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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원광대

I

브레히트(Bertolt Brecht 1 8 9 8 - 1 9 5 6 )와 황지우(1952- ), 독일과 한국의 현대시

단을 대표하는 두 시인에게서 관찰되는 유사성은 처음부터 의도된 것은 아니었

다. “나는 시를 쓰면서 나중에야 이것이 브레히트가 연극에서 시도했었던‘소격

효과’와유사하다는것을 알았다.”(황-3, 23쪽)1 )라고하는 황지우의 말이이를뒷

받침해준다. 그러나 서로 직접적인 영향관계에 놓여있지는 않다고하더라도 황지

우가 뒤늦게 이러한 언급을 할 정도로 두 시인의 시론과 시 창작에서는 5 0여 년

이라는 시간적 거리감을 뛰어 넘는 유사성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점은두

시인에 대한 연구가들의평가에서도잘 드러난다. 

브레히트의시는지속적으로그리고본질적으로 ‘시’의 개념을확장시키고, 변화시

켰다. 그가 시를 ‘개인적인 것의 표현’으로간주하는 부르주아적 시의 전통에 등을

돌렸기때문에, 그는 시를 위해서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도저히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새로운영역을열어 놓았다.2 )

그〔황지우〕의시들은〔…〕끊임없이새로운시적표현의영역을개발하면서 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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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논문은1 9 9 9년도한국학술진흥재단의연구비에의하여연구되었음. (K R F- 99-041-B00054)
1) 브레히트의시와유사성이두드러지는황지우의텍스트는그의첫두시집�G새들도세상을

뜨는구나�H( 1 9 8 3 )와�G겨울-나무로부터봄-나무에로�H(1985) 그리고 1 9 8 1년부터1 9 8 6년까지

에발표된시론들을수록한�G사람과사람사이의信號�H다. 본논문에서는황지우의첫시집

�G새들도세상을뜨는구나�H를 (황- 1 )로, 두번째시집�G겨울-나무로부터봄-나무에로�H를 (황-
2 )로, 산문집�G사람과사람사이의信號�H를 (황- 3 )으로표기하기로한다. 

2) Jan Knopf: Brecht-Handbuch. Bd.2. L yrik, Prosa, Schriften. E ine Ästhetik der Wi d e r s p r ü c h e .
Stuttgart 1986. 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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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와 관련된 미학적 관습의범주를확장해가려는실험적시도를통해우리 시에

신선한자극과영감을주어왔던것이다. 황지우의이와같은 미학적실험이지니고

있는 가장 큰의미는 아마도 시라는장르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시

도했다는데있을것이다.3 )

시인의 이름만 삭제한다면 도저히 누구에 대한 평가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위

글들이두 시인의 업적으로한결같이 지적하는 것은시 장르 자체에 대한 반성적

고찰, 그로 인해 시도된 시장르에 대한 미학적“영토확장”4 )이다. 

본 논문은 시대와 토양을달리하면서도 이처럼 비슷한 문학궤적을 보여주고 있

는두 시인의 시와 시론에 나타나는 유사점을분석하여, 이들이 넓혀 놓은 시영역

의 특징을 고찰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또한 그 결과를‘문학의보편성’안

에 끌어들여 예술의 본질적인 특성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

미시의기법에 나타나는유사성을중심으로 하는 연구5 )가 발표되어 있기때문에,

본 논문은 그 미학적 배경을 이루는 이론적 저술을 중점적으로 비교 연구하기로

한다.

Ⅱ

브레히트와 황지우가‘시의 전통에 등을 돌리고’시의 영역을 새롭게개척하게

된 배경에는 두 시인의 유사한 시대인식, 즉 자신들이 사는 시대가‘전통적인 서

정시’를허용하지않는다는 인식이놓여있다. 

Ⅱ.1. ‘개인’이 사라진시대

브레히트가 살던 2 0세기 유럽의 전반기는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초

3) �G문학과사회�H편집동인: 집중조명. 황지우. 실린곳: 문학과사회4 5호 ( 1 9 9 9년봄) 310-311
쪽.

4) 김용직: 제8회소월시문학상심사평. 실린곳: 제8회소월시문학상수상작품집. 문학사상사

1994. 234쪽. 
5)  김길웅: 낯선시형식을통한현실드러내기 - 브레히트와황지우의시의기법을중심으로.
실린곳: 브레히트와현대연극 2집 (1995). 7-36쪽. 



기 자본주의시대가 종결되고, 고도로 집중·조직화된 자본주의가 독점의 단계로

자리잡는“자본주의적으로 조직화된 산업사회 Die kapitalistisch org a n i s i e r t e

I n d u s t r i e g e s e l l s c h a f t”6 )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처럼 조직화되고 관료화되어가는

산업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시민사회를 지탱해주었던‘위대한 개인 I n d i v i d u u m’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고, 개인들은 고유의 정체성이 상실된 대체가능한 인

간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처럼 변화된 상황에서는 1 8 - 1 9세기 시민사

회에 바탕을 두었던 장르관, 특히 시를 주관적인 표현문학이라고 정의하는 전통

적인장르관이 그 타당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과거 괴테시대에서는 자연과인

간이조화를 이루는 현실속에서 자기에게투영된자연을 주관적으로 표현해낸다

할지라도, 그들의 주관적인 문학이 보편적인 문학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2 0세

기 대도시 시인들에게 주어진 자연은 사회적인 모순들이 서로 투쟁하는 대도시

현실이었으며, 이 속에서 인간은 소외되어 서서히 파괴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므

로 2 0세기에 들어와서는시민사회의 존립주체였던주체적인 개인을 전제로 하는

전통적인 장르관이 더 이상 타당성을 주장할 수없었으며, 바로 여기에서 브레히

트와 같은 시인들이 새롭게 시개념을 정립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당위성을 찾

을수 있다.7 )

이와 유사한 인식은 황지우의 시에서도나타난다. 평론가 임우기는 할아버지의

초상을 다루는그의시「旅程」을이와같은맥락에서 분석한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뭍으로 나간일가붙이들이 속속히 들어오고, 목포

작은고모일금 貳拾萬원, 부산첫째 작은아버지일금參拾萬원〔…〕엘에이 작은형

님 일금參拾萬원이들어오고, 해남 고모와 둘째 작은어머니, 종형수는 입 꾹다물

고부엌과구정물통사이만 오고간다. 

〔…〕한 구멍의性器의 共同體에서 빠져 나왔어도, 그러나 제각기 뻗어나간 삶의

‘꼬락서니’는 천양지간이다. 사촌팔촌끼리미국에서 온아이들과도시에서 온아

이들과 섬에서 자란 아이들은 뭔가 상호 적대적이다. 어느 놈은 냄새난다고 밥도

먹지않는다.  (황-1, 54-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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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Bertolt Brecht. E poche-We r k - Wirkung. Hrsg. v. Klaus-Detlef Müller. München 1985. S. 29.
7) Vgl. Jan Knopf: Gelegentlich: Poesie. E in E ssay über die L yrik Bertolt  Brechts. Frankfurt a.M.

1996. S.10ff . / 이승진: 브레히트 연구의최근 동향. 실린 곳: 브레히트와 현대연극제 3집
(1996) 31-57쪽. 46-48쪽참조.



이 시는 한 가족 구성원들이 이 땅의 산업화 이후 겪고 있는 다양한 삶의 모습

을보여준다. 같은‘성기(性器)의공동체(共同體)’출신이면서도, 물질소유의 과다

로 인해 달라진 신분격차, 시를 통해 막연히 전달되는 이들의 조급함과 적대감.

시인은 이러한 절망적 모습을 대하면서 외부대상에 대해 서정적 자아가 할 수 있

는“심정적 화해의 양식으로서의서정시양식에 대한 회의”8 )를 갖게된다. 이와 같

은 회의로 인해 시인은 전통적인 미학에서 시의 장르적 특징이라고 간주되는 비

유적 이미지와, 운문의 조화로운리듬을사용하지 않는다. 이 시는그러나 마지막

부분에서 운문의 형태로돌아오는듯하다.

이튿날〔…〕섬의부족한흙으로 할아버지를묻고사람들은돌아갔다.

