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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보 의 시적 서사와 민중성 연구

들어가며

들어가며
우리 문학사에서 리얼리즘 시는 언어적 함축성을 실현하는 데 실패했
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지만 현실을 치열하게 반영함으로써 시가 사회 변
혁의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의
를 지니기도 한다 시상을 고도로 압축하여 표현하는 수사와 운율적 장치
를 최소화하는 대신 리얼리즘 시는 이야기나 사건을 서술적으로 형상화
함으로써 더 많은 대중 독자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리얼리즘 시의 전통은

가결
년대 민중시

본 연구는
국어능력계발 인재양성 사업팀이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
구소가 후원한
년 국제학술회의 동아시아의 정전과 문학교육
에서 발
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서울대학교
국어능력 계발 인재 양성 사업팀 연수연구원
우리 문학사에 리얼리즘 시와 시론이 도입 전개되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대해서는
윤여탁 리얼리즘의 시 정신과 시 교육 소명출판
면을 참조할 것

로 계승되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다루고자 하는 시인 고은은 시작 詩作
과 함께 시론을 통해서도 그러한 전통의 계승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군부 독재에 맞서 싸운 투사의 이미지가 강한 고은이 처음부터 사회적
메시지가 강렬하게 드러나는 시를 썼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시세
계는 문의마을에 가서 에서 전환점을 맞은 이후 한국 현대사의 질곡을
소재로 다루고 시인 자신이 역사의 격랑에 온몸으로 부딪치는 등 제 세
계 문학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 왔다
현재

년

권의 출간을 시작으로

권까지 간행된 만인보 연작도 시의 현실적 응전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 현대사의 흐름을 집약해서 보여주면서 시적 규모에
있어 한국 현대시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만인보 를 분석
하고자 한다 만인보 의 단편들은 이야기나 사건의 내용을 풀어쓰는 이
야기시의 형식을 취하면서 리얼리즘 시의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연작의
형식을 통해 우리 민족의 현대사를 총체적으로 복원함으로써 시적 서사
의 새로운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개별 시편들은 기본적으로 서정시의 범
주 안에 머물고 있되 이들의 교직을 통해 민족의 서사를 구축함으로써
기존의 연작시나 서사시와는 차별화되는 독특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
이다
연작의 형식으로 인물의 삶을 나열함과 동시에 교직하면서 시대상을
조감한 작품은 고은 이전에도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발자크의 인간희극
인데 최원식은 만인보 의 발문에서 고은의 시적 성취를 파리의 호적부
와 겨루겠다고 했던 발자크의 문학적 성과에 비견하기도 했다
발자크는

년

세기 프랑스 사회의 모든 것을 소설 속에 완벽하게 그려내겠

다는 야심을 가지고 인간희극 이라는 제목 하에

고은 만인보

창작과비평사

편의 소설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실제로 완성한 작품은

편으로

천 명에

이르는 등장인물들이 인간희극 의 작품들을 넘나들며 당시의 사회 전체
사를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발자크는 인간희극 을 통해 그 어느
작품보다 충실하게 세기 전반기 파리의 사회상을 재현했고 고은은 시
로 쓴 한국 현대 인물사전이라고도 불리는 만인보 를 올해로

년째 집

필하고 있다
권까지 간행된 현재 천 여 명의 등장인물이 그의 시편에서 다루어
졌으니 수적으로 보면 고은이 발자크를 능가한 셈이지만 소설과 시라는
장르의 차이를 무시한 채 두 작품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일 것이
다 이 연구는 고은이 대규모의 인물 군상을 소설이 아닌 시라는 장르의
틀 안에서 그려내고 있다는 데 주목하여 소설의 서사와는 구분되는 서사
적 성취를 보일 수 있도록 한 문학적 장치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
해 먼저 고은의 시세계에서 만인보 가 어떤 위상을 갖는지를 밝히고 개
별 인물들의 삶을 연작 형식으로 다룸으로써 집단의 서사를 구축하는
만인보 의 서사적 특성을 살필 것이다

고은의 시세계와 만인보
시인 고은은

년 월 일 전라북도 옥구군 미면 미룡리 용둔부락 현

재의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번지 에서 나고 자랐다 어린 시절 그

는 몸도 약하고 부끄러움도 많이 타는 성격이었다고 한다 또한 그는 한
국 전쟁 당시 좌익과 우익 간의 보복학살을 목격한 후유증으로 정신착란

김인경 시간의 역사성 인간희극 에 대한 사회비평적 접근
집 한국불어불문학회
면

불어불문학연구 제

증세를 보이기도 하고 자살 충동을 견디지 못해 살의 나이에 자살을 기
도하기도 했던 심약한 문학청년이었다
을 하던 고은은

살에 불가에 귀의하여 수도생활

살이 되던 해 한국시인협회 기관지에 폐결핵 을 응모

했고 이 시는 조지훈 등의 추천을 받아 현대시 제 집에 실리게 된다
등단 당시 소극적이다 못해 병적이기까지 한 절망을 보여주었던 그의 시
세계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뚜렷한 변화를 보이게 된다 본격적인 논의
에 앞서 이 절에서는 고은의 시세계 전반을 개관하고 만인보 가 그의 시
력 詩歷 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고은의 시세계 개관
고은은 첫 시집 피안감성
신 최후의 언어마을
국의 별
시편

문의마을에 가서

전원시편

은 시집을 발간해 왔다

에서 시작해서 해변의 운문집
새벽길

조

등 한국시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
년대에 들어서도 남과 북

순간의 꽃

히말라야

등을 발간하면서 열정적으로 창작 활동

을 계속하고 있다 이 때문에 때로는 지나치게 다작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는 만인보 연작으로만 지금까지

권의 시집을 발간했고 앞으

로도 권을 더 발간할 예정이다 미당 서정주가
계할 때까지

여 년에 걸친 시작 활동을 통해

년 등단해

년타

권의 시집을 발간한 것

과 비교해 보면 그가 보여준 창작의 결과는 경이로울 정도이다
년 등단해서 올해까지

년째 현역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그의 시

세계를 연구자들은 대체로 세 시기로 나누어 설명한다

년 발표한

자세한 내용은 송기한 고은 민족문학에의 길 건국대학교 출판부
면
을 참조할 수 있다 고은의 시세계에 대해서는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
하고 부분적으로 다른 연구 자료를 참조하여 보완하였음을 밝혀둔다

