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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원은 한국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시인으로서 한국 문단에 뚜렷
한 발자취를 남겼다. 그는 관념과의 싸움을 통해 ‘해방의 이미지’와 현
상 자체의 투명한 ‘날[生] 이미지’를 탐구하여 사물마다 제각각 가지고
있는 존재의 극점을 평등의 시적 원리와 언어로 드러낸 전위 시인이
었다. 특히 그의 문학과 삶은 부산과의 인연이 각별했다. 그는 1941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시절 부산으로 이사해 학창 시절을
보냈으며 사상초등학교 등에서 교사로 재직했다. 또한 말의 효용성과
구속성 등 언어를 탐구하기 위해 동아대 법대를 다니면서 자신의 시
가 지향해 나가야 할 초석을 다졌다. 본고는 이러한 오규원의 문학적
연대기와 시교육자로서의 인간적 면모를 살펴봄으로써 텍스트의 정밀
한 분석 방식과는 다른 방향에서 그의 시세계에 대한 이해의 길을 모
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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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생애사적 측면에서 오규원의 삶과 문학의 변모 과정을 살피고,
서울예대에 20년간 재직하면서 교수 이전에 시 선배로 학생을 대하며
훌륭한 제자들을 길러낸 시교육자로서의 면모를 조명한다. 문학적 연
대기에서는 유년기와 학창 시절, 등단 이후 대기업(태평양화학) 회사
원과 출판사(문장사) 대표를 거쳐 서울예대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
하는 등의 생애와 문학의 변모 과정에 접근한다. 또한 1991년부터 폐
기종을 앓게 되면서 오염된 서울을 떠나 인제를 거쳐 무릉, 서후에서
휴양을 하며 그의 시론인 ‘날[生] 이미지’가 정립되어 가는 과정을 살
펴본다. 마지막으로 2007년 타계 시 제자의 손바닥에 쓴 유고시(遺稿

詩)와 시인의 10주기를 맞아 2017년 출간된 사진산문집 무릉의 저녁
에 대해 다룬다. 아울러 시교육자로서의 그의 면모에도 비중 있게 접
근한다. 여기서는 제자들을 대하는 그의 인간적 자세와 함께 수사학적
접근을 통해 시의 구조와 체계를 밝히고 이 구조와 체계를 잣대로 해
서 습작품의 문제점을 사례별로 적용해 보이는 현대시작법의 의미
에 대해 살펴본다.
주제어 : 문학적 연대기, 시 교육자, 언어 탐구자, 해방의 이미지, 날

[生] 이미지, 수사학적 접근, 현대시작법

Ⅰ. 머리말
오규원1)은 사생활과 시의 연관성이 희박한 시인이다. 특히 그는 관
1) 시인 오규원(吳圭原)은 1941년 경남 밀양 삼랑진에서 출생하였고, 부산사범
학교를 거쳐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65년 현대문학에 ｢겨울나그네｣
가 초회 추천되고, 1968년 ｢몇 개의 현상｣이 추천 완료되어 등단하였다. 시
집으로 분명한 사건(1971) 순례(1973) 왕자가 아닌 한 아이에게
(1978) 이 땅에 씌어지는 抒情詩(1981) 가끔은 주목받는 生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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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과의 싸움을 통해 해방의 이미지와 현상 자체의 투명한 날[生] 이미
지를 탐구하여 사물마다 제각각 가지고 있는 존재의 극점을 평등의 시
적 원리와 언어로 드러낸 전위시인이다. 그러므로 삶과 생애의 직접적
인 경험을 시적 자양분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삶을 안다고 해
서 그것이 작품 해석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로 그의
시에 제대로 접근하는 것이 그의 생애나 문학세계를 이해하는 데 적절
한 방법일 것이다.
가스통 바슐라르는 로트레아몽의 말도로르의 노래를 분석하면서
“전기가 말하지 않는 것을 작품은 노래한다”2)고 언급한 바 있는데, 경

우는 다르겠지만 이 말은 오규원의 문학세계를 이해하는 데에도 적용
된다고 여겨진다. 때문에 오규원을 이해하는 데는 작품세계로 가늠해
보는 방법이 가장 적절할 것이며, 이 대목에서 다시 “시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작품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며 “작품은 삶의 반대 명제
인 것이다”3)라는 바슐라르의 말을 떠올려볼 수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한 시인의 시세계에 접근함에 있어 그의 연대기가 해설서나 철학적인
글보다 유용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오규원 스스로가 “휠더를린에 대한
하이데거의 지리하고 철학적인 글보다 그의 짧은 연대기가 나에게는
많은 이해의 길을 열어주었다”4)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지금까지 오규원에 대한 연구는 시세계나 시론에 대한 분
(1987) 사랑의 감옥(1991) 길, 골목, 호텔 그리고 강물소리(1995) 토마
토는 붉다 아니 달콤하다(1999) 새와 나무와 새똥 그리고 돌멩이(2005)
유고시집 두두(2008) 오규원 시 전집(전2권, 2002) 등이 있다. 시선집
한 잎의 여자(1998) 시론집 현실과 극기(1976) 언어와 삶(1983) 날
이미지와 시(2005) 등과 시 창작이론서 현대시작법(1990)을 상자했다.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대문학상, 연암문학상, 이산
문학상, 대한민국문화예술상 등을 수상하였다. 2007년 2월에 작고했다.
2) G. 바슐라르, 윤인선 옮김, 반항의 시인 로트레아몽, 청하, 1985, 95쪽.
3) 위의 책, 106쪽 참조.
4) 오규원, ｢대가의 멋과 한계｣, 언어와 삶, 문학과지성사, 1983, 2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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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꾀한 논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가 작고한 지 10년이 된
현 시점에서도 그에 대한 생애 연구나 문학적 연대기를 본격적으로 다
룬 논문은 전무하다. 특히 지금까지 오규원에 대한 평가가 지나치게 시
세계에 쏠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철저히 시인과 작품을 분리시키
는 모더니즘 시인으로서의 확고한 시론을 정립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에 대한 생애나 시작활동, 시교육자로서의 면모 등에
나타난 양상을 보면 그의 작품세계와 생애는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
다. 그러나 이때의 작품세계와 생애의 밀접성은 단순히 작품세계가 그
의 생애를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점은 시인 오규원이
생애나 작품세계에서 가장 경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오규원의 위의 말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문학적 연대기는 한
시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시인으로서의 문학
적 성과를 총체적으로 조명하는 작업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의미를 지
닐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일환으로 오규원의 생애와 문학적 연
대기를 연결시켜 그의 문학세계에 접근하는 글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
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광호의 대담5)과 이원이 쓴 문학적 연대기6)
가 오규원의 삶과 문학의 궤적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광호의 글은
그의 생애와 문학의 관련성을 밝혀내기에는 대담 형식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이원의 글은 오규원의 생전에 진행된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연
대기인 까닭에 그의 생애 전체를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 이외에도 문학
잡지의 인터뷰나 시인의 개인적 면모를 드러내주는 동료문인들의 인물
소묘, 그리고 작고 후 제자들의 회고담에서 간간이 그 모습이 드러날
뿐, 그의 전 생애와 작품세계를 연결하여 그의 문학적 의식세계를 심층
5) 이광호 엮음, 이광호·오규원 대담, ｢언어 탐구의 궤적｣, 오규원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2002.
6) 이원, ｢‘분명한 사건’으로서의 ‘날[生] 이미지’를 얻기까지｣, 작가세계, 1994
년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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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밝혀보려는 시도는 없었다.
따라서 이 글은 먼저 오규원이라는 문학사적 인물을 생애 전체와 작
품세계를 연결시켜 재구성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또한 시작활동
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 중․후반부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
교육자로서의 면모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그의 문학적 연대
기와 시 교육자로서의 인간적 면모를 살펴봄으로써 텍스트의 정밀한
분석 방식과는 다른 방향에서 그의 시세계에 대한 이해의 길을 모색하
는 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Ⅱ. 어머니의 부재와 고향 상실
오규원(吳圭原)은 1941년 12월 29일(음력)7), 경상남도 밀양군 삼랑진
읍 용전리(慶尙南道 密陽郡 三浪津邑 龍田里) 636번지에서 부(父) 오인
호(吳仁鎬)와 모(母) 고계준(高癸俊)의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본명
은 규옥(圭沃)이고 규원(圭原)은 필명이다. 그의 고향 용전리는 경부선
이 지나가는 삼랑진역과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6킬로미터 정도 떨어
져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서, 그의 유년의 가정 형편은 농토 이외에
도 정미소와 과수원을 소유하고 있어 유복한 편이었다.8)
7) 집안 사정으로 호적상의 생년월일은 1944년으로 되어 있다.
8) 오규원의 고향 집은, 넓은 마당을 중심으로 안채, 사랑채, 정미소, 헛간채가
동서남북에 하나씩 앉아 있었으며 동쪽과 남쪽에 각각 문을 낸 담장이 사
방을 둘러쳐져 있었다. 동쪽의 문으로는 일터나 정미소에 드나드는 짐꾼 등
이 이용했고 사랑채와 인접한 남쪽의 문은 기와까지 올려앉힌 것이었다. 또
한 중앙의 널찍한 마당에선 타작을 하거나 정미소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이
용했다. 기와를 얹은 안채의 좌우측과 후면에는 감나무 밭이 있었는데, 그
감나무 사이를 갈아 채전을 하거나 어떤 때는 옥수수를 심었다. 그리고 우
측엔 도르래가 있는 우물이 있었다. 소와 돼지우리, 그리고 닭장이 따로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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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과 밭 농사에다 정미소를 하고 있던 우리집에서는, 장날이
면 대개 곡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나는 달구지 뒤에 두 다리를
내리고 앉아 달랑달랑 흔들며 장에 따라가거나 어머니의 치마
끝을 잡고 가거나 했는데, 포플라나무 외에는 좀처럼 사람의 모
습이 보이지 않던 시오리 길이 장날에는 어김없이 사람들로 이
어짐을 신기해 하곤 했습니다.9)

