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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이 논문의 목 은 ‘장소애’를 바탕으로 북 지역의 특수한 문화와 삼투하면서 자

신의 문학 정체성뿐만 아니라 지역 정체성 문제에 천착해 온 정양 시에 나타난 지역

문화의 양상을 확인하고 지역문학  가치를 규명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정양 시에 나타난 지역문화 양상을 지리·역사·사회·문화· 술 

역으로 범주화하여 농경문화와 마한·백제 문화의 터 으로서의 지리  특성, 동학 명

과 군산개항과 한국 쟁이라는 근 사의 비극  장이 된 역사  상황, 농 사회가 

해체되고 새만 간척사업이 진행된 사회  실, 민간신앙과 세시풍속이 재 된 문화

 맥락, 소리 술과 북문단으로 표되는 술  동향 등의 북 문화가 정양 시

에 두루 수용되었음을 확인하 다.

그리하여 이 논문은 구체 인 시간 ·공간  삶터로서의 지역 문제를 성찰하여 지

역문화의 다양성과 자생성을 발견하고 지역공동체에 가까이 다가선 정양 시의 지역문

화  가치를 규명하 다. 나아가 서울 심의 문학 권력의 장에서 벗어나 탈 심  문

학 생산의 틀을 제시하여 한국문학 담론의 지평을 확장시켰다는 에서 정양 시의 더

욱 요한 지역문학  가치를 입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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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역문화와 지역문학 연구의 상

이 논문의 목 은 북 방언이라는 주체 이고 개성 인 언어 형식으로1) 

북 지역의 특수한 문화와 삼투하면서 자신의 문학 정체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 문제에 천착해 온 정양 시에 나타난 지역문화의 양상을 확인하고 그 지

역문학  가치를 규명하는 데 있다. 그것은 정양이 서구 근  기획의 유입으로 

우리 농 사회가 해체되는 상황을 목격하고 그에 한 항의 한 방법으로 농

공동체의 원형으로서의 ‘고향’을 복원하기까지, 북 문화의 다양한 지형을 

탐색하고 북 문화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지역문화와 지역문학 담론

의 활성화 가능성을 열어  문학인이기 때문이다.  

북 김제에서 출생한 정양(鄭洋, 1942~)은 익산남성고등학교를 거쳐 1965년 

동국 학교 국문과를 졸업하고 김제죽산 고등학교 교사로 부임한 이래, 익산

원 고· 주신흥고·우석 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임을 하 다. 이

처럼 정양은 창작 시기 반을 고향 인근에서 보내는 가운데 1968년에는  한

일보 신춘문 에 ｢천정(天井)을 보며｣가, 원 학교 국문과 학원을 졸업하

던 1977년에는 조선일보 신춘문 에 평론 ｢동심의 신화｣(윤동주론)가 당선된 

후 지 까지 9권의 시집과 3권의 평론집과 1권의 산문집을 발행하면서 꾸 히 

창작 활동에 념해 온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이다.2)

그런데도 지 까지 정양의 시에 한 연구는 시집의 해설이나 문 지에 발

표된 평론에 불과할 뿐 체계 이고 본격 인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발

표된 해설이나 평론도 그의 시세계가 “일상의 삶과 시 의 아픔과 의식과 상 

속의 고향”3)에 있음을 밝힌 오하근과 같이, 부분 사회주의자 던 부친으로 

1) 이에 해서는 본 연구자의 논문(김혜원, ｢정양 시의 지역어 양상과 미학  기능-지

역문학  을 심으로｣, 한국언어문학 제91집, 한국언어문학회, 2014.)이 있다.

2) 증보   시선집을 포함한 정양의 시집으로는 까마귀떼(1980), 수수깡을 씹으며
(1984), 빈집의 꿈(1993), 살아 있는 것들의 무게(1997), 까마귀떼(1999, 증보 ), 

  내리는 마을(2001, 시선집), 길을 잃고 싶을 때가 많았다(2005), 나그네는 지

도(2006, 시선집), 철들 무렵(2009)이 있다. 이 밖에도 시화집(詩話集) 동심의 

신화(신아출 사, 2001), 소리 평론집  소리 더늠의 시학(문학동네, 2001), 평론

집 세월이 보이는 길(신아출 사, 2012), 산문집 백수 부의 꿈(작가, 2009)이 있

다.

3) 오하근, ｢고향과의 화해｣, 정양, 나그네는 지 도, 생각의나무, 2006, 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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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입게 된 유년기의 트라우마, 개인사와 민족사로 인한 상처를 그리움으로 

극복하기까지의 고향에 한 양가감정, 부조리한 근 사에 한 비  의식과 

항 의식, 농 공동체의 원체험 장소로서의 유년 시 의 고향 탐색 등에 있음

을 밝혔을 뿐 특정한 이나 방법론을 바탕으로 학문 담론 차원에서 심도 있

게 진행된 것은 최명표의 연구에 불과하 다.4) 

이러한 상은 ‘ 앙/지방’의 이분법  권력 체계를 형성한 근  사유 체계

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제1세계와 제3세계의 ‘ 심/주변’의 세계 체제 논리

가 정치, 경제, 행정에서의 앙 집 화라는 사회  통념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문학에서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서울을 심으로 한 앙문학  이 지

역문학을 타자화하고 열등함을 조장하 던 것이다. 그리하여 지역문학은 주변

부 문학이자 소수자 문학이며 하  문학이라고 인식되면서, 박태일이 지 한 

것처럼 “지역말뿐 아니라 지역  풍토와 사건, 그리고 그 안에서 삶을 이루고 

있는 사람의 개별 경험에 뿌리를 내린, 지역 가치를 풍부하게 품고 있는 작품

이나 경향들은 무시되기 일쑤”5) 다. 

그러나 최근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문화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

과 함께 지역문화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지역문학의 가치와 상도 어느 정도 

정립된 상태에 이르 다. 그것은 ‘차이’와 ‘다양성’을 시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인식, 억압과 착취를 낳는 모든 지배 이데올로기에 한 해체와 복을 목표로 

하는 탈식민  , 특히 세계  가치와 지역  가치가 동등한 상을 차지하

고 지역  가치가 세계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로컬리즘(glocalism)  사

유 체계가 과거 앙문학 심의 문학 에 한 반성  사유를 동반한 결과

다. “지역은 그 구성원들의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세계의 심”6)이

라는 지역구심주의(local centripetalism)가 낳은 인식의 환과 함께 이분법  

구별짓기 구조가 재편되면서 지역문학의 제도  상을 갖추기 한 여러 방법

론들이 조직 이고 집단 으로 모색되어 왔던 것이다. 

그런데도 이들 지역문학 연구의 부분은 지역문학의 일반 이론을 수립하기 

4) 최명표, ｢소문의 시  구  양상-정양의 시를 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

34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7.

5) 박태일, ｢지역시의 발견과 연구-경남·부산지역의 경험을 심으로｣, 한국시학연구
제6권, 한국시학회, 2002, 86쪽.