통통배로

직행버스로

고속버스로

택시로

혹은비행기로

모두들일이밀렸다고, 목포로, 광주로, 부산으로, 혹은서울로, 혹은엘에이로

(황-1, 57쪽)

교통수단과 그 행선지를 나열하는 문장은‘. . .로’라는 조사가 동일하게 사용되

면서 계속 앞으로 진행하는느낌을 준다. 하지만 다양한 교통수단이 행갈이를 통

해분리되고, 이를 통해 식구들각자가사용하는교통수단의격차와 이들의“파편

화된 삶”이 강조되면서, 각 행에는 침묵의 공간이 생성된다. 이 공간은“시인의

사적 정서가 배제된 침묵의 공간이며, 주관성이〔…〕의미를 상실했음을 고백하는

공간”9 )이다. 황지우의 초기 시에 속하는「旅程」은 그러므로“한국의 산업화가 시

인의 조화로운 삶과 삶다운삶의 으깨짐을 원인지웠다는뼈아픈 인식, 그 인식이

새로운시에의 양식적 모색에로 나아가게한 계기를이룬작품”1 0 )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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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우기: 함정그리고越境 - 황지우의제1시집에서제3시집까지. 현대시세계 9호 ( 1 9 9 0년겨

울), 133-154쪽. 146쪽.
9) 위의책1 4 6쪽.

10) 위의책같은쪽.



Ⅱ.2. 파시즘이지배하는시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었던 자본주의의 심화로 초래된‘개인’의 소멸이 전통적

장르관 자체를 반성적으로 고찰하게 만들었다면, 이 자본주의의 극단적 부정적

형태인 파시즘은 두 시인에게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시대적 원인으로서, 이들로

하여금“상투화된 서정시의 오랜 경직성에 대하여 가히 혁명적인 도전을 감행”1 1 )

하게한 또다른요인으로작용한다.

우선 2 0세기 전반기를 독일이라는 지역에 국한해 살펴본다면, 이 시기는 바이

마르공화국의 민주적인 정체가‘민족사회주의 N a t i o n a l s o z i a l i s m u s’라는 허위이데

올로기에의해 허물어지고 후일 아우슈비츠로 상징되는 인간파괴가 그 정점에달

했던시기였다. 브레히트는 이러한시기를아도르노보다 훨씬 먼저(서정)시를쓸

수없는 시대라고 정의한다. 

서정시를 쓰기 힘든 시대

〔…〕

해협을떠다니는산뜻한보우트와즐거운돛단배들이

내게는보이지않는다. 무엇보다도

어부들의찢어진어망이눈에들어올뿐이다.

왜나는오직

나이마흔에허리가굽어버린 4 0대소작인 처가걷는모습만을이야기하는가?

처녀들의젖가슴은

예나이제나따스한데.

나의시에운을맞춘다면그것은

내게거의오만처럼생각된다.    (GBA1 2 ) 14, 432)

후손들에게

1

참으로나는암울한시대에 살고있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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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어령: 제8회소월시문학상심사평. 실린곳: 제8회소월시문학상수상집, 앞의책. 227쪽. 
12) Bertolt Brecht: Werke in 31 Bänden. Große kommentierte Berliner und Frankfurter Ausgabe.

Frankfurt/M 1988-2001의약자. 이어지는첫숫자는권수, 두번째숫자는쪽수를나타냄.



나무에관해말하는 것이

그많은범죄행위에 관한침묵을의미하기에

거의범죄처럼취급받는이시대는도대체어떤시대란말이냐!

〔…〕 (GBA 12, 85)

브레히트는 위의두 시에서자연의아름다움 (“해협을 떠 다니는산뜻한 보우트

와 즐거운 돛단배들”, “처녀들의 젖가슴”, “꽃피는 사과나무에 대한 감동”, “나무

에 관한 이야기”)을 읊는 전통적인 자연시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이 사는

시대가이러한 노래들을허용하지 않으며, 그러한 노래를 부르는것이 심지어‘범

죄’로 여겨지는 시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서정시들

이 즐겨 제공하지 않았던 아름답지 못하고 불쾌한 모습들(‘어부들의 찢어진 어

망’, 많지 않은 나이에도 허리가 굽은 여인네)에 대한 이미지를 제공하기로 했으

며, 형식적인 면에서도전통적 서정시에서 전체적인 조화를가능케하는구성요소

로서 기능했던1 3 )‘(각)운’을더 이상 쓸수 없다는고백을토로하고있다.

이와같은 브레히트의 시대인식은 그보다 반세기늦은 시대를 살았던황지우에

게서도 거의 유사하게나타난다. 그의 초기두 시집이 쓰여졌던 8 0년대전반기는

민주화를 염원하는 열정으로 가득 찼던 8 0년 봄을 총칼로 짓밟은 군사정권이 통

치하는시대였으며, 그 컸던희망만큼 깊은 절망 속으로 국민을 몰아간시대였다.

시인은그러므로‘광주 항쟁’이라는 두단어로압축되는, “너무나원시적인 이해

부학적 비극”1 4 )이 상징하는 현대의 본질, 즉 모더니티에 대해 심사숙고하게 되었

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된다.

저의처녀시집�G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H는제가육체로서 경험한 8 0년대초반의,

세계에 대한 환멸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던것이고, 침묵은‘부역’을의미했던 우

울한시기에그렇게라도 쓰지않으면미쳐버릴 것같은 광적인 필연성으로기록된

저의 젊은 날의 괴상망측한 팬터마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팬터마임은 좀

넓게말하면제 삶을이끌어온 모더니티의 은폐된 본질이 파시즘임이여지없이 드

러나버린시점에서파시즘의 진짜얼굴인공포에대응하는 방법이었다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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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Vgl. Bernhard Asmuth: Aspekte der Lyrik. Mit einer E inführung in die Verslehre. 6. Aufl. Opladen
1981. S.62./ Metzler L iteratur L exikon. Hrsg. v. Günther und Irmgard Schweikle. Stuttgart 1984.
S . 3 59 .

14) 황지우: 끔찍한모더니티. 실린곳: 이경호/이남호 (편): 황지우문학앨범. 웅진 1995. 157쪽.  



(공포를이기는방법중의하나는그 공포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아마도그것이저

의악명이된‘형태파괴의시’로나타난것이아닐까, 생각됩니다. (강조는 필자)

이 인용문에서 황지우는 8 0년대 이땅의‘모던 소사이어티’를 지배하던 정치권

력을 나치즘과 같은 형태인 극우 파시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브레히트

가 살던 나치스 파시즘시대에 나무에 관해 말하는 것이 곧 범죄행위에대한 침묵

으로 해석되어 범죄로 간주되었던 것처럼, 황지우의 시대도 침묵은 곧 파시즘에

대한‘부역’을 의미하는시대였다. 그렇기때문에 그 역시 침묵을 벗어나“중얼거

리기‘라도 하기 위해 전통적인 서정시를 떠나 새로운‘형태파괴의 시’를 개척하

게된다.

Ⅲ

‘시를 쓰기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도 시인이 시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그 노력

은 여러 방향에서여러방식으로 진행될 수있다. 브레히트와황지우의 경우 이러

한 노력은무엇보다도‘시’자체에 대한 반성적 고찰에서 시작되며, 그 결과 두시

인 모두 <시=주관적 표현의 문학>이라는 주관적 환원주의로부터 시를 탈출시켜

시의영역을 확대시키려한다.

시를 가장 주관적인 문학장르로 규정하는 장르관은 헤겔 이후 정착되었다. 헤

겔은그의�G미학�H에서“주체가스스로에 대해 말하는 것이 시의 유일한 형식이고

궁극적인 목적이다.”1 5 )라고 규정한다. 그의 생각을 따르면 시인은 시의 창작을

“단지〔…〕스스로를, 즉자신의정서, 기쁨, 슬픔 또는 사고방식 그리고 인생관전

반에대해진술하는 기회”1 6 )로만 사용하며, 자신의 과제를‘순수하게 내면적인정

서, 관념적 사고 등을 표현하는 데’1 7 ) 한정한다. 시의 영역을 이처럼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영역에 한정시키는 쟝르개념은 1 9세기 테오도르 피셔와 2 0세기 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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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G. W. F. Hegel: Werke in 20 Bänden. Auf der Grundlage der Werke von 1832-1845, neu ed. Ausg.
Redaktion E. Moldenhauer u. K. M. Michel. Bd. 15 (Vorlesungen über die Ästhetik), 3. Aufl. Frankfurt
a.M. 1986. S. 322. 

