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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은 해방기 시  주체의 실인식과 시 응양상을 설정식 시인의 해방기 시들

을 통해 살펴본 것이다. 설정식은 당  혼란기의 리얼리즘 시가 요구하는 철 한 민족

실반 과 민족의 미래에의 가능성을 구보다도 뛰어나게 형상화해 온 시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실에 한 인식과 반 은 그의 시에서 서사성과 서술성의 강화로 드러났으며, 그 

세부 인 기법으로 르포나 스 치 등의 기법을 원용하여 해방기 실을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실을 보다 효과 으로 드러내고자 노력하 다. 그 구체 인 면모를 ｢임우｣, 

｢작별｣, ｢진혼곡｣ 등의 시들을 분석하여 시 속에 사건을 드러내면서 서사성을 통해 민족

실을 드러내고 양상을 살펴 보았다. 한 ｢신문이 커졌다｣, ｢스 치｣ 등을 분석하여 

세부 인 기법이 어떻게 구체 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한 설정식은 시 속에 웅  인물을 형상화는 노력을 보여주기도 하 다. 이러한 

그의 노력이 드러나는 시는 ｢붉은 아가웨 열매를｣이었다. 이 작품에서는 미래에 펼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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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에 한 확고한 망, 그리고 그것을 한 투쟁의 열기와 신념을 가진 웅  인물로서

의 청춘이 낭만  정조와 함께 형상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의 실인식은 나아가 미래에의 가능성에 한 망으로 드러나는 데 그것은 언자

 목소리를 빌려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한 면모를 지닌 시 ｢제신의 분노｣를 

분석하여, 당시의 시  요구 던 정  웅의 형상화 문제와 낙  미래 망의 문제

를 성서  서사 공간으로 치환시켜 드러내는 언자  목소리를 살펴 볼 수 있었다. 

설정식은 해방기 좌우 립의 이념 선택의 갈등 속에서 비극 인 생애를 살다간 시인

이었다. 해방기의 이념 립이 단순한 이분법  측면으로서가 아닌 민족의 미래를 한 

것으로서 변증법  망을 띠고 있었다는 을 제한다면, 설정식은 민족의 실을 형

상화하는 데 있어 구보다도 치열했고, 언자  목소리를 통해서 민족의 미래에 한 

망을 제시하고자 했던 한 민족 시인으로  시사에 자리매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주제어 : 설정식, 예언자적 목소리, 서술시, 서사성

Ⅰ. 서론

해방공간의 역사  성격은 혼돈의 실과 미래에의 가능성이 혼재된 양

상으로 드러난다. 외형상으로는 좌우익의 첨 한 립, 계  이해의 상

충 등 극심한 난맥상을 연출했지만 내용상으로는 민족사의 진  구심

을 모색하기 한 열정과 고투로 철된 격동의 시 가 다름 아닌 ‘해방기’

던 것이다. 더구나 해방 한 우리 민족의 힘에 의해 성취된 것이 아니라 

후의 세계질서 재편과정의 부산물로 얻어진 것으로서  다른 제국주의 

세력의 개입을 불가피하게 허용하게 되는 역사  질곡 속에서 통일된 자주

 민족국가 건설을 해 모든 세력이 일로매진한 시 던 것이다. 이러

한 해방기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해방기의 시  성격은 본질 으로 서

정 이라기 보다는 서사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

에서 해방기 문학이 담당해야 할 임무와 역할은 철 한 실반 과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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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이 맞추어지고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해방기 리얼리즘 시인들은 당  실의 제반모순을 

실하게 반 하는 효과 인 시  양식을 모색하는데 진지한 노력을 경주하

다. 가령 성과 장성의 확보, 선 선동성 제고를 해 규모의 시

낭송회를 개최한 것은 그 한 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특기해야 할 

것은 더 이상 짤막한 서정시 양식으로는 미군정의 노골 인 좌익탄압과 그

에 한 민족우 의 집요한 괴공작, 노동 의 정당한 계  욕구에 

가해지는 엄혹한 물리  철퇴 등1)에 한 집단  응으로서의 서사  민

실을 바르게 형상화 할 수 없다는 장르 인식이 일군의 진보  시인들 

사이에 깊이 자각되었고, 결국 그것이 하나의 서사  경향성을 형성하기에 

이르 다는 이다. 당  시에서의 서사성의 강화는 형성을 갖도록 시  

상을 형상화하거나 사회 실 문제에 한 창작  응력을 갖는 데 긴

요.2)한 장치로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  상황 속에서 설정식은 시인으로서 해방기의 시  요구를 

시로서 실천해나간 문제  시인의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설정식의 문

제 인 면모는 그가 해방기 문단에서 매우 특이한 치를 유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 그는 문인이기 이 에 미국 유학을 한 문학자로서 번역가

다. 한 해방 후 2년간 미군정청 요원으로서 정치활동의 핵심에 깊숙이 

근해 있었던 동시에 공산당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등의 이  정치활동

 1) 미군정은 46년 5월 15일 정 사 조지폐 사건을 발표하면서 배후로 지목된 공산당 

간부들을 체포하고 18일에는 공산당 기 지인 <해방일보>를 폐간시켰고 7월에는 

<자유신문>,<조선인민보> 등의 신문사 기자들을 구속하 다.8월 15일에는 민 주

최 해방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려는 화순탄  노동자들을 사살하기도 하 다.9월 7일 

미군정은 수도청장 장택상으로 하여  좌익인사에 한 총검거령을 내리도록 지시하

고 그들의 행동을 강력하게 제재할 것을 지시하 다. 

고 환 �하나되는 한국사�, 범우사, 1992, p.585.

 2) 최두석, ｢리얼리즘의 시정신�, 실천문학사, 1992,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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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하 다. 설정식은 해방기 3년간 좌와 우의 이념  체제를 가로지르

는 심에 있으면서 구보다도 해방기 실의 진폭을 온 몸으로 경험한 

양가  시인3)으로서의 생애를 살았던 것이다. 비록 그의 문학활동이 단지 

3년간에 머물 지만, 그가 해방기에 출간한 세 권의 시집인 ｢종｣(백양당, 

1947), ｢포도｣(정음사, 1948), ｢제신의 분노｣(신학사, 1948)는 김기림, 상민 

등 해방기 시인들에 의해서 상당한 수 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

다. 더구나 해방 후기의 시집은 설정식이 문맹에 깊이 참여한 뒤 시를 통해 

당 의 민족 실을 반 하고 창조  미래를 제시하고자 구보다도 노력

을 기울인 결과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설정식

에 한 연구는 크게 진 되는 양상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 몇몇 

논자들에 의해서 설정식 시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4) 있다. 본고는 설정식

의 해방기 실인식이 집 된 후기 시집 ｢포도｣와 ｢제신의 분노｣의 시세계

를 살펴 으로써 해방기 시  주체의 시 응 양상을 탐색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해방기 시인들은 당시의 창작방법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으나 

그 성과는 그리 목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설정식은 당시 좌익의 

 3) 티보 머 이, ｢한 시인의 추억-설정식의 비극｣, �사상계�, 1962,9. p.232.

