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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례巡禮로서의 시적詩的 여정旅程
─ 류근조의 시세계

차성환

류근조 시인은 2018년 올해 봄에 12번째 시집 『황혼의 민낯』을 출간
하였다.1) 1968년 첫 시집 『나무와 기도』를 낸 지 정확히 50주년이 되
는 해이다. 누구도 쉽게 도달하기 힘든 시력詩歷과 노년에도 멈추지
않는 열정적인 시작詩作이 말해주듯이, 그의 시편들은 한평생 시의 한
길을 오롯이 정진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고귀한 품격을 보여준다. 류
1) 류근조 시인은 지금까지 총 12권의 시집을 상재하였다. 이 글은 류근조 시인의 『류근조 문학전집·제1
권-시전집』(제이앤씨, 2006)과 제11시집 『지상의 시간』(문학세계사, 2013), 제12시집 『황혼의 민낯』(문학
수첩, 2018)을 텍스트로 삼는다. 인용시의 출처는 수록된 시집이 출간된 순서대로 제목 끝에 <1>, <2>,
<3>, … 등으로 표기하였다. 시전집에 포함된 시집의 목록은 제1시집 『나무와 기도』(대한출판사, 1967),
제2시집 『환상집』(현대문학사, 1972), 제3시집 『목숨의 잔』(한일출판사, 1979), 제4시집 『무명의 시간 속
으로』(일지사, 1984), 제5시집 『입』(문학세계사, 1989), 제6시집 『낯선 모습 그리기』(혜진서관, 1992), 제
7시집(시선집) 『그리움아 거기 섰거라』 (혜진서관, 1995), 제8시집 『날쌘 봄을 목격하다』(나남출판사,
1998), 제9시집(여행시선집) 『나는 오래 전에 길을 떠났다』(새미, 2003), 제10시집 『고운 눈썹은』(시학사,
2006)이다. 그밖에 육필시집 『겨울 대흥사』(제이앤씨, 2016)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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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조 시인이 차곡차곡 쌓아간 시집의 내력 속에는 그가 걸어온 삶의
궤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것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인간의 본질
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삶의 근원을 탐문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순례로
서의 시적 여정과 일치한다. 그는 일찍이 자신에게 이러한 길이 예비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모양이다. 혹은 다르게 말한다면 류근
조 시인 스스로 그 순례자로서의 삶을, 고통스럽지만 자신이 걸어가
야 할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떠맡은 것이기도 하다.
한 해도 다 저문
十二月 어느날 저녁
눈을 맞으며 생각에 젖으며
구태여
길을 묻지 않고 길을 보지 않고
혼자서 길을 간다.

어릴 때 이 들의 主人公인 양
두려워하지 않고 곧잘 이 곳에
몸을 맡겼던 追憶의 전율戰慄에
새삼 몸서리치며
탕아蕩兒처럼 돌아 와서…

추위도 사랑인 양
두 팔 가득히
太古적 건강健康을 껴안으며
후회 없이
온 길을 다시 뒤돌아본다.

시방 추위에 얼어
세상은 기죽은 듯 고요 고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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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어디선가
그 옛날
내가 불던 풀피리소리, 바람소리, 새소리, 꽃잎 벙그는 소리,
나비의 날개짓 소리, 소리 ……
들쥐란 놈의 새김질하는 소리 속에
함께 들리는 듯싶어

비로소 나도
오랫만에 文明의 끄으름을 씻어 버리고
그 옛날 친했던 草石 옆에
한 그루 정정한 나무로 立像하려는가.

내년에는 이 들에
더 큰 잔치가 베풀어지고
더 큰 수확과 人情의 江물이 열릴 거라고…

한 해도 다 저문
十二月 어느날 저녁
눈을 맞으며 생각에 젖으며
구태여
길을 묻지 않고 길을 보지 않고
혼자서 길을 간다.
— 「빈 들녘에서」<3> 전문

