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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theMethodofWriting

inOhGyu-won'sPoetry

-FocusingonthePostmodernTechniques-

Kim,Hye-Won

DepartmentofKoreanLanguageandLiterature

TheGraduateSchool

ChonbukNationalUniversity

ThisreportaimsatinvestigatingthepoeticworldofOhGyu-won

by identifying his method ofwriting,focusing on the postmodern

techniques.InthisreportItriedtoidentifythefactthatheshowedus

inter-textualitybetweenthelinguisticmessageandthevisualimage

whilehedoubted andreflected on thelanguageandthen renewed

repeatedly.

In this report,first,Ipaid attention to the agentofepistemic

conversionandtheaspectofchangeinOhGyu-won'spoetrythatis

using inter-textuality and holding thepictureimagesin thepublic

culture by virtue ofhis method ofwriting.Next,Ianalyzed the

influencing relationship between thepictureimageand each ofhis

poems which showed us the image spectrum of 'movie -

advertisement-photograph'ashegotolder,andidentifiedhispoetic

world hepursued,by investigating itsaestheticcharacteristicsand

aspectsofm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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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in chapterII,Irevealed thefactthatearly poemsofOh

Gyu-wonwerecreatedbyhisPostmodernidentityasamemberof

4·19generationin1960's.Icouldalsofindthatheinvestigatedhis

innerworldofunconsciousnessinhisego,onthebasisoffantasy

afterhefoundthepossibilitythatthepoetrycouldbeunitedwiththe

imagelanguagelayinthesurrealisticfilm image.Thegroundsofmy

reasoning liein thesimilarity between themetaphorsystem which

becomestherhetoricalcoreofOhGyu-won'searlypoemsandthe

moviemontage,andinthesimilaritybetweenthewayofnarrative

scenedevelopmentin hisseriesofpoem andlong poems,andthe

movienarrative.Icouldalsoidentifytheaestheticsofautonomywhich

Oh Gyu-won pursued,by investigating thecorrelation between his

earlypoemsand'lesensobtus'.

InchapterIII,Icouldidentifyhismiddlepoemshadabackground

oftheculturalsymptomsofpost-industrialsocietyinKoreain1970's

andtheculturalphenomenonofmassconsumptionoftheelectronic

equipmentssuchasTV setsandcomputers.InparticularInoticed

thatheadoptedtheadvertisementlanguageanditsimagesdirectlyto

his poetic contexts,realizing thatTV commercialswerethe most

powerfulmassmedialeadingoursociety.ThereforeIidentifiedthathe

deconstructedthelanguage,theideaandeventhegenreoftraditional

lyricpoetryandcriticizedtheconsumptionculturemadebyindustrial

civilization and product materialism, writing the poems of

advertisementproductwritten by adopting theready-made,collage

techniqueofpopartandadvertisingimage.Icouldalsoidentifythe

aestheticsofpluralism thatOhGyu-wonpursued,byinvestigatingthe

correlationbetweenhismiddlepoemsand'Gestalt'.

InchapterIV,Iidentifiedthathislatepoemscalled'raw image

poetry'werecreated by hisfundamentalreflection on themod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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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system.Irealizedthatherecoveredtheequalityofexistence

bymeansofadoptingthephotographicimageofStraightmethodand

describingthenaturalphenomenonasgraphically'raw'asitwas.It

was possible because the mechanical'eye'ofcamera could make

humaneyegetoutofperspective.Icouldalsoidentifytheaesthetics

ofdeconstruction thatOh Gyu-won pursued,by investigating the

correlationbetweenhislatepoemsand'punctum'.

In chapterV,Ievaluatedthemeaning,valueandstatureofthe

methodofwritinginOhGyu-won'spoetry.InparticularIemphasized

thateachadoptedpictureimageperhisperiodwas createdbyhis

method ofwriting poetry which was consistentepistemically and

aesthetically.Ialso identified thathis awareness of genres and

discernmentofculturalhistoryembeddedinhispictureimageslayin

the range of postmodernism. However I emphasized that his

postmoderntechniqueswerecreatedbyhisownexperiencesthrough

hislifeandbyhisimitationofwestern,notunique,techniques.

InconclusioninthisreportIinvestigatedthatOhGyu-won'spoetry

openedanew prospectinKoreanmodernpoetryandactivateditmore

dynamicallybymeansofpursuing'theimageofliberation',adopting

thepictureimageashismethodofwritingafterhedevelopedhisown

poeticworldwithpoeticobjectssuchasego,society,nature.

Keywords:OhGyu-won,methodofwriting,postmodernism,

inter-textuality, picture image, film image,

advertisingimage,photographic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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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 목

오규원(1941∼2007)은 1965년에 등단하여 별세하기까지 40여 년의 시작

활동을 통해 자아의 내면과 물신 사회와 자연 상을 시 상으로 삼아

독자 인 시세계를 개해 온 시인이다.그 과정에서 그는 ‘시란 무엇인

가’라는 화두를 통해 기존의 시정신을 반성하 고,‘언어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통해 시 언어를 갱신해 왔다.특히 “새로운 형식의 탄생,장르의

분화”1)를 기획하 던 그는 시 창작 방식에 한 투철한 의식으로 시와

시론을 병행해 가면서 자신의 시작 원리와 시의 변화 양상에 해 언 하

기도 하 다.

시에 한 실험 정신과 탐구 과정과 그 변화 양상은 곧 오규원의 시력

으로 이어진다.오규원의 시는 그의 구분에 근거하여 기시(70년

반)· 기시(70년 반∼80년 )·후기시(90년 이후)로 나 어진다.2)그

의 기시는 은유를 수사의 심축에 놓고 념의 구상화에 주력했던 시

이다.주로 환상을 통해 자아의 내면 의식을 탐구하는 실 경향이

두드러졌다. 기시는 상호텍스트의 패러디를 통해 언어와 장르를 해체하

면서 후기산업사회의 억압성에 응했던 시이다.특히 TV 고가 자본주

의 사회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매체임을 인식하고 고 언어를 시의

1)오규원, 언어와 삶 ,문학과지성사,1983,84쪽.

2)오규원은 1965년  문학 에서 ｢겨울 나그네｣로 김 승 시인의 1회 추천을 받은 이래 1967년

｢雨季의 시｣,1968년 ｢몇 개의 상｣이 추천 완료되어 등단하 다.

별세하기까지 9권의 시집을 낸 오규원은 자신의 시세계를  분명한 事件 (1971), 巡禮 (1973)를

기시로, 王子가 아닌 한 아이에게 (1978), 이 땅에 어지는 抒情詩 (1981), 가끔은 주목받는

生이고 싶다 (1987)를 기시로, 사랑의 감옥 (1991), 길,골목,호텔 그리고 강물소리 (1995), 토

마토는 붉다 아니 달콤하다 (1999), 새와 나무와 새똥 그리고 돌멩이 (2005)를 후기시로 구분하

다.그러나 오규원 시인이 타계한 후 유고 시집으로 나온  두두 (2008)를 포함하면 그의 후기시는

5권의 시집을 일컫게 되고 그의 시집도 총 10권으로 늘어나게 된다.

시집 이외에는 동시집  나무 속의 자동차 (1995),시선집  사랑의 技巧 (1975), 희망만들며 살기

 (1985), 이 시 의 죽음 는 우화 (1991),문학선집  길밖의 세상 (1987년),시론집  現實과 克己

 (1976), 언어와 삶 (1983), 날이미지와 시 (2005),창작이론서  시작법 (1990),에세이집  韓

國漫畵의 現實 (1981), 볼펜을 발꾸락에 끼고 (1981), 가슴이 붉은 딱새 (1996)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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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에 차용하여 물신 사회를 비 하는 데 주력하 다.후기시는 환유를

심축으로 삼아 ‘날[生]이미지시’를 창안하여 자연 상을 묘사한 시이다.

사실 이고 구체 인 묘사로 ‘날것’그 로를 구 함으로써 사물을 생생하

게 살아 있는 것으로 해방시키고 그 존재의 평등성을 회복시켰다.

이 시기별 구분에서 가장 요한 것은 오규원의 언어에 한 자의식의

변화이다.이러한 변화는 언어의 순수성을 굳게 믿었던 그가 언어가 사물

을 직 지시하지 못하는 특성으로 갖게 된 언어의 추상성과 념성을

감하게 된 데서 비롯되었다.더구나 그가 인식한 언어는 언 을 지배하고

계몽하기 한 사회 규약으로 그 의미를 획일 으로 고정시킴으로써 이

데올로기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이로써 지배와 계몽의 논리에 의해 왜

곡된 언어는 그 자체의 자율성을 상실하 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율

사고마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하 던 것이다.

오규원의 이러한 언어 은 기표와 기의가 1:1의 고정된 계를 갖기 때

문에 언어가 동일성과 확정성을 지닌다는 페르디낭 드 소쉬르(Ferdinand

deSaussure)의 구조주의 언어 에서 벗어난 것으로,그것은 자크 라캉

(JacquesLacan)과 자크 데리다(JacquesDerrida)로 이어지는 후기구조주

의 사고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었다.이들에 의하면 언어의 의미 작용

은 기표의 우 아래에서 기표의 끊임없는 연쇄와 차이에 의해 이

루어진다.따라서 언어는 세계의 본질 자체와 동일성을 갖지 못하

여,언어에는 단 하나의 특정한 이나 특권화된 주체가 존재할 수 없

는 것이다.

따라서 오규원은 근 문명의 이성과 논리에 의해 념화되고 도구화되

고 권력화된 언어에서 그 추상성과 념성과 이데올로기를 괴하고 제거

하기 하여 이미지를 발견하 다.그것은 개념 인 언어 표 에 립되

는 감각 인 이미지 표 이 상상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원 인 기능

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결국 오규원은 그동안 언어가 합리 추론과

분석으로 이미지와 상상력을 억압해 왔음을 인식하고,이미지가 그 시니

피앙의 상상력으로 시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고 믿고 이

미지의 시학을 모색하 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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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오규원은 “시인은 그러나 이미지로 사고한다.”3)라고 말하며,시

인의 사고가 이미지의 차원에서 더욱 활성화되는 것임을 강조하 다.

한 이미지가 언어 체계보다 우선임을 인지하고 “언어도 이차 으로 두고,

세계를 ‘그 세계의 상’으로 악”4)하기 하여 ‘날이미지시’를 창안하

다.이처럼 기시에서부터 곧 념화된 언어와의 투쟁으로 “해방의 이

미지”5)를 추구해 오던 오규원이 결국 ‘날이미지시’로써 시 결실을 맺게

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이미지를 시한 시인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

다.특히 그는 ‘날이미지시’의 하나인 ｢안락의자와 시｣에서 “나는 지 시

를 쓰고 있지 않다 안락의자의 시를 보고 있다”라고 말하며,시를 “쓰”는

것으로서의 언어 차원에서 “보”는 것으로서의 이미지 차원으로 끌어

올렸다.6)물론 이것은 언어 메시지와 시각 이미지의 상보성에 한

오규원의 인식의 결과 다.

나아가 오규원은 그의 시론집과 산문집 곳곳에서 “회화와 화, 는

소설과 사진과의 계 속에서 내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7)언

해 왔다. 한 그는 “조주,세잔,타르코 스키,바르트 등등의 세계”8)와

의 향을 말한 바 있고 특히 그의 기시가 자본주의와 소비 문화의 기

표인 고 언어와 고 상을 “‘방법 인용’ 는 ‘인용 묘사’”9)하 음

도 밝 왔다.더구나 산문집  가슴이 붉은 딱새 에서는 시각 매체에

한 문가 안목으로 장욱진 등의 회화와 함께 자신이 직 촬 한 사진

3)오규원, 날이미지와 시 ,문학과지성사,2005,85쪽.

4) 의 책,29쪽.

5)오규원, 언어와 삶 ,앞의 책,81쪽.

6)김 행은 “오규원의 시를 일별할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가 ‘본다’라는 시어를 많이 사용

하고 있다는 ”을 들어 오규원을 ‘보는 자’로 규정하 다.(김 행,｢‘보는 자’로서의 시인｣,이 호

엮음, 오규원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2002,186쪽 참조.)

7)오규원, 날이미지와 시 ,앞의 책,115쪽.사진과의 향 계를 말한 이 은 1995년  동서문학

 여름호 이창기와의 담에서 사진이 “나의 사고에 어떤 향을 주는지는 검토해보지 않았으며,

지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 시의 시각 이미지가 사진 인 것이 아니라는 입니다.”라고

말한 후 뒤바 것으로,2000년  한국 표시론 (태학사)에 실린 에세이이다.

8)오규원, 날이미지와 시 ,앞의 책,115쪽.

9)오규원,｢구상과 해체-되돌아보기 는 몇 개의 인용 1｣,이 호 엮음,앞의 책,418쪽.(이 은

오규원이  문 앙 1987년 여름호에 게재한 ｢인용 묘사와 상｣을 되돌아 본 이다.여기에

서 오규원이 말한 “‘방법 인용’혹은 ‘인용 묘사’”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패러디,패스티쉬,모방,

모조,차용과 같은 타 장르 수용 상을 일컫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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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포토 에세이도 발표하 다.10)

그러나 오규원이 이처럼 텍스트와 이미지의 긴 한 상 계를 실천

으로 보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탈장르의 이미지들을 어떻게 자신

의 시 창작 방식으로 수용하여 시세계를 확장시켜 왔는지에 해서는 구

체 으로 언 해 놓은 바가 없다. 한 오규원이 이처럼 탈장르화를 시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오규원의 시세계를 타 매체와의 련성이

나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기법과의 연 성을 심으로 극 검

토한 연구도 없었다.

이에 본 논문은 오규원이 상 이미지를 그의 시 창작 방식으로 수용한

사실에 착안하여 그것이 그의 시에 어떠한 양상으로 드러났는지에 주목하

다.그것은 시의 가장 요한 질료인 언어를 매만져야 하는 시인으로서,

더구나 어느 구보다도 언어에 천착하 던 시인으로서,오규원이 언어보

다도 이미지를 일차 인 탐구 목표로 하여 상 장르와의 상호텍스트성

(inter-textuality)을 모색하 다는 사실이 그의 시세계를 규명하는 데

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더구나 한 시인이 궁극

으로 지향하는 것은 창작 방식이 아니라 세계 이므로,오규원 시에 나타

난 상 이미지의 궤 을 확인하면서 그가 지향한 시세계를 규명하는 것

은 오규원 시 연구에서 꼭 필요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 다.

따라서 본 논문은 탈장르의 상호텍스트성을 바탕으로 상 이미지를 수

용한 오규원 시의 창작 방식을 포스트모더니즘 기법을 심으로 고찰하여

그의 시세계를 규명하는 데 목 을 둔다.즉 오규원의 시와 상 이미지

와의 상호 련성을 분석하고, 상 이미지의 의미 양상과 미학 특성을

악하여 오규원 시의 창작 방식의 의의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본 논문은 첫째,오규원 시세계의 인식 환과 변모 양

상의 동인이 상 이미지 음을 추 하고,오규원의 각 시기별 시편들과

상 이미지와의 상호 련성을 분석할 것이다.따라서 오규원이 환상성을

바탕으로 자아의 내면 탐구에 몰두한 기시에서는 몽타주 기법 등의

화 이미지를,물신 사회의 비 에 집 한 기시에서는 콜라주 기법의

10)오규원, 가슴이 붉은 딱새 2 ,문학동네,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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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미지를,‘날것’그 로의 자연 상을 추구한 후기시 ‘날이미지시’에

서는 스트 이트 기법의 사진 이미지를 그의 시 창작 방식으로 수용하

음을 밝힐 것이다.

본 논문은 둘째,오규원 시의 상 이미지에 내재된 장르 자각과 문

화 술사 안목을 포스트모더니즘의 미학 특성을 심으로 악하여

오규원이 성취하고자 한 시세계룰 규명할 것이다.그동안 많은 연구자들

은 오규원 시를 주로 모더니즘의 범주 안에서 논의해 왔다.그것은 그의

시가 형식과 기법의 신,미 자율성,권 와 통에 한 반발,자기

비 등의 모더니즘의 지배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그러나 그의

시세계를 모더니즘의 범주에서 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오히려 언

어 실험의 연장선에서 상 이미지를 수용하여 시와 상 즉 텍스트와 이

미지의 통섭과 융합에 기여한 오규원의 시를 포스트모더니즘의 범주에서

악하는 것이 그의 시세계를 더 폭넓게 이해하고 새롭게 해석하는 방법

이 될 것이다.따라서 본 논문은 상 이미지를 일 된 시 창작 방식으로

수용하여 시학의 지평을 새롭게 넓힌 오규원 시세계를 포스트모더니즘의

미학 특성을 통해 밝힐 것이다.

본 논문은 셋째,탈장르의 상호텍스트성을 바탕으로 상 이미지를 수

용한 오규원 시의 창작 방식의 의의를 그것이 그의 시세계에 걸쳐 인

식론 ·미학 으로 일 되게 추구되어 왔다는 데서 찾을 것이다.그동안

오규원 시 연구에서는 그의 시세계를 통하는 일 된 시정신이나 시

창작 방식이 거론되지 않았다.오규원의 시세계를 통시 으로 근한

연구에서조차도 각 시기별로 나타난 기법상의 특징과 변화 양상에만 주목

하 을 뿐 정작 그러한 변화 속에 내재된 시인의 일 된 시 인식이나

창작 방식을 찾아내지는 못하 다.물론 그것은 오규원의 각 시기별 시의

내용과 형식이 매우 독창 이고 개성 이었다는 데서 기인한다.따라서

연구자들은 각 시기별 작품에 일 되게 흐르는 시 입지 을 찾지 못하

고 그것을 각각 단 된 것으로 보고 말았다.그러나 본 논문은 오규원이

각 시기별로 보여 시의 내용과 형식이 모두 상 이미지를 수용하여 동

일하게 개된 일 된 창작 방식이었음을 밝힐 것이다.그리하여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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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계가 탈장르의 상호텍스트성이라는 포스트모더니즘 기법을 심으로

‘화- 고-사진’의 상 이미지의 스펙트럼을 지속 으로 보여 주면서

그의 시세계뿐만 아니라 한국 시문학사라는 정신의 장을 더욱 범

하고 역동 인 것으로 활성화시켰음을 강조할 것이다.

2.연구사 검토

오규원 시에 한 선행 연구는 논문보다 해설,서평,월평,계간평 등의

평론이 주를 이루었다.그것은 오규원이 문학 활동을 활발하게 개했던

시기에 그의 시가 장 비평가들의 요한 논의의 상이 되었기 때문이

었다.이러한 사실은 실험성과 성으로 당 비평의 쟁 이 되고 있었

던 오규원 시의 문학 상을 말해 다.따라서 그가 타계한 이후에는

그의 문학사 의의와 가치,성과와 상을 학술 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차 늘어나고 있다.이들에 의해 학술 논문과 학 논문이

본격 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그 연구 성과도 빠르게 축 되고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체로 오규원의 문학 활동을 크게 두 가지

에서 진행해 왔다.하나는 오규원의 시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근한 연구

들이다.다른 하나는 오규원의 시세계를 통시 으로 근하거나 시론

과 동시를 포함한 연구들이다.

본 논문은 먼 ,시기별 구분에 근거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시기별 연

구에서는 여러 연구자들이 체로 유사한 근 방향과 평가를 보이고 있

었다.그것은 오규원이 그의 시론을 통하여 창작 시기와 창작 원리와 시

기법 등을 밝 왔고, 부분의 연구가 그의 시론에 입각하여 진행되

었으므로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시 연구에서는 오규원의 언어에 한 자의식에 주목하여 언어 탐구

와 언어 구 양식에 한 논의11)가 주를 이루었다.송기한은 언어의

11)송기한,｢오규원 시에서의 ‘언어’의 실응 방식 연구｣, 한민족어문학 제50집,한민족어문학

회,2007.

김용직,｢에고,그리고 그 기법의 논리｣,이 호 엮음,앞의 책.

승 조,｢언어의 세계화｣, 작가세계 23권,세계사,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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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화와 도구화에 한 탈피를 4·19세 인 오규원의 실 응 방식으로

악하 다.오규원의 시는 언어가 체계화되고 도구화됨으로써 사물의 실

존을 있는 그 로 담아내지 못하는 것에 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여,

그것이 서정시의 양태를 해체하고 해사 (解辭的)이고 산문화된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하 다.김용직은 오규원의 시가 해사 언어와 기

지에 찬 언어를 구사하면서 이드와 에고의 내면 공간 역에 있음을 살피

고 있다.자아의 실체를 확인하기 하여 의식의 착란이나 환각을 사용하

여 내면 공간의 탐구에 몰두하고 있음을 지 하 다.승 조는 언어의 지

칭공간과 문화공간의 차이를 말하면서 오규원의 언어가 자유로운 언어의

독자 공간 즉 문화공간으로서의 언어임을 밝 내었다.그는 오규원의

시세계가 언어의 자유뿐만 아니라 언어의 육체를 생식하고 번성하는 독자

공간을 부여함으로써 <세계의 언어화>가 아닌 <언어의 세계화>를 부각

시켰다고 하 다.

기시 연구는 문명 사회와의 연 성 속에서 아이러니,패러독스,

패러디,패스티쉬,메타시, 고상품시 등의 실험 기법이나 기교에 집

한 논의12)가 부분이었다.이 호는 오규원의 시정신을 아이러니와 역설

에서 발견하여 그를 기교주의자로 규정하 다.특히 이 땅의 근 화의 경

험을 꿰뚫은 그가 모호하고 부조리한 근 의 모순과 역설을 문학화한 아

이러니스트임을 말하 다.정끝별은 오규원을 산업사회의 물신주의를 탁

월하게 묘 해 낸 패러디스트로 규정하면서 오규원 시에 나타난 패러디의

다양한 양상을 구체 으로 확인하 다.즉 과거 문학 텍스트와의 계와

상품 고,텔 비 의 고 화면, 화, 잡지 등 동시 타 장르와

의 계에서 패러디를 악하면서,그의 패러디가 모더니즘 패러디를

이경훈,｢오규원론-기웃둥거리는 질문의 사이길- 분명한 事件 에 하여｣, 문학의 연구 

10권,한국문학연구회,1998.

12)이 호,｢에이론의 정신과 시쓰기-오규원 기시 읽기｣,이 호 엮음,앞의 책.

정끝별,｢서늘한 패러디스트의 망과 모색-오규원론 , 의 책.

김동원,｢물신 시 에서 살아남기 하여-오규원의 ‘상품 고’시｣, 의 책.

형철,｢오규원 시 연구-메타시와 고시를 심으로｣, 인문언어 11-2,국제언어인문학회,

2009.

김병익,｢물신 시 의 시와 실｣,오규원 시집, 王子가 아닌 한 아이에게｣해설,문학과지성사,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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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혼성 모방의 포스트모더니즘 패러디로 변화하 음을 밝 내었다.

김동원은 고착화된 념의 독재에 맞선 오규원의 방법론 응이 해학·

풍자·야유·아이러니 등의 언어의 뒤틀림이라고 하면서,오규원이 이러한

기교로 물신주의 풍조를 겨냥하고 있음을 ‘상품 고’시를 통해 확인하

다. 형철 역시 오규원의 기시를 메타시와 고시를 심으로 악하

다.그는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시 방법이 곧 메타성에 한 탐구

이고 그것은 병치와 아이러니를 통해 구 되는데,오규원의 고시 한

그러한 시 방법론 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 다.

후기시 연구에서는 오규원이 체계화해 놓은 ‘날이미지시론’을 바탕으로

‘날이미지시’의 시 사유,환유 언술 체계,구조 특성 등에 한 논

의13)가 주를 이루었다.김문주는 오규원의 후기시를 ‘풍경의 시학’으로 보

고,그것이 상 세계에 한 시 기록이고 그 상이 주로 자연이었음

을 밝히며 자연 형상을 살피고 있었다.특히 사물 세계를 역동 인 긴장

의 장으로 새롭게 경험하게 하는 ‘A와 B’형식의 제목을 풍경에 내재된

보이지 않는 작용력 즉 물(物)과 물(物)사이의 역학 계를 담아내는 언

어 배치 형식으로 보고 있었다.장동석은 오규원의 시가 사물 심 임을

제하고,그 사물 제시 방법이 환유 언어 체계를 통한 감응 계와 제

유 방식으로 인해 객 인 특징을 갖게 되었다고 하 다.이로써 오규

원 시의 사물은 ‘빈 심’을 통해 각각의 개별성을 분명히 유지하면서도

사물들 체를 수렴하고 혼융하는 특징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하 다.신

덕룡은 오규원의 후기시가 시각 이미지를 심으로 개되었다고 하면

13)김문주,｢오규원 후기시의 자연 상 연구- 새와 나무와 새똥 그리고 돌멩이 와  두두 를 심

으로｣, 한국근 문학연구 22호,한국근 문학회,2010.

장동석,｢오규원 시의 사물 제시 방법 연구｣, 한국 문학연구 35권,한국 문학회,2011.

신덕룡,｢오규원 시의 풍경과 인식에 한 연구｣, 한국문 창작 제9권 제1호(통권18호),한국

문 창작학회,2010.

이남호,｢날이미지의 의미와 무의미｣,이 호 엮음,앞의 책.

정유미,｢오규원 시에 나타난 날이미지의 환유 체계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79집,한국언어문

학회,2011.

황 산,｢새는 새벽 하늘로 날아갔다｣,오규원 시집, 길,골목,호텔 그리고 강물소리 해설,문

학과지성사,1995.

최 식,｢시선의 조응과 그 깊이,그리고 ‘몸’의 개방｣,오규원 시집, 토마토는 붉다 아니 달콤

하다 해설,문학과지성사,1999.



- 9 -

서 바라보는 주체의 성격과 시선의 변화를 주시하 다.즉 오규원의 시는

주체를 최소화하면서 상 자체를 드러내는 방식을 사용하여 사물이 스스

로 본질을 드러내도록 하 고,인간 역시 세계의 구성 요소 하나가 되

어 조화의 즉 우주 리듬이라는 공동의 장에 놓이게 된 것이라고

하 다.이남호는 오규원이 ‘보는 행 ’를 앞세우고 찰을 시한 시인이

며 ‘날이미지시’를 통해 그가 본 것을 순수하게 드러내었다고 말하 다.

그러나 ‘날이미지시’도 인식 주체의 주 성과 언어라는 매체의 리즘을

통과해서 얻어진 이미지임을 강조하면서,거기에는 성욕과 죽음과 문명

비 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고 하 다.정유미는 ‘날이미지시’가 보여

환유 체계와 일반 인 수사학에서의 환유 원리와의 차이 을 살피는 과정

에서 ‘날이미지시’의 독자성을 부각시키고 있었다.그는 ‘날이미지시’에서

의 환유를 지칭 기능이 제거되고 인 성이 강조된 것으로 보았다.

본 논문은 다음으로,오규원의 시가 창작된 특정 시기에서 벗어나

시세계를 다양한 층 에서 고찰한 논의들을 살펴보았다.오규원의 시

세계를 통시 으로 악한 논의14)를 살펴보면,이종 은 언어에 한 연

술이 오규원의 기시에서부터 드러난다는 사실을 제하고,오규원 시

세계의 내부 변화를 고려하면서 체 작품 세계와 시기별 변모 양상을 고

찰하 다.오규원 시를 특정한 방법론을 가지고 근한 논의15)를 살펴보

면,김 오는 자기 반 성에 기 하여 기존 념을 해체시킨 오규원의 시

를 메타시 범주에서 악하 다.조동범은 오규원 시의 도시 문명에

한 비 역시 일정 부분 자연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임을 제하고

14)이종 ,｢오규원 시의 변모양상 연구｣,동국 학교 문화 술 학원 문 창작 공,석사학 논문,

1998.

이하석,｢언어, 는 침묵의 그림자에의 물음｣, 작가세계｣,세계사,1994겨울호.

엄정희, 오규원 시와 달콤한 형이상학 ,청동거울,2005.(이 책은 다음 논문을 수정하여 출간된

책이다.엄정희,｢오규원 시 연구-시와 형이상학의 계 고찰｣,단국 학교 학원 문

창작학과 박사학 논문,2005.)

15)김 오,｢ 시의 자기반 성과 환유원리-오규원의 근작시｣,이 호 엮음,앞의 책.

조동범, 오규원 시의 자연 인식과 성의 경험 ,경진,2012.(이 책은 다음 논문을 수정하여

출간된 책이다.조동범,｢오규원 시의 성과 자연 인식 연구｣, 앙 학교 학원

문 창작학과 박사학 논문,2010.)

송정원,｢오규원 시의 인지시학 연구｣, 북 학교 석사학 논문,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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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원의 시세계를 자연 인식의 측면에서 근하 다.송정원은 인간

의 지각과 인식 체계가 신체화된 상상력에서 비롯된다는 인지시학

에서 오규원 시에 근하여 오규원 시에 나타난 시인의 인지 특성을 고찰

하 다.비교문학 에서 오규원 시의 의미를 밝힌 논의16)를 살펴보

면,김지선은 김춘수의 ‘무의미시’,오규원의 ‘날이미지시’,이승훈의 ‘비

상시’에 나타난 서술기법의 특성과 서술기법에 드러난 주체 인식을 탐구

하 다.

한편 시와 시론을 병행했던 오규원의 시론에 한 연구17)가 시도되었

다.문혜원은 오규원의 시론을 모더니즘 시론의 연장선에서 악하여,오

규원의 시론이 상에 한 즉물 인 묘사 방법에서 출발하여 상을 새

롭게 해석하는 인식론 방법을 거친 후 상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귀결

되는 변화 과정을 보이고 있다고 하 다. 한 오규원의 동시에 한 연

구18)도 진행되기 시작하 다.이남호는 오규원의 동시가 세계의 숨은 질

서를 투시하고 세계의 이상 존재 방식을 상상함으로써 사물의 근원

도리를 꿰뚫고 있다고 보았다.

본 논문은 오규원 시의 선행 연구를 다시 본 논문의 주제와 련하여

두 가지 에서 살펴보았다.하나는 오규원 시를 모더니즘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문 사조의 차원에서 근한 연구이고,다른 하나는 이

미지나 상 매체와의 상호 련성 차원에서 근한 연구이다.

먼 ,오규원의 시를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문 사조 차원에서

16)김지선,｢한국 모더니즘시의 서술기법과 주체 인식 연구-김춘수,오규원,이승훈 시를 심으로

｣,한양 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 논문,2008.

석성환,｢한국 시에 나타난 상 의미 연구-‘무의미시’와 ‘날이미지시’를 심으로｣,창원

학교 학원 국어국문학과,문학박사학 논문,2010.

17)문혜원,｢오규원 시론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5집(8권 4호),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4.12.

김동원,｢세상에는 그가 그득하다-오규원 시론집, 날이미지와 시 ｣, 시와 반시 ,시와반시사,

2007가을호.

이 호,｢투명성의 시학-오규원 시론 연구｣, 한국시학연구 제20호,한국시학회,2007.

김 오,｢산문화 시 의 시론-오규원  언어와 삶 ｣, 시의 해부 ,새미,2009.

이찬,｢오규원 시론의 변모 과정 연구｣, 한국민족문화 41,부산 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11.

18)이남호,｢우주 친화의 세계｣, 녹색을 한 문학 ,민음사,1998.

최명표,｢오규원 동시와 시론의 상 성 연구｣, 한국시학연구 제19호,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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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부분의 논의에서 오규원을 모더니스트로 규

정하 지만19),특히 이연승은 오규원의 시세계를 통시 에서

근하여 오규원 시의 변모 과정과 시쓰기 방식을 모더니즘 특성으로 규

정하 다.그는 오규원의 시가 부르주아 합리성에 립하는 미 자율

성에 기 한 부정과 반성의 특징을 지닌다는 ,언어와 시쓰기 방식에

한 자의식을 보인다는 등을 근거로 오규원의 시에 모더니즘 편향

성이 강하게 드러난다고 평가하 다.

오규원을 포스트모더니즘 시인으로 평가한 논의들20)에서,류시원은 오

규원 시에서 시기별로 달리 나타나는 주체와 상의 교섭 계 그리고 그

들이 만들어 내는 풍경의 모습을 살핌으로써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을 거쳐 가는 오규원 시세계의 변모 양상을 추 하 다.반면에 정일국은

모더니즘 해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한 오규원의 노력을 기교주의자나

모더니스트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오규원이 후기시에서 보여

방법론 세계 의 변화에 주목하여 오규원을 포스트모더니즘 시인으

로 평가해야 한다고 하 다.그러나 이 연구는 시집  길,골목,호텔 그리

고 강물소리 한 권에 한정된 연구라는 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다음으로,이미지나 상 매체 특성에서 근한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김치수21)는 오규원의 시가 일상 인 시각 ,청각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음을 말하 다.이남호는 오규원이  가끔은 주목 받는 生이고 싶다 에

서 실험 인 시 방법론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실험이란,상업 고의

선 문구와 상이미지를 과감하게 도입하는 것”22)이라고 하 다.류신

19)이연승, 오규원 시의 성 ,푸른사상,2004.(이 책은 다음 논문을 수정하여 출간된 책이다.

이연승,｢오규원 시의 변모과정과 시쓰기 방식 연구｣,이화여자 학교 학원 국어국문

학과 박사학 청구논문,2002.)

서정기,｢모더니스트와 포스트모더니스트?｣, 신화와 상상력 ,살림,2010.

최 식,｢데포르마시옹 시학과 실 응 방식｣,민족문학사연구소 문학분과, 1960년 문

학 연구 ,깊은샘,1998.

20)류시원,｢오규원 시 연구｣, 구카톨릭 학교 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 논문,2007.

정일국,｢오규원의 후기시 연구- 길,골목,호텔 그리고 강물소리 를 심으로｣,세명 학교 교

육 학원 교육학석사학 논문,2005.

21)김치수,｢경쾌함 속의 완만함｣,오규원 시집, 이 땅에 어지는 抒情詩 해설,문학과지성사,

1981.

22)이남호,｢자유와 부정과 사실에의 충실-오규원  가끔은 주목받는 생이고 싶다 ｣, 文學의 僞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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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오규원의 ‘날이미지시’를 묘사를 통해 “일상의 하찮은 사물이나 자연

의 풍경을 고감도의 정 즈로 포착하여 재단”23)해 놓은 시로 보았다.

이처럼 많은 연구자들은 오규원이 념을 제거하기 한 수단으로 이미

지를 극 으로 사용해 온 것을 공통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따라서 여

러 연구자들이 밝힌 오규원 시에 나타난 다양한 이미지의 양상을 감안한

다면 오규원의 시와 시각 이미지 나아가 상 이미지와의 비교 연구는 상

당히 시 한 연구 과제로 보인다.그런데도 한동안 오규원 시에 나타난

시각 이미지에 한 연구는 본격 으로 진행된 것이 없었다.최근에 와서

야 오규원 시와 화와의 련성이 화 문법과 화 상상력의 층 에

서 논의되기 시작하 지만,이러한 연구들은 오규원 시를 심으로 본격

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어서 일정 부분 한계를 지닌 것들이었다.

이를테면 함종호24)는 김춘수의 ‘무의미시’를 화 몽타주 기법으로,오

규원의 ‘날이미지시’를 화의 원 신 원 테이크(onescene-onetake)기법

인 ‘쁠랑 세깡스(plan séquence)’기법으로 논의한 바 있다.그러나 ‘무의미

시’에는 시간의 변화가 강조되고 있는 데 비해 ‘날이미지시’에는 공간 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날이미지시’에 시간 술 장르인

화 기법을 차용함으로써 그 방법론에 있어 다소 무리를 보 다.

안숭범25)은 시와 화의 방법론 상 성을 은유와 몽타주의 수사

효과를 심으로 고찰하 다.그러나 이 연구는 김규동,이승훈,오규원,

이성복의 시와 임권택, 호,이명세의 화를 상으로 한 매우 범

한 것이었다.더구나 이 연구는 이들 시에 나타난 화 이미지나 화

기법을 정 하게 분석한 것이 아니었다.이들 시의 은유와 화의 몽타주

를 각각 분석하고 난 후 그 둘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식의 소극 인 연구

에 머물 다.

민음사,1990,128쪽.

23)류신,｢자의식의 투명성으로 돌아오는 새-1990년 오규원의 시세계｣, 시와 반시 ,시와반시사,

2007가을호,199쪽.

24)함종호,｢김춘수 ‘무의미시’와 오규원 ‘날이미지시’비교 연구-‘발생 이미지’를 심으로｣,서울시

립 학교 학원 국어국문학과 문학박사학 논문,2009.

25)안숭범,｢시와 화의 방법론 상 성 연구-은유와 몽타주의 수사 효과를 심으로｣,경희

학교 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 논문,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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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승은 오규원의 기시  분명한 事件 을 “추상의 풍경과 몽타주를

통한 ‘환상’의 투시”26)로 보았다.그러나 오규원 시의 성을 말하기

해 데포르마시옹(déformation)시학의 범주에서 몽타주를 살핌으로써

화의 몽타주에 집 하는 논의와는 거리를 갖게 되었다. 한 이연승은 오

규원이 그의 기시의 역동 인 시 상으로 디메이드를 끌어들이고

있다는 을 지 하고, 기시가 “ 디메이드의 기존 메시지와 의도를 살

리면서 그것으로부터 은유 해석의 공간(비 해석의 공간)을 확보하

고자”27)했다고 평가하 다.그러나 이연승의 연구 역시 디메이드의 은

유성에만 심을 기울 을 뿐 그것을 시각 이미지 차원에서 개한 것은

아니었다.

김진희는 오규원의 ‘날이미지시’가 카메라 시 과 사진의 특성을 이용하

고 있다는 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논의하 다.짧은 평론이기는 하지만

그의 연구는 일정한 양을 사진에 할애할 정도로 사진 으로 진지하

게 근한 것이었다.더구나 오규원의 ‘날이미지시’를 “사진 양식의 도입

과 사진의 시 상화 등 일련의 변화는 그의 문학을 포스트모더니즘의

안에서 바라보게 한다.”28)라고 평가하 다.그런데 바로 뒤이어 “그러나

이것은 올바로 보는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짐으로써 자신의 논의를 당차

게 고 나가지 못하는 미진함을 보이고 말았다.

오규원의 시와 화와의 연 성에 한 이러한 연구와는 달리 오규원의

시와 고 이미지와의 연 성을 다룬 연구는 축 된 것이 없었다.오규원

의 기시 연구가 부분 고상품시에 집 되었지만 정작 그것을 이미지

차원에서 근한 연구는 무하 다. 한 많은 연구자들이 사진 특성

이 드러났음을 인정한 후기시 연구에서도 ‘날이미지시’와 사진 이미지와의

련성을 본격 인 과제로 삼은 연구도 한동안 발표되지 않았다.사진

특성이 ‘날이미지시’의 창작 원리로 어떻게 작용하여 어떤 양상으로 구

되었는가에 한 분석이 본격 으로 이루어진 것은 본 연구자의 학술 논

26)이연승,앞의 책,46쪽.

27) 의 책,205쪽.

28)김진희,｢출발과 경계로서의 모더니즘｣,이 호 엮음,앞의 책,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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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9)에 이르러서 다.

그런데도 지 까지 살펴본 선행 연구는 모두 본 논문이 오규원 시를 포

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그러나 이러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

는 과정에서 일반 인 문제 도 도출되었다.그것은 첫째,오규원 시의 연

구가 부분 특정 시기에 국한되어 있다는 이다.오규원이 ‘날이미지시’

에 해 언 했던 1991년  작가세계 특집30)이 에는 주로 기시 연구

에 집 되다가,특집 이후로는 ‘날이미지시’에 편 되는 상이 드러났다.

둘째,오규원의 시 기법을 논의하는 연구들이 체로 그 기법의 표면

인 형식에만 치우쳐 있다는 이다.즉 시의 기법과 세계 인식 사이의 연

성이나 변모 동인에 한 규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셋째,오규

원 시의 개별 시편에 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이다.특정 이론이나 방

법론에 치우쳐 정작 문학 연구에서 가장 요한 개별 작품에 한 분석이

소홀해지고 말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첫째,오규원 시에 나타난 상 이미지를 통시

에서 시기별로 분석할 것이다.그동안 주로 기시와 후기시에 집 된

오규원 시의 선행 연구에서 기시 연구가 미흡했다는 을 감안하여

기시 분석에 더욱 집 할 것이다.둘째,오규원 시의 상 이미지로의 인

식 환과 변모 양상의 동인을 악할 것이다.모든 문학 작품은 결국

사회 이고 문화 인 콘텍스트 아래 창작되는 것이므로,오규원의 시인으

로서의 주체 의식과 함께 시 인식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셋째,개별

시편에 한 구체 인 분석으로 작품에 내재된 문학성과 술성을 부각시

키는 데 주력할 것이다.따라서 작품보다 연구 방법론이 부각되는 주객

도의 함정을 극복할 것이다.

29)김혜원,｢오규원의 ‘날이미지시’에 나타난 사진 특성-롤랑 바르트의  카메라 루시다 를 심으

로｣, 한국언어문학 제83집,한국언어문학회,2012.

30)오규원은 자신의 ‘날이미지시’와 련된 첫 산문이 1991년  작가세계 겨울호에 실린 ｢은유

체계와 환유 체계｣이고,그 후 ‘날이미지’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을 1994년  문학 8월

호임에 발표하 음을 밝힌 바 있다.(오규원, 날이미지의 시 ,앞의 책,104-10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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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 방법

오규원은 한국 시문학사에서 실험 이고 인 시세계를 개한

시인으로 리 알려져 있다.오규원 스스로가 진술한 바에 의하면 그의

시세계는 “언어를 믿고 세계를 투명하게 드러내려는 노력을 하던 시기(

기)를 거쳐,언어와 세계에 한 불신이 내 나름 로 념과 실을 해체

하고 재구성하려던 시기( 기)를 지나,명명하고 해석하는 언어의 축인 은

유 수사법을 심축에서 주변축으로 돌려버”31)리고 환유 수사법을 주

변축에서 심축으로 삼아 이행해 온 언어 탐구의 궤 을 갖고 있다.

그러나 오규원에게 언어 탐구와 함께 곧 실험의 상이 되었던 것은

바로 이미지 다.오규원은 언어에서 념을 제거하기 한 방법으로 이

미지를 발견하여,언어보다 이미지를 우 에 두고 그 이미지의 양상 역시

시기별로 갱신해 왔다.그리하여 이미지와 상상력의 역동 인 구조에 힘

입어 마침내 ‘날이미지시’로써 시 결실을 맺게 되었다.그러나 오규원에

게 이미지는 문자 언어에 내재되어 마음속으로 불러들이는 심상(心象),즉

시의 수사 장치로서만 단순하게 기능한 것이 아니었다.언어에 깊이 천

착하여 념화된 언어와의 투쟁을 펼쳐 보이던 오규원이 발견한 이미지는

문자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기 한 상 이미지의 차원에서 모색된 것이

었다.이러한 오규원 시의 창작 방식은 “시 사고는 단어들이 아니라 상

(Bilder)들에 의존한다.따라서 언어는 요치 않게 된다.탈언어성이 나타

난다.”32)라고 이승훈이 말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에 정확히 맞닿아 있

는 것이었다.

특히 오규원이 모색한 상 이미지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철학 논의의

주된 상이었다.그동안 이미지는 라톤(Plato)의 ‘동굴 우화’에서의 실

재의 ‘그림자’,‘침 비유’에서의 ‘모사의 모사’로서 진리와 술의 최하

등 으로 격하되어 있었다.이러한 이미지의 지 는 근 인식론에서도

반복되었는데,르네 데카르트(RenéDescartes)는 이미지를 념보다 실재

31) 의 책,107쪽.

32)이승훈, 포스트모더니즘 시론 ,세계사,199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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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떨어지는 ‘잘못 지각된 념’으로 보고 그것을 ‘왜상’이라고 불 다.

그러나 앙리 베그르송(HenriBergson)은 이미지를 “물질에 한 지

각”33)으로 보고 그것을 사물과 표상의 간에 치시켜 실재론과 념론,

유물론과 유심론의 립을 극복하고자 하 다. 한 그는 “이미지가 심

을 유한다.”34)라고 말하며 이미지의 지 를 격상시켜 놓았다.특히 그는

‘물질=이미지=빛=운동=지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순수 지각에서의 물질

’을 사진 이미지에 비유하여 설명하 다.이러한 이미지에 한 논

의는 후기구조주의에 이르러 더 심화되었는데,베르그송을 계승한 자크

데리다(JacquesDerrida)는 이미지,순수 지각,순수 기억에 한 철학

사유를 화 이미지를 통해 개진하 다. 한 그는 이미지 없이 사유하는

독단 사유 즉 ‘알고 있다’라는 형식을 취하는 데카르트 사유를 참된

철학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 비 하 다.

이처럼 이미지 특히 사진과 화 이미지가 탈근 철학의 주된 논의의

상이 되었다는 을 감안할 때,오규원의 시에서 가장 요하게 고려해

야 할 것은 바로 그의 시 창작 방식과 련된 포스트모더니즘 기법이다.

특히 상 이미지의 수용이라는 탈장르의 상호텍스트성을 이해하기 해

서는 먼 포스트모더니즘에서의 매체에 한 논의를 확인해야 한다.그

것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범 한 상이 바로 기술 복제 수단인 사진에서

부터 출발했기 때문이다.

1960년 이후 후기산업사회의 표 인 문화 논리가 된 포스트모더니

즘(postmodernism)의 배경에는 후기구조주의(post-structuralism)혹은 해

체주의(deconstructionism)라는 철학 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특히 데리다

의 해체 이론은 동일성의 원리에 따라 축조된 구조에 반 하여 주체와

심을 해체하고 ‘차이’와 ‘다원주의(pluralism)’의 기반을 마련해 놓았다.사

회와 문화 반으로 범 하게 확산된 이 해체 상이 술의 장르를 해

체하자 이로 인해 야기된 탈장르화와 상호텍스트성은 모더니즘에서 막강

한 권 를 차지하고 있던 술 작품의 독창성과 작가의 천재성이라는 개

33)앙리 베르그손,박종원 옮김,｢물질과 기억 ,아카넷,2005,45쪽.

34) 의 책,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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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해체하 다.즉 포스트모더니즘은 ‘자의 죽음’이라는 용어로 자

의 권 를 해체하고 독자를 탄생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탈장르화와 상호텍스트성 는 술 작품과 자의 해체

개념과 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상이 바로 카메라라고 하는

매체에 의해 비롯되었다는 사실이다.폴 발 리(PaulValéry)가 “ 한

신발명들이 술형식의 기술 체를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술 발

상에도 향을 끼치며 나아가서는 술개념 자체에까지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주리라는 것을 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35)라고 선언한 이후,이

‘ 한 신발명들’의 하나인 카메라는 통 인 술 형식과 그 표 기법

을 획기 으로 변화시켜 놓았다.이로써 카메라와 사진에 한 논의가

술 분야를 넘어 곧 철학 논의의 상이 되어 온 것이다.

발 리의 말을 재천명한 발터 벤야민(WalterBenjamin)36)은 ｢사진의

작은 역사｣와 ｢기술복제시 의 술작품｣에서 카메라라고 하는 새로운 테

크놀로지가 술 반에 끼친 향과 변화를 진단한다.특히 그는 오늘날

기술 인 복제를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사진이었음을 밝히며,이 복제

수단으로 인해 오리지 이 갖고 있던 ‘제의 가치(kultwert)’가 ‘시 가치

(ausstellungswert)’로 바 게 되었다고 말한다.이 과정에서 술 작품은

과거 오리지 이 지녔던 아우라(aura)를 상실하고 원본으로서의 독창성과

유일무이한 진품으로서의 가치를 박탈당했다는 것이다.그러나 벤야민은

이 새로운 이미지 생산 방식인 복제 기술이 일으킨 새로운 지각 작용으로

이 복제품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술과 문화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이 평등에 한 감각을 갖게 되었다고 하 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포스트모더니즘 이론가들은 미술의 주축이 된

사진의 본질에 해 언 하 다.먼 린다 허천(LindaHutcheon)은 사진

을 완벽한 포스트모던 매체로 보았는데,그것은 복제성을 지닌 사진이 모

더니즘이 지닌 독창성과 원본성의 신화를 깨뜨리고자 하는 포스트모더니

즘의 략에 가장 부합된 매체이기 때문이라고 하 다. 한 장 보드리야

35)발터 벤야민,심성완 편역, 발터 벤야민의 문 이론 ,민음사,1983,197쪽.

36) 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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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JeanBaudrillard)37)역시 사진의 복제성이 원본과 복제물과의 차이를

해체하여 시뮬라크르(simulacre)의 세계를 낳은 것이라고 하 다.그리고

모사된 이미지가 실을 체하는 이 시뮬라시옹(simulation)의 과정에서

실재보다 더 실재 같은 하이퍼리얼리티(hyper-reality)가 생산된다고 하

다.그는 사진을 원본과 복제물의 체계를 해체하는 매체에서 확실성과 진

리를 해체하는 매체로 확장시켜 악하 던 것이다.

한편 로잘린드 크라우스(RosalindKrauss)38)는 1970년 말 미술계에서

일어난 사진의 범 한 확산 상을 사진의 지표(index) 특성에서 찾

아 사진을 포스트모던 매체로 규정하 다.그리고 빛에 의해 실제 상을

그 로 어낸 흔 으로서의 사진은 만들어진(made)것이 아니라 단지

취해진(taken)것이므로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하 다.따라서 어떤 본질

실체에 한 자국인 사진은 상징화,내면화의 조직화 과정이 병합되지

않은 말이 없는 존이라고 하면서 이처럼 형이상학 본질과 그 실체로

출 하는 상과의 계를 ‘사진 인 것(thephotographic)’이라고 불 다.

물론 이러한 인덱스로서의 사진의 색인성(indexicality)담론은 사진을

존재론 에서 ‘자동 생성’의 이미지로 보았던 앙드 바쟁(Andre

Bazin)으로부터 출발하 다.바쟁은 사진을 빛의 개로써 사물의 특징을

포착한 것으로 보고,그것을 “최 의 사물과 그 표 과의 사이에 하나

의 사물(비생명 인 도구,즉 즈 는 카메라)이외에는 아무것도 개재

하지 않”39)은 것으로 악하 다.롤랑 바르트(RolandBarthes)역시 “사

진은 자 그 로 상물의 ‘발산’이다. 곳에 있던 실제의 물체로부터,

지 여기에 있는 나에게 도달하기 해 복사 선이 출발”40)하여 존재하

게 된 술로 보았다.그리고 이러한 지표로서의 ‘텅 빈 의미’의 본질을

암시하는 ‘사진 인 것’의 출 이 결국 지 능한 창조자로서의 ‘자의

죽음’을 래하 으며,따라서 과거 유일무이한 독창 작품(work)이 오

늘날 유동 이고 복수 인 텍스트(text)로 환된 것이라고 하 다.

37)장 보드리야르,하태환 옮김, 시뮬라시옹 ,민음사,2001.

38)로잘린드 크라우스,최 림 역, 사진,인덱스, 미술 ,궁리,2003.

39)앙드 바쟁,박상규 역, 화란 무엇인가?｣,시각과언어,1998,19쪽.

40)롤랑 바르트,조 희·한정식 옮김, 카메라 루시다 개정 ,열화당,1998,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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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제반 상은 오규원 시에 나타난 특징들과 매

우 유사한 연 성을 갖고 있다.그것은 모더니즘에서는 거의 무시되거나

소홀히 간주되었던 탈장르화나 문화에 한 심이 포스트모더니즘

의 핵심 지배소(dominant)로 거론되듯이,오규원의 시에도 이러한 지배소

들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오규원이 그의 시 창작 방식으

로 수용한 상 이미지는 당연히 이러한 탈장르화의 표 인 사례이며,

‘화- 고-사진’이라는 상 이미지의 스펙트럼 역시 오규원의 문

화에 한 심41)의 직 인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이다.특히 TV CF,

상품 패키지, 잡지, 가요 등에 등장하는 도구화되고 수단화된

언어를 시의 문맥에 차용한 오규원의 기시는 그의 문화에 한

심에서부터 발된 것이었다.물론 그것은 화,팝아트, 고,사진 등 이

미지에 한 그의 시각 민감성과 문화 술사를 꿰뚫은 사유와 안목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 다.

따라서 본 논문은 오규원이 보여 상 이미지에 한 심을 염두에

두고,롤랑 바르트의 이미지론을 방법론으로 삼아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

다.본 논문이 오규원의 시 연구에서 바르트의 이미지론을 방법론으로 채

택한 것은 기호학과 구조주의에서 출발하 지만 곧 구조주의를 폐기하고

후기구조주의자로 변신하여 ‘자의 죽음’을 선언하기까지의 바르트의 인

식 경로가 오규원의 그것과 유사하 기 때문이었다.즉 언어의 순수성에

한 믿음에서 출발하여 곧 언어에 한 회의를 드러낸 기시,언어의

해체를 시도한 기시,은유를 버리고 환유를 심축으로 삼게 된 후기시

41)오규원의 문화와의 상호텍스트성은 평론가 이 호와의 담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 학교 시 은 ‘본집’을 드나들었지만 그곳에서 읽은 것은 이 수의 소설 몇 권 이외에는  삼

국지  수호지  철가면  청춘 극장 등과 같은 번역 는 번안소설과 소설입니다.그러나

그것들이 펼치는 상상의 세계의 다양성은 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오규원·이 호 담,｢언어

탐구의 궤 ｣,이 호 엮음,앞의 책,25쪽 참조.)

한 시인 이원에 의하면,오규원은 “그것들이 펼치는 상상의 세계의 다양성”에 충격을 받아,

“ 본집 드나들기는 당시 동경 유학까지 다녀온 교육자 던 숙부 집의 풍성한 서재를 이용하게

되는 그 이후의 시기에 가서도 병행”되었다고 한다.(이원,｢‘분명한 사건’으로서의 ‘날이미지’를 얻

기까지｣, 의 책,45쪽 참조.)

이처럼 어린 시 로부터 형성된 문화에 한 친화력으로 오규원의 시는 고 문화와

문화, 술과 일상의 경계를 넘어선 포스트모더니즘의 자장 안에 쉽게 들어설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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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미지시’에서 보여 오규원의 언어에 한 사유의 변화 역시 구조주

의 사고에서 후기구조주의 사고로 이행해 온 과정으로 단되었던 것

이다.

더구나 바르트는  이미지와 쓰기 42)에서 회화,사진, 고, 화 등

각 장르별 이미지와 텍스트 간의 긴 한 상 계를 보여 주었다.그는

이미지의 기능과 언어의 기능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도상 메시지의 특성

을 다의 이고 불확실한 것으로,언어 메시지의 특성을 념 이고 규

정 인 것으로 보았다.그리고 언어학 메시지의 기능을 ‘정박(ancrage)’

과 ‘계(relais)’로 나 어 설명하 다.즉 이미지가 가진 시니피에들의 고

정되지 않은 연쇄를 하나의 의미로 고정시키는 것을 언어의 ‘정박’기능으

로,이미지 혼자만으로는 말하지 못하는 것을 보충하고 연결해 주는 것을

‘계’의 기능으로 설명했던 것이다.이처럼 바르트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각각의 고유한 특수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의 계망을 구축하는 것으

로 인식하 는데,이것은 이미지와 쓰기가 그 상보 계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생시키기 때문이었다.

한 바르트는  카메라 루시다 에서 상학 방법을 빌려 그의 독창

인 사진론을 보여 주었다.그는 이 에세이에서 자신의 방법을 ‘경쾌한

상학’이라 부르며,순 히 자신만의 ‘감각’에 의존하여 회화나 화와는 구

별되는 사진 매체의 고유한 특성을 찾아나갔다.그리하여 사진의 본질과

정체성을 세련된 술 사진에서가 아니라 원 인 아마추어의 사진에서,

공 인 사진에서가 아니라 사 인 사진에서 찾아내었다.그 결과 바르트

는 사진은 상이 ‘존재했음’에 한 인증 작용을 하는 데 비해 언어는 스

스로의 존재를 인증하지 못한다고 하면서,이러한 사진과 언어의 차이

을 바탕으로 사진의 특성을 지시성으로 언어의 특성을 허구성으로 규정하

다.

이처럼 오규원과 바르트는 모두 언어와 이미지의 계를 모색하면서

쓰기를 수행해 왔다. 한 이들은 언어 자체의 불투명성뿐만 아니라 언어

의 불투명성 때문에 생겨난 상의 불투명성까지 두루 인식하 다.그리

42)롤랑 바르트,김인식 편역, 이미지와 쓰기 ,세계사,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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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언어 이미지의 한계와 고정성을 넘어서기 해 화, 고,사진과

같은 상 이미지를 그들의 쓰기에 역동 으로 수용하고자 하 다.물

론 이것은 그들이 동일하게 언어의 불투명성보다 이미지의 투명성을 더

믿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오규원의 시세계를 규명하기 에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시각 체계와 련된 이미지의 문제이다.그것은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악한 오규원이 이 ‘본다’라고 하는 시각 체계를 의식을

악하는 가장 요한 감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그리하여 이미지를 사

고의 일차 인 매체로 삼은 오규원은 시인을 이미지로 사고하는 존재로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오규원이 시한 이러한 시각 체계와 이미지 문제는 동시 가 갖

고 있는 핵심 인 세계 과도 련이 된다. 로부터 언어와 이미지와의

계는 특정 시 사람들이 세계와 맺고 있는 특정 시 의식을 밝히는

요한 근거가 되어 왔다.이를테면 8세기 동로마제국에서 야기된 성상

괴주의(iconoclasm)는 이미지에 한 언어의 우월성을 보여 다.반면에

“본다는 것은 문자(文字)에 선행한다.아이들은 말하기 에 보고,인지하

는 것이다.”43)라고 말한 존 버거(JohnBerger)의 통찰은 언어에 한 이

미지의 우월성을 보여 다.더구나 “이미지는 인더를 통해 보여진다.”44)

라는 지스 드 (RégisDebray)의 말은 카메라 뷰 인더가 인의

사고를 장악하고 있는 문화 환경 속 이미지의 상을 정확하게 지

해 낸 말이다.드 는 인의 이미지 상징 세계를 시청각기기 이후의

상 시각 체계로 보고,그것을 비디오스페로(videosphere)라고 부른 바

있다.

이처럼 ‘본다’라는 의미가 시 에 따라 달리 이해되듯,이미지(image)라

는 용어도 그 의미 작용의 다양성 때문에 시 에 따라 다른 의미로 이해

43)존 버거,강명구 역, 상 커뮤니 이션과 사회 ,나남출 ,1987,35쪽.(이 책의 국내 번역본은

총 세 권으로,본 논문은 그 내용에 따라 각기 다른 번역을 택할 것이다.다른 두 권의 서지 사

항은 다음과 같다.존 버거,강명구 역, 상커뮤니 이션과 사회 ,나남출 ,1987.존 버거,동

문선편집부 옮김, 이미지 ,1990.)

44) 지스 드 ,정진국 옮김, 이미지의 삶과 죽음 ,시각과언어,1994,2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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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원래 이미지란 “거울이나 거울과 동일한 재 의 과정을 차용

하는 모든 것에 존재하는”45)모습이나 경으로서 상(像)을 의미한다.

한 이미지는 인식 주 에 떠오르는 상의 모습이나 경으로서의 상

(影像)을 의미하기도 한다.물론 이 상(影像)은 시의 수사학이나 음악에

서 말하는 심상(心像,mentalimage),즉 마음속에 내재되어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모습이나 경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이러한 상(影像)에는

시지각의 형태뿐만 아니라 경험 으로 재생되는 모든 지각의 형태가 다

해당된다.즉 객 세계를 오감이라는 감각으로 구 하는 이 상(影像)은

“언어·정신 인 표상과 같은 심리 인 활동”46)과 동일한 의미로 쓰이면서

이미지의 정신성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그러나 마르틴 졸리(MartineJolly)가 말한 로 “이미지의 쓰임

새는 흔히 미디어 이미지와 한 계를 갖는다.”47)따라서 상 이미

지란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사진, 화,TV,비디오,컴퓨터

등을 통한 시각 기호를 일컫게 된다.이러한 상 이미지는 ‘물질의 ’인

카메라 ‘즈’라는 매체를 통해 형성된 물상(物像,materialimage)을 의미

한다.즉 상 이미지란 상(像)을 생산하기 해 빛을 필요로 하는 이미지

로,이것은 학 즈로 상(像)을 자동 으로 재 하고 재생시킴으로써

량 복제를 가능하게 하는 물 이미지를 말한다.

이러한 물질성의 이미지 에서 사진 이미지(photographicimage)는 정

인 그림으로서의 스틸 이미지(stillimage)를 말한다.반면에 화 이미

지(film image)는 사진과 동일하게 필름을 사용하지만 움직이는 상을

그 특징으로 한다.사진 이미지에는 그림이라는 단일한 시각 이미지만

용되지만, 화 이미지에는 ·그림·음향·음성 등의 다양한 시청각 이미

지가 용된다. 고 이미지(advertisingimage)역시 화 이미지와 동일

하게 ·그림·음향·음성 등의 다양한 시청각 이미지를 동원한다.그러나

고 이미지는 신문·잡지와 같은 인쇄 매체에서부터 라디오·TV·인터넷

45)마르틴 졸리,김동윤 옮김, 상 이미지 읽기 ,문 출 사,1999,14쪽.

46) 의 책,23쪽.

47) 의 책,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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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은 매체까지를 모두 포함하므로 매체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화 이미지보다 훨씬 더 활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시각 기호가 사막, 라운 ,모니터 등에 비추어지면서 오늘

날 상 이미지는 사진, 화,TV,비디오,컴퓨터 등의 상 매체를 표

수단으로 하는 술 장르 그 자체를 지칭하기도 한다.그것은 자기 표

수단으로서의 상 이미지가 각각의 재생 메커니즘에 따라 매체의 특성과

달 양식을 달리하면서 창조 행 가 이루어지는 술 장르가 되었기

때문이다.더구나 상 이미지는 이차원이나 삼차원 공간 속에서 물질

재료로 구성되는 회화나 조각 등의 시각 이미지와는 달리 시간과 빛이라

는 사차원의 비물질 요소를 통해 실 공간 속에서 재 되는 독특한

술 장르가 된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오규원의 시가 수용한 상 이미지에 한 용어를 분명

하게 규정하면서, 고 이미지를 상 이미지의 범주에 포함시키고자 한

다.이미 마르틴 졸리가 지 하 듯이,“텔 비 은 매체이고 고는 내용

이다. 고는 텔 비 뿐만 아니라 화·활자매체·라디오에서도 구체 으

로 물질화될 수 있는 특별한 메시지이다.”48)그러나 이어 마르틴 졸리가

말하듯,“오늘날 미디어 상은 언제 어디서든지 공격 으로 범람하는 편

재 (偏在的)이미지로서(우리는 그러한 상을 비 하지만)이제 일상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다.미디어(매스미디어)가 알리고 설명하고 아첨

하고 헐뜯는 이미지는 텔 비 , 고와 동의어가 되어가고 있다.”49) 한

이득재가 지 하듯이 오늘날의 고는 “단순히 상품을 제시하는 것이 아

니라 발달한 사진기술,촬 기술,TV 비디오 같은 상기술을 가지고 상

품을 신비하게 보이게 만든다.”50)더구나 최범의 말 로 “ 고는 오늘날

지배 인 시각문화 형식”51)이 되어,문자 매체나 라디오와 같은 단일한

청각 매체보다 TV와 같은 복합 이고 공감각 인 상 매체를 단연 두

48) 의 책,16쪽.

49) 의 책,15쪽.

50)이득재,｢ 고,욕망,자본주의｣,김진송·오무석·최범, 고의 신화,욕망,이미지 재 본, 실

문화연구,1999,26쪽.

51)최범,｢ 고와 시각문화의 실｣,김진송·오무석·최범, 의 책,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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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지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본 논문은 이와 같이 매체 환

경의 변화로 고가 매체 자체가 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을 감안하

여 상 이미지의 범주에 사진, 화 이미지뿐만 아니라 고 이미지도

포함시킬 것이다.

본 논문이 분명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다른 하나는 바로 몽타주와 콜

라주52)라는 용어이다.서로 다른 장르 속에서 출발한 몽타주(montage)와

콜라주(collage)와 앗상블라주(assemblage)는 각각 조립’,‘붙이다’,‘집 ’이

라는 유사한 어원을 갖고 있다.따라서 이들 술 기법들은 서로 계없

는 여러 장면을 한 화면에 조합·병치시켜 비 실 인 느낌을 갖게 한다는

에서 서로 통용되기도 한다.그러나 일반 으로 매체의 재료에 의해

화에 사용되면 몽타주,사진에 사용되면 포토몽타주,회화에 사용되면 콜

라주,이차원의 평면 콜라주를 삼차원의 입체 형태로 발 시켜 조각이나

입체 작품에 사용하면 앗상블라주라고 부른다.즉 몽타주는 사진이나

화처럼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상을 합성하거나 조립할 경우를 지칭하

는 것이다.반면에 콜라주나 앗상블라주는 미술 기법을 지칭하거나 일반

인 술 기법으로 더 확 되어 사용된다. 한 동일한 매체 안에서 사

용되면 몽타주,매체 혼성이 일어나면 콜라주라고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오규원 기시의 화 이미지와 련해서는 몽타

주로, 기시의 고 이미지와 련해서는 콜라주로 구별하여 언 할 것

이다.그것은 고 이미지가 매체에 상 없이 “이미지의 포식성”53)을 보

이는 계로 특정 매체에 한정되지 않는 콜라주라는 용어가 더 합할 것

이기 때문이다. 한 고 이미지가 펼쳐지는 매체로서의 텔 비

이 “깊이 있는 작업보다는 콜라주,창조된 세계보다는 인용된 이미지들의

겹치기”54)를 강조하기 때문이다.더구나 문학 등의 일반 인 술 기법으

52)콜라주는 1912년∼13년경 라크와 피카소 등의 입체 들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다.유화의 한

부분에 신문지나 벽지·악보와 같은 인쇄물을 풀로 붙이고 이것을 ‘피에 콜 (papierscollés,종

이 붙이기)’라 부른 데서 유래하 다.그 후 다다이스트들은 이를 확 하여 실밥·머리칼·깡통 등

캔버스와는 이질 인 재료나 삽화,기사 등을 오려 붙 다.이후 팝아트에서는 테크놀로지나 매스

미디어에 의해 의 시각 안에 있는 조형 요소로 더욱 확 되었다.(이승원, 포스트모더니즘

시론 ,앞의 책,127-128쪽 참조.)

