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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提要】

鄭敏은 《詩集(1942~1947)》, 《 覓集》, 《心象》, 《早晨, 我在雨裏采花》, 《鄭敏

詩集(1979~1999)》 등 500여 수가 넘는 다량의 시를 창작한 시인이다. 이들 鄭

敏의 작품에는 생명존재에 대한 철학적 사유과정이 고도의 집중력을 지닌 채 구현

되어 있다. 존재는 시공간과 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에 본 논문에서는 鄭敏의 시

공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그의 존재론적 세계관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시인

의 시간사유는 대체로 현존재의 자각을 통한 영속성으로, 공간사유는 물아일체의 

역사성으로 귀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현대시에 철학적 사유를 시로 형상

화한 작품이 적지 않지만, 鄭敏은 시공간 탐색을 통해 존재의 생명의미를 낙관적으

로 해석함으로써, 굴곡의 중국현대사를 위로 혹은 치유하고자 하는 시인 나름의 역

사적 태도를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鄭敏의 시세계는 문학의 정치적 성향

과 미적 성취도와는 별개로 동시대 시인들과는 다른 그만의 시적 특질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 경기대 중문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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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중국현대시인 가운데 문학 생애 내내 철학의 사유과정을 심미적 이미지로 형상화

한 시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鄭敏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철학을 밤길 인

도하는 등으로, 시를 신체가 놓여 있는 거주지｣1)로 각각 비유하면서, ‘철학자와 시

인’의 동질적 관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지닌 시인이다. 이러한 鄭敏의 시세계는 

시대적 저항의식 속에서 존재자의 고독과 절망을 표출했던 그의 스승 馮至와 비교

해 볼 때 낙관적이고 밝은 색조를 지닌다. 鄭敏의 이러한 ‘시적 코나투스Conatus’

는 존재에 대한 탐색 과정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연유에서인지 중

일전쟁, 국공내전, 중화인민공화국수립, 문화대혁명, 천안문사태 등 일련의 중국현

대사를 겪으며 정치적 파고 속에서 힘들어 했던 여타 작가들과는 좀 다른 결이 느

껴진다.2) 문화대혁명 종료 이후 九葉詩派 시인들이 복권되면서 鄭敏도 본격적인 

시 창작활동을 재개하는데, 그의 왕성한 시작 활동과 시에 대한 낙관적인 열정은 

민족의 운명을 마주하면서도 역사는 전진한다는 희망을 견지했던 牛漢을 연상시키

기도 한다.3) 

鄭敏의 본명은 王敏으로 1923년 베이징 관료집안에서 태어났으나 가세가 기울

자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이모 내외를 양부모로 삼아 그 밑에서 성장했다. 

鄭敏은 1939년 西南聯大 재학 시절 馮友蘭, 湯用彤 등을 통해 철학적 영향을 받

았고4), 聞一多, 沈從文, 馮至 등의 수업을 들으며 문학적 소양을 갖추게 되었

 1) 鄭敏, 《詩歌 哲學是近隣: 結構-解構詩論》,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 20쪽 참조.

 2) 公劉는 鄭敏의 시가 九葉詩派 시인 중 현실주의적 색채가 가장 적은 시인이라고 평가

(公劉, <九葉集的啓示>, 王聖思選編, 《九葉詩人評論資料選》, 上海: 華東師範大學出

版社, 1996, 6쪽에서 재인용 참조)한 바 있고, 鄭敏 자신도 <遮蔽 差異-答王偉明先

生十二問>에서 ｢九葉詩派｣에는 진보적 시인과 소자산계급 시인 이렇게 둘로 나뉘는데 

자신은 후자에 속한다고 말한 바 있다. (張玉玲, 《走進鄭敏》, 曲阜師範大學碩士學位

論文, 2003, 17쪽 참조)

 3) 鄭敏과 牛漢 모두 시와 삶에 대한 긍정적인 열정이 가득한 시인들이었다는 점, 굴곡의 

중국현대사를 살아오면서도 낙관적 세계관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다량의 시를 창작했

다는 점에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牛漢의 경우 현실의 시대를 온몸으로 관통하며 그것

을 시적 질료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鄭敏의 경우 개인의 사적 체험 대신 관념적인 사유

로 시대를 관통해왔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4) 鄭敏, 《詩歌自傳(一)悶葫 之旅, 詩歌 哲學是近隣: 結構-解構詩論》, 北京大學出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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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 이후 1948년 미국으로 가 존 던John Donne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955년 귀국하여 교재 연구 등에 종사하며 시를 창작했던 학자시인이다.6)

그는 1943년 <이브닝 파티晩 >(《明日文藝》) 발표를 시작으로 시집 《詩集

(1942~1947)》, 《 覓集》, 《心象》, 《早晨, 我在雨裏采花》, 《鄭敏詩集(1979~ 

1999)》 등을 출판하며 대략 500여 수가 넘는 시를 창작한 다산 작가이기도 하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 작품 중 《詩集(1942~1947)》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신

시기 이후에 창작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그가 거의 50세 중반의 나이에 복권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왕성한 창작활동을 했는지 반증한다. 이러한 그의 작품은 시

기별7)로 시적 변화를 보이고 있긴 하나8), 전반적으로 볼 때 그의 시들은 생명의

식, 즉 존재에 대한 사유를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이것은 그

의 성장배경9) 및 철학전공과도 관련이 깊겠으나, 다소 조심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보자면 그의 이러한 시적 행보를 중국현대사의 시대적 굴곡을 극복하고자 했

던 그만의 독특한 하나의 시적 태도로도 읽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社》,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 徐姸外, <哲學如何生成了鄭敏詩歌>, 《鄭州大學

學報》 第39卷 第3期 2006年5月, 117쪽 재인용.

 5) 徐姸外, <哲學如何生成了鄭敏詩歌>, 《鄭州大學學報》 第39卷 第3期 2006年5月, 

117쪽 참조.

 6) 張玉玲, 《走進鄭敏》, 曲阜師範大學碩士學位論文, 2003, 4-5쪽 참조.

 7) 鄭敏은 자신의 시 창작 생애를 1940년대 탐색기, 1979~1985년 조정기, 1985년 이

후를 성숙기로 분류한 바 있다. (張玉玲, 《走進鄭敏》, 曲阜師範大學碩士學位論文, 

2003, 5쪽 참조)

 8) 1940년대 《詩集(一九四二~一九四七)》의 경우 구도적인 자세로 절제된 미적 세계를 

추구하였다면, 1970년대 말 이후 창작한 《 覓集》은 자유롭게 시를 창작할 수 있다는 

기쁨에 1940년대 작품들보다 활발하고 낙관적인 경향을 보인다. 1990년대 《心象》의 

경우 시적 이미지에 좀 더 치중하고 있으며 도시문명에 비판적인 작품도 보인다. 또한 

1986년 미국 방문 후 데리다Derrida 해체주의 영향을 받으면서 무의식의 흐름 등 포

스트모더니즘 경향을 보이며 난해하면서도 단순하며 때로 반복적이기까지 한 경향도 나

타낸다. 아울러 대중의 시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기 위해 시형식도 중요하게 생각하여 

具象詩 등 실험적인 시를 창작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면 다시 관조적

인 시적 세계로 회기 한다. (張玉玲, 《走進鄭敏》, 曲阜師範大學碩士學位論文, 2003, 

17쪽-18쪽 참조)

 9) 鄭敏은 어렸을 때 광산업에 종사하는 아버지를 따라 河南의 산간벽지에 거주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적막한 분위기를 체험했다고 말한 바 있다. (鄭敏, 《鄭敏文集詩歌卷》

下,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12, 76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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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년 90세 중반의 현역 작가인 鄭敏이 차지하는 중국현당대시문단 내에서의 역

량이 적지 않아, 중국문학계에서 그의 시와 시학에 관한 연구논문이 지속적으로 많

이 나오고 있다. 그 연구 방향은 대체로 鄭敏 시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인 생명

의식과 관련된 것들10)이지만, 이외에도 鄭敏의 시를 릴케Rilke, 데리다Derrida 

등의 수용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 논문들11), 鄭敏의 문화보수적 관점에서 그의 

시세계를 분석한 논문들12), 九葉詩派 한 성원으로서의 鄭敏13), 鄭敏의 詩論14), 

언어관에 대해 연구한 논문들15) 등 다양하다. 국내의 경우 황지유가 발표한 여러 

편의 鄭敏 관련 논문16) 등이 있으나, 국내의 鄭敏에 대한 관심은 중국문단 상황에 

견주어 볼 때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 연구 성과를 바탕

으로 鄭敏 시세계를 나름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그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외

연을 확장하는데 다소나마 일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철학적 사유를 시로 응축해 형상화한 중국현대시 작품들은 적지 않지만 鄭敏의 

철학에 기반을 둔 시적 세계가 독특한 점은, 그의 철학에 대한 고도의 집중성과 그 

과정에서 파생되어 나온 그의 우주론적인 혹은 역사적인 시공간관과도 일정정도 관

련을 맺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는 시종일관 관조적인 사유의 자세로 철학적인 집중

을 유지한 채, 존재의 생명의미를 시간사유와 공간사유의 틀로 풀어가면서, 질곡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인 나름의 역사적 태도와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다. 이러한 그의 시적 성향이 동시대 시인들과는 좀 다른 결의 분위기를 연출한 것 

같다.

10) 孫其香, 《論鄭敏的生命詩學》, 山東師範大學碩士學位論文, 2007 외 다수.

11) 張桃洲, <從裏爾克到德裏達——鄭敏詩學資源的兩翼>, 《徐州師範大學學報》, 北京: 首

都師範大學中國詩歌硏究中心, 2007.7 외 다수.

12) 錢曉宇, 《鄭敏詩歌 郑中國傳統文化》, 湖南師範大學碩士學位論文, 2004 외 다수.

13) 崔娟, 《鄭敏 陳敬容詩歌創作比 硏究》, 江 師範大學碩士學位論文, 2014 외 다수.

14) 李琳, 《鄭敏詩學理論硏究》, 雲南師範大學碩士學位論文, 2014 외 다수.

15) 張琰, 《鄭敏的詩歌語 觀》, 華中師範大學碩士學位論文, 2008 외 다수.