위의 시에서 ‘나’는 12월의 눈 내리는 겨울날 저녁, 혼자 생각에 젖
어 길을 가고 있다. “이 곳”은 ‘나’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고향으로 보
인다. ‘나’는 “어릴 때” “두려워하지 않고” “이 들”에 “몸을 맡겼던 추
억”을 떠올리다가 어느 순간 유년의 고향에 서려있는 “태고적 건강”을
체험하게 된다. 추위도 잊게 하고 ‘나’의 온몸을 “전율”하게 할 정도의
강력한 힘은 “태고적 건강”을 가진 어린 시절의 맑고 깨끗한 자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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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에서 비롯된다. ‘나’가 “온 길을 다시 뒤돌아”보는 것은 “추위에
얼어”붙어 고요한 세상 어딘가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이다.
“내가 불던 풀피리소리, 바람소리, 새소리, 꽃잎 벙그는 소리,/나비의
날개짓 소리”. 그 ‘소리’는 자신의 유년 시절에 경험한, “태고적 건강”
을 품은 자연의 ‘소리’이다. 그것은 고향을 떠나 성인이 된 ‘나’가 도시
“문명” 속에서 타락한 “탕자”로서의 자신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근원적 힘을 가진 ‘소리’이다. 그 ‘소리’는 ‘나’의 더러운 “문명
의 끄으름”을 씻겨내고 ‘나’로 하여금 “그 옛날 친했던 草石 옆에/한
그루 정정한 나무로 입상”하게 만든다. ‘한 그루 정정한 나무’는 ‘나’가
꿈꾸는, 문명의 타락에서 회복한 긍정적 존재로서의 자기 표상이다.
‘나’의 회복은 ‘나’뿐만 아니라 “이 들”의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 ‘나’의
어린 시절 기억 속에 감춰진, 자연의 근원적 ‘소리’는 타락한 ‘나’를 깨
워 세상(“이 들”)이 문명의 어둠에서 벗어나 “태고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원祈願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미상관으로 반복된 첫
연과 마지막 연의 내용은 의미심장하다. 추운 겨울날 저녁에 “눈을 맞
으며” 자신이 가는 “길을 묻지 않고 길을 보지 않고/혼자서” 가는 ‘나’
의 “길”은 곧 인간과 세상이 잃어버린 생生의 근원적 힘을 회복하려는
순례巡禮의 길에 다름 아니다. ‘순례’의 의미가 종교의 발생지나 종교
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를 찾아다니며 방문하고 참배하는 것이라는 사
실을 주지한다면, 류근조 시인의 시적 여정에서 제1의 성소聖所는 바
로 ‘고향’일 것이다. 문명으로 타락한 현실에서 순수한 자신의 근원을
간직한 ‘고향’은 시인이 참배하고자 하는 대상이다. 유년의 실제 ‘고향’
은 되돌아갈 수 없는 장소이지만 기억 속에 새겨진, ‘고향’에서 이미
경험한 성聖스러운 사건(“소리”)은 내 속에서 다시 되살아나 부정한
현실을 밝게 비출 수 있는 힘으로 현전하는 것이다. 이는 고통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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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길을 수행하듯이 묵묵히 걸어가는 순례자의 의지에 의해 가능할
터이다.
류근조 시인의 시세계에서 ‘나무’와 ‘길’은 중요한 메타포로 기능한
다. ‘나무’가 시적 주체로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내면의 견고함과 생
의 근원적 힘을 간직한 자기 표상이라면 ‘길’은 그러한 “한 그루 정정
한 나무로 立像”(『빈 들녘에서』<3>)하기 위한 순례로서의 여정을 의미
한다. 그의 첫 번째 시집의 제목이 ‘나무와 기도’인 것은 이런 이유에
서일 것이다. 류근조 시의 시적 주체는 세속적인 문명 세계(도시)에서
‘고향’과 같이 성스러운 장소를 찾아 참배하는 순례의 과정을 통해 구
성된다. 그것은 속악한 이 세계에서 생의 힘을 회복하고자 하는 시詩
가 가진 본령이기도 하다. ‘나무’는 곧 시인으로서의 자의식을 촉구하
는 대상으로 드러난다. ‘나무’는 고통스러운 삶의 가운데에 가히 종교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초월적인 자기 수신修身과 의지를 표명하는 존재
이다.
조용히
울고 섰거라.