막내여서 조금은 버릇이 없고 또한 선병질적이었던 그는 형이나 누
이들이 학교에 가고 나면 남아도는 시간을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래서
방학이나 휴일에 장이 서는 날이면 어머니 치마 끝을 잡고 늘어지거나
또는 달구지 뒤에 슬그머니 타고 앉아 악을 쓰며 따라가곤 했다. 시오
리(里) 길이 되고도 남는 면사무소 앞 장터까지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지만, 그때의 고향 사람들은 마치 이웃집 나들이가듯 그렇게 가
볍게 나서곤 하였던 것이다. 그는 장에 닭이나 돼지를 팔러 가는 아낙
과 중늙은이, 그리고 자신처럼 길을 따라 나선 아이들의 호기심 많은
눈을 관찰하며 “삶이란 이렇게 사람으로 길을 이어갈 수 있다는 듯, 이
런 새로운 리듬을 길이 창조”10)하는 것을 깨닫곤 하였다. 또 어머니를
따라 밭에 가서 고구마나 들깻닢을 어머니와 함께 따기도 했지만, 밭이
있는 그곳 산기슭을 헤매며 산딸기를 찾곤 하였다. 그에겐 “그 산딸기
란 간절히 먹고 싶은 그 무엇이 아니라, 찾아야 할 그 무엇이 필요했던,
그러니까 시간을 보내며 산기슭을 헤매야 할 이유를 주는 그런 존재
였”11)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 산딸기란, 꿈이란 말을 모르던 유년시절
을 정도로 복된 고향 집은 오규원에겐 이 모든 것이 어울려 한 담장 안에서
작은 우주처럼 놓여 있는 것으로 회상된다. 오규원, 나는 왜 문학을 하는
가(강은교 외), 문학사상사, 1993, 221쪽 참조.
9) 오규원, ｢내 어린 날의 장날｣, 아름다운 것은 지상에 잠시만 머문다, 문학
사상사, 1987, 143쪽.
10) 오규원, 위의 글, 143쪽.
11) 오규원, ｢종일 한 알 모래처럼 머물며｣, 위의 책, 46～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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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꿈을 대신해주는 물질로서, 그 시기에는 꿈을 대신해 주는 그 무엇
인가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무엇인가를 찾는 행위란 그에게 야릇하
고 신비한 쾌감을 안겨주는 것이었다. 아무튼 어머니를 따라 장에 가서
사람을 관찰하거나 산기슭에서 산딸기를 찾는 행위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 속에서 행하는 사고가 체질화한 것으로서,
시인 오규원의 관찰과 사색이 어린 시절부터 싹텄음을 보여주는 한 예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던 그에게 6․25 사변이 터지면서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학도병으로 나갔던 큰 형의 부상, 밤마다 숨어다니던 부친, 공비들에게
끌려가다 너무 어리다고 되돌려 보냈던 작은형, 미군이 점령한 교사(校
舍), 수많은 낯설은 피난민들이 주변을 서성이면서 6․25는 어린 그의

곁에서 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 무렵 철도파괴작업에 나섰다가 실패한
약 50명 가량의 공비들이 지리산 쪽으로 도망가다가 그의 집을 방문한
사건이 벌어졌다. 농촌 집 치고는 비교적 컸던 그의 고향 집이 그들의
몽땅털이 대상으로 골라잡힌 것이다. 공비들이 장총으로 숨어 있던 아
버지를 찾아내 위협하고 어머니는 안방에서 앉은뱅이 재봉틀을 빼앗기
지 않으려고 “날 죽이고 가져가라!”고 울부짖는 살풍경이 펼쳐진 것이
다. 그리하여 그 사건을 계기로 그의 집안은 임시로 부산으로 이사를
가고, 이에 따라 그도 고향의 삼랑진초등학교에서 토성초등학교로 잠
시 전학을 갔다. 하지만 옮긴 학교와 급우가 마음에 들지 않아 가방을
멘 채 시장바닥과 길거리, 혹은 솜사탕을 파는 거리의 아저씨 곁을 맴
돌다가 형제들에게 붙잡혀 학교로 또는 집으로 끌려오기 일쑤였다. 더
구나 그에게 피난민들로 넘쳐나는 도시 생활은 또 다른 혐오증을 유발
시켜 겉도는 생활이 반복되었다. 그러다가 다시 고향의 역 부근에 집을
얻고 모교로 전학을 온 뒤 휴전이 되면서 산골 집으로 되돌아올 때부
터, 그의 곁에는 주둔군이라는 존재가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상기시
키며 압박했다. “신고 버린 게다짝과 미군 군/ 화는 앵두나무 밑에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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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잡/ 고 앵두 열매는 빨갛게/ 잘도 익고 있다”12)라는 시구가 나타내
는 바와 같이 6․25 체험은 그것을 전후로 한 식민지 시대와 군사정권
까지의 굴곡진 한국현대사를 포괄하는 대상으로 변해 있다.
그즈음 6․25보다 더 결정적인, 그의 유년을 마감하게 할 정도로 충
격적인 사건이 터졌다. 이 일로 인하여 그의 유년은 “열두 살로 끝이
났”고 “나의 유년이 끝남과 동시에 나는 도시로 떠돌기 시작했”13)다고
직접 토로할 정도로 그의 삶에 분기점을 이루는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이후 그의 삶은 초등학교 6학년을 경계로 하여 대조적으로 그 양상이
전개된다. 그해 봄, 반신마비 증세로 고통을 받고 있던 어머니가 한의
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잘못 써서 사망하고 만 것이다. 아버지와 함께
그가 한의원에서 받아온 치료약을 복용한 어머니는 그날 하루 저녁 내
내 토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고,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죽음
은 그의 유년에 비극적인 상처를 남겼다. 더구나 그 약을 아버지와 그
가 함께 지어왔다는 점, 또 어머니의 돌연한 죽음 직후 찾아온 한의사
가 그의 집 마당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모습까지 지켜보았기에 그
참상은 평화로운 모성에 감싸인 그의 유년에 종지부를 찍는 하나의 전
환점이 되었다.
나에게는 어머니가 셋. 아버지는 女子는 가르쳐 주었어도 사
랑은 가르쳐 주지 않았다.
사랑이란 말을 모르고 자란 아버지와 사랑이란 말을 모르고
죽은 아버지의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에 적당하게 자리잡은 女子가 셋. 둘은 무덤 속에. 그
리고 사라져 버린 한 女子.

12) 오규원, ｢시인 구보씨의 일일 10―부산의 한 부두에서｣, 오규원 시전집1,
문학과지성사, 2002, 377쪽.
13) 오규원, ｢내 어린 날의 장날｣, 앞의 책, 14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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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나라 또는 한 여자의 길―양평동 3｣ 부분14)

이 시에서 오규원은 어머니가 셋이라고 말한다. 그의 생모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서모는 몇 년 전(산문집 볼펜을
발꾸락에 끼고에 언급된 1981년을 기준으로 하여)에 각각 타계하여
고향의 뒷산에 따로따로 잠들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여자는
생모가 타계한 얼마 후에 고향 집에 와서 석 달 정도를 살다가 사라져
버렸는데, 그녀에 대한 인상은 그에게 그 후에 와서 오랫동안 살다가
죽은 서모보다 훨씬 더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서모가 죽고 난 뒤, 문득 그녀가 떠올라온 것인데, 그녀가 그의 머릿
속에 비교되는 두 여자와 다른 길을 터놓았던 것이다. 그것이 위 시에
서 사랑보다는 어떠한 형태의 삶이든 간에 살기 위해 삶을 수락해 버
린 한 여자와, 그런 삶을 수락할 수 없었던 한 여자의 이미지로 표현된
것이다. “아버지의 아버지의 나라”로 표상되는 부계에 대한 부정의식
이 대표하는 남성의 세계가 궁핍의 존재로 비치는 반면 여성에 대한
그의 편향은 이 시에서 남성적 질서 속에서 3개월 정도 살다가 사라져
버린 한 여자로 대변되어 나타난다. 즉 그 자신이 어머니라고 부른 사
람은 생모밖에 없었지만 사라져버린 그 여자가 걸어간 길이 사랑의 길
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고, 그런 연유로 ‘어머니가 셋’이라는 의식으로
연결되며, 그 의식 밑에서 생긴 갈등과 모순이 사랑의 의미를 일깨워준
것이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는 모순이라든지 갈등이 반드시 우리
의 의식을 억압하는 존재이지만은 않고 수용하기에 따라서는
다른 존재로서 더욱 빛남을 깨달았습니다.15)

14) 오규원, 오규원 시전집1, 186쪽.
15) 오규원, ｢하나의 편지와 세 개의 축하엽서｣, 볼펜을 발꾸락에 끼고, 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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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에피소드에서 알 수 있듯, 어머니의 죽음에 의해 촉발된
여성에 대한 인식은 그에게 여성성과 언어에 대한 깊은 관심을 유발하
였으며, 또한 그의 시세계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의 시선이 우위를 점하
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
은 그의 시집 사랑의 감옥 중 ｢세헤라쟈드의 말｣ 등과 같은 시들을
통해 여성성과 언어에 대한 천착으로 이어진다.

