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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매체에 나타난 이육사 표상 연구
-드라마 <절정>(2011)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Use Pattern of Lee Yuk-sa in the media
-Focused on the drama "Climax"(2011)

손미영

Son, Mi-young

요 약 본 연구는 드라마 <절정>(2011)을 통해서 드라마에서 시 텍스트가 삽입되는 방식과 시인의 표상화 방식을 검

토한다. 이 드라마는 시인이자 독립 운동가였던 이육사를 중심인물로 내세우고, 그의 생애를 따라가는 서사 구조를

택하고 있다. 드라마는 시인의 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에 그의 시를 환상적인 이미지와 함께 삽입함으로써 드라마의

서정성과 영상미를 극대화한다. 시와 함께 제시되는 이미지는 이육사의 치열한 고난을 극대화하는 한편으로, 시를 이

고난의 결정체로 그려낸다. 이로써 드라마 <절정>은 이육사의 시를 활용함으로써 중심인물 이육사의 내면세계를 영

상으로 형상화한다. 이육사의 시를 이미지와 함께 활용하여 시의 아름다움과 곧은 정신세계를 지닌 시인의 표상화를

동시에 꾀하는 것이다. 이는 시인이자 독립 운동가였던 이육사를 행동하는 지식인으로서 균형감 있게 그려낸 결과이

다. 드라마 <절정>은 영상을 통하여 시와 시인의 표상화를 진정성 있게 수행한 주요한 텍스트이다.

주요어 : 문학, 시, 드라마, 드라마 <절정>, 이육사, 통섭, 표상, 이미지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way poetry text is inserted in dramas and the way poets represent themselves 
through the drama "The climax" (2011). The drama features Lee Yuk-sa, a poet and independence activist, as a 
central figure and chooses a narrative structure that follows his life. The drama maximizes the lyricity and 
visual beauty of the drama by inserting his poems with fantastic images at the most dramatic moments of the 
poet's life. The image presented with the poem maximizes Lee Yuk-sa's intense hardship, while portraying the 
poem as a crystal of this hardship. Thus, the drama "The climax" uses Lee Yuk-sa's poetry to visualize the 
inner world of the central character Lee Yuk-sa. Lee Yuk-sa's poems are used in conjunction with his image to 
simultaneously represent the beauty of poetry and the upright spirit of the poet. This is the result of a balanced 
portrayal of Yi Yuk-sa, a poet and independence activist, as an intellectual who acts. The drama "The climax" 
is the main text that sincerely performed the representations of poems and poets through video.

Key words :  Literature, Poem, Drama, Korean Drama, <Climax>, Lee Yuk-sa,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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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이육사의 시세계에는 첨예한 대결 의식과 미적 완결

성에대한갈망이동시에자리하고있다. 이는그의삶이

보여준 치열함과 연결되며 그의 시세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엄혹한 시대를

살았던 한 시인의 삶을 통해 신념과 행동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돕는다. 특히 그의

삶은 만해 한용운과 더불어 ‘행동하는 지식인’의 전형으

로써 알려져 왔다. 식민지시기의 시인들이 대부분 현실

과의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겪고 이에 집중하거나 내면

의 세계에 집중하였던 것과 달리, 이육사는 의열단에 가

담하여 활약하였던 행동하는 지식인이었다.

그의 시편들이 한 권의 단행본으로 출간된 것은 해방

이후 그의 동생에 의하여서였다. 사후에 한 권의 시집이

발간되어 널리 알려졌다는 점은 동시대에 살았으며, 마

찬가지로광복직전에숨을거두었던윤동주와의공통점

으로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윤동주가 식민지시기

를 부끄러워하였던 ‘청년 시인’의 표상이었다면, 이육사

는 그 자신의 삶을 불꽃처럼 산화시킨 대표적인 시인이

라고 할 것이다.

때문에 이육사 시의 정신과 그의 시편들을 채우고 있

는 첨예한 미의식은 그의 치열했던 삶과 함께 읽음으로

써, 더욱극대화된다. 이는이육사시의극적상황과인식

의 구조를 관련지어 연구한 선행 연구[1]에서도 논의된

바있다. 이육사의삶은그치열함과강고한세계인식으

로점철되어있으며, 그세계인식은그의시세계가보여

주는 미적 태도와 불과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이육사의

삶을 다룬 드라마가 여러 차례 재방영되었으며, 최근인

2020년 1월에는 예능 <선을 넘는 녀석들>이 이육사의

삶과 그의 시세계를 조명하였던 것은 그의 드라마틱한

생애에 대한 끌림과 아름다운 시세계에 대한 감성적 반

응을 반증한다.

