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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 논의의 동향과 쟁점

1)

유성호
*

1. 서정에 대한 도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서정시의 가장 근원적인 형상화 원리는, 대상

과의 상호 작용을 통한 주체의 정서 발현 과정 곧 ‘서정(抒情)’에 있다. 

‘서사(敍事)’가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의해 규정되는 존재의 연속성에 관

심을 두는 것이라면, ‘서정’은 낱낱 사물들에서 주체가 겪는 순간적 경험

에 일차적인 관심을 가지며, 거기서 비롯되는 주체의 인지적․정서적 반

응에 가장 직접적인 자기 근거를 둔다. 따라서 우리가 서정시를 통해 경

험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것은, 사물의 외관이 가지는 미세한 특성에 

대한 섬세한 지각은 물론, 그것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주체의 인지적․정

서적 반응을 읽는 일이다. 이때 주체는 세계를 초월하거나 세계로부터 소

외되지 않고, 삶과 사물의 순간적 파악을 통해 세계에 깊이 참여한다. 이

를 두고, 주체와 대상의 상호 융합을 토대로 한 동일성의 원리라고 부르

는 관행은 제법 오래된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서정시로 올수록, 주체와 대상의 부드럽고 화해로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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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융합보다는, 그 사이에 날카롭게 개재하는 불화나 균열의 양상이 많이 

포착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은, 주체가 대상에서 경험하

는 상반되고도 모순된 반응이며, 그것을 표현하는 아이러니의 시정신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속성들인 ‘사물화’라든가 ‘파편화’ 그리고 ‘신성

(神聖) 상실’ 같은 내외적 정황 때문에 비롯된 현상이기도 하다. 우리 시

대가 이른바 ‘비동일성’이 강화되는 이행기적 징후로 가득하다고 보는 이

러한 시각은, 현대시가 보여주는 복합적이고 모순적인 성격에서 직접적으

로 말미암는다. 이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정/반(反)서정’ 혹은 ‘동일

성/비동일성’의 대척적 원리는, 제각각 현대 사회의 중요한 양면적 속성을 

맞은편에서 대변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서정시의 존재 원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나타나는 이러한 서정시의 복합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서정시라는 배타적 양식 규정의 오래된 본질론(論) 가운데 지금도 가장 

유력하게 준용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주체(자아)’와 ‘대상(세계)’간의 화

해로운 통합과 일체감으로서의 ‘서정’이다. 달리 말하면 ‘서정’은 ‘세계의 

자아화’ 혹은 ‘대상의 내면화’로 규정되는 어떤 경험이나 원리와 거의 개

념적 등가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서정’은 주체와 대상 혹은 사

물과 사물 사이의 갈등보다는 화해, 균열보다는 통합, 타자성보다는 동일

성을 지향하는 인식 및 표현 원리로 우리에게 흔들림 없이 다가오면서 자

기 범주를 오래도록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서정의 전통적인 본질

론과 최근 나타나는 복합적 현상 사이에서 작지 않은 도전과 의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서정을 둘러싼 여러 개념적 문제들과 깊이 맞닥뜨

리게 되는 것이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위에서 암시했듯이, 동일성의 원리가 곳곳에서 자

체 균열을 보이면서 생겨나고 있는 서정시의 반(反)서정 경향 혹은 비동

일성의 흐름들을 어떻게 ‘서정’의 범주 안에서 포섭하고 배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서정’이라는 개념적 범주의 확장 가능성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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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일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서정’이 주체의 순간적 경험을 형상화한

다는 점에서, ‘서정’의 시간성이 ‘지금 현재’에 국한된다고 인식하는 관행

에 관련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서정’의 시간성이 과거나 미래와 

구별되는 단순한 ‘현재(now)’가 아니라, 오래된 시간이 퇴적된 ‘충만한 

현재형’이라는 사실을 밝힐 필요와 마주친다. 마지막 하나의 문제는, 결국 

서정이라는 원리를 실현하는 주체와 관련된 것이다. 우리가 서정을 주체

와 대상 사이의 화해로운 통합으로 규정하는 근저에는 근대적 주체의 동

일성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 이때 서정이란 바로 

근대적 주체의 대상 인식 원리인 자기 반영성에 의해 발원되고 소통되고 

실현되는 어떤 원리이고, 근대적 주체의 자기 표현을 적극 강조해마지 않

았던 서구 근대 낭만주의에서 착상되고 완성된 일종의 역사적 개념인 것

이다. 이렇듯 근대적 주체를 인식 및 표현의 유일하고도 확고한 원천

(source)으로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인 근대 낭만주의 미학자들은, 서정

을 주체와 대상이 합일되면서도 주체를 드러내는 주관적 원리로, 서사를 

주체가 대상을 그러내는 객관적 원리로 이름 짓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모순되고 복합적인 욕망이나 정서를 명징한 자기 동일

성에 의해 규율한다고 믿어온 근대적 주체의 정체성은 지금 심각한 도전

의 연쇄에 직면해 있다. 자아 혹은 주체의 자명성에 대한 인식론적 균열

이 여기저기서 목도되고 경험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근대적 주체로서의 ‘작가(시인)’ 개념의 변화이다. 물론 ‘작가

(시인)’에 대한 고전적 이해 방식은, 장인 정신과 독창성을 두루 갖춘 창

조적 존재이자 자기 동일성에 바탕을 둔 주체로 그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체험과 상상력을 결합시켜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고, 거기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제2의 창조자’로 이해되어왔다. 그러나 

이 같은 동일자적 성격에 일정한 의혹과 도전이 제기되면서 ‘작가’(시인)