6) 의 논문, 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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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학 이고 보편 인 지역과학  방법(regional sciences)을 심으로 개

되어 왔다. 즉 구체 , 물  토 에 근거한 지역문학 연구가 아니라 념 , 정

책  차원의 연구들이 지역문학사의 정리, 지역문학의 황과 방향, 지역문학의 

방법론과 과제 등의 이름으로 다소 자료나열식 개 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문학지리학이나 문학사회학 등의 학제 간 연구를 통해 특정 지역의 문

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지역연구  방법(area studies)이나, 구체 인 삶터로서의 

지역 실을 미시사 으로 는 생활사 으로 근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

이었다. 특히 정 길이 제기한 것처럼 “세계 문학을 빛낸 유수의 민족문학은 

개가 지방색(local colour)에 근거한 고 들”7)이라는 거시  시각을 가지고 

역량 있는 지역 문인들을 극 으로 발굴하여 그들의 작품이 지닌 지역 가치

나 지역문학으로서의 의의를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지역 문학인의 상을 제

고하는 실천  차원에서의 연구는 거의 축 된 것이 없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지역에 한 ‘장소애(topophilia)’를 바탕으로 라북도 지

역문화를 역동 으로 반 하여 지역공동체의 총체  역량을 드러낸 정양 시에 

나타난 지역문화의 양상을 지리, 역사, 사회, 문화, 술의 5개 역으로 범주화

하여 면 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해 이 논문은 지리학, 역사학, 사회학 

등을 아우르는 문화학을 상  개념으로 하여 지역문화와의 학제 간 연구를 통

한 지역연구  방법으로 근할 것이다. 그것은 이 연구가 박태일이 망한 바

와 같이 “시 연구의 마지막 자리는 마침내 배달겨  문화학이나 인류학”8)이 되

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정양의 시를 실증 인 텍스트로 삼아 정

양 시에 나타난 지역문화의 양상을 악한 이 논문은 정양 시가 지닌 지역문학

 가치를 리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역량 있는 지역 문

학인의 작품에 주목한 이 논문은 그동안 앙문단을 심으로 지명도를 쌓아 

온 문인들의 작품을 주된 연구 상으로 삼았던 기존 문학 연구의 방식에서 탈

피함으로써 지역문학 연구의 역할과 가능성을 모색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문학 

연구의 외연을 넓히고 다양성을 확보했다는 에서도 의의를 갖게 될 것이다. 

7) 정 길, ｢지역문학의 황과 과제-원  출신 문인들을 심으로｣,  남 학교 인

문과학연구소 학술 회 2007권 11호, 남 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7, 17쪽.

8) 박태일, 앞의 논문, 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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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양 시에 나타난 지역문화의 양상

2.1. 지리: 농경문화와 마한·백제 문화

라북도는 덕유산을 끼고 있는 동쪽의 산악지 와 서해로 빠져나가는 만경

강과 동진강 유역에 완만한 평야지 를 둔 동고서 (東高西低)형의 지리  특

성을 갖고 있다. 특히 산·강·바다의 수려한 산수와 함께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

춘 북 지역에 펼쳐진 ‘징게맹게외배미들(김제 만경 활한 들 )’의 지리  

환경으로 라북도는 우리나라 최  곡창 지 로 손꼽힐 수 있었다. 이로써 오

천년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한국 농업 경제를 이끌어 오면서 라북도는 오랫동

안 ‘농도(農道) 북’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 왔다. 한 라북도는 로부터 

마한·백제 문화권의 추를 담당해 온 지역이었다. 김제 지역은 “삼한시 (三韓

時代)에는 마한(馬韓)의 토로서 54개 부족국가 가운데 가장 방 한 지역을 차

지했던 벽비리국(辟卑離國)의 토”9) 으며, 익산( 마)은 고조선 왕(準王)이 

남천하여 개국한 마한의 고도이자 백제 무왕(武王)이 정착한 백제 왕도이기도 

했다.10) 조선 왕조 발상지로 알려진 주는 이미 900년에 견훤이 정한 백제(후

백제)의 도읍지로 사실상 천년고도를 자랑하고 있는 라북도 도청소재지이다.

 

김제 만경 지평선과 수평선들이/변산반도 고군산열도 동진강 만경강들이/이게 

아닌데  아닌데 골백번 뉘우치면서/돌이킬 수 없는 죄 지르고 있다

-｢불륜의 만삭｣ 부분

천생원이 만경 사는 형님에게 생일선물 보내려고/내일 새보그 맹경 좀 가따 와

야 쓰거따 일러놓고/이튿날 새벽 쇠를 아무리 찾아도 없더니/아침밥상 물린 뒤

에야 라이방 걸친 쇠가 나타나더랍니다                

 -｢ 쇠의 쓸개｣ 부분

 

이따가 니야까 오면 시러가꼬 솜리 뱅원으로 가야       

-｢화둔둠벙｣ 부분

9) ｢허허롭다! 김제고을 지평선｣,  시안, 시안사, 2014. 9. 30.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0544

10) 김삼룡, ｢ 라북도에 있어 익산문화권의 치｣,  高女性指 課程 講義 論集 제

1호, 원 학교 행정 학원, 2000, 1-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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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은 자신의 문학 정체성과 지역 정체성을 정립하기 해 북 지역의 지

리  치와 지형  특성을 확인하고 있다. 그것은 지역이 인간이 살아 숨 쉬

는 터 이라는 본질  가치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불륜의 만삭

｣에서는 “변산반도 고군산열도”가 펼쳐진 서해와 합류하는 “동진강 만경강”을 

끼고 “김제 만경”의 드넓은 만평야가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제 

만경”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볼 수 있어, 재 ‘지평선 축제’가 개최

되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이 시에서 정양은 새만 간척사업으로 변하게 된 

“만경강” 하구와 서해안 유역의 지형  특성에 더 주목한다. 그리하여 군산 ‘옥

구’에서 “고군산열도”의 ‘야미도’와 ‘신시도’를 지나 부안 “변산반도”로 이어지는 

간척지가 “만삭”의 배처럼 불룩한 지형을 갖는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이 간척사

업을 “돌이킬 수 없는 죄 지르고 있”는 “불륜의 만삭”에 비유하여 비 한다.  

한편 ｢ 쇠의 쓸개｣와 ｢화순둠벙｣에는 정양의 고향을 둘러싼 당시의 문화지

리  상황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걸어서 “새보그 맹경”11)으로 떠난 “ 쇠”가 

“아침밥상 물린 뒤”에 돌아올 정도로 그의 고향 ‘김제군 공덕면’과 “맹경”이 가

까운 곳에 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덕면’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 “솜리”12) 

역시 ‘공덕면’ 사람들이 “화순둠벙”에 빠진 남녀를 “니야까”(리어카)에 실어 “솜

리 뱅원”(솜리 병원)으로 이송할 정도로 “맹경”과 동일한 문화생활권을 형성하

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일제시  개통된 호남선과 라선의 

분기 으로 교통의 요지가 되어 상업 시설이 번성했던 “솜리”가 만경강 ‘목천포 

다리’를 경계로 김제 지역과 경을 이루고 있는 지리  환경 때문이었다.  

내 고향 들녘에는/가난한 물이 쌓이고/별빛이 달빛이 쌓이고/그리운 사람들끼

리 만나서/한세상 허물어진 흙더미 에/착하고 억센 꿈을 심었습니다//먼 바닷물

결에 려와서/ 물보다 더욱 아 게/넘치는 날빛/먼먼 백제의 깊은 꿈을 건 /아

득한 들 에 사무치는 날빛//그 사무치는 날빛으로/서슬 푸른 寒天을 가다듬어서/

별빛은 달빛은 아름다운/꿈들은/차돌 같은 그리움이 되었습니다//그리운 사람들끼

리/더 그리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운 사람들｣ 문

만평야 실 둑을 쌓으러/방방곡곡 백성들이 여기 끌려왔었다 < 략> 이 나

11) ‘맹경’은 재 만경읍의 ‘만경’이 움라우트(‘ㅣ’모음 역행동화)를 일으킨 지명. 

