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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적 사유를 통한 김수영 시 읽기 방법

오정훈(경상대학교)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하이데거의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김수영의 작품이 갖는 실존적 인식
을 규명하고, 실존주의 철학에서 다루는 주요한 개념인 ‘기분’과 ‘양심’의 초점을 두
고 김수영 작품을 감상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하이데거 실존주의의 핵심이 현
실에서 유발되는 정서에 주목하고 그 정서 속에서 존재들 상호 관련성은 물론 존재
자들 속에서 현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질적 위상을 찾아가고자 하는 것이기에 이에 주
목하고자 하였다. 대상과의 접촉을 통해 느끼게 되는 감각은 인간 존재에게 일방적
이거나 수동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현존재가 자신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인간은 감각을 통해 형성되는 ‘기분’ 속에서 세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 그들의 합
일점인 것이다. 하이데거가 심정성의 핵심으로 기분을, 그리고 그러한 정서를 죽음
에서 찾고자 하는 이유는 죽음을 일상성의 계기로 삼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점이 김
수영 시 읽기의 본질이 되어야 함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본다. 간과하기 쉬운 양심의
소리에 대한 귀기울임과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순수한 현존재의 본질에 대한 자
각을 기반으로 현실을 비판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자양분을 찾고자 했던 김수
영의 작가 의식에 주목하는 것이 시 감상의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살피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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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김수영은 ‘반시론’에서 ‘노래는 존재다. 신(神)으로서는 손쉬운 일이다. / 하지만 우
리들은 언제 존재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들은 언제 / 신의 명령으로 대지와 성
좌(星座)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겠는가?’라는 시구를 인용함으로써 ‘존재’에 대해
주목한다. 김수영은 인간 존재의 실존 인식이 어려운 과업이며, 이러한 현존재의 자
기 존재가능성에 대한 이해와 지향을 통해 ‘대지와 성좌’라는 근원적 본질로 회귀할
수 있음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만큼 김수영에게 존재에 대한 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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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와 그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화두였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현실적 제약 속에 자
기를 잃고 살아가는 많은 군상들의 비본래적(uneigentlich) 실존을 본래적 실존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그의 노력이 시작(詩作)으로 이어졌음을 직감하게 된다.
그러므로 김수영은 충분히 ‘실존’ 지향적이다. 전후 세대를 대표하는 모더니스트로
서의 명성뿐만 아니라 그의 시작품들에는, 전쟁을 경험하고 산업화되어가는 혼란한
상황 속에서 일상인으로서의 ‘세인(世人, das Man)’에 주목(김유중, 2010: 182-203)함
으로써 ‘현존재’의 존재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김수영은 그의 시론에서
도 실존적 인식을 간접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대표적 시론으로 주목받고 있는 ‘시여,
침을 뱉어라’라는 글에서는 ‘그 시민들의 대부분은 군거(群居)하고, 인습에 사로잡혀
있고, 순종하고, 그 때문에 자기의 장래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을 싫어하고, 만약에 노
예제도가 아직도 성행한다면 기꺼이 노예가 되는 것도 싫어하지 않을 정도다.’라고
토로하고 있다.
이는 하이데거가 주되게 논의했던 바와 같이, 자기 인식과 자기 존재에 대한 근원
적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현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일상적 세
계 속에 던져진 ‘세계-내-존재’로서의 특성으로 인해, 끊임없이 세상과 타인의 시선
과 의도에 간섭을 받으며 본질적인 자신의 존재가능성을 평준화시킨다는 견해와 맥
이 닿아 있는 것이다. 김수영은 그의 시론에서 비록 하이데거의 견해를 전면적이고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으나, 그레이브스의 논의를 인용하면서 하이데거의
‘세인’ 개념을 ‘군거’에, ‘존재가능성의 평준화’를 ‘인습과 순종’, 그리고 ‘존재가능성을
향한 기획투사’를 ‘자기의 장래에 대한 책임’으로 각각 대응시켜 놓고 있음을 확인하
게 된다. 이로써 김수영은 현대적 상황과 그러한 상황에 적응해 가는 실존 상실의 인
간 군상(群像)을, 하이데거의 지적처럼 세인을 ‘비본래적 실존’(Zimmermann, 1977:
188-189)으로 규정하며 전후 세대를 자기 자신의 가능성 상실의 시대로 진단하고 있
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해학’을 통해 김수영은 하이데거가 현존재의 실존 인식을 위한 중요
한 계기로 삼았던 ‘죽음의 무연관성’을 언급하고 있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인간이 완
강하게 거부하고자 하는 죽음으로 ‘미리 달려가 봄’으로써 타인과의 더불어 있음이
소용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죽음의 무연관성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역설한
다. 이로써 인간은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편다. 이는 곧 유한한 인간 존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유도하게 되며, 나아
가 이러한 유한성 속에서 ‘스스로 가능한 본래적 자신’(Heidegger, 1979: 352-353)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현존재가 부담해야 할 실존적 태도라고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죽음에 대한 해학’에서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의 뜻은 죽음을 잊지 말라는 것
인데, 분명히 메멘토 모리는 냉수를 등골에 끼얹으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고, 그것
은 한 조각의 정기(正氣)를 불러 일으켜줄 것이다. 오히려 끊임없이 각성된 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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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새로운 출발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김수영, 2015: 397-420)라고 적고 있
다.
그간의 연구를 통해서도 김수영의 실존적 사유는 다각도로 입증된 바 있다. 김수
영은 그의 시작(詩作)들에서 역사적 구성원으로서의 개인, 다른 존재와 내적 관계를
갖는 타자로서의 모습을 형상화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각자성(各自性)(김미정, 2005:
302-306) 추구의 유의미함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김수영이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현실적 일상과 그 속에 매몰된 인간상을 부각시킨 이유는, 주어진 상황을 회피하고
타인과 동일시하려는 군중의 행태를 통해 자기 자신과 대면할 기회를 포기하는 인간
군상의 ‘사물화’를 겨냥하기 위함이다. 그는 단호하게 ‘무서운 것은 문화를 단 하나의
이데올로기와 동일시하는 것’(오문석, 2000: 85-87)이라고 함으로써 공공성 속에서의
자기 상실이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해석은 하이데거가 현존재와 존재자를 구별함으로써 자기 존재에 대해 고
민하고 문제삼는 적극적인 주체로서의 현존재와, 실존에 대한 의식적 자각이 전무한
존재자를 구별한 것과 닿아 있다. 김수영이 주목한 인간 군상의 ‘사물화’는 곧 일상성
에 함몰됨으로써 자기 존재의 본질을 망각한 ‘세인’으로서의 존재자와 동일시되는 것
이기에 그러하다. 하지만 김수영은 여기에서 나아가 실존을 상실한 일상적 존재 형성
의 근원에 대해 천착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색다르다. 현존재를 획일성과 공공성 속
에 가두어 두는 원인을 독재정치나 소시민의 순응주의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저항과
비판을 주된 전략(박정근, 2011: 83)으로 삼고자 했던 점이 김수영식의 실존주의적 사
유라 할만하다.
하이데거는 그의 논저에서 ‘다양한 존재자가 우리에게 개방되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저 다양한 것으로 서로 나란히 서로 뒤섞여 균일하게 하나의 세계라는
무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존재자 속에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양식들이 있
다.’(Heidegger, 1983: 444)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그는 현존재로서의 인간은 사물
이나 자기 이외의 타자와 같은 존재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고 진단하면서 이
러한 속성을 ‘세계-내-존재’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상호 관계성을 ‘고려(Besorge)’ 혹
은 ‘배려(Fürsorge)’(박찬국, 2013: 76-77)라고 지칭한다. 이처럼 분명 하이데거는 인
간 현존재의 실존을 찾아가는 과정을 중요시하되 결코 현존재가 위치하고 있는 일상
세계를 외면하지는 않았다. 어찌보면 일상 세계의 규칙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인간
존재의 실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통해 현존재의 근본 특징인 ‘각자성(mineness)’,
즉 ‘나의 존재는 나’(Wrathall, 2005: 28)라는 사유로 수렴되기를 갈망했던 것이다.