전신全身에 어리는
싸늘한 촉감觸感을
거느리고

진종일
살락거리는
바람 앞에서
언제나
네 고운 피부皮膚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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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으로 흐드기며 있거라

아, 이 어지러운 살내음
이파리의 윤무輪舞를 지나
이 어두워오는 어두워오는
통로通路에,

단한번
하늘 잃은 바래움이
청솔 푸른 가지새로
그 자태姿態를 내어 보이듯이…….
— 『나무』<1> 전문

소리칠 수도 없는
또 소리쳐 봤던들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런
거센 바람소리와 갈대와 같은 餘音으로 오늘을 마음하며
추회追悔와 不眠의 밤을 묵묵히 살아온 寒木
— 『나목裸木 주변周邊』<1> 부분

나를 보라
영혼의 극심한 고갈 속에
여름장 밀2)을 흐르는 한 모금
차가운 못물의 대화에도
이젠 차라리 한 가닥
타오르는 연민의 정을 느껴

헐한 바람을 몸에 감고
밤낮 뜨거운 영혼의 앗기움에
깨어 울 수 있는 나를 보라.

2) ‘얼음장 밑’의 오식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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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의 절망絶望」<2> 부분

시인은 ‘나무’에게 “조용히 울고 섰거라”라며 단호한 명령조로 말
하고 있다. “전신에 어리는/싸늘한 촉감을/거느리”라는 것은 ‘나무’에
게 외부에 대한 감각(관심)을 거둬들인 채 자기 내부로 침잠하거나 숨
어들어가지 말라는, ‘나’의 요청으로 읽힌다. “진종일/살락거리는/바
람”이라는 외부의 시련에 자신의 “고운 피부”를 내놓지 않는다면 ‘나
무’는 견고한 나무껍질을 얻을 수 없으며 결국 고사하게 될 것이다.
‘나무’가 “청솔 푸른 가지새”를 키워내고 아름다운 나무의 ‘자태’를 가
지기 위해서는 “바람”과 “어지러운 살내음”, 혼란스러운 “이파리의 윤
무”의 시련을 견뎌내야 한다. ‘나무’ 혼자서 “흐드기며”(흐느끼며) “어
두워오는/통로”를 지나야한다. ‘나무’는 고통스럽지만 자신의 생명력
을 바깥으로 분출해야지만 진정한 ‘나무’로 설 수 있다. ‘너’(“네 고운
피부”)라는 ‘나무’에 대한 당부는 실상 ‘나’에 대한 당부로 보아야 할 것
이다. “뜯기는 것 많아도 몸은 튼튼하여/병들지 않고/남을 위해 살긴
해도/남을 해치진 않는/호두나무”(「호두나무」<5>)와 “오랫동안 한 곳
에서/서로가 서로에 몸을 부비며/끝없이 참회하고 번뇌하는 자세로
서 있”는 “자작나무숲”(「오라, 이 겨울 자작나무 숲으로」<8>)과 같이,
류근조의 시세계에서 ‘나무’는 긍정적인 대상으로 기능한다.
진정한 ‘나무’는 “거센 바람소리와 갈대와 같은 여음” 속에서 “추회
와 불면의 밤을 묵묵히 살아온” 존재여야 하며, “영혼의 극심한 고갈
속에”서도 얼음장 밑의 차가운 한줄기 “못물”에게 “타오르는 연민의
정”을 가져야 한다. “헐한 바람”이 부는 한겨울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
서 “밤낮 뜨거운 영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깨어 울 수 있”어야 한
다. “밤낮 뜨거운 영혼”을 지키기 위해 울고 있는 ‘나무’는 류근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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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적 주체가 다다르고자 하는 절대적인 ‘시인’의 표상이다. 류근조
시인은 다른 시에서 ‘시인’(‘나무’)으로 올곧게 서기 위해 “괴로움처럼
흘러간 歲月 속에서/내가 나를 알고/울어야 한다”(「休日을 눈보라와
함께」<3>)고 말하거나, 또는 “울어도 울어도 못다할/나의 이 지극한
슬픔을 위하여/주여/이 밤엔 온갖 물상에서 떨어져/나를 홀로 있게
하소서”(「기구祈求」<2>)라며 초월자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
다.
시적 주체는 어린 시절의 고향에서 본, “그 옛날 친했던 草石 옆
에/한 그루 정정한 나무”(「빈 들녘에서」<3>)와 같이 “한 때/순수의 시
인이라고 불리이기도”(「신사면초가」<3>) 했지만 현실의 ‘나’는 잎이 지
고 가지만 앙상히 남은 ‘나목裸木’(「나목 주변」<1>)의 모습처럼 위태로
운 상태에 처해 있다. 고향을 떠난 도시에서의 삶은 녹록지 않다. 성
인이 된 ‘나’는 “온갖 세상의 미물微物들 ― 명리名利와 허화虛華와 욕辱
된 것/만을 찾아 다”닌 채 “내 목소리도 潤氣를 잃고/폐차廢車처럼 부
서져/깊은 日常의 늪 속에” 빠져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신사면
초가」<3>)
시정視程 20m 안팎
아니 10m 근거리에서도
우리는 시력을 잃었는가.

