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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환 시의 흐름과 위상*

―임화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유 성 호**

55) 

국문초록

오장환은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립 자체를 철저하게 허구화한 시인이

다. 그것은 오장환의 시가 그러한 이념적, 방법적 프리즘으로 규정되기에는 

그 안에 너무도 많은 이질적 요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가 

지속적으로 주체의 개진 문제와 현실과의 접점 문제를 고민하며 그 양상을 

시적으로 실천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오장

환을 ‘아방가르드의 시인’으로 읽어볼 필요와 마주치게 된다. 그만큼 그는 

식민지 자본주의의 모순에 해 남다른 반응을 하였고 그것의 전면적 부정

*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음(HY-2016년도)
**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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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판에 나섰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비판적 안목은 해방기에 이르러 아

방가르드의 미학적 저항보다는 현실에 직접 뛰어들려는 정치적 전위로서의 

의지가 도드라지는 쪽으로 기울어간다.

오장환의 이러한 지향을 가능하게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임화와의 

영향관계이다. 임화는 1930년  후반에 자신의 낭만주의론(論)을 펼쳐갈 때 

자신의 시론적 지향과 가장 상부하는 존재로 오장환을 적극 발견하고 호명

하였다. 그리고 오장환은 자신의 시와 산문을 통해 임화의 생각과 맞닿는 

정서와 사유를 여러 번 피력함으로써 신진시인 가운데 유난히 임화와 근친

성을 가지게 되었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해방기와 월북 시기까지 동일한 노

선을 가지고 활동함으로써 마침내 정치적 귀착지까지 같게 되었다. 이는 일

방적 영향관계라기보다는 오장환의 편력이 펼쳐져가는 가운데, 임화의 변모 

양상이 일종의 참조항이 되면서 오장환의 변화를 견인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우리는 근  시사의 전통에서 이례적인 아방가르드 시인으로서,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타성적 분법(分法)을 넘어선 치열한 시정신의 전범

으로서 오장환을 기록해갈 수 있을 것이다.

Ⅰ. 문제제기

식민지 시 로부터 해방기를 거쳐 월북 후까지 지속적 창작 활동을 했던 

오장환(吳章煥, 1918~1951)은, 여러 모로 한국 근 시의 자장을 넓히고 그 안

에 커다란 개성적 자성을 불어넣은 시인이었다. 그의 시집을 소장했다는 이

유 하나만으로 한 국어교사가 용공으로 몰려 고초를 겪은 이른바 ‘오송회 사

건’이 말해주듯이, 오장환은 분단 시 를 살았던 이들에게 오랫동안 금단의 

영역에 유폐되어 있었다. 그러던 것이 1980년  후반에 행해진 월북작가 해

금을 통해 그의 문학과 행적이 일반에 공개되었고, 이제 그의 고향인 충북 

보은에서는 해마다 ‘오장환문학제’가 열리고 있을 정도로 그의 중적 명성

은 많이 회복되었고 또 그만큼 널리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금석지감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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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이제 오장환에 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양적, 질적 축적이 충실하게 

이루어진 듯하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오장환의 생애를 철저하게 재구하는 

일, 그의 시편들을 온전하게 발굴하여 제 로 된 전집을 만드는 일, 그리고 

미학적으로 꼼꼼하게 그의 전 작품을 분석해내는 일로 모아진다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오장환은 1930년 에 그야말로 혜성처럼 등장하여 이용악, 서정주과 함께 

촉망받는 신진 시인으로 평가받았다. 그는 등단 후 시인부락, 낭만, 자
오선의 동인으로 활동하였고, 성벽(풍림사, 1937)과 헌사(남만서방, 

1939) 등을 잇달아 펴내면서 당  최고의 성가를 누렸다. 해방기에는 조선문

학가동맹에 가담하여 활동하였고, 월북하여 1951년 타계할 때까지 지속적 창

작을 함으로써 짧은 생애에도 불구하고 방 한 작품을 남겼다. 이러한 그의 

편력을 두고 모더니즘(식민지 시 )에서 리얼리즘(해방기)으로 옮겨갔다고 

평가하는 시각이 그동안 우세했다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전통 부정과 유랑 

의식 그리고 실험적 형식 의지로 모더니즘의 색채를 강렬하게 풍기다가, 해

방기에는 현실 지향의 상상력으로 전회하여 리얼리즘의 창작 방법으로 나아

갔다고 보는 시각이 종을 이루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오장환이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이라는 립 자체를 자신

의 언어 안에서 철저하게 허구화한 시인이라는 규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

각해본다. 그것은 오장환의 시가 리얼리즘이나 모더니즘이라는 프리즘으로 

규정되기에는 그 안에 너무 많은 이질적 요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가 초기에서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주체의 개진 문제와 현실과의 접

점 문제를 늘 고민하면서 그 양상을 시적으로 실천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오장환을 모더니즘의 한 극단이면서 동시에 

리얼리즘의 충동이기도 한 현실 비판 기율을 가지고 있는 ‘아방가르드’의 시

인으로 읽어볼 필요와 마주치게 된다. 그는 식민지 자본주의의 모순에 해 

남다른 반응을 하였고, 그것의 전면적 부정과 비판에 자신의 시적 촉수를 드

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비판적 안목과 성찰의 힘은 해방기에 

이르러 “네 품에 아무리 춤추는 바보와 술 취한 망종이 다시 끓어도/나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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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우리들 인민의 이름으로 씩씩한 새 나라를 세우려 힘쓰는 이들”1)이

라는 외침으로 바뀌어가는데, 말하자면 아방가르드의 미학적 저항보다는 현

실의 직접성에 뛰어들려는 정치적 전위로서의 의지가 더욱 도드라지게 강조

되는 쪽으로 경사해간 것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회로와 도정을 거

느린 오장환의 시와 생애를 재구성하고 그것을 한국문학사의 오롯한 정치적, 

예술적 저항의 방식으로 정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사적 과제로 새롭게 

두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듯하다.

