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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은 현대시조사에서 박재삼 시조의 위치와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쓰여졌다. 박재삼은 ‘형식미와 내용미의 행복한 일치’를 그 시조 창작의 지향점으

로 삼아 시조 쓰기를 진행해 왔다. 박재삼은 이를 위해 여러 시도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글이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그 점이다. 이 글에서는 박재삼 시조 창

작방법론의 키워드라 판단되는 이미지의 구현방식과 의미화 과정을, 한의 정서와 

영원성의 결합, 양가성의 정서를 통한 초월, 병렬 형식의 은유로 이루어진 언술구

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미지 구현방식과 의미화 과정에서 드러나는 박재삼 시조 미학의 차별성의 

첫 번째 특징은 한의 정서와 우주적 무한과 시간적 영원을 본질로 하는 범주인 

‘영원성’이 결합하는 양상이다. 그동안 박재삼의 시조에서 이 영원성의 문제는 간

과된 측면이 있다. 이 영원성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루지 못한 사랑의 한으로 

인해 나타난다. 진정한 사랑을 위해 또 다른 세계, 즉 ‘저승’이라는 공간과의 소통

을 시도하며, 슬픔에서 생산된 아름다운 가치인 ‘한’이 영원성과 결합됨으로써 자

아의 정체성을 찾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이 영원성은 상당히 

내면화되어 있으며 변신 모티브 역시 쉽게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시의 구조 안에 

내밀하게 설정되어 있다. 이런 이미지 구성방식이 그동안 논자들로 하여금 시조

에서 영원성을 언급하지 못한 요인이 되었지만, 이 점이 박재삼의 시조가 한국 

시조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다.

두 번째 특징은 상반되는 이미지를 병치하고 통합함으로써 초월에 이르는 의

미화 방식이다. 박재삼은 어떤 정서가 단일한 이미지로 환원되는 것을 거절하는 

전략을 가지고 시작에 임했다. 그의 시의 밑바탕을 이루는 한의 정서 자체가 삶

의 기본적인 구조를 내포하며 인생과 자연의 온갖 바람을 담고 있는 본질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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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양가적 정서는 한 시 안에서 존재해도 어긋나지 않는다. 이 의식의 근저

에는 삶에 대한 너그러운 인식과 세상사에 대해 거리를 두고 관조하는 삶의 자세

가 깔려 있다. 미학적 측면으로 드러나는 이런 양가적 감정은 인생관, 세계관으로

까지 확산된다. 그의 시에 드러나는 정서가 복합적이라는 것이 다른 서정 시인들

과의 또 하나의 차별성이다. 그 결과 이런 양가성의 인식과 종합이라는 시학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미지 구현방식과 의미화 과정의 세 번째 특징은 언술구조가 은유구조 즉, 원

관념과 보조관념의 병렬 형태로 연결되어 시의 전개에 관여한다는 점이다. 이는 

주로 ｢내 사랑은｣이라는 시의 ‘울음’의 미학을 그려내는 이미지가 어떻게 구현되

어 있으며, 그것은 어떻게 의미화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도출

되었다.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병렬형식의 이런 언술구조는 특별한 주목을 요한

다. 무엇보다 직유가 사용되지 않고 예측하지 못하는 은유로 된 언술구조가 의미

작용을 일으키며 시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박재삼의 토속적 서정이 체질적인 것

인 동시에 그 바탕에는 민족정서와 긴밀히 결부되어 있고, 그 호흡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전통적 호흡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이는 앞으로 더 깊은 고찰을 

요한다.

박재삼은 현대시조사에서 순정하고 서정적인 시인으로서 한국 전통의 정서와 

특징을 자신의 창작방법론에 담아냄으로써 여타 시인들과 차별화된 가치 있는 

시인으로 평가된다. 

주제어 : 박재삼 시조, 이미지 구 방식, 의미화 과정, 한, 원성, 감정의 양가성, 

월, 병렬형식의 은유, 언술구조

1. 들어가는 말

박재삼(1933∼1997)은 1953년 시조 ｢강물에서｣가 모윤숙에 의해 �문예�

에, 1955년 시 ｢정적｣이 서정주에 의해 �현대문학�에, 같은 해 시조 ｢섭리｣

가 유치환에 의해 �현대문학�에 추천됨으로써 등단했다. 그는 첫 시집 �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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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음�을 간행한 이래 1997년 6월 8일 타계하기 전까지 14권의 시집과 1

권의 시조집1) 3권의 시선집2) 10권의 수필집3) 4권의 수필선집을 남기는 등 

왕성한 창작활동을 펼쳤다.

박재삼의 시세계에서 엿볼 수 있는 특징은 우리 문학의 근본 뿌리인 전통성

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민족정서를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갔다는 점이다. 이

는 이동주, 이원섭, 김관식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들은 박재삼의 시적 정서를 ‘한’과 ‘슬픔’으로 정의하고는 

한다. 그가 등단할 무렵인 50년대 전반기의 시들이 그 방법과 내용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30년대 시인들의 그것으로부터 진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을 때, 

그의 시는 한국어의 언어감각에 충실하면서 우리 고유의 한의 정서를 승화시

켰다는 것이다. 이는 시와 시조 두 장르에 다 해당되는 말이다. 그러나 그동

안 시조에 대한 논의는 적었다.4)

 1) 박재삼의 시집은 �춘향이 마음�(신구문화사, 1962), �햇빛 속에서�(문원사, 1970), �천년

의 바람�(민음사, 1977), �어린것들 옆에서�(현현각, 1979), �뜨거운 달�(근역서재, 1979), 

�비 듣는 가을 나무�(동화출판공사, 1980), �추억에서�(현대문학사, 1983), �대관령 근처�

(정음사, 1985), �찬란한 미지수�(오상출판사, 1986), �사랑이여�(실천문학사, 1987), �해와 

달의 궤적�(신원문화사, 1990), �꽃은 푸른 빛을 피하고�(민음사, 1991), �허무에 갇혀�(시

와시학사, 1993), �다시 그리움으로�(실천문학사, 1996) 등 14권이고, 시조집은 �내 사랑은�

(영언문화사, 1985) 1권이며, 시와 시조집을 합하여 전집형태로 발간한 �박재삼 시전집�

(경남, 2007)이 있다.

 2) �울음이 타는 가을강�(미래사, 1987), �박재삼 시집�(범우사, 1989), �사랑하는 사람을 

남기고�(오상출판사, 1997) 등 3권이다.