53)최범,앞의 ,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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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 된 콜라주가 우리나라 1980년 해체시의 특징을 거론할 때 더 일

반 인 용어로 통용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의 상 이미지의 정의와 련하여 유념해야 할 것은 상 이

미지도 하나의 언어라는 사실이다.자연 언어(naturallanguage)가 의사소

통의 기능,정보 달의 기능,정서 강화의 기능을 지니고 있듯이, 상

이미지 역시 기호나 도상이나 상징 등의 장치를 통해 그러한 기능을 부분

으로 수행하게 된다.더구나 상 이미지 역시 언어처럼 문법 체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 이미지는 상 언어(film language)로도 불리게

되는 것이다.물론 이 상 언어는 통 인 표 기호인 자연 언어에 비

해 훨씬 감각 인 표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그것은 자연 언어가

상을 간 이고 추상 으로 개념화하는 데 비해 상 언어는 상을 직

이고 구체 으로 시각화하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세계를 표 할 때

실물 이고 사실 인 상 언어가 념 이고 사변 인 자연 언어보다 더

큰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제 본 논문은 상 이미지를 수용한 오규원 시의 창작 방식을 롤랑

바르트의 이미지론을 방법론으로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문학 이론을 넘

어 상 이론과의 상호 련성 속에서 살펴보아야만 상 이미지를 수용한

오규원 시에 한 해석과 평가가 정당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더

구나 상 이미지의 수용이라는 그의 시 창작 방식은 탈장르의 상호텍스

트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므로 포스트모더니즘 기법과 함께 오규원 시세

계를 규명하는 것은 오규원 시의 미학 성취뿐만이 아니라 그의 정신사

의미와 맥락을 모두 포 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오규원의 시세계를 상 이미지의 개 과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구분하고자 한다.이것은 오규원이 밝힌 시기별 구분과는 다르

다는 을 강조한다.55)

54)이승훈,앞의 책,109쪽.

55)오규원이 구분한 바에 의하면  사랑의 감옥 (1991)은 환유 사유 체계를 바탕으로 한 ‘날이미

지시’인 후기시에 해당한다.그러나  사랑의 감옥 에는 ‘고상품시’를 비롯한 기시의 형식

특징이 드러나는 시편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랑의 감옥 을 기시

의 분석 상으로 삼았다.이러한 구분은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이미 시도된 방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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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 - 분명한 事件 (1971), 巡禮 (1973)

기시 -  王子가 아닌 한 아이에게 (1978), 이 땅에 어지는 抒情詩 

(1981), 가끔은 주목받는 生이고 싶다 (1987), 사랑의 감옥 

(1991)

후기시 -  길,골목,호텔 그리고 강물소리 (1995), 토마토는 붉다 아니

달콤하다 (1999), 새와 나무와 새똥 그리고 돌멩이 (2005), 두

두 (2008)

한 본 논문은 본론을 다음과 같이 구조화하고자 한다.즉 Ⅱ장의

기시 분석에서는 자아의 내면 탐구를 한 화 이미지를 Ⅲ장의 기시

분석에서는 물신 사회의 비 을 한 고 이미지를 Ⅳ장의 후기시 ‘날이

미지시’분석에서는 자연의 상 묘사를 한 사진 이미지를 심으로 오

규원 시에 나타난 상 이미지의 의미 양상과 미학 특성을 고찰할 것이

다.

Ⅱ,Ⅲ,Ⅳ장은 다시 다음과 같이 유형화될 것이다.각 장의 1 에서는

오규원이 각 매체에 한 인식을 형성하게 된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즉

당 의 사회 ·문화 시 상황에서 형성된 매체 인식을 시인으로서의

자의식 차원에서 악할 것이다.각 장의 2 에서는 오규원 시와 각 상

매체가 갖고 있는 특성과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개별 시편들을 구체 으로

분석할 것이다.이러한 분석에서는 매체에 한 인식이 시쓰기로 구 되

는 과정에서 나타난 각 매체의 형식 특성과 달 방식을 그 기 으로

삼을 것이다.

한 각 장은 다음과 같이 더 세분화될 것이다.2 의 각 1)항에서는

각 상 매체가 수용하고 있는 시공간 특성을 악할 것이다.그것은

시간성과 공간성의 문제가 매체에 한 인식뿐만 아니라 세계를 인식하는

시인의 시정신을 악하는 데 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더구나 오규

원은 각 시기별로 시간과 공간을 주제로 한 시편을 다수 보여 주었다.그

의 시공간에 한 인식을 당 의 시공간에 한 인식과 련하여 더욱 분

명하게 부각시킬 것이다.이어 2 의 각 2)항과 3)항에서는 각 매체의 메

커니즘 특성이 오규원 시의 상 이미지 구 에 어떤 양상으로 드러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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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확인할 것이다.그것은 화와 고와 사진이 동일하게 카메라라

는 매체를 이용하는 상 장르이기는 하지만 그 표 방식에 있어서는 각

각의 독자 인 체계로 운용되기 때문이다.따라서 2)항과 3)항은 각 매체

의 메커니즘 특성과 함께 오규원 시와 상 이미지와의 상호텍스트의

원리를 실질 으로 밝히는 과정이 될 것이다.그리고 4)항에서는 상 이

미지를 수용한 오규원 시의 미학 특성을 포스트모더니즘의 미학 특성

을 통해 규명할 것이다.오규원의 탈장르의 상호텍스트성이 포스트모더니

즘의 세계 인식을 어떻게 효과 으로 드러냈는가를 오규원의 세계 과

련하여 밝힐 것이다.

이상과 같은 구체 인 논의를 바탕으로 Ⅴ장에서는 오규원 시의 창작

방식의 의의를 밝힐 것이다.우선 ‘화- 고-사진’이라는 상 이미지의

스펙트럼을 보여 오규원 시의 창작 방식이 그의 시세계에 걸쳐 인식

론 ·미학 으로 일 되게 추구되었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것이다.

한 탈장르의 상호텍스트성을 보여 오규원 시의 창작 방식이 그의

시세계에 걸쳐 포스트모더니즘의 자장 안에서 펼쳐졌다는 데에서도 의의

를 찾을 것이다.그와 함께 그가 수용한 포스트모더니즘 기법이 서구 추

수 인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몸소 체득되어 끊임없는 반성과 모색과

실험에 의해 이루어진 ‘자생 이론’이라는 을 강조할 것이다.그리하여

그가 보여 “독자 인 새로운 시학”56)이 한국 시문학사의 장을 더욱

범 하고 역동 인 것으로 활성화시켰다는 데에서 오규원 시의 창작 방

식이 갖고 있는 가치를 확인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 논문도 기존의 문학 이론과 문자 텍스트 심으로

진행되어 온 문학 연구의 정 방법에서 벗어나, 화와 고와 사진의

상 매체 이론을 심으로 방법론을 펼침으로써 상호텍스트 문화 연구

의 입장에 설 것이다.나아가 난해한 의미와 개념을 쉽고 투명하게 시각

화할 수 있는 서사소(narrateme)로서 이미지 자료를 이용하여 실질 인

상호텍스트 연구를 시도할 것이다.

56)오규원·이 호 담,앞의 담,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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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자아의 내면 탐구와 화 이미지

오규원은 기시집  분명한 事件 (1971)과  巡禮 (1973)에서,‘시란 무엇

인가’‘언어란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과정을 보여 주었다.특히 언어가 지

닌 념성과 추상성에 한 회의에서 출발한 그의 기시는 불투명한

념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하 다. 한 언어에 한 ‘상 실험’을 통하여

이미지와 상상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새로운 언어와 시를 모색하

다.

그 과정에서 오규원 기시의 창작 방식으로 수용된 것은 화 이미지

다.그것은 1960년 시 실에 한 부정 인 인식에서 출발한 그의

기시가 자아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실 인 성격을 띠게

되었기 때문이다.따라서 그의 기시는 카메라의 자유로운 시 으로 무

의식을 탐사하기에 합한 화 이미지와의 상호텍스트성을 통하여 자유

로운 시공간은 물론 환상 인 꿈과 무의식의 세계를 드러낼 수 있었다.

물론 오규원이 그의 시와 화와의 상호 련성에 해 직 언 한 바

는 없다.그러나 그가 한때 화에 심취했었다는 것을 밝힌 으로 미루

어 보아 그의 기시와 화와의 상호 련성을 짐작할 수는 있다.57)비록

그가 기시와 화 이미지의 상 계를 분명하게 의식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통 인 기법에서 벗어난 그의 기시가 화 장르의 기법과

57) 韓國漫畵의 現實 에 실린 에세이에는 만화와 화에 한 오규원의 심이 드러나 있다.(오규

원, 韓國漫畵의 現實 ,열화당,1981.) 한 오규원은 김동원·박혜경과의 담에서 “제가 만화에

해 직 계하게 된 것은 김 때문이지요.지 은 다른 세계에 가 있는 김 등과 어울려 무

화도 보러 다니고 만화 이야기도 자주 했었는데, 개 엄숙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싫어해요. 는 그 지는 않아요.당시  뿌리 깊은 나무 에 김 이 편집 원으로 있었는데 아마

김 이 편집자에게 축석거리지 않았나 싶어요(웃음).김 도 그 무렵에 만화에 한 이론을 두세

개 썼어요.그 잡지의 문화 비평란에 만화라는 장르를 따로 독립시켜 연재를 했는데,그러다

보니 각 학 신문이나 종합지에서 만화에 한 심이 생겨서 80년인가,81년인가,한 1,2년쯤

한국 만화가 지 어디까지 와 있나라는 이야기를 계속한 이 있어요.”라고 말하고 있다.이처럼

“무 화도 보러 다니”던 오규원은 “만화가 상상력의 극 화된 표 의 장르라는 데 흥미가 있”

다고 밝혔는데,그것은 “시가 상상력과 인 계에 있”다는 이유에서 다.시와 이미지의 상

호 결합을 추구한 오규원이 문자와 이미지의 상호결합을 통한 새로운 술성을 추구해 온 거의

유일한 장르인 만화와 시가 만나게 되는 지 을 이미지 상상력에서 찾았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

다.(오규원·김동원·박혜경 담,｢타락한 말,혹은 시 를 헤쳐나가는 해방의 이미지｣, 문학정신 ,

열음사,1991.3.,3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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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을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그것은 기시 수사의 심축

에 있었던 은유 기법이 화의 몽타주 기법과 유사하고,연작시와 장시에

서 보여 서사 장면 개 방식이 화의 서사 구조와 유사한 데서 찾

을 수 있다. 한 환상 이고 실 인 그의 기 시편에서는 카메라

‘’의 기법을 비롯한 다양한 상 언어와 상 문법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Ⅱ장에서는 오규원 기시에 수용된 화 이미지의 의미 양상과

미학 특성을 악하고자 한다.이를 해 먼 ,오규원의 탈근 주체

의식과 자아의 내면 의식이 형성된 배경을 찾아볼 것이다.다음으로,오규

원의 기시에서 화 이미지가 어떤 특성으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확

인할 것이다.그 과정에서 환상 시공간과 시간의 공간화 문제,은유와

몽타주의 상 성 문제, 화 서사 구조로서의 연작시와 장시 등을 구체

으로 분석할 것이다.마지막으로,오규원 기시의 의미 양상과 미학

특성을 롤랑 바르트의 ‘무딘 의미’개념을 빌려 악할 것이다.이로써 시

의 의미와 형식을 개방하 을 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의미 생성을 독자에

게 개방해 놓은 오규원의 시세계가 개방성을 지향한 포스트모더니즘 미학

과의 연 성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밝 질 것이다.

1.문자 언어에 한 회의와 상 언어의 수용

1)탈근 주체의 정립과 환상 세계의 모색

1965년 김 승 시인의 추천과 함께  문학 으로 등단하여 ‘문학과지

성’그룹이 되었던 오규원은 그의 기시의 탐구 역을 시인 자신의 내

면 세계에 두었다.그가 이 게 자신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게 된 것은 당

시 상에서 기인한다.4·19세 인 오규원의 시 의식은 4·19 명이 일

어난 1960년 의 시 조건과 결코 무 할 수 없기 때문이다.1960년

의 한국 사회는 다양한 정치·사회 테제들이 시 의 면에 부각된 시기

다.더구나 5·16군사 쿠데타에 항하면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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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투쟁과 그것을 탄압하는 군사 독재 정권이 서로 맞붙은 가운데 문단에

서는 순수-참여 논쟁이 확산되고 있었다.그 가운데 실참여론은 자유를

옹호하고 시민 의식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낳았지만 반면에 한 사회의 이

성을 마비시키고 다양성을 단일화시키는 역효과도 지니고 있었다.

모든 인간이 던지는 종국 인 질문은 ‘나’라는 존재로 향하게 되어 있다.

‘나’가 곧 세계이며 그 세계의 시작과 끝인 탓이다.< 략>

한 시인이 세계를 투명하게 인식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곧 ‘나’의 존재를

올바르게 악하고자 하는 노력이다.세계란 ‘나’의 형식이며 본질이며 허

상이며 실상이어서 ‘나’를 가장 잘 비추는 거울인 탓이다.58)

-｢시작 노트｣

오규원은 이처럼 거 서사 담론에 휩싸인 1960년 라는 시 상황에서

그 담론이 주체를 해방시키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체의 의식을

억 르는 억압의 재생산자로 기능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다.그는 이러

한 상을 “담론의 경직화,언어의 념화라고 진단하고,시 언어란 이

처럼 상투성에 길들여진 언어에 생기를 불어넣어 새로운 언어로 거듭나게

하는 것”59)으로 악하 다.따라서 그는 “4·19세 를 ‘나’라는 존재를

문자로 의식한 최 의 세 ”60)라고 정의하면서,그 미완의 명을 통해

‘실패를 체험한’이로서의 주체 의식을 재정립하고자 하 다.그는 “한 시

인이 세계를 투명하게 인식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곧 ‘나’의 존재를 올바르

게 악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다.그러나

오규원이 악하고자 한 “‘나’의 존재”는 근 주체가 아니라 탈근

주체 다.거 서사에서 벗어나 탈역사화와 탈이념화를 추구했던 오규원

에게 주체 의식이란 개인의 다양성을 존 하는 문화 의식을 의미하는 것

이었다.

58)오규원, 날이미지와 시 ,앞의 책,84-85쪽.

59)송기한,앞의 논문,413-414쪽.

60)오규원·이 호 담,앞의 담,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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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로 교육을 받고,민주를 배우고,배운 민주를 실천에 옮기고 는 실

패를 체험한 주체로서의 의식입니다.그럴 때의 그 주체인 ‘나’는 여기 이

곳에서의 ‘나’는 물론이고 ‘나’속의 우리와 우리 속의 ‘나’와 ‘나’속의 나까

지 의식하고 체험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략>‘나’의 발견과

‘나’의 몫 찾기가 계속되었다고 보며,그 ‘나’의 몫 찾기의 다양성을 존 하

는 문화의 바탕을 꾸 히 마련했다고 니다.

그리고 시인의 입장에서 보자면,모더니즘의 자기 반성 내면 탐구와

리얼리즘의 새로운 토 구축,그리고 서정주와 청록 의 향력 감소와

김수 ,김춘수의 향력 증 라는 흐름 속에서,그 4차선 거리에 있는 신

호등의 색깔을 ‘나’가 어떻게 읽었느냐에 따라 행보가 달라졌다고 보여집니

다.61)

-｢언어 탐구의 궤 ｣

따라서 시인으로서 오규원이 정립해야 할 주체 의식이란 곧 변화하는

새로운 시 에 조응하는 새로운 시형과 언어 을 수립하는 것이었다.그

리하여 그가 수립한 새로운 시형은 과거의 통 서정시와는 다른 방법으

로 나타나게 되었다.그는 당 시문학의 흐름을 ‘모더니즘의 자기 반성

내면 탐구’‘리얼리즘의 새로운 토 구축’‘서정주와 청록 의 향력 감

소’‘김수 과 김춘수의 향력 증 ’의 네 유형으로 악한 후 ‘자기 반성

내면 탐구’의 ‘행보’를 선택한다.그것은 문학을 문학 외 인 기능으로

부터 해방시키고 “다양성을 존 하는 문화의 바탕을 꾸 히 마련”하기

해서 다.

어째서 술이 실을 월해야 하는가에 해서는 명과 술과의

계가 잘 보여 다. 명이란 사회 변 을 한 진 이고 실천 인 이념

의 개이다.사회의 가치 체계와 조직이 특수한 집단의 이익에 수렴되고

사회 구성원의 삶이 억압될 때 그러한 삶을 해방하고자 하는 한 명과

술의 계는 우호 일 수 있다.그러나 실천 이념일 수밖에 없는 명과

실천 이념에 묶일 수 없는 술과의 계는 언제나 그런 화해로 있지 않

61) 의 담,29-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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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실천의 과정에서 명이 술의 자율성을 침해하게 되고 서로는 다

시 불편한 계로 바 다. 술이란 명의 불순성까지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명이 실천 인 이념인 이상 다른 억압의 제도

와 가치를 반드시 생산한다.그러므로 명과 술의 만남은 해방의 이미

지 속에서이며,실천의 역에서는 언제나 립한다.이 립을 보존하는

형태가 술의 월성이며 이 월만이 술의 자율성을 보장한다.62)

-｢ 술과 사회｣

오규원에게 ‘다양성을 존 하는 문화’란 곧 ‘술의 ‘자율성’을 의미하

다.순수-참여 논쟁으로부터 명과 술의 계를 천착하게 된 오규원은

‘실을 월’한 ‘술의 자율성’쪽을 선택했던 것이다.그것은 그들이 ‘

명’이 “억압의 제도와 가치를 반드시 생산”해 낼 때 ‘술’은 “ 명의 불순

성까지도 부정할 수밖에 없”는 ‘립’ 계에 있기 때문이었다.그리하

여 오규원은 양립하기 힘든 이러한 ‘실’로부터 ‘월’해 버림으로써 ‘

술의 자율성’을 획득하고자 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요한 것은 오규원이 말하는 ‘술의 자율성’이 모더

니즘의 폐쇄 인 시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다.그는 “ 술이

란 실을 가두는 형식이 아니라 해방하는 형식”이며 “ 실을 월하여

얻은 이 술의 자율성은 그 자체를 해 있는 것은 아니다.”63)라고 말한

바 있다.이로써 그가 추구한 ‘술의 자율성’이 ‘그 자체’즉 칸트에 의해

미학 토 가 형성되어 모더니즘이 표방해 온 미 차원의 자족성과 완

결성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표 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 술은 지 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모든

실을 자료로 하여 기존의 실이 숨기고 있거나 기존의 가치 체계로서는

꿈꿀 수 없는 사실을,그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형태로 실을 왜곡하여

창조한다.이 모사 행 를 통하여 술은 실을 월하면서 실을 보유

하며,보유한 의태 실을 통하여 비 하고 <보다 진실한 가치>를 제시한

62)오규원, 언어와 삶 ,앞의 책,80-81쪽.

63) 의 책,81-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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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러한 가치 는 진실을 제시하는 데 필요한 가능한 모든 왜곡이 행

해지며 보이지 않는 것까지 가시화시키며 들리지 않는 소리까지 실화시

킨다.새로운 형식의 탄생,장르의 분화 등의 사실도 와 무 하지 않

다.64)

-｢ 술과 사회｣

오히려 오규원의 ‘술의 자율성’은 그가 말한 ‘의태 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그것은 오규원이 ‘자율성’을 획득하는 방법을 재 의미의 모

방 이론에서 벗어나 ‘왜곡’에서 찾았기 때문이다.따라서 이 ‘의태 실’이

란 시나 술이 사실 그 자체의 모방이나 재 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장과

조작의 ‘모사 행 ’에 의해 허구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러므로

술의 각 양식은 이 허구의 공간에서 나름 로 상을 ‘왜곡’하고 과장하

고 조작하게 된다.그것은 이 허구의 공간이 실 세계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표 의 자유’를 모두 ‘보장’해 으로써 작가가 의도하는 세계를 모

두 ‘표 ’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이로써 술 작품은 ‘실’보다 더

욱 ‘실’다운 ‘의태 실’이 되어 ‘기존 가치’로부터 받은 구속과 억압과

부자유를 해방시키고 ‘보다 진실한 가치’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오규원의 시에서는 인 인 문화에 의한 사실의 ‘왜곡’이 모두

허용된다.물론 오규원이 말하는 ‘왜곡’은 인간을 억압하기 한 방법이

아니라 인간을 해방시키기 한 방법이다.이처럼 오규원은 ‘명’과 ‘

술’의 갈등 계 속에서 ‘해방의 이미지’를 지향하면서 시와 술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표명하 다.즉 그는 “ 술의 존재 이유는 존하는 가치

는 가치 체계 이상의 것을 시하는 데 있다. 술이 허구를 그 속성으

로 지니고 있는 까닭도 존하는 것 이상의 세계를 드러내기 한 자구

책”65)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던 것이다.그리하여 그는 ‘자유’가 ‘보장’

한 ‘술의 자율성’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가시화시키며 들리지 않

는 소리까지 실화시”키는 “새로운 형식의 탄생,장르의 분화’를 모색하

기에 이른다.

64) 의 책,84쪽.

65) 의 책,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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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의 마을에서

살해된 낱말이

내장을 드러낸 채

낮에

화문 네거리에 워 있다.

조한 빛을 굴리는

약속이

불타는 西 의 거리를 지나다가

피투성이가 되어

그 에 쌓인다.

-｢ 낮｣ 문

｢ 낮｣은 오규원이 추구한 세계가 바로 그 ‘왜곡’에 의한 ‘환상’세계임

을 알려주고 있는 시이다.그는 이 시에서 시인의 내면 의식과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으로 ‘환상의 마을’을 설정하고 있다.그런데 총 2문

장이 문을 이루는 이 짧은 시에서,공간 배경은 ‘화문 네거리’로 제

시되어 있다.4·19세 인 오규원의 인식 로라면 ‘화문 네거리’는 시민

의 주체 의식이 발 되어야만 하는 곳이다.그런데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이 ‘화문 네거리’에는 뜻밖에도 “살해된 낱말이/내장을 드

러낸 채 워 있”다.즉 주체 세력에 의해 “살해된”것이 독재 권력을 행

사했던 정치가가 아니라 ‘낱말’즉 언어 던 것이다.

그러나 오규원에게 언어는 독재자와 등가의 의미를 갖는다.그것은 우

선 오규원이 언어를 “모든 기호 의 기호,이 세상의 모든 법 의

법”66)으로 보고 “언어의 통제는 정신의 통제에 비 조건이 된다”67)라고

말하며,언어를 권력의 도구로 인식했기 때문이다.정과리의 말 로 “의사

소통화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무한한 다양성을 하나의 일반 체계로 묶는

다는 것을 말한다.그 체계는 자발 으로 형성된 사회 습에 의거하거

나,혹은 지배 계 에 의해 인 으로 창출”68)되는 것을 의미한다.따라

66) 의 책,343쪽.

67) 의 책,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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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오규원은 언어를 확립하는 것을 입법의 행 로,의미를 규정하는 것을

독재라는 정치 메타포로 보면서 “시인과 독재자는 근본 으로 만”69)나

는 것이라고 하 던 것이다.그것은 오규원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정

치가가 아니라 정치가를 있게 하는 언어 체계”70)로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 시에서의 ‘약속’은 지켜야 할 의무가 수반되는 언어를 의미한

다.사물과 념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하나의 ‘약속’이며,그 ‘약속’은 인

간 사유와 의사 소통을 해 언어 체계 속에서 질서화한 약호들인 것이

다.따라서 이러한 ‘약속’은 언어의 유통 과정과 사회 교환 계 속에서

고정화된 의미를 형성하게 된다. 습과 통념으로 사회 체계와 사회 구조

를 공고히 구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더구나 이러한 언어는 사물이나

념을 지시하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상징 체계와 사회 체계를 내포하

여 인간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기제가 된다.따라서 오규원은 이러한 언어

의 비순수성을 지 하면서 인간을 해방시킬 수 있는 언어의 ‘명’을 꿈꾸

게 된다.그것은 권력의 도구가 되어 획일화되고 경직된 언어는 시인이

타도하고 해체해야 할 상이었기 때문이다.따라서 오규원은 ｢ 낮｣에서

그 ‘약속’된 언어 체계가 “피투성이가 되어/그 에 쌓”이기를 염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약속’으로서의 언어가 살해된 곳이

바로 ‘환상의 마을’이라는 사실이다.즉 언어와의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난

곳은 허구 공간으로,이것은 실 세계가 아니라 보다 근원 인 시인의

내면 세계를 의미한다.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실을 ‘월’하여 허구의 ‘왜

곡’된 공간을 탐구하고자 하는 시인이었기에,그 허구의 세계는 무의식과

자유 연상이 작동되는 자아의 내면 세계가 되었던 것이다.따라서 김용직

은 “오규원은 끈질기게 내면 공간을 다루고 있으며”그 “내면 공간이란

차라리 이드와 에고의 이론을 연상 해주는 것이며 환각이나 꿈의 기술

이라고 해야 할 일면”71)을 지니고 있음을 지 한 바 있다.

68)정과리,｢안에서 안을 부수는 공간｣,이 호 엮음,앞의 책,140쪽.

69)오규원, 언어와 삶 ,앞의 책,343쪽.

70) 의 책,20쪽.

71)김용직,앞의 ,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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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환상의 마을’인 무의식의 층 에서는 문장과 단어가 ‘살해’되고 해체

되어 순수한 정신 상태를 회복하게 된다.따라서 오규원의 언어는 이 ‘환

상’세계에서 그동안 억 렸던 자유를 되찾고 순치된 야생을 회복하여 ‘불

타는 西 의 거리’를 건설하고자 한다.‘西 의 거리’라는 ‘환상’세계의 내

면 의식 속에서,억압된 념과 실의 강박에서 벗어나 순수한 언어로

거듭나고자 한 것이었다.

결국 김 의 말 로 “그의 환각은 착란이나 태가 아니라,사물의 존

재를 있는 그 로 악 하는 인식의 도구”72)가 된다. 한 오규원의 ‘환

상’세계는 “환상은 언 되지도 않던 문화,보이지도 않던 문화를 추 한

다.즉 침묵하고 있던 문화,보이지 않게 만든 문화,가려졌던 문화,‘부재’

하게 만든 문화를 추 ”73)하게 해 다는 캐스린 흄(KathrynHume)의

말처럼 문화 질서를 재생시켜 도구가 되기도 한다.그리하여 오규원

은 ‘환상’세계를 자의식의 근원지로 삼아 ‘실의 월’과 ‘술의 자율성’

을 획득하기 한 시 성찰을 계속 개해 나간다.

2)언어의 상 실험과 화 메커니즘

시인으로서의 오규원이 자아의 내면 탐구에 몰두했던 기시에서 가장

깊이 있게 성찰한 것은 바로 시의 질료인 언어 다.언어를 다루는 시인

의 의식은 시의 표 수단인 언어나 언어 탐구를 떠나 존재할 수 없는 것

이기에,오규원은 언어에 한 순수한 믿음으로 언어에 한 자의식을 강

화시킨다.그 과정에서 오규원은 사고의 거울이 되는 언어,커뮤니 이션

의 도구가 되는 언어,사물을 모방하고 표 하는 수단으로서의 언어에서

벗어나 언어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생명력을 찾아내어 언어 자체로서의

의의와 가치를 회복시키려고 하 다.그리하여 그는 이 호가 말한 로

“언어를 수단화,도구화하는 계몽의 논리를 벗어나는 언어의 가능성”을

“언어 그 자체의 ‘활물성’에서 찾아내었다.그것은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

72)김 ,｢아픔 그리고 아픔｣,오규원 시집, 巡禮 해설,민음사,1973,139쪽.

73)캐스린 흄,한창엽 옮김, 환상과 미메시스 ,푸른나무,2000,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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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74)이기 때문이었다.

1

언어는 추억에

걸려 있는

18세기형의 모자다.

늘 방황하는 기사

아이반호의

꿈 많은 말발굽쇠다.

닳아빠진 인식의

길가

망명 정부의 청사처럼

텅 빈

상상,언어는

가끔 울리는

퇴직한 외교 의

인종이다.

2

< 략>

언어는,겨울날

서울 시가를 흔들며 가는

아내도 타지 않는 차다.

추상의

험한 가지에서

흔들리는,흔들리는 사랑의

방울소리다.

-｢ 상 실험｣부분

｢ 상 실험｣은 제목 그 로 ‘언어’의 새로운 ‘상’을 ‘실험’하고 있는 시

74)이 호,｢투명성의 시학-오규원 시론 연구｣,앞의 논문,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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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이 시에서 오규원이 시도하는 ‘언어’의 ‘상 실험’이란 ‘언어’가 지

닌 념성과 추상성을 물활론 상상력으로 제거하는 것이었다.따라서

그는 그 구체 인 방법으로 언어의 의물화(擬物化)기법을 구사하게 된다.

‘언어’는 하나의 ‘생명체’이기에,‘언어’라는 념을 ‘모자’‘말발굽쇠’‘

인종’으로 의물화하여 구상화한 것이었다.A=B의 등가 원리인 은유를 통

해 ‘추상’이고 념 인 ‘언어’를 시각 형상을 가진 구체 인 사물로

연쇄시켰던 것이다.

이 언어의 物性,활물성을 무시하고 단순한 의미나 의사 소통의 기호로

만 읽을 경우,언어는 칼이나 도끼와 다름없는 도구이다.하이데거가 시만

이 존재의 본질에 근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이유도 와 같은 언어의 특성

을 읽었던 탓이다.활물로서의 언어 그 자체가 바로 존재의 본질이기 때문

이다.무생물이나 념을 가리키는 언어에서조차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생생함도 이 특성의 이 상 덕분이다.75)

-｢문화의 불온성｣

물론 이러한 언어의 의물화 기법은 “활물로서의 언어 그 자체가 바로

존재의 본질”이라는 오규원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즉 오규원은 ‘언

어의 物性,활물성’을 빌리면 ‘무생물이나 념을 가리키는 언어’도 그 ‘존

재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다고 믿었다.따라서 오규원은 언어의 ‘활물성’

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한다.그것은 언어가 ‘활물성’

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 언어로 된 모든 창조물도 생명이 결여되기 때문이

다.그에 의하면 진달래·망 ·노루·멧돼지·토끼·꿩 등이 자연계의 생물이

라면 그것들을 가리키는 언어들은 모두 인간이 창조한 생물이다.결국 인

간은 “언어로 된 각종의 나무와 짐승 등을 키우는 셈”76)이고,이것은 곧

자연과 응하는 문화의 ‘활물성’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오규원의 언어의 ‘활물성’에 한 생각은 언어의 도구성과 사물

성을 구분하여 시어의 특성을 강조하 던 장-폴 사르트르(Jean Paul

75)오규원, 언어와 삶 ,앞의 책,32쪽.

76) 의 책,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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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tre)의 시어의 사물성 이론과 동일한 것이었다.사르트르는 산문가는

도구로서의 언어를 사용하고 시인은 사물 곧 실체로서의 언어를 사용한다

고 하 다.즉 산문에서의 언어는 상을 지시하거나 묘사하는 도구이지

만,시에서의 언어는 언어 그 자체가 하나의 살아 있는 사물 곧 실체가

된다는 것이다.따라서 시어를 통하면 사물의 세계 즉 사물의 실체를 직

만날 수 있다는 사르트르의 이론은 오규원의 언어의 ‘활물성’개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규원이 ‘언어’의 ‘상 실험’에서 도출한 결과는 ‘존재의 본질’

을 ‘감지’하도록 할 정도로 힘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던 ‘언어’가 이제

는 낡은 것이 되고 말았다는 ‘언어’의 실이었다. 발마처럼 소통의 매

체가 되었던 ‘언어’는 “꿈 많은/말발굽쇠” 지만 이제는 그 꿈을 상실해

버렸다.‘18세기형의 모자’처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던 ‘언어’도 그 아

름다움을 상실해 버렸다.‘외교 ’의 ‘인종’처럼 힘과 권 를 상징하

던 ‘언어’역시 이미 ‘퇴직’한 ‘외교 ’처럼 힘과 권 를 상실해 버린 것이

다.

이처럼 ‘언어’가 ‘아내도 타지 않는 차’처럼 시 에 맞지 않는 것이 된

것은 ‘언어’가 특정한 의미와 념에만 사할 뿐,다양하고 변화무 한

실제 세계를 직 지시해 주지도 못하고 자유로운 ‘상상’의 세계를 펼쳐

주지도 못하기 때문이었다.한때는 꿈과 아름다움과 힘과 권 를 가지고

있었던 ‘언어’가 이제는 고정 념으로 굳어져 ‘상상’을 불허하기에,오규원

은 상상력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다른 언어의 ‘상 실험’을 시도하게

된다.

오규원의 ‘언어’에 한 이러한 인식은 언어학과 그 궤를 같이 한

다.그동안 소쉬르에서 로만 야콥슨(RomanJakobson)으로 이어지는 구조

주의 언어학에서는 ‘언어’를 기표(signifiant)와 기의(signifié)가 결합된 기

호 체계로 보았다.즉 감각으로 지각되는 소리의 측면인 기표와 감각으로

지각할 수 없는 뜻의 측면인 기의의 결합 과정을 언어의 의미 작용으로

보았던 것이다.그런데 기표와 기의가 1:1의 응 계를 갖는다고 보는

이 구조주의의 으로 ‘언어’의 의미는 미리 결정되어 고정된 코드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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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따라서 이러한 동일성과 확정성의 원리에 따라 언어는 그만큼

이고 객 인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언어학에 와서 수정된다.라캉은 구조주의

언어학의 논지를 받아들여 기호 개념을 새롭게 정식화한다.그는 소쉬르

의 기호가 갖고 있는 자의성과 기호들의 상 계를 수용하기는 하지만

기의가 기표에 우선한다는 논리와 기호가 갖고 있다는 불가분성에

는 수 하지 않았다.그리하여 그는 소쉬르의 기호 공식인 ‘기호=기의/기

표’를 ‘기호=기표/기의’로 수정해 놓는다.이 공식에 의하면 언어의 의미

작용은 기표의 우 아래에서 기표의 끊임없는 연쇄와 차이에 의

해 만들어진다.그러나 기의와 기표가 만나는 의미의 고정 (/)이 막 있

기에,기의는 의미의 항선 아래로 끊임없이 미끄러지게 되는 것이다.따

라서 라캉의 공식에서의 가로선(/)은 의미의 고정 이 아니라 의미의 분

리 이 된다.물론 이 가로선(/)은 기표의 연쇄와 차이에 의해 잠시 동안

만 의미 작용이 가능해지는 임시 지 이 되기도 한다.그러나 결국 언

어는 기표와 기의의 깊은 심연으로 세계의 본질 자체와 동일성을

갖지 못하여 구체 이고 경험 인 실 세계를 지시할 수도 재 할 수도

없게 된다.이러한 한계성으로 언어에는 단 하나의 특정한 이나 특권

화된 주체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오규원은 기존 언어에 한 불신과 새로운 언어의 ‘상 실험’

으로 이미지를 발견해 내기에 이른다.그것은 그가 습화된 념과 이데

올로기에 의해 타락한 실 세계에서 소통되는 동안,그 타락한 실에

의해 언어 역시 오염되었음을 인식했기 때문이다.따라서 오규원이 발견

한 이미지는 ‘추상’에 “흔들리지”않고 념에 물들지 않아 세계를 투명하

게 보여 수 있고 상상력을 무한히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표 수단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요한 것은 오규원이 모색한 이미지가 단순히 수사학

차원에의 심상(心像)이 아니라는 이다.오규원의 이미지는 ‘죽은 언

어’의 지시성과 재 가능성에 한 반성에서 모색된 것이었기에,단순한

언어 이미지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었다.즉 ‘본다’라는 행 를 기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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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오규원의 이미지는 실 세계와 환상 세계를 모두 모방하고 재 하기

한 시각 체계로서의 이미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본다’에서 기원하여 ‘모양,형태’를 의미하는 ‘에이돌론(eidolon)’,‘빛나게

해서 보이게 하다’에서 유래하여 ‘환 ,꿈,유령’의 뜻을 지닌 ‘타스마

(phantasma)’,‘실재를 그 로 재 하다’‘닮음’등의 의미를 지닌 ‘아이콘

(eikon)’,‘모방하다’에서 유래하여 ‘죽은 자의 상화나 마스크’를 의미하

는 ‘이마고(imago)’등의 어원77)에서 유래한 이미지는 객 세계를 ‘보는’

는 ‘보여 주는’과정에서 발생한다.따라서 이미지는 객 세계의 실재

를 ‘보고’인식한 결과를 그 로 모방하거나 재 하는 것뿐만 아니라,가

상의 것과 상상의 것까지도 모방하거나 재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오규원은 이러한 이미지 에서도 환상과 무의식의 내면 탐구가

가능한 화 이미지를 그의 기시의 창작 방식으로 수용하게 된다.그것

은 화가 인간의 감각 가장 요한 시각을 직 자극하여 무의식

향력을 가장 강력하게 끼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이다.이승훈이 “

화 기법이란 무엇인가.그것은 경험의 자유로운 흐름을 형상화한다는

에서 자연주의의 미학 한계를 극복한다.우리가 시를 쓰는 것은 경제

실을 언어로 옮기기 해서가 아니라 그런 실이 숨기고 있는 어떤

말하기 어려운 생각을 말하기 해서이다.그런 말은 정신의 자유로운 운

동을 제하고, 화의 기법은 그런 운동을 어느 정도 가능 한다.”78)라

고 설명했듯이,오규원의 기시에 나타난 화 이미지와의 상호 련성은

창작 방식의 확장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자의식을 자유롭게 형상화하는 수

단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와 련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처럼 환상 세계와 결합된

주체의 내면 의식을 화 이미지로 보여 주는 오규원의 기시가 과거

실주의자들의 방법과 유사하다는 사실이다.1930년 아방가르드의 한

유 던 실주의(surrealism) 술가들은 화를 그들의 주된 술 매

77)유평근·진형 , 이미지 ,살림,2001,22-23쪽.마르틴 졸리,이선형 옮김, 이미지와 기호 ,동

문선,2004,83-84쪽.김수 ,｢사진이미지의 존재론-베르그송과 들뢰즈의 이미지 개념을 심으로

 ,서울시립 학교 학원 철학과 문학석사학 논문,2007,11-16쪽.

78)이승훈,｢ 화 기법의 가능성｣, 문학과비평 ,탑출 사,1991여름호,161-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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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사용하 다.그것은 김동근이 지 한 것처럼,“ 실주의는 의식과

무의식의 융합을 보다 정교화하면서 순수한 정신 상태를 형상화하게 되는

바,그 과정에서 요한 것이 바로 ‘상상력’이”79)기 때문이었다. 로이트

의 정신분석 이론으로 무의식이 상상력의 근원지로 악된 이후, 실

주의자들은 인간 정신이 논리와 이성과 합리성의 모든 제약으로부터 완

히 해방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따라서 실주의자들에게는 카메라

를 사용하여 ‘학 무의식’의 세계를 드러낼 수 있는 화가 꿈과 무의

식을 탐사할 수 있는 가장 이상 인 술 매체로 여겨졌다.그리하여

실주의 화는 무의식을 시하고 상상력을 강조하면서 꿈과 환상의 세

계를 일상의 합리 인 의식 세계와 결합시킬 수 있었다.

이들 실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오규원 역시 환상 내면 세계를 시

와 화 이미지와의 상호 련성 속에서 보여주고자 하 다.새로운 이미

지를 생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기존의 문자 매체와는 다른 상 매체에서

찾으려 했던 것이다.특히 오규원은 카메라의 자유로운 시 으로 세계에

근하는 화가 “마음과 신체의 결합,마음과 세계의 결합,타자 속에 있

는 자아의 표 을 명백히 드러내 주는 데 유독히도 합한 수단”80)임을

알고,과학 기술의 세례로 작동되는 화 메커니즘과의 상호 련성을 그

의 기시편에서 보여주고 있다.

수면에 비쳐 있는 세계

잡을 수 없으나 가장 명확한

그러나 명확한 만큼 우리의 말을

정면으로 빈정 나.

-｢別章 3편-순례 20.1.像｣부분

그 는 볼 것이다

소리가 사라진 뒤에 남는

79)김동근,｢아방가르드의 한국 수용과 실성-이상과 조향의 경우｣, 어문연구 56,어문연구

학회,2008,382쪽.

80)메를로- 티,오병남 옮김, 現象學과 藝術 ,서 사,1983,2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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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의 이슬 몇 방울을.

-｢別章 3편-순례 20.2.소리｣부분

나를 확신하기 하여

나의 말을 믿는다.

모든 것을 확신하기 하여

나는 말을 믿는다.

확신의 그늘에서 우는 풀벌

확신의 울 안에서 서성이는 소

확신과 확신 사이로 내리는 어둠

꿈꾸지 않고 나는

꿈꾸는 신 꿈을 씹는다.

나의 말이 지 이 순간까지 한 번도 확실하게 나의 형체를 드러내지 못

했고 미래까지 이 순간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나의 믿음은 내가 믿음으로

믿음,허 의 믿음이라도 믿음으로 믿음이다.

꽃을,꿈을,한국을,인간을 하나의 명사로 믿을 때,꽃도 꿈도 한국도,

물론 인간인 그 도 행복하다.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믿으라.이 말은

수의 말이 아니므로 믿으라.

-｢別章 3편-순례 20.3.말｣부분

오규원의 시와 화 이미지와의 상 성은 ‘순례’연작시 마지막 작품인

｢別章 3편｣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먼 ,이 시의 소제목 ‘1.像’

‘2.소리’‘3.말’을 보면,오규원의 화 메커니즘에 한 인식이 방 확

인된다.‘像’은 상,‘소리’는 음향,‘말’은 음성 혹은 사로,이것은 화

의 3요소인 상,사운드,몽타주와 동일한 맥락에 있는 것이다.더구나

오규원의 화 메커니즘에 한 자의식은 ‘像-소리-말’이라는 이 3요소의

계를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무엇보다도 언어를 시해야 하는 시인의

입장에서 ‘말’보다 ‘像’을 우선시한 것은 그가 화가 ‘像’( 상)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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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되는 술임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화가 무성 화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사실은 보다 명백해진다.따라서

이미지에 한 언어의 우월성에서 벗어나 ‘像’과 ‘소리’를 우 에 놓고

상 이미지를 수용하고자 한 오규원에게 언어인 ‘말’( 사,음성)은 ‘像’보다

부차 인 것이고 ‘소리’(음향)에 종속된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언어보다 더욱 “감각 질료”81)가 되는 이미지를 시한 오규원

이 찾은 ‘像’은 상(映像)즉 ‘화 상(cinematographicimage)’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것은 화 이미지의 강력한 힘을 시각 인 것에서 찾

으며,“이미지는 보다 심연의,보다 오래된,그리고 보다 기본 인 자아의

층 에 도달하면서 말과 사고를 추월했다.”82)라고 말한 아모스 보겔의 견

해와 일치하는 것이었다.따라서 ｢1.像｣에 나오는 ‘수면에 비쳐 있는 세

계’를 상 세계로 해석할 수 있다.즉 ‘수면’은 “잡을 수는 없으나 가장

명확한”세계로,이것은 이미지가 투사되는 공간으로서의 스크린으로 유

추할 수 있는 것이다.이 스크린은 객들에게 구체 이고 실 인 세계

뿐만 아니라 환상 이고 비 실 인 세계까지 체험하게 해 주는 공간이

다. 한 이 스크린 에 투사되는 상은 순간순간 돌발 으로 폭발하는

이미지 세계 그 자체가 된다.따라서 네 변의 테두리를 가진 2차원 평면

공간에 “잡을 수 없으나 가장 명확”하게 형체를 드러내는 상(映像)이

미지는 념 이고 추상 인 문자 언어인 “우리의 말을/정면으로 빈정”

수 있는 것이다.

｢2.소리｣는 음향으로서의 ‘소리’라는 청각 이미지 역시 화의 한 요

소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물론 화의 청각 세계를 구성하는 사운드

에는 사,음악,음향 효과,그리고 침묵이 있다.문자 발명 이 의 의사

소통의 수단이 음향과 음성이었음을 미루어 볼 때,이 ‘소리’는 물리 인

세계의 본질에 맞닿아 있는 지극히 원 인 소통 행 이다.특히 ‘소리’

라는 음향 효과는 념 바깥에 존재하는 순수의 감각 이미지로,

81)최민성,｢멀티미디어시 의 시 이미지 연구｣,한양 학교 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 논문,

2002,8쪽.

82)아모스 보겔,권 운·한국실험 화연구소 공역, 화의 세계 , 사,1996,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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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각 이미지는 시각 이미지와 더불어 인간의 념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더구나 월터 옹(WalterOng)의 지 로 “시각은 토막나는

감각임에 반해서 소리는 통합하는 감각”83)으로,인간은 동시에 그리고 순

간에 모든 방향에서 모여 드는 ‘소리’를 통해 자신이 감각과 존재의 핵심

에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그러나 이 ‘소리’는 변하기 쉬운 성질을

갖고 있다.‘像’과 마찬가지로 ‘소리’역시 일시 속성을 지닌 이미지일

뿐이다.따라서 그 “소리가 사라진 뒤”에는 청각 이미지의 잔상 역시 빛

이 닿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그리하여 오규원은 이러한 ‘소리’의 가변

인 특성을 “이슬 몇 방울”로 형상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像-소리-말’의 계로 볼 때,‘像’과 ‘소리’를 우선 으로 믿는

오규원에게 ‘말’은 가장 부차 인 것이 되고 말았다.그런데도 의 시 ｢3.

말｣이 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그것이 ‘’이 아닌 바로 ‘말’이라는 사실

때문이다.물론 자막을 통한 ‘’도 화의 한 요소가 된다.그러나 배우의

육성을 통해 발화된 구두 언어로서의 ‘말’은 더욱 화 인 것이다.따라

서 오규원은 문자 언어인 ‘’이 아니라,구술성을 지닌 음성 언어인 ‘말’

에서 더 본질 이고 순수한 언어의 기능을 찾으려고 하 다.그리하여 그

것은 언어가 사는 장소인 ‘소리’의 세계에 결부되지 않고서는 의미를 지닐

수 없는 ‘입으로 말하는 언어(spokenword)’에 한 ‘확신’과 ‘믿음’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오규원이 ‘확신’한 ‘말’에 한 자각은 월터 옹의 견해를 빌려 타

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옹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에서 구술문화의 정

신역학을 논하면서 “구술문화에 입각한 사고와 표 의 특징들의 부분이

인간에 지각되는 소리의 통합 이고, 심 이고,내면화하는 체계와 분간

하기 어렵게 결부된다는 ”84)을 말하고 있다.그는 “사고(思 )는 소리로

서의 말에 깃드는 것이지 텍스트에 깃드는 것은 아니다.모든 텍스트가

그 의미를 갖는 것은 시각 인 상징과 소리의 세계와의 련성 때문이

다.”85)라고 말하며,진정한 의미에서 언어는 분 된 음성이 가장 탁월한

83)월터 J옹,이기우·임명진 옮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 출 사,1995,119쪽.

84) 의 책,121-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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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하 다. 한 모든 음성 특히 구두로 하는 발화는 유기체의 내

부에서 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동 인 것이고,“소리의 심화 작용(소

리의 장은 나의 방이 아니라 나를 심으로 해서 그 주 에 퍼져 있다

는 것)은 인간의 코스모스 감각(man'ssenseofthecosmos)에 향을

끼”86)치게 되는 것이라고 하 다.

그러나 인용시에서 우려해야 할 것은 이처럼 상(像)과 음향과 음성

언어 심의 상 이미지에 한 오규원의 분명한 자각에도 불구하고 언

어는 여 히 념화되어 있다는 사실이다.따라서 오규원은 “세계는 동사

인데,언어는 명사이다”87)라는 망을 토로한다. 의 시 ｢3.말｣에서의

“꽃을,꿈을,한국을,인간을 하나의 명사로 믿을 때,꽃도 꿈도 한국도,

물론 인간인 그 도 행복하다.”라는 진술은,세계는 생성과 변화를 간직하

고 있는데 언어는 명사로 개념화되어 굳어 있다는 인식에서 온 망감의

반어 표 이었다.‘말’이 경험되는 방식이 일상 인 언어 생활뿐만 아니

라 인간의 의식에까지도 향을 끼치기 때문에 결국 오규원은 생성과 변

화를 간직한 세계를 있는 그 로 보여 수 있는 ‘활물성’의 ‘말’을 화

이미지를 통해 찾아내고자 하 다.

떨어지는 순간

빛은

하얀 공간에

꽃병도 없이 어딘가 꽂힌

꽃이 된다.

-｢몇 개의 상-Ⅰ.빛｣부분

어둠은 [眼]이 없어 뭉치고,손이,발이 없어 뭉치고,입이 없어 뭉친

다.

어둠은 둘이라는 숫자를 몰라 뭉치고,언어가 없어 뭉치고,집이 없어 뭉

85) 의 책,124쪽.

86) 의 책,121쪽.

87)오규원·이 호 담,앞의 담,32쪽.



- 47 -

친다.과거가 없어 뭉치고,미래가 더욱 재가 없어 뭉친다.

그러나 그 여.모든 것이 다 있는 그 와 나는,뭉쳐서 독립한 어둠

을 옷 벗고 만날 수 있는가.

존재가 없어 뭉치고,뭉쳐서 빛이 된 한 송이 흑장미 웃음을!

-｢어둠의 힘—순례 16｣ 문

의 시 두 편은 오규원이 화 술의 바탕이 되는 ‘像’의 본질을 더욱

구체 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려 주는 시이다.주지하다시피 상을

학 으로 포착하는 사진에서 출발한 화 술은 시각 잔상을 이용하여

운동을 표 하는 시간 술이다.보통 1 에 24컷의 사진이 움직이는

상 이미지이기 때문에,아모스 보겔이 지 한 것처럼 “ 화에서의 운동의

환상은 스틸 사진의 정지·출발 사에 의해 창조”88)된 것이라 할 수 있

다.이처럼 사진의 원리를 이용하 기에 화는 필름(film)이란 명칭으로

불리는 것인데,이 화의 본질이 되는 ‘photography’는 라틴어 ‘photos

(빛)’와 ‘grapho(그림)’의 합성어이다.이 ‘빛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뜻을

가진 사진의 어원은 원이 없는 세계에서는 사진이 힐 수 없다는 사진

의 본질을 시사해 주고 있다.

특히 ｢몇 개의 상-Ⅰ.빛｣에는 ‘像’이 ‘빛’에서 유래한다는 사실이 드

러나 있다.“떨어지는 순간/빛은”“꽃병도 없이 어딘가 꽂힌/꽃이 된다.”라

는 ‘빛’에 한 인식은 ‘자동 생성’으로 존재하게 되는 사진의 본질과 직결

되고 있다.앞서 말했듯,앙드 바쟁은 사진을 존재론 에서 악하

여 ‘자동 생성’이라고 부른 바 있다.그것은 “외부세계의 상(像)이 인간의

창조 간섭 없이 자동 으로 형성되는 것은 이것이 처음 있는 일”89)이었

기 때문이다.이처럼 “순수한 빛과 셀룰로이드에 의해 창조된 ‘환상으로서

의 정렬된 진실’”90)인 화는 스크린이라는 직사각형의 ‘하얀 공간’에 ‘꽃’

이라는 돌발 인 이미지를 보여주게 된다.

그러나 ｢어둠의 힘—순례 16｣에서처럼 ‘빛’을 고정시키는 것은 바로 ‘어

88)아모스 보겔,앞의 책,17쪽.

89)앙드 바쟁,앞의 책,19쪽.

90)아모스 보겔,앞의 책,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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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카 라 스큐라 

둠’이다.사진은 ‘빛’뿐만 아니라 ‘어둠’을 매

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어둠’은 물리 ,

심리 폐쇄의 근간이면서 동시에 존재를

드러내기 한 필수 요건이다.따라서 사진

이나 화의 상에서 요한 물리 요소

의 하나가 바로 이 ‘어둠’인 것이다.카메

라의 기원인 카메라 옵스큐라(camera

obscura)91)의 라틴어 어원이 ‘어두운 방’인 것은 이 ‘어두운 방’의 구멍으

로 들어온 ‘빛’을 고정시켜 놓은 이미지가 바로 필름이자 사진이 되기 때

문이다.더구나 화 이미지는 화 의 ‘어둠’속에서 사기 ‘빛’의 환등

기능을 통해 스크린에 확 투사된 것이다.따라서 화는 1 동안

1/48 의 어둠과 1/48 의 빛이 반복되면서 후 쇼트들과의 련 속에서

만 존재하게 되는 술이다.그리하여 아모스 보겔은 “ 화의 본질은 빛

이 아니라 빛과 어둠 간의 비 스런 계약”이며 “빛이 비춰지자마자 거

한 직사각형의 스크린-이 에는 심의 상이 되지 못했던-은 객의

총체 인 우주가 된다.”92)라고 말했던 것이다.따라서 인용시 “하얀 공

간에/꽃병도 없이 어딘가 꽂힌/꽃”과 “한 송이 흑장미 웃음”은 필름이

‘빛’과 ‘어둠’을 매개로 사물을 형상화해 놓은 결과물임을 알려주고 있다.

결국 사진과 화는 “존재가 없어 뭉치고,뭉쳐서 된 빛”을 인식하는 ‘’

즉 ‘어둠’으로부터 ‘빛’을 인식해 내는 ‘’에서 출발한 술이었다.

1 보아야지,보아야지.

듣지 말고

직 보아야지.

아암,옳은 말 .

91)조그만 구멍을 통해 외부 물체의 상을 내부 스크린 에다가 투 시키는 암실 장치.이 작은 구

멍 신에 즈를 사용한 것이 사진기의 암실이기도 하다.카메라 옵스큐라의 원리는 투시화법의

원리와 같은 것으로서,이 상 자체는 부터 알려진 것이나 르네상스 때 투시화법의 고안과 병

행하여 이 장치의 이용이 시도되었다.다빈치도 카메라 옵스큐라를 제작하여 여러 가지 실험을

행한 사람이다.(앙드 바쟁,앞의 책,15쪽 주석 참조.)   

92)아모스 보겔,앞의 책,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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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가 돌아섰을 때

돌아가고 있었다 여 히

나무 그늘과 골목과

지붕 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잡다한 념의 여자들.

그들의 머리카락 끝에서는

바람이 일고 언어가 흩어지고,

잠깐 여유가 생긴 장소들은

약속이 없는 길을

껴안고,

담장 에는 그날도

하루만을

도둑질하는 사내가 숨어 있었다.

3 “그들에겐 그에 한 책이 있어요.아닙니다.어떤 일에 해서도 그

들에겐 책이 없습니다.”

-｢김씨의 마을-1.산과 주 앉은 바다｣부분(숫자는 인용자가 붙인 것임)

오규원의 기시가 화 이미지를 수용하고 있음을 실증 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는 바로 시집  巡禮 에 실린 장시 ｢김씨의 마을｣이다.93)본명

이 김해경인 시인 李箱과의 동일시가 나타나 있는 이 시는 앞의 ｢別章 3

편｣에서 발견한 화 메커니즘을 더욱 실험 이고 실천 으로 보여주고

있다.물론 시와 화는 각기 다른 장르이다.미디어의 수량을 기 으로

보면,시는 시어를 심으로 한 단일한 언어 술이지만 화는 상과

음향과 언어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복합 인 상 술이다.그런데도 시

와 화가 상 성을 갖는 것은 두 장르가 모두 언어에 기 한 술이기

93)오규원이 천착한 ‘언어’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표 인 작품은 ｢ 상 실험｣,｢김씨의 마을｣,

‘순례’연작시 의 하나인 ｢별장(別章)3편｣이다.이 ｢김씨의 마을｣은  巡禮 마지막 작품으로

편집되어 있지만,｢ 상 실험｣과 ‘순례’연작시의 간에 쓰인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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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따라서 로버트 리처드슨(RobertRichardson)은 언어가 단어·문법·구문

으로 이루어지듯, 화도 언어처럼 정교한 형식 체계를 갖기 시작했다

고 말한다.그는 “하나의 쇼트는 하나의 단어처럼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세심하게 배열된 일련의 쇼트는 문장처럼 의미를 달한다.”94)라고 하면

서, 화에서의 단어를 쇼트(shot)로, 화의 구문이나 문법을 쇼트를 배

열하는 몽타주(montage)의 편집 는 커 의 과정으로 보았다.유리 티냐

노 (YuriTynyanov)역시 “시의 행과 행,연에서 제시된 이미지는 화

의 단편 인 쇼트나 쇼트들이 묶여 하나의 시 스에 이미지를 제시하는

것과 유사하다”95)라고 하 다.따라서 시와 화의 상 성을 찾을 때에는

그 형식의 구성 단 를 고려해야 한다.즉 시의 시어,시구,시행은 화

의 쇼트로,시의 연은 화의 신(scene)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 다면 형식상 총 5장 38연으로 구성되어 장시 형식을 띠는 ｢김씨의

마을｣의 각 5장은 화의 5개 시 스(sequence)로 이해할 수 있다.더구

나 그 첫 장인 ｢산과 주 앉은 바다｣에서 부분 발췌한 인용시에서,1

은 내 독백의 내 이션(narration),2는 상 이미지,3은 사로 해석할

수 있다.따라서 이 시는 1의 독백과 3의 사 때문에 다분히 극 요소

를 갖게 되고,이로 인해 이 시를 화 형식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

해진다.다시 말하면 내 독백으로 보이는 1은 내 이션,따옴표로 직

인용된 3은 사,1과 3은 화에서의 음성 사운드인 ‘소리’의 형식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규원이 수용한 이 같은 화 이미지가 그의 시 창작 방식에서

요한 것은 그것이 문자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서 문자 문화 시 의 ‘’

이 갖고 있는 획일성을 극복시켜 주기 때문이다.월터 옹에 의하면 ‘像’과

‘소리’와 음성 언어인 ‘말’은 모두 ‘일차 인 구술문화’에 해당한다.96)그

94)로버트 리처드슨,이형식 옮김, 화와 문학 ,동문선,2000,96쪽.

95)양인경,｢한국 모더니즘시의 화 양상 연구｣,한남 학교 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 논문,

2008,25쪽.

96)월터 옹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에서 문화를 최 의 구술문화,구술에 이어지는 쓰기문화,쓰

기를 보편화시킨 인쇄문화,쓰기와 인쇄의 바탕 에서 세워진 자문화(electronicsculture)로 나

고,이 통시 인 틀에 따라 과거와 재를 호메로스 시 와 텔 비 시 로 구분하 다.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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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화,라디오,텔 비 등의 자 매체의 향을 받은 ‘이차 인 구

술문화’도 ‘일차 인 구술문화’의 특징을 갖고 있다.오히려 이들 상 문

화의 ‘’은 근 이 의 (全)감각 인 ‘’에 더 가까이 다가가 있다.

따라서 오규원은 인용시 3의 시 화자와 시인 李箱과의 화를 통해 문

자성이 아닌 구술성,특히 구술성이 지닌 청각 이미지를 직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에 의하면 인용시의 (全)감각을 회복하지

못한 ‘잡다한 념의 여자들’의 ‘머리카락 끝’에서는 “언어가 흩어”질 수밖

에 없다. 념과 고정된 의미에서 벗어나 “잠깐 여유가 생긴 장소들”에서

“약속이 없는 길을/껴안”았을 때 비로소 이미지를 “도둑질하”는 시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산과 주 앉은 바다｣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오규원이 “도둑질”

한 이미지들이 ‘像’과 ‘소리’와 ‘말’이 결합된 복합 인 감각이라는 사실이

다.그것은 화의 시각 상 이미지가 시간성을 얻는 과정에서 음악과

음향 즉 청각 이미지를 포함하게 되기 때문이다.물론 이러한 사실은

기본 으로 종합 술 특성을 지닌 화 술의 실에서 유래한 것이

다.그 지만 오규원은 상 언어뿐만 아니라 시 언어 역시 ‘像’과 ‘소

리’와 ‘말’이 결합된 (全)감각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

다.오규원은 이와 같은 화 이미지를 기시의 창작 방식으로 수용하여

환상 이고 실 인 자아의 무의식 세계를 탐구할 수 있었다.

2.무의식 세계의 탐구와 실 화 이미지

1)환상 시공간과 시간의 공간화

화는 시간의 운동 속에서 존재하는 시간 술이다.한때 기술 발명

고 구술성에서 쓰기와 인쇄를 거쳐 자 매체에 의한 언어 처리로의 이행이 여러 세기를 걸쳐 언

어 술 변화에 깊은 향을 끼쳤다고 하 다.그 지만 이 자시 는 이차 인 구술성 즉 화,

라디오,텔 비 에 의해 형성되기는 하 지만 그 존립은 쓰기와 인쇄에 힘입는 구술성의 시 라

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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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으로서의 화가 활동 사진(motion-picture)이라고 불렸던 것은 무엇보

다도 그것이 움직이는 사진이라는 이유에서 다. 화는 카메라가 은

스틸 사진의 정지된 상을 움직임으로 바꾸어 시간 속에서 펼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 기에, 화에서의 시간성은 화 상 특유의 본질을 만

들어 내게 된다.즉 시간을 연결하는 매개체이면서 공간을 조합하는 화

속의 상은 필름이라는 재료를 사용한 시각 공간 술이면서 시간

술이라는 독특한 지 를 갖게 된 것이다.

따라서 화 술의 본질 특성이 되는 시간의 흐름과 시간의 운동은

당연히 스크린이라는 공간 상의 흐름과 상의 운동으로 나타난다.

시간의 흐름이란 공간의 변화로 감지되는 것이고, 화에서의 시간 역시

공간 차원에서 측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더구나 통 이고 자연 인

시간 의식 차원에서 실의 시간과 동일하게 흐르는 화의 시간은 스크

린 에서 연속되는 일련의 공간과 장면으로 드러나게 된다.따라서 계기

이고 선형 인 시간으로 생성된 상 이미지와 서사는 비교 고정된

의미를 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흔히 습 인 화나 리얼리즘 화

가 명확한 커트로 진행되는 직선 롯이나 인 한 시공간을 필요로 했

던 것은 이러한 통 이고 자연 인 시간 의식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이

었다.

이 게 내려도 과 사이로 다니며 갈 길을 가는 시간과

이 게 깔려도 미끄러지지 않고 늠름하게 서산을 올라가는 시간과

이 게 쌓여도 제 발자국을 지우고 인간을 자기 뒤에 남기는 시간과

발맞추어 다시 그런 시간의 반복되는 행진을

그리고 그리고로만 발맞추는 사람을 빠져나와

고독하게 길 에 발자국을 는 시간과

-｢행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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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 ｢행진｣에는 오규원의 통 이고 자연 인 ‘시간’에 한

이 잘 드러나 있다.물론 이때의 ‘시간’은 계기 이고 선형 인 ‘시간’을

의미한다.오규원은 이 ‘시간’을 두 가지 방식으로 효과 으로 형상화하고

있다.그 하나는,의인화 기법이다.이 시에서 선조 인 ‘시간’은 쉬지 않

고 내리고 깔리고 쌓이는 ‘’을 배경으로 의인화되어 있다.즉 “고독하게

길 에 발자국을 ”고 “제 발자국을 지우고 인간을 자기 뒤에 남기”다

가 결국 과거를 하얗게 지우고 마는 모습으로 형상화된 것이다.따라서

‘시간’은 지 “미끄러지지 않고 늠름하게 서산을 올라가며”머뭇거리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제 갈 길”을 가고 있다.이러한 시간의 의인화 양상은

“‘시간은 걸어 나아간다.’시간은 거침없이 계속 걸으며 거기에는 어떠한

정지도 분할도 없다.”97)라는 월터 옹의 표 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이 시의 통사 구조로 제시되고 있다.4연으로 구성된 이 시

에서,‘시간’은 4번 열거되면서 그 계기 이고 선형 인 특성이 강조되고

있다.더구나 서술어가 생략된 채 “시간과”로 종결되고 마는 이 시는 “그

리고 그리고로만”끊임없이 흐르는 시간의 지속성을 더욱 효과 으로 보

여주고 있다. 실 세계에서의 선조 시간은 결코 후진하지 않고 서로

섞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실 ‘시간’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화에서의 시간의 흐름 역

시 계기 이고 선형 인 시간을 바탕으로 상의 흐름을 이끌어 나간다.

다시 말하면 화에서의 시간의 흐름은 연 기 순으로 사건을 배열해 가

는 과정에서 선행하는 이미지를 후행하는 이미지가 잠식하는 방식으로 연

쇄를 일으켜 선형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따라서 화에는 재 시제만이

존재하게 된다.이 시에서도 “갈 길을 가는”“올라가는”“남기는”“반복되

는”“발자국을 는”의 ‘ㄴ/는’즉 ‘시간’을 나타내는 재 형형의 시제는

화의 시간 흐름과의 일치를 보여주고 있다.시간의 ‘행진’은 쉼 없이

“반복되”지만 화에서의 ‘시간’은 언제나 스크린 상의 흐름과 함께

진행되는 것이므로 오직 재형만이 가능해지는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재형의 계기 ‘시간’에 의해 화는 서사를 핵으로 삼는 술이 된다.

