.27) 그는 ‘이미지만으로는 시가 되지만, 리듬만으로는 

주문이 될’ 것이라면서 시가 이미지로 머무는 동안은 구원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이는 그에게 서술  이미지는 즉물  언어를 구 하기 

한 실험의 과정에서 빚어진 것인 반면 그가 궁극 으로 나아가고자 한 

지평은 그 자체로 순수 질료가 되고 사물성이 되는 ‘리듬’의 언어에 있는 

것임을 말해 다.

그 다면 의미를 월하고 이미지를 월하여 구원의 지 에 다다른 시

 리듬의 언어의 함의는 무엇인가? 언어의 즉물화를 구 하면서 언어의 

순수한 지 에 도달한 리듬의 언어는 세계와의 지평 속에서 어떠한 의

미망을 지니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앞서 리듬으로서의 시가 구원이 된

다고 말한 김춘수의 의식을 묻는 것과 다르지 않다. 역사와 이데올로기로

부터의 탈출의 경로이되 세계의 악(惡)에 처하는 한 방편이기도 하 던 

언어의 최종 단계로서의 리듬의 언어는 즉물성의 정도에 따라 세계에 진리

를 드러낼 것이다. 왜곡된 념을 제거하고 구 된 언어가 동만 남은 리

26) ｢ 상의 붕괴｣, 의 책, p.551.

27) ｢이미지의 소멸｣, 의 책, p.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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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의 언어라고 하는 김춘수의 논법 로라면 리듬의 언어는 즉물성의 정도

만큼 세계의 모습을 띤 언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그것은 ‘더 이상 

지워버릴 수 없는’ 까닭에 ‘행동이고 논리’가 되는 언어에 해당한다.28) 

존재의 비 은 이름 붙일 수 없는 데에 있다. 이런 확신은 나를 선禪의 

세계로 데리고 간다. 불립문자․교외별 ․직시인심․견성성불-어느 하나를 

떼어놓고 바라보아도 언어가 발디딜 틈은 없다. 말이 존재의 집이라고 한 것

은 로고스를 신으로 모신 유럽인들의 착각일는지도 모른다. 신은 그것이 인간

의 능력 밖에 있는 이상은 인간의 말 속에 완 히 담아질 수는 없다. 언제나 

신의 많은 부분은 말(인간이 만든) 밖으로 비어져나가고 있다. 우리는 결국 

신을 말 속에서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 된다. 그것은 결국 하나의 사물도 말속

에서는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 된다. 그런 안타까운 표정이 곧 말일는지도 모

른다.29)

인용 에서 김춘수가 강조한 것은 언어의 한계다. 언어에는 존재도 로고

스도 신도 담아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념을 담아낼 수 없다는 

말의 능력의 한계를 신랄하게 토로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제시되는 

언어와 말이란 의미를 담는 일상의 언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 까지 그가 

추구하여 온 즉물성으로서의 리듬의 언어와 척 에 놓이는 것이다. 한편 

의 은 김춘수가 세계의 본질로서 신(神)을 설정하고 있다는 면에서 주

목을 요한다. 김춘수는 의 에서 신(神)은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완

하고 탈인간 인 존재임을 암시한다. 즉 김춘수에게 신은 인간의 능력으로 

포착할 수 없지만 인간이 최 한 포착하려고 하는 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에서 신은 그에게 항상 으로 문제시되는 존재 음을 재차 확인할 

28) ｢이미지의 소멸｣, 의 책, p.547.

29) ｢존재를 길어 올리는 두 박｣, 앞의 책, 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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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신에 한 이 같은 은 김춘수가 언어의 마지막 경계에서 리듬의 언

어를 발견하 다는 사실을 새삼 상기시킨다. 김춘수는 의미 소거를 거듭한 

끝에 최종 으로 리듬의 언어를 발견하 던바, 이것은 인간의 언어 가운데 

가장 순수한 단계로서의 음악과 유사한 동의 언어이자 분해된 음운에 이

르는 소리의 지 에 놓여 있는 언어다.30) 의미를 매개로 한 인간  차원으

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는 에서 리듬의 언어31)는 신과 조우하는 

가능의 지평을 암시한다. 그것은 신을 담을 수 있는 최소 지 인 것이다. 