는, 모든 역사적 개념의 운명이 그러한 것처럼, 그 위상과 함의에 혹독한 

변화를 요청받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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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른바 ‘작가(저자)의 죽음’ 담론에서 시사되었듯이, 최근 ‘작가

(시인)’라는 존재는 작품을 통해 새로운 독창성(originality)을 구성해내는 

유일무이한 ‘기원(origin)’이 아닐 뿐더러, 단일한 정체성에 바탕을 둔 ‘근

대적 주체’로서의 지위마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그가 쓴 ‘작품

(work)’은 “의미의 통과이자 횡단”(R. 바르트)인 ‘텍스트(text)’로 그 이름

을 바꾸었고, ‘작가(시인)’의 위상은 전지전능한 ‘신(神)’으로부터 하나의 

미시적 ‘세공사’로 격하된 감이 없지 않다. 그래서 ‘작가(저자)의 죽음’(그

것이 담론이든, 달라진 문학적 조건의 반영이든)은 ‘근대적 주체’의 해체 

기획과 깊이 관련되면서, 문학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달라진 글쓰기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니 ‘서정’의 실현자인 ‘근대적 주체’로서의 시

인이라는 존재에 대한 개념적․기능적 혼란은 불가피한 것이다. 결국 이

것은 ‘주체’의 해체와 재정립의 기획이 서로 길항하는 가운데, 서정적 주

체의 기능과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

는 문제이다.

이처럼 우리 시대의 ‘서정’은 여러 겹의 개념적 도전을 받고 있다. 요

컨대 그 하나는 ‘서정’의 범주 확장과 관련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서

사’와 구별되는 ‘서정’만의 시간 개념에 관련되는 문제이고, 마지막 하나

는 온갖 탈(脫)주체 담론들과 맞서 어떻게 주체의 자기 실현의 한 원리인 

‘서정’을 옹호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거기에 최근 ‘미래파’ 담론

이 은성하다가 소강상태를 맞는 상황을 치렀고, ‘극서정’을 둘러싼 여러 

논의들도 펼쳐져 서정 논의는 그야말로 백가쟁명을 맞은 형국이 되었다. 

하나 하나 살펴보기로 하자.

2. 서정의 개념적 확인 과정

앞서도 암시하였듯이, 서정의 원리를 주체의 자기 인식 및 표현에 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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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은 서구의 근대 낭만주의에 그 인식론적 뿌리를 두고 있다. 근대 낭

만주의자들은 근대적 주체의 유일성과 절대성이라는 미학적 전제 아래, 

주체의 자기 표현으로서의 서정 개념을 정립해갔다. 이때 작품의 창조자

인 시인은 정서와 감각과 사유가 모두 통합된 인격적 주체이고, 이러한 

규정이 이른바 창조적 주체로서의 시인 개념으로 정착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이 보기에는, 서사가 주체의 내면에서 독립되어 있는 사물들을 객관

적으로 드러내는 원리인 데 반해, 서정은 주체의 의식 속에 사물을 반영

하는 어떤 원리이다(E. 슈타이거). 또한 그들은, 서정적인 것 속의 세계와 

주체가 자기 표현적 정조의 고조 속에서 융합하고 상호 침투하는 것, 다

시 말하면 정조의 순간적 고조에 따른 ‘대상의 내면화’가 ‘서정’의 본질이

라고 거듭 주장하였다(W. 카이저). 이처럼 대상을 경험하고 인식하는 주

체의 능동성과 확실성을 중시함으로써, 그들은 주체가 대상을 융합하고 

내면화하는 개념으로서 서정의 외연을 구축해간 것이다.

이렇게 근대 낭만주의에 개념적 기원을 둔 좁은 의미의 서정은, 여러 

대타적 범주를 거느림으로써 자기 범주를 실현한다. 이때 ‘서정’은 ‘서사’

는 물론, ‘감각’과도, ‘행위’와도, ‘의지’와도, ‘묘사’와도 갈라선다. 다만 

그것은 순간적이고, 감성적이며, 화해로우며, 부드럽고 순한 육체로 사물

의 존재 형식을 받아적는 ‘순수 서정’의 원리로 그 개념이 협애화된다. 그

래서 우리의 삶에 편재(遍在)하는 온갖 갈등과 불화, 비판과 풍자의 목소

리는 반(反)서정의 흐름으로 ‘서정’과 대척점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다

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 시대의 서정시에 두루 산견되는 ‘서정’의 원리

는 이 같은 인접 원리들이나 변이 형식을 모두 포괄하는 훨씬 큰 범주로 

실현되고 있다. 기존 개념과 역사적 현상 사이에 역동적 차이가 개재하다

가, 현상의 압력으로 개념이 수정 요청을 받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서정의 범주는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가. 이때 많은 시론서

들이 즐겨 택하는, 서정의 어원(語源)부터 따지고 들어가는 어원주의(語

源主義)적 관행은 그리 생산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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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논자들이 어원에 집착하여 그 개념이 태동되던 당시의 문맥으로 귀

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역사주의적 감각을 결여한 일종의 환원주

의적 오류에 가깝다. 서정시의 서양 어원이 ‘리라’라는 현악기에서 발원

하였다는 것, 그리고 ‘lyric’이란 그 악기에 맞추어 부르는 가사(歌詞)였

다는 고고학적 논증은, 작금의 서정시가 보여주는 중층성과 복합성과 아

이러니를 미학적으로 해명하고 규정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물

론 이러한 어원 탐색이 서정시에서 음악성의 회복을 강조하는 데 매우 중

요한 알리바이로 원용되고 있음은 재차 기억되어야 한다.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치러야 할 관문은 아무래도, ‘서정’과 ‘서정주