김수영 역시 인간 존재의 실존적 물음에 대해 관념적이고 사변적으로 접근하지 않
았다. 일상성과 세계성의 부정적 속성을 시편들을 통해 다양하게 부각시키고는 있지
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형상화 방식을 통해 그 속에 은폐된 인간이 궁극적으로 지향
해야 할 본래적 진리와 존재가능성(임동확, 2014: 53)을 탐색해 내고자 했음을 유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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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김수영은 현시대의 부정적 속성과 그 속에 전제된 실존 상실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데 있어, 특히 ‘관계’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인간 존재는 현실을 떠나서는
논할 수 없기에 구체적 시대 상황 속에서 타자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진단함으로써
자기의식에 도달(김미정, 2004: 169; 김지녀, 2011: 129)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김수영
이 현실을 놓치지 않고 이를 통해 인간 존재의 실존적 사유에 접근하고자 한 것은,
하이데거의 논의처럼 세계 안의 존재자는 전체적인 의미연관 속에 관련성(Aronson,
2005: 239)을 갖고 존재한다는 인식에 해당하는 것이다.
사실상 인간의 실존에 대한 인식은 지극히 관념적이다. 하지만 하이데거가 그러했
듯이 김수영이 철저히 현실적 상황에 눈을 돌린 것은 인간 존재가 시대적 현실을 기
반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그 속에서 진정한 자기를 찾는 것이 실존적 사유의 본질임
을 놓치지 않기 위함이다. 김수영은 의식 안이 아니라 바깥에 존재하는 사물을 바라
보고, 그러한 존재자를 탐색하는 자신에 대한 의식을 통해 사물과의 거리두기(박정
근, 2015: 334)를 시도하고자 했던 것이다. 상황에 대한 주관적 감정에 빠지지 않고
객관화된 시선을 통해 타자로서의 존재자와 현존재로서의 자신을 냉철하게 파악함으
로써 실존의 참모습을 발견하고자 한 시인이었다.
하이데거는 세계와 관계하는, 혹은 세계와 관련해 존재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소로 ‘기분’과 ‘이해’를 지목한다. 그에 따르면 ‘기분’은 지성에 반대되는 감정적 요소
(Grossmann, 1984: 227)에 해당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기쁨과 슬
픔은 물론 불안과 공포까지도 ‘기분’의 범주에 드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하이데
거가 주목하는 사태는 ‘죽음’으로 인한 기분의 유발이다. 그 어떤 기분보다 가장 강력
하면서도 인간 존재에게 충격적이면서도 근원적인 물음에 접하게 하는 것으로 보았
기 때문이다. 하이데거가 현존재의 존재가능성으로 안내해 줄 첫 번째 요소로 주목한
것이 ‘기분’이며 그 다음은 ‘양심’이다.
그가 말하는 ‘양심(Gewissen)’은 윤리적 양심과 구별되는 것이다. 양심은 현존재로
서의 인간이 갖는 근원적 현상으로서 자신의 본질적 내면에서 울려 나와, ‘가장 고
유한 책임 있는 존재’를 향하게 하는 ‘부름(Ruf)’(이수정, 2010: 124)으로 규정한다. 현
존재로서의 인간은 불안 앞에서 무의미하게 세계 속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비로소 일상성의 모순에 직면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되돌아가라는
외침(이기상 외, 1998: 188)을 들을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것이 하이데거가 강
조하는 실존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김수영의 작품이 실존적 사유와 관련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이
데거 사유의 핵심인 ‘심정성(心情性)’과 ‘양심’, ‘존재가능성’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김
수영 작품을 읽어 가는 방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김수영의 작품들에서 발견되는
실존적 인식에 대한 탐색은, 간과하기 쉬운 그의 실존에 대한 감수성을 재발견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작품을 독자의 삶의 본질과 연결시킴으로써 시 읽기의 묘미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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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킬 것으로 본다. 논자에 따라 하이데거의 실존적 사유를 다양한 관점과 태도로
언급할 수 있을 것이나, 본고에서는 정서와 연관된 ‘기분’이 존재가능성 인식의 토대
가 된다는 입장을 토대로, 심정성으로서의 기분을 통한 존재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이
에 대한 기획투사가, 실존에 도달하기 위한 하이데거의 핵심 과정으로 보았기 때문이
다.
그 구체적인 방법 요소로 ‘심정성으로서의 기분’과 ‘존재가능성을 향한 양심’을 설
정하고, 김수영 시에서 ‘정서’를 발견하고 이를 감상하는 구체적인 방법, 자기 실존을
찾아가기 위한 문제 제기로서 ‘죽음’이라는 소재에 대한 발견과 읽기 방법에 대해 천
착하고자 한다. 또한 화자의 자기 내면에서 울려오는 ‘양심’에 초점을 두고 이것이 유
발하는 시적 의의를 발견하기 위한 읽기 방법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 ‘심정성’으로서의 ‘기분’으로 시

읽기

현존재로서의 인간은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타의 존재자와 접촉을 하
고 그에 대한 정서를 갖게 된다. 대상과의 접촉을 통해 느끼게 되는 감각은 인간 존
재에게 일방적이거나 수동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현존재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세계 현상이나 존재자에 대해 개별 인간 존재가 독특하고 개성적
인 반응 양상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점에 주목해서, 인
간은 감각을 통해 형성되는 ‘기분’ 속에서 세계를 발견하게 된다고 보았으며, 인간이
느끼는 다양한 감각적 기분인 심정성으로 인해 세계에 의존하기도 하고 본질적 측면
에서의 자기 자신(박찬국, 2015: 191-194)을 찾을 수도 있음을 강조한다.
하이데거가 언급하는 심정성은 세계에 임해서 인간이 느끼는 다양한 기분을 일컫
는 것이기는 하지만, 결코 주관적이고도 맹목적으로 상황에 투사시키는 감정 일반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정서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인식하게 되
고 존재의 본질이 드러난다고 본다. 따라서 심정성에 주목하고 그에 대한 명료한 인
식은 인간 현존재의 실존을 찾아가는 매우 중요한 과정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서 유발의 전제가 ‘세계’ 자체에 있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한다. 정서는 현존재가
이 ‘세상에 던져져 있다는 피투성(被投性)’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피투
성’을 전제로 형성되는 것이며, 인간이 다른 존재자들과 달리 개성적이고도 고유한
방식으로 ‘드러나 있다는 개시성(Erschlossenheit)’(이승훈, 2011: 31-36)을 자각하는
동인(動因)이 된다.
세상이라는 일정한 틀 속에 위치하는 자신의 존재를 정서를 통해 자각하게 되고,
자신의 마음속에 형성된 정서에 기대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내밀한 규칙과 원
리가 자신을 지배하고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세상이 공유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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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제반 법칙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파묻혀 있지만 인간 존재는 인간 이외의
존재자와 구별될뿐더러, 자기 이외의 인간 현존재와도 변별되는 참모습으로서의 실존
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함도 깨닫게 된다고 본다. 결국 자신의 정서에 주목하는
행위는 세상의 본질을 규명하는 최초의 시도이자, 자신과 타인, 자신과 사물과의 관
계와 독자성을 발견하는 단초인 것이다.