앞차가 뒷차에 밀리고
뒷차가 다시 앞차를 받아
인파가 시간에 밀리고
시간은 또 안개에 밀려
거리는 지금 어디나
아우성, 아우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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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어릴 때 호반湖畔에서 본 안개는
뒷꼬리가 길고 노랬는데
내가 커서 다시
서울 都心에서 본 안개는
말할 수 없이 힘 센 거인이어서…

아가야 아가야
내 사랑스런 강아지야
우린 그래도
돌풍이 이는 이 거리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 「안개 주의보注意報」<3> 전문

분화되고 또 분화되어 절단된 의식에
눈꼽만한 인간을 데리고 집에 와
난 오늘도
비좁은 성냥갑 안에서 잠을 잔다.
— 「엘리베이터의 시」<4> 부분

난 아직도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병색 짙은 시민인가.

(…)

빌딩과 빌딩 사이에서
차량의 질주음으로 시달리며
아주 아주 작아지거나
흔적없이 소모된다.
— 「꽃집 앞을 지나며」<4>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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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안개주의보가 내린 “서울 道心”의 한복판에 있다. “10m 근거
리”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난 모양인지 거리는 온통 “아
우성”이다. ‘나’는 문득 어린 시절의 고향에서 본 “안개”를 떠올린다.
“어릴 때 호반에서 본 안개는/뒷꼬리가 길고 노”래 아름다웠지만, 지
금 이곳의 안개는 “말할 수 없이 힘 센 거인”으로 우리의 “시력”을 잃
게 하고 이 거리에 “돌풍”을 일으키는 두려운 존재이다. 지금의 현실
은 “이 거리에서/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생존 자체에 대해 걱정
해야 할 비상사태인 것이다. ‘나’는 서울이라는 도시 문명 속에서 “분
화되고 또 분화되어 절단된 의식에”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병색 짙은
시민”으로 살아간다. “빌딩과 빌딩 사이에서” 왜소해진 ‘나’는 “흔적없
이 소모”될 위기에 처해 있다. 서울은 자본주의의 “상심商心만이 모여
붐비”고 “한치의 양보도”, “한치의 낭만도” 없으며 진정한 “만남도”,
“진정한 미움도 없는” 곳이다.(「을지로는 붐비다」<4>) “차량의 질주음
이 횡일橫溢하는”(「詩로 써 본 일기」<4>), “가열加熱된 도시의 톱니바퀴
에 물려/끌려가면서 비명을 지르는 차량들”에 “신음하는 도시”이고
‘나’는 그 속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처럼”(「山 위에서」<4>) 놓여져
있다. 고향을 떠나 도시로 몰려들어온 사람들은 생의 근원적 힘을 상
실하고 “황폐한 정신의 물질성 쓰레기”(「쓰레기통의 분노」<6>)로 전락
해버린다. ‘나’는 세속적인 도시의 시간에 매몰되어 방황하지만 스스
로에게 끊임없이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地上의 바람」<6>)
를 되뇌이면서 잃어버린 생의 충만한 시간을 찾기 위해 순례의 ‘길’을
떠난다.
북경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울란바토르로 가는 기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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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사막을 내려다보며
몽골인을 다시 생각하네

너는 우직스러우나 때묻지 않아
때묻지 않은 처녀 같은
순결한 땅을 밟고 사는가
거미줄 같은 수도 없는 길을 따라
4억년 전의 공룡의 뼈와 알이
통째로 발견되기도 하는
석탄과 석유의 땅에서
그러나,
지금은
말과 사람이 함께 사는 초원이 더욱 신선한 이곳에서
문명이 너를 비웃는다지만
넌 결코 비웃음 당하지 않아
얼핏 보기엔 참담한 것 같으나
실은 참담하지 않아
지구상에 남은
오직 마지막 남은
검고 푸른 나의 연가戀歌
몽고여, 몽고여
어릴적 내가 고향에서 본
목 비틀려 깃 빠진 장닭이 뜨거운 물에서 뛰어나와
다시 홰에 올라 큰 소리로 키드 키득 울던 환각幻覺처럼
내 귀와 눈에 오래도록 각인刻印되어
떠날 줄 모르는 몽고여, 몽고여.
— 『몽골 연가戀歌』<9> 전문