이 글에서는, 오장환의 이러한 미학적 지향이 당 의 어떤 인적, 매체적 영

향관계에 의해 구성된 것이 아닐까 하는 가설에 바탕을 두려고 한다. 말하자

면 오장환을 가능하게 했고 또 제약했던 상황적 독법을 통해 그의 미학적 지

향이 생성되고 변형되며 귀착되어간 도정을 살피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영

향과 답습 관계를 함의하는 선명한 계보학을 짜기보다는, 광범위하게 연루된 

수원이자 배경이자 동반자로서의 존재를 생각해보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

가 이런 존재로 각인할 수 있는 이가 바로 임화(林和, 1908~1953)이다. 가설

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임화가 1930년  후반에 자신의 낭만주의론

(論)을 펼쳐갈 때 자신의 시론적 지향과 가장 상부하는 존재로 오장환을 적

극적으로 발견하고 호명하였고, 이때 풍림이라는 문예지와 낭만이라는 

동인지가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는 생각이다. 둘째, 오장환이 1930년  후

반에 발표한 시와 산문을 통해 임화의 생각과 맞닿는 정서와 사유를 여러 번 

피력함으로써 1930년  후반 신진시인 가운데 유난히 임화와 근친성을 가졌

다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해방기와 월북 시기까지 임화와 매우 가까운 노

선과 경향을 띰으로써 임화와 오장환의 귀착지가 같았다는 생각이다. 물론 

이는 일방적 영향관계라기보다는 오장환의 시적 편력이 펼쳐지는 가운데, 임

화의 변모 양상이 일종의 참조항이 되면서 오장환의 변화를 견인했으리라는 

가설인 셈이다.

1) 오장환, ｢병든 서울｣, 병든 서울, 정음사,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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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오장환의 시적 편력

1936년 오장환의 가족은 안성에서 경성으로 이주하여 종로구 운니정 24번

지에서 하숙을 경영하며 살았다. 낭만과 자오선 동인을 함께했던 민태규

는 오장환의 운니동 시절을 “빈민촌 한복판으로 확실히 폭이 넓은 개울이 시

커멓게 찌든 모래 바닥을 드러내고 겨우 흐르는지 괴어 있는지 분간하기 어

려운 오수(汚水)가 군데군데 있을 뿐으로 정말 보잘 것 없는 더러운 곳―이 

개천가에 도저히 상상조차 하기 드물 정도로 말쑥하게 지어놓은 2층집. 후원

이 있고 그 넓은 후원에는 실로 취미와 실용을 겸했다는 듯이 ‘카네이션’ ‘리

라’ ‘아스파라가스’ 등의 이름 모를 양화초(洋花草)를 가꾸고 있다.”2)라고 재

현하면서 오장환 특유의 미적 감각을 묘사한 바 있다. 이때 오장환은 시인

부락에 참여하면서 서정주, 김광균 등과 교류하였고, 낭만을 통해 임화 

등 카프 시인들과 만났다. 1937년에는 김광균과 함께 자오선을 주도하는 

등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하며 시단의 주목을 받게 되는데, 자오선의 

명칭은 오장환의 ｢선부(船夫)의 노래｣3)에 나오는 “사막으로 가는 자오선(子

午線)”에서 따온 것이다. 자오선에는 오장환과 김광균 말고도 이육사, 신석

초, 민태규, 이병각, 이성범, 함형수, 여상현, 서정주 등이 참여하였고, 그 창

간호에 이상(李箱)의 유고 ｢파첩(破帖)｣이 실렸다.

1937년 8월 오장환은 첫 시집 성벽을 간행하는데, 시인부락 창간호의 

말미 광고에는 원래 성벽이 ‘종가(宗家)’라는 이름으로 나오려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그것이 불발되고 결국 오장환은 풍림사 홍구(洪九)의 후의

로 시집이 나오게 되었다고 술회하고 있다.4) 1938년 7월 부친이 타계하고 오

장환은 종로구 관훈정에 ‘남만서방’을 열어 주로 일본에서 사온 시집, 화집을 

비롯하여 문학과 철학 서적을 전문으로 팔면서 자신의 제2시집 헌사와 김

2) 민태규, ｢시집 헌사를 읽고｣, 시학 , 1939.9.
3) 자오선 , 1937.11.
4) 성벽 재판, 아문각, 19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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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균의 첫 시집 와사등, 서정주의 첫 시집 화사집을 여기서 간행한다. 이 

무렵 오장환은 동경과 경성을 분주하게 오가면서 지냈는데, “동경 있는 문인

으로 여름에 귀조(歸朝)했든 이로 안함광, 김기림, 한식, 오장환 등 제씨가 있

는데 벌써 다시 동경으로 돌아갔고.”5)라는 기사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오장환은 남만서방을 경영하면서도 사업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이봉구, 

김광균 등과 어울리며 자유분방하게 방황하다가 결국 나중에 그의 사인(死

因)이 되는 신장병을 얻게 된다.

1941년부터 해방이 될 때까지 오장환의 작품 발표는 현저히 줄어들지만, 

이 시기 작품들은 1947에 출간되는 나 사는 곳에 묶이게 된다. “나 사는 

곳의 시절은 1939년 7월부터 동 45년 8월, 역사적인 15일이 올 때까지다. 불

로소득을 즐기고 책임 없는 비난을 일삼던 그때의 필자가 인간 최하층의 생

활을 하면서도, 아주 구할 수 없는 곳에까지 이르지 않았던 것은 천만다행으

로 시를 영위하였기 때문일 것이다.”6)라고 토로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는 

자신의 최상의 시편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이 무렵 임화, 이육사, 김기림 등

과의 교유는 오장환을 가능하게 했던 원질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930년  

후반에 이미 오장환은 ‘시인’이기 이전에 ‘참다운 인간’이기를 선택한다면서, 

문학은 “문학을 위한 문학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문학”이라야 하며 자신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는 문학을 하고자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7) 이러한 태

도는 일제말기에도 제국에 협력하지 않고 소극적이나마 양심을 지키고자 한 

그의 자세로 이어졌고, 해방기에 조선문학가동맹을 통한 활동을 하는 동안에

도 지속되어간다. 해방과 함께 오장환은 병든 서울에 실리게 되는 시편들

을 써내면서 1946년 조선문학가동맹에 가입하여 서울 지부 사업부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문화공작  사업에도 참여하면서 점차 직접 시적 주체가 육성으