비가 그친 후 어느 날―
나의 방안에 설움이 충만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오고가는 것이 직선으로 혹은 대각선으로 맞닥뜨리는 것같은 속에서
나의 설움은 유유히 자기의 시간을 찾아갔다
설움을 역류하는 야릇한 것만을 구태여 찾아서 헤매는 것은
우둔한 일인 줄 알면서
그것이 나의 생활이며 생명이며 정신이며 시대이며 밑바닥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아 그러나 지금 이 방안에는 / 오직 시간만이 있지 않으냐
흐르는 시간 속에 이를테면 푸른 옷이 걸리고 그 위에
반짝이는 별같이 흰 단추가 달려 있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자꾸 뻐근하여만 가는 목을 돌려
시간과 함께 비스듬히 내려다보는 것 / 그것은 혹시 한 자루의 부채
―그러나 그것은 보일락말락 나의 시야에서
멀어져가는 것―
하나의 가냘픈 물체에 도저히 고정될 수 없는 / 나의 눈이며 나의 정신이며
이 밤이 기다리는 고요한 사상(思想)마저 / 나는 초연히 이것을 시간 위에 얹고
어려운 몇 고비를 넘어가는 기술을 알고 있나니
누구의 생활도 아닌 이것은 확실한 나의 생활
마지막 설움마저 보낸 뒤 / 빈 방안에 나는 홀로이 머물러 앉아
어떠한 내용의 책을 열어보려 하는가
- 김수영, 방안에서 익어가는 설움

그런 점에서 위의 시는 어떤가. 화자가 주목하는 핵심 정서는 ‘설움’이다. 화자는
‘나의 방안’에 설움이 충만했음을 발견하게 되고, ‘오고가는 것이 직선으로 혹은 대각
선을 맞닥뜨리는 것같은 속’에서라고 토로함으로써, 설움의 기원이 화자가 직면한 공
간과 관련이 있음은 물론 현존재 상호 간 혹은 존재자들 사이에서 유발되는 관계의
마찰이나 갈등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전쟁이 가져온 참상, 그리고 그 이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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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되는 군부독재와 유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대했던 4․19 민주화 운동의 실패,
이러한 와중에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산업화와 근대화라는, 시인 당대의 상황을 염두
에 둔다면 분명 화자의 지적처럼 모든 존재의 관계들은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는 화
음(和音)은 아니다. ‘직선’과 ‘대각선’의 ‘맞닥뜨’림, 즉 대결과 갈등, 강요와 희생, 억압
과 굴종만이, 시대적 공간으로서의 ‘방안’을 채우는 유일한 것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필연적으로 ‘설움’의 정서 혹은 기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화자는 설움을 개인의 주관적 심정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하
이데거적 사유를 닮았다. 화자는 설움을 ‘나의 설움’이라고 단정짓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화자와 동일시된 설움은 ‘자기의 시간을 찾아’가는 행위로 형상화됨으로써,
‘자기의 시간’이 설움의 시간인지 화자의 시간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모호성으로 읽
히게 된다. 하이데거가 ‘나는 기분에서 그 어떠한 일상적 가치로 환원할 수 없고, 다
른 누구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나 자신의 유일무이한 존재와 만나게 된다.’(박찬국,
2013: 92)고 토론한 것과 같이, 화자는 정서에 주목함으로써 세상을 재고찰하게 되고,
설움이라는 정서를 자신 속에 대입함으로써 서서히 자기의 본질을 인식하는 작업을
감행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화자는 정서를 집요하게 탐색한다. ‘설움’을 맹목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차
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 선 연들에서 화자가 인식한 설움은 세 번째 연에서 또
다른 변주로 나타나고 있다. 화자에게 있어 과거의 설움은 ‘역류’(방인석, 2010: 93;
전병준, 2011: 388)하고자 하는 대상일 뿐이었다. 지금처럼 세상과 나의 실존을 인식
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정서의 단초로서가 아니라, 극복하고 거부하고 싶은 부정적 정
서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설움을 다시금 주목하고 사유의 대상으로 설정한
이후, 설움을 거스르고 이겨내려고만 했던 과거 태도를 화자는 ‘야릇’하고 ‘헤메’이고
‘우둔한 일’로 규정하고자 한다. 설움이 화자의 ‘생활, 생명, 정신, 시대, 밑바닥’을 지
배(정명호, 1998: 91; 여태천, 2005: 243)했던, 그리고 그러한 설움을 극복의 대상으로
만 여겼던 삶에 대해 전면적 수정을 감행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방안’에는 ‘오직 시간만이 있’음에 눈길을 돌리게 된다. ‘시간만이 있’음은 시간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며, 문맥을 고려할 때 시간의 존재는 설움의 존재이며 나의 존
재로 치환되는 것이다. 즉, 설움에서 사유를 시작하지만 이는 설움을 안고 있는 나로
발전해서 결국 나의 존재로까지 발전해 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흐르는 시간 속’
에서 존재의 실존에 대한 사유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감에 따라 화자는 변화를 보
이게 된다. ‘푸른 옷, 흰 단추, 부채’와 같은, 설움으로 충만했던 방안에 이전까지 보
이지 않았던 존재자들 상호 간의 관계에까지 인식이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분명
사유의 변화이다. 세 번째 연에서는 ‘오직 시간만’ 존재했던 공간이었지만 사유의 결
과 다섯 번째 연에서는 ‘시간과 함께’하면서 아직은 분명하게 인식은 못할지라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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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듬히 내려다보는’ 차원에서 부채 이외의 존재자들의 연관성을 보게 된다.
하지만 ‘푸른 옷, 흰 단추, 부채’는 ‘가냘픈 물체’로서 나의 의식 속에 ‘고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에 ‘나의 시야에서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
존재자에 대한 인식, 존재자 상호 연관성에 대한 파악, 그리고 존재자의 비본질성에
대한 탐색을 거쳐 결국 화자가 도달하게 되는 사유의 절정은 ‘나의 정신’(여태천,
2004: 360; 김윤배, 2014: 90-91)이다. 하지만 화자는 ‘나의 정신’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것마저도 존재자들을 ‘나의 시야에서’ 멀리 물리쳤듯이 ‘시간 위에 얹고’ 시간과 함
께 흘려버리려 한다. 이미 화자는 설움에서 출발해서 설움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고 설움과 나의 관련성 속에서 존재자는 물론 나의 정신과 사상마저도 간파하는,
요컨대 ‘몇 고비를 넘어가는 기술을’ 깨달아 감으로써 실존 인식에 점진적으로 도달
해 가고 있음을 자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화자는 하이데거가 언급한 세상의 질서에 구속받음으로써 비자발성과 수동성
만 남는 ‘세인’으로서의 ‘누구의 생활’이 아니라, ‘확실한 나의 생활’만이 자신의 실존
에 도달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 ‘나의 정신, 사상, 생활’을 강조하고 그 속에서
실존적 본질에 다가가고자 하지만, 이를 일정한 틀에 가두어 두지 않음으로써 지속적
이고도 끊임없이 존재가능성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 처음 ‘설움이 충만’ 되
었던 ‘방안’은 ‘마지막 설움마저’ 보내 버리고, ‘빈 방’으로 재탄생되게 된다. 나의 실
존에 대한 인식을 문제삼고 이에 도달할 가능성을 갖게 된 화자에게 더 이상 세상으
로 인해 유발되는 모든 설움은 깨끗이 비워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에
게 남겨진 것은 ‘홀로이 머물러 않아’ 있는 참 나와의 대면 이외에는 있을 수 없을
듯하다.
