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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과 소멸 사이를 떠도는 언어의 순례자
2013년 첫 시집 희다 이후, 5년 만에 이향 시인의 두 번째 시집이 출간되었다. 시인은 침묵과 소멸 사이를
떠도는 순례의 여정을 정제된 언어로 그려낸다. “텅 비어가는 몸을 가누지 못해 삶이 마냥 서운한 여인아
[…] 당신 몸을 흔들면 출렁일 저 그늘의 바림(gradation)을 어쩌려고, 내내 눈을 감고만 있는가. 몸을 기울면
콸콸 쏟아질 저 그늘의 마음에 우리는 무어라 이름 붙일 것인가” 첫 시집의 해설에서 양경언 평론가가 던진
질문에 두 번째 시집 침묵이 침묵에게는 그 ‘그늘의 마음’을 ‘침묵’이라는 익숙하지만 익숙해질 수 없는
‘고요의 상태’ 속으로 옮겨둔다.
물컹한 어둠이 덩어리째 왔다 갓 태어난 짐승의 새끼에게서 나는 냄새를 가지고 왔다 실핏줄 같은 온기가 있어 물기가
맺히는 듯했다 축축한 어둠을 주무르자 붉은 길이 생겼다 길을 따라 뿌리가 품었던 말이 제 몸을 찢고 나오는 걸까 한밤에
새끼를 낳아본 어미의 몸부림처럼 몸을 비틀어 나무는 붉은 꽃을 낳고 있다
｢어둠 덩어리｣ 전문

“슬픔이 찾아오지 않은 지 오래다, 슬픔이 돌아오지 않은 지 오래다”
다른 삶을 떠올릴 수 없는 소외의 지경에서는 스스로 낯설어지고 사물과 풍경은 아득하거나 망연해진다.
때때로 세상 곳곳에서 우리가 그렇고, 어떤 경위에선가 느려지거나 멈춰 고이는 삶 속에선 더욱 그러하다.
이향의 시는 “다시 흔들릴 수 있도록 바람은 불어오지 않을 때, 우리는 삶을 어찌할 수 있는가. 슬픔이 찾아오지
않아 눈동자 흐릴 일도 없는 삶, 그렇게 평온하고 괜찮을까? 이 물음에 답을 구하는 시들 속에 시인의 삶과
세월이 숨죽여 흐르고 맺혀 있다. 슬픔에 관한 사정을 알기 위하여 시인 이향은 도처에서 눈을, 눈동자들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된다.”(조원규 문학평론가)
순례의 길에서 허공으로 시를 한 행 한 행 던지며, 걸어온 시간
“순간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시를 쓰는 걸까. 어쩌면 눈에 찍혀 잊히지 않는 그 순간을 살려두고 싶어
쓰는지 모른다. 가령, 어릴 적 살았던 허물어져가는 집에 대해, 탱자나무 가시에 기필코 기어오르는 넝쿨에
대해, 창문에 부딪쳐 떨어진 그 날개에 대해, 진실을 증명하려던 죽음에 대해 그 순간을 가장 진실하게 절실하게
말해보려는 노력이야말로 시 가까이 가보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감아버렸던 순간들, 이제
네 앞을 버티고 비켜주지 않는다.” (시인의 말 중에서)
구름이 하늘로 스며드는지 하늘이 구름으로 번지는지
어딘가로
누구에게로
저렇게 스며들 수 있다면
머리는 구름이 되고 하늘이 되고 구분이 없고
원죄 속에서 내 몸이 나온 것처럼 내가 여자인 것처럼
원래 그 옷을 입고 그 운동화를 신고 온 것처럼
그랬던 것처럼
너에게로 스미고 번져서
하늘과 구름이
그렇듯
이미 내가 나여도 당신의 엄마가 아니어도 당신의 딸이 아니어도
그래서 눈빛이 다른 것처럼
그것이 달라서 집으로 가는 길이 느려도
너에게로 스미고 번져서
하늘과 구름처럼 같이 가보는 것
그렇게 떠다녀 보는 것
그렇게 파고들어 보는 것
｢눈빛｣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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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 이향
시인. 1964년 경상북도 감포에서 태어나, 계명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다. 2002년 『매일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하여 시집 『희다』(문학동네)를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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