로 들려주는 시를 써간다. 1946년 해방기념조선문학상 후보에 올랐으며, 5월

에 번역시집 예세닌 시집을 간행하였고, 7월에는 세 번째 시집 병든 서

5) 청색지 , 1938.11.
6) 오장환, ｢‘나 사는 곳’의 시절｣, 나 사는 곳, 헌문사, 1947.
7) 오장환, ｢문단의 파괴와 참다운 신문학｣, 조선일보, 1937.1.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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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과 성벽 재판을, 1947년 6월에는 네 번째 시집 나 사는 곳을 간행하

였고, 강화 출신의 여인 장정인(張正仁)과 결혼하였다. 당시 남쪽의 정세는 

미군정의 좌익 탄압이 공식화하면서 남로당이 지하로 잠입함에 따라 조선문

학가동맹의 입지 또한 극히 불리해지고 있었는데, 오장환은 이러한 정세 변

화로 인해 1948년을 전후하여 월북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의 행적은 몇몇 단편적 자료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월북 이후 북쪽

에서의 생활은 그리 순탄치 않았던 것 같다. 조기천 등 소련파의 지지를 받

았던 것으로 보이며, 신병 치료를 위해 소련에 다녀왔고, ｢모다 바치자｣, ｢씨
비리 달밤｣, ｢김일성 모스크바에 오시다｣, ｢레닌 묘 앞에서｣ 등의 시를 발표

하였고, 1950년 12월 마지막 시집 붉은 기를 간행하였다.8) 6 · 25전쟁중에

는 종군작가단으로 내려왔는데, 이때 오장환을 만났던 김광균의 증언에 의하

면 붉은 기를 보여주었고 건강 상태가 지극히 나빴다고 한다.9) 결국 오장

환은 1951년 6월경 신장병의 악화에 따라 짧은 생애를 마감하였다. 한편 남

쪽에서의 호적은 1971년 5월 누이 열환(烈煥)에 의하여 실종 신고되어 제적

되게 된다. 이처럼 오장환은 역류하는 식민지 근 의 억압적 질서와 격동하

는 해방기의 소용들이 속에서 시쓰기를 통한 현실과의 응에서 끊임없이 고

뇌하면서 열정적으로 살다 간 지식인의 한 전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Ⅲ. 오장환과 임화

오장환의 시를 통관해볼 때, 초기시라고 할 수 있는 식민지 시 의 시편에

는 강렬한 비애와 죽음 의식 그리고 유랑 의식이 구비되어 있다. “해변가로 

밀려온 소라 속처럼 나도 껍데기가 무척은 무거웁고나. 수퉁하고나.”(｢성씨

8) 남북한문학사연표, 한길사, 1990, 22－40쪽 참조.
9) 김광균은 “그의 생활에 대한 태도나 생각하는 생리는 옛날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세상에서 제일 급 빨갱이 시인이라는 오장환의 허망한 말로에 매우 놀랐다.”라고 말
한다. 김광균, ｢이미 죽고 사라진 사람들｣, 동서문학, 1988.8,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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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고 자신을 위악적으로 묘사했던 그는 ｢성벽｣, ｢종가｣, ｢정문｣ 같은 작

품에서 자기 동일성의 위기 국면을 노래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작품들 예컨

 ｢해항도｣, ｢어포｣, ｢해수｣ 등을 통해서는 항구로 상징되는 근 의 탁류에 

자신을 내던지는 유랑 의식을 선보였다. 이때 그가 닿은 ‘항구’는, 어둠을 삶

의 등가물로 경험하는 선원들의 삶이 집약된 공간이다. 이처럼 고향을 떠나 

떠돌고 결국 고향으로 귀일하려는 떠돌이로서의 정체성이 바로 ‘항구’로 

변되는 근 의 속물성에 도전한 오장환 특유의 음역으로 번져간 것이다. 초

기작인 ｢고전｣ 같은 작품에서 보이는 도시 노동자들의 궁핍상에 한 비판적 

묘사나, ｢북방의 길｣, ｢모촌｣, ｢붉은 산｣ 등에 나타나고 있는 농촌 해체 양상

에 한 비판적 관심 역시, 그의 시를 미학적 부정 정신의 총화로서의 모더

니즘보다는 당  현실과의 매개를 끊임없이 모색해온 세계로 읽게끔 하는 유

력한 자료가 되고 있다.

추레한 지붕 썩어가는 추녀 위엔 박 한 통이 쇠었다.

밤서리 차게 내려앉는 밤 싱싱하던 넝쿨이 사그러붙던 밤. 지붕 밑 양주

는 밤새워 싸웠다.

박이 딴딴히 굳고 나뭇잎새 우수수 떨어지던 날, 양주는 새 바가지 뀌어 

들고 추레한 지붕, 썩어가는 추녀가 덮인 움막을 작별하였다.

―｢모촌(暮村)｣ 전문

눈 덮인 철로는 더욱이 싸늘하였다

소반 귀퉁이 옆에 앉은 농군에게서는 송아지의 냄새가 난다

힘없이 웃으면서 차만 타면 북으로 간다고

어린애는 운다 철마구리 울듯

차창이 고향을 지워버린다

어린애가 유리창을 쥐어뜯으며 몸부림친다

―｢북방의 길｣ 전문

가도, 가도 붉은 산이다.

가도 가도 고향뿐이다.

이따금 솔나무숲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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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내 나이같이 어리고나.

가도 가도 붉은 산이다.

가도 가도 고향뿐이다.

―｢붉은 산｣ 전문

이 짧은 세 편의 초기작은 오장환 시의 절편을 이룬다. 저물어가는 촌락에

서 박이 쇠어가는 풍경을 통해 농촌 붕괴의 장면을 은유적으로 형상화한 첫 

작품은, “추레한 지붕, 썩어가는 추녀가 덮인 움막”을 떠나는 부부의 모습을 

한 시 의 서사적 전형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북방의 길｣에서는 고향을 

떠나 간도 등 북방으로 떠나는 유이민의 모습을 실물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이

는 임화 주도의 이른바 단편서사시와는 전혀 다른 서사 지향의 시편들로서, 

오장환 시편의 정점 중 하나로 평가될 수 있다. 마지막 제시된 ｢붉은 산｣은, 

오장환 단시(短詩)의 한 범례(範例)로서 “가도, 가도 붉은 산”이었던 식민지 

시 의 고향을 노래하고 있다. “이따금 솔나무숲이 있으나/그것은/내 나이같

이 어리고나.” 같은 구절은 기억에 값하는 당 의 사실적 보고서이기도 하다. 