심정성과 관련해 하이데거가 주의를 기울여 탐색하고자 한 것은 ‘죽음’이 환기하는
‘불안’이라는 기분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탄생과 동시에 죽음을 근원적으로 떠안고
있다고 기술한다. 곧 탄생은 죽음과 동의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죽음을 일상
적 죽음으로만 대하지 실존적 차원의 죽음으로 인식하지는 못한다. 일상적 차원의 죽
음은 나와는 무관하게 타자와 관련된 것으로 주변인이나 심지어 가족의 죽음으로 위
로하고 슬퍼하기도 하지만, 정작 죽음은 자신과 무관한 객관적 사태로만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차원의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의 죽음에 대한 인식은 죽음이 엄연히 삶
속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나는 언제든 죽음과 결별하고 나의 평범한 일상적 삶으로
회귀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만 존재할 뿐이다.
하지만 실존적 차원의 죽음은 ‘무가 무화(das Nichts nichter)’(박찬국, 2013: 105)하
는 사건’이다. 죽음으로 인해 유발되는 불안의 기분은 인간 존재가 집착하고 의의를
부여해 왔던 모든 것들을 무화(無化)시킴은 물론, 그것은 결국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
지에 대해 묻고 그에 대해 진지하게 사유함으로써 실존을 찾아가게 하는 단초가 된
다는 것이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자신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무(無)를 절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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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통감하고 이를 통해, 세속적 가치에 집착해 세상사람(das man), 즉 세인으로 살며
절대시해 왔던 모든 가치들이 무화(無化)됨을 깨닫는 순간, 세상에서부터 도피해 진
정한 자신의 존재가능성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인간 현존재는 진지
하게 죽음에 대한 불안을 성찰하는 순간 ‘본래적 존재(Eigentlichkeit)’(오희천, 2012:
92)로의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하이데거가 심정성의 핵심으로 기분을 그리고 그러한 정서를 죽음에서 찾고자 하
는 근본적 이유는, 죽음을 일상성 극복의 계기로 삼기 위함이다. 그는 ‘죽음을 향한
현존재는 존재가능성으로서의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는다.’고 언급하면서, ‘죽음을 은
폐하며 회피하는 태도가 질기게 일상성을 지배하고 있다.’(Heidegger, 1979: 338-339)
고 단언한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을 발견하게 된다. 일상적 태도로 죽음을 받아들여
서는 안 된다는 것과 죽음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일상적 삶의 굴레에
서 인간을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세상의 규범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간
존재의 관습에 의해서는 참다운 나와 대면할 수 없으며, 그와 유사한 행태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역시 나의 실존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평준화되어
무미건조한 삶을 강요하는 일상성에서 벗어나 나의 실존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죽음
과 그것이 유발하는 불안의 정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병풍은 무엇에서부터라도 나를 끊어 준다
등지고 있는 얼굴이여
주검에 취한 사람처럼 멋없이 서서
병풍은 무엇을 향하여서도 무관심하다
주검의 전면(全面)같은 너의 얼굴 위에
용이 있고 낙일(落日)이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끊어야 할 것이 설움이라고 하면서
병풍은 허위의 높이보다 더 높은 곳에
비폭(飛爆)을 놓고 유도(幽島)를 점지한다
가장 어려운 곳에 놓여 있는 병풍은
내 앞에 서서 주검을 가지고 주검을 막고 있다
나는 병풍을 바라보고
달은 나의 등뒤에서 병풍의 주인 육칠옹해사(六七翁海士)의 인장(印章)을 비추어주는 것이었다
- 김수영, 병풍

위의 시는 죽음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정서는 ‘설움’이지만 그러한 기분 유발의 단
초가 죽음이라는 점에서 하이데거의 불안과 크게 차별적이지는 않아 보인다. 중요한
것은 죽음으로 인해 유도되는 정서에 주목하고 죽음에 대한 사유를 통해 현존재의
실존에 접근하고자 한다는 점이 하이데거적 사유와 일맥상통한다. ‘병풍은 무엇에서
부터라도 나를 끊어’ 주고 있으며, ‘병풍은 무엇을 향하여서도 무관심’하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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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의 실체가 궁금해진다. ‘무엇에서부터’와 ‘무엇을 향하여’라는 구절은, 하이데거
의 ‘배려의 일상성 속에서는 대리가능성이 부단히 행사되고 있다. 모든 ‘～에로 감’,
모든 ‘～을 가져옴’은 가까이 배려되고 있는 주위세계의 범위 안에서는 대리 가능하
다.’(Heidegger, 1979: 321-322)라는 언급과 겹쳐 보인다.
이는 주위세계라는 일상 현실은 일정한 규범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배려’적이다.
아울러 평균적이고 유사한 관습 하에 삶을 영위함으로써 개별적 고유성은 배제되기
에 존재 상호간에는 대리 가능한 속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무엇에서부터’는 ‘～을
가져옴’과 대응될 수 있으며, ‘무엇을 향하여’는 ‘～에로 감’과 포개어진다. 따라서 ‘병
풍’은 ‘나’를 맹목적 평균화를 강요하는 일상적 규율로부터 나를 차별화시키며, 병풍
스스로도 균질성을 지향하는 현실 세태와 무관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병풍
은 세상의 맹목성과 일상성을 ‘등지고’ 있을 뿐 아니라, 과거의 장례 풍습을 염두에
둔다면 ‘주검’에 대해서도 등진 모습을 보인다.
병풍이 세상의 일상성을 등지고 있고, 주검에 대해서도 등지고 있다는 것은, 일상
성과 주검이 동일한 의미로 읽힐 수 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즉, 화자는
병풍을 통해 세속의 일상성을 거부하면서 아울러 일상적 죽음에 대해서도 비판적 태
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삶을 ‘공적이며 피상성에 연관된 삶’
으로 규정하고,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들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조형국, 2008: 122; 박
서현, 2011: 197)시켜야 함을 역설하면서 이를 위한 중요한 매개가 죽음에 대한 실존
적 사유라고 보았다. 즉, 병풍이 ‘끊어’ 주고, ‘등지고’ 있는 대상은 공적이라는 명분으
로 강요되는 ‘피상적 일상’과 그와 동일선상에서 인식되고 있는 ‘일상적 죽음’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상적 죽음을 거부하는 병풍은 역설적이게도, ‘주검에 취한 사람’처럼 서
있으며 ‘주검의 전면같은’ 얼굴을 취하고 있다. 이는 하이데거의 논의처럼 ‘그들의 환
상에서부터 해방된 정열적이고 현사실적인, 자기 자신을 확신하고 불안해하는 죽음을
향한 자유 속에 있는 자신’(Heidegger, 1979: 355)을 발견한 현존재의 모습으로 읽을
수 있다. 일상적 죽음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넘어 병풍은 현존재의 실존적 인식의 매
개(주영중, 2012: 25; 이근화, 2016: 275)로 죽음을 바라보게 되고, 죽음을 통해 다시금
세속적 일상성의 무의미함을 자각하며 현존재의 실존으로서의 존재가능성을 인식하
는 차원으로까지 나아가게 된다. 이처럼 실존적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된 병풍은 주
검에 도취될 수밖에 없으며, 그 자신 스스로가 주검의 전면적인 모습을 만면(滿面)에
머금게 되는 것이다.
실존적 죽음의 의의를 자각한 병풍은 화자에게까지 조언을 한다. 그것이 바로 ‘설
움’에 대한 단절의 요구이다. 이는 일상적 죽음의 인식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화자를
일깨우기 위한 주문이면서, 화자가 실질적 측면에서 실존적 죽음에 대한 사유로 진행
해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행위의 단초에 해당한다. 설움의 차단과 극복은, 죽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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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성을 뛰어 넘는 것이며 죽음을 평균화된 일상적 사유로 대하는 것을 극복하는
일이다. 아울러 죽음을 통해 일상적 가치를 전면 부정하고 해체함으로써 재해석할 뿐
아니라, 죽음을 자기 자신의 근원적인 문제와 관련지음으로써 자기의 참모습인 실존
을 찾아가는 계기로 삼을 줄 아는 것을 아우르는 것이다.