 3) �슬퍼서 아름다운 이야기� (경미문화사, 1977), �빛과 소리의 풀밭� (고려원, 1978), �노

래는 참말입니다 �(열쇠, 1980), �샛길의 유혹� (태창문화사, 1982), �너와 내가 하나로 될 

때� (문음사, 1984), �아름다운 삶의 무늬� (어문각, 1986), �차 한잔의 팡세� (자유문학사, 

1986), �사랑한다는 말을 나 그대에게 하지 못해도� (고려서당, 1988), �미지수에 대한 탐구�

(문이당, 1990), �아름다운 현재의 다른 이름�(한미디어, 1994) 등 10권이다.

 4) 박재삼의 시조에 대한 학위논문은 지금까지 공영옥, 정인성, 신대생, 김보람의 석사학위

논문 네 편이 전부다. 

공영옥, ｢박재삼 시조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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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삼은 등단작이 시조였고 시에서만큼 시조에서도 빼어난 작품을 남긴 

시인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는 시조에서 자신의 가락을 체화함으로써 그의 

시세계를 독창적으로 열어나갔다.

그는 “자수의 반복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락을 자기류로 휘어잡고 그 속에서 

시를 살려야 한다는 것을 힘에 부쳐 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해 나가려 힘을 

써”5) 왔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의식은 우선 시조집의 시 형태에서 나타나는데, 1985년에 발간된 

�내 사랑은� 에 수록된 작품들을 살펴보면 특이성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시조집에 새롭게 묶인 29편의 시조작품은 물론 제 5시집 �뜨거운 달� 에 수

록되었던 20편의 시조작품이 장단위의 시배열에서 행갈이가 된 구단위의 배

열로 변형된 모습을 하고 있다. 구 단위의 행 배열은 한 개의 장을 앞구(안짝)

와 뒷구(바깥짝)에 해당하는 2개의 작품시행으로 쪼개어서 배열한다. 장 단

위의 행배열이 진지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주며 화자의 목소리를 차분

하게 그러나 강고하게 들려주는 효과를 거둔다면, 구 단위의 행 배열은 각각

의 시행을 균형있게, 그리고 도드라지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6) 정형

률의 구속에서 현저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 박재삼이 ‘가락을 자기류로 휘어

잡는다’고 했을 때 이는 그의 특유의 언어감각뿐만 아니라 구 단위의 행배열

도 중요한 몫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열린 의식으로 작품을 창작하여 온 박재삼의 시조에 대한 연구는 앞

정인성, ｢박재삼 시조와 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1.

신대생, ｢박재삼 시조연구｣,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김보람, ｢박재삼 시와 시조의 전통수용 양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3.

 5) 박재삼, �삶의 무늬는 아름답다�, 박재삼 기념사업회, 도서출판 경남, 2006, 56쪽, 시조집 

�내 사랑은�, 영언문화사, 1985, 자서.

 6) 홍성란, ｢시조의 형식실험과 현대성의 모색양상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2004, 

29∼30쪽. 그러나 박재삼은 종장 첫 음보를 1행으로 독립시켜 변형하는 절별배행(絶別排

行)의 형식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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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말했듯이 극히 미흡하다. 주요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제현은 박재삼 시조집 �내 사랑은�의 작품론과 ｢박재삼 시조론｣7) 에서 

사실적인 언어와 구어체의 문체, 다양한 종결어미 사용으로 근원적인 정서를 

재현했다고 했으며 작품세계를 정한(情恨)과 정리(情理)의 서정, 관조적 세

계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김제현의 논의는 이후 박재삼 시조 연구에 하나

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공영옥은 박재삼 시조의 독특한 종결어미와 구어체의 어휘, 문어체적인 표

현의 특징을 살폈다. 또 그의 작품은 한국인의 기본 감정에 더욱 다가가게 하

여 여성적인 정한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밝히며, 그의 작품 속에 자주 등장하

는 단어 ‘눈물’, ‘강물’, ‘바다’, ‘햇볕’, ‘바람’, ‘사랑’, ‘풀잎’ 등을 고찰하면서 특

히 바람과 햇빛이라는 밝은 이미지를 사용하여 건강한 생명의 세계를 표현하

고 있다고 평했다.8)

정인성은 박재삼의 시조와 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로 시조의 형식적 특징

을 살피고, 시에 나타난 전통서정성을 고찰했다. 아울러 그는 시와 시조의 영

향관계에 대해 살피며 김상옥, 이병기, 박재삼의 공통된 양상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였다.9)

신대생은 시인의 생애와 창작활동, 문학의 주조, 형식구조와 서술유형, 작

품의 성향을 살폈는데, 형식구조에서 박재삼의 행과 연의 배행방법은 단시조

는 각 장을 2행씩 1연으로 하여 전체 3연 6행으로 구별배행을, 연시조는 장

을 2행씩 6행으로 하여 1연으로 배행하였으며, 이 방법은 전체로 볼 때 똑같

은 배행방법으로 변화가 없고 단순하여 시각적인 효과가 떨어진다고 주장하

였다10) 그러나 구 단위의 행 배열이 시를 균형감 있게 보이게 하는 데 효과

 7) 김제현, �현대시조평설�, 경기대학교 연구교류처, 1997, 70∼97쪽.

 8) 공영옥, ｢박재삼 시조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9) 정인성, ｢박재삼 시조와 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1.

10) 신대생, ｢박재삼 시조연구｣,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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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고, 열린 구조로 자유시와의 경계마저 허물어버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

음을 생각하면 재론의 여지가 있다. 

김보람은 박재삼의 시와 시조를 함께 언급하면서 그의 시에 나타난 전통수

용양상을 전통적 관념과 정서의 수용, 정형적 리듬의 계승과 변주, 서술유형

의 완결미 등 세 가지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김보람은 이 논문에서 한을 우리 

민족이 가지는 정서로 파악하였고 그의 작품 속에서 전통적 구성형식을 계승

한 병렬적 구조를 취하고 있는 시가 많이 발견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그

것이 무의식적으로 자유시에까지 접목되어 그의 작품 곳곳에 전통 고유의 운

율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하였다.11) 

이를 볼 때 박재삼 시조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정형적인 율격, 토속적

인 시어, 구어체, 종결어미에 대한 연구가 많으며, 작품의 세계에 있어서는 

한과 그리움의 세계, 자연에의 서정, 생과 사의 양상 등도 고찰되었다. 