97)월터 J옹,앞의 책,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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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계기 이고 선형 인 19세기 시간 이 무 지면서 20세기에 새

롭게 두된 분 이고 편 인 시간 은 철학은 물론 술 반에 큰

향을 미치게 된다.특히 이러한 시간 은 화 술에 지 한 향을

미치게 되는데,이로써 아놀드 하우 (ArnoldHauser)는 “ 화의 수법과

새로운 시간개념의 특징은 무나 완 히 일치하는 것”98)이라고 하면서

20세기를 “ 화의 시 ”99)로 부른 바 있다.따라서 화는 통 인 시간

질서에 맞서 스크린이라는 한 공간 에 각기 다른 시간을 나열시키는 시

간과 공간의 유동성을 그 본질로 하게 된다.그것은 화에서의 시간이

몽타주라는 편집 원리에 의해 단되어 분 성을 갖기 때문이다.즉 “

화는 쇼트 내에서-빠르게,느리게 혹은 액션으로 다가가거나 물러섬에 의

해-그리고 쇼트들 간의-시간 혹은 공간 순서를 변화시킴에 의해-시

간과 공간을 왜곡”100)시키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다.그러므로 하우

는 “새로운 시간개념의 기본요소는 <同時性>이며 그 본질은 시간 요소

의 공간화”101)라고 하 던 것이다.이러한 ‘동시성’과 ‘시간의 공간화’로 인

해 분 되고 편화된 화의 시간은 과거와 재와 미래를 뒤섞어 시간

의 흐름을 자유롭게 해 주고,인간은 이러한 시공간성으로 상상의 세계

를 자유로이 넘나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4시간 1,440분 86,400 가,차례로

검토되고 있다

86,400 의 계가,살을 내놓고

옷을 벗는다 그리고 과거가 소집당하고 있다

독립할 수 없었던 미래가,아 순진한

미래가 체포되어 식탁 에 오르고 있다

-｢무서운 사건｣부분

98)A.하우 ,백낙청·염무웅 공역, 文學과 藝術의 社 史-現代篇 ,창작과비평사,1974,241쪽.

99) 의 책,229쪽.

100)아모스 보겔,앞의 책,113쪽.

101)A.하우 ,앞의 책,2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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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사건｣은 오규원이 인식한 근 시간 을 확인할 수 있는 시

이다.‘24시간 1,440분 86,400 ’와 같이 계량화되고 수치화된 근 시간

은 계기 이고 선형 인 시간 의식을 불연속 인 것으로 해체하 다.

통 이고 자연 인 시간은 원래 그 사슬에 의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계’에 있었지만,근 이고 인 인 시간 에 의해 이제 시간은 그

“육신이 부서지”게 된 것이다.따라서 이 시의 제목인 ‘무서운 사건’은 시

간을 분 시켜 “과거가 소집당하고”“미래가 체포되어” 재라는 “식탁

에 오”르게 된 근 의 시간 을 상징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시간 에서 화 술이 갖고 있는 시간의 분 특성과

그 효과를 짐작할 수 있다.특히 불연속 인 근 의 시간 에 의해 분

되고 편화된 시간은 화의 서사를 고정시키지 않고 재빠르게 움직이게

만든다.따라서 서사를 핵으로 삼고 있는 화에서도 유기 인 연속성을

상실한 서사가 가능해지고,오히려 그러한 서사가 더욱 속도감 있게 개

되는 것이다. 한 화는 실 인 문맥에서 벗어난 불연속 인 서사로

비논리 으로 결합된 돌연한 이미지를 제시함으로써 더욱 환상 이고

실 인 효과를 얻게 된다.

이러한 화에서의 분 시간 논리는 공간 논리로도 확 된다.그것

은 시간과 공간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일종의 지속체이기 때문이다.특

히 3차원의 무한하고 다층 인 실 세계가 네 변으로 한정된 평면 스크

린 공간과 동일시되는 화 술에서는 공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여 주

는 ‘공시성’을 그 특징으로 하게 된다.그것은 카메라 시선에 의한 잦은

공간 이동과 몽타주에 의한 쇼트의 연속 교체가 화의 움직임을 진행

시키는 화의 양식 수단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따라서 공존할 수 없

는 시간의 편린을 모아 이미지를 보여 주는 화는 공존할 수 없는 다양

한 공간의 편린까지 조합하고 재배열하여 보여주게 된다.이것은 곧 실

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 화에서는 새롭게 창조된다는 것인데,

쿨 쇼 (LevKuleshov)는 이 게 인 인 공간을 창조하는 몽타주

의 효과를 “‘인 풍경(artificiallandscape)’혹은 ‘창조 지형학

(creativegeography)’”102)이라고 불 다.이러한 ‘공시성’의 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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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cinematicterrain)때문에 화에서는 스크린이라는 한 공간 에

다양한 삶의 양상을 제시하거나 한 주제에 한 복합 인 을 동시에

표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수은주 속으로 창백한

미래가 기어오르고

바람이 의자 에서

쓰러진 시간의 다귀를

추리고 있다.

-｢ 황 B｣부분

｢ 황 B｣는 ‘시간의 공간화’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이다.이 시에서

‘과거’라고 하는 ‘시간’은 이미 “쓰러진”존재가 되어 재 ‘의자 ’공간

을 유하고 있다.‘미래’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시간’역시 ‘수은주 속’에

서 “기어오르는”“창백한”존재가 되어 우리 앞에 제시되고 있다.즉

‘시간’은 흐르는 방향과 상 없이 연속성을 잃은 채 시간상의 한 지 에서

다른 지 으로 움직이는데,이때 ‘시간’은 공간 안에 존재하는 구체 인

사물로 시각화되어 이미지로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시간의 공간화’의 양상은 화의 공간 의식에서 유래한 것이다.

앞서 말했듯,새로운 시간 개념의 기본 요소로 ‘동시성’과 ‘시간 요소의

공간화’를 들었던 하우 는 이 ‘동시성’과 ‘시간의 공간화’를 근거로 “

술의 시간범주가 화의 정신에서 태어난 것”103)이라고 하 다.물론

‘시간의 공간화’는 공간이 구체화되기 한 필요 조건이 곧 시간이라는 시

공간의 본질 인 특성에서 연유된 것이다.그러나 그것은 스크린이라는

공간 에 상화되는 화가 한 시간의 운동 속에서 존재하는 시간

술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시간 술이 시간을 나타내는 방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하나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기 하여 청각을 매개체로 삼는 방식이다.즈와트

102)김용수, 화에서의 몽타주 이론 ,열화당,2006,22쪽.

103)A.하우 ,앞의 책,2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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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Zwart)의 견해 로 “공간이 특히 시각의 매개체임과 동시에 시간은

특히 청각의 매개체”104)이기 때문이다.그동안 “소리를 구별하는 데는 계

기의 순서에 의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105)이었기 때문에, 통 인 시간

술들은 청각을 매개체로 하여 계기 이고 선형 인 시간 배열을 보여

것이다.다른 하나는,‘시간의 공간화’방식이다.이것은 치가 다른 공간

을 병치시켜 시각 으로 보여 주는 방식이다.“시간의 본질은 계기성,공

간의 본질은 병치성”106)에 있기 때문에,시간이 공간화된다는 것은 계기

질서가 병치 질서로 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통 인 시

간 술과는 달리,근 가 낳은 시간 술인 화에서는 시간의 경과를

청각의 방식으로만이 아니라 ‘시간의 공간화’방식으로도 표 하게 된다.

이처럼 공간이 조합되고 재배열되는 과정에서 비계기 으로 시간의 병치

가 이루어지는데,이 ‘시간의 공간화’방식으로 인해 화는 다른 시간

술과 차별화된다.따라서 시간 인 것과 공간 인 것이 결합된 4차원

시간·공간 성격에 해 언 했던 하우 가 “ 화와 다른 술 간의 가

장 근본 인 차이는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유동 이라는 ”107)을 들었던

것이다.

고요한 환상의

출장소

뜰,뜰의

달콤한 구석에서

언어들이

쉬고 있다.

추상의 나뭇가지에

살고 있는

언어들 의

몇몇은

104)P.J.Zwart,권의무 역, 時間論 ,계명 학교출 부,1983,50쪽.

105) 의 책,50쪽.

106)이승훈, 시론 증보 ,고려원,1990,394쪽.

107)A.하우 ,앞의 책,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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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나뭇가지 사이를

날아다니다

떨어져 죽고.

나의

고장난 수도꼭지에서도

뚜욱 뚜욱

언어들이 죽는다.

건강한 언어의

아이들은

어미의 둥지에서

알을 까고,

고요한 환상의

출장소

뜰에

새가 되어

내려와 쉰다

의식의

고장난 수도꼭지에서

쉰다.

-｢몇 개의 상-Ⅱ.환상의 땅｣부분

‘환상의 땅’이란 부제가 붙어 있는 ｢몇 개의 상｣에는 실 인 환상

세계와 무의식 세계를 자유로이 탐사하는 오규원의 시공간에 한 의식과

그의 언어 이 드러나 있다.‘환상의 땅’에서 ‘나뭇가지’처럼 딱딱한 념

으로 굳어진 ‘추상’의 ‘언어’는 “날아다니다/떨어져 죽”게 된다.‘언어’가 죽

지 않고 살아남아 편히 쉴 수 있는 곳은 ‘고요한 환상의 출장소’인 ‘뜰’과

‘고장난 수도꼭지’뿐이다.그런데 이 시에서 ‘고장난 수도꼭지’가 요한

것은 의식의 출구인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야만 비로소 자유 연상에 의

한 ‘의식의 흐름’수법이 작동되어 무의식과 ‘환상’세계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무의식에 근하기 하여 실주의자들이 시한 기법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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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연상(freeassociation)’‘자동기술법(automatism)’‘의식의 흐름(stream

ofconsciousness)’등이었다. 한 피터 스톡웰(PeterStockwell)이 말한

것처럼 “러시아 형식주의자의 개념인 낯설게 하기(defamiliarisation)와 동

시 에 나타난 실주의자들이 추구했던 신 인 소격(estrangement)

은 무의식의 세계에 근하기 ”108)한 것들이었다.이 기법들은 모두 의

식 세계의 논리 인 사고 과정보다 무의식이나 잠재의식 세계의 심리 인

사고 과정을 시하면서 무의식을 통한 의식의 교란과 비합리 이고 비논

리 인 것들과의 소통을 시하 다.따라서 실주의는 로이드의 도

움을 받아 심상을 재창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법들을 통해 이성과 논

리에 통제되지 않은 꿈과 무의식과 잠재의식의 세계를 표출할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환상과 무의식을 진정한 실체로 보았던 앙드 르통

(AndreBreton)은 이 ‘자유 연상’과 ‘자동기술법’에 의해 이성과 도덕의 장

애를 받지 않고 마음을 표 할 수 있는 술이 창조된다고 보았다.

실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오규원 역시 심리 연상에 기 한 ‘언어’

를 시하 다.｢몇 개의 상｣에서 드러난 것처럼,이러한 ‘언어’는 ‘환상’

의 장소에서만 ‘건강한 언어’가 되고 ‘알’에서 부화하여 ‘새’로 비상하게 된

다.그것은 이연승의 말 로 “환상이란 작가나 시인의 실 긴장력을 완

화시키고 매혹 인 방식으로 시인의 상상력에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장

”109)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이처럼 이성과 념과 논리 심의 ‘언어’

에서 벗어난 ‘환상의 땅’에서는 시 자아의 페르소나(persona)가 자유롭

게 해방된다.따라서 오규원은 ｢몇 개의 상｣에서 꿈과 무의식,상상과

환상의 내 충동이 ‘환상의 땅’이라는 자유로운 시공간에서 표 될 때 억

압된 상상력과 감수성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환상’세계는 “기억과 무의식 욕망에 뿌리를 둔 의 제례

의식(ritual)”110)인 화 술 세계에서 가장 효과 으로 드러난다. 화는

편집의 메커니즘으로 시간과 공간을 변형하고 해체하여 꿈과 무의식의 세

108)JoannaGavinsandGerardSteen,CognitivePoeticsinPractice,LondonandNew York,

Routledge,2003,p.14.

109)이연승,앞의 책,176쪽.

110)아모스 보겔,앞의 책,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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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자유롭게 탐사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한 외부 세계로부터

차단된 극장의 불이 꺼지고 스크린에 빛이 쏟아지면서 시작되는 화의

“심리 ·환경 요인은 경이에 한 개방성을 조장하고 무의식이 자유롭

게 활동할 수 있는 마법 공간을 제시”111)해 주기 때문이다.더구나 앙

드 바쟁이 지 한 것처럼 “사진술은 실주의 창조에 있어 특권

인 기술을 표하는데 그것은 사진이 자연과 같은 성질을 지닌 상,즉

진정한 환각을 실 시키는 것이기 때문”112)이다.이러한 이유로 무의식과

‘환상’세계는 화라는 매체를 필요로 했던 것이다.

카메라의 발명은 인간의 ‘’을 획기 으로 변화시켰다.카메라는 원근

법의 획일 인 시선으로부터 인간의 ‘’을 해방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 감지하지 못하는 세계까지도 포착할 수 있게 해 주었다.벤

야민이 “정신분석학을 통해 충동의 무의식 세계를 알게 된 것처럼 우리

는 카메라를 통하여 비로소 시각의 무의식 세계를 알게”113)되었다고

말했듯이,카메라의 뷰 인더의 시각으로 세계에 근하는 화는 실을

핍진하게 보여 뿐만 아니라 고정된 인간의 시선에서 벗어난 시 의 자

유로움으로 실 머의 새로운 세계까지 보여 주었다. 한 “카메라-특

히 무비 카메라는 심이 없음을 보여주었다.카메라의 발명은 인간들의

보는 방법을 바꾸어 놓은 것이다.”114)라는 존 버거의 말과 같이, 화는

시간과 공간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시 의 자유로움과 그로 인한 새로

운 상상력으로 상상과 환상,비 실과 실의 세계를 보여주게 된 것이

다.따라서 근 시간 개념의 요한 특징으로 ‘동시성’과 ‘시간의 공간

화’를 말했던 하우 는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화 기법으로 클로즈

업(close-up), 래시백(flash back),이 노출(doubleexposure),몽타주

(montage)등을 들었다.115)

111) 의 책,15쪽.

112)앙드 바쟁,앞의 책,23쪽.

113)발터 벤야민, 발터 벤야민의 문 이론 ,앞의 책,224쪽.

114)존 버거,하태진 옮김, 어떻게 볼 것인가 , 미학사,1995,21쪽.

115)A.하우 ,앞의 책,2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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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안의

창,

창 안의

아,불빛.

그 에

동그란 한

구름,

구름 같은 언어의

脫籍.

-｢김씨의 마을-4.당신의 땅｣부분

오규원의 기시에서도 이러한 다양한 카메라 기법이 발견되는데,｢김

씨의 마을｣은 시각의 무의식 세계가 클로즈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는 시이다.｢당신의 땅｣을 부제로 가진 이 시는 익스트림

클로즈업(extremeclose-up)기법이라는 고도의 정 한 시각 이미지로

제시되고 있다.즉 즈라는 ‘’이 ‘그 ’의 ‘→창→불빛→구름’의 세계

를 극단 으로 클로즈업하여 장면별로 순차 으로 포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세계는 실 세계가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이다.이 듯 오규원은

극단 인 클로즈업 기법을 통해 의식이 작용하는 자리에 무의식을 놓음으

로써 환상 인 시공간을 구축할 수 있었다.

클로즈업은 카메라의 ‘’으로 피사체를 확 하고 그것을 강조하여 제시

하는 기법이다.따라서 클로즈업은 인간의 시각 경험의 범 를 확장시켜

인간이 감지하지 못한 물질의 새로운 구조를 보여 다. 한 클로즈업은

인간보다 뛰어난 공간 이동 능력으로 인간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공간을

보여주기도 한다.이처럼 클로즈업은 인간 신체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인

간이 자신의 신체와 연결된 공간 지각을 상실하게 함으로써,인간의 지각

과 사고를 심화시키고 그 지평을 확장시키는 도구가 된다.물론 이러한

클로즈업의 시공간성은 직유나 은유 등 화 수사학에서의 양식 수단

으로 작용한다. 한 클로즈업은 환상이나 무의식 세계를 보여 주면서 고

조된 박진감과 낯선 충격으로 극 효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시각 명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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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까지도 증진시켜 다.

따라서 ｢당신의 땅｣의 시 공간에서도 ‘→창→불빛→구름’으로 확장

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시각을 넘어선 시각 명쾌함을 얻을 수 있다.그

러나 이 시가 흥미로운 것은 ‘ 안’이 곧 ‘언어의 脫籍’ 상이 일어나는

공간이라는 이다.따라서 이 ‘ 안’은 ‘언어’가 소멸되고 이미지가 펼쳐

지는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즉 즈의 시선으로 이미지가 펼쳐지면서

새로운 상상력이 창조되는 화 공간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1벽 龍田里를 알고 떠난 자는

제각기 다른 곳에서 용 리가 된다.

있을 때보다 더 깊은 빛을 하고

뒤에서 용 리에게 답한다.

2밤이 되면 용 리는

밤 바다의 섬모양 신이 떠오르고

떠난 자들이 켜놓은 용 리의 불빛은

섬 기슭 풀밭의 이슬이 되어 여문다.

3그 몇 방울은 섬 기슭에서

뜨고 잠든 우리의 에 떨어져

꿈도 없는 몇 시간을 다시 깨운다.

-｢고향 사람들｣ 문(숫자는 인용자가 붙인 것임)

고향 ‘龍田里’를 떠나 각각 타향살이를 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

들을 묘사하고 있는 ｢고향 사람들｣에는 오버랩(overlap)에 의한 이 노출

기법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오규원의 기시 에서 드물게

통 인 서정시 형식을 갖추고 있는 이 시를 화 에서 살펴보면,

이 시는 계기 이고 선형 인 시간 구성을 갖는 3개의 신(scene)으로 나

어진다.2의 “밤이 되면”으로 미루어 보아,1에는 ‘밤’이 되기 ‘용

리’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3에는 ‘밤’이 되자 잠자리에 들었다가

‘龍田里’의 ‘꿈’을 꾸고 깨어나서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용 리’사람들

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물론 2의 ‘龍田里’의 모습은 ‘꿈’속 장면이다.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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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2와 3은 오버랩 화면이다.그것은 2와 3이 ‘밤’이라는 동일한 시간으

로 연결되고,2의 ‘이슬’이 3의 ‘몇 방울’과 동일한 이미지로 연결되고 있

기 때문이다.더구나 2의 ‘불빛’은 그곳 ‘섬 기슭 풀밭의 이슬’이 되었다가

3에 와서는 ‘물’이 되어 “떨어져”내린다.이처럼 반짝임이라는 유사성

으로 ‘불빛=이슬= 물’의 은유로 오버랩이 되고 있는 이 이 노출 기법은

수구 심(首丘初心)으로 불면하는 사람들의 향수와 회한의 정서를 효과

으로 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 노출은 ‘공시성’을 구축하기 한 분할 화면의 한 기법이다.

인 인 임의 조작으로 서로 다른 두 상이 동시에 재 되는 이

노출은 두 화면의 도가 고정된 오버랩 상태에서 꿈이나 무의식 등의

자연 정신 세계를 그리거나 인물의 내 심리를 암시하는 표 수단이

된다.이러한 이 노출은 랑수아 조스트(FrancoisJost)가 구분한 화

를 서술하는 네 가지 방법 하나인,“같은 임에 동시 행 가 공

존하는 방법”116)에 해당한다. 한 이 노출은 한 화면이 사라지면서 동

시에 다른 화면이 차로 나타나는 장면 환 기법으로도 사용된다.즉

첩된 두 이미지 화면의 도가 바 며 시간 배경이 이동하는 디졸

(dissolve)상태에서 시간의 경과,과거 회상,장소의 이동,이미지의 연결

등에서의 극 변화를 한 기법이 된다.

1잠 못 이룬 새벽 2시쯤

산기슭에 자리 잡은 조그만 집의

조그만 방의 새벽 2시쯤

그때마다

집 의 계곡이 밤을 견디며

쿨룩 쿨룩 기침하는 소리를

듣곤 했다고

몇 년 만에 下釜한 나에게

116) 랑수아 조스트는 화를 서술하는 데 네 가지 고유한 방법이 있다고 하 다.그것은 첫째,

동일한 화면 역에 동시 행 가 공존하는 것 둘째,동일한 임에 동시 행 가 공존하는

것 셋째 동시 행 를 연속 으로 제시하는 것 넷째,동시 행 의 교차편집을 말한다.(앙드

고드로·랑수아 조스트,송지연 옮김, 화서술학 ,동문선,2001,17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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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말했다

나는 그때 당신의 이

내 오장을 훑어가는 것을

보고 있었다.

당신은 담담한 얼굴로

무서운 사실을 얘기하고,

2고층 건물의 모진 구리에 걸려

기울어진 하늘이나

어딘가 쓸쓸한 도시의 창문들의

어깨를 매일 보는 나지만,

3 망이란 말이 쉽지

어디 발에 차이는 돌멩이 같은가.

그리고 매일

바람에 흔들리며 부르르 떨고 있는

나뭇잎의 새 랗게 질린 표정을

과연 몇 사람이 보고 있을까.

-｢무서운 계 ｣ 문(숫자는 인용자가 붙인 것임)

오규원의 기시 에서 다분히 서사 성격을 갖고 있는 ｢무서운 계

｣에서는 화 래시백 기법과 유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이 시의

서사 개 방식은 카메라가 시공간의 이동을 과감하게 시도한 화 장면

개 방식과 유사하다.따라서 화 으로 보면 이 시는 재-과거-

재의 서사 구조를 갖는 3개의 신(scene)으로 나 어진다. 재 장면은

몇 년 만에 부산에 내려간 ‘나’가 아마도 아버지가 될 듯싶은 ‘당신’과

화를 나 는 1의 장면이다.‘당신’은 ‘새벽 2시’에 “산기슭에 자리 잡은 조

그만 집의/조그만 방”에서 “계곡이 밤을 견디며/쿨룩 쿨룩 기침하는 소

리”를 들을 때의 고독감에 해 이야기한다.그때 ‘나’는 2의 래시백 기

법에 의해 ‘고층 건물’에 둘러싸인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던 과거를 섬

처럼 회상하게 된다.

3은 과거 회상에서 되돌아온 재 장면이다.이 재 장면에는 아버지

의 고독으로부터 시 자아가 깨달은 내 독백이 드러나 있다.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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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이란 말이 쉽지/어디 발에 차이는 돌멩이 같은가.”라는 독백은 화

의 내 이션으로 볼 수 있다.‘나’가 ‘도시’의 쓸쓸한 ‘창문’을 바라보며 고

독에 잠기는 것은 단순한 센티멘털일 뿐 ‘당신’이 느끼는 고독의 경

지에는 결코 이르지 못한다는 깨달음인 것이다.이처럼 요한 깨달음의

순간에 오규원은 은유법을 사용하여 유사성에 의한 이미지로 그 의미를

응축시키고 있다.즉 추상 념인 ‘망’을 ‘발에 차이는 돌멩이’117)와

‘나뭇잎의 새 랗게 질린 표정’이라는 구체 이미지로 체하여 ‘당신’이

느끼는 망감의 깊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래시백 기법 역시 시간성과 논리성을 거부하면서 쇼트 간 의

미론 상호 작용을 유발하는 표 인 화 기법이다.그것은 재 시제

로 진행되는 화에서 회상이나 추억 등 과거의 일을 묘사하는 래시백

화면이 재 쇼트와의 연 기 ,논리 계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화

서술의 시간성을 분석한 제라르 쥬네트(GerardGenette)는 화의 시간

구성 방법을 ‘순서(order)’,‘지속(duration’),‘빈도(frequency)’로 나 고,다

시 시간의 ‘순서’를 이야기 서술의 의도에 따라 ‘후진(flashback,시청각

회고)’,‘진(flashforward,미래 고)’,‘혼재(mixed)’로 나 바 있

다.118)이 래시백은 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인과 계나 인물의

심리 인과 계를 암시하거나 과거 사건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해명해

주는 수단이 된다.

 

2)의미의 응축과 확산으로서의 몽타주 기법

화의 상은 야콥슨이 지 한 것처럼 근본 으로는 시 수사학의 환유

와 비슷한 특성을 갖는다.그것은 사진 지시성을 갖는 상 이미지가

실 시공간 이미지에 해 인 인 계를 갖기 때문이다. 한 그것은

화가 실 시공간의 일부를 떼어낸 쇼트의 이미지들을 배열하고 시

117)“어디 발에 차이는 돌멩이 같은가”에는 ‘같다’라는 매개어가 사용되었으므로,이 시에 쓰인 수

사법은 직유법이다.그러나 필립 라이트(PhilpWheelwright)는 직유를 은유의 큰 틀 안에서

이해한 바 있다.

118)서정남,｢ 화의 서사 시간성 연구｣, 화연구 14호,한국 화학회,1998.12.,364-3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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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서사를 진행해 나가기 때문이기도 하다.이미지 편집 과정에서의 쇼트

와 쇼트의 조형 연결도 환유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이유가 된다.

그러나 화는 이미지의 인 과 을 통한 환유 특성을 지닌 서사

매체로만 간주되는 것이 아니다.오히려 술 심미성이 돋보이는 화

는 의미론 ,심미 측면에서 은유 특성을 갖게 된다.그것은 환유가

이미지와 의미를 시공간 인 계로 단순하게 제시하는 데 비해,은유

는 의미론 유사성이나 비유사성의 원리로 이미지와 의미를 변환시켜 제

시하기 때문이다.이미지가 자연스러운 진행을 넘어서는 순간에는 서사가

잠시 정지하고 그러한 이미지의 배후에서는 시 이 이루어진다.물

론 그러한 이미지는 특정한 의미로 환원되는 것을 거부하게 된다.

따라서 시와 화의 상호 련성의 근거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시

의 은유와 화의 몽타주119)이다.은유와 몽타주의 유사성은 화 이론가

들에게서뿐만이 아니라 언어학자들이나 문학 이론가들에게서도 주장되었

다.야콥슨은 은유와 환유의 개념을 화 미학과의 상 성 속에서 언 하

고 있다.그는 “고도로 발 한 ‘(shot)’의 촬 각 원근법과 의 변

환 능력은 제유를 통한 ‘확 ’와 환유를 통해 ‘장면 설정(set-up)’ 반에

무후무한 다양성을 분화시켰다.찰리 채 린이나 에이젠슈테인이 제작

한 화에서는 그런 기법이 기발한 ‘은유 몽타주’를 거쳐서 랩 디졸

(lapdissolve),즉 화 직유(直喩 filmicsimile)와 첩된다.”120)라고 하

면서, 화는 근본 으로 환유 이지만 특정 몽타주는 은유 일 수 있다

고 하 다.

리처드슨 역시 “ 의 문학 장르 가운데는 시가,특히 이미지의 사용

과 연상 논리의 사용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화에 가장 가까운 것 같다

119) 화 미학의 요한 축을 이루는 것은 미장센(mise-en-scène)과 몽타주(montage)이다.일반

으로 화에서의 미장센은 임 내부의 공간을 구성하는 것 즉 세 ,의상,조명,인물 배치,

배우의 동작,동선 등으로 특정 장면의 화면 속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에 비해

‘모으다’라는 뜻에서 유래한 몽타주는 쇼트와 쇼트를 결합하여 화 시공간을 만들어 내는 편

집 기법에 해당한다.에이젠슈테인에 의하면 “쇼트는 몽타쥬의 세포이다.”(에이젠슈쩨인, 양

편역, 이미지의 모험 ,열린책들,1990,120쪽.)따라서 몽타주는 기본 으로 필름의 잘린 단편들

의 결합 즉 한 번에 지속 인 카메라 작동으로 촬 된 쇼트들의 연속 인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그 지만 이와 반 로 몽타주는 따로따로 촬 된 필름 이미지들의 병치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120)로만 야콥슨·모리스 할 ,박여성 옮김, 언어의 토  ,문학과지성사,2009,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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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라고 말하면서,에즈라 운드(EzraPound)의 시 ｢지하철 정거장에서

｣를 세르게이 에이젠슈테인(SergeiEizenshtein)의 화 ≪ 업≫과 비교

한다.그는 ‘군 속의 얼굴들의 환 /젖은 검은 가지에 달린 꽃잎’이라는

문 2행의 시를 분노로 동요하는 군 쇼트와 그 다음에 무 져 내리는

빙산 쇼트의 몽타주와 비교하면서,이 두 작품에서 은유를 통해 나타난

‘군 ’과 ‘꽃잎’,‘군 ’과 ‘빙산’이라는 이미지의 유사성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화 몽타주와의 상 성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필립

라이트(PhilipWheelwright)의 은유 개념이다. 라이트는  隱喩와 實在

 ”122)에서 은유를 ‘치환 은유(外喩,epiphor)’와 ‘병치 은유(交諭,diaphor)’

로 구분한 후,두 은유의 양면 작용에 해 설명하 다.그에 의하면 “

자는 비교를 통한 의미 탐색과 확 작용이며,후자는 병치(juxtaposition)

와 합성(synthesis)에 의한 새로운 의미의 창조 작용이다.즉 ‘치환 은유’

는 유사 연상 계에 근거하여 단순하게 어휘를 선택· 체함으로써 원

념의 이미지를 보조 념으로 선명하게 연결시켜 주는 기법을 말한다.

반면에 ‘병치 은유’는 원 념과 보조 념의 계를 주 이고 격 으로

사용하는 기법이다. 라이트는 “가장 순수한 교유는 비모방성 음악과

부분의 추상화에서 어김없이 찾아볼 수 있다.”123)라고 하면서,치환 은유

의 유사성보다는 병치 은유의 비유사성과 격성을 더 강조하 다.

인식의 마을은 회리바람이더라 흔들리는 언어들이더라

무장한 나무들이더라

공장에선 석탄들이 결사 이더라

인식의 마을은 겨울이더라 강설이더라

바람이 동상에 걸린 가지를 자르더라

싸늘한 싸늘한 설기더라 밤이더라

-｢인식의 마을｣ 문

121)로버트 리처드슨,앞의 책,36-37쪽.

122)필립 라이트,김태옥 역, 隱喩와 實在 ,문학과지성사,1982,69쪽.

123) 의 책,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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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마을｣은 ‘치환 은유’에 의해 이미지가 개되고 있는 시이다.

그것은 ‘인식의 마을’이 다양한 체 념으로 열거된 데서 찾아볼 수 있

다.오규원은 ‘인식의 마을’이라는 에 보이지 않는 념 상을 ‘A=B’

라는 ‘치환 은유’를 사용하여 구체 이고 즉물 인 이미지로 선명하게 시

각화하고 있다.즉 그가 끌어온 체 념은 ‘회리바람’‘흔들리는 언어’

‘무장한 나무’‘겨울’‘강설’‘설기’‘밤’등으로,이들 체 념들은 모두

“결사 이”고 “싸늘한”이미지의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이처럼 각각의

체 념들이 동일한 이미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과정에는 오규원이

갖고 있는 형이상학 인 인식론에 한 부정 견해가 드러나 있다.따라

서 그 형이상학 인 세계에서 추상 인 ‘인식’에 의해 ‘결사 ’으로 차가워

지려는 ‘언어’는 늘 “흔들리는”언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은유와 몽타주의 연 성 측면에서 보면 이처럼 각 체 념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동일한 이미지를 반복해서 만들어 내는 ‘치환 은유’는

‘연결 몽타주(montageoflinkage)’124)와 유사성을 갖는다.의미론 유사

성에 의해 개되는 ‘연결 몽타주’는 쿨 쇼 가 기 하고 세볼로트 푸

도 킨(VsevolodPudovkin)이 발 시킨 화 편집 원리이다.쿨 쇼 는

하나의 쇼트에 다른 쇼트를 연결할 때 쇼트들의 이음매가 에 띄지 않도

록 연속성(continuity)을 보장하면서 이야기를 순차 으로 시키는 몽

타주의 구성 방법을 ‘벽돌쌓기’의 원리에 비유하여 언 한 바 있다.쿨

쇼 의 몽타주 이론을 필름 단편들의 연쇄라는 ‘구조 편집’개념으로 체

계화시킨 푸도 킨 역시 몽타주의 힘을 “독립된 들을 규합하여 총체

이고 단 없는 연속 움직임을 시각화하는 것”125)으로 보고 이것을 ‘연결

몽타주’라고 불 다.이 ‘연결 몽타주’쇼트들의 유사 연상 계에 의해

화의 의미는 단일한 결론으로 선명하게 응축되고 수렴되는 효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인식의 마을｣에서의 ‘회리바람’‘흔들리는 언어’‘무장한 나무’

124)연결 몽타주는 조합과 통일의 몽타주라고도 불린다.

125)V.I.Pudovkin,“OnMontage”,trans.P.DartandA.Rossol,Pudovkin'sFilmsandFilm

theory,byPeterDart,NewYork:Arno,1974,p.162.안숭범,앞의 논문,54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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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강설’‘설기’‘밤’등 각 쇼트들 역시 ‘연결 몽타주’에 의해 편집된

이미지로 볼 수 있다.그런데 오규원은 ‘흔들리는 언어’‘인식’‘인식의 마

을’등에 해 갖는 부정 인 과 달리,“석탄들이 결사 ”인 상태에

놓여 있는 ‘공장’에 해서는 정 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그것은 ‘석

탄들’이 차가운 ‘인식의 마을’에 불을 지펴 ‘동상에 걸린 가지’의 생명력을

회복시켜 것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자아의 내면 의식이라는 캄캄한

맥 속에 매장되어 있던 ‘석탄들’은 ‘념’과 ‘인식’에 물들지 않은 원시 인

‘언어’를 상징한 것으로 볼 수 있다.오규원은 이 ‘언어’가 “결사 ”인 힘

으로 ‘공장’에서 나와 비생명의 공간인 ‘인식의 마을’을 회복시켜 것을

염원하고 있는 것이다.

언덕

비극의 내 생가.

나의 과거를

부르는 놈은

숲에서 뛰어나온

나체의 산이다.

집 창문으로 들어온

산돼지다.

뜰의 나무 잎 뒤에서

방의 벽지 뒤에서

노려보는 놈은

꽃이 될 비극이다.

쎄,당신은 모른다니까

내가 무슨 노래를 하는지,

쎄,이빨 사이에 끼인

죽은 바다는 빼냈다니까.

-｢정든 땅 언덕 ｣부분

반면에 ｢정든 땅 언덕 ｣는 ‘병치 은유’에 의해 이미지가 개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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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이다.이 시에서 1연과 2연은 의미 생성의 연결고리를 잃어 논리상

맥락이 맞지 않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따라서 이 시의 제목 ‘정든

땅’은 길들여지고 습화된 념의 세계를 의미하게 된다.그리고 그 ‘언

덕 ’에 있는 내 ‘생가’는 1연에서처럼 당연히 ‘비극’인 것일 수밖에 없

다.다만 이 념의 집에서 “나의 과거를/부르는 놈은”“숲에서 뛰어나온/

나체의 산”과 “ 집 창문으로 들어온/산돼지다.”물론 “나의 과거를 부르

는 놈”인 “숲에서 뛰어나온/나체의 산”과 “ 집 창문으로 들어온/산돼지”

사이에는 실 이고 합리 인 연 성도 없고 논리 인 인과 계도 보이

지 않는다.그러나 원 념과 체 념들이 서로 겹쳐지면서 제3의 강렬

한 의미가 생성되고 있다.서로 길항하고 충돌하는 생경한 이미지가 ‘낯설

게하기’를 효과 으로 수행해 내었던 것이다.

따라서 ‘나’는 ‘산’과 ‘산돼지’덕분에 선입견이나 고정 념이라는 ‘과거’

의 세계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된 의미를 창조하게 된다.그러나 아직

도 념에 젖어 있는 ‘당신’은 “내가 무슨 노래를 하는지”결코 “모른다.”

그러므로 입 밖으로 나와 ‘노래’가 되지 못하고 “이빨 사이에 끼이”고 만

념의 언어는 ‘죽은 바다’의 ‘죽은 언어’가 되고 만다.이처럼 오규원은

념의 언어를 ‘죽은 바다’로 체하여 ‘병치 은유’를 통한 이미지의 비약

을 보여주고 있다.“모호한 이미지에도 명확한 이미지만큼이나 필수 이

고 완벽한 의미가 있다.”126)라는 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René

Magritte)의 말처럼,이 시가 더욱 감각 인 인상과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병치 은유’때문이었다.

이러한 ‘병치 은유’의 수사 기능은 화의 ‘충돌 몽타주’와 연 성을

갖는다.이질 인 각 쇼트 A와 B가 서로 충돌을 일으키면서 변증법 으

로 제3의 의미인 C를 생성해 내는 것이 바로 ‘충돌 몽타주(montageof

collision)’127)이다.즉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는 ‘연결 몽타주’가 경험의 반

복과 이라는 측면에서 주제를 효과 으로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한다

126)JoannaGavinsandGerardSteen,CognitivePoeticsinPractice,LondonandNew York,

Routledge,2003,p.21.

127)충돌 몽타주는 갈등의 몽타주,갈등과 충돌의 몽타주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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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함 포템킨>의 ‘리석 사자상(獅子像)들’

면,불연속성(discontinuity)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충돌 몽타주’는 유사성

이 없는 무 한 쇼트들을 갈등을 야기하도록 병치시켜 의미를 확산시키고

비약시키는 방법이다.이러한 ‘충돌 몽타주’는 인상을 강화하고 긴장감을

높임으로써 주제를 효과 으로 극 화하게 된다.

이처럼 의미론 비유사성에 의해 개되는 ‘충돌 몽타주’는 에이젠슈테

인에 의해 시작된 기법이다.에이젠슈테인은 쇼트의 의의는 연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독립 인 효력으로 병립하는

두 쇼트들 간의 갈등과 충돌에서 진정한 몽타주가 탄생한다고 보았다.에

이젠슈테인이 갈등과 충돌을 주장한 것은 각기 다른 쇼트들을 충돌시킴으

로써 제3의 변증법 효과를 얻기 해서 다.칼 마르크스(KarlMarx)의

변증법을 술 속에서 구 한 ‘충돌 몽타주’의 유명한 는 바로 < 함

포템킨>의 ‘리석 사자상(獅子像)들’이다.<그림 2>는 민 편에 선

함의 함포 사격 후 리석 조각품인 사자상이 놀라 일어나는 장면이다.

민 의 모습과 이질 으로 병치된 사자상은 돌조차도 분노한다는 것을 보

여 주면서 민 의 분노를 은유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자상은 민 의 승

리를 암시하기도 한다.결국 이 시 스에서는 민 과 사자상이 이질 으

로 결합되어 ‘충돌 몽타주’의 효과를 보여 주는 것이다.에이젠슈테인은

“몽타쥬는 상호 독립된 화면-서로 립하는 화면들의 충돌에서 생겨난 하

나의 사상이다.즉,극 (dramatic)원리.”128)라고 하면서,이 ‘충돌 몽타주’

를 통해 논증 인 서술

을 수행할 수 있는 ‘지

화’를 주장하 다.

이러한 화 몽타주

기법과 련시켜 보면,

‘병치 은유’가 쓰인 ｢정

든 땅 언덕 ｣에도 낯

설고 돌발 인 피사체의

부딪침으로 합된 ‘충

128)세르게이 에이젠슈테인,이정하 편역, 몽타쥬 이론 , 화언어,1990,178-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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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몽타주’의 상 편집 원리가 수용된 것을 알 수 있다.“나의 과거를 부

르는 놈”인 “숲에서 뛰어나온/나체의 산”과 “ 집 창문으로 들어온/산돼

지”의 각 쇼트들이 서사 개연성보다는 념 충돌을 목표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이 같은 낯설고 이질 이고 격 인 이미지의 충돌은 정

서 인 충격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충돌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창조 으로 비약시키고 확장시키게 된다.그것은 각 쇼트들의 이미지의

간격과 단 이 크면 클수록 그 상 ,의미론 효과는 배가되기 때문이

다.따라서 이 시는 ‘과거’라는 “정든”고정 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

을 이처럼 ‘충돌 몽타주’기법을 통해 보여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충돌 몽타주’의 어울리지 않는 돌연한 이미지의 병치는 서사

거리의 개보다는 인간의 무의식을 표 하는 데 더 합한 방법이다.

따라서 이질 이고 돌발 인 ‘충돌 몽타주’의 이미지 병치는 시간과 공간

을 해체하고 롯과 내러티 를 괴하는 실주의 화의 한 기법으로

사용되었다.자아의 무의식 내면 세계를 표 한 오규원의 ｢정든 땅 언

덕 ｣역시 ‘충돌 몽타주’기법과 마찬가지로 환상 이고 실 분

기를 극 화하고 있다.

땅은 말이 없습니다.

말은 내 몸에 와 죄를 짓고

말을 무 믿는 자의 어린 신앙은

들 에 홀로 나를 잠재웁니다.

나는 오늘도 곡괭이와 그리고 땅과 함께 살기 해 어제보다 투박하고

메마른 땅을 골라 곡괭이질을 합니다.곡괭이에 옮겨진,아직은 고 단단

한 내 팔의 힘이 투박하고 메마른 땅의 표면을 뚫고 내려가 땅의 육신을

휘어잡습니다.딱 ․ 딱 ․ 딱,딱 ․ 딱 ․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내 팔의

힘은 축된 땅의 근육을 풀고 을 풀고,풀리는 을 따라 들어가

심장을 풀어놓습니다.아— 아— 아— 죄가 없는 순간과 몸과 ,죄가 없

는 심장에 나의 죄가 해지고,땅은 비로소 죄를 짓는 몸짓을 곡괭이 자

루를 통해 내 팔에 풀어놓습니다.투박하고 메마른 땅의 맥과 맥이 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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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지고 짓뭉개지고 짓뭉개진 땅의 살이 살아 움직이는 곡괭이 끝을 깎으

며 빛날 때 나는 살이 짓뭉개지는 쾌감 에 허 게 떠오르고,그래서 나

는 계속 곡괭이를 휘두르고……

-｢序 2―말은 내 몸에 와 죄를 짓고｣ 문

지 까지 언 한 ‘치환 은유’나 ‘병치 은유’와는 달리,｢序 2―말은 내

몸에 와 죄를 짓고｣는 제유(synecdoche) 성격을 가진 은유의 수사 체계

를 보여주고 있다.이 시는 사건의 진행인 서사가 아니라 1연의 진술과 2

연의 행동 묘사만으로 이루어져 있다.표면 으로만 보게 되면 이 시는

시 자아인 ‘나’가 ‘들 ’에서 ‘곡괭이’를 쥐고 ‘땅’을 고 있는 행 를 묘

사한 시에 불과하다.그러나 제유가 쓰인 시로 보고 이 시를 해석하게 되

면 이 시의 의미는 훨씬 더 확장되고 비약된다.더구나 ‘나’가 ‘곡괭이’로

‘들 ’의 ‘땅’을 고 있는 이 시를 농부의 경작 행 로 좁 해석할 수 없

는 것은 이 시에 ‘말’이라는 시어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땅’은 ‘말’이

없지만 ‘나’는 ‘말을 무 믿는 자’이므로,이 시에서의 ‘나’는 곧 언어를

“믿는”시인이 된다.따라서 ‘땅’을 시인의 경작지인 시의 체 념으로,

‘땅’을 는 도구인 ‘곡괭이’를 만년필이나 컴퓨터 자 일 수 있는 필기구

의 체 념으로 볼 수 있게 된다.이로써 ‘땅’을 는 경작 행 는 시쓰

기에 매진하는 시인의 창작 행 를 의미하게 되고,더 나아가 목표에 도

달하고자 노력하는 인간의 모든 분투 행 라는 제유 해석이 가능해진

다.

따라서 시쓰기에 한 메타시인 이 시에서 언어를 신앙처럼 믿는 시인

은 당연히 ‘땅의 육신’의 끝까지 다다르고자 한다.물론 신성한 불모지인

‘땅’을 헤치는 ‘나’의 행 는 ‘죄’를 짓는 행 라 할 수 있다.그러나 그

것은 ‘땅의 육신’에 생명을 부여하는 행 이므로 ‘나’는 그 궁극에 이르러

마침내 ‘쾌감’을 느끼게 된다.그러나 궁극에 이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이다.따라서 언어의 육체의 끝까지 도달하고자 하는 ‘나’의 동경과 갈망

은 ‘딱 ․ 딱 ․ 딱’으로 반복되는 의성어와 함께 곡괭이를 휘두르는 ‘나’

의 박하고 격렬한 몸짓으로 이어지고 있다.



- 74 -

시와 화의 유사성 측면에서 보면 제유가 수사 원리로 쓰인 이 시를

‘범주 체계’에 의한 몽타주와 련시킬 수 있다.시 수사학에서의 제유

는 데이비드 보드웰(DavidBordwell)이 말한 화의 몽타주 기법 ‘범

주 (categorical)체계’와 유사한 개념이다.129)‘범주 체계’란 주제를 부

분 혹은 범주로 나 는 방식인데,이것은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지역

인 것에서 국 인 것으로,사 인 것에서 공 인 것 등으로 개된다.

즉 ‘범주 체계’는 화 체의 형식 체계가 제유 성격을 함유한 은유

의 수사로 개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범주 체계’에 의한 몽타주 기법과 연결시킬 수 있는 이 시를

화 에서 해석해 보면,‘딱 ․ 딱 ․ 딱’이라는 의성어를 화의

외재 음향(nondiegeticsound)으로 볼 수 있다. 한 ‘딱 ․ 딱 ․ 딱’이라

는 소리의 반복과 함께 노동의 고통 속에서도 혼신의 힘을 다해 쉬지 않

고 ‘곡괭이’를 휘두르는 ‘나’의 몸짓은 슬로우 모션(slow motion)에 의한

시각화로 볼 수 있다.“그래서 나는 계속 곡괭이를 휘두르고……”의 생략

과 여운에 의한 결말은 천천히 페이드 아웃(fadeout)되는 화의 결말을

연상시키고 있다.

한편 시와 화의 유사성은 시의 은유뿐만이 아니라 시의 리듬

(rhythm)을 통해서도 나타난다.이것은 ‘치환 은유’나 ‘병치 은유’와 련

된 푸도 킨의 ‘연결 몽타주’나 에이젠슈테인의 ‘충돌 몽타주’와는 별개인

몽타주이다.몽타주가 쇼트와 쇼트의 결합에 주목하는 편집상의 기법임을

감안한다면,몽타주에서 가장 요한 요소는 쇼트와 쇼트의 간격 즉 길이

129)데이비드 보드웰 역시 특정한 몽타주의 원리를 시 수사학의 원리와 유사하게 악하 다.그는

 화 술 에서 화를 ‘서사형식 체계(narrative formalsystems)’와 ‘비서사형식 체계

(nonnarrativeformalsystems)’로 나 고,비서사형식 체계를 다시 ‘범주 (categorical)체계’,

‘수사 (rhetorical)체계’,‘추상 (abstract)체계’,‘연상 (associational)체계’로 나 었다.‘수사

체계’란 하나의 논 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한 목 을 드러내는 경우로,이는 이성 ,논

리 주장에 한 논거를 들거나 특정한 입장에 해 정서 공감을 이끌어내기 해 쓰인다.

‘추상 체계’는 화작가가 색채,리듬,그리고 크기와 같은 특성을 비교하거나 조하기 해

구성 요소들을 병치하는 것이다.이는 쇼트 안의 시각화된 피사체가 유사성을 바탕으로 비교되

거나 조되므로 유사 연상 계를 제로 하는 ‘치환 은유’의 원리와 비슷하다.‘연상 체계’

는 충돌과 조를 통해 념 선택을 이끌어 내는 체계이다.(데이비드 보드웰·크리스틴 톰슨,

주진숙·이용 옮김, 화 술 ,이론과실천,1993,139-18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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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전함 포 킨>  사 계단 시퀀스

가 된다.따라서 에이젠슈테인은 이러한 몽타주의 본질에 입각하여 좀 더

의의 차원에서 몽타주를 구분하 는데,운율 몽타주(metricmontage)’,

‘율동 몽타주(rhythmicmontage)’,‘음조 몽타주(tonalmontage)’,‘배음 몽

타주(overtonalmontage)’가 바로 그것이다.130)

이 ‘운율 몽타주’와 ‘율동 몽타주’는 쇼트의 길이를 음악의 박자감에

비추어 구성하는 것이다.이때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쇼트의 길이를 결정

하면 ‘운율 몽타주’라고 하고,쇼트에 담겨진 내용에 따라 쇼트의 길이를

결정하면 ‘율동 몽타주’라고 한다.‘운율 몽타주’는 길이에 의해 비

교 단순하고 계량화된 길이로 쇼트를 편집하는 기법이다.반면에 ‘율동

몽타주’는 내용과 형식을 고려하면서 길이를 반하거나 다른 길

이를 가진 강렬한 내용을 삽입하여 쇼트를 편집하는 기법이다.물론 ‘율동

몽타주’가 ‘운율 몽타주’보다 더욱 감각 인 인상과 긴장감을 조성한다.

‘음조 몽타주’는 쇼트 내 특유한 정서 사운드인 지배 음조를 심으로

정서 분 기를 효과 으로 제시하는 편집 방식이다.‘배음 몽타주’는 주

도 인 음조를 뒷받침해 주는 다양한 보조 인 배음을 함께 편집함으로써

주된 인상을 통일 으로 자아내는 방식을 말한다.

에이젠슈테인은 ‘율동 몽타주’를 그의 화 < 함 포템킨>의 ‘오데사

계단 시 스’로 설명하 다.병사들이 계단을 내려오면서 발을 구르는 이

장면을 커 의 길이인 박자를 의도 으로 일치시키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긴장감을 야기한 ‘율동 몽타주’의

로 제시한 것이다.이어 에이젠

슈테인은 병사들이 내딛는 발의

율동을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유모차 바퀴의 새로운 율동으로

이시켜 단일한 운율의 박자를

강렬하게 만드는 ‘율동 몽타주’의

를 효과 으로 보여 주었다.

130)에이젠슈쩨인, 이미지의 모험 ,앞의 책,178-191쪽 참조.

김용수,앞의 책,154-16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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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낮이 간다.

바람이 서쪽 창문의 노을을

훔쳐 주머니에 넣는다.

녁

어망에 걸려

뛰고 있는

종언의 잔고기들.

순간

상아의 뜨락에

잠깐은 부신 비늘,

비늘처럼

창을 밝히는 개인의 불과

루비콘 강,루비콘 강의

노을.그때마다

2별들이 개편하는 하늘의

모서리를

흔들어보는 남자들.

-｢김씨의 마을-5.별과 언어｣부분(숫자는 인용자가 붙인 것임)

이러한 화 몽타주의 으로 볼 때 ｢김씨의 마을-5.별과 언어｣는

에이젠슈테인의 ‘율동 몽타주’의 편집 원리를 연상시키는 시이다.물론 이

인용시에는 ‘연결 몽타주’와 ‘충돌 몽타주’의 기법도 드러나 있다.시간

배경이 곧 시의 소재가 되는 이 시에는 낮이 지나고 별이 나올 때까지의

하늘에 깔린 녁 ‘노을’이 ‘치환 은유’에 의해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이 시의 1에서 녁 ‘노을’은 “ 부시”게 반짝이는 빛깔이라는 유사성

으로 ‘잔고기들’‘비늘’‘불’‘루비콘 강’을 보조 념으로 하여 다양한 시각

이미지로 변주되고 있는 것이다.이로써 각각의 이미지 쇼트들은 녁

‘노을’이라는 의미를 응축시키고 수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돌연 녁에서 밤으로 시간이 이동하는 2에는 ‘충돌 몽타주’의

편집 원리가 용되었다.그것은 1의 ‘노을’에서 갑자기 2의 ‘언어’로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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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동했기 때문이다.물론 2의 소재가 ‘언어’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소제

목 ｢별과 언어｣에 나타난 ‘언어’때문이다.이처럼 추상 인 ‘언어’를 구체

인 이미지인 ‘별’로 체하여 ‘언어=별’이라는 ‘병치 은유’로 이미지를

개시키는 방식은 ‘충돌 몽타주’의 상 편집 기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별들이 개편하는 하늘의/모서리를/흔들어보는 남자들”은 ‘언어’의

주체인 ‘남자들’이 “하늘의/모서리를/흔들어”본다는 활달한 상상력으로

참신하고 긴장감 있는 감각을 제시하면서 이 시의 의미를 비약시키고 확

산시키는 효과도 낳고 있다.

그 지만 ｢김씨의 마을-5.별과 언어｣는 무엇보다도 ‘율동 몽타주’의 편

집 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시이다.이 시는 시행과 시행 즉 쇼트와 쇼트

가 배치 상태에 따라 어떻게 변주되는지를 효과 으로 보여주고 있다.앞

서 말했듯이,시의 시어와 시행은 화의 쇼트에 비견된다.따라서 시어와

시어,시행과 시행의 배치 상태와 계 양상에 따라 시에 수용된 몽타주

의 성격과 양상 한 달리 인식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별과 언어｣를 살펴보면 이 시에서는 매우 독특한 시

행 배열을 발견할 수 있다.의미를 심으로 한 시행 배열이었더라면 “

녁/어망에 걸려/뛰고 있는/종언의 잔고기들.”은 개 1행이나 2행으로 배

열되었을 것이다.그러나 일반 인 의미 단 의 맥락에서 벗어난 이 시에

서는 4행으로 길게 늘여 배열됨으로써 느린 호흡의 리듬 구성을 보이고

있다.시행을 길게 늘여 배치한다는 것은 하나의 독자 인 이미지를

다른 독자 인 이미지로 연쇄시키고 확장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 녁/어망에 걸려/뛰고 있는/종언의 잔고기들.”의 시행 배열은 ‘녁’에서,

‘어망에 걸린 잔고기들’로,다시 ‘어망에 걸려 뛰고 있는 잔고기들’로 연쇄

되면서 각각의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오규원이 지

한 로 “감각 상과 특질인 이미지를 하나씩 강조하고자 하는 의

도”131)로 이 시는 각각 별행 처리되었던 것이다.

물론 시의 음보의 본질은 시의 이미지보다 시의 운율을 형성하는 데 있

다.그러나 이 시는 일반 인 통사 구조를 무시하면서 자연스런 음보 배

131)오규원, 시작법 ,문학과지성사,1990,4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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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을 깨뜨리고 있다.“훔쳐”“비늘처럼”‘루비콘 강’“모서리를”이 행간 걸

침(enjambment)으로 쓰여 엇박자의 리듬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따라

서 시어나 시행을 의도 으로 배치하여 리듬감을 강조하고 있는 이 시를

쇼트에 담겨진 내용을 고려하면서 보다 복잡한 길이로 쇼트를 편집하는

‘율동 몽타주’와 련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몽타주의 원리는 시각 요소의 결합 형식에 국한하지 않고 청각

요소,극 요소의 결합 형식으로 발 되는 과정을 갖는다.물론 기

의 몽타주는 시각 합이나 시공간의 자연스러운 이음매라는 서사 축

의 원리로서만 단순하게 기능하 다.그러나 1920년 에이젠슈테인 등

러시아 이론가들의 연구를 거치면서 몽타주는 쇼트와 쇼트 간의 연결

충돌에 의한 편집 원리뿐만이 아니라 시각 ·청각 ·극 요소를 모두 결

합하는 형식으로 확장되었다. 화 장르의 몽타주가 화 구성 방식 반,

나아가 술 일반의 구조 차원에서 포 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사랑하는 것들의 뜨는

소리와

사랑하는 것들의 감는

소리

사이로 뻗어 있는

싱싱한 포도 덩굴.

마른 미류목 잎들이

풀,돌멩이,토끼똥……

이런 이름들과

가볍게 내통하는 길 에

우리의 귀를 간질이는

것들의 말소리와

만세를 부르는 아이들의

사이로

뻗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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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한 덩굴을 흔드는 포도 송이.

-｢포도 덩굴｣ 문

이러한 몽타주 기법의 에서 ｢포도 덩굴｣을 살펴보면,이 시에는 시

각 이미지의 결합 형식뿐만 아니라 청각 요소의 결합 형식까지 포함

한 몽타주 기법이 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이 시 역시 이미지의 차원에

서만 보면 길게 뻗어나가는 속성을 가진 ‘덩굴’이미지를 통해 육안으로는

지각되지 않는 쇼트와 쇼트 ‘사이’를 상화한 시로 해석할 수 있다.그러

나 이 ‘포도 덩굴’이 손을 뻗치는 공간은 시각 이미지에만 한정되지 않

는다.“사랑하는 것들의 뜨는/소리”가 페이드 인(fadein)되고 “사랑하는

것들의 감는/소리”가 페이드 아웃(fadeout)되는 이 ‘사이’공간에 ‘싱싱

한 포도 덩굴’이 인서트(insert)되어 있는 것이다.‘말소리’와 “만세를 부르

는 아이들의/ ”‘사이’로 뻗어나간 ‘포도 송이’도 “싱싱한 덩굴을 흔”들고

있다.

이 듯 쇼트와 쇼트의 결합인 몽타주는 소리와 소리는 물론 청각 이미

지와 상 이미지 ‘사이’에도 생성되어,클로즈업된 ‘포도 덩굴’과 ‘포도 송

이’가 쇼트와 쇼트의 ‘사이’를 환상 으로 채우고 있다.이처럼 몽타주 편

집 기법이 만들어 내는 환상 이고 실 인 상황은 이미지의 시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음향의 청각 차원에서도 설정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몽타주 기법은 시각 세계에서부터 청각 세계에 이르기까지 이미지

의 확장과 의미의 심화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3) 화 서사 체계로서의 연작시와 장시

시간 술인 화는 서사를 그 특징으로 한다.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

건의 형식으로 일어난 일을 서술한다는 에서 화는 서사 장르에 해당

한다.따라서 화는 소설 장르와 유사하고 화의 서사 구조는 소설의

롯 개념과 연결된다.배경을 제시하고 그곳에서 발생한 사건을 인물의

진술이나 행동을 통해 드러내는 방식이 소설의 롯과 동일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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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화는 이 서사 구조를 통하여 소설 장르뿐 아니라 시 장르와도

친연성을 가질 수 있다.즉 시와 화는 은유와 몽타주라는 수사 체계 측

면에서뿐만 아니라 서사 구조라는 측면에서도 유사성을 가질 수 있는 것

이다.따라서 최민성이 제안한 로 “시에서의 화 기법은 우선 서사

요소를 도입하고 있는 서술시의 경우에서 수용될 수 있”132)다.물론

서술시(narrativepoem)는 인물,사건,배경 등의 서사 요소를 도입함으

로써 제한된 시공간을 갖게 된다.그러나 서술시의 시공간은 다른 서사

장르의 시공간보다는 변용이 자유롭기 때문에 오히려 시공간을 자유롭게

해체하는 화와 만나기가 더 수월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규원의 기시에 나타난 화와의 상 성도 화 서사 구조

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수 시편이 묘사 심인 후기시 ‘날이미지시’와

는 달리,오규원의 다수의 기시는 서사가 심을 이루고 있다.더구나

그의 기시는 산문 인 형식뿐만 아니라 연작시와 장시의 형식도 많이

보여주고 있다.따라서 이 연작시와 장시 형식은 오규원의 기시와 화

와의 상호 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요한 단서가 된다.133)

들은 길을 모두 구부린다

도식주의자가 못 되는 이 들[平野]이

몸을 풀어

나도 길처럼 구부러진다

-｢순례 序｣부분

오규원 기시에서 화 서사 구조와 련시킬 수 있는 시는 ‘순례’

132)최민성,｢한국 시의 화 기법｣, 한국언어문학 ,한국언어문화학회,1999,337쪽.

133)첫 시집  분명한 事件 에 실린 시 ｢서쪽 숲의 나무들｣,｢그 마을의 주소｣는 1,2의 연 구분

을 하고 있으며,｢정든 땅 언덕 ｣,｢ 황 B｣,｢ 상 실험｣은 1,2,3의 연 구분을 하고 있다.

한 ｢ 상 실험｣은 ‘別章’을 부제로 가진 다른 시 ｢ 상 실험｣과 묶어 연작시로 볼 수 있다.｢

몇 개의 상｣은 ‘Ⅰ.빛’과 ‘Ⅱ.환상의 땅’으로 나뉘고,‘Ⅰ.빛’은 다시 1,2로 나뉜다.언어와 시

에 한 극 인 모색과 그 결과가 나타난 일련의 메타시로 구성된 두 번째 시집  巡禮 에서도

｢序 1-指章을 어주고｣,｢序 2-말은 내 몸에 와 죄를 짓고｣,｢序 3-한 그루 나무를 키우는 나

의 뜰에는｣의 연작시와 ｢단장 1｣,｢단장 2｣,｢단장 3｣,｢단장 4｣의 연작시 형태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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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작시이다.｢순례 序｣를 시작으로 ‘순례 20’까지 부제가 붙은 총 21편의

‘순례’연작시는 제목에서부터 화의 로드 무비(roadmovie)형식을 연상

시킨다.따라서 시와 언어의 본질을 탐구하고 시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해 ‘순례’모티 로 개되고 있는 ｢순례 序｣에는 ‘길’의 의미가 요하

게 암시되어 있다.모든 순례자에게 ‘길’은 요한 키워드이지만,특히 시

와 언어를 찾아 나선 오규원의 시에서 ‘길’은 요한 상징 의미를 갖는다.

일반 으로 로드 무비의 서사는 여정을 심으로 개된다.그것은 로

드 무비의 여행길이 서사 구조와 일치하여 여행의 시작과 끝이 사건의 발

생과 해결에 맞물려 진행되기 때문이다.즉 인생을 가장 구체 으로 그리

고 있는 서사 장르의 경우,인물이 문제를 만나 해결해 가는 과정이 ‘길

찾기’와 유사하기 때문에 길의 크로노토 (chronotope)가 부각되는 것이

다.일반 으로 이러한 ‘길’은 인물의 실제 여행길이 된다.‘길’이 과거,

재,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성을 상징하면서 자연스럽게 실존 공간을 통합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그러나 ‘길’은 때로는 한 인물의 내면의 길이

되기도 한다.따라서 시인의 내면 세계를 ‘순례’하고자 하는 ‘순례’연작시

에는 여느 서사시나 장시와는 달리 구체 인 배경이나 여정이 제시되지

않고134),단지 ‘념의 마을’이라는 추상 인 배경만이 제시되어 있다.

이 ‘념의 마을’에서 오규원이 찾아 나선 ‘길’은 념과 이성의

인 논리로부터 자유롭게 해방될 수 있는 ‘길’이었다.따라서 오규원의 ‘길’

은 직선 이고 획일 이고 “도식” 인 념의 ‘길’이 아니다.그 ‘길’은 “구

부러”진 길이면서 동시에 ‘나’를 “구부러”지게 하는 ‘길’이다. 한 그 ‘길’

은 ‘들’의 곡선처럼 유연하여 ‘나’로 하여 “몸을 풀어”놓게 한다.따라

서 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길’은 획일 이고 념화된 언어의 패

러다임에서 벗어나 체험 이고 (全)감각 인 이미지를 만나게 해 주는

‘길’이다.결국 길들여진 시각으로는 볼 수 없는 ‘길’,자율 인 시선에서만

투명하게 보이는 ‘길’이 바로 오규원이 찾은 ‘길’의 크로노토 다.

134) 를 들어 같은 서사 장시인 김동환의 ｢국경의 밤｣에는 ‘두만강변→산곡 마을’로의 공간

이동이 나타나 있다.신동엽의 ｢ 강｣에도 동학 명의 진행에 따라 ‘활인소→ 주성→한양→우

치’로의 여정이 드러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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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서 나는 보았다

30년이나 녹슨 얼굴

죽은 소설가 김씨의 얼굴이

부서진 하늘을 주워들고

웃고 있음을.

< 략>

그의 유서에는

사각형과 삼각형

그리고

원이 어울리고

나머지에는 온통

공

간

이

출 거리고 있었다

< 략>

나는 보았다

김씨의 썩은 가

별이 되는 것을.

‘아스피린 아다링’이

언어가 되고

그곳에서

단 한 사람이 숨어서

미래를 훔치고 부활하는 것을.

-｢김씨의 마을｣부분

｢김씨의 마을｣은 ‘순례’모티 를 구조 인 지배소로 하여 총 5장 38연

으로 구성된 장시이다.135)앞에서 살펴보았듯이 5장으로 구성된 이 시는

135)｢김씨의 마을｣은 두 번째 시집  巡禮 (1973)에 실려 있지만,‘순례’연작을 시작하기 에 약 6

개월 걸려 완성한 장시이다.따라서 첫 시집  분명한 事件 이 쓰일 때 창작된 작품이다.1971년

태평양화학 홍보실로 직장을 옮긴 뒤  巡禮 를 발표하 고,그 ‘언어’탐구 과정의 끝이 바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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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시 스를 가진 화 형식과 유사하다.더구나 이 시는 시인 李箱과

의 동일시를 보여주고 있다는 에서 시인 李箱에 한 오마주 형식의

화로도 볼 수 있다.오마주(hommage)란 어떤 화감독이 선배 화감독

의 기술 재능이나 업 에 한 존경으로 그의 주요 사나 장면을 본떠

자신의 작품에 표 하는 화를 말한다.

