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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조에서 현대시로 이동된 치유의 서정

Healing Emotion Moved from Gosijo to Modern Po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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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고시조의 정서가 현대시에 어떻게 흘러들어왔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고시조와 현대

시의 간극에 머물고 있는 치유적 장치들을 문학치료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고시조의 극심한 고독과

고요가 현대시로 침습되어 잠이 오지 않는 고독의 밤을 연출하고 있다. 고시조의 감정을 지닌 문장들이 현대시에서는

달라져 있지만, 고시조와 현대시는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문학적 장치는 현대인들에게 치유의 정서를

제공해준다. 이러한 연구는 이후의 문학치료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고시조, 현대시, 문학치료, 감정의 입자들, 서사의 브라운운동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Gosijo's sentiment flows into modern poem. Therefore, it has the purpose of 
utilizing the healing devices staying in the gap between Gosijo and Modern poem for literary therapy. Gosijo's 
extreme solitude and calm are invaded into modern poem, producing a sleepless night of solitude. The sentences 
with the emotions of Gosijo are different in modern poem, but the Gosijo and modern poem share the same 
emotions. These literary devices provide a sentiment of healing to modern people.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literary therap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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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고시조를 율독하다가 현대시를 감상하다 보면, 참 재

미있다. 왜냐하면, 어떻게 고시조의 작품과 현대시의 작

품에 대한 감성이 이렇게 같을 수가 있을까라고 가만히

생각해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학적 정서,

혹은 감정의 흐름을 볼 때 감정도 DNA가 있어서 스스

로 복제하여 자신의 존재를 세대를 이어 꽃피우고 있다

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생각

하거나 감정을 느끼게 된다면, 그 생각이나 감정은 오

직 자신에게서만 발출된 것이 아니라, 멀고 먼 고대로

부터 온 감정 혹은 고대인들의 감정이 자신의 신경계에

각인 되어 있어서 발화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불현듯 혹은 날마다 생기는 감정은 지금의 ‘생각

하는 나’에 의해서 새롭고 온전하게 생긴 감정이 아니

라 그 감정은 수많은 세월 동안 전이되어 온 인류의 감

정의 입자들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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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이에 대해 브라운의 이론을 접목하고자 한

다. 브라운(R. Brown, 1773-1858)은 작은 입자들이 끊

임없이 움직이는 브라운운동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이

브라운운동을 서사적 관점의 감정 이동의 방법으로 접

근해 볼 수 있다.

서사적 자장을 추동하는 감정의 입자들, 이들의 브라

운운동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고대와 현대에서 꿈틀거

리고 있는 것이다. 이 입자들의 브라운운동이 산출해

내는 전이적 감정이 문학치료와 연관된다.

브라운운동처럼 끊임없이 움직이는 감정을 되살려

내는 것, 이것은 어쩌면 인류 최대의 치유의 행위가 아

닐까. 어릴 적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빨던 생각을 하면

무한한 힘이 솟는 것은 이러한 어머니의 감정이 이동된

용감한 입자들의 추동 때문이 아닐까. 이제 이러한 감

정 DNA의 전이에 대해서 탐색해 보려고 한다. 이러한

탐색을 통하여 문학치료에 활용할 목적으로 본 연구가

진행된다.

본 연구는 감정의 전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월산대

군이 창작한 고시조 추강에 밤이 드니 와 조지훈이 창

작한 현대시 靜夜 2 를 중심으로 탐색하기로 한다. 이

두 창작품에서 서사의 브라운운동을 하는 감정의 현상

들을 탐색하고, 이 현상들이 감정의 입자들에 의해 추

동된다고 가정한다. 시대와 시의 형식이 다른 두 작품

에서 정서적 공유에 의해 동일한 치유의 에너지를 전달

하고 있다는 관점으로 서술될 것이다. 이 동일한 치유

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전달되어 치유가 된다고 하는 것

은 우리의 인체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오래 전

부터 훈련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문학 창작의 행위는

그 훈련의 과정임을 암시한다.