본고는 이와 같은 연구 성과를 토대로 박재삼 시의 창작방법론적인 측면을 

고찰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미지는 어떻게 구현되고 배열되며, 의미화 

과정은 어떤가를 중심으로 논의를 펼치고자 한다. 

본고는 우선 박재삼의 시에서 한의 정서와 영원성이 결합하는 양상을 살펴

보고, 정서의 양가성을 통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파생시키는 특징을 고찰하

며, 마지막으로 병렬형식의 은유구조로 이루어진 작품의 언술 구조를 살펴보

기로 한다.

11) 김보람, ｢박재삼 시와 시조의 전통수용 양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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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의 정서와 ‘영원성’의 결합

여타 시조와 대비되는 박재삼 시조 미학의 큰 차별성은 어디에 있는가? 우

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한(恨)의 정서와 영원성이 결합하는 양상이다. 

흔히 ‘한의 시인’12)으로 알려진 박재삼의 시조에서 이 영원성의 문제는 간과

된 측면이 있다. 반면에 시에서는 이 영원성이 다소간 논의되어오기도 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광호는 박재삼의 작품 중에 죽음을 소재로 하거나 죽음의

식을 중심으로 한 주제가 시기를 막론하여 나타나는 것은 그의 전반적인 시세

계의 특징과 잘 물려지는 현상이라고 보았다.13) 박현수는 박재삼의 영원성

의 양상을 전후 초월주의 영향으로 형성된 영원회귀의 초월사상으로 본

다.14) 또 황인원은 박재삼 시에 나타나는 ‘부활’을 “이승과 저승을 같은 인식 

공간에 묶어 놓는 윤회사상의 상징”으로 보고 있다.15) 박재삼은 현대시와 현

대시조 사이에 나타나는 문체상의 단절을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듯16), 

시조 역시 이러한 사상이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그동안 어느 누구도 이에 대

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재삼은 우주적 무한과 시간적 영원을 본질로 하는 ‘영원성’이라는 

가치화된 시간 범주를 활용하는 것을 시조 창작 과정에서 주목하고 있다. 박

재삼 시조에서 영원성이 결합되면서 드러나는 한이며 슬픔은 상당히 내면화

된다. 그럼으로써 박재삼의 한은 전면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시의 바탕 속

12) 박재삼의 시에서 ‘생산된 한’은 슬픔에서 발현되는 아름다운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마련된 장치라고 했다. 조춘희, ｢박재삼 시조 연구｣, �사림어문학� 제20호, 2010.

13) 이광호, ｢恨과 지혜｣, �울음이 타는 가을江 해설�, 미래사, 1991.

14) 박현수, ｢전후 초월주의와의 호응과 길항｣, �문예연구� 2009, 가을, 43∼45쪽.

15) 황인원, ｢1950년대 시의 자연성 연구 - 구자운․김관식․박재삼 시를 중심으로-｣, 성균

관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55쪽.

16) 김보람, ｢박재삼 시와 시조의 전통수용 양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13, 

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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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녹아든다. 이것이 박재삼 시조의 이미지 구현방식의 첫 번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어질고 기쁜 이의

눈망울을 흐르던 것이

구석진 설움에까지

천년토록 어리어

임 마음 내 마음이 시방

구슬 꿰어지누나.

사랑은 마지막을

언짢다 치부하고 

대천지원수는(戴天之怨讐)는 

같이 살아 용타마는

엄두도 안 갈 하늘에 

높이 높이 뜬 구름.

마음이 허울 벗기어

아리아리 서러우면

살얼음 풀리는 밑에

흔들리는 기운을 보듯

그 온갖 낭자(狼藉)턴 것이

얼비치어 오누나.

어린 예닐곱 살의 

맑은 시냇물에

손발 담그던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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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덜미 가려운 결에

하도 희게 느껴라.

 

평생 빠안한 죽음의 

한자락에 이었기로,

땅 밟은 우리 목숨이 

말짱히 눈물 가시고 

머언 그 하늘 뒤안에

볕들 듯이 가리아.

-｢구름결에｣전문

이 작품은 5수로 이어지는 연시조이다.17) 첫째 수에서 “어질고 기쁜 이의/

눈망울을 흐르던 것”이 “구석진 설움에까지 천년토록 어리어” 임 마음과 내 마

음이 꿰어진 것이 구름이다. 천년이라는 말은 이 세계의 유한성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영원성이다. 박재삼의 한은 확실히 영원성과 결부되어 있다. 그

러나 그것은 문면 밖으로 표 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지상의 유한한 사랑은 

잘 나가다가도 “마지막을/언짢다 치부”할 수 있고, 심지어 “대천지원수(戴天

之怨讐)”로 여기면서 같이 살기도 하지만, 지금 님과 나의 마음은 이 지상적

인 유한의 시간을 벗어나 “엄두도 안 갈 하늘에/높이 높이 뜬 구름”으로 변신

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사람이 죽으면 물이 되고 구름이 된다는 순환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박재삼에게 있어 자연과 인간과의 거

리는 전혀 없고 하나로 움직인다. 그 뿐인가. 저 구름은 “마음이 허울 벗기어/

아리아리 서러”울 때가 오면 “그 온갖 낭자(狼藉)턴 것이 얼비치어 오”는 거

울이 되기도 한다. 또 구름을 보면서 “예닐곱 살의” 사춘기 시절 “맑은 시냇물

에 손발 담그”며 놀 때 듣던 카랑카랑하던 목소리를 “뒷덜미 가려운 결에/하

17) 이 글에서는 한 수를 한 연으로 보지 않고 연시조의 형식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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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희게 느껴라”고 감탄하기도 한다. 이 감탄은 자신에게 하는 독백이다. 저 

구름은 “평생 빠안한 죽음의/한자락에 이”어져, “땅 밟은 우리 목숨이/말짱히 

눈물 가시고/머언 하늘 그 뒤안에/볕들 듯이” 가서 지상에서 못 이룰 그 사랑

을 나누는 변신된 모습이기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이 

지상을 벗어나는 것이 조금도 두렵지 않고 기다려지는 것이다. 박재삼 시의 

한에 나타난 초월주의는 인간이 죽으면 영혼과 육신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변화하여 영원히 살아 있다는 무한회귀 사상과 결부된다. 이는 

그의 시 ｢가난의 골목에서는｣에서 “사람이 죽으면 물이 되고 안개가 되고 비

가 되고 바다에나 가는 것이 아닌 것가”에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의식으로 지

상적 유한성을 넘어 변신 속에서 영원한 생을 이어간다는 생각이 내재되어 

있다. 박재삼은 이루지 못한 사랑을 변신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이루려 

소망한다. 이것이 ｢구름결에｣에 나타나는 이미지 구현과 표출방식이다. 아래

의 시에서도 이 영원성은 드러난다. 

