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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대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는 국가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억
압받기 일쑤였다. 자유를 추구하는 60년대의 여러 목소리들은 이런 맥
락에서 나온 것으로 참여문학은 이 같은 지향의 전범이었다. 평단의
정현종에 대한 평가는 참여문학과 상반된 곳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의
시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지향은 비판적 리얼리즘보다는 모더니즘
으로 풀이된다는 식이었다. 현실 속의 정현종은 참여문학과 같은 토양
위에서 다른 방식으로 개인의 자유를 노래한 시인이었다. 정현종의 초
기 시집인 사물의 꿈에는 이런 자유지향이 잘 나타나 있다. 그것은
사물을 벗겨내어 그 본질을 확인하고, 이런 사물들의 만남을 시적 상
상력으로 그려낸 결과물이다. 그는 사물과 사물의 만남을 통해 이면의
무거움과 현상의 가벼움을 드러내고, 그 가벼움과 무거움을 교차시킴
으로써 가벼움을 더 부각시켜간다. 이 가벼움은 무거움으로 유비되는
시대상황을 순간적으로 벗어나게 하는 자유지향을 의미한다. 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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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움과 무거움의 교차는 순간의 자유가 시적으로 형상화되는 방식
인 것이다. 정현종의 사물의 꿈은 또한 사물과 사물의 일치가 아닌
만남을 그려냄으로써 자신의 시를 사물과 사물이 만나고, 사물과 자신
의 상상력이 결합하는 場으로 일구어 간다. 이런 시적 형상화를 통하
여 그가 드러내고자 한 것 또한 개인이며 자유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
의 시는 집단에 대항하는 개인의 추구이며 만남과 결합이 빚어내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사물의 꿈, 가벼움, 무거움, 벗겨냄, 자유

Ⅰ. 머리말
정현종의 시는 문학에 대한 시대의 요구에 응답도 거부도 하지 않는
독특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보여준다. 그의 이런 지향은 일상의 언
어보다는 감성과 사유를 정련시킨 지적인 상징의 형식으로 표현된다.
가변적이고 자유로운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정현종의 시는 시대 상황과
독자에 대한 시적 자아의 압도이며 동시에 현실의 부조리를 벗어나고
자 하는 가벼움이자 무거움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정현종의 창작
지향과 상징기제 등은 문학사적 연속성 속에서 이루어진 의도이자 성
과이다. 이에 필자는 사물에 대한 정현종 시의 초기 형상화 방법이 그
의 창작 전반에 이어져 왔다는 가설 하에, 처녀시집 사물의 꿈에 내
재된 사물다움을 포착하기 위한 벗겨냄, 가벼움과 무거움의 교차, 부어
짐의 異同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이 하이데거의 사물 관점을 원
용한 것은 사물의 꿈이 빚어낸 다소 난해하고 산만한 형상들을 현실
과 연관시키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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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벗겨냄’, 그리고 ‘가벼움’과 ‘무거움’의 교차
김현, 김주연 등의 비평으로 시작된 정현종의 사물의 꿈에 관한 연
구는 현실과의 관계나 문학사적인 의의 보다는 주로 핵심 이미지와 그
에 따른 주제에 관한 연구, 그리고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등에 집중되
었다.1) 그중에서도 사물을 그려내는 시인의 독특한 서정방식은 연구자
들이 주목한 대상의 하나였다.
김현은 정현종의 현실주의가 “개인의 자유 위에 기초해 있다는 점에
서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의 세계관을 억압적으로 내세우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이라고 한다. 김현은 또 그의 시가 “서정주의 토속
적 여성주의를 유치환․박두진․김수영의 한문 투의 남성주의와 서구
적 구문법에 의지한 개인주의에 의해 극복한”2) 문학사적 위치에 있다
고 설명한다. 김주연은 정현종이 구현한 개성에의 찬가가 “60년대 시인
의식의 가장 확실한 증언이 된다”고 하면서, 이 개성은 “전세대의 모더
니스트들이 시도하였던 포즈화된 의식 과잉과도 다른 것으로 시인이
스스로의 의식에 얼마나 솔직할 수 있느냐는 한 전범의 추구인, 즉 인
간의 새로운 발견”3)이라 평한다. 이상의 평가는 정현종의 시가 집단으
로부터 벗어난 개인주의 지향을 권위적이지 않은 솔직한 태도로 형상
화 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런 변화는 대상과 자아 간의 근
대적인 균형이 빚어낸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김주연은 사물의 꿈 해설에서 ｢외출｣에 나타나는 사물

1) 사물의 꿈에 대한 기존 연구는 이상섭, 김우창, 김현, 유종호, 조별 등의
관점과 성과를 개관한 박정희의 ｢정현종 시 연구 - 공기 이미지를 중심으
로｣ ｢제2장 연구사 검토 및 연구 방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2) 김현, ｢술 취한 거지의 시학｣, 이광호 편, 정현종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
사, 1999, 210쪽.
3) 김주연, ｢정현종의 진화론｣, 위의 책, 94쪽, (｢60년대의 시인 의식｣ 再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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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당하게 시의 대상으로 제자리에 들어”섰다 말하면서, 정현종이
“세계의 커다란 두 지주, 자아와 외계, 인간과 자연, 인식과 대상이라는

근대 이후의 두 축을 정당하게 바라보는 입장”4)에 선다고 말한다. 이
는 기존의 한국 시인들과 구분되는 정현종의 근대적 세계관을 강조한
것이다. 정현종은 자신이 사용한 ‘사물’이 ‘object’가 아닌 ‘things’로, 물
건에서부터 정서적인 것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을 아우르며, 사물의
꿈이란 시인이 사물의 사물다움을 알아보고 대신 꿈을 꿔주는 것이라
말한 바 있다.5) 이는 그의 사물이 대상의 속성을 갖지 않는 꿈꿀 수 있
는 존재이어서, 시인의 역할은 그들의 꿈을 시로 대신 읊어주는 것임을
말한 것이다.
정현종이 말한 사물의 사물다움이란 무엇인가. 하이데거가 거론한
사물이 정현종의 사물다움을 이해하기 위한 유력한 참조라고 생각된
다. 적어도 사물의 꿈이 동원하고 있는 제재들은 대상에 상대독립적
인 사물이 의미 연관의 객관화를 통하여 독자에 따라 달리 읽혀지는
사물과 현실의 관계를 빚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하이데거는 단지를 예
로 들면서, 그것은 ‘자립적인 것의 자립’(Selbststand)으로서 ‘대상’
(Gegenstand[마주 서 있음, 대립])과 구별됨을 강조한다. 사물과 관련

된 하이데거의 문제의식은 “사물의 사물적임은 그것이 표상된 대상이
라는 사실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도대체 대상성으로
규정될 수 없다”6)는 데에서 출발한다. 존재와 그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는 의미 간의 상대독립을 지적하고 있는 이 관점은 “사
물로서의 사물이 거부된 채로, 무화된 채로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절멸
된 채로 남아”7) 있는, 즉 사물을 대상으로 하는 일원론적인 인식에 대
4) 김주연, 앞의 책, 94～95쪽.
5) 정현종, ｢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이광호 편, 앞의 책, 31～32쪽 참조.
6) 마르틴 하이데거, 이기상․신상희․박찬국 역, ｢사물｣, 강연과 논문, 이학
사, 2011, 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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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사물이 되기 위해 단지는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이데거는
“도공의 제작[이쪽에-세움]에 의해 만들어져 나온[존립하게 된] 것은