본 연구는 참고문헌의 ‘인체생리학적 논의들’[1-2, 4,

6]을 기반으로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본 연구자가 창

작한 ‘논문들’[7-34]의 연장선상에 있다. 감정의 입자들

의 전이에 대한 본 연구와 같은 선행연구는 찾기 어렵

다. 아직은 이에 대한 논의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를 기점으로 하여 문학의 감정의 입자에 대한 새로

운 관심과 연구 환경이 형성되길 기대한다.

Ⅱ. 이동하는 감정의 입자들

월산대군의 추강에 밤이 드니 의 문학적 서사의 감

정의 입자들은 불면증의 증상을 향해 ‘빈 배 저어’ 이동

하고, 조지훈의 靜夜 2 의 감정 입자들은 ‘작은 망아지

의 마판 꿀리는 소리’에 의해 불면증의 증상으로 이동

하고 있다. 현대시 靜夜 2 가 불면증의 증상을 내포하

고 있다. 이 시에서 “잠이 오질 않는다”고 기술했기 때

문이다. 고시조가 왜 불면의 증상이냐 하면, “잠이 오질

않”기 때문에 가을밤에 강에서 낚시하고 있었으며, 고

기도 물지 않자 ‘빈 배 저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

서 이 고시조에서의 ‘빈 배’는 불면증을 암시하는 단어

이다.

만약, 월산대군이 잠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잠에

깊이 빠져들고 싶었다면, 낚시 하러 차가운 가을 강에

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월산대군이 신경생리학적으로

인체에서 멜라토닌을 분비하고 있었다면, 낚시하지 않

고 잠에 빠져들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추강에 밤이

드니 는 잠이 오지 않도록 깊은 가을밤의 불면의 서정

에 잇대어 있다. 물론 조지훈의 시의 흐름에서도 보면

조지훈 역시 그의 신경생리학적인 체계에서 멜라토닌

이 분비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잠이 오

지 않는 것이다. 물론 꼭 이 멜라토닌만이 인체의 수면

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인체의 기능에

의한 정상적인 수면의 발화는 거의 이 멜라토닌의 분비

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두 창작품은

멜라토닌의 DNA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

다. 이제 두 창작품의 불면증을 향한 감정 입자들의 이

동에 대한 논의들을 시작하려고 한다. 불면증은 그 자

체로서 치유의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 독자는 작품속의

불면증과 자신의 불면증을 동일화 시켜 작품을 감상하

며 그 증상을 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고시조

의 감정 입자들의 불면증으로의 추동이 현대시에로까

지 진행되고 있음을 밝혀보고자 한다.

1. 서사의 브라운운동

문학적 서사가 시대를 관통하여 브라운운동을 한다

면, 그 서사가 접히거나 펴지면서 변형된다고 볼 수 있

다. 이때 우리의 신경계에 전해져 오는 것은 알 수 없

는 어떤 정서의 감정 입자들의 입력 신호이다. 이에 따

라 우리는 감정이 드러나게 된다. 고전 서사의 문학적

감정은 브라운운동을 하면서 접히거나 펼쳐지며 시대

와 시대를 건너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 수 있다. 감정

입자들은 시대에 알맞게, 환경에 알맞게, 맞추어서 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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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고시조에서 현대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문학의 감정 입자들은 그 서사의 틀

을 달리하며 우리의 감정계로 스며든다. 언어가 달라지

고 표현이 달라지고 수식의 방법이 달라져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감정은 변색되지 않고 우리에게 전달된

다. 표 1에서 『고시조대전古時調大全』(김흥규 외 편

저, 2012: 1075)에 나타난 고시조 추강에 밤이 드니 [5]

는 가을밤의 강의 풍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조지훈 全集 1 詩』(조지훈, 1996: 105)에 나타난 현