12) ‘솜리’는 재 ‘익산’의 옛 이름 ‘이리(裏里)’의 순우리말인 ‘속리’가 자음동화된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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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에 맨 처음 만든 수지 다/벽골제 긴긴 뚝길이 들 건 로/몇십 년을 뻗어가고 

그 곁에/투덕투덕 신바닥 털어낸 흙들이 모여/이 게 그들막한 산이 되었다

 -｢신털미산｣ 부분

감자 캐던 마동이가 참말로/감자로 민요로 덫을 놓아 어여쁜/공주님 마음을 사

로잡았는지 < 략> 사람들이 참말로 사람답게 사는/황 빛 찬란한 평화를 평등을 

화해를 터 잡고 싶은/어여쁜 아내의 어여쁘고 간 한 소원을/무왕인들 마동인들 

그 군들 어  외면했으리          

-｢결코 무 질 수 없는-미륵사지에서｣ 부분

나아가 정양은 북 지역의 정신  가치와 자부심을 백제문화가 발원한 데

서 찾고 있다. 지역이란 정치 , 경제 , 사회  향을 민감하게 받는 곳이므

로 심 이데올로기에 의해 물질 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자신의 고향이 갖는 

‘장소성’의 가치를 정신문화에서 찾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그리운 

사람들｣에서처럼, “내 고향 들녘”이 “가난한 물이 쌓이”는 곳일지라도 “먼먼 

백제의 깊은 꿈”이 서려 있는 백제의 땅이며 그곳 사람들이 모두 “착하고 억센 

꿈을 심”은 “그리운 사람들”임을 당당히 밝히고 있다. 나아가 ｢신털미산｣에서는 

“ 만평야”가 “이 나라에 맨 처음 만든 수지” “벽골제”를 심으로 농경문화

가 발원한 곳임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김제시에 ‘벽골제농경문화박물 ’이 건

립되었듯 김제의 옛 이름 ‘벽골(碧骨)’은 ‘벼(의) 고을/볏고을’을 소리 나는 로 

기록한 이두식 표기로, 백제 비류왕 27년(330년)에 축조된 고  최 의 수리 시

설 “벽골제”는 오천년 농경문화와 고도의 토목 기술로 이 지역의 정체성을 형

성해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양은  인용시에서 “방방곡곡 백성들이 여기 

끌려”와 그들의 “투덕투덕 신바닥 털어낸 흙들이 모여” “신털미산”이 되었다면

서 부역으로 끌려온 민 들의 고달  삶을 잊지 않는다. 

｢결코 무 질 수 없는-미륵사지에서｣는 북 “ 마(金馬) 오 산(五金山)”을 

연고로 하는 향가 ｢서동요｣를 모티 로 한 시이다. ｢서동요｣는 “감자 캐던 마

동이”와 선화공주의 결혼이라는 불가능한 가상을 “민요로 덫을 놓”아 실화함

으로써 향가의 주술 인 힘을 보여  시이다. 따라서 정양은 “어여쁜 아내의 

어여쁘고 간 한” 건의로 창건된 익산 “미륵사지” 사탑 설화를 차용하여, “동서

로 남북으로 갈가리 찢어져/쫓기고 피 흘리고 빼앗기고 굶주리는 땅에” “사람

답게 사는/황 빛 찬란한 평화를 평등을 화해를 터 잡고 싶은” 자신의 간 한 

소망과, “결코 무 질 수 없는” 그 소망의 실 을 재화하여 재해석해 내었다. 



정양 시에 나타난 지역문화의 양상과 지역문학적 가치

- 40 -

여기가 바로 정여립이/ 동계를 모으던 집터란다/모악산 아래 산사 아래 솔

개  아래/제비  아래 가장 낮은 곳 골라/목 잘린 채 서 있는/피먹은 수숫 들이 

심상찮다                                                    

-｢大同契 집터｣ 부분

더구나 정양은 조선 시  정여립의 동사상과 련하여 북 지역을 더 의

미 있는 장소로 부각시킨다. 물론 이것은 그가 주 지역을 이씨조선 왕조의 

발상지로 부각시키지 않는 것과는 조되는 사실이다. 주 출신 정여립은 조

선 최  역모 사건인 기축옥사(己丑獄事, 1589, 선조 22년)의 주역으로, 라도

를 역천( 天)의 땅이라는 낙인이 히게 하고 호남 출신의 계 진출을 어렵

게 만든 인물이었다. 그런데도 정양은 제 왕권에 도 했던 정여립의 사상에

서 평등사상을 발견하여 그 의미를 내재화한다. “정여립이/ 동계를 모으던 집

터”가 “ 라도”의 “모악산 아래 산사 아래 솔개  아래/제비  아래” “ 평

수지”의 “가장 낮은 곳”에 자리 잡았다는 을 강조하면서, “왕후장상이 양반이 

놈이 따로 있느냐/어울려 동세상 만들자던 정여립의 꿈”을 상기시키고 있

다. 더구나 정양은 “목 잘린 채 서 있는/피먹은 수숫 들”의 “심상찮”은 모습을 

통해, 이러한 “정여립의 꿈”이 제 왕권과 건 사회의 부조리에 죽음을 각오

하고 항했던 북 민 들의 항 의식으로 확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2.2. 역사: 동학 명과 군산개항과 한국 쟁

북 지역은 한국 근 사의 과 상처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으로, 그것

은 우리나라 최  곡창 지 를 이루는 이 지역의 지형  특성에서 기인하 다. 

즉 미곡 생산지로서의 북 지역은 로부터 (官)의 착취의 상이 되었고 

이로써 민(民)은 혹독한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정읍 황토  투에서 승리하

여 공주 우 치까지 진군했다가 미완의 명으로 끝난 동학 명의 원인이 고부 

군수 조병갑의 착취에 있었으며, 군산의 개항과 함께 여수로 이어지는 라선

이 개통되고 주 군산 간 신작로 군가도가 개설된 것도 일제의 미곡수탈정

책 때문이었다. 6·25 종  후 지리산·회문산·덕유산·운장산 등이 빨치산 마지막 

근거지가 된 것도 수탈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북 농민의 항 의식이 롤

타리아 계  명을 내세운 사회주의자들의 노선과 맞물린 데 있었다. 정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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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언 했듯, “동학농민 쟁에서 본격 발원”한 “모순된 토지소유 계에서 비롯

하는 농민들의 한”이 “우리 근 사를 감당해 온 기본 동력”13)이 되었던 것이다.

  

갑오년 때깨총 맞은 걸음걸이로/들 을 건 /함부로 드러눕고 흩어지는 바람

-｢논두 길에｣ 부분

갑오년 때깨총 맞고도/멀쩡하게 살아남은/무릎이 귀를 넘는/순덕이네 할아버지

는//이름을 모른다고 한다/나이도 모른다고 한다/ 가 말만 걸어도 무조건/모른다

고만 한다 < 략> 게 든 난닝구/구멍난 겨드랑이께를 돌돌 말아서/두어 개 

남은 어 니로 잘근잘근/토독토도독 토도독토독/이 죽는 소리를 깨물고 있다 

 -｢이 죽는 소리｣ 부분

 

정양의 역사 의식도 갑오년동학농민운동을 간과하지 않는데, 그것은 자신의 

고향 땅이 농민이 주인 되는 세상을 꿈꾸었던 동학 명의 진원지 호남벌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정양은 ｢논두 길에｣에서 “함부로” 부는 “바람”을 “갑오년 

때깨총 맞은 걸음걸이”로 의인화하여, “바람”이 건 오는 “들 ”을 농민 쟁이 

발생한 역동  공간으로 확 시켜 역사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때깨총”은 

갑오농민 쟁 때 쓰던 일본총을 폄하한 이름으로, ｢이 죽는 소리｣의 “순덕이네 

할아버지”는 “갑오년 때깨총 맞고도/멀쩡하게 살아남”아 “어 니”로 “이”를 죽

이고 있다. 그런데 “이름”도 “나이”도 “모른다고” 하는, “ 가 말만 걸어도 무조

건/모른다고만” 하는 “순덕이네 할아버지”가 “두어 개 남은 어 니로 잘근잘근” 

“이”를 죽이는 것을 늙은이의 “노망 난” 행 로만 단순히 간주할 수 없는 것은 

우리 고 시가에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이”를 비롯한 ‘물것’들이 탐 오리와 

그들의 수탈을 상징해 온 문학  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14) 따라서 “노망 

난” 에도 “이”를 죽이는 행 는 “순덕이네 할아버지”의 무의식에 남아 있는 

권력층에 한 항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의 체포로 미완의 명이 

된 동학 명이었지만, 민제해(爲民除害)와 척양척왜(斥洋斥倭)의 자주  보국

안민(輔國安民)을 기치로 내세웠던 녹두장군의 정신은 이처럼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순덕이네 할아버지”의 항 의지로 면면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13) 정호웅, ｢한·불성(佛性)·계몽성｣, 고은, 문학과 역사와 인간, 한길사, 1991, 198쪽.