특히 2018년에도 재방영되었던 드라마 <절정>(2011)

은 이육사의 삶과 시를 아름답게 그려내는 한편으로, 엄

혹한 현실을 살아가는 조선 지식인의 의지와 미적 의식

을 보여준 높은 수준의 영상물로 꼽을 수 있다. 2011년

광복절 특집으로 MBC에서 제작한 이 드라마는 이육사

의어린시절에서부터시작하여독립운동에투신하였던

시기와 아들을 잃었던 개인적 슬픔, 그리고 옥사에까지

이르는시인의생애를드라마틱하게재구성한다. 동시에

드라마에서그의시편들은환상적인이미지와함께제시

되며 시인이자 독립 투사였던 이육사의 세계 인식과 이

상을보여준다. <절정>은시인이세계를인식하고, 자기

인식과실천을모색하는실존적사색의가상공간으로시

를 활용[2]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드라마 <절정>은

식민지시기를 살았던 한 시인의 세계 인식과 미적 세계

관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영상화하고 있다.

한 사람의 시인이 보여준 미적 세계관을 영상화하는

작업은 한 편의 시가 보여주는 미학적 현상을 영상화하

는 일이자, 더 나아가 한국의 문학을 이미지화하는 과정

이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대중예술이 한국의 문학가

들을서사의전면에내세움으로써영상의서정성을획득

하고 있음을 검토한 기존의 논의들을[3]~[5]를 고려한다

면, 한국의 영상매체들이 시인 혹은 문학가의 표상을 영

상매체에서활용하는양상과그표상을면밀히검토할필

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드라마 <절정>을 중심으로

드라마라는미디어텍스트가이육사의시를제시하여영

상미를극대화하는방식과, 시인을형상화하고그의생을

서사화하는과정을해석하고자한다. 이는다양한형식의

장르가하나의장면에혼합되고병치되는흥미로운양상

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또한 의의가 있다.

Ⅱ. 이육사 시와 드라마 <절정>의
시퀀스 분석

드라마 <절정>에는 ｢말｣. ｢황혼｣, ｢노정기｣, ｢청포도

｣, ｢절정｣, ｢꽃｣, ｢광야｣등의이육사시일곱편이삽입되

어있다. 이시들은드라마의각장면에서이육사의내적

갈등과내면풍경을보여주고있다. 특히이들시편은드

라마의 서사가 갈등 상황에 놓였을 때나 주인공 이육사

가극한상황에놓여있을때에삽입된다. 드라마에서이

시편들은 처참한 현실과 대비되는 아름다움으로써 제시

되며, 이로써 시인이 놓여있는 참혹한 상황과는 대비되

는이육사시세계의아름다움을극대화한다. 즉, 여러차

례의옥고를치렀던이육사의치열하고도참혹했던실제

삶과그의아름다운시세계를대비시킴으로써시인이육

사를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이 드라마가 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 식민지 시기의 문인을 형상화함에

있어, 문학을 ‘한다는 것’과 독립운동 사이의 이른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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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선택 사이에서의 고뇌가 시인의 삶을 채우는 주요

한 화두였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시인의 실제 삶과는

별개로 많은 대중영상물들이 ‘식민지 시대 시인’의 표상

에시대적비극에희생당한순수한청년이라는프레임을

덧씌우고 있었음을 온전히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중반부(1부의 중후반부)에서부터

이육사의 옥고와 그의 독립운동에 초점을 맞춘다. 이 때

이육사의 투옥과 고초는 영화 <동주>가 그러하였던 것

처럼, 그의 ‘부끄러움’에대한영화의해석을내세우기위

하여서가 아니다. 형사의 태도나 그가 당하는 가혹한 고

문의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카메라의 시선으로 보아

알수있듯이, 드라마 <절정>은이육사의적극적인독립

운동가담을전제로하고그서사를진행한다. 이는물론

실제로 여러 차례 옥고를 겪었던 이육사의 개인적 삶을

반영한내러티브이기도하다. 그렇다하더라도드라마는

이러한 시인의 삶의 순간들을 우회하거나 그의 다른 면

모를부각하는데에집중하지않는다. 대신, 드라마는독

립운동과이로인한고난그자체에포커스를맞춘다. 무

엇보다도 이 드라마의 인물 표상화 전략에서 주목할 것

은인물이극심한고통을겪거나내적갈등을일으킬만

한위기의순간에놓였을때에그의시를삽입한다는점

이다.