자체-안에-서-있는 것으로, 단지를 제작된 그릇으로 간주하면 이때 우
리는 단지를 일종의 사물로서 파악하는 것이지 결코 단순한 대상으로
서 파악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한다. 이는 사물을 파악하는
사람이 취해야 할 태도를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단
지의 사물적 차원은 그것이 그릇으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데, 바로 단지에 무엇인가 부어짐으로써, 이 부음이 빈 단지 안으로 흘
러가면서 채워질 때 발생한다.8) 다시 말해서 그릇의 사물적 차원은 결
코 그것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아니라 그것이 담아 잡는 ‘텅 빈 상태’
안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하이데거가 강조한 “사물의 사물적임”은 정현종의 “사물의 사물다
움”과 겹쳐 보인다. 물론 사물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일치하
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현종의 몇몇 사물은 하이데거 식의
‘텅 빈 상태’로 묘사되는데, 그것은 부어지기를 기다리는 공간에 처해

있는 하이데거의 단지처럼, “사물의 사물다움”을 갖추기 위한 예비 단
계, 즉 비워진 상태를 향한다.
끝없는 물질이 능청스럽게 드러내고 있는/ 물질이 치열하고
철면피하게 기억하고 있는/ 죽음./ 내 귀에 밝게 와서 닿는/ 눈
에 들어와서 어지럽게 흐르는/ 저 물질의 꼬불꼬불한 끝없는 迷
路들,/ 아무것도 그리워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능청스런 치열한
철면피한 물질!9)
｢철면피한 物質｣(1969) 전문
7) 마르틴 하이데거, 앞의 책, 219쪽.
8) 위의 책, 216～217쪽 참조.
9) 정현종, 사물의 꿈, 민음사, 1972, 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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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첫 행과 둘째 행의 “드러내고 있는”과 “기억하고 있는”은
‘죽음’이 ‘물질’의 안팎에 도사리고 있음을 암시한다. 물질의 모습은 “꼬

불꼬불한 끝없는 迷路”같은 것이며, 그것이 내게 부딪히는 방식은 ‘눈’
과 ‘귀’를 통해서이다. 이때 시인은 물질을 ‘귀’(청각)에 “밝게 와서 닿”
고(시각), ‘눈’(시각)에 “들어와서 어지럽게 흐르는”(청각) 성질로 뒤바
꿔놓음으로써 그것이 시인의 감각을 비정상적인 상태에 처하게 함을
그려내고 있다. 그것에 대한 화자의 혐오는 물질을 “능청스런/ 치열한/
철면피한” 것으로 표출시키는데, 시인이 생각하는 물질을 “내면에 끈
질기게 버티고 있는” “생의 의지를 꺾는 악한 존재”10)라고 파악한 이
영섭의 논의를 확장시켜보면, 그것의 악함은 ‘죽음’을 드러내고 기억하
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그리워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에서 기인한
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물질은 죽는 법을 모르고11) 사물 곳곳에
흘러가 닿으면서 사물의 사물다움의 발산을 어지럽히고 방해할 뿐 아
니라, 그 사물을 대하는 화자의 감각마저 흩트려버리는 악한 성질을 갖
고 있는 것이다. 사물로 취급된 ‘죽음’은 ‘물질’로부터 벗겨짐 당해야 비
로소 그것의 본질적 면모를 발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악한 물질을 사
물(죽음)에서 ‘벗기는’ 작업이 먼저 요청되는 첫 번째 이유이다.
그러나 이런 ‘벗김’이 필요 없는 사물도 존재한다.
①
그대 불붙는 눈섶 속에서 日光/ 은 저의 머나먼 航海를 접고/
火焰은 타올라 勇躍의 발끝은 당당히/ 내려오는 별빛의 서늘한
勝戰 속으로 달려간다/ 그대 발바닥의 火鳥들은 끽끽거리며/ 수
풀의 寢牀에 傷心하는 제.12)
｢和音-발레리나에게｣(1963) 중에서
10) 이영섭, ｢망각된 존재 되찾기｣, 이영섭 외,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날 때,
문학동네, 1999, 20쪽.
11) 정현종, ｢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이광호 편, 앞의 책, 30쪽 참조.
12) 정현종, 사물의 꿈,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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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바람의 가락은 부드럽고 猛烈하고/ 바람은 저희들끼리/ 거리
에서나 하늘에서나 아무데서나/ 딩굴며 뒤집히다가/ 틀림없는
우리의 잠처럼 오는/ 季節의 門前에서부터 또는 찌른다/ 精神의
어디, 깊은 데로/ 찌르며 꽂혀오는 바람!/ 悲哀 때문에 흩어지는
바람/ 悲哀 때문에 모이는 바람/ 벌거벗고 입으며/ 아 재빠르고
반짝이는 時間의 銀鱗을/ 보기 위해 벌거벗고 입으며……13)
｢空中놀이｣ 중에서

①과 ②는 각각 ‘불’과 ‘바람’의 역동적 움직임을 그려내고 있다. 발레

리나의 춤을 ‘불’의 이미지로 그려낸 ①은 정현종의 대표작 중 하나다.
이 시는 발레리나의 ‘눈섶’(上)과 ‘발’(下) 사이의 움직임을 ‘화염’의 타
오름과 내려옴으로 표현하여 그 勇躍의 정도를 파악하게 한다. 공중에
서 착지한 발레리나의 발아래에 갇힌 에너지(화염)의 다시 뛰어오르고
싶은 욕망은 “끽끽거리”는 ‘火鳥’의 소리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는 勇躍
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준다.
‘불’의 이미지와 결합된 발레리나의 움직임은 불꽃의 상승/하강을 통

해 그 생명력을 체험하게 한다. ‘춤’을 ‘불’과 ‘바람’의 결합으로 보는 박
정희는 “춤은 바람과 불의 결혼으로서 상승의 역학과 수직성의 지향을
통해 순간의 도취와 열락의 비전을 실현”14)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공기, 물, 불, 대지를 “우주와 지구를 형성하는 최소 단위로서의 물질
또는 사물의 근원을 이루는 핵심 물질”로 파악하고, 이들이 “사물의 근
본 원리를 제시하고 세계 및 우주의 생성 방식을 조율하는 핵심 물질
이자 운동 양태”라고 주장한다. 또 그것은 서로 섞이고 교류하는 가운
데 다양한 생명의 모습과 존재 가치를 만들어 낸다고 한다. 또한 그는

13) 정현종, 사물의 꿈, 26쪽.
14) 박정희, ｢정현종 시 연구 - 공기 이미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2009,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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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는 불과 결합하여 춤과 빛 같은 공기적 불꽃이 되기도 하고, 물과

섞이면서 안개와 이슬 또는 수액과 구름 같은 공기적인 물이 되기도”
하는데, “공기적인 불이 사물에 따스하고 가벼운 상승의 기운과 환하고
투명한 마음을 부여한다면, 공기적인 물은 만물을 생성시키고 순환시
키는 촉매제 역할”을 해낸다고 설명한다.”15)
불, 공기 등을 만물의 근원이 되는 구성 요소로 보는 그의 주장은 물
질의 어지럽힘에 구속당하지 않는 사물의 본질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요소들은 안팎의 구분이 없는 그 자체가 본질이기 때문에 시인의
치열한 고민을 요하지 않는 것들이다. 그래서 시인은 이들에게서 더욱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 자유롭고 역동적인 움직임은 ②와 같이
위아래로 회오리치는 등 물리적 제한이 없는, 다시 말해서 全 방향을
향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게 된다. 바람은 “꽂혀오”고, “흩어지”기도 “모
이”기도 하며, “벌거벗고 입”으면서 자유자재로 움직인다. 이 매력적인
공중놀이는 바람의 다채로운 움직임,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움
(“거리에서나 하늘에서 아무데서나/ 딩굴며 뒤집히”는) 덕분에 더욱 가