또한 다음 시편은 오장환의 어느 시집에도 실리지 않았지만, 오장환이 1930년

의 한 아방가르드로 규정되기에 손색이 없다는 점을 잘 알려준다.

수부의 화장터는 번성하였다.

산마루턱에 드높은 굴뚝을 세우고

자그르르 기름이 튀는 소리

시체가 타오르는 타오르는 끄름은 맑은 하늘을 어지러놓는다.

시민들은 기계와 무감각을 가장 즐기어한다.

금빛 금빛 금빛 금빛 교착(交錯)되는 영구차

호화로운 울음소리에 영구차는 몰리어오고 쫓겨간다.

번잡을 존숭(尊崇)하는 수부의 생명

화장장이 앉은 황천고개와 같은 언덕 밑으로 시가도(市街圖)는 나래를 

펼쳤다.

―｢수부(首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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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채로운 장시(長詩)는 식민지 자본주의와 근  문명의 내파(內破) 양

상을 잘 보여준다. 이 시편은 1930년 를 풍미했던 보편적인 문명 비판적 경

향과는 사뭇 다른, 예컨  식민지 근 를 집약하고 있는 도시 경성에 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비판적 안목을 담은 작품이다. 그가 바라본 식민지 근

의 수부 경성은 “지도 속에 한낱 화농된 오점”으로 비칠 정도로 식민주의

의 이해관계가 철저하게 관철되고 있는 주변부 자본주의 공간이다. 이러한 

날카로운 시각과 화법은, 그를 리얼리즘의 현실 인식과 모더니즘의 미학적 

저항을 통합하여 구현한 흔치 않은 사례로 부각시키기에 모자람이 없을 것이

다. 그러다가 오장환은 두 번째 시집 헌사를 낸 후 일제말기의 전시체제에

서도 꾸준히 작품을 발표한다. 초기의 두 시집에 한 평을 보자.

씨는 새 타입의 서정시를 세웠다. 거기 담겨 있는 감정은 틀림없이 현

의 지식인의 그것이다. 현실에 한 극단의 불신임, 행동에 한 열렬한 지

향, 그러면서도 이지와 본능의 모순 때문에 지리멸렬해가는 심리의 변이, 

악과 퇴폐에 한 깊은 통찰, 혼란 속에서도 어떠한 질서는 추구해마지 않

는 비극적인 노력, 무릇 그러한 煉獄을 통과하는 현 의 지식인의 특이한 

감정에 표현을 주었다.10)

장환의 첫 시집 성벽(城壁)에서 보여주던 사랑스러운 데카당과 좋은 

풍속 묘사와 풍자에서 느끼는 신선한 스타일에서 헌사(獻詞)의 혼탁과 회의

의 길에 여기 우리 젊은 시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가 임신되었다.11)

앞에서도 암시하였듯이, 낭만 창간호(1936.11)에 오장환은 임화, 박세영, 

이찬, 김해강, 이정구 등 카프계, 이용악, 민태규, 이병각 등의 신예들과 함께 

참여하였다. ‘낭만’이라는 제호가 당시 광범위하게 문단을 잠식했던 쟁점적

인 개념인 데다가, 임화를 비롯한 카프계 시인들이 합류했다는 점에서 이 동

인지는 임화의 주도 아래 창간된 것이라고 짐작해볼 수 있다. 또 하나 우리

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매체는 풍림인데, 이는 1936년 12월에 창간되어 이

10) 김기림, ｢‘성벽’을 읽고｣, 조선일보, 1937.9.18.
11) 김광균, ｢오장환 시집 ‘헌사’｣, 문장, 1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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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과 홍구가 편집을 맡았고 편집인 겸 발행인은 홍순열이었다. 풍림사(風

林社)라는 출판사를 두어 오장환의 첫 시집을 펴내기도 했고, 1937년 5월에 6

호를 끝으로 종간되었다. 풍림은 “이것은 동인지도 아니요, 어떤 종파적 집

필을 특생으로 하는 것도 아니요, 누구나 문학이면 다 쓸 수 있는 여러분의 

것이다”12)라는 창간사에도 불구하고 이기영, 임화 등 카프 해소 이후의 카프

계 맹장들의 주요 발표 지면 노릇을 톡톡히 했다. 특별히 2호에 실린 임화의 

｢진보적 시가의 작금(昨今)｣은 매우 중요한 카프 회고의 글이고, 여기에 임화

와 오장환은 거의 매호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이 무렵 정지용이 이상을, 김

기림이 백석을 발견했듯이, 임화는 시단의 혜성 오장환을 발견하고 주목하게 

된다. 임화는 헌사를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오장환 시의 비극성을 평가

한다.

이것은 현 에 생을 향유한 것 자체가 비극의 알파요 오메가인 심정, 바

꿔 말하면 생이 그냥 슬픔인 현  서정시의 중요한 측면의 표현이다.

吳君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시적 세계 가운데 일반적 가치의 일부분을 

함유하고 있는 시인이다.

서정시가 소설이나 희곡과 달라 객관적인 현실성― 산문은 이 객관적인 

현실성을 통하여 일반적 가치 표현에 도달하는 예술이다― 을 가지고 있지 

않고, 주로 주관적인 감정과 상념의 표현을 유일의 수단으로 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능히 소설과 희곡에 필적할 수 있음은 실로 시가 내면적으로 

일반 세계와 관계하기 때문이다.13)

임화는 오장환의 시에 나타난 ‘비극’, ‘슬픔’의 지향을 높이 샀다. 서사나 

극이 보여주는 현실성과는 달리 서정시의 내면적 비극성이 세계를 암시적으

로 드러낼 수 있음을 임화는 오장환의 초기시에서 발견한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오장환 역시 풍림에 실은 백석론(論)을 통해 “김기림이 백석 옹호

의 논리로 삼았던 센티멘털리즘의 극복, 즉 무감상성(無感傷性)”14)을 비판함

12) 풍림, 1936.12.
13) 임화, ｢시단의 신세대｣, 조선일보 1939.8.18.
14) 장만호, ｢백석 시와의 연관성을 통해 본 오장환의 초기시｣, 한국 시와 시인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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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낭만적 감상성이 가지는 생성적 속성에 주목하였다. 이 점, 강력하게 

이 시기 두 사람을 묶는 미학적 입장의 공유 지점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임

화는 1930년  기교주의 논쟁에서 1920년  낭만주의 시가 가지는 긍정성에 

주목하면서, 낭만주의가 암울한 현실에 항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되었

고 그것이 카프 문학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고, 오장환 역시 낭만적 

성취가 서정시에서 기여하는 몫을 정당하게 옹호한 것이다. 또한 오장환은 

“조선에 새로운 문학이 수입된 지 30년 가차운 동안 어느 것이 진정한 신문

학이었느냐고 한다면 그것은 ‘백조’ 시 의 신경향파에서 ‘카프’에 이르기까

지 그들의 그룹이 가장 새로운 문학에 접근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15)라고 

말함으로써 임화의 문학사 인식과 궤를 함께하게 된다.