 4) 2000년  이 의 설정식의 시세계에 한 연구로는 주로 해방기 문학사 속에서의 

부분 으로 언 되는 경우가 많았다. 표 인 논 로는 김용직, �해방기 한국 시문학

사�,민음사,1989. 백철, �신문학 사조사�,신구문화사,1965. 김윤식, ｢소설의 기능과 시

의 기능 - 설정식의 경우｣, � 소설비 �, 일지사. 1981. p.169. 등이 있으며 8,90년  

논문들은 박윤우, ｢설정식 시에 나타난 실인식과 서사  성격｣, �운당 구인환선생 

화갑기념논총�, 한샘출 사, 1989, 김 철, ｢설정식의 시세계｣, 악어문연구14집, 

1989. 김미정, ｢설정식 시연구｣,서강 학교 석사학 논문,1991. 등을 들 수 있다. 2000

년  최근 들어 설정식의 연구는 활발히 시작되고 있는 편인데 그 연구성과로 곽효환, 

｢설정식의 기시 연구｣, 한국문 비평연구, 37권, 한국 문 비평학회, 2012, 

pp.5-37. 김은철, ｢정치  실과 시의 응양식｣, 우리문학연구 31집, 우리문학회, 

2010,pp.265-305. 최윤정, ｢식민지 이후의 탈식민주의 – 설정식 시를 심으로｣, 한민

족문화연구 39권, 한민족문화학회, 2012,pp.343-369. 곽명숙, ｢설정식의 생애와 문학연

구｣, 한국 문학연구 33집, 한국 문학회, 2011, pp.335-370. 등의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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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방법론을 수용하는 동시에 독특하고 뚜렷한 자신의 응양식을 개진

해 나간 시인이었다. 본고는 해방기 시  주체의 실인식과 장르  인식

의 결합을 통한 시  응으로서의 서술시와 언자  목소리를 논구하고

자 한다. 이는 해방기 시 연구에 있어 정치 , 문학  혼란 상황에서의 좌,

우 립  인식을 지양하고 새로운 시  응 양식을 탐색하는 데 하나의 

유형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Ⅱ. 본론

1. 실인식에 한 장르  응으로서의 서술시

<포도>는 1948년 1월에 <제신의 분노>는 1948년 8월에 각각 출간된 

시집이다. 이 시집에 실린 시들이 발표된 시기의 요성을 문제 삼는 것은 

해방기의 시  특수성과 결부된 그의 정치  삶 때문이다. 이 시기는 무

엇보다도 정치  정세의 변화가 극심했던 시기5)이고 그 정치  소용돌이

 5) 일반 으로 해방 3년간의 좌익진 의 변 운동은 3시기로 구분되는 데 그 계기가 

되는 것은 1946년 7월 조선공산당의 신 술 채택과 1948년 2월의 구국항쟁이라는 정

치  사건이다. 그러므로 첫째 시기는 1945년 6.15에서 1946년 에 걸치는 합법  

정치투쟁기, 둘째 시기는 1946년 7월 신 술이 채택된 무렵부터 1947년 말까지의 비

합투쟁기, 세 번째 시기는 48년 이후의 무장투쟁기가 된다. 이  두 번째 시기는 신

술과 함께 의 폭발 인 투쟁에 힘입어 9월 총 업과 10월 인민항쟁을 발하는 

데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운동이 가장 고양되었던 시기이다. 인민당, 신민당, 공

산당이 합당하여 남조선 노동당을 결성한 것도 이 시기이다. 마지막 시기는 미소 공

의 결렬로 한국문제가 UN에 이 되어 단독정부수립이 본격화 되는 시기로서 이때에 

이르면 남로당은 2.7 구국투쟁을 개하고 이후 본격 으로 야산 를 조직하여 무장

투쟁에 돌입하게 된다. 그러나 진보  민주주의 진 이 소멸하여 가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조선문학가 동맹의 본격 인 활동기이자 이론의 심화기로 규정된다. 가 되는 

미군정의 탄압과 10월 인민항쟁의 실패를 경험한 후, 문학가 동맹의 성원들은 그 간의 

활동이 실 추수 이었음을 반성하게 되며 자신들의 이론  오류 속에서 그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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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가운데에서 시인은 정치  활동과 시작활동을 정열 으로 수행했던 

것이다.

의 시집들이 출 된 시기를 살펴볼 때 이 시집에 실린 시들은 그가 

미군정청을 사임한 직후부터 쓰여진 시들임을 알 수 있다. 미군정에서 민

족의 처지를 근심하다가 마침내는 미군정을 사임하고 문맹의 활동에 깊숙

히 가담하게 된 설정식의 시 속에는 이러한 실과 그 정서들이 반 되어 

있으리라는 과 그의 창작경향이 문맹의 창작 경향을 따르고 있었으리라

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 시집에 이르면 해방 기 시집인 ｢종｣에서 드

러났던 실인식이 강화되는 한편으로 실에 한 인식은 부정 으로 바

며, 시들 한 시사성과 함께 서술시  경향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설정식은 이미 30년 에 등단작을 통해서 서사시  성격을 보여  바 

있다6). 그러나 이러한 30년 의 단형시와는 다르게 해방 후기시로 오면서 

발견하는 데 그것은 실을 계  에서 악하지 못했다는 으로 지 된다. 이

러한 반성을 통해 모든 이론과 실천의 역에서 당 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구체화 

되는 한편, 각종의 문화써클, 문화공작  활동을 통한 화 운동이 활발하게 개된

다. 구국 항쟁기로 규정되는 세 번째 시기에 이르면 기의식이 고조됨에 따라 실을 

보는 계  보다도 항쟁의 승리에 한 주  의지가 매우 강조되며, 한 동맹

원의 극 인 사회  실천에의 참여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이양숙, �해방직후의 진보

 리얼리즘론 연구�, 서울  학원, 1990, PP.3-4.

 6) 당시 문단은 변증  사실주의, 롤 타리아 리얼리즘론, 유물변증법  창작 방법론

으로 이어지는 논란 속에 있었다. 이러한 논란 에서 설정식의 실인식의 근 가 

되는 것으로는 롤 타리아 리얼리즘론의 경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의 기 

시 두편의 경향이 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러한 논란의 문맥에서 악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유물변증법  창작 방법을 요약해 보면 롤 타리아 에서 본 계  투쟁이

란 의미에서 그 심  주제가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과 그 제재가 실의 복잡성과 

다양성이라는 의미에서 범 하게 한 자유롭게 취 되어야 한다는 , 사물 는 

인간이 결코 추상  사물 는 일반  인간성이라는 문제로 취 되지 않고 일정한 

계  조건에 제약된 일정한 사회에서 구체 으로 생활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취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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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속에 인물을 등장시키거나, 시 속에 이야기  요소가 도입되거나 장형

화하는 등의 서사  성격을 짙게 노출하고 있다. 이 시기의 설정식 시의 

특징은 시 속에 시 화자로서 구체  인물들이 등장하거나 이야기가 도입

되는 경우가 많다는 을 들 수 있다. 이는 당시 문맹에 깊이 가담하여 진

보  리얼리즘과 명  낭만주의에 입각한 창작을 보여주며 민족 실을 

생생하게 형상화하려고 노력했던 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푸실푸실 끊이지 않고 내리던 날

지붕 에서 잿물같은 낙숫물이 

쭈룩쭈룩 떨어지던 오후 다.