볍게 다가온다. 정현종의 ‘가벼움’은 여기서 만들어진다.
불, 바람 등이 원소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그것들은 더 이상 벗겨낼
것이 없는 완전한 ‘가벼움’의 상태로 존재하므로, ‘벗김’의 대상에서 제
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현종이 사물을 ‘벗기는’ 작업을 멈추지
않는 것은 하이데거의 단지가 도공에 의해 제작된 것과 달리, 그것이
이미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는 ‘벗김’의 두 번째 이유가 된다.
1/ 나는 소리의 껍질을 벗긴다/ 그러나 오래 걸리지 않는다/
사랑이 깊은 귀를 아는 소리는/ 도둑처럼 그 귀를 떼어가서/ 소
리 자신의 귀를 급히 만든다/ 소리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붙인
다/ 내 떨리는 전신을 그의 귀로 삼는 소리들/ 모든 소리의 核
15) 박정희, 앞의 논문, 57～5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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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들어 있는 죽음/ 모든 소리는 소리 자신의 귀를 그리워한
다.16)
｢소리의 深淵 1. 귀를 그리워하는 소리｣(1970) 중에서

형체 없는 ‘소리’는 사물화 되어 껍질 벗겨지고 있다. ‘나’는 이 ‘벗기
는’ 작업이 “오래 걸리지 않”았음을 밝힌다. 내가 소리를 벗겨놓자, 그
것은 어떤 “사랑이 깊은 귀”를 찾아 자신의 ‘귀’를 급하게 “만든다”. 껍
질 벗겨진 소리의 움직임에 주의해 보면, 그것이 자기와 꼭 맞아 “소리
자신의 목소리”를 가장 잘 들리게 할 ‘귀’를 아무런 헤맴 없이 찾아낸
점을 알 수 있다. 또 그가 찾아낸 귀가 “사랑이 깊”다는 서술은 소리가
원하는 귀가 다름 아닌 ‘사랑’의 깊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 그 귀가 다
름 아닌 “내 떨리는 전신”임이 밝혀지는 부분은 “사랑이 깊은 귀”가 나
자신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런 후 나는 소리 하나가 아닌 ‘소리들’
의 귀가 돼버려서, 모든 소리가 “소리 자신의 귀”인 나를 그리워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는 어딘가에 담기고픈 소리들의 소망이 귀가 된
나의 내면 깊숙한 곳에 담기게 된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다. 그러나 ‘죽
음’이 ‘소리’와 ‘귀’(시인)의 결합의 중심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이 만남
이 결코 들뜬 행복을 향하지만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죽음은 정현종의 시 곳곳에서 발견되는 요소로, 시인은 죽음을 외부
의 어떤 사물로 인식하기에 이른다.
거리에서도 熱烈히 筋骨 속에 潛入하여/ 내 靈肉은 急해 어둠
이 혹은 번뜩인다는 事實을./ 胸壁에 한없이 끈적거리며/ 불붙
는 너는/ 달려 달려라고 소리치며/ 무서운 誠實을 强奏한다.17)
｢주검에게｣(1964) 중에서

16) 정현종, 사물의 꿈, 86쪽.
17) 위의 책,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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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이 사물화한 죽음은 “거리에서도” 발견되는 외부 존재로, 그것
은 나의 “筋骨 속에 潛入”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죽음은 내가 모르
는 사이에 “내 靈肉”에 슬며시 들어와 “胸壁에 한없이 끈적”거리고 “불
붙”으며 나를 자극할 뿐 아니라, 큰 소리로 “달려 달려라고 소리치며”
나를 충동질한다. 다시 말해서 도처에 날뛰는 죽음이 나의 육체에 진입
하여 삶 한 가운데에서 “번뜩”거리며 내 삶을 이리저리 흔들어대는 것
이다.
정현종 내면에서 일어나는 삶과 죽음의 박투는 그를 점점 공포로 몰
아간다.
뜬눈과 惡寒으로/ 뜬눈과 惡寒으로 이 新郞의 燈明은/ 떨리이니/
냅뜨는 너의 深淵을 내 危機로 壓迫하여/ 오오 나는 波濤치리.18)
｢주검에게｣(1964) 중에서

누군가를 위해 켜진 ‘燈明’의 떨림은 화자의 실존적 상황을 그려낸
것이다. 상황의 심각성은 화자의 “뜬눈과 惡寒”에 떨려버리고 마는 등
불의 흔들림으로 강조되어 있다. 정현종의 ‘떨림’은 언제나 죽음과의
관계에서 호출되는 움직임으로, ‘波濤’는 떨림의 또 다른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떨림이 불안과 초조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것이라면, ‘波
濤’는 시인의 내면에 닥친 큰 출렁임과 밀려들어옴의 의미가 덧붙여졌

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드러낸다. 죽음에 대한 나의 위기감은 죽음의
深淵마저 압박해 버리는 모습이다. 여기서 압박의 주체는 형체 없는 위

기(정서)이며, 죽음의 深淵은 아래로 짓눌러진다. 정서의 크기와 속도
가 “냅뜨는” 深淵을 짓눌러버린다는 상상력은 그 위기감의 극심함을
짐작케 한다. 앞의 시 ｢소리의 深淵 1. 귀를 그리워하는 소리｣의 떨림
또한 죽음을 대면할 때의 시인이 동원한 표현이다. 이런 표현들은 “그
18) 정현종, 사물의 꿈,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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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살 속에 波濤를 들을 때/ 自己의 깊음과 죽음을 다 보겠네”19)(｢處女
의 방｣), “밤새 흔들리는 波濤”20) 등에서도 확인된다.
죽음은 시인을 불안하고 초조하게 하는 대면하고 싶지 않은 존재지
만, 그의 의식이 깨어있는 한, 즉 그가 삶의 테두리 안에 서 있는 한 피
할 수 없는 삶의 본질이다. 정현종 시의 나르시시즘을 상상력의 모태,
혹은 지향성의 뿌리로 본 엄경희 역시 ‘주검’을 “관념이 아니라 생명체
의 내부에, 더 정확히 말해 육체 속에 잠입해 있는 존재 현상”으로 파
악한다. 정현종이 “죽음이라는 존재 내적 타자성을 배제를 통해서가 아
니라 생명적 활력을 통해서 자기 동일성 안에 포괄”21)하려 한다고 보
는 것이다. 정현종에게 삶의 내부에 잠입한 죽음은 그 자체가 본질적
존재일 뿐 아니라 자기의 안팎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이기도 하다.
정현종의 첫 번째 가벼움이 물, 불과 같은 원소에게서 발견된다면,
두 번째 가벼움은 무거움과의 관계 속에서 부각되는 가벼움이다.
意識의 맨 끝은 항상/ 죽음이었네./ 구름나라와 銀河水 사이
의/ 우리의 어린이들을/ 꿈의 病身들을 잃어버리며/ 캄캄함의
混亂 또는/ 괴로움 사이로 人生은 새버리고,/ 헛되고 헛됨의 그
다음에서/ 우리는 花環과 알코홀을/ 가을 바람을 나누며 헤어졌
네/ 의식의 맨 끝은 항상/ 죽음이었고.22)
｢事物의 정다움｣(1965) 중에서

시인은 1연 5행의 “잃어버리며”, 7행의 “새버리고”, 10행의 “헤어졌
네”를 나열하여 화자의 상실감을 부각시켜간다. 화자가 상실한 것은
“구름나라와 銀河水 사이의” “우리의 어린이들”, “꿈의 病身들”(3-5행),
19) 정현종, 사물의 꿈, 56쪽.
20) 위의 책, 68쪽.
21) 엄경희, ｢정현종의 근원적 상상력으로서 나르시시즘｣,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집, 한국근대문학회, 2001, 274쪽.
22) 정현종, 사물의 꿈,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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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캄함의 混亂 또는/ 괴로움 사이로” 샌 ‘人生’(6-7행)이며, 그런 상황

에서 ‘우리’는 “花環과 알코홀”, “가을바람을 나누며 헤어졌”다. 공중에
서 상실된 희망, 캄캄한 混亂에 새어나간 인생이 맛보게 한 좌절감은
우리를 “헛되고 헛됨” 너머 더 헛된 어딘가에서 소멸하고 말 것들(花
環, 알코홀, 가을 바람)을 나누며 헤어지게 한 계기가 된다. ‘희망→상