실제로 오규원이 李箱을 차용한 흔 은 ｢김씨의 마을｣에서 쉽게 발견된

다.李箱의 소설 ｢날개｣의 롤로그가 이 시의 롤로그로 차용되었고,

‘아스피린 아다링’‘삼각형’‘사각형’‘원’등의 도형 이미지,‘부호’와 ‘숫자’

이미지,‘거울’모티 도 이 시에 부분 으로 차용되었다.더구나 Ⅴ장에서

상술하겠지만,언어의 시각화를 시도했던 李箱은 화를 온갖 술 에

군림하는 술로 보고 화에 지 한 심을 보인 바 있다.따라서 언어

가 지닌 념에 한 회의로 무의식과 환상을 통해 실재에 다가가고자 하

여 “ 시사에서 오규원은 이상의 계보를 잇고 있”136)다고 평가받는 오

규원이 李箱의 오마주가 되는 ｢김씨의 마을｣에서 李箱이 극찬해 마지않았

던 화 형식을 수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므로 李箱의 시 인식과 표 의 자유분방함을 습득하면서 새로운

언어를 찾아가는 노정을 시화한 이 ｢김씨의 마을｣에서 로드 무비로서의

서사 구조를 찾아볼 수 있다.즉 ‘심인물’인 ‘나’가 ‘념의 마을’을 ‘배

경’으로 ‘죽은 소설가 김씨’를 만나 겪게 되는 ‘사건’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이 시의 일련의 서사 구조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그 속

에/소설가 김씨를 읽는 지 /그의 냄새로 나를 아는 나”로 미루어,이 시

에 등장하는 ‘나’를 실 자아로 ‘그 ’를 이상 자아로 상정할 수 있

다.이러한 인물 계를 바탕으로 ｢김씨의 마을｣의 서사 구조를 간추려

보면 략 다음과 같다.

1.산과 주 앉은 바다:‘념의 마을’에서 ‘나’는 ‘죽은 소설가 김씨’를

만나 그의 ‘얼굴’을 바라본다.그 ‘념의 마을’은 “언어가 흩어지”

례’연작의 마지막 작품인 ｢별장(別章)3편｣이다.

136) 형철,앞의 논문,1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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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곳이지만,‘김씨의 언어들’은 “무덤 속에서도 자라고/다시 자라

서/마을을 덮고 있”다.

2.김씨의 배경:“내가 사는 마을은 소설가 김씨의/유작의 음산한 무 ”

이다.“김씨가 죽고 난 뒤에도/그의 발자국 소리가/평화의 증언처

럼 남은 나라”에서 “사람들은 청신경을 도난당한 채/소설가 김씨

의 죽음이/다녀가는 모습도 못 보고”살아간다.그러나 ‘나’는 “끊

임없이 두근거리는 이유의 조그만 심장”으로 ‘소설가 김씨’를 “나

혼자만 보는/ ”을 리며 살고 있다.

3.모음과 숫자:“벌써 30년째”“그의 유서에는/사각형과 삼각형/그리고/

원이 어울리고/나머지에는/온통/공/간/이/출 거리고 있”다.그러

나 “내 목소리 속의/감탄사의 장음과/부호들”은 “등불이 꺼진 캄

캄한/모음 속에서/살해되고”“장음의 사지가 찢어져/땅바닥에 뒹

굴”며 “몇 개 남은 외로운 부호들의/여 동체가/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4.당신의 땅:“장터에는 자 이 모이느라고/언어가 태어나고 있”다.이

게 “자 이 밝히는 땅”에서 “그 안의/창,/창 안의/아,불

빛.”에서는 “구름 같은 언어의/脫籍”이 일어난다.

5.별과 언어:“그 속에/소설가 김씨를 읽는 지 /그의 냄새로 나

를 아는 나”는 “김씨의 썩은 가/별이 되는 것을/‘아스피린 아다

링’이/언어가 되고/그곳에서/단 한 사람이 숨어서/미래를 훔치고

부활하는 것을”본다.“그리고 신을 들고/몇 번인가 갈/한 인간

의 이사”를 꿈꾸며 “그러나 아직은/흔들리는 다리”이지만 “오,여

기에 그 의 불빛”이 켜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김씨의 마을｣과 화 서사 구조

와의 상 성을 서사 형식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탈서사 형식에서 찾아

야 한다는 이다.李箱과 마찬가지로 분열된 자아를 드러내고 있는 이 ｢

김씨의 마을｣은 아주 난해하여 그 서사 구조를 악해 내기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물론 의 서사 구조로만 보면 ｢김씨의 마을｣이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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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기- 정-결말’의 일반 인 롯 유형을 보이는 시라고 할 수 있

다.그러나 이 시는 사건 심이 아니라 성찰 내면 독백과 사를 심

으로 진행되는 극 방식을 취하고 있다.즉 실 자아인 ‘나’그리고

이상 자아인 ‘그’가 ‘죽은 소설가 김씨’혹은 ‘그 ’와 나 는 사를 따

라 서사가 내 하게 개되고 있는 것이다.이처럼 내면의 무의식 세계가

‘자동기술법’에 의해 자유롭게 기술되면서,이 시는 시공간의 불연속성을

특징 으로 드러내게 된다.이러한 불연속성으로 ｢김씨의 마을｣은 시공간

의 이동이 자유로운 화 형식에 더 합한 서사 구조를 갖게 된 것이다.

시간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측면에서 들뢰즈는 화 이미지를 ‘운동-이

미지(L'image-movement)’와 ‘시간-이미지(L'image-temp)’로 구분하 다.그

는 화에 한 일반 인 인식 즉 화가 1 에 24개의 움직이지 않는 사

진소(photogramme)의 연결에 의해 일으킨 착시 상으로 운동이 부가된

것이라는 통념을 부정한다.움직이는 상을 촬 하는 카메라의 운동성

때문에 쁠랑(plan)137)이 움직임을 갖게 되었다는 ,편집(몽타주)에 의한

연결을 통해 그 쁠랑에 운동이 생겨났다는 을 근거로,들뢰즈는 화가

움직이는 사진이 아니라 그 자체가 운동을 직 보여 주는 이미지라고 하

다.따라서 주로 고 화에 나타나는 ‘운동-이미지’에서의 시간은 운

동에 종속되면서 간 으로 재 되는 방식을 취한다.그리고 이러한 ‘운

동-이미지’로 진행되는 화는 인과율에 의해 행동하는 인물이 연 기

인 서사를 이끌어 가면서 총체 인 이미지를 지향하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미지’에서의 시간은 재가 나열되는 아니라 과거, 재,

미래가 뒤섞여 공존하면서 시간이 직 으로 재 되는 방식을 취한다.

‘시간-이미지’에서의 서사는 비연 기 으로 편화되면서 단속 인 콜라

주의 형태를 띠고 총체 인 이미지를 거부하게 된다.따라서 ‘시간-이미

지’는 이미지 간의 ‘경계’와 ‘틈새’를 ‘연속’이나 ‘지속’보다 더 강조하면서

자유로운 상상력을 드러내게 된다.

137)불어의 쁠랑(plan)은 흔히 어의 쇼트(shot)로 번역되지만,쁠랑이 미학 인 의미를 함축하는

용어인 데 비해 쇼트는 기술 인 맥락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들뢰즈의 용어로는 개념 인 의

미에서의 면(面)즉 필름의 개개의 면 는 시간의 단면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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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들뢰즈는 ‘운동-이미지’의 상투성으로부터 진정한 이미지를 끄집어

낸 것이 ‘시간-이미지’이라고 말하며,그 구체 인 것으로 ‘거울 이미지’를

들고 있다.사물 자체가 본성 자체에서 출 하도록 하는 순수한 “시지각

-음향 이미지,은유 없는 이미지”138)를 진정한 이미지로 보고,그 진

정한 이미지를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을 ‘거울 이미지’즉 ‘크리스탈-이미지

(L'image-crystal)’로 보았던 것이다.그와 함께 들뢰즈는 ‘시간-이미지’가

지배 인 화의 상 특징으로 “분산 상황,연결고리의 약화,

어슬 거리기의 출 ,상투성에 한 자각, 롯의 기 등”139)을 제시하

다.

거울 속의 새들이 나와

나무 에 앉는다.

바람에 흔들리는 다리.

그러나 아직은

흔들리는 다리.

오,여기에 그 의 불빛을.

-｢김씨의 마을-5.별과 언어｣부분

이러한 ‘시간-이미지’의 특징들을 모두 드러내고 있는 ｢김씨의 마을｣

이 인용시에서는 특히 ‘롯의 기’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이 결말부에

서 그동안 ‘념의 마을’을 ‘어슬 거리기’시작하면서 서사를 이끌어오던

‘나’가 갑자기 사라지고 돌연 ‘새들’이 등장했기 때문이다.물론 이 ‘새’는

시 자아의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던 이상 자아이다.시공간의 흐름이

이 무의식의 세계에서 진행된 계로 이 시의 서사는 비연 기 이며 비

논리 으로 제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 갑자기 제시된 ‘거울’모

티 역시 이 시가 일정한 내러티 를 갖는 클라이맥스 선형 롯이 아님

138)질 들뢰즈,이정하 옮김, 시네마 Ⅱ:시간-이미지｣,시각과언어,2005,45쪽.

139)이자혜,｢다큐멘터리,역사,불가능한 기억의 재 ｣,한국방송학회 엮음, 상이론과 실제 ,커

뮤니 이션북스,2012,222쪽.이것을 유진상은 “분산 상황,의도 으로 약한 계들,방랑-형

식,상투성들에 한 의식화,음모의 고발 등”으로 번역하 다.(질 들뢰즈,유진상 옮김, 시네마

Ⅰ:운동-이미지｣,시각과언어,2002,37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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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려 다.결국 이 시는 자아의 분열과 무의식의 세계를 보여주기

하여 ‘롯의 기’라는 편 이고 삽화 인 탈서사 장치를 필요로 했던

것이다.

더구나 ｢김씨의 마을｣은 단어와 단어,문장과 문장이 논리 인과성이

없이 나열되면서 ‘연결고리의 약화’ 상을 드러내고 있다. 한 ‘병치 은

유’등의 수사로 다양한 몽타주가 결합되면서 시의 리듬과 이미지가 더욱

란하게 충돌되고 비약되는 양상을 보인다.이승훈은 “이런 시의 구성원

리,곧 몽타주의 기법은,표면 으로는 효과,곧 총체성을 드러내지만,

심층 으로는 세계의 총체성을 거부한다는 시 태도를 내포한다.”140)라

고 말한 바 있다.

그 다면 ｢김씨의 마을｣역시 시공간을 일탈한 공간 시간 속에서

총체성을 거부하는 ‘나’의 무의식의 층 를 강조한 시로 볼 수 있다.더구

나 이 시에는 산문 문장,통사 구조가 해체된 시행,별행 구조의 시행 등

이 편에 걸쳐 뒤섞여 있다.설명 언술과 비설명 언술이 병치된 것

이다.이러한 ‘분산 상황’역시 의식의 분열 상태나 무의식의 세계를 보

여주기 한 것으로,결국 ｢김씨의 마을｣에 나타난 것은 오규원이 시인으

로서의 자의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겪게 된 주체의 분열 과정이었다.

라캉은 주체의 분열을 ‘거울 단계(mirrorstage)’이론으로 설명하 다.

그는 이 ‘거울 단계’에서 주체 형성 단계를 ‘상상계(theImaginary)-상징

계(theSymbolic)-실재계(theReal)’로 설정하여,주체 의식이 타인에 의해

형성되는 것임을 강조하 다.상상계인 거울 단계는 인간의 욕망이 최

로 구조화되는 단계이다.즉 불완 한 신체를 극복하고 바로 서고자 하는

주체 형성의 첫 과정인 것이다.그러나 유아의 상상계가 말해 주듯,그것

은 불완 한 자아를 거울 속의 완 하고 총체 인 이미지(gestalt)로 오인

(méconnaissance)하는 과정일 뿐이다.그러나 타자의 완 성에 자신을 동

일시(identification)하면서 형성된 주체이므로,이 ‘이상 에고(idealego)’

로 왜곡된 주체는 결국 고립과 소외를 겪게 된다.

그러나 거울 단계가 끝나는 순간 거울 속의 ‘나’는 사회 상황과 변증

140)이승훈, 포스트모더니즘 시론 ,앞의 책,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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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으로 연결된다.즉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진입하는 순간 완 한 주체

라고 믿었던 ‘이상 에고’가 허상임을 깨닫고 타자 의식에 의한 ‘에고 이

상(egoideal)’을 형성하여 ‘사회 자아’로 굴 되는 것이다.따라서 이 상

징계에서는 자신이 ‘보는 주체’가 아니라 ‘보이는 주체’임을 인식한 결과

타자의 욕망과 응시(gaze)에 자신의 욕망과 시선(eye)을 종속시킨다.이러

한 타자 의식에 의해 주체가 분열되고 해체되므로,해체된 주체는

고립과 소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김씨의 마을｣의 인용시 역시 주체가 자아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거울 속’의 상상계는 ‘그 ’곧 李箱과의 동일시의 세계

다.그동안 ‘나’는 ‘거울 속’의 李箱을 바라 으로써 ‘이상 에고’라는 나

르시즘 동일성을 형성해 왔다.그러나 “거울 속의 새들이 나와/나무

에 앉”았을 때 즉 상상계에서 빠져나와 상징계로 진입하 을 때,그 ‘새’

가 ‘거울 밖’에서 확인한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다리./그러나 아직은/흔들

리는 다리.” 다.따라서 불완 한 신체와 주체의 불완 성을 깨달은 ‘나’

는 “오,여기에 그 의 불빛을.”이라고 외친다.‘그 ’즉 타자를 찾는 작

업은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자기 욕망을 확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 게 타자 의식을 형성하게 된 오규원은 이제 ‘이상 에고’에서 벗어나

李箱을 ‘에고 이상’으로 삼게 된다.‘그 의 불빛’이란 곧 타자의 ‘응시’를

의미하며,이 ‘시선’과 ‘응시’의 변증법을 통해 주체 형성이 이루어진 것이

다.

그러나 라캉의 ‘거울 이론’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것이 이미지의 문제

와 연 되어 있다는 이다.라캉은 거울 단계에서 형성되는 상상계를 이

미지의 역,거울 단계에서 벗어난 상징계를 언어의 역,언어 질서로는

포획되거나 체험될 수 없는 실재계를 념의 역으로 보았다.이러한 의

미에서 바르트는 화 람 행 를 라캉의 ‘상상계’와 유사한 것으로 악

하 다.크리스티앙 메츠(ChristianMetz)역시 라캉의 ‘거울 이론’을 빌려

상이 실재하지 않는 허구로서의 화의 시각 체제를 설명하 다.메츠

는 화에 본질 으로 내재된 상상계 요소와 상징의 질서를 닮은

임의 연쇄가 결합되었다는 에서 화를 ‘상상계 기표’로 이루어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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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하 다.141)더 나아가 김용희는 “ 화는 수천 개의 거울로 만들어

진 공 정원인 것이다.단 한 개의 거울로 실을 비추는 미메시스의 거

울(리얼리즘)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재반사하여 만들어지는 빛의 정원,

이미지의 반사로 만들어진 공 정원이다.”142)라고 화를 거울로 보았다.

‘거울 모티 ’가 차용된 ｢김씨의 마을｣의 인용시도 라캉의 이미지 이

론으로 근할 수 있다.나르시스 신화 이후 오랫동안 물과 거울은 자아

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한 요한 도구로 간주되어 왔다.그러나 사진이

거울의 역할을 체한 이후로는 모든 상 이미지가 그것을 신하게 되

었다.환상과 허구의 이미지의 역인 라캉의 상상계의 ‘거울 속’은 오늘

날 상 이미지의 세계가 된 것이다.특히 그것은 스크린 의 평면 이

미지를 입체 으로 느끼게 하는 화 이미지의 세계를 의미한다.‘상상계’

와 ‘상징계’가 변증법 으로 연결되는 장소,‘시선’과 ‘응시’가 공존하는 장

소로서의 거울’은 곧 화 스크린이 되는 것이다.그리하여 앙드 바쟁은

“ 화의 화면은 하나의 틀(cadre)이 아니라 차폐막(cache)”143)이라고 표

하 다.이 차폐막은 스크린에서 인물들이 움직이듯 튀어나온다는 의미를

갖는 용어이다.따라서 ‘거울 속’에서 “새들이 나”오는 이 시의 결말부로

인해,그동안 개되어 온 서사의 세계가 화 이미지의 세계 다는 추론

이 가능해진다.

한 라캉의 ‘거울 이론’에서의 ‘실재계’는 근 주체와 탈근 주체

의 문제를 구체 으로 설명해 다.라캉은 상상계와 상징계의 계를 통

해 ‘보는 주체’보다 ‘보이는 주체’를 강조하면서 주체 개념을 해체

하 다.그가 ‘상상계’못지않게 ‘상징계’를 강조한 것은 ‘시선’보다 ‘응시’

의 문제가 요하기 때문이었다.더구나 념의 역인 “실재계는 심을

비운 주변 인 것”144)이고,이 실재계에 난 구멍이 바로 반복을 일으키는

탈 심화의 논리가 되기 때문이었다.따라서 라캉에게 근 사유 체계

141)김서 ,｢해방 정신분석의 시선:오이디푸스의 시선을 넘어서｣, 문학과 상학회 가을 학술

회 발표논문집,문학과 상학회,2004,5쪽.

142)김용희, 천 개의 거울 ,생각의 나무,2003,7-8쪽.

143)앙드 바쟁,앞의 책,29쪽.

144)자크 라캉,민승기·이미선·권택 옮김, 욕망이론 ,문 출 사,199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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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념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역이다.그러므로 라캉은 ‘보는 주

체’로서의 데카르트 사유는 상상계 사유이고,응시는 없고 시선만 있

는 먼 사유라고 비 하 다.즉 심주의,합리주의, 이성,

논리,거 서사,단 하나의 재 ,기의 우 의 언어 등 모든 근 사유

체계는 타인을 억압하는 욕망의 ‘시선’이라는 것이다.그리하여 라캉은 데

카르트식 심주의를 해체하고 불확정성,우연성,감성,무의식 욕망,기

표의 우 성 등에 기 한 탈이념화와 다원화를 지향하게 되었다.

이 주체의 해체라는 측면에서 오규원의 ｢김씨의 마을｣은 후기구조주의

사유와 만나게 된다.‘나’가 ‘념의 마을’을 찾아 나선 것은 시인으로

서의 주체를 형성하기 한 것이었다.따라서 ‘새(나)’가 ‘거울 속’에서 빠

져 나온다는 것은 주체 해체의 양상을 의미한다.물론 이러한 탈근

주체 의식은 그가 4·19세 로서 보여 주었던 거 서사에 한 비 과도

동일한 맥락에 있다.따라서 이러한 탈근 사유는 언어의 념성과 이

데올로기에 한 회의,합리성에 한 항 등 오규원의 모든 시 지향

과 일치한다.이러한 탈근 주체 의식으로 오규원 역시 데카르트 자

기 폐쇄성을 부정하고 개방성의 미학을 추구하면서 시세계를 개해 왔던

것이다.

4)‘무딘 의미’와 개방성의 미학

‘무딘 의미(lesensobtus)’는 롤랑 바르트의 화 기호학에서 요하게

언 되는 개념이다.바르트는 ｢제3의 의미｣145)에서 화 의미의 층 를

정보 층 ,상징 층 ,제3의 의미의 세 가지로 보았다.그에 의하면

정보 층 란 무 장치,의상,등장 인물 등의 모든 지식이 결집되어 있

는 의사 소통(communication)의 층 를 말한다.상징 층 란 습 상

징으로 상식 인 해독이 가능한 의미 작용(signification)의 층 를 말한

다.이것은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의미’이고 그 사용 목 이 완 한 체계

속에 붙잡힌 폐쇄 이면서도 명백한 의미이다.따라서 바르트는 이를 ‘자

145)롤랑 바르트, 이미지와 쓰기 ,앞의 책,155-1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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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스러운 의미(ledensobvie)’라고 불 다.

정보 층 나 상징 층 와는 달리 제3의 의미는 언어 체계로는 표

할 수 없는 의미화(signifiance)의 차원으로 그것은 ‘여분으로 오는,고

집스럽고 포착하기 어려운 동시에 미끈미끈하고 도망가버리는 의미’를 말

한다.바르트는 이를 ‘무딘 의미’라고 부르며,이 ‘무딘 의미’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화 객에게 이양하 다.그에 의하면 “제3의 의미는 장

면의 단순한 거기 있음étre-là과 혼동될 수 있으며,지시 인 모티 의 모

사를 넘어서고 있으며,의문 인 독해(여기서의 의문은 시니피에가 아니

라 시니피앙에,지 사고가 아닌 독해에 정확하게 근거를 두고 있다.즉,

그것은 <시학 > 악이다)를 강요하기 때문이다.”146)따라서 바르트는

“이 제3의 층 는-비록 그것에 한 독해가 여 히 모험 인 것이라고 할

지라도-의미화signifiance의 층 ”147)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화에서의 이 ‘자연스러운 의미’와 ‘무딘 의미’개념은 후에 바르트의

사진론  카메라 루시다 에서 더욱 발 된다.Ⅳ장에서 상술하겠지만,바르

트는 그의 심을 화에서 사진으로 옮긴 후 사진을 ‘스투디움(studium)’

과 ‘푼크툼(punctum)’으로 이원화하여 보았다.‘스투디움’은 형 인 정

보,일반 인 기호로 그것은 기호화되어 있고 문화를 포함하고 있어 지식

과 교양에 따라 내가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그러나 ‘푼크툼’은 문화와 지

식과 교양 바깥에 있어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 스스로가 나를 찔러

상처를 입히기 해 오는 것이다.즉 화에서의 ‘자연스러운 의미/무딘

의미’는 사진에서의 ‘스투디움/푼크툼’에 각각 응되는 개념이다.

—그 와 내가 기다리는 것은

돌연히 얼굴을 나타낸다.

그때다,그 와 내가 서둘 때는.

우리가 문을 고 나설 때

그 문이

146) 의 책,157-158쪽.

147) 의 책,1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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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문 앞의 바람을 고

그때마다 그 문이

그 와 나의 앞과 길을

조 씩 허물 때

나의 무의미한 한순간의 발놀림과

그 의 손놀림이 우리의 앞에

한 잎 나뭇잎처럼 매달려

우리의 속을 기웃거릴 때

그때다,그 와 내가

한 잎 뒤의 세계를

서둘러 훔칠 때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순례 15｣부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에는 그 제목에서부터 우연성과 련된 ‘무딘

의미’개념이 드러나 있다.이 시에서 ‘그 와 나’는 세계의 완 한 체계

속 명백한 의미를 악하기 해 극 으로 나서거나 다가서지 않는다.

오히려 ‘그 와 나’는 ‘무의미’하게 보 던 것들이 “우리의 속을 기웃거

리”는 이미지로 우연히 나타나 그 ‘돌연한 얼굴’을 보여 때를 “기다리”

고 있다.‘한 잎 나뭇잎’처럼 매달려 흔들리고 있는 이미지의 의미를 악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더구나 그 의미는 ‘잎’의 표면에 명백

히 드러나 있지 않고 ‘한 잎 뒤’에 숨어 있다.따라서 ‘그 와 나’는 이 미

끈미끈하여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포착하기 어려운 이미지의 ‘무딘 의미’

를 “훔치”기 해 ‘그때’라는 “돌연”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우연성은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시한 기법 의 하나이다.포스

트모더니스트들은 재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모든 지식,가치,제도가 인

간 경험의 우연성에서 기인한다고 믿는다.따라서 확실성을 생명

으로 삼았던 진리가 우연성을 띠게 되고 과학 사고가 상 성을 갖게 된

오늘날 근 의 인식론 토 는 무 질 수밖에 없다.이승훈의 말을 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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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결정론,인과율, 언 가능성,안정된 체계,지속성,인습 논리와 이

해,그리고 목 론(teleology)등은 과학 담론 속에 어떤 자리도 차지할

수 없게 되었”148)기 때문이다.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은 인과율을 거부하

고 우연성과 불확정성을 그 특징으로 삼고 있다.

1.像

때때로 그것은 들에서

서걱이는 나뭇잎과 나부끼는

옷자락 사이로

그 형체를 나타낸다.

잠시 그리고

원히.

때때로 큰길에서

숲속으로 느닷없이 그림자를 감추는

작은 길과

돌연히 우리의 뒷덜미를 잡는

그 푸른 하늘,

하늘에 그 형체를 나타낸다.

우리가 그 앞에 멈추었을 때

그것은 흔들리는 나뭇잎과 옷자락

그리고 바람만을

우리 앞에 내놓는다.

번번이 실패하고 다시 기 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하여

단 하나

148)이승훈, 포스트모더니즘 시론 ,앞의 책,3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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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나의 확신을 구한다.

-｢別章 3편-순례 20｣부분

｢別章 3편-순례 20｣에서도 바르트의 ‘무딘 의미’개념과 련된 우연성

과 불확정성에 한 오규원의 인식을 찾아볼 수 있다.소제목이 ‘1.像’인

이 시에서도 이미지가 갖고 있는 의미는 쉽게 악되지 않는다.의미는

‘나뭇잎’과 ‘옷자락’의 이미지 ‘사이’에서만 “그 형체를 나타”내 보일 뿐이

다.그것도 “서걱이”고 “나부끼는”순간에 ‘때때로’나타날 뿐이다. 한

그것은 “느닷없이 그림자를 감추는/작은 길”과 “돌연히 우리의 뒷덜미를

잡는”‘하늘’이미지 에 “잠시”나타난다.원래 이미지는 “잠시”나타나

는 일시 속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이다.홍명희의 말 로 “이미지는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어느 한순간의

이미지의 특성은 있을 수 있지만,그 특성이 원히 지속된다고 볼 수는

없”149)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미지는 기술 메커니즘의 복제성으로 인해 “ 원히”재

되고 재생되는 특성을 갖게 되었다.이 시에서와 같이 “잠시”나타나야

할 이미지가 “잠시 그리고/ 원히.”나타나는 것이다.따라서 이 시에서의

‘1.像’은 “ 원히”재 되고 재생되는 상 이미지로 해석할 수 있다.그

지만 그 상 이미지로도 “포착하기 어려운”것은 바로 이 ‘무딘 의미’

이다.따라서 ‘우리’는 그 ‘무딘 의미’를 구하는 데 “번번이 실패”할 수밖

에 없다.‘무딘 의미’나 ‘푼크툼’은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 스스로가

나를 르고 상처를 입히기 해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 스스로가 나를 찾아오는 상 이미

지의 ‘무딘 의미’는 주체의 의식을 변화시키게 된다.이 상 이미지의 세

계에서 “단 하나의 확신을 구”하는 주체는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주체의 권 와 확정성의 논리는 ‘바람’“앞에”서 무화되고 말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을 홍명희는 “재 이미지로서의 시각 이미지도 주체가 의

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변화한다.그 결과 시각 이미지에 기반을

149)홍명희, 상상력과 가스통 바슐라르 ,살림,2005,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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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주체의 확신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변화해 가는 것이다.”150)라고 말

한다.이처럼 ‘단 하나의 확신’을 구하던 주체는 근 의 논리의 확정성에

서 벗어나 ‘무딘 의미’를 추구하는 탈근 주체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다.

그리하여 바르트의 ‘자연스러운 의미/무딘 의미’에 나타난 의미의 ‘폐쇄

성/개방성’의 립은 ‘모더니즘/포스트모더니즘’의 립 사유를 의미하게

된다.물론 이 개념들은 의미의 측면은 물론 미 형식과도 련된다.폐

쇄성은 의미의 통일성뿐만 아니라 형식의 통일성 즉 내 유기성이나 완

결성의 구성을 요시한다.반면에 개방성은 의미의 통일성뿐만 아니라

유기 형식의 해체를 지향한다.결국 개방성은 우연성, 편성,비일 성,

불확정성,해석 불가능성 등을 기반으로 한 탈구성의 원리를 요시하는

개념인 것이다.

따라서 이승훈이 지 한 로 “폐쇄성과 개방성은 모더니즘과 포스트모

더니즘을 가르는 기본 개념”151)이라 할 수 있다.그것은 개방성의 목 이

“데카르트 인 코기토(cogito)의 자기 폐쇄”152)의 비 에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코기토 주체는 스스로를 사물의 세계에 둘러싸인 보편 심으

로 인식하고,그 치에서 상을 찰하고 그것들을 별개의 실체들

(entities)로 지각하고 있었다.그러나 이러한 주체와 심을 해체하고 모

든 통제와 제약을 무 뜨림으로써 폐쇄 인 완결성의 형식에서 벗어나고

자 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방성의 미학이었다.

오규원 역시 ‘무딘 의미’개념을 통해 임의 이고 비논리 이며 측할

수 없는 우연성을 강조하면서 원인과 결과에 한 일반 인 기 를 괴

하 다.따라서 그의 시에 나타난 여러 장치들 즉 합리 인 맥락에서 벗

어난 시간의 진과 후퇴,시간의 압축과 확장,공간의 이동과 비약 등은

모두 순간 이고 돌발 으로 이루어졌다. 사나 행 도 즉흥 이고 비논

리 으로 개되었다. 한 오규원은 이 우연성에 기 한 ‘무딘 의미’개

150) 의 책,69쪽. 

151)이승훈, 포스트모더니즘 시론 ,앞의 책,75쪽.

152)노먼 라이슨,｢확장된 장에서의 응시｣,핼 포스터 엮음,최연희 옮김, 시각과 시각성 ,경성

학교출 부,2004,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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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통해 확정성의 논리를 괴하 다.언어의 의미는 확정될 수 없다는

데서 출발한 그의 시는 언어 기호의 의미 체계를 와해시키고 의미의 무한

한 가능성을 독자에게 개방해 놓았다.그것은 오규원의 진술 로 “사회나

인간이나 혹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바의 다의미(多意味),즉 의미가 하나

로 통일되지 않는다는 것이 거의 믿음처럼 작용하”153)고 있었기 때문이었

다.

이런 의미에서 화 이미지와의 상호텍스트성으로 ‘무딘 의미’를 지향한

오규원의 기시는 폐쇄성을 부정하고 개방성의 미학을 지향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탈근 사유로 귀결된다.창작 기에서부터 ‘새로운 형식의

탄생,장르의 분화’를 기획했던 오규원은 화 이미지를 이용하여 환상

이고 실 인 내면 세계를 탐구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가시화시

키며 들리지 않는 소리까지 실화’시킬 수 있었다.즉 탈장르의 상호텍스

트 창작 방식이라는 새로운 술 담론 속에서 화 이미지를 수용하면

서 필연성,확정성,통일성,총체성 등의 폐쇄 인 문학 습에서 벗어나

우연성과 불확정성을 바탕으로 한 의미와 형식의 개방성을 확보할 수 있

었다.더구나 오규원이 추구한 개방성의 미학은 화 이미지의 ‘무딘 의

미’개념으로 그 다양한 의미 생성을 독자에게 개방해 놓았다.이처럼 오

규원의 기시는 개방성의 미학을 지향함으로써 데카르트 유일한 주체,

합리 이성, 언어, 념 등을 토 로 하는 모더니즘의 폐쇄성

으로부터 시와 술을 해방시키고,감각 이고 편 인 감성을 지닌 시

와 술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표명할 수 있었다.

153)오규원·김동원·박혜경 담,앞의 담,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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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물신 사회의 비 과 고 이미지

오규원은 화 이미지와의 상호텍스트성을 기시의 창작 방식으로 삼

아 환상 인 자아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 다 한 상이 지닌 불투명한

념을 구체 인 사물로 의물화하여 언어가 지닌 추상성을 구상화하는 데

몰두하 다.그러나 이러한 오규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시는

념성을 띠게 되었다.그것은 그의 기시에 구사된 시어의 다수가

“철학 인 사변의 냄새”154)가 짙게 밴 한자어 기 때문이었다.155) 념에

서 벗어난 언어를 탐구한다는 것이 념에 의지하는 모순된 결과를 낳았

던 것이다.더구나 그의 기시는 화 이미지의 상상력을 수용하여 환상

세계를 탐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성으로 인해 추상 이고 난해하다

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무의식과 환상 세계의 표출은 일상 생활의 구체

인 삶에서 체득된 것도 아니고 시 와 사회 실을 반 한 것도 아니어

서 그의 기시를 난해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오규원에게 념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되어 그는

새로운 창작 방식을 모색하게 된다. 王子가 아닌 한 아이에게 (1978), 

이 땅에 어지는 抒情詩 (1981), 가끔은 주목받는 生이고 싶다 (1987),

 사랑의 감옥 (1991)에서 ‘언어란 무엇인가’‘시란 무엇인가’에 한 반성

물음으로 다른 이미지 구 방식을 마련한다.그리하여 그는 후기

산업사회의 자본주의를 이끄는 것이 매체와 고임을 인식하고,신

문·잡지·TV CF등의 고 언어와 고 이미지를 시의 문맥에 차용한다.

이러한 팝아트의 디메이드와 콜라주로써 고에 의해 오염된 언어 실

을 비 하고 산업 문명과 물신 사회가 낳은 소비 문화 풍조에 항하게

154)이것은 김동원·박혜경과의 담에서 박혜경이 지 한 말이다.(오규원·김동원·박혜경 담,앞의

담,14쪽.)

155)본 연구자는 오규원이 기시에서 구사한 한자어를 살펴보았다.본 논문에서 인용한 부분들만

표본 집단으로 하여,살해,인식,명확,정면,확신,형체,허 ,독립,존재, 념,약속, 책,행

진,검토,소집,체포,추상,출장소,脫籍, 신,下釜,무장,결사 ,비극,신앙,내통,도식주의자,

부활,종언,개편,돌연히,형체,실패,기 등이 쓰 음을 확인하 다.이것은 김 승 시인이 “오

랫동안 습작을 한 흔 이 보인다.한자를 조심해서 사용하라.”는 사신과 함께 1965년  문학 

에 오규원을 추천하여 등단시켰다는 일화를 떠오르게 한다.(이원,앞의 ,4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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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따라서 Ⅲ장에서는 오규원의 기시에 나타난 고 이미지의 수용 양상

과 미학 특성을 악하고자 한다.이를 해 먼 , 념을 해체하

고 물신 사회를 비 하게 된 동인을 살펴볼 것이다.다음으로, 통 서정

시 장르의 의미와 형식을 해체한 콜라주 기법의 고 이미지가 그의 기

시에서 어떤 특성으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그 과정에

서 편화된 시간과 공간의 재구성 문제,팝아트와 디메이드와 콜라주,

고상품시 등을 구체 으로 분석할 것이다.마지막으로,오규원의 기시

의 의미 양상과 미학 성취를 ‘게슈탈트’형태심리학의 개념을 빌려 악

할 것이다.이 ‘게슈탈트’법칙을 통해 다원성을 추구한 오규원의 시세계

와 포스트모더니즘 미학과의 연 성이 더욱 분명하게 밝 질 것이다.

1.장르 해체와 콜라주 기법의 차용

1)산업 문명에의 항과 념의 해체

념 이고 난해한 기시에서 벗어나 사회 인 내용을 구체 으로 확

보한 오규원의 기시는 그 탐구 역을 물신 사회에 한 비 과 항에

두게 된다.그것은 오규원이 첫 시집  분명한 事件 을 쓸 무렵의 시쓰기

를 투명한 심상의 세계를 다루면서 세계는 분명해졌지만 “그 자신의 삶을

표백시키고 있었다”156)라고 반성한 데서 기인한다.즉 그는 자아의 내면

탐구를 해 모색한 환상 세계가 ‘자신의 삶을 표백시’켰음을 깨닫고 후기

산업사회의 도시 공간이라는 구체 인 삶의 장에 심을 돌리게 된다.

이처럼 오규원이 기시의 탐구 역을 후기산업사회 도시 공간에서의

산업 문명에 한 비 과 항에 두게 된 가장 요한 원인은 그가 1971

년 태평양화학의 PR지  향장 을 직 창간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

과 실을 구체 으로 체득했기 때문이었다.언어의 순수성에 한 믿음

156)오규원,｢李箱과 쥘르의 話 는 自己分解｣, 現實과 克己 ,문학과지성사,1976,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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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녔던 그가 기시를 거치는 과정에서 회의하게 된 언어와 세계와의

계가 자본주의의 장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더욱 노골 으로 충돌하

던 것이다.더구나 자본주의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기업 홍보실에서 9

년 동안 근무하면서 고 매체에 종속된 언어의 오염과 타락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 그는 언어뿐만이 아니라 “산업사회가 가지고 있는

바의 피폐성,도시 문화가 가지고 있는 기능주의,이 모든 것들이 시에 어

떤 향을 미”157)치고 있음을 깨닫고 있었다.

세계에 한 동사 근은 시의 변화를 동반했습니다.그 시기는 제가

자본주의의 심장인 홍보실에서 근무하며,책 속의 자본주의나 거리의 자본

주의가 아닌 장의 한국 자본주의의 실상을 어느 정도 악하고 경험한

후가 되는 셈입니다.즉,생산 시설의 허와 실,제품의 허와 실,생산 과정

의 허와 실,생산과 소비의 허와 실, 고와 소비의 허와 실, 업 정책의

허와 실,자본주의의 허와 실,그 자본주의의 언어의 허와 실 등등을 어느

정도 알고 난 다음인 셈입니다.158)

-｢언어 탐구의 궤 ｣

오규원이 기시에서 가장 먼 직시한 것은 자본주의 시 의 ‘언어’문

제 다.물론 그가 ‘언어’문제를 직시한다는 것은 ‘언어’를 의미 있는 삶

의 생산 수단으로 삼는 시인으로서는 당연한 일이었다.그러나 “책 속의

자본주의나 거리의 자본주의가 아닌 장의 한국 자본주의의 실상을 어

느 정도 악하고 경험한”오규원에게 그것은 “그 자본주의의 언어의 허

와 실”까지 리하게 해부하게 된 결과 다.따라서 오규원은 당 한국

산업사회의 ‘자본주의’와 료주의의 사회 ,구조 모순이 ‘언어’를 오염

시키고 타락시켜 ‘언어’의 념화를 래하 음을 인식하 던 것이다.그

리하여 그는 ‘세계에 한 동사 근’을 시도하며 ‘시의 변화’를 모색하

는 과정에서,‘언어’가 지닌 사회성과 효용성 그로 인한 구속성과 폭력성

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그리하여 오규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

157)오규원·김동원·박혜경 담,앞의 담,31쪽.

158)오규원·이 호 담,앞의 담,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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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화된 ‘언어’에 한 시 응을 모색하게 된다.

그 잠깐 발을 멈추고,그 잠깐

사 을 찾아보라 保守主義란

상을 그 로 보 하여 지키려는 主義

그 잠깐 발을 멈추고,그 잠깐

사 을 찾아보라 아침의 무덤이 무슨 말 속에 워 있는지

말이 되든 안 되든 노래가 되든

안 되든 요한 것은 진리라든지 믿음이라는

말의 옷을 벗기는 일

벗긴 옷까지 다시 벗기는 일

나는 나의 믿음이

정말이다 우리는 아직도 敗北를 승리로 굳게 읽는 방법을

믿음이라 부른다 왜 敗北를

敗北로 읽으면 안 되는지 가

나에게 이야기 좀 해 주었으면

그 믿음으로 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여,

나에게 화를 내시라

불 한 내가 혹 당신을 로하게 될 터이니까

-｢우리 시 의 純粹詩｣부분

｢우리 시 의 純粹詩｣는 제목 그 로 ‘우리 시 의 순수시’를 풍자하고

있는 시이다.그러나 오규원이 이 시에서 ‘순수시’보다 더 문제시하고 있

는 것은 바로 언어의 순결성이었다.그는 자본주의 사회를 ‘말’의 순결성

이 훼손된 시 로 진단하고 이 시 의 언어가 순수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

린다.그리고 그러한 언어의 비순수성을 ‘保守主義’는 등재되었지만 ‘아침

의 무덤’은 락되고 만 ‘사 ’을 통해 드러낸다.그것은 언어의 의미를 고

정하여 념화시키고 언어를 통제하는 것이 바로 ‘사 ’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오규원은 ‘保守主義’를 한자로 ‘아침의 무덤’을 순수한 고유어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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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고 그러한 사실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즉 오규원에게 ‘사 ’은 구체

인 삶의 양상과 진실을 보여주지 못하고 단지 언어와 사물과의 제도화

된 계만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오규원의 견해는 월터 옹의 다음과 같은 말로 입증할 수 있다.

“단어는 언제나 그 단어의 끈질긴 실제 서식지에서만 의미를 얻는다.그

러한 서식지는 사 에서처럼 단지 다른 단어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몸짓,

목소리 음조,얼굴 표정,그리고 실제로 입으로 말하는 단어에 의해 야기

되는 인간 이고 실존 인 체 환경을 포함하는 것이다.단어의 의미는

끊임없이 재에서 나온다.”159)따라서 이 호가 말한 것처럼 “순결성 자

체가 일종의 허 의식으로 작용하는 시 에”160)언어가 그것이 가리키는

사물에 해 순수하다는 것은 ‘진리’나 ‘믿음’이 아니라 미망이나 편견이

된다.그리고 그 허 의식 아래에서는 “敗北를 敗北로 읽”는 언어의 사

실성이 “敗北를 승리로 굳게 읽는”허 성으로 도되고 만다.결국 ｢우

리 시 의 純粹詩｣는 언어가 지닌 념이 삶의 구체 진실을 가로 막는

권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시에서 오규원은 이처럼 “ 상을 그 로 보 하여 지키려는”

의식 즉 사회에 미만해 있는 ‘保守主義’가 인간을 억압하는 요인이라는

을 강조하고 있다.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말,사실을 감추는 말,합리화를

해 혹사당하는 말이 ‘保守主義’에 의해 계속 유통되다 보면 언어가 그

‘순수’성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따라서 오규원에게 남은 요한 과제는

“진리라든지 믿음이라는/말의 옷을 벗기는 일”이다.시와 언어는 이미 순

결성을 잃은 것이기에,‘말의 옷’즉 언어의 순결성을 장한 껍데기를

“벗긴 옷까지 다시 벗기는 일”만이 남게 된 것이다.결국 오규원은 ‘保守

主義’가 보 해 온 언어의 념성과 도구성을 제거하면서 언어와 사물과

의 권력화되고 제도화된 계에서 벗어나고자 한다.즉 사물을 념으로

부터 해방시켜 그 개별성과 구체성과 사실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159)월터 J옹,앞의 책,78쪽.

160)이 호,｢에이론의 정신과 시쓰기-오규원 기시 읽기｣,앞의 ,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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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에는

그는 다만

왜곡될 순간을 기다리는 기다림

그것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 을 때

그는 곧 나에게로 와서

내가 부른 이름 로 모습을 바꾸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 을 때

그는 곧 나에게로 와서

풀,꽃,시멘트,길,담배꽁 ,아스피린,아달린이 아닌

잔화,작약,포인세치아,개밥풀,인동,황국 등등의

보통명사나 수명사가 아닌

의미의 틀을 만들었다.

우리들은 모두

명명하고 싶어했다.

는 나에게 나는 에게.

그리고 그는

그 로 의미의 틀이 완성되면

다시 다른 모습이 될 그 순간

그리고 기다림 그것이 되었다.

-｢｢꽃｣의 패로디｣ 문

오규원이 ‘말의 옷을 벗기는 일’로 시작한 지시 언어의 재 성과 그에

한 비 은 김춘수의 ｢꽃｣을 패러디한 ｢｢꽃｣의 패로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상의 명명을 통한 주체의 인식론 우 를 강조한 김춘수의 ｢꽃｣

과 달리,이 시에서는 언어의 본질에 질문을 던지는 오규원의 언어 을

찾아볼 수 있다.즉 김춘수의 ｢꽃｣이 사물을 기의와 기표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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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식하고 언어의 고정된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데 비해,｢｢꽃｣의 패로

디｣는 언어가 고정된 의미를 지시하고 념화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오규원은 우선 객 세계에는 “ 잔화,작약,포인세치아,개밥풀,인동,

황국”등의 다양한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그리고 이러한 사물

을 각각 “ 잔화,작약,포인세치아,개밥풀,인동,황국”이라는 고유한 이

름으로 명명하는 순간,그 언어는 ‘의미의 틀’을 만들고 사물의 본질 의

미를 더 ‘왜곡’시켜 결국 사물의 실존을 말소시키게 된다고 말한다.사물

을 인지하고 명명하는 언어가 사물의 실존을 있는 그 로 반 하지 못할

때 결국 언어는 사물을 물화시키고 그것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

이다.

따라서 오규원은 언어가 사물을 명명할 때 생겨나는 이 ‘왜곡’에 주목한

다. 한 지시 언어의 명명 행 가 오히려 사물의 ‘의미’를 고정시켜 억

압하는 기제가 되었음을 강하게 비 한다.물론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161)는 ‘세계-내-존재(abeing-in-the-world)’인 인간 존재가 사

물에 한 명명 행 를 통해 ‘존재론 우 ’를 하게 되었으며,이로써

언어는 바로 그 ‘존재의 집’이라고 말한 바 있다.그러나 오규원에게 명명

행 는 ‘참존재’의 은폐 상을 래하는 것이다.그것은 념화되고 도구

화된 언어의 명명 행 가 지시 상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

는 주체까지 억압하는 기제가 되기 때문이다.이처럼 ｢｢꽃｣의 패로디｣는

사물뿐만이 아니라 언어 주체인 ‘그’와 ‘나’까지 시스템화된 언어의 억압과

지배의 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표와 기의가 1:1의 계로 고착되는 기존의 언어 상에 질문을 던진

오규원의 언어 은 언어학과 그 견해를 같이한다. 언어학에 따

르면 기호는 “사물의 이름도 아니고,어떤 상을 재 하는 것도 아닌 것,

다시 말해 기호(여기에서는 기표)는 기호 외부에 상이라 일컫는 어떤

것이 선험 으로 제된 것이 아니며,기호 내부에도 고유한 어떤 의미

(여기에서는 기의)를 미리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다른 기호(기표)들과

의 차이에 의해서만 구분되는,그 자체로는 텅 빈 것임을 의미한다.”162)

161)마르틴 하이데거,이기상 옮김, 존재와 시간 ,까치 방,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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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후기구조주의자 데리다의 논리로,데리다163)는 언어의 의미란

확정될 수 없다고 하면서 모든 담론에는 ‘차연(différance)’의 논리가 개입

된다고 보았다.그에게 언어는 공간 으로 서로 다르면서 시간 으로

원히 지연되는 차이들의 연속 즉 ‘차연’을 통해 의미가 드러나는 기표들의

끝없는 유희일 뿐이다.이 ‘차연’은 쭉정이의 씨가 무한 로 퍼져나가는

것과 같은 ‘산포 상(dissemination)’으로 결국 심이 없는 의미화의 과

정인 것이다.따라서 데리다는 비동일성과 비고정성이 내재된 언어 구조

자체를 해체하여 주체와 언어 사이의 연결을 끊어 놓았다.기표와 기의

사이의 특권 인 계를 부정하고 텍스트를 근원이 부재하거나 유보된 채

생산되는 서로 다른 의미들이 충돌하는 장으로 보았던 것이다.

뒷집 타일 工場의 경식이에게 동그라미를 그려 보 더니 동그라미라 하고

연탄 장수 金老人의 손주 명하는 쓰 기를 쓰 기라 하고

K식품 회사 손계장의 딸 연희는 빵을 보고 빵이라 하고 연희 동생 연주는

돼지새끼를 보고 돼지새끼라고 했다.

다시 한번 물어 도 경식이는

동그라미를 동그라미라 하고

명하는 쓰 기를 쓰 기라 하고

연희는 빵이라 하고 연주는 돼지새끼라 한다.

다시 물으니 묻는 내가 우습다고 히히닥하며

나를 피해 다른 골목을 찾는다.

정답 만세!

그리고 정답 아닌 다른 답을 못 하는

우리들 어린 王子와 公主에게 만세 부르는 우리의 어른들 만세!

-｢우리들의 어린 王子｣ 문

162)서명수,｢기호와 재 -탈근 주의 기호론을 한 정 ｣,한국기호학회 엮음, 삶과 기호 ,문학

과지성사,1997,424쪽.

163)자크 데리다,김성도 옮김, 그라마톨로지 ,민음사,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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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들의 어린 王子｣는 인간이 그 선입견과 고정 념으로 기표

와 기의를 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러한 선입

견과 고정 념은 언어가 의사 소통의 도구로 체제화됨에 따라 념화로

귀결된 결과이다.따라서 ‘동그라미’는 ‘동그라미’일 뿐 그것을 ‘쓰 기’나

‘빵’ 는 ‘돼지새끼’라고 자유롭게 인식하지 못한다.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스테 오타입으로 사물을 왜곡시키는 념 사유 체계가 기성 세 뿐

만 아니라 “우리들 어린 王子와 公主”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상이라

는 것이다.더구나 주체 이고 비 인 의식은 오히려 우스운 것으로 간

주되어,“내가 우습다고 히히닥하며/나를 피해”버릴 정도로 기피 상이

되고 있다.

오규원은 이처럼 언어가 지닌 고정 념의 폐해로 편견에 길들여져 획

일화된 채 살아가는 인간을 ‘정답 만세!’라는 반어 어법으로 풍자한다.

한 개인의 념의 이면에는 한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내재해 있고,개인은

그 이데올로기로 인해 선험 이고 습 으로 형성된 피동성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그러나 오규원은 “사물에 이름을 붙인 것이 인간이었으니까 그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164)라고 말하며,언어의 의미 체계가

변화하는 실이 곧 문화라는 믿음을 그의 기시의 기본 제로 삼는다.

그리하여 오규원은 언어의 고정된 의미 체계가 괴되어 이데올로기의 지

배를 받지 않는 언어 체계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한 그

는 습 인 시각과 논리의 틀을 해체하여 언어가 단일한 의미로 환원되

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획일 이고 비주체 인 사고와 논리는 근 의 사유 체계로

부터 야기된 것이다.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근 의 주체 심주의와 이성

심주의는 주체와 객체를 분리시킴으로써 자연과 인간을 단 시키는 양

상을 래하 다.특히 후기산업사회의 자본주의가 기획한 근 화 로젝

트는 성장과 발 의 논리를 앞세워 인간의 삶을 피폐화시키는 구조 인

모순을 야기하 다.이러한 사회 징후 속에서는 인간의 개성이 상실되

고 사고가 무비 으로 자동화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한 근 사회의

164)오규원, 언어와 삶 ,앞의 책,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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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된 언어 역시 추상화되고 고정화되어 사회 체계나 이데올로기를 재

생산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이것은 모두 자본주의 체제가 심화된 사회에

서 나타나게 되는 언어의 폐해 상이었다.

우리집 작은놈이 뜰에 둥그 게 원을 그려놓고 날더러 들어가 보라고 합

니다.선 속에 내가 발을 들여놓으니까 녀석은 낄낄 웃으며 이젠 갇혔다고

박수를 칩니다.나는 녀석의 실없는 장난을 웃으면서 한 발을 선 밖으로

내디딥니다.순간,왼쪽 무릎이 짜릿하며 마비가 옵니다.놀란 내가 발을

거두며 작은놈을 쳐다보니 녀석은 마음놓고 빙그 웃습니다.이번에는 오

른쪽 발을 조심스럽게 선 밖으로 옮겨 니다.선을 넘기도 에 이상한

마비 증상이 오른쪽 허벅지를 타고 싸아 하고 올라 옵니다.멍해진 나는

선의 속을 들여다 니다.선의 冷血性,확실함,이의 없음,일사불란함이 일

렬로 서서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나는 우뚝 선 채 선과 쾌재를 부르는 녀

석의 손 소리 속으로 녀석의 다음 할 일을 재빨리 읽어 니다.아니나

다를까 녀석이 그려놓은 선의 한 쪽을 잡아당기니까 선이 슬 슬 나의

다리를 향하여 좁아듭니다.

당신의 믿음 는 당신의 고정 념이 그 게 믿으므로 선은 그 게 언

제나 당신이 아는 선으로 있으려니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病입니다

믿음 는 고정 념이란.

보십시오,선은 움직입니다

존재하는 그때의 양식 그만큼

가 움직이고 있는 그만큼.

-｢다섯 개의 偶話·3-우리집 아이의 장난｣ 문

따라서 오규원은 ｢다섯 개의 偶話·3｣에서 ‘고정 념’에 한 재인식을

구한다.이 시에서 ‘선’은 인간의 다양성을 마비시키고 말살하는 ‘고정

념’을 시각화하고 있다.‘선’은 모든 상의 원인과 결과를 일직선 으로

연결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의 실증 인과율의 논리를 상징한다.‘원’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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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冷血性,확실함,이의 없음,일사불란함”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모

든 것을 단일한 체계로 환원시키는 획일성의 세계를 상징한다. 한 그것

은 인 인 제도가 만들어 놓은 폐쇄 인 체제와 갇힌 세계를 의미하기

도 한다.그러나 오규원은 ‘고정 념’이 지배하는 독재 세계에서 그 획일

이고 선형 인 사고와 논리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그것은 기지의 사

실을 각인시키는 ‘고정 념’에 한 ‘믿음’이야말로 한낱 ‘病’에 불과한 것

이기 때문이다.그리하여 그는 “선은 움직”인다는 선언과 함께 ‘고정

념’으로 인간을 화석화시키는 세계에 항하고자 한다. 한 료 체제에

“갇힌”기능화된 인간으로부터의 일탈을 시도한다.

말의 사회성,다시 말하면 말의 그러한 사회성 속에서 계몽의 변증법을

지배의 원리로 공공연히 차용할 때 말의 시련은 시작된다.사실은 감추어

지고 사실과 다른 의미가 주장되고,지배의 원리를 해 말의 진정한 의미

를 왜곡시키고,그러한 주장과 의미에 한 믿음이 계몽의 형식으로 강요

된다.일종의 테러리즘이다.165)

-｢문화의 불온성｣

그 결과 오규원은 언어의 ‘사회성’이 야기한 단일성과 획일성의 폐해

상을 ‘일종의 테러리즘’으로 규정하게 된다.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

는 안을 ‘문화의 불온성’에서 찾는다.즉 그는 언어가 지시하는 ‘사실’과

‘사실’사이의 계가 ‘왜곡’되어 있음을 직시하고,획일화된 념과 조작

된 논리의 폭력으로 훼손된 언어에 한 자각을 구한다.따라서 오규원

은 자본주의 체제가 심화된 사회일수록 그 언어는 더욱 도구화되는 것이

며 “계몽의 형식으로 강요되”고 속화되는 것임을 강조한다.그리하여

야만에서 문명이라는 형태로 진행되어 온 계몽이 실제로는 문명에서 야만

으로 락해 간 과정이라는 테오도어 아도르노(TheodorAdorno)의 ‘계몽

과 지배의 변증법’이론을 빌려 그것을 비 하고 있다.

따라서 오규원은 ‘문화의 불온성’이야말로 리된 사회 속에서도 끝까지

165) 의 책,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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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되지 않는 자율성을 드러내기 한 방법이라고 말하며,“ 리된 사회

속에서도 훼손될 수 없는 즉자성을 술이 지니고 있다”166)라는 신념을

버리지 않는다.그 결과 오규원은 인간을 억압하는 기존 가치 체계에

한 비 과 항을 새로운 시와 술의 제 조건으로 삼는다.그리하여

실 세계의 그릇된 가치와 질서에서 벗어나 그것을 새롭게 창조하려는

‘문화의 불온성’으로 오규원의 시는 더욱 이고 실험 인 문화 담론

의 장으로 확장되어 나간다.

2) 통 서정시의 폐기와 일상 언어의 발견

오규원이 인식한 1970년 반 한국 사회는 후기산업사회의 구조 속에

놓여 있었다.제조업을 기반으로 수요와 공 이 이루어지던 산업사회와는

달리 서비스 산업과 지식·정보 산업을 기반으로 수요와 공 이 이루어지

는 후기산업사회를 맞이한 것이다.이러한 후기산업사회는 공 이 넘치고

고와 패션에 의해 수요가 이루어지는 상을 그 특징으로 한다. 한

매체를 포함한 모든 문화 상이 상품으로 둔갑하는 상이 나타난

다.그리하여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 교환 가치,시장성,소비

성의 지배를 받게 되고,소비와 사치가 새로운 가치 윤리로 장려되고 조

작되고 통제되기에 이른다.따라서 앙리 르페 르(HenriLefebvere)는 이

러한 자본주의 사회를 “소비 조작의 료 사회”167)라고 불 다.

한국에도 후기산업사회의 징후가 어느 면에서 드러나고 있으므로 한국

인 특징을 조심스럽게 추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한국도 격한 거 도시

의 출 과 량생산체제,소비산업의 발달,그로 인한 자원 고갈과 환경 오

염,TV 컴퓨터 등 자기기의 량 보 ,비인간화 상이라는 후기

산업사회의 거센 물결의 밖에는 있지 않기 때문이다.168)

-｢후기산업사회에 있어서의 문학의 상-한국 특수성과 문학 응｣

166) 의 책,26쪽.

167)앙리 르페 르,박정자 옮김, 세계의 일상성 ,기 랑,2005,145쪽.

168)오규원,｢후기산업사회에 있어서의 문학의 상-한국 특수성과 문학 응｣, 문학정신 ,열

음사,1992년 12월호,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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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원은 이러한 사회에 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 인 특징

을 조심스럽게 추출”하면서,한국 사회에 내재된 복합 이고 다면 인 구

조 모순과 병리 상을 폭로하는 것을 그의 기시의 목표로 삼게 된

다.그것은 산업화·개발화·도시화라는 근 화의 양상으로 한국 사회 역시

기술·산업 문명과 시민 의식과의 불균형이 래한 ‘비인간화 상’을 피해

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더구나 근 화가 짧고 조 하고 신속하게 이루어

졌던 ‘한국 특수성’으로 한국 사회의 ‘후기산업사회의 징후’는 더 행

인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량생산체제’와 “TV 컴퓨터 등 자기

기의 량 보 ”이 ‘소비산업의 발달’을 더욱 기형화시켰음을 인식한 오규

원은 ‘후기산업사회에 있어서의 문학’ 응을 소비 문화를 조장하는

고에 한 비 으로 시작하게 된다.

우선,우리는 지 꽃이나,시내나, 가집과 함께 살기보다 아 트,버스

정거장,분식집, 고와 함께 산다는 사실입니다.다음의 것은 도구화된 언

어 는 수단화된 언어의 자본주의 형태가 바로 고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호화된 형태와 다른,타락한 언어라는 입니다. 는 그 언

어들을 본래의 의미로 환원시켜 보려고 노력했지요.169)

-｢타락한 말,혹은 시 를 헤쳐나가는 해방의 이미지｣

오규원의 후기산업사회에 한 문학 응이 가장 먼 나타난 것은

물론 ‘언어’에서 다.그것은 매체가 ‘량 보 ’된 상황에서 ‘언어’가

‘고’에 의해 ‘도구화’되고 ‘수단화’되기 때문이었다.따라서 오규원은 ‘구

호화’되고 ‘타락한 언어’를 “본래의 의미로 환원시키”고자 하 다.그리하

여 그는 인이 “꽃이나,시내나, 가집”이 아니라 “아 트,버스정거

장,분식집, 고”와 같은 도시 환경 속에서 거처한다는 을 들어,오늘

날 도시의 일상 환경을 이루고 ‘우리’ 실에 깊숙이 침투한 ‘고’에 주

목한다.그것은 ‘우리’의 일상 생활 리듬에 맞추어 반복되는 ‘고’가 ‘우

169)오규원·김동원·박혜경 담,앞의 담,17-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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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의식과 감각과 서정을 동질화시키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고’는 그 자체로는 이데올로기가 되지 못한다.그것은 신문이

나 잡지,라디오나 텔 비 등의 매체와 결탁했을 때 강력한 이데

올로기를 수행할 수 있다.따라서 자본주의 소비 사회에서 ‘TV’ 고는

물신화의 이데올로기를 조장하는 가장 표 인 매체로 간주된다.그것은

15 의 미학 혹은 15 의 상 술이라고 미화되는 ‘TV’속의 ‘고’가

온갖 환상을 동원하여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 소비를 이끌기 때문이다.

원래 상품 고유 가치를 창출하는 기능을 가졌던 ‘고’가 오늘날 소비를

조장하는 강력한 메커니즘이 되어 ‘우리’의 일상과 의식까지 통제하고

리하는 이데올로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인간 경험이 매체를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인의

자아정체성 역시 매체와 사회 체계에 의해 결정된다.앤소니 기든스

(AnthonyGiddens)의 말 로 “ 매체 특히 자통신의 발 과 함께,자

아발 과 사회체계-지구 체계까지 포함하여-의 상호침투는 훨씬 더

해지게”170) 되는 것이다. 한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마샬 맥루한

(MarshallMcLuhan)의 선언처럼,오늘날 인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매체가 인간의 삶의 내용을 규정하고 매체에 의해 새로운 인간형이 만들

어지는 매체결정론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따라서 이 같은

사회와 매체와의 계를 분명하게 인식한 오규원은 변화하는 시 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통 서정시와 순수시의 폐기를 주장하게 된다.

詩에는 무슨 근사한 얘기가 있다고 믿는

낡은 사람들이

아직도 살고 있다.詩에는

아무것도 없다.

조 도 근사하지 않은

우리의 生밖에.

170)앤소니 기든스,권기돈 옮김, 성과 자아정체성:후기 의 자아와 사회 ,새물결,1997,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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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싶어 못 버리는 사람들의

무슨 근사한 이야기의 환상밖에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의지와 이상 속에 자라며 흔들리듯

그 의 사랑도 믿음도 나의 사기도 사기의 확실함도

확실한 그만큼 확실하지 않고

근사한 풀밭에는 잡 가 자란다.

확실하지 않음이나 사랑하는 게 어떤가.

詩에는 아무것도 없다.詩에는

남아 있는 우리의 生밖에.

남아 있는 우리의 생은 우리와 늘 만난다

조 도 근사하지 않게.

믿고 싶지 않겠지만

조 도 근사하지 않게.

-｢용산에서｣ 문

｢용산에서｣는 통 서정시와 순수시를 페기하고 새로운 장르를 모색하

는 오규원의 자아반 성이 드러난 메타시이다.서정시는 세계와 자아의

동일성의 원리에 기 한 세계 을 그 특징으로 한다.따라서 서정시의 서

정 자아는 세계를 내면화하여 자아와 세계와의 거리를 무화시킨다.그

러나 이러한 동일화의 논리로 념화되고 체계화된 서정시의 정신은 오규

원에게 ‘환상’이고 ‘사기’이고 ‘잡 ’일 뿐이다.그것은 통 서정시가 변화

하는 세계 속의 ‘우리의 生’을 제 로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사회의 의식 구조를 악하지 못하는 이러한 시는 오규원에게 “낡

은”시로 보일 뿐이다.“詩에는 무슨 근사한 얘기가 있다고 믿는”순수

서정시인들 역시 “조 도 근사하지 않”은 “낡은 사람들”인 것이다.

그리하여 오규원은 서정시의 동일성의 시학과 그 순응화된 질서에서 벗

어나고자 한다.사회 실과 유리된 순수시의 념 포즈에서 그 장된

순수를 벗겨내려고 한다.낭만과 감상의 언어로 쓰인 순수시의 언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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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어에 가해진 조직 폭력”171)일 뿐이므로 그 언어 구조와 표 기법

을 해체하고자 한다.따라서 오규원은 “詩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선언

과 함께,제도화된 언어와 길들여진 념에 항하는 새로운 시형을 모색

하게 된다.

배반을 모르는 시가

있다면 말해보라

의미하는 모든 것은

배반을 안다 시 의

시가 배반을 알 때까지

쮸쮸바를 빨고 있는

여자의 입술을

시라고 하면 안 되나

-｢버스 정거장에서｣부분

｢버스 정거장에서｣는 새로운 창작 방식과 새로운 장르를 모색하고자 하

는 오규원의 시 열망이 드러난 메타시이다.오규원은 “ 통 인 서정시

를 가지고는 자본주의라는 이 거 한 체제와 싸우기가 무 힘들다.”172)

라고 하면서,자아와 세계의 동일성이 괴된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통

인 서정시와의 ‘배반’을 선언하고 있다.오규원에게 있어 ‘시쓰기’란 자

본주의 사회에서의 오염된 언어와 획일화된 념과 자동화된 인간을 비

하고 풍자하기 한 가장 효율 인 도구 다.따라서 오규원은 세계와의

조화와 화해의 정신을 버리고 불화와 반목의 정신으로 시를 바라보면서

실험 이고 인 시쓰기의 형식을 발견한다.

그리하여 오규원의 시쓰기에 한 도 과 응 은 서정시의 폐기와 일상

성의 발견으로 나타났다.그는 기시에서 사용하 던 한자어 심의

념어를 버리고 일상 언어를 격 으로 사용함으로써 “쮸쮸바를 빨고 있

는 여자의 입술”을 한 편의 시로 창조해 내기에 이른다.그것은 이러

171)김 오, 詩論 제4 ,삼지원,2002,78쪽.

172)이원,앞의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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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상 실이야말로 실 세계로부터 억압 받지 않은 자유가 그 로

보존된 세계 기 때문이었다.그런데 ‘입술’이 시가 되는 이 새로운 시각

으로,오규원의 시는 오히려 반시(反詩)형식의 성을 띠게 되었다.그

것은 그가 인습 사고를 복시킨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면서

통 인 언어 질서를 괴하 기 때문이었다.이처럼 오규원은 일상

삶의 공간인 “버스 정거장에서”일상성의 역에 을 돌리고 실의 이

면을 평이한 일상 언어로 탐구하는 새로운 시형을 찾아내었던 것이다.