내 귀가 열렸다면

몇 겁(劫)을 통하여야 

들릴까 그대 목소리,

기다리던 봄이다마는

저승은 따로 없어라

눈에 덮인 이 강산(江山)!

설움이 바닥 나면

오히려 잃을 것 없고

이런 날 스스로이

내 가슴 울어지는 

그 속에 그대 목소리

눈 내리듯 잠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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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빛 뒤엔 아직

보이는 것 별로 없고

몸 하나 마음 하나

깃을 떠는 나날을

동백꽃 짙은 그늘에

하늘 소리 새 소리

-｢그대 목소리｣전문 

화자에게 지금 이곳에서의 시간은 봄이지만 그대가 없기에 저승, 즉 “눈에 

덮인” 땅과 같다. 그런 화자를 위무하기 위하여 그대는 지금 몇 겁(劫) 시간

의 저 편에서 나에게 말하고 있다. 말하자면 현재의 시공간에 있는 나와 다른 

시공간에 있는 그대가 서로 소통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내 귀가 열렸다면 

그대 목소리를 그 시간을 통과하여 들을 수 있을 것인데, 나는 아직 그 소리

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마침내 내 안의 한의 정서가 승화되자(“설움이 바닥

나”자) 그대 목소리가 눈 내리듯 잠기기 시작한다. 이 시조에서도 변신 모티

브를 시도한다. 나는 지금 새가 되어 “몸 하나 마음 하나/깃을 떠는 나날을” 

산다. 하늘빛 뒤, 죽음 저 편을 아직 보지 못하지만, 나의 목숨은 지상에서 

사라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숨으로 끝없이 이어지리라는 것을 안다. 

슬픈 사랑과의 거리감을 “눈에 덮인 이 강산”이라는 자연을 통해 표현하고 있

는 이 시는 이렇듯 영원의식에 근거하여 너와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는 방향으

로 시가 전개된다. 

작품 ｢별｣ 역시 한의 내용을 구현하는 방법으로서 열망하는 대상과의 거리

감을 부각시킨 시편이다. 이승에 남겨진 자에게 정인(情人)의 죽음은 영원히 

해소될 수 없는 단절감의 극점이다.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한의 세계가 영원

성과 결합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영원성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루지 못한 사



40   第44輯

랑의 한으로 인해 나타난다는 것이다. 박재삼 시의 화자들은 진정한 사랑을 

위해 또 다른 세계, 즉 ‘저승’이라는 공간과의 소통을 시도하며, 슬픔에서 생

산된 아름다운 가치인 ‘한’이 우주적 무한과 시간적 영원을 본질로 하는 ‘영원

성’과 결합됨으로써 자아의 정체성을 찾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한은 억압되면서 축적된 가슴 속 응어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한을 삭이면서 삶을 터득해나가는 과정에 영원성이 결합하게 되면서 그는 이 

한을 너그러이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박재삼의 시에서 나타나는 한은 영원성과 결합됨으로써 깊이를 가지지만 

그 영원성의 양상은 쉽게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내면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채를 띤다. 변신 모티브 역시 쉽게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시의 구조 

안에 내밀하게 설정되어 있다. 이런 모티브가 생경하게 노출되면 미학의 깊

이를 막아버린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미지 구현방식이 그동안 시조에서 영

원성의 특징을 언급하지 못하게 한 요인이 되었지만, 이 점이 박재삼의 시조

가 한국 시조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3. 정서의 양가성을 통한 초월

이 장에서는 상반되는 이미지를 병치하고 통합함으로써 초월에 이르는 박

재삼 시조의 의미화 과정과 방식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박재삼 시의 밑바탕

을 이루는 한의 정서는 삶의 기본적인 구조를 내포하며 인생과 자연의 온갖 

바람을 담고 있는 본질적 요소이다. 여기서 박재삼은 사회 질서와 자기 인식

으로 유발되는 고통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그러한 상황을 직관하는 의미화 

방식을 도출한다. 이 의식의 근저에는 삶에 대한 너그러운 인식과 세상사에 

대해 거리를 두고 관조하는 삶의 자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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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날 임시(臨時)해서는 

울먹이며 흐르더라,

기러기 날개 밑이

비어나는 정든 나라,

강물을 차마 질러서 

갈 수 없는 마음이여.

지내보면 흥부동네

가난키야 했지만

발톱에 묻은 흙이

바람에 떨어질까,

공중에 지는 그 눈물

수(繡)실 뜸뜸 놓다가,

밀물로 산그늘이

밀려 오는 해질 녘을,

사람은 언제부터

돌에 한(恨)을 새겼던가,

구만리(九萬里) 끝없는 하늘

날갯짓에 아롱져.

-｢떠나는 기러기｣전문

이별하는 심사를 기러기에 의탁해서 그리고 있는 시다. “날개 밑이 비어”난

다는 말은 허전함을 가리키고, “강물을 차마 질러서/갈 수 없는 마음”이라는 

말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이라는 뜻이다. 살아온 동네는 가난과 설움의 표

상인 흥부동네이지만 “발톱에 묻은 흙”마저 너무나 소중하여 “바람에 떨어질

까”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공중에 지는 눈물”조차 수(繡)실로 

억제하고픈 심사를 보인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은 박재삼이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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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재삼 시에서 춘향18)이나 흥

부19) 같은 인물이 나타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다. 이는 과거와의 의식적

인 연계를 나타내는 수사학의 일종이며, 박재삼의 시의 전통미학을 추출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 시는 셋째 수에 이르러 인정의 흐름이나 천지의 기미

를 하나로 나꿔채는 결구를 얻는다. 바로 “사람은 언제부터/돌에 한(恨)을 새

겼던가”와 “구만리(九萬里) 끝없는 하늘/날갯짓에 아롱져.”의 완벽한 댓구를 

통해서이다. 사람을 보내며 돌에 한을 새기는 것은 아득한 옛날부터 인간이 

해오던 일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기러기는 “구만리 끝없는 하늘”에 날갯짓을 

새긴다. 이 시는 돌과 하늘, 한과 날갯짓이 완벽히 대응되는 지점에서 새로운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그것은 ‘아름다운 슬픔’(sweet sorrow)이라 명명할 

수 있는 속성의 정서다. 이러한 양가성을 통하여 초월을 추구하는 것이 박재

삼 시조 수사학의 전형적인 형태다. 