16) 황지유의 鄭敏 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具象詩를 중심으로 연구한 <中國 現代 實驗詩 

 — 신시기 鄭敏시를 중심으로>(《중국인문과학》 제56집, 중국인문학회, 2014.4), 

鄭敏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鄭敏의 시적 행보를 정리한 <回憶⋅詩歌⋅現代性 — 郑
敏诗人访 录>(《중국현대문학》 46號, 2008.9), 鄭敏의 1940년대 시의 현대성을 고찰

한 <四十年代現代性詩歌追求的一个典范 — 鄭敏初期詩硏究>(《중국현대문학》 35號, 

2005.1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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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이에 주목하여 鄭敏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철학적 사유과정을 토대로 그

의 시세계 일면을 고찰하고자 한다. 鄭敏시의 생명의식에 관한 논문들은 적지 않지

만 시공간 개념을 중심으로 그의 시세계를 분석한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과, 鄭敏 

작품이 아직은 국내에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관점으로 소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고의 연구과정은 나름의 의미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사

실 시간과 공간을 분리하여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부득이하게 분석상의 

편의를 위해 그것들을 나누어, 시인의 시간관과 공간관의 특징이 무엇이며, 아울러 

시인은 그러한 시공간관을 통해 궁극적으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탐색해 보도록 하겠다. 요컨대 시인의 ｢깊은 밤 시공의 거울 앞에서/ 나누었던 자

기와 자기의 대화17)｣의 노래를 들어보고, 그 ｢대화｣의 내용과 그것이 갖는 의의 

및 한계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Ⅱ. 재로 속되는 시간

시간에 대한 정의는 무수히 많다. 사전적인 정의만 보더라도 ｢어떤 시각에서 어

떤 시각까지의 사이｣18) 등을 비롯하여 무려 10여 가지나 된다. 이외에도 라이프니

츠Leibniz는 시간을 ｢같은 시간대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의 순서｣라고 우아하게 정

의하였고, 울프Wolfe는 ｢시간이 인간의 정신에 내재한 기이한 요소에 일단 자리하

게 되면, 오십 배, 백배로 그 물리적인 길이가 늘어나기도 하고, 단 1초로 묘사될 

수도 있어 시계의 시간과 마음의 시간 사이에 독특한 불일치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

해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19)고 하면서 시간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아울러 

베르그송Bergson의 경우 ｢생명을 공간의 문제라기보다 시간의 문제로 보았는데, 

이는 생명이 상태가 아니고 변화이며 양이 아니고 질이기 때문에, 물질과 운동은 

단순한 재분배가 아니라 유동적이고 부단한 창조과정｣20)이라고 하면서 시간과 공

17) 在深夜自己和自己 話/ 時空的鏡子前 (<남색의 시, 죄와 벌藍色的詩, 罪 罰>)

18)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23371300

19) 존 루이스 개디스/ 강규형, 《역사의 풍경》, 에코, 2004, 40쪽, 54쪽 참조.

20) 윌 듀랜트/ 황문수, 《철학이야기》, 문예출판사, 2010, 49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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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생명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의 필연적인 유한성에 얽매여 근본적

으로 생의 불안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이렇듯 인간은 시공에 갇힌 존재라 객관적으로 자신이 놓인 차원을 바라보기 어

렵다. ｢《呂氏春秋》에서 “사람들이 ‘울타리(囿)’를 제거해야 비로소 슬기롭게 된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울타리(囿)’란 바로 ‘장소에 갇혀 있고’, ‘시간에 제약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21)한다. 鄭敏 역시 ｢시를 통해 시공의 장애를 깨뜨릴 수 있는

데, 이때 상상력은 바로 시공을 초월하도록 정신에 날개를 달아준다｣22)고 하면서 

존재가 겪게 되는 시공간의 장애를 극복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그는 1940년대 西

南聯大 재학시절부터 줄곧 ｢쉬지 않고/ 이 영원한 우주에 흐르는 시간｣23)을 사유

하며 그것을 다양한 이미지로 형상화해왔다. 시간은 ｢쉬지 않고｣ 흐르기에 ｢시간의 

나비를/ 핀으로 단단히 못 박아/ 여름에 붙들어 놓으려고 애써도｣24), ｢우리는 날

아가는 시간을 정지시킬 수 없는데｣25), 이는 ｢강한 흡인력과 가장 촘촘한 도로/ 

시간의 검은 동굴이 인류를 빨아들이고 있기｣26) 때문이다.

이러한 시간의 폭력성은 그것의 불가역성과 소위 열역학 제2법칙인 엔트로피법

칙에 의거 ‘生 必滅’하기 때문이다. 유한한 존재자는 ｢날아가는 시간을 멈추게 할 

수 없기에｣27), ｢시간과 시간 속의 문명, 문명과 문명이 배양해 놓은 스스로의 존

립이/ 모두 소실되는 것｣28)을 맥없이 지켜봐야만 한다. ｢시간의 잔혹한 맹인/ 그

의 우매한 발등은/ 낮고 무겁게 울리는 계단을 밟으며/ 한 걸음씩 걸어와｣29) ｢햇
빛에 말린 과실처럼/ 시간의 부식을 저항할 수 없게｣30) 만들어 버린다. 또한 시간

21) 馮友蘭/박성규, 《중국철학사⋅상》, 까치, 2002, 248쪽 참조. 

22) 鄭敏, 《詩歌 哲學是近鄰: 結構-解構詩論》,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 86쪽 참조.

23) 不停的流在/ 這永恒的宇宙裏的時間 (<해질 무렵의 아이傍晩的孩童>)

24) 我多想用一枚大頭針/ 時間的蝴蝶釘住/ 挽留下夏天 (<못釘>)

25) 我們不能停止住飛逝的時間 (<청소부淸道夫>)

26) 强大的吸力, 密的密度/ 時間的黑洞吸引着人類 (<무거운 서정시⋅7. 검은 색의 어

머니沈重的抒情詩⋅七. 黑色的母親)>)

27) 我們不能停止住飛逝的時間 (<청소부淸道夫>)

28) 時間和時間裏的文明, 文明和文明培養出的自存/ 都消失了. (<조용한 저녁靜夜>)

29) 時間的殘酷的盲人/ 他愚蠢的脚板/ 正踩着悶雷的階梯/ 一步步走來. (<나의 검은 월

계화我的黑月季>)

30) 沒有像晒干的果實/ 能抵抗時間的腐蝕 (<옛 시신⋅일(古尸⋅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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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속도도 빠르다. 그래서 우리는 ｢하얀 벽 위 그대들의 그림자 어째서/ 이다지

도 급하게 사라지는가31)｣라고 절망적인 항변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게다가 시간

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그것은 거기에 있으나, 또 만질 수 없어｣32) 불안감을 야

기한다. 이러한 시간의 속성들, 즉 불가역성, 속도,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생명의 유한성, 상실, 불안, 죽음의식 등을 선험하며 시간 앞에서 무

기력해진다. 이런 맥락에서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죽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늙

어 있다｣33)라고 한 하이데거Heidegger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따라서 많은 예술가

들이 시간의 비극성에 주목한 것은 당연지사이다. 鄭敏의 시세계 역시 예외가 아니

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시인은 시간의 유한성이 갖는 날카로운 공격성을 

인정하면서도,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그에 방어할 수 있는 초월적 시간, 즉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는데 있다.

우선 시인은 시간의 실체와 그 속에 존재하는 자신을 명민하게 느껴야 한다고 말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은 속수무책으로 우리 곁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경각심을 

전한다. 시간 속의 자아란 늘 변하는 존재다. 그래서 레비나스Levinas는 ｢자아란 

애초 어떤 존재자가 아니라 존재 양식이며, 엄 히 말해서 자아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자아는 곧장 사라지고, 현재와 ‘나’는 존재자로 전환

돼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시간을 구성할 수 있고 시간을 존재자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34)고 말하며, 릴케Rilke는 ｢존재하라-그리고 동시에 비존재의 조건을 알라/ 

너의 깊은 흔들림의 그 무한한 근거를 알아보라｣35)고 노래하는 것이다.

……/ 무감각하게 하루에서 다른 하루로/ 만일 그대의 영혼이 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의 투명한 ｢있지 않음｣은 포착에서 도망가/ 채찍으로 축성한 철사

그물을 뚫고/ 초록 들판에서 깃들 것이다/ 그대는 일찍이 사망했고, 사망은/ 미친 

토지의 경련 중에 있다/ 현재, 갈대꽃이 회백색의 머리를 흔들면/ 그대는 빌린 대

금인 시공을 회수할 방법이 없게 된다 <한 가지 종류만 있다>의 일부36)

31) 白牆上你們的影兒爲什麽/ 這麽着急的消逝, 消逝呢…… (<무제無題>)

32) 它在那裏, 但又不可觸摸 (<가을의 연작시⋅서곡秋的組曲⋅序曲>)

33) 정동호 외, 《철학, 죽음을 말하다》, 산해, 2004, 44쪽 참조.

34) 엠마누엘 레비나스Levinas/ 강영안,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1998, 49쪽 참조.

35) 《오르페우스에게 바치는 소네트. 제2부. XIII》(릴케Rilke/ 김재혁, 《릴케Rilke전집》, 

책세상, 2015, 53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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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우리가 시간에 ｢무감각｣해 ｢날지 못하는 영혼｣의 상태가 되면 시간 본연의 

속성인 ｢있지 않음(無有)｣이 그 위력을 발휘하여 사유의 ｢포착에서 도망가고｣ 또 

설혹 사유의 ｢채찍｣으로 힘들게 ｢축성｣해 놓은 ｢철사그물｣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더

라도 그것을 ｢뚫고｣ 달아나 ｢초록 들판에 깃들다｣가 ｢회백색 머리로 변해버린 갈대

꽃｣이 된다. 그때가 되면 ｢시공을 회수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사망｣한다. 그렇

게 되지 않으려면 시간의 영속성을 깨달아야 하는데, 시인은 우선 시간이 변화를 

통해 영속하는 것임을 알려준다. 