이미 실존적 죽음에 대한 사유에 도달한 병풍은 나와 달리, 세상의 그 무엇에 대
해서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며 그의 얼굴에는 ‘용, 낙일, 비폭, 유도’를 드러내 보이
고 있다. 여기서 병풍의 무관심은 존재 자체에 대한 전면 부정이 아니라 비본질적 존
재자에 대한 거부이자 무화(이은주, 2007: 180)임이 명확해진다. 하이데거가 현존재의
실존에 대한 탐색을 ‘본래성’으로 규정하고, 현존재의 존재가능성을 방해하는 그 외의
모든 일상성 및 그와 연관된 존재자의 존재 방식을 ‘비본래성’(배우순, 2006: 138)으로
단정지은 것처럼, 병풍에 드리워진 ‘용, 낙일, 비폭, 유도’는 분명 일상성을 초월한 본
래적 실존의 모습으로 해석 가능하다.
일상성과 일상적 죽음을 ‘무관심’으로 일관하던 병풍의 만면에 ‘용, 낙일, 비폭, 유
도’라는 현실 초극의 이미지를 표상해냄으로써 비본래적 일상성은 ‘허위’(이근화,
2009: 238; 김윤배, 2014: 168-169)로 규정된다. 반면, 실존적 죽음에 대한 인식에 다
가서게 되면서 일상적 죽음이라는 ‘허위’적 사유로는 도달할 수 없는 ‘더 높은 곳’에,
그리고 쉽게 도달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곳’에 도달했음이 현실 초극의 이미지로써
명확해지는 것이다. ‘더 높’고도 ‘가장 어려운 곳’은 분명 현존재의 실존에 대한 인식
이며 존재가능성에 대한 자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병풍은 ‘주검을 가지고
주검을 막고’ 있음이 명확해진다. 병풍이 ‘가지게 된 죽음’은 실존적 죽음에 대한 인
식일 것이며, 그가 ‘막고 있는 죽음’은 일상적 죽음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실존적 죽음에 대한 인식을 통해
실존적 자각에 도달한 것은 병풍에 한정된 것이며, 화자는 여전히 ‘끊어야 할 것이
설움’임을 암시 받았을 뿐, 화자 스스로 자기의 본질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
이다. 이러한 미완의 과제는 마지막 연에서 해결의 가능성을 보이게 된다. ‘나’는 ‘육
칠옹해사의 인장’이 찍힌 ‘병풍을 바라보고’ 있으며, 이러한 나를 ‘나의 등위에서’ 바
라보고 있는 것이다. 병풍이 주검을 ‘등지고’ 있었듯이 ‘달’이 나의 등뒤에서 나를 등
지고 있음은 나의 주검으로 해석 가능하다. 시종일관 현재형 시제로 문맥이 흘러가다
마지막 부분에서 과거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병풍을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현재라는 시간을 넘어 먼 미래의 시점에서 과거의 장면으로 처리되고
있다.
여기서 병풍은 달과 동일한 기능으로 치환되고, 병풍이 실존적 죽음을 자각한 존
재자로 형상화되었듯이 달 역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세계-내-존재로 실
존하는 나는 결국 먼 미래에 병풍 뒤의 주검처럼 달 뒤의 주검으로 자리할 것임을
미리 내다보게 되는 것이다. 이를 하이데거는 ‘죽음을 향한 가능성 속으로 미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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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으로써 본래적 실존의 가능성을 선취(先取)’(최문규, 2012: 131)하는 것이라고 명명
하였다. 즉, 화자는 병풍이 자각한 실존적 죽음의 문제를 객관적 대상으로 남겨 놓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끌어 당겨 자기 실존의 자각을 위한 문제로 치환시키고 있음을
보게 된다. 결국 화자는 하이데거의 논의처럼 자신의 죽음을 미리 경험하는 선취를
통해 먼 미래에 있을 죽음에 대해 경험하고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본질을 자각
하려는 시도를 감행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로써 화자는 일상성을 극복하고 그 한
계에 갇혀 자기 실존을 망각한 삶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행로에 접
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김수영에게 있어서의 죽음도 하이데거에게서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된다. 김수영에게 죽음은 단순히 슬퍼해야만 하는 사태나 나와는 무관한 사건,
육체적인 주검이나 일상의 일부로서의 죽음으로 파악되지 않았음이 명확하다. 결국
김수영은 ‘병풍’이라는 시를 통해 죽음은 현존재의 ‘본래성’과 ‘전체성’(최상욱, 2003:
107)을 드러낼 수 있는 사건으로서, 자기 자신의 실존을 찾아 가기 위한 문제 제기로
받아들여졌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김수영에게 죽음은 죽음 이후가
무의미해지는 극단적 공포나 설움이 아니라 현존재가 감당해야 할 전체로서의 시간
중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Ⅲ

. ‘존재가능성’을 향한 ‘양심’으로 시

읽기

김수영은 정서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양심’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자기 자신의 내
밀한 본성을 찾아 가고자 한다. 구슬픈 육체 를 비롯해 폭포 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와 같은 시편들을 통해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그의 면모를 엿
볼 수 있다. 양심의 실체가 좀더 명확히 드러난 작품이 사령 이라 보고 이를 바탕으
로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하이데거는 그의 저서에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임
으로써 외면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말’을 양심으로 규정하고, ‘양심의 부름에 대한 들
음의 가능성이 현존재 자신에 의해 현존재’(Heidegger, 1979: 362)에게 주어져야 함을
부연한다.
이로써 양심의 소리는 외부 세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내면에
서 울려 나오는 것이며 오히려 철저히 일상적 규범과 단절된 개별 존재의 실존과 관
계된 소리임을 알 수 있다. 하이데거가 ‘현존재가 양심 속에서 자기 자신을 부르며,
현존재가 부르는 자이며 동시에 부름을 받는 자’라고 함으로써 실존 인식과 발견으로
서의 내면의 소리에 주목했듯이, 김수영 역시 ‘양심’을 윤리적 차원의 세속적 정의에
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제 정신을 갖고 사는 ‘남’도 그렇고 ‘나’도 그렇게 주체가 되
기 위해서는 창조생활을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모든 창조생활은 유동적인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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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적인 것이다. 여기에는 순간을 다투는 윤리가 있다. 이것이 현대의 양심’이라는
그의 언급에서 입증된다. 김수영이 말하는 ‘현대의 양심’은 ‘창조생활’을 위한 전제가
되며, 그 창조생활이라는 것은 사회적 규범의 틀을 벗어나 진정한 자기(오문석, 2002:
101)를 찾아가는 삶을 의미하기에 그러하다.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靈)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靈)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 김수영, 사령(死靈)

하이데거가 자신의 본질로부터 울려오는 존재의 도발적인 부름에 조용히 귀 기울
여 보는 것(Heidegger, 1959: 227)의 가치를 강조하였듯이, 김수영은 위 시를 통해 자
신의 내면으로부터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에 주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단순
히 자기반성이나 성찰 정도로 처리할 수 있으나, 양심이라는 용어로써 하이데거의 철
학적 견해에 기댄다면 좀더 자기 실존에 근접하는 논의를 진행하기에 유용하리라 본
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양심의 소리는 ‘그들로부터 벗어나 가장 고유한 자신의 존재
가능성’으로 다가갈 수 있는 매개이기에, 인간을 ‘보편적 구속력’에서부터 자유롭게
해 줌으로써 인간 ‘자신이 맞추어 나가야 하는 가치 질서’(Zimmermann, 1977: 19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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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벗어나 진정한 실존으로 이끈다.