의’(lyricism)를 구별하는 일일 것이다. 우리가 흔히 ‘서정주의(抒情主義)’

라고 할 경우, 그것은 개별 작품에 나타나는 정조나 이념을 귀납하여 규

정하는 것이다. ‘서정주의’는 대상에 대한 차분한 관조를 통한 융화의 세

계를 그리거나 주체의 자족적인 충일감이 갈등 없이 토로되는 ‘순수 서

정’의 시적 경향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은 ‘서정’의 원리가 가장 탈이념적

이고 탈일상적인 순수한 물리적․정서적 상황에서 실현된 어떤 정조나 

분위기이다. 따라서 우리는 ‘서정’을 ‘서정주의’의 정조나 분위기를 구현

하는 원리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서정적=감성

적’ 심지어는 ‘서정적=감상적’이라는 오도된 등식과 연쇄적으로 마주치게 

되며, 다분히 부드럽고 따뜻하고 슬픔의 정조를 띤 작품들을 ‘서정’의 원

리에 충실한 것으로 오인하게 된다. 더구나 역사의식이나 현실 감각이 다

소 결여된 ‘순수 서정’의 작품들이 ‘서정’의 본질인 것 같은 오해마저 팽

배한 것을 감안하면, ‘순수 서정’이 ‘서정’의 극단적인 한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서정주의’를 

‘서정’의 가장 본원적인 발현 양태로 보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또 하나는 ‘서정성’과 ‘감상성’을 구별하는 일이다. ‘감상(感傷)’이라는 

말에는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가치 판단이 내재해 있다. ‘상(傷)’이라는 자

의(字意)가 이미 시적으로 승화되지 못한, 어떤 감정의 결핍이나 과잉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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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물에 대하여 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며 공상

과 꿈이 극단적으로 추구되어 현실과 모순되게 나타나는 과장된 정서가 

바로 ‘감상’이다. 따라서 우리는 감상 과잉의 시적 경향들, 예컨대 눈물과 

그리움, 쓸쓸함의 정조로 넘쳐나는 값싼 ‘감상적 허위’의 시편들을 두고 

‘서정성’을 올바로 구현한 작품들로 등치시켜서는 안 된다. 이처럼 ‘서정

주의’와 ‘감상성’(감상주의)은 ‘서정’의 원리가 극단적으로 추구된 양편향

일 뿐이다.

이쯤에서 우리는 시인의 정서가 행하는 복합적 기능에 주목함으로써, 

서정의 개념적 확장을 꾀할 수 있다. ‘정서(情緖)’는 주체의 감정과 인식

이 부단히 대상과 반성적으로 매개됨으로써 주체의 내면에 질서화된 정

신적 자질이다. 그래서 ‘정서’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나, 풍자적 목

소리나, 하나의 꾸며진 이야기를 작품의 골조로 삼는 구성 능력과도 깊이 

연관된다. 리파떼르에 의하면 시인의 ‘정서’는 ‘만들기’(creating)와 ‘바꾸

기’(displacing)와 ‘비틀기’(distorting)에 의해 간접화되어 표현되는데, 그 

점에서 ‘정서’는 순간적으로 폭발하고 마는 단순한 ‘직정(直情)’과는 전

혀 다른 것이다. 이 같은 ‘정서’의 복합적 층위와 기능이 바로 서정의 개

념적 넓이를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칭하는 ‘민중시’

나 ‘노동시’, ‘풍자시’, ‘이야기시’ 등은 ‘서정’과는 다른 원리에 의해 구현

되는 양식들이 아니라, 하나같이 ‘서정’의 원리에 의해 발원되고 완성되

는 서정시의 하위 양식들인 것이다. 서양에서도 Ode, Sonnet, Ballad, 

Elegy, Pastoral, Satire, Rondeau, Epigram 등을 모두 서정시의 하위 양

식으로 포괄하는 것도 그 까닭이다. 우리가 쓰는 ‘서정시’의 내포는 그만

큼 광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상의 내면화’나 ‘세계의 자아화’라는 좁은 서정의 기

본적 원리를 승인하면서도, 동시에 ‘서정’이 그려내는 다양한 무늬들을 

참작해야 한다고 본다. 대상을 그 자체로 묘사하는 작법, 죽음에 대한 과

잉의식 같은 불화의 극치들, 세상에 대한 경쾌한 조롱과 희화화, 서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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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의 삽화를 전경화하면서 펼쳐지는 서술적 경향 등은 엄 히 말해서, 주

체와 대상 사이의 균형 있는 융합이라는 좁은 의미의 서정의 원리에는 부

합하지 않지만, 대상과 주체 사이의 길항에서 생겨난 역동적 서정의 결과

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정’이 직관과 개념 사이에서 활력 있는 진자 운동을 

하는 어떤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다. “서정시란 정확한 기호-언어에 스스

로의 바탕을 세우고 기호의 가장 객관적인 특질에서 지지를 찾으려고 하

는 개념적 의미와, 모든 의미를 뛰어넘어서 기호로 하여금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직관 사이의 싸움”이라고 한 이브 본느프아의 발언

은 이 점에서 퍽 시사적이다. ‘개념’과 ‘직관’의 그 사이, 우리가 경험적으

로 잘 알고 있는 모든 서정적 감동은 다 이 지점에서 발생하니까 말이다.