하늘에 변하지 않는 구름이 없고/ 백양나무에 흔들리지 않는 초록 잎은 없으며/ 

대해 속에는 흘러 이동하지 않는 하얀 물결은 없고/ 음악 안에는 변하지 않는 화

음이란 없다/ “一” 안에는 무궁한 “多”가 있고/ 무궁한 “多”는 또 “一” 안의 조화 속

에 있다/ 이동하는 시간, 동일한 자태로 멈출 리 없다/ 평형의 끝맺음은 늘 새로

운 시작이여라/ 역사, 그 도도한 하얀 물결이여/ 언제 영원함으로 응결된 적 있었

던가?/ …… <변증의 세계, 변증의 시-변증의 나무⋅일, 나뭇잎>의 일부37)

｢구름｣, ｢초록 잎｣, ｢물결｣ 등은 모두 ｢음악 화음｣처럼 변화함으로써 생명의 조

화를 이루는 것들이다. 이처럼 시간은 변화의 연속적 과정이다. 이러한 연속성은 

몽타주방식으로 중첩된다. 즉 시인은 하나의 이미지 위에 다른 이미지를 중첩하는 

방식38)으로 개체적 현존과 순간적 상황을 포착하여 연결한다. 시인은 《노자》 제42

장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의 도가적 관점인 ‘有無相生’, ‘陰陽調和’

를 빌어 시간의 변화를 해석한다. 음과 양으로 이루어진 ｢평형의 끝맺음은 늘 새로

운 시작｣이기에 시간에 ｢응결｣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莊子》의 <秋水篇>에서 

36) ……/ 麻木地從一天到另一天/ 若不是你的靈魂能飛翔/ 它的透明的“無有” 避了捕捉/ 

穿過用鞭子築城的鐵絲網/ 棲落在綠色的原野上/ 你早已死亡, 死亡在/ 瘋狂的土地的

痙攣中/ 現在, 花搖擺着灰白的頭/ 你已無法索回全部的貸款: 時空. (<只有一種>)

37) 天空上沒有不變幻的白雲,/ 白楊樹上沒有不搖動的綠葉,/ 大海裏沒有不移滾的白浪,/ 

音 裏沒有不改變的和弦./ 在一個“一”裏有無窮的“多”,/ 無窮的“多”又在“一”裏諧和,/ 

移動着的時間, 不 停留在同一個姿態裏,/ 平衡的結束, 往往是新生的開始./ 歷史, 

那滾滾的白浪啊,/ 什麽時候曾凝成永恒?/ …… (<辨證的世界, 辨證的詩 — 一株辨證

之樹⋅一､ 葉>)

38) 鄭敏, 《詩歌 哲學是近鄰: 結構-解構詩論》,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 11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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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끝도 시작도 없지만 만물에는 死生이 있다｣고 했을 때, 그 ‘死生’이란 郭象

의 말에 의하면 ｢끝과 시작이 아니라 무궁한 변화｣39)인 것이다. 또한 시간은 ‘緣

起’ 혹은 ‘繼起’하며 영속한다고 말한다. 

원,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그것은 궤도를 벗어날 리 없으며/ 시작 속에 바로 

종결이 있고/ 종결은 또 다시 시작으로 돌아온다// ……/ 우주에서 자신의 원을 시

작하는/ 이 깨지지 않는 원의 질식이여 <원의 질식>의 일부40)

시간은 ｢원｣의 ｢궤도｣처럼 벗어나지 않기에 ｢신뢰｣를 준다. 이러한 ｢시작 속에 

종결｣, ｢종결 속에 시작｣의 영원한 순환구조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서로 맞물려 돌

아간다. 그래서 ｢그녀는 늙지도 않고 더욱이 죽지도 않아/ 재생이 필요 없고｣41), 

｢벌거숭이 아기가/ ……/ 생명에서 출발해/ 사망의 왕국을 관통해/ 여전히 생명으로 

돌아오게｣42) 된다. 레비나스Levinas는 이러한 시간의 속성으로 인해 인간의 비극

은 죽음에 있지 않고 불멸에 있다고 역발상적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지만, 어쨌

든 우리는 시간의 연기 개념에 따르면 영속하는 존재다. 끝으로 시간은 현재적으로 

영속한다고 말한다. 

동서양에 대해서/ 시간은 공평무사한 어머니/ 그러나 아기가 기적을 창조하며/ 

부식 속에서 영생을 붙들고/ 다른 아기는 썩어가는 것을 지키며 운다// 흘러가는 

시간에 대해/ 운행하는 배 한 척은/ 그것의 용감한 반려자/ 언덕에 멍하게 서서 

감정에 묶여 있는 사람/ 시간은 다만 그를 스쳐 무궁함으로 들어갈 뿐이다// 우리

의 사유가 사방으로 깊숙하게 걸어 들어가/ 변동하는 모든 것을 포착할 수 있게 

하라/ 마치 표본채집자처럼/ …… <시간>의 일부43)

39) 馮友蘭/ 박성규, 《중국철학사⋅상》, 까치, 2002, 379쪽 참조.

40) 圓, 帶給人們信任/ 它不 跌出軌道/ 在開始裏就有了終結/ 終結又回到開始// ……/ 

在宇宙中開始自己的圓/ 這打不破的/ 圓的窒息 (<圓的窒息>)

41) 她沒有變老, 更沒有死/ 因此不 要再生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존재⋅성숙한 적막

不再存在的存在⋅成熟的寂寞>)

42) 赤裸的嬰兒/ ……/ 從生出發仍回到生中/ 穿過死亡的王國 (<침상에 관한 깊은 사색關

于床的沈思>)

43) 于東方和西方/ 時間是無私的母親/ 然而一個嬰兒創造着奇蹟/ 自腐朽裏捉 到永

生/ 另一個嬰兒守着腐朽啼哭.// 于流逝的時間/ 一只駕駛着的船只/ 是它的勇敢的

伴侶/ 一個呆立在岸上感系的人/ 它只能掠他而沒入無窮.// 讓我們的思惟深深走入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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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누구에게나 ｢아기｣를 낳아 ｢부패｣시키며 생명과 죽음을 주는 ｢공평무사한 

어머니｣가 된다. 그러니 ｢언덕에 멍하게 서서 감정에 묶여｣ 있지 말고 ｢시간의 용

감한 반려자｣가 되어 ｢표본채집자처럼｣ ｢변동하는 모든 것을 포착｣하라고 한다. 시

간에 대한 심도 있는 자각적 사유가 있어야 ｢내가 오늘부터 어제로 걸어가고/ 몸을 

돌려, 등으로/ 그 필연적으로 도래할 미래를 대면｣44)할 수 있게 된다. 즉 과거와 

미래를 모두 현재로 ｢포착｣하라는 것이다.

하이데거Heidegger는 유물론 철학자인 아낙시만드로스Anaximandros의 ‘타 에

온타ta eonta’를 ｢현재적인 것이라는 의미에서의 존재자｣로 설명하면서, 덧붙이길 

여기서 ‘현재적인 것’이란 물리적 시간인 ‘지금의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현재적’이

라는 의미에서의 현재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현재적’은 ‘비은

폐성’의 영역 안에 머물고자 했을 때 실현된다.45) 요컨대 존재자는 드러냄, 존재 

자각을 통해 현존하며 시간에 대한 영속성을 성취하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론과 입자물리학의 표준모형이론에 입각한 ‘블록 우주’론에 

의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한다.46) 이와 마찬가지로 물

리학자 맥스 테그마크Max Tegmark 역시 우주론적 급팽창 이론을 설명하면서, 우

주는 아주 거대할 뿐 아니라 사실 무한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균일하게 

존재하는데, 우리가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뇌가 과거를 저장해 

생긴 환상47)이라고 말한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책장 뒤로 수십 개의 이미지가 

겹쳐진 장면은 수천만 가지의 과거, 현재, 미래의 공존을 이미지화한 것이다. 이쯤 

되면 과거, 현재, 미래는 상상적인 분할로 일종의 관념적 허구에 불과하다.48) 

시간이 이러한 속성을 지닌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 세계가 쉬지 않고 음악처럼/ 

변해가게, 변해가게 놔두어도/ 고요함 속에서/ 무수한 어제를 볼 수 있고｣49), ｢시

周/ 捉住變動的一 / 如同一個標本的採集 // …… (<時間>)

44) 我從今天走向昨天/ 轉過身來, 用背 着/ 那必然 來到的未來. (<남색의 시⋅시간의 

불가역藍色的詩⋅時間的不可 轉>)

45) 진태원, <시간과 정의: 벤야민, 하이데거, 데리다Derrida>, 《철학논집》 제34집, 서강대

철학연구소, 2013, 170쪽 참조.

46) http://newspeppermint.com/2016/08/01/m-time1/

47)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memberNo

48) E. H. CARR/ 김택현, 《역사란 무엇인가》, 까치, 2016, 148쪽 참조.

49) 任這世界不停如一章/ 音 的變去吧. 變去吧./ 但自一個安靜裏可以/ 看見多 個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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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뒤쪽의 기억에서 쫒아 뛰어가/ 어느 날 또 새로운 가지가 자라나길 희망｣50)할 

수도 있다. 또한 ｢생명은/ 힘의 끊임없는 연속인데/ 볼 수 있는 현재는/ 각각의 볼 

수 없는 과거를 포함하여/ 모든 ｢과거｣ 속에서 비로소/ 최고의 초월로 탈피해 나오

는 것｣51)을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간의 현재성에 대해 ｢올라가는 길이나 내려가는 길은 동일｣하다고 한 

엘리엇Eliot과 ｢과거의 시간은 미래의 시간에 포함되고, 모든 시간은 영원히 실존

한다｣는 헤라클레이토스Heraclitus의 말52)로 정리할 수 있다. 즉 과거는 기억을 

통해 현재로 소환되고 미래는 희망을 통해 현재 속에 계시된다. 물론 과거와 미래

를 현재로 불러내 영속성을 지닌 시간으로 지속하는 일은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변화하고, 연기되며, 동시성을 지니고 있는 시간의 심오한 실체를 모두 명확하게 

이해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시인이 시간에 대해 차분한 어조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시간의 어두운 속성에 대한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고 그것을 초월하고

자 하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일 것이다.

……// 모친은 검은 나뭇가지만 남겨놓았네/ 그 길고 길어 끝이 없는 사지들/ 

그녀는 가시관을 쓴 아들을 내려다보고 있네/ 그녀의 얼굴엔/ 시간이 없는 차분함

과 비애 그리고 성결함이/ 흐르네 <삼림의 어머니>의 일부53)

시인은 시간과 생명의 운명적인 관계를 나무와 ｢나뭇가지｣로 형상화하면서 또 다

시 ｢마리아｣와 ｢예수｣로 병치시켜 놓았다. 겨울이 되면 어김없이 나무는 자신의 잎

들을 다 떨구어 마치 생명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듯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긴

다. ｢나뭇가지｣에 무수히 많은 생명이 돋아 그들과 함께 했던 나무는 어느 순간 앙

夜 (<구름雲彩>)

50) 那追跑在時間後面的記憶,/ 總希望有一天又長出新枝 (<무엇이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가有什麽能比這……>)

51) 生命/ 是一個力量的不斷的連續/ 在看得見的現在是包含着/ 每一個看不見的過去./ 

從所有的“過去”裏纔/ 蛻化出 高的超越 (<거룩한 갈망을 읽고 난 후讀 Selige 

Sehnsucht 候>)

52) 최희섭 외, 《엘리엇과 동양사상1》, 동인, 2000, 25쪽 참조.