노 는 노체 황황

구메투리든지 아모 나 끄을고 산으로 따라갔다

그것은 내 동무의 어머니 다.

-<임우> 부분

풍로 밥 끓이는 무연탄 

부채 길에 좀처럼 타지 않는 내음새

갑자기 고향같이 르는 신설리 으슥진 골목

오늘은 섣달 그믐께라 그리도 보이리만 어  이 게도

무수히 한 군데로 쓸어몰려

포리 아니면 집달리 기다리는 표정으로만 가득한 것인가

어야 한다는 , 일정한  생활이 구체 으로 그 작품 속에 살아 있어야 한다는 

 등이다. 그의 ｢새 그릇에 담긴 노래｣가 ｢거리에서 ··｣의 경우에 비해서 열정  어조

가 사라지고 모자이크  객 실의 제시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당시 논의들의 낭만

주의  성향에 한 거부와 함께 에 제시한 들이 일정하게 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가 창작 당시 기부터 창작 경향의 단 에 있어서 시  문맥안에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 다.

김 민, �한국 문학 비평 논쟁사]�, 한길사, 1992, PP.37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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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체온이하에 사는 겨 들 속에야

간신히 그는 쫒긴 몸을 그 아내와 감출 수 있었다.

- <작별> 부분

원보와 순이는

천을 걸친 자들이나

그들의 매 인들의 

일일 삼식 그밖에 모든 체통을 떠나

차라리 짐승들의 생활을 답습하 다

피와 같이 정직한 것을 원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동은 태 같이 태연한 한 개

변화일 뿐이었다

짐승같이 살아가는 원보와 순이에게는

재난이 조  클 뿐이었다.

-<진혼곡> 부분

｢임우｣는 테러를 피해 산으로 들어간 친구와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작

별｣은 이념선택으로 시골을 떠나는 월북자가 그의 아내와 이별하는 상황

을, ｢진혼곡｣은 원보와 순이라는 허구  인물을 설정해서 일본에 값싼 노

동으로 팔려갔다가 동경 지진때 학살당한 사건을 모두 심 사건으로 설

정하여, 시 으로 형상화하고 있으면서 시  화자를 3인칭으로 설정하여 

객 성을 더해주고 있다. 의 시들은 모두 시 속에 사건을 도입했다는 

에서 단편서사시 7)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이다. 한 이 시 속의 주인

 7) 김팔 , ｢단편서사시의 길로｣, �조선문 �,1 925,7, p.7. 단편서사시는 1930년  문학 

화의 문제와 결부되면서 임화에 의해 창작되고 김기진의 비평에 의해 확립된 장

르로서 시에다 이야기 요소를 끌어들여 서사화 하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이는 

시에서의 리얼리즘 확보와 성의 획득에 그 목 이 있는 것이었다. 김팔 은 단편

서사시의 장르  특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로시인은 그 소재가 사건 , 

소설 인데 주의해야 한다.그리하여 될 수 있는 로 그 소재의 시 으로 필요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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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들은 모두 민족이라는 집단의 운명과 련된 것으로서 서사시  성격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해방기 시에 드러나는 단편서사시  경향은 물론 

1930년  문학 화의 문제와 결부되면서 임화에 의해 창작되고 김기진

에 의해 확립된 장르 통의 계승  측면에 기 고 있다. 하지만 해방기에 

서사시의 문제가 구체 으로 논의된 바는 없었다. 이는 당시의 정치  혼

란상과 더불어 이론  논의를 한 충분한 시간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기

도 할 것이다. 하지만 해방기의 창작방법론을 고려할 때, 시에서의 서사성

의 문제는 내포 으로 요구되는 특성이기도 하 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설정식 시에 면화되는 서술시  특성은 당 의 실에 한 창작  실천

요구에 한 돌올한 응답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설정식이 자신의 시론

에서 언 한 ‘사실에의 투신’과 맞물리는 것으로서 서술시의 선택은 “진실

의 충실에 한 하나의 의무조항이었으며 삶의 조건과 과정, 곧 체성 인

식의 필요성과 맞물려 발생하는 것”8)으로 리얼리즘 확보의 기본조건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해방기에 있어 술의 창작과정이란 “의식의 범 내에서 생기하는 사변

 과정이 아니라 실을 고 들어가서 실의 본질을 술특유의 수단으

로 인식하고 악하는 과정과 그 속에 감정을 생생하게 끼워 넣으면서 가

장 정확한 형식으로 표 하는 형상  기술과정의 불가분  통일”9)이었다. 

만 추리어 가지고 당하게 압축하여 사건의 내용과 사건을 심으로 한 분 기는 

극히 인상 으로 선명, 간결하게 만들기에 힘 쓸 것이다. 만일에 그 지 못하면 소설과 

같이 길어질 것은 물론이요 시로서의 맛이 없다. 시로서의 맛이란 설명의 인상 , 암시

 비약에, 즉 행간의 정서  비약에 부분 있는 까닭이다.” 여기서 김팔 이 주목한 

것은 ‘사건’이다. 무릇 사회 실 문제나 사람살이의 문제는 사건과 결부될 수밖에 없

고, 그러한 문제에 응력을 갖지 못하는 로문학은 상정할 수 없다는 에서, 로시

에서 사건을 취 하는 것은 요한 문제 던 것이다.

 8) 김경복, ｢한국 시의 설화 수용 의미｣, �한국 서술시의 서사학�, 시학회, 태학

사, 1999. P.348.

 9) 나 한, ｢창작방법의 구체  악을 하여｣, �우리문학�, 1947,3,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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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속에서 리얼리즘  작가란 “계  인테 스트가 그 시  실의 세계

사  방향과 합치되어 작가가 실에 기본  동향에 꺼리길 아무것도 없

는, 아니 더 나아가 실의 인테 스트가 곧 작가 자신의 것일 수 있는 그

러한 실  계 에 종속되어, 그 계 의 실천  과제를 정력 으로 철

할 과감한 주체  실천 역량과 실  세계의 본질  제 련의 정확한 

상으로써 실을 왜곡하지 않을 진정한 명  세계 을 가진”10)작가여야 

했다. 무엇보다도 작가들에게 근본 으로 요구되던 것은 “ 실의 상황을 

극 으로 정열 으로 열심히 연구하고 그것을 어디까지나 진보  입장

에서 포착하려는 노력“11)이었다. 해방기의 혼란스럽고 비참한 민족  상

황에서 이러한 서사  양식의 선택  차용은 사회의 총체  실을 반

하는 데 있어 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조국 땅이 좁아서

간척지를 야 될 까닭이 없었다

조국당이 좁아서

멀미나는 해탄을 건  까닭이 없었다

조국 땅이 좁아서

隅田川 시궁창에서 쪼각을 주울 까닭이 없었다

조국은 어디로 갔기에

川崎 深川區 製肉工場 製函工場

화장터 굴뚝연기는 그래도 향그러울까

소연 십리 사방 행랑에

두 깔 흰자 마

시커멓게 썪을 가닭이

없었다 다만 조국 주권이

10) 나 한, 같은 책,p.104.