Ⅲ. 부산 체험과 바깥에 있으려는 의식
오규원에게 초등학교 6학년 이후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
께 찾아온 가세의 몰락으로 인한 기숙과 기식의 연속으로 점철된다.
어머니의 죽음은 내 삶과 의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
다.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어머니의 죽음이 가로놓인 초등학교 6
학년 전과 후는 어머니의 자궁 안의 세계와 자궁 밖의 세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부재는 고향을 관념화시키는 쪽
으로 내 의식을 몰고 가게 되었습니다. 즉 어머니의 부재는 현
실적으로 엄연히 고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으로, 회
복될 수 없는 존재로 느껴지게 하는 요인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내내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향을 생각하면 지극히 평
화로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고향에서는 바람이
안 붑니다. 어머니와 함께 고향이 관념화되어 있어서, 현실적인
고향은 내 고향이 아니라고 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16)

1955년 부산중학교에 입학함과 동시에 기숙(寄宿) 생활이 시작되었
출판사, 1981, 95쪽.
16) 오규원․이재훈 대담, ｢날이미지와 무의미시 그리고 예술｣, 시와세계
2004년 가을호, 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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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학년 때는 누이 집에서, 2학년 때는 대학과 고등학교를 다니던 형
님들과 자취를 하면서 지냈고, 3학년 때는 숙부 집에 얹혀 살았다. 숙
부 집으로 가기 전에는 집에서 시오리를 걸어나와야 있는 삼랑진 역에
서 기차를 타고 부산중학교까지 통학을 했다. 그 당시 그의 심정은 삼
랑진의 철도역 구내에 있는 담쟁이덩굴에 대한 회상에서 찾아볼 수 있
다. 그 담쟁이덩굴은 “구내의 강변쪽 외딴 곳에 떨어져 있는 크고 둥근
저탄창고에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시커멓게 엉겨붙어 있었다. (…) 주로
새벽이나 저녁에 보게 되었던 저탄창고의 그것은 자주 물안개에 뿌옇
게 덮여 있었는데, 물안개가 덩굴에 엉켜 강으로 빠져 나가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엉뚱한 생각을 하며, 멀리서 그것을 보곤 했다.”17)
유복했던 가정이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몰락하면서 중학교 3학년이
되자 학비를 내지 못해 정학을 당할 정도에 이르렀다. 어머니와 집이
없다는 뿌리 뽑힌 자의 의식과 허기는 대본집에서 빌려온 책이 다소간
메꾸어주었다. 그 당시 그의 마구잡이 독서목록에는 김래성의 청춘극
장, 마인, 김동인의 운현궁의 봄, 이광수의 흙, 심훈의 상록수
등과 같은 책이 들어 있었다. 또한 학교로 가는 중간쯤의 길목에는 땅
바닥에 ‘레이션 박스’를 풀어 깔고 ｢밀림의 왕자｣ 등을 펼쳐놓은 대본
소도 있었는데, 그는 그곳의 단골 중의 하나였다. 그러다가 그가 처음
으로 시라는 형태의 글을 써본 것은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말대가리’
란 별명을 가진 국어 선생님에 의해서였다. ｢나목｣이란 제목의 시였다.
그분은 국어 교과서를 시작하기 전에 속표지의 사진을 펴놓
고는 우리들에게 작문을 한 시간 하게 하는 묘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시체말로 하면 ‘포토 에세이’나 ‘포토 포에지’를 한 편씩
쓰게 한 셈이다. 그분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글쓰기에 눈뜨기
를 희망했으리라.

17) 오규원, ｢덩굴과 구멍｣, 책과 인생 1994.2～3 합본호,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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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내가 쓴 시는 나목(裸木)이라는 제목을 붙인 “앙상한 나
뭇가지에……” 어쩌구 어쩌구 하는 얄궂은 내용이었다. 그 얄궂
은 내 시를 그분은 잘되었다면서 낭낭한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읽어 주는 것이었다.18)

그는 이 일을 계기로 하여 흥미진진한 소설과 만화 속 세계와는 달
리 일상이 무미건조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고, 일상이 무미건
조하게 보이는 까닭은 현실에 눈을 뜨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어렴풋
한 자각으로 이어졌다. 그가 스스로를 가리켜 한 번도 현실에서 발을
빼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리얼리스트라고 자임하는 것이나 모던한 그
의 시세계에서 현실이 늘 바탕이 되는 까닭 역시 행복과 불행을 대조
적으로 맛보았던 유년시절과 성장기의 기숙 체험에서 비롯된 떠돎과
방황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시인이나 소설가나 눈을 뜨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면,
나도 또한 그런 사람들 중의 하나이다. 시인이나 소설가가 눈을
뜨고 살면서, 눈을 뜨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언어로 보여주
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면, 나도 또한 그런 사람들 중의 하나
이다.
눈을 뜨고 산다는 일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므로, 문학을
하는 행위가 끝없는 싸움이고 또 끝없는 모험이라는 결론에 도
달한 사람들이 있다면, 나 또한 그런 사람들 중의 하나다. 싸우
기 위해서는 기왕의 언어 질서까지도 바꿀 수만 있다면 바꾸어
야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도 또한 그런 사
람들 중의 하나다. 언어의 질서 또한 우리의 사고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다.19)

다시 말하면 이때부터 현실이란 관념이고 무미건조함이란 사실과 싸
18) 오규원, ｢눈을 떴을 때와 감았을 때｣, 볼펜을 발꾸락에 끼고, 233쪽.
19) 오규원, 위의 글, 235쪽.

시인 오규원의 생애와 문학적 연대기 / 박형준 85

우지 않는다면 드라마가 없다는 사실, 관념과 무미건조함과의 싸움이
드라마라는 사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어릴 때 일상의 궤적
속에 떠돌게 된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어머니의 부재=내 집의 상실=고향의 상실”은 스스로에게 집이 없는

자의 의식을 갖게 하고, 그 후로 오랫동안 이러한 자신의 삶이 “기숙과
기식의 시간 안에 있다는 인식”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도 기숙과
기식의 세계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의식”을 갖게 하는
토대가 된다.20) 그리고 그러한 인식들이 쌓여 그를 리얼리스트로 만들
고 주체 중심의 의식과는 반대의 길인 반(反) 주체 중심의 의식을 갖게
한 것이다.
1958년에 그는 인문학교 대신 아버지와 숙부 등의 권유로 부산사범

학교에 진학한다. 그는 사범학교에서도 2학년이 다 갈 무렵까지 잘 적
응하지 못하고 방향감각없이 떠돌았는데, 그 방황이 밑거름이 되어 문
학을 더 가까이 하게 된 계기로 작용했다. 그런 연유로 2학년 말이 되
면서 그는 안정을 찾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현실
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본격적으로 ‘시를 써보겠다’는
마음가짐이었다. 이 당시 그가 시에 뜻을 두게 된 까닭은 ｢밤｣이라는
시를 써서 한 잡지에 투고하여 뽑힌 것이 계기가 되었다.21) 이즈음부
터 그는 현대문학을 읽기 시작하고 시작에 본격적으로 몰두한다.
그가 다닌 사범학교는 국립초등교원양성기관으로서 전액 국비로 공
부하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면 의무적으로 몇 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
로 근무해야 했다. 결국 1961년 호적상으로 16세(실제 나이로는 19세)
가 되던 해 그는 사범학교를 졸업하는 동시에 부산 사상(沙上)초등학
교 교사로 부임을 하게 된다. 그는 교사가 되고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
가고 나면 오후의 텅 빈 교실의 적막과 투명한 햇빛을 바라보곤 하였
20) 오규원․이재훈 대담, 앞의 글, 91～92쪽 참조.
21) 이원, ｢‘분명한 사건’으로서의 ‘날(生) 이미지’를 얻기까지｣,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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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만약 좋은 선생이라면 적막과 햇빛을 좋아했
을까 라는 의문이 떠올라왔다. 한 마디로 그는 교사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다. 그 결과 몇 년 동안 계속되는 교사생활에서 교장과 교감,
장학사 등과 번번이 부딪히면서 네 학교를 옮겨 다닐 정도가 된다.
교편을 잡은 다음해인 1962년에는 동아대 법학과(2부)에 진학하게
된다. 문학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법대를 그가 택한 것은 우발적이긴
하지만 말의 효용성이나 추상성, 구속성 등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그리
고 그가 대학시절에 습득한 법학 지식의 상당 부분은 언어에 대한 감
각과 사유를 돕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있었던
에피소드이다. 그는 관음사라는 절에서 한 친구와 함께 책을 읽으며 지
냈는데, “민사소송이니 형사소송이니 채권각론이니 하는 책을 읽고 있
는 그 옆에서”, 그것과는 전혀 엉뚱한 엘리어트의 ｢네 개의 4중주(四重
奏)｣ 몇 토막을 “고시공부하는 셈치고”22) 읽었다고 한다. 그는 엘리어

트의 이 시에서 관념적임에도 불구하고 긴장된 그리고 매우 거대하고
투명한 관념의 감각화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현실과 사실을 그것 자체
로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허구투성이 관념을 비틀면 비틀수록
그 진면목이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1964년 신
춘문예 최종심에서 떨어진 그는 그동안 썼던 모든 작품을 정리해 현
대문학에 투고한다.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1965년 2월인가 3월에(또 한번 그의 기억력이 아쉽다) 김현승
선생에게서 추천을 하겠다는 소식과 함께 “오랫동안 습작을 한
흔적이 보인다. 한자를 조심해서 사용하라”는 사신을 받는다.
그 감격의 순간을 넘기고, 그해 5월(대학 4학년 때) 군에 입대하