53) ……// 母親只剩下黑樹枝/ 那長長無邊的四肢/ 她俯視着帶着刺冠的兒子/ 她的臉上/ 

流露着/ 沒有時間的寧靜､ 悲哀和聖潔. (<森林的母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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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나뭇가지｣를 대면해야 한다. 죽음과 이별이야말로 시간이 생명에게 주는 가

장 큰 비극일 것이다. 그러나 죽어 가는 시간인 아들 ｢예수｣를 바라보는 ｢마리아의 

얼굴｣을, ｢시간이 없는 차분함과 비애 그리고 성결함｣으로 가득하다고 표현함으로

써 시간의 운명을 마주하는 생명의 초월의식을 더욱 숙연하게 전달한다. 아울러 여

기에서 주의를 끄는 것은 시간이 ｢검은 색｣으로 표상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예는 많은데 <무거운 서정시⋅7, 검은 색의 어머니沈重的抒情詩⋅七. 黑色的母

親>에서는 ｢흑색 동굴｣로, <초봄의 겨울나무早春的冬樹>에서는 ｢검은 색 나무줄기

黑色樹身｣로 비유되어 있다. 이들 ｢검은 색｣의 공통점은 생을 포함한 죽음을 은유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어두움 속에서도 봄은 영원히 흐르는 것｣54)이다.

내일은 입구에 있다/ 나는 오늘부터 내일을 향해 걸어간다/ 몸을 돌려 등지더라

도/ 그것은 필연적으로 도래할 미래// 내가 높다란 문턱을 성큼 지나가면/ 모든 

것이 홀연 목욕한 후 하늘처럼/ 그 분홍의 작은 손/ 목적 없는 춤과/ 의미 없는 

모호함은/ 들꽃이 되어 미소를 지을 것이다/ 나무 위의 새, 물속의 연꽃/ 풀숲의 

메뚜기, 공중의 잠자리는/ 모두 동반자다// ……
<남색의 시⋅시간의 불가역>의 일부55)

｢나｣에게는 ｢몸을 돌려 등지더라도/ 필연적으로 도래할 미래｣가 ｢입구｣가 있지

만, 그럼에도 ｢ 나는 오늘부터 내일을 향해｣ 그 ｢높다란 문턱을 성큼 지나가는｣ 것
은 ｢나무 위의 새, 물속의 연꽃/ 풀숲의 메뚜기, 공중의 잠자리｣가 ｢모두｣ ｢나｣의 

동반자｣임을 알기 때문이다. 시간의 영속성에 대한 깨달음은 내가 자연과 다르지 

않다는 자연과의 합일의식과도 연결된다. 자연은 ｢목적 없는 춤과/ 의미 없는 모호

함｣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삶이란 그 자체로 의미도 목적도 없으며 필연적으로 

회귀하고 목적도 없이 무로 돌아가는｣56) 시공 속에 순환한다. 우리는 그 자연 속

에서 ｢그 분홍의 작은 손｣인 ｢들꽃｣이 되어 ｢미소｣ 지으면 ｢목적｣도, ｢의미｣도 없

54) 在黑暗裏春天永遠流着 (<창窓>)

55) 明天就在門口/ 我從今天走向昨天/ 轉過身來, 用背 着/ 那必然 來到的未來.// 我

邁過一個高高的門坎/ 一 忽然像洗過澡的天空/ 那粉紅色的 手/ 沒有目的的舞蹈/ 

沒有意義的含混成/ 一朶野花引起一串笑/ 樹上的鳥, 水裏的蓮花/ 草裏的螞蚱, 空中

的蜻蜓/ 都是同伴// …… (<藍色的詩⋅時間的不可 轉>)

56) 이보 프렌첼/ 강대석, 《니체》, 한길사, 199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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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냥 거기에 그대로 부단히 형태를 바뀌어 존재하면 그만이다. 이러한 이치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매 순간마다 새롭게 탄생되는 영속적 현

재를 얻게 된다. ｢홀로서기의 사건, 이것이 현재이다. 현재는 자기로부터 출발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기로부터의 출발이 곧 현재이고, 시간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탄생이다.｣57) 이렇듯 ｢자신이 살고 있는 동안에 영원성을 획득한 사람은 내적으로 

강인함을 가진 사람｣58)이다.

시인의 이러한 희망적인 혹은 ‘현재적’인 시간관은 우주공간에 대한 인식 속에서

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그의 시공간을 따라 가다보면 鄭敏이 추구하려는 궁

극적인 시인관도 알 수 있다. 그는 말한다. ｢누군가 시인에게 깔때기와 체를 가져

다주면｣59) ｢자신을 속이고 싶지 않아｣60) ｢나는 깔때기와 체를 모두 바다에 던지

고｣61) 그 대신 ｢우주를 향해｣ ｢단순함 속에서 복잡함을/ 복잡함 속에서 단순함을 

뭇별이 가득한 하늘과 세포 안에서 찾을 것이라고｣62) 선서한다. 그러면서 ｢인민, 

오직 인민만이/ 시인이고 철학가｣63)라고 덧붙인다. 鄭敏의 이 작품은 ｢누군가 나

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 엄청난 고생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

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64)했던 김종

삼의 시를 떠올리게 한다. 이제 진정한 ｢시인이고 철학가｣인 ｢인민｣이 살아가는 공

간에 대한 그의 사색을 따라가 볼 차례다. 

57) 엠마누엘 레비나스Levinas/ 강영안,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1998, 97쪽 참조.

58) 질 들뢰즈/ 박기순, 《스피노자의 철학》, 민음사, 2001, 65쪽 참조.

59) 有人給詩人帶來一個漏頭, 一面篩籮 (<변증의 나무⋅4, 뿌리一株辨證之樹⋅四､ 根>)

60) 我不願欺騙自 (<변증의 나무⋅5, 씨앗一株辨證之樹⋅五､ 種子>)

61) 我 漏頭和篩籮都扔到海裏 (<변증의 나무⋅5, 씨앗一株辨證之樹⋅五､ 種子>)

62) 向宇宙宣誓/ 單純中的複雜,/ 複雜中的單純/ 在星空和細胞裏找到 (<변증의 나무⋅5, 

씨앗一株辨證之樹⋅五､ 種子>)

63) 人民, 只有人民/ 纔是詩人, 哲學家 (<변증의 나무⋅5, 씨앗一株辨證之樹⋅五､ 種

子>)

64) 김종삼,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의 일부(윤호병, 《한국현대시인의 시세계》, 국학자료원, 

2007, 299쪽 참조).



112  《中國文學硏究》⋅제70집

Ⅲ. 막으로 충만한 공간

공간은 시간에 비해 좀 더 구체적인 개념으로 파악되나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리

의 삶 속에서 다양하게 정의된다. 예컨대 경계를 중심으로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으

로, 물리적 크기를 중심으로 미시공간과 거시공간으로 나뉜다. 또한 바슐라르의 

｢고찰, 검토하는 사유공간과 바라보는see 실재공간｣65)으로 나눌 수 있고, 릴케

Rilke의 ‘체험공간’과 ‘관념공간’66)으로 분류할 수 있다. 어쨌든 이러한 공간은 시

간보다는 훨씬 정적인 느낌을 주는데 이는 ｢오직 고요만이 우리 사이의 공간을 가

득 채우고｣67)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정적인 공간인 ｢우주는 매 시각마다/ 신

생을 겪으며/ 우리의 희망과/ 미래를 낳아 기르며｣68) 그 역동성을 획득한다. 그것

은 채움과 비움의 반복적인 시간변화가 불어 일으킨 생명력이다.

鄭敏은 ｢적막｣을 통해 이러한 공간을 사유한다. 시인은 ｢오른 손이 가볍게 왼손

을 어루만지는/ 색다른 감각을 적막이라고｣69)불렀는데, 이는 ｢만지는 몸이 곧 만

져지는 몸이라는 이중감각을 인식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삼았던｣70) 메를로퐁티

Merleau Ponty의 언급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숨쉬기여, 너 보이지 않은 시여!/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와/ 순수하게 교류 중인 우주 공간이여, 균형이여/ 나는 그 

안에서 가락이 생겨난다｣71)라고 노래한 릴케Rilke에게서 시적 영향을 받은 鄭敏 

역시 ｢고요한 공간을 통해/ 요원한 계시를 받고자｣72)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공

간 안에/ 서서｣73) 자신이 존재하는 준거가 무엇인지 탐색하고 부단히 그 이해의 

65) 존 레흐트/ 곽동훈 외, 《문화연구를 위한 현대사상가 50》, 현실문화연구, 1997, 17쪽 

참조.

66) 이영남, <릴케Rilke의 공간의 시학>, 《외국문학연구》 제47권, 한국외대 외국문학연구

소, 2012.8, 213쪽 참조.

67) 但只有沈寂/ 塡滿我們之間的空間 (츠빠尺八를 듣다<聽尺八>), ‘츠빠尺八’는 대나무로 

만든 중국 전통 관악기의 일종.

68) 宇宙每時每刻/ 經歷着新生,/ 這裏孕育着我們的希望,/ 我們的未來. (<암석巖石>)

69) 右手輕撫左手/ 異樣的感覺, 叫做寂寞 (시인과 죽음⋅7<詩人 死⋅七>)

70) 조광제, 《주름진 작음 몸들로 된 몸》, 철학과 현실사, 2003, 117쪽 참조.

71) 릴케Rilke/ 김재혁, <오르페우스에게 바치는 소네트⋅제2부,Ⅰ> 《릴케Rilke전집》, 책세

상, 2015, 522쪽.

72) 你願意經過一個沈寂的空間/ 接受一個來自遼遠的啓示嗎? (<춤舞蹈>)

73) 我們站在/ 無限的時間中/ 無限的空間中 (<이미지 연작시⋅육, 우리 서 있어요心象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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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을 확장해 가는 사유과정을 보여준다.