문의마을에 가서 는 초기와 중기시를 나누는 분기점으로

년 발표한

조국의 별 은 고은의 시세계가 후기로 넘어가는 분기점으로 평가 받고
있다 물론 그가 지금도 왕성하게 시작 활동을 하고 있고

년대 들어

서면서 발표한 선시 계열의 작품들이 또 다른 시적 경향을 띠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후 그의 시세계는 새롭게 구획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의 시세계를 구획 짓는 것이 이 글의 목표는 아니므로 기존의 시기 구분
에 준하여 전반적인 특성을 살피기로 한다
고은의 초기 시세계는 그의 데뷔작 폐결핵 에서도 드러나듯 허무주의
적 색채를 띠고 있다 감수성이 민감한 시인이

대 후반에 목격한 한국

전쟁의 참혹한 현실과 전쟁 후의 폐허는 그의 내면에 깊은 상처를 남겼
다 고은은 모든 존재를 무 無 로 돌리는 극단적인 허무의식을 보여주었
으며 이는 여러 차례의 자살 시도와도 무관하지 않다 고은의 시세계를
연속성의 논리로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은 그가 초기 시에서 보여주
었던 허무의식조차 전쟁에 대한 가장 적합한 현실인식의 결과였다고 보
기도 한다 그렇지만 당시 그의 시작들은 역사성보다는 극단의 상처를
입은 내밀한 서정을 그려내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살에 출가한 그의

절망은 불교의 무위 사상과 친연성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고은은

년

세가 되던 해에 환속을 선언하고 속세로 돌아오게 된다
년 네 번째 자살 기도를 했던 고은은 같은 해 겨울 무교동 술집 바
닥에 떨어져 있던 헌 신문지에서 우연히 전태일의 분신자살 사건을 접하
고 큰 충격을 받는다 허무에 대한 지향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던 자신과
달리 죽음을 불사하고 시대의 모순을 알린 전태일의 죽음은 고은에게 사
회와 역사에 대한 각성의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년 간행된 문의마

만인보 에서 고은은 전태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의 죽음은 너의
시작이었다 나의 시작이었다 하나 둘 모여들어 희뿌옇게 아침바다의 시작이었다
그는 한밤중에도 우리들의 시작이었다

을에 가서 는 초기의 유미적이고 추상화된 세계와 단절하여 민중적 세계
관으로 각성해 나가는 변화의 시발점으로 평가 받고 있다 시집의 표제작
문의마을에 가서 는 죽음과의 대면을 통해 삶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삶
에 대한 경건한 태도를 찾아가는 시인의 내면을 보여준다 죽음에 대한
극단적인 집착에서 벗어나 삶과 죽음의 대립을 넘어서는 사유를 보여주
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런 無名人民의 죽음이 우리 겨레의 歷代 삶이
아닌가 누이여 라고 노래한 두만강으로 부치는 편지 에서는 죽음으로
부터 이름 없는 민중의 삶에서 삶으로 건네지는 역사에 대한 인식에 이르
렀음을 보여준다 이후 초기 시의 허무주의적 자세를 벗어나 삶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표현하면서 그의 시와 삶은 부정한 권력에 맞서게 된다
절망 때문에 죽음을 연모했던 것이 초기의 고은이라면 중기의 고은은 죽
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사로서 현실과 대결했던 것이다
년대에 이미 재야운동을 이끌면서 여러 차례 투옥되었던 고은은
년 월

일 강제 연행되어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가혹한 감금 생활

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같은 해 군법회의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대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국어사전을 차입해 본격적인 우리말 공부
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년 석방된 이후 그는 조국의 별

전

원시편 등을 간행하고 서사시 백두산 과 만인보 연작을 통해 민중의
삶을 그들의 언어로 담아내는 시적 성과들을 발표하게 된다 이 시기에
이르러 고은의 민중은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 개성을 지닌 시적 대상이 되
기에 이르렀고 역사 발전의 주체인 민중의 삶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면
서 그는 역사성과 서정성의 균형을 성취하게 된다 민중의 삶과 정서 그
들의 언어에 밀착함으로써 고은의 역사와 사회는 서정성과의 대립을 넘
어설 수 있었던 것이다

만인보 의 창작 동기와 문학사적 의의
우리 시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규모의 만인보 연작과 백두산
은

년 강제 연행된 이후에 시인이 직면했던 극한 상황 속에서 구상된

것이다 그는 그해 여름 박정희를 암살한 김재규가 사형 집행 전에 머물
렀던 육군교도소의 제 호 특별감방에 수감되었다 창이 없고 사방이 밀폐
되어 있는 그 방에서 고은은 내가 살아 나가기만 한다면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을 시로 쓰리라 고 다짐했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모든 사
람을 하나의 시로 만듦으로써 마침내 세상을 시로 덮고 싶다는 열망 을
실천에 옮긴 것이 만인보 이다
이처럼 만인보 는 역사의 뒤편에 가려져 있지만 그 자신의 삶을 혹은
담담하게 혹은 뜨겁게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형상화하려는 시도에서
계획된 것으로 제목대로라면

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삶의 행적에 대

한 기록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고은은
하면서 전

권 모두

년 봄 만인보

권을 발간

편의 시를 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어린 시절

성장의 근간이 되었던 고향 사람들을 다룬

편에 이어

년

권

을 간행했는데 여기에 수록된 시편들도 역시 그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고향 사람들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년에 나온

권은

년대

고향을 벗어나 유랑하던 시절에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후 년이
지난

년에 나온

권과

년에 나온

화 운동의 주역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출간했는데 여기에는
은

년에는

권은

년대 민주
권을 한꺼번에

년대 전후의 비극적 풍광이 그려져 있다 시인

권 첫머리에서 삶과 맞닥뜨린 죽음의 상황 전래사회가 무너진 곳

에서 일어나는 상황 실존과 폐허 이데올로기의 습래 襲來 민족이동 그

황지우 엮음 고은을 찾아서 버팀목

면

리고 인간의 비인간화를 몰고 온 전쟁 그리고 그 전쟁 속의 인간적 가능
성 을 그렸다고 밝혔다

년 출간된

를 살아낸 인간군상을 작년

권은

월에 발간된

년대

혁명기

권은 신라시대부터 근

대에 이르는 불교사를 승려들의 삶을 통해 복원해 내고 있다
간행하면서

년 월쯤 나머지 권의 시집을 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었

다 완간이 예정보다 늦어지고는 있지만 창작과 비평
실린 등단

권을

주년 기념 대담에 따르면 시인은

년 가을호에

년 광주 월 항쟁

년

대 후반 무렵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나머지 권의 초고를 이미 완성했
다고 한다
완간까지 권이 남아 있지만