실→허무’를 향하는 의식의 종착지는 죽음이 되고 만다. ‘깨어있음’(의
식)이 거듭된 좌절로 ‘깨어있지 않음’(죽음)의 상태에 이르고 만 것이
다. 인용 시는 죽음 자체의 무게감이 “잃어버리며”, “새버리고”, “헤어
졌네”라는 서술어에 가로놓인 좌절감/상실감과 결합되면서 심연에 떨
어지고 마는 감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화자의 이런 정서적 상태는 한 순간에 전환되고 만다. 구원의
가능성은 시인이 사물 자체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정다움’을 느닷없이
‘포착’한 데서 비롯한다.
허나 救援은 또 항상/ 가장 가볍게/ 瞬間 가장 빠르게 왔으므
로/ 그때 時間의 每 마디들은 번쩍이며/ 지나 가는 게 보였네/
보았네 대낮의 햇빛 속에서/ 웃고 있는 牧場의 울타리/ 木幹의
타오르는 정다움을,/ 無意味하지 않은 달밤 달이 뜨는/ 宇宙의
참 부드러운 事件을./ 어디로 갈까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길과
醉氣를 뒤섞고/ 두 사람의 괴로움이 서로 따로/ 헤어져 있을 때
도/ 알겠네 헤어짐의 정다움을.23)
｢事物의 정다움｣(1965) 중에서

‘구원’은 “항상 가장 가볍게” “瞬間 가장 빠르게” 오는 성질을 가진

다. 게다가 그것의 “每 마디들은 번쩍이며” 지나간다. 시인은 구원을
마치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빛줄기처럼 묘사한다. 그는 또 구원의 여
러 형상을 “대낮의 햇빛 속에서/ 웃고 있는 牧場의 울타리”에 “타오르
23) 정현종, 사물의 꿈,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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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다움”에서, 달이 뜨는 일처럼 사소한 운행에서 “부드러”움과 “無
意味하지 않”음에서 포착한다. 그러므로 사물의 정다움은 특별한 데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하고 일상적인 곳에서 ‘햇빛’이나 ‘달’의 ‘비
춤’ 아래서 이루어진다. 사물(울타리)과 사물(해) 사이가 떨어져 있더라
도 그 빛이 사물들을 이어주기에 사물의 본래적 가치가 ‘정다움’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헤어진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
‘두 사람의 괴로움’은 서로가 ‘괴로워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유의미

한 것이 될 수 있다. 또 그런 공통의 감정을 가짐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비춰주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화자는 헤어짐이란 사물
까지도 정다움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 정다움은 시인의 내면을 무겁게
침전시키지 않는 가벼움이며, 한 순간에 꽂히는 재빠른 속성을 갖고 있
어, 신선한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이 시의 후반부에서 감지되는 신선함
은 앞부분을 채운 무거움 때문에도 거기서 빠르게 벗어나는 가벼움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낳게 된다.
무거움과 가벼움의 교차는 정현종의 대표작 ｢獨舞｣에도 나타난다.
1
沙漠에서도 불 곁에서도/ 늘 가장 健壯한 바람을, 한끝은/ 쓸
쓸해하는 내 귀는 생각하겠지/ 생각하겠지 하늘은/ 곧고 强靭한
꿈의 안팎에서/ 弱點으로 내리는 비와 안개,/ 거듭 동냥 떠나는
새벽 거지를./ 심술 궂기도 익살도 여간 무서운/ 亡者들의 눈초
리를 가리기 위해/ 밤 映窓의 해진 구멍으로 가져가는/ 確信과
熱愛의 손의 運行을.
알겠지 그대/ 꿈속의 아씨를 좇는 제 바람에 걸려 넘어져/ 踵
骨뼈가 부은 발 뿐인 사람아, 왜/ 내가 바오로書院의 門琉璃속을
휘청대며 걸어가는지를/ 한동안 일어서면서 기리 눕는/ (…)24)
｢獨舞｣(1964) 중에서
24) 정현종, 사물의 꿈,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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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부분은 ｢獨舞｣의 1 부분이다. “健壯한” “쓸쓸해하는” “곧고 强
靭한” “弱點으로 내리는” “거듭 동냥 떠나는” 등은 각각 ‘바람’, ‘귀’, ‘꿈

의 안팎’, ‘비와 안개’, ‘새벽 거지’의 수식어로, 이것들의 성격을 규정하
고 있다. 수식받는 것 간의 상반된 상황은 대립의 국면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자아내면서 수식받는 것 자체에 내재된 속성, 예를 들어 비와
안개의 하강, 거지의 구걸이 어디론가 떠나가는 속성은 의도된 대조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시인은 지상세계에서 경험하는 온갖
대립적인 것들을 효과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시인은 그대라는 청자를 “風骨뼈가 부은 발 뿐인 사람”으로 설
정하고, 그가 “제 바람에 걸려 넘어”진 것과, 화자가 “휘청대며 걸어가
는” 모습을 함께 배열하여 휘청대고 쓰러지는 인간 군상을 정서의 고
꾸라짐으로 표현해 놓았다. 그 고꾸라짐은 “한동안 일어서면서” 결국
은 “기리 눕”고 마는 상황의 연출로 그 비참함을 더해 간다. 이처럼 시
인은 화자의 ‘춤’을 아래로 아래로 고꾸라지고 마는 무거운 성격으로
전달하는데 성과를 거두게 된다.
그러나 이 시의 2 부분은 1 부분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2
지금은 律動의 方法만을 생각하는 때,/ 생각은 없고 움직임이
온통/ 춤의 風味에 沒入하는/ 靈魂은 밝은 色彩이며 大空일 때!/
(…)/ 비틀거림도 나그네도 향그러이 드는/ 故鄕하늘 큰 入城의
때인/ 靈魂의 집일 뿐만 아니라 香油에/ 젖는 살은 半身임을 벗
으며 駌鴦衾을 덮느니./ (…)25)
｢獨舞｣(1964) 중에서

“지금은―때”, “―때!”는 무용수가 몰입하는 순간을 강조한 표현이다.

몰입은 그가 지상세계 무엇에도 구속받지 않는 도약 자체를 위한 도약
25) 정현종, 사물의 꿈,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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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빠져 있음을 암시한다. 때문에 그는 “律動의 방법만을 생각”하며,
“춤의 風味에 沒入”된 지금 이 순간만을 즐긴다. 춤은 무용수 뿐 아니

라 그를 지켜보는 화자마저 지상세계를 떠나 천상세계로 인도하는 모
습이다. 그들은 나그네 마냥 정처 없이 헤매다, 돌아가야 할 곳인 “故
鄕하늘”에 ‘入城’한다. 그 “入城의 때”는 “靈魂의 집”으로, 이는 그 곳
(‘집’)이 그 ‘때’가 된 것임을 암시한다. 이 같은 시공의 교차는 무용수

의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은 상황이 매개하는 것이며, 그것을 경험하는
화자는 지상세계에서 맛보지 못한 ‘가벼움’을 무한히 즐기는 중이다.
그 순간에 화자는 ‘香油’에 자신의 ‘살’을 적심으로써 몸의 절반을 벗고,
그 벗은 자리에 원앙금을 덮음으로써 ‘벗겨진’ 몸이 누군가와 하나 되
리라는 것을 예견하게 된다.