혼잡은 회백색의 돌 아래/ 모래사장의 부서지는 조가비 아래 있고/ 아름다운 무

늬석과 홍채가 있는 조개껍질은/ 조용하게 잠이 들었다/ 사람들은 세계의 사방에

서 걸어 나와/ 가을바람 속에 함께 떨어진 잎처럼/ 한데 뒤섞여서 숨고 찾다가 조

용하게/ 한 무더기로 멈춰서, 각자의 몸에/ 자기의 생명, 자기의 우주를 잠그고/ 

단단한 껍질 속 조개는/ 우주의 가장 깊은 비 을 잠근다/ 어수선함과 빈곤의 깊

은 곳에서 아름다움의 총체가 잠들어서/ 밤낮으로 근면하게 그의 구슬을 반짝반짝 

광을 낸다 <사람들>의 전문74)

모든 생명은 분주한 일상인 ｢모래사장의 부서지는｣ ｢혼잡｣ 속에서 ｢한데 뒤섞여｣ 
보내다가도 저마다 자신의 개별성인 ｢몸｣을 찾아 ｢어수선하고 빈곤｣한 자신의 ｢깊
은 곳｣으로 돌아가, ｢조개껍질｣처럼 자신만의 내적공간인 ｢각자의 몸에/ 자기의 생

명, 자기의 우주를 잠그고｣ ｢그의 구슬을 반짝반짝 광｣ 내기 위해 ｢밤낮으로 근면

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모든 생명은 저마다 ｢아름다운 무늬석｣이 있는 ｢몸｣
을 지닌 소｢우주｣, 하나의 내적 공간이 된다. 소｢우주｣들은 자기의 ｢몸｣에 ｢우주의 

가장 깊은 비 을 잠그는데｣, ｢우주의 가장 깊은 비 ｣이란 베르그송Bergson의 

｢생명이 위로 부단히 나가려는 것이자 언제나 끊임없이 생산하고자하는 우주적 충

동｣75)으로 설명될 수 있다. 시인의 입장에서 ｢우주적 충동｣이란 ｢시를 통해 자기 

생명의 흔적을 기록｣76)하는 일이다. ｢자기 생명의 흔적｣은 세상을 받아들이는 몸

의 인식감각을 통해 기록된다. 그의 시에 ｢신체｣라는 시어77)가 자주 나오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 메를로퐁티Merleau Ponty가 ｢우리의 신체는 공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공간의 일부｣78)라고 말했던 것은 내적공간과 외적공간 간의 접한 관련 

詩⋅六, “我們站在”>)

74) 混雜在灰白的石子下,/ 在海灘破碎的貝殼下,/ 美麗的紋石和有虹彩的蚌殼/ 靜靜的睡

着了:/ 人們由世界的四周走來/ 好像秋風裏落在一起的葉子/ 交雜着, 藏覓着, 靜靜/ 

的停在一 , 每一個身軀鎖着/ 自己的生命, 自己的宇宙/ 一個硬殼的海蚌鎖盡/ 宇宙

深的秘密:/ 在雜亂, 貧乏的深處/ 靜靜睡着“美麗”的整體,/ 日夜勤勉的磨光他的珠

子. (<人們>)

75) 윌 듀랜트/ 황문수, 《철학이야기》, 문예출판사, 2010, 496쪽 참조.

76) 鄭敏, 《鄭敏文集詩歌卷》 下,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12, 403쪽.

77) 鄭敏시에 신체와 관련된 시어로는 ｢肢體｣, ｢身體｣, ｢肉體｣ 등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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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실재론을 배제하지 않은 인식론적 사유태도를 강조한 것이다. 鄭敏이 ｢시인의 

신경은 민감한 안테나와 같아 우주가 전해주는 전파를 받을 수 있다｣79)고 한 말도 

퐁티Ponty가 언급한 몸의 현상학적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시인

은 내적공간인 감각인식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외적공간을 사유하며 ｢자기 생명의 

흔적에 대한 기록｣을 노래한다. 

……/ 내 눈은/ 담담한 저녁에 떠져/ 모든 것이 그들의/ 가장 비 스러운 상황 

속에 있음을 보는 것 같고/ 내 귀는/ 홀연 깨어/ 어둠이 질 때 모든/ 것들이 자세

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듣는 것 같다/ 나는 홀로 세계를 향해/ 적막하다/ ……/ 

설령 팔이 팔에 걸치고/ 머리카락이 머리카락을 휘감고 있어도/ 유리창 위/ 두 개

의 격자가/ 영원히 자기의 자리에 서 있는 것에 불과하다/ 아, 사람들은 얼마나/ 

함께 섞인 생명을 갈망하고 있는가/ 이 육체 내에 그 육체가 있고/ 이 영혼 내에 

저 영혼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면서// ……/ 나의 마음에는 수많은/ 별빛과 그림

자가 생겼는데/ 그 누구도 볼 수 없다/ ……/ 그러나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생명

을 살고 있어/ 그들은 내게 영원히/ 암석 덩어리들/ 커다란 나무들, 참여할 수 없

는 꿈을 연상시킬 뿐이다/ ……/ 나 역시 적막의 갉음 속에서/ 생명의 가장 엄숙한 

의의를 찾을 것이다/ …… <적막>의 일부80)

<寂寞>은 1943년 昆明에서 창작해 1947년 《大公報⋅星期文藝》를 통해 발표한 

鄭敏의 출세작이다. ｢적막한 유년시절｣81)을 보낸 시인에게 있어 ｢적막｣은 각별한 

그의 시적 동력이다. 그는 ｢적막｣이 생겨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마음에 수많은/ 별빛과 그림자가 생겼는데｣ ｢그 누구도 볼 수 없고｣, ｢내 눈은/ 

78) 존 레흐트/ 곽동훈 외, 《문화연구를 위한 현대사상가 50》, 현실문화연구, 1997, 71쪽 

참조.

79) 鄭敏, 《詩歌 哲學是近鄰: 結構-解構詩論》,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 14쪽 참조.

80) ……/ 我的眼睛,/ 好像在淡夜裏睜開,/ 看見一 在他們/ 秘密的情形裏/ 我的耳朶,/ 

好像突然醒來,/ 聽見黃昏時一 / 東西在申說着/ 我是單獨的 着世界./ 我是寂寞

的./ ……/ 縱使手臂搭着手臂,/ 頭髮纏着頭髮/ 只不過是一扇玻璃窓/ 上的兩個格子,/ 

永遠的站在自己的位子/ 呵, 人們是何等的/ 渴望着一個混合的生命,/ 假設這個肉體

內有那個肉體,/ 這個靈魂內有那個靈魂,// ……/ 在我的心裏有許多/ 星光和影子,/ 這

是任何人都看不見的,/ ……/ 但是因爲人們各自/ 生活着自己的生命,/ 他們永遠使我

想起/ 一塊塊的巖石,/ 一棵棵的大樹, 一個不能參 的夢./ ……/ 我也 在“寂寞”的咬

嚙裏/ 得“生命” 嚴肅的意義/ …… (<寂寞>)

81) 我有一個寂寞的童年 (<끝없는 길沒有盡頭的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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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비 스러운 상황을 보고/ 내 귀는/ 어둠이 질 때 모든/ 것들이 자세하게 설명

하고 있는 것을 듣는데｣ ｢유리창 위/ 두 개의 격자가/ 영원히 자기의 자리에 서 있

는 것｣처럼 정작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생명을 살고 있어서｣ ｢나는 홀로 세계를 

향해/ 적막｣해 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적막의 갉음 속에서/ 생명

의 가장 엄숙한 의의를 찾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여기에서 시인의 시세계가 기본

적으로 낙관적인 방향으로 나갈 것임을 알 수 있다. 문학 속에서의 ｢적막｣은 존재

의 쓸쓸함과 고독함의 표상이기 쉬우나, 鄭敏시에서는 관조의 객관적 거리를 확보

해 주는 사색의 공간이다. 시인은 ｢그대가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해도/ 거듭 그대

의 길을 가라｣82)고 의연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적막｣의 오랜 사유의 

｢길｣을 견지하며 자신만의 ｢성숙한 적막｣의 공간에 가까이 갈 수 있었기에 가능했

을 것이다.

가을 성숙의 과실, 적막/ 만일 누군가 이 큰 바위를 펼친다면/ 그가 찾게 될 것

은 공허와 황량함이 아니고/ 강렬한 희망, 실현 불가능한/ 희망이다, 그 지각 아

래 들끓음은/ 백설 모자를 쓴 화산의 이마 아래 있다/ 성숙한 적막, 그것은/ 하늘

거리는 녹색 잎도, 녹색의 흐름이/ 금빛 열곡으로 들어가길 원하지 않는 새싹도 

아니다/ ……/ 적막만이 존재하는 비존재이거나/ 혹은 비존재의 진정한 존재/ 그것

은 바람과 모양을 바꾸는 구름 중에 가득 차/ 발생하지 않은 것을 찾지만/ 사람들

의 족적은/ 바람 없는 달 표면의 암석 분진과 사망 속에만 남아있다/ ……/ 성숙한 

적막은 변이의 세계를 좋아하여/ 나는 성숙한 적막을 지닌 채/ 군중에게 걸어 나

가 시끄러운 존재 중에서/ 그녀의 가벼운 호흡을 듣는다/ ……/ 나는 호주머니에/ 

성숙한 적막을 넣고/ 세상을 걷는 탁발승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존재⋅성숙한 적막>의 일부83)

82) 當你沒有被誰了解/ 重新又走上你的路 (<맹인盲 >)

83) 秋天成熟的果實, 寂寞,/ 若是有人飜開這塊巨石/ 他 找到的不是空虛和荒漠/ 而是

强烈的願望, 不可實現的/ 願望, 那地殼下的沸騰/ 在戴着白雪帽子的火山額頭下./ 成

熟的寂寞, 它不是/ 那婆娑的綠葉, 那不肯讓綠流/ 走入金色的裂谷的嫩葉./ ……/ 只

有寂寞是存在着的不存在/ 或 , 不存在的眞正存在/ 它彌漫在風和飜動的雲中/ 追

着未發生的/ 而人們的足跡只留在于/ 沒有風的月塵中, 死亡中./ ……/ 成熟的寂寞喜

愛變異的世界/ 我帶着成熟的寂寞/ 走向人群, 在喧囂的存在中/ 聽着她輕輕的呼吸/ 

……/ 我在口袋裏揣着/ 成熟的寂寞/ 走在世界, 一個托鉢僧 (<不再存在的存在⋅成熟

的寂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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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적막｣은 ｢가을의 성숙한 과실｣처럼 ｢성숙｣해졌다. 이러한 ｢성숙의 적막｣은 

｢백설 모자를 쓴 화산의 이마 아래｣ 있는 것처럼 열정과 냉정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이렇게 ｢성숙한 적막｣의 상태가 되면 그 ｢적막｣ 안은 ｢존재의 비존재｣ 혹은 ｢비존

재의 존재｣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홀연 깨닫게 된다. 다시 말해 그 ｢성숙한 적막｣의 

공간에 가득 찬 것은 실재는 없고 현상만 존재하는 ｢변이의 세계｣라는 깨달음이다. 

그 ｢변이의 세계｣는 ｢우리가 시체를 관에 넣었으나/ ……/ 어째서 그의 시체가 없는 

것인가?/ 아마도 그가 본래 이 인간 세계에/ 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84)처럼 ‘空’한 

것으로 가득하다. 시인이 ｢아마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늘 침묵일 것｣85)이라고 노

래했던 것은 ｢침묵｣ 속에서 ｢성숙한 적막｣이 충만해지리라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시인은 ｢적막｣으로 가득 채워진 공간에서 생명의식의 핵심적 본질, 즉 사물

일반에는 모두 저마다의 독특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86) 요컨대 ｢성숙

한 적막의 세계｣는 시인이 일생 견지하고자했던 궁극의 공간이다. 이렇게 ｢성숙한 

적막｣에 들어서면 ｢시끄러운 군중 속에서도｣ ｢존재의 비존재｣가 ｢가볍게 호흡하는 

것｣을 들을 수 있고 자신의 내적공간에는 ｢상상｣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게｣ 된
다. 시인은 평생 동안 내적공간인 ｢호주머니에/ 성숙한 적막을 넣고｣ 외적공간인 

｢세상으로 나간 탁발승｣이 되어, ｢여기, 지금 바로 여기｣87)에서 섬광 같은 깨달음

으로 풍부해진 릴케Rilke 식의 삶을 미학적으로 실천해 간다. 이런 鄭敏의 구도적

인 글쓰기에 대해 唐湜가 ｢고요한 저녁의 기도｣88)라고 한 비유는 적절하다.