16) E bd., S.425.
17) E bd., S.429.



에밀 슈타이거에 의해 서정적텍스트의특징으로서체계화된다.1 8 )

이러한 시 장르개념은 서구의 문예미학을 받아들여 성립된 한국의 현대시학에

서도 그래도 받아들여진다. 그결과 시에 대한 한국 평론가의 다음과 같은 서술은

마치 헤겔의말을듣는것과 같은 착각을일으킨다.

훌륭한 서정시의경우시적 주체와시적 형식 그리고 독자간의‘비판적 혹은 전략

적거리’는존재하지않는다. 그것은 3자간의완전한합일을지향한다.1 9 )

Ⅲ.1. 브레히트: ‘표현으로서의 시’부정

브레히트는 이처럼 시의 영역을 무비판적이고 주관적인 감상문학의 영역에 가

두어 놓았던 전통적 장르관을 정면으로 비판한다. 그는 헤겔적인 장르관을 따르

는 시를‘표현으로서의 시 Lyrik als Ausdruck’라고 정의하면서, 이러한 장르관의

극복을통해비판적인식수단으로서의 기능을시에부여하려한다.

만약 시를 표현이라고지칭한다면 이러한 지칭이너무단순하고 일면적이라는 것

을사람들은알아야한다. 〔…〕사람들은그러나유독시인들에대해그들이단지순

수한표현만을하며, 그러므로그들의행위가단지표현에있으며, 그들의의도가단

지스스로를 표현하는데에있다고믿고있다. 이러한 이유로사람들은어떤시인이

〔…〕다른사람처럼 투쟁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록문서를접하게 되면“그렇군

그의 시에는 그투쟁이 표현되어 있어”라고말하는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다음과

같이말하는사람도있다. “좋지 못한일을겪은 시인이 있었는데그럼에도불구하

고그는 이고통에어울리는 좋은표현을 찾아 낸거야, 이런면에서사람들은 시인

의고통에감사할수있는것이지. 시인의고통은무엇인가를이루어냈고그의고통

은시인을 잘 표현해 냈어. 시인은또한 자신의 고통을 문학적으로형상화했을 때

이고통을부분적으로 순화시켰던거야, 즉 무엇인가를 이루어 냈어.”사람들은 또

손을 비비며 교활하게“고통은 사라지지만시들은남는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만

약그고통이사라지지않는다면어떻게할것인가? (GBA 21, 201/ 강조는필자)

브레히트는 이 글에서 시를 순수 표현의 수단으로서 간주하면서 시를 오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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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이승진: 브레히트시론 - 시장르의확대. 실린곳: 세계의문학 6 6호 ( 1 9 9 2년겨울호) 284-314
쪽참조.

19) 오민석: 소통과고백그리고황지우론. 실린곳: 신동아1 9 9 3년2월호. 658-675쪽. 660쪽.



인 자신에 대해, 즉 자신의 정서, 사상 등에대해 진술하는 장르로만 여기는 사람

들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시인이 이러한 정서, 감정을 갖게 했던 외

적현실은 애써 무시하려한다. 그러면서‘결국 남는 것은 표현(문학)’이라고 말한

다. 하지만브레히트는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문학이 아니라고통이라고본다. 그

래서 묻는다: “고통이 노래를 부른 사람에게는 사라진다 해도 노래를 부를 수 없

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남아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그렇다면 노래를 부를줄

아는시인이 노래를 부를 줄 모르는 사람들의 고통, 그 고통을 갖다 준 원인에대

해서그들대신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브레히트는 이러한 사명감에서 시적 표현을 주체의 개인적 표현으로 간주하는

주관적 환원주의를 부정하고, 시 역시 비판적 이성이 개입할 수 있는 장르로 그

영역을 넓히려 노력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시인들에게‘이성을 멀리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나는이들〔시인〕중많은사람들이다른글을 쓸때와는 달리유독시를쓸 때면이

성적인것을 멀리하는것을 보고놀랄때가 자주있다. 혹시이들은시를단지 감정

적인 것으로만치부하는 것은 아닐까? 또 오직 순수 감정적인것이존재한다고이

들이 믿고 있는것은 아닐까?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기준을 끌어들이는 것

을싫어하는 것이오히려〔시의〕정서를아주 비생산적으로 만든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싫으면시쓰는것을 단념해야할것이다.

시를 쓰려는의도가 복된 것이라면감정과 오성은 완전한 조화를 이룰 것이다. 이

들은즐겁게서로를부른다. 남은것은당신의결정뿐이다. (GBA 22, 133)

Ⅲ.2. 황지우: ‘비시(非詩)에낮은포복을통한 시적인것의보기’

시가 결코 주관적‘마음의 상태’로 환원될 수 없다는 생각은 황지우에게서 더

명확하게 발견된다. 황지우는‘시적인 것’은 이미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시라고 말하면서, 브레히트처럼 시장르의 문학을 왜

소화시키는‘심리적환원주의’를 거부한다. 

제가 이자리에서말씀드리는것은“<시적인 것>은실제로있다”는 것을보여주는

것〔입니다.〕어떤 것을 사람들이‘시적이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을 사람들이

‘아름답다’, ‘고상하다’, ‘심오하다’, 혹은‘즐겁다’, ‘신난다’, ‘을씨년스럽다’고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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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것과같지않습니다. 〔…〕<시적인것>은 미적 판단의 이쪽에 있지 않고 저쪽

에있습니다. 바꿔말해서시적인것은그것을받아들이는이가부여한가치가 아니

죠. 그것은 시안에서든밖에서든‘발견’되는 어떤아이디어와 같은것입니다. 〔…〕

저는 <시적인 것>에 대한 이해·해석을 심리적 환원주의라는 수채구멍의 소용돌

이 속으로 끌고 들어 가는 것에 반대합니다.왜냐하면<시적인것>을, 그것을 꿰뚫

어보는 사람의 혹은 그것을언어로 육화시켜놓은시인의 심리상태, 예컨대 그의

콤플렉스, 성격, 기질, 무의식 등에의 관련으로만축소시킬때, <시적인것>은 충분

히이해되지도, 설명되지도않기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적인 것>을 우

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가 그것을인식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황-3, 217-221쪽/ 강조는필자)   

이 인용문에서 황지우가 말하고자했던핵심은‘시적인 것은실제로 있다’는인

식이다. 즉 시에서 말하는서정적 정서는‘마음의상태’로만환원될 수없는, 이미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시적인 것’을‘심리적 환원주의라는 수

채구멍’으로 끌고 들어가는 전통적인 장르관을 황지우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은 브레히트가 언급한‘고통을 표현’한 시인에게도 해당한다. 황지우식으로 말

하면 그의 시에서 표현된 고통은 그 시인의 성격, 기질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고통’은이미객관적으로 존재하는것이기 때문이다. 

‘시적인 것’이 객관적으로존재한다고전제될될 경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점에대해서 황지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시를쓸때, 시를추구하지않고‘시적인것’을추구한다. 바꿔말해서나는 비

시(非詩)에낮은 포복으로접근한다. ‘시적인것’은‘어느 때나, 어디에도’있다. 물

음표하나에도있고, 변을보면서읽는 신문의 심인란에도있다. 풀잎, 깡통, 라면봉

지, 콩나물을싼신문지, 못, 벽에저린오줌자국등땅에버려진 무심한 사물들에까

지낮게 낮게엎드려다가가나는본다. 그것들의관계를나는 응시한다. 토큰을 들

이미는데도 모르고 졸고 있는 아침 나절의버스 안내양과 나의 손 사이에서 나는

무한히‘시적인 것’을본다. 〔…〕요컨대 나에게 시는‘시적인 것’의 보기 (창조가

아니다! )에의해얻어진다. (황-3, 13쪽)

황지우는 위의 글에서 시와‘시적인것’을구분하면서, 자신이‘시’를추구하지

않고‘시적인것’을 추구한다고 선언한다. 여기서 그가 부정하는‘시’는 이미 고착

화된 개념으로서의‘시’를 의미하며, 그가 추구하는‘시적인 것’은곧 앞인용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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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급한‘객관적인 것’을의미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전통적인 시각에서본다면

비시적인대상들(물음표, 풀잎, 깡통, 라면봉지등)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의미의 시는‘시적인 것’의‘보기’, 곧 인식의 결과이지,

창조가 아니라는 황지우의 말이 이해가능하다.2 0 ) 다시 말해 황지우가 시는 결코

창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이유는, ‘시적인 것’이 이미 존재하는 것이지 작가

가임의로만들어낼수 없다는점을 강조하고 싶었기때문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창조’가 아닌‘보기’로서의 시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황지우는이점에 대해 다음의 글에서보다자세하게말하고있다. 