사물이,모든 사물이 그냥

그 로 한 편의 詩이듯

사람이,사람들이 한

모두 詩구나

詩가 그릇이라면 모든

사물도 그릇이며

詩가 밥이라면 모든

존재 한 지상의 밥이니

리석과 벽돌과 유리문

유리문의 손잡이

오는 계 인 층계

명식이,종만이,훈이며

-｢詩人 久甫氏의 一日 4-다방에서｣부분

1980년 도시의 일상성을 묘사하고 있는 ｢詩人 久甫氏의 一日 4-다방

에서｣는 박태원의 소설  說家 仇甫氏의 一日 을 패러디한 연작시 14편

의 한 편이다.173)박태원은 1930년 식민지 도시 경성을 ‘說家 仇甫

氏’의 을 통해 생태학 (ecological)으로 묘사한 바 있다.당시 산책자로

서 도시 고 학( 現學)을 시도한 ‘說家 仇甫氏’가 근 도시의 세태와

풍속과 그 일상을 묘사하 듯이,오규원 역시 이 연작시에서 벤야민의 ‘산

173)‘박태원의  說家 仇甫氏의 一日 -최인훈의  說家 丘甫氏의 一日 -주인석의  검은 상

처의 블루스 ’로 이어지는 ‘구보계 소설’과 ‘오규원의 ｢詩人 久甫氏의 一日｣-유하의 ｢시인 유보

氏의 하루｣’가 ‘구보형 담론’의 계보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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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마  샹, <샘>

책자(flaneur)모티 ’를 끌어와 도시의 일상을 묘사하고 있다.상품 물신

성(commodity fetishism)을 내재한 도시 풍경과 생태에 한 지리시학

(geopoetics)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다만 박태원의 소설이 종로를 심으

로 배회한 어느 하루를 배경으로 삼았던 데 비해,오규원 연작시는 ,여

름,가을,겨울을 거쳐 다시 을 맞는 동안의 서울 남산,명동,여의도,

부산 충무동의 바닷가,부두,포구 등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이 산책 과정에서 ‘說家 仇甫氏’가 “다방에서”소설을 쓴 것처럼,‘詩

人 久甫氏’역시 “다방에서”시쓰기를 모색하고 있다.그 결과 “모든 사물

이 그냥/그 로 한 편의 詩”가 되고 “사람들이 한 모두 詩”가 될 수 있

는 시쓰기의 방식을 발견해 낸 것이다.즉 ‘詩人 久甫氏’는 ‘그릇’‘밥’‘

리석’‘벽돌’‘유리문’‘유리문의 손잡이’‘층계’등 일상 용도로 쓰이는

사물을 시 상으로 삼게 되는데,그것은 물질 삶의 조건 속에 놓인

일상 사물들이 세계를 탈 심화,탈이데올로기화,탈신비화하는 데 합

한 소재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일상 사물이 시가 된다는 에서 오규원 기시의 창작 방식

을 팝아트의 디메이드와 연결할 수 있다. 디메이드(ready-made)란 기

성품을 술 작품 안으로 그 로 옮겨오는 아방가르드 술의 한 양식이

다.마르셀 뒤샹(MarcelDuchamp)이 처음 명명한 이 디메이드는 “비미

학 으로 량 생산된 사물을 술가의 간섭

을 최소화한 가운데 선택하고 시하는 오

제 작품”174)을 말한다. 디메이드는 사물을

일상 이고 습 인 환경과 기능으로부터 떼

어내어 술품으로 옮겨 놓으면 그 사물이 본

래의 목 과 기능을 상실하고 사물 그 자체의

무의미만이 남게 된다는 입장에 있는 술 양

식이었다.즉 “콜라병,핫도그 그리고 주차장

사진이 술로 될 때,오 제는 다시 한 번

마술 이 되며 리얼리티는 좀 더 자세히 보고

174)매슈게일,오진경 옮김, 다다와 실주의 ,한길아트,2001,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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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을 갖게 하는 아이콘으로 제시된다.”175)는 것이 디메이드의 미

략이었다. 량 생산되고 시장이 유통시킨 기성품 오 제인 남성용 화

장실 변기를 <샘(Fountain)>이라는 제목으로 화랑에 시한 마르셀 뒤샹

은 이러한 디메이드를 이용한 팝아트의 선구자 다.그는 디메이드를

통해 술은 복제 가능한 것이고 소비 가능한 것임을 보여 주었고,정통

술이 지니고 있었던 작품과 작가의 독창성 개념을 해체해 놓았다.

뒤샹과 마찬가지로 오규원도 디메이드를 이용하면 실의 모든 것이

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 다.따라서 그는 기존 념이나 습화된 사

고의 틀에서 벗어나 일상 사물의 다양한 양상을 새롭게 인식하고자 하

다.그리하여 자본주의의 물신성이라는 념의 형태가 구체 으로 드러

난 사물을 디메이드하여 그 사물에 내재된 소비 사회의 물신성을 드러

내고자 하 다.

특히 오규원은 고가 “동시 의 소통의 가장 강력한 언어”176)가 되어

인간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실에서,콜라주의 고 이미지를 그의 기

시의 주된 창작 방식으로 수용하게 된다.그리하여 그는 고 언어 속에

서 시의 언어와 메시지가 어떻게 매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된다. 한

그는 물신 ‘고’이미지를 통해 소비 사회를 경화하면서,이 가상 이

미지에 함몰된 후기산업사회를 비 하고 자본주의에 순응하는 인간을 풍

자하게 된다.

2.소비 사회의 경화와 물신 고 이미지

1) 편화된 시공간과 시공간의 재구성

근 문명의 세례를 받기 인간은 해돋이와 해넘이 그리고 사계 이

라는 자연 주기에 따라 시간에 순응하여 살아왔다.이처럼 시간을 계기

175)아모스 보겔,앞의 책,100쪽.

176)김진송·오무석·최범,앞의 책,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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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순환 인 것으로 인식하는 자연 인 시간 으로 인간은 통합 이고

총체 인 삶을 이룰 수 있었다.물론 그들은 그들의 실존 환경인 세계를

연속 으로 인 된 세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술 문명이 낳은 속도와 진보의 개념은 인간이 시간을 일직선

인 것으로 인식하게 하 다. 한 산업사회의 효율성을 해 시간을 양

으로 측정하면서 인간이 시간을 수량 이고 편화된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었다.이처럼 기술 문명의 속도와 산업 사회의 시스템에 맞게 인

으로 리되는 근 인 시간에 의해 인간은 의식의 분산과 분열을 체험

하기에 이른다.물론 근 사회 역시 분열성과 동시성을 그 특징으로 하

게 된다.

시계가 기계 으로 시간을 재깍재깍 만들어 시계 밖으로 내쫓습니다.

내쫓긴 시간은 갈 곳이 없어 시계 으로 펼쳐진 벽으로 털썩거리며

떨어집니다.

시계가 매달린 壁面 한쪽은 심을 잃고 낙하하는 시간이 형상으로 새까

맣습니다.

재깍,재깍,재깍……

털썩,털썩,털썩……

시계가 기계 으로 질서 정연하게 시간을 죽이고 있습니다.

시계가 시간을 죽이다니 이상한 일로 보이지만 따지고 보니 시계는 시간

을 낳는 일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섯 개의 偶話·5-시계와 시간｣ 문

이러한 근 시간 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시가 바로 ｢다섯 개의 偶

話·5-기계와 시간｣이다.이 시에서 자연 인 시간 질서를 괴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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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은 ‘시계’로 상징되어 나타나 있다.“시계가 기계 으로 시간을 재깍

재깍 만들어”에서처럼,시계는 편화되고 계량화된 시간을 생산해 내는

도구이다. 한 ‘재깍재깍’과 같이 규칙 이고 “질서 정연”함을 보여 주는

시계는 규율 인 시간을 생산하여 인간을 통제하는 수단이기도 하다.월

터 옹의 표 로 “오늘의 고도 기술문화에서는 몇 백만이나 되는 인쇄된

달력이나 벽시계나 손목시계가 우리에게 부여하는 추상 인 시간의 틀 속

에서 구나가 그날그날을 보”177)내듯이,인간의 일상이 강제와 규율,획

일과 통제를 행하는 시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에서 오규원은 근 시간 의 폭력성과 불모성에 주목한

다.“시계는 시간을 낳는 일밖에 모르기 때문”에 “시간을 죽이”게 된다는

역설 표 으로,계기 이고 순환 인 시간을 훼손시킨 근 시간의

폭력성을 비 하고 있다.근 시간은 인간을 지배하고 억압하면서 인

간을 시간의 객체로 락시키기 때문이다.그러나 근 시간의 폭력성

은 곧 시간의 불모성으로 이어진다.‘시간’은 ‘시계’에 의해 훼손되어 다시

‘내쫓긴 시간’이 되고 결국 “ 심을 잃고 낙하하”게 되는 것이다.속도와

효율성을 심으로 편성된 근 시간에 한 오규원의 부정 인식이

이와 같이 시간의 추락과 멸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7월 31일이 가고 다음날인

7월 32일이 왔다

7월 32일이 와서는 가지 않고

족두리꽃이 피고

그 다음날인 33일이 오고

와서는 가지 않고

두릅나무에 꽃이 피고

34일,35일이 이어서 왔지만

사람의 집에는

머물 곳이 없었다

나는 7월 32일을 자귀나무 속에 묻었다

177)월터 J옹,앞의 책,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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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과 다음날을 등나무 에

배롱나무 꽃 속에

남천에

쪽박새 울음 속에 묻었다

-｢물물과 나｣ 문

오규원이 갖고 있는 근 시간 에 한 부정 시각은 그의 후기시

‘날이미지시’의 하나인 ｢물물과 나｣와 비교해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이

시의 ‘달력’도 ‘시계’처럼 시간을 분 시키고 편화시키는 도구이다.따라

서 ‘달력’속의 ‘7월 31일’은 흐르는 시간을 측정하여 수치화해 놓은 시간

의 측량 단 이다.인간의 삶에 유용하도록 분 시켜 편화된 시간인 것

이다.따라서 이 시는 인간의 시간에는 ‘7월 32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다.계량 시간 체계인 ‘33일’‘34일’‘35’일 역시

“사람의 집에는/머물 곳이 없”게 되는 것이다.이처럼 오규원은 근 시

간의 모순과 한계를 보여 주면서 합리성과 효율성에 기 한 근 시간

을 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에서 오규원이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연 상으로서

의 시간은 결코 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오히려 분 된 시간은 자연

의 연속 인 흐름 속에 몸을 맡긴 사물들에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

다.그것은 자연이 축 되고 계량된 ‘시간’이 아니라 보다 큰 우주의 리듬

에 자신의 삶을 일치시키기 때문이다.따라서 ‘족두리꽃’과 ‘두릅나무’의

꽃과 ‘배롱나무 꽃’은 우주와 생명의 순환 체계에 맞춰 연속 으로 피었다

가 질 것이다.‘쪽박새 울음’역시 인간의 시간에는 아랑곳없이 깊은 산을

울릴 뿐이다.순환 인 시간 질서에 순응하는 이들 자연물들은 인 이

고 기계 인 인간의 시간,나아가 근 문명의 직선 이고 폭력 인 시간

편에 무심히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당신은 이 시가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끝나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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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가?

-｢시작 혹은 끝｣부분

오규원이 추구하는 시간 의식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시는 ｢시작 혹은

끝｣이다.이 시는 오규원이 시집  토마토는 붉다 아니 달콤하다 를 편집

하는 과정에서 그의 순환 시간 의식을 드러내기 해 형식 실험을 시도

한 작품이다.즉 오규원은 시집의 각 장(章)을 생태 순환 방식을 도입하

여 배열하 는데,｢시작 혹은 끝｣은 그 시집 Ⅱ장에 실린 첫 작품이다.이

｢시작 혹은 끝｣은 Ⅱ장의 마지막 작품인 ｢처음 혹은 되풀이｣와 짝을 이루

면서 시의 내용이 부분 으로 서로 차용되거나 공간 배경이 서로 인

되면서 상호 순환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형식 실험은 오규원이 직선 이고 편 인 시간이라는 추상

인 시간 을 뛰어넘어 계기 이고 순환 인 시간이라는 보다 본질 인 시

간 의식을 갖고 있음을 알려 다.즉 자연이 개체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서의 순환 구조에 한 오규원의 시간 인식인 것이다.따라서 만물의 생

성과 소멸은 시간의 연속성에서 반복된다는 순환론 시간 에 입각하여,

오규원은 “이 시가/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끝나야/한다고/생각하는

가?”라고 묻고 있다.이것은 ‘시작과 끝’은 분리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

말로,그것은 오규원이 모든 생물학 존재와의 공존을 열린 구조로 모색

한 결과 다.이와 같은 순환 시간 을 바탕으로 한 편집의 구조 특

성은 오규원의 후기시 ‘날이미지시’의 세계 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한편 과학 기술의 발달은 인간 실존의 물리 조건인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의 편화 상도 야기하 다.물론 철도를 비롯한 운송 수단과 화

를 비롯한 통신 수단의 발달은 세계를 지구 으로 묶어 인간 환경인

공간을 확장시켜 주었다. 한 그것은 걷는 행 속에서는 인간 신체가

감각할 수 없었던 속도를 경험하도록 해 주었다.그러나 이러한 공간의

확장은 장소와 장소의 연속된 공간을 없애 버리고 공간을 단하여 축소

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그러나 도시 공간의 확장과 함께 이처럼 행 인

공간의 편화 상은 더욱 가속화되었다.자본주의의 욕망과 동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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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해 나가는 도시의 표면이 근 제도와 체제 아래 구획화되면서 더욱

편화되고 일상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오규원은 도시 공간을 그의 기시의 배경으로 삼게 된다.서울

변두리인 개 동·양평동178)등 산업사회의 후미진 도시 변두리에서,개발

과 성장의 심지인 한강변으로,소비 문화를 이끄는 여의도,충무로,명

동 등의 도시 심부로 그의 시의 공간 배경은 차 옮아가는 양상을

보여 다.이러한 도시는 사물 자체에 인간의 의도가 개입된 물상들로

이루어진 세계이다.나아가 거 소비 사회의 축소 인 도시 심부는 자

본주의가 소비 이데올로기로 을 지배함으로써 그 권력을 실 하는 공

간이다.그리하여 오규원은 시장 심의 경제 구조가 잉태한 자본의 집

지인 화려한 도심에서 “PR,Decomas,CF,DM,VTR,scanner,video,

audio”179)라는 용어를 일상 으로 사용하면서,소비와 향락에 탐닉하는 도

시의 일상을 묘사하게 된다.물론 이러한 소비와 향락의 이면에는 인간

소외와 단 이 내재해 있다.

다시 거리에서

복합 비타민 모나와 빵빠 사이에

세종 콘택트 즈와 마운빌 상사 사이에

아모 와 조아모니카 사이에

방울과 애니 사이에

자미온과 나드리 사이에

망가진

로스펙스,에스쁘리끄,쟈스트,유닉스,비비안,톰보이,에스 ,챠 ,

논노,코코,뿅뿅,라미,와코루,자이덴스키,디제이치킨,콩그라쎄 사이에

망가진 것들 를 들면

178)시집  王子가 아닌 한 아이에게 에는 7편의 ‘楊平洞 연작시’가 수록되어 있다.

179)오규원,｢구상과 해체-되돌아보기 는 몇 개의 인용 1｣,앞의 ,412쪽.



- 121 -

지노베타딘,리도,아스피린,드 ,펠시,뽀비,｢신의 아그네스｣,｢낮은

데로 임하소서｣,｢우리는 행동과 개성을 입는다, 퍼｣사이에

망가진다

-｢서울·1984· ｣부분

｢서울·1984· ｣은 김승옥의 소설 ｢서울,1964년 겨울｣을 패러디한 시이

다.｢서울,1964년 겨울｣은 근 의 편화된 도시 공간 속에서 연 감을

잃고 소외된 인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리 알려져 있다.이

시 역시 김승옥의 소설과 동일하게 ‘서울’을 공간 배경으로 삼고 있다.

물론 이 ‘서울’은 오규원이 표 한 로 “한국의 부분의 특징 없는 도시

의 형화 혹은 종합화된 모형”180)바로 그것이다.따라서 이처럼 팽창된

도시는 자본주의의 발 과 성장의 측정 지표이면서 동시에 편화되고 분

열된 인간에 한 상징 지표가 된다.그러므로 김승옥은 ‘서울’여 ‘방’

의 사각 임으로 이처럼 편화된 공간을 상징하 던 것이다.그러나

‘1984년’의 ‘’으로 시 배경이 바 이 시에서 편화된 공간을 시각

화하고 있는 것은 ‘서울’도시 경 속 ‘거리’가 보여 주는 간 들의 그 사

각 임들이다.

오규원은 자본주의 사회의 도시 공간이 갖고 있는 의미를 탐색하는 과

정에서 상품명 외에는 여타의 언어 기호를 갖지 않는 간 에 주목한다.

이 호에 의하면 “간 은 소비 욕구를 자극하기 한 언어 장식”181)이

기 때문이다. 한 볼 강 하우크(WolfgangHaug)의 견해를 빌리면,“

로스펙스,에스쁘리끄,쟈스트,유닉스,비비안,톰보이,에스 ,챠 ,논

노,코코,뿅뿅,라미,와코루,자이덴스키,디제이치킨,콩그라쎄”등의

드 이름은 소비 문화 사회에서 끊임없이 떠도는 란한 기표들일 뿐이

다.하우크는 소쉬르와 바르트의 기호학을 바탕으로 상품의 질 가치를

180) 의 ,412쪽.

181)이 호,｢오규원 시에 나타난 도시 공간의 이미지｣, 문학과 환경 8권 2호,문학과환경학회,

2009,1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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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로,상품 외 상의 형식을 기표로 간주하고 이들이 사회 으로 소통

되는 메커니즘에 하여 논의한 바 있다.간 의 이름은 기업의 이윤 가

치와 시장의 교환 가치에 의해 유행을 거치는 과정에서 무수히 번식하다

가 소멸되는 기호에 불과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간 들 ‘사이’에서 인간이 소비

이 되어 편화된 개인으로 락한다는 사실이다.그것은 ‘∼과 ∼사

이에 망가진’ 는 ‘∼ 사이에 망가진 것들’,‘∼ 사이에 망가진다’로 반복

되는 이 시의 통사 구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 반복되는 ‘사이’공간은

분 되고 편화된 틈새로서의 도시 공간이 갖는 비유기 인 특성을 강조

하고 있다.그리하여 물신성을 드러내며 잡다하게 열거된 이 상품들 “사

이에”서 인간은 ‘망가진 것들’이 되고 마는 것이다.물론 이 시에는 ‘망가

진다’라는 서술어에 해당하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그것은 물화된 세계

에서 인간은 그 능동성과 주체성을 잃고 “행동과 개성”이 “망가”진 채 분

열된 세계를 체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E. 롬의 소외론을 선험 이 아닌 경험 인 입장에서 수

용”182)한 오규원에게 ‘간 ’은 그러한 소외를 상징하는 요한 소재가 된

다.그리하여 오규원은 소비 사회에서 덧없이 명멸하는 도시의 간 이 갖

고 있는 각각의 사각 임을 통해 고립되고 단 된 인간 소외를 시각화

한 것이다.결국 일반 인 행갈이의 통사 규칙도 무시하고 주어도 서술어

도 없이 상품 이름만 단편 으로 콜라주해 놓은 이 시는 자본주의 소비

사회의 물신 기호와 그 욕망 구조가 낳은 편화 양상을 보여 주면서

인간 소외에 한 비 을 가시화한 것이었다.

장미를 땅에 심었다

순간 장미를 가운데 두고

사방이 생겼다 그 사방으로 길이 오고

숨긴 물을 몸 밖으로 내놓은 흙 로

물보다 진한 그들의 그림자가 덮쳤다

182)오규원,｢구상과 해체-되돌아보기 는 몇 개의 인용 1｣,앞의 ,4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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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는 그러나

길이 오는 사방을 지우지는 않았다

-｢사방과 그림자｣ 문

오규원의 근 공간 에 한 부정 인식 역시 후기시인 ｢사방과 그

림자｣와 비교해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7행이 문으로 된 이 짧은 시는

객 세계의 물질 조건인 공간이 부분과 체 는 부분과 부분으로 유

기 으로 연결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장미’라는 한 존재를 심으로

“사방이 생”기고,“그 사방으로 길이 오고”,물이 흐르는 흙길 로 “그림

자가 덮치”면서,이 시에는 자연 상이 펼쳐지는 공간의 본래 모습이

구체화되어 있다.이것은 우주 질서와 그 상호 계 속에서 분 되지 않

은 근 이 의 공간 의식이다.도시 공간과는 달리 인간 의도가 개입되

지 않은 자연 공간은 이처럼 스스로 존재하여 스스로 자족하는 세계를 이

루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그림자’가 “길이 오는 사방을 지우지는 않”는

이 자연 공간에서는 인간 소외의 양상은 ‘그림자’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바람이 불어도

갈참나무가 있었다

그늘이 있어도

바람이 불었다

-｢산 a｣ 문

산골무는 보지 못했다

원추리는 보지 못했다

더덕은 보지 못했다

무덤은 있었다

-｢산 b｣ 문

떡갈나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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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갈나무가 있었다

바람이 불어도

갈참나무가 있었다

그늘이 있어도

바람이 불었다

졸참나무가 있었다

청떡갈나무가 있었다

키가 작았다

바 곁에 서서

흰 꽃 피는 산사나무의

그늘이 있었다

흰 꽃 피는 삭다리의

그늘이 있었다

아구장나무가 있었다

노란 꽃 피는 고 나무가 있었다

산앵두는 보지 못했다

산골무는 보지 못했다

원추리는 보지 못했다

더덕은 보지 못했다

무덤은 있었다

개쉬땅나무가 있었다

싸리나무가 있었다

바람이 불어도

개옻나무가 있었다

붉나무가 있었다

그늘이 있어도

물푸 나무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산｣ 문( 은 인용자가 그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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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오규원이 순환 인 시간 을 보여주기 해 형식 실험을 시도하

듯이,자연계의 체론 이고 자기 개방 인 공간 을 보여주기 해

형식 실험을 시도한 작품은 인용시 3편이다.이들 시편 역시 오규원의

후기시인 ‘날이미지시’로,그것들은 각각 ｢산 a｣｢산 b｣｢산｣이라는 제목

을 갖고 있다.그런데 이 시편들이 특이한 것은 ｢산 a｣와 ｢산 b｣가 ｢산｣

의 일부분으로 다시 차용되고 있다는 이다.이것은 자연계에서 순환 체

계 속에 놓여 있는 생명체는 공간 으로도 다른 생명체와 동일한 장소를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이 공존의 장에서 체는 무수히 많

은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에 내재한 각 부분들은 각자의 개별성

을 가지고 단독 으로 존재하게 된다. 한 이 게 인 된 공간에서는

체와 부분 역시 순환 인 계에 놓이게 된다. 체론 공간 으로 보면

이러한 생태계에는 심이 없으며 각 부분이 모두 심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근 시간 의식과 공간 의식이 오규원에게 요한 것은 그

가 기시의 창작 방식으로 콜라주를 수용하여 불연속 이고 편화된 시

공간을 재구성했기 때문이다.즉 오규원은 그의 기시에 인간의 삶을 통

제하는 편화된 시간과,인간 소외와 분열을 래하는 편화된 도시 공

간에 상응하는 이미지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근 사회의 부조리와 부조화

를 감각 으로 제시하 던 것이다.그것은 총체 사고가 분열되고 해체

되는 근 경험이 몽타주와 콜라주와 모자이크 등의 짜깁기의 독특한

문화 상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오규원 역시 편화된 시공간을 짜깁

기하여 분 된 세계와 소외된 인간을 비 으로 시각화하 다.그러나

“ 라독스하게도 술은 화해되지 않는 요인을 확인하고 한 그것을 화

해시키고자 하는 경향을 띤다.이는 단지 술의 비논리 언어를 통해

가능하다.”183)라는 아도르노의 말 로,오규원이 분산되고 분열된 세계를

조화시키고 화해시키고자 채택한 술의 비논리 언어는 바로 콜라주 기

법이었다.

183)T.W.아도르노,홍승용 역, 美學理論 ,문학과지성사,1984,2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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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학 충돌과 긴장으로서의 콜라주와 디메이드

20세기 격한 세계 의 변화는 단지 사상계의 동요만을 몰고 온 것

이 아니었다.그것은 술 역 반에 걸쳐 더욱 큰 장을 래하 는

데,그 세계를 불연속 이고 이질 인 것으로 악하고 술 작품을

그에 맞게 재조립함으로써 편화된 세계에 능동 으로 응한 문화는 바

로 콜라주 다.콜라주는 동일한 시공간에 여러 가지 편화된 이미지들

을 모아 편화된 방식으로 조합하거나,하나의 기성품 오 제에 다른 기

성품 오 제를 비논리 이고 무질서하게 결합시켜 재구성하는 술

의 행 표 양식이었다.이러한 편화된 이미지의 연쇄 반응은 보는

이에게 이질성을 느끼게 하여 부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그러나 콜라주의 목 은 분열되고 편화된 사회의 모순된 삶에서

내면 질서와 통일성을 찾는 데 있었다.즉 콜라주 이미지는 여러 가지

편을 모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시공간의 개념을 재해석해 낸다.세계

가 이미 편화되어 버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시공간의 층 를 더욱 긴

하게 엮어낸 것이다.이러한 콜라주는 이질 인 사물들을 조합하고 그

것을 다원화된 시각으로 살펴 으로써 실의 인과 계와 논리에서 벗어

난 사물들의 계와 의미를 새롭게 창조해 내었다.

다방 제비 는 李箱

1 우산을 펼치고 다방 제비가 비 오는 세상을 받쳐들고 있습니다.

비가 와도 이상의 하늘은 젖지 않습니다

이 담배로 이상은 젖지 않는 세상을 흩뜨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추상화로 서서 이상을 화면 밖으로 어냅니다

나는 고무신을 끌고 한쪽이 비어 있는 이상의 속으로 들어갑니다

비어있는 이상의 하늘을 홍은 로치로 앞가슴에 달고 내 앞을 지

나다닙니다.

2 리건이 포드보다 통령 후보 에서 앞서기 시작했다고 5월의 커튼이

흔들립니다

3 나는 청바지 히피들이 좋아 신문에서 사진을 오려 이상의 속에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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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니다

-｢亡靈童話｣,부분(숫자는 인용자가 붙인 것임)

｢亡靈童話｣는 오규원이 기시에서 수용한 창작 방식이 콜라주 기법이

었음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시이다. 실주의 시인 ‘李箱’과 그의

여인이었던 ‘홍’이 경 한 ‘다방 제비’를 배경으로 비 오는 날의 정경을

그리고 있는 이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 어진다.1은 ‘李箱’과 ‘나’와

‘홍’이 공존하는 환상 세계이다.2는 미국 통령 선거에 한 신문 기

사이다.3은 ‘나’가 “신문에서 사진을 오려 이상의 속에 붙여주”고 있

는 실 세계이다.그런데 ‘李箱’이 살았던 시 와 자신이 살고 있는 시

를 공존시킨 1에는 ‘李箱’과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오규원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이상의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나’의 의지는 곧 ‘李箱’에

한 동경과 일체화의 열망인 것이다.그러나 1이 갑자기 미국 통령 선거

의 기사 2로 연결되면서,이 시의 시공간은 유기 인 연결을 잃고

실 인 이미지로 바 게 된다.특히 2의 신문 기사의 정치 실 세계가 1

의 환상 이고 낭만 인 세계와 조되면서 실 세계의 시공간을 떠난 1

의 시공간은 더욱 낯설고 실 인 것이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시에서 콜라주 기법과 련하여 주목해야 할 시행은 실 세

계 3의 “나는 청바지 히피들이 좋아 신문에서 사진을 오려 이상의 속

에 붙여 니다”이다.그것은 오규원이 발견한 기시의 새로운 창작 방식

이 신문을 오려붙이는 콜라주 기법임을 정확히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규원이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와 삽화,TV 고 이미지 등을 조합한 시

쓰기를 시도한 것은 바로 이 콜라주 기법이었다.이처럼 실과 환상이라

는 서로 다른 층 의 경험을 하나의 시공간에 드러내는 콜라주 기법으로

그의 시는 인과성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시공간을 재구성해 낼 수

있었다.

―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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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를 보들 르 800원

칼 샌드버그 800원

란츠 카 카 800원

이 본느 와 1,000원

에리카 종 1,000원

가스통 바슐라르 1,200원

이하 핫산 1,200원

제 미 리 킨 1,200원

르겐 하버마스 1,200원

시를 공부하겠다는

미친 제자와 앉아

커피를 마신다

제일 값싼

란츠 카 카

-｢ 란츠 카 카｣ 문

기성품의 메뉴 을 디메이드로 차용하여 콜라주한 ｢ 란츠 카 카｣는

상업 인 언어를 시에 그 로 도입하여 시(詩)와 비시(非詩)의 경계로 나

아간 오규원 기시의 미학 모험을 표하는 시이다.오규원은 메뉴

에 세계 인 문인과 철학자의 이름을 올리고 그 이름이 가진 아우라를 모

두 제거해 버린다.이들의 문학 기량과 사상 업 도 상품화하여 값으

로 환원시킨다.그리하여 비인간 인 상품 계에 편입되어 소모품으로

락해 버린 술 작품과 인간 정신을 풍자한다.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상품뿐만이 아니라 술 작품의 창작과 유통에도 깊이 여

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인간 정신에까지 침투하여,잘

팔리는 작품일수록 훌륭한 작품이며 잘 팔리는 작가일수록 훌륭한 작가라

는 사용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그릇된 신념을 낳는다.

이처럼 술이 문화 산업의 유통 구조 속에 편입되어 술과 사상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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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으로 환원되는 시 에는 “시를 공부하겠다는”것이 ‘미친’행 가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하 핫산’‘제 미 리 킨’‘르겐 하버마스’와

같은 포스트모던한 작가와 작품일수록,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선 하

는 도구가 되는 작가와 작품일수록 고가의 가격에 환매되기 때문이다.따

라서 인간 운명의 부조리나 인간의 실존 체험을 그 극한까지 고 나간

‘란츠 카 카’는 “제일 값싼”값에 유통되고 있다.이처럼 술과 사상

이 그 본질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고 학문이 상품 가치를 기 으로 서열

화된 시 에 오규원이 시쓰기에 차용한 형식은 드메이드와 콜라주를 특

징으로 하는 팝아트 다.

리차드 해 튼(RichardHamilton)을 시작으로 1960년 뉴욕에서 활

발하게 개된 팝아트는 후기산업사회의 물질 문명의 환경과 문화의

시 상을 반 한 술 양식이었다.즉 팝아트는 순수 미술의 문맥 안에

산업 사회가 만든 기성품 오 제를 차용하여 일상 생활의 사물 용도에 새

로운 의미를 부여하 다. 한 신문의 만화, 포스터,상업 디자인,상

표 이미지, 화 스틸 사진,TV 고 등 사회의 매스 미디어에 등장

하는 인 시각 이미지를 다량 복제하 다.이러한 면에서 팝아트는

“ 의 고와 상품세계를 참조 상으로 한 메타언어의 일종”184)으로 간

주된다. 고가 이미 지시 상이고 문화 텍스트이므로,그것을 재해석한

팝아트는 메타언어이며 메타텍스트가 되는 것이다. 한 “팝아트는 가치

가 도된 세계를 아무런 주석을 달지 않고 그 로 복제해 보여주며,지

난 시 의 인간이 쌓아온 허 의 념을 단 으로 비 ”185)하 다.나아

가 팝아트는 이 ‘복사’와 ‘반복’의 기계 미학을 통해 작품과 작가의 오리

지 리티를 괴하 고 순수 술과 술의 경계를 해체해 버렸다.

이미 존재하는 상품 메시지를 그 로 시 속에 옮기는 행 는 미술에서

말하는 컨셉추얼 아트(ConceptualArt)나 팝아트(PopArt)와 같은 차원으

로 보인다. 디메이드를 실용 공간에서 술 공간에 옮긴 마르셀 뒤샹의

184)최범,앞의 ,62쪽.

185)오규원, 날이미지와 시 ,앞의 책,51쪽.



- 130 -

｢변기｣나 리히텐슈타인의 모사된 ｢만화｣,앤디 워홀의 ｢마릴린 먼로｣,올덴

버그의 ｢햄버거｣와 같은 차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체로 이런 행

들은 기성 념이나 고정 념의 해체 는 괴를 통해 상의 실체를 새롭

게 인식하게 하는 세계를 열어 보인다.186)

-｢구상과 해체-되돌아보기 는 몇 개의 인용 1｣

오규원은 자신의 기시를 “이미 존재하는 상품 메시지를 그 로 시

속에 옮기는 행 는 미술에서 말하는 컨셉추얼 아트(ConceptualArt)나

팝아트(PopArt)와 같은 차원”이라고 평가한다.팝아트와 마찬가지로 그

의 기시도 일상 ‘실용 공간’에서 쓰이는 기성품을 ‘술 공간’으로 이

동시켰기 때문이다.특히 고 카피를 ‘방법 인용 혹은 인용 묘사’하

여 고 언어 속에서 메시지가 어떻게 매몰되는가를 주시했던 오규원의

기시는 “기성 념이나 고정 념의 해체 는 괴를 통해 상의 실체

를 새롭게 인식하는 세계를 열어 보”이려는 것이었다.롤랑 바르트가 “팝

아트는 이처럼 진 인 이미지들을 생산해낸다.이미지가 됨으로써,사

물은 모든 상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187)라고 말하면서 팝아트를 가장

인 형태 술로 보았던 것처럼,오규원도 ‘팝아트’가 구사하는 ‘디

메이드’를 ‘방법 인용’함으로써 시에 한 새로운 해석을 이끌어 내고

술을 바라보는 시각을 도시키게 된다.

념 괴나 념 해체란 사실은 상에 한 나름 로의 해석에 불과하

다고 할 때,뒤샹의 공간 이동이나 리히텐슈타인의 그 모사는 술 행 라

는 념에 한 반성, 술 상이라는 념에 한 반성 ·논리 세계

이기는 하지만, 상이라는 한 실체에 한 창조 이미지의 세계는 아니

다.< 략>시는 문자 언어로 표 되고 문자 언어로 된 메시지를 제시

하므로 비 는 해석 의미가 그림이나 조각보다 훨씬 강하게 드러난

다.188)

-｢구상과 해체-되돌아보기 는 몇 개의 인용 1｣

186)오규원,｢구상과 해체-되돌아보기 는 몇 개의 인용 1｣,앞의 ,418쪽.

187)롤랑 바르트, 이미지와 쓰기 ,앞의 책,55쪽.

188)오규원,｢구성과 해체-되돌아보기 는 몇 개의 인용 1｣,앞의 ,4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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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규원은 자신의 창작 방식과 팝아트와의 차이 을 분명히 하면

서,시가 팝아트보다 비 기능을 수행하기에 더 합한 장르라고 말한

다.그것은 “문자언어로 표 되”는 시가 “문자언어로 된 메시지를 제시하

므로”인간의 감각에 호소하는 “그림이나 조각보다”훨씬 더 강력한 ‘비

’과 ‘해석’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유에서 다.이러한 ‘비 ’과 ‘해석’을

해 오규원이 기시의 상으로 삼은 콜라주 오 제는 그 종류가 실로

다양하 다.앞의 메뉴 과 같은 디메이드의 일상 사물뿐만 아니라

동요,민요,유행가,속담,성경,편지, 고 등 일상 이고 인 문화

텍스트들을 상으로 역동 인 이미지를 창출하 다. 한 그는 자신의

기존의 시뿐만 아니라 다른 문인들의 시와 소설을 패러디하는 상호텍스트

의 서술 구조로 콜라주를 극 구사하 다.

오규원의 기시는 이처럼 다양한 장르를 콜라주하여 색다른 층 의 시

공간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의미를 창조함으로써 미학 충돌과 긴장을 야

기할 수 있었다.그것은 그의 콜라주 역시 주체와 세계와의 갈등에 의해

분열된 우리 사회의 실을 재구성하여 그 분열된 실을 조화시키고 화

해시키려고 했기 때문이었다.물론 이러한 오규원의 문화 콜라주들은

물질 문명 사회와 문화 실을 실험 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수사학

통로가 되었다.

3)‘상품미학’의 풍자로서의 고상품시

오규원의 기시의 창작 방식을 표하는 것은 고 이미지의 수용이었

다.그의 고 이미지는 상 매체와 상 문화에 마취된

의식을 드러내기 한 것으로 매우 선구 이고 인 것이었다.특히

오규원이 그의 기시를 표하는 고상품시에서 TV 고 이미지를 그

로 차용하여 시의 문맥 안에 편입시킨 것은 매체에 의해 분열된

인간의 삶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그의 시 의지에서 다.

따라서 세속 인 상업 고 이미지가 작품 속에 경화된 그의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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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ant)

언어적 시지(카피)

도상적 시지( 상)

(signifié)

상  정보 전달

연적 미(denotation)

정보적 → (signifiant)

고 →내포적 미(connotation)

(signifié)

신  미지

연적 미(denotation)

사 ·문 적  또는 개 적 

고시는 우선 고 언어에 한 탐색을 그 목 으로 하 다.그것은 오규

원이 시를 세속화시키고 오염시키는 원인을 자본주의 사회의 도구화되고

수단화된 고 언어로 보았기 때문이다.그러나 오규원이 수용한 고 언

어는 언어 메시지인 고 카피와 도상 메시지인 고 상이 결합되

어 의미 작용을 하는 기호 체계 다.

롤랑 바르트는 ｢이미지의 수사학｣189)에서 고 이미지에 기호학을 도입

하 다.그는 소쉬르의 기호 개념을 확 하여 기호 체계를 ‘2단계 의미 작

용’모델로 제시하 다.즉 소쉬르가 제시한 ‘기표+기의=기호’를 의미 작

용의 1단계로 보고,이때 발생하는 의미를 ‘외연 의미(denotation)’라고

불 다.1단계 ‘외연 의미’가 기표가 되어 ‘내포 의미(connotation)’를

형성하고 이것이 새로운 기호가 되어 ‘외연 의미’를 형성하는 것을 바르

트는 의미 작용의 2단계로 보았다.

언

어

차

원 신

화

차

원

바르트는 이 ‘2단계 의미작용’모델로 고의 의미 작용을 설명하 다.

즉 고의 의미가 고 이용자의 사회·문화 경험과 개인 경험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된다는 것을 기호 체계로 제시한 것이다. 의 도표에서

보듯, 고는 언어 메시지(카피)와 도상 메시지( 상)의 결합으로 기

표를 형성하여 ‘상품 정보 달’이라는 1차 의미 작용을 한다.물론 이

것은 ‘언어 차원’에서의 의미 작용이다.그러나 이 ‘정보 기호’는 다시

189)롤랑 바르트, 이미지와 쓰기 ,앞의 책,86-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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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니 고

기표가 되어 ‘신화화된 이미지’를 창출하는데,

이 2차 인 ‘사회·문화 기호’와 ‘개인 기

호’는 ‘신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의미 작용

이다. 비스트로스의 신화 분석과 소쉬르의

기호학을 연계한 바르트의 신화(myth)란 사

회 구성원에게 지배 계 의 가치와 이익을

보편 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시키려는

지배 의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따라서 고

는 소비 문화 사회의 표 인 이데올로기이

며 신화가 되는 것이다.

바르트는 이러한 고의 이데올로기 작용

을 <그림 5>의 < 자니 고>분석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그에 의하면 이 스 게티

고의 목 은 이탈리아라는 국가의 특성을 신화화하려는 데 있다.즉 이탈

리아식 이름인 자니 상표,이탈리아 남쪽에서 생산되는 토마토·고추·양

,이탈리아 삼색 국기인 록색·하얀색·빨강색 등의 언어 ,시각 기

표는 모두 ‘이탈리아 성(italianité)’이라는 기의를 형성하는 기호가 된다.

따라서 이 고는 스 게티라는 상품 선 에 그치지 않고,‘신화화된 이미

지’를 통해 이탈리아라는 국가의 특성을 강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고는 그것 자체로 하나의 기호가 된다.상품 정보 제공을 목

으로 하는 기 고는 기호의 1차 의미 작용을 한 것으로 ‘정보 추

구형 고’가 부분이었다.그러나 상품에 상징 가치를 부여해야 하는

고는 상 기호,음성 기호,언어 기호 등 다양한 기호들을 구성해 놓음

으로써 하나의 텍스트가 된다.특히 경쟁 고와의 차별화 략을 세워야

하는 고는 기호의 2차 의미 작용에 을 두는 이미지 심의

‘설득 추구형 고’가 주를 이룬다.그러나 이러한 이미지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고는 매 증 를 궁극 인 목 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기호

의 1차 의미작용으로 귀결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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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고의 목 은 이데올로기화된 고 언어를 통해 상품의 ‘신화

화된 이미지’로서의 교환 가치를 높이려는 데 있다.그러므로 고는 상품

과 기술의 풍요 앞에서도 언제나 결핍과 부족을 강조하게 된다.존 버거

가 “ 고의 목 은 람자로 하여 재의 생활에 불만을 느끼도록 하는

데 있다.”190)라고 지 하 듯이, 고의 목 은 보는 사람의 불만을 자극

하고 그것을 소비 충동으로 이끌어 상품을 소비하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

다.따라서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의 소비 과정을 보드리야르는 “기호를

흡수하고 기호에 의해 흡수되는 과정”191)이라고 하 다.

고가 가지는 이러한 시각 이미지의 논리를 최범은 “물량 편재성과

이미지의 범신론,그리고 유혹의 메커니즘”192)으로 설명하고 있다.그에

의하면 고는 세계의 온갖 이미지들을 무차별 으로 끌어들여 착취하는

‘물량 편재성’을 갖고 있다. 고 이미지는 이 ‘물량 편재성’의 측면에

서 어떤 이미지보다 우월하다. 한 고는 끌어들인 이미지에 생명을 부

여하여 그것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고 ‘이미지의 범신

론’이다. 고의 이러한 물활론 활유법에는 “사라,소비하라”라는 단 하

나의 ‘유혹의 메커니즘’이 있을 뿐이다.따라서 세계에서 끌어들인 이

미지들은 고 속에서 이미지의 테온을 구축하게 된다.

꽃이 잎과 기와 향기로

꽃밭을 몸 안으로 잡아당기듯

꽃이 꽃밭의 육체를 잡아당겨

젖가슴을 내놓고 가랑이를 벌리듯

꽃밭의 꽃이라는 꽃은 모두 손에

잡히는 세계를 몸 속으로

몸 속으로 어넣듯

욕망의 성기며 육체의

190)존 버거, 어떻게 볼 것인가 ,앞의 책,166-167쪽.

191)장 보드리야르,이상률 옮김, 소비의 사회 ,문 출 사,1991,297쪽.

192)최범,앞의 ,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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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인 말은

오늘도

-｢말｣ 문

｢말｣은 이러한 고 이미지의 실과 련하여 해석해 볼 수 있는 시이

다.‘말’을 ‘꽃’에 비유하고 있는 이 시에서 자본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고 기호의 논리를 살펴볼 수 있다.“모두 손에/잡히는 세계를 몸 속으로/

몸 속으로 어넣”는 ‘꽃’은 그 ‘물량 편재성’으로 ‘세계’의 이미지를 끌

어들이는 고 이미지를 연상시킨다.사물과 이미지들은 고의 “몸 안”

는 “몸 속”에서 생명을 얻고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고

는 “욕망의 성기며 육체의/ 실”이므로,이 본능 인 욕망은 “젖가슴을 내

놓고 가랑이를 벌리”며 ‘유혹의 메커니즘’을 실 한다.물론 이 게 이미

지의 순결성이 훼손된 것은 상품 역뿐만 아니라 언어,이미지,기호 체

계와 문화 형식까지 지배하는 자본의 힘 때문이었다.따라서 드릭 제

임슨(FredricJameson)은 이미지,문체,재 과 같은 문화 개념들이 훌륭

한 생산품이 되는 포스트모더니즘 시 의 문화 상을 ‘문화의 폭발’로 요

약한 바 있다.

세계의 온갖 이미지들을 끌어들인다는 에서 고 언어는 본질 으로

메타 언어이다.특히 고는 회화,사진, 화 등과 같은 기존의 시각 문

화 형식이 만들어 낸 모든 시각 이미지들을 차용하고 그것을 참조 상으

로 하여 재해석해 낸다.심지어 고는 기존의 술 작품을 유하고 도

용함으로써 물질 이고 경제 인 가치를 정신 이고 문화 인 가치로 바

꾸어 놓는다.이처럼 태생 으로 메타 언어 시스템을 그 구조 안에 갖추

고 있는 고는 오늘날 기존 술을 차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매스 미디어

사회의 새로운 술 장르로 부상되고 있다.

선언 는 고 문안

단조로운 것은 生의 노래를 잠들게 한다.

머무르는 것은 生의 언어를 침묵하게 한다.

人生이란 그 살아가는 짧은 무엇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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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스쳐 지나가는 길에도 기쁨이 넘치나니

가끔은 주목받는 生이고 싶다―CHEVALIER｣

개인 는 상화

벽과 벽 사이 한 女人이 있다.살아 있는 몸이 반쯤만

세상에 노출되고, 러쓴 모자 깊숙이 감춘 빛을 허리를

받쳐들고 있는 한 손이 끄을고 가고.

빛 는 물질

짝짝이 여자 구두 한 켤 가 놓여 있다

짝짝이 코 끝에 롱한 스포트라이트의

구두 발자국.

-｢가끔은 주목받는 生이고 싶다｣ 문

오규원은 ｢가끔은 주목받는 生이고 싶다｣를 통하여 이 시 공인된

술 장르가 된 고 이미지를 풍자하고 있다.‘선언 는 고 문안’에서

오규원은 ‘ 고 문안’이 시보다 더 아름답고 세련된 술이 되어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는 실을 목격하고 있다.“人生이란 그 살아가는

짧은 무엇이 아닌 것”“가끔은 주목받는 生이고 싶다”는 ‘CHEVALIER’라

는 ‘구두’의 ‘ 고 문안’이다.오규원이 삶의 진경을 ‘선언’한 이 고 카

피를 그 로 시에 차용한 것은 이 아름다운 고 카피도 결국 상품을 지

시하는 기호이며 소비 욕망을 자극하는 구호의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해서 다.따라서 이 고 카피는 ‘구두’라는 기호를 소비해야만 ‘주목받

는 生’이 될 수 있는 자본주의 시 가 생산해 낸 허 인 술에 불과한

것이다.

나아가 ‘개인 는 상화’는 오늘날 고 술이 언어 표 매체보

다 시각 표 매체를 더 선호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그것은 메시

지를 직 이고 감각 으로 제시하는 시각 표 방식이 언어 표

방식보다 더 효과 이기 때문이다.따라서 고 술을 지배하고 있

는 것은 상 장르이다.“허리를/받쳐들고 있는 한 손이 끄을고 가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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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처럼,이 시에서도 ‘ 상화’를 그리고 있는 것은 회화의 붓이 아니라 카

메라 상이다.그런데 이 시에서 오규원이 풍자하고 있는 것은 이 ‘ 상

화’에서 ‘개인’의 정체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다.즉 상화의 주인은

“살아 있는 몸이 반쯤만/세상에 노출되고, 러쓴 모자 깊숙이 감춘

빛”을 가진 익명의 ‘개인’인 것이다.따라서 이 시에서의 ‘개인’은 인간 주

체로서의 ‘개인’이 아니라,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편입된 경제 주체로서의

소비 을 의미하게 된다.주체성을 잃고 상품과 고의 기호 속에서

‘生’을 소비해야 하는 소비 이 오늘날 소비 사회가 요구하는 ‘ 상’인

것이다.

‘빛 는 물질’에서는 그 시각 문화의 첨단에 고 사진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우리의 일상 시각경험을 형성하는 것은 바로 인쇄매체에

합한 사진과 그래픽”193)이기 때문이다.따라서 “ 롱한 스포트라이트의/

구두 발자국.”에서처럼,최첨단 사진술의 특수한 조명술과 세 효과로 오

늘날 모든 상품은 채를 발하게 된다.그러나 이 ‘스포트라이트’의 인공

인 ‘빛’은 고가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기 해 가공한 후 일 뿐이

며 결국 가상의 이미지에 불과한 것이다.

하우크는 상품의 미 가상이 인간의 감성을 매혹시켜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상품미학’이라고 불 다.즉 ‘상품미학’이란 교환 가치를

실 하기 해 “보는 이에게 소유욕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사도록 하기

해 상품에 각인된 美를 다 포 하는 것”194)을 말한다.따라서 매를

진시키기 해 상품을 유혹 으로 만드는 ‘상품미학’은 기존 술 형식

을 체계 으로 도용하여 기존 술보다 더 풍부한 미 , 술 형식을

갖게 된다.그 미 , 술 형식이란 상품 디자인, 고 디자인,상 건

축 디자인,쇼 도 디자인,디스 이 등을 포함한다.그러나 이미지를

최종 형식으로 갖는 이 ‘상품미학’도 인간의 감성을 주조하여 소비 지향성

을 강화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고 마는 것이다.

이처럼 고는 소비 욕망을 가공하기 해 언어와 이미지를 재생산하는

193)미술비평연구회 시각매체연구분과 엮음, 상품미학과 문화이론 , 빛,1993,32쪽 주석.

194) 의 책,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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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차 세련된 술이 되어가고 있다. 기의 고가 이성에 호소

하는 략을 가졌던 데 비해,오늘날 고는 이성보다 감성에 호소하는

략으로 술 ,문화 외피를 두르게 된다.고 술이 미술 이라는

제한된 소통 공간에서 박제화되는 동안, 고 술은 실에 뿌리를 내리

며 술의 반열에 올랐던 것이다.더구나 도시 거리의 고물들은 거 한

설치 미술의 공간이 되어 우리의 미 , 술 체험을 일상화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동시 의 언어세계는 고에 의해 다듬어지고 고에 의해 통

제”195)되는 실을 맞은 것이다.

오규원이 ｢가끔은 주목받는 生이고 싶다｣에서 주목한 것도 고가 술

언어와 형식을 차용하는 차원을 넘어 산업 사회의 새로운 술 장르로

부상했기 때문이었다.“가끔은 주목받는 生이고 싶다”라는 고 카피는

시의 아포리즘처럼 아름답다.그러기에 백한울은 고 카피를 “상품 서정

시”196)라고 불 다.그것은 시보다 더 매혹 인 고 카피가 우리 시 의

문학과 술이 되어 의 심미 체험을 유도하고 그들의 감성과 취미

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오규원은 이처럼 매체의 고

카피가 시쓰기를 무력하게 만드는 상을 목격하고 고 카피를 그 로

차용하여 그의 시집 제목으로 삼아 버렸다.그것은 물질 문화를 선도하는

고가 정신 문화를 상징하는 술의 지 를 차지하게 된 자본주의 실

에 한 오규원의 시 항이었다.

술의 언어와 형식을 차용한다는 측면에서 고 언어는 시의 언어와

유사성을 갖는다. 고를 우리 사회의 수사(修辭)라고 말한 르페 르가

“ 고 문안은 문학과 같은 은유 기능을 갖고 있다.”197)라고 언 한 것

처럼,시와 고는 은유와 상징의 기능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고에서의 은유와 상징은 의 카타르시스를 이끌면서 상품의 이미지

를 신화화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한 시와 고는 운율 있는 언어로

압축하여 표 된다는 에서도 유사성을 갖는다.그것은 고가 짧은 시

195)김진송·오무석·최범,앞의 책,7쪽.

196)미술비평연구회 시각매체연구분과 엮음,앞의 책,32쪽 주석.

197)앙리 르페 르,앞의 책,1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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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동안 상품 이미지를 극 화하여 소비자의 과 귀에 뚜렷한 의미를 남

겨야 하기 때문이다.이처럼 고 언어는 리듬감 있는 짧은 문장과 그 함

축성으로 상품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각인시키게 된다.

그러나 고 언어는 기존의 술보다 더 감각 인 언어 구성 방식을 구

사한다.그것은 카피와 이미지와 CM 송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의식에 깊

이 침투하는 방식이다.언어와 상과 음향을 이용한 ‘이미지의 포식성’으

로 인간의 오감이라는 총체 인 감각을 자극하는 것이다. 한 고 언어

는 반복 상을 그 특징으로 한다.기의 없는 기표들 간의 동어반복

결합은 고의 표 인 략이다.그리하여 상품 이데올로기를 들에

게 깊이 주입시켜야 하는 고는 그 “반복 인 성격 때문에 우리 주 에

범람하는 어떤 이미지보다 더 쉽게 인간의 기억 속에 자리 잡”198)게 된

다.

해태 들菊花-

해태 들菊花-

꿀벌이 껌을 꺽꺽 씹으며

날아간다

들菊花 만발한 안산 동부 지구

監視所의 그늘을 랗게 뚫으며

풀들

침을 혼에 넘기는 소리

-｢해태 들菊花｣ 문

｢해태 들菊花｣는 고 이미지의 구성 방식을 구체 으로 살펴볼 수 있

는 시이다.그것은 먼 ,공감각에 호소하는 방식이다.‘해태 들菊花’라는

상품 이름과 CM 송의 청각 이미지가 결합된 이 고는 맛과 향기까지

198)마르틴 졸리, 상 이미지 읽기 ,앞의 책,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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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하면서 인간의 감각에 호소하고 있다.다음으로,반복법을 구사하

는 방식이다.이 시는 ‘해태 들菊花’를 두 번 반복함으로써 고 이미지가

갖는 반복 상을 그 로 재 해 내고 있다.따라서 ‘해태 들菊花’의

고 이미지는 ‘들菊花’향기가 만발하는 가을 들녘이라는 인공에 때 묻지

않은 자연을 신비화시킨다.그것은 “ 술 언어와 형식 장치들을 차용

하여 고이미지의 기억을 신화화”199)한 결과 다.

그러나 오규원은 조법을 구사하여 이러한 고 이미지 구성 방식에

맞서고자 한다. 고 이미지의 목가 인 자연 풍경이 고 매체가 조작한

허구 이미지임을 폭로하고자 한다.따라서 그는 꿀을 생산하는 ‘꿀벌’과

인공 감미료가 첨가된 ‘껌’,가을 들녘과 공장 지 가 집된 “안산 동부

지구//監視所의 그늘”,‘들菊花’와 ‘풀들’(잡 ),CM 송의 아름다운 음악소

리와 “풀들/침을 혼에 넘기는 소리”의 조로 환상과 실을 충돌시킴

으로써,순수한 자연 풍경이 TV 고에 의해 조작된 환상임을 드러내게

된다.더구나 그는 “꿀벌이 껌을 꺽꺽 씹으며/날아간다”라는 도된 상

으로 이 허구 인 가상 이미지를 조롱하기에 이른다.

나는 사주고 싶네 사랑하는 애인에게 라이 마리아 릴 같은 스 덱스

래지어,사주고 싶네 아폴리네르 같은 팬티 스타킹,아 소포로 한 짐 보

내고 싶네 에 리 디킨슨의 하얀 목덜미 같은 생리 뉴후리덤

‘황혼의 하늘을 따라

종이 평화롭게 三鐘 기도를 올린다

망명 이며 계모 같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 풍모로서’

지 분하게 다가서는 일요일

나도 지 분하게

결코 나를 용서하지 않을 풍모로서

라포르그의 시를 베끼고

199)심 ,｢ 고의 술화와 술의 고화- 고,상품미학,이데올로기｣,김진송·오무석·최범,앞

의 책,73쪽.



- 141 -

主日의 복음으로

골드만 같은 여의도

귄터 그라스 같은

카 카 같은

쇼핑 센터에서

-｢詩人 久甫氏의 一日 3-쇼핑 센터에서｣부분

｢詩人 久甫氏의 一日 3-쇼핑 센터에서｣는 술의 언어와 형식을 차용

한 고 산업이 인간의 물질 욕망을 자극하는 기제가 되고 있음을 비

하고 있는 시이다.산책자 ‘詩人 久甫氏’가 찾은 ‘여의도’는 상품과 소비로

코드화된 세속 도시로서의 상업 지구를 제유하는 공간이다. 한 벤야민

의 리 사주(passage)혹은 아 이드(arcade)의 화신이 되는 ‘쇼핑 센

터’는 상품자본주의의 성소이자 신 이다.벤야민이 “도시보다 실주의

인 얼굴은 없다.”200)라고 말했던 것은 ‘쇼핑 센터’에 진열되고 시된

상품이 거 한 도시 복합체(urban complex)를 타스마고리아

(fantasmagoría,요술 환등)의 공간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詩人 久甫氏’역시 ‘일요일’‘여의도’를 산책하던 도시에 내재

된 물신성의 유혹을 체험한다.“쇼핑 센터에서”자본주의가 조장하는 욕

망의 논리에 빠져 “나는 사주고 싶네/사랑하는 애인에게”라고 말하게 된

다.그러나 ‘詩人 久甫氏’는 곧바로 물질 가치가 정신 가치를 도해

버린 상을 깨닫게 된다.‘골드만’‘퀸터 그라스’‘카 카’가 가졌던 정신

상을 ‘여의도’의 ‘쇼핑 센터’가 체하고,‘스덱스 래지어’‘팬티 스

타킹’‘생리 뉴후리덤’과 같은 일상 생활용품이 ‘라이 마리아 릴 ’‘아

폴리네르’‘에 리 디킨슨’과 같은 시인과 동등한 가치를 갖게 되었기 때

문이다.

그리하여 ‘詩人 久甫氏’는 유토피아를 상징하던 ‘쇼핑 센터’가 정신 가

치를 훼손시키는 디스토피아의 공간임을 깨닫고 도시의 그 물신성에 항

200)그램 질로크,노명우 옮김, 발터 벤야민과 메트로폴리스 ,효형출 ,2005,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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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그리하여 그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풍모”로 “종이 평화롭

게 三鐘 기도를 올”리는 요한 ‘일요일’의 풍경을 그린 “라포르그의 시를

베끼”201)게 된다.박태원의 ‘說家 仇甫氏’가 도시인의 소외를 소설쓰기

로 극복하려고 했듯이,오규원의 ‘詩人 久甫氏’역시 소비지상주의 시 의

물신화 상을 시쓰기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시와 시인의 존재

가치를 탐문하며 세속 도시의 물신성에 항하는 오규원은 벤야민이 말한

바로 그 ‘도시의 서정시인’이었다.

여자가 간다 비유는 낡아도

낡을 수 없는 生처럼 원피스를 입고

여자가 간다 옷 사이로 간다

에도 입고 TV 고에 나오는

논노가 간다 가고 난 자리는

한 物物이 지워지고 혼자 남은

땅이 온몸으로 부푼다 뱅뱅이

간다 뿅뿅이 간다 동그랗게 부풀어

오르는 땅을 제자리로 내리며

길표양말이 간다 아랫도리가

아랫도리와 같이 간다

윗도리가 흔들 간다 차가 식식 며

간다 빈 성 오후가 말갛게 깔리고

여자가 간다 그 사이를 헤집고 원피스를 입고

낡은 비유처럼

-｢원피스｣ 문

그러나 상품 물신성에 항하지 못하고 사물화된 인의 모습을 풍자

하고 있는 시는 바로 ｢원피스｣이다.‘원피스’는 오늘날 도시가 패션을

심으로 이미지 경쟁의 장소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상품 논리의

201)쥘 라포르그(JulesLaforgue)는 오규원의 시와 산문에 자주 등장하는 랑스 상징주의 시인이

다.이 시 외에서도 ｢사랑의 기교 2-라포르그에게｣가 있고,산문에는 ｢李箱과 쥘르의 話 는

自己分解｣(오규원, 실과 극기 ,문학과지성사,1976.)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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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정 에 있는 패션이 도시 스펙터클의 풍경을 구성하는 새로운 요

소로 부상한 것이다.따라서 유행과 신이 생명인 이 도시에서 유행에

뒤처진 ‘원피스’는 “낡은 비유처럼”진부한 ‘生’이 되고 만다.그러므로

‘TV 고’는 “패션을,인간 육체를 다스리는 미시(微視)권력의 하나로 해

석”202)하고 결코 ‘낡을 수 없는 生’임을 설득한다.결국 타자 지향성을 특

징으로 하는 인들은 ‘논노’‘뱅뱅’‘뿅뿅’‘길표양말’을 소비하면서 자신

을 ‘生’을 가꾸어 나간다.

그것은 “우리는 사물이 아니라 단지 기호를 소비하고 있다.”203)라고 말

한 보드리야르의 탁견처럼,이러한 소비재가 인간의 정체성,가치,취향,

사회 멤버십 등을 표 하는 상징 가치가 되기 때문이다. 한 소비재는

피에르 부르디외(PierreBourdieu)가 말한 ‘구별짓기(distinction)’를 증거하

고 사회 ‘아비투스(habitus)’의 상징이 된다.그것은 소스타인 베블런

(ThorsteinVeblen)이 말한 것처럼 ‘유한 계 ’이 그 ‘명 로운 선택’으로

그들 자신을 다른 집단으로부터 구별 지으려 하기 때문이다. 한 막스

베버(MaxWeber)가 지 한 것처럼,상품과 여가 시간의 과시 소비가

오늘날 ‘생활 양식(lifestyle)’의 요한 차원이 되었기 때문이다.결국 자본

주의 사회에서의 모든 소비재는 계 과 지 의 차이를 유지하고 그것을

재생산해 내기 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규원은 ｢원피스｣에서 무한한 소비 욕망이 낳은 인간의 사물화

상을 풍자하고 있다.재화의 사용 가치가 아니라 기호를 소비하는 한,

소비 시 는 언제나 ‘빈 성 오후’이며 인간은 상품처럼 ‘物物’이 되기 때

문이다.그러므로 “‘나는 소비한다.그러므로 존재한다.(Ishop,thereforeI

am)’라는 바바라 크루거(BarbaraKruger)의 시니컬한 명제”204)처럼,오규

원은 ‘TV 고’유혹에 빠져 소비함으로써 존재하게 되는 인간을 시니컬

하게 풍자하고 있다.그들은 오직 ‘아랫도리’나 ‘윗도리’로만 존재하는 사

물화된 ‘生’일 뿐이기 때문이다.

202)신범순, 쓰기의 최 낙원 ,문학과지성사,1993,42쪽.

203)돈 슬 이터,정숙경 옮김, 소비문화와 성 ,문 출 사,2000,214쪽.

204) 김혜원,｢여가 문화 공간에 한 사진 고찰-《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Commercial

Landscapes》작품론｣, 앙 학교 학원 사진학과 석사학 논문,2006,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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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양쪽 모서리를

함께 러주세요’

나는 극좌와 극우의

양쪽 모서리를

함께 꾸욱 른다

2.따르는 곳

⇩

극좌와 극우의 흰

고름이 쭈르르 쏟아진다

3.빙그 !

―나는 지 빙그 우유

200ml패키지를 들고 있다

빙그 속으로 오월의 라일락이

서툴게 떨어진다

-｢빙그 우유 200ml패키지｣부분

｢빙그 우유 200ml패키지｣는 물질 욕망을 조장하는 고 이미지가

정치 욕망 한 은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시이다. 고 이미지의 상상

력에는 사회 상상력뿐만 아니라 정치 상상력도 결합되어 있다.따라

서 오규원은 우유 패키지 사용법을 그 로 시에 옮겨와 그것을 사회 ,

역사 요인과 연결시킨다.“양쪽 모서리를/함께 러주세요”라는 사용법

의 지시 로 “극좌와 극우의/양쪽 모서리를/함께 꾸욱” 지만,흘러나

오는 것은 흰 우유가 아니라 “흰/고름”이다.오규원은 이러한 상상력을 통

해 극단의 좌우 이데올로기에 휩싸인 분단국으로서의 한국 사회의 단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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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카롭게 풍자하고 있다.따라서 이 ‘빙그 !’는 고 이데올로기와 정치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에 한 오규원의 조소인 것이다.

습 이란 무섭다 북경의 한 飯店에

짐을 풀자마자 텔 비 을 켜고 채 을

돌려본다 놀라워라 채 4에서

牧丹이란 화장품을 선 하고 있다

天安門에는 진 깨비가 치고

TV속 국의 한 곳에는 牧丹이 피고 있다!

나는 木月詩 한 구 을 쭝얼 다

장독 뒤 울 에

牧丹꽃 오므는 녁답

木果木 새순밭에

산그늘이 내려왔다

워어어임마 워어어임

-｢牧丹｣ 문

고 이미지가 은폐하고 있는 정치 이데올로기에 한 풍자는 ｢牧丹｣

에서도 나타나 있다.오규원은 자본주의 문화 생산 방식인 고가 사회주

의의 종주국인 ‘국’의 ‘북경’에서 재생산되고 있는 실을 목격하고 있

다.칼 마르크스의 에서 본다면,사용 가치에 어 난 교환 가치는 가

치의 타락이고 상품의 물신 숭배는 인간의 타락이다.그러나 ‘TV’ 고는

지구 을 자본주의 소비 시장으로 동질화시켜 놓았다.따라서 소비재

앞에서 노동자는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이고,소비 앞에서는 구나 평

등한 계를 릴 수 있다.경제 자유가 정치 자유와 동일시된 것이

다.그리하여 원래는 자본가를 타 하기 한 롤 타리아의 명 수

단이었던 ‘선 ’이 이제는 상품 구매를 구함으로써 오히려 자본주의의

가치를 증식시키고 자본가의 이익을 옹호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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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TV’ 고가 계 과 사회의 모순을 희석시키고 항의

에 지를 상품 계 속으로 흡수시키는 데 결정 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다.즉 오규원은 계 문제는 “산그늘 속으로”사라지고 상품 논리만 남

아 화장품 랜드 “牧丹이 피고 있”는 “놀라”운 경을 발견한다.더구나

“天安門에는 진 깨비가 치고”있을지라도 “TV 속 국의 한 곳에는 牧

丹이 피고 있”다.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계 투쟁의 주체는 사라지고 상

품 선택의 자유를 리는 소비자만이 존재하는 실이 된 것이다.그것은

‘天安門’으로 상징되는 시 ,항의,폭동 등 거리의 험 요소를 상품 논리

가 모두 제거해 버렸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득재는 “ 고의 가장 무서운

힘은 이 게 ‘항의 장소를 계속 박탈해 나간다는 데 있”205)다고 지 했

던 것이다.