플라톤에서 시작하여 괴테, 야콥슨을 거쳐 슈타이거에 이르는 ‘서정/서

사/극’의 삼분 관행은 ‘서정’을 일관되게 ‘나(단일한 인격적 주체)’의 자기 

표현으로 혹은 일인칭 현재 시제(R. 야콥슨)의 문학으로 규정하는 데 기

여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러한 일련의 유형화라든가 범주화 

혹은 개념화는 당대의 미학적 관습일 뿐, 그 자체가 실체는 아니다. 그 점

에서 ‘서정’을 ‘나’를 기원으로 하는(Ich-Orgio) 진술로 본 함부르거는, 서

정의 원리에서 시인의 ‘주관적 체험’을 중요시했지만, 우리가 보기에 주

체의 체험이 약화되고 대상이 전면화된 작품도 ‘서정’의 원리에 의해 형

상화된 결과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원초적 통일성’을 갖춘 ‘존재’(Sein)가 숨어버린 시대이

자, 인문학적 성찰에 기반을 둔 비전이 무망해 보이는 이 안개의 시대에 

우리는, ‘서정’의 다각적이고 중층적인 원리를 통해 사물의 복합성과 가

변성 그리고 상대성을 형상적으로 파악해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

대에 빈곤한 것은 ‘서정’이 아니라, ‘서정’의 도와 방법의 빈곤이고, 거

기서 비롯되는 시적 ‘감동’의 빈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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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정과 시간적 원리

‘시간’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경험되고 이해되고 기억

된다. 그러나 생각할 여지도 없이, 시간의 ‘흐름’은 그 자체로 물리적 실

재가 아니라 하나의 은유일 뿐이다. 시간이 강이나 시냇물처럼 ‘흐를’ 수

는 없지 않은가. 다만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을 의식 속에서 분절하고 

재구성하여, 과거에서 현재로 또 현재에서 미래로 간단없이 흐른다는, 일

종의 형상적 은유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뿐이다.

그러나 당연한 말이지만,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흐르지’ 않을 뿐더

러 누구에게나 공평무사한 객관성을 가진 어떤 가시적 실재 또한 아니다. 

다만 우리는 시간을 실재가 아닌 이미지 혹은 사후적(事後的) 흔적을 통

해 인지하고 경험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시간은 사람마다 상이한 기

억과 체험 속에서 재구성될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기

억하고 체험하는 층위도 다 다르게 마련이어서, 누구는 신의 섭리의 현장

으로, 누구는 역사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누구는 세월의 흔적으로, 또 누

구누구는 삶의 구석구석에 들러붙어 있는 혹독한 일상성의 표정으로 그

것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서정시는 이 같은 ‘시간’에 대한 체험의 형식으로 씌어진

다. 그것이 설사 미래적 전망을 형상화한 것이거나 시간 자체를 초월․부

정하는 이른바 ‘영원성’에 관한 시편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 자체가 ‘시

간’에 대한 가치 판단일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서정시는 ‘시간’에 대한 

경험과 기억의 재구성이라는 양식적 특성을 지닌다.

간혹 우리는 서정시를 ‘시간 예술’이라고 부르곤 하는데, 물론 그것은 

서정시 안에서 시간적 흐름이 형식화된다는 측면과 서정시의 구조 원리

가 시간성에 의해 지배된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말이지만, 좀 생뚱맞은 비

유를 한번 해보자면, 서정시가 ‘시간 예술’이라는 것이 ‘시간 자체에 대한 

예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변용시켜 이해할 수도 있다. 이처럼 서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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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시간은 불가피한 짝이고, 분리 불가능한 서로의 원질(原質)이다.

그러나 인간의 의식이 ‘시간’이라는 실체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표상하

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공간’이 비교적 구체적인 지각

에 의해서 파악․표현 가능한 형식인 데 비해, ‘시간’은 한결 추상적이고 

탈(脫)감각적인 일종의 ‘개념’적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언어

라는 간접화된 매개를 통해 표현하고자 할 때, ‘시간’은 한결 더 추상화된 

‘개념’으로 시종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한 편의 서정시에서 ‘시간’과 

그에 대한 경험은 대개 적절한 비유 형식으로 표현하기 일쑤이며, 독자들 

또한 추상도가 높은 ‘개념’보다는 구체적인 비유적 ‘형상’을 통해서 ‘마음 

속의 상[心像]’을 자신의 내부에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 편의 시편 안에 구현된 시간은 경험적 시간과 그것이 재구

성된 작품 내적 시간이다. 우리가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도 지층에 남아 

있는 화석처럼 마음이라는 지층에 보존된 하나의 흔적이며 표지이며 기

록이다. 시인들은 마치 고고학자처럼 의식의 건너편에 내재한 과거의 기

억 혹은 신화적 세계를 우리에게 복원시킨다.

두루 아는 사실이지만, 사물들 사이의 인과적 계기나 일정한 시간적 경

과를 중시하는 ‘서사’와는 달리 ‘서정’은 사물의 이치를 순간적으로 포

착․표현하는 원리이다. 물론 이때의 ‘순간’은 일회적 시간성의 개념이 

아니라 ‘충만한 현재형’으로서의 순간이다. 말하자면 서정시가 구현하는 

‘순간’은 과거-현재-미래를 하나로 통합한 ‘충만한 현재형’으로서의 강렬

하고 집중된 시간의 형식이다. 그래서 시적 ‘순간’은 그야말로 오랜 경험

과 시간이 반복․축적되어 있는 집중의 형식으로서의 ‘순간’이 된다. 우

리 시대의 서정시인들은 바로 그 순간의 형식을 통해 ‘충만한 현재형’으

로서의 시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 ‘충만한 현재형’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에  슈타이거가 시학의 

근본개념에서 말하고 있는 장르와 시간성의 상관관계를 주목해볼 필요

가 있다. 그는 서정시를 ‘과거/회감/정감/유년기/감성적/느끼다’로 비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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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서정시’를 ‘과거’와 등위 관계에 놓았다. 그것은 서정시가 ‘기억(회

감)’의 원리와 상통하는 양식이기 때문이다. 그가 서정시의 전범으로 예

거한 작품들은 모두 독일 낭만주의 작품들인데, 서정시가 이른바 ‘회감

(내면화)’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는 주관적 장르임을, 그것도 ‘순수 주관

(A. W. 쉴레겔)’의 형식임을 나타내려 했던 것이다. 그에게는 순수 주관

이 기억(회상)해내는 과거, 이것이 서정시가 갖는 본래적 시간 관념이었

던 것이다.