예컨대그가가장의지하였던동지윤세주(이승호분)

가 전사하였을 때, 그의 시신을 끌어안고 울부짖는 육사

(김동완 분)의 모습과 함께 시 ｢청포도｣가 삽입된다. 배

우의 담담한 목소리로 낭송되는 이 시의 전문은 절규하

는 인물의 모습과 오버랩 되며 독립투사 윤세주의 죽음

과슬픔을장엄하게그려낸다. 윤세주는마지막순간, 시

｢청포도｣를보여주며이시가버틸수있는용기를주었

다고 말한다. 이 때 육사의 격한 슬픔과 달리 시를 읽어

내는 목소리는 시종일관 담담하다. 하지만 도리어 침착

한목소리로읊어진시의속도는영상의빠른속도를늦

추면서 드라마의 감성을 극대화한다. 그리고 세주의 피

묻은손에들린시 ｢청포도｣는그비장미와함께드라마

속 육사의 시가 고난의 과정에서 탄생된 것임을 시사한

다. 아이러니하게도 드라마 속에서 육사의 시는 감옥이

라는 비참한 공간 안에서 가장 극적이고도 아름답게 제

시된다.

다음의장면은 1부의감옥씬이다. 이씬에서이육사는

모진고문을겪고돌아와감옥벽위에자신의피로창을

그리고, 시를적는다. 그의피는빛을뿜어내며하나의창

문이 되어 어린 시절 행복했던 때의 환상을 그에게 비춰

준다. 드라마가제시하는목가적분위기의환상은고초를

겪고 엉망이 된 몸으로 감옥에 누워 있는 이육사의 모습

과대비됨으로써그가처해있는현실의참혹함을극대화

한다. 그리고 이 참혹하고도 아름다운 순간에, 드라마는

그의 시를 음성으로 삽입한다. 바로 시 ｢말｣이다.

시 ｢말｣은그의동생이원조가묶어출간한 육사시집
에도실리지않은작품으로, 1930년 1월 3일 조선일보
에 ‘이활’이라는이름으로발표된이육사의첫번째발표

시이다. 시집에도실리지않은, 그의첫발표작으로알려

진시를드라마가이장면에서삽입한것은, 이 드라마가

이육사의시 ｢말｣과함께그의생에대한본격적인서사

를 전개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시인 이육사가

｢말｣이라는 시를 통해 그의 시작(詩作)을 개시하였듯이,

이 드라마또한그의첫번째발표작을통하여투쟁으로

점철된그의삶을본격적으로전개해나갈것임을시청자

들에게 암시한다.

기실 드라마가 보여주는 환상은 그의 시의 내용과 일

치하지 않는다. 드라마에서 읊어진 1연의 말은 먼 길을

달려서 지친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

만 이와 달리 드라마의 환상 속에서 말은 건장하며, 이

말을타고있는어린이육사또한아무염려도없이행복

한얼굴을하고있다. 그러나이행복한환상은카메라가

다시 감옥에 누워 있는 상처 입은 이육사를 비춰주면서

다시금 그가 처한 현실의 엄혹함을 강조한다. 이처럼 엄

혹한 현실과 아름다운 시의 세계, 혹은 환상을 충돌시키

고 대비시키는 전략[2]은 이 드라마의 전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 원리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비의 구

성은일종의대칭을이루면서 2부의결말에서다시반복

된다.

이 드라마에서 환상적인 이미지들과 함께 그의 시가

그림 1. 드라마 <절정>의 한 장면
Figure 1. A scene in a drama <Cli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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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는 것은 단 두 번이다. 그 중 한 번은 상술하였던

것처럼 1부의 중반부에서 ｢말｣과 제시된 가족들과의 단

란한순간의장면이다. 이장면은 2부의후반부에서중요

한 모티프로 다시 등장한다. 바로 반복되는 옥고로 신체

적 한계에 도달한 이육사가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이다.