한 오규원은 이 시에서 매체가 사회 감시와 감 의 공간이 된

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다.“습 이란 무섭다 북경의 한 飯店에/짐을 풀

자마자 텔 비 을 켜고 채 을/돌려본다”는 것은 ‘텔 비 ’에 길들여진

오늘날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습 ’이 아니다.이

시 의 가장 강력한 정보 매체인 ‘텔 비 ’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빅

라더’이자 ‘옵티콘’인 것이다.특히 ‘TV’ 고는 우리의 의지에 계없

이 언제 어디서든지 침투하여 막강한 이미지의 시즘을 행사하고 있다.

이처럼 ‘TV’ 고 언어와 이미지가 막강한 력을 지닌 상황에서 시인

에게 시의 언어는 무력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물론 시인은 ‘TV’ 고에

맞서 ‘木月詩 한 구 ’을 읊조려 본다.그러나 ‘TV’화면에는 “牧丹이 피

고 있”지만,‘木月’의 ‘詩’에는 “牧丹꽃 오므는 녁답”의 경만이 펼쳐져

있다.따라서 시인은 ‘木月’의 ‘詩’｢산그늘｣에 나오는 “워어어임아 워어어

임”을 “워어어임마 워어어임”으로 바꾸어 야유해 본다.자본주의의 이상

을 하는 술로서의 고 언어와 이미지에 한 조롱인 것이다.

-근육질의 남 리차드 기어

섬유질의 여 킴 베신

205)이득재,앞의 ,28-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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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 신

(상상하시오)

(14:20분. 고 회의는 아침 10시부터 계속된다.출입문 구석에 놓인

화요리 그릇 더미 틈새기로 짜장면 방향이 탁자 에 구겨진 이불처럼 몸

을 포갠 키스 신들 로 덮친다.남녀 주인공을 음각한 문안을 낸 朴氏는

일 감치 지친 尹氏의 귓속으로 아리랑의 열반 무늬를 들여보낸다.李部長

은 뭐 짜릿한 거 없어를 연발하며 두 다리를 탁자 로 올린다.건 학생

데모 사건에 연루된 아들 소식이 궁 한 朴氏는 집으로 화를 한다.

띠리리,띠리리리,띠리,띠리리리…… 남녀가 껴안고 뒹구는 사진을 한

으로 보며 다이얼을 돌리던 그는 문득 아득히 손을 멈춘다.띠리리,띠리,

띠띠리,띠리리리…… 部長은 朴氏의 메모를 보고 낄낄 웃는다.

- 능의 모르스 부호 타 시작!

베드 신

(상상하시오)

-｢NOMERCY｣부분

화 고 문안을 차용한 ｢NOMERCY｣는 자본주의의 상업 고가 성

욕망과 불가분의 계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물신 사회에서 소비

욕구를 자극해야 하는 상품은 성 욕망의 상으로 변형되고 소비 역시

성 욕망과 결합하게 된다.따라서 고는 소비 물품을 ‘능’의 형태로

성애화함으로써 유혹과 욕망의 삼투압을 펼치는 장소가 된다.특히 섹스

어필 육체는 자본주의 략의 최첨단 도구로,이러한 성(性)의 상품화 양

상은 여성 육체의 상품화와 웅인 스타 숭배 상으로 나타

난다.따라서 ‘근육질의 남 리차드 기어’와 ‘섬유질의 여 킴 베신 ’는 상

품 이미지를 신화화함으로써 의 동일시와 소비를 이끄는 자본주의 사

회의 최첨병이 된다.

그런데 이 리비도 에 지를 매 략으로 끌어들이는 고의 욕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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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명확하게 악하고 있는 이들은 바로 고제작자들이다.따라서

고주와 자본의 논리의 지배를 받는 이들 카피라이터나 디자이 등은 언

제나 더 “짜릿한 거”를 찾을 수밖에 없다.따라서 호 속의 ‘상상하시오’

라는 명령형 어조는 성 욕망을 부추김으로써 의 의식을 조작하고

조종하는 고 산업의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다.결국 고는 끊임없는

자극과 독의 장소로,성 욕망을 체 하기 좋은 장소로 계속 진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고 회의’를 거듭할수록 처음의 ‘키스 신’은,

‘남녀가 껴안고 뒹구는 사진’으로,그 다음 ‘베드 신’으로,그 에로틱한 자

극의 수 를 차 높여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NO MERCY｣가 성의 상품화보다도 더욱 문제시하고 있는 것

은 고의 메커니즘이 의 우민화 정책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이 시

에서 “건 학생 데모 사건에 연루된 아들”은 1980년 우리 사회를 휩쓸

었던 거센 민주화 열풍을 상징하고 있다.그러나 이 열풍에 맞서는 것은

연행과 감 ,폭력과 고문 등의 정치 압박뿐만이 아니다.Screen,Sport,

Sex라는 ‘3S정책’을 통한 의 우민화 정책 역시 이에 가세했던 것이

다.따라서 오규원은 이러한 순치 정책 이면에 의 정치 무 심을

유도하려는 권력자의 정치 욕망이 은폐되어 있다는 것을 폭로한다.자

본주의와 독재 정권 체제에 사하고 있는 고 산업은 결코 ‘MERCY’의

상이 될 수 없음을 반어 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4)‘게슈탈트’와 다원성의 미학

게슈탈트 형태심리학(gestaltpsychology)은 인간의 시각 경험을 체성

과 형태성이라는 시지각 특성으로 설명하는 지각 체제화 이론이다.막

스 베르트하이머(MaxWertheimer)에 의해 주창된 이 형태심리학에 의하

면,“세계에 한 지각은 구조화 과정이며,감각 소여(所 )가 우리 뇌

의 법칙인 선천 인 ‘법칙’ 일정한 범주에 합하도록 감각 소여를

질서화시키는 과정”206)이다.따라서 부분 인 시각 요소를 총체 형상으

206)마르틴 졸리, 이미지와 기호 ,앞의 책,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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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각하기 해 그것들을 유기 으로 조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형태심

리학에서는 이러한 구조화와 질서화의 과정을 시각 요소의 체와 부분과

의 계에서 찾는다.즉 이 형태심리학에서는 부분 혹은 요소의 의미를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고 부분들이 모여 이룬 체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

로 보는 것이다. 한 체 역시 부분에 의해 달라지므로 결국 형태심리

학에서는 체와 부분의 체성 는 통합성을 강조하게 된다.

시각 분별이 이루어지는 시각 세계는 두 시각 요소 즉 형상(figure)과

배경(background)이라는 이질 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러나 인간은

이 이질 인 시각 세계에 있는 상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시각 요소를 알

맞게 배치하는 지각 작용을 한다.즉 인간은 시각 텍스트를 할 때 모자

이크식의 정보를 동태 으로 취하여 총체 직 의 방식으로 이미지를 해

독하는 것이다.그것은 ‘근 성’,‘유사성’,‘연속성’,‘폐쇄성’등의 게슈탈트

법칙을 통해 상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제3의 의미가 창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는 부분들의 단순한 합 그 이상’의 특성들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는 물리 ·생물학 ·심리학 상들이 통합된다는 허버트 리드

(HerbertRead)의 이론은 술 작품의 미학을 이루는 기본 원칙이 된다.

< 략>

는지 찝찔하고 감미롭다 내

가 이 집에서

신고 버린 게다짝과 미군

군화는 앵두나무 에 터를

잡고 앵두 열매는 빨갛게

잘도 여 히 익고 있다 휴

< 략>

다 젖었다 나는 나무젓가락

으로 다꾸앙과 비리내를 뚫

고 오는 식민지 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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찝찔하고 감미로운 잡종의

메아리를 라면과 함께 입

속으로 어넣고는

식탁 에 놓인 싸구려 베

< 략>

식탁 에는

내가 먹다 남긴

라면처럼

녹슨 의자에 걸려

끊어진 수평선이

툭툭툭 떨어져

구부러지고

-｢詩人 久甫氏의 一日 10-부산의 한 부두에서｣부분

｢詩人 久甫氏의 一日 10-부산의 한 부두에서｣는 시각 정보를 구분하고

조합하는 게슈탈트 미학이 가장 잘 형상화된 작품이다.‘詩人 久甫氏’는

‘부산’충무동의 부둣가를 산책하면서 일제와 미군정의 식민지 시 을 회

상한다.그러나 이곳에서 ‘詩人 久甫氏’가 느낀 것은 1980년 에도 ‘여

히’‘식민지’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 역사에 한 망감이다.“신고 버린

게다짝과 미군 군화”에도 “앵두 열매는 빨갛게 잘도 여 히 익고 있”다는

것은 아직 청산되지 않은 일제 잔재와 미국 문화제국주의의 신식민 상태

가 된 우리 근 사에 한 아 통찰인 것이다.이처럼 ‘다 젖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두 식민 문화의 혼종 상을 “식민지 시 이후 찝찔하고

감미로운 잡종”이라고 ‘詩人 久甫氏’는 역설화하고 있다.

따라서 오규원은 이곳 “부두에서”느낀 역사에 한 망감을 특정 시

행을 이용하여 독특한 시각 형태로 이미지화하고 있다.먼 좌우 여백을

많이 둔 길고 가는 시행 배열을 보임으로써 이 시는 부단히 이어지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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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연  칙

사의 흐름을 시각화하게 된다. 한 오른쪽 여백의 들쭉날쭉한 형태는 우

리 근 사의 행을 시각화하고 있다.월터 옹은 이러한 여백을 ‘활자

공간’이라고 불 다.옹은 “활자 공간(typographicspace)은 과학 상상력

이나 철학 상상력뿐만 아니라 문학 상상력에도 작용한다.이러한 문

학 상상력은 활자가 만들어낸 공간이 마음에 존하는 복잡한 방식의

일단을 보여 다.”207)라고 하면서,이 ‘공백 부분’이 갖는 의미상의 효과를

강조한 바 있다.따라서 역사의 흐름을 시각화한 이 시의 여백도 문학

상상력의 공간이면서 역사 상상력의 공간이 된다. 한 이 여백은 ‘수평

선’을 가로로 쭉 뻗어나간 형태로 인식해 온 우리의 고정 념을 깨뜨리

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 효과는 “툭툭툭 떨어져/구부러”지고 ‘끊어진 수평선’을

‘라면’처럼 지그재그 형태로 시각화한 시행 배열에서 그 정을 이룬다.

길게 이어져 내려온 시행이 결말에 와서 “구부러”지고 ‘끊어진’것은 면면

히 이어져 내려온 우리 역사가 행을 맞은 상황을 의미하게 된다.즉

‘끊어진 수평선’은 물결의 동이면서 동시에 역사의 행이었던 것이다.

식민지 공간에서 벗어나 해방 공간을 맞이했지만 ‘여 히’식민 상태에 젖

어 있는 우리 근 사의 상을 압축 으로 보여 주는 ‘부산’의 ‘부두’풍

경은 이 게 ‘詩人 久甫氏’의 에 망 으로 포착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행 배열을 게슈탈트 법칙에 용해 보면,이 ‘끊어진 수평선’

은 ‘연속성의 법칙’에 의해 이미지 효과가 부

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연속성의 법칙’이

란 우리 인간의 뇌가 격한 방향이나 갑작

스러운 움직임보다는 부드럽고 안정 으로

연속된 형태를 더 선호하므로,별개의 선이

모여 있을 때에도 그것을 연속된 선으로 지

각하게 되는 상을 말한다.<그림 6>에서

보듯,우리의 뇌는 직선은 직선끼리 곡선은

곡선끼리 그룹지어 종합 으로 인식한다.즉

207)월터 J옹,앞의 책,2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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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개의 직사각형에 막 끊어진 곡선인데도 부드럽게 연속된 두 곡선의

형태로 묶어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따라서 ｢詩人 久甫氏의 一日 10-부산

의 한 부두에서｣의 ‘끊어진 수평선’시행 배열에서도 실제로는 각각의 시

행이 7개의 가로선으로 나열되어 있지만,우리의 뇌는 그것을 “라면처럼”

“구부러진”연속된 선으로 통째로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 스스로가 가장 아름다운 바스트를 기억합니다

비 스 메모리 라

국회의원 선거 이후 피기 시작한

아이비 제라늄이 4,5월이 가고

꽃과 여인,아름다움과 백색의 피부,

그것엔 닥터 벨라가 함께 갑니다,원주통상

6월이 되었는데도 계속 피고 있다

착한 아기 열나면 부루펜시럽으로 꺼주세요

여소야 어쩌구 하는 국회가

까샤 -빠리쟌느의 패셔 블센스

개원되고 5공비리니 주특 의

사랑의 심포니-상일가구

말의 성찬이 6월에서 7월로 이사하면서

LEVI'STHEBESTJEANSINTHEWORLD

-｢제라늄,1988,신화｣부분

｢제라늄,1988,신화｣역시 게슈탈트의 형태심리학을 빌려 설명할 수 있

다.물론 이 시 역시 고 이미지가 물질 욕망과 더불어 정치 욕망을

은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즉 고 이미지의 상상력에는 사회 상

상력뿐만 아니라 정치 상상력도 함께 결합되어 있음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이 시에는 크게 두 가지 상황이 “이 교차 시 ”208)으로 콜라주

되어 있다.하나는 TV에서 그 로 옮겨 놓은 고 카피이고, 하나는

208)오규원은 고문을 인용하고 조합한 이 시를 ‘이 교차시 (二重交叉視點)’으로 묘사해 놓은 시

라고 말했다.(오규원,｢후기산업사회에 있어서의 문학의 상-한국 특수성과 문학 응｣,앞

의 ,3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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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사  칙

들여쓰기 형태로 나타난 시인의 진술이다.즉

이 시의 불연속 인 행갈이 속에는 각각 상반

된 담론을 가진 고의 가상 세계와 어지러운

정치 실 세계가 조립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들여쓰기와 내어쓰기를 병행한 시행

배열로 시각 효과를 드러내고 있는 이 시는

게슈탈트의 ‘유사성의 법칙’으로 분석할 수 있

다.‘유사성의 법칙’이란 인간의 뇌는 지각 표

상에 집 하기 해 가장 간단하고 안정 인 형태를 선택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으므로,모양·크기·색상 면에서 유사한 각 시각 요소들을 함께 묶

어서 규칙 으로 지각하는 상을 말한다.<그림 7>에서 보듯,우리는 유

사한 시각 요소를 기 으로 사각형은 사각형끼리 원은 원끼리 그룹 짓고

그것들을 가로선으로 인식하게 된다.｢제라늄,1988,신화｣에서도 유사

한 형태를 지닌 시각 요소들끼리 묶은 결과,들여쓰기 부분과 내어쓰기

부분으로 둘로 나 어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 이 시는 이미지의 형상을 시한다는 에서 일종의 구체시로 볼

수도 있다.월터 옹은 “구체시(concretepoetry)는 어느 의미에서 소리로

서의 말과 활자가 만들어낸 공간과의 상호작용의 클라이맥스다.그것은

문자나 단어 는 그 양쪽을 복잡한 방식으로 는 복잡하지 않은 방식으

로 교묘하게 시각 으로 배열한 것”209)이라고 하면서,문자와 문자 주

의 시각 ,운동 감각 으로 감지되는 공간과의 향 계에 의미를 둔

바 있다.

｢제라늄,1988,신화｣에서도 고 이미지와 실 세계가 콜라주되어 있

다.‘1988’년 “국회의원 선거 후”의 ‘4월’에서 ‘7월’을 배경으로 한 이 시에

서 ‘국회의원’들이 난무하는 ‘말의 성찬’은 정치 실 세계를 의미한다.

그 ‘말의 성찬’처럼 ‘비 스 메모리 라’‘닥터 벨라’‘부루펜 시럽’‘카세

’‘상일가구’‘LEVI'S’로 열거되는 상품들은 모두 고 이미지들이다.그

러나 이러한 고 이미지들 역시 ‘국회의원’들의 ‘말의 성찬’처럼 ‘신화’에

209)월터 J옹,앞의 책,2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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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한 것들이다.따라서 “4,5월이 가고”“6월이 되었는데도 계속 피고

있”는 ‘아이비 제라늄’은 자본주의 사회의 시들 모르는 인간 욕망의 상

징으로 볼 수 있다. 고 언어와 ‘5공비리’와 ‘주특 ’가 ‘말의 성찬’으로

락한 실처럼,질 모르고 피어 있는 ‘아이비 제라늄’은 자본주의 시

의 모순과 그 ‘신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 이 인용시에 쓰인 어 역시 상품이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

해 주는 시각 요소이다.물론 ‘LEVI'S THE BEST JEANS IN THE

WORLD’는 어로 된 상품 고 카피를 그 로 시에 차용한 것이다.그

러나 오규원이 문자 알 벳으로 된 카피를 끌어온 것은 알 벳의 추상

성을 이용하여 상품이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해서 다.

로 쓴 텍스트의 도상 이고 조형 인 차원이 이 시에 용되었던 것이다.

하루세번노란알藥을擔保로 하루分씩時間을貸付받았다 韓國造幣公社의轉屬

모델인世宗大王이여 다친곳은分明한 世代인내허리인데 아내는두다리가新

武器로아 다고 여름의朝刊은몇 世紀늦게알려왔다 우리나라新聞들이活字를

平體로 漸次바꾸고있는것은韓國人의 을爲해서이다活字들은 조 씩키가

작아졌고나는 便해진내 이進步된이視覺文化의 時代를 行하여 式으로아

다 式으로 아 내 에새로돋는모든 잎은宿命의直立을步行하는데 美國의

韓貿易壓力과南北韓故鄕訪問團을읽는 내 을避해키가작아진重要 이바퀴

벌 모양 재빨리行間사이로도망가고도망가고

-｢詩人 久甫氏의 一日 9-8월의 입원실에서｣부분

텍스트의 도상성과 조형성은 ｢詩人 久甫氏의 一日 9-8월의 입원실에서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이 시에는 분열된 주체와 분열된 실을 바라보

는 분열된 시각이 콜라주로 이미지화되어 있다.시 화자인 ‘나’가 ‘한

世代’임에도 불구하고 한 과 한문을 병행해 놓은 이 시의 도상 특징에

나타난 것은 바로 분열된 주체의 모습이다.‘나’는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아내’는 내가 ‘두다리’가 아 입원해 있는 것으로 착각하

고 있다.‘아내’와 ‘나’는 소통 부재의 상황에 있는 것이다. 한 ‘허리’를

다친 ‘나’가 아 다고 진술하고 있는 부 는 ‘허리’가 아니라 ‘’이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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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실’에 갇힌 ‘나’는 타자와의 분열뿐 아니라 주체의 분열까지 겪고 있는

것이다.

물론 환경을 지배하고 있는 도시의 물질성은 인의 질병의

원인이 된다.이 시에서도 주체의 분열을 래한 원인은 ‘朝刊’신문에 있

다.더 구체 인 원인은 신문 기사 ‘美國의 韓貿易壓力과南北韓故鄕訪問

團’이다.따라서 ‘나’의 병은 경제 국에 종속된 미 계나 분단된 조국의

모순된 실을 개인의 능력으로는 극복해 낼 수 없다는 데서 기인한 것이

다.그리하여 오규원은 한자와 한 을 병행하고 상형문자인 한자의 의미

악을 어렵게 함으로써 분열된 주체와 분열을 가져온 실을 비 한다.

한 이 시의 ‘도상 텍스트성’은 의도 으로 띄어쓰기를 무시한 데서도

드러난다.일반 인 문장 형식을 일탈하고 띄어쓰기를 무시한 형식은 자

아 분열을 겪고 있는 시 자아의 무의식을 시각화하기에 유효한 방법이

다.그러나 이것은 합리 인 이성이 강요하는 논리 인 틀에서 벗어나 그

틀에 항하기 한 오규원의 략이기도 하다.따라서 이러한 형식 해체

는 ‘進步된이視覺文化의 時代’를 살고 있는 오규원의 “진보된”‘시각문화’

의 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진보된”‘시각문화’로 팝아트와 디메이드를 도입하여 콜라주

로 조합해 놓은 오규원의 고 이미지는 시의 형태 측면에서 두드러졌

다.그는 기존의 통 인 시쓰기의 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각 요소를

이용하 다. 와 같이 띄어쓰기를 무시하거나 알 벳이나 한자 등의 문

자를 다양한 크기와 서체로 사용하 다. 한 고 문안의 도형을 끌어와

시각 으로 자유롭게 구성하 다.시어와 시행을 반복하여 그 연쇄 조

립과 으로 질서 있는 시각 패턴도 형성하기도 하 다.따라서 자동

화된 례를 복하는 형태 괴 이고 인 형식들이 모두 동원된

그의 시는 때로는 포멀리즘(formalism)의 특성을 띠기도 하고 때로는 해

체시의 특성을 보이기도 하 다.그리하여 이러한 콜라주의 시각 특성

은 오규원 시를 시(詩)와 비시(非詩)의 경계로 나가게 하는 기제가 되었

다.

그러나 오규원의 콜라주 기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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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클로드 조  포스

와 텍스트의 계이다.앞서 말하 듯이,롤

랑 바르트는 이미지와 텍스트의 계를 ‘정

박(ancrage)’과 ‘계(relais)’의 기능으로 설

명하 다.마르틴 졸리 역시  이미지와 기

호 에서 이미지와 텍스트의 계를 강조하

고 있다.졸리는 텍스트의 조형 차원을

‘도상 텍스트성(iconotextualité)’이라 부르

며,이 이미지-텍스트 계에서 “단어들의

이미지를 고려해야 하며,표 잠재성과

근원이 가득 찬 반 으로 의미가 있는 차

원으로써 문자의 활자와 색과 질감과 형태

의 선택도 고려해야 한다.”210)라고 설명하

다. 한 졸리는 언어학 내용과 도상

내용 사이의 상호 작용과 그 계를 고려하여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

다고 강조하 다.그는 <그림 8>의 연극 고 포스터를 그 로 제시하

면서,연극 내용에 맞는 언어의 조형 형태에 주목하 다.즉 오른쪽

고 ≪십자가에 드리는 기도≫가 T자를 강조하여 십자가를 형태를 나타낸

것이라면,아래쪽 고 ≪유령들≫은 무질서한 씨체로 유령들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이라고 하면서,효과 인 이미지와 텍스트의 계에 해

언 하고 있다.

이러한 오규원의 고 이미지에 나타난 콜라주 기법이 갖는 의의는 그

것이 이미지와 텍스트의 효과 인 계에 천착함으로써 편 시공간을

재구성하여 다원 인 시각과 다원성의 미학을 창출해 냈다는 데 있다.이

러한 다원 인 시각은 먼 그의 기시에 나타난 게슈탈트 형태를 빌

려 확인할 수 있다.게슈탈트 형태심리학은 인간의 시각 경험을 총체성과

체성이라는 시지각 특성으로 설명하지만,그것의 주된 원리는 “지각

되는 상은 그것이 놓여 있는 체 여건 내지 장에 의해 결정된다”211)는

210)마르틴 졸리, 이미지와 기호 ,앞의 책,203쪽.

211)리처드 D.자티아,박성완·박승조 옮김, 시지각과 이미지 ,안그라픽스,2007,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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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3013

그림 9-루빈  컵

것이다.즉 게슈탈트 이론은 찰자자 사물을 바라볼

때 자신의 반응에 따라 경과 배경을 분리하여 선택

으로 인지한다는 사실을 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9>의 ‘루빈의 컵’은 화면의 흰색 부분을

경으로 삼으면 컵이 되고,검은색 부분을 경으로

삼으면 두 사람의 얼굴이 된다는 에드가 루빈

(EdgarRubin)의 ‘형태-배경 반 이론’을 보여 주는

그림이다.따라서 이 형태심리학은 동일한 사물일지라도 보는 사람의 시

선이나 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다.아래 <그림

10>의 경우에도 동일한 1과 3을 1과 3,13,B로 인식할 수 있다. 한

13013이라는 숫자로 읽을 수도 있고 어 BOB으로 읽을 수도 있다.비록

시각 요소는 1과 3으로 동일할지라도 ‘근 성’의 변화로 인해 상이한 해석

을 래하거나 불확실함이나 모호함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따라

서 “형체와 색을 악하는 정도는 종(種),문화권, 찰자의 훈련 정도에

따라 다르며,한 집단이 합리 이라고 보는 것이 다른 집단에게는 비합리

일 수 있”212)게 된다.이처럼 인지하는 사람이 동일한 사건이나 상을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는가에 따라 얼마든지 달리 인식될 수 있음을 말

하는 게슈탈트 이론에는 다원성의 원리가 내재해 있는 것이다.

한 오규원이 추구한 다원성의 세계는 팝아트의 기본 입장에서도 확인

된다.팝아트는 마릴린 먼로,코카콜라,수 깡통 등 이 익숙히 알고

있는 하나의 동일한 이미지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

의 다 성을 제로 출발한 술 양식이었다. 실의 인과 계나 논리

정합에 구애받지 않고 사물을 이질 이고 다양한 이미지로 자유롭게 조

합·병치하는 팝아트의 콜라주

기법 역시 이질 인 사물을

다원화된 시각으로 살펴 으

로써 의미와 형식의 다원성을

212)정동환,｢확장된 미디어 장에서의 시지각 표 :루돌 아른하임 이론을 심으로｣,한국방송학

회 엮음,앞의 책,2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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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하려고 한 술 양식이었다.

이처럼 오규원이 보여 게슈탈트와 콜라주의 다원 인 시각은 다원화

략을 큰 특징으로 삼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미학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리오타르에 의하면 는 “총체화의 에 내맡겨져 있으며,이 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체성의 요구를 거부하고 차이를 옹호하는

것”213)이다.따라서 리오타르는 총체성에 한 갈망이 하나의 환상이거나

지 인 테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리오타르와 마찬가지로 포스트모

더니즘에서 요구하는 것은 개별 사물들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종합 인

사고가 아니라 이질 인 것들의 가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다원 인 시각

이다.그것은 발 된 사회가 통합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형식들의 차

이와 그것들의 공존에서 모색되기 때문이다.

오규원이 그의 기시의 창작 방식으로 콜라주의 고 이미지를 수용했

던 것도 바로 이러한 다원성의 세계를 보여주기 해서 다.그는 콜라주

의 편 이고 비연속 인 이미지로써 의미와 형식의 미 유기성과 총체

성을 해체하 다.그 결과 다양한 시공간이 보여 주는 다원성의 세계에서

시의 표 공간을 확 시키고 이질 인 요소와 기능이 상호 립되어 일

으키는 미학 충돌과 긴장을 유지할 수 있었다.더구나 그는 고 이미

지를 수용하여 상업화된 언어의 오염과 타락을 비 하 고 후기산업사회

의 부정 징후와 병리 상에 항할 수 있었다.그의 기시의 문명 비

은 결국 자본주의 소비 사회로 귀결되는 총체성에 한 항이었으며

다원성에 한 지향이었다.이것은 이성과 보편성과 확실성의 논리로 자

본주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획일화된 사회를 감성과 개성과 불확정성

이 심이 되는 다원 인 사회로 회복시키려 한 것이었다.이러한 오규원

의 개방성에 한 미학 지향은 포스트모더니즘이 추구한 개방성의 미학

과 정확하게 부합되는 것이었다.

213)볼 강 벨쉬,박민수 옮김, 우리의 포스트모던 모던 1 ,책세상,2001,1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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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자연의 상 묘사와 사진 이미지

오규원은 기시의 창작 방식으로 화 이미지의 상상력을 수용하여 환

상 인 내면 세계를 탐구하 다.그러나 언어가 지닌 불투명한 념을 제

거하기 해 모색된 화 이미지와의 상호텍스트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시는 념에 치우친 것이 되고 말았다.따라서 그는 내면 의식의 환상

표출로 실을 표백시켰던 기시를 반성하고 새로운 창작 방식을 모색하

다.그 결과 기시의 창작 방식으로 콜라주의 고 이미지를 수용하

다.특히 그는 고 카피와 고 상을 시의 문맥에 차용하여 후기산업

사회의 산업 문명과 자본주의의 물신성을 폭로하고 비 하 다.그러나

그러한 방법은 근 사회의 표면 상에 한 비 과 항이었을 뿐 근

사회에 내재된 모순까지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는 못하 다.

이제 오규원은 후기시  길,골목,호텔 그리고 강물소리 (1995), 토마토

는 붉다 아니 달콤하다 (1999), 새와 나무와 새똥 그리고 돌멩이 (2005),

유고 시집이 된  두두 (2008)에서 근 를 이끈 근 사유 체계에 한 근

본 인 성찰과 반성을 꾀하게 된다.그리하여 도시의 인 공간에서 자

연 공간으로,주체 심의 사유에서 타자 심의 사유로,은유에서 환유로

후기시인 ‘날이미지시’의 방향을 환시킨다.특히 스트 이트 기법의 사

진 이미지를 수용한 자연과 사물 세계의 상 묘사로 그 본원 인 세계를

투명하고 명징한 이미지로 포착해 낸다.그리하여 사물을 ‘날것’그 로

살아 있는 것으로 해방시키게 된다.

따라서 Ⅳ장에서는 오규원 후기시에 나타난 스트 이트 기법의 사진 이

미지의 수용 양상과 미학 특성을 악하고자 한다.이를 해 먼 ,오

규원이 인간 심주의와 원근법을 해체하고 ‘날이미지시’를 발견하게 되는

과정을 밝힐 것이다.다음으로,자연 상을 묘사하기 해 수용한 스트

이트 기법의 사진 이미지가 오규원의 기시에서 어떤 특성으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이 과정에서 사진 특성이 되는 환유의

공간 인 성,존재 근거로서의 시간성과 공간성,바르트가 말한 ‘노에

마’,스트 이트 기법과 ‘사실 날이미지’등을 구체 으로 분석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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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마지막으로,오규원의 ‘날이미지시’의 의미 양상과 미학 특성을 바르

트의 ‘푼크툼’의 개념을 빌려 악할 것이다.이 ‘푼크툼’을 통해 인간 심

이고 주체 심 인 시각을 해체하고 자연과 사물 세계의 평등성을 추구

하 던 오규원 시정신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미학 인식과의 연 성이 더

욱 분명하게 밝 질 것이다.

1.인간 심주의 시각의 해체와 ‘날이미지시’

1)자연 세계와의 공존과 원근법의 해체

산업 명 이후 서구 근 사상의 토 를 이루고 있는 자연 정복 은 창

세기(1:28)의 ‘정복하라(subdue)’혹은 ‘다스리라(ruleover)’라는 유태-기독

교 신념으로부터 유래한다.더욱이 르네상스의 개인주의가 실험 과학 기

술과 자유 기업의 도래를 알리고, 랜시스 베이컨(FrancisBacon)의 ‘아

는 것이 힘이다’와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Cogito,

ergosum)’라는 선언이 실용 과학 기술과 도구 이성의 신조가 되면서

근 사상은 더 체계화된다.따라서 이러한 근 사회에서는 질 ·형상론

존재 보다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양 ·기계론 자

연 이 더 요하게 다루어진다.그리하여 주체/타자,이성/감성,정신/육

체,문명/자연을 이분화하여 성장이 곧 진보라는 믿음으로 자연을 경제

으로 이용하고 착취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물론 오규원은 이러한 근 사유 체계에 한 비 과 항을 그의 기

시의 목 으로 하 다.그러나 이러한 비 과 항은 후기시에 이르러 근

사유 체계에 한 근본 인 통찰과 반성으로 이어진다.따라서 오규원

은 “‘물본주의’도 ‘인본주의’도 아닌,세계와 순수한 호흡을 새롭게 꿈”214)

꾸게 된다.더구나 이러한 통찰과 반성은 언어와 시쓰기에 한 반성으로

이어져,그는 근 사유 체계 아래 언어와 시쓰기가 억압해 온 것이 무엇

214)오규원, 날이미지와 시 ,앞의 책,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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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를 성찰하게 된다.그리하여 알랭 로 그리 (AlainRobbe-Grillet)의

“세계는 의미 있는 것도 아니고 부조리한 것도 아니다.세계는 단지 있는

것”215)이라는 말을 인용하면서,조작된 ‘의미’로 세계를 왜곡하고 타락시

켜 온 언어를 수정하여 세계의 바로보기를 시도하게 된다.

언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동물이므로,사물의 이름은 물

론 의미까지 정(定)하는 것도 인간이다.인간이 이 세계에서 유일한 이성

의 동물이기는 하지만,바로 그 게 때문에,모든 사물을 인간 심으로 이

해하고 명명하고 해석하고 의미를 정한다.< 략>인간의 욕망과 그 욕망

의 실 장으로서의 세계는 그러므로 결코 객 으로나 는 선(善)한

의지에서 의미화되고 조직화되어 있지도 않고,그리고 실존의 세계도 오래

된 휴머니즘이라는 미명하에 여 히 가려진 채 왜곡되고 있다.216)

-｢‘살아 있는 것’들을 한 註解｣

따라서 오규원은 지배 이념의 발상인 ‘휴머니즘’ ‘언어’의 세계를 해체

하기 해 인간 심주의 시각을 거부하고 자연 친화 시각을 드러내게

된다.그에 의하면 “언어는 ‘인간 인 무나 인간 인’것이다. 무나 인

간 인 것이어서 그것은 인간의 욕망의 심에 자리 잡고 있다.”217)결국

오규원은 ‘욕망’의 구조인 념과 은유를 버리고 인간 심주의 사고에서

벗어나기에 이른다.그리하여 자연을 후기시의 시 상으로 삼아 자연

‘세계’내의 두두물물(頭頭物物)즉 모든 존재와 ‘모든 사물’의 상을 구

하고자 ‘날이미지시’를 창안한다.“자연 속의 사물을 념이 아닌 존재

로 읽어내”218)어 산과 들,꽃과 나무,새와 강물 등 자연의 문제에 해

치열하게 사유하게 된 것이다.

1993년 에 그곳에 머물 곳을 정했으니까 약 2년이 되어가는 기간을 그

곳을 심으로 산 셈이군요.< 략> 그런 결과로 이 시집에는 상당수의

215) 의 책,51쪽.

216) 의 책,28-29쪽.

217) 의 책,87쪽.

218)오규원·이 호 담,앞의 담,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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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이 자연을 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그러나 나로서는,언

제나 그랬듯이,내 주변의 세계를 통해서 사유를 펼쳐왔으므로 별다른 거

부감이나 이질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그러니까 개 동이나 양평동처

럼 그 게 무릉도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략>내가 있는 곳이 그 어디

든 그곳이 바로 심의 세계라는 것을 느낍니다.219)

-｢한 시인의 상 의미의 재발견｣

물론 오규원의 시 상이 기시의 인 도시 경 에서 후기시의

‘자연’풍 으로 옮아온 것은 그의 삶의 근거지가 ‘자연’으로 바 었기 때

문이었다.1991년 폐기종이라는 만성질환의 진단을 받은 후 오규원의 창

작은 1993년 이후 강원도 월 ‘무릉(武陵)’과 1996년 이후 경기도 양평

‘서후(西厚)’의 요양 생활과 함께 이루어진다.따라서 그의 후기시는 “상당

수의 작품이 자연을 상으로”한 것으로,오규원의 낙향은 그의 세계

의 변화에 지 한 향을 미치고 새로운 국면을 야기하 던 것이다.이처

럼 ‘자연’공간이 오규원의 시의 상이 된 것은 ‘자연’이 념 인 시

상이 아니라 그가 몸담고 있는 실 그 자체 기 때문이었다.

사회 는 문화 기의 요인이 드러날 때마다 사람들은 자연을 강조

한다.조화된 세계 혹은 질서 있는 세계로 자연을 바라보는 (이게 낭

만 인 자연 이다)에서이다.그러나 앞에서도 잠깐 말했지만 그 은

추상 이고도 개 논리이다.자연은 결코 조화된 세계가 아닌 탓이다.

보들 르의 말을 다시 한 번 그 로 옮기면 그럭 럭 꾸려 가는 본능의 세

계이기 때문이다.자연을 그 게 보는 시 은 멀리서 보는,개 을 즐기는

사람의 이다.멀리서 본 풍경은 아름답다.썩고 문드러지고 피 흘리는,

그러한 구체 인 모든 생물들의 삶이 가리어 있거나 보이지 않는 탓이

다.220)

-｢문화의 불온성｣

219)오규원·이창기 담,｢한 시인의 상 의미의 재발견 ,오규원, 날이미지와 시 ,앞의 책,

174-175쪽.

220)오규원, 언어와 삶 ,앞의 책,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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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오규원의 이러한 ‘자연’친화 시각에서 요한 것은 그가 후기

시에서 형상화한 ‘자연’이 ‘낭만 인 자연 ’이나 생태주의 시에서 의미하

는 ‘자연’이 아니라는 이다.그가 찾은 ‘자연’은 근 가 낳은 “사회

는 문화 기의 요인이 드러날 때마다”강조하던 ‘낭만 인 자연 ’과는

다른 것으로,오규원은 ‘구체 인 모든 생물의 삶’을 가린 채 무조건 “조

화된 세계 혹은 질서 있는 세계로 자연을 바라보는 ”에서 벗어나 있

었다.따라서 오규원에게 ‘자연’은 인간 인 을 덧 우는 통 인 서

정시에서의 ‘자연’과는 의미가 다른 것이었다. 로부터 서정시에서의 ‘자

연’은 윤리 이념을 한 형이상학 사유의 상이 되어 주로 은유

구조 속에서 인간의 념을 신해 왔다. 한 오규원의 ‘자연’친화 시

각은 문명을 거부하기 한 방법으로 ‘자연’을 채택하는 생태주의 시와도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최 식에 의하면 이러한 시는 “자연 친화 삶에

한 당 믿음과 계몽을 통해 견뎌보려는 체주의 사고와 자기 안

의 욕구”221)일 뿐이다.

이 듯 오규원이 후기시에서 보여 ‘자연’은 인간 념의 체물로서의

‘자연’도 아니고 문명과 척 에 있는 ‘자연’도 아닌,인간이 실존하는 장

소로서의 ‘자연’그것이었다.이러한 사실은 오규원의 후기시의 풍경 속에

집,호텔,도로,아 트 등이 등장하고 그의 시집 하나가  길,골목,호

텔 그리고 강물소리 라는 사실로 알 수 있다.이러한 사물들은 ‘자연’의

척 에 있는 문명화된 사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실존의 장소

로 존재하기 때문이다.다시 말하면 이들 사물들은 ‘자연’과 인 한 시공

간에서 ‘자연’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다.“나는 자연과 인간 어느

쪽에도 서 있지 않습니다.나는 자연을 보듯 인간을 보며,인간을 보듯 자

연을 니다.”222)라고 스스로 밝혔듯이,오규원은 ‘자연’과 문명,주체와 객

체 사이의 결을 의도하지 않는다.따라서 오규원의 시에서는 인간과 인

간이 만든 사물이 동일하게 세계의 구성 요소의 하나가 되어 우주 리듬

이라는 공동의 장에서 ‘자연’과 ‘조화’의 을 취하게 된다.김문주의 평

221)최 식,｢‘사실성’의 투시와 견인-오규원론｣, 시와 반시 ,시와반시사,2007가을호,197쪽.

222)오규원, 날이미지와 시 ,앞의 책,1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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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로 오규원의 후기시에 형상화된 ‘자연’은 “1990년 이후 한국시단에

불기 시작한 이른바 ‘자연서정’이나 생태학 상상력을 드러내는 세계라기

보다 사물 세계에 한 새로운 인식과 ‘탈주체의 시학’을 모색하는 사유의

기지”223)가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오규원은 그동안 ‘자연’을 바라보던 주체 심 이고 인간 심

인 시각을 해체해 버렸다.그것은 그가 신본주의에 이어 인본주의에 이르

는 인간의 사고가 상을 얼마나 왜곡하 는지를 반성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인간 심 인 시각에서 벗어나기 한 방법으로 카메라의

시각을 발견해 낸다.그것은 카메라가 그 기계 인 ‘’으로 인간 심주의

의 원근법(perspective)을 해체하고 가장 사실 이고 객 인 사물의

상 묘사를 가능하게 해 주기 때문이었다.

주지하다시피 근 이 의 ‘’과 근 이후의 ‘’을 가르는 가장 뚜렷

한 징표는 세계를 합리 으로 설명하기 해 고안된 원근법이다.따라서

근 의 헤게모니 시각 모델인 원근법은 근 합리주의와 동일시된다.

마틴 제이(MartinJay)가 지 한 바에 의하면 “르네상스 원근법 개념

과,그리고 철학에서는 주체의 합리성에 한 데카르트 사상과 동일시할

수 있다.따라서 우리는 한 그 모델을 편리하게 데카르트 원근법주의

(CartesianPerspectivalism)라고 부를 수 있다.”224)따라서 원근법 인식

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주체의 치이다.소실 이라고 하는 유일

한 심으로 시선을 집 시켜 세계를 조직하는 방식인 원근법은 곧 인간

주체의 시선을 심으로 사물의 계를 배치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데

카르트 코기토인 자기 폐쇄 주체’는 스스로를 사물들에 둘러싸여 있

는 보편 심으로 인식하고 상 세계를 자신의 주 로 수렴시킨다.즉

“사물들의 세계에 둘러싸인 심이라는 그 치에서부터 상들을 찰하

고,그것들을 별개의 실체들(entities)로서 지각”225)하는 것이다.따라서 원

근법의 합리화된 시각 질서는 주체의 심화를 조장하여 결국 특정하고

223)김문주,앞의 논문,163쪽.

224)마틴 제이,｢모더니티의 시각 체제들｣,핼 포스터 엮음,앞의 책,24쪽.

225)노먼 라이슨,｢확장된 장에서의 응시｣, 의 책,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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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으로 인간 사유를 억압하고 종속시키는 결과를 래하게 된

다.

그러나 카메라의 발명으로 이러한 원근법이 내재하고 있는 모순이 명백

히 드러나게 되었다.원래 카메라 옵스큐라의 핀 홀(pinhole)은 원근법을

완벽하게 실 하기 한 목 으로 탄생되었다.그러나 사진을 구성하는

것은 시선과 임이다.따라서 인간의 ‘’이 아니라 카메라 즈를 통

해 바라보아야 하는 사진의 시선은 인간이 외부 세계를 객 으로 바라

볼 수 있게 해 주었다.시게모리 고엥(重森弘淹)이 지 한 것처럼 카메라

에는 “ 즈라는 하나의 이 있다.육안은 의식으로 연결되는 이고,

즈는 의식을 소외시키려는 물질의 ”226)인 것이다. 한 무한히 연장

되는 시공간 속에서 어느 한 단면을 잘라 평면으로 임화한 사진은

심이 어디에도 없음을 보여 주었다.따라서 이와 같은 사진의 반원근법주

의(anti-perspectivalism)의 시각 실천은 데카르트로부터 비롯된 인식론

통을 비 하는 기제가 되었다.결국 사진의 반원근법주의가 심과

주체를 해체하고 인간 심주의에서 벗어나도록 해 것이다.사사키 도

시나오(佐佐木其一)가 입증하듯,카메라의 ‘’의 출 은 “인간 심 개

인주의 사상의 붕괴를 여지없이 의식 하는 실의 출 을 의미”227)하는

것이었다.

오규원 역시 인간의 특권화된 ‘’을 거부하고 카메라의 객 인 ‘’을

수용함으로써 근 합리주의의 체계 인식과 인간 심주의 시각에서

벗어나고자 하 다.따라서 오규원의 풍경에서 어떤 고립된 부르주아

주체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풍경이 주체의 원근법 시각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한다.이것은 곧 주체의 해체이고 심이 부재한다는 사

고인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사고는, 체는 무수히 많은 부분으로 구성되

어 있고 부분은 각각 단독 으로 존재한다는 세계 을 낳는다.그리하여

오규원은 “세계는 어디까지나 개체와 집합의 수평 구조이다.”228)라고

226)重森弘淹,홍순태 역, 사진 술론 4 ,해뜸,1994,21쪽.

227) 의 책,29쪽.

228)오규원, 날이미지와 시 ,앞의 책,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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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며,자연에 한 자신의 해석과 단을 배제시켰던 것이다.

내 앞에 안락의자가 있다 나는 이 안락의자의 시를 쓰고 있다 네 개의

다리 에 두 개의 팔걸이와 하나의 등받이 사이에 한 사람의 몸이 안락할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은 작지만 아늑하다…… 아니다 나는 인간 인 편견에

서 벗어나 다시 쓴다 네 개의 다리 에 두 개의 배를 깔고 울 아니 까

마귀 두 이 울타리를 치고 능히 살림을 차릴 공간이 있다 팔걸이와 등받

이는 바람을 막아 주리라 아늑한 이 작은 우주에도…… 나는 아니다 아니

다라며 낭만 인 을 버린다 안락의자 하나가 형 등 불빛에 폭 싸여

있다 시각을 바꾸자 안락의자가 형 등 불빛을 가득 안고 있다 무 많이

안고 있어 팔걸이로 등받이로 기어오르다가 다리를 타고 내리는 놈들도 있

다…… 안 되겠다 좀더 상에 충실하자 두 개의 팔걸이와 하나의 등받이

가 팽팽하게 잡아당긴 정방형의 천 에 숨어 있는 스 링들 어깨가 굳어

있다 얹 야 할 무게 신 무게가 없는 무량한 형 의 빛을 어깨에 얹

고 균형을 바투고 있다 스 링에게는 무게가 필요하다 무게 없는 형

에 려 녹슬어가는 쇠 속의 힘 들 팔걸이와 등받이가 긴장하고 네 개의

다리가…… 오 이것은 수천 년이나 계속되는 념 인 세계 읽기이다.

을 다시 바꾸자 내 앞에 안락의자가 있다 형 의 빛은 하나의 등받이와

두 개의 팔걸이와 네 개의 다리를 밝히고 있다 아니다 형 의 빛이 하나의

등받이와 두 개의 팔걸이와 네 개의 다리를 가진 안락의자와 부딪치고 있

다 서로 부딪친 후면에는 어두운 세계가 있다 어두운 세계의 경계는 침

범하는 빛에 완강하다 아니다 빛과 어둠은 경계에서 비로소 단단한 세계를

이룬다 오 그러나 그래도 내가 앉으면 안락의자는 안락하리라 하나의 등받

이와 두 개의 팔걸이와 네 개의 목제 다리의 나무에는 아직도 지가 날라

다 물이 남아서 흐르고 그 속에 모래알 구르는 소리 간간이 섞여 내

속에까지…… 이건 어느새 낡은 의고주의 편견이다 나는 결코 의고주

의자는 아니다 나는 지 안락의자의 시를 쓰고 있다 안락의자는 방의 평

면이 주는 균형 에 심을 놓고 있다 심은 하나의 등받이와 두 개의

팔걸이와 네 개의 다리를 이어주는 이음새에 형태를 흘려보내며 형 의 빛

을 밖으로 내보낸다 빛을 내보내는 곳에서 존재는 빛나는 형태를 이루며

형 의 빛 속에 섞인 시간과 방 의 시멘트와 철근과 철근 의 다른 시

멘트의 수직과 수평의 시간 속에서…… 아니 나는 지 시를 쓰고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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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락의자의 시를 보고 있다

-｢안락의자와 시｣ 문

｢안락의자와 시｣는 인간 심주의 시각에서 벗어나 상학 시쓰기를

발견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메타시이다.오규원은 ‘안락의자’를 소재로

시쓰기의 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면서,사물의 모습이 사물을 바라보

는 주체의 시선과 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

다.이 시에서도 ‘안락의자’를 바라보는 은 다양하다.인간 인 ,

낭만 인 ,의고 인 이 서술 방식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들은 “수천 년이나 계속되는 념 인 세계 읽기”이며 ‘의고

편견’이기 때문에,오규원은 “인간 인 편견에서 벗어나”기 해 “시각

을 바꾸”다가 “낭만 인 을 버”리기 해 “ 을 다시 바꾸”며

을 계속 수정해 나간다.그 결과 오규원이 채택한 것은 “좀더 상에 충

실”하기 한 ‘상학 시쓰기’다.

에드문트 훗설(Edmund Husserl)이 말하는 상학(phenomenology)은

인간과 세계 사이의 가장 근원 인 즉 주 과 객 의 분리 이 의

근원 계를 재정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훗설의 상학에서는

상을 인식하고자 하는 지향(intention) 의식을 노에시스(noèsis,의식

의 작용)와 노에마(noèma,의식의 상)의 통일체로 간주한다.훗설은 이

의식과 상과의 역동 인 계에서 감각된 사물의 상이 바로 사물의

본질(eidos)이라고 말한다.본질 악은 인식이고 이러한 인식 행 는 곧

의미 부여 작용이 된다.이 같은 상학에서 요한 것은 인식 활동에

한 인식 주체에게 자기 비 반성이 요구된다는 이다.따라서 훗설은

인식 상에 한 일체의 앎을 보류하고 ‘호치기’와 ‘단 지(epoché)’

를 통해 상을 ‘상학 환원(phenomenologicalreduction)’의 방법으로

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때 본질 악의 궁극 주체는 험 자아

의 본질 직 으로,이것은 의식에 비친 인식 상을 주 단과 편견

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그 로’‘사물 그 자체로’서술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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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를로- 티(Merleau-Ponty)역시 “ 상학,그것은 본질에 한 연구이

며 모든 문제는 상학에 따르면,본질을 규정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컨 지각의 본질,의식의 본질 등등.그러나 상학,그것은 한 본질을

존재의 자리에 다시 놓아두는 철학이자 인간과 세계에 한 이해는 그들

의 ‘사실성’에서 출발함으로써만 획득될 수 있다고 믿는 철학이다.”229)라

고 말한다.그의 ‘지각의 상학’은 우리가 지각하는 사물의 물질성 즉 질

감,빛,색 등은 우리 신체 안에 그런 것들에 반향하는 내 인 등가물

(internalequivalent)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신체의 순수

감각 행 를 사물의 상 악의 심에 두었다.

어떤 심리 인 상이거나 는 념 상이 아닌 실재 이며 사실

상이다.그 사실 상은 개념화되거나 념화되기 이 의 상이다.

구도 거기에다 개념 이거나 사변 인 의미를 부여한 흔 이 없는 ‘상

사실’그 자체이다.바로 이런 때문에 나는 그 ‘상 사실’을 시한

다.아니 그 ‘상 사실’을 이미지화하는 수사를 내 작업의 심에 놓는

다.그 ‘상 사실’이 이미지화되면 그것이 바로 ‘날이미지’이기 때문이

다.230)

-｢조주의 말｣

그러나 상학 입장에서 자신의 시를 ‘상시’와 ‘날이미지’라는 용어

로 혼용하 던 오규원은 1999년 이후 ‘날이미지시’로 용어를 통일한다.231)

그것은 상학 역시 인식,지향,의식,의미, 단,주체,자아,직 등의

념 용어에 의해 악되는 학문이기 때문이었다.실제로 그는 “ 념공

화국에서는 념을 구성하고 가치화하기 해 모든 것을 동원”하는데 “그

모든 것 속에는 상도 포함”되고,“ 상공화국에서도 상을 포착하고

가치화하기 해 모든 것을 동원”하는데 “동원된 것 가운데는 념도 있

다.”라고 하면서 “ 념에서 해방된 시의 새로운 상공화국을 세워두”232)

229)메를로- 티,류의근 옮김, 지각의 상학 ,문학과지성사,2002,13쪽.

230)오규원, 날이미지와 시 ,앞의 책,46쪽.

231)오규원,｢날이미지와 상시｣, 시사상 ,고려원,1997 ,111쪽.이연승,앞의 책,280쪽

주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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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그의 후기시의 목표로 하 다.그런데 오규원이 말하는 ‘새로운

상’이란 “심리 인 상이거나 는 념 상이 아닌 실재 이며 사

실 상”으로 그것은 “개념 이거나 사변 인 의미를 부여한 흔 이 없

는 ‘상 사실’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나는 상학자가 아니라 시인이다.그러므로 상학 환원을 해 시를

쓰고 있지 않다.존재의 상을 언어화하는 한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

이다.내가 심을 갖는 것은 시인이 포착한 상이냐 시인이 구성한 형상

이냐에 있지 않고 시 속의 상(날이미지)이 ‘상으로서의 사실성’을 확보

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233)

-｢날이미지시에 하여｣

따라서 ‘상학’ 시쓰기에서 벗어난 오규원은 ‘날이미지시’를 ‘상학

환원’이 아니라 ‘상으로서의 사실성’을 확보하기 한 시로 정의한다.

그리하여 이 ‘사실성’을 확보하기 해 그가 후기시의 창작 방식으로 ‘이

용’한 것은 바로 사진 이미지 다.｢안락의자와 시｣에서 보듯 오규원이 새

로 발견한 창작 방식은 “빛을 내보내는 곳에서”“빛나는 형태를 이루”는

‘존재’를 “보는”것이었다.물론 그동안 “빛을 정신의 편에 두었던,그리고

의식을 본래 인(native)어둠으로부터 사물들을 끌어내는 빛의 다발로

여겼던 모든 철학 통”234)들이 있었다.‘상학’도 이러한 통에 속한

철학 의 하나 다.

그러나 ‘상학’과 단 한 오규원이 수용한 창작 방식은 사진 이미지로,

이러한 사실은 ‘빛’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사진의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류신에 의하면 “‘빛’이란 어떤 사물이 시공간 속에 감각 으로 ‘

상’하기 한 선험 인 근거이다( 상이라는 말의 어원은 그리스어

‘phaionmenon’인데,이 단어는 ‘빛’을 뜻하는 ‘phos’에서 왔음을 상기하자).

빛이 없다면 어떠한 사물도 일정한 형태로서 가시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232)오규원,｢날이미지시에 하여｣, 문학과 사회 ,문학과지성사,2007 호,305쪽.

233) 의 ,306쪽.

234)질 들뢰즈, 시네마 Ⅰ:운동-이미지｣,앞의 책,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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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빛은 상의 가능태이고 상은 빛의 실태이다.”235)더구나

통 인 아날로그 사진술에서 필름에 맺힌 잠상 이미지가 우리 앞에

가시화되기 해서는 반드시 필름의 ‘상(development)’과정을 거쳐야

한다.인화지에 ‘정착(fixing)’되는 과정은 ‘상’이후의 2차 인 과정일

뿐이다.따라서 마르틴 졸리는 “이미지는 상의 시각화이다.”236)라고 말

하며,사진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 던 선의 기록 성격을 주시하 다.

그것은 다른 상을 찰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진 이미지가 이

처럼 물리 상의 기록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빛’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사진 이미지를 창작 방식으로

수용한 오규원은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즉 그는 이미지를 지각하는 과정에서 물질과 하게 해 주는 사진 이미

지를 통해 시쓰기를 시도한 것이다.문학이나 회화가 실 세계에 존재할

수 없는 지시 상을 가상이나 공상으로 만들어 내는 것과는 달리,사진

은 실제 인 사물을 반드시 지시 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이었다.어떤

사물 혹은 어떤 인물을 필연 으로 갖는 사진이 그 사물이나 인물의 리얼

리티를 최 한 가시화하듯,오규원 역시 사물 상의 리얼리티를 최 한

구 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바로 “보고 있”는 주체의 문제이다.

물론 이 시에서 ‘안락의자’를 “보”는 것은 ‘나’이다.그러나 이 시에서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안락의자’도 ‘나’를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다.라캉에

의하면 시각은 타자의 응시(gaze)라는 형태 속에서 주체를 탈 심화

(decenter)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존 버거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곧 우리 자신 역시 바라다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다

른 사람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마주침으로써 우리가 세계의(바라다 보이

는)일부임을 알게 되는 것”237)이라고 하 다.나아가 존 버거는 “보”는

행 의 <주고 받음>의 성격이 말로써 화하는 행 에서의 <주고 받음>

235)류신,앞의 ,204쪽.

236)마르틴 졸리, 상 이미지 읽기 ,앞의 책,29쪽.

237)존 버거, 상커뮤니 이션과 사회 ,앞의 책,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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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근본 일 수 있음을 강조하 다.

이처럼 오규원의 ‘날이미지시’는 ‘나’가 ‘안락의자’를 “보”면서 ‘안락의자’

가 ‘나’를 “보”는 계 즉 사물과의 ‘주고 받음’의 계를 획득하고자 한

것이었다.더구나 “한 편의 시가 의미를 생산하는 기호 체계이듯이 사물

도 어떠한 의미인 기호 체계”238)라는 김 오의 말이 사실이라면,기호 체

계가 될 수 있는 사물도 그 자체로 한 편의 시가 될 수 있는 것이었다.

결국 오규원은 시의 주체는 본성을 발 할 수 있는 사물이므로,시의 의

미를 생산하는 것도 시인이 아니라 시 상인 사물임을 강조하 던 것

이다.이처럼 오규원은 “보”는 주체의 시각을 최소화하기 해 사진의 객

시각의 시쓰기를 시도함으로써239)사물의 본성이 발 되는 ‘날이미

지시’로 나아갈 수 있었다.

2)환유 체계의 탐구와 ‘날이미지시’

오규원이 모색한 인본주의 시각의 해체에는 환유 원리가 자리 잡고 있

다.오규원은 야콥슨에 입각하여 유사성의 원리에 의한 은유를 선택과 배

제의 논리로,인 성에 의한 환유를 결합과 통합의 논리로 보았다.그리하

여 그는 ‘날이미지시’에 와서 기시의 주된 수사 체계 던 은유의 수직축

을 환유의 수평축으로 돌려놓았다.그것은 언어와 세계 사이의 동일성에

238)김 오,｢ 시의 자기 반 성과 환유 원리-오규원의 근작시｣,이 호 엮음,앞의 책,253쪽.

239) 볼펜을 발꾸락에 끼고 에서 오규원은 “처음 시라는 형태의 을 써”보는 경험을 하게 된

“ 학교 3학년 때”를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말 가리란 별명을 가진 국어 선생 한 분이

있었다.그분은 국어 교과서를 시작하기 에 속표지의 사진을 펴놓고는 우리들에게 작문을 한

시간 하게 하는 묘한 습 을 가지고 있었다.시쳇말로 하면 ｢포토 에세이｣나 ｢포토 포에지｣를

한 편씩 쓰게 한 셈이다.그분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쓰기에 뜨기를 희망했으리라.그때

내가 쓴 시는 나목(裸木)이라는 제목을 붙인 ｢앙상한 나뭇가지에……｣어쩌구 어쩌구 하는 얄궂

은 내용이었다.그 얄궂은 내 시를 그분은 잘 되었다면서 낭랑한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읽어 주

는 것이었다.”(오규원, 볼펜을 발꾸락에 끼고 ,문 출 사,1981,233쪽 참조.)

비록 ‘국어 선생’으로부터 얻게 된 상 이미지에 한 경험이었지만,‘포토 포에지’는 오규원이

시와 사진과의 매체 혼성을 일 이 체험하게 된 극 사건이었다.따라서 그가 시를 ‘본다’라는

행 로 인식하고 사진의 스트 이트 기법을 이용하여 후기시 ‘날이미지시’를 창작하게 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이것은 “처음 시라는 형태의 ”을 썼던 ‘포토 포에지’의 향이 오규

원에게 무의식 으로 체화된 결과로,평론가 김진희는 오규원의 시에서 “사진 속의 그림들을 보

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김진희,앞의 ,33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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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출발하는 은유가 주체 심주의 시각으로 종속 계를 형성함으로써

세계를 심과 주변으로 구분하고 세계의 의미를 고정된 으로 규정하

기 때문이었다.그러나 언어와 세계 사이의 동일성을 해체하는 환유는

심과 주변이라는 개념을 무 뜨리고 세계의 평등 계를 형성함으로써 사

물의 의미를 사물들 간의 계를 통하여 악할 수 있게 해 다.따라서

오규원은 ‘날이미지’에서 그동안 수사학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환유를 재조

명하여 그것에 가치를 부여해 놓았다.240)

물론 환유의 재조명은 포스트모더니즘에 이르러 부각된 상이었다.그

것은 언어의 수사법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난 환유가 인식론과 맞닿은 문

제가 되면서 탈근 사유 체계로 요하게 작용하 기 때문이었다.특

히 은유의 기능을 압축으로 환유의 기능을 치로 본 라캉은 환유가 갖고

있는 사고의 인 성 계와 치에 의한 의미의 이동에 주목하 다.그리

하여 라캉은 기표의 수평 치인 환유를 통해 ‘기표의 유희’공간을 무

한 로 넓힐 수 있다고 보고,이러한 환유 작용을 “의미의 연쇄고리가 기

의로부터 벗어나 리게 되는 자율성,기의의 도 에서 끊임없이 일어

나는 의미의 연쇄고리의 미끄러짐”241)으로 악하 다.

나는 해변의 모래밭에 지 있다

바다는 하나이고 모래는 헤아릴 길 없다

모래가 사랑이라면 아니 망이라면 꿈이라면

모래는 한 죽음,공포,허 ,모순,자유이고

모래는 한 반동, 명,폭력,사기,공갈이다

언술 방향 구 조 국 면 시 각 의 미

은 유 유사성
여러 세계의

칵테일

치 념

는 사물
해석 지각 념

환 유 인 성
인 세계에

의한 정황

사실

정황
감각 지각 표상

240)오규원은 ｢은유 체계와 환유 체계｣에서 은유와 환유의 차이 을 다음 표로 간명하게 제시

해 놓았다.(오규원, 날이미지와 시 ,앞의 책,21쪽.)

241)아니카 르메르,이미선 옮김, 자크 라캉 ,문 출 사,1994,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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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으로,비유 으로,존재 으로,

모래(사물)와 사랑, 망( 념)……은

동격이다 우리는 이를

원 념=보조 념의 등식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모래는 끝없이 다른 그 무엇이다

오,그래서 모래는 끝없이,빌어먹을

< 략>

나는 해변의 모래밭에 지 있다

모래는 하나이고 념은 무 많다

모래는 무 작고

모래는 무 많다 아니다

념은 무 작고

모래는 무 크다

역사 으로,문화 으로,존재론 으로,

모래(사물)는 사랑, 망……에

복무한다 우리는 이것을 인본주의라는

말로 표 한다 오,빌어먹을 시인들이여

그래서 모래는 체 념이다 끝없이

모래가 아닌 다른 그 무엇을 반짝이고

-｢나와 모래｣부분

｢나와 모래｣는 은유의 한계를 지 하면서 동시에 ‘시란 무엇인가’를 말

해 주는 일종의 메타시이다.오규원은 이 시에서 유사성에 의한 선택과

배제로 이루어지는 은유의 논리를 ‘모래’를 통해 말하고 있다.오규원은

그동안 ‘시인들’이 주체 심주의 시각으로 지시 상을 선택하고 배제하

면서 특정한 의미로 종속시키는 것을 “인본주의라는/말로”미화해 왔음을

비 한다.그런데 문제는 그 ‘모래(사물)’가 ‘사랑, 망( 념)’등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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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하는 ‘체 념’이라는 것이다.“모래는 끝없이 다른 그 무엇”일 뿐

결코 ‘모래’자체가 되지 못한다.더구나 문제는 이 ‘체 념’이 사막의

‘모래’알처럼 ‘끝없이’“헤아릴 길 없”이 많다는 것이다.따라서 오규원은

사물 자체가 되지 못하고 념 의미만을 극 수용하는 은유를 “빌어먹

을” 상으로 취 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환유는 체 념이 아니라 공간 인 성에 의해 구조화된다.

공간 인 성은 시선의 이동을 수반하는데,이때 상을 바라보는 주체

의 시선은 최소화된다.환유는 상을 충실히 묘사는 하지만 자신의 의지

나 해석, 단과 평가는 배제하기 때문이다.따라서 환유는 주 의 개입

없이 찰자 시 을 일 되게 유지하여 사물을 있는 그 로 객 으로

묘사하게 해 다. 한 환유는 그 공간 인 성의 원리에 의해 사물을

결합시키는 데 합한 표 양식이 된다.오규원의 ‘날이미지시’의 제목이

부분 ‘A와 B’의 형식242)을 갖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A와 B’의 형

식은 사물과 사물의 수평 계를 보여 주면서 사물 자체의 개별성을 드

러내 다.따라서 환유는 사물 자체가 지닌 의미와 함께 사물이 배치된

공간 구조까지 무한히 확장시켜 다.

쥐똥나무 울타리

키작은 양지꽃 한 포기 에 돌멩이 하나

키작은 양지꽃 한 포기 에 돌멩이 하나 그림자

키작은 양지꽃 한 포기 그림자 에 빈자리 하나

키작은 양지꽃 한 포기 그림자 에 빈자리 지나

키작은 양지꽃 한 포기 에 새가 밟는 길의 길 하나

키작은 양지꽃 한 포기 에 바스락거리는 은박지 하나

-｢양지꽃과 은박지｣ 문

｢양지꽃과 은박지｣는 공간 인 성에 의해 구조화되는 환유 원리로 자

연 세계를 묘사하고 있는 시이다.이 시에서 공간 인 성은 ‘’이라는

242)시집  새와 나무와 새똥 그리고 돌멩이 에 실린 시의 제목은 ‘호수와 나무’‘나무와 돌’‘양철

지붕과 비’‘허공과 구멍’등으로 열거되고 있다.모두 ‘A와 B’구조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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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에’라는 부사어,“지나(지나다)”라는 동사에 의해 구 되고 있다.