Ⅲ. ‘부어짐’의 같고 다름
정현종의 사물과 하이데거의 단지가 닮아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
해서는 양자가 텅 빈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가 않다. 하이데거의 단지에 부어질 포도주가 정현종의 무엇이며, 그
부어짐의 방식이 정현종 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밝혀야만 양자
간의 닮음과 다름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하이데거는 과학적 표상 하의 포도주는 순전한 액체에 불과하며, 이
액체는 어디에서나 가능한 질료의 응집 상태라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단지의 텅 빔이 포도주가 들이부어짐에 의해 담아 잡아진다는 데에 있
다. ‘담아 잡다’의 이중적 의미는 “받아들이면서 간직하는 방식으로 담
아 잡”는 데 있다. 단지에 부어줌의 “선사함 속에는 그릇의 담아 잡음
이 본질적으로 존재”하므로 “담아 잡는 것은 담아 잡는 것으로서의 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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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담아 잡는 텅 빔의 본질은 선사함 안으로
모여”들기에 이른다. 이로 인해 단지를 낫이나 망치와 본질적으로 다른
“부음의 선사”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26)

하이데거의 맥락에서 정현종 시의 사물은 벗김을 다한 이후에 부어
줌을 기다리는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하이데거의 사물이 텅 빈 상태에
서 무언가가 부어지기를 대기하는 것처럼 그의 사물 역시 벗겨진 민낯
그대로 남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선사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단지
에 부어질 것이 포도주라면, 정현종의 사물에 부어질 것은, 또 다른 사
물로, 그것은 시인의 시적 감수성에 의해 다양한 결을 띠게 된다. 부어
지는 사물과 텅 빈 상태의 사물 간의 만남은 그들이 각자 존재했을 때
보다 더 풍성한 의미망을 갖춰나간다. 풍성함을 갖게 됨으로써 시의 내
포는 극대화되고, 이를 통해 시인은 진실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때의 부어짐에는 무거움과 가벼움이 공존하며, 앞에서 살펴본
구절의 중첩이 빚어내는 무거움은 벗겨낸 이후의 가벼움과 다른 성격
을 갖는다.
그러나 하이데거의 사물과 달리 정현종의 그것은 시적 언어의 구조
적 긴장과 화해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시인의 텅 빈 사물이 담는 방식
은 하이데거의 단지와 다를 수밖에 없다. 그 부어짐은 위에서 아래로의
방향성이 아닌, 수평적 부음, 즉 사물과 사물의 만남으로 그려진다. 또
한 이 부어짐, 즉 사물간의 만남은 다른 세계에서 이 세계로의 이동이
아닌 같은 공간 속에서의 만남으로 그려진다. 그 만남의 실마리는 시인
이 밝혀 놓은 ‘사물의 꿈’에서 찾을 수 있다. 정현종은 예술가의 몫이
“사물의 꿈을 대신 꾼다, 그것을 알아본다.”27)고 말한 바 있다. 김응교

는 그의 ‘꿈’을 단순한 몽상이 아닌, 사물 곧 온 우주에 대한 이해와 소
통으로 이해한다.28) 그러나 정현종의 꿈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될 필
26) 마르틴 하이데거, 앞의 책, 220～221쪽 참조.
27) 정현종, ｢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이광호 편, 앞의 책,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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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왜냐하면 시인이 꿈을 대신 꿔준다는 것은 목소리를 갖지
못한 사물의 소망과 욕망을 언어로 실현시켜주려는 적극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이다.
정현종의 초기 시는 사물의 욕망으로서의 꿈을 사물과 사물의 만남
을 통해 분출시킨다. 그리고 이 만남은 공기와 공기, 빛과 빛의 스며듦
등을 통해 형상화된다.
①
空氣는 낮에 시달리다가/ 지금은 고요와 고요의 다리가 되어/
街燈의 공기는 가등 곁에서/ 나무의 공기는 나무 곁에서/ 제것
인 色彩와/ 제것인 가락으로 흐르고 있지만/ 여기 우리는 나와
있네/ 故鄕에서 멀리/ 바람도 나와 있고 불빛도/ 平和가 없는
데를 그리움도 나와 있네/29)
｢外出｣(1966) 중에서
②
밤이 자기의 心情처럼/ 켜고 있는 街燈/ 붉고 따뜻한 街燈의
情感을/ 흐르게 하는 안개,// 젖은 안개의 혀와/ 街燈의 하염없
는 혀가/ 서로의 가장 작은 소리까지도/ 빨아들이고 있는/ 눈물
겨운 욕정의 親和.30)
｢交感｣(1967) 전문
③
스며들면서 나는/ 살아 있는 모든 家具 속으로/ 空氣와 먼지
의 引力 속으로/ 다만 氣體로서 스며들면서……31)
｢處女의 房｣(1967) 중에서
④
겨드랑이와 제 허리에서 떠오르며/ 킬킬대는 滿月을 보세요/

28) 김응교, ｢튀는 공과 우주의 에로스적 교감｣, 정과리 외, 영원한 시작, 민
음사, 2005, 248쪽 참조.
29) 정현종, 사물의 꿈, 40쪽.
30) 위의 책, 51쪽.
31) 위의 책,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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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있는 손가락 하나인들/ 욕망의 흐름이 아닌 것이 없구요/
어둠과 熱이 서로 스며서/ 깊어지려면 밤은 한없이 깊어질 수
있는32)
｢꽃피는 애인들을 위한 노래(1969) 중에서
⑤
아무도 없는 길에는/ 밤만이 스며서 가득 찬다/ 바람 속에 스
며 있는 컴컴한 熱은/ 달고 고요하게 깊고 깊다33)
｢붉은달｣(1969) 중에서

인용한 시 다섯 수는 모두 사물과 사물의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을
‘욕정’으로 그려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먼저 ①은 세계 전체를 아우르

는 ‘공기’가 아닌, 개별자로서의 ‘공기’를 긍정한 것으로, 이는 “街燈의
공기는 가등 곁에서/ 나무의 공기는 나무 곁에서” “제것인 色彩와/ 제
것인 가락으로” 흐르는 모습이다. 다시 말해서 이런 공기는 非동질적인
것으로 각자가 존재해야 할 위치에 머무르기 위해 흘러가는 성격을 갖
는다. 작품 속 사물 중에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곳에 있는 것은 ‘우리’,
‘바람’, ‘그리움’이다. 이들은 “故鄕에서 멀리” 나와 “불빛도/ 平和도 없

는 데”(‘여기’)에 外出해 있다. 언제 돌아갈지,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알
지 못하는, 그야말로 정처 없이 방황하는 정현종 시대의 우리들이다.
반면 ②는 사물과 사물의 만남을 에로스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시로,
시인은 ‘가등’이 불빛을 발하는 어떤 ‘밤’, 그 불빛의 “붉고 따뜻한” 퍼짐
을 밤의 정감으로 그려내고, 그 정감을 흐르게 하는 매질을 ‘안개’로 설
정해 놓았다. 사물과 사물 간의 이어짐이라는 신비는 “젖은 안개의 혀와
/ 가등의 하염없는 혀”가 서로를 “빨아들이고 있는” 에로스적 상상으로

묘사되어, 그들의 만남이 영혼 없는 사물이 아니라, 조용히 꾸준히 서로
를 끌어당기고 있는, 생명체의 만남과 사랑을 감지하게 한다. 작품 ④ 또
32) 정현종, 사물의 꿈, 71쪽.
33) 위의 책,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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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름달’이 ‘밤’에 자기 빛을 발하는 모습을 “욕망의 흐름”으로 그려내
어, 어둠(밤)과 열(보름달)이 빚어내는 깊은 밤의 따뜻함을 보여준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들의 만남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는 것이다. 그것은 서로를 은근히 탐닉하여 이루어지는 만남으로, 작품
③, ④, 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스며듦’을 통해 이루어진다. 시인

이 스며듦을 동원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매질인데, 정현종은 주로
공기, 안개, 먼지, 빛 등에 그 역할을 부여한다. 사물과 사물의 만남이
지상 아닌 공중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 또한 이 때문이다.
또한 이 만남은 일치를 지향하지도 않는다. 사물과 하나 될 수 없는
운명적 예감은 그가 시인이라는 데서 연유한다.
물론 내가 바람 자체, 바다 자체, 숟가락 자체가 돼버리면 나
는 그들을 노래할 수 없지. 그것은 마치 내가 죽음 자체가 돼버
리면, 즉 내가 죽으면 나는 죽음을 노래하지 못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게 시인의 삶의 슬픔이라는 거란다. 시 속에서 노
래되는 그것과 동일할 수 없음, 사물과 한 몸이 될 수 없음, 즉
사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속속들이 알 수 없음, 그것이
시인의 슬픔이란다34)