또한 ｢성숙한 적막｣은 시인 특유의 낙관적인 세계관을 낳으며 鄭敏 시세계의 에

너지를 발현시킨다. 그리하여 鄭敏은 희망을 노래한 시인이 된다. 예컨대 시인이 

｢체내의 보관/ 거기에 원래 가장 귀한 씨앗이 묻혀 있다｣89)라고 했을 때 그 ｢가장 

84) 我們把屍體放入棺木/ ……/ 怎麽沒有他的屍體?/ 也許他壓根不曾來到/ 這人間, 這世

界! (<어느 추도회에서在一個追悼 上>)

85) 也許 美/ 總是沈黙 (<왕림莅臨>)

86) 鄭敏, 《詩歌 哲學是近鄰: 結構-解構詩論》,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 21쪽 참조.

87) 이영남, <릴케Rilke의 공간의 시학>, 《외국문학연구》 제47권, 한국외대 외국문학연구

소, 2012.8, 229쪽 참조.

88) 唐湜, <鄭敏的靜夜裏的祈禱>, 王聖思選編, 《九葉詩人評論資料選》, 上海: 華東師範

大學出版社, 1996/ 張玉玲, 《走進鄭敏》, 曲阜師範大學碩士學位論文, 2003, 10쪽에

서 재인용.

89) 體內的保藏/ 那兒原埋有 可貴的種子 (<지혜를 구하다⋅2求知⋅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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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 씨앗｣이란 바로 희망이다. 이러한 ｢희망은 소멸되지 않는데/ 이는 아마도 생

존의 다른 본능｣90)이기 때문일 것이다. 희망은 우리가 ｢풍설과 흑암에 에워싸여도

/ 자기의 내면에서 생명의 햇빛을 품도록｣91) 만드는 자기 독려의 힘이다. 시인은 

여기서 더 나아가 ｢고통이 신체에 깊이 침투해야/ 비로소 영혼은 연소되면서 빛과 

힘을 낸다｣92)고 하면서 고난마저도 기꺼이 대면하고자 한다. 사실 존재가 기거하

는 ｢시공/ 이 어둡고 우울한 숲｣93)은 우리에게 결코 편안한 산책만을 허용하지 않

는다. 그럼에도 혹은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한 입 한 입 쓴 과실즙

에서/ 평형의 세계를 찾아가겠노라｣94)고 시인 특유의 긍정적 사유방식으로 외부공

간을 마주한다. 이러한 낙관적 태도는 죽음의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 진짜 보석은 가짜와 같고/ 가짜 보석은 진짜와 같아서/ 진위를 구별하기 

어려웠던 한 바탕의 유희는/ 끝이 나는구나// 그대는 줄곧 두 소용돌이의 사이/ 

서로 충돌하는 지각 판 사이에서 발버둥 쳤지/ 그 해일과 지진은/ 모두 평온한 육

신에서 발생했네// 우주는 흑색의 공간을 제공하고/ 성단은 어두움 중에 빛을 내

며/ 회전하는데 태연자약하네/ 역사는 육체와 사망으로 시간을 가득 채우고는/ 두 

소용돌이가 접촉할 때 충돌하다가/ 서로 등질 때 버리지// 하나는 날아가는 새처

럼 자유롭고/ 사랑처럼 향을 사방에 뿌렸으며/ 번개처럼 마음대로 조각칼을 휘둘

러/ 하늘을 조각내려고 했지// 또 다른 하나는 자기를 원의 중심으로 삼아/ 자기

의 왕국을 동그라미로 그려놓은 다음/ 자기의 저울로 사람들의 영혼을 가늠했으며

/ 흥망성쇠를 설계하며/ 개미왕국의 법률을 심사했었지// ……/ 태공의 어두움 중

에서/ 그대의 깃털은 별처럼 빛을 내리라 <자신에 대한 조사>의 일부95)

90) 希望沒有熄滅/ 這也許是生存的另一個本能 (<그대는 행운아⋅연꽃你是幸運兒⋅荷

花>)

91) 風雪, 黑暗圍着他們/ 從自己的內心裏吐出生命的陽光 (<거룩한 갈망을 읽고 난 후 讀 

Selige Sehnsucht 候>)

92) 只有當痛苦深深浸透了身體/ 靈魂纔能燃燒, 吐出光和力. (<생의 아름다움: 고통, 투

쟁, 인내生的美: 痛苦, 鬪爭, 忍受>)

93) 時空, 這/ 黑鬱的樹林 (<이미지 연작시⋅6, 우리는 서 있다心象組詩⋅六､ “我們站

在”>)

94) 從那口口的苦汁裏/ 得一個平衡的世界 (<시인의 봉헌詩人的奉獻>)

95) ……/ 眞的寶石似假/ 假的寶石似眞/ 一場眞假難辨的遊戱/ 卽 結束.// 你一直掙扎

在兩個漩渦之間/ 兩塊相撞的地殼板間/ 那海嘯, 地震,/ 都發生在平靜的軀殼裏.// 宇

宙提供黑色的空間/ 星群在黑暗中放光/ 旋轉自如/ 歷史用肉體和死亡塡充時間/ 兩個

漩渦在相切時相沖撞/ 在相背離時相互遺棄// 一個要像飛鳥樣自在/ 像愛情樣芬芳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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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자신에게 보내는 추도사 형태로 쓴 일종의 자서전격인 위 시는 죽음의 공

포와 위로, 삶의 반성과 깨달음 등을 그리고 있다. 언젠가 마주하게 될 죽음의 순

간은 ｢평온한 육신에서 발생｣하는 ｢해일과 지진｣처럼 불가항력적인 공포로 다가온

다. 임종의 순간 자신이 살아온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간다고 하는데, 시인은 

이때 두 가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하나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진
짜 보석은 가짜｣로, ｢가짜 보석은 진짜｣로 진리가 전도되어 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을 조각낼 정도의 자유로운 영혼｣과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스스로를 

가둬두었던 편협한 영혼｣, 즉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자신의 내적공간에서 

｢충돌｣하며 살아왔다는 깨달음이다. 이렇듯 우리는 ｢깃털｣같이 미미하지만 사후에

는 ｢성단이 어두움 중에 빛을 내며/ 회전｣하는 ｢흑색의 공간｣인 ｢우주｣에서 ｢별처

럼 빛을 낼 것｣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顚倒된 진위분별과 편협한 자아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존재가 광활한 ｢우주｣의 한 부분임을 자각하여 자유롭게 살라고 말한

다. 그것은 마치 ｢기쁘다, 우주와 나는 혈연이고/ 나도 하나의 별자리를 이룰 수 

있구나｣96)라는 경이에 찬 감탄과 같다. 우리의 소｢우주｣가 ｢우주｣ 본연임을 알게 

되면 ｢신체｣의 내적공간과 ｢우주｣의 외적공간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우리는 본질로

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공간, 모든 것이 공존하는 공간을 이해하게 된다. 릴케

Rilke는 이러한 이해에 대해 ｢모든 존재를 뚫고 하나의 공간이 뻗어 있어/ 세계내

면공간. 새들이 날기를 멈추고/ 우리를 뚫고 날아간다. 아, 자라고 싶은 나/ 밖을 

내다본다. 그러면 내 안에서는 나무가 자란다｣라고 노래했다.97) 

내적공간에서 외적공간으로의 확장은 세계, 자연으로 표상되는 우주공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타자에 대한 포용, 역사에 대한 이해와도 연결된다. 그리하여 시

인은 ｢어디에 다른 나/ 다른 너, 다른 그가 있겠는가｣98)라고 자문할 때, ｢생명의 

溢/ 像閃電樣隨意揮起刻 / 天空也切成碎片// 另一個要用自己爲圓心/ 圈出自己

的王國/ 用自己的秤称量人們的靈魂/ 設計着 衰､ 存亡/ 審視着螞蟻王國的法律// 

……/ 在太空的黑暗中/ 你的羽毛也像星辰樣發光 (< 自己的悼詞>)

96) 이승하, <융천사에게> 의 일부(한원균, 《비판적 모더니즘의 언어들》, 푸른사상, 2014, 

265쪽 참조).

97) 이영남, <릴케Rilke의 공간의 시학>, 《외국문학연구》 제47권, 한국외대 외국문학연구

소, 2012.8, 216쪽 참조.

98) 哪裏是那另一個我?/ 另一個你? 另一個他?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존재⋅不再存在

的存在⋅成熟的寂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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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류, 외재적이고 내재적인/ 너, 나, 우주｣99), ｢하천 바닥에 피를 흘리고 있는 그

대, 나, 우리의 혈관은 연결되어 있다｣100)고 그 답을 찾게 된다. 다시 말해 그것은 

｢자유 안에 시간과 공간이 있음｣101)에 대한 깨달음이고 휘트만Whitman의 ｢나｣는 

갇혀있거나 세계와 분리되어 있는 ｢나｣가 아님을 알게 되는102) 사유의 확장이다. 

鄭敏은 馮友蘭의 ｢‘天地境界’에 대해 사람이 우주와 자연에 참여해 사람과 자연, 

우주 사이의 간격을 타파함으로써 만물과 하나가 되는 물아일체의 경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지혜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생각해야할 가치가 있

다.｣103)라고 덧붙였던 것을 생각하면 鄭敏의 추구한 시적 세계가 보다 명확해진다. 