더구나 “키작은 양지꽃 한 포기 에”라는 동일한 통사 구조의 반복은 공

간 인 성을 더욱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이 공간 인 성에 의해 사

물은 오규원의 시선에 순차 이면서도 수평 으로 포착되고 있다.‘쥐똥나

무’‘키작은 양지꽃 한 포기’‘돌멩이’‘돌멩이의 그림자’‘빈자리’‘새’‘새의

길’의 순서로 나열되고 있는 것이다.심지어 인간이 버린 쓰 기에 불과한

‘은박지’조차도 부정 인 해석과 단의 개입 없이 있는 그 로 포착되고

있다.이처럼 공간 인 성에 의해 나열된 각각의 사물들은 어느 하나도

우 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동일한 가치로 주목받게 되는 것이다.

방동 조흥은행과 주택은행 사이에는 라타 스가 쉰일곱 그루,빌딩

의 창문이 칠백열아홉,여 이 넷,여인숙이 둘,햇빛에는 모두 반짝입니다.

방동의 조흥은행과 주택은행 사이에는 양념통닭집이 다섯,호 집이

넷,왕족발집이 셋,개소주집이 둘, 스토랑이 셋,카페가 넷,자동 매기

가 넷,복권 매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비가 오면 모두 비에 젖습니다.

산부인과가 둘,치과가 셋,이발소가 넷,미장원이 여섯,모두 선 을 해 비

가 와도 반짝입니다.

빨간 우체통이 둘,학교 담장 에 버려진 자 거가 한 ,동작구 소속

노란 소형 청소차가 둘, 화 포스터가 불법으로 부착된 벽이 셋,비디오

가게가 여섯,골목에 숨어 잘 보이지 않는 당포 안내 표지 과 장의사

하나,보도 블록 에 방치된 하수도 공사용 형 원통 시멘트 쉰여섯이

을 뜨고 있습니다.아,그리고 ××↓↓↓표 가변 차선 표시등 하나도!

방동 조흥은행과 주택은행 사이에는 한 에 아홉 개씩 마름모꼴로 놓

인 보도 블록이 구천오백네 개,그 가운데 깨어진 것이 하나,둘…… 여

섯…… 열다섯…… 스물아홉…… 마흔둘……

-｢ 방동 조흥은행과 주택은행 사이｣ 문

｢ 방동 조흥은행과 주택은행 사이｣는 공간 인 성에 의해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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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 세계를 환유 원리로 묘사하고 있는 시이다.‘방동’어느 거리의 일

상 풍경을 그리고 있는 이 시는 “조흥은행과 주택은행 사이”에 공간

으로 인 해 있는 ‘양념통닭집-호 집-왕족발집-개소주집- 스토랑-카페

-자동 매기-복권 매소’등을 그려내고 있다.물론 주체는 사물 세계를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 로의 세계를 순차 으로 그려내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시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주체의 시선은 냉정할 정도로 객

이고 가치 립 이다.상징이나 은유가 제거되고 감정이입도 차단된 이

시에서는 인간 정신이 개입한 어떤 흔 도 찾아볼 수가 없다.더구나 이

시에서 “ 라타 스가 쉰일곱 그루,빌딩의 창문이 칠백열아홉”등으로

세어나가는 숫자는 물량 정보를 강조하고 있다.“수학은 십 팔구 어떤

구조나 언어 확언에서 생되는 것보다 진실에 더욱 근하면서 지각

있는 세계의 이미지를 보여 다.”243)는 말처럼,물량 정보를 강조하는

숫자는 시공간의 연속성과 ‘지각 있는 세계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을 뿐

이다. 한 ‘××↓↓↓’와 같은 도형은 기호 정보를 강조함으로써 이 시

를 극사실주의 인 시각으로 이끌고 있다.그것은 이러한 기하학 이미

지 역시 세계를 가장 객 으로 보여 주기 때문이다.따라서 루돌 아

른하임(RudolfArnheim)은 “숫자들 간의 계는 특히 순수하고 선명하다.

순수한 숫자에는 큰 유혹이 있다.”“모형은 그 우아한 단순성 때문에 마

음을 끈다.”244)라고 말했던 것이다.

따라서 환유 원리에 의해 주체와 타자의 우열을 구분하지 않고 상호 동

등한 계로 나열한 이 시에서는 주체와 상의 주종 계를 찾아볼 수가

없다.즉 이 시는 ‘산부인과-치과-이발소-미장원’처럼 어떤 상이 인 한

다음 상으로 연결되었을 뿐,특정한 상이 특정한 주체에 의해 특정한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이처럼 환유를 수사의 심축으로 삼은 오규원

의 ‘날이미지시’는 주체 심의 근 시각에서 벗어나 타자 심의 탈근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오규원은  길,골목,호텔 그리고 강물소리 의 ‘자서(自序)’에서 탈근

243)아모스 보겔,앞의 책,164-165쪽.

244)루돌 아른하임,김정오 옮김, 시각 사고 개정 ,이화여자 학교출 부,2004,315-3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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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의 환유 체계를 심축으로 삼은 ‘날이미지시’에 해 더 구체 으

로 언 한다.그에 의하면 ‘날이미지’란 “인간이 정(定)한 념으로 이미

굳어 있는 것이 아니라,정(定)하지 않은,살아 있는 의미”245)를 말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정(定)하지 않은’것이란 “정(定)하지 않는 것이 정

(定)하는 것”이라는 유명한 조주(趙州)의 선문선답에서 유래한다.세계의

상은 추상 인 념이 아니며 따라서 굳어 있는 것이 아니지만,우리의

언어 행 는 개념화를 통해 사물의 존재를 규정하 던 것이다.따라서 인

간 심 인 사고 방식에 기 한 개념화는 살아 있는 것을 굳은 것으로 만

들고 결국 사물의 은폐 상까지 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규원은 ‘날이미지시’를 통해 이러한 개념을 해체하는 데 주력

하고 있다.“‘개념화 이 의 의미’인 ‘날[生]이미지’로써 왜곡된 의미의 세

계를 시에서 삭제해보”246)려고 한다.따라서 그는 일체의 주 요소를

배제하고 세계를 그 세계의 상으로만 악하려고 한다. 념 이고 설

명 인 언어가 아니라 존재의 ‘사실 상’에 근거한 실제 이고 감각

이고 일상 인 언어를 간결하게 구사함으로써 상을 최 한 객 으로

이미지화하려고 한다.그리하여 ‘날이미지시’는 시 상인 존재를 생생

하게 살아 있는 것으로 해방시키게 된다.

그러나 사실성에 기반을 두고 존재의 진경을 드러내려는 ‘날이미지시’의

궁극 인 목 은 바로 존재의 평등성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더구나 “내

시는 두두시도 물물 진(頭頭是道 物物全眞：모든 존재 하나하나가 도이

고,사물 하나하나가 모두 진리다)의 세계다.”247)라고 밝혔던 것처럼,이것

은 “인간인 ‘나’만이 아닌,세계와 함께 언어를 ‘사는’방법”248)으로 “언어

와 상이, 와 내가,세계와 내가,함께 숨 쉴 수 있는 땅에서 무엇보다

실하게 살기 ”249)한 것이었다.물론 ‘날이미지시’는 과거의 신본주의

는 인본주의에 기 한 인간의 사고가 사물을 얼마나 왜곡했는가의 반성

245)오규원, 길,골목,호텔 그리고 강물소리 ,앞의 책,自序.

246)오규원, 날이미지와 시 ,앞의 책,30쪽.

247)오규원, 두두 ,문학과지성사,2008,표사.

248)오규원, 날이미지와 시 ,앞의 책,29쪽.

249)오규원, 길,골목,호텔 그리고 강물소리 ,앞의 책,自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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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시작되었다.따라서 신본이나 인본에서 벗어나 사물의 본질을 찾아

주는 것,곧 존재의 평등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날이미지시’의 목

이자 이상이었다.

시와 이미지： 나는 시에게 구원이나 해탈을 요구하지 않았다.진리나 사

상도 요구하지 않았다.내가 시에게 요구한 것은 인간이 만든 그와

같은 모든 념의 허구에서 벗어난 세계 다.궁극 으로 한없이 투

명할 수밖에 없을 그 세계는,물론,언어 술에서는 시의 언어만이

유일하게 가능한 가능성의 우주이다.그러므로,내가 시에게 박하

게 요구한 것도 인간이 문화라는 명목으로 덧칠해 놓은 지배 념

이나 허구를 벗기고,세계의 실체인 ‘頭頭物物’의 말( 상 사실)을

날것,즉 ‘날[生]이미지’그 로 옮겨달라는 것이었다.

구조와 형식： ‘두두’며 ‘물물’은 념으로 살거나 종속 으로 존재하지 않

으며,세계도 체와 부분 는 상하의 수직 구조로 되어 있지는 않

다.세계는 개체와 집합 는 상호 수평 연 계의 구조라고 말

해야 한다.250)

- 토마토는 붉다 아니 달콤하다 표사

이러한 ‘날이미지시’의 창작 방식은 사실성을 생명으로 삼고 있는 사진

의 특성과 매우 유사하다.오규원이 언어에서 시인의 의식이나 념을 배

제하고 사물에 곧바로 다가가 사물의 상 그 자체를 드러내려고 했듯이,

세계에 직 으로 응하는 사진 역시 상을 세 하게 묘사하고 정확하

게 복사하는 사실성을 그것의 본질 인 특성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오규원이 ‘날이미지시’를 통해 존재의 진경을 드러내려고 했듯이,기계

의 객 재 에 힘입어 인간 의식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 사진의 리얼

리티 역시 ‘있는 그 로의 실’,살아 있는 ‘날것’그 로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이다.더구나 오규원이 ‘날이미지시’에서 치환 는 체 념인

은유를 버리고 환유에 의지하 듯이,사진 역시 체 작용을 한 은유가

아니라 인 된 사물을 있는 그 로 지시하는 환유를 그 특성으로 하고 있

250)오규원, 토마토는 붉다 아니 달콤하다 ,앞의 책,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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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사진의 본질 특성인 이러한 지시성은 다른 재 매체와 차별화되는

사진의 유일한 특성이다.그것은 무엇보다도 사진이 사물과 떨어질 수 없

는 물질 연 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바르트는 사진에 붙어 있는 이

지시 상을 “어떤 형벌에서 쇠사슬로 시체에 묶인 죄수”와 “ 원히 교미

하는 듯 함께 헤엄치는 한 의 물고기”251)에 비유하 는데,이처럼 사진

의 지시성은 인덱스(index)로서의 사진의 색인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실재의 흔 으로서의 사진 인덱스론은 많은 이론가들에 의해 지지되어

왔다.앞서 살펴보았듯이,사진을 ‘자동 생성’의 이미지로 본 앙드 바쟁

이나 상물의 ‘발산’으로 본 바르트는 사진 인덱스론의 창시자들이다.이

외에도 존 버거는 ‘빛의 낙인’에 의해 사진에 힌 사물의 존재는 “발자국

이나 데드마스크[死面]처럼 실제의 상을 직 등사하듯이 그 로 고

어낸 어떤 것”252)이라고 하 다.필립 뒤부아(PhilippeDubois)의 ‘사진

사실주의’도 인덱스론과 그 계보를 같이하는 것이었다.뒤부아는 포토

그램(photogram)253)의 원리를 에 의한 진정한 빛의 자국으로 보여 주

면서,“사진은 우선 인덱스이다.그러고 나서 사진은 닮음(도상)이 될 수

있고,의미(상징)를 얻을 수 있다.”254)라고 하 다.

사진 인덱스론에서의 인덱스는 찰스 퍼스(CharlesPeirce)의 기호학에서

출발한 개념이다.산에 불이 났을 때 연기가 나는 것처럼,어떤 사실의 원

인 생성 혹은 자국인 사진은 기호와 개념 사이에 필연 인 인과 계를

갖고 있는 지표(index)이다.사진은 지문(指紋)이나 모래 의 발자국

는 ‘토리노의 성스런 시의(屍衣)’255)나 와이셔츠에 묻은 키스자국처럼

상이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음으로써 상과 착된 어떤 것이다.따라

251)롤랑 바르트, 카메라 루시다 ,앞의 책,14쪽.

252)존 버거,박범수 옮김, 본다는 것의 의미 ,동문선,2000,77쪽.

253)포토그램(photogram)은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고 감 지와 원 사이에 물체를 놓고 노 (露

光)시켜 추상 인 상을 구성하는 사진의 특수 기법이다.이것은 1921년 경 만 이(ManRay)

나 모홀리 나기(Moholy-Nagy)등에 의해 시도된 것인데,필름 없이 노 한 이 수법에서 얻을

수 있는 린트는 단 한 장뿐이다.

254)필립 뒤 ,이경률 역, 사진 행  ,사진 마실,2005,70쪽.

255)‘토리노의 성스런 시의(屍衣)’란 그리스도를 매장할 때 쓰인 시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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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진은 상과 맺고 있는 이 물질 인 인과성으로 언제나 사진 자체가

되지 못하고 어떤 것의 흔 으로서만 존재하게 된다.사진은 본질 으로

퍼스가 말한 상에 한 정확한 닮음인 도상(icon)도 될 수 없고 상의

의미를 암시하는 상징(symbol)도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바르트는 사진을 ‘코드 없는 메시지’라고 정의하

다.그에 의하면 한 장의 사진은 ‘그것,그거야,그런 것!’,‘여기 좀 요,

여기를 ,여기에’라고 손가락으로 상을 가리킴으로써 순수한 지시

언어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 한 그는 “사진에서 하나의 이 는

완강하게,언제나 하나의 이 일 뿐이다.”256)라고 말하며 상의 상인

사물과 상화된 사진이 서로 구별되지 않는 특성, 같은 말의 되풀이에

불과한 사진의 동의반복 특성에 주목하 다.이처럼 사진이 표지를 갖

고 있지 않은 특성, 상물과 기표가 구별되지 않는 특성 때문에 바르트

는 사진을 ‘코드 없는 메시지’라 부르며 ‘기의 없는 기표’를 다른 술과

차별 짓는 본질 인 요인으로 보았던 것이다.

한편 오규원의 ‘날이미지시’의 목 과 이상이 “‘ ’으로 있”257)는 존재

의 평등성을 회복시키려는 데 있듯이,사진 역시 카메라 메커니즘 속에

평등의 원칙을 갖고 있다.오규원이 강압 으로 규정하는 강자의 논리로

서의 은유를 버리고 “강자의 논리와 반 쪽에서”258)오는 환유에 의해 모

든 존재가 함께 숨 쉴 수 있기를 꾀하 듯이,카메라 역시 피사체에게 모

두 동등하다는 평등주의의 이상을 결코 배하지 않는다.그것은 카메라

가 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물을 차별하지 않고 ‘ 으로’ 을 수

밖에 없는 기계 인 속성을 태생 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 그것은

인간의 ‘’과 다른 카메라 기계의 ‘’이 객 이고 립 인 시선을 견

지하여 주체 심주의 시각인 원근법을 해체했기 때문이다.더구나 벤야

민이 말했듯,기술 복제 수단인 카메라는 술 작품의 제의가치를 시가

치로 바꾸어 오리지 이 지녔던 권 를 깨뜨리고 술의 공유를 실 시킨

256)롤랑 바르트, 카메라 루시다 ,앞의 책,14쪽.

257)오규원, 날이미지와 시 ,앞의 책,47쪽.

258) 의 책,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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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다.이처럼 근 시민 사회와 함께 발 한 사진은 선택과 배제의

매체가 아니라 평등주의의 원칙을 실천하는 가장 민주 인 매체 다.

2.존재의 상 묘사와 사진의 스트 이트 기법

1)존재 근거로서의 시공간과 시공간의 인 성

오규원의 ‘날이미시’에는 시간을 다룬 시편들이 많이 있다.그것은 시간

이 존재를 근거해 주는 가장 강력한 실존 요소 의 하나이기 때문이

다.그러나 태어나자마자 무작정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 거역할 수 없

는 물리 소멸의 시간인 크로노스(cronos)때문에,인간은 의미와 깊이를

새기는 순간 시간인 카이로스(kairos)를 포착하고자 한다.즉 모든 존재

는 시간을 떠나 죽음을 맞아야 하기에 시간과 죽음을 그 무언가로 정지시

켜 그것을 월하고자 하는 것이다.따라서 이와 같이 시간을 정지시키고

자 하는 오규원의 의지는 ‘날이미지시’에서 ‘시간의 공간화’양상으로 나타

난다.

시간과 시간 사이를

한 시인이 지나간

시간의 아니 장소의

흙냄새가

신발 에 붙는다

- 잡풀과 함께－황동규에게 부분

 잡풀과 함께－황동규에게 에서는 오규원의 ‘시간의 공간화’양상을 찾

아볼 수 있다.이 시에서 시간은 “시간과 시간 사이를”“지나”갈 수밖에

없는 찰나 속성을 지니고 있다. 한 그 시간은 3차원의 우주 공간 속

에서 공간과 공간 사이를 “지나”갈 수밖에 없다.따라서 시간의 순간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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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통해서 지속되고 그럼으로써 월될 수 있다.그런데 이 시에서

오규원 자신이 될 시 자아는 한 시인의 존재를 그의 ‘신발’로 보고 있

다.그리고 “시간의 아니 장소”를 밟아온 “흙냄새가 신발 에 붙는다”라

고,그가 살아온 생애에 하여 말하고 있다.이로써 시간이라는 추상

념은 ‘신발 에 붙는 흙냄새’로 구체화되고,이 “붙는다”라는 고착성으

로 인하여 시간은 신발과 함께 사물화되어 정지되는 것이다.따라서 황

산은 시간의 지평을 확장시키려는 이러한 의식을 ‘시간의 공간화’라고 지

하 다.“시간의 모든 들은 하나의 존재와 하나의 사물이 바로 그 존

재되기와 사물되기로 자신을 월하는 장소”259)라고 말했던 것이다.

황 산이 언 한 로 ‘자신을 월하는 장소’로서의 시간의 공간화 양

상은 시간성에 기 한 사진에서도 마찬가지이다.60분의 1 혹은 125분

의 1 는 편린으로서의 사진의 시간성 혹은 순간성을 의미한다.그러나

시게모리 고엥이 말한 것처럼 “볼 수 없는 시간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상화( 象化)하려 한다면,시간을 공간 성질로 바꾸는 수밖에 없다.시

간의 ‘공간 성질’이란 구체 으로 사물의 변화이자 곧 운동”260)인 것이

다.이러한 의미에서 사진은 시간을 사물의 변화와 운동을 내재하고 있는

공간 성질로 바꾸어,사물이 처해 있는 어떤 순간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장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진의 ‘시간의 공간화’양상에 해 수 손택(SusanSontag)

은 “순간을 정확히 베어내 꽁꽁 얼려 놓는 식으로,모든 사진은 속 없이

흘러가 버리는 시간을 증언해 다”261)라고 하 다.순간을 베어내 꽁꽁

얼려 놓는다는 것은 시간의 사물화이자 공간화를 의미한다. 한 이것은

시간의 완료가 아니라 롤랑 바르트가 말한 시간의 부동화(不動化)이다.이

시간의 부동화란 시간의 멈춤,시간의 정지를 뜻하지만 이것은 역설 으

로 지나가 버린 시간을 정지시킴으로써 오히려 순간순간 살아 있도록 하

는 시간의 월 장치인 것이다.

259)황 산,앞의 ,112쪽.

260)重森弘淹,앞의 책,90쪽.

261)수 손택,이재원 옮김, 사진에 하여 ,이후,200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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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골목은 어둠이 담벽에 기 어 서 있다

오늘,이 골목은 어둠이 창을 사각형으로 만들어 들고 서 있다

오늘,이 골목은 어둠이 지붕을 지우고 허공을 들고 서 있다

-｢골목 2｣ 문

강변 모래사장에 아이 넷 있습니다

모두 발가벗었습니다

그 아이 하나 지 모래사장에 쪼그리고 앉아

지평선에 턱을 괴고 있습니다

그 아이 하나 지 허리를 구부려

다리 사이에 머리를 거꾸로 넣고 하늘에게

악,악,악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 하나 지 털썩 주 앉아

다리를 벌리고

남근을 넣고 분을 쌓고 있습니다

그 아이 하나 지 길게 워

두 발을 들어올리고

하늘의 페달을 빙 빙 돌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후 3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강변과 모래｣ 문

의 시 두 편은 모두 정지된 시간으로서의 사진의 시간성을 ‘시간의

공간화’양상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단 3행으로 문을 이루는 ｢골목 2｣

에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시행 첫머리에 반복되고 있

다.그리고 ‘밤’이라는 시간을 인식하게 해 주는 “어둠이”가 뒤이어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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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여기에서 ‘어둠’이라는 시간은 ‘담벽’‘창’‘지붕’‘하늘’과 함께

골목이라는 공간을 유하고 있는 존재이다. 한 그것은 모두 “서 있는”

것으로 의인화된 존재이기도 하다.특히 ‘담벽’에 “기 어”있고,‘지붕’을

“지우고”있고,‘창’과 ‘허공’을 “들고 서 있”는 이 ‘어둠’은 사물에 고착되

어 부동화된 존재이다.즉 ‘어둠’이라는 존재는 “서 있다”라는 재형 서

술어에 의해 한순간 정지되어 ‘시간의 공간화’기법이 완성되었다.이로써

골목의 풍경은 시간을 월하여 언제든 순간순간 되살아날 수 있게 되었

다.

‘시간의 공간화’양상은 ｢강변과 모래｣도 마찬가지이다.이 시에는 ‘지

’이라는 시간 부사어가 반복되어 있는데,이 ‘지 ’은 모두 ‘오후 3시’로

고정되어 있다.“오후 3시를 지나가고 있는”시간은 지 ‘강변 모래사장’

이라는 공간도 동시에 지나가고 있다.그러나 지나가서 곧 사라져 버릴

이 ‘오후 3시’는 ‘-고 있습니다’라는 재진형형의 서술어에 의해 한순간

정지되고 만다.그러나 ‘강변 모래사장’에서 발가벗고 놀고 있는 네 ‘아이’

를 동시에 포착한 스틸 사진과도 같은 이 시 한 편으로 ‘아이’들의 ‘오후

3시’는 그들의 놀이처럼 늘 생동감 있게 다시 되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

문이 열려 있는 동쪽이

아니라 문도 울타리도 길도

아무것도 없는 지붕 의

한 귀퉁이에 걸린

하늘을 뚫고 처음으로 1994년의

잠자리 두 마리가

불쑥 뜰 안쪽에 나타났다

1994년 5월 19일

히 시계를 보니 바늘이

오후 3시 14분을

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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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마리는 서툴게 허공을

서 번 열고 다니더니

몸을 옮겨 잔디밭 로 와서

죽은 서나무 마른 가지를

가운데 두고

낮게

높게

천천히 그리고

빠르게

그 하늘에

몸을 가지고

머물며

내려다보며 돌아보며

어두워질 때까지

거기 있다가

갔다 그러나

다시 오지 않았다

-｢1994｣ 문

그러나 그해 처음 나타난 ‘두 마리 잠자리’를 묘사한 ｢1994｣이 시간을

부동화시키는 방법은 앞에 나온 두 편의 시와는 조 다르다.앞의 ｢골목

2｣와 ｢강변과 모래｣가 시간의 한 편린 혹은 한 단면을 정지시킨 것이라

면,｢1994｣는 ‘오후 3시 14분’부터 “어두워질 때까지”의 상당히 긴 시간을

정지시켜 놓고 있다.즉 앞의 두 시를 짧은 셔터 속도에 의해 힌 스냅

사진으로 본다면,｢1994｣는 장시간 노출로 은 사진으로 볼 수 있다.

‘1994년 5월 19일’‘오후 3시 14분’에 나타나 “어두워질 때까지/거기 있다

가/갔다 그러나/다시 오지 않”은 이 ‘두 마리 잠자리’는 카메라 옵스큐라

인 바늘구멍 사진기로 은 창기 사진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오늘날

셔터 속도는 학의 발 으로 빨라졌을 뿐이고,카메라 발명 기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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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바늘구멍을 통해 들어오는 미세한 빛을 잡아두기 해 장시간 노출을

필요로 했었다.｢1994｣역시 ‘오후 3시 14분’부터 “어두워질 때까지”의 ‘두

마리 잠자리’를 장시간 노출로 잡아둠으로써 그 긴 시간을 부동화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시가 더욱 사진 인 것은 오규원이 “머물며/내려다보며/돌아

보”던 ‘두 마리 잠자리’의 흔 이 모두 지워진 텅 빈 공간을 보여주고 있

다는 때문이다.사진 메커니즘으로 보면 장시간 노출은 사물의 움직임

을 모두 지우게 된다.결국 “낮게/높게/천천히 그리고/빠르게”움직이고

있던 이 시의 피사체 ‘두 마리 잠자리’는 결국 “거기 있다가/갔다 그러나/

다시 오지 않”는 존재가 되고 만 것이다.

한편 오규원의 ‘날이미지시’에서 시간성과 함께 존재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공간성이다.그리고 이 공간성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 성의

원리에 따르고 있다.공간을 획을 그어 구별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인식

체계일 뿐,우주의 모든 존재는 실 세계에서 경계가 없는 인 된 공간

안에서 살아간다.따라서 오규원은 이러한 공간의 원리를 환유를 통해 보

여주고 있다.그것은 은유가 유사성에 의한 선택과 배제로 이루어지는 데

비해,환유는 인 성에 의한 결합과 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은유

의 경우에는 시간과 공간의 편 ,선택 사물들이 시의 한 국면을 이

루지만,환유의 경우에는 시간과 공간의 인 성을 갖고 있는 사물들이 시

의 한 국면을 이루는 것이다.

강 건 돌무덤

강 건 돌무덤 에

돌무덤

에

강 건 여자

에

강 건 애기똥풀

-｢덤불과 덩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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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이가 공기의 속을 며 걷고 있다

한 아이가 공기의 속을 열며 걷고 있다

한 아이가 공기의 속에서 두 을 번쩍 뜨고 있다

한 아이가 공기의 속에서 우뚝 멈추어 서고 있다

한 아이가 공기의 속에서 문득 돌아서고 있다

-｢오후와 아이들｣ 문

｢덤불과 덩굴｣은 ‘에’라는 부사어로 인 성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

7행이 문을 이루는 이 시에는 공간 으로 인 한 주요 사물들,‘돌무덤’

‘여자’‘애기똥풀’이 ‘강’을 심으로 펼쳐져 있다.그러나 이 시는 서술어

가 생략된 채 명사구로만 이루어져 있다.즉 존재 동사인 ‘있다’를 생략하

고 “ 에”라는 부사어만으로 한 공간에 모여 있는 강가 사물들의 사실

정황을 드러내고 있다.

｢오후와 아이들｣역시 제목이 시사하듯 동일한 시공간에 있는 ‘아이’들

을 묘사하고 있는 시이다.이 시에서는 한 공간에 있는 다섯 명의 ‘아이’

가 각각 ‘걷고 있다’‘뜨고 있다’‘서고 있다’‘돌아서고 있다’라는 서술어에

의해 묘사되고 있다.그러나 이 시에서 인 성은 동일한 주어 “한 아이

가”를 다섯 번 반복하는 것으로 실 된다.주어의 반복과 열거가 다섯 ‘아

이’를 차례로 경화하면서 이들의 인 성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땅의 표면과 공기 사이 공기와 내 구두의 바닥 사이 내 구두의 바닥과

발바닥 사이 발바닥과 근육 사이 근육과 사이 와 발등 사이 발등과

발등을 덮고 있는 바랭이 사이 그리고 바랭이와 공기 사이

땅과 제일 먼 태어난 채송화의 잎 사이 제일 먼 태어난 잎과 그 다

음 나온 잎 사이 제일 어린 잎과 안개 사이 그리고 한자쯤 높이의 흐린 안

개와 수국 사이 수국과 수국 곁에 엉긴 모란 사이 모란의 잎과 모란의 꽃

사이 모란의 꽃과 안개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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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자란 잔디와 웃자란 잔디 사이 웃자란 잔디와 명아주 사이 명아주와

붓꽃 사이 붓꽃과 남천 사이 남천과 배롱나무 사이 배롱나무와 마가목 사

이 마가목과 자귀나무 사이 자귀나무와 안개 사이 그 안개와 허공 사이

오늘과

아침

-｢오늘과 아침｣ 문

｢오늘과 아침｣은 ‘사이’공간을 통해 환유 체계의 공간 인 성과 시간

인 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시이다.그런데 이 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이’공간이 오규원의 시공간 개념에서 가장 요한 특징이

되고 있다는 이다.그것은 오규원이 심과 주변을 이분법 으로 분리

함으로써 근 사유 체계에서는 외면되었던 이 ‘사이’공간을 발견해 냈기

때문이다.물론 이것은 오규원이 주체 심주의에서 벗어난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따라서 오규원에게 ‘사이’공간은 시공간

과 시공간의 ‘틈’으로서의 ‘사이’가 아니라,시공간과 시공간의 ‘인 공간’

으로서의 ‘사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물론 이 시의 3연까지의 사물은 공간 인 성에 의해 열거되어 있다.

그러나 4연의 ‘오늘과/아침’은 시간 인 성에 의해 연결되고 있다.이때

결합과 속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사이’라는 시어이다.따라

서 ‘오늘’과 ‘아침’이 분 되지 않고 연속되는 시간 속에서 사물과 사물은

동일한 가치로 연결되는 것이다.이처럼 오규원은 주체 심 시각에서

벗어난 탈근 시각으로 그동안 에 잘 띄지 않았던 ‘사이’공간을 발

견해 내어 세계 체를 평등한 것으로 구 할 수 있었다.

타클라마칸 사막에도 사람이 산다

모래의 우주 行間에 인간이 산다

팔이 둘 다리가 둘이다 아니 도리깨 같은

발가락이 열 개다 우리 아버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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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나와 같다 이 둘

으로 찢어진 입도 하나다!

-｢사막 1｣부분

｢사막 1｣은 이 우주 행간에 살고 있는 모래알 같은 인간이 모두 평등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시이다.‘타클라마칸 사막’에 사는 사람들도 “우리

아버지와/ 같다 나와 같다.”더구나 그 평등함은 ‘팔이 둘’‘다리가 둘’

‘발가락이 열 개’‘이 둘’‘입도 하나’라는 가장 단순하고 기본 인 신체

조건에서 유래한다.이것은 인간이 정치·경제·사회·문화 으로 차별화

된 존재가 아니라 생물학 으로 모두 동일한 ‘종’임을 말해 다.즉 존재

에 차별을 두지 않으려는 오규원의 사상이 이 시에 반 된 것이다.

따라서 오규원의 공간 개념인 인 성의 가장 요한 원리는 평등의 원

칙에 있다.그리하여 오규원 시의 공간에는 상의 우열이나 계가 나타

나지 않는다.이러한 평등성은 인 된 세계 안에 존재하는 구성 요소들

간의 실제 계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인 성이라는 실 원리를 수용한

오규원의 시는 존재의 평등성을 지향하면서 모든 존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모색하게 된다.결국 인 성은 ‘날이미지시’의 목 이자 이상인 평등

성을 극 반 한 시 원리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날이미지시’의 인 성의 원리와 평등의 원칙은 사진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다.그것은 다른 술과 비교해 보았을 때 더욱 확실

하게 알 수 있다.회화가 편 ,선택 인 공간 인식을 주 으로 수용

하는 술이라면,사진은 인 세계에 의한 정황을 객 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술이다.그것은 공간을 단하여 동일한 필름 안에 로

담을 수 없는 카메라의 특성에서 비롯된다.이러한 특성은 사진이라는 장

르만이 가지는 유일한 특성으로,그것은 동일하게 카메라를 사용하는 매

체인 화가 편집에 의해 편 ,선택 인 작업을 극 으로 수행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더 쉽게 확인이 된다.그리고 이러한 카메라의 인 성

의 원리 역시 평등의 사상으로 이어진다.카메라라는 기계는 즈 안으로

들어오는 사물을 모두 다 필름에 수용함으로써 피사체를 선별하거나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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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완강한 실과 마주칠 수밖에 없는 사진은

시공간의 인 성이라는 실 원리에 의해 평등성의 원칙을 구 하게 되는

것이다.

당신이 앉았던 의자와

당신이 턱을 고 던 창틀과

당신이 마셨던 찻잔과

당신이 사용했던 스탠드와

벽시계와 꽃병과 슬리퍼를 모아

기념 사진을 었습니다

< 략>

두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두 장의 사진은 꼭같습니다 꼭같은

의자와 창틀과 찻잔과 스탠드와

벽시계와 꽃병과

슬리퍼가 있습니다

당신의

나의

아닙니다 의자의

아닙니다 창틀의

아닙니다 찻잔의

스탠드의

벽시계의

꽃병의

슬리퍼의 기념 사진입니다

아닙니다 당신과 나의……

-｢두 장의 사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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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두 장의 사진｣인 이 시는 사진의 인 성이라는 공간 인식과 함

께 사진의 평등성까지 두루 인식하고 있는 시이다.당신이 힌 한 장의

사진과 내가 힌 한 장의 사진은 동일한 공간에서 촬 되었다.그 공

간은 ‘창틀’과 ‘찻잔’과 ‘스탠드’와 ‘벽시계’와 ‘꽃병’과 ‘슬리퍼’가 서로 인

해 있는 방안이다.이 사물들은 ‘당신’과 ‘나’가 함께 사용하는 실내 소품

들이고,사진에 힌 ‘당신’과 ‘나’의 배경으로 존재했던 부수 인 피사체

들이다.그러나 이 사진은 결코 ‘나’만을 은 ‘나’만의 사진이 아니다.그

것은 ‘창틀’과 ‘찻잔’과 ‘스탠드’와 ‘벽시계’와 ‘꽃병’과 ‘슬리퍼’의 사진이자

‘당신’과 ‘나’의 사진이다.‘아닙니다’라는 부정어의 반복은 개체의 차별성

을 부정하는 것으로,이것은 결국 인간과 사물의 평등한 집합 속성을

강조함으로써 더 큰 정에 이르려는 오규원의 시 의지로 해석할 수 있

다.

한 오규원의 ‘날이미지시’에 나타난 공간성은 사진의 정면 시각과

원근법이 제거된 평면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이것은 오규원이 인간

의 ‘’으로가 아니라 카메라의 ‘’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 공간은 근경, 경,원경으로 묘사된다.그러나 오규원의 시에서는

경의 크기가 확 되거나 후경의 크기가 축소되어 소실 을 이루는 원근

법 시선을 발견할 수 없다.오히려 오규원은 원거리 정면에서 상을

바라 으로써 근경과 경과 원경을 하나의 평면으로 첩시키고 공간의

깊이를 해체하고 있다.루돌 아른하임에 의하면,시각을 매개로 한 원거

리 감각은 “ 재 사물들의 행동을 더욱 객 으로 탐색하도록 한다.”262)

오규원 역시 이 원거리 감각으로 주체와 상의 심리 평형 거리를 확보

함으로써 상을 더욱 객 으로 탐색할 수 있었다.

오규원이 직 촬 하여  가슴이 붉은 딱새 에 실은 사진 한 장이 이러

한 정면 시각과 평면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263)<그림 11>의 사진

262)루돌 아른하임,앞의 책,42쪽.

263)“‘오규원 특유의 자유롭고 다양한 시각과 물컹거리는 상상력,청교도 문체를 체험할 수 있는

이 산문집에는 태평양화학 홍보부 시 익 두었던 감각으로 직 은 사진들이 수록되어 있

다.‘다른 모든 술은 허구로부터 생성되지만 사진 술은 사실이 그 술의 구성 요소다.나는

그 사실 요인 자체를 존 하는 사진을 고 있다’는 것이 그의 사진 이다.”(이원,앞의 ,

64-6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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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규원

에는 쌓인 지와 잎이 다 떨어진 나

무와 인가를 이루는 집과 산과 허공이

각각 이웃한 상과 한 임 안에

첩되어 있다.거리가 배제된 상들 사이

에는 경과 후경이 구별되지 않는다.당

연히 이 사진에는 소실 도 존재하지 않

는다.그것은 오규원이 정면 시각을 통

해 풍경이 단지 거기에 있다는 사실만을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이 사진은

동일한 시공간에 존재하는 사물은 어느

것 하나 독립해서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는 사실도 알려주고 있다.즉 오규원은

이 한 장의 사진으로 각각의 사물이 어울려 하나의 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집은 네카강변에 있다

그 집은 지상의 삼층이다

일층은 땅에

삼층은 뾰족하게 하늘에

속해 있다 그 사이에

사각의 창이 많은

이층이 있다

방안의 어둠은 창을 피해

시인 이원이 쓴 의 오규원 문학 연 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가슴이 붉은 딱새 에

는 오규원이 직 은 10장의 사진이 장욱진,앤디 워홀,크리스티앙 부이에,세잔의 그림과 함

께 실려 있다.이처럼 오규원이 문학 역을 넘어 다른 술과의 목을 시도한 것은 서로 보완

하고 력하는 텍스트와 이미지의 상 계에 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오규원은 문학 텍

스트와 사진 상이 서로의 조합 구조를 통해 더 풍부한 의미를 생산한다고 생각하 고,이러한

상호텍스트성에 의해 그의 상 이미지에 한 심은 상 문화에 한 심으로 확장될 수 있

었다.오규원의 ‘포토 에세이’에 나타난 상호텍스트성은 문학 창작으로서의 단순한 기법을 넘어

카메라라는 기술 메커니즘이 이끄는 상 문화에 한 인식을 실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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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있다

회랑의 창은 모두

햇빛에 닿아 있다

그 집은 지상의 삼층이다

일층은 흙 속에

삼층은 둥 게 공기 속에 있다

이층에는 인간의 집답게

창이 많다

네카강변의 담쟁이덩굴 가운데

몇몇은

그 집 삼층까지 간다

-｢휠덜린의 그 집-튀빙겐에서｣ 문

허공의 나뭇가지에 해가 걸린다

나무는 가지가 잘려지지 않고 뻗도록

해를 나 어놓는다

가지 에 반쪽

가지 에 반쪽

허공은 사방이 넓다

뻗고 있는 가지

에 둥근 해가 반쪽

에 둥근 해가 반쪽

-｢나무와 해｣ 문

의 두 편의 시는 원근감을 제거한 정면 시각과 평면 의식으로 사

물을 바라보고 있는 시이다.｢휠덜린의 그 집-튀빙겐에서｣는 풍경의 공간

깊이를 강조하는 원근법 시각을 거부하고 풍경을 가장 객 이고

사실 으로 묘사하고 있다.‘지상’의 땅 에는 ‘집’이,‘집’뒤에는 ‘네카강

변’이,‘집’ 로는 ‘하늘’이 있는 이 풍경 안에서는 원경과 근경을 구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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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하늘’이 넓다고 강조된 것도 아니고 ‘네카강변’이 배경이라고 뒤

로 물러나 있는 것도 아니다.더구나 ‘담쟁이덩굴’이 뻗어 있는 ‘삼층’짜리

‘집’은 “일층은 땅에/삼층은 뾰족하게 하늘에”균등하게 “속해 있”을 뿐이

다.‘이층’의 ‘창’안으로는 ‘어둠’에 쌓인 ‘방안’이 있고 ‘창’밖으로는 ‘햇빛’

을 받고 있는 ‘회랑’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오규원이 카메라의 ‘’을 빌려 묘사한 풍경 안에는 주체와 객체

라는 인식론 공간이나 심화의 논리가 보이지 않는다.이 풍경들은 주

체의 시선에 의해 왜곡되거나 변형되지 않고,있는 그 로 스스로를 보여

주고 있을 뿐이다.류신이 이 시를 “빛의 강력한 생명력을 참으로 해맑은

카메라 즈로 제 있게 찰하는 시인의 남다른 미학을 엿볼 수 있는 장

면”264)이라고 표 했듯이,오규원은 주 시선을 제거한 카메라의 ‘’

으로 ‘휠덜린의 그 집’을 건축 사진의 사드(facade)처럼 묘사해 낼 수

있었다.

｢나무와 해｣역시 ‘나무’와 ‘해’와 ‘허공’만을 군더더기 없이 그려낸 소박

한 풍경 이미지이다.단지 ‘허공’을 배경으로 ‘나뭇가지’에 ‘해’가 걸려 있

는 이 장면에는 그 ‘나뭇가지’를 경계로 ‘둥근 해’가 “가지 에 반쪽/가지

에 반쪽”균등하게 나뉘어 있을 뿐이다.이것은 주체 심의 시선이 해

체되어 원근법이나 소실 이 제거된 정면 이고 평면 인 이미지이다.따

라서 이 시에서의 ‘해’는 ‘나무’와 ‘허공’사이에 함께 놓여 있는 상 그

자체일 뿐이다.이러한 인식은 그동안 ‘해’가 자,신,왕, 명,소망,

이상 등의 상징성과 함께 풍경을 이루는 심 이미지라는 상을 갖고 있

었던 것과는 조가 된다.그러나 주 시 과 가치를 배제한 오규원의

시선으로 모든 존재는 심과 주변의 구별 없이 있는 그 로 자신의 상

을 드러낼 수 있었다.

2)존재 증명과 부재 증명으로서의 ‘노에마’

오규원의 ‘날이미지시’는 존재를 살아 있도록 드러내기 한 시이다.오

264)류신,앞의 ,2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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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원에게 세계는 ‘단지 있는 것’이었고,따라서 그는 세계와 그 상을 자

신이 본 로 그 드러내고자 하 다.오규원은 자신이 목격하고 있는

것은 그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 고,목격했으나 재 앞에 존재하지 않

는 것은 그 부재를 증명하려고 하 을 뿐이었다.

이러한 존재 증명과 부재 증명을 해 오규원의 ‘날이미지시’는 주로 동

사의 사용을 채택한다.물론 그 동사는 존재 증명을 해서는 재형으로,

부재 증명을 해서는 과거형으로 사용되고 있다.특히 오규원은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보조동사)/형용사(보조형용사)’인 ‘있다’를 극 사용함으로

써 존재를 더욱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 재 시제인 ‘있다’는 존재 증명

을 해,과거 시제인 ‘있었다’는 부재 증명을 해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한 편의 시 안에 재 시제와 과거 시제를 뒤섞어 사용함으로써 존재했으

나 이미 소멸된 상까지 증명하고자 하 다.

이러한 존재 증명과 부재 증명은 바르트의 사진 이미지론의 바탕이 된

다.바르트는 “사진에는 실 과거라는 두 시제가 결합되어 있다.”265)

라고 하며,사진이 존재 증명과 부재 증명을 그 본질로 삼고 있음을 말하

고 있다.그에 의하면 상물과 공존하는 사진은 ‘그것은-존재-했었음

(ca-a-été)’을 통해 증명하는 것을 그 기본 인 기능으로 삼는다. 상이

실 이었음을 인증함으로써(그것은-존재-했었음)사진은 그 상이 살

아 있는 것이라고 믿도록 은 하게 우리를 유인한다. 한 사진은 이

실을 과거로 어버림으로써(그것은-여기에-없음)그 상이 지 죽어버

린 것임을 암시하기도 한다.따라서 바르트는 ‘그때 거기에는 있었지만,

지 여기에는 없는’존재 증명과 부재 증명,노에마(noème)를 사진의 본

질로 보면서,사진은 창조하지 않는 것,인증 작용 그 자체, 존에 한

증명서라고 말했던 것이다.

한 여자가 라솔 그늘 밖으로 나간

자신의 다리를 따라간다 다리가

이어져 있는 발의 끝까지 따라가서

265)롤랑 바르트, 카메라 루시다 ,앞의 책,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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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 끝의 다음을 찾고 있다

물이 강으로 흐르는 한가운데로

들어간 사내가 보인다

사내의 몸은 물이 되고 머리는 사실로

둥 둥 떠 있다 무 멀리 가서

머리가 없어지고 신이

강이 된 여자도 있다 거기 있었다는

증거는 강이 가져갔다

물 에 있지만

사내의 머리를 찾아가는 새는 없다

햇볕만 내려와 엉기다가 풀리고

그러나 강변의 사람들은 물이 되지 않고

물 밖에서 벗은 몸이 사실로 있다

-｢물과 길 5｣ 문

｢물과 길 5｣는 오규원의 존재 증명과 부재 증명 즉 노에마에 한 인식

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시이다.햇빛 속을 라솔을 들고 걷고 있는 ‘한

여자’와,강에서 수 하는 ‘사내’,강물로 잠수해 버린 ‘여자’,강변에서 옷

을 벗고 있는 ‘사람들’이 시 상인 이 시는 아주 단순한 사실 묘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이러한 묘사에는 간단한 주술 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종결형이든 형형이든 서술어는 거의 재형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

물론 이 재 시제는 “사실로”“있”는 경우에 한 존재 증명의 기능을

하고 있다.그러나 10-11행의 “강이 된 여자도 있다 거기 있었다는/증거

는 강이 가져갔다”에는 ‘된’과 ‘있었다’‘가져갔다’의 과거형을 사용하여 그

부재를 증명하고 있다.이로써 ‘그것은-존재-했었음’과 ‘그것은-여기에-없

음’의 노에마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더구나 이 시에 쓰인 “사실로”“거

기 있었다는 증거”와 같은 진술은 오규원의 사진의 노에마에 한 인식을

드러내는 데 일조하고 있다.

그때 나는 강변의 간이주 근처에 있었다



- 197 -

해가 지고 있었다

주 근처에는 사람들이 서서 각각 있었다

한 사내의 머리로 해가 지고 있었다

두 손으로 가방을 움켜쥔 여학생이 지는 해를 보고 있었다

은 남녀 한 이 지는 해를 손을 잡고 보고 있었다

주 의 뒷문으로도 지는 해가 보 다

한 사내가 지는 해를 보다가 무엇이라고 얼거렸다

가방을 고쳐쥐며 여학생이 몸을 한 번 비틀었다

은 남녀가 잠깐 서로 쳐다보며 아득하게 웃었다

나는 옷 밖으로 쑥 나와 있는 내 목덜미를 만졌다

한 사내가 좌측에서 주춤주춤 시야 밖으로 나갔다

해가 지고 있었다

-｢지는 해｣ 문

｢지는 해｣역시 재형,과거진행형,과거형의 서술어를 사용하여 존재

증명과 부재 증명의 노에마를 드러내고 있는 시이다.‘그때’로 시작하고

있는 이 시에서 시 화자인 ‘나’는 지 ‘강변의 간이주 ’에서 일몰을 바

라보았던 것을 회상하고 있다.일몰의 경이 시간의 흐름에 의해 회상되

고,더불어 일몰을 바라보고 있는 ‘나’‘한 사내’‘여학생’‘은 남녀 한

’의 행동도 순차 으로 회상되고 있다.특히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얼거리”는 ‘한 사내’,“가방을 고쳐쥐며”“몸을 한 번 비”튼

‘여학생’,“서로 쳐다보며 아득하게 웃”는 ‘은 남녀’,“목덜미를 만”지는

‘나’의 구체 인 반응들이 열거되고 있다.

그러나 이 시는 재형 ‘지는 해’를 4번 반복하고 과거진행형 “해가 지

고 있었다”를 3번 반복하면서,일몰이라는 아름다운 자연 상이 정지태

가 아니라 시간의 지배를 받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오규원은

시간의 지배에서 벗어나 더 이상 실재하지 않는 ‘지는 해’의 한순간을 ‘지

,여기’로 재화시킨다.더구나 마지막 시행 “해가 지고 있었다”의 여

운에 의한 결말은 ‘그때’지고 있었던 ‘해’는 이미 져 버리고 추억 속에만

남은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해’와 마찬가지로 ‘나’‘한 사내’‘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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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남녀 한 ’까지도 ‘그때 거기에 있었지만,지 여기에 없는’노에마를

보여주고 있는 이 시는 한 장의 풍경 사진과 아주 흡사한 시이다.

한편 바르트는 ‘그것은-존재-했었음’의 노에마에 의해 사진은 ‘죽음’을

본질로 하게 된다고 말한다.한 장의 사진을 바라본다는 것은 존재 증명

과 부재 증명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특히 정 사진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따라서 사진에

피사체가 되는 순간은 유 된 죽음에 해 극미한 경험을 하는 순간

이다.그리하여 바르트는 피사체가 되는 순간을 ‘죽음’의 화신 혹은 유령

이 되는 순간이라고 말한다.그는 사진이 ‘죽음’을 계로 하기 때문에 연

극과 유사한 술이라고 하면서,사진을 원시연극,활인화(活人畫),가면

혹은 부동의 분칠한 얼굴의 형상에 비유한다.연극이 죽음에 한 불안의

표 을 사자숭배(死 崇拜)로 표 하듯이,사진도 죽음에 한 불안을 부

인하기 해 상을 더욱 생생하게 살아 있는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사진은 ‘죽음’에 맞서 시간을 원히 살아 있는 것으로 존시

킨다.따라서 사진은 정지된 상이므로 시간과 운동을 재생시키지 못한

다는 우리들의 통념과는 달리,사진은 스러져 버린 시간을 시 에서

재생시켜 자연 ·물리 시간 체계를 월하도록 해 다.따라서 바르트

는 사진과 화를 비교하면서,“사진에서는 무엇인가가 작은 구멍 앞에

놓이고 그리고 원히 거기에 머무른다.그러나 화에서는 무엇인가가

이 작은 구멍 앞을 지나갔다.”266)라고 말했던 것이다.이처럼 사진은 실

세계를 무 뜨리는 시간의 작용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이미지를 창조

하여 원한 생명을 부여해 다.“사진은 시간에 해 방부처리를 행하

여 다만 시간을 그 자신의 부패로부터 지킬 뿐이다.”267)라는 앙드 바쟁

의 말도 임 안에 갇힌 부동의 이미지를 넘어서 사물에 생명을 부여하

고자 하는 사진의 열망을 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벤야민은 ‘과거- 재-미래’가 공존하는 사진의 특별한 시간에

하여 말하고 있다.사진을 보는 사람은 사진에서 “사진의 상을 골고

266) 의 책,89쪽.

267)앙드 바쟁,앞의 책,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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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태워냈던 우연과 재 순간을 찾고 싶어 하고, 그 속에서 이미

흘러가 버린 순간의 평범한 삶 속에서 미래 인 것이 오늘날까지도 얘기

를 하면서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과거를 뒤돌아보면서도 미래 인

것을 발견”268)하게 된다고 한다.그리고 이 게 뒤섞인 시간 체험을 가능

하게 한 것은 사진의 고속도 촬 기나 확 기 같은 보조 수단이라고 하

다.벤야민은 카메라가 만드는 무의식 공간 때문에 사진에서의 시간이

원히 생생하게 살아 존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나는 갠지스 강의 물에 발을 담그고 앉아

아이를 기다리며 졸았다 강에서는 가끔 시체가

떠내려가기도 하고 죽은 아이를

산 여자가 안고 가기도 하고 산 남자가

산 여자를 안고 가기도 하고

시체를 태우다 남은 나무토막들이 떠내려와

사람의 등을 두드리기도 했다

시체 두 구는 내 발에 걸려 나와 함께

머물기도 했다 부리가 빨간 새 한 마리는

시체 에 앉아 앞가슴을 다듬었고

언덕에서는 둥근 태양이 올라앉은 집의

지붕이 털썩 주 앉아 있었다

-｢사진과 나｣ 문

｢사진과 나｣는 사진의 본질인 노에마와 죽음에 한 오규원의 인식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시이다.인도 여행 에 혹은 여행 후에 쓴 이 시

의 제목이 ‘인도에서’나 ‘갠지스 강가에서’가 아니라 ‘사진과 나’라는 것은

오규원이 그만큼 사진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시 자

아인 ‘나’가 “갠지스 강”가에 앉아 있었던 언젠가를 회상하고 있는 이 시

의 바탕에는 ‘그때 거기에 있었지만 지 은 없는’존재 증명과 부재 증

명의 노에마가 자리 잡고 있다.

268)발터 벤야민,앞의 책,236-2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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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요한 것은 이 시의 주제인 죽음에 한 성찰이 사진의 본질에

직결된다는 것이다.즉 이 시에는 사진의 특성처럼 존재와 부재가 공존하

는 실 세계가 ‘갠지스 강’을 심으로 펼쳐져 있다.그것은 ‘인생’을 상

징하는 ‘강물’을 배경으로 한,산 것과 죽은 것의 강렬한 비를 통해 드

러난다.‘나-산 여자-산 남자-부리가 빨간 새 한 마리-둥근 태양’과 ‘시체

-죽은 아이’의 조를 통한 존재와 부재,삶과 죽음에 한 사유가 이 시

의 주제인 것이다.

그러나 스쳐 지나가야만 했던 인도에서 은 여행 사진으로 볼 수 있는

이 ｢사진과 나｣에는 동시에 사진의 본질인 죽음에 한 인식도 드러나 있

다.바르트가 말한 “‘죽음’은 사진의 본질(eidos)이다.”269)나 수 손택이

말한 “모든 사진은 메멘토 모리(mementomori)”270)와 같이,죽어버린 과

거를 재화시켜 기억함으로써 그것을 원히 생생하게 살아 있는 존재로

존시키고자 하는 사진의 본질에 한 통찰이 드러나 있는 것이다.

3)살아 있는 존재로서의 ‘사실 날이미지’

이미지는 진술,비유,운율 등과 더불어 시를 이루고 있는 주요한 요소

이다.리차즈(Richards)의 표 을 빌려 말하면 심상은 감각의 유물이며 감

각의 표상이기 때문이다.이러한 감각을 극 수용하려 한 오규원의 심상

화된 사물들은 사실 정황 묘사와 기본 인 감각 묘사로 이루어진다.그

리하여 사물의 존재를 가장 즉물 으로 핍진하게 보여 주는 오규원의 간

명한 심상은 사물을 모두 생생하게 살아 있는 ‘날것’으로 존시키게 된

다.이러한 리얼리티와 더불어 오규원의 간명한 시들 역시 최 한 투명해

지고 순수해지게 된다.

시의 수사가 다시 말해서 시 언술이 묘사와 진술이라는 두 축을 심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수사학 근의 결과인데,이와 같은 수사

269)롤랑 바르트, 카메라 루시다 ,앞의 책,23쪽.

270)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뜻의 라틴어이다.여기서는 ‘죽어버린 순간’이라는 뜻이

다.(수 손택,앞의 책,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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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근은 시 상의 인식과도 깊은 련이 있는 것입니다.즉 시와

소설과 희곡이 나뉘어 있는 것은 상에 한 인식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

며,인식 방법의 차이가 수사 차이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를 들면,소

설이 서사라는 수사법을 심축으로 하는 것은 하나의 시간 연속을 통해

이야기의 구조를 늘어놓아야 하는 장르 특성 때문입니다.그러나 시는

묘사라는 수사법을 심축으로 하는데,그것은 느낌을 구조화해야 하기 때

문입니다.271)

-｢언어 탐구의 궤 ｣

오규원은 그의 시 창작 이론서  시작법 (1990)에서 시 언술의 특

성에 해 설명하고 있다.“나는 이 책에서 시 언술(poeticdiscourse)의

특성을 ‘묘사(description)’와 ‘진술(statement)’이라는 두 개의 수사학 용

어로 수용하고 있다.”272)라고 제한 그는 시는 ‘진술’보다 ‘묘사’를 ‘심

축’으로 하는 장르임을 강조한다.시에서 ‘묘사’가 요한 것은 “느낌을 구

조화해야 하기 때문”인데,이 ‘느낌의 구조화’는 상의 “가시화(可視化)”

에서 출발한다.따라서 문학 ‘묘사’에서 가장 요한 것은 시각 이미

지이고,이러한 ‘묘사’는 시각 체험인 ‘찰’에 비 을 두게 된다.그리하

여 오규원의 ‘날이미지시’는 ‘진술’을 거의 배제하고 ‘묘사’와 ‘찰’을 심

으로 한 이미지 구성 방식을 갖는 묘사시의 특징을 띠게 된다.더구나 카

메라 ‘’을 기본 원리로 삼고 있는 ‘날이미지시’는 주 을 철 히 배제한

찰자 시 으로 “존재의 상을 반주체 심의 시선으로 이미지화하기

때문에 념이 은폐되지 않고 배제되어 투명”273)한 묘사시가 된다.

이러한 에서 오규원은 ‘날이미지시’에서의 “ 상은 사실성,구체성,

실재성을 골격으로 하고 있으며 그 기반은 사실 진실이다.”274)라고 하

면서 ‘날이미지시’가 구 되는 과정을 구체 으로 설명한다.즉 ‘날이미지

271)오규원·이 호 담,앞의 담,33-34쪽.

272)오규원, 시작법 ,앞의 책,ⅺ쪽.

273)오규원, 날이미지와 시 ,앞의 책,195쪽.

274)오규원은 “날이미지시는 ‘환유’를 인식 코드로 가지며 인식 내용은 ‘사실 상’과 ‘사실 환

상’의 형태로 나아간다.”라고 하면서 다음의 도표로 자세히 설명하 다.단 인식 내용의 ‘사실

환상’은 ‘사실 상’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사실 환상’의 오기인 것 같아 본 연구자가 ‘사실

환상’으로 바로잡았다.( 의 책,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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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환유’를 인식 코드로 가지며 그 인식 내용은 ‘사실 상’과 ‘사실

환상’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한다.그리고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이

루어지는 작품의 수사 코드는 ‘묘사’의 형태이며,이때 작품의 내용(이미

지)형태는 ‘상 사실’과 ‘환상 사실’로 나타난다고 한다.다만 언어화

(작품화)이 에는 ‘사실 상’과 ‘사실 환상’이었던 것이 언어화(작품

화)되면 각각 ‘상 사실’과 ‘환상 사실’로 바 어 ‘날이미지시’라는 이

미지 상으로 구 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어서 오규원은 ‘날이미지시’에 해 더 구체 으로 설명한다.275)그에

의하면 ‘날이미지’에는 ‘사실 날이미지’‘발견 날이미지’‘직 날이

미지’‘환상 날이미지’의 네 가지가 있다.‘사실 날이미지’는 주체의 개

입을 배제하고 사실성 그 자체만으로 ‘날이미지’를 형성하는 경우이다.

“담쟁이덩굴이 가벼운 공기에 업 허공에서/허공으로 이동하고 있다.”가

그 이다.‘발견 날이미지’는 사실성 에 새로 발견된 다른 의미가 부

과되는 것을 말한다.그러한 는 “들찔 가 길 밖에서 하얀 꽃을 버리며

/빈 자리를 만들고” 는 “길 한켠 모래가 바 를 들어올려/자기 몸 에

놓아두고 있다”에서 찾아볼 수 있다.‘직 날이미지’는 어떤 깨달음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상을 이미지화한 것이다.“달이 뜨자 지붕

과 벽과 나무의 가지와 남은 잎들이/제 몸 속에 있던 달빛을 몸 밖으로

내놓았다” 는 “벽이 몸 안에 숨기고 있는 균열을 몸짓으로 그려보 다”

와 같이,그것은 비가시 인 것을 가시화시키는 경우이다.‘환상 날이미

지’는 앞의 사실 상의 도움을 받아 뒤에 환상이 이어지는 경우를 말

한다.즉 실과 환상의 두 차원에 동시에 얻어내는 이미지이다.따라서

“아이는 한 손으로 돌을 허공으로/던졌다 받았다를 몇 번/반복했다 그때

마다 날개를/몸속에 넣은 돌이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는 “아이가 몇 걸

음 가다/돌을 길가에 버렸다/돌은 길가의 망 에/발을 몸속에 넣고/멈

인 식 작 품

세계(존재)

코드 내용 수사 코드 내용 형태 이미지 상

환유 사실 상 묘사 상 사실 날[生]이미지

사실 환상 환상 사실

275) 의 책,197-2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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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 섰다”와 같은 경우가 된다.

뜰 앞의 잣나무가 밝은 쪽에서 어두운 쪽으로 비에 젖는다

서쪽 강변의 아카시아가 강에서 채 방향으로 비에 젖는다

아카시아 뒤의 은사시나무는 잎은 아카시아가 가져가 없어지고 구리

로 비에 젖는다

뜰 밖 언덕에 한 그루 남은 달맞이가 꽃에서 잎으로 비에 젖는다

젖을 일 없는 강의 물소리가 비의 기와 기 사이에 가득 찬다

-｢우주 2｣ 문

이러한 ‘날이미지’의 양상을 보여 주는 시는 바로 비 오는 날의 풍경을

포착한 ｢우주 2｣이다.5행이 문을 이루는 이 시에는 일시에 비를 맞고

있는 동시 상으로서의 사물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그런데 비를 맞

는 사물을 에 보이는 순서 로 하여 재 해 놓은 이 시는 주로 ‘사

실 날이미지’로 묘사되어 있다.“비에 젖는다”가 동일한 통사 구조로 반

복되면서,‘잣나무’‘아카시아’‘은사시나무’‘한 그루 남은 달맞이’가 “뜰 앞

의”“서쪽 강변의”“아카시아 뒤의”“뜰 밖 언덕에”인 한 구체 공간

과 함께 묘사된 것이다.그러나 3행의 “가져가 없어지고”와 5행의 “젖을

일이 없는 강의 물소리”에는 주 단이 개입되어 있다.따라서 오규

원의 설명 로 “아카시아 뒤의 은사시나무는 잎은 아카시아가 가져가 없

어지고 구리로 비에 젖는다”는 ‘환상 날이미지’가 되고,“젖을 일 없

는 강의 물소리가 비의 기와 기 사이에 가득 찬다”는 ‘발견 날이미

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날이미지시’와 련한 설명에서 오규원이 문제시하고 있는 것은

‘날이미지시’의 투명성 때문에 이 시를 읽는 다수의 독자가 당황한다는

사실이다.그것은 그동안 애매하고 불투명한 시에 길들여진 사람들에게는

투명성 자체가 엄청난 억압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의미로 철된 시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석을 해 주는 시구가 없이 그 살아 있는

상만을 제시한 이와 같은 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이 된다는 것이다.

즉 “ 지의 폭죽인 의 꽃들”은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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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워커 에 스, <흑  > 

꽃들이 어제보다 그늘을 조 더 넓힌다”와

같이 ‘사실 상’만으로 이루어진 시는 이

해하기 힘들어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은유나 상징에 길들여져 사실 그

로의 투명성을 방해하는 념의 독재성은

사진의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워커 에

반스(WalkerEvans)가 스트 이트(straight)

기법으로 은 <그림 12>와 같이 간결하고

투명한 사진이 당시 회화주의 사진에 길

들여져 있던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되지 않

았다는 일화가 있다.은유나 상징과 같은 해

석의 코드가 없이 있는 그 로를 무나 당연하게 어 놓은 이 사진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진을 본다는 것 자체가 당황스러운 일이었

다고 한다.그러나 에반스는 이처럼 객 이고 즉물 인 사진에 ‘서정

다큐멘터리(Lyric Documentary)’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그것은 에반스

가 있는 그 로의 상이 오히려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시 이고 서

정 인 감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규원 역시 철된 의미보다는 사물의 투명성을 지향하 기에,‘날이미

지시’의 후기로 어들수록 더 ‘사실 상’에 의한 ‘사실 날이미

지’를 구사하게 된다.사람들이 더 매혹 으로 느낄 수 있는 ‘발견 날이

미지’‘직 날이미지’‘환상 날이미지’를 버리고,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어 한다는 ‘사실 날이미지’를 계속 고 나간다.그것은 그가 ‘날이

미지시’의 첫 시집이라고 말했던  사랑의 감옥 과 유고 시집인  두두 를

비교해 보면 방 확인이 된다.그가 ‘날이미지시’를 표방하 음에도 불구

하고  사랑의 감옥 에는 ‘사실 날이미지’를 보여 주는 시는 그리 많지

않았다.그러나 이 호가 말한 로 “최소 사건과 최소 언어”276)로 이루어

진  두두 의 많은 시편들은 거의가 ‘사실 날이미지’로 쓰인 시이다.“내

시의 이미지는 ‘상 사실’과 ‘환상 사실’이라는 양극(兩極)으로 운동

276)이 호,｢‘두두’의 최소 사건과 최소 언어｣,오규원 시집, 두두 해설,앞의 책,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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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양극을 한 자리의 지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사실 상’

이다.”277)라고 밝혔듯이,오규원은 ‘사실 상’에 바탕을 둔 ‘사실 이미

지’를 계속 추구해 나갔다.

이처럼 ‘사실 상’에 바탕을 둔 오규원의 ‘사실 날이미지’는 사진에

서의 스트 이트(straight)기법에 해당한다.알 드 스티 리츠(Alfred

Stieglitz)가 이름 붙인 스트 이트 사진(straightphoto,순수 사진)이란

사진의 표 성을 즈의 묘사력과 카메라 메커니즘의 기능에만 두고 선명

한 의 상으로 리얼리티를 회복하려는 사진을 말한다.즉 회화에서

따온 주제나 회화의 시각 특징을 모방하지 않고 한 지나친 문학성이

나 우화 내용도 떨쳐 버리고,순수하게 사진의 학 속성과 기계

기록성만을 바탕으로 촬 한 사진을 말한다.따라서 사진의 본질 이고

독자 인 특성에 입각하여 카메라 매체만을 사용하여 ‘있는 그 로’ 어

낸 사진이 바로 스트 이트 사진인 것이다.

물론 사진이라는 시각 언어에도 선택과 배제를 한 독자 인 사진 메

커니즘의 표 방식이 존재한다.사진은 상을 허구화하기 해 물리

속성뿐만이 아니라 형식 속성을 기표로 도구화할 수 있다. 학 요소

는 사진의 물리 인 속성이며,원근법, ,톤, 임,시간성 등의 사

진 문법 요소 는 비유,상징 등의 기호 요소는 사진의 형식 인 속

성에 해당된다.따라서 어두운 방[cameraobscura]의 조리개 구멍에 의해

단된 시각과 한 계가 있는 이러한 사진은 사실이 아닌 환상이 되

어 세련된 기호에 종속된 술 사진이 된다.