정현종은 첫 시집을 낼 “그때의 나의 믿음은 사물의 꿈이 곧 나의 꿈
이라는 것이었다.” “즉 나의 시적 대상들, 내가 노래하는 것들 - 그게
한 그루 나무이든 사회적 사건이든 아니면 정신적 미덕이든지간에 은 나를 통해서 그들의 꿈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또 달리 말해본다면
나는 나 자신이 내가 노래하는 ‘그것’이 되어야 한다.”35)고 생각했다.
그가 자신의 감각으로 사물의 사물다움을 파악해야 하는 상황은 자신
을 사물 자체가 될 수 없게 하고 만다. 하지만 시인이 사물과 하나 될
34) 정현종, 날자, 우울한 영혼이여, 민음사, 1975, 100쪽.
35) 정현종, ｢시란 무엇인가｣, 이광호 편, 앞의 책, 3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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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는 점 때문에 그의 사물은 시인에 의해 대상화되고 본질이 바
뀌어버리는 변화를 겪지 않게 된다. 시인과 사물은 “부서진 내 살결과
바람결이 같아지”36)는 차원에 머무를 뿐이다.
일치할 수 없는 운명에도 불구하고 사물과 사물의 만남은 변화를 이
끌어낸다. 먼저 사물의 양적 증가가 나타난다.
나는 나의 性器를 흐르는 물에 박는다. 물은 뒤집혀 흐르는
배를 내보이며/ 자기의 물의 量을 증가시킨다. 바람을 일으키는
물결. 가장 활동적인 운동/ (…)/ 나의 性/ 器를 향해 자기의 量
을 증가시키는 물!37)
｢물의 꿈｣ 중에서

‘나의 性器’가 ‘흐르는 물’과 만나자, 그것은 “자기의 물의 量을 증가

시킨다.” 물이 뒤집혀 움직여대는 모습에서 포착되는 역동성은 ‘물결’
이 ‘바람’을 “일으키는” 정도로 거세다. 양적 증가는 말의 무게가 빚어
낸 무게감과 다르다. 여기에는 아래로의 하강이 없을 뿐 아니라, 물이
오히려 나를 향해 솟아오르고 증가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어서 구분해
서 볼 필요가 있다.
사물과 사물의 만남은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인식함으로써 생겨나는
독특한 정서적 체험들을 만들어간다.
그 잎 위에 흘러내리는 햇빛과 입맞추며/ 나무는 그의 힘을
꿈꾸고/ 그 위에 내리는 비와 뺨 비비며 나무는/ 소리내어 그의
피를 꿈꾸고/ 가지에 부는 바람의 푸른 힘으로 나무는/ 자기의
生이 흔들리는 소리를 듣는다.38)
｢事物의 꿈․Ⅰ- 나무의 꿈｣(1970) 전문
36) 정현종, ｢죽음과 살의 和姦｣, 사물의 꿈, 80쪽.
37) 앞의 책, 106쪽.
38) 위의 책, 104쪽.

정현종 사물의 꿈의 교차 방식 / 김민정․김용운 87

사랑하는 저녁하늘, 에 넘치는 구름, 에 부딪쳐 흘러내리는 햇
빛의 폭포,/ 에 젖어 쏟아지는 구름의 폭포, 빛의 구름의 폭포가
하늘에서 흘러내린다, 그/ 릇에 넘쳐흐르는 액체처럼 加熱되어
하늘에 넘쳐흐르는 구름, 맑은 감격에/ 加熱된 눈에서 넘치는
눈물처럼 하늘에 넘쳐흐르는 구름.39)
｢事物의 꿈․Ⅱ - 구름의 꿈. 해는 왜 지는가｣(1970) 전문

인용 부분의 중심 사물은 ‘나무’와 ‘구름’이다. 나무가 꿈꾸는 순간들
은 “잎 위에 흘러내리는 햇빛과 입맞”출 때, “그 위에 내리는 비와 뺨
비”빌 때이다. 그리고 “가지에 부는 바람의 푸른 힘”이 부딪힐 때 “자
기의 生이 흔들리는 소리를 듣는다.” 나무는 자기 혼자 서 있음으로써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극하는 주변 사물들과의
끊임없는 접촉을 통하여 꿈꾸고 살아있음을 확인한다.
반면, ｢구름의 꿈｣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존재를 확인한다. 화자는
“사랑하는 저녁하늘”에 “넘쳐흐르는 구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라

본다. ‘구름’과 ‘햇빛’은 서로가 서로를 감싸 안으며, 서로의 몸 위에 폭
포처럼 쏟아져 흘러내린다. 그 만남은 어느 것이 다른 어느 것에 종속
되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자유롭게 옮겨 다니며 “하늘에 넘쳐흐르
는” 생명력을 발산하는 중이다. 그 경이로움은 구름이 갖는 가벼움 덕
분이기도 하지만, 서로 간의 만남이 서로를 망치지 않고 더 아름다운
존재로 빚어가는 일을 해내는 데서 비롯한다. 충돌과 대립이 없는 천상
세계의 자유에 대한 시인의 지향은 이 현상을 “맑은 감격”으로 바라본
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자연물을 사물로 볼 때의 시인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생명력으로 충동받고 있으며, 그 감정의 격함은 자연
물에 내재된 생명력을 무거움이 아니라 가벼움으로 전달해간다.
그렇다고 해서 정현종이 전달하는 가벼움이 사회적 삶의 가벼움으로

39) 정현종, 사물의 꿈, 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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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미암는 것은 아니다. 정과리는 정현종이 모두가 괴로워하는 시대에
결핍과 패배가 아닌 충족을 노래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초기시를 개
인의 자기 충족적 운동으로 바라본다고 지적한다. 그는 정현종의 초기
시가 “처절하고 너절한 역사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살아낼 줄 알아
야 한다.”는 적극적 의미를 확인하고, “그것이 현실의 고통을 이기면서
도 동시에 도피하지 않는 길”이라 말한다.40) 그러니까 사회내적인 암
울의 무게를 가벼움으로 처리함으로써 현실의 토로나 고발보다는 자신
의 고통을 시 속의 가벼움으로 빚어내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다.
고통을 드러내고 싶은 정현종의 욕망은 가벼운 것이 무거운 것을 짊
어질 때의 굴러떨어짐으로 표현된다.
그러면 날개를 기다릴까,/ 내 일터의 木階段이/ 올라가지는
않고/ 빨리 빨리 올라가지는 않고/ 내려가고만 있는데/ 茶 한잔
에 머리 두고/ 不明 때문에 제가 성이 나 있는데.// 나 눈으로
보던 빛 그릇/ 靑春 하늘이,/ 지금은 天軍도 잠들어/ 일터와 집
사이에 대개 쓰러져 있지만,/ 내 일터의 冊床 네 귀에서/ 나는
그냥 아주 작은 난쟁이가 되어/ 자꾸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있지
만// 그러나/ 그러면 날개를 기다릴까/ 어리석다41)
｢데스크에게｣(1966) 중에서

‘날개’ 없는 ‘나’는 “일터의 木階段”이 “빨리 빨리 올라가지는 않고/

내려가고만 있는” 괴로움에 시달린다. “不明 때문에 성이 나있는” 나는
자기 눈을 밝게 해줄 “빛 그릇”과 “靑春 하늘”이 “일터와 집 사이에”
쓰러져 있고, “天軍도 잠들어”버린 어둠 속에 빠져있다. 그는 자신이