이렇게 ｢성숙한 적막｣으로 빚은 공간의식은 시인의 역사인식에도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鄭敏의 역사관에는 독특한 면들이 포착된다. 물론 鄭敏 역시 ｢중국의 토지

는 강아지풀과 들 넝쿨로 가득 뻗어있고/ 운하 속에는 역사의 찌꺼기가 침전되어있

다｣104)며 ｢성숙한 용기로 역사의 잔혹함에 저항하자｣105)고 다소 구호적인 표현으

로 시대의식을 드러내기도 하고, <전쟁의 희망戰爭的希望>, <죽음死> 등에서는 전

쟁의 참상을 고발하기도 했으며, <가난貧窮>에서는 전쟁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

이 ‘가난’임을 강조하기도 하는 등 현실사회에 대한 직설적인 비판을 드러내기도 했

지만 이러한 작품은 지극히 예외적인 것들에 속한다. 그의 작품에는 ｢역사｣라는 용

어가 빈번하게 출현하지만 파란만장한 중국현대사의 구체적인 반영과 표현 대신 주

로 ｢우주｣적 역사관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계절의 변화 속에 대지는 동일하고/ 역사의 강물 속에 인류는 동일한데/ 두 생

99) 生命的滙流, 外在的､ 內在的/ 你､ 我､ 宇宙 (<이미지 연작시⋅육, 우리 서 있어요心

象組詩⋅六, “我們站在”>)

100) 在流血/ 你､ 我､ 我們/ 在流血/ 從那悄悄淌走的河床上/ 我們的血管被連接在/ 能

滲透的黑土上 (<남색의 시⋅피가 흐르고 있다藍色的詩⋅在流血>)

101) 在自由裏有時間､ 空間 (<다만 한 가지 종류만 있다只有一種>)

102) 鄭敏, 《詩歌 哲學是近鄰: 結構-解構詩論》,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 44쪽 

참조.

103) 張潔宇, <詩學爲葉, 哲學爲根>, 《文藝硏究》, 北京: 文藝藝術硏究院, 2014.8, 84

쪽 참조.

104) 噢, 中國! 土地上滿蔓着莠草野藤,/ 運河裏沉澱着歷史的糟粕渣滓 (<오, 중국이여

噢, 中國>)

105) 我們唯有用成熟的勇敢抵抗歷史的冷酷 (<서남연대 노래西南聯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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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깊고 영원한 의미 아래 결합할 때/ 그들이 바로 대지이고 인류/ 수만의 시간

과 공간의 변동 속에 있는 것은/ 신이며 이념이며 영원한 동일이네/ ……
<거룩한 갈망을 읽고 난 후>의 일부106)

시인이 ｢역사｣를 정의함에 있어 자주 ｢작은 하천 한 줄기｣107) 혹은 ｢역사의 강

물｣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는 역사의 유동성과 가변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즉 

｢역사란 하나의 물마루에서 하나의 파곡으로 떨어져 들어갔다가/ 또 하나의 파곡에

서 하나의 물마루로 상승하는｣108) 지속적인 변화인 것이다. 이러한 역사의 속성에 

대비되는 것은 ｢대지｣와 ｢인류｣로 대변되는 ｢동일｣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스피

노자의 ‘실체’, ‘속성’, ‘양태’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인류｣는 ｢대지｣와 마찬가지로 

변함이 없는 ｢동일｣한 실체에 해당할 수 있고, ｢역사｣는 ｢계절｣과 마찬가지로 부단

히 ｢변화｣하는 양태에 속할 수 있다. ｢역사는 단지/ 발아래 흘러가는 하천에 불과｣
하지만, ｢인류｣의 생명을 책임지고 근면하게 살아온 ｢주름진 아름다운 얼굴｣의 ｢무
수히 피곤한 어머니들｣109)이야말로 위대하고 영원하다고 말한다.

시인은 때로 ｢역사가 무거워/ 피가 흐르는 마음을 받칠/ 검은 색 무쇠의자가 필

요하다｣110)고 하면서 역사에서 오는 중압감111)을 호소하기도 하고, ｢역사의 파도 

속에서 유영한 것이 아닌/ 민족은 없다｣112)라고 하면서 역사가 주는 시련을 언급

106) 在季候的轉變裏大地是同一的,/ 在歷史的河流裏人類是同一的,/ 當兩個生命在深永

的意義下結合/ 他們就是大地, 是人類,/ 在千萬個時間的, 空間的變動裏/ 是神, 是

理念, 是那永恒的同一/ …… (<讀 Selige Sehnsucht 候>), <거룩한 갈망>은 괴테의 

시 작품 제목임.

107) 歷史也不過是/ 脚下一條流去的 河 (<황금의 볏단金黃的稻束>)

108) 歷史從一個波峰跌入一個波谷,/ 又從一個波谷升上一個波峰 (<깊이 사색할 때⋅희

망과 실망沉思的時候⋅希望 失望>)

109) 歷史也不過是/ 脚下一條流去的 河/ ……/ 皺了的美麗的臉/ ……/ 無數個疲倦的母

親 (<황금의 볏단金黃的稻束>)

110) 歷史是沉重的/ 要一個黑色的鑄鐵座/ 來托起仍在流血的心靈 (<무거운 서정시⋅
1, 무거운 서정沉重的抒情詩⋅一､ 沉重的抒情>)

111) 역사의 중압감이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은 대개 ｢전쟁의 희망戰爭的希望｣, 
｢이상적인 아름다움은 존재한 적이 없다理想的完美不曾存在｣, ｢수수께끼謎｣ 등 전

쟁과 관련한 것들이다. 이는 시인이 중일전쟁과 내전 등으로 인한 시대의 고통을 직

간접적으로 목도했기 때문일 것이다.

112) 沒有一個民族/ 不是遊泳在歷史的波濤裏 (<어망은 단시 고기를 위해 짠 것 뿐魚網

只是給魚兒織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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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하며, 심지어 아직은 자유롭게 비판할 수 없는 천안문사태에 대해 ｢내가 오

솔길을 걸어갈 때마다/ 유령이 내 발걸음을 휘 감는다｣113)라고 하면서 당시 청년

들의 처참한 희생을 우회적으로 분노하기도 하지만, 그의 역사관은 기본적으로 낙

관적이다. 왜냐하면 鄭敏은 역사를 근면하게 살아온 ｢주름진 아름다운 얼굴｣의 ｢무
수히 피곤한 어머니들｣이 이루어가는 강인한 ｢인류｣의 변함없는 생명력이라고 파악

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시인은 ｢만일 역사가 지루한 기다림이라면/ 기다림과 상

상과 희망은 모든 것114)｣이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관을 지닌 鄭敏은 셸리Shelley의 ｢시인은 예언가｣란 말을 인용하며 

｢시인의 사명은 민감하게 인류의 공동 운명에 관심을 갖고 시를 창작해 그 희망을 

표현해야 하는 데 있음｣115)을 언급했다. 그래서 그는 특정 역사적 사실로 인한 고

통과 그에 대한 비판보다는 범우주적인 자유를 노래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그의 시적 특질은 대부분의 동시대 작가들이 중국현대사의 격동기를 지나오면서 자

의든 타의든 간에 당대의 역사적 그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사실과 비교되는 지

점이다. 鄭敏은 기본적으로 특정 시대에 편승한 이데올로기나 정치관에 회의적이었

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치운동이 늘 정의를 보위한 것이 아님을 역사가 증

명｣116)하고 오히려 ｢진리는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마모된다｣117)고 지적하기도 했다.

스피노자Spinoza가 《에티카Ethica》에서 다음과 같이 한 발언은 鄭敏의 역사관

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자연 속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우습고 부조리하고 악한 것이 있으나, 우리가 사

물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전체로서의 자연의 질서와 관련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

113) 每當我走過這條 徑/ 幽靈就纏住我的脚步 <내가 오솔길을 걸어갈 때마다每當我走

過這條 徑>(황지유, <回憶⋅詩歌⋅現代性 — 郑敏诗人访 录>, 《중국현대문학》 

46, 2008.9, 258쪽 참조).

114) 如果歷史就是冗長的等待/ 等待和幻想和希望是一  (<무거운 서정시⋅7, 검은 색

의 어머니沈重的抒情詩⋅七. 黑色的母親)>)

115) 邱景華, <哲人目光和母性慈懷 — 鄭敏20世紀40年代詩歌的獨特性>, 《江漢學術》 

第35卷第3期, 2016年6月, 74쪽 참조.

116) 鄭敏, 《詩歌 哲學是近鄰: 結構-解構詩論》,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 297쪽 

참조.

117) 眞理在歷史的車輪上磨損 (<변증의 세계, 변증의 시-변증의 나무⋅2, 과일辨證的世

界, 辨證的詩 -一株辨證之樹⋅二､ 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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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또한 모든 것을 우리들의 이성의 명령에 따라 정리하려고해서 이렇게 보는 것

이다. ‘선’과 ‘악’은 그 자체로 고찰해보면 아무런 적극적 의미도 없으며, 신은 인간

의 보잘것없는 선악을 초월해 있다고 욥에게 가르친 교훈을 망각하고 우리는 인생

의 악을 신의 자비와 조화시키려고 노력한다. ‘선’과 ‘악’은 인간의 그리고 흔히 개

인의 취미 및 목적과 관계되며 우주 안에서의 개인은 하루살이에 지나지 않고 신

의 ‘움직이는 손’은 인류의 역사조차도 물위에 쓴다.118)

신시기 이후 많은 작가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反思文學’을 창작할 때에도 그는 

｢내 왼쪽에는/ 자애로운 모친이 품속의 아이를 기르고 있는 조각상을 세워주세요/ 

내 오른쪽에는/ 외관이 씩씩한 전사가 총을 들고 방위하는 조각상을 세워주세요/ 

나는 역사입니다, 역사가 발전할 때/ 그들은 나의 충실한 반려자일 테니까요｣119)

라며 문혁의 상흔보다 ｢역사 발전｣의 조건을 노래했다. 그러면서 그는 ｢역사는 영

원히 변화 발전하는데/ ……/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120)는 사실에 

안타까워한다. 

찌꺼기가 떠다니는 것은 언제나 있어왔다/ 심지어 이 아름다운 호수에도/ 언덕 

쪽에도 썩은 갈대가 있으나/ 우리가 호수 가운데로 노 저어 갈 수 있게 하라/ 거

기에는 자연의 맑게 가라앉은 눈이 있어/ 우리는 깊이, 깊이 그녀를 주시하니/ 조

용하여 오직 적막한 고요만이 가볍게 호흡한다/ 마치 바람이 먼 곳 직립한 산봉우

리에서 불어오듯/ 우리는 역사가 시공 속에 남긴/ 무수한 소리, 웃음, 울음, 분노, 

탄식을 듣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메아리여라/ ……
<우리의 여정은 막 시작되었다>의 일부121)

시인은 ｢아름다운 호수｣에도 ｢찌꺼기｣가 있으니 ｢우리 역사가 시공 속에 남긴/ 

118) 윌 듀랜트/ 황문수, 《철학이야기》, 문예출판사, 2010, 197쪽, 201-202쪽 참조.