22) 오규원, ｢엘리어트와 터무니없었던 날의 오기｣, 볼펜을 발꾸락에 끼고,
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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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논산을 거쳐 대구군의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 1회 추천작인
｢겨울 나그네｣가 실린 현대문학 7월호를 군의학교의 훈련병
위치에서 받아보는 야릇한 감회를 맛본다. 이 지면에서부터 오
규옥이란 본명 대신 필명인 오규원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본
명을 그대로 적어놓으면 여자로 오인되는 수가 가끔 있었어요.
그 불편을 피하기 위해 부친과 의논해 고쳤어요. 돌림자가 규
(圭)라서 옥(沃)이 원(原)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
다. “오래 사용해서 그런지 이젠, 가끔, 본명이 낯설 때도 있”다
는 그다.23)

Ⅳ. 서울로의 상경과 물신사회와의 싸움
1965년 현대문학에 1회 추천을 받은 후, 오규원은 1967년에 ‘감성과

지성을 갖춘 시인이라는 평’과 함께 ｢우계의 시｣로 2회 추천을 받게 된
다. 그리고 1968년 10월 마침내 ｢몇 개의 현상｣으로 추천이 완료되어
문단에 데뷔한다. 이 해에는 이옥의(李玉儀) 씨와 결혼한다. 시단 데뷔
를 목전에 둔 1967년에는 진료 원장실에서 의무행정을 담당하는 보직
을 끝으로 제대를 한다. 군 생활을 병원에서 해서 비교적 시간이 났기
때문에 오규원은 군복무 기간 동안 병원 도서실에서 주로 책을 빌려
읽었다. 틈틈이 작품을 쓰기도 했지만 생각만큼 작품이 안돼 주로 책을
읽던 시절이었다. 그는 첫휴가 때 그를 추천한 김현승 선생을 만나기
위해 당시 김현승 선생이 재직하던 숭실대로 찾아갔는데, 그의 회고에
따르면 김현승 선생은 말을 아끼시던 분이었다. 제대를 한 이듬해 여
름, 서울로 상경한 그는 몇 군데의 출판사를 전전하다가 1969년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하게 된다. 그리고 1969년 한림출판사 편집부에 취직을
하면서 오랜 기숙생활을 끝내고 생활의 안정을 찾으면서 정착생활을
23) 이원, 앞의 글, 24～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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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문학적으로는 1971년 출간한 첫시집 분명한 사건에 수록
한 많은 시편들을 이 기간에 쓰게 된다. 이 무렵의 시 쓰기에 대한 고
민은 다음 대목에 잘 나타나 있다.
법학과를 다니면서 제가 새삼 느낀 것은 말 또는 표현의 불명
확성이나 애매성이지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해볼까요?
가령, “A가 B에게 1천만 원을 주었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합시
다. 이 문장은 외견상 아주 명료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상황에 따라 다른 개념의 얼굴을 합니다. 즉, A가 B에게 조건
없이 그냥 1천만 원을 주었을 때는 ‘증정’ 또는 ‘선물’이라는 개
념을 얻게 됩니다. A가 B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면 ‘변제’가 됩
니다. A가 B의 아들 결혼식 또는 장례식에 가서 내놓았을 때는
‘경조’가 되며, A로부터 B가 협박과 무력을 동원해 그 돈을 받
았을 때는 ‘갈취’가 될 터입니다. 또 A가 B의 상품 대금으로 주
었다면 ‘지급’이 되며 A에게서 B가 돈을 빌렸다면 ‘차용’이 됩니
다. 이와 같이 언어 또는 표현의 불명확성 또는 애매성, 추상성
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의 조문과 시행 세칙에다 부칙과 판례까
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그것 자체가 저를 아주 난감
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데뷔해서 첫 시집에 수록된
작품들을 쓸 때 구상성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앞의 경험과
도 관계가 있을 듯도 하군요.24)

이런 일환의 방법으로 그는 첫시집 분명한 사건의 ｢西쪽 숲의 나
무들｣에 나오는 “十七世紀 外套를 입은 산비둘기”25)와 같이 한자어의
활용을 적극 모색하면서 한자어-우리말로 조합된 수사를 통해 묘사되
는 대상의 친숙함을 언어적 낯섦으로 바꾸어내는 등 언어를 통한 ‘현상
실험’에 매진한다. 아울러 자신의 시가 대상에 너무 치우쳐 삶을 표백
24) 이광호 엮음, 오규원·이광호 대담, ｢언어 탐구의 궤적｣, 앞의 책, 28～29쪽.
25) 김병익, ｢오규원에게 보내는 뒤늦은 감사와 송구―그의 첫 시집 분명한
사건을 다시 읽으며｣(오규원 첫시집 분명한 사건 복간시집 해설), 문학
과지성사, 2017, 80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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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있다는 반성 또한 하게 된다. 1970년 말에 문학과지성에 ｢정
든 땅 언덕 위｣(문학과지성 1971년 봄호)가 재수록될 수 있도록 교
섭을 나온 김병익과 만나게 되고, 이 시를 추천한 김현과 교유하기 시
작하면서 이때부터 문지 그룹과 깊은 문학적 인연을 맺게 된다. 첫시집
을 출간하던 해인 1971년에는 부친이 별세한다.
1971년 태평약화학 홍보실로 근무처를 옮기면서 거주지 또한 쌍문동

에서 개봉동 근처인 경기도 시흥군 서면 광명리로 옮긴다. 1972년에는
태평양화학에서 국내 최초 호화 칼러판 PR지 향장을 직접 창간한다.
향장의 편집자로 일할 때 남산에 끌려가 고초를 당하는 사건도 있었
다. 지우(知友)인 문학평론가 김병익의 글을 향장에 실었다가 벌어진
일이다.26)
소설가 김승옥이 표지 장정을 한 두 번째 시집 순례가 500부 한정
판으로 1973년 민음사에서 출간된다. 순례는 첫 시집 분명한 사건
(1971)과 함께 초기시에 해당한다. 첫시집이 현상에 대한 탐구 결과 현

상 자체는 분명히 드러난 성취에 해당된다면 두 번째 시집 순례는
현상을 드러낸 시인의 삶이 그 속에서 빠져 있다는 반성을 담고 있다.
대상을 바라보거나 그것을 인식한 만큼 그것을 인식한 주체의 삶도 드
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집 제목이기도 한 ｢순례｣ 연작시는
그러한 자신의 시적 여정을 살핀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기도 하다.
26) “내가 신문사 기자로 있을 때 모자란 잡비를 메우기 위해 잡문을 많이 썼
는데 그런 나를 돕겠다고 그는 향장에 짧은 연재거리를 마련해주었다.
‘세계의 화제’였는지 세상일에 대한 가벼운 이야깃거리를 해외 뉴스에서
끌어와 소개하는 자리에서 나는 곧잘 독재 권력의 부패나 희화화한 이야
기를 끼워넣어 들먹이곤 했다. 몇 달이나 되었을까, 나를 본 그는 지나는
말처럼 남산에 가서 당했더니 몸이 휘청거린다며 농담처럼 한 마디 툭 던
졌다. 유신 시절의 저승악마 같던, 그 남산이라니 왜? 내 순진한 질문에 마
지못해 한 대답이 내 칼럼 때문이었단다. 그는 무가지로 뿌리는 이 대중
홍보지에 겁도 없이 그런 불량한 글을 싣느냐며 무지막지하게 몽둥이질을
당했다는 것이다.” 김병익, 위의 글,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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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원의 시에서 거주지가 주요한 소재로 등장하는 것도 이때부터이
다. 순례에서 ｢개봉동과 장미｣, ｢고향 사람들｣ 등 구체성에 기반한
현실 공간에 대한 관심은 세 번째 시집인 왕자가 아닌 한 아이에게
에게서 도시 공간에 대한 탐색으로 심화된다. 양평동으로 거주지를 옮
긴 후에 씌어진 ｢양평동｣ 연작과 ｢용산에서｣, ｢이 시대의 순수시｣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시들은 대부분 용산의 사무실 근처 다방과
카페에서 완성된다. 세 번째 시집의 서시 격에 해당되는 ｢용산에서｣를
보자. “詩에는 무슨 근사한 얘기가 있다고 믿는/ 낡은 사람들이/ 아직
도 살고 있다. 詩에는/ 아무것도 없다/ 조금도 근사하지 않은/ 우리의
生밖에.”27) 이러한 시들은 언어가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표현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순수한 생각과 그러한 언어가 자신의 삶을 표현해 줄
수 없다는 괴리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시를 쓴다는 것은 개인의 문
제뿐만 아니라 산업사회로 들어선 우리 사회의 변화와 함께 성찰해야
함을 구체적인 현실공간의 장소와 거친 언어의 형태로 드러낸 것이다.
언어에 대한 믿음이 붕괴되는 것은 순수하게 언어 자체의 문제만은 아
니라는 이러한 인식은 일상어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고 상상력 자체
가 거친 산문적 언어의 형태로 그의 시에 나타나게 만드는 계기가 된
다. 태평양화학 근무는 그의 시세계를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예각적인
인식에 이르게 하고 현실 지향적인 것이 되게 한 것이다.
그 시기는 제가 자본주의의 심장인 홍보실에서 근무하며, 책
속의 자본주의나 거리의 자본주의가 아닌 현장의 한국적 자본
주의의 실상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경험한 후가 되는 셈입니다.
즉, 생산 시설의 허와 실, 제품의 허와 실, 생산 과정의 허와 실,
생산과 소비의 허와 실, 광고와 소비의 허와 실, 영업 정책의 허
와 실, 자본주의의 허와 실, 그 자본주의의 언어의 허와 실 등등
을 어느 정도 알고 난 다음인 셈입니다.28)
27) 오규원, 오규원 시전집1, 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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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무렵은 “현실을 밟고 올라 선 로시난테”29)라는 시구와 같
이 “심리적으로 시로부터 가장 자유”30)로운 상태에서 현실과 언어에
대한 상상력의 고통스런 싸움을 전개한 시기로 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게 된 때이기도 하다. 즉, ‘세계는 동사인데, 언어는 명사이다’라는
나름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여 세계에 대한 동사적 접근을 ‘로시난테’
처럼 감행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가 시단에 데뷔할 무렵부터 자기
자신을 괴롭혔던 언어와 세계와의 관계가 자본주의의 첨예한 현장에서
노골적으로 부딪혔다고 보면 된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오규원은 창작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한다.
1973년 현대시학을 주재하던 전봉건 시인의 권유로 시평을 쓰게 되