위 시의 화자가 양심의 소리에 주목하게 되는 계기는 ‘자유’라는 ‘활자’이다. 활자화
된 자유라는 단어에서 화자는 ‘나의 영은 죽어 있’다는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
이다. 세속적 관계 속에서 규범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인간 존재는 세계-내-존
재로서 하이데거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들’ 즉, 세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자에
불과하다. 하지만 세인으로서의 삶은 실존을 망각하게 함으로써 현존재가 도달해야
할 존재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이 하이데거의 견해이다. 그러므로 개별적 실
존을 망각하고 평균화를 강요하는 일상성에서 벗어나 참다운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자기반성과 문제제기는 분명 양심의 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의 영은
죽어 있’다는 화자의 발언은 ‘본래적 존재가능성을 증언하는 소리’(박찬국, 2015: 352)
이기에 양심의 소리인 것이다.
물론 자유라는 활자도 화자에게는 완전한 대상으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그렇기에
활자에 대해서도 ‘온전히’ 혹은 ‘항상’이라는 언술 대신에 ‘간간이’라는 시어 채택을
통해 자유의 한계(김정석, 2009: 128)를 지적하고 있다. 한계성을 내포한 자유일지라
도 화자는 그러한 대상을 매개로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
이고 있는 것이다. 첫 번째 연에서의 활자가 3인칭 표현으로 객관적으로 대상화된 존
재자였다면, 두 번째 연에서는 ‘벗’과 ‘그대’로 치환됨으로써 좀더 밀착된 관계를 형성
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만큼 활자를 매개로 한 양심의 소리가 구체화되고 그러한
소리에 화자가 밀착해서 귀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읽히게 된다. 그러기에
화자는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게 되며 거듭해서 ‘마음에 들지’ 않음을 되뇌고
있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양심의 부름이 계획이나 준비 없이 나를 덮쳐온다고 한다. 아울러 나
의 내면에서부터 울려오는 양심의 소리는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되찾아야 한다는
책임’(문동규, 2003: 261-264)을 목적으로 함을 강조한다. 이렇게 본다면 화자는 자신
의 실존을 ‘자유’에서 찾고 있으며, 아울러 일상성 속에서 본질적 자유를 획득하지 못
한 자신의 한계에 대해 ‘책임’을 느낌으로써 자기 자신을 되찾고자 함을 엿볼 수 있
다. 화자는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마음에 들지 않아라’라는 양심의 소리에 주목하
고 이를 반복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되뇌면서 일상성과 실존의 실체를 좀더 명확히
규명하려 한다.
양심의 소리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양심
의 소리가 화자에게 들려줌으로써,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화자로 하여금 다시금
주목하고 문제시하기를 바라는 대상은 무엇인가. 그것은 ‘황혼, 돌벽 아래 잡초, 담장
의 푸른 페인트빛’ 그리고 ‘고요함’(권지현, 2012: 70; 류순태, 2015: 256)이다. 의지로
용솟음치는 일출의 열정이 상실되고, 굳건한 뿌리와 줄기로 하늘을 거스르고자 하는
교목의 강인함도 찾아볼 수 없으며, 붉게 타오르는 정열의 빛깔도 소멸된 ‘욕된 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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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집하는 ‘고요함’이 ‘행동’의 ‘죽음’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화자는 양심의 소리를
통해 타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앞부분에서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던 자유라는 활자도 ‘행동이 죽음’(김명인, 2002:
141)에서 나오는 ‘정의’이기에 네 번째 연에서는 부정의 대상으로 변모하기에 이른다.
물론 화자를 포함한 ‘우리’의 ‘섬세’한 시대에 대한 인식과 구현해야 할 바람직한 이
상에 대한 논의와 준비도 ‘그대의 정의’와 같이 ‘행동이 죽음’에서서부터 기인하는 것
이기에 화자에게 더 이상 의미를 가지 못한다. 결국 화자는 양심의 소리로 자각되는
‘행동의 소생과 부활’을 통해 ‘자유, 정의’를 실천적으로 감행해 나가는 것이 자신의
실존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편임을 자각하는 차원에까지 다다르게 된다. 그대가 지향
했던 ‘정의’와 우리가 표방했던 ‘섬세’함을 문제시함으로써 일상성을 지배하던 규칙을
비판하고, 그 속에 부재했던 ‘행동’의 가치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세인과 변별되는 자
기만의 실존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하이데거의 지적처럼 양심의 소리에 주목하고 그 소리가 문제삼고
있는 사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현존재가 잃어버린 본래적 자기를 되찾기 위한 결
단’이며, 이로써 ‘근원적 진리가 자기 존재에게 비로소 열리게’(전동진, 2008: 160-161)
됨을 알 수 있다. 짐작컨대 김수영은 양심의 소리를 통해 자신의 ‘영(靈)’이 죽어 있
음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 자기 실존이 행동하는 자유에 있음을 자각하게 된다. 이렇
게 본다면 김수영이 이야기한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는 일상
성의 규범 속에서 세인(김종훈, 2009: 354; 유창민, 2010: 171)으로 살아가는 ‘나의 영’
을 말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게 된다. 즉, ‘나’는 ‘그대’ 그리고 ‘우리’와 동일선 상에
서 세계-내-존재로 상호 관계성 속에서 존재하는 존재자로서, 왜곡된 일상의 원리
속에서 행동이 부재하는 자유와 정의라는 그릇된 이념 속에 사로잡혀 있기에 ‘죽은
영’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는 차별적으로 김수영은 활자를 매개로한 양심의 소리를 통해 세인과
의 관계에서 이탈해 자기 내면의 소리에 주목하고 그 소리를 천착함으로써 행동하는
자유라는 자기 실존을 발견하기에 이른다. 그러므로 ‘사령(死靈)’은 일상성 속의 세인
을 지칭하는 것으로 족하며, 김수영은 오히려 현존재의 존재가능성을 자각한 ‘생령
(生靈)’으로 등극한 것으로 보아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하이데거는 ‘양심을 통해 현
존재는 본래적 자기를 열게 되며, 이는 양심을 향한 의지인 결단(Entschlossenheit)’
(이유택, 2003: 126)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렇게 본다면 ‘아니냐’, ‘않아라’라는
어미의 지속적인 사용과 세인에 대한 비판적 태도(이혜원, 2014: 158)를 통해 양심의
소리에 주목한 김수영의 의지도 실존 인식, 즉 양심을 향한 결단과 다르지 않음을 발
견하게 된다.