14) “이”가 탐 오리를 상징하는 로, 사설시조 ｢일신이 사쟈 이~｣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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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벌 가로지르는/ 주 군산 백릿길에 이/벚꽃이 핀다/해방 뒤에 방방곡곡

/다투어 잘라내던 나무/ 라도  거두어/일본으로 일본으로 실어나르던/그 길에 

그 나무 다시 심어서/해마다 해마다 이제는/ 날이 곱다           

-｢벚꽃놀이｣ 부분

정양의 역사 의식은 “호남벌”에 강요된 일제강 기 수탈의 역사 한 잊지 

않는다. “ 라도  거두어/일본으로 일본으로 실어나르”기 한 의 유출항으

로서의 군산은 “배후지( 북 김제·만경·정읍평야, 충남 서천·강경 등)의 물산을 

수탈하기 한 수탈 거 도시로서 성장했다.”15) 따라서 “ 주 군산 백릿길”에 

신작로를 개설하고 심은 “벚꽃”을 “해방 뒤에 방방곡곡/다투어 잘라”낸 것은 군

산이 제국주의 침략과 함께 근  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간 식민 도시라는 불

명 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양은 “그 길에 그 나무 다시 심”게 

된 상황에 더욱 주목하면서, 일제 잔재가 지 까지도 청산되지 않은 부끄러운 

역사를 “해마다 해마다 이제는/ 날이 곱다”라고 반어 으로 풍자하고 있다.

형무소에 끌려가서 아버지는/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감옥에서 육이오를 맞았고/

구사일생 목숨을 건져냈다는/그럴듯한 풍문도 아랑곳없이/인공 난리 다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습니다                                             

-｢빈 무덤｣ 부분

  

한국 근 사에서 가장 요한 역사  사건일 뿐만 아니라 정양의 삶과 문

학에서도 가장 요한 사건은 콩깍지를 지펴 콩을 삶은 미증유의 한국 쟁이었

다. 그것은 그가 여운형계 사회주의자로16) “형무소에 끌려가서” 쟁과 함께 

“행방불명”된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이었다.17) 첨 한 이데올로기의 갈등과 

립을 낳았던 한국 쟁으로 인해 “어둠을 뚫고 집안으로 핑핑 날아들던 마을 사

15) 김 정·소순열·이정덕·이성호, 근  항구도시 군산의 형성과 변화-공간, 경제, 문화

, 한울아카데미, 2006, 38쪽.

16) 정양의 부친은 일본에 유학하여 와세다 학 상과에 재학  1923년 동 지진 때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회주의운동을 하다가 두 차례 체포되어 2년여의 옥살이를 겪었

다. 그러다가 6·25 직  투옥되어 행방불명된 걸로 알려져 있다.(오하근, 앞의 , 192

쪽 참조.)

17) 행방불명된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올 거라고 쟁이가 언한 날 아버지 신 구

이가 들어오는 이야기는 그의 친구 윤흥길의 소설 ｢장마｣의 모티 가 되었다.(윤흥길, 

｢기린은 목이 길어｣, 정양, 까마귀떼, 은애, 1980, 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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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의 돌팔매”18)는 정양의 유년기의 트라우마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

한 개인사  비극은 오히려 정양 문학 생산의 원동력이 되었는데, 그것은 호미 

바바(Homi Bhabha)의 말처럼 “기억하기는 결코 성찰이나 회고와 같은 정태  

행 가 아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다시 떠올림, 재의 트라우마를 이해하기 

해 조각난 과거를 한데 모으는 것”19)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정양은 ‘기억하

기(remembering)’의 행 를 통해 고통스러운 과거와 직면함으로써 이데올로기

에 의한 외상을 극복하고 고향과 화해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검불 덮인 마늘밭/언 마늘씨를 캐먹으며/아이들은 속이 쓰리다//싸락  몰아오

는/흐린 하늘 //손바닥으로 혓바닥으로/싸락 을 받아먹으며/아이들은  어디로

들 갔는지/어디로들 가서/쓰리고 긴 겨울을 캐고 있는지//흐린 하늘을 휩쓸며/희끗

희끗 /싸락 이 내린다                                        

 -｢싸락 ｣ 문  

기시에서 정양의 ‘기억하기’의 주된 문학  상은 쟁 직후 가뭄까지 겹

쳐 극도로 궁핍했던 고향마을의 배고  아이들이었다. 그것은 무수한 인명의 

살상과 함께 이념으로 인한 정신  상처와 국토 괴라는 물질  폐허를 래

한 쟁이 생존의 차원에서 더욱 박한 고통을 야기하 기 때문이었다. 따라

서 정양은 이데올로기와 무 한 순수한 어린이들을 등장시켜 그들의 기아를 통

해 쟁의 비극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인용시에서처럼 당시 아이들은 겨울

이면 “속이 쓰”린 “검불 덮인 마늘밭/언 마늘씨를 캐먹”거나 “손바닥으로 혓바

닥으로/싸락 을 받아먹”어야 했다. 한 “  에 힌 들쥐들의 발자국을 따

라”가 “들쥐구멍을 찾아서/몇 움큼씩 신나는 벼이삭을 캐”(｢  발자국｣)내 굶주

림을 견디기도 했다. 보릿고개가 되면 “먹고 죽는 껍질만 아니면/아무 나무나 

속껍질을 벗겨 먹”(｢보릿고개｣)었고, “불에 그슬려 구워낸 뜨거운 보리이삭”인 

“보리민 를 허겁지겁 씹어먹”(｢보리민 ｣)어야만 했다. 철을 맞았어도 “산자

락 여기 기서 허 게 패는” “삐비”(｢억새풀｣)를 뽑아 먹었고, “보리밥 먹는 여

름철에는/방귀 많이 는 게 큰 자랑”(｢보리방귀｣)이 되었던 아이들이었다. 심

지어 소주를 만들고 난 꺼기로 쑨 “쇠자래기죽에 취해서 학교 가던 논두 길

18) 최동 , ｢썩고 문드러져서 당당해진 느티나무｣, 정양,   내리는 마을, 모아드림, 

2001, 138쪽.

19) Homi K. Bhabha, The Location of Culture, Routledge, 2004,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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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픽 쓰러지는 아이들”(｢쇠자래기죽｣)도 있었다. 정양은 이 “아이들은  어

디로들 갔는지”와 같은 성인 화자의 ‘기억하기’ 방식으로 우리나라 최  곡창 

지 인 ‘김제’ 지역에 펼쳐진 극심한 굶주림을 재 함으로써 그보다 더 혹독했

을 국의 기근을 래한 한국 쟁의 비극성을 강조하 다. 

기수 아 씨 바람처럼 마을에서 사라진 뒤에도/마을에는 장구재비 소문이 꼬리

를 물었다//아 그 장구재비가 씨 각씨들 다 데리꼬/삼팔서늘 머가때야/아 그 

장구재비가 씨/인공 때 남도 어디서 군땅 원장을 때야/아 그 장구재비가 

씨/지리산으서 장 노릇을 허더래야               

-｢아 그 장구재비가 씨｣ 부분

식이는 소식 좀 왓등가유? 의용군 따라간 뒤 소식 끊긴 복철네 삼  안부를 

묻자 잦아들던 울음소리가 더 커집니다                     

-｢술 뒤지는 날｣ 부분

그러나 정양의 ‘기억하기’ 방식은 개인사  비극에 머물지 않고, 한국 쟁이 

이 작은 농 마을까지 휩쓸고 간 민족사  비극이었음을 비 하고 쟁의 폭력

성에 한 항의 차원으로 나가고자 하 다. 그리하여 정양은 이 격랑의 역사

를 몸으로 체험한 마을사람들을 등장시킨 서술시(narrative poetry)를 다수 발

표한다. ｢아 그 장구재비가 씨｣의, 일제 때 “징용 안 갈라고” 타향에서 “벙어

리 행세”로 머슴살이를 하다가 “해방됭게 말문”을 열고 월북하여 “인공 때 남

도 어디서 군땅 원장”을 하고 “지리산으서 장 노릇”을 한 “장구재비” “기수 

아 씨”는 바로 그러한 형 인 인물에 해당한다. 한 “난리가 지나다니고 세

상이 바뀔 때마다 사람좋은 얼굴이나 팔러 다니”다가 “세상이 바” 자 “어른 

도 못 받”고 “ 구”라는 “맨이름으로” 불리며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었다