11) 한 효, ｢진보  리얼리즘에의 길｣, �신문학 창간호�, 1946.4,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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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주권을 팔아먹은 자가 있어

조국이 간착지로 려나간 것이었다

조국 주권을 팔아먹은 자가 있어

그 족속이 유랑을 업으로 삼았었다.

조국 주권을 사간 매 인들은 죽창을 들었다

진실로 짐승보다 좀 빠른 족속들이었다.

죽은 고기 어 올리듯 하며

아 원보의 구리는 조국 주권이 없어서 뚫어졌다

조국땅이 좁아서

순이가 한 죽을 곳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공장 가마솥 끓는 물속이 아니라도

순이는 얼마든지 묻힐 곳이 있었다

조국이 좁아서가 아니라

조국 주권을 팔아먹은 자가 잇어

원보와 순이와  사만 생령은

짐승의 밥이 된 것이었다.

-<진혼곡> 부분

동경 지진에 학살 당하여 짐승의 밥이 된 사만 생령을 한 진혼곡이

다. 기시에서부터 이어진 서론  역할로서의 표제가 돋보인다. 주제와 

조되는 이러한 표제기능은 시의 내용을 상징 으로 응축시키는 데 그 효

과가 있다.

｢음우｣에서 보여주었던 것이 해방이 되어 돌아온 재민의 비참한 삶이

었다면, 이 시에서는 해방이 되어도 돌아오지 못한 채 유랑 속에 살아가다

가 결국은 조국 주권이 없어 죽어야만 하는 비참한 삶의 실상을 원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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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허구화시키고 있다. 그것이 단지 원보와 순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상황에 처해있는 민족 체의 문제로 확 되고 있다

는 에서 서사성과 함께 일정한 술  형성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조국이 좁아서가 아니라/조국 주권을 팔아먹은 자가 있어’라는 극명한 표

은 당시의 실이 직면해 있는 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상징 으로 

말해주고 있다. 설정식 시들은 인용한 시외에 여러시에서 서술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주로 시의 서사는 함축 으로 드러나고, 화법의 면에서도 서

술자와 작 인물의 화를 취하는 서사 장르  특성보다는 사건에 한 서

술자의 주석  화법이 지배 인 서술시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12)

인민항쟁기 이후 문학운동에서 고조된 계  의 확립요구는 형

론에서 인민항쟁의 웅의 형상화 요구로 개된다. 김남천은 특정 역사  

사건을 규정하는 정치  은 술  미학 인 문제에까지 깊은 련을 

가지고 있다는 제13)아래, 인민항쟁을 ‘인민이 그 자신의 자유와 생존을 

하여 개하는 반동지주와 친일재벌과 국제 반동의 연합세력에 한 항

쟁’, 즉 인민의 계 투쟁으로 볼 것과, 이의 창조  묘사는 ‘추상  주

인 일체의 기만  교설을 박탈하는 강력한 리얼리즘에 의할 것’을 주장하

다. 이 게 인민항쟁에 한 계 투쟁   확립과 이의 리얼리즘  

형상화라는 양 측면에 한 이론 작업은 나한14)에 의해 인식론  측면에

서 정 되는 한편 작가에 한 요구는 화론15)과 더불어 보다 구체화 

12) 고 철, ｢서술시의 소통구조와 서술방식｣, 한국서술시의 서사학, 시학회, 태학사, 

1999. P.135

13) 김남천, ｢ 투쟁과 창조  실천의 문제｣, �김남천 집�, 박이정, 2000, p.140.

14) 나 한, 같은 책 p.100.

15) “우리가 단계에서 실의 본질  측면이라고 할 때 그것은 곧 이 땅의 주인공으로

서 등장한 인민 의 아우성치는 奔流 한 이것을 막으려는 반동 공세 그 속에 있는 

것이며 이 벅차고 거치장스러운 제제를 취 함에 있어 작자는 인민 의 열 속으

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것은 체의 檥姿를 올바르게 악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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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러한 화론 가운데 자연주의  실묘사를 극복하기 한 방안으

로서 작가의 사회  계  실천에의 참여를 구하기 한 방안의 하나로 

제출된 것으로 보고문학16)을 주목할 수 있다. 그 구체 인 방법으로 르포

와 스 치가 장려는 작가의 사회실천 자체로서 형성 확보를 가능하도록 

한 창작강령17)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창작방법론상의 요구가 잘 드

러나 있는 작품이 <신문이 커졌다>이다.

일제는 

제사공장 이들의 경도조차

약을 먹여 막아가며 酷使하 거니와

해방되었다는 땅 속에서

석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

피보다 가볍고 돌보다는 무거운

동시에 그들의 기분과 생활감정을 자기화하는  기  우에서 출발하지 않고서는 

도 히 이것을 정확하게형상화 할 수 없음은 물론 한 그들의 말을 자기의 말로 소화

하지 않고 어떻게 왕성한 설득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게 

화와 술성의 문제는 불가분의 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김명수, ｢ 술성의 문제와 문학 화｣, �신천지�. 1949.2, pp.178-9.

16) 간추려 보면 첫째 투쟁하는 인민을 웅 으로 형상화 할 것, 둘째 실정과 사태에 

충실한 보고문학 형식 등을통하여 창조의 생생한 에네르기를 섭취할 것, 셋째 인민항

쟁의 승리를 약속하는 문학이 되어야 할 것 등이다.

이  둘째 문제가 보고문학과 련되는 문제인데 이에 해서 김오성은 보고문학의 

성격을 1.실정과 사태에 충실할 것 2. 사태를 류하는 사회  발 의 본질을 악해

야 할 것, 즉 경험주의의 한계를 넘어설 것 3.문학자가 몸소 보고자 기록자가 되기 

해 스스로 체험자가 되어야 할 것 4.과학정신이 철하여 을 공격하는 거 한 무기

가 되어야 할 것 5.인민 속에서 새로운 기록자를 만드는데 극 노력해야 할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17) 남 극, ｢창조냐 모사냐｣, �신천지�, pp.19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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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은 체 어디로 가는 것이냐

커가는 신문 커가는 독자는 알고 싶은 것이 많다.

알고 싶지 않은 것은 유서를 남기고 호수에 투신자살하 다는 것이랑

? 한 도색일희들이다

노동하는 사람은 자살할 수 없다

하늘이 문어져도 반동할 수 없는 이치와 같다.

그러므로 커가는 신문은 8시간제 실천만 주장한다.