권의 시집을 통해 그가 발표한 시편은

여 편에 이른다 그리고 만인보 에 수록된 시편들에 등장하는 인물
의 수는 이를 훨씬 상회한다 경이에 가까운 만인보 의 규모는 우리 문
학사는 물론 세계 문학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것이다 그는 만인보
를 세상에 내어 놓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이 전작시편 만인보 는 막말로 말해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알게 된 사람
들에 대한 노래의 집결이다 나의 만남은 전혀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
은 궁극적으로 공적인 것이다 이 공공성이야말로 개인적인 망각과 방임으
로 사라질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은 삶 자체로서의 진실의 기념으로 그 일회
성을 막아야 한다 하잘것 없는 만남 하나에도 거기에는 역사의 불가결성
이 있다

생사의 기로를 넘나드는 호 감방에서 그는 자신이 만난 모든 사람들
의 이야기를 시로 쓰겠다는 다짐을 했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다 만인보
고은 만인보
고은 만인보

창작과비평사
창작과비평사

면
면

는 시인 고은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다 그는 하잘
것 없는 만남에서도 역사의 불가결성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역사가
들이 주목하지 않는 평범하다 못해 경멸의 대상이 되는 이들조차 공공의
영역 속에 포함시킴으로써 고은은 누구 한 사람 소외되는 이 없는 진실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모두 누군가와
함께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념을 넘어서는 근원적인 연대성을 확인하게
된다
너와 나 사이 태어나는 순간이여 거기에 가장 먼 별이 뜬다 부여땅 몇
천 리 마한 쉰네 나라 마을마다 만남이여 그 이래 하나의 조국인 만남이
여 이 오랜 땅에서 서로 헤어진다는 것은 확대이다 어느 누구도 저 혼자
일 수 없는 끝없는 삶의 행렬이여 내일이여 오 사람은 사람 속에서만 사
람이다 세계이다
고은 서시 전문 만인보

면

민족의 역사는 사람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의 불가결한 만남 속에서
구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모든 이들의 삶을 기념할 비석을 만
들지 않았다 만인보 에 앞서 발간된 한 시집에서 고은은 다음과 같이
만인보 의 의의를 예견하고 있다
비석 없는 무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것은 왕릉이 아니다 용인땅 명
당이 아니다 비석 없는 무덤은 무덤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모였다 헤어
진 만인의 따뜻한 울음이다 밤하늘 기러기 반겨주는 만인의 잠이다 비석
없는 무덤은 수많은 무덤은 만인의 꿈이다 정치이다
고은 비석 부분 조국의 별

비석이 없는 수많은 무덤에 비석을 세우듯 시 속에 수천의 삶을 담아

내는 역할을 고은은 수행하고 있다 때로는 이미 비석을 가진 이들이 시
적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들이 만인보 의 진정한 주인공은 아니다 다
만 그들은 비석 없는 무덤과 나란히 놓임으로써 평범하다 못해 때로는
모자라기까지 한 이들을 역사 속 주인공으로 당당히 세우는 시적 장치로
기능한다
우리 문화에서 만 萬 이란 숫자는 매우 많음을 상징적으로 표상하며
만인 萬人 이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보통명사이기도 하다 따라서 만
인보 가 정확히

명의 사람들을 다루지 않았더라도 연작 속의 인물

들이 총체성을 띤 현실을 재현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작은 규모로 집
필을 했어도 무방했을 것이다 실제로 만인보 를 읽어나가다 보면 엇비
슷한 일화

들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집단적 역

사성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 서사시의 일반
적 서사 구조를 따르고 있는 백두산 에서도 고은은 같은 장르의 다른 서
사시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등장인물을 만들어내고 주인공
인 김투만 일가뿐 아니라 수많은 독립군과 투사 또한 친일세력에게도 각
각의 서사를 부여했다

상이한 인물들이 때로는 화해하고 때로는 목숨

을 걸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정의롭지 않은 세력이 역사의 중심에서 권력
을 휘두르면서 선량한 이들의 생존에 대한 소박한 의지마저 위협받는 파
국이 빚어지기도 하는 현실을 보다 사실감 있게 그리기 위해 시인은 양적
규모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양에 대한 부담이 만인보 의 개
별 시편들이 질적으로 고른 성취를 보이는 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독자 입장에서는 내적인 밀도를 높이기 위해 외적인 규모를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은
은 만인보 를 통해 시가 역사와 소통하는 방식 시를 통해 역사를 이야
오윤정 한국 현대 서사시의 서사 구조 상동성 연구
문학회
면

겨레어문학 제 집 겨레어

기하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만인보 의 서사 구
성 방식이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만인보 의 서사 구성 방식
만인보 에서 고은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신화 속 인물에서
부터 고대와 중세를 거쳐 근현대의 역사 속 인물에 이르기까지 지배 피
지배 계층의 구성원을 아우르는 인간군상을 다루어 왔다 그는 자신의 사
상과 감정을 직접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시적 화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창작 방법을 택함으로써 작품 속 세계를 객
관화한다 그런 면에서 만인보 의 시편들은 임화의 우리옵바와 화로 火
爐 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시의 전통을 잇고 있다 또한 그는 백두
산 은 영웅적 인물의 일대기를 통해 삶의 총체상을 그리는 서사시로 완
성한 데 반해 만인보 는 비교적 단형의 형식에 인물의 이야기를 담은 시
편들의 연작으로 써 나가고 있다 만인보 의 총체성은 대규모의 연작
형식을 통해 구축된다
요컨대 만인보 는 이야기시의 연작 형식을 통해 민족의 삶에 대한 총
체적 인식을 시도함으로써 한국 현대 시사의 서사시 논란을 극복할 가
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연작 형식을