가 마침내 어디론가 사라지고 만 “양지뜸 상일네 아버지”(｢둥구놀이｣) 역시 거

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데올로기에 의해 희생된 인물이었다. 이처럼 

정양은 마을사람들을 한국 쟁 시기를 표하는 형  인물로 제시하면서 이

들의 이데올로기 행 을 통해 개인 ·지역  체험을 민족 ·국가  경험으로 

확 시켰다. 그 결과 정양의 서술시는 우리 근 사의 비극을 ‘기억하기’ 해 

과거의 편을 한데 모아 다시 짜 맞추는 문학  장치로 기능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기억하기’ 장치에서 간과해서 안 될 것은 정양의 시가 이데올로

기에 무모하게 휩쓸린 마을사람들을 따뜻한 온정을 지닌 인물로 그리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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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것은 민족사 최  비극인 동족상잔이 좌익이든 우익이든 모두를 희

생자로 만든 참극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술 뒤지는 날｣에서 “ 쟁 통에 

사람을 많이 죽여서 디룩거리는 알”을 가진 “용 이”는 “의용군 따라간 뒤 

소식 끊긴” 친구의 어머니를 기에서 도와주는 의로운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품팔이도 마다하고 무슨 독한 맘으로 날마다 산을 일구러 다”니지만 “철쭉낭

구”는  캐지 않는 “피난민 황씨아 씨”(｢황씨의 철쭉｣) 역시 이념을 월하

여 따뜻한 인간애를 구 하는 인물이다. 이처럼 이념으로 자행된 약탈과 살육

이 용서와 화해로 승화될 수 있었던 것은 이념의 립과 반목에서 벗어나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정양의 역사 의식 때문이었다. 이러한 정양의 ‘기

억하기’는 모리스 알박스(Maurice Halbwachs)가 말한 ‘개인 기억’을 수렴하여 

집단 정체성을 구축하고자 하는 ‘집합 기억’의 한 방식으로20), 이데올로기  성

격이 지배 인 공식 ·사회  기억에 항하는 항 기억(counter-memory)의 

체계로 작동되었다는 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2.3. 사회: 해체된 농 사회와 새만 간척사업 

서구 산업사회의 자본주의가 기획한 근 화 로젝트는 성장과 발 의 논리

를 내세워 인간의 삶을 피폐화시키고 자연 환경을 괴하는 구조  모순을 야

기하 다. 그것은 한국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여서, 1960년 부터 시작된 근

화·산업화·도시화 상은 우리나라 농  경제를 뒤흔들었고 그 결과 농업 경제

를 근간으로 삶을 해 온 북의 농 사회는 농  해체라는 최  정체성의 

기를 맞게 되었다. 더구나 앙/지방, 심/주변의 공간 구획을 바탕으로 식

민지  계를 형성한 앙 집권화 정책은 북 지역을 주변부 지역으로 더욱 

소외시키기에 이른다. 1960년 까지만 해도 “단 면 당 인구  생태  자원의 

집 도는 서울, 구에 이어 국 3 ”21)를 유지했던 군산시가 1970년  반 

산업화 정책에서 배제되어 쇠퇴기를 맞은 것은 그 표 인 라 할 수 있다. 

최근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한 지역개발정책의 하나로 군산과 부안을 직선

20) 김 범, ｢알박스(Maurice Halbwachs)의 기억사회학 연구｣, 社 科學硏究 제6권 

제3호, 大邱大學校 社 科學硏究所, 1999, 576쪽. 

21) 김 정·소순열·이정덕·이성호, 앞의 책,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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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잇는 새만 방조제사업이 완공되었지만 갯벌을 메운 간척용지가 산업 시

설을 확보하지 못하고 공터가 됨으로써 이곳 새만 은 지역경제 발 에 기여하

기보다는 자연을 착취하고 생태계를 괴한 장으로 남게 되었다. 

개나리꽃 울타리가/ 부시다/지붕이 폭삭 내려앉은 집/ 가 살았었던가/어떻게 

집 떠났던가/지 은 어느/ 빠지는 강산에 사무쳐/  돌아오지 않는가/안 보아

도 다/알고 있다는 듯이/다 알고 있어서 더/미치겠다는 듯이, 깜땡깜/엉망진창으

로 피어서 휘늘어진/개나리꽃/방문도 부엌문도 사립문도/다 떨어져나가고/앞뒤로 

하게/ 부시는 꽃/미치게 부시는 꽃             

-｢개나리꽃-빈집의 꿈 1｣ 부분

이쯤이던가 쯤이던가/몰라보게 변한 내 살던 마을/수퍼마켓이 서 있는  어

디쯤/한디치깐은 흔 도 없고                                   

-｢한디치깐｣ 부분

정양의 ‘고향 시편’  ‘ 기 마 리 시편’은 산업화 시 의 해체되어 가는 농

사회를 기록한 시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학을 졸업하고 고향 ‘마 리’ 인

근에 거주지를 정한 정양은 폐 으로 변모해 가는 고향을 목격하고 ‘폐 에서’ 

연작시 5편과 ‘빈집의 꿈’ 연작시 11편을 발표한다. 그리하여 그가 묘사한 폐가

는 ｢개나리꽃-빈집의 꿈 1｣에서처럼 이면 “지붕이 폭삭 내려앉은” 채 “방문

도 부엌문도 사립문도/다 떨어져나가고” “개나리꽃”만 “엉망진창으로 피어” 있

는 집이거나, “오뉴월 땡볕”에 “무 지다 만 흙벽이/ 소리없이  무 ”(｢땡볕

-빈집의 꿈 2｣)지는 집이었다. 더구나 ｢한디치깐｣에서처럼, 그가 목격한 마을은 

집 바깥 외진 곳에 있어 어린 시  무서움을 느 던 “한디치깐”이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수퍼마켓이 서 있는” “몰라보게 변한” 곳이었다. 정양은 재래식 화장

실 “한디치깐”과 시장 경제의 상징인 “수퍼마켓”을 조시켜 근 화 정책으로 

인해 통 문화가 괴되고 있는 농 의 변화 양상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소개쟁이 말로는/빈집이 해마다 늘고/골병이 깊을 로 깊었다는 마을         

-｢무난골｣ 부분

앉은 울 에 김씨는/엉거주춤 개를 보듬고 앉아서/ 울 을 헤아린다/김씨 몸

무게를 빼고/남는 무게가 개값이란다/근당 사천오백원/오들오들 주인 품에 안기어/

무게를 잰 개들은/ 마다 주인 몸무게를 빼고/무더기로 개차에 실리어 떠나고//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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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는 다시 울 에 올라/혼자 무게를 잰다/마지막 무게가/ 울추에 매달려 흔들

리고 있다                                                      

-｢무게｣ 부분

이어 정양의 ‘수선리 시편’은 세계화 략과 함께 자본이 산 에까지 침투하

여 물량화되어 가는 세태를 풍자한 시들이었다. 그것은 정양이 공동체에 한 

그리움으로 도시의 아 트 생활을 청산하고 2년 동안 이사하여 살았던 제2의 

고향 ‘완주군 비 면 수선리’ 역시 근 화의 물결에 의해 폐 으로 변모해 가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무난골｣에서 보듯 그곳 역시 “빈집이 해마다 늘고/골병이 

깊을 로 깊었다는 마을”이었으며, “삼십여 가구가 살았다는 게/거짓말만 같다 

지 은/띄엄띄엄 여섯채만 남”(｢ 녁 햇살은｣)아 있는 마을이었다.  