차라리 그림을 그리라

8시간 밖에서는 일요일에 청량리로

가족을 데리고 산택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설계도를 그리라

-<신문이 커졌다>

의 시는 평단의 지 18)과 찬사19)를 동시에 받은 작품인데 웅변조라는 

지 이 그것이고 형상화능력에 한 찬사가 그것이다.

이 시는 신문이라는 매체를 소재로 이용하여 다시 시 자체를 신문화하

여 독자 앞에 제시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스 취｣라는 작품에서도 

18) 김승덕, ｢신인의 활동·질은 하｣, 자유신문, 1948.12.30.

“｢제신의 분노｣는 1948년 시단에 보내는 최 의 경종이다.  해외시인의 시의 표  

기술구성을 받아가지고서 지 까지의 조선시에서 보지 못했든 시으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 다.해방후의 견한 치를 차지하게 된 그는 역시 노력하는 시 학인이다. 

｢만주국｣, ｢신문이 커졌다｣라는 수편은 이 시인으로하여 원히 기억할 수 있는 것으

로 맨드 다.그러나 그의 시의 부족성은 시가 무도 웅변하는 태도라 하겠다.”

19) 상 민, ｢복무에의 시-제신의 분노를 읽고｣, 자유신문, 1948.12.30.

“｢신문이 커졌다｣는 해방 이후 최 의 작품이다.스 일의 큰맛과 지리한 통계숫자가 

더욱이 시에 있어서 권태롭지 안흔 것은 시의 승리이기도 하겠지만 시는 그 한편으로서 

능히 민족 체으이 설계도이다.문제는 구보다도 이것을 잘 형상화했다는 데 있다. 

｢신문이 커졌다｣는 설정식 시의 향방을 일러주는 새로운 타입의 시도에 성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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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일종의 화폭으로 설정한 것처럼, ｢신문이 커졌다｣에서도 시를 신문으

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시  화자는 신문의 기사내용을 사실 으로 제

시하면서 들 뒤편에서 조장되고 있는 부패상의 행각을 기사화하며 미

래의 설계도를 그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  형식의 강화는 인민항쟁의 실 자체가 충분히 형

임과 동시에 극성을 띠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작가들에게 실에 참

여하여 통해 ‘르포’나 ‘스 치’ 등의 생생한 소재를 발굴할 것이 요구되었기 

때문이었다. 시인이 사회 실을 객 으로 형상화 할 수 있는 미학  장

치로서 시정신의 실주의와 련되는 것이 서사  거리의 확보를 한 것

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보고  형식은 시에 있어서 객 인 거리를 확보하

기 한 것20)이라고 볼 수 있었다. 상과 상의 특질은 묘사되어야 하고, 

삶의 조건과 과정은 서술되어야 한다21)고 할 때, 설정식 시에 드러나는 보

고문학  형식은 그의 서술시  목소리의 요한 특성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었다. 서술시의 요한 특성은 환유 원리에 있다. 환유원리의 특성은 

시간 , 공간 , 논리 , 인 성에 근거한 산문  특성의 반 22)이다. 설정

식의 서술시  목소리는 보고문학 형식을 차용함으로써 해방기 실에 

한 환유  응을 택했던 것이라고 하겠다. 

2. 언자  목소리와 시  응의지

설정식은 후기시들에 드러나는 하나의 요한 특징은 시 속에 웅  

인물이라는 형성을 드러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당시 문맹이 

요구하던 것이 인민  웅의 형상화 다는 맥락과 련된다. 이 인민  

20) 발터 벤야민, 반성완 역, �발터 벤야민의 문 이론�, 민음사, 1983,p.226.

21) 폴 헤르나디, 김 오 역, �Beyond Genre�, 문장사, 1983, P.110.

22) 로만야콥슨, �문학 속의 언어학�, 신문수 역, 문학과 지성사, 1994.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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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은 “조선인민의 역사  사명의 성의 의식 하에서 각자의 능력에 

의하야 각기 부서에서  민족의 이해를 하야 일신의 안 를 무시하고 

그 헌신 으로 투쟁하는 사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럼으로 이러한 인민  

웅은 모든 인민 속에서 지도자들에게도 들에게도 발견되는 것이며, 

그들의 노력 없이는 조선인민의 해방도 있을 수 없는”23) 성격의 인물로서 

해방기 시  문맹이 요구하는 형  인물의 형상이었다. 

십년 이십년을 두고 

술이 괴이듯

한 순간도 헛됨이 없는 것 

비록 세사람 뿐이지만 

우리는 실로 미더웁다

천애 각지에  하나

이와 같은 방이 있어

거기에도 둘씩 혹 셋씩

사상하는 호흡 침묵이 있어

십년 이십년을 순간으로 헤아리기

탄생 이 과 주검 이후로써 하는 길

셋과   세 사람이 만나

여섯사람의 굵은 심 로 잡아당기는 것

민주주의의 두터운 기폭

그는 비싼 승리라

< 략>

그는 남편의 사상을 반석같이 믿었고

23) 정진석, ｢ 웅의 교체｣, �신조선� 4. 1947.2,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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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항상 남편의 밤을 지키었고

열흘 스무날 남편이자 곧 동지인 사나이게게

밥과 인쇄물을 날랐고

하루를 잠시 목침에 가즈런이 웠고

그러는 사이 

서울 장안에 많은 것이 골목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모든 골목은 한 뚫린 것을 알았고

-<작별> 부분

의 시 ｢작별｣은 북으로 떠나가는 남편과의 마지막 만남을 그리고 있

다. 민주주의의 두터운 기폭을 해 항쟁하다 북으로 떠나는 남자와 그를 

해 헌신하는 아내의 모습을 형상화 해내고 있다. 이는 당시 요구하던 인

민  웅을 형상화해내는 것에 주안 이 맞춰진 작품으로 보인다. 이 게 

시 속에 형  인물을 형상화하려는 노력은 설정식의 다른 시 ｢弔使｣에

서는 추모시의 형식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며, ｢舞｣에서는 춤에 비유되면

서 신념에 찬 의지 인 인물로 형상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웅  인민의 형상화는 명  로맨티시즘과 결합하면서 낙

 망의 확보의 문제로 인식되어 작가의 주  의지를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 명  로맨티시즘은 진보  리얼리즘의 내  계기로서 

“민족의 거 한 꿈과 웅  정신을” 발견하는 것으로서 좌익의 창작방법

론의 심24)이 되어 온 것이었다. 김남천은 진보  리얼리즘이 명  로

24) “이러한 여러 가지 문화활동에 있어서 방법과 형식은 각자의 역과 개성에 따라 

상당한 굴신성과 자유를 가질 수 있을 것이나 기본 방향은 명  로맨티시즘과 진보

 리얼리즘이 기조를 이루지 않으면 아니된다.형식의 이러한 특색은 내용의 충실을 

제로 하는 것으로 작가 술가는 민  가운데서 자기를 두어야 할 뿐 아니라 속히 

그 사상내용을 충실히 하기 하여 조선 명과 임무에 한 깊은 신념과 투철한 지식

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앙 원회, ｢조선 민족문화 건설의 노선｣, 해방일보, 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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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티시즘을 계기로 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진보  리얼리즘) 명  로맨티시즘을 커다란 계기로 하여야 하