연작 장시 만인보 가 보여주고 있는 또다른 특징은 단편적인 서정시의 형식을
연작성의 방법으로 결합시켜 놓음으로써 서사성의 의미를 새롭게 획득하고 있다
는 점이다 권영민 개인적 서정성에서 집단적 역사성으로 고은의 만인보
황지우 엮음 앞의 책
면
김동환의 국경의 밤 부터 신동엽의 금강 신경림의 남한강 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서사적인 장시들이 늘 어떤 형식상의 문제점을 간직하고 있음을 기억한다면 만인
보 는 서사적 총체성을 획득하기 위한 전략으로서도 매우 효과적인 시도이다 그러

통한 총체성의 구현과 이질적 요소의 병치를 통한 역사의 재구성으로 나
누어 만인보 의 서사 구성 방식을 분석하고 우리 시사의 서사적 전통을
만인보 가 어떻게 계승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연작 형식을 통한 총체성의 구현
만인보 의 시편들 중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은 특정 인물을
시적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 사는 이야기로서의 실명시 實名詩 이
다

시의 제목이 고유명사가 아닌 일반명사로 이루어지는 시편들도 적

지 않고 특정 개인이 아니라 인물군 群 을 시적 소재로 삼은 경우도 없지
는 않지만 상당 수의 작품이 개별적인 인간의 삶을 그리고 있다 각각의
시는 특정 인물의 삶을 다루고 있지만 그러한 개별 작품들을 이어감으로
써 개인의 삶은 전체의 삶으로 확대되고 개별 주체들의 생명력으로부터
민족의 역사가 귀납적으로 구축되는 만인보 특유의 서사가 구현된다
만인보 는 문제적 개인의 서사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들
을 연작 형식으로 나열함으로써 이야기 속 인물의 삶에 보편성을 부여하
는 독특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 속에서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명사 名士 들이 아닌 지
극히 평범한 이웃들과 구두쇠 거짓말쟁이 게으름뱅이 욕쟁이 노름꾼
도둑 창녀 등의 하층민들이 등장하는 시편들이 역사의 한 부분으로서 의
미를 획득한다 인간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인물들에 의
해서도 구성되며 보편적인 도덕률에 따르지 않는 이들도 역사의 한 부분
면서 전체를 구성하는 작품들 하나하나는 단편 소설 같은 재미와 완결성을 가지고
있 다 염무웅 현실과 예술 황지우 엮음 앞의 책 면
윤영천 인물시의 새로운 가능성 만인보 론 신경림 백낙청 엮음 고은 문학
의 세계 창작과비평사
면

을 이루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만인보 에는 미천한 신
분에도 불구하고 삶의 지혜를 터득한 인물이 등장한다 그 중 대길이 아
저씨는 현명한 민중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새터 관전이네 머슴 대길이는
상머슴으로
누룩도야지 한 마리 번쩍 들어
도야지 우리에 넘겼지요
그야말로 도야지 멱 따는 소리까지도 후딱 넘겼지요
밥때 늦어도 투덜댈 줄 통 모르고
이른 아침 동네길 이슬도 털고 잘도 치워 훤히 가리마 났지요
그러나 낮보다 어둠에 빛나는 먹눈이었지요
머슴방 등잔불 아래
나는 대길이 아저씨한테 가갸거겨 배웠지요
그리하여 장화홍련전을 주룩주룩 비오듯 읽었지요
어린아이 세상에 눈 떴지요
일제

년 지나간 뒤 가겨거겨 아는 놈은 나밖에 없었지요

대길이 아저씨더러는
주인도 동네 어른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지요
살구꽃 핀 마을 뒷산에 올라가서
홑적삼 큰 아기 따위에는 눈요기도 안하고
지게 작대기 뉘어놓고 먼데 바다를 바라보았지요
나도 따라 바라보았지요
우르르르 달려가는 바다 울음소리 들었지요
찬 겨울 눈더미 가운데서도
덜렁 겨드랑이에 바람 잘도 드나들었지요
그가 말했지요

사람이 너무 호강하면 저밖에 모른단다
남하고 사는 세상인데
대길이 아저씨
그는 나에게 불빛이었지요
자가 깨어도 그대로 켜져서 밤 새우는 불빛이었지요
고은 머슴 대길이 전문 만인보

면

만인보 초기작이면서 대표작 중 한 편인 머슴 대길이 는 고은에게
일본어가 국어이던 시절 한글을 가르쳐 준 대길이 아저씨에 대한 기억을
담고 있다 머슴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너무 호강하면 저밖
에 모른단다 남하고 사는 세상인데라고 말할 수 있는 대길이 아저씨는
나에게 불빛이었음은 물론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현인으로 형
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배층에 속하지도 않았고 역사의 흐름에 정면으
로 맞서는 혁명을 주도하지도 않았던 머슴 대길이 는 만인보 에 와서
비로소 역사 속의 개인으로 자리매김 된다
사회 구조를 추상화하는 역사학과는 달리 개인에게 이름을 돌려주고
그들에게 생생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야말로 문학의 힘이라 할 수 있
다

영웅의 삶을 서사시로 엮는 대신 이름 없고 더러운 사람들의 삶을

연작 형식으로 엮음으로써
화한다

만인보 의 역사는 문학의 권능을 극대

여 편의 시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때로 서로 닮아 있기도 하

다 세상살이에 게으름뱅이가 어디 한 사람뿐이고 남편에게 소박맞고 친
정으로 쫓겨 온 여인네들이며 어렵게 얻은 늦둥이를 애지중지 키우는 부
모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대물림되는 가난을 이겨보고자 몸부림치는 이
가 어디 한 사람뿐이었겠는가
황지우 귀소 歸巢

만인보 의 규모는 유사한 일화의

고은과의 만남 황지우 엮음 앞의 책

면

반복에 의해 고유명사들이 전형성을 획득하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한편
고은은 역사 속 인물들과 자신이 만난 장삼이사 張三李四 들을 병치함으
로써 민중의 역사를 복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이질적 요소의 병치를 통한 역사의 재발견
만인보 에서 시인은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인
물들은 다채로운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민족 공동체의 비난을 받
아 마땅한 매국노에서부터 독립운동의 주체들에 이르기까지 신화 속 인
물에서부터 지금 여기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의 인물들에 이르기
까지 법 없이도 살 사람부터 사람살이의 기본적인 윤리와는 애초에 담을
쌓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의 인물들이 만인보 속에 함께 존재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우리의 삶이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이다
고은은 이질적인 요소들을 대립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교묘하게 병치
시키는 방법을 통해 민족사의 진정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되묻고 역사 속
인물들에 대한 기존의 평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개진한다 그렇다고
만인보 에 등장하는 개별 인물들이나 그 인물들을 바라보는 시인의 관
점이 확연하게 차별화되는 것은 아니어서 몇몇 연구자들은 시인이 일련
의 시편들을 통해 다루고 있는 인물들을 유형화하려는 시도를 보이기도
했다 먼저 김용직은 가장 최근 출간된