그러나 서정시는, 정확히 말하면 현재의 주체에게 기억되는 과거의 체

험이다. 그러니 그것은 현재에 계속 체험되는 과거의 기억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중의 성격(흔적으로서의 과거형과 충만한 기억으로서의 현재형)

이 서정시의 원리를 이루는 시간성의 핵심인 것이다. 이는 현재를 ‘기억’

과 ‘예기(prophecy)’ 사이의 긴장(tension)으로 본 랭거(S. Langer)의 견해

와도 상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서정의 원리가 형상화하는 시간 관념

은 과거의 기억이나 현재의 순간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현재-

미래의 분절 자체를 통합해버린 ‘충만한 현재형’에서 구현된다. 이것이 

존재의 연속성을 물리적 시간 안에서 포착․서술하는 서사와도 다른, 그

리고 시간을 인위적으로 정지시킨 채 사물의 외적 이미지를 그려내는 묘

사와도 다른, 행위의 선형적 계기를 분명하게 가지는 행위와도 다른 서정

의 시간적 원리이다.

4. 서정의 역설적 역할

우리는 지금 근대 자본주의가 자기 전개의 현란한 극점에 도달해 있는 

근대의 정점에 살고 있다. 이제 초국적 자본의 무한 질주와 첨단 과학의 

눈부신 발전이 그려내고 있는 ‘놀라운 신세계’는, 그것이 잠재적 가능성

의 차원이든 현재적(顯在的) 실상의 차원이든, 거의 우리의 낯익은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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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화두가 돼버린 느낌이 강하다. 지난 수세기 동안 인간의 이성은 실로 

‘신(神)’의 창조적 권능을 대리 행사한 근대적 의미의 대체 신(代替神)이

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같은 괄목할 발전을 우리에게 보여준 ‘자본-과학-이성’의 견

고한 결합체는 역설적으로 자신의 이면에 자신도 모르는 암종(癌腫)을 키

우고 있었다. 근대가 추구했던 선형적인 발전 기획이 자신의 체내에 있는 

만곡(彎曲)이나 웅덩이는 전혀 보지 못한 결과이다. 그것은 다름아닌 노

자(勞資)․인종․문명․종교․지역․성(性)의 차이에 의한 인간-인간 사

이의 첨예한 갈등과 균열로 나타나고 있다. 과학 기술의 발전을 통해 인

간의 문제군(群)이 하나 하나 해결되리라 기대했던 근대주의적 낙관론이 

결정적인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 것이다. 더불어 인간 중심주의가 불러온 

광범위한 환경 위기 역시 이 시대를 근대의 절정이 아니라 근대의 황혼으

로 인지하게끔 하는 가장 직접적인 동인이 되었다.

이러한 절멸과 폐허의 시대에도 가장 미약하고 어수룩한 실천 행위일 

수밖에 없는 ‘서정시’를 쓰고 읽는 일을 우리가 아직도 양보하지 않는 이

유는 무엇일까. 세상의 하고많은 자기 표현 방법 중에서 유독 ‘언어’라는 

매개를 택하고, 그것도 가장 그 명료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적 언어’

를 통해 자기 실천을 꾀하려는 욕망을 시인들은 왜 버리지 못하는 것일

까? 그것은 ‘서정시’야말로 근원적 감각을 잃어버린 채 나날의 건조한 삶

을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아직도 ‘원초적 통일성’을 회복할 수 있는 유력

한 언어 형식이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서정시가 근원적으로 ‘원초적 통일성’을 회복하려 한다는 것은, 

주체와 세계가 분리되어 있는 경험으로부터 그것의 통합적 국면을 꾀하

고자 하는 성격이 ‘서정’에 본질적으로 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때 우

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와 그것을 인식․수용하는 주체를 잇는 새로운 

감각의 필요성이 대두한다. 이 감각은 바흐친이 자신의 ‘대화주의’를 명

명하면서 “타자의 의식을 객체가 아니라 동등한 자격과 권리를 가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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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바라본 것과 상통하는 것인데, 세계와 주체가 일정한 연속성을 가

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방식이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상실된 근원적 감각

이나 정서를 회복하는 통로를 주체의 신념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물

(세계)을 관찰하고 묘사하는 시선과 방법에서 찾는 것이다.