는 이유는 무엇일가? 도 체 로맨티시즘의 토 가 되는 것은 실에 만족치 

않고 명일과 미래로의 부단한 진, 다시 말하면 실 인 몽상, 미래를 한 

의지, 가능을 한 치열한 꿈 등인 것인데 일본 제국주의에 의하여 해방은 

되었으나 국수주의와 건  잔재와 일본 제국주의 잔재를 소탕하고 토지문

제의 명  해결과 취에 의하여 비로소 민주주의  과제의 해결을 볼 수 

있는 재의 민족  과제야 말로 이것을 해 싸우는 민족의 거 한 꿈과 

웅  정신과 함께 정히 민족의 해한 로맨티시즘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마디로 말하여 명  로맨티시즘을 계기로 내포한 진보  리얼

리즘이란 하나의 종합 인 스타일을 갖춘 민족 문학 수립의 커다란 기본  

창작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25)

이러한 명  로맨티시즘의 요한 본질은 정  웅의 형상화 다. 

여기서 요구하는 정  웅이란 한마디로 공  선의 범이었다. 그러므

로 정  웅으로 형상화되는 인물의 계 이며 상황  조건과 의식

상 사이에는 때로 놀라운 역동  비약이 개재된다. 다시 말해서 이 인물은 

역사 과정의 수동  창조물이라기보다는 그 자신에서부터 능동  변형자

인 것이다. 물론 그 웅성은 실의 진실에 한 바른 인식을 제로 하는 

것이지만, 요한 은 이 인물의 웅  행동이 인식의 기계  결과로 나

타나는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한 정  웅은 일종의 엄숙성을 요구

한다. 이 인물이 독자들과 맺는 계는 아이러닉한 제시가 아니라 직

인 교화에 있기 때문에, 내면의 서로 상충되는 복합 인 요소들을 그리는 

것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유해한 일일 수까지 있었던 것이다. 실이 나아

가야 할 정확한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목표하는 미래가 달성될 수 있다는 

25) 김남천, ｢창작방법에 한 보고｣, 건설기의 조선문학, p.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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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  믿음을 제공하는 것이 정  웅의 형상화의 실제  목 이었기 

때문이다.

상추 에 사랑같이 매운 풋마늘 맛을 

솎은 배추에 두릅나물이며

아리배배한 무릇 한 번 실컷

사랑같이 쓸하여도 보지 못하고

오월도 모르고

칠월도 모르고

팔월이면 으 이 바다건만 바다도

사랑같이 따거운 모래찜질도 모르고

갈 길이 바쁜 듯이 가고  가는 청춘이

하나도 아니요 둘도 아니여 셋도 아닌 땅

.............

가자 

가자 이 게 푸르고  뜨겁게 하며

꿀과 노래로 청춘과 총알 사이로 가자

뻐근하게 살아갈 보람도 없는

삶을 조상하며  꿀범벅 피범벅

붉은 아가웨 열매를 삼키면서

남조선으로 가자

-<붉은 아가웨 열매를> 부분

시 ｢붉은 아가웨 열매를｣은 청춘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킨다. 그들은 ‘모

란보다 더 붉은 피로만 셔야 하는’ 존재들이며 ‘손톱까지 무기로 써야하

는’ 청춘들이다. 비록 청춘이 려야 할 많은 즐거움을 모르고 있지만 푸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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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로 상징되는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총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러한 

열정은 아가웨 열매의 붉은 빛으로, 용기와 신념은 푸르고 뜨거운 것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러한 열정이 목표하는 것은 ‘뜨거운 꿀’, ‘한가지 노래’

를 조직하는 것으로서 새나라에 한 열망으로 나아가기 한 것이다. 나

열식의 서술로 진행되는 동시에, 투쟁 이고 선동 인 어조를 유지하면서

도, 시를 포근히 감싸듯 흐르는 시 변에 깔린 서정  정조가 낭만  어감

을 더해주고26)있다. 미래에 펼쳐진 꿈에 한 확고한 망, 그것을 한 

투쟁의 열기와 신념이 낭만  정조로 잘 형상화 되고 있는데 이는 그의 

기시의 낭만  인식과 그의 희생  열정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는 명  낭만주의의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진

보  리얼리즘에서의 정  주인공, 웅의 형상화는 문학의 계 성 요

구에 부응하여 투쟁하는 계  형들을 형상화하게 되는데, 이 시에서

는 정확한 실운동의 논리가 확보되지 못한 채 실에 한 체념  인식

과 함께 지  작가시 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작가의 주  의지와 염

원이 과도하게 노출되어, 인물형상에서 개별성이 보편성을 압도하게 되는 

비 형  형상이 산출되어 버린27)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는 로문학

의 발생에 있어 맑스주의 사상의 도입과 그에 의해 이루어진 실인식의 

심화라는 측면을 상 으로 간과하고, 실변 에의 강한 열정만을 상

으로 부각시키는 것으로 과학  실인식에 의한 미래의 선취라는 낙

 망획득의 문제가 미래에의 동경과 공상이라는 극히 주 인 의지와 

정열 속에 함몰될 우려28)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29) 결국 설정식 

26) 김미정, 게논문, p.57.

27) 이양숙, 게논문, p.71.

28) 이양숙, 게논문, p.79.

29) 이러한 우려는 식민지의 경우에 있어서 문제되던 것이었다.‘모순이 없는 나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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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명  로맨티시즘에서 요구하는 정  웅의 형상화와 낙  

미래 망은, 해방기의 상황을 성서  공간으로 치환된 서사  공간에서 

언자  목소리를 보여주고 있는 <제신의 분노>에서 가장 응집된 형태

로 나타난다.

웅출 에 한 열망이 팽배한 시 에 나타날 수 있는 서사시  성격

은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웅 망을 그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웅 망의 실패를 분노하거나 불의를 고발단죄하는 것30)이다. 설정식의 

언자  목소리와 서사시  성격은 후자에 가까운 서사시  문맥을 형성

하고 있다. 이러한 언자  목소리의 요성은 한국의 서사시  맥락에서 

따져볼 수 있다. 기본틀이 집단을 단 로 하고, 집단의 운명에 한 행 가 

요시 되며 내용이 시, 공간 으로 확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1920

년  우리의 입장에서 체득한 서사시의 양식31)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

한 면모들은 해방기 시에서 단편 으로 드러나다가 <제신의 분노>에서 

가장 응집된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처녀는 넘어졌도다

건설의 장을 정확히 그리는 것이 곧 로맨티시즘일 수 있지만 미래를 구체화해  

뚜렷한 구심 이나 미래를 견 하는 실  조짐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낭만  발상

이란 주 주의의 미혹에 빠질 험이 없지 않았던 것이다.즉 미래를 보는 원근법이 

실  토 를 갖지 못함으로써 미래가 그야말로 환몽이 되고 말 우려 다.그러나 해

방과 함께 이러한 딜 마는 해소된다. 이제 진보  민주주의 건설이라는 방향이 확정

되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한 여러 부면의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 마당이었다.미래는 

비로소 실의 진실 에 놓이게 된 것이다.진보  리얼리즘은 민주주의  과제의 해

결을 향한 ‘민족의 거 한 꿈과 웅  정신’을 그리는 명  로맨티시즘을 내포하게 

된다.