같은 기러기를 소재로 다루고 있는 다음 시에서도 아름다운 슬픔의 정서는 

나타난다.

그 많은 기러기 중에 

서릿발 깃에 짙은

애비도 애미도

그 위에 누이도 없는

그러한 기러기놈이 

길을 내는 하늘을!

하늘은 비었다 하면

18) 박재삼은 첫 시집의 제목을 �춘향이 마음�이라고 할 정도로 여기에 애착을 보이고 있다.

19) 대표적인 작품은 ｢흥부 夫婦像｣이다. 여기서는 박재삼, �박재삼시전집�, 박재삼기념사

업회, 2007, 도서출판 경남,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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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었을 뿐인 것을

발치에 가랑가랑

나뭇잎 묻혀 오는

설움도 넉넉하게만

맞이하여 아득하여,

사람이 지독하대도 

저승 앞에 죽어 오는

남(南)쪽 갈대밭을

맞서며 깃이 지는

다같은 이 저 목숨이

살아 다만 고마워,

그리고 저녁서부터

달은 밝은 한밤을

등결 허전하니 

그래도 아니 눈물에

누이사 차마 오것다 싶어

기울어지는 마음.

-｢노안(蘆雁)｣전문

시인의 눈에 띈 기러기는 “그 많은 기러기 중에”서 혼자 갈대숲에서 살아가

는 외톨이 기러기다. “애비도 애미도/그 위에 누이도 없는”이라고 표현한 것

을 보니 천애 고아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시인은 그 기러기를 “기러기놈”이라 

쓴다. ‘놈’이라는 말이 들어가니 측은지심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외기러기의 

모습이 확연히 상상된다. 한껏 멋스럽게 말을 갖다 붙이는 솜씨가 여지없이 

발휘된 형국이다. “나는 시를 쓸 때 ‘이 말이 들어맞는 말인가’ 또는 ‘말의 배치

가 제대로 되었는가’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 이런 것에 관심이 없이 시를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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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없을 것이 뻔하다. 그러면서 나는 또 가락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가

에 대해서 관심을 쏟게 되며, 심지어는 남이 안 하는 것에 새로운 시도를 해

보고는 그것이 옳게 되었는가를 따져보기도 한다.”20)고 한 이야기는 여기서

도 적용된다. 그러나 둘째 수에 오면 이 서글픔의 정서는 “설움도 넉넉하게만

/맞이하여 아득하여”에서 설움에 대응하는 넉넉함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슬픔

의 정서로 너그러움과 달관을 획득한다. 셋째 수에 오면 인간에 대한 보편적

인 성찰로 이어진다. 이 성찰이란 아무리 사람이 지독하다고 하더라도 “남쪽 

갈대밭을/맞서며 깃이 지는” 말하자면 인간은 다 죽음 앞에 유한한 존재인 

“이 저 목숨”일 뿐이라는 인식이다. 그래서 홀홀단신으로 살아감만도 고마운 

일이 된다. 여기서 끝났다면 이 시조의 감동은 그리 여운이 남지 않을 것이

다. 넷째 수는 이 지점에서 예비된다. 외로우면서도 정겨운 “달 밝은 한밤”이 

되면 앞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누이사 하마 오것다 싶어” 마음이 기울어진

다는 것이다. 없던 누이를 새로이 불러내는 정서의 호사를 부리고 있는 것이

다.21) 주체의 고립에 안주하는 흐름이 일시에 반전되며 새로운 대상을 호출

하는 흐름으로 바뀐다. 이 양가적 정서는 한 시 안에서 존재해도 어긋나지 않

는다. 새로운 흐름을 빚는 돌올한 이 이미지는 인정의 흐름과 달 밝은 천지의 

기미가 맞물려서 빚어진 구절이라 할 수 있다.

미학적 측면으로 드러나는 이런 양가적 정서는 아래 시에서는 인생관, 세

계관으로까지 확산된다. 

20) 박재삼, �삶의 무늬는 아름답다�, 박재삼기념사업회, 도서출판 경남, 2006, 56쪽.

21) 이 시조를 실제로 누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는 논자도 있다. 김보람, 앞의 

논문,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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궂은 일들은 다 

물아래 흘러지이다

강(江)가에서 빌어본 

사람이면 이 좋은 봄날 

휘드린 수양버들을 

그냥 보아 버릴까.

아직도 손끝에는 

때가 남아 부끄러운

봄날이 아픈 

내 마음 복판을 뻗어

떨리는 가장가지를 

볕살 속에 내 놓아…….

이길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다,

오로지 졸음에는 

이길 수가 없다

종일을 수양이 뇌어 

강(江)은 좋이 빛나네.

-｢수양산조(垂楊散調)｣전문

박재삼은 자연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의 기미를 나타내고 세상살이에 대한 

정서의 편모를 담아낸다.22) 이는 자연 대상을 삶의 국면과 함께 사유하는 태

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 은 박재삼 시의 그런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다.

첫째 수에서 화자는 궂은 일들을 물아래로 흘려보내기를 빌어 본 사람이라

22) 이숭원, ｢박재삼 시의 자연과 생의 예지｣, �문학과환경� 제6권 2호, 문학과환경학회, 2007,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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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수양버들을 그냥 볼 수가 있겠느냐고 말한다. 가장가지가 마치 때가 남아 

부끄러운 내 손끝인 듯 내 마음을 뻗어 볕살 속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수

양버들은 내 마음을 비추어 준다. 그것은 깨다 졸다 하는 내 삶의 미동들에 

대한 번민과 갈등이다. 세상은 환한 봄볕 속인데 왜 나는 이렇게 때 묻고 무

력한 삶으로 졸음에 이길 수 없어 꾸벅이고 있는가. 환한 ‘볕살’과 ‘졸음’ 간의 

거듭되는 사투. 그 속에서 화자는 “오직 졸음에는/이길 수가 없다” 끊임없이 

되뇌이며 흔들리는 수양버들의 음성을 듣는다. 바람이 불 때마다 늘어졌다 

줄어졌다 하는 수양버들의 형상, 그것은 졸음으로 육화된다. 그것은 자연이 

인간에게 가르쳐 주는 삶의 이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 형상을 통해 삶의 

이법을 궁구하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보편적인 방식이었다. 이때 자연형상의 

구현은 인간과 자연 사물이 근원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생생지리의 관점을 

보이면서, 인간과 자연 사물 사이의 관계론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왔다.23) 자연과 인간이 서로가 서로의 합일을 이루어 생명적 동질

성을 지니게 하는 것이다. “종일을 수양이 뇌어 강은 좋이 빛나네.” 졸다 깨다 

끝없이 반복하는 그 삶의 미동들의 밀고 당김 때문에 우리 생으로 표상되는 

강은 좋이 반짝일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 시는 졸다와 깨다가 파생하는 의미

인 방임과 집착, 여유와 긴장이 우리 생을 살찌우는 요소라는 철학을 내재하

고 있는 것이다.