고, 그 이후 잡지와 신문에 월평까지도 맡게 된다. 또 1975년에는 시선
집 사랑의 기교를 출간하는데, 여기에는 분명한 사건, 순례 개봉
동 시리즈가 포함된다. 1976년에는 그동안 썼던 시에 관한 산문들을 정
리하여 시론집 현실과 극기를 간행하고, 1978년에는 세 번째 시집인
왕자가 아닌 한 아이에게를 펴낸다.
그리고 단조로운 업무에 견디다 못해 1979년 태평양화학을 사직하고
직접 출판사 경영에 뛰어든다. 문장사는 그가 태평양화학에서 직장생
활을 하면서 1977년에 등록한 출판사인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하기 시작한다. 청진동 문학과지성사의 사무실에 책상 하나를 더 밀어
놓고 시작한 문장사를 경영하면서 낸 대표적인 책들로는 피터 빅셀의
책상은 책상이다, 김춘수 전집, 이상 전집 등이 있다. 또한 그는
출판사 경영뿐만 아니라 책 장정에도 뛰어난 솜씨를 보여서 베스트셀

28) 이광호 엮음, 앞의 글, 32쪽.
29) 오규원, ｢등기되지 않은 현실 또는 돈 키호테 약전―양평동 2｣, 오규원 시
전집1, 184쪽.
30) 오규원, ｢되돌아보기 또는 세 개의 인용｣, 현대시사상 1991년 겨울호,
2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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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가 된 책의 표지를 디자인하였다. 문학과지성사에서 발행된 이청준
의 당신들의 천국(1978),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1976), 그리고 문장사가 마포의 창비 부근에 있을 때 창비에서 간행된

김지하 시선집 타는 목마름으로(1982) 등이 그것이다. 문장사 경영을
하는 동안 그는 대략 50여 권의 단행본을 출간하는 등 매진했지만,
1982년 문인 해외 연수를 통해 해외를 여행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보게 된 것을 계기로 손을 떼게 된다.
문장사 경영을 그만 두기 직전 해인 1981년에는 네 번째 시집 이
땅에 씌어지는 서정시를 출간하는데, 이 시집에 수록된 시들은 그가
양평동에서 등촌동으로 거주지를 옮긴 후 씌어진 시들이다. 그는 이 시
집에서 고정 관념을 해체하는 지난한 노력을 보여준다. 그는 이 시집으
로 이듬해인 1982년 현대문학상을 수상한다.
또한 1981년에는 에세이집 한국 만화의 현실, 볼펜을 발꾸락에
끼고 등을 출간하는데, 한국 만화의 현실은 만화를 오락물이 아닌
비평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한국의 만화비평에서 무엇보다 큰
의미를 지닌다. 이 책은 1979년 4월부터 12월까지 뿌리 깊은 나무에
연재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만화비평사에서 월간잡지 지면에 최초
로 시도된 만화비평 연재였다. 당시 문학계 주변에서 만화를 보는 시선
은 그의 다음과 같은 말이 잘 보여준다. “제가 만화에 대해 직접 관계
하게 된 것은 김현 때문이었죠. 지금은 다른 세계에 가 있는 김현 등과
어울려 무협영화도 보러 다니고 만화 이야기도 자주 했었는데, 대개 엄
숙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싫어해요.”31) 이러한 시기에 만화
를 인간의 생각을 표현하는 예술장르로 인식했다는 점은 그가 ‘일상언
어를 사용했다기보다는 일상적인 언어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했다’(김
치수 해설)는 평을 받은 네 번째 시집의 메타언어적인 패러디 기법과

31) 오규원, ｢말, 삶, 글｣, 문학정신 1991년 3월호,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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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관성을 추측해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Ⅴ. 교수 재직과 시 교육자로서의 면모
1982년 시인 정현종의 소개로 서울예술대학(舊 서울예술전문대학)

문예창작과에 시창작실습 강의를 맡아 출강한 것을 계기로 하여, 1983
년에는 동대학에 소설교수로 재직중인 최인훈 작가의 배려로 전임교수
가 된다. 그가 1982년부터 서울예대에 출강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를
‘82학번’으로 불렀다. 82학번 학생들로는 소설가 신경숙, 시인 황인숙,

양선희, 김철주, 정남식, 조용미 등이 있었는데, 이들이 그의 첫 제자들
이다. 그해 제대를 하고 복학한 시인 이창기 역시 82학번들과 함께 공
부하고 졸업했다.
전임이 된 이듬해인 1984년, 그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문예창작교
육에 대한 연구논문을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펴낸다. 별쇄본으로 나온
전문대학 문예창작과 교육과정 연구라는 이 저서는 “문예 창작 교육
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문예 창작이 교육에 의해 가능하다는 전제에
합의해야 하고,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곧 창작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32), 그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 논문에
서 국내외의 실제 과정과 비교, 연구한 것이다. 1983년에는 1976년부터
썼던 시평들을 모아 시론집 언어와 삶을 출간하고 이 해에 거주지를
등촌동에서 서울의 중심부인 신대방동으로 옮긴다. 1985년에는 김옥영
(金玉英) 씨와 재혼을 한다.
1985년에는 시선집 희망 만들며 살기를 출간하는데, 제목을 그렇

32) 이창기, ｢나무와 그림자―시인 오규원 선생님을 추모하며｣, 문학과사회
2007년 봄호, 3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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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붙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해방의 이미지 하나가
이루어지면 그만큼 이 세상에는 꽃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고, 그 꽃이
하나 더 생긴다면 그만큼 세상은 더 풍부해지겠지요.”33) 자신의 체험
적 시론에 해당되는 이 말은 누가 자연에 존재하는 꽃 하나가 아름답
다고 반문한다면, ‘인간이 창조한 한 편의 시는 어떤가고 똑같이 반문
해야 한다’는 말과 맥락을 같이 한다. 자연을 멀리서 보면 아름답게 보
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사회적 또는 문화적 위기의 요인
이 드러날 때마다 사람들은 조화의 세계로서 자연을 강조하지만, 멀리
서 보면 인간이 ‘창조한 자연’인 도시 역시 아름답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멀리서 보는 것은 개괄을 즐기는 사람의 관점일
뿐인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계몽의 논리와 왜곡을 이겨내는 언어체계
란 어떤 것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마련하는 일”34)이 중요하며,
그것이 관철되었을 때 세상에는 해방의 이미지로서의 꽃 하나가 피어
나는 것이고 그것이 그만큼 세상을 더 풍부하게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서 시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한결같이 요구한 것은, 개념
과 논리에 의해 가려진 “썩고 문드러지고 피흘리는, 그러한 구체적인
모든 생물들의 삶”35)을 자신만의 새로운 언어체계로 드러내라는 주문
이었다.
1987년에는 데뷔 20년 만의 다섯 번째 시집 가끔은 주목받는 생이

고 싶다를 출간하는데, 그는 이 시집에서 이전에 모색했던 패러디기
법을 한층 더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이 시집의 두 개의 패러디 축은 ｢시
인 구보씨의 일일｣ 연작과 광고언어로 쓴 속칭 ‘광고시’이다. 이를 통해
물신사회에 대한 시인의 입장과 관념의 재해석에 따른 논리적 경사를
이겨내고 싶은 이중의 전략이 다음과 같은 ‘방법적 인용’ 또는 ‘인용적
33) 오규원, ｢말, 삶, 글｣, 앞의 책, 19쪽.
34) 오규원, ｢문화의 불온성｣, 언어와 삶, 33쪽.
35) 오규원, 위의 글,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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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관념 파괴나 관념 해체란 사실은 대상에 대한 나름의 해석에
불과하다고 할 때, 뒤상의 공간이동이나 리히텐스타인의 그 모
사는 예술행위라는 관념에 대한 반성, 예술적 대상이라는 관념
에 관한 반성의 논리적 세계이기는 하지만, 대상이라는 한 실체
에 관한 창조적 이미지의 세계는 아니다. 그러므로 ‘방법적 인
용’ 또는 ‘인용적 묘사’가 보여 주는 놀라움의 세계이다.36)