신형기, �해방 직후의 문학 운동론｣�, 제3문학사, 1988, pp.127-128.

30) 김윤식, �근 문학사상연구�, 아세아문화사, 1994, p.210.

31) 김소 , ｢한국에 있어 서사시는 가능한가｣, �시문학 2권� 1호. 홍기삼, ｢한국 서사시

의 실제와 가능성｣, �문학사상� 30호, 1975, 3월호 두 편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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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조국의 버림을 받은 아름다운 사람이여

 더러운 조국에 이제 그 를 일으킬 사람 없도다

-구약 아모스 5장 2

하늘에 소리 있어

선지자 미야로 하여  써 기록하 으되

유 왕 제데키아 십 년

데 카드 자-자리에 오르자

이방 바빌론 군 는 바야흐로

루살렘을 포 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기둥이 썩고

그 인민이 의롭지 못한 까닭이요

그들이 희의 지도자를 옥에 가둔 소치라

하늘에서

 하나 다른 소리 있어 일 으되

일 이

내 희를

꿀과 젖이 흐르는

복지에 살게 하고

애 땅에서 희를 거느리고 떠나

야를 헤메기 36년

이슬에 자고 뿌리를 삼키니

이는 다

아모라잇기름진 땅을 기약한 것이어늘

........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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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헛된 수고로 를 간사  하고  돈을 모으려 하지 말며

이방인이 주는 꿀을 핥지말고

원래의 머리와 가슴으로 돌아가

그리로하여 가난하고  의로운 인민의 뒤를 따라

사마리아 산에 올라 울고  뉘우치라

그리하면 

비록 허물 벗기운 희 조국엘지라도

이스라엘의 처녀는 다시 일어나리니

이는 다 생산의 어머니인 소치라

-<제신의 분노> 부분

일제시 와 해방기를 동시에 식민지로 자각하고 애굽  상상력을 동원

하여 쓰여진 의 시 ｢제신의 분노｣는 표제 그 로 신의 분노와 징벌이 

임박한 상황을 허구화하고 있다. 

성서에 나오는 지명과 성이름, 산이름, 인물명을 그 로 원용하여 이스

라엘을 식민지로 삼었던 족속인 애굽과 바벨론을 역사  배경으로 하고 있

으면서도, 성서의 문체를 닮아 있어 성서를 그 로 베껴 놓은 듯하다. 이러

한 이스라엘의 사회상을 해방기에 풍자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시 도입부에 인용된 성경구 은 구약의 아모스서이다. 언자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  배경은 빈부의 차이가 극심하 고 부정과 부패는 극에 이른 

때 다. 아모스서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변 열강들의 죄악들과 

그에 한 심 을 선포하며 동시에 이스라엘도 들 못지않게 죄악을 질

음을 단죄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해방기의 사회상을 고발하는 

시  화자로 언자 아모스를 내세우고 있는 한 동기32)가 된다.

32) 김미정, 게논문,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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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스는 민족 공동체에 남다른 심을 지니고 있던 언자로서 민족 

공동체 안에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변하는 언 운동을 하 다. 

언자  치는 한 단계 높은 데서 상세계를 바라보는 지  치라고 

할 수 있다. 언자란 한 집단의 과거, 재, 미래를 뭉뚱그려내기에 재를 

심으로 시선을 뻗어 나간다. 에 서술한 로 이 시는 애굽에서부터 시

작되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의 식민지 역사와 같은 궤도에 올려놓고 있

다. 애굽에서 독립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를 신에의 거역과 모반은 바

로 식민지에서 해방된 우리의 해방기 근황을 비유한 것이다. 

시인은 언자  목소리를 통해 식민지 시 와 해방기 그리고 다가 올 

역사  환기를 한 에 내려다 보고 있는 시 에 치하고자 하는 것이

다. 이러한 언자  화자는 동기와 효과 사이에 동가의 계를 획득하기 

하여 언자  목소리를 새로운 화술로 체득한 것33)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이는 그의 해방 후기시가 보여  웅변  어조가 응집되어 나타난 것이

며, 이런 어법의 획득은 당시 낭송시와의 련양상에서 찾을 수 있다.

설정식은 그는 46년 8월 문학가 동맹에 가담한 이후 강연회, 시낭송회 

등에 극 으로 참가한 바 있는 데 46년 7월 1일의 수해 구제 문 강연회

에서는 오장환, 김 균, 조벽암, 이용악, 유진오, 김상훈 등과 함께 자신의 

시 ｢死｣를 낭송했으며, 그해 8월 29일 국치일 기념 문  강연회에서도 

낭독회에 참여하여 ｢ 하나의 다른 태양｣을 낭독하기도 했다. 이러한 낭송

시의 어조의 특성은 화자가 일상 인 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자보다 

높은 곳에서 들려주는 지도자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개성  목소리와 달

리 시인과 화자가 분리되지 않는 인격  목소리34)를 보여 다. 수신자를 

지향할 때 언어는 능동  기능을 갖는데 그 순수한 표 법은 호격과 명령

33) 김기림, �김기림 집2�, 심설당, 1988, p.154.

34) 박철희, �한국시사연구�, 일조각, 1984, pp.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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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다.35) 이러한 웅변  어조에 힘입어 시인 자신의 목소리는 설득 으로 

변하여 사회 , 개념 , 보편  진리를 달하려는 목 성을 강하게 노출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웅변  어조는 “8.15는 이러한 희박하고 섬세하고 유연한 정서의 

세계에 던져진 큰 격동이었다. 정서의 시 는 일시에 물러가고 감정의 시

가 온 것이다. 시인 특히 은 시인들은 그것에 맞는 ｢분노의 언어｣를 

스스로 발견하 다.이른바 낭송시의 출 은 그 단 인 표징이다.”36)라는 

언 에서처럼 당 의 실  특성과 련되어 평가받기도 하 다.