대시 靜夜 2 [3]는 가을밤의 산골 주막방을 배경으로

시의 전개를 이끌고 있다. 그런데 두 작품이 똑같이 가

을밤의 쓸쓸한 풍경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불면의 밤을

들이밀고 있다. 이는 서사와 함께 충돌하면서 브라운운

동을 하는 감정 입자들의 행위이다. 감정 입자들을 직

접 시각적으로 대면할 수는 없지만 서사의 접근과 추동

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감정의 실체들을 접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과정의 부분들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표 1. 고시조에서 현대시로의 감정의 이동

Table 1. Transition of feelings from Gosijo to modern poem

고시조(추강에 밤이 드니)

→

공

간

이

동

→

현대시(靜夜 2)

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한두 개 남았던 은행잎도 간 밤에 다 떨리고

바람이 맑고 차기가 새하얀데

낚시 드리우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말 없는 밤 작은 망아지의 마판 꿀리는 소릴

들으며

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 배 저어 오노라

산골 주막방 이미 불을 끈 지 오랜 방에서

달빛을받으며나는앉았다 잠이오질않는다

풀벌레 소리도 끊어졌다

2. 물결 → 바람

고시조의 첫 부분에는 가을의 강물이 나온다. 그래

서 “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이다. 이 서사

의 감각은 ‘차가움’이다. 현대시의 첫 부분에는 가을의

바람이 나온다. 그래서 “한두 개 남았던 은행잎도 간

밤에 다 떨리고 바람이 맑고 차기가 새하얀데”이다. 이

서사의 감각은 ‘차가움’이다. 이렇게 고시조와 현대시

의 첫 부분에 ‘차가움’이란 동일한 감각이 서사의 행렬

을 지휘하고 있다. 또한, 똑 같이 ‘밤’이라는 시어가 나

오는데 이 시어는 두 작품의 배경에 대한 중요점을 시

사하며, 결국 밤 잠 못 이루는 ‘불면증’의 감정 입자들

을 서사를 통해 끌어들이기에 적절한 감정의 기표라고

할 수 있다. 고시조의 차가움의 주체는 ‘물결’이고 현대

시의 차가움의 주체는 ‘바람’이다. 그래서 이 고시조와

현대시의 첫 부분에서는 서사의 브라운운동에 의해 고

시조의 ‘물결’이 현대시에서 ‘바람’으로 변형되어 나타

났다고 할 수 있다. 물결의 입자들이 펼쳐져 바람의 입

자들로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고시조에서

현대시에로의 감정 입자들의 브라운운동은 ‘물결’을 ‘바

람’으로 일으키고 있다. 문학 작품의 감정 입자들의 브

라운운동은 ‘물결 → 바람’의 행로에 있다고 할 것이다.

3. 빈 낚싯줄 → 빈 밤

그 다음에 고시조에서는 ‘빈 낚싯줄’이 연상된다. 왜

냐하면 “낚시 드리우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라고 읊고

있기 때문이다. ‘빈 낚싯줄’이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

‘빈 배’가 나온다. 그리고 현대시에서는 ‘말 없는 밤’이

나온다. 그래서 이 ‘말 없는 밤’은 그 정서 상 ‘빈 밤’이

된다. 현대시의 시구는 “말 없는 밤 작은 망아지의 마

판 꿀리는 소릴 들으며”이다. 고시조에서 ‘낚시 드리운’

밤, 즉 ‘靜夜 2’가 이 현대시에서 ‘말 없는 밤’이다. 고

시조에서 낚시를 드리웠으나 고기가 물지 않으므로

‘고요’ 그 자체의 서정이다. 그래서 현대시에서는 ‘고요’

를 대변하는 ‘말 없는 밤’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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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작품은 가을의 ‘밤’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서사들

의 충돌로써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놓게 된다. 서사들

의 충돌의 행로는 ‘빈 낚싯줄 → 빈 밤’의 행로에 있다.