권의 해설을 통해 고은이 만인

보 에서 두 가지 유형의 인간들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 하나는 최치원이나 마의태자 그의 스승인 효봉 등으로 대표되는 긍
정적 인간들이다 이들에 대해 고은은 따뜻한 눈길을 보내며 그들이 남긴
발자취에 대해 정겨운 생각을 담은 말들을 썼다

다른 유형의 인간들이 송병준 조중응과 이회광 김좌근의 소실 등이다
참고로 밝히면 송병준 조중응은 친일 매국노이며 이회광은 한국 불교를
들어 천황폐하에게 복속시키고자 한 파계승이다 김좌근의 소실은 세도재
상의 측실로 들어가 힘없는 사람을 괴롭힌 여자다 이들을 고은은 가차 없
이 풍자하고 도깨비라든가 구미호의 호칭도 서슴지 않았다

인용문의 설명대로 만인보 연작에는 긍정적 인간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부정적 인간들에 대한 단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편들이 있다
그러나 땅에 태어나서 그럭저럭 살다간 이웃들의 이야기를 다루었던 초
기 시편들에서는 이웃들에게 인색하기 짝이 없는 인물들에게 가난이라는
실존적 문제가 드리워 있는 등 부정적 인물들에 대한 평가에 연민이 개
입하는 경우가 없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분법은 만인보 전체를 관통
하기 어려워 보인다 만인보

에 수록된 최원식의 발문에는 만인보 가

소도둑과 혁명가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깨달음을 백과전서적 전개 속
에서 추구 하고 있다는 평가가 덧붙여져 있다 적어도 초기작에서는 선악
의 경계가 모호한 인물을 통해 관습적인 도덕률을 의문시하거나 단죄를
유보한 채 부정적 인물을 풍자와 해학을 버무려 그려놓은 경우가 많기 때
문이다
한편 김재홍은 만인보 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사회적 역사적 층위
다

개인적 실존적 층위

종교적 초월적 층위로 나누어 고찰한 바 있

첫 번째 층위의 인물군에는 시인의 가족 친척 이웃사람들과 같

이 어린 시절 만났던 사람들에서부터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민중들이 포
함된다 두 번째 층위의 인물군은 역사적 존재성을 띤 인물들을 포괄한다
김용직 탐색과 성과 만인보 의 세계 고은 만인보
창작과비평사
면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재홍 백두산 과 만인보 그리고 고은의 문학사상
신경림 백낙청 엮음 앞의 책 을 참조할 것

이 유형에는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에서부터 유명 문인들 현대사의
격랑에 맞섰던 진보 인사들이 포함된다 세 번째 층위에는 불교의 고승들
이 주로 해당되는데

권에 등장하는 다수의 승려들은 시인이 불가

체험에서 만났던 인물들이기는 하나 종교적 초월적 층위에 포함시키기
는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김재홍은 초월적 지평이 실존적 개인적 층위
에서 사회적 역사적 층위를 거쳐 획득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인보
전체를 놓고 본다면 세 층위의 인물들이 단계적으로 차별화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시인의 창작 동기를 생각한다면 역사에서 소외되어
있었으나 시인 고은이 만인보 를 통해 복권시킨 실존적 개인적 인물들
과 사회적 역사적 인물들이 만인보 의 시적 성취의 정점에 놓인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역사적 인물들 중에서도 역사의 전면에 나섰던 이들
이 아닌 인물들이 만인보 가 재구성하는 역사를 지지 支持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존적 개인적 층위와 사회적 역사적 층위의 인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억 속에 등장하는 평범한 인물들과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 즉 역사로서 기록될 만큼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 그리고
신화 속의 인물로 나누어 살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종교적 초월적 층
위의 인물들 또한 실존했던 인물들은 역사적 인물과 그렇지 않은 이들로
나뉠 수 있고 신화적 인물은 이들과 차별화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만
인보 에 등장하는 이들 중 역사적이거나 신화적이지 않은 평범한 인물들
은 고은에게는 역사적 불가결성을 갖는 만남의 상대이지만 일반 독자들
에게는 익명성에 가까운 개인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만인보 속의 평
범한 인물들은 허구적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구성을 획득하게 되
고 독자들은 그 인물들의 삶으로부터 다큐멘터리와는 다른 문학적 감동
을 얻게 된다 역사적 인물과 신화적 인물은 때로 김재홍이 지적한 초월
적 지평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평범한 인물들의 삶을 역사의 지평 속에

구현해 내고 만인이 평등하다는 시인의 이념적 지향을 형상화하는 기능
을 수행한다
가 남대천 언저리 이두마을 최관호네 집 누룩돼지 새끼 낳는 날 낳
고 또 낳고 또 낳고 열세 마리를 줄지어 낳았으니
어미돼지 젖꼭지 열둘에 하나가 넘쳤으니 관호 아버지가 냉큼 가장
약한 놈 비실거리는 놈 하나를 가려내 남대천 갈대 냇물에 던졌다
밤이 되자 관호가 어둠속 냇둑 내려가며 버린 새끼돼지를 찾아보았다
넘어져 무르팍 다쳤다 다시 일어나 냇둑 내려가며 새끼돼지를 찾아보았
다
바다가 가까웠는지 파도소리 아득히 났다 그때 갈숲에 새끼돼지 소리
가 났다
기뻤다 기뻐 어쩔 줄 몰랐다
그 새끼돼지 품에 안고 밤 이슥히 돌아왔다
다음날 십릿길 학교 갔다 와보니 아버지가 그 새끼돼지를 다시 내다버
렸다
열두 마리 새끼들 누운 어미 젖 물고 꼬리를 치는데 최관호 혼자만 슬
퍼 엉엉 울었다
고은 그 새끼돼지 전문 만인보