내가 서울에 없었던 보름간은
북경을 거쳐 몽골에 있었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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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서울에 없었던 보름간은
다섯 분의 한국민속학자들과
학술조사를 위해
들에서 가축떼들과 함께 보낸
野生의 時間
톱날 선 大地의……
내가 서울에 없었던 보름간은
서울에 있을 때의 모든 잡념雜念을 버리고
가족과 직장과 여늬 생각에서까지도
완전히 분리되어
나만의 時間 속에 존재하던,
으스스 추워하며 양다리에 힘을 줘서
신선한 草原과 순결의 땅을 밟고
버티고 있었던
그런
時間.
— 『내가 서울에 없었던 보름간은』<6> 부분

위의 두 시편은 몽골 여행이라는 동일한 소재로 쓰인 작품이다.
「몽골 연가」가 북경에서 울란바토르(몽골의 수도)로 가는 기내에 있는
‘나’가 고비사막을 내려다보며 몽골인에 대해 생각하는 내용으로 이루
어져 있다면, 「내가 서울에 없었던 보름간은」은 ‘나’가 북경을 거쳐 다
녀온 몽골에서의 인상적인 체험과 감흥을 밝히고 있는 시이다. ‘몽골’
은 태고적 신비와 힘을 간직한 장소이다. 몽골인은 “우직스러우나 때
묻지 않”고 “순결한 땅을 밟고 사는” 사람이다. “4억년 전의 공룡의 뼈
와 알”이 발견되기도 한다는 얘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인류 문명 이전의
원시적인 생명력을 품고 있는 이곳은, 현재 “말과 사람이 함께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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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다. ‘몽골’은 “문명”의 논리로는 “비웃음”을
받을 수 있고 “참담”할 수 있는 곳이지만 ‘나’에게는 “지구상에” “마지
막 남은/검고 푸른 나의 연가”가 된다. ‘몽골’은 어린 시절 고향에서
본, “목 비틀려 깃 빠진 장닭이 뜨거운 물에서 뛰어나와/다시 홰에 올
라 큰 소리로 키드 키득 울던 환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나’는
‘몽골’에서 죽음도 막지 못하는 강렬한 생명력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
다. ‘나’는 그곳에서 “몽골인”처럼 “들에서 가축떼들과 함께” “野生의
時間”을 보낸다. 몽골에서 보낸 “野生의 時間”은 “서울”로 대변되는
문명의 시간과는 전혀 다른, “나만의 시간”을 경험하게 한다. “양다리
에 힘을 줘서/신선한 草原과 순결의 땅을 밟고” 자신에게 감춰져 있던
근원적인 생명력을 마주하는 성스러운 시간인 것이다.
류근조 시의 시적 주체는 물질문명이 지배하지 않는 근원적 장소
와 성스러운 시간을 찾아 끊임없이 떠나는 자이다. ‘나’는 순례자처럼
성소를 찾아 길을 떠나고 또 걸어간다. “내 영혼의 숲으로”, “무언가
끝이 없는 곳으로”, “나와 만남의 장소로”(「맑은 영혼에의 기도」<2>)
가야한다고 스스로 다짐한다. ‘나’는 “모천회귀母川回歸”와 “귀소본능歸
巢本能”을

가지고 “나를 품어 줄 대지”를 향해 “뒤돌아보지 않고 묵묵

히/지평선을 향해 걸어가”는 자이다.(『지상地上의 시간』<11>) 그곳은
“나의 빛”이 있는 곳이고 “덧없는 우리들 生活에서/永遠한 만남의 기
쁜 場所”이다.(「무망無望」<3>) “정처 없는 먼 길을 떠나”는 “방랑자”
(『흰 구름』<12>)인 ‘나’는 “예이츠”와 “프로스트”, “옹휄로”(「무망無望」
<3>)와 같이 시인의 길을 걸어간다. 시를 통해 인간과 세계에 감춰진
근원적인 생명력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시인에게 내려진 지상 명령
이자 사명일 것이다. 그 오랜 순례의 여정 끝에, 시인은 황혼이 내려
앉은 산사 경내의 작은 꽃밭에서 잠시 발길을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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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 한 점 없고 잔풍한
어느 가을 해질녘
모처럼 아내와 함께한 산행 후 하산길
우연히 산사 경내에 들다
문득 눈에 띈 빨간 칸나 한 무더기 옆
먼저 시들어 고개 숙인 코스모스 몇 송이
행여 놓칠세라
마른 꽃대 위 꽃술 손으로 비벼
정성스레 꽃씨를 받다