다섯 번째 시집이 나온 1987년에는 시와 산문, 시론 등을 엮은 문학
선집 길밖의 세상이 출간되고 1989년에는 ｢비디오 가게｣외 4편으로
제 2회 연암문학상을 수상한다. 1991년에 출간된 여섯 번째 시집인 사
랑의 감옥에서부터는 또 한 번의 변화가 감지된다. 물론 이 시집에도
그 이전의 물신사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관적인 시선
을 배제하고 현상을 현상 그 자체로 바라보려는 객관적인 관찰이 두드
러지는 현상학적 통찰이 그것이다. 이같은 시세계의 변화와 함께 1990
년 가을에는 현대시학에 연재했던 것을 묶은 시창작 이론서 현대시
작법을 출간한다. 자신이 담당해온 시창작 강좌에서 ‘엑기스’만 뽑아
낸 이 책은 “시를 공부하겠다는/ 미친 제자”37)들과, 시를 쓰려는 많은
이들에게 이정표를 제시해준다.
한편, 학교의 제자뿐만 아니라 시를 열심히 공부하려는 이들에게도
관심을 둔 때가 이 시기였다. 1980년대 중후반 무렵부터 서울예술대학
과 동아일보의 문예창작 프로그램에서 전국의 교사와 일반인을 대상으
로 몇 차례 시강의를 하였는데, 이 인연을 계기로 학교 밖의 외부에서
도 시인들을 길러냈다. 그 무렵에 그와 인연을 맺은 외부 제자들로는
시인 이경림, 최정례, 장경린, 허의행, 이순현, 조은, 이문숙 등이 있다.
36) 오규원, ｢되돌아보기 또는 세 개의 인용｣, 앞의 책, 253쪽.
37) 오규원, ｢프란츠 카프카｣, 오규원 시전집1, 4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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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에는 독일에서 개최된 한국문학 세미나에 참석하고 이어 한일

작가 세미나에 주제 발표자로 참여한다. 그는 건강 때문에 학교를 그만
두는 2002년 8월까지 20년 6개월을 서울예대 문예창작과에 재직한다.
그는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에 왔을 때도 빈 교실의 적막과 햇빛
만을 좋아하던 초등학교 교사 시절처럼 자신이 학생들을 좋아할 수 있
을까를 고민했다고 한다. 즉, 교사 시절에 대한 기억 때문에 선생으로
와서 또 다시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자신이 문창과에 와서 처음 가르친 82학번 졸업식이 끝나고 며칠 뒤
아파트 거실에서 창 밖 음울한 겨울 하늘을 보고 있는데, 졸업생들 얼
굴이 하나씩 하나씩 떠오르더라는 것이다. 그 순간 ‘내가 옛날같이 빈
강의실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구나’하고 느꼈다고 한다.
그가 제자들을 대하는 자세 역시 남달랐다. ‘교단’은 뜻 그대로 가르
치는 자리이지만, 그 자리에 선 사람들도 신념이나 가치관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그 자리에 자신을 ‘교수’나 ‘교
사’로 위치시키지 않고 ‘선생’ 또는 ‘선배’로 자리를 잡게 했다. 그러니
까 가르치는 사람이긴 하지만 선생, 즉 ‘먼저 태어난 사람’이나 선배,
즉 ‘먼저 어떤 일에 종사하는 무리 중의 하나’로 자신의 중심을 잡은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교육자 또는 학자로 기울어지지 않고 시인으로서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어떤 공동체 안에서 먼저 태어난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나름의 확실한 줏대와 잣대를 가져야 한다. 그는
아버지나 형이 확고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자식이나 동생을 이끌어
주듯이, 교단에서 자주적인 선생이 되고자 할수록 좀더 확고한 중심을
잡고자 했다.
이런 연유로 그는 80년대에는 학생들로부터 ‘교주’로 불렸다. 학생들
에게는 권위적임에도 불구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인가가 그에
게 있어서 교주라는 별명이 붙은 것이다. 90년대부터는 ‘사단장’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는데, 이것은 학생들에게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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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인 것이다. 사단장은 1984년 이후 신춘문예나 문예지에 문창과 졸업
생들이 대거 당선됨으로써 시인 제자들이 급격히 늘어난 사태를 두고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서울예대 문창과 출신 시인들에게도 자동적
으로 ‘오사단’이라는 별명이 붙여졌다. 그 표현 속에는 긍정적인 측면
과 부정적인 측면이 함께 들어 있다. 그가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에
부임한 이래,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 2년 동안 그런 문학적 교육이
가능한가라는 긍정적 놀라움이 들어 있기도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무엇인가 긍정하고 싶지 않은 요소가 있었던 것이다. 일부에서는 손재
주만 가르쳐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냐는 뜻이 포함된 ‘시인공장’ ‘시인
사관학교’ 같은 극단적인 표현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현대시
작법이 발간된 이후에는 사라졌다.
그의 강의 준비는 꼼꼼하기로 정평이 났다. 현대시작법을 펴내기
전인 초창기 서울예대 문창과 재직시절에는 김준오의 시론, 자신의
시론집 현실과 극기 언어와 삶, 김용직이 엮은 현대시작품론이
교재로 사용되었다. 또 그때만 해도 구하기 어려웠던 월북 시인들인 정
지용, 임화, 이용악, 백석 등 여러 시인들의 작품을 타자로 쳐서 묶은
교재가 있었다. 강의는 토론식으로 진행되었고, 그날 분위기에 따라 강
의가 어디쯤에서 끝날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다.38)
그가 학생들에게 가르친 것의 핵심은 ‘줄이라는 것’과 ‘묘사하는 법’
이었다. 먼저 시가 안되는 구절은 버리라는 것이다. 또한 사물의 외양
이나 본질, 현상, 이 모든 것을 그릴 수 있는 수사법은 묘사밖에는 없
다고 했다. 깨달음을 직술하는 방법은 진술이지만 진술은 귀를 향하는
어법이다. 그러므로 눈을 향하는 모든 건 묘사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다.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진술하는 사람도 묘사를 바닥

38) 윤희상, ｢아픈 스승과 속없는 제자들｣, 현대시 2007년 3월호, 104쪽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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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깔고 해야만 그게 잡힐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묘사가 객관지
향성이 훨씬 강하기 때문이다. 그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묘사 위에 모든 것을 얹어라,’ 묘사 위에다!라고 말했다.39)
난 그때서야 다시 빨간색 줄이 잔뜩 그어진 종이를 들여다보
았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하게도 나는 참 오랜만에 편해졌다.
몸이 느슨해졌다. 오랜 시간 동안 극복하지 못했던 아버지와 오
빠의 죽음이 받아들여졌고, 두 발이 땅에 닿고 있었다. 과장이
심했던 제스처와 말들도 사라지고 있었다. (…) 집으로 돌아온
나는 빨간색 줄이 그어져 있지 않은 부분만 다시 빈 종이에 옮
겨 적었다. A4용지 반장 정도가 되었다. 다음날 수업시간이 되
었다. 선생께서 정리한 시를 읽어보라고 하셨다.
난 고친 시를 읽었다. 선생이 말씀하셨다. “됐다.”40)

위의 글은 서울예술대학 87학번인 시인 이원이 2학년 2학기 오규원
의 시창작수업 때 있었던 내용을 옮긴 것이다. 이원이 쓴 시는 아버지
와 오빠의 죽음을 다룬 A4 용지 2장 분량의 ｢小曲｣이라는 시였다. 이
원에 따르면, 스승인 오규원이 감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직접 지
워보라고 했고, 자신은 수업 내내 감상적이라고 생각한 부분을 지워 나
갔다고 한다. 그는 이와 같이 시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시와 시가
아닌 것에 자신만의 절대적 기준을 두고 강요하는 선생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시가 아닌 것을 버리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만의 시적 개성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했다.
그리고 ‘시를 공부하겠다는 미친 제자’와 시를 쓰려는 모든 이들에게
스스로가 그런 하나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표가 되어준 책이 바
39) 박형준, ｢견자(見者)와 날 이미지 시｣, 아름다움에 허기지다, 창비, 2007,
98쪽 참조.
40) 이원, ｢나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그 나무｣, 문학을 꿈꾸는 시절(강영숙
외), 세계사, 2002, 108～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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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현대시작법이다. 이 책의 특징은 그가 책머리에 밝히고 있는 것처
럼 ‘사례연구(case study)’와 ‘시적 언술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결합한,
당시로서는 매우 독특한 이 방면의 최초의 시론서라는 점이다. 다시 말
하면, 이 책은 시를 쓰는 동기라든지 목적, 사명이나 낭만주의적인 직
관과 관련된 시적 신비주의를 배격하고 “시적 사고와 시적 표현을 이
해 가능한 구조로 체계화하고, 그것을 사례 연구를 통해 시와 시 창작
의 이해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는 데에만 중점을 둔다.
일정한 시각을 가진 한 사람 앞에 존재하는 시적 대상은 우선
하나이다. 그 하나인 대상은 동시에 하나의 세계로서의 하나이
기도 하다. 사물이든 관념이든 그 대상은 각각 의미의 세계, 의
미의 우주인 까닭이다. 특정한 대상, 즉 특정한 시적 대상이 하
나의 세계라는 사실은 그 대상이 많은 부분으로 이루어진 전체,
많은 국면(aspect)으로 어우러진 하나라는 점을 시사한다. 그렇
기 때문에 그 대상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시각에 따라 다양
하고도 극심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41)

그의 이러한 태도는 실제 창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적 대상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대상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뜻
이 된다. 즉, 이 책에서 드러나는 오규원의 태도는 문예창작과가 이론
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현장이 아니라는 것과 결부된다. 비평가 노드롭
프라이가 문학 교육 현장을 ‘문학의 실험실’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가져
와서 그는 창작 교육을 ‘실험실 교육 현장’, 이론 교육을 ‘도서실 교육
현장’으로 구분한다. 이론 현장과는 달리 실험실 교육 현장은 그 성격
상 거칠고 미완성적이고 때로는 난삽하고 수준 이하의 작품이 나올 수
도 있다. 그러나 미래지향적인 산 교육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므로 학생들은 문학을 하고자 한다면 문학의 실험
41) 오규원, 현대시작법, 문학과지성사, 1990,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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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서의 실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현대
시작법의 지향점은 바로 그 ‘문학의 실험실’에서 어떻게 실험을 할 것
인지 철저하게 구조적, 수사학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다. 즉, ‘시는 이런
구조로 씌어진 존재다’라는 것이다. 시란 어떤 의미로 개념화되기 이전
에 ‘이미 씌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를 진정으로 알고자 하거나
시 창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씌어지는 시의 구조와 표현 방식을 알
아야 하는 것이다. 그가 이 책에서 수사학적 접근을 통해 시의 구조와
체계를 밝히고 이 구조와 체계를 잣대로 해서 습작품의 문제점을 사례
별로 적용해 보이는 것도 그런 연유에서였다.