면

나 으레 그는 무겁게 웃었다 황갈색 웃음에 무게가 있어 아래로 아

래로 그 웃음을 가라앉는다
고비사막에는 쌍봉낙타가 터벅터벅 지나간다
가장 숨막히는 시절 그는 나타나지 않으며 뒤에 있었다 뒤에서 일하고
있었다 숲속의 어느 샘물처럼 흥건히 괴어
그렇게 그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여 어찌 그가 우리와 더불어 있지 않겠
는가 때로는 칡즙으로 씁쓸하게 먹물로 퀴퀴하게 우리를 밀고 있었다 때
로는 우리가 처지면 앞장서기도 하며
그는 웅변 없이 장군잠자리같이 큰 머리통 하나 곧은 몸 하나 어떤
과장과 만용 없이
그 사람 이름 몰라 끝내 몰라
고은 그 사람 전문 만인보

면

다 한반도 너울진 남쪽 바다 건너가면 거기 제주도 떴다 멀구슬나무
동백나무 협죽도 나무 두른 돌담의 제주도 떴다 월 유채꽃밭 제주도 떴
다
한반도 북에 백두산 한반도 남에 제주도 한라산
그 한라산 밑 삼성혈에 세 을나 乙那 땅속에서 불쑥 솟아나 태어난
세 구멍 있다
고은 세 을나 부분 만인보

면

라 평양기생 아미녀가 떨쳤지요 사나이들 뼈깨나 녹았지요 평양하고

비슷한 데가 진주성이지요 대동강하고 남강이 사촌이지요 진주기생조합
기생

명이 기미년 월

일 자혜병원으로 정기검진 받으러 가던 중 경

찰서 앞에서 독립만세 외쳤지요 병원으로 가서도 검진 거부하고 만세 만
세 만세 만세 외쳤지요
고은 기생독립단 부분 만인보
마

면

년대 청년문화 그리고 통기타 서강대 사학과 여학생인데 이미

한 가족을 꾸려가는 가장이었다 양희은
그의 당당한 목소리에 와서 몇십년의 청승인 이난영 황금심 이미자가
아니었다 김추자가 나왔다
그런 노래 저쪽에서

년대 아침이슬 이 새로 들려왔다 응혈의 음색

투원반의 음향 슬픔도 슬픔이 아닌 의지
겨울공화국 나뭇가지들에 바람이 걸려 울었다
양희은과 양희은의 비겁할 줄 모르는 통기타
치사할 줄 모르는 노래 이 셋이 시대의 자유를 꿈꾸었다 모두와 함께
고은 양희은 전문 만인보

면

가 와 나 는 평범한 인물의 삶을 다 는 신화 속 인물을 라 와 마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월 일에는 수원기생조합 소속의 기생일동이 검진을
받기 위하여 자혜병원으로 가던 중 경찰서 앞에 이르러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김향화가 선두에 서서 대한독립만세 를 외치자 뒤따르던 여러 기생들이 일제히 만
세를 따라 불렀다 이들은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도 경찰서 앞에서 다시 만세를
부르고 헤어졌다 이 사건으로 주모자 김향화 金香花 는 일본경찰에 붙잡혀 개월
의 옥고를 치렀다 라는 기록이 있다

는 역사적 인물을 다룬 것이다 가 의 인물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특정
개인이고 나 의 인물은 불특정 다수를 함축적으로 지시한다 젖을 먹일
수 없어서 버림받은 새끼돼지를 고생 끝에 되찾아오는 관호의 순진한
모습은 새끼돼지에 대한 추억을 갖지 못한 독자들의 공감을 얻기에 충분
하다 어린 시절 동물을 키워본 경험이 있는 이들 하다못해 초등학교 앞
에서 팔던 병아리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새끼돼지를 찾은 관호의 기쁨과
다음 날 다시 그 돼지를 잃은 슬픔의 대비는 낯익은 풍경일 것이기 때문
이다 관호가 실존 인물이라 하더라도 시인이 그를 통해 구현하고 있는
정서는 쉽게 보편성을 획득한다
나 는 실명시가 아니며 그 사람은 숨막히는 시절 앞에 나서지 못하
고 언제나 뒤에 있었으나 묵묵히 앞서 가는 사람들을 떠받치고 있는 불특
정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표상한다 특정 개인을 지칭하지 않는
이러한 시들은 만인보 의 주류를 이루고 있지는 않지만 역사적 인물들
을 소재로 한 시들의 중간을 잇는 역할을 하면서 역사 발전의 원동력에
대한 시인의 신념을 보여준다 나 가 수록되어 있는
부분 시인이

권의 시편들은 대

년대에 만난 진보적 인사들을 다루고 있어서 얼핏 이질

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역사의 전면에 나선 이들과 대비를 이
루면서 당대의 역사를 채우고 있다
다 는 제주도의 고 양 부 성 씨족에 관한 시조 신화를 소재로 한 시
인데 시인은 세 을나가 한라산 삼성혈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 고구려
의 후예일 것이라는 해석을 내어 놓는다 그리고 고 양 부 성을 가진 이
들이 서로 혼인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그들 사이의 혼인이 허용되고 있다
는 사회적 풍습을 해학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신화 속 인물들에
대한 해석과 논평을 통해 만인보 는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넘나들고 고
대사와 현재의 연속성을 밝히는 방대한 기획을 실현하고 있다
라 와 마 는 역사 속 인물들을 다룬 시지만 라 는 인물군을 마 는

특정 인물을 소재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라 시는
천대받던 기생들조차 독립운동에 나서고 일본인에게는 술을 따르지 않겠
다는 결의를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국의 독립을 되찾기 위해 싸웠
던 역사에서 신분의 귀천이나 빈부의 차이가 무의미함을 이야기한다 역
사 속의 사실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기생독립단은 역사적 인물보다는
평범한 인물에 더 가까운 유형의 인물을 통해 소외계층의 역사를 재구성
하는 대의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마 시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인물을 다루고 있다

권에서 시작된

년대 사람들 연작은

권에도 이어지는데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을 비롯해 노무현 김근
태 이해찬 이재오 이부영 등 유명 정치인들이 망라되고 있다 이들 시편
들은 시적 완성도가 고르지 않다는 결함을 드러내고 있으며 독자의 입장
에서는 인물에 대한 평소의 인식이 시 감상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
다

전통적 시적 서사 양식의 계승
윤영천은 만인보 시편들의 서사 구성 방식은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년대 한국 시문학의 한 축을 이루었던 이야기시의 전