더구나 이곳 ‘수선리’는 정양이 꿈꾸었던, 자연과 상생하며 공동체 정신을 실

하는 마을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곳은 천민자본주의 체제의 약육강식의 논리

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었다. 즉 이 마을은 “남자들에게도 무조건 좋”다고 “김장

로가 라스틱 수 로/개구리알을 가득 담아”(｢경칩날 밤｣) 오는가 하면, “야생 

청둥오리 혓바닥이/아이들 경기에 특효라고/정력에도 그만이라고/한마리에 오만

원은 받는다고”(｢청둥오리｣) 그물을 놓으며 “빈 벌통 속에/피묻은 발목이 덜

거리는/ 구리를 가두고”(｢ 구리｣) “ 구리” 사 갈 임자를 기다리고 있는 곳이

었다. 따라서 정양은 “이 산마을에까지 들 로 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자본의 그늘”과 “형벌처럼 자본의 꺼기를 마지막까지 뒤 거리는 벽지”22)에

서 인간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양 , 기계론  근  사유 체계를 풍자하는 

데 주력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무게｣에서처럼 “앉은 울 에 김씨는/엉거

주춤 개를 보듬고 앉아서/ 울 을 헤아린다/김씨 몸무게를 빼고/남는 무게가 

개값”이 되는 세태를 통해 물량화의 실을 풍자하게 된다. 이러한 실은 오

하근의 도식처럼 “‘개의 무게=(사람의 무게+개의 무게)-사람의 무게’로 무게를 

산출하여 이를 합산하여 키우던 개들을 팔아넘기는”23) 비정한 세계로, 정양은 

이처럼 “세상이 왼통 돈독들이 올라서”(｢황소개구리｣) 산자락에까지 불어 닥친 

“문명과 자본과 탐욕과 멸”(｢무난골｣)을 결코 도외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22) 정양, 살아 있는 것들의 무게, 창작과비평사, 1997, 129쪽.

23) 오하근, 앞의 , 2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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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고 하기로 소문난/변산반도에 만평야에 한치 앞을 모르는/아슬아

슬한 둑을 쌓고 있다//아름답던 산들 허물어 묻어버린/아득한 회범벅 에/이 세

상 마지막까지 기필코/남아 있겠다는 듯이/한치 앞을 모르는 허망하고 독한 것들

이/나들이 승용차들이 버스들이 꼬리를 물고/아슬아슬한 바다를 구경 삼고 있

다                                                       

-｢한치 앞을 모르는｣ 부분

정양이 인식한 근 가 자행한  하나의 폭력  상황은 그의 고향에 가해진 

새만 간척사업이었다. 북 경제의 활성화를 약속하면서 진행된 이 사업은 “아

름답고 하기로 소문난/변산반도에 만평야에” “아름답던 산들 허물”고 방

조제를 쌓아 놓은 자연 괴의 장이었다. 농경지와 산업용지를 확보하고자 만

경강과 동진강 하구를 매립한 새만 은 서해안 천혜의 황  갯벌을 콘크리트의 

“회범벅”으로 바꾸는 결과를 래했던 것이다. 생태냐 보존이냐의 첨 한 찬반

논쟁 끝에 완공되어 33km의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록되었지만, 최근엔 

“나들이 승용차들이 버스들이 꼬리를 물”었던 완공 기의 객마 도 

발길이 끊긴 “허망”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 “한치 앞을 모르는/아슬아슬한 둑”

을 통해 자연 괴와 생명경시를 낳은 근  과학만능주의와 인간 심주의를 비

한 정양의 시각은 ‘자본주의-가부장제’의 개발 모델을 거부하는 에코페미니즘

 탈식민주의 시각과 동일한 것으로, “지역문학에 한 논의의 시공간  근거

는 탈식민의 논리에 뿌리를 둔다.”24)는 이형권의 주장을 입증해 주는 것이었다.

2.4. 문화: 민간신앙과 세시풍속

민간신앙은 민 들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형성한 생활문화의 하나로, 이 

신앙체계에는 민 들의 고유한 가치 이 살아 숨 쉬고 있다. 하늘·땅·산천·태

양·달·별·동식물 등을 숭배하던 천신(天神) 신앙이나 산신(山神) 신앙의 토착신

앙은 단군 이래 오천년 동안 지속되면서 민 의 삶 속에 뿌리 깊게 남아 우리 

민족의 심성에 커다란 향을 끼쳐 왔다. 청동기 시 에 래된 무속신앙 역시 

인생사의 길흉화복에 두루 여하면서 민족의 얼과 숨결이 담긴 민간신앙으로 

오랫동안 래되어 왔다. 그러나 근  서구  패러다임이 기획한 과학 기술의 

24) 이형권, ｢지역문학의 탈식민성과 로컬리즘: -충남 문학을 심으로｣, 語文硏

究 제52권, 어문연구학회, 2006, 2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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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와 물질 문명의 확산,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행으로 농경 사회가 속히 몰

락하면서 농 의 민간신앙은 근 이고 비합리 인 미신으로 치부되어 거의 

소멸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직선 인 근  시간 과 달리 계  단 의 순

환  시간 으로 운용되었던 농 의 세시풍속 한 마찬가지이다. 기나 후

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농경 활동 속에서 배태된 농 문화 역시 근 인 생

활풍속으로 간주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거나 변질되고 만 것이다.

 

쟁이한테 날 받아 남편 제사를 지내오던 어머니는/몸져눕기 한 해 에/팔아

먹다 남은 산자락에 빈 무덤 하나 지었습니다//사람 죽으먼 어채피 흙 되드라/

은 로 떠돌드래도/떠돌다가 필경은 담길 디가 있어야지        

-｢빈 무덤｣ 부분

삼시랑한티 빌고 터주때감한티 빌고 조왕님한티 빌고 조상님한티 부처님한티 

수님한티 달한티 별한티 빌고 장독 여다 당산나무여다 바 떵어리여다 빌고

-｢해돋이｣ 부분

농 이 와해되는 상을 목격한 정양은 근 화에 한 항의 한 방식으로 

‘후기 마 리 시편’을 발표한다. 그리하여 농 공동체의 원형으로서의 고향을 

본격 으로 복원하고자 민속신앙에 주목한다. 농 에 래되고 있는 민속신앙

을 미신이나 낙후된 정신으로 여기지 않고 지에 뿌리 내린 농 사람들의 생

활양식 는 고유의 정신세계로 인식한 것이다. 그것은 ｢빈 무덤｣의 “어머니”의 

제사(奉祭祀) 의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종된 부친의 “제사를 지내오”던 

“어머니”는 “ 은 로 떠돌드래도/떠돌다가 필경은 담길 디가 있어야” 한다

며 “미군정청 포고령에 쫓기던/탄 업철도 업 구폭동여순반란”으로 “떼죽

음”을 당한 비극의 장 “지리산”에서 “흙”을 떠와 고향 “산자락”에 “빈 무덤”

을 마련한다. 정양은 이러한 “어머니”의 민간신앙을 재액을 면하고 소망을 이루

려는 통 인 기복신앙의 하나로 바라보면서, 동시에 이를 ‘살아남은 자’의 ‘죽

은 자’를 한 진혼의식으로 확 시킨다. 즉 정양은 기복신앙과 진혼의식을 “탄

업철도 업 구폭동여순반란”과 한국 쟁이 무차별 으로 가한 폭력의 

척 에 둠으로써, 그것을 폭력성에 한 항의 방식으로 제기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민간신앙이 ｢해돋이｣에서처럼 

“삼시랑·터주때감·조왕님, 해·달·별, 장독 ·당산나무·바 떵어리”에 비는 토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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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이나 “당골할미”가 “뎅뎅뎅 징 치며 푸닥거리”(｢ 이 나｣)하는 무속신앙만

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다. 정양이 인식한 민간신앙은 “집안 망 도 

풍수는 야제”(｢지  아 씨｣)와 같은 풍수지리나 “조상님” “부처님” “ 수님”

과 같은 유교, 불교, 심지어 기독교의 외래종교까지를 모두 수용하고 있다. 이

처럼 정양이 모든 종교를 수용하는 우리의 포용  신앙 에 주목한 것은 그것

이 근 의 배타 인 종교 과 차별화되기 때문이었다. 정양은 근 이거나 

비합리 이라는 이유로 미신으로 치부된 농 의 민간신앙을 공동체의식의 실

으로 바라 으로써 근  문명과 산업 사회에 한 항을 시도하 던 것이다. 