Ⅵ. 날[生] 이미지 시론의 정립과 현재형의 시
그는 1991년부터 폐기능이 정상인의 4분의 1정도밖에 기능하지 못하
는 폐기종을 앓았다. 그로 인해 오염된 서울을 떠나 청정한 공기가 있
는 인제를 거쳐 무릉, 서후에서 휴양을 했다. 1993년 여름부터는 무릉
에서 머물렀는데, 이곳에서 조주록을 보며 조주의 ‘날[生]’이라는 명
칭을 깊게 사유하게 된다. 1994년 2월호부터 1995년 9월호까지 월간 책
과 인생에 포토에세이 형식으로 연재 산문을 쓰고, 1996년에는 산문
집 가슴이 붉은 딱새를 펴낸다. ‘무릉일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가
슴이 붉은 딱새는 무릉에서 보냈던 4년간의 삶과 사유를 고스란히 담
아내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무릉(武陵)’을 ‘삶의 무사들이 묻힌 곳’이
라는 해석을 통해, 실제로 무릉 하나를 넘으면 도원인 자신의 거주지를
이상향과는 거리를 둔 현실적 공간으로 파악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나는 어떤 계기로 해서 자연과 만난 것입니다. 그렇다는 의
미는 내가 늘 자연 속에 쑥 들어가지 않는 일면의 경계 같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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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고, 내 발이 자연과 도시 양쪽에 걸쳐 있다는 뜻도 될 것입
니다. 즉 경계를 산다고 말할 수 있지요.42)

이 책에는 또한 오규원의 본격적인 예술론이라 할 수 있는 ｢장욱진
의 나무｣와 ｢수사적 인간｣이 담겨 있는데, ｢수사적 인간｣은 자신의 시
론을 다시금 정리하고 있는 글이다.43) 반면 ｢장욱진의 나무｣는 자신
또는 자신의 시와 자연의 관계를 장욱진의 그림을 비유항으로 해서 드
러낸 것이다44). 그는 장욱진의 그림 분석을 통해 장욱진에게는 전통적
의미로서의 자연만이 자연이지만, 그 자신에게 있어서는 인위(人爲) 역
시 자연이라는 생각을 명료하게 한다. 그는 장욱진의 그림에서 아이들
에게 귀가 없다는 사실까지 감지해낼 정도로 집요하게 풍경을 응시하
면서 자연의 에너지를 현상 그 자체로 표현하고자 하는 ‘날이미지’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다. 오규원의 시세계는 무릉 시절 완전한 탈바꿈
을 한 것이다. 그의 날이미지 시론도 이때 정립된다.
그가 ‘날이미지’로서의 현상, 그 현상으로 이루어진 ‘현상시’에 대해
최초로 쓴 산문은 1991년, 작가세계 겨울호에 시작노트 형식으로 붙
여 놓은 ｢은유적 체계와 환유적 체계｣라는 약 40매 분량의 에세이에서
였다. 또한 1991년 현대시사상 겨울호에 실린 ｢되돌아보기 또는 세
개의 인용｣에서도 환유적 수사법에 입각한 날이미지시의 일단을 보여
준다. 그후, ‘날[生] 이미지’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글은 1994년 현
대문학 8월호에서이다. 신작특집 ｢물과 길｣외 4편에 붙인 ‘살아 있는
것’이라는 시작노트가 그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1997
년 현대시사상 봄호에 날이미지에 대한 시론을 정립한 ｢날[生] 이미
지와 현상시―되돌아보기 또는 몇 개의 인용(2)｣을 발표한다.
42) 오규원, 날이미지와 시, 문학과지성사, 2005, 214쪽.
43) 오규원, ｢수사적 인간―무릉 일기(03)｣, 가슴이 붉은 딱새―오규원 무릉
일기, 문학동네, 1996, 136～152쪽 참조.
44) 오규원, ｢장욱진의 나무―무릉 일기(09)｣, 위의 책, 71～11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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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화되거나 관념화되기 이전의 의미 즉 ‘날[生] 이미지’로
서의 현상, 그 현상으로 이루어진 ‘현상시’.45)

그가 날이미지에서 추구한 것은 바로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분명한
은유의 세계가 아닌, 주체를 해체하고 있는 그대로의 현상과 세계를 반
영하여 그 본질적 진리에 가닿고자 하는 환유의 세계이다. 즉, 날이미
지시는 단순히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들이 서
로 어울려 세계를 말하고 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그
것은 “눈에 보이는 사실보다 더 무겁고 충격적인 심리적인 총량감으로
서의 사실감”46)과 결부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언어는 더 이상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로부터 해방되며, 언어는 언어대로 그 가치와 위상을 획
득하게 된다. 그리고 1995년 간행한 일곱 번째 시집 길, 골목, 호텔,
그리고 강물소리가 같은 해에 이산문학상을 받음으로써 날이미지시의
시적 인정을 받는다.
1996년 무릉을 떠나 그가 새롭게 자리잡은 휴양지는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서후리이다. 이 시기에 이르면 오규원의 시세계는 날이미지시
의 정점을 이룩하게 된다. 1999년 여덟 번째 시집 토마토는 붉다 아니
달콤하다, 2005년 아홉 번째 시집 새와 나무와 새똥 그리고 돌멩이
를 출간하여 날이미지 시론을 확립, 구체화시킨다. 2002년에는 오규원
시전집(전2권)이 간행되어, 그때까지의 그의 시세계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 전집에는 1997년에 펴낸 동시집 나무 속의
자동차도 싣고 있다. 2002년 1월 말에는 오규원 회갑기념문집으로 서
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 출신 문단 제자들이 문학을 꿈꾸는 시절을
간행한다. 그러나 그는 건강 악화로 그 책의 출판 기념회에 나가지 못
45) 오규원, ｢날[生] 이미지와 현상시―되돌아보기 또는 몇 개의 인용(2)｣, 현
대시사상 1997년 봄호, 111쪽.
46) 오규원, ｢물안개｣, 앞의 책, 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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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정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이 글은 제자들에게만 전하고 외부에
는 알리지 않은 미공개 서한이다.
앞의 말은 줄이고, 나를 위해 회갑기념문집을 만든다는 소식
을 들었다. 들었을 뿐만 아니라 곧 책이 나온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 그 소식은 한편으로는 고맙고 즐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민망한 감이 적지 않다. 그리고, 어떻든 그 문집의 내용이 ‘文靑
時節의 경험담’이라는 하나의 테마로 엮여졌다니 정말 다행이
다. 왜냐하면 그 테마는 당사자인 졸업생 여러분에게는 ‘즐거운
추억’을 제공하고, 나에게는 ‘유쾌한 반성’을 제공하고, 또 앞으
로 문학을 하려는 젊은이들에게는 ‘유익한 과거’를 제공할 것이
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로, 그 문집을 앞에 놓고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는 시
간을 갖는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욕심만 같아서는
당장 그렇게 만나고 싶다. 그러나 문제는 나의 건강이다. 요즘은
지병이 아닌 어지럼증으로 매우 불편한 하루 하루를 보낸다. 겨
울에는 평소에도 지병으로 출입이 힘든 계절인데, 어지럼증까지
겹쳐, 행사에 참가한다든지 하는 일은 불가능한 형편이다. 그래서
궁리한 결과가 ‘꽃 피고 새 울면 그때 만나자’는 계획이다. 그때까
지는 몸의 이상증세도 호전될 터이고 기후도 따뜻해져 내가 여러
분을 만나기 위해 외출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편지 첫머
리에다 ‘꽃 피고 새 울면 그때 한 번 만나자’라고 하지 않고 ‘꽃
그늘로 새가 찾아들면…’이라고 한 것은 기온의 변화까지 감안한
표현이다(꽃 그늘을 새가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기온이 상승한
것일 게다??! 물론, 의문 부호 두 개와 느낌표 하나를 구태여 붙
인 것은 “그럴까?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 거야!”를 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 것이라 믿는다).
어떻든, 기념 문집에 원고를 쓰느라고 고생하고, 또 책을 만들
기 위해 해야 하는 제반 일들 때문에 고생들 많았다. 그렇지만,
한 번만 더 고생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빨리 보고 싶더라
도(그런 일은 없겠지만), 좀 기다렸다가, 봄에 한 번 만나자. 그
럼, 모두들 건강하고, 또 좋은 작품으로 한국문학을 풍성하게 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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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그늘로 새가 찾아들면 그때 한 번 만나자―졸업생
제군에게｣ 전문(2002. 2. 3. 西厚에서 오규원)