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앞서도 밝혔듯이 만인보 의 개별 시편
들은 이야기시 혹은 서술시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연작시의 형식을 통해
시적 서사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윤영천은 이어서 만인보 가 근대적
인 이야기시 이전에 서사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던 시적 전통에 닿아 있
음을 지적하고 있다 만인보 의 개별 시편들이 조선조 후기 한문학에서
민가 民家 적인 시적 양식으로 두드러졌던 악부시 樂府詩 나 다산 등의
서사한시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연사이발 緣事而發 의 구조 즉
사건의 점묘와 그에 대한 시인의 감회 양대 부분의 결합양상을 보이는

것이 보통

이라는 것이다

조선 후기의 서사한시는 봉건체제의 모순을 그리면서 그로 인해 고통
받는 민중들의 삶을 구체적 인물의 형상을 통해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
어 주관적 감정의 표출에 치우친 한시와는 차별점을 지닌다

서사한시

의 창작 계층은 사대부 지식인들이었는데 이들은 기층민들에 대한 연민
과 동정을 토대로 그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사한시는 시
적 대상인 민중과 창작 주체인 사대부 지식인 사이의 거리를 극복하지 못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당대의 서사한시는 시점이나 사건 전개의 구체적인 방식에 있어 차이
를 보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시인이 어딘가에 있다가 혹은 어딘가로 가는
도중에 보고 들은 내용을 작품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이 사건의 중심
에 선 인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고 난 뒤 이에 대한 자신의
감회와 주관을 서술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대는 보지 못했소

동쪽 마을 처녀 저는 시집도 못 가면서 작년도

올해도 삯바느질 신부옷 짓고 있는 것을

명주며 능라 마름질하기 어려

서부터 익은 솜씨인지라 신묘한 저 재주 천하에 견줄 데 드물다네

동쪽

마을 저 처녀 스무 살 한창 나이 삼단 같은 머리 땅에 치렁치렁 얼굴은
꽃처럼 피었는데 낡고 해진 옷 얼룩덜룩 기워 입고 연지 분 어떻게 생
겼나 얼굴에 화장 한번 못해 봤지

아침 끼니 거르고 저녁 끼니 거르고

바늘 쥐고 앉았으면 실이 헝클어져 나가질 않네

중략

허

윤영천 앞의 글 신경림 백낙청 엮음 앞의 책
면
한시는 개인의 내면을 표현하는 형식으로 의식되어 서정시가 주류를 형성해 왔으
나 사회적 모순을 다룬 작품도 적지 않다 임영택은 그러한 한시들 중에서도 삶의
구체성보다 시인의 의식이 우선적으로 드러나는 시를 제외하고 개별화된 인물이
등장하고 사건의 진행이 드러나는 시를 서사시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임형택
편역 이조시대 서사시 상 창작과비평사
면

름한 집에 날이면 날마다 자라는 건 무엇이 있나요 가난한 골목에 버드
나무 시들한 기운이 도는구나

일마다 점차로 어려워 가니 괴로운 이 신

세 어찌하랴 예로부처 처녀가 빈한한 가정에 있고 보면 나이도 얼른 과
년하고 용모도 이울기 십상이라지
김규 가난한 집 여자의 탄식 貧女歎

전문

이 시는 부모님 모두 돌아가시고 오라비마저 고인이 되고 하나 남은
올케마저 삼 년이나 병석에 누워 있어 삯바느질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스무 살 처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도입부의 그대는 보지 못했소 는
그녀를 바라보는 시인의 존재를 분명히 한다 관찰자의 위치에서 이야기
를 시작한 시인은 가난을 벗어날 길 없는 그녀의 삶과 노동을 축약해서
제시하기도 하고 시들한 버드나무에 빗대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
녀의 내면을 엿보기도 한다 말미에 이르러 시인은 가난한 집에서 생계를
꾸리느라 나이도 얼른 과년하고 용모도 쉬이 이우는 것이 그녀에게만
있는 일이 아님을 확인시킨다
봄이면 소작인 농투산이 절반이 산으로 들로 헤매어 초근목피 찾아
야 사는 현실 속에서 못 먹는 풀뿌리 잘못 먹고 입에 거품 물로 쓰러
진 아낙 화양댁

만인보

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고은의 태도도 이와

다르지 않다 소작료 때문에 년 내 농사일을 하고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어 산으로 들로 풀뿌리를 캐고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인의 죽음은
임형택 편역 앞의 책
면
君不見 東家處女貧不嫁 年年傭作新婦衣 裁紈剪綺自少事 針才神妙天下
稀 長大美好二十時 垂髮委地顔如花 衣裳破裂補靑紫 一生不識紅粉華 朝
不食 夕不食 調針亂絲殊未綴 夏之日 冬之夜 當牕織錦思惙惙 須叟製褘
服 反手成五紋 敏捷苟如此 聞者驚且欣 十日一梳頭 揷鬂赤銅釵 三月一
照鏡 衣衫著綠紗 忽見堂前春草色 停針無語坐長嗟 父母俱沒大兄亡 一門
無人兄嫂在 嫂病三年委床席 鷄鳴狗吠身應對 弊廬日長問何有 蕭條窮巷餘
衰柳 事事漸艱難 辛苦知奈何 古來貧家有處女 每令年貌易蹉跎

슬퍼할 일도 아닌 현실을 보여줌으로써 그토록 허망한 죽음이 그녀에게
만 닥친 일은 아님을 암시한다 그리고 시인은 여인의 어린 아들만이 홀
로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다 지쳐 잠든 서글프리만큼 고요한 밤 풍경을 통
해 그녀의 죽음을 애도한다 만인보 의 시편들 중에서는 이보다 적극적
으로 시인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추임새를 넣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특정 인물에 얽힌 이야기를 먼저 제시하고 그에 대해 시인 자신의 논평을
덧붙이는 형식의 것들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 객관적 사실의 전달이나 주
관적 감정의 표출 어느 한쪽에 배타적으로 치우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사
실과 논평으로 나뉘는 형식으로 귀결된 것이다
이에 대해 그 자체 완결성을 지니는 이야기에 시인의 주관적 견해를
덧붙임으로써 만인보 의 상당 수 시편에서 이야기와 시인의 분리를 목
격하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독자의 입장에서는 시의 뒷부분
에 제시되는 시적 화자의 목소리에 압도되어 이야기에 몰입할 기회를 차
단당할 수 있으며 그 때문에 중심이 되어야 할 이야기가 생명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이다