40) 정과리, ｢까닭 모를 은유는 “떨어지면 튀는 공”이다｣, 정과리 외, 앞의 책,
153쪽.
41) 정현종, 사물의 꿈,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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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작은 난쟁이가 되어/ 자꾸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것만 같다.
시인은 “그러면 날개를 기다릴까”, “그러나/ 그러면 날개를 기다릴
까”를 반복함으로써 날개 없는 상황을 강조한다. 이 읊조림에는 날개를
직접 만들어볼 생각은 하지 않고, 누군가로부터 선사받기를 기다려야
하나 하는 고민이 담겨 있다. 날개만 있다면 현실의 어둠을 날아올라
천상을 비상하는 꿈을 꿀 법도 한데, 시인은 그런 생각조차 “어리석다”
는 말로 끓어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그러면 날개를 기다릴까”라는 혼
잣말은 적극적으로 기다려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날개를 만들어 보겠다는 계획도 아니다.
날개는 무거운 육체를 지상에서 천상으로 들어 올리는 수단이다. 그
러나 사물의 꿈인 날개는 “발속에 갇혀 있는 진정한 날개”42)(｢自己
의 房｣), “발바닥의 火鳥들은 끽끽거리며”43)(｢和音｣) 같은 갇힌 모습으
로 그려져 있을 뿐이다.
시인을 괴롭히는 것은 자신을 짓누르는 존재만이 아니라 깨져버린
세계이기도 하다.
탕! 바다가 깨어지고 있소/ 탕! 거울, 우리의 거울 바다가/ 탕!
우리의 꿈이/ 탕! 우리의 비밀이 깨어지고/ 탕! 우리의 사랑이/
탕! 太平歌// (…)// 그대 꿈의 한 자락으로 헤어/ 진 生의 구멍
을 깁고 있구료. 밤새 뚝닥거리는 소리 들리오. 날개를 만드는
소/ 리. 꿈이 現場監督이오. 그러나 꿈의 날개는 하늘 푸른 바닥
에 떨어져 短命으/ 로 붙박힐까 두렵소. 필경 오른날개가 왼날
개를 나무라고 왼날개가 오른날개/ 를 욕하오. 못나르겠다, 못나
르겠다, 너 때문이다, 죽일놈. 그러나 가장 안되/ 기는 꿈이 안
됐오. 찬란하게 꽃 필 모든 아름다운 生들이 안됐오.44)
｢심야통화․Ⅱ｣ (1971) 중에서
42) 정현종, 사물의 꿈, 68쪽.
43) 위의 책, 68쪽.
44) 위의 책, 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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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세상이 “탕!” 소리로 “깨어지고 있”다. 그 소리는 ‘바다’, ‘거울’,
‘우리의 꿈’, ‘우리의 비밀’, ‘우리의 사랑’을 하나씩 하나씩 깨뜨려 간다.

모든 것이 깨지는 소리 가운데에서 화자는 그대가 “꿈의 한 자락으로
헤어/진 生의 구멍을” 기우며, “밤새 뚝닥거리는 소리”를 듣는다. 그것
은 그대가 “날개를 만드는 소/ 리”다. 마땅히 꿈에 속해야 할 날개는
자신이 “하늘 푸른 바닥에 떨어져 短命으/ 로 붙박힐까 두”려워 한다.
자기 내부의 오른날개와 왼날개가 서로 “나무라고”, “못나르겠다”, “너
때문이다”, “죽일놈” 이라는 소리에 꿈의 날개가 추락하고 말리라는 불
신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 지점은 ｢데스크에게｣의 화자가 날개에 취
하는 태도와 연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시인은 가벼움을 상징하는 날개
에 현실의 무게(발, 육체)를 지움으로써, 즉 중심 사물에 현실이라는 사
물을 부음으로써 현실의 고통스러움을 무겁게 그려내고 있다. 그 무거
움은 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 비롯한 것으로, 그가 사물을 벗
기고 붓는 과정, 즉 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차원의 문제들이다.
그가 괴로운 까닭은 사물을 꿰뚫는 자신의 눈 때문이다. 현실 속의
추악함을 직면하게 된 시인은 그 진실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채기 때
문에 더욱 고통스럽다. 진형준은 벗음으로 말미암은 정현종의 고통이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을 살아 있는 것으로 보고 싶다는, 살려놓고 싶다

는, 그리고 그 살끼리 만나겠다는 게걸스런 욕구가 빚은 자연스런 결
과”이며, 헐벗음으로 얻은 “상처의 끝에는 죽음의 인식이 있다”고 생각
한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살아 있음, 그 생명스러움의 경이는, 이렇게
필경 살됨의 인식, 상처 인식”으로 연결됨을 거론하면서 벗김의 결과가
고통에 이르게 된 점을 지적한다. 이는 정현종의 벗겨냄이 사물을 가벼
운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벗겨진 상태가 오히려
시인에게 생채기를 내고 고통을 쉽게 감지하게 되었음을 뜻한다. 그 상
처는 詩를 부질없는 것으로 파악하게 하는 데 이르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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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서 무엇을 사랑할 수 있고/ 시로서 무엇을 슬퍼할 수 있
으랴/ 무엇을 얻을 수 있고 시로서/ 무엇을 버릴 수 있으며/ 혹
은 세울 수 있고/ 허물어뜨릴 수 있으랴/ 죽음으로 죽음을 사랑
할 수 없고/ 삶으로 삶을 사랑할 수 없고/ 슬픔으로 슬픔을 슬
퍼 못하고/ 시로 시를 사랑 못한다면/ 시로서 무엇을 사랑할 수
있으랴/ 보아라 깊은 밤에 내린 눈/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아
무 발자국도 없다/ 아 저 혼자 고요하고 맑고/ 저 혼자 아름답
다.45)
｢詩, 부질없는 詩｣(1971) 전문
거리를 걸어가다가 나는 느닷없이 부끄러웠다(방법이 없는
부끄러움은 물론/ 의심할만하다) 나는 하여간 부끄러워서 고개
를 들 수가 없었다. 나의 눈물/ 의 量만큼 부끄러웠을 것이다.
나의 사랑의 量만큼 부끄러웠을 것이고 나의/ 파멸의 量만큼 부
끄러웠을 것이다./ (이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은 나보다 더 부끄
러워 해야 할 사람이다)46)
｢자기자신의 노래｣(1972) 전문

“시로서 무엇을 ― 수 있으랴”는 울부짖음은 정현종의 초기 시에서

자주 보이지 않는 어조이다. 사물을 대하는 이 시기 시인의 어조가 대
부분 차분하고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자신의 노래｣
에 이르러서는 시로는 사랑도, 슬픔도, 얻음도, 버림도, 세움도, 허물어
뜨림도 불가능하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게 된다. “―으로 ―을 사
랑할 수 없고” 또한 마찬가지의 정서들이다. 시인은 시가 “저 혼자” 고
요하고 맑으며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모습에 절망하고 만다. 결국 시
가 그 무엇의 방법도 못 되는 현실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끄
러워” 하는 것뿐이다. 그 부끄러움의 ‘量’은 눈물, 사랑, 파멸의 그것과
같으며, 자신보다 더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자신의 부끄럽다는 고백
45) 정현종, 사물의 꿈, 114쪽.
46) 위의 책, 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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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꼬치꼬치 묻는 사람들이다. 70년대에 정현종은 현실 속의 어찌
할 수 없음을 표출한 적이 있다. 그는 이에 대해 “살아 있는 것이 창피
할 정도”였으며, “치욕스러운 것”이었다고 고백한다. 또한 70년대 중반
이후의 정치적 상황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작품을 쓴 적은 없지만,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들이 있기는 하”다고 덧붙이기도 한
다.47)
시대가 빚어낸 시인의 정서적 출렁임은 하이데거의 포도주가 단지에
부어짐으로써 생겨나는 것과 닮아 있다. 하이데거는 “부음의 선사에는
땅과 하늘이 머문다. 부음의 선사에는 땅과 하늘, 신적인 것들과 죽을
자들이 동시에 머문다. 이 넷은 그 자체에서부터 하나로 함께 속해 있
다. 이들은 모든 현존하는 것에 앞서 도래하면서, 하나의 유일한 사방
(Geviert)에로 하나로 포개진다.”48) 다시 말해서 단지에 부어지는 포도