가물면 땅이 석 자나 마른다는 날/온 세상 해질 비를 기다리면서/굶어죽

어도 베고 죽는다는/그 씻나락을 담그는 날이다                

-｢곡우(穀雨｣) 부분

머슴집 아이들 부잣집 아이들/함께 어울려 밥 빌러 다니는 날/아이들 소쿠리에 

집집마다/아낌없이 밥을 퍼주는 날/오늘은 하루에 오곡밥 아홉 번 먹는 날이다//

내더우내더우내더우/니더우내더우맞더우                       

-｢정월 보름｣ 부분

나아가 정양은 근  시간 에 한 항 의식으로, 24 기에 맞춰 세시풍

속을 기록한 ‘24 기’ 연작시를 발표한다. 그는 자본주의 일상 속 세속 인 시

간에서 벗어난 시간의 원형질을 음력과 양력의 이원  역법에 근거한 ‘24 기’

에서 찾아 입춘에서부터 소한에 이르기까지의 기를 순차 으로 시화하 다. 

특히 농민들의 우주 과 생활 철학을 집약 으로 드러내는 세시풍속이 마을의 

신성성을 회복하고 마을사람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통과제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간과하지 않았다. ｢곡우(穀雨)｣의 “부정(不淨)한 채로 볍씨를 담그면 그

해 농사를 망친다”는 “씻나락을 담그는 날”, “호미씻이로 흥청망청한 술멕잇

날”(｢백 날｣), 노린내가 심한 벌  ‘노내기’(노래기)를 쫓기 해 “콩 볶아 먹”

는 “노내깃날”(｢죽기도 죽어라 싫어｣), “보리농사 나락농사 까끄라기 종자들부

터/까락까락 다시 더듬”(｢망종(芒種)｣)는 “망종”날 등은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한 표 인 세시풍속으로, 이들은 홍용희가 언 했듯 “오늘날 자본주의 일상 

속의 ‘세속  시간’의 지배 속에서 우주  근원의 ‘신성한 시간’을 깨우고 재

생”25)시키는 데 일조한 소 한 우리 농경문화의 양식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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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세시풍습과 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인용시 ｢정월 보름｣에

서처럼 “내더우내더우내더우/니더우내더우맞더우”로 “더  팔아먹고 되 는 재

미”가 쏠쏠한 “정월 보름”이 “머슴집 아이들 부잣집 아이들/함께 어울려 밥 빌

러 다니는 날”이며 “ 구통 에 걸터앉아서 개하고도 나눠 먹는” 날이라는 사

실이다. 정양은  다른 시 ｢정월 보름｣에서도 “동냥아치 진용이도 이날 하루

는/당당하게 밥 동냥을 다”니는 날임을 강조하면서, 세시풍속의 진정한 의미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나 는 농 공동체의 한 양식이라는 데서 발견하

고 있다. 그것은 정양이 복원한 세시풍속이 자본주의 산업사회가 낳은 물질문

명과 인간소외에 한 안  차원에서 모색된 것이기 때문이었다. 정양은 이

듯 가치 있는 지역문화를 재발견함으로써, 지역문화를 근 의 국가 심주의

나 탈근 의 신식민화 경향에 항할 수 있는 유효한 기제로 제시할 수 있었다. 

2.5. 술: 소리 술과 북문단

‘ 향(藝鄕)’이라 불리는 북 지역을 상징하고 있는 술은 소리이다. 그

것은 더늠이 남아 있는 최 의 소리꾼 권삼득, 동편제 유산을 남겨  송흥록, 

서편제 통을 수립한 박유 이 모두 북 출신인 계로 북의 소리가 독

특한 음악 세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소리 본고장이라는 명

성 로 조선 후기 소리 명창 등용문이었던 ‘ 주 사습놀이’나 일제시  ‘남원 

춘향제 소리 경연’의 통은 오늘날 ‘ 주 사습놀이’나 ‘ 주세계소리축제’로 

이어졌다. 더구나 음악·문학·연극  가치를 두루 지닌 소리가 소리계 소설

로 이어져 주에서 출 된 완 본 소설이나 고창의 신재효가 개작한 소리사

설은 음악과 문학이 교섭된 술성을 발휘하면서 북 소리 술의 가치를 높

이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  하나 북 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북 

지역을 ‘문향(文鄕)’이라 불리게 한 북 문학의 통과 자생력이다. 김병용에 

의하면, 2007년 ‘아시아-아 리카 문학페스티벌’이 “ 주를 개최지로 선정한 가

장 큰 이유는 북 지역이 국에서 가장 활발한 문학 생산지”26) 기 때문이라

25) 홍용희, ｢우주 생명의 리듬과 인간의 시간｣, 정양, 철들 무렵, 문학동네, 2009, 79

쪽.

26) 김병용, ｢문학 속 북｣, 새 북신문, 새 북신문사, 2008.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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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1970년  이후 심화된 앙문단의 권력화 양상으로 문화 인력의 창조

 에 지가 서울로 쏠리면서 부분 지역문단이 힘을 잃게 되었지만, 북문

단은 여 히 많은 문학 작품을 생산하고 문학 담론을 활성화시킨 지역이었다.

천석꾼의 장손 남철이 아 씨는/새각시 따라 소리패 따라 한세상 떠돌다가/

 축에도 못 끼는 랑  되어/쉰 살도 훌쩍 넘긴 아편쟁이 홀아비 되어/돌아

서는 뒤통수마다 손가락질 어지러운/고향마을에 돌아와 살았습니다   

-｢ 랑 ｣ 부분

왜정 때 조선창극사를 썼던/정노식 선생도 이 마을 출신이라고 한다     

-｢불갯마을｣ 부분

정양 역시 우리나라 표  무형문화유산인 소리를 북 지역을 상징하는 

술 양상으로 인식한다. 그는 ｢ 랑 ｣에서 “소리패 따라 한세상 떠돌다가/

 축에도 못 끼는 랑  되어/쉰 살도 훌쩍 넘긴 아편쟁이 홀아비”를 진

정한 술인의 상으로 제시한다. “천석꾼의 장손 남철이 아 씨”는 실에서

는 철 히 낙오된 인물이지만 그 술  기질에 의해 “가을하늘에 찬물 날아가

는 소리”로 “새타령 하나는/조선 천지에 만한 소리는 없다”고 평가받는 인물

이었다. 한 정양은 이러한 소리 술이 북 지역민들의 정서와 생활 속에 

깊게 고든 모습도 보여 다. 구보다도 정양 자신이 “한겨울 소리꾼들을 따

라다”니며 “쑥 머리 한 자락”을 배웠는데, 그것은 “보고 싶어서 미쳐서 우는/

쑥 머리 한 자락”(｢쑥 머리로 1｣)이 지닌 그리움과 한(恨)의 정서 때문이었다. 

나아가 정양은 ｢불갯마을｣에서 최 의 소리 이론서를 쓴 “정노식”에 주목

한다. “정노식”은 소리를 “창극”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구 되던 소리를 

정리하고 소리 역사를 기록한 북 출신 인물이었다. 반면에 정양의 소리 

평론 ｢<십장가>와 육담과 허실｣27)은 양반들의 미의식을 시한 신재효에 해 

신랄한 비 을 가하고 있다. 최동 에 의하면 “변화를 갈구하는 민 들의 꿈이 

당  사회의 모순에 한 강한 비 과 풍자로 형상화”28)된 소리의 반 건  

지향에 신재효가 부정 인 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정노식”과 

신재효에 한 이 극단  평가에서 정양의 민  지향  술 을 엿볼 수 있다.  