그러나 시적 대상에 대한 객관적 거

리를 확보함으로써 사실성을 강화되는 한편으로 사실의 기술에 함몰되지
않는 서정시의 본령을 따르고자 한 고뇌가 서사한시의 양식적 특성과 연
결고리를 찾도록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시인의 논평이 과도한 요
설로 흐르지 않고 압축적으로 시정을 표현하거나 시정을 시적 화자의 입
을 통해서 직접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매개를 거쳐 드러내는 경우
시의 서사적 요소와 서정적 환기력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이끌어낼 수 있
다
덧붙여 전통적인 서사 양식 중 전 傳 도 입전한 인물의 집안 신분 성
명 거주지 등에 대한 서술을 담고 있는 인정기술 人定記述 그 인물이
손필영 현실반영 시의 가능성과 한계 고은의 만인보 를 중심으로
제 집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어문학논총

살아 왔던 행적 行蹟 그리고 입전자의 평가인 논찬 論贊 의 단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에서 인물의 행적을 기술하는 부분과 평가를 엄밀하게
분리한 것은 행적 즉 사실을 기술하는 데 있어 작가의 주관적인 견해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는 후대로 올수록 행
적에 대한 기록에 작가의 주관적인 견해를 녹여내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전 형식의 단 구성으로의 변형을 가져오게 된다 서사한시와 전의 관련
성을 따로 논의하지 않더라도 만인보 가 개별 주체들의 삶을 다루는 데
있어 전과 유사성을 지닌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인물의 서사를 대표하는 전 양식이 역사적 인물에 대한 기술에서 시작
해 허구적 인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물들의 생애로 그 대상을 넓혀간
것도 평범한 인물을 역사 속에서 다루고자 하는 시인의 의도와 관련지어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맺음말
이상의 논의를 통해 이 연구는 만인보 가 시인 고은의 시세계에서 어
떤 의의를 갖는지를 살펴보고 서사 구성 방식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
는지를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만인보 는 연작 형식을 통해 총체성을
구현하는 시적 서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이질적 요소의 병치를 통해
주류 역사에서 소외되었던 평범한 사람들을 민족사의 주체로서 정립하였
음을 밝혔다 그리고 만인보 에 수록된 개별 시편들의 구성이 우리의 전
통적인 문학 양식에 맥이 닿아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민족의 역
사를 쓰고자 하는 그의 기획은 만인보 의 개별 시편들의 서사에 의해
그리고 일련의 시편들을 조직하는 방식에 의해 다각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통적인 서사

의 개념에 기반을 둔 서사시가 우리 시사에 존재했

었는지에 대한 소모적인 논의는 단편서사시 이야기시 서술시 등의 용어
가 등장했을 때 이미 그 설득력을 잃었다 그리고 서사적 요소를 내포하
고 있는 시에 대한 설명은 장르의 복합성이 강화되고 있는 시단의 흐름
속에서 서정 장르와 서사 장르의 지배적 요소들이 서로 다른 장르에 충분
히 도입될 수 있다는 개방적인 인식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연작의

형식으로 묶여 있는 만인보 의 개별 시편들에는 다양한 유형의 시적 화
자들이 등장하고 시인 자신의 생애에 직접 연루되어 있는 인물에서부터
역사적 상상력에 의해 매개된 인물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인물들에
게 그만큼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다

여 편의 시를 엮어서 시인이 독

자에게 들려주고자 한 이야기는 소설의 인물들이 하나의 사건 속에서 얽
히고설키며 엮어가는 이야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역사를 복원한다 그리
고 이 연구는 만인보 가 한민족의 족보와 겨루기 위해 선택한 서사 구성
의 방식에 주목하였다
이 연구가 만인보 의 개별 작품들이 보여주는 서정의 결에 천착하기
보다는 그 개별 시편들의 합으로서의 만인보 가 어떻게 민중적 서사를
일구어 낼 수 있었는가에 주목하였다는 것은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함께
보여준다 현재까지 간행된 만인보 전편을 통해 서사시가 아닌 형태로
도 시라는 장르를 통해 그에 맞먹는 규모의 서사를 구현할 수 있었던 만
인보 의 서사적 특성을 논구한 것은 이 연구가 대부분 초기 시작에 국한
되어 있는 만인보 연구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방대한 규모의
작품을 묶어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시편들을 세밀하게 살피고 다
소 거칠게 논의를 전개한 것은 이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서정과 서사
엄경희 서술시의 개념과 유형의 문제
대문학회
면

한국근대문학연구 제 권 제 호 한국근

를 넘나드는 만인보 의 장르적 특성은 물론 민족어의 유려한 구사를 통
해 구현된 언어적 리얼리즘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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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만인보 의 시적 서사와 민중성 연구

고은의 만인보 는 개별 시편들에서는 이야기나 사건의 내용을 풀어쓰는 이
야기시의 형식을 취하면서 리얼리즘 시의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연작의 형식
을 통해 우리 민족의 현대사를 총체적으로 복원함으로써 시적 서사의 새로운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고은이 대규모의 인물 군상을 시라는 장르의
틀 안에서 그려내고 있다는 데 주목하여 소설의 서사와는 구분되는 서사적 성
취를 보일 수 있도록 한 문학적 장치를 고찰해 보았다
이를 통해 만인보 는 다음과 같은 서사 구성 방식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만인보 는 연작 형식을 통해 개인의 삶이 전체의 삶으로 확대되고

개별 주체들의 생명력으로부터 민족의 역사가 귀납적으로 구축되는 서사 구성
을 취하고 있다

만인보 는

여 편의 시 속에서 수많은 인물들의 다채

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시인은 역사적 계층적 윤리적으로
이질적인 인물들을 대립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가치 판단을 유보한 채 병치시
킴으로써 주류 역사에서 소외되었던 평범한 사람들을 민족사의 주체로서 정립
하였다

만인보 에 수록된 개별 시편들의 구성은 서사한시 전 傳 과 같은

우리의 전통적인 문학 양식에 맥이 닿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가 만인보 의 개별 작품들이 보여주는 서정의 결에 천착하기보다는
그 개별 시편들의 합으로서의 만인보 가 어떻게 민중적 서사를 일구어 낼 수
있었는가에 주목하였다 이는 연구의 의의이면서 동시에 한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고은 만인보 시적 서사 이야기시 민중성 민중적 서사 연작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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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oetic Narratives and Popularity in Man-in-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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