이 장면은 고문을 당하고 자신의 독방으로 되돌아온 이

육사의 장면으로써, 앞서 ｢말｣이 삽입되었던 1부 중반부

의 구성이 변주되는 씬이기도 하다. 그의 죽음으로 향하

는 이 씬에서 드라마는 이육사의 시 ｢광야｣를 삽입한다.

지금 눈 나리고

梅花香氣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千古의 뒤에

白馬타고 오는 超人이 있어

이 曠野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육사, ｢曠野｣ 부분[6]

시 ｢광야｣는 이육사의 시세계에서 월등히 시적 성취

도가 높은 시로 평가된다. 특히 시 ｢광야｣는 ｢절정｣에서

그려진현실의맥락을돌파하려는시도를보여주는시로

평가된 바있다.[7] 비록 현재는 나약하나 “천고의뒤”인

미래에는 ‘위대한민족’으로서도래하리라는확신으로시

적주체는미래를꿈꾸며 “여기”에서 “가난한노래의씨”

를뿌린다. 이숭고한인식이드러나는시행은드라마속

의 이육사의 죽음과 겹쳐지며 비극의 순간을 신뢰의 완

성으로 그려낸다.

드라마가 그의 첫 번째 발표작 ｢말｣을 통해서 서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면, 시 ｢광야｣와 함께 제시되는 환상

씬은서사를종결한다. 이때본격적인서사의시작을암

시하였던 1부의행동들은 다시금반복된다. 고문에지친

그는문득멋지게살고싶었다면서울고있는어린자신

의환상과마주한다. 어린그자신의모습을바라보고이

를 안아주면서 그는 출세한 삶을 살고 싶었던 무의식의

욕망과 화해한다. 아들을 잃고 평범한 가장의 노릇도 제

대로하지못하였으며, 사랑하는아내와함께할수도없

었던 그의 삶은 이 순간 완성된다. 그리고 그는 다시금

손가락으로 감옥 벽에 창을 만든다. 첫 감옥씬에서 그러

하였듯, 그는 그 창을 통해 어린 시절의 자신의 환상과

다시금마주한다. 환상속에서어린그는백마와함께강

가에 앉아 있다. 마치 그 창의 환상이 비추는 빛에 감싸

이는 것처럼 그는 이 장면에서 임종을 맞는다. 이육사의

시 ｢광야｣와 함께 제시되는 임종의 장면들은 그가 삶을

마쳤던 텅 빈 감옥과 노윤희의 모습, 아이를 업은 아내

안일양에이르는플래시백에이어환상이다시펼쳐지는

것으로 설명된다. 두 번째의 환상에서는 어린 원목이 아

닌, 현재의 육사 자신이 백마를 타고 들판을 걷고 있다.

이 장면들은 드라마의 서사를 따라가며 그의 삶을 시청

하였던 시청자들에게 비극적이고도 애틋한 감정을 불러

일으킨다.

하지만 시와 함께 제시된 환상들은 그의 시세계의 아

름다움을 전면화하는 이미지들이자, 투쟁으로 점철되었

던 그의 내면이 기실은 그 누구보다도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이상으로채워져있었음을보여준다. 목가적이미지

들과병치되어읊어지는시 ｢광야｣를통해드라마는그의

시세계가단순히민족독립에의강한의지로만점철된것

이아님을시사하는것이다. 이때시 ｢말｣과함께삽입되

었던첫 번째환상속말이 다시등장한다. 시 ｢말｣이 묘

사하는 말은 고된 여정에 지친 말이었지만, ｢광야｣와 함

께제시된말은육사와함께광야를달리는말이다. 이는

첫번째환상과도이어진다. 첫번째환상속에서육사는

어린아이의모습으로말을쓰다듬으며말과함께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광야｣와 함께 제시된 환상 속에

서육사는너른광야를말을타고달린다. 이는그의삶이

구도의 과정을 거쳐 원숙하였고 이로써 마침내 진정한

‘초인’의 단계에 나아갔음을 이미지화한다.