119) 我請求, 在我的左邊立起一座塑像:/ 慈愛的母親在喂育着懷中的嬰兒;/ 我請求, 在

我的右邊立起一座塑像:/ 器宇昻然的戰士, 執槍守衛./ 我是歷史, 當歷史前進/ 他

們是我的忠實伴侶. (<비석의 간구石碑的請求>)

120) 歷史永遠在發展､ 在演變/ ……/ 無人完全理解它 (<사람들⋅역사⋅시인人們⋅歷

史⋅詩人>)

121) 渣滓浮泛什麽時候都有,/ 甚至在這美麗的湖泊裏/ 靠岸邊, 有腐爛的蘆葦/ 但是讓

我們劃向湖心,/ 那裏有自然澄淸的眼睛/ 我們深深, 深深地注視她,/ 靜得只有“寂靜”

在輕輕呼吸/ 像風從遠處直立的山峰飄來/ 我們聽見歷史在時空裏留下的/ 無數的聲

音, 笑､ 哭､ 憤怒, 歎息/ 是回聲在人們的心靈裏./ …… (<我們的旅行剛開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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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소리, 웃음, 울음, 분노, 탄식｣을 ｢맑게 가라앉은 눈｣, ｢적막한 고요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메아리｣를 듣자고 노래한다. 역사란 본래 모순과 대립되

는 것들, 즉 ｢눈빛은 냉혹하나 뜨겁고/ 손가락은 무정하나 따뜻한/ 두 자아의 만남

이 운명 혹은 역사를 이루는 것｣이니, 역사는 대립과 화해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

한다. 이는 마치 ｢그림자가 반드시/ 햇빛이 눈부시게 빛나는 커다란 나무 아래 잠

들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 ｢여기에 이상적인 아름다움이 있을 리 없고/ 그것

은 여태껏 존재한 적도 없지만｣, 역설적이게도 ｢이것은 자연계 생명의 원천이 되

어｣122) ｢역사는 늘 다음 페이지를 넘기고/ 또 한 페이지, 또 한 페이지를 넘겨/ 

암석을 힘껏 벗어나 날아가려고 한다｣123)고 한다.

｢매년 봄마다 나는 역사를 향해/ 내 꿈을 제기하겠노라｣124)고 다짐한 ｢연｣이, 

｢비록 영원히, 영원히/ 위로 날아 구름층을 뚫고 우주로/ 날아가 별무리에 이를 수 

없겠지만/ 우리의 팔뚝에 긴장감을 주고/ 우리의 마음에 흥분할 만한 만족감｣125)

을 준다는 진리를 터득해야 ｢영혼은 응당 있어야 할/ 자유를 얻게 된다｣126)고 확

신한다. 

鄭敏이 ｢시인은 사람을 잃어버리면 결국 자신을 잃게 된다｣127)라고 노래하며 

시 창작이란 결국 사람을 노래하는 일임을 상기시킨다. 시인은 우리에게 시대의 어

떤 상황과 변화 속에서도 인간에 대한 절대적 가치와 그 인간이 통섭하고 있는 우

주의 질서를 차분하게 성숙한 적막으로 사유하여 깨달고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획득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 이르도록 기다리고 희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다. 鄭敏의 이러한 역사관과 그에 기반을 둔 시 쓰기에 대해 이견은 있을 수 있겠

122) 目光冷酷而灼熱/ 手指無情而溫柔/ 兩個“自我”的相遇/ 可能成命運或歷史/ ……/ 假

如陰影必 睡在/ 陽光照 的大樹下/ ……/ 這裏不 有理想的完美/ 它從來就不曾

存在/ ……/ 是自然界生命的源泉 (<이미지 연작시⋅10, 이상적인 완미함은 일찍이 

존재하지 않았다心象組詩⋅十､ 理想的完美不曾存在>)

123) 歷史總要向下飜一 ,/ 又一 , 又一 / ……/ 掙脫了巖石, 飛去 (<날아가는 갈매기

飛去的海鷗>)

124) 每年春天我向歷史提出/ 我的願望 (<연⋅2風箏⋅之二>)

125) 雖然它幷不能永遠､ 永遠/ 向上飛, 穿過雲層, 向宇宙/ 飛去, 直到加入星群,/ 但它

使我的手臂得到緊張/ 我的心滿足而 奮 (<연⋅1風箏⋅一>)

126) 靈魂 得到/ 它應有的自由 (<자기에 대한 조사 自己的悼詞>)

127) 詩人, 當他失去人們時/ 他也失去了自己 (<사람들⋅역사⋅시인人們⋅歷史⋅詩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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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격동의 시대를 관조하며 당면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도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

고 생명의 역동적 힘을 믿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상흔으로 가득한 시대에 보내

는 일종의 위로 메시지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Ⅳ. 나오며

시인 鄭敏은 대부분의 중국현대작가들과 마찬가지로 청년기에는 중일전쟁과 내

전을, 중⋅장년기에는 정치적 격동을, 그리고 노년기에는 개혁⋅개방의 급물살을 

지나왔다. 이러한 중국현대사의 주름져 있는 역사적 굴곡은 예술 창작 환경에도 부

정적인 영향을 미쳐, 작가들에게 모종의 제약과 획일적인 방향을 강제시키는 결과

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작가들은 아예 절필하거나 순응 혹은 소극적 

저항의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맥락을 염두에 두고 중국현대문학사

를 보고 있노라면 그 행간에 이미 예술적 비극이 배태되어 있음을 느낄 때가 있다. 

예술이 무궁한 자유를 꿈꾸는 영혼에 대한 다양한 채색 과정이라고 할 때, 시는 더

더욱 그러하다. 시는 시적 자유를 제약하는 모든 것들, 예컨대 현실이데올로기에 

대한 강요된 복종, 시문학의 상품성을 요구하는 자본시장의 요구 등을 포함한 모든 

억압에 대한 저항이다. 그것은 소위 참여시와 순수시의 구분을 넘어선 차원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제약적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저항의 목소리를 

내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鄭敏의 시세계는 질식할 것 같은 

역사 속에서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상위 개념을 찾아 집중적으로 노래함으로써 시

대를 살아가는 또 다른 방식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그의 이러한 철학적 역사관이 시공간에 대한 탐색과 맞물려 빈번하게 형상화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본고에서는 그의 시간의식과 공간의식을 각각 분리하여 분석함으

로써 현실정치역사와는 다소 거리를 두고 있는 그의 역사관을 추적 정리하게 되었

다. 우선 그의 시간관을 살펴보면 그 특징이 영속성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시인

은 시간이 불가역적이라 생명존재는 필연적으로 죽음을 잉태할 수밖에 없다는 시간

일반의 속성을 인정하면서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방

법까지 제시하고 있다. 즉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니고 부단히 변화할 뿐이기에,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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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래의 인위적인 구분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존재에 대한 명민

한 자각을 통해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언제

나 영속적으로 현재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그의 공간관을 살펴보면 그 특징이 ‘物我一體’로 정리된다. 즉 우리의 

신체라는 내적공간은 우주라는 외적공간과 합일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역사관

을 덧붙여 생각해본다면 그에게 역사란 시간과 공간의 지나간 흔적들이요, 하나의 

물결에 불과하다. 이는 우주가 변이의 연속이라는 점과도 상통한다. 그러나 그 역

사를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강인한 생명력으로 시대적 고통을 묵묵히 견뎌낸 ｢어
머니｣로 표상되는 수많은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불변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들이라

고 말한다. 그러면서 시인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주는 무목적적인 유무상생의 공

간이고 또한 고통스럽게 당면하고 있는 역사의 시시비비, 진위분별은 변증법적 역

사법칙에 의해 화해될 것이니 여기에서 벗어나 자유와 희망을 품으라고 위로한다. 

그러기 위해 적막한 성숙으로 개별적 존재자의 공간을 사색으로 충만하게 채우라고 

말한다.

루카치Lukács는 릴케Rilke의 시가 ｢구체적인 한 개인의 고통을 넘어서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린 세계를 비판｣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사소하고 하

찮은 현상이나 추악하고 끔찍한 것까지 포용｣함으로써 ｢모든 것에 대한 긍정적인 

열린 사유｣128)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는데, 이러한 분석은 鄭敏

의 시세계에도 비슷한 맥락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시공간에 입각한 이러한 鄭敏의 역사관에 다 동의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또한 이러한 사유과정이 시적 완성도로 이어져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작품들도 있

으며, 심지어 鄭敏의 이러한 철학적 사유과정은 불가와 도가 그리고 릴케Rilke, 엘

리엇Eliot, 데리다Derrida 등의 지적 영향을 받고 있어 특별할 것이 없다고 지적한

다고 해도 반박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지젝Žižek의 논법에 기대

어 표현해보자면 ｢옳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옳은 것이 되었

던｣129) 중국현대사의 획일적인 정치 분위기 속에서, 소극적이나마 자신만의 방식

128) Vgl. Georg Lukacs, Deutsche Literatur im Zeitalter des Jimperialismus. 

Eine Ubersicht ihrer Hauptstromungen, Berlin 1950, s.35. / 박진형, <후기 

릴케Rilke와 禪>, 《헤세연구》 제4집, 한국헤세학회, 2000. 10, 256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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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현실시대와 다소 거리를 둔 채 희망의 노래를 견지하고자 했다는 측면에서 나

름의 현대시문학사적 의미를 성취했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시는 호모 포에티쿠스

Homo Poeticus들의 영원한 자유에 대한 노래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鄭敏의 자유

는 ｢좋은 시란 읽고 난 후 목적 없는 여행을 한 듯하면서도 깨달음을 주는 작

품130)｣, 즉 그 무목적적인 여행에서 획득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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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文提要】

This paper focuses on consideration Zheng-Min’s existence in 

poetry and revealing his historical view. Zheng-Min is a Chinese 

modern poet who was born in 1923 and has been working so far. She 

considered the creation of poetry which reflected philosophy 

important. So she created a poem with an intense interest in the 

existence of life. In addition, her poem expresses an optimistic world 

view. These elements reflect her unique poetic characteristics with 

other modern poets.

As you know, all existence of life beings are closely related to time 

and space. Therefore, this paper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Zheng-Min’s time consciousness and spatial consciousness. First, let’s 

look at her time consciousness. Time is passing, and in this life all 

life is dead. So we have a potential fear of time. But she says it is 

not necessary because time is just a change. She says that if we are 

aware that we are present, time can stay in the present forever. 

Next, her space consciousness is as follows. Space is divided into 

inner space and outer space. The inner space can be called the body, 

and the outer space can be called the universe. She says that 

because our bodies are universes, we are like the universe. The 

universe is a purposeless space, and we must enjoy our freedom 

without being bound by right and wrong. 

In particular, she expressed her unique values   of history. She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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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Chinese modern history gave the people a great deal of 

suffering, but nonetheless the people have endured the history 

silently. History is variable, but people’s vitality is eternal. History 

is developed by the vitality of these people. Therefore, we can have 

reconciliation and hope for history. Even though I can not agree with 

her historical point of view, I think her poem has significance in the 

sense that she gave a message of freedom and hope to those who 

suffered from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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