주에는 천지를 아우르는 공간성과 신성 세계와 사후 세계를 포함하는
시간성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포도주가 부어짐으로써 단지
가 갖는 속성은 역사적 언어적 맥락까지 포함된 풍성함이라 할 수 있
다.49) 그러나 정현종 시에 나타나는 정서의 출렁임은 표면에서 발생하
는 것으로 하이데거의 단지에 포도주가 부어짐으로써 생겨나는 풍요와
는 다르다. 그리고 그 다름은 시인이 순간의 미학을 추구한다는 것으로
말미암는다.
나는 그동안 뜨락에 家雁을 키웠으니/ 그 울음이 내 아침의 꿈
을 적시고/ 뒤뚱거리며 가브리엘에게 갈적에/ 時間은 문득 곤두
서 斷面을 보이며/ 물 소리처럼 시원한 내 뼈들의 風散을 보았
47) 정현종, ｢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이광호 편, 앞의 책, 33～34쪽.
48) 마르틴 하이데거, 앞의 책, 223쪽.
49) 정현종의 사물 역시 광범위한 범위에 속하는 것들이다. 특히 자연계 내 생
명을 사물로 바라볼 때의 시인은 그 사물다움을 파악하고 시로 옮겨 적으
면서 자유를 더 만끽하게 되는데, 이런 점은 후기 시에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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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0)
｢和音｣(1963) 중에서

이 시에서 정현종이 그려낸 시간은 갑자기 “문득 곤두서” 자신의
“斷面을 보이”는 찰나이다. 그 갑작스런 나타남은 “뒤뚱거리며” 걸어가

는 ‘家雁’의 느릿느릿한 움직임과 “물 소리처럼” 촥 하고 시원하게 부
서지는 “내 뼈”의 ‘빠른 흩어짐’ 사이에서 더욱 눈에 띄는 모습으로 형
상화된다. 시간의 단면을 기준으로 두 가지 상반된 속도의 동작을 제시
함으로써 시인은 작품 안에 의도적 단절을 펼쳐나가는 것이다.
물방울들은 마침내/ 비껴오는 햇빛에 醉해/ 空中에서 가장 좋
은 色彩를/ 빛나게 입고 있는가./ 낮은 데로 떨어진 運命을 잊어
버리기를/ 마치 우리가 마침내/ 가장 낮은 어둔 땅으로/ 떨어질
일을 잊어버리며 있듯이/ 自己의 色彩에 취해 물방울들은/ 戀愛
와 無謀에 취해/ 알코올에, 피의 速度에/ 어리석음과 時間에 취
해 물방울들을/ 떠 있는 것인가./ 惡魔의 情熱 또는/ 天使의 情
熱 사이의/ 걸려 있는 다채로운 물방울들은.51)
｢무지개나라의 물방울｣(1965)

이 시는 물방울들이 정지된 시간 속의 어느 공간에 존재함을 보여준
다. 그것의 자태는 “비껴오는 햇빛에” 비춰져 “醉”한 듯 하며, “空中에
서 가장 좋은 色彩를/ 빛나게 입고” 있다. 물방울들은 이렇게 “自己 色
彩에 취해” “戀愛와 無謀에 취해” “알코올에, 피의 速度에” “어리석음

과 時間에 취해” 떠있게 된다. 그들은 자신이 아래로 떨어져야 할 운명
에 처한 사실을 잊어버린 듯, 지금 이 순간에 취해 있다. 시인은 물방
울이 공중에서 지상으로 떨어지는 아주 짧은 순간을 시로 옮기면서 정
지의 시간에 포착된 물방울들의 어리석음을 감각적으로 그려내 간다.
50) 정현종, 사물의 꿈, 16쪽.
51) 위의 책,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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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피에 젖어 쓰러져 있는/ 한 떼의 침묵을 본다/ 말은 침
묵의 꼬리를/ 침묵은 말의 꼬리를 물고 서로/ 기회를 노리고 있
다/ 죽도록 원수처럼 노리고 있다.52)
｢소리의 深淵 4. 침묵｣(1970) 중에서

｢소리의 深淵 4. 침묵｣ 역시 이런 사례에 속한다. ‘침묵’과 ‘말’을 사

물화 하여 그들 간의 대치를 긴장감 있게 그려낸 이 시는, 침묵 앞에
“피에 젖어 쓰러져 있는”이란 수식어를 붙여줌으로써 침묵이 처한 상

황이 말보다 더 어려움을 짐작케 한다. 말과 침묵 간의 대치 상황이 해
결되지 않은 채 끝나고 마는 이 시는 “원수처럼 노리고 있”는 둘의 눈
빛이 공간을 가득 채우는 상황을 그려냄으로써 그 긴장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시화하고 있다. 정현종의 시간이 짧은 순간으로 그려지
고 마는 것은, 사물 안에 삶과 죽음이 공존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는
삶에서 죽음까지의 시간적 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양자가 박투하는 모
습을 제시함으로써 그 긴장관계를 심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
럼으로써 그의 시는 시간의 단면 속에서 그 순간성이 갖는 미적 구도
를 확보하게 된다.

Ⅳ. 맺음말
정현종의 시는 하이데거의 단지가 갖는 사물 자체로서의 풍성함이
아니다. 그의 초기 시는 사물을 벗김으로써 그것다운 본질을 확인해 가
고, 사물 간의 일치가 아닌 만남을 그려냄으로써 자신의 시를 사물과
자신의 상상력이 결합하는 場으로 일구어 간다. 그가 사물들의 만남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 것은 그것의 현상적 측면과 이면의 무거운 움직임
52) 정현종, 사물의 꿈, 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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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였다. 사물의 꿈이 보여주는 현상과 상징은 그 의미를 독자가 규
정하게 하는 기제를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것의 대상인 현실의 무거
움은 시적 전개의 가벼움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시인의 고통을 드러
내었을 뿐 아니라, 독자들로 하여금 자유의 코드를 읽어내게까지 했다.
무겁게 침전하고 가볍게 도약하는 시 속의 형상 교차는 그의 시를 하
나의 틀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평가하게 했다. 이 지점은 60년
대 참여시 열풍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마련해간 정현종의 존재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는 사물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통하
여 사물과 자아, 사물과 현실의 만남을 추구하고 또 자유로워지고자 했
던 시인이 분명하다. 이 시기의 그가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처럼 그의
시 또한 현실에 대한 우리 시의 지적인 단계를 새롭게 해가는 모색이
었다.

이 논문은 2016년 9월 30일에 투고 되어,

2016년 10월 1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2016년 10월 2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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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rossing way of
Jeong Hyon-jong’s Dream of Things
Kim, Min-Jyung․Kim, Yong-Woon
Korean personal freedom in the 1960s was prone to receive
oppression in the name of national development. The voices of the
1960s to pursue their freedom was shown in this context. For
example, participating literature was typical embodiment of such
orientation. However, the poet, Jeong Hyon-jong has been evaluated
differently from participating literature. Individualistic and liberal
orientation of his poems were described as modernism rather than
critical realism. Jeong Hyon-jong tried to sing individual freedom in
other ways, but has the same value orientation as the participating
literature has. His early poetry work Dream of Things has shown
this liberal intention. It is a work that the poet peels the ‘things’,
confirms the essence of them, draws their meetings by poetic
imagination. The poet reveals the lightness and heaviness behind
the phenomena obtained by the encounter of things, cross the
lightness and heaviness to highlight the lightness. The lightness is
an analogy of liberal intention, the heaviness is an analogy of the
1960s’ oppressed situation in Korean society. Intersection of
lightness and heaviness is the way of shaping a poetic moment 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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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liberal intention. It is a personal freedom through which he
reveals this poetic imagery. In this sense, We can say that his
poetry is a kind of a pursuit of the individuality and freedom
against the 1960s’ Korean group consciousness.
Key Words : Dream of Things, lightness, heaviness, peeling,
freed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