이처럼 드라마 <절정>은 전반부와후반부에두 편의

시 ｢말｣과 ｢광야｣를 배치하고, 씬을 변주함으로써 이육

사 시인의 시세계를 형상화하는 동시에, ‘말’이라는 하나

의대상을서로연결함으로써드라마의구성적완결성을

획득하고 있다. 이는 이 드라마가 아름다운 시의 세계와

인물이처해있는엄혹한상황의대비와두편의시가보

여주는대칭의구조를통해이육사라는한인물을그내

면이아름다웠던진정한박애주의자로표상하는데에기

여한다. 그리고 이러한 드라마의 전략은 이육사를 둘러

싼 다른 인물들의 형상화를 통해서도 시도된다.

Ⅲ. 드라마의 인물과 이육사 표상화의 전략

드라마 <절정>을 구성하는또 하나의 주요한 지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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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인물들의 형상화와 육사와의 관계 구도이다. 이 드

라마는 시인 이육사와 그의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서사

를 전개해나가고 있으나, 이들 인물들은 정치적으로 편

향된성격이나과장된태도를보여주는인물로만그려지

지않는다. 도리어결말부의감옥씬에서어린시절의자

신을 마주하기 이전까지 드라마 속 육사는 내면에 어떠

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 예컨

대 형무소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아내를 그냥 지나치

는데, 이 장면에서도아내를지키기위해모른척하는것

이 아니냐는 노윤희의 대사를 통해서가 아니면 그의 내

심을 짐작하기 어렵다. 전반적으로 육사의 표현은 절제

되어 있으며 연기 또한 내면에서 일렁이는 감정을 갈무

리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었다.

드라마 <절정>은 이육사의 내면을 보여주기보다 그

의 투쟁과 고난을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고 있다. 그렇기

에 도리어 이 드라마에서 가장 실재하는 듯한 생동감을

주는 것은 그를 둘러싼 주변인물들이다. 물론 이는 드라

마가시인이육사의표상화에무관심하다는것을의미하

지는 않는다. 도리어 드라마는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당

시인간들의다양한선택과그내면을생동감있게그려

냄으로써 개성적 인물들 속에서 시인 이육사의 삶의 목

표와 그 방향성은 무엇이었는지를 역설적으로 선명하게

포착하고자 한다. 중심인물에 비해 각자가 지향하는 바

가 확고한 주변 인물들을 배치하여 도리어 그들 인물을

통해 중심인물이 나아가는 삶의 방향과 그 도덕적 당위

성이 뚜렷해지는 전략이다. 이들 인물군은 ‘이육사’를 중

심으로 하여 크게 세 개의 꼭지점으로 삼각형의 구도를

이루고있다. 즉, 아내안일양과어머니허길이의미하는

평범한 삶의 한 점과, 윤세주와 강문석으로 대표되는 의

열단의한점, 그리고변절자들인박이만과노윤희, 서진

섭이 이루는 점이다.

우선 이육사의 가장 가까운 인물이었던 그의 아내 안

일양(서현진 분)은 이육사가 어린시절희망하였던삶에

의 욕망과 평범한 행복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육사가 진

정으로애정을가졌던여성으로그려지는안일양은가족

과함께하는평범한삶의행복을바라는인물이다. 그녀

는 보통학교를 겨우 마쳤으나, 육사의 한자를 戮史에서

陸史로 바꾸는 등, 드라마 속 ‘육사’가 그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명명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주지하다시피

명명한다는행위는그존재를고정화하고의미화하는작

업이다. 평범한 청년이었던 이원록이 투사이자 시인인

이육사로재탄생하는과정에서안일양의역할이크게작

용하는 것이다.

드라마 속 육사가 이 점에 가까워질수록 드라마의 시

선은따스하며진행속도는잠시느려진다. 특히그가검

거되기 전에 아내와 함께 하였던 단란한 시간들은 드라

마 속 육사가 보내는 가장 소소하고도 평화로운 이미지

로채워져있다. 하지만그는독립운동에투신하여, 아들

을잃고아내가홀로고통을짊어지는동안곁에있어주

지못했으며, 이장면이후에는임종을향해나아간다. 이

는 그의 투쟁에는 평범한 삶을 대표하는 안일양의 희생

이 뒷받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아내를 잃고 복수

심에독립투쟁에 뛰어든강문석(박성웅분)과는 대비된

다. 가족과 평범한 행복이 제국주의에 의하여 박탈된 것

이 아니라, 자신의 이상을 위해서 그 가능성을 희생하는

것이다.

아내로 대표되는 평범한 삶의 가능성을 희생한 육사

가 의열단이라는 또 다른 점에 가까워질수록 드라마는

그가 지니고 있는 휴머니스트적 성격에 초점을 맞춘다.