문학은근본적으로, 표현하고 싶은것을표현할뿐만 아니라 표현할 수없는 것, 표

현못하게하는것을 표현하고 싶어하는욕구와그것에의도전으로부터얻어진산

물이〔다〕. 그러면 표현할수 없는것을어떻게 표현할 수있는 것으로만들까? 어떻

게 침묵에 사다리를놓을 수 있을까? 나는 말할 수 없음으로 양식을 파괴한다. 아

니 파괴를 양식화한다.’

다시 말해서 나는 시에서, 말하는 양식의파괴와파괴된이 양식을보여 주는 새로

운 효과의 창출을 통해 이침묵에접근하고 있다. 눈에보이는텍스트를 눈에 보이

지않는 콘텍스트속에잡아넣어우리에게낯익었던것들, 이를테면신문의 일기예

보나 해외토픽, 비명(碑銘), 전보, 연보(年譜), 광고문안, 공소장, 예비군 통지서 등

일상의거의모든프로토콜들을마치 처음본것처럼아주‘낯설게’느끼도록 하는

효과에나는치중한다. […] 내가 의도하는 것은일상적인것, 익숙하고낯익은것들

을낯설게함으로써, 즉당연하게주어진것으로 보이는현실을의문부호로 놓음으

로써, 침묵에싸인 현실의 꼴을더듬을수있게 하는것이다. 나는시를쓰면서나중

에야 이것이 브레히트가연극에서시도했었던‘소격효과’Ve r f r e m d u n g s e ff e k t와유

사하다는것을알았다. 그가주장하듯‘모든 주어진 것들이 의심스러운 것으로보

이게하려면마치 위대한갈릴레오가흔들리는등을관찰했던것과같은낯선안목

을개발’(「연극을 위한작은오르가논」, 44절)하지않으면안된다. 바로 이‘낯선응

시’에 의해 시에‘시적인 것’을 기화시키는 콘텍스트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시인

은갓난송아지가 세계를보듯, 물끄러미 보아야한다.

(황-3, 22-23쪽/  강조는황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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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문학/예술을천재적인예술가의창조, 다시말해한천재적인작가의주관적인표현으로만간

주하려는예술관은독일에서는‘질풍노도시대’에자리잡은이후낭만주의와표현주의, 모더

니즘으로이어지면서감정중시, 기교적인면을중시하는예술사조에영향을미치고있다. 



이 글에서는 앞 선 인용문에서“비시(非詩)에 낮은 포복”으로 접근을 통해‘시적

인 것을 보는행위’라고 정의되었던‘시쓰기’가 보다 구체적으로, 즉‘양식의 파

괴’와‘낯선 응시’로서 제시된다. 여기서 언급되는 양식의 파괴는 문학소통의 전

과정인 생산·서술·수용의 측면에서 기존의 양식을 파괴한다. 생산미학적인 측

면에서본다면 2 0세기의8 0년대를 사는 시인은시를쓰려해도, 그의 눈에 들어오

는 것은 표현을 억압하는 폭압적인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인으로

서 말을 하기 위해 시적 인식의 대상과 방법에 대한 파괴를 시도한다. 그는 시를

쓰겠다고 하면서도 더 이상‘집 앞에 펼쳐진 숲’과 같은‘고상하고, 고요한’자연

(즉 전통적 서정적 서술의 대상)을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일상의너저분한

프로토콜을 바라본다. 또한 이러한 쳐다봄역시 낯익은 양식의 파괴, 즉‘낯선 응

시’를 통해 가능해진다. 황지우는 이를“갓난 송아지가 세계를 보듯, 물끄러미”

보는 것이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갓난 송아지에게는‘당연함’, ‘알려진

것’등의 표식이 붙은채 스스로의 주체적 인식을 가로막는 어떠한‘미리 주어진

것’도없다. 그러므로 갓난송아지의 시선이야말로 현실의참된 파악을가능토록

하는 시선이며, 시인이 가져야할 인식방법이다.

이러한 낯선응시에 의해 생산된인식은전통적인 형식으로는 전달불가능하다.

익숙한 비유적 표현, 전통적인 운문의 형식들로는 낯선 인식을 옮길 수 없다. 그

러므로 서술수단으로서 시인은 양식 파괴를 통해 새로운형식, 새로운 시어를 사

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낯선응시를 통해시인에게 매개된인식은독자들로 하여

금이 익숙한 대상을 낯설게, 의심스럽게보게 만들며, 이를 통해 독자들도 그 대

상을 새롭게인식하도록하는수용미학적효과를 얻는다. 

Ⅳ

앞에서 분석한 황지우의새로운 시쓰기 방식은 그 스스로인정하듯이브레히트

가 시도했던‘소격/생소화 Ve r f r e m d u n g’2 1 )기법과 유사하다. 두 시인은 이 생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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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Ve r f r e m d u n g이라는용어는그동안소외, 소격, 이화, 생소화, 낯설게하기, 기이화등의용어

로상이하게번역되어왔다. 하지만한국브레히트학회가�G브레히트의연극세계�H발간을계

기로번역용어통일안을제안했기때문에, 이러한취지에따라필자도이논문에서‘생소

화’라는용어를사용하기로한다.  (한국브레히트학회(편): 브레히트의연극세계, 열음사



효과를 시에 도입하게 되면서 5 0여 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을 뛰어넘어 만나게되

며, 이들이 의도했던 시 영역의 확장 역시 가능해진다. 위 인용문에서 황지우가

언급한 브레히트의 글「연극을 위한 작은 오르가논 Kleines Organon für das

T h e a t e r」의 4 4절은다음과같다. 

오랫동안변하지않고내려온것은 변화불가능한것처럼보인다. 도처에서 우리는

이해하려고노력할필요가없는너무나당연한것들과마주친다. 〔…〕모든 주어진

것들을의심쩍은 것으로 나타내기위해서〔…〕저 위대한 갈릴레이가 흔들거리는

샹들리에를관찰하는그러한낯선 눈길을개발해야 할것이다. 그흔들림을 바라보

며 놀라워하는 눈길, 마치도 그러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라 이해할 수 없어

하는 그 눈길을 통해 사물의 운동법칙에이르게 되는 것이다. 연극은어렵기도 하

고 생산적이기도 한 이러한 눈길을 인간생활의 모사를 통해 자극해야 하는 것이

다. 연극은관객을놀라워하게 하여야 하며, 이는익숙해있는 것을생소하게 만드

는기법을통해가능할수있다. (GBA 23, 84f.) 

브레히트의 이 글을 읽으면 그와 황지우 사이에 놓여 있는 놀라울 정도의 유사

성을발견하게된다. ‘당연한 것’, ‘변화불가능한것’으로여겨지던 대상을낯설게

바라봄으로써 얻어지는 새로운 인식, 매일 접하던 상들리에를 마치 처음 보듯놀

라운 눈길로 바라보는 그 눈길을 통해 새로운 인식에 도달하는 방법을 브레히트

는 생소화 Ve r f r e m d u n g라고 하였으며, 황지우는‘낮은 포복’, ‘낯선 응시’라고 정

의했던 것이다.

브레히트에게‘생소화’라는 개념은 1 9 2 0년대 말 연극작업을통해 확립된 개념

으로서, 전통적인 환상주의연극이 관객을 최면상태로 몰입시키는 폐해를 극복하

고 연극을 비판적 현실인식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개발된 개념이다. 브

레히트 연구자들은이 개념이“알려져있는 것은 무엇이든, 그것이 알려져있다는

이유때문에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Das Bekannte überhaupt ist darum, weil es

bekannt ist, nicht erkannt”2 2 )라는 헤겔의명제와 맥을 같이하고있다고 본다.2 3 ) 이와

같은헤겔의 생각에힘입어그 스스로“어떤 사건이나 인물로부터 잘알려진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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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524-525쪽참조. )
22) G . W. F. Hegel: Werke in 20 Bänden. a.a.O. Bd.3, S.35.
23) Vgl. Knopf, Jan: Brecht-Handbuch. Bd. 1. Theater, S. 379



자명하고 명백한 것을 제거하여 놀라움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G B A

22,554.) 행위로 정의한‘생소화’는 브레히트 사실주의 미학의 핵심개념으로서

대상을 생소하게 봄으로써 구체적 인식에 도달하는 인식과정, 작가에 의해 제시

되는 대상, 사건을 관객들이 의심스러운 시각으로 쳐다보면서 획득하는변증법적

수용과정을모두 포함한다.