그러나 “꽃 그늘로 새가 찾아들면” 만나자던 스승 오규원과 제자들
과의 공식적인 만남은 끝내 이루어지 못한다. 시인 오규원은 2007년 2
월 2일, 오후 5시 10분경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지병이 악화되어
운명한다. 폐렴으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회복될 즈음 2차
감염으로 인해 폐혈증이 왔고 중환자실에서 수면 상태로 산소 호흡기
를 꽂고 있었으나 끝내 나아지지 않았다. 2월 3일, 제자인 시인 이원에
의해 장례식장에서 그의 유고 시가 알려졌다. 시인 황동규, 이성복, 이
창기가 있는 자리에서였다. 한때 병세가 호전되었던 1월 20일, 가장 맑
은 정신상태에서 그를 간병하던 이원의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시를 썼
다는 것이다. 시는 세 줄이었다. 이 때의 정황을 이창기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한적한 오후다
불타는 오후다
더 잃을 것이 없는 오후다
그리고 다음 날인 21일, 오후에 다시 한 줄의 시를 쓰셨다고
했다.
나는 나무 속에서 자본다
한 자리에 있던 네 사람은 그것이 유고 시임을 직감했다. 제
자들은 마지막 시구를 별연으로 하는, 한 편의 시로 하자는 데
뜻을 모았고, 이성복 시인도 시차는 있지만 ‘들리는 맛’이 있다
고 거드셨다. 그렇게 해서 조합된 시는 이렇다.
한적한 오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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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오후다
더 잃을 것이 없는 오후다
나는 나무 속에서 자본다47)

2월 5일, 가족들의 의견에 따라 화장을 한 뒤 그 유분을 강화도 전등

사 경내 사고지(史庫址) 좌측 소나무에 안장했다. 오규원은 유고산문으
로 두 편의 산문을 남겼다. ｢날이미지시에 관하여｣와 ｢사변과 개념｣이
그것이다.48) ｢날이미지시에 관하여｣는 새와 나무와 새똥 그리고 돌멩
이｣가 나온 이후인 2005년 가을부터 2006년 가을까지 1년간 틈틈이 휴
대폰에 문자로 기록한 뒤 몇 번의 수정을 거쳐 완성한 원고이다. 또 ｢사
변과 개념｣은 날이미지시와 관련하여 ‘사변’과 ‘개념’이라는 용어를 좀
더 정확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하고자 시작한 글이지만 미완성으로 남았
다. 2008년 유고시집이자 그의 정규시집으로는 열 번째가 되는 두두
가 출간되었다. 제목은 그의 날이미지 시론의 핵심인 ‘사물 하나하나가
전부 도(道)고 사물 하나하나가 진리(眞理)다’라는 ‘두두시도 물물전진
(頭頭是道 物物全眞)’의 앞 두 글자를 딴 것이다.
2017년, 시인의 10주기를 맞아 사진산문집 무릉의 저녁이 출간된

다. 이 책에 실린 사진들은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약 4년간 강원도 영
월군 무릉에 머물면서 촬영한 것들이다. 또한 이 시기에 찍은 설악의
풍경이 계절의 동선을 따라 펼쳐진다. 그는 사진 찍기를 좋아했고 사진
집 출간을 염두에 두기도 했으나, 그 후로는 카메라를 들 수 있을 만큼
의 체력도 허락되지 않았다. 평소 정확한 성격답게 몇 배 분량의 사진
은 다 버리고 천여 컷으로 정리하여 보관하였는데, 이 천여 컷 중 56컷
을 고른 이는 제자이기도 한 눈빛의 이규상 대표이다. 사진집 제목은

47) 이창기, 앞의 글, 315～316쪽.
48) 오규원, ｢유고산문｣, 문학과사회 2007년 봄호, 305～3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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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원의 한 산문 제목이기도 한 ｢무릉의 저녁｣이다.
이 책에 실려 있는 사진들은 그가 지향했던 날이미지에 근접한 것으
로 보인다. 그는 날이미지와 시에 수록된 대담에서 10년 전부터 짧은
시에 관해서 따로 관심을 가져왔다고 하면서 그것은 ‘건강 때문에 시가
짧아진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짧은 형식의 시를 탐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시 말하면 종래부터 가지고 있던 시 호흡의 길이를 지닌
자신의 보편적인 시와 근래의 짧은 시를 따로 나누어 읽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궁극적으로 내 체질에 맞는 어떤 형식의 짧은 시”49)에 대
한 소회를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산문집에서 공개되는 오규원
의 많은 사진들은 마지막 시집 두두에서 완결된 그 ‘짧은 시’에 대한
지독한, 언제나 현재형의 싸움이자 트레이닝으로 여겨진다. 그의 삶은
“인간을 극점으로 하는 자리의 가치와 아름다움이 지배하는 곳이 아닌

모든 존재가 극점인 곳”50)을 향한 시적 여정이었다.

Ⅶ. 맺음말
오규원은 그가 다다른 ‘날이미지시’를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조주록으로 풀어낸 바와 같이 늘 전위의 현재에 서 있
었다. 그는 예술이란 중도라든지 타협이라든지 모범이라든지 하는 것
에 있지 않고 극단에 있다는 믿음으로 세계를 갱신한 지독한 언어탐구
자였다. 또 ‘해방의 이미지’에서 ‘날[生] 이미지’에 이르기까지 첨예한
시론을 세우고, 지병 속에서도 ‘모든 방법을 동원한 싸움’을 멈추지 않
은 시인이었다. 그는 동시에 ‘현대시작법으로 매 학기 수업을 할 수

49) 오규원, 날이미지와 시, 205쪽.
50) 이광호 엮음, 앞의 책,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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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로 새 학기를 시작한다는 김혜순 시인(서
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 교수)의 전언처럼 귀중한 시작법을 써낸 예리
한 이론가였으며, 자신만의 목소리로 쓰고 살아가는 제자들을 길러낸
훌륭한 스승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오규원에 대한 연구는 시세계나 시론에 치우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에 대한 평가가 지나치게 시세계로 쏠릴 수밖
에 없었던 까닭은 그가 철저히 시인과 작품을 분리시키는 확고한 시론
을 정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학적 연대기는 한 시인을 이해
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시인으로서의 문학적 성과를
총체적으로 조명하는 작업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은 오규원의 문학적 연대기와 시 교육자로서의 오규
원의 면모를 재구성함으로써 텍스트의 정밀한 분석방식과는 다른 방향
에서 그의 시세계에 대한 이해의 길을 모색하는 데 의미를 두고자 하
였다. 즉, 오규원이라는 문학사적 인물을 생애 전체와 작품세계를 연결
시켜 살펴봄으로써 시인으로서의 업적뿐만 아니라 시교육자로서의 면
모에도 비중있게 접근한 것이다. 이를 통해 현대시작법을 출간하는
등 낭만주의적인 직관과 관련된 시적 신비주의를 배격하고 수사학적
접근을 통해 학생 스스로가 시적 개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시 교수법과 제자를 대하는 인간적 태도 또한 살펴볼 수 있었다. 한편
그의 ‘문학적 연대기’에 관해서는 이창기, 윤희상, 이원 등 서울예대 동
문 시인․작가들의 글을 참조하였으며, 또한 ‘시교육자로서의 오규원’
에 접근함에 있어서는 서울예술대학 교지인 예장, 학보신문인 서울
예대학보등에 실린 그와의 인터뷰나 관련 글의 도움을 받았음을 밝혀
둔다. 이들의 도움으로 그의 연대기와 관련된 기록이나 그의 수업 풍경
등에 관한 묘사를 충실하게 할 수 있었다.
물론 시간 순서대로 서술되는 이 글의 연대기적 구성방식은 한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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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애사를 파고드는 접근방식에서 참신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한
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학적 연대기를 통해 ‘시
교육자로서의 오규원’을 부각시킬 수 있었고, ‘바깥에 있으려는 의식’
(어머니의 부재=집의 상실=고향 상실=집없는 자의 의식=틀 지워진 것

바깥에 있으려는 의식)을 밝힐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오규원
의 시세계를 해석하는 데 있어 새로운 논점과 중요한 참고자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논문은 2017년 5월 29일에 투고되어,

2017년 6월 18일부터 7월 11일까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2017년 7월 12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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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ife and Literary chronology of
Poet Oh Kyu-won
Park, Hyung-Jun
Oh Kyu-won, a representative poet of Korean modernism, has left
a clear footprint in the Korean literature. He was an avant-garde
poet who explored the “image of liberation” and the transparent
“live” images of the phenomena themselves through the struggle
with ideas, revealing the pivotal point of existence in each object,
with its poetic principle and language of equality. In particular, his
literature and life had a special connection with Busan. He was born
in Miryang in 1941, moved to Busan in elementary school years and
spent his school days there. He worked as a teacher in Sasang
Elementary School. In addition, he laid the foundations for his
poetry while attending law school in Dong-A University to explore
language, including the efficacy and the restraint of language. This
paper mainly searches for a way to understand his poetic world in a
direction different from the precise analysis of texts by examining
the literary chronology of Oh Kyu-won and the humane aspect as a
poetry educator.
At first, this paper reviews, in the perspective of his life history,
Oh Kyu-won’s life and the changing process of his literature in his
life, and focuses on the aspect as a poetry educator who raise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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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in Seoul Institute of the Art for 20 years as a senior
student more than as a professor. In the literary chronology, this
paper approaches the process of changes in his life and literature
including childhood and school days, the time he was an office
worker(Pacific Chemical) and the representative of a publishing
company(Moonjangsa) after starting his literary career, and the
changing aspects of his literature. In addition, it reviews the time
from 1991 when he was suffering from emphysema, leaving Seoul
and taking a rest in Inje, Mureung, and Seohu, completing his poetic
principle of ‘live images’. Lastly, this paper deals with his
posthumous poem that he wrote on his student’s palm and his photo
essay

“The

Evening

of

Mureung”

published

in

2017

to

commemorate the 10th anniversary of his death. In addition, this
paper also focuses on his aspect as a poetry educator. In this paper,
along with his humane attitude of treating his students, the
structure and system of his poetry is illustrated through a rhetorical
approach, and the meaning of “Ways of Writing Modern Poetry”
that analyzes studies by applying the structure and system to them.
Key Words : literary chronicle, poetry educator, language explorer,
image of liberation, live image, rhetorical approach,
ways of writing modern poet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