잘 알려져 있듯이, 임화는 1930년  중반 이후 창작과 비평에서 하나의 전

회를 시도한다. 그것이 바로 ‘낭만 정신’으로 표되는 시의 변모와 문학사 

정리라는 비평의 정치화 과정이다. 여기에는 단순한 의미의 전향으로 포괄하

기 어려운, 식민지 근 가 파시즘과 공고하게 결합하는 순간을 맞이한 한 정

치적 전위의 우울한 내면 세계가 잘 드러나 있다. 그 세계란 말하자면 “새 옷

을 갈아입으며,/들창 너머로 불현듯/자유에의 갈망을 느끼려는/나의 마음”

(｢새 옷을 갈아입으며｣)일 것이다. 이는 임화 스스로 지적한 바 있듯이,16) 만

주사변 이후의 정세 변화, 검열 강화로 인한 출판 사정의 악화, 군국주의 팽

창에 따른 정세의 악화에 의해 나타난 급격한 변화 양상이다. 그래서 그는 

“의심할 것도 없이 이 시 적 암운이 우리들의 마음에 꺾은 지울 수 없는 감

정으로 언어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만이 정말 시인의 명예”17)라고 말한 것일 

터이다. 임화가 이 시기 시편을 모은 현해탄(1938)에는, ‘현해탄’이라는 바

다의 양가적 운명을 집중적으로 노래한 시편들이 모아져 있는데, 물론 ‘현해

탄’이라는 이중의 비유 표상은 임화 스스로에 한 간접화된 은유이기도 할 

택, 서정시학, 2016.
15) 오장환, ｢문단의 파괴와 참다운 신문학｣, 조선일보, 1937.1.28－29.
16) 임화, ｢진보적 시가의 작금｣, 풍림, 1937.1.
17) 임화, ｢담천하의 시단 일년｣, 신동아, 19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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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근 의 표상으로서의 현해탄과 제국주의의 엄청난 파고로서의 현해

탄, 이 모두를 은유하고 있는 ‘바다’는 임화 시편들이 결국 ‘비극성’이라는 거

한 형상으로 나타날 것임을 암시하는 매우 구체적인 표상이다. 그래서 임

화 스스로 인정했듯이, 이 시기의 시세계가 “미래를 폐쇄 당한 인간의 불가

피적으로 당도하는 감상주의의 하나일 것”18)임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

을 것이다. 그 점에서 임화가 제창한 ‘낭만 정신’도 낭만주의의 현실 초월적 

성격보다는 역사와 현실의 발전에 한 신뢰의 표현으로 나타나게 된 것일 

터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극성과 낭만성의 형상적 결합을 성취한 오장환의 

시적 성취가 임화의 시선에 들어왔던 것이다. 오장환이 “나는/동경에서 신문

배달을 하였다/그리하여 붉은 동무와/나날이 싸우면서도/그 친구 말리는 붉

은 시를 썼다.”(｢나의 길｣)라고 노래함으로써 자신의 시적 기원을 암시하거

나, “信賴할 만한 現實은 어디에 있느냐”(｢여수(旅愁)｣), “港口여!/눈물이여!/

나는 終是 悲哀와 憤怒 속을 航海했도다.”(｢해수(海獸)｣) “항구, 항구, 들르며 

술과 계집을 찾아다니는 시꺼먼 얼굴. 윤락된 보헤미안의 절망적인 心火.”

(｢매음부｣)라고 노래할 때에도 임화가 수없이 발화했던 격정과 장소성이 눈

에 띄게 되는 것이다.

물론 임화가 발견한 것은 오장환만이 아니다. 임화의 전회는 단편서사시의 

편재적 영향력이 소진되고 낭만성을 기축으로 한 새로운 방향을 암중모색하

던 터였다. 이때 임화는 1935년도 조선중앙일보 당선작인 안용만(1916~?)의 

｢강동의 품｣에 해 “나는 이 작품 일편을 생각할 때 이 일년을 무단히 보냈

다고 생각지 않는다. 이 詩는 여태까지의 조선 프롤레타리아 詩의 최초의 발

전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그 이전 단편서사시를 넘어설 수 있는 가

능성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안용만은 일찍이 신소년, 별나라 등에 동시

를 발표하다가 ｢강동의 품｣이 당선되면서 문단의 주목을 받았는데, 이 시편 

역시 단편서사시와는 무관한 낭만적 정조와 삶의 비극성 그리고 그 너머의 

진보에 한 당찬 심회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만큼 임화의 절실했던 자기 개

18) 임화, ｢진보적 시가의 작금｣, 풍림, 19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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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과정에서 두 사람의 돋보이는 신진시인이 발견되었던 것이다.

Ⅳ. 해방기의 오장환

해방기는 임화는 물론, 우리 문인들에게 혹독한 내적 반성과 통일된 자주

적인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이중적 과제를 부여한 시기이다. 임화는 이때 극

단적 친일 문인을 배제한 문단의 좌우통합에 매진하는 발빠른 운동가의 모습

을 보인다. 이때 임화는 이른바 ‘봉황각 모임’(1945.12.31)이라고 불렸던 한 

자리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반성하는 용기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윤리적 선

편까지 잡는데, 임화가 주창한 자기 반성의 의지는 ｢9월 12일｣이라는 작품을 

비롯하여 ｢길｣ 등에도 지속적으로 그 형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 작품들은 해

방이라는 새로운 전기를 맞은 전환기적 지식인이 취해야 할 자기 검색의 한 

표본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임화는 남로당의 정강 및 이념에 철

저하게 복무하는 이론가로, 또 그것을 실천하는 선동가로 자신의 위상을 견

고히 하게 된다.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창작한 ‘선전선동시’들이 그의 이러한 

활약을 알려준다.