가다간 밤송이 지는

소리가 한참을 남아 

절로는 희뜩희뜩

눈이 가는 하늘은

그 물론 짧은 한낮을

23) 유성호, ｢시와 자연｣, �현대시론�, 서정시학, 2010, 2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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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이 청명(淸明)하더니라

성묘(省墓) 공손하니 

엎드린 머리에도

하늘은 드리운 채로 

휘일(諱日)같이 서글프고

그리운 이름 부르기 

겨워 이슬 맺히네

세상이 있는 법은

가을 나무 같은 것

그 밑에 우리들은 

과일이나 주워서

허전히 아아 넉넉히

어루만질 뿐이다

-｢가을에｣전문

양가 정서가 두드러지는 작품이다. 시인은 가을이라는 계절이 빚어내는 풍

요와 쓸쓸함의 정서에 착안하여 이 시를 창작한다. 밤송이 떨어지는 소리는 

주의를 환기시켜 “절로는 희뜩희뜩” 하늘로 눈을 가게 한다. 한낮의 하늘은 

맑기만 하다. 긍정의 정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둘째 수에 이르면 이 청명한 

날씨는 맑고 푸른 채로 돌아가신 날(휘일)같이 서글프다. 그리운 이를 부르

기조차 겨워 눈가에 이슬이 맺힌다. 어느새 가을은 쓸쓸한 부정의 시간이 되

는 것이다. 산사람과 죽은 사람, 이승과 저승, 맑은 날과 슬픈 날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는 슬픔의 시간과 공간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셋째 수 1, 2행 “세

상이 있는 법은/가을 나무 같은 것”은 이 시조의 한 부분이면서 이 시조 전체

를 포괄하는 사상이자 정서다. 첫째 수의 긍정적 정서와 둘째 수의 슬픔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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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 셋째 수의 가을 나무 이미지 속에서 하나로 통합된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생이라는 것이 단일한 정서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복합적이고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 생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

응되는 슬픔도 똑같이 있기에 우리는 “과일이나 주워서/허전히 아아 넉넉히 

어루만질 뿐이“라는 것이다. 우리 생은 쉽사리 밝음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허무로 치달을 수도 없는 밝음과 허무가 착색된 불투명한 것이라는 

인식이 들어 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면서 겨울을 맞이하는 쓸쓸함의 계

절이기도 하다. ”허전히 아아 넉넉히“는 정지용의 ｢유리창｣의 “외로운 황홀한 

심사“나, 이호우의 ”날로 잃어 가는/잃어 감도 모르는 지역(地域)”24)보다 격

조 높은 양가성의 인식으로 시를 구조화하고 있다. 이 두 시인의 의식이 구절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박재삼 시인의 그것은 세계를 보는 장치로서 기능

한다. 그렇다면 이 양가성의 인식이 결국 가닿는 지점은 어디일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세상살이에 대한 초월적 인식이라 본다. 그것이 가을나무 같은 

우리 인생의 소출(과일)을 허전히, 그리고 넉넉히 어루만지는 자세이다. ‘허

전함’과 ‘넉넉함’의 사이에서 시인은 자신의 생 앞에서 스스로의 존재를 겸허

하고 소중하게 수긍하는 소슬한 바탕에 서 있는 것이다.

박재삼은 어떤 정서가 단일한 이미지로 환원되는 것을 거절하는 전략을 가

지고 시작에 임했다. 그의 시에 드러나는 정서가 복합적이라는 것이 다른 서

정 시인들과의 또 하나의 차별성이다.25) 그 결과 이런 양가성의 인식과 초월

이라는 시학을 만들어낸 것이다. 

24) 민병도․문무학 편저, �이호우 시조전집-차라리 절망을 배워�, 도서출판 그루, 1992, 98

쪽.

25) 박현수, ｢전후 초월주의의 호응과 길항｣, �문예연구�, 2009. 가을, 36쪽. 박현수는 ｢수정가｣

를 분석하면서 “전혀 다른 두 정서가 물의 이미지 속에서 하나로 통합되면서 춘향이 마음은 

단일한 정서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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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렬 형식의 은유로 이루어진 언술구조

시조 ｢내 사랑은｣은 특별히 주목을 요하는 시편이다. 어떤 논자26)는 ｢내 

사랑은｣에 대하여 ‘현대시조의 대표작’, ‘현대 서정시조의 금자탑’. ‘해방 후 우

리 서정적 시조의 황제격’이라는 찬사를 보낸다. 이 시조만큼 토속어를 사용

하여 소름끼치게 강렬한 어조로 서럽고 안타까운 정조를 그려낸 작품은 일찍

이 없었기 때문이다.27) 그러나 우리가 이 장에서 주로 살펴볼 것은 박재삼 

시의 ‘울음’의 미학을 그려내는 이미지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으며, 그것을 어

떻게 의미화 하는가 하는 점이다. 

한빛 황토(黃士)재 바라

종일 그대 기다리다,

타는 내 얼굴

여울 아래 가라앉는,

가야금 저무는 가락,

그도 떨고 있고나.

몸으로, 사내 장부가

몸으로 우는 밤은,

부연 들기름불이

지지지 지지지 앓고,

달빛도 사립을 빠진

시름 갈래 만(萬)갈래.

여울 바닥에는

26) 박구하-이근배 대담, ｢영원한 모국어의 세일즈맨 이근배｣, �시조월드� 7호, 2003.