그는대치상태에서박이만을쏘지못했다. 이는결국강

문석의 죽음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 자신도 옥고를 치

르고 병색이 완연한 모습으로 출옥하였으나, 윤세주는

그에게당분간몸을회복하라고말하면서그의나약함을

꾸짖는다. 기회가 있었는데도 왜 박이만을 쏘지 못하였

는가라고질책하며윤세주는다음과같이말한다. “이일

은무엇으로하는지아나. 분노로하는거야. 자네분노는

거짓이네. 자넨 가짜야.”

윤세주의 대사와 아내를 잃고 독립 운동에 투신하였

다는 강문석의 말은 의열단에 속하는 이들 인물군이 이

루는 극점이 세상에 대한 분노와 이를 자양분으로 하는

의지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들 의열단원들과 달리 육

사의 투신 동기는 분노나 복수심이 아니다. 그는 비합리

적인 세상과 식민지시기의 사회 현실에 분노하기보다는

동정적인 시선을 던진다. 그의 할아버지가 어린 그에게

말하였던것처럼그는 ‘진짜눈’을 가진인물이다. 드라마

는 이육사가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된 동기가 되었던 관

동 대학살을 그의 시선을 통해 포착한다. 이로써 드라마

는 이육사라는 인물이 분노에 의해 자신의 생의 방향을

결정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상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정

신에서 독립운동을 선택하고 투사로 활약하였음을 암시

한다.

관동대지진이후, 일본전역에서벌어진조선인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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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을포착하는드라마의시선은소식을뒤늦게접하고

당혹감에 휩싸인 육사의 시선을 그대로 따라간다. 서점

에서 만난 세주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난 육사는 어

린소년이조선인을잔인하게학살하는장면을바라본다.

이 때 카메라는 학살된 조선인의 시신이나 폭행당하는

피해자들의고통을부각시키지않는다. 도리어카메라는

분노에찬얼굴로조선인을학살하고피가튄얼굴로육

사를 노려보는 어린 일본인 소년에 초점을 맞춘다. 소년

의 얼굴과 교차되는 육사의 망연한 표정은 동포의 충격

을 넘어 증오에 휩싸여 살해에 가담하는 어린이에 대한

안타까움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학살직전에삽입된육사자신의어린시절모습은아이

들마저도 누군가를 학살하게 만드는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한 육사의 비판적 시각을 뒷받침한다.

육사의 휴머니스트적 이상은 박이만과의 관계에서도

제시된다. 육사는 자신을 고문하는 순사인 박이만에게

“나는당신도가엾소.”라고말한다. 단한번도활짝웃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면서 그를 진심으로 안쓰러워하는

육사의 모습과 이후 거울을 보며 미소를 연습하는 박이

만의 에피소드는 시인이 아닌 인간 이육사가 인간에 대

한폭넓은애정과포용력을가지고독립운동에투신하였

음을 드러낸다. 때문에 박이만을 비롯한 ‘변절자들’의 꼭

지점에 해당하는 인물들과 마주하는 씬들에서는 육사의

휴머니스트적 면모가 부각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

한다. 도리어 가족들과 마주할 때마다 그는 무책임한 가

장이며아들의죽음마저도지키지못하는무능한인물이

다. 그는그자신의의지를위해가족의행복을희생시키

는 이기적인 인물처럼 보인다. 그런 그가 역설적으로 변

절자들과 마주하는 장면들에서 박애주의적인 면모가 부

각되는것이다. 이로써드라마는투쟁을통해휴머니즘을

체화하였던 시인 이육사를 통해 적을 ‘살해’함으로써 인

간을구원한다는역설에대해되묻는데에까지나아간다.