이 시 에서 김춘수가 ‘이미지를 버리고 주문을 얻으려고 해보았다’32)고 

한 것은 이미지마  월한 리듬의 언어가 곧 신과 만나는 언어, 곧 주문의 

언어의 가능성을 지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리듬의 언어는 신에 이르는 좁

은문에 해당하 던 것이다. 김춘수가 리듬의 언어를 가리켜 ‘구원에 연결

된다’33)고 말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리듬의 언어가 공(空)의 지 라 할 

수 있는 ‘허무(虛無)’에서 발원한 것이자 ‘불립문자․교외별 ’의 언어와 

동일시되고 결국 시인을 선(禪)의 세계로 데리고 간다고 한다는 목은 모

30) 이것은 이 시기의 표작인 �처용단장�에 등장하는 음운의 언어를 떠올리게 한다. 

음 이 해체되고 음운으로써 이루어진 이 시기의 시  언어는 의미가 들어설 틈이 

없는 언어이자, 언어가 탄생할 당시의 시원 인 상태와 련된다. 실제로 훈민정음 

제작 시 왕 세종이 의미가 아닌 소리를 겨냥한 차원에서 음운을 만들었던 정황(정음 

해례의 정인지 서문은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자연의 문채가 있으니 

그러므로 옛사람이 소리로 인하여 문자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만물의 뜻을 통하고 그

것으로 三才의 이치를 실었다”고 함으로써 소리를 따라 제작된 음운이 비로소 만물과 

통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이정호, �훈민정음의 구조원리�, 아세아문화사, 1975, p.3)

은 김춘수가 추구한 언어의 경지가 어느 지 에 놓이는 것인지 가늠하게 한다.

31) 이를 언어의 원시  탄생 시기에 발견하 던 소리의 언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2) ｢ 상의 붕괴｣, 앞의 책, p.551.

33) ｢이미지의 소멸｣, p.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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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리듬의 언어가 구원의 의미망과 직 으로 닿아 있는 것임을 말해

다. 김춘수는 인간 세계의 극한 지 에 놓인 언어에서 비로소 신과 마주할 

수 있는 구원의 언어를 발견하거니와 이는 의미를 분쇄한 최종의 언어이자 

최 한의 즉물성의 언어다. 

이처럼 념인 신과 조응하는 주문의 언어는 김춘수에 의해 발견된 

매우 독특한 지평에 속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지 까지  조명되

지 않았던 언어의 기능이거니와 이는 언어의 직능에 해 철 하게 질문하

던 김춘수의 독창 이고 치 한 태도에서 비롯된 성과라 할 수 있다. 리

듬의 언어가 주문의 언어가 되고 이것이 구원의 언어가 되는 과정의 논리

는 언어의 기능에 한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춘수에 

의해 언어는 기호의 차원을 벗어나 물(物)자체가 되어 세계와 만나는 지

를 열어 보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김춘수의 논리를 따르게 되면 이러한 언

어의 기능은 폭력으로 미만한 조악한 세계로부터의 탈출구이자, 세계의 진

리와 화해할 수 구원의 길과 련된다. 그것은 마치 폭력으로 인한 정신  

상처로 고통받았던 김춘수에게 ‘처용’이 ‘훤한 빛’34)으로 다가왔던 것과 다

르지 않은 것이다.

Ⅲ. 나오며

김춘수의 무의미시에 한 심은 김춘수가 언어의 기능  시  언어

의 속성에 해 집요하게 탐구했던 사실에 기인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춘수는 언어에 한 의식을 끈질기게 탐색해갔던 자로서 우리 시단에서 

34) ｢처용, 그 끝없는 변용｣, 앞의 책, 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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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독특하고 드문 시인에 속한다. 그는 시의 언어가 무엇인가를 질문하

는 동시에 세계의 본질에 해서도 의심의 긴장을 놓지 않았다. 무의미시

가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은 이들 질문에 한 김춘수의 답이 

매우 극단 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김춘수는 먼  시에서 념을 모두 제

거하기를 시도하는데 이것이 서술  이미지의 시 형태로 표 되었음은 주

지의 사실이다. 