이러한 향과 아울러, 기시에서 드러나던 낭만  정서와 그리고 다분

히 양가 이었던 설정식 개인의 지사  지식인으로서의 인식, 거기에 더하

여 당 의 시  요청이었던 명  낭만주의 양식에 탁월한 형상화를 보

여  면모들의 결합은 설정식으로 하여  언자  화자라는 특수한 어조

를 발 하게 하 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스라엘에 비유되면서 개되는 이 시의 정  미래 망은 민족사  

의식과 결부되면서 그 의미를 확장시키는 서사시의 성격을 보여 다. 이 

시가 서사성을 획득하는 요소는 서사문학의 기본  자질인 민족 집단을 단

로 한다는 과, 우리 민족의 미래와 련하여 집단의 운명에 련된 행

라는 , 성서와의 결합으로 내용의 시공간  확 를 보여주고 있다는 

이다. 서사시는 단편 인 내용이나 이야기를 지녔다고 해서 모두 서사시

가 되는 것은 아니며 내용이나 이야기, 사건들이 집단  상황을 재 해 낼 

수 있는 양식이냐의 문제에 달려있다. 쟝르 구분의 한 기 으로서 서사시

는  앞에 낭송되어야 하고 서정시는 음송되거나 가창되어야 하고 소설

은 인쇄되어 개인마다 읽 야 한다37)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시가 주요한 

35) 로만야콥슨·신문수 편역, �문학 속의 언어학�, 문학과지성사, 1994. p.112.

36) 김기림,같은 책,pp. 152-153.

37) 김 오, ｢  장르 비평론�,문학과 지성사,1990. p.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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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으로 내세운 것이 언자  화자라는 것은 서사  공간화에 있어서 

요한 의미를 가진다.

신화가 “풍속을 고정시키고, 의미있는 인간활동을 한 행 의 모범을 

설정하고, 어떤 제도에 엄과 요성을 부여하는 규범 인 힘을 길러, 바

람직한 행 를 유도하고 규범에 어 나는 행 를 규제하여 사회를 자연스

럽게 통제한느 구실을 하는”38)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계몽의 

역할을 띤다. 신화는 “보고하고 이름붙이고 근원을 말하지만 이로써 기술

하고 확정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신화의 수집과 채록은 이러한 경향을 더

욱 강화한다. 신화들은 일 이 보고에서 출발하여 가르침이 되39)는 것으로

서 설정식에게는 민족의 미래를 한 계몽의 산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

었던 것이었다. 즉 설정식이 획득한 언자  목소리는 신화와의 결합을 

통해, 당시 민족 실을 형상화하는 데 있어 창작방법상의 요구를 넘어서, 

자신만의 으로 실을 조망하고 미래를 망하고자 했던 시  실천 의지

의 산물이었다. 해방기 시  주체로서 설정식은 신화  수난서사를 통해 

해방기 실을 과정태로 보여주면서, 언자  목소리를 통해 민족의 장엄

한 미래에 한 희망을 감수성으로 통합하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Ⅲ. 결론

지 까지 설정식의 해방기 시집 ｢포도｣와 ｢제신의 분노｣를 통해 해방기 

시  주체의 실 인식과 시  실천 양상은 어떠했는지를 살펴 보았다. 설

정식은 당  혼란기의 리얼리즘 시가 요구하는 철 한 민족 실반 과 민

족의 미래에의 가능성을 구보다도 뛰어나게 형상화해 온 시인이었다고 

38) M. 엘리아데, 이동하역, ｢성과 속｣, 학민사, 1988, p.76.

39) 호르크 하이머, 아도르노, 김유동 외 공역, �계몽의 변증법�, 문 출 사 1995.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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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실에 한 인식과 반 은 그의 시에서 서사성과 서술성의 강화로 드

러났으며, 그 세부 인 기법으로 르포나 스 치 등의 기법을 원용하여 해

방기 실을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실을 보다 효과 으로 드러내고자 노

력하 다. 그 구체 인 면모를 ｢임우｣, ｢작별｣, ｢진혼곡｣ 등의 시들을 분석

하여 시 속에 사건을 드러내면서 서사성을 통해 민족 실을 드러내고 양상

을 살펴 보았다. 한 ｢신문이 커졌다｣, ｢스 치｣ 등을 분석하여 세부 인 

기법이 어떻게 구체 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한 설정식은 시 속에 웅  인물을 형상화는 노력을 보여주기도 하

다. 이러한 그의 노력이 드러나는 시는 ｢붉은 아가웨 열매를｣이었다. 이 

작품에서는 미래에 펼쳐진 꿈에 한 확고한 망, 그리고 그것을 한 투

쟁의 열기와 신념을 가진 웅  인물로서의 청춘이 낭만  정조와 함께 

형상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의 실인식은 나아가 미래에의 가능성에 한 망으로 드러나는 데 

그것은 언자  목소리를 빌려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한 면

모를 지닌 시 ｢제신의 분노｣를 분석하여, 당시의 시  요구 던 정  

웅의 형상화 문제와 낙  미래 망의 문제를 성서  서사 공간으로 치

환시켜 드러내는 언자  목소리를 살펴 볼 수 있었다. 

설정식은 해방기 좌우 립의 이념 선택의 갈등 속에서 비극 인 생애

를 살다간 시인이었다. 해방기의 이념 립이 단순한 이분법  측면으로서

가 아닌 민족의 미래를 한 것으로서 변증법  망을 띠고 있었다는 

을 제한다면, 설정식은 민족의 실을 형상화하는 데 있어 구보다도 

치열했고, 언자  목소리를 통해서 민족의 미래에 한 망을 제시하고

자 했던 한 민족 시인으로  시사에 자리매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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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a Poetic Main Agent's Perception of Reality and Poetic 

Responses in the Period of Liberation: Seol Jung-Sik

Han, Yong-guk 

This thesis is a study on a poet, Seol Jung-Sik’s(poetic main agent) 

perception of reality and poetic responses in the period of liberation. Seol 

Jung-Sik is a poet who was excellent at expressing the thorough reflection 

of people’s reality and the possibility of people’s future which were required 

to the realistic poems in such chaotic times. 

The perception and reflection of reality were shown as strong narration 

and description in his poems as also trying to effectively show our people’s 

reality in the period of liberation by using detailed techniques like reportage 

and sketch. By analyzing his poems including ‘A Long-Continued Rain’, 

‘Farewell’ and ‘Requiem’, we examined the aspect of people’s reality through 

narration. We also understood how the detailed techniques were shown by 

analyzing ‘A paper got bigger.’ and ‘Sketch’. 

Seol Jung-Sik showed an attempt to embody a heroic figure in his poem, 

‘A Red Haw’. In this work, the youth of a heroic figure with belief and passion 

of struggle for his firm prospect about the future was embodied with romantic 

atmosphere. 

His perception of reality is shown as a prospect about the possibility in 

the future as borrowing a voice of a prophet. By analyzing a poem, ‘Gods’ 

Anger’, we examined a voice of a prophet that showed a positive hero’s 

imagery and the optimistic future prospect in biblical narrative space. 

Seol Jung-Sik is a poet who lived a tragic life within the ideological 

confrontation between the right and left in the period of liberation. Under the 

premise that the ideological confrontation in the period of liberation showed 

not a simple dichotomized prospect, but a dialectical prospect for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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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our people, Seol, Jung-Sik was more fierce to embody the reality of our 

people than anybody else and also aimed to show the future prospect of our 

people through the voice of a prophet, which means that he can be 

remembered as a national poet in the modern history of poetry. 

Key words : Seol Jung-Sik, narration, description, a voice of a proph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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