27) 정양,  소리 더늠의 시학, 문학동네, 2001, 137-160쪽.

28) 최동 , 앞의 , 1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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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학작가회의 북지회 정기총회/회장 이병천 총무 안도  뽑고, 박수와/민

박의 보라와 노래와 도소리와/이 웅 추모특집 사람의 문학 출 기념이/모항 

앞바다 밤 깊은 민박집에/한 타령으로 얼크러져 있다             

-｢모항에서｣ 부분

북 학부속병원 낯익은 6403호실/죽은 이상렬 시인도 한때 여기 있었고/정렬 

시인이 뇌수술 받았을 때도, 그리고/쓸개 빼내고 나서도         

-｢정렬 시인｣ 부분

한 정양의 시에는 북 지역을 터 으로 문학 활동을 펼쳐온 문학인들이 

다수 등장한다. 근 성의 체계 속에서 지역은 늘 타자가 되어 주변부 치에 

머물러 있었고, 더구나 문학은 정치, 경제 등 실  문제의 뒷 에서 부수 인 

것으로 취 받는 사회 분 기 속에 처해 있었다. 따라서 북문단은 문화 권력

과 상징 자본의 장에서 이 으로 부당하게 소외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북 문

인들은 국가 ·정책  시혜에 의존하지 않고 문학의 가치를 고양시키는 데 울

력을 기울여 왔다.  시에는 “민족문학작가회의 북지회 정기총회/회장 이병

천 총무 안도  뽑고” “이 웅 추모특집”과 “사람의 문학 출 기념”을 개최하

면서 북문단의 맥을 이어나가고 있는 문학인들의 실천  활동이 재 되어 있

다. 정양은 지역문학 주체들이 자생 으로 역량을 강화하며 문학  성취를 모

색해 가는 북문단에서 문학과 문학인의 소명과 역할을 발견하 던 것이다.

이 외에도 정양의 시는 북 지역에 창작의 기반을 두고 문단 풍토를 이루

고 문학의 가치를 실천한 문학인들의 사소한 일상사와 생활사를 선명하게 그리

고 있다. ｢정렬 시인｣에서의 “ 북 학부속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이상렬 시인

과 정렬 시인, “건남이와 웅이는 바둑을 두고/군모를 쓴 채 모로 워서/삼휘

는 소리 높여 만화책을 읽는다.”(｢방명록｣)에서의 이 웅 시인, “60년   쿠데

타 정권이 뿌리내리던 어느 여름날” “ 것들 좀 보아”라며 “목놓아 울던”(｢ 것

들 좀 보아｣) 박희선 시인, ｢고향에 와서-윤흥길에게｣의 소설가 윤흥길 등은 

북의 지역문학을 표하는 문인들이었다. 북 출신은 아니지만 주사범에

서 문학 수련기를 보낸 신동엽 시인도 “진달래 피는 강변/신동엽 시비 곁에

는/죽은 상수리나무 하나/ 비에 젖어 있었는데요”(｢상수리나무｣)와 같이 정양

의 시에 등장한다. “미당 선생 고향에 묻히는 날/어 니 뽑으러 나는 치과에 간

다/함께 조문 가자던 친지들이/하필 오늘 뽑느냐고/투덜거리며 화를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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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니｣)에서처럼, 서정주 시인의 조문을 해 서로 연락을 취하는 문인들의 

모습도 그려져 있다. 문학이라는 장이 문학과 련된 인  자원과 물  토 에 

근간하듯이, 문학인들의 끈끈한 상  계와 연  의식 속에서 비주류로 치부

된 북문단이 그 문학  활력을 유지해 왔음을 정양의 시가 입증해 주고 있다. 

3. 결론: 정양 시의 지역문학  가치

지 까지 정양의 시에 수용된 지역문화의 양상을 지리, 역사, 사회, 문화, 

술의 5개 역으로 범주화하여 살펴보았다. 이처럼 정양의 시가 독특한 지역문

화와 서로 삼투할 수 있었던 것은 정양이 표 화되고 균질화되어 가는 근  문

화 시스템에 항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즉 창작 기간 반을 북에서 보낸 

정양은 자신이 태어나고 성장한 지역에 한 ‘장소애’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가

치를 인식의 심에 둠으로써 지역구심주의를 실천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구체

인 시간 ·공간  삶터로서의 지역을 성찰하여 지역문화의 다양성과 자생성

을 발견하고 지역공동체에 가까이 다가선 정양의 시는 정신 , 물  토 로서

의 지역문화에 정당한 의의를 부여했다는 에서 지역문학  가치를 갖는다.

물론 이러한 정양의 시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의 시가 토속  세계로 이

상화된 농 시와는 엄격하게 차별화된다는 이다. 흔히 지역시라고 하면 향토

인 소재로 서정성을 강조하거나 농  세계나 농  생활을 낭만 으로 묘사한 

농 시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정양의 시는 지역  풍토와 환경, 지역민

들의 개별 경험과 토착 정서에 뿌리 내린 지역문화의 가치를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낸 것이었다. 특히 민간신앙이나 세시풍속 등 농  생활사를 미시사  방

법으로 근한 그의 시는 문화사 ·인류학  가치를 지니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더구나 정양의 시가 다른 지역시와 더욱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은 그의 시가 

체험  진실성을 바탕으로 지역민의 역사의식과 민 의식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정양은 동학 명, 일제강 , 한국 쟁 등 북 민 이 겪은 근 사의 비극  

체험을 외면하지 않음으로써, 지역 문제를 한국 근 사 100년의 민족 문제로 

확 시킬 수 있었다. 이것은 특정 지역을 넘어 지역과 지역의 통합을 꾀하려는 

의식의 발로로, 이러한 공동체의 실 이야말로 정양이 그의  시세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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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되게 추구해 온 것이었다. 즉 지역이 겪은 역사  질곡과 함께 지역민의 

역사인식과 민 의식을 수용한 정양의 시는 지역문학의 특수성과 동시에 한국

문학의 보편성을 지향했다는 에서 보다 큰 의의를 갖는 것이었다. 

나아가 정양의 시는 앙문학에 한 항의 담론으로 기능하는 지역문학의 

활성화 가능성을 탐문하면서 지역문학의 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 다. 그리

하여 그의 시는 서울 심의 문학 권력의 장에서 벗어난 탈 심  문학 생산의 

틀을 제시함으로써 한국문학의 지평 한 확장시켰다는 에서 더욱 요한 가

치를 획득하게 될 것이다.

▣ 주제어 :  정양, 지역문화, 지리, 역사, 사회, 문화, 술, 지역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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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spects of Regional Culture and Value of Regional 

Literature in Jeong Yang's Poems

Kim, Hye-w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lies in identifying some aspects of regional 

culture and investigating value of regional literature in Jeong Yang's poems, 

since he has dug into regional identity issue as well as his own literary 

identity by being integrated to culture specific to Jeonbuk region on basis of 

‘topophilia’.

So this research categorized his aspects of regional culture in his poems 

into geography, history, society, culture and art and identified that he 

adopted to his poems Jeonbuk culture such as its geographic characteristics 

as a base of farming culture and Mahan and Baekje culture, its historic 

circumstances of being a tragic place through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such as Donghak Peasant Revolution, Opening of 

Gunsan Port and Korean War, its social actuality that rural society was 

destroyed and Saemangeum Reclamation Project was developed, its cultural 

context that folk beliefs and traditional seasonal customs were revived, and 

its artistic trend represented as Pansori and Jeonbuk literary world.

Therefore this research investigated values of regional culture in Jeong 

Yang's poems in that he had found variety and autonomy of regional 

literature and had stepped closer to regional community by examining the 

region issues as a base of life with specific space time. Furthermore, this 

research proved its more important value of regional literature in that he 

had expanded its horizons of the discourse of Korean literature by showing 

us the frame of decentralized literature production, which meant to break 



김 혜 원

- 59 -

bounds of Seoul, or a field of literary power.

▣ Key Words: Jeong Yang, regional culture, geography, history, culture, society, art, 

regional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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