아직도 귓가에 아련한
궂은 지난 한철 천둥 번개 다 견디고
파란 하늘 아래 손사래 치며 하늘거리던
그 자태 어디 가고
마음의 문마저 안으로 걸어 잠근 채
멍멍해진 구중궁궐 안으로 잠적한 이여

어찌해야 다시 소식 들으려는가
내 실낱같은 희망 안으로 여며
행여 놓칠세라
정성스레 꽃씨를 받다.
— 「꽃씨를 받다」<12> 전문

그의 시세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추구했던 곳, 타락한 세상과
자신을 버리고 도달하려고 하는 성소로서의 장소는 다름 아니라 “시
들어 고개 숙인 코스모스 몇 송이”가 피어 있는 곳이다. 한평생을 시
에 헌납한 자가 삶의 긴 시간을 거쳐 도달한 곳은 지극히 소박해 보인
다. 하지만 길가에 볼품없어 보이는 “코스모스”에서 발견한 ‘꽃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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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눈에 띈 빨간 칸나 한 무더기”가 왕성하
게 생명을 펼치고 있는 와중에 그 옆에는 죽음으로 쇄락해가는 “코스
모스 몇 송이”가 있다. ‘코스모스’는 가을에 피는 국화과의 한해살이풀
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그리스어로 cosmos, 즉 질서와 조화를 지니고
있는 우주를 뜻하기도 한다. 생生과 사死가 무한히 반복하는 것이 우
주(cosmos)의 커다란 질서이다. 시인은 죽어가는 ‘코스모스’에서 생명
의 출발점이 되는 ‘꽃씨’를 발견한다. 삼라만상森羅萬象에 생과 사는 다
르지 않으며 죽음 속에 삶이 있고 삶 속에 죽음이 있다. ‘나’는, “궂은
지난 한철 천둥 번개 다 견디고/파란 하늘 아래 손사래 치며 하늘거리
던” 한 존재의 생을 보듬어 안는다. 죽음으로 스러져가는 한 존재에게
그 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행여 놓칠세라/마른
꽃대 위 꽃술”을 “손으로 비벼/정성스레 꽃씨를 받”는 것이다. ‘꽃씨’
는 세속적인 물질문명에 대항할 수 있는 “내 실낱같은 희망”이고 시인
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시의 진실이기도 하다. 여기서 주지해야할 점
은, 이 ‘꽃씨’는 시인이 “먼 삶의 회랑回廊을 우회迂回하며/온갖 日常의
숲을 헤쳐 나”(「詩作行爲에 對하여」<3>)가는 고단한 순례의 과정을 통
해서 완성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마치 성물聖物을 대하듯이 “행여 놓
칠세라/정성스레 꽃씨를 받”는 ‘나’의 간절한 마음 없이는 ‘꽃씨’는 주
어질 수 없다.
류근조 시인의 오랜 시력은 이 시의 ‘꽃씨’라는 구체적인 형상화를
통해 비로소 아름답게 개화하고 있다. 죽어가는 코스모스에 담긴 ‘꽃
씨’는 그의 시세계가 품은 사유의 정점을 보여준다. ‘꽃씨’의 물질성은
“산자와 죽은 자의 교감交感”(「오라, 이 겨울 자작나무 숲으로」<8>)을
깨닫고 “우주만물의 조화”의 “깊은 뜻을 헤아리는 자만이”(「호두나무」
<5>)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이다. 「꽃씨를 받다」는 삶이 곧 순례이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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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이 바로 성지聖地이며 우리 개개인의 모든 삶
은 더없이 소중하고 성스럽다는, 그가 깨달은 삶의 진리를 가벼운 필
치로 그려낸 수작秀作이다. 그리고 ‘순례로서의 시적 여정’은 아직 끝
나지 않았다. 우리는 앞으로도 오래, 그의 발걸음이 머무르는 곳에서
아름다운 시의 현현을 목도할 수 있기를 소원할 것이다.

차성환
2015년 《시작》으로 등단,
시집 『오늘은 오른손을 잃었다』

190 문예연구•2018년 가을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