노름꾼과 강도를/잡든 손이/위 한 혁명가의/소매를 쥐려는/욕된 하늘에/

무슨 旗ㅅ발이/날리고 있느냐//동포여!/一齊히/旗ㅅ발을 내리자//가난한 동포

의/주머니를 노리는/외국 商館의/늙은 종들이/廣木과 통조림의/밀매를 의논

하는/廢 王宮의/商標를 위하여/우리의 머리 우에/國旗를 날릴/필요가 없다//

동포여/一齊히/旗ㅅ발을 내리자//살인의 자유와/약탈의 神聖이/晝夜로 방송

되는/남부조선/더러운 하늘에/무슨 旗ㅅ발이/날리고 있느냐//동포여/一齊히/

旗ㅅ발을 내리자

―｢旗ㅅ발을 내리자｣(현 일보, 1946.5.19)

임화는 9월 총파업을 다룬 ｢우리들의 전구(戰區)｣, 10월 인민항쟁을 다룬 

｢높은 산봉우리마다｣ 등에서 이 같은 ‘선전선동’이라는 시의 현실적,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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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가치를 극단까지 밀어붙이는데, 임화의 탐색 의지가 가장 정치와 이념에 

근친성을 보이는 시기가 바로 이때이다. 위 작품 역시 현실 비판에 이어 ‘새

로운 깃발을 올리자’는 이면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반어적 표현의 작품이다. 

이를 일러 “임화의 선전선동시가 가진 그 단순성, 짧은 호흡에 담겨 있는 엄

청난 폭발력, 금속처럼 날카로운 그 전투성은 이 부문에 있어서는 그 뒤 아

무도 그를 뛰어넘지 못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19)이라고 상찬하는 시

각이 존재한다. 이처럼 이 시기 그의 시는 한 행의 길이가 현저하게 짧아지

면서 비장미의 회복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시의 호흡은 거칠어지고, 강렬한 

정치 지향성이 시의 분위기를 압도하게 된다. 이러한 전통은 해방기의 오장

환과 유진오로 이어지고, 나아가 1960년 의 신동엽이나 1980년 의 김남주

의 시로 고스란히 이월되어 문학사의 한 줄기를 형성하게 된다.20) 이처럼 오

장환의 이 시기 변모는 매우 이례적이면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김기림, 

정지용, 이태준과 함께 우리에게 보여준 그의 변화는, 당시의 문학운동이 과

거의 모더니즘이나 순수문학 계열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全)문단적인 

스케일을 띠었던 것임을 암시해준다.

깽이 있다/깽은 高度한 資本主義 國家의 尖端을 가는 職業이다/성미 급

한 이 땅의 젊은이는/그리하여 이런 것을 받아들였다/알콜에 물탄 洋酒와/

댄스로 정신이 없는/장안의 구석구석에/그들은 그들에게까지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었다//아 여기와는 상관도 없이/또 장안의 한복판에서/이 땅이 解放에

서 얻은 北쪽 38도의 어려운 住所와/숱한 “야미”꾼으로 完全히 막혀진 서

울길을/비비어 뚫고 그들의 幸福까지를 위하여/全國의 人民 代表들이 모였

다는 사실을......//그러나/깽은 끝까지 職業이다/全國의 生産이 完全히 쉬어

진 오늘에/이것은 確實히 新奇한 職業이다/그리하여 점잖은 衣裳을 갖추운 

資本家들은/새로이 이것을 企業한다//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의 번창해질 장

사를 위하여/“韓國”이니 “建設”이니 “靑年”이니/“民主”니 하는 간판을 더욱 

19) 신경림, ｢역사의 격랑 속에 침몰한 혁명시인｣,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 우리교육, 
1998, 133쪽.

20) 유성호, ｢비극적 근대시인의 시적 경로｣, 문학과사상연구회, 임화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2004, 177쪽.



86  한국시학연구 제55호

크게 내건다.

― 오장환, ｢깽｣ 전문(1945.11)

이 시편은 해방기 당시의 부정적 정황에 한 날카로운 제유적 형상을 담

고 있다. 자본가가 경영하는 기업과 테러 집단이 운영하는 ‘깽’의 폭력을 

나란히 병치시키면서, 그 둘을 내적으로 연관시키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여

기서 시인은 “洋酒와 댄스”로 표상되는 자본주의 퇴폐 문화에 해서도 비판

적이지만, 그보다는 “번창해질 장사”이기도 한 ‘깽’을 “高度한 資本主義 國家

의 尖端을 가는 職業”으로 인식하면서 당 의 폭력성에 한 날카로운 인식

을 보여준다. 이처럼 오장환은 해방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암약중

인 자본주의의 폭력성과, 민족적 합의에 의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암담

한 민족적 상황에 한 근원적 비판을 보여주고 있다. 어법과 정조에서 임화

가 보여준 변화와 거의 맥을 같이 한다. 그 밖에 김광현, 상민, 김상훈, 유진

오, 이병철, 박산운, 설정식, 최석두 같은 신진시인들의 위상 역시 매우 이채

로운 것이었는데, 이들은 해방 후에 창작 활동을 시작하여 가장 전위적이고 

투쟁적이며 동시에 서정적인 시를 써서 해방기의 시단을 뜨겁게 달군 이들이

었다. 유진오는 창(1948), 상민은 옥문이 열리던 날(1948), 설정식은 

종(1947), 포도(1948), 제신(諸神)의 분노(1948) 등을 펴냈다. 그 중 유

진오는 가장 전위적이고 투쟁적인 시를 써서 ‘인민의 계관시인’이라는 칭호

를 얻기도 했다. 그의 표작인 ｢누구를 위한 벅차는 우리의 젊음이냐?｣
(1946.9)는 해방 후 최초의 필화 사건을 겪으면서, 짧으면서도 격렬하고 긴박