27) 이 시조에 대한 가장 자세한 분석은, 조동화, ｢박재삼 선생의 ‘내 사랑은’｣, �시조 21�, 

2002 하반기호, 목언예원, 54∼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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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안 자는 조약돌을

날 새면 하나 건져

햇볕에 비쳐 주리라.

가다간 볼에도 대어

눈물 적셔 주리라.

-｢내 사랑은｣전문 

첫째 수는 붉은 황토재를 바라보며 종일 그대를 기다리다 돌아오는 길, 여

울 속엔 기다림에 검게 타버린 내 얼굴이 비치는데, 애처롭게 잦아드는 가야

금의 마지막 가락처럼 물결 아래 어른어른 흔들리는 모습을 통해 나는 물론 

그 역시 떨고 있음을 말하고, 둘째 수에서는, 집으로 돌아온 사내 대장부인 

내가 입으로 소리내어 울지는 못하고 몸으로 밤을 새워 우는데, 이는 부연 들

기름 불이 지지지 지지지 앓는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듯하고, 마음 속 시름은 

싸리울에 비친 달빛처럼 천 갈래 만 갈래로 찢겨진다. 셋째 수는, 날이 새면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잠 못 잔 조약돌을 하나 건져 밝은 햇빛을 비춰줄 뿐만 

아니라, 내 볼에도 대어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까지도 삭히겠다고 한다.

“달빛도 사립을 빠진/시름 갈래 만갈래.”에서 달빛, 사립, 시름이 어울려 만 

갈래로 찢기는 슬픈 사랑을 효과적으로 노래한다. 황토재, 들기름불, 사립, 여

울바닥 등의 토속어들이 사랑의 순수성을 높여주며, 기다리다, 가라앉다, 저

무는, 닳고, 시름, 눈물 같은 부정적인 시어들이 비극성을 띠면서 토속적 언어

와 부정적 이미지의 시어의 결합으로 서럽고 안타까운 정조를 배가시킨다. 잠 

안 자는 조약돌은 사랑앓이로 밤을 샌 사내와 동일시되지만, 햇빛에도 비춰주

고 볼에도 대어주고 눈물을 적시게 한다는 자아의 위무 기능까지를 암시한다.

이 시는 이미지의 구현방식에서 우리 시가 일찍이 보지 못한 독특한 점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살펴볼 것은 이 작품에서는 직유가 전혀 사용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아울러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은유로 된 언술구조가 의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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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일으키며 시가 진행된다. 예컨대 첫째 수 3, 6행은 ‘여울 물살에 흔들린

(비친) 내 얼굴’은 잦아드는 가야금 가락 같다‘가 일반적인 표현이다. 그러나 

작품 속에서는 4행이 5행을 수식하고, ’내 얼굴‘과 ’가야금 저무는 가락‘이 병

렬형태의 은유로 연결되며, 이어서 ’그도 떨고 있고나‘라는 엉뚱한, 그러나 놀

라운 추측의 의미작용을 또 하나 끌어내고 있다. 둘째 수도 마찬가지다. “몸

으로, 사내 장부가/몸으로 우는 밤은”이 거느리는 은유는 “부연 들기름불이/

지지지 지지지 앓고”와 “달빛도 사립을 빠진/시름 갈래 만갈래” 두 개인데, 이 

둘은 마치 밤 풍경의 객관적 상관물로 놓인 듯이 배치되고 있는 듯하지만 둘 

다 은유의 보조관념으로 선택되었으며 전자가 사내의 울음의 깊이와 강도를 

말하고, 후자는 찢긴 시름을 말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박재삼은 울음을 직접

적으로가 아니라 내면화시킴으로써 자신만의 문제로 한정시키지 않고 전통 

서정의 차원으로 끌어올린다. 이것은 그의 은유가 서정적 동일성을 선취하려

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수에서도 전체적으

로는 은유의 보조관념의 형태로 언술이 구성된다. 여기서 “잠 안 자는 조약돌”

은 “뜬 눈으로 밤샌 나”의 객관적 상관물이다. 주체는 그 돌을 건져 햇빛에 

비춰주고 볼에도 대어 눈물 적셔 주겠다는 의지를 다진다. 그것은 자기 연민

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나에게 내가 건네는 위로요 다독임이다.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언술구조가 은유구조 즉,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병렬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특이한 언술구조로 짜여져 시의 전개에 관여한다. 이

런 새로운 언술구조는 특별한 주목을 요한다. 그것을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원 념> <보조 념>(병렬)

물살에 흔들리는 내 얼굴 가야  무는 가락 → 떨고 있는 그

장부가 몸으로 우는 밤 
1)울음 지지지 앓는 들기름불

2)마음 속 시름 사립을 빠져나가는 달빛

뜬 으로 밤 샌 나 잠 안 자는 조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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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의 시적 대상은 ‘그대’를 비롯, 가야금, 들기름불, 달빛, 사립, 여울, 

조약돌 등 토속적이다. 이런 토속적 대상들이 병렬형식의 언술구조를 통해 

시적 제련의 연금술로 빚어지면서 이 시는 토속 미학의 백미28)가 되었으며, 

박재삼 시조의 결정체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박재삼은 이 작품 외에도 ｢구름결에｣등에서도 병렬법의 구조를 드러내는

데. 이는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리듬의 변화를 생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박재삼의 문학이 전통적 운율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의 순연한 서정이 체질적인 것인 동시에 그 바탕에는 민족정서와 

긴밀히 결부되어 있고, 그 호흡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전통적 호흡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억, 김소월, 김영랑, 박목월 등 민요풍의 

시를 쓰거나 전통적인 정서에 이어지는 시인들의 시에 병렬형식이 많이 등

장29)한다는 사실을 미루어볼 때 이런 언술구조에 대한 자세한 고찰은 다른 

작품으로까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논문은 현대시조사에서 박재삼 시조의 위치와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하

여 쓰여졌다. 처음 그는 두 편의 시조와 한 편의 시로서 문단에 데뷔했고 이후 

그는 문단생활에서 시조보다는 시 쓰기를 훨씬 더 많이 했다. 그는 1962년 

첫 시집 �춘향이 마음�을 간행한 이래 14권의 시집을 냈음에 비해 시조집은 

1985년 간행된 �내 사랑은� 한 권만을 남겼다. 그러나 비록 한 권의 시조집이

지만 현대시조사상 박재삼만큼 독보적인 시세계를 열어 보인 시인이 거의 없

28) 조동화, 앞의 논문, 앞의 책, 60쪽.