이제 현저하게 주체의 소거가 진행되고 있는 탈근대적 지점에서, 단일

한 서정적 주체로의 전일적인 귀속성은 유지되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우

리 시대의 서정시에서 인간의 욕망과 언어가 불화의 관계로 공존하는 것

은 일견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서정시는 그 불화 양상을 서정적 주

체의 다양하고 풍부한 육성으로 노래함으로써 예술의 본래적인 힘인 불

온성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오도(誤導)된 근대에 창조적으로 도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론적 계기를 주는 것이 우리 시대의 ‘서정’이 떠맡은 

첫 번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서정’의 근원적 몫 중의 하나는 타자의 목소리를 빌어 행해지

는 주체의 자기 검색과 정립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도덕적 차원에서 

행해질 수도 있고, 실존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서정시가 타자

를 수용하여 주체를 검색하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과의 다양한 대화가 

가능한 언어적 양식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서정’의 본래적 기능으로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지

각의 갱신을 통해 사물의 의미와 본질을 재발견하게끔 한다는 것이다. 우

리는 지금 인간이 그동안 공들여 축적해왔던 중심적 가치들은 물론, 암묵

적으로 합의해왔던 인접 가치들이나 불문율까지도 폭력적으로 폐기시켜

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를테면 마르쿠제가 예견한 ‘생산이 소비를 

창출하는 대량 생산의 메커니즘’의 사회나 보들리야르가 말한 ‘소비 사

회’라는 개념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 모두가 본질 없는 사회 또는 모든 교

환가치가 본질을 대신하는 사회로 우리 사회가 진입하고 있음을 알려주

고 있는 것인데, 서정시에서 그것은 문명 비판이나 자연 친화 그리고 영

성 및 여성성의 강조 같은 양상을 자연스럽게 불러온다. 이러한 것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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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본래적 기능 곧, 사물의 재발견을 통한 감각

의 갱신이라는 몫일 것이다. 요컨대, 이성적 사유를 매개로 하는 계몽적 

역할, 타자의 시선을 통한 부단한 자기 검색의 역할, 감각의 전회(轉回)

를 통한 지각의 갱신 및 확충이 ‘서정’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고유한 기

능이다. 이는 모두 근대적 주체의 해체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인식의 

전회를 통해 주체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가다듬는 과정에서 가능할 것

이다.

원래 서정시의 가장 일차적이고 근원적인 동기는 주체의 나르시시즘이

다. 그러나 그 나르시시즘의 언어가 타자들을 포괄하고 타자의 삶에 충격

을 주지 않는 한, 그것은 거울로 이루어진 방 속에 갇힌 것처럼 무한 반

사운동을 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타자의 존재 형식에 대한 관

심, 그리고 그것을 공동체 혹은 전체성의 차원에서 사유하는 것은 우수한 

서정시의 심층적 동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전히 ‘서정’은 주체가 꾸

는 꿈의 형식이자, 그 좌절의 흔적을 타자와 공유하는 상상적 기록이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다. 그 점에서 작금에 논의되는 서정시의 위기 국면은 

극복되어야 할 부정적 현상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좋은 서정시와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별케 해주는 최적의 실존적 조건인 셈이다.

5. 미래파 담론과 서정

최근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시대의 주류 미학은 사회 변혁에 대한 회

의와 자연으로의 침잠 그리고 감각성과 내면 심리로의 경사 등으로 특징

지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자본주의적 시스템으로 세계가 편제되어가고 있

는 추세를 감각적 차원으로 반영한 결과이자 일정하게는 철학적 차원의 

대응까지를 폭 넓게 아우르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경향이 공동체 단

위의 이념적 지표(指標)까지는 될 수 없는 까닭은, 그것들이 개체적 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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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충실하면서도 인간 존재 형식의 보편성까지 환기하는 데는 그 철학

적 기반이 허약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른바 탈(脫)중심의 외피를 두르

고 있는 우리 시대 시편들의 문제점은, 개체적이고 고립된 단자(單子)들

에 의해 목소리가 생성, 소멸한다는 점과 개개 시편들이 상보적으로 소통

하면서 한 시대를 표상하는 보편적 공감으로 승화되기에는 현저하게 미

학적 에너지가 모자란다는 점에 있다. 그만큼 최근 시편들의 다원화 현상

은, 시인들이 타자와 소통하면서 사회적 울림으로 증폭되지 못하고 오히

려 소통을 거부하는 유폐감과 난해성의 회로에 스스로를 가둠으로써 미

학의 고립을 자초하고 있기 때문에, 다원화라기보다는 오히려 시에서의 

규준 상실에 가까운 것이다. 우리 시대의 시를 가장 어둡게 만드는 것은 

이 같은 타자와의 소통 상실 그리고 자기 이해와 표상 방법의 고립성에 

있다. 이러한 양상은 최근 양적으로 폭증하면서도 규준은 한없이 이완되

는 우리 시대의 문화적 징후들과 그대로 대응한다.

여기서 우리는 동일성 논리가 균열을 보이며 생겨나고 있는 시의 반

(反)서정 혹은 비동일성의 경향을 어떻게 서정의 범주 안에 포섭할 것인

가 하는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최근 ‘미래파’라는 담론적 명명 속

에서 해석되고 평가되는 일군의 시인들이 암시하듯, 강렬한 반(反)서정과 

비동일성의 경향을 서정과 어떻게 연루시키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들은 

기억(과거)이나 인식(현재)에 중점을 두지 않고,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았

던 새로운 언어적 세계를 보여준다. 가령 황병승이 보여주는 비주류 하위

문화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감각의 환유적 나열 그리고 혼성적 문화 의식

은 국민국가의 상상력 안에 갇혀 있던 지난 시대와 날카로운 단층(斷層)

을 형성한다. 또한 김민정이 보여주는 그로테스크한 하위 문화적 상상력

은 이미지의 연쇄적 나열과 충돌을 통해 메타 시학의 한 가능성에 이르고 

있다. 이 밖에도 다수의 젊은 시인들에 의해 반미학의 가능성으로서의 시

적 움직임은 매우 광범위한 하나의 시적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그들의 

반(反)은유의 환유 원리에 의한 작법은 그동안 서정의 중심 원리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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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은유 중심의 작법에 대해 방법적 반성을 제기하면서, 자유로운 연상 