따라서 사진에는 세 가지 담론이 형성되어 있다.첫째는 앞서 살펴본

‘실재의 자국으로서의 인덱스 담론’이다.둘째는 ‘실재의 거울로서의 모방

의 담론’이다.이것은 퍼스의 세 가지 기호 유형 ‘도상’개념과 일치한

다.즉 사진은 실재의 거울로서 그것이 가리키는 지시 상을 닮은 실재

의 객 유사물이라는 것이다.셋째는 ‘실재의 변형으로서의 코드의 담

론’이다.이것은 퍼스의 기호 유형 ‘상징’에 해당한다.즉 사진은 단순

한 기계 복사가 아니라 문화 으로 코드화된 언어처럼 실재를 변형시키

277)오규원, 날이미지와 시 ,앞의 책,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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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도구라는 것이다.이 담론은 특정한 코드를 통해

사진 이미지를 해석하는 인식론 사진 이해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은,이른바 단순한 의사소통의 언어체인 행 언어체에서 문학을 구

별 짓는 기호들을 증가시켜야만 하는 것이다.그리고 시각 사실의 ‘객

’재 에 한 역사 이며 사회 인 모든 일련의 례(즉 소외)에 의해

귀착된 사진은 리포터의 사진( 한 순간에 충실하게 기록된)의 것인 기

능 법규와,‘술’사진의 것인 과장 기능 사이에서 끊임없이 꼼짝 못

하게 된다.이 같은 두 의미 있는 질서(문학과 사진)에 있어서, 의 작

업은 따라서 거의 동일한 것이다.278)

-｢날이미지의 시-되돌아보기 는 몇 개의 인용｣

따라서 오규원은 코드화된 회화와 코드 없는 ‘사진’과의 차이 을 소개

하면서 사진이 미학을 발견해 나가는 형태를 ‘문학’과 비하여 제시한 바

르트의 말을 인용한다.그러면서 오규원은 ‘문학’이 ‘의사 소통의 언어체’

에서 벗어나 언어의 미학 기능을 증가시키는 것처럼,‘사진’ 한 ‘시각

사실’의 “‘객 ’재 ”이라는 본질 인 기계 기능에서 벗어나 미학

기능을 증가시킬수록 술 사진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즉 ‘사진’은

회화나 ‘문학’과 같이 은유나 상징의 코드화된 담론을 가질 수 있는 매체

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진을 ‘코드 없는 메시지’라고 말했던 바르트는 ‘코드 없는 메

시지’와 ‘코드 있는 메시지’가 공존하는 사진의 상을 사진의 역설로

악하 다.그는 사진 이미지가 학 장치를 통해 상(像)을 형성하는 물리

인 작용과 물체에 한 빛의 화학 인 작용(빛에 한 할로겐은의 감

응)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따라서 그는 사진을 학 속성에

주목하여 카메라 옵스큐라의 ‘어두운 방’이라는 개념과 결합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 하면서,사진은 그 화학 속성에 주목하여 사진 고

유의 본질 특성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한다.그리하여 바르트는 사진

278) 의 책,116쪽.롤랑 바르트, 이미지와 쓰기 ,앞의 책,119-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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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카 라 루시다

을 바로 그날 발산되었던 피사체로

부터의 선을 직 포착하여 인화

지에 드러낸 화학 보고로 보고,

사진을 ‘밝은 방[cameralucida]’279)

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사진의 정

체성과 존재 의의를 제시하 다.

따라서 바르트가 자신의 책의 제

목으로 삼은 ‘카메라 루시다’는 그의

사진론을 집약하고 있는 용어이다.

즉 그는 사진 이미지가 ‘어두운 방’

에서 만들어지는 허구 이고 내재 인 이미지가 아니라,물질과의 직

인 을 통해 ‘밝은 방’에서 만들어지는 사실 이고 외재 인 이미지임

을 말했던 것이다.물론 이러한 바르트의 사진론은 ‘실재의 거울로서의 모

방의 담론’이나 ‘실재의 변형으로서의 코드의 담론’과는 그 견해를 달리하

는 것이었다.오히려 이것은 퍼스의 기호 유형 ‘지표’와 련된 ‘실재의

자국으로서의 인덱스 담론’으로,이러한 바르트의 사진론이 필립 뒤 의

‘인덱스론’의 바탕이 되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바르트는 지나간

실재의 자국으로서의 사진의 인증의 힘이 재 의 힘보다 큰 것임을 알았

고,따라서 뒤바 역시 “모방과 카메라 옵스큐라의 지각 코드 작용은 사

진의 속성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부차 인 것”280)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이것은 모두 사진의 본질을 인식론 차원에서가 아니라 존재론 차원에

서 찾은 결과 다.그리하여 바르트는 기호로서의 술 사진이 아니라 원

이고 본질 인 아마추어 사진에 주목하고 거기에서 사진의 정체성을

찾아내었다.

토마토가 있다

279)카메라 루시다는 1807년 리엄 월러슨이 발명한 학 장치이다.한 으로는 모델을 보고 다

른 한 으로는 화 의 종이를 보면서 리즘을 통과하는 상의 윤곽을 따라 쉽게 그릴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이다.카메라 루시다는 이후의 카메라 학 장치의 원리가 되었다.

280)필립 뒤 ,앞의 책,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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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개

붉고 둥 다

아니 달콤하다

그 에 나이

아니

달빛

토마토와

나이 가 있는

시는 편편하다

시는 평평하다

-｢토마토와 나이 －정물 b｣ 문

｢토마토와 나이 －정물 b｣는 술 기교와 술가의 권한을 모두 제

거하고 사물의 물성만을 스트 이트 기법으로 묘사한 ‘사실 날이미지’

시이다.진술이 념 이고 사변 인 것이고 묘사가 사실 이고 시각 인

것이라면,이 시는 미니멀리즘과 같이 지극히 단순한 묘사만으로 이루어

진 시이다.미니멀리즘(minimalism)은 심리 ,상징 내용 등의 불필요한

요소를 모두 제거하고 사물의 본질과 사물 자체의 물성만을 표 함으로써

진정한 리얼리티를 달성하고자 한 미술 양식이다.오규원 역시 이 시에서

불필요한 어휘를 모두 삭제하고 의미의 군더더기를 부 제거함으로써 사

물이 가지고 있는 물질 속성만을 제시하고 있다.

즉 한 장의 정물 사진과 같이 ‘정물 b’라는 부제를 붙인 이 시는 ‘토마

토’‘나이 ’‘시’등 무나 평범하고 지극히 일상 인 사물을 소재로

하고 있다.‘토마토’를 살아 있도록 하기 해 사용한 시각 심상 ‘둥

다’,미각 심상 ‘달콤하다’, 각 심상 ‘편편하다/평평하다’도 무나

하고 단순한 묘사들에 불과하다.물론 이것은 오규원이 상의 표면과

질감에만 주목하고 은유나 상징 등의 수사학의 유혹에 항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 시는 우리에게 가장 본질 인 물질성만을 달함으로써 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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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하고 장식 ,수사 기교에만 치우쳤던 기존의 시들보다 훨씬 더 낯

설고 충격 이고 긴장감을 야기하는 생생한 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

었다.

나무 한 그루가 몸을 둥 게 하나로

부풀리고 있다

그 에 작은 나무 한 그루도

몸을 동그랗게 하나로 부풀리고 있다

아이 하나가 두 팔로

동그랗게 원을 만들어보다가 간다

새 두 마리가 날아오더니

쏙쏙 빨려 들어가 둥근 나무가 된다

-｢아이와 새｣ 문

｢아이와 새｣는 더 평범하고 더 하고 더 단순한 심상으로 이루어진

시이다.이 시의 지배 심상은 ‘둥 다/동그랗다’라는 시각 심상이다.

그러나 공간에 의해 서로 인 해 있는 ‘나무 한 그루’와 ‘작은 나무 한 그

루’‘아이 하나’‘새 두 마리’는 한 이 ‘둥 다/동그랗다’라는 공통된 시각

심상으로도 서로 연결되어 함께 존재하게 된다.각각의 이미지가 빛나

고 매혹 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단순하고 한 그것이었기에

서로 연결되어 함께 존재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처럼 오규원의 ‘사실 날이미지시’는 스트 이트 기법의 사진 이미지

를 수용함으로써 념 이고 설명 인 진술이나 빛나고 매혹 인 비유 등

의 시 장치를 모두 배제하고 상을 최 한 사실 이고 객 으로 묘

사할 수 있었다.따라서 ‘날이미지시’는,세계는 ‘단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세계 속 존재의 ‘사실 상’을 가장 투명하게 시각화할 수 있었다.물론

그것은 오규원이 “모든 존재는 상으로 자신을 말”281)하므로,자신이 본

로 ‘그 드러내’고자 하 기 때문이었다.그 결과 ‘날이미지시’는 존재

를 더욱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존재로 가시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더구

281)오규원, 길,골목,호텔 그리고 강물소리 ,앞의 책,自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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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리엄 클라 , 

< 탈리아  거주지 >

나 ‘날이미지시’는 념 인 설명 신 실제의 사물을 직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그것을 더 날카롭고 충격 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하 다.282)

4)‘푼크툼’과 해체성의 미학

화의 ‘무딘 의미’와 련하여 살펴본 것처럼,바르트는 사진을 스투디

움(studium)과 푼크툼(punctum)으로 이원화하여 보았다.스투디움은 형

인 정보,일반 인 기호로 그것은 사진가의 의도일 뿐 특별히 강렬한

것은 아니다.기호화되어 있고 문화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과 교양

에 따라 내가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그러나 스투디움을 방해하기 해

오는 푼크툼은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오는지 기원을 알 수 없는

그것 스스로가 나를 르고 상처를 입히기 해 오는 것이다.283)이것은

심에서 벗어난,하찮은,우연히 거 주어진 ‘세부’로 심 상과 아울

러 촬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따라서 스투디움만으로 이루어진 단

일한 사진은 구성의 통일성을 규칙으로 삼아 평범해진다.반면에 푼크툼

이 끌어당기면 그것은 가치로 표지된

새로운 매혹 인 사진이 된다.

바르트는 이러한 푼크툼을 몇 장의

사진을 로 들어 설명하 다.그는

<그림 14>의 리엄 클라인(William

Klein)이 은 <이탈리아인 거주지

구>를 보면서,“내가 끈덕지게 바라보

는 것은 어린 소년의 썩은 이빨이다

.”284)라고 말한다. 한 <그림 15>의

282)오규원은 특히 ‘날이미지시’가 향 받은 것으로 조주,세잔,타르코 스키,바르트의 ‘세계’를

거론하 다.그는 달마 사가 서쪽으로 온 까닭을 묻는 스님들에게 념 인 설명 신 ‘뜰 앞의

잣나무’‘동쪽 벽의 호로병’‘상다리’등의 익숙한 실제 사물을 제시한 조주의 선문선답을 통해,

‘보고’깨닫게 하기 한 언어가 가진 이미지의 기능에 해 설명하 다.(오규원, 날이미지와 시

 ,앞의 책,33-47쪽 참조.)

283)푼크툼(punctum)은 라틴어로 (點)을 뜻하는 단어이다.뾰족한 도구에 의한 상처, 름,상흔,

작은 구멍,작은 반 ,주사 던지기와 같은 우연이라는 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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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루 스 하 , 

<어느 학  허약한 아 들>

루이스 하인(LewisHine)이 은 <어

느 학교의 허약한 아이들>에서,“나는

모든 지식,모든 교양을 추방한다.소

년이 입고 있는 커다란 당통식 칼라,

소녀의 손가락에 감긴 붕 만을 본다

.”285)라고 말한다.훌륭한 문화 주제

는 흥미와 공감을 느끼게는 하지만 그

것이 나를 ‘르지는’않는 반면에,이

하찮고 사소한 것들은 나를 ‘찔러’“나를 어느 시기로 되돌려 보”286)낸다

는 이유에서 다. 한 바르트는 푼크툼이 하찮은 ‘세부’로 남아 있으면서

도 그것이 사진을 온통 가득히 채운다고 하면서,그러한 상을 푼크툼의

역설로 보았다.

그런데 바르트는 이러한 ‘세부’로 사진을 읽으면,즉 푼크툼으로 지시

상을 지각하게 되면,순간 홀연한 깨달음,공(空)의 스침,곧 ‘사토리

(satori)’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한다.그리고 그는 일본의 선불교(禪佛敎)

용어로 직 인 득오(得悟),개오(開悟)를 뜻하는 이 ‘사토리’를 말하기

하여 하이쿠(俳句)를 빌려 온다.그리하여 수사학 확 의 욕구 혹은

그 가능성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하이쿠와 마찬가지로 사진의 푼크툼도 말

들이 쇠잔해지고 마는 홀연한 깨달음을 다고 한다.바르트는 이러한 ‘사

토리’를 통해 모든 지식과 교양을 추방하고 타인의 시선을 물려받기를 거

부하는 푼크툼 독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를 읽는 데는 사실을 사실로 읽을 수 있는 시각이 요하다.그러나

더 요한 것은 그 사실들이 서로 어울려 세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그것을 느낄 때,우리는 어떤 상에서 에 보이는 사실보다 더

무겁고 충격 인 심리 총량으로서의 사실감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그러나 이 게 세계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287)

284)롤랑 바르트, 카메라 루시다 ,앞의 책,54쪽.

285) 의 책,59쪽.

286) 의 책,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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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안개-무릉日記(02)｣

오규원이 말한 의 “더 무겁고 충격 인 심리 총량으로서의 사실감”

도 바르트의 말로 옮기면 푼크툼이 된다.‘날이미지시’는 개념화되거나 사

변화되기 이 의 ‘사실 상’을 이미지화한 ‘세계’이다.그러나 ‘날이미지

시’는 단순히 ‘사실’을 ‘사실’그 로만 보여 주려는 것이 아니다.앞서 말

했듯이 ‘날이미지시’의 궁극 인 목 은 “사실들이 서로 어울려 세계를 말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데 있다.따라서 ‘날이미지시’가 궁극 으로

획득한 ‘세계’는 더 날카롭고 “무겁고 충격 인 심리 총량”으로서의 푼

크툼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언젠가 그게 언제인가 바르트가,

이 게 말한 것이

상처가 깊으면

주체는 더욱 주체가 된다

-｢우주 3｣부분

와 같은 푼크툼에 한 인식은 오규원의 시 ｢우주 3｣에 드러나 있다.

“상처가 깊으면 주체는 더욱 주체가 된다”에서의 ‘상처’란 바로 바르트가

말한 푼크툼으로서의 그 ‘상처’를 의미한다.따라서 푼크툼이 드러난 시일

수록 “무겁고 충격 인 심리 총량”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이처럼 푼크

툼이 깊으면 시는 더욱 시가 되는 것임을 오규원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

었던 것이다.

강아지 세 마리가 네 다리로 땅을 딛고 서 있습니다

쭉 쭉 뻗고 있는 길 한가운데 네 다리로 서서 딛고 있습니다

그 길은 집과 담을 지나 산을 넘고 있습니다

287)오규원, 가슴이 붉은 딱새 2 ,앞의 책,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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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는 그러나 네 다리로 땅을 딛고 아직은 꼬리만 산에 걸려 있습니

다

작은 발등에 일 이 가득합니다

한 마리가 지 막 일 을 탁탁 떨며 길을 막고 있는 돌무더기를 기어

넘고 있습니다

그 강아지 한쪽 에 코스모스가 들어가 꽃을 매답니다

-｢시월 俗說｣부분

｢시월 俗說｣은 바르트 식의 ‘세부’로서의 푼크툼을 보여주고 있는 시이

다. 형 인 카메라아이 수법으로 인간의 에는 잘 감지되지 않는 ‘세

부’를 보여 주는 경우이다.이러한 ‘세부’는 카메라라는 기계의 ‘’이 객

이고 가치 립 인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착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시에서도 ‘강아지’를 촬 하다가 뜻하지 않게 “강아지 한쪽 에”들어

가 꽃을 매단 ‘코스모스’는 카메라의 ‘’으로 거 게 된 ‘세부’로서의

푼크툼이다.앞서 여러 행에 걸쳐 느리고 지루하게 펼쳐지던 ‘강아지’묘

사에서 돌연 가을의 ‘코스모스’라는 푼크툼으로 옮겨졌을 때 독자는 더 큰

‘상처’를 입게 되고 시는 더 매혹 인 것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지나가던 새 한 마리 부처의 머리에 와 앉는다

깃을 다듬으며 쉬다가 돌아앉아

부처의 한쪽 에 똥을 눠놓고 간다

새는 사라지고 부처는

웃는 에 붙은 똥을 말리고 있다

-｢부처｣부분

묵묵히 길가에 서서,아득한 길의 을 보고 있는 한 사내아이의 뽀얀

이마와,그 곁에서 한 사내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한 계집아이의



- 214 -

까만 과,한 계집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는 다른 한 계집아이의

반쯤 가려진 귀와,세 아이의 길을 가로막고 서서 길 쪽을 멍하니 보고

있는 다른 한 사내아이의 각이 무 진 턱과,그 사내아이의 들린 왼손

의 들린 겨드랑이와,엉거주춤 벌어진 한 사내아이의 사타구니와,한 계

집아이의 볼록한 블라우스와, 다른 한 계집아이의 반쯤 들린 스커트

-｢길과 아이들｣부분

의 시 두 편 역시 푼크툼을 보여 주는 형 인 시이다.｢부처｣에서

보듯,“부처의 웃는 ”은 ‘새’가 싸놓고 날아간 ‘똥’과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따라서 이러한 푼크툼으로서의 “웃는 에 붙은 똥”은 아무리 능

한 ‘부처’라 해도 결코 떼어내지 못하고 그 말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부처’의 속수무책으로서의 ‘새똥’은 그의 자비정신이라는 주제인

스투디움보다도 이 시를 더 흥미 있게 해 주는 요소가 된다.성(聖)과 속

(俗)을 구분하지 않는 불교 정신처럼 카메라 역시 ‘세부’를 차별하지 않는

푼크툼으로써 이 시의 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던 것이다.

｢길과 아이들｣에서의 “ 다른 한 계집아이의 반쯤 들린 스커트”도 마

찬가지이다.바람이 불어 부풀어 오른 ‘반쯤 들린 스커트’는 바람과는 결

코 분리될 수 없는 장면이다.따라서 ‘반쯤 들린 스커트’는 성장기에 막

들어선 듯한 두 ‘사내아이’와 두 ‘계집아이’를 인물 사진처럼 묘사하고 있

는 이 시의 푼크툼이 된다.‘사내아이’의 ‘겨드랑이’와 ‘한 사내아이’의

‘사타구니’로부터 ‘한 계집아이’의 ‘볼록한 블라우스’를 거쳐 ‘반쯤 들린 스

커트’에서 멎게 되는 시선은 그래서 좀 더 아슬아슬하고 좀 더 짜릿한 느

낌에 젖을 수 있는 것이다.이처럼 오규원은 카메라 뷰 인더의 시선이

디테일하게 빚어낸 푼크툼이 드러난 시일수록 극 긴장감과 미 감동이

더 고조되는 것임을 이 시를 통해 알려주고 있다.

그런데 이 푼크툼이 요한 것은 그것이 바르트 사진의 상학을 훗설

의 상학이나 사르트르의 ‘이미지의 상학’과 갈라지게 하는 지 이 되

기 때문이다.바르트는 자신의 상학을 ‘경쾌한 상학’이라 부르며 훗설

이 강조한 ‘에포 ’ 는 ‘상학 환원’과 사르트르의 ‘이미지의 상학’

에서 강조한 보는 자의 의지(volonté)즉 의식 주체의 자발성에서 오는



- 215 -

‘지향성(intentionnalité)’의 개념을 거부하 다.따라서 바르트는 사진을 기

의 심의 단일한 기호체로 악하거나 기표의 확실성을 믿는 데서 오는

난 을 ‘푼크툼’으로 해결한다.그는 기표 머에 진정한 사진의 본질이

있다고 본 것이다.‘지향성’에 의해 의미가 결정되는 스투디움과 달리,의

지와 상 없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는 곳에서 날아와 나를 르는 푼크

툼에서 바르트는 ‘지향성’에서 벗어난 의미의 차원을 찾았던 것이다. 한

바르트가 사진의 본질이라고 말한 ‘그것은-존재-했었음’의 노에마 역시

보는 자의 의지에 상 없이 주어진 것이다. 이처럼 ‘비지향

(non-intentionnel)’인 의미로 인해 사진에서는 보는 자의 의지와 상 없이

의미가 발생하게 된다.따라서 사진은 단일한 의미를 가리키는 폐쇄 인

기호가 아니라 “모든 의미로 가득 찬 의미의 부재”288)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푼크툼’은 주체 심주의의 시선을 해체하고 타자 심의

해석을 만들어 낸다는 데 요한 의의가 있다.푼크툼 시각은 트리비얼

리즘(trivialism)에 가까울 만큼 사소하고 하찮은 ‘세부’에 심을 돌림으로

써 스투디움과 같은 심 시 에 한 욕망을 탈락시키기 때문이다.즉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상이 나를 름으로써 내가 ‘상처’를 입는다는 것

은 보는 주체를 최소화하고 상을 시하는 태도인 것이다.사물에 한

특정한 단과 해석을 유보한 채 사물 스스로 존재를 드러내도록 하는 푼

크툼은 결국 의미를 특정한 것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심화의 논리를 근

본 으로 거부하는 입장인 것이다.

결국 푼크툼이 심화의 논리를 거부한다는 것은 독자나 객이 작품에

극 참여하여 이미지나 의미를 재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특히 사진

은 단지 ‘존재했었다’라는 그 존재론 지표로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하고

‘텅 빈 의미’만 남겨 놓게 된다.따라서 사진의 의미는 작가가 의도한 반

물이 될 수 없고,그것은 사진 이미지라는 텍스트를 해석하는 과정 속

288)RolandBarthes,RhétoriquedeL'image,inL'Obvieetl'obtus,Paris,Seuil,1982,p.34.박평

종,｢롤랑 바르트의  밝은 방 에 나타난 지향성의 문제｣, 랑스학연구 56권,2011,172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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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놓이게 된다.결국 작가가 사라지고 객의 능동 인 참여 속에서 그

들의 경험과 성향에 따라 다양하고 주 인 문맥 짜기가 실행되는 것이

다.윤난지가 “ 술은 자율 주체가 창조한 사 세계가 아니라,그 의미

가 무한히 지연되면서 상호작용하는 기표들의 그물망으로 이루어진 공

인 장소”289)라고 말한 것처럼,푼크툼은 객을 한 공 장소로 작용하

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시 인식은 오랜 역사 기간 동안 부분의 시인들이 해온 시

상의 의미화 작업이다.얼핏 보기에 상을 명확히 밝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작업은 사실은 상을 수없이 편화하고 덧칠하는 작업의 일환이다(임

제식으로 말하자면 ‘죽이기’의 일환이다).

세계는 편화된 이미지, 편화된 개념 속에 있지 않다.세계는 ‘ ’으

로 있다.그 인 존재의 본질,존재의 언어는 왜곡되지 않은 ‘사실

상’을 통해서 보아야 한다.그 왜곡되지 않은 ‘사실 상’이 ‘날이미지로

서의 상’이다.290)

-｢조주의 말｣

이처럼 ‘시 상의 의미화 작업’에 한 거부의 일환으로 모색된 오규

원의 ‘날이미지시’에 나타난 푼크툼 시각이 요한 것도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향한 해체성에 직결되기 때문이다.오규원은 푼크툼을 통해

제도화된 미학 획일성에서 벗어나 자로서의 주체를 해체하고 독자를

탄생시킬 수 있었다.하찮은 것의 ‘세부’까지를 그 로 묘사하려는 오규원

의 ‘날이미지시’는 상에 한 단과 해석을 유보하고 ‘ ’으로 있는

세계를 그 로 보여 주려는 의도에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오

규원의 시에 충실하게 묘사된 사물은 “읽는 사람 개개인의 심상에 따라

의미 운동(살아 있는 이미지)을 하”291)도록 그 의미를 ‘ ’으로 독자에

게 이양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즉 푼크툼에 의해 ‘상처’를 입은 독자가

289)윤난지, 미술의 풍경 , 경,2000,38쪽.

290)오규원, 날이미지와 시 ,앞의 책,47쪽.

291) 의 책,1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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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의미’와 이미지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이처럼 푼크툼은 사물이

건네는 말의 다양한 ‘의미’작용을 사물과 독자와의 역동 인 공존 계

속에서 생성시킨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규원의 ‘날이미지시’는 그 해체성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미학

과 동일한 차원에 놓이게 된다.후기구조주의자나 해체주의자들은 데카르

트의 “인식 주체인 ‘나’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성에 기 하는 ‘존재의

형이상학’을 해체”292)하 다.이로써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주체의 상실’

이나 ‘주체의 죽음’혹은 ‘휴머니즘의 상실’이나 ‘인간의 죽음’등이 거론되

는 것이다.오규원 역시 카메라의 시각과 사진 이미지와의 상호텍스트성

으로 ‘존재의 형이상학’을 해체하고 사물을 ‘날것’그 로 생생하게 살아

있도록 해방시켰다. 한 인간 심주의 시각을 해체하여 ‘두두물물’의 평

등성도 회복시켰다.더구나 작가 심주의의 시각을 해체하여 자의 해석

과 평가를 독자에게 이양하 다.이처럼 모든 계 질서를 거부하고 타자

성을 옹호한 오규원의 ‘날이미지시’가 지향한 시세계는 세계의 다원 질

서를 복원하기 해 근 가치의 어떤 도그마라도 해체하고자 했던 포스

트모더니즘의 미학과 동일한 의의를 갖는 것이었다.

292)김욱동, 포스트모더니즘 개정 ,민음사,2004,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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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오규원 시의 창작 방식의 의의

오규원은 화, 고,사진 이미지를 각 시기별 창작 방식으로 수용하면

서 자아의 내면 의식,자본주의의 물신 사회,자연의 상 세계로 시세계

를 확장해 온 시인이다.물론 이러한 매체와 주제에 한 모색은 1960년

의 정치 상황,1970년 의 문화 양상,1980년 의 탈근 사회 풍

조와 맞물린 그의 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즉 오규원은 정치·사회·문화

의 시 맥락 속에서 시쓰기를 모색하면서 의미 심의 시에서 이미지

심의 시로의 시 패러다임을 펼쳐 보 던 것이다.

는 시가 아닌 언어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다시 말하면 ‘시의 언

어란 무엇인가’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러므로 그것은 해방의 이미

지 즉 해방의 언어 구조,언어의 해방 구조를 찾는 양상을 보여 니다.그

런 연유로,그 언어를 구상 으로 조직하다가 그 다음 해체하다가 결국은

개념 이고 사변 인 언어를 벗겨버린 언어의 구조를 구합니다.그 언어는

탈주 의 것이며,사물의 것이며,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말

하려는 욕망으로 가득 찬 어떤 견자 시론의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293)

-｢언어 탐구의 궤 ｣

따라서 탈장르의 상호텍스트성으로 상 이미지를 수용한 오규원 시의

창작 방식은 그 상 이미지가 그의 시세계에 걸쳐 인식론 ·미학 으

로 일 되게 추구되었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이처럼 오규원이

그의 시세계를 통하여 이미지 탐구의 궤 을 보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시에서부터 “견자 시론의 입장에 서”서 ‘해방의 이미지’를 추구

하 기 때문이었다.따라서 그는 시를 “쓰”는 것에서 나아가 “보”는 것으

로 악할 수 있었고,‘이미지’를 단순한 심상(心像)의 차원을 넘어서서 매

체의 차원에서 인식할 수 있었다.그 결과 오규원은 ‘화- 고-사진’이라

는 상 이미지의 스펙트럼을 지속 이고 일 되게 보여 수 있었다.

293)오규원·이 호 담,앞의 담,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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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히 밝 야 할 것은 상 이미지를 수용한 오규원

의 시 창작 방식이 한국 시문학사에서 유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경향은 모더니즘이나 포스트모더니즘의 여느 시인들에게서도 공통

으로 발견되는 상이었다.따라서 오규원 시의 창작 방식이 지닌 의의

와 독창성을 규명하기 해서는 오규원의 시와 다른 시인들과의 변별성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 ,오규원이 기시에서 수용한 화 기법이나 화 이미지 개

방식은 오규원에 의해 처음 시도된 것이 아니었다.한국 시문학사에서

화 기법을 시쓰기에 도입한 것은 서구 실주의 기류에 맨 먼 노출

되었던 1920-30년 모더니스트들이었다.일 이 승일이 1926년도 조선의

문화를 진단하면서 이미 “事實上 映畵는 說을 征服하엿다.”294)라고 선

언했을 정도로 당시 화는 시각 으로 가장 모던한 매체 다.따라서 승

일은 “ 說은 知識的-思索的이고 映畵는 視線 그것만으로도 能히 머리로

생각하는 思索 以上의 作用의 能力을 가”295)졌다는 을 화의 능력으로

악하 다. 한 이장희,정지용,김 균,김기림 등의 이미지즘의 시들과

이상의 실주의 시에서도 상을 카메라 시각으로 포착한 시가 얼마간

창작되었다.특히 이상은 그의 수필 ｢山村旅程｣에서 “活動寫眞?世紀의

寵兒―온갖 藝術 에 君臨하는 ‘넘버’第八藝術의 勝利”296)라고 말하며

고답 이고도 탕아 인 매력을 활동사진의 매력으로 평가하 다. 한 이

상은 이 수필에서 ‘카메라’‘따불 즈’‘후래슈빽’‘스틸’등의 화 언어를

사용하면서,297)자신이 “映畵 說 <白兵>을 執筆”하 으며 이 작품을 “映

畵時代라는 雜誌”에 실었음을 밝히고 있다.298)따라서 문혜원은 화의

기본 인 수법이나 장치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당시 이상이 가

졌던 화에 한 심에 주목한 바 있다.299)

294)승일,｢라듸오․스폿트․키네마｣, 別乾坤 제1권제2호,1926.12.,107쪽.김진송, 서울에 딴스

홀을 許하라 재 , 실문화연구,1999,185쪽.

295)승일, 의 ,107쪽.

296)이상,김윤식 엮음, 李箱문학 집 3 ,문학사상사,1993,110-111쪽.

297) 의 책,111쪽.

298) 의 책,232쪽.

299)문혜원,｢1930년 문학에 나타난 화 요소에 한 고찰｣, 국어국문학 115,국어국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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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모더니즘 시운동을 주도한 ‘후반기’동인의 김규동,박인환,조

향 역시 화에 한 지 한 심을 보여 주었다.그것은 과거 통과의

단 과 새로운 통의 수립이라는 후 모더니즘이 당면한 과제에 알맞게

화가 ‘후반기’시운동에 모던한 시 스타일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었

다.특히 시각 술인 화는 ‘후반기’동인들이 추구했던 이미지즘의 회

화 조형성에 한 감을 불러일으켰다.그 조향은 실주의

화의 방법론이었던 ‘자동기술법’과 ‘데뻬이즈망(dépaysement)’기법을 채

택하 고,시나리오 기법을 원용한 ‘화시(Ciné-Poéme)’라는 새로운 시

장르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들 모더니스트들의 화 인식은 부분 단순한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1930년 모더니스트들은 회화성을 강조하기 한 수단으로 카메

라 시각이나 화 원리를 빌렸던 것이고,1930년 모더니즘의 성과 에

서 출발한 1950년 모더니스트들 역시 조형 이미지즘과 시각 모던함

을 구 하고자 화 기법을 통한 형식 실험을 모색하고 있었다.1930년

나 1950년 나 이들 모더니스트들은 도시의 일상 인 삶과 풍경에서 시

가치를 찾고 기계화된 도시 문명 속에서 시 요소를 이끌어내는 과정

에서 화를 모던한 시각 매체로 보고 그것을 수용하 던 것이다.

반면에 오규원의 화에 한 인식은 이들 모더니스트와는 층 가 다른

것이었다. 기시에서부터 ‘해방의 이미지’를 지향하면서 ‘새로운 형식의

탄생,장르의 분화’를 모색한 오규원의 화 이미지와의 상호텍스트성은

카메라 시각이나 화 기법의 단순한 수용 차원이 아니라 화 매체가

갖고 있는 본질 특성의 수용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즉 오규원은

과학 기술의 세례로 작동되는 화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카메라

의 자유로운 시 으로 세계에 근할 수 있는 화 이미지와 상상력을 자

아를 표 하는 수단으로 이용하 던 것이다.그 결과 그는 무의식을 탐사

하기에 가장 합한 매체인 화를 통해 환상 이고 실 인 내면 세

계를 탐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으로만 본다면 오규원의 화 매체에 한 인식을 얼핏

1995.12.,3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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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주의자들의 그것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그러나 이승훈이

“1960년 의 포스트모더니즘이 본격 모더니즘이 아닌 다다이즘과 실

주의 속성을 드러냈”300)다고 지 하고,김동근이 “ 실주의의 자동기

술법과 괴의 미학이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의 기법과 많은 유사성을 가

졌다”301)라고 평가한 것으로 미루어 1960년 오규원의 화 이미지와의

상호텍스트성도 실주의나 모더니즘보다는 포스트모더니즘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이 더 온당할 것이다.더구나 Ⅱ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그의 장

시 ｢김씨의 마을｣은 라깡의 ‘거울 단계’에 나타난 시각 술 이론이나 들뢰

즈의 화 이론인 ‘시간-이미지’와 유사한 특성을 갖기 때문에,그의 화

매체에 한 인식을 포스트모더니즘의 층 에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오규원이 기시에서 보여 고 이미지의 수용 양상도 오

규원의 독창 인 방법만은 아니었다.이러한 창작 방식은 1980년 말 한

국 문단에 불어 닥친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시에서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다.황지우,이성복,장정일,유하,박남철,박상배,김 승,이윤택 등의

해체시에서도 패러디,콜라주,아이러니,알 고리,메타시 등의 기법을 보

여 주었다.이들 해체시 역시 통 인 시 장르의 형식과 의미를 괴하

고,풍자와 언어 유희로 정치 ·사회 부조리나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

을 비 하 으며,특히 텔 비 이나 시사물 등의 문화를 그 로 시

에 끌어와 콜라주하 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시사에서 메타시,패러디시,콜라주와 같은 방법론이 집

으로 등장하는 시기는 에서 보듯 1980년 말이었다.그러나 오규원은

메타시 특성을 1960년 말 그의 기시에서부터 보여 주었다.더구나

오규원은 패러디와 콜라주 기법의 시를 1970년 반부터 발표하 다.

따라서 이 호는 오규원과의 담에서 “80년 황지우 세 와 장정일 세

가 등장하기 이 부터 선생님의 시는 자본주의 체제와 언어에 한

가장 앞선 시 응을 보여 것”302)이라고 평가하 다.박남희도 오규

300)이승훈, 포스트모더니즘 시론 ,앞의 책,16쪽.

301)김동근,앞의 논문,373쪽.

302)오규원·이 호 담,앞의 담,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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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향이 “80년 시인들인 이성복,황지우,박남철,최승호,장정일 등

은 물론 이른바 90년 해체시를 지향하는 박삼순,이수명,함기석,신

림 등에 이르기까지 후 의 시인들에게 고루 미치고 있다.”303)라고 분

석하 다.물론 정끝별은 오규원과 황지우의 해체 경향에 해 “그러한

시 새로움은 시간에 의해 상투화되어 버린다는 험성을 내포하고 있

다.그러므로 패러디스트에게 새로움에 한 끊임없는 모색이라는 다

른 부담감을 안겨 소지도 있다.”304)라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 다.

그러나 정끝별이 우려한 80년 등장한 해체시인들과는 달리 오규원은

이러한 상 이미지의 수용을 70년 의 기시에서부터 후기시에 이르

기까지 일 되게 펼쳐 보 다.정끝별의 표 로 ‘시간에 의해 상투화’될

‘새로움’만을 추구한 이들 해체시인들과는 달리 오규원의 기시는 상

이미지를 일 되게 수용함으로써 ‘상투화’를 견뎌낼 수 있었다.그것은 오

규원이 텍스트와 이미지와의 상보성을 일 부터 간 하고 완고한 텍스트

심의 문자 사고에서 벗어나 감각 인 이미지 심의 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모색된 것이기 때문이었다.따라서 오규원은 정끝별의 우려와는

달리 “새로움에 한 모색이라는 다른 부담감”을 시인의 사명으로 받

아들여 후기시 ‘날이미지시’로의 이미지 갱신을 꾀했던 것이다.80년 해

체시인들의 새로운 기법들이 “통사 괴에만 한 면”305)을 보이다가 한

때의 유행으로 끝냈거나 새로운 시 형식을 찾지 못하여 통 인 서정시

의 세계로 회귀하 던 데 비해,오규원은 ‘날이미지시’라는 다른 이미

지의 세계를 창조하여 그의 이미지 탐구의 궤 을 완성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후기시 ‘날이미지시’역시 언어에서 념을 제거하기 해

이미지를 극 사용했다는 에서 동시 시인인 김춘수의 ‘무의미시’나

이승훈의 ‘비 상시’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 세 시인은 모두

언어에 한 깊은 심에서 출발하 다가 언어에 한 회의와 망에 부

303)박남희,｢오규원 시의 향 계 연구-이상,김춘수,김수 시와의 상호텍스트성을 심으로｣,

 숭실어문 19,숭실어문학회,2003,8쪽.

304)정끝별, 한국 시의 패러디 구조 연구 ,이화여자 학교 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 청

구논문,1996,169쪽.

305)이승훈, 포스트모더니즘 시론 ,앞의 책,87-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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딪 결국 념 해체와 의미 해체의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공통 을 갖고

있다.고정된 의미를 달하는 시의 차원을 넘어 변화하고 생성하는 시의

새로운 차원을 모색한 것이 무의미시’와 ‘날이미지시’와 ‘비 상시’다.따

라서 이들은 모두 의미 심의 시보다는 이미지 심의 시를 구 하고자

하 다.그것은 순수한 이미지일수록 고정된 의미를 지시하는 데서 벗어

나 변화를 내재한 세계를 더 잘 보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규원은 김춘수의 ‘무의미시’와 자신의 ‘날이미지시’의 차이 을

밝힌 바 있다.306)그에 의하면 첫째,‘무의미시’가 무의미를 지향하는 반면

에 ‘날이미지시’는 의미를 지향한다는 이다. 상도 의미도 주제도 없는

시가 ‘무의미시’인 반면에 사변화되거나 개념화되기 이 의 의미를 존재의

상에서 찾아내어 이미지화한 시가 ‘날이미지시’이다.둘째,‘무의미시’가

의미가 발생하지 않는 ‘서술 이미지’나 서술 언어 체계 속에서 이루어

지는 반면에 ‘날이미지시’는 인 성에 근거한 환유 언어 체계 속에서 이

루어진다는 이다.셋째,‘무의미시’가 주체 심의 심리 세계를 추구하

는 반면에 ‘날이미지시’는 반주체 심의 사실 세계를 추구한다는 이

다.결국 상도 없고 의미도 없는 ‘무의미시’는 그 세계가 심리 일 수밖

에 없고 념 인 측면에서 벗어날 수 없어 불투명성을 지니게 되지만,

‘날이미지시’는 상 즉 존재의 상을 인간 심 시각에서 벗어난 반주

체 심의 시선으로 이미지화하기 때문에 념이 은폐되지 않고 배제되어

투명성을 지니게 된다.

오규원의 ‘날이미지시’와 이승훈의 ‘비 상시’역시 상과 주체의 측면

에서 차이 을 갖는다.첫째,‘날이미지시’가 철 히 구체 인 상 심의

시임에 비해 ‘비 상시’는 상을 해체하므로 상을 아 갖고 있지 않은

시이다.따라서 이승훈은 자신의 시를 “어떤 상에 해서도 말하기를

포기한 시”307)라고 정의하 다.둘째,‘날이미지시’에는 주체나 자아가 개

입되지 않는 데 비해 ‘비 상시’에는 심리 실체로서의 주체와 자아가 개

306)오규원·이재훈 담,｢날이미지시와 무의미시의 차이 그리고 술｣,오규원, 날이미지와 시 ,

앞의 책,188-208쪽.

307)이승훈, 포스트모더니즘 시론 ,앞의 책,2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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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된다.‘비 상시’는 “ 상을 호 속에 넣고 난 다음의 세계,그러니까

자의식 혹은 자아의 심리 실체만을 노래한”308)시이다.셋째,‘날이미지

시’가 외부 세계에 한 객 묘사인 데 비해 ‘비 상시’는 상이 사라

진 후 주체의 무의식에 떠오른 환상을 좇아 그것을 이미지로 연결시킨 시

이다.따라서 김 오는 내면 세계에 한 주 묘사의 극단 309)로

김춘수의 ‘무의미시’와 이승훈의 ‘비 상시’를 들었던 것이다.

우선 두 사람이 함께 본 세잔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김춘수 시인이 본

세잔은 말년의 어떤 시기입니다.즉,생트빅투아르 산을 그린 작품이 그 구

상성을 잃고 추상화로 어드는 시기입니다.즉,색채가 구조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극 으로 보여주는 시기이지요.그러나 제가 본 세잔은 기의

념 작품이나 후기의 ｢ 목욕｣과 같은 유의 념 조작 흔 이 있는 작

품은 제외한 그의 작품입니다.즉 문학 인 는 상징 인 그림을 벗어난,

그림 그 자체일 뿐인 그의 작품들입니다.그 다음 김춘수 시인이 샤갈을

만나고 마르셀 뒤샹을 거쳐 잭슨 폴록의 액션 페인 과 만났지만, 는 고

흐를 만나고 뒤샹을 만나고 팝 아트 계열의 화가들과 만났습니다.김춘수

시인이 폴록 이후 어떤 화가와 만나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는

에드워드 호퍼,크리스티앙 부이에와 같은 새로운 리얼리스트들과 만났습

니다.310)

-｢언어 탐구의 궤 ｣

그러나 이와 같은 차이 만으로 ‘날이미지시’가 ‘무의미시’나 ‘비 상시’

와 차별화되는 것은 아니다.특히 김춘수의 ‘무의미시’도 회화와의 상호텍

스트성 속에서 모색된 이미지 심의 시 다.그러나 의 인용문에서 보

듯 김춘수는 ‘후기의 세잔-샤갈-마르셀 뒤샹-잭슨 폴록’의 “내면에 충실

한 그림”311)을 찾고 있었다.반면에 오규원은 ‘기의 세잔-고흐-마르셀

뒤샹-팝아트 계열의 화가-에드워드 호퍼,크리스티앙 부이에’로 이어지는

308) 의 책,260쪽.

309)김 오, 시의 해부 ,새미,2009,193쪽.

310)오규원·이 호 담,앞의 담,38-39쪽.

311) 의 담,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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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 

<생트 빅트  산> 그림 17-앤  워 ,

<다  개  크 병> 

그림 18-크리스티앙 에, 

<事物  간  생각한다>

‘리얼리스트들’을 통해 “문학 인 는 상징 인 그림을 벗어난,그림 그

자체”를 추구하 다.이처럼 시각 이미지의 수용 차원에서 그리고 수용

한 시각 이미지의 투명성 정도에서 ‘무의미시’와 ‘날이미지시’는 서로 차

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오규원의 ‘날이미지시’가 이들 시와 달리 독창성을 갖는 것은 그

이미지가 스트 이트 기법의 사진 이미지로 제시되었기 때문이다.앞서

말했듯 사진 술은 1970년 부터 미술에서 본격 으로 부각되기

시작하 다.그것은 모더니즘의 탈규범화 과정에서 사진이 요한 매체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특히 사진은 인덱스라는 본질 특성에 의해 기록

성을 갖기 때문에 포스트모더니즘에서 극 수용된 매체 다.따라서 포

스트모더니즘의 개화와 함께 사진은 과거 회화를 모방해 오던 습에서

벗어나 기록이라는 통 역할을 스스로 문제 삼게 되었고,회화에서는

이러한 사실주의 인 사진 기법을 수용하기 시작하 다.오규원 역시

사진을 “실존 으로 다시는 되풀이될 수 없는 것을 기계 으로 재생”312)

시킨 것으로 보고,이 ‘되풀이될 수 없는’지시 상의 일회 성격을 기

계 으로 재생시켜 존의 세계를 보여 주는 사진을 자신의 시 창작 방식

으로 수용하 던 것이다.오규원은 “‘존’은 그러므로 구체 상으로부

터 나온 것”313)임을 믿었기 때문에,사물과 세계를 사진 이미지를 통해

직 보여 수 있었다.

312)오규원, 날이미지와 시 ,앞의 책,69쪽.롤랑 바르트, 카메라 루시다 ,앞의 책,12쪽.

313)오규원, 의 책,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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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에서 오규원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자장 안에서 시세계를 펼쳐

온 시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그러나 그동안 오규원의 시는 부분 모더

니즘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박혜경의 말처럼 모더니즘이 “길들여진 언

어,혹은 형식의 괴를 통해 자동화된 리 사회의 벽을 안에서 허무

는”314)특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기성 도덕과 통에 반기를 드는

아방가르드 경향을 띤 오규원의 시 역시 당 사조 던 모더니즘 차원

에서 평가되었던 것이다. 기시의 디메이드나 콜라주 기법 역시 다다

이즘이나 팝아트와 유사하다는 때문에,그동안 많은 비평가들은 오규

원의 시를 모더니즘의 범주에서 평가하 다.

그러나 20세기 술에 획기 인 환 을 마련해 아방가르드나 다다

이즘의 기본 정신이 부분 포스트모더니즘 술에서 재 되고 있다는

에서 오규원의 기시와 기시 역시 포스트모더니즘의 역에서 재평가

되어야 한다.오규원이 기시에서 무의식의 내면 세계를 탐구한 것은

4·19직후의 이념 편향 분 기에서 벗어나고자 한 탈근 주체 의식

의 소산이었다.이것은 곧 탈역사화와 탈이념화를 지향하여 거 서사를

해체하고 미시 서사에 가치를 둔 탈근 사유와 동일한 것이었다. 한

그의 기시에 나타나는 메타시 특성도 포스트모더니즘 기법으로 보

아야 한다.그것은 메타시가 시와 비평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는 에서

장르 해체 특성을 띠기 때문이다.더구나 오규원은 기시에서 시인 이

상을 패스티쉬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의 시 특성을 보여 주었다.풍자나

비 의 동기를 갖는 패러디를 모더니즘의 기법으로 보고 풍자나 비 의

목 이 없는 패스티쉬를 포스트모더니즘 기법으로 보는 례에 의하면,

시인 이상에 한 풍자나 비 이 없다는 에서 오규원의 기시는 패스

티쉬 기법으로 악되어야 한다.

더구나 오규원의 기시가 보여 드메이드 기법도 포스트모더니즘의

한 양상으로 보아야 한다.김 오는 통 인 인유와는 달리 일상 생활에

서 인용한 드메이드를 “실험시, 시의 한 양상으로”보고 그것을 포

스트모더니즘의 특성으로 악한 바 있다.315) 한 인간 심주의의 해체

314)오규원·김동원·박혜경 담,앞의 담,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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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환유 언어 체계를 표방하는 오규원의 ‘날이미지시’는 주체와 심을

해체하고 기표 심의 환유 논리를 내세운 포스트모더니즘의 한 국면에

있는 시 인식이었다.따라서 이 호는 “‘인간 심주의’비 은 90년

이후의 ‘포스트’담론과 ‘생태학’ 문제의식과 연 될 수 있”고,“‘환유

언어체계’의 문제 역시 ‘포스트구조주의’의 담론과 연 지을 수 있”316)다

고 밝힌 바 있다.

결국 기시에서부터 다양한 포스트모더니즘 기법을 보여 오규원이

화, 고,사진의 상 이미지를 시세계를 통해 일 되게 수용한 것

은 그를 포스트모더니즘의 선구 이고 독보 인 시인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오규원이 매체 변동기의 시 상황을 견하여 논리 인 문

자 언어에서 감각 인 상 언어로의 ‘새로운 형식의 탄생’을 실천한 것은

상 매체가 확산시킨 문화 상을 직시하고 새로운 술 양식을 탐색한

포스트모더니즘 작가들의 경향을 표할 만한 것이었다.

특히 오규원이 사진 이미지에 해 주목했다는 에서 그의 포스트모던

사유 체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앞서 살펴보았듯이 그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끈 매체가 바로 사진이기 때문이다.최근 철학은 사진

을 근간으로 개되어 왔고,이러한 인식 환은 미술로 확산되었

다.사진은 탄생 기에서부터 회화의 시녀에서 벗어나 술이 되기 해

오랫동안 분투해 왔다.그러나 입체 로부터 최근의 개념미술(conceptual

art)이나 하이퍼리얼리즘(hyperrealism)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회화가 사진

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다.오규원은 이러한 미술사 동향을

시각 민감성과 정확한 매체 인식으로 포착해 내어 ‘날이미지시’에 사진

이미지를 과감하게 도입하 던 것이다.

따라서 ‘날이미지시’에 수용된 사진 이미지의 특성이 갖는 의의는 세계

사진사의 상황과 맥락에 비추어 볼 때 보다 분명해진다.사진의

역사를 보면,최근 사진은 독일의 유형학 사진(typology)으로 한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사회와 역사와 문화에 한 철 한 통찰에서 출발

315)김 오, 시의 해부 ,앞의 책,195쪽.

316)이 호,｢투명성의 시학-오규원 시론 연구｣,앞의 논문,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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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허 ,

<공  탄 지  건축물>

그림 20- 허 , < 수탑>

한 이들 유형학 사진은 카메라의 본질 속성을 그 바탕으로 한다.따

라서 기록 이고 자료 이고 객 인 성격과 가치 립 이고 몰개성 이

고 반심미 인 경향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한 유형학 사진은 사

물의 본질을 드러내기 해 정면성과 평면성을 그들 작업의 일 된 방법

론으로 삼고 있다.독일 유형학 사진의 토 를 마련하여 ‘베허 학

(Becherschool)’를 이끌고 있는 베허 부부(BerndandHillaBecher)의 사

진이 그 표 인 경우이다.

따라서 오규원의 ‘날이미지시’가 추구하는 시 특성 역시 최근 세계사

진사의 흐름과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사물을 있는 그 로 묘사하

는 ‘날이미지시’도 객 이고 가치 립 이라는 에서 이들 유형학 사

진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한 주체의 시선을 최소화하고 장식과 수사를

제거한 ‘날이미지시’역시 이들의 몰개성 이고 반심미 경향과 일치한

다.더구나 ‘날이미지시’가 보여 정면성과 평면성 역시 유형학 사진에

서 일 되게 강조하 던 시각이다.이 듯 이들은 표 매체만 달리하

을 뿐,인간 심주의 시각을 해체하여 사물의 상을 투명하게 보여

다는 에서 동일한 인식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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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규원 시의 창작 방식을 포스트모더니즘 기법과 련하여 언

할 때 유념해야 할 것은 오규원의 시가 보여 탈근 주체 인식과

실험 이고 인 기법들이 서구 추수 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한때 우리 문학에는 맹목 이고 무분별한 서구 모방과 이식으로 등장한

일부 ‘신세 작가들’에게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상표를 붙여 이 있었

다.그러나 이러한 모방과 이식과는 달리 오규원이 성취한 포스트모더니

즘은 그의 시를 그의 삶에 일치시키고 몸소 ‘시를 살면서’체화된 것이었

다.그의 기시는 4·19세 로서의 탈근 주체 인식으로부터 출발하

고, 기시는 태평양화학 홍보실에서의 자본주의 체득으로부터 심화되

었으며,후기시 ‘날이미지시’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연 속에 거처하는 동안

완성된 것이었다.따라서 오규원이 “외국의 이론에 의거한 모더니즘과 포

스트모더니즘의 구분으로 이런 유형의 시를 분류한다면 80년 의 한국의

시는 그 어느 쪽도 만족시킬 수 없는 독특한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

.”317)라고 말한 것처럼,무조건 그의 시를 외국의 이론에 의거하여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범주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오히려 오규원의 포스트모더

니즘 기법은 시세계의 노정을 걸쳐 도달한 그 독창성과 독자성으로 서

구 추수 인 우리 문학을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해 다는 에서 그 의의

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 기법을 심으로 하여 탈장르의 상호텍스트성을

지향한 오규원 시의 창작 방식이 갖는 가치를 그것이 일방 인 모방이나

맹목 인 수용이 아니라 끊임없는 반성과 모색과 실험에 의해 이루어진

‘자생 이론’이라는 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오규원은 세계에 새로운 구

조를 부여하는 사람만을 술가로 부를 수 있다는 메를로 티의 말을 빌

려,“독자 인 새로운 시학과 그 체계를 갖추어야 진정한 문학이 그곳에

살아 있을”318)것이라고 단언하 다.그리하여 오규원은 그 ‘세계에 새로

운 구조를 부여하’기 하여 하나의 세계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세계로

의 부단한 자기 갱신을 거듭해 왔다.

317)오규원,｢후기산업사회에 있어서의 문학의 상-한국 특수성과 문학 응｣,앞의 ,36쪽.

318)오규원·이 호 담,앞의 담,35쪽.



- 230 -

한때는 자신의 고시가 재해석을 가한 시319)이고 ‘날이미지시’도 은유

나 의미화를 지향하는 시320)이며 ‘시간 순차성’을 지닌다는 에서 ‘날

이미지시’는 사진과 다르다는 321)을 강조하 던 오규원이었지만,그는

부단한 자기 갱신에 의해 차 은유를 버리고 환유로 이행해 오면서 ‘시

간 순차성’에서 벗어난 정지된 사물을 ‘최소 사건과 최소 언어’로 완성

시켜 놓았다.그리하여 오규원은 그의 말 로 “세계란 존재의 차원에서는

가득 차 있고,의미의 차원에서는 텅 비어 있”322)는 것이기에,한 장의 사

진처럼 보여 주기만 할 뿐,“아무 것도 말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말하

는 시”323)를 유고 시집으로 남겨 둘 수 있었다.

그리하여 탈장르의 상호텍스트성을 바탕으로 상 이미지를 그의 시 창

작 방식으로 수용한 오규원은 ‘독자 인 새로운 시학과 그 체계’를 완성할

수 있었다. 한 이성과 논리에 의해 념화되고 도구화된 언어를 해체하

여 ‘해방의 이미지’를 실 할 수 있었다.그 결과 주체와 이성과 합리성의

근 사유에서 벗어나 탈근 사유가 지향하는 개방성과 다원성과 해

체성의 미학을 보여 수 있었다.따라서 김용직이 “ 술의 궁극

목 은 기성의 제도나 굴 를 벗어 던지는 일 그 자체보다도 그를 통해

정신을 근원 으로 활성화시키려는 데 있”324)다고 말하 듯이,‘견자 시

각’으로 ‘해방의 이미지’를 모색한 오규원의 시는 한국 시문학사라는

정신의 장을 근원 으로 활성화시킨 ‘독자 인 시학’이자 ‘ 술’이 될

수 있었다.

319)오규원은 “ 는 모든 경우에 내 나름 로의 해석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요.”1)라고 하면서,자신

의 고시가 그냥 옮겨놓기만 한 시가 아니고 재해석을 가한 시임을 강조하 다.(오규원·김동원·

박혜경 담,앞의 담,25쪽 참조.)

320)오규원은 “나는 언어가 의미를 떠날 수 있다고 믿고 있지 않다(주변축에 은유를 두는 까닭도

그 때문이다).그러므로 분명히 나도 의미화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말하며,‘날이미지시’가 은유

와 의미를 폐기하는 시로 오해되는 것에 해 해명하 다.(오규원, 날이미지와 시 ,앞의 책,

108쪽 참조.)

321)오규원은 “시간 순차성을 그림이나 사진은 표 하기 어렵다.시에서는 가능한 이 시간의 순

차성이 ‘살아 있는 상’의 구 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말하며,‘날이미지시’와 사진의 차이 에

해 언 하 다.( 의 책,79쪽 참조.)

322)오규원,｢ 장의 시읽기-주변과 심 2｣, 시학 , 시학사,1997.3.,141쪽.

323)오규원, 날이미지와 시 ,앞의 책,218쪽.

324)김용직, 한국 시사 1 ,한국문연,1996,4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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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결론

본 논문은 오규원 시의 창작 방식을 포스트모더니즘 기법을 심으로

살펴 으로써 오규원이 지향한 시세계를 규명하는 데 그 목 을 두었다.

그것은 기시에서부터 ‘해방의 이미지’를 지향하면서 ‘새로운 형식의 탄

생,장르의 분화’를 기획하 던 오규원이 탈장르의 상호텍스트성으로 상

이미지를 수용하여 한국 시문학사의 장을 더욱 범 하고 역동 인

것으로 활성화시켰기 때문이었다.따라서 본 논문은 언어에 한 회의와

반성에서 출발하여 이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거듭 갱신해 온 결과 ‘화

- 고-사진’이라는 상 이미지의 스펙트럼을 보여 오규원 시의 이미지

탐구의 궤 을 확인하 다.

이 과정에서 본 논문은 먼 , 상 이미지를 창작 방식으로 수용하게

된 오규원 시의 인식 환과 변모 양상의 동인에 주목하 다.다음으로,

화, 고,사진이라는 각 시기별 상 장르의 특성과 오규원의 개별 시

편과의 상호 련성을 분석하고 그 의미 양상과 미학 특성을 악하

다.

그 결과 오규원의 기시가 1960년 4·19세 로서의 탈근 주체

의식에서 출발하여,문자 언어가 지닌 념성과 추상성에 한 회의와 새

로운 언어의 ‘상 실험’의 과정에서 화 이미지와의 상호텍스트성으로

환상 이고 실 인 자아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 음을 알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오규원 기시의 수사의 심축에 있었던 은유 체계가 화

의 몽타주 기법과 유사하고,연작시와 장시에서 보여 서사 장면 개

방식이 화의 서사 구조와 유사하며,그의 기시에 카메라의 ‘’기법

을 비롯한 다양한 화 매커니즘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하 다.

기시는 1970년 반 한국 후기산업사회의 문화 징후를 배경으로

출발하여,일상 언어와 일상성을 발견하고 언어의 념은 물론 통

서정시와 순수시 장르를 해체하 음을 알 수 있었다.특히 TV 고가 자

본주의 사회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매체임을 인식하고, 고 언어에

의해 오염되고 타락한 언어 실을 비 하기 하여 고 카피와 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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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를 시의 문맥에 차용하 음도 알 수 있었다.물론 팝아트의 디메이

드와 콜라주의 고상품시로 소비 사회를 경화함으로써 산업 문명과 물

신 사회에 항하 다는 사실도 확인하 다.

후기시 분석에서는 주체와 이성 심의 근 사유 체계에 한 근본

인 반성에서 창안된 ‘날이미지시’가 카메라의 시각을 수용함으로써 인간

심주의 시각 체계인 원근법을 해체하고 공간 인 성에 의한 환유 체

계로 공존하는 자연 상을 묘사하 음도 알 수 있었다.특히 즈의 묘

사력과 카메라의 사실성을 표 원리로 삼는 스트 이트 기법의 사진 이

미지를 수용한 ‘사실 날이미지’로 자연 상을 묘사함으로써 사물을 ‘날

것’그 로 생생하게 살아 있도록 해방시키고 존재의 평등성을 회복시켰

다는 사실도 확인하 다.

그러나 본 논문은 각 매체가 보여 의미 양상보다 오규원의 상 이미

지가 보여 미학 특성과 그의 시세계를 규명하는 데 더 주력하 다.

특히 오규원이 지향한 시세계가 포스트모더니즘의 미학 특성과 동일한

차원의 세계 인식임을 밝히고자 하 다.그 결과 그의 기시가 인과율과

확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근 사유의 폐쇄성에서 벗어나 화 이미지의

‘무딘 의미’개념이 보여 주는 우연성과 불확정성의 탈근 사유를 토

로 개방성을 지향하 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기시에서는 ‘게슈탈

트’형태심리학이나 팝아트의 본질이 다원성의 추구에 있음을 제하고,

팝아트의 디메이드와 콜라주 기법으로 고 이미지를 차용한 고상품

시가 ‘게슈탈트’ 시각으로 다원성을 지향함으로써 상품 논리에 의해 획

일화된 자본주의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가진 총체성에 항하 음을 밝

보았다.후기시 ‘날이미지시’에서는 바르트의 ‘푼크툼’의 개념을 통해 주체

심주의 시각을 해체하여 ‘최소 사건과 최소 언어’로 ‘텅 빈 의미’만을 남

겨 둔 ‘날이미지시’가 시의 의미와 형식은 물론 작가까지 해체함으로써 독

자에게 그 의미와 해석을 이양한 해체성의 세계 인식을 보여 주었음을 밝

내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오규원이 지향한 시세계와 포스트모더니즘의 미학

특성으로 미루어 오규원 시의 창작 방식의 의의를 찾고자 하 다.그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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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화- 고-사진’이라는 상 이미지의 스펙트럼을 보여 그의 시 창

작 방식이 시세계에 걸쳐 인식론 ·미학 으로 일 되게 추구되어 왔

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았다. 한 이러한 탈장르의 상호텍스트성으로

상 이미지를 수용한 그의 창작 방식이 시세계에 걸쳐 포스트모더니

즘의 자장 안에서 펼쳐졌다는 에 의의를 두었다.물론 그가 수용한 포

스트모더니즘 기법은 서구 추수 인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몸소 체득

되어 끊임없는 반성과 모색과 실험에 의해 이루어진 ‘자생 이론’이었다는

데 그 가치를 두었다.

결국 이러한 오규원의 모든 시학 , 술 비 이 요한 것은 그의

시세계가 결국 ‘해방의 이미지’와 열린 사회를 지향하 기 때문이다.물론

그가 해체성을 지향한 것은 술의 세계가 열린 실임을 입증하고자 한

것이었다.그는 념과 이데올로기에 의해 억압된 문자 언어의 표 에

지를 해방시키기 해 상 이미지를 발견하 고, 통 순수시와 서정시

장르의 세계와 자아와의 동일성을 해체하기 해 탈장르의 상호텍스트성

을 수용하 던 것이다.이로써 작품에 한 작가의 해석과 단을 배제하

고 그 의미와 해석의 공간을 독자에게 이양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 오

규원의 해체성은 인간 세계나 자연 세계 역시 열린 세계임을 입증하고자

한 것이었다.그리하여 억압된 인간과 사물의 타자성을 옹호하기 해 인

간 심주의 시각을 해체한 ‘날이미지시’를 창안하여 사물을 ‘날것’그 로

해방시키고 존재의 평등성을 회복시킬 수 있었다.

이처럼 근 가치의 모든 도그마를 해체하고 세계의 다원 질서를 복

원하기 한 오규원의 ‘해방의 이미지’는 탈장르의 상호텍스트성으로 상

이미지를 수용한 그의 창작 방식을 통하여 실 될 수 있었다.즉 오규원

은 감성과 개성과 상상력을 시하는 상 이미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진함으로써 이성과 보편성과 확실성의 논리에 의한 언어 규범과 질서

를 해체할 수 있었다.그것은 그가 감각 질료인 이미지를 통하면 념

화되고 도구화된 언어가 상상력이라는 본질 인 시 정신을 가진 언어로

환원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한 획일 인 ‘’을 극복한 감

각 인 ‘’이 감각 이고 다원 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해 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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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이러한 상 이미지의 발견은 오규원이 지닌 정확한 매체 인식과

문화 술사 안목에서 비롯되었다.그는 상 이미지가 문화를 이

끌고 있는 매체 특성과 매체 변동기의 시 상황을 ‘견자 시각’

으로 견하여 시와 이미지의 차원을 문자 언어와 상 언어,문자 매체

와 상 매체,문자 문화와 상 문화의 차원으로 확장시켜 그 통섭과 융

합을 시도하 다.

나아가 오규원은 상 문화가 지배 인 문화로 등장한 오늘날의 문화

상을 직시하고 상 이미지를 수용한 시뿐만 아니라 직 촬 한 사진

으로 포토 에세이를 발표함으로써 텍스트를 상 미학의 차원으로 확 시

켰다.이것은 그가 술과 문화의 가치를 문자 문화와 상 문

화의 변모 양상과 결합 양태에서 찾았기 때문이었다.이로써 오규원은

상 이미지의 통합 상상력이 이성과 감성을 모두 포 하는 감각 인

미학을 낳는다는 사실을 보여 수 있었다.즉 상 문화가 주도 문화

로 자리 잡은 오늘날 술과 문화의 가치가 복합 이고 이질 이고 다원

인 특성에 있음을 보여 주었던 것이었다.

그리하여 본 논문 역시 과거 문학 이론 심의 문학 연구에서 벗어나

화, 고,사진 등 상 이미지 이론을 심으로 상호텍스트 연구를

시도하 다.그것은 언어가 지닌 념을 극복하기 하여 이미지를

탐구했던 오규원의 시 이상에 부응하기 해서 다. 한 텍스트와 이

미지의 긴 한 상 계를 보여 오규원과 마찬가지로,본 논문 역시

이미지 자료를 병행하여 난해한 의미와 개념을 쉽고 투명하게 시각화하고

자 하 다.그것은 자신이 념 허 성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필생의 시작 활동을 념의 극복과 ‘해방의 이미지’의 실 에 바쳤던

오규원의 시세계를 규명하는 연구자가 취해야 할 자세이며,이러한 연구

가 곧 오규원 연구의 가치 있는 성과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었

다.그리하여 본 논문은 장르 간 경계를 허물고 그것을 넘나드는 학제 간

비교 연구가 부족한 문학 연구 상황에서 통섭 학문으로의 지평을 확

했다는 데 그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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