황지우와 브레히트의 시 중에는 이러한‘생소화효과’를 노리는, 다시 말해‘갈

릴레오가 흔들리는 등을 관찰했던 것과 같은낯선 안목’을 통해 가능해진 시들이

많이 발견된다.

의혹을 향하여

나는 창제 인쇄소 주조실에 있는, 머리털이 희끗한 말없는 김씨 할아버지가 좋다.

〔…〕오늘 김씨 할아버지는 물음표를한 상자나 만들어놓으셨다. 이게몇 자쯤 되

느냐고물어도그는 기계소리때문에말을 듣지못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것을거울에비추어볼것)

왜그랬을까. 왜 그것이 낚시같이보였을까. 왜 나는그것을시라고생각했을까. 거

꾸로숙이고있다가문득우리의확신과의혹을낚아채는, 우리의아가미를여지없

이낚아채는, 그이유를나는말못한다. (황-1, 32-33쪽)

이 시에서 황지우는 물음표(?) 붙이는 행위를 낚시행위에 비유하면서, 바로 그

것이 시라고 말한다. 시인이익숙하고 낯익은 현실에 의문부호를 놓는 행위는 낚

시꾼이 낚시바늘을 드리우는 것과 같다. 낚시바늘로 물고기를 낚아채 고기를 잡

듯, 시인은 이 물음표 낚시바늘을 통해 새로운 현실인식을 낚는다. 그러므로‘익

숙한 것’에 의해 방해받고있는참된 현실인식에도달하려는작가들은 수많은물

음표로 무장하고, 대상을 언제나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아야한다. 황지우는

“관습처럼 내려오는것들 하나하나에 물음부호를 삽입하려〔하며〕이것이 황지우

의초기시의출발점”2 4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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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김길웅, 앞의논문, 17쪽.



이러한회의적인 자세는 시인에게 필수적인 것으로서, 브레히트의 시에서도긍

정적으로그려지고있다. 

회의하는 자

언제나, 하나의질문에대해

대답을찾았다고여겨질땐

우리들중하나가 끈을풀어벽에걸린

오래된중국족자를펼쳤다. 그러면

그긴의자 위에앉은남자, 바로그회의하는자가

모습을드러냈다.

그는우리에게말했다, 나는

회의하는자, 나는의심한다, 

너희들이하루종일한일이성공적이었는지를.

너희가말한것이, 〔…〕그 누구에겐가는가치 있는것이었는지를. 

〔…〕

우리는이회의하는자를

족자안의푸른옷을입은그자를 다시말아올렸다. 그리고서로마주 쳐다보다

다시처음부터시작했다. (GBA 14, 376f.)

위의 시에서브레히트는‘회의하는’자세를 통해, 고착된 인식에 머무르지 않고

언제나‘처음부터 다시시작’하는 변증법적자세를 강조한다. 이처럼어떠한 현상

에 대해서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회의하는’자세로 현실에 물음표를 던지는 생

산적행위의 예는 황지우의 시에서도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벽·1

예비군편성및훈련기피자일제자진신고기간

자: 83.4.1.~ 지: 8 3 . 5 . 3 1

(�G벽·1�H황-1, 67쪽)

이 시는 고도의 지적 조작을 거쳐 만들어진 한 장의 사진이다. 시인은 동네 담

벼락에 게시되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예비군훈련 기피자들에 대한 공고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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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듯 옮겨놓는다. 이러한 공고는 너무도흔한 것이기때문에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기 마련이다. 하지만 시인은 이 벽에 붙은 공고문에‘낮은

포복’으로 접근해평상시와는다른 눈길로 이대상을 쳐다본다. 또한 시인은 이러

한‘낯선응시’를 독자들로부터도 유도하기 위해시를쓰면서사진에 약간의 수정

을가한다. 읽기 힘들 정도로 작은 글씨로 공고문의 내용을 옮겨 놓은 것과, 띄어

쓰기를 없애 읽기를 불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인데, 바로 이러한 작업이

‘낯선 응시’를 가능케하는 시인의 창조적 작업이다. 이제 지나가는 행인 역할의

독자들은 무슨 내용이 적혀있나 다가가 문구를 확인하게되며, 읽는 과정에서 시

인이 없앤 띄어쓰기빈칸을 다시집어넣는수고를하게된다. 이러한이유로 행인/

독자들은 한번 읽기로 족할 내용을 여러번 읽는 수고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내용의 일상성에, 자신의헛수고에 아마도욕이 튀어나오게 될지도모른다. 하

지만 이러한욕설은‘부터’와‘까지’를나타내는 한자 자(自), 지(至)가 연상케하는

외설적이미지와 어울리면서 장난끼섞인 눈으로 공고문의내용을 다시한번 음미

하게 된다. 이제 이 문구가“마치 어린아이가 담벼락에 낙서해 놓은 상스런 말”2 5 )

과같은 야유로 다가오면서, 행인/독자는 이단순한문구를‘낯선 눈길’로 응시하

게된다. 그리고 그는 명령문형태를 사용하는 공고문이 갖고 있는 협박에 가까운

억압적 태도, 예비군과 군사정권, 민주화를억압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냉전의 유

지와 확산에 대해 생각이 미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고기간으로 설정된 4

월에서 5월에 4·1 9와 5·1 8의 이미지가 오버랩될 때 행인/독자는 시대에 대해

비판적으로 되돌아보게 되며 이를통해독자는보다 사실적인 현실인식에 도달하

게될 것이다.2 6 )

브레히트 역시 이와 같이 대상을 생소화시키는 낯선 응시의 예를 시「책 읽는

베르톨트 브레히트와황지우의시 비교연구 2 0 9

25) 이경호: 새·나무·낯설은시형식의관계. 황지우론. 실린곳: 문학비평 7호( 1 9 8 8년가을) .
3 7 2 - 3 9 9쪽. 380쪽.

26) 황지우의이러한‘낯선응시’에잡힌익숙한대상과이에대한낯선응시의결과물은다음

과같다: 영화를보기전에듣고/보아야만했던‘애국가’와‘삼천리화려강산’(「새들도세

상을뜨는구나」), 묘비명(「에서·묘지·안개꽃·5월·시외버스·하얀」), 해외토픽(「그대

의표정앞에」), 익숙한한자단어(「‘日出’이라는한자를찬, 찬, 히, 들여다보고있으면」), 일
일연속극 (「숙자는남편이야속해」), 전자게임(「西伐, 셔 , 셔 , 서울, Seoul」), KBS 이산가

족찾기(「남동생찻습니다 한원택 4 3세 . . .」), 신문의심인란(「심인」), 시내버스풍경(⑨청량

리-서울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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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노동자의질문」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 시에서노동자는 역사책을 읽다가다

음과같은의문을 제기한다. 

성문이일곱개나 되는테베는누가건설했던가? 

책속에는왕의이름만나와있다. 

과연왕들이손수 돌덩이를 운반해왔을까?

〔…〕

젊은알렉산더는인도를정복했다.

그가정말 혼자서해냈을까? 

시이저는갈리아를토벌했다. 

적어도취사병한명쯤은데리고있지않았을까? 

〔…〕

역사의페이지마다승리가나온다. 

승리의향연은누가차렸던가? 

1 0년마다위대한인물이나타난다. 

거기에드는돈은 누가냈던가?    (GBA 12, 29f) 

V

주관적 환원주의로부터 탈출하고 생소화를 통해 시에 이성을 도입한 브레히트

와 황지우의 시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현실’에 대한 시인 개인의 주관적 관념,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 대신 이들의 시는 그러한 관념, 감정을 갖게 한 현실에

대해증거하면서, 현실에대한 시적 보고서의 형태가된다. 