무의미시가 보인 의미의 소거와 난해성, 그리고 논리성의 괴는 연구자

들로 하여  그것을 의미를 지닌 시들과 반 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요

인이 되었다. 그러나 무의미시에 한 이해는 그것이 철 하고도 일 되게 

언어의 기능에 해 질문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을 인식할 때 가능해진

다. 김춘수는 무의미시를 통해 단지 의미를 부정하는 방법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념을 지워감으로써 언어가 기호로부터 물질이 되어가는 

과정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물질이 되는 언어는 구체 인 언어이자 생생한 언어요, 김춘수의 표 을 

따르면 즉물성의 언어다. 기호가 아닌 물질로서의 언어는 이처럼 생생함을 

실 함으로써 세계의 본질을 시하게 된다. 세계의 본질은 언제나 인간에

게 비가시 이고 미지의 것이므로 이에 한 단은 늘 유보되고 지될 

수밖에 없다. 이때 즉물성의 언어는 그것이 물(物)인 정도만큼 세계를 드

러낸다. 이 에서 김춘수의 무의미시는 언어의 물질성을 구하는 일에 해

당하는 것이자 동시에 미지의 세계를 구 하는 방편에 속하는 것이다.

즉물  언어를 통해 하는 세계를 보겠다는 그의 의지는 기야 서

술  이미지마 도 월한 순수 입자의 언어를 만나게 된다. 리듬의 언어

가 그것이다. 리듬만으로 된 언어에 념이 끼어들 여지는 조 도 없어 보

인다. 김춘수에게 그것은 가장 물질화된 언어이자 가장 순수한 언어다. 김

춘수는 이러한 리듬의 언어에서 안식과 구원을 느낀다. 이는 리듬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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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언어야말로 가장 탈인간 이며 동시에 신에 가장 가까워진다는 에서 

그러하다. 이 지 에서 김춘수가 주문의 언어를 떠올리는 것은 매우 논리

이라 할 수 있다. 인간 인 념을 소거한 세계의 끝에서 만난 주문의 

언어는 김춘수에게 구원을 느끼게 한다. 이때의 언어는 최 한의 즉물성이 

구 된 물자체의 언어라 할 수 있는바, 이것이 주문의 언어인 것은 언어를 

통해 신과 조우할 수 있다는 에서 그러하다.

본고는 김춘수의 무의미시론을 면 하게 따라가면서 김춘수의 문제의

식과 논리를 복원하는 데 할애되어 있다. 시의 난해함 못지않게 무의미시

론이 지닌 난해함은 김춘수의 의식을 왜곡하기 십상이다. 이 은 그간 무

의미시에 한 연구가 크게 진 되지 못하 고  곡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는 것을 설명해 다. 김춘수가 언어에 해 끊임없이 질문하며 기호의 언

어에서 사물의 언어로의 탐색 과정을 보여  일은 우리 시사에서 매우 

한 성과에 해당한다. 서술  이미지로서의 무의미시가 그 간에 놓이는데 

이 역시 문제 인 시도에 해당하지만 김춘수가 리듬의 언어를 통해 궁극성

을 체험하 다는 것은 시의 음악으로서의 가능성과 입자로서 언어가 되는 

새로운 경지를 개시한 것이라는 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다. 언어에 한 

치열한 자의식을 개한 김춘수를 통해 언어는 곧 진화의 일 을 만나

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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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about the Kim, Chunsu's 'Nonsense-Poetics' 

as the Route for the 'Thing-in-itself'

Kim, Yun-Jeong

In Kim, Chunsu’s ‘Nonsense-poem’, erased meaning, abstruseness and 

logic-deconsruction makes its meaning opposite to sense-poem. But 

Nonsense-poetics is only dedicated to the question about the fuction of poetic 

language. Kim, Chunsu didn’t try to practise the way of meaning-erasion but 

try to see the process that poetic language becomes from sign to material 

Material-language is a concrete and vivid language. By the expression of 

Kim, Chunsu, it is Sachlichkeit-language. As material-language makes itself 

vivid, it can show the substance of the world. The substance of the world 

is so invisible and unknowable that the understanding for it always has to 

be delayed. In that condition, Sachlichkeit-language reveal the world as much 

as its materiality.

The Kim, Chunsu’s mind to see the world revealed by the Sachlichkeit-

language made him encounter pure particle-language transcending the 

‘Descriptive image’. It is rhythmic and wave language. It is a thorough 

material-language and the purest language. It is the point by that the 

language made of the only rhythm is the farrest from human and closest to 

god. It is very logic for Kim, Chunsu to bring to mind shaman language in 

this point. And this shaman language reminds Kim, Chunsu of a god. The 

shaman language that Kim, Chunsu met in the final stage of sense-erasion 

is corresponded to the language of thing-in-itself. Here is the point in which 

we can encounter the substance of the world through the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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