한 느낌을 주는 리듬 속에 단순하고도 명쾌하게 구분된 아(我)와 적(敵)의 

립 구도, 적에 한 강한 증오심과 동지에 한 한없는 연 의식 등을 보이

면서, 오장환 해방기 시와 상동성을 이룬다. 나아가 당위적인 관념과 혁명적

인 열정이 좀 더 강렬하게 전달되도록 해주는 시적 장치를 택하고 있다. 이

후 유진오는 ｢창｣이나 ｢한없는 노래｣ 등에서 이러한 민족 주체 의식과 시적 

주체의 서정성을 통합한 가편들을 써서, 해방기 전위시인 중 가장 독자적인 

득의의 음역을 획득하게 되는데, 그 점에서 유진오 시편은, 임화와 오장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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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에서 빼닮은 세계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오장환은 여

러 편의 산문을 통해 구속된 유진오의 석방을 강렬하게 요구하면서, 그의 시

편을 높이 상찬하였다.21)

이때 조선문학가동맹은 조선시의 새로운 발전과 그것의 확고한 가능성을 

창조적으로 표현한 과도기 시의 한 달성으로 병든 서울을 평가하면서, 

1946년도문학상을 수여하게 된다.22) 조선문학가동맹의 주류로부터 온전한 

평가를 받는 순간으로서, 이는 임화와 오장환이 가지는 지향이 제도적으로 

한 몸이 되기에 족한 것이다. 이때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두 사람 사이의 상

사성은 임화의 ｢찬가｣와 오장환의 ｢찬가｣, 임화의 ｢9월 12일｣과 오장환의 

｢병든 서울｣에서 잘 나타난다. 또한 이 시기에 오장환에 주목한 비평가는 김

동석이었는데, 그는 “현해탄은 처음부터 끝까지 줄글로 내리써도 조금도 어

긋나는 데가 없을 것이다.”(김동석, ｢시와 행동―임화론｣, 예술과 생활)라

고 임화를 비판하면서도 “‘탁류’ ―나비들은 역사를 이렇게 본다― ‘탁류’를 

마음껏 오래하라. 조선시단이 ‘탁류의 음악’을 낳을 수 있다면 장환이 누구보

다 기 되는 바 클 것이다.”(김동석, ｢탁류의 음악―오장환론｣)라면서 오장

환의 음악성과 탁류에의 증언을 높이 샀다. 그러다가 오장환은 임화와 함께 

북으로 가서 영광을 스탈린에게―이. 브. 스탈린 탄생 70주년(북조선문학

예술총동맹, 1949)에 임화, 이찬, 박세영, 이정구 등과 함께 참여한다. 임화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그의 월북에 새겨지는 장면이다.23) 나중에 우리는 임화－

오장환－박인환으로 이어지는 낭만적 데카당의 흐름과 임화－오장환－신동

21) ｢시인의 박해｣(문학평론, 1947.4), ｢굶주린 인민들과 대면｣(문화일보, 1947.7.10), 
남조선의 문학예술(조선인민출판사, 1948.7)

22) 조선문학가동맹, 46년도문학상심사위원회, ｢문학상심사경과급결정이유｣, 문학, 
1947.4.

23) 서정주는 “여류작가 지하련과 절친했던 오장환은 자연히 그녀의 남편 임화와 어울
리게 되었고, 8 · 15 후에도 이 영향으로 월북의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
다. 또한 미당은 당시 검사였던 오장환의 형인 성환(晟煥)도 8 · 15 후 월북했다고 하
였는데 오장환의 월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알 길이 없다. 한편 현수가 쓴 
적치 6년의 북한 문단(부산국민사상지도원, 1957)의 161쪽과 한국비평문학회가 엮
은 혁명전통의 부산물―납월북 문인 그 후(신원문화사, 1989)의 237쪽에서도 임화
와의 관계가 월북의 계기라고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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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으로 이어지는 짧은 격문을 연상시키는 시형의 흐름을 더 깊이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해방기의 오장환이 후배 전위시인들의 건강하고 야심에 찬 

의지와 자신의 이울고 병든 육체를 비교하면서도, 식민지 시 의 정치적 그

늘이 전혀 없는 정치적 전위들이 해방기를 맞아 불퇴전의 전투적 언어를 내

보이는 순간을 자산으로 하는 문학사의 연속성을 강조한 부분을 주목할 수 

있다. 이 시기에 김광현, 김상훈, 박산운, 유진오, 이병철 등이 참여한 전위

시인집(노농사, 1946)은 고스란히 임화, 권환, 김창술, 박세영, 안막이 참여

했던 카프시인집의 격세(隔世)적 재현물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발

언은 어쩌면 이는 식민지 시 의 부채감을 한쪽에 이고 다른 한쪽에는 나이

가 주는 무게를 이고 있던 선배 시인으로서의 심리적 단층을 반영한 것일지

도 모른다.

여기 다만 가쁘게 숨소리만 나는 이 땅이 다함께 가쁜 呼吸을 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치밀한 계획이 있어 보이고 물러서지 않는 鬪志가 숨어 보

이고 모든 것은 測定되어 오직 目的하는 곳으로 매진하려는 機關車와 같이 

多情하고 우람한 詩人들이 있다. 그들은 靑年들이다. 萬사람이 靑春이라야

만 가질 수 있는 勇氣와 自由에의 不絶한 希求를 이들은 몸과 마음 모든 

條件으로 具備하고 있다. …(중략)…

前衛란 年齒나 經歷을 云謂함이 아닌 줄도 이들은 잘 안다. 그리고 어떠

한 戰鬪에 있어서나 前衛가 져야 될 任務와 그 役割을 이들은 그들 成年期

에 있어서의 苦難의 매가 能히 先輩들보다도 많은 단련을 주었다.