팽이가 돈다
어린아해이고 어른이고 살아가는 것이 신기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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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끄러미 보고 있기를 좋아하는 나의 너무 큰 눈 앞에서
아해가 팽이를 돌린다
살림을 사는 아해들도 아름다웁듯이
노는 아해도 아름다워 보인다고 생각하면서
손님으로 온 나는 이 집 주인과의 이야기도 잊어버리고
또 한번 팽이를 돌려주었으면 하고 원하는 것이다
도회 안에서 쫓겨 다니는 듯이 사는
나의 일이며
어느 소설보다도 신기로운 나의 생활이며
모두 다 내던지고
점잖이 앉은 나의 나이와 나이가 준 나의 무게를 생각하면서
정말 속임 없는 눈으로
지금 팽이가 도는 것을 본다
그러면 팽이가 까맣게 변하여 서서 있는 것이다
누구 집을 가 보아도 나 사는 곳보다는 여유가 있고
바쁘지도 않으니
마치 별세계(別世界)같이 보인다
팽이가 돈다
팽이가 돈다
팽이 밑바닥에 끈을 돌려 매이니 이상하고
손가락 사이에 끈을 한끝 잡고 방바닥에 내어던지니
소리 없이 회색빛으로 도는 것이
오래 보지 못한 달나라의 장난 같다
팽이가 돈다
팽이가 돌면서 나를 울린다
제트기 벽화 밑의 나보다 더 뚱뚱한 주인 앞에서
나는 결코 울어야 할 사람은 아니며
영원히 나 자신을 고쳐가야 할 운명과 사명에 놓여 있는 이 밤에
나는 한사코 방심조차 하여서는 아니 될 터인데
팽이는 나를 비웃는 듯이 돌고 있다
비행기 프로펠러보다는 팽이가 기억이 멀고
강한 것보다는 약한 것이 더 많은 나의 착한 마음이기에
팽이는 지금 수천 년 전의 성인(聖人)과 같이
내 앞에서 돈다
생각하면 서러운 것인데
너도 나도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하여
공통된 그 무엇을 위하여 울어서는 아니 된다는 듯이
서서 돌고 있는 것인가
팽이가 돈다
팽이가 돈다

- 김수영, 달나라의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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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작품 역시 ‘나’ 화자의 고백체 형식으로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오는 양심에
주목하고 있다. 비록 독백이라는 유형의 말하기로 현실 상황 속의 화자의 모습과 인
식, 정서를 기반하고 있지만 시상이 전개되면서 세속적 일상성과 차별화되는 자신만
의 독자적 본질을 파악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양심’과 무관해 보이지 않다. 하이데거
는 ‘주위세계로부터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은 나에게 향하는 자기 고찰이나 내적 체
험에 대한 지각없이 수행’(Heidegger, 1924: 37)된다고 본다. 이는 양심의 소리가 근
본적으로 인간 존재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불림이기도 하지만, 자기 외부에 존재하는
타자, 즉 존재자에 의해 매개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위 시에서도 ‘팽이’가 존재자로서 화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만나게 하는 매개로
서 주위세계의 한 타자로 기능하게 된다. ‘타자의 목소리가 자신을 일깨울 때, 그것으
로 인해 더 깊게 자신을 각성’(최동호 외, 2005: 345)하게 된다는 하이데거의 시론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 하겠다. 화자는 ‘팽이가 돈다’는 사태에 주목하고 있다. 팽이
의 운동성은 화자에게 ‘신기’롭고도 ‘좋’은 정서를 유발시키는 단초가 된다. 하지만
‘돈다’는 운동성은 팽이라는 존재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팽이가 도는 ‘살아’감의 속성
은 그대로 ‘어린아해’와 ‘어른’으로 전이되어, 많은 사람들이 팽이의 ‘살아’감을 관망하
듯이 화자가 세인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태도를 다시금 인식하게 하고 있다.
‘물끄러미’ 본다는 것은 사물이나 사태를 ‘우두커니’, ‘망연히’ 본다는 의미이다. 이
는 세상을 ‘아무 생각 없이 멍한 태도’로 관망하는 화자 자신에 대한 강한 자각으로
읽힌다. 팽이가 도는 것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신기로운 눈망울로 바라보고 거기에
서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되지만, 그것은 ‘물끄러미’ 보고 있는 태도 그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화자 역시 유사한 태도로 어른과 아이를 포함한 일상(김명인 외,
2005: 38; 박덕규 외, 2013: 218)과 세인을 망연히 바라보고 그 결과 일시적 감정을
즉자적으로 유발시켰음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팽이는 스스로 돌 수 없다. ‘아해가
팽이를 돌’리지 않는 한 ‘아름다’움을 유발시키지 못한다. ‘살림을 사는 아해’ 즉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와 ‘노는 아해’는 ‘아름다워’ 보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팽이
가 돌면서 살아있듯이 그들도 살아가기 때문이다. ‘살림’과 ‘노’는 것, 그리고 ‘도’는
것은 공통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운동성을 갖는 것이기에, 화자에게 팽이와 아이들은
차별화되는 존재자가 될 수 없다. 다만, 화자에게 중요한 것은 ‘스스로’ 도는 것이 문
제가 될 뿐이다.
아이가 ‘돌’려야 한다는 조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팽이가 돌아가는 순간만큼은 스스
로 도는 운동성을 드러내 보이게 된다. 스스로 도는 듯 보이는 팽이의 운동성에 주목
하면서 화자는 자신의 삶을 환기시키게 되는 것이다. ‘쫓겨 다니는 듯이 사는 나의
일’과 ‘소설보다 신기로운 나의 생활’은 분명 팽이의 스스로 도는 운동성과는 괴리되
는 것이기에 ‘내던지고’ 거부하고 싶은 일상일 뿐인 것이다. 이처럼 팽이는 그의 운동
성을 통해 화자로 하여금 ‘존재와 시간을 각각의 고유함 속으로 가져다주는 생기(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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起)’(Heidegger, 2000: 218)를 유발시키고 있다. 화자라는 존재가 그 자신의 전체적 시
간 속에서 자기의 고유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을 보게 된다.
화자는 ‘나이와 나이가 준 무게를 생각’하면서 즉,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체
득하게 된 모든 지적 정서적 역량을 결집시켜 ‘정말 속임 없는 눈’으로 ‘팽이가 도는
것’을 보는 순간, 팽이는 ‘까맣게 변하여 서서 있는 것’으로 달리 인식된다. 지금까지
화자는 팽이가 돈다고 생각했지만 ‘속임 없는 눈’ 순수(김유중, 2009: 44)한 안목으로
다시 팽이를 관찰한 결과, 팽이는 도는 것이 아니라 ‘서서’ 있는 것이다. 후설은 의식
과 대상은 일정한 관계를 맺으며 형성된다고 본다. 즉, 의식 주체가 일정한 관점에서
대상을 지향함으로써 관계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상은 의식에 의존해서 파
악되지만 의식 초월적일 수밖에 없다고 역설한다. 인간의 의식이 대상의 모든 측면을
파악(이승종, 2010: 26-29), 혹은 지향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화자가 팽이를
대상으로 ‘돈다 → 돌린다 → 서서 있는 것’으로 인식해 나가는 과정 역시 그와 유사
한 맥락이다.
팽이가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가 돌리지 않으면 돌 수 없으며, 그러기에 팽
이는 도는 것이 아니라 서 있는 것이다. 결국 화자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스스로 도
는 힘’이다. 팽이는 ‘밑바닥에 끈을 돌려 매’어 ‘손가락 사이에 끈을 한끝 잡고 방바닥
에 내어던’지는 또 다른 주체의 설정 없이는 불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하이데거
는 세상을 유기적 관계로 보고, 그러한 관계의 틀 안에서 의미가 드러난다고 보았다.
그때의 의미는 현존재가 실존을 인식할 것이라는 존재가능성이다. 존재자와의 관계
속에서 인간 존재는 나의 존재를 염려(김형효, 2002: 95; 이기상, 2010: 161)하고 자기
존재의 참모습을 찾아 간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팽이와 관계하는 타자 설정은 일
상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계 형성에 해당하며, 이러한 연관성 속에서 진정한
자기 본질을 찾아 가는 것이 하이데거와 김수영의 과제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분명
이들에게 있어 타자에 의해 도는, 살아간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팽이가 도는 순간만큼은 스스로 도는 것처럼 보인다. 어쩌면 스스
로 돌 수는 없지만 스스로 돌기 위해 애쓰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팽이는 화자에게 ‘수천 년 전의 성인’으로 비유되고, 팽이의 운동성도 ‘돈다 → 돌린
다 → 서서 있는 것’에서 나아가 작품의 말미에서는 ‘서서 돌고 있는 것’으로 끊임없
이 변모(김창환, 2014: 156; 강연호, 2004: 40; 한용국, 2011: 390)해 나가고 있다. 사르
트르는 인간을 ‘매순간 자기 스스로의 가능성’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존재로 규정한다.