브레히트의 시는‘열려’있으며, 시외부에 있는것, 즉현실을 가리킨다. 그의 시를

통해〔독자들이〕세계와 인간에 대해 알 수있게되기를 원한다. 그의 시는〔…〕개

인의표현이아니다. 〔…〕이런점으로인해그의시는보고서의경향을띈다.2 7 )

황지우의시는그가매일보고, 듣는 사실들, 그리고 만나서토론하고 헤어지는사

람들에대한시적보고서(혹은보고서적시)이다. 그보고서의형식은다양하다. 그

다양함은우리가흔히시적 형식이라고믿고있는것을부숴버린다.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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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Jan Knopf: Reflexion zur E dition der Lyrik in der neuen Brecht-Ausgabe. In: Notate. Sonderh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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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 ‘시적 보고서’의 형식

두 시인이 쓴 시적 보고서의 사명은“〔시〕를 통한 현실의受胎”(황-2, 83쪽)이

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의도했던 것이 독일 자연주의 문학이나 르포와

같은 문학형태는 물론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왜곡된 현실을 교정하는 것이었으

며, 이를 가능케하는 변증법적·구체적인 현실인식의 전달이었다. 이를 위해 두

시인은 다양한형식실험을시도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이들에게 형식주의자

또는 모더니스트라는 비판을 받게한다. 특히 브레히트는 자신이 연극과 시에서

시도했던 형식실험으로 인해 같은 좌파진영으로부터 형식주의자라는 비판을 받

는다. 루카치등이제기한이러한 비판에대해브레히트는다음과 같이 답한다.

사실주의에 합당한 것은 좁은 개념이아니라 넓은 개념이다. 문학형식에 대해 말

하려면 사람들은 형식이 아닌 현실을 탐구해야 한다. 미학도 아니며, 사실주의에

물어볼 일은더더욱아니다. 진실은여러방식으로침묵될수도있으며, 또한 여러

방식으로말해질수도있다. (GBA 22, 432f.)

내용과 형식을 구분하지 않고, 그 상위범주로서 현실을 상정하는 이러한 시각

은황지우에게서도동일하게나타난다. 

‘시적인 것’의 포착은 그것을‘어떻게 쓸 것인가’까지의 포착이〔다.〕내용자체가

형식이기때문이다. 적어도나에게는그때그때의내용이그때그때의형식을 가져

다준다. (황-3, 14쪽, 강조는황지우)

나는 한번도, 이른바‘실험시’를 쓴적이 없다. 나는 사실은리얼리스트이다. 일그

러진형식은일그러진현실에서온다. (황-3, 239)

두 시인의 이와 같은 진술들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들의 시도했던 형식실험은

이들에게는 단순히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

한사실적인노력이었다.

브레히트와 황지우는 이러한취지로시에서다양한 형식을 선보인다. 김길웅은

두 시인이 현실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공통적으로 사용한 기법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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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두 범주의여섯가지기법으로 분석하고 있다.2 9 )

1) 거리두기: 독자로 하여금“시가 제시하는 환상 속으로 몰입하는 것을 막고

〔…〕이를 비판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괄호의 사용”, “웃음 혹은

풍자”

2) 변증법적 구조: “일상적인어구〔…〕낯익은 텍스트〔…〕를 파편화시켜”대

상을 낯설게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합명제로서의 새로운 인식을 유발하는 기법

인“인용, 몽따쥐”, “정과반의대조”, “병렬”, “의미의 비약”

V.2. ‘시적보고서’의언어

시대를증거하는 문서로서의 기능을 시에 부여하려는 두 시인의노력은시어의

사용에서도 계속된다. 전통적인 (서정)시에서는 비유적인 언어와 조화로운 리듬

을 자아내는 언어들이 사용되는 것이 거의 불문률로 받아들여져왔다. 하지만 이

러한 언어를 브레히트나 황지우처럼 서정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는

시인들은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은 현실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옮길수 있는 언어를개발한다. 

V.2.1. ‘불임(不姙)의언어’에 대한 비판

새로운 언어를 개발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두 시인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

나는현상은 언어비판이다. 이들은 우선 당대의 인간들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과연 현실에 합당한 언어인가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브레히트는

특히선전과 선동에 의해 집권한 나치스 정부가, 정권의 자기합리화를 위해 언어

의 의미론적 관계를 자의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는 것에 주목하여 많은 시와 이론

적인글을 남기고 있는데, 1934년 쓰여진�G치명적인 혼란�H은 당대언어에 대한브

레히트의진단을 명확하게드러내준다.

신법전을넘기면서, 검사는 알아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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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김길웅, 앞의논문1 9 - 3 2쪽. 브레히트와황지우의시에사용된형식기법에대해서는김길웅

의논문�G낯선시형식을통한현실드러내기�H가이미주목할만한연구성과를보여주고있

기때문에, 본논문은이부분에대해서는별도의서술을생략한다.



단어들이익숙한자리에그대로놓여있었으나, 다만 그들이

이제다른대상들을 지칭하고 있다는것을: 살인자가

되레맞아죽은자라 불리고, 황폐화된주거지는

건설중이라고정의되어있었으며, 도둑질은

스스로바친것을접수한것으로, 강요적이라는것은 자발적이라고불리웠다.

[ . . . ]

[...], 많은단어들의뜻이

바뀌었다, 그러나

그단어들이사라지지는않았다.  (GBA 14, 250)

이 시는 나치스에의해 새롭게제정된법전을 보면서, 왜곡된 언어로인해 혼란

을 겪게되는 어느 검사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에서 풍자적으로 비판되

는 것처럼 히틀러와 그의 추종자들(특히 선전상 괴벨스)은 언어의 의미론적인 체

계를 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브레히트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언어의 혼란으로 야기된 현상보다도, 단어들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가‘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시인으로서 이 타락한 언어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깨달음에 이르자 그는 고민한다. 하지만 브레히트는 언어만을 바꾸

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언어는 현실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언어가아닌현실을바꾸어야 하고, 언어는 이러한목적에기여해야 한다.

그러기위한 첫걸음이 시를통해 현실의구체적인 진실을증거하는 것이며, 언어

역시 이러한목적에기여할 수있어야 한다.3 0 )

이와 같은 언어비판은 황지우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는 1 9 8 0년 광주

항쟁에 대한 유인물을 뿌리다 구속되며, 그해 겨울 그‘지옥’으로부터 나온다. 그

러나 그가 나온 곳은‘또 다른 의미의 지옥, 곧 인간희극’의 지옥이었다. 그리고

그희극의 소도구는언어였다.

무엇보다도 광주 학살의추악한 주역들이 모여 만든‘악의 당’, 즉 악당의 이름인

‘민주정의당’에 나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우리 국어에 질식할

것같은 권태를 느끼지않을 수없었습니다. 〔…〕국어는말도 안되었습니다. 〔…〕

신문에서 치안본부장이“이번 사건에서 고문은 절대 없었으며, 고문은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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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승진: 베르톨트브레히트의언어. 실린곳: 독일문학 5 3집 ( 1 9 9 4년2호). 223-260쪽. 234-237
쪽참조.



있을수도없다”고말하면 사람들은“이번사건에고문이절대로 있었고고문은있

을수도 있고또있어야한다”는의미로읽었습니다. 그러나가장무서운것은사상

의자기 검열이었습니다. ‘노동자’라는말을쓸수가없었습니다. 거기에색채가있

다는 이유로‘근로자’라는 말로 대체되어야 했습니다. ‘계급’은‘계층’으로, ‘혁

명’은‘근본적인 변화’로 번역되었는데, 그것을 작가가 자신도 모르게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 어떤 형태의 검열이든 그것의 자외선을 일

단쐰언어는더이상‘불온하지않은’언어, 즉불임의언어입니다.3 1 )

V.2.2. ‘게스투스언어’: 가임(可姙)의 언어

브레히트와 황지우가 당대의 왜곡된 언어에 대해 내린 진단은 황지우의 말을

빌어‘불임의 언어’로 요약될 수있다. 그러나이들은 그렇다고침묵할 수없었다.

곧 그것은범죄와같은행위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들은 왜곡된언어를다시비

틀어현실을 증거할 수 있는 언어로 거듭나도록노력한다. 브레히트는 이러한언

어를‘게스투스 언어 gestische Sprache’3 2 )라고 부르며, 황지우는 특별한 명칭을사

용하지 않지만 그가시를 통한현실의수태를 위해 사용한‘가임(可姙)의 언어’는

브레히트의 게스투스언어와 여러가치 측면에서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공통점은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있다.3 3 )

1) 브레히트와황지우가체험한현실은 조화로운사회가 아니라 각종 모순된이

해관계들이 대립하고 있는 사회였다. 그러므로 이들의 시어도 조화롭게 어울리

는, 연결된시어이기 보다는 끊어지고, 균열을 보여주는 단절을 의미한다. 이러한

목적으로도입된장치로는 비정상적인 행가르기(앙장브망), 문장규칙에 어긋나는

콤마와 마침표의 잦은 사용 등을들 수있다.