詩壇의 決死隊.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여기에 나온 詩人들이 바로 決

死隊의 隊員들이다. 그리하여 이 中에 한 동무는 벌써 그 노래로 하여금 몸

을 囹圄에 빠지게 하였으며 또 참으로 오랜 동안 感激을 모르던 이 땅의 

靑年들에게 그의 한 篇의 詩로 하여금 萬雷의 共鳴을 일으키게 하였으며 

일찍이 詩人들이 차지하였던 아테네의 榮光을 弱冠으로 이 땅에서 다시 찾

은 것 같은 느낌을 주게 하였다.24)

24) 오장환, ｢발｣, 이병철 외, 전위시인집, 노농사,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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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환은 치밀한 계획과 물러서지 않는 투지를 가진 그들을 기관차처럼 

매진하는 형상으로 묘사하였다. 그 청년 시인들은 자신과는 달리 용기와 자

유에 한 끊임없는 희구를 가진 것이다. 이들에게서 오장환이 아테네의 영

광을 재현할 전위 집단의 속성을 읽은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그는 이들 전

위시인에게서 “萬雷의 共鳴”을 가져다줄 에너지를 기 하면서, 자신 세 와

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맥락에 공명하고 있다. 이때 우리는 전위시인집의 

발문을 오장환이 그리고 서문을 김기림이 맡았다는 것을 통해, 조선문학가동

맹 측에서 이 시인들에게 말 그 로 “詩壇의 決死隊” 역할을 기 했음을 알

게 된다. 그 점에서 “그들 成年期에 있어서의 苦難의 매가 能히 先輩들보다

도 많은 단련을 주었다.”는 오장환의 고백은 자연스럽게 전해져오고, 우리는 

오장환의 글에서 선배들과는 다른 새로운 시적 기원(起源)을 기 하는 모습

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이때 우리는 오장환이 이미 임화의 입장에서 후배

들을 호명하면서, 조선문학가동맹의 중심에 서 있음을 알게 된다. 나아가 해

방기 시사에서 또 하나 덧붙인다면, 우리는 소월 시에 한 초기 비평가로서

의 그의 면모가 더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소월 시의 음악성과 상징성

을 일찌감치 통찰한 비평가로서의 면모 역시 오장환의 중요한 몫이기 때문이

다. 우연이겠지만, 오장환은 소월과 똑같이 서른셋의 나이로 타계하였다.

Ⅴ. 맺음말

서양미학사에서 ‘아방가르드’는, 제1차세계 전을 계기로 확산된 자본주의 

문명에 의한 인간 소외에 하여 비판하고, 계몽 이성이나 진보적 세계관에 

의한 근  기획에 해 반성하면서 제기된 이념적, 방법적 범주이다. 따라서 

그것은 근  부르주아의 세계관과 가치 체계가 막다른 길에 도달해 있다는 

위기의식의 역사적 산물이며, 이성, 노동, 주체 등의 계몽적 기획에 파산을 

선고하고 욕망, 무의식, 비합리의 세계에서 새로운 진리를 구하고자 했던 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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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의적 반동이기도 하다. 또한 아방가르드는 재현을 포기한 자기 반영적 

미학이고, 나아가 근 의 속물적 평균주의에 저항하는 미학적 엘리티즘의 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오장환의 시가 식민지 근 로부터 해방기의 혼란을 거치면서, 근  문명의 

숱한 적폐와 모순의 구조들을 적출하고 그것들을 가능케 했던 힘들에 해 

예술적 저항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오장환 시의 아방가르드적 성격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특히 식민지 시 에 씌어졌던 시편들에 우세하게 나타나는 

형식 실험의 의지와 그에 걸맞은 주변부 자본주의의 여러 생리에 한 구조

적 비판은, 그 자체로 근 를 내파하고 새로운 근 를 지향하려 했던 아방가

르드 정신의 외화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오장환의 시를 

근  미학의 한 축인 모더니즘이나 리얼리즘의 교체 형식보다는, 근  기획

에 저항하면서 새로운 근 를 꿈꾸는 아방가르디즘으로 표상하는 것도 비교

적 타당한 관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성격은 ｢전쟁｣이나 ｢수부｣ 등
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들 작품에 나타난 날카로운 시각과 화법은 그를 리

얼리즘의 현실 인식과 모더니즘의 미학적 저항을 통합하여 구현한 흔치 않은 

사례로 부각시키기에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또한 초기작 ｢고전｣ 같은 작품

에서 보이는 도시 노동자들의 궁핍상에 한 비판적 묘사나, ｢북방의 길｣, 

｢모촌｣ 등에 나타나고 있는 농촌 해체 양상에 한 비판적 관심 역시, 그의 

시를 미학적 부정 정신의 총화로서의 모더니즘보다는 당  현실과의 매개를 

끊임없이 모색해온 세계로 읽게끔 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러한 과

정을 통해 우리는 한 탁월한 근  시인으로서의 오장환을, 그리고 우리 시사

적 전통에서 이례적인 아방가르드 시인으로서의 오장환을, ‘모더니즘/리얼리

즘’의 타성적 분법(分法)을 넘어선 치열한 시정신의 전범으로서의 오장환을 

기록해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의 시가 더욱 

문제적인 풍요로움을 띠고 다가오는 순간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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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Flow and Status of Oh, Jang-Hwan’s Poems

Yoo, Sung-Ho

(Hanyang University)

Oh, Jang-Hwan is a poet who thoroughly fictionalized the opposition between 

realism and modernism. It is because that there were too many different elements 

in his poems to be defined by thus ideological and methodological prism and 

also, because he had been consistently agonizing over the issue of the statement 

of the subject and contact point with reality and carried it out with his poems.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needed to read his poems as that of ‘avant-garde 

poet.’ That much, he responded unusually to the contradictions of colonial 

capitalism, and fully denied and criticized it. However, his critical discernment 

began to lean toward the political avant-garde in which the will to dive into the 

reality was more protruding than aesthetical resistance of the avant-garde.

One of the reason for this tendency to be possible was the influential relation 

with Im Hwa. Im Hwa found and called Oh, Jang-Hwan as the person to be 

matched very well with the orientations of his criticisms when he was putting 

forth his theory of romanticism at the late 1930s. And several times, thorough 

his poems and essays, Oh, Jang-Hwan expressed his emotion and thoughts fitted 

with those of Im, Hwa and had come to have more similarity with Im hwa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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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new poets. Ultimately, their political destination had come to be the same 

because they worked with the same line till the period of post-liberation and 

defection to the North Korea. This is not the result of one-sided influence. It 

seems that the transfiguration of Im Hwa became the reference and brought the 

change of Oh, Jang-Hwan. After all, Oh, Jang-Hwan could be described as an 

exceptional avant-garde poet and as an example of poet who maintained the 

intense poetic ethos passing over the habitual dividing of realism and modernism 

in the history of modern Korean poetry.

• Keywords：Oh, Jang-Hwan, Im, Hwa, avant-garde, realism, modernism, 

post-liber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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