형식을 통한 말의 난장(亂場)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우리는 동일성 논리

에 균열을 내면서 구축되고 있는 이 같은 반(反)서정 혹은 비동일성의 경

향이 우리 시대의 서정이 가장 원심적으로 확장된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

다. 거기에는 화해와 조화의 세계관보다는 길항과 갈등의 세계관이 녹아 

있고, 대중문화적 감염이 일상화됨에 따라 시의 표면에 물질로 구체화되

는 속도감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그들의 언어는 환유적 작법을 통

해 전통적 서정 원리와 결별하면서, 새로운 서정의 원리를 메타적으로 확

장해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이 같은 두 가지 경향, 곧 주체 소거의 경향과 비동일성과 

환유의 경향이 우리 시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곧 집체적 성격의 ‘우리’에 대한 관심이 개체적 성격의 ‘나’로 옮

겨가면서 현실에 대한 성찰과 제언이 급감하게 된 상황, ‘나’로의 시선 이

동이 시인들의 개별 체험을 절대화하는 미적 편향을 불러온 상황, 규준 

부재와 기율 이완을 다원성으로 착시하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언어, 자의식, 환유, 환상, 전복, 엽기, 난해성, 실험 의식 

등으로 표상되는 젊은 시인들이 시세계에 의해 우리 시의 미래가 부분적

으로 개척되리라고 믿지만, 이와 달리 ‘기억’과 ‘현실’의 접면(interface)을 

형성하면서 그리고 특정 담론으로의 귀속이나 환원을 거부하면서 새로운 

서정의 원리를 구축해가고 있는 젊은 시인들을 통해 우리 시의 ‘또 다른 

미래’를 시사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이 점, 미래파 담론이 

서정 논의에 던진 작지 않은 물음표라 할 것이다.

6. 극서정 논의의 흐름

마지막으로 최근 강력하게 대두한 ‘극서정’ 논의를 살펴보자. 극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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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역시 서정의 구심적 본령을 회복하고 그것을 보편화하려는 충동에

서 생겨난 것이다. 그것은 우리 근대시의 완미한 미학적 완결성이 압축성

과 여백의 미가 살아 있는 이른바 단시(短詩)적 전통에서 구현되었다는 

실재에 대한 믿음에서 발원한 것이다. 물론 장편 서사시나 극시의 전통이 

부족한 한국 근대시사의 특수한 지형도로 볼 때, 이러한 단형 서정의 작

법이 우리 근대시의 주류로 착근되는 데는 별 어려움이 따르지 않았을 것

이다. 가령 김소월의 ｢山有花｣로부터 정지용, 김영랑, 박목월, 조지훈을 

거쳐 박용래, 박재삼 등으로 이어지는 전통 서정 계열의 시편들은 한결같

이 압축과 긴장의 미학을 줄곧 택해왔다. 이러한 단형 시편들은 독자들의 

기억의 편의를 돕고 각종 앤솔러지에도 즐겨 채택되어, 실로 유력한 문화

적 향수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이나 제도, 관행, 지적 풍토 

등이 일련의 복합성을 띠기 시작하면서 단형 서정의 미학은 순탄하게 지

속되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 심미적 관조나 순간적 정서로만 표상하기에

는 사회적 관계가 복합성을 띠기 시작하였고, 따라서 그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나 대안적 사유를 표명할 때 시의 장형화나 서술적, 해체적 경향은 

어느 정도 불가피했던 것이다. 곧 단순성의 시학에서 복합성의 시학으로 

나아가는 데 근대시의 특수한 발전 경로의 한 줄기가 숨겨 있거니와, 그 

외연적 물증이 바로 시의 장형화와 서술성의 강화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형식을 통하여 시를 쓰는,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그 언어의 

명료성을 부정하려는 시인들의 역설적 노력은 압축과 초월의 미학에 대

한 집착을 견고하게 지켜왔다. 이를 두고 이른바 ‘선시(禪詩) 취향’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이러한 진단은 선시라는 특정한 양식을 전제

한 것이 아니라 선시가 지향하는 압축과 긴장의 감각을 방법적으로 적용

한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시 취향이란 언어 자체

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언어 과잉의 욕망을 경계하는 방법적인 전략으로 

채택된 것이다. 아무튼 언어 과잉을 경계하고 배제하려는 극단적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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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단형 시편들에서는 다소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

이다. 이렇게 명료한 분별과 이성적 경계를 지우면서 그 나머지는 여백으

로 남기는 시적 방법론을 통해 시인들은 사유를 응집하고 간접화하게 되

며, 독자들은 저마다의 경험과 이해의 폭에 따라 그 여백을 채워 읽게 된

다. 이러한 단형 서정시편은 그 제목 또한 건조한 명사형을 한결같이 채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설명하는 쪽이 아니라 의미를 응축하는 쪽

에 서 있다. 세계내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가지는 복합적 삶의 마디들을 

일일이 언어화하지 않고 생략의 미학을 통해 집중성과 상상적 참여를 강

화하고 있는 단형 서정의 기능은 그래서 여전히 서정 논의의 구심을 이루

어온 것이다.