2) 자음이나 복자음 등 부드러운 낭송을 방해하는 소리색을 갖고 있는 단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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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황지우: 끔직한모더니티. 앞의책1 6 1쪽.
32) 게스투스 G e s t u s는원래희곡을위해개발된개념이며, 망명기를거치면서그의문학전체

를특징짓는중요한개념으로자리잡는다. 게스투스는제스처와구분되는데, 제스처가화

자의말에부수적으로첨부되는주관적손짓, 발짓을의미한다면, 게스투스는개인적인행

동을결정하는사회적관계까지포괄하는넓은개념이다. (게스투스및게스투스언어에대

해서는이승진: 앞의논문과�G브레히트의연극세계�H,  516쪽참조)
33) Vgl. Klaus Birkenhauer: Die eigenrhythmische L yrik Bertolt Brechts. T heorie eines

kommunikativen Sprachstils. T übingen 1971. S, 31-80./ 이승진: 브레히트시의운율특징. �G불규

칙리듬을갖는무운시�H분석. 실린곳: 브레히트와현대연극. 6집 (1998) 74-101쪽. 78-80쪽참조. 



이많이사용되며, 이를 통해생기는 부조화와껄끄러운 느낌은 계급간의 갈등등

모순된사회적 현실에 대한 정서를생산하는데기여한다.

3) 규칙적인 정형률의리듬을 포기하고 산문에 가까운 불규칙리듬의 운문을 사

용한다. 그 이유는 규칙적인 리듬이 독자/청자들에게 현실이 조화롭다는 착각을

주면서“단조롭고, 잠이오게하는〔…〕효과”를주며, 이들의“이성을 마비”(G B A

22, 364f.)시키기때문이다.

4) 브레히트와 황지우는 이러한 언어를 모두 현실에서 배운다. 브레히트에게

그것은 노동자 시위대들의 짧고 즉흥적인 구호였으며, 베를린 길거리 노점상의

호객소리였고 (G B A 22, 361f.) 황지우에게는 길거리에서 울려나오는 오락실의

기계음, 외설적 의미를 자극하는광고언어, 벽에 붙은 광고지, 홍보문안, 낙서 등

이었다. 

이처럼 네가지로 분류된 시어의 기능을 보다 압축해서 설명한다면, 이러한 언

어는 시인이 자신의 주관적정서를 표현하는데 사용되는것이 아니라, 시인을 매

개체로해 현실이 직접 말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볼 수 있다. 몇편의 시를

통해 이러한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브레히트의 망명기시를 대표하는�G스벤보르

시집�H에 수록된「유태인창녀마리 잔더스에 대한 발라드 Ballade von der Judenhure

Marie Sanders」는위에서 열거한 게스투스언어의특성을잘 보여준다.

1

In Nürnberg machten sie ein Gesetz

Darüber weinte manches Weib, das

Mit dem falschen Mann im Bett lag.

〔…〕

4

Eines Morgens, früh um neun Uhr

Fuhr sie durch die Stadt

Im Hemd, um den Hals ein Schild, das Haar geschoren.

Die Gasse johlte. Sie

blickte kalt.3 4 ) (GBA 12, 16f.)

이 시는 1 9 3 5년 9월 1 5일 유태인과 아리아인간의 결혼 및 혼외 성관계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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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 뉘른베르크에서저들이법을하나만들었네./ 그때문에잘못된사내와동침했던그 / 많
은여자들이눈물흘렸네.// 〔…〕/ 4. 어느날이른아침. 아홉시정각에/ 그녀는차를타고도



하는뉘른베르크법(공식명칭‘독일인혈통과 독일인의명예수호법’)이 제정된이

후 유태인 창녀가‘목에 명패를 두르고, 머리카락을 잘린채’도시를 떠나는 모습

을 그리고있다. 이 시는시집의 두번째 장「어두운 시대」3 5 )에수록된발라드로서

내용뿐 아니라 독특한 게스투스 시어도 이 어두운 시대를 증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우선시의 첫행은얌부스의 규칙적인운율로 시작한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법 ein Gesetz’을 거론하면서 규칙적으로 지속되던 운율이 깨지고‘강’음절이와

야 할자리에 약음절로시작하는 단어 G e s e t z가 놓이면서시행에 긴장을 불러일으

킨다. 또한 6개 단어로 이루어진 짧은 시행을 낭송하려면, 음절 사이에서 생기는

자음충돌로 인한 7번이나 되는 숨자리 때문에 물흐르는듯한 낭송이 불가능해진

다.3 6 ) (In│Nü rn│be rg│mac h│ten│sie ein│Ge s e t z) 이러한 부조화의 모습은 g ,

ch, t, tz와 같은 음의 빈번한 사용으로 더욱 강화된다. 또한 2, 3행은 비정상적인

행가르기(앙장브망)로 인해 나뉘어지고 있다. 정상적인 행가르기라면 관계대명사

d a s는3행의첫 단어로 오던지아니면 2행을보다길게만들면서문장의 가운데에

놓여야한다. 하지만 관계대명사 d a s가 행뒤에독립해남게되어 강조되면서이단

어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기능을 하는 지시대명사의 기능도 하게된다.3 7 ) 즉‘그

많은 여자들’이되면서 이시는이 여인들을 보다더 직접적으로지칭하게된다.

이와 같은 기법은이 시에서가장 비극적인 내용을담고 있는 4연의3 - 5행에서

도 사용된다. 3행은 유태인으로 낙인찍혀 동물취급을받는 유태여인의 현실을속

옷차림, 목에 걸린명패와 짤린머리를 통해상징적으로보여주고 있으며, 낭송시

콤마와 자음의 충돌로 인해 생기는 8번이나 되는 휴지부를 통해(: Im│He m d ,│

um│de n│Hals ein│Sc h i ld,│da s│Ha a r│ge s c h o r e n.) 보다 사실적으로 매개된다.

또한이러한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고환호하는 아리아인에 대한 그녀의 눈초리는

차갑다. 이러한 차가움은 인위적인 행가르기와 특정한소리색의 집중적인배치를

통해 보다 강렬하게 전달되는데, 문장‘Sie blickte kalt’는‘그녀 s i e’를 앙장바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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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지나갔네./ 속옷차림에, 목에는명패를두르고, 머리카락을잘린채. /길가에선고함을

질러댔네. 그녀는/ 차갑게바라보았네.
35) 이장의모토는다음과같다: “어두운시대에,/ 여기서도노래를부를것인가?/ 여기서도노

래를부를것이다./ 어두운시대에대해”(GBA 12, 16)
36) Vgl. Birkenhauer, S. 33f.
37) 이러한 기법은브레히트의‘불규칙한리듬을 갖는무운시’에서많이 사용되는기법이다.

Vgl. GBA 22, 361-363.



통해 독립시키고 나머지 두단어로 한 행을 만들면서자연스럽게 이 세단어 모두

를강조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 이를 통해‘그녀’→‘그녀의 눈’→‘그녀의 차가운

눈’이 단계적으로 강조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담겨있는 이 차가움은 t e

나 t와 같은 음을 통해 터질듯한 분노를 안고 있는 차가움으로 다가온다. 이처럼

브레히트의 시가 전하는 정서는 시인 자신의 정서가 아니라 그가 보고하는 현실

의정서이며3 8 ), 언어는이러한 목적에잘 기여하고있다. 

황지우의시에서도 이러한언어적 특징은 쉽게 발견된다.

나갔다. 들어온다. 잠잔다. 일어난다.

변보고. 이빨닦고. 세수한다. 오늘도 또. 나가본다.

오늘도나는제 5 공화국에서가장낯선사람으로.

걷는다. 나는 거리의모든것을.

읽는다. 안전제일.

우리자본. 우리기술. 우리지하철.   〔…〕

〔…〕전봇대에붙은임신 치질 성병특효약까지〔…〕

그리고낯선사람살펴보고수상하면신고하자.