드라마 <절정>은 이육사라는한 시인이자 독립 투사

였던식민지시대의인물을입체적으로영상화한수작이

다. 그의 시편들이 일견 단순하여 보여도 상징과 은유로

구성되어 입체적인 세계관을 구현하고 있는 것처럼, 드

라마또한이육사의투사적면모를부각하면서도동시에

다양한인물들과의관계를통해서그의내면을입체적으

로 그려낸다. 그것은 드라마가 한 사람의 독립투사가 수

많은 현실적 문제와 역경 속에서도 끝내 투쟁하였던 까

닭이 무엇이었을까를 진정성 있게 탐구하고, 투사이자

시인이었던 이육사의 시세계를 성실하게 읽어내어 이를

영상화하고자 한 결과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드라마

<절정>은 시인이었던 이육사를 표상화함에 있어서 잘

알려진독립운동가의이미지를활용하는동시에시를통

해 그의 휴머니스트적 성격을 보여준다. 특히 일반적으

로 그의 시세계는 식민지 시기의 엄혹한 현실과 독립운

동의 의지를 중심으로 독해되어왔다. <절정>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극복할 수 있는 입체적인 시인의 표상을 제

시하여시와영상이통섭하는유효한장면들을보여준다

는점에의의가있다. 뿐만아니라불합리한세계에대항

하는치열함과아이러니하게도투쟁을통해강화되는휴

머니즘의역설을영상으로펼쳐보임으로써시대와시인

을 의미 있는 시각으로 재조명한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이육사의 시가 드라마에서 활용되는 방법

과, 시인의 삶을 서사화하는 방식을 통해 문학과 영상이

통섭하는 양상을 검토하였다. 특히 2011년 광복절 특집

극으로제작된 MBC 드라마 <절정>을 중심으로논의를

그림 3. 드라마 <절정>의 한 장면
Figure 3. A scene in a drama <Climax>

그림 2. 드라마 <절정>의 한 장면
Figure 2. A scene in a drama <Cli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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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였다. 이드라마는 2011년에제작되었으나, 비교적

최근이 2018년 광복절에도 재방영된 바 있으며 방영 직

후에는 실시간 검색어에까지 오른 바 있을 만큼 시청자

들의관심을모았다. 뿐만아니라, 그의치열한삶과대비

되는 아름다운 시세계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문학과 영상의 통섭적 측면에서도 성공한 예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드라마 <절정>에서 이육사 시는 영상미를 극대화하

는 장치이자, 인물의 운명과 내면의 변화를 암시하는 방

식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절정>은 드라마에서 가장 극

적인 순간에 이육사의 시를 삽입한다. 배우의 목소리로

낭송되며삽입되는시는아름다운이미지와함께감옥에

갇힌 이육사에게 환상의 장면처럼 연출된다. 이는 감옥

에갇혀고초를당하는이육사의순간과그의시가지닌

아름다움을배치시킴으로써, 그 미적효과를극대화한다.

이는드라마가쌓아올린서사에서감성이절정에달하는

순간이며, 동시에드라마가보여주는영상미가최고점에

이르는장면이기도하다. 즉, 드라마는가장비극적순간

에 가장 아름다운 영상과 함께 시를 삽입함으로써 이육

사문학의미학적성취와그진정성을제시하고있는것

이다.

또한 드라마는 이육사와 그의 주변 인물들을 중심으

로 서사를 전개하는데, 이들 인물은 이육사의 내면과 그

의 강인한 성품을 형상화하는 데에 기여한다. 드라마는

중심인물인 이육사가 그 스스로 자신의 감정에 대해 토

로하게 하기보다는, 절제된 행동을 보여주는 인물 주변

에그와대비되는위치의인물들을설정함으로써시인이

자 독립투사였던 이육사를 표상화한다. 특히 드라마는

부정적 인물들을 대하는 이육사의 태도를 통해 그가 휴

머니스트였음을드러낸다. 이는시인의내면세계를입체

적으로 그려내며 시인이자 동시에 활동가였던 이육사의

표상을 균형감 있게 구축하는 데에 기여한다.

이처럼 드라마 <절정>은 이육사의시를 삽입하여 영

상미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사와 인물

을 활용하여 한 시인의 표상화를 균형감 있게 구축하고

있다. 이는시인이육사와독립운동가이육사사이의균

형이자,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행동하는 지식인’의 전형

화를시도한성공적인예시라고할수있다. 드라마 <절

정>은 한 편의 시와 한 사람의 시인, 무엇보다도 그 시

인이통과하여야만했던시대를영상으로다채롭게그려

낸다. 그리고 영상매체에 치열하게 시대를 통과한 시인

이육사가남긴궤적인시를삽입함으로써드라마는문학

의 아름다움과 시대의 엄혹함을 동시에 형상화한다. 문

자인 시가 영상과 결합하여 미학적 성취를 보여주는 순

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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