4. 무심한 달빛 → 고요한 달빛

고시조에도 ‘달빛’이 나오고, 현대시에도 ‘달빛’이

나온다. 고시조의 달빛은 ‘무심한 달빛’이다. 그리고

현대시의 ‘달빛’은 ‘고요한 달빛’인데, 이것은 “작은

망아지의 마판 꿀리는 소리”를 듣다가 이 소리가

끝나고, “풀벌리 소리도 끊어졌다”고 하기 때문에

현대시의 달빛은 ‘고요함’을 수식하는 ‘고요한

달빛’이다. ‘마판 꿀리는 소리’가 끝났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마지막 시행에서 “풀벌레 소리도 끊어졌다”고

하기 때문이다. ‘풀벌레 소리도’에서 ‘도’의 기능은

앞의 어떤 소리도 끊어졌음을 의미하는데, 앞의

소리는 ‘마판 꿀리는 소리’이다. 사실 ‘무심한

달빛’이나 ‘고요한 달빛’은 같은 정서이다. 시어만

달라졌을 뿐이다. 무심한 것이나, 아무 말 없이

고요한 것이나 같은 감정의 달빛이다. 그래서 ‘무심한

달빛 → 고요한 달빛’으로 변화되어 왔지만, ‘무심한

달빛’ = ‘고요한 달빛’이다.

Ⅲ. 두 시대의 공유된 감정

고시조의 ‘달빛만 싣고’의 주된 감정의 입자는 잠이

오지 않는 밤의 ‘무심한 달빛만’ 존재한다는 쓸쓸함의

서정이다. 그래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현대시에서 불

면의 입자들을 추동하고 있다. 현대시에서 “풀벌레 소

리도 끊어졌다”고 해서 끝난 밤이 아니다. 풀벌레의 소

리는 끊어졌지만, 여전이 무심한 달빛만 비쳐오는 현

재진행형의 밤이다.

이러한 밤의 서정은 고시조의 초장에서 ‘차가운 물

결’의 정서로 추동되었다. 그리고 현대시에서는 ‘차가

운 바람’의 정서로 이어졌다. 고시조의 중장에서는 ‘물

고기도 없는 밤’으로 무심의 정서가 확장되었고, 현대

시에서는 ‘말 없는 밤’으로 무심의 정서가 증폭되었다.

따라서 고시조의 종장에서는 ‘무심한 달빛만 흐르는

밤’의 입자들에 의해서, 현대시에서는 시의 하반부에서

‘달빛을 받는 고요한 밤’의 입자들에 의해서, 시적 자아

의 불면증이 발화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월산대군의 고시조와 조지훈의 현대시에서

의 공유된 감정은 고요한 밤의 고적한 감정이며, 공유

된 병증은 불면증이다.

Ⅴ. 결 론

고시조의 감정이 현대시로 이동되는 현상은 치유의

메커니즘이다. 어느 가수의 노래를 듣고 있던 어떤 청

자가 그 노래를 따라 불러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노

래의 감정에 치유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가수

의 감정은 청자에게로 이동된다. 시의 감정에도 치유

의 효과가 있어서, 그 시를 독자들이 감상하며 똑같이

써보기도 하고 행복해 하기도 한다.

그런 치유의 감정이 오랜 시절을 지나오면서 변하

지 않고, 우리의 신경계에 각인되어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각인된 서사적

감정은, 혹은 문학적 감정은, 그 입자들이 브라운운동

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감정은 특히 인체 내에서 발생

되는 것으로써, 브라운운동이 아니고는 고시조에서 현

대시로의 감정 이동에 대한 현상을 이해할 도구가 없

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인체의 신경계에 각인된 시적 감

정의 입자들이 브라운운동을 통하여 시대를 건너 이동

과 변이를 추동한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후속 연구에

서 이에 대한 검증과 논리의 확장이 이루어진다면, 문

학과 인체의 감정에 대한 관계를 세밀하게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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