29) 김대행, �한국시의 전통연구�, 개문사, 1980,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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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본다면, 박재삼 시조의 위치는 일찍이 자유시에서 거둔 

성공에 비해 결코 손색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그는 좋은 시조들을 

창작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 외에도 신춘문예를 비롯한 시조 심사위원으로서

도 많은 활동을 하는 등 시조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여 왔다. 

그는 1985년 발간된 시조집에서 장별배행의 3장 형식의 시조를 행갈이가 

된 구단위의 배열로 변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 단위의 행 배열은 한 개

의 장을 앞구(안짝)와 뒷구(바깥짝)에 해당하는 2개의 작품시행으로 쪼개어

서 배열함으로써 여러 연으로 된 자유시 형식의 자유로움과 여백을 가질 수 

있다. 이를 볼 때 박재삼은 ‘형식미와 내용미의 행복한 일치’를 그 시조 창작

의 지향점으로 삼아 시조 쓰기를 진행해 왔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박재삼은 형

식미와 내용미의 일치를 위해 여러 시도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글이 주

목했던 부분이 바로 그 점이다. 이 글에서는 박재삼 시조 창작방법론의 키워

드라 판단되는 이미지의 구현방식과 의미화 과정을, 한의 정서와 영원성의 

결합, 양가성의 정서를 통한 초월, 병렬 형식의 은유로 이루어진 언술구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미지 구현방식과 의미화 과정에서 드러나는 박재삼 시조 미학의 차별성

의 첫 번째 특징은 한의 정서와 영원성이 결합하는 양상이다. 박재삼의 시조

에서 이 영원성의 문제는 간과된 측면이 있다. 박재삼의 시에서 영원성이 결

합되면서 드러나는 한이며 슬픔은 상당히 내면화된다. 그럼으로써 시의 바탕 

속에 녹아든다. 이것이 박재삼 시조의 이미지 구현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 

영원성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루지 못한 사랑의 한으로 인해 나타난다. 진

정한 사랑을 위해 또 다른 세계, 즉 ‘저승’이라는 공간과의 소통을 시도하며, 

슬픔에서 생산된 아름다운 가치인 ‘한’에 영원성이 결합됨으로써 자아의 정체

성을 찾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이미지 구현방식이 그

동안 논자들로 하여금 시조에서 영원성을 언급하지 못하게 한 요인이 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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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 점이 박재삼의 시조가 현대 한국 시조사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부

분이다.

두 번째 특징은 상반되는 이미지를 병치하고 통합함으로써 초월에 이르는 

박재삼 시조의 의미화 방식이다. 박재삼 시의 밑바탕을 이루는 한의 정서는 

원래부터 삶의 기본적인 구조를 내포하며 인생과 자연의 온갖 바람을 담고 

있는 본질적 요소이다. 이 양가적 정서는 한 시 안에서 존재해도 어긋나지 않

는다. 이 의식의 근저에는 삶에 대한 너그러운 인식과 세상사에 대해 거리를 

두고 관조하는 삶의 자세가 있다. 이 때 미학적 측면으로 드러나는 이런 양가

적 정서는 인생관, 세계관으로까지 확산된다. 박재삼은 어떤 정서가 단일한 

이미지로 환원되는 것을 거절하는 전략을 가지고 시작에 임했다. 그의 시에 

드러나는 정서가 복합적이라는 것이 다른 서정 시인들과의 또 하나의 차별성

이다. 그 결과 이런 양가성의 인식과 초월이라는 시학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미지 구현방식과 의미화 과정의 세 번째 특징은 언술구조가 은유구조 즉,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병렬 형태로 연결되어 시의 전개에 관여한다는 점이다. 

이는 주로 ｢내 사랑은｣이라는 시의 ‘울음’의 미학을 그려내는 이미지가 어떻

게 구현되어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의미화 하는가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도

출되었다.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병렬형식으로 구성된 이런 언술구조는 특별

한 주목을 요한다. 무엇보다 직유가 사용되지 않고 예측하지 못하는 은유로 

된 언술구조가 의미작용을 일으키며 시가 진행되는데, 토속적 대상들이 시적 

제련의 연금술로 빚어지면서 토속 미학의 극치를 이루어내기 때문이다. 이는 

박재삼의 토속적 서정이 체질적인 것인 동시에 그 바탕에는 민족정서와 긴밀

히 결부되어 있고, 그 호흡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전통적 호흡을 바탕

으로 하고 있기에 앞으로 더 깊은 고찰을 요한다.

필자는 이 세 가지 특징이 박재삼 시조가 여타 시조와 변별점을 마련하는 

지점이며 창작방법론의 가장 중요한 요체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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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박재삼은 현대시조사에서 순정하고 서정적인 시인으로서 한국 

전통의 정서와 특징을 담아냄으로써 여타 시인들과 차별화된 가치 있는 시인

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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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search on Park Jae-sam's Sijo with Emphasis on his Methods of 

Creating Poetic Images and the Process of Creating New Ideas 

Son, Jin-Eu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hed light on the position and the importance 

of sijo (Korean traditional poetic form of Three-Line Stanzas) of the Korean 

poet Park Jae-sam among Korean sijo writers. 

Even though Park Jae-sam started his career as a poet writing two sijos and 

a poem, he began to write more poems than sijos later on. Anyway his interest 

in sijo writing has continued and he has served as a judge of sijo writing 

contests ever since. Especially in 1985, he published a collection of sijo. And 

each sijo writing in this collection are composed of three-line stanzas and each 

stanza of three lines. And each line has a rhythmic sound with a formal word 

formation.

This article reveals that Park Jae-sam has pursued a happy unity of form 

and content in his sijo writings from the collection and that he has tried his 

hardest to realize this goal. This article notes that for this goal he puts stress 

on some methods of creating poetic images and the process of creating new 

ideas, the unity of Koreans's unique emotion of han(恨) and a sense of eternity, 

transcendence through ambivalent emotions, and the structure of statement 

mainly made of juxtaposed metaphors. And this articles also notes that as a 

most sincere lyric poet in the history of sijo he is much distinguished from other 

Korean poets in that he depicts mainly Koreans's unique emotions and their 

characteristics. 

Key words : Park Jae-sam sijo (Korean traditional poetic form of Three-Line 

Stanzas), methods of creating poetic images, the process of creating new 

ideas, Koreans's unique emotion of han(恨), a sense of eternity, transcen

dence, ambivalent emotions, the structure of statement, juxtaposed 

metap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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