이렇게 사유와 감각을 응축하고 비본질적인 언어적 맥락들을 가능한 

한 배제하는 단형 서정시의 장점은 독자들의 상상적 참여를 통한 능동적 

재구성의 가능성을 십분 열어준다는 데 있다. 반면 잠언적 경구를 빈번하

게 쓴다든가 주체가 느닷없는 초월 의지로 시를 종결한다든가 언어적 긴

장을 택하지 않고 발상 차원의 메모 정도로 시를 완성해 내놓는다든가 하

는 위험성 또한 자명하다. 최근 우리 시가 서술적 경향이 많아지거나, 문

맥 일탈적인 장광설이 불가피하게 채택되는 까닭도 이러한 한계를 넘어

서려는 시적 전략의 부분적 반영일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초월과 암시를 

주음으로 하면서 생략의 미학을 구현해가는 단시적 완결성은 앞으로도 

서정시의 귀중한 창작 방법이자 가장 중요한 미적 권역으로 그 가치를 지

켜갈 것이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의미 과잉을 경계하는 이러한 작법이 

초월과 암시 그리고 상상적 능동성을 통해 현대인의 잃어버린 시적 아우

라를 되부르는 강력한 방법으로 원용될 때, 완성도 높은 장인정신이 요청

되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다. 그러한 장인정신의 극점에서 바로 ‘극서정

시’ 논의가 따라붙게 된 것이 저간의 문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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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정의 원리와 개념에 대한 논의의 흐름

이처럼 최근 우리가 경험한 서정의 원리와 개념에 관한 논의의 흐름들

은 참으로 다양하고 중층적으로 이루어져왔다고 할 수 있다. 모두 서정의 

원리가 중층적이며 역사적 구성과 해체 그리고 재구성의 과정을 밟는 것

임을 알려주는 실례일 것이다. 사실 디지털 시대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위에서 창작되는 서정시는 파피루스 신화의 자장 안에서 

그 영역을 재생산하고 있는 측면이 훨씬 더 강하다. 그래서 많은 시인들

은 고전적 인간관과 서정성을 존중하고 단시적 완결성을 지속적으로 추

구해간다. 위악이나 불온성, 독설이나 해체 전략들이 끊임없이 문학사에 

나타났지만, 이러한 담론 전략들이 탈(脫)권력에는 기여하면서도 대체 미

학으로까지는 될 수 없었던 까닭 역시 우리가 아직도 시에 기대하는 몫이 

응축 지향의 서정성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해체주의나 포스트 모

더니즘의 사유 구조에서는 언어 기호가 근원을 지칭하지 못하고 끊임없

이 미끄러지는 데 비해, 서정시의 독자들은 한결같이 어떤 근원으로의 귀

착 충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 점에서 우리는 시인들

이 펼치고 있는 인간 근원의 오리지낼리티에 대한 성찰과 재구축 작업, 

그리고 상품 미학의 규율을 통해 모든 존재가 완성되는 시대적 징후를 거

슬러 올라가는 역류(逆流)의 상상력은 일정하게 비평적 가치 부여를 받아

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정의 개념 확장은 필연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본질적 속성으로서의 촉지성(觸知性)을 강화하려는 시편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간혹 나타나는 선(禪) 과잉, 까다로운 갈등 

묘사보다는 비교적 손쉬운 화해와 초월을 택하는 탈속주의로의 경사 등

은 여전히 본원적 서정을 강조하는 이들이 경계해야 할 편향일 것이다. 

결국 우리는 최근 서정 논의들을 통해 여러 차원의 비평적 후속 담론이 

가능함을 말한 셈이고, 저마다의 체질과 기호에 알맞은 ‘시적인 것’을 구

축함으로써 우리 현대시의 풍요로움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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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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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서정’은 여러 겹의 개념적 도전을 받고 있다. 요컨대 그 하나는 ‘서정’

의 범주 확장과 관련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서사’와 구별되는 ‘서정’

만의 시간 개념에 관련되는 문제이고, 마지막 하나는 온갖 탈(脫)주체 담

론들과 맞서 어떻게 주체의 자기 실현의 한 원리인 ‘서정’을 옹호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거기에 최근 ‘미래파’ 담론이 은성하다가 소강상

태를 맞는 상황을 치렀고, ‘극서정’을 둘러싼 여러 논의들도 펼쳐져 서정 

논의는 그야말로 백가쟁명을 맞은 형국이 되었다.

이처럼 최근 우리가 경험한 서정의 원리와 개념에 관한 논의의 흐름들

은 참으로 다양하고 중층적으로 이루어져왔다고 할 수 있다. 모두 서정의 

원리가 중층적이며 역사적 구성과 해체 그리고 재구성의 과정을 밟는 것

임을 알려주는 실례일 것이다. 결국 우리는 최근 서정 논의들을 통해 여

러 차원의 비평적 후속 담론이 가능함을 말한 셈이고, 저마다의 체질과 

기호에 알맞은 ‘시적인 것’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현대시의 풍요로움에 기

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서정, 서사, 미래 , 극서정, 시 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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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urrents of Discussion on the Concept of Lyricism

Yoo, Sung-ho 

‘Lyricism’ is facing the multiple layers of conceptual challenge. First 

one is related to extending the category of ‘lyricism’, second is to time 

concept of ‘lyricism’ different from ‘narrative’, and third is to the 

matter of how to depend ‘lyricism’, one of the principles of subject’s 

self-fulfillment, against all kinds of discourses on desubjectivity. 

Moreover, once thriving but now the discourse on ‘Miraepa(Futurism)’ 

has come to a state of lull, and discussions on ‘extreme lyricism’ have 

also developed that a discourse on lyricism has reached to the state of 

countless debates.

As such, the currents of discussion on the principle and concept of 

lyricism we recently experienced has been flowing in a truly various 

and multi-layered way. These are the examples to show us that the 

principle of lyricism is multi-layered and follows a process of historical 

construction, de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Ultimately, recent 

debates of lyricism guarantee the possibility of various follow-up 

discussions in criticism, and when we construct ‘the poetic’ appropriate 

to each one’s constitution and preference, we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richness of modern po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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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9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Key words: lyricism, narrative, Miraepa(Futurism), extreme lyricism, the po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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