까지.    〔…〕 (「活路」를찾아서, 황-1, 108)

이 시에서는꽉 막힌 현실에서활로를찾지만, 그 속절없는 노력이 그려지고있

다. 일인칭 화자‘나’의 행위는 9가지나 제시되고 있다. (나갔다. 들어온다. 잠잔

다. 일어난다. 변보고. 이빨닦고. 세수한다. 걷는다. 읽는다) 그러나 이 동사들은

문장이되기 위해 필요한 부사구, 목적어가 생략된채, 마침표를 통해 생기는 문장

끊기와 행가르기를 통해 각각의 행위가 단절되어 있다. 서로 연관성이 없이 단절

된 채 반복되는 그의 동작은 기계인간의 동작을 연상시킨다. 또한 행가르기를 통

해어색해지는행들은‘걷는다. 나는 거리의 모든 것을’( 4행), ‘읽는다. 안전제일’

등이 되며, 이러한 문법에 어긋나는 문장들은사회의질서속에 자리잡지 못한한

트케의‘카스파’가 내뱉는 문장을 연상시키면서, 그가 이 사회질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그의 눈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간첩신고 벽보는

조사‘까지’가 다음행으로 독립되어강조되면서그의활로찾기의끝과한계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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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브레히트는이러한의미로시에서“중요한것은시인을알게되는것이아니라, 세상을알

게되는 것이며, 또한같이함께 세상을즐기고변혁을시도할 사람들을 알게되는것”

(GBA 30, 26)이라고말한다. 



다 강렬하게 보여준다. 즉 반공이데올로기라는 한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이사

회에서 일인칭화자는그 어느 곳에서도활로를찾지못한다. 이렇게 본다면 이시

의‘일인칭 화자’는 출구없는 상황으로 인해 생기는 고통을 내면화하지 않으며,

대상과 서정적으로 화해하는‘서정적 자아’가 더 이상 아니라, 그러한 꽉 막힌사

회를증거하는보고자이다.

Ⅵ

독일과한국이배출한 빼어난 두 시인 브레히트와 황지우는 유럽과 한국, 20세

기 전반기와 후반기라는 시, 공간적차이를갖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지금까

지 고찰한 것과 같은 유사성이 발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이들이 암

울한 시대에 살면서, 문학에 부여하고자 한 기능의 공통점에 있다. 두 시인은 자

신들의 시가 죽은 활자의 집합체가 아니라 시대를 증거하는 미학적 문건으로서

독자들의비판적이성을 일깨우고, 이들을활성화시켜독자들이 현실을 구체적으

로 인식하는 데 사용되기를 원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황지우와 브레

히트는 주관적 영역에만 머물러 있던 시의 영역을 확장시켜 이성적인 것을 끌어

들였고, 시에서는 낯설기만 한 언어와 다양한 생소화기법의 사용을 통해 현실을

객관적으로 증거하려 했다. 이처럼 브레히트와 황지우의 시는 침묵을 강요하는

억압적인 현실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이러한 도전은 문학 안에서도 기존의 장르

관, 형식, 언어에 대한 양식파괴로 연결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황지우는“루카치

적이지는 않지만, 브레히트적인 의미에서의 리얼리즘을 지향”3 9 )한다고 볼 수 있

으며, 같은 맥락에서 황지우가 스스로를 정의내린“모던 리얼리스트”4 0 )라는 명칭

역시브레히트에게도 적용될 수있을것이다. 

본 논문은서로 다른문화권의 작가인 두 시인을 비교 분석하면서 모더니즘적

인 시도를통해서도“리얼리즘의 외포와 내연을확장”4 1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확

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실주의와 모더니즘을 아우르는 이러한 노력은 어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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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오민석, 앞의논문 6 6 5쪽.
40) 황지우문학앨범, 앞의책1 5 1쪽.
41) 임우기, 앞의논문 1 3 4 - 1 3 5쪽.



대, 어느 곳에서나 계속 지속되리라는 확신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로

인해 본 논문이 문학의 보편성을 확인가능케하는 유형학적 고찰의 성격을 지니

게 되었다는 점과, 두 작가의 비교작업을 통해 이들 개개인의 문학세계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은 본 논문과 같은 비교문학적 연구의 성과로 평가될

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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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Lyriker Bertolt Brecht (1898-1956) und Dschi-U Hoang (1952-) haben keine

direkte Beziehung zueinander. Aber ihre Lyrik ist in mancher Hinsicht sehr verwandt,

so daß Hoang sagt: “Ich habe später gewußt, daß das, was ich in der Lyrik versucht

habe, dem theatralischen Begriff der Verfremdung bei Brecht sehr ähnlich ist.” Diese

Ähnlichkeit ist vor allem darin sehr produktiv, daß beide den traditionellen

G a t t u n g s b e g r i ff Lyrik in Frage gestellt und so versucht haben, “für die Lyrik ein

ungeahntes neues Feld” zu öff n e n .

Diese Studie hat die Absicht, die Ähnlichkeit, die im Werk beider Ly r i k e r

gefunden werden kann, zu untersuchen und dadurch die Weite und Vielfalt des

lyrischen Territoriums, das Brecht und Hoang vergrößert haben, abzuschreiten. Um

diesen Zweck zu erfüllen, beginnt die Studie mit der Frage, warum die beiden ihre

Zeit als schlechte Zeit für die (traditionelle) Lyrik‘ empfunden haben. Dafür sind

zwei Gründe zu nennen: 1) Die im 20. Jahrhundert sich noch vertiefende “kapita-

listisch organisierte Industriegesellschaft” hat den Begriff ‘Individuum’, auf dem die

b ü rgerliche Gesellschaft beruhte, und den in dieser Gesellschaftsform fundierten

traditionellen (hegelschen) Gattungsbegriff der Lyrik zur Disposition gestellt. Vo r

allem wurde der Begriff von ‘Lyrik als persönlichem Ausdruck des Dichters’

angezweifelt. 2) Das politische System, in dem Brecht und Hoang leben, verstehen

beide als Faschismus, “wo ein Gespräch über Bäume fast ein Verbrechen ist, weil es

ein Schweigen über so viele Untaten einschließt”. Die beiden Lyriker dürfen in dieser

unmenschlichen Zeit nicht mehr ‘Lyrik’ schreiben, also nicht mehr von der Natur und

Liebe singen, sondern wollen die Realität zur Sprache bringen.

Der erste Schritt dazu besteht in der Überwindung des traditionellen Ly r i k b e g r i ff s

und darin, die Lyrik vom subjektivistischen Reduktionismus zu emanzipieren: Brecht

lehnt Lyrik als Ausdruck des Individuums ab und führt die Vernunft in die Lyrik 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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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ang versucht, das Lyrische in dem traditionellerweise ‘Nicht-Lyrischen’ zu finden.

Das, was seine Aufmerksamkeit erg r i ffen hat, sind die verschiedenen Protokolle im

Alltagsleben wie die Vermißtenanzeige, die Hülle der Instantnudelsuppe, die

Wandschrift, der Zeitungsartikel, die Wettervorhersage usw. Seine Gedichte wollen

dieses Gewöhnliche, d.h. das Bekannte ‘fremd’ machen, als ob man es zum ersten

Mal sieht und dadurch die Wirklichkeit neu, d.h. frei von jener Ideologie, und

realistisch zeigen. In dem so beabsichtigten Effekt der ‘Verfremdung’ treffen sich die

beiden Lyriker über die zeitliche Differenz von etwa 50 Jahren. 

Die Lyrik Brechts und Hoangs will nicht die subjektive Stimmung des Ly r i k e r s

zum Ausdruck bringen. Ihnen geht es um “die Geburt der Realität durch Ly r i k ” .

Insofern tendiert ihre Lyrik zum Bericht. Für den lyrischen Bericht sind beide Ly r i k e r

auf der Suche nach neuen Formen und einer der neuen gesellschaftlichen Realität

angepaßten Sprache. In diesem Sinne kann man beide „Modernisten„ nennen. Doch

insofern beide mit ihrer Lyrik auch den Anspruch an das ‘Sichtbar-Machen’ der

Realität und die Veränderung der gesellschaftlichen Verhältnisse verbinden, kann

man sie auch “Modern-Realist” nennen, mit welchem Begriff diese Studie die

Allgemeinheit der Literatur bestätigen kann. Es ist das Ziel dieser verg l e i c h e n d e n

S t u d i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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