또한 인간의 본질은 주어진 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을 선
택(Bernasconi, 2006: 99; 구연상, 2011: 157; 조광제, 2013: 47)해 나가는 자유의지에
의해 주어진다고 본다.
인간이 가능성을 지향한다는 것은 그 전제가 유한성에 있다는 의미와 통한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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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근원적으로 타고난 한계를 자각하고 끊임없이 자기 실존을 위해 미래의 가능성
으로 매진하는 것이 인간의 참모습이어야 함을 역설한 것으로 읽힌다. 그렇다면 존재
자로서의 팽이는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스스로 돌지 못하는 인간 존재와 동일시된다.
하지만 팽이는 ‘돈다 → 돌린다 → 서서 있는 것 → 서서 돌고 있는 것’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변모시키면서 실존에 가 닿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한 모습에서 화자는 ‘별
세계’와 ‘달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다. 화자가 터전으로 삼았던 ‘도회’와 ‘여유가 있고
바쁘지도 않’은 ‘누구 집’이라는 공간의 구분과 제약을 넘어 이상적 공간에 대한 실존
적 체험을 하게 된다.
현실 상황을 초극해 ‘별세계’와 ‘달나라’에 대한 환상적 경험은 하이데거식의 표현
대로 ‘장소의 고유성과 지역의 특수성이 사라진 무장소성(placelessness)과 비장소성
(non-place)’에 대한 체험으로 볼 수 있다. 비록 무장소성과 비장소성이 개인의 개체
성과 특수성이 상실화된 균질적 공간을 의미하지만, 오히려 위 시에서 화자는 팽이의
실존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존재에게 존재 자신의 본질적 장소인 ‘존재의 토폴로지
(Topologie des Seyns)’(강학순, 2011: 207-209)를 현현(顯現)하게 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화자는 양심의 본질적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다. ‘나는 결코 울어야 할
사람’이 아니며, ‘나 자신을 고쳐가야 할 운명과 사명’을 갖고 있는 현존재로서 실존
적 물음에 대해 ‘한사코 방심조차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된다. 그리고 화자가 지향해야 할 실존적 본질은 ‘공통된 그 무엇’이라는 일상성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도는 힘’에 있다는 것을 재인(再認)하게 되는 것이다.

Ⅳ

. 마무리

본고에서는 김수영과 하이데거의 실존적 인식의 접점을 취하고자 하였다. 현존재
를 망각하고 존재자로서의 삶을 강요하는 현실 세계에서 유발되는 다양한 정서를 ‘기
분’으로 규정하고, 자기 실존을 찾기 위한 현존재의 내면에서 울려 나오는 순수한 소
리를 ‘양심’으로 규정한 하이데거의 언명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기분’과 ‘양심’이라는
실존적 개념이 김수영의 작품에서 어떤 양상으로 형상화되어 있으며, 그것의 실존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감상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현실로 인해 활성화되는
인간 존재의 감정이 주관성에 빠지지 않고, 자기 변화를 시도하고 참된 실존을 모색
하고자 하는 자기 내면의 울림을 현실 개선의 원동력이 됨을 하이데거의 논의와 김
수영의 작품에서 도출할 수 있었다.
존재론적 인식의 첫 단초인 ‘심정성으로서의 기분’은 개인의 고유한 정서와 죽음에
대한 천착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개인의 내적 정서와 죽음에 대한 본질적 인식과 그
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인간 존재의 근본 속성에 대한 탐색을 가능하게 함은 두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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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위가 없다. 정서 유발은 세계와의 관련성 속에서 파악될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에
대상에서 촉발된 화자의 정서는 존재자들 상호 간의 관계 규명을 통해 자기 본질에
대한 인식으로 나아가야 함에 주목하였다. 하이데거와 김수영이 공통되게 논의하듯,
세상을 구성하는 다양한 존재자에 대한 인식, 그리고 존재자 상호 간의 유대와 관련
성에 대한 탐색, 나아가 존재자의 비본질성에 대한 자각을 토대로 자기 존재의 현존
성을 인식할 수 있는 실천적 모색이 김수영 시 읽기의 단초가 될 수 있음을 보았다.
아울러 ‘죽음’의 정서가 유발하는 세속적 서정성을 극복하고 죽음이라는 공포와 부
정적 정서가 동일성을 강요하는 현실적 규범을 낯설게 볼 수 있는 단초가 됨도 주목
할 수 있었다. 죽음이 유발하는 정서에 대한 인식은 염세적 인식의 차원이 아니라 현
실의 한계를 자각하고 그로써 바람직한 삶을 타전해 나가는 바람직한 자기 실존을
발견해 나가는 중요한 방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김수영 시를 읽었
을 때 시가 담고 있는 핵심 의미와 정서를 놓치지 않는 방편이 되리라 본다.
비자발적이고 의도와 무관하게 들려오는 자기 내면을 소리인 ‘양심’에 대한 귀기울
임은 또 하나의 실존적 인식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 존재자를 현존재로 돌려 놓
을 자기 본질로부터 들려오는 도발적 부름에 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일 수는 없다. 하
지만 김수영 시편들에 나타나 있듯이 평균화를 강요하는 일상적 규범의 틀로 인해
유발되는 잠재된 무의식의 외침인 양심의 소리에 주목하는 것은, 자기반성을 넘어 현
실에 대해 준엄한 비판적 인식을 제기하는 실존적 인식임에 분명한 것이다.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해 시도되는 양심의 소리가 김수영의 작품에서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를 통해 김수영이 발견하고자 하는 참된 양심의 소리는 무엇인지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김수영은 현실에 대한 준엄하고도 냉철한 비판적
인식, 자유와 이상에 대한 강한 의지가 양심의 소리를 유발시키는 단초임을 밝히고
있으며, 그러한 양심의 소리에 귀기울임으로써 일상성을 거부하고 자발적 주체로 존
립할 수 있는 실존으로 귀속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존재가능성을 향한
양심’으로서의 시 읽기는 흘려버릴 수 있는 무의식적 내면에 대한 관심과 그로써 유
도되는 자기 개선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다만, 실제 교육현
장에서 본고에서 제시하는 방법들의 효용성 여부를 학생을 대상으로 검증을 해 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논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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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imsuyoung Poetry-Reading Method
through Existential Thought

Oh, Jeong-Hun(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quired into the existential recognition pervasive in Kimsuyoung works
on the basis of Heidegger’s theory, and sought for a way to appreciate Kimsuyoung
works with focus on ‘Mood’ and ‘Conscience’ which are major concepts which are
addressed in existentialist philosophy. As the core of Heideggr existentialism is to take
note of ‘Emotion’ around in reality, and to aim to look for a human’s fundamental status
as the present existence(hereinafter, referred to as ‘Dasein’)among beings, not to speak
of the interrelationship of beings amidst the emotion, this study intended to pay
attention to this. The sensation felt through contact with the object does not remain in
the one-sided or passive dimension to the human being, and it can be the reason that
Dasein reveals itself. It is their unity that man finds the world in the 'Mood' formed
through the senses. Heidegger was at the core of his mind and wanted to find such an
emotion in death, in order to take death as an occasion for everyday life. I think that
this should not be missed to be the essence of Kim Soo Young 's reading. In addition,
this study tried to look into the possibility of another method of his poetry appreciation,
i.e. paying attention to writer consciousness of Kimsuyoung who tried to find nutrients
which could make it possible to improve reality critically based on giving ear to the
sound of conscience, which is liable to be overlooked, and the self-awareness of
essentials of pure Dasein which can be discovered in the sound of consci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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