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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일제 말기 소설에 나타난 ‘청년’ 표상 연구

 본 논문은 일제 말기의 소설에 주로 ‘청년’인 주인공들이 등장하고, 이들이 전시체제
와 파시즘이라는 시대적 상황이 요구하는 제국의 이데올로기적 청년상과는 다른 모습
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식민지 조선의 ‘청년’이 일제 말기 문학에서 어떻게 
표상되는가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이 시기 소설에서 
등장하는 청년상을 추출해 내고, 이 청년들의 정체성 확립 과정을 통해 이 청년들이 
그들이 놓인 현실에 어떻게 응전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규명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적
으로 하였다. 
 본고에서는 1930년대 중반, 카프의 해산 이후부터 해방 이전까지의 일제 말기의 소
설을 대상으로 하여 이 시기 소설에 나타나는 청년의 표상을 분석하였다. 근대 초기 
문학의 청년이 조선이라는 ‘민족’의 주체이자 사회와 민족의 선구자로 표상되던 것과 
달리, 일제 말기의 청년은 이러한 국가적 목적과 민족 혹은 개인의 목적이 부딪힐 수
밖에 없는 상황과 그에 대한 대응의 표상으로 나타난다. 전시체제였던 일제 말기의 
청년은 지배자인 제국의 입장에서는 국가적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계층이었고,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는 조선 민족의 미래를 담보하는 계층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제 말기의 청년과 관련된 관 주도 담론이나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에 의
한 문화적 담론들은 이 시기 청년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 시기에는 카프 해산 이후의 다양한 이념과 가치들이 각축을 벌였다. 이 시기의 
헤게모니 쟁투는 ‘청년’이라는 미정형(未定形)의 기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것이었는
데, 이는 어떤 ‘청년’을 만드는가에 따라 미래의 성격이 규정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 청년을 둘러싸고 각축을 벌인 헤게모니는 크게 세 개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로, 구(舊)카프 계열 혹은 경향사상을 지니고 있었던 기성세대 문인들은 
교양론, 지성론, 세대론 등 청년과 관련된 담론들을 통해 국가가 주도하는 동원을 위
한 청년 담론에 맞서 청년들만의 ‘시대정신’을 지녀야 함을 강조했다. 이념지향적 성
향을 가졌던 이들은 사회주의라는 보편을 더 이상 논할 수 없는 일제 말기의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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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이념 혹은 사상을 찾아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기성세대는 청년들이 그들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신을 찾아 그것을 지향하려는 노
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두 번째 축은 서양과 동양이라는 세계를 보는 이
분법적 시선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일제 말기의 ‘동양’ 담론은 서양의 몰락에 대
한 대항 담론으로 또 계속되는 전쟁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상적 도구로 더욱 강화되어 
사용되었다. 이때 일제는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아’를 전제로 한 동양론을 강조
했고 조선을 일본의 한 지방으로 위치시키려 했다. 이러한 동양 담론과 이에 따른 조
선 문화에 대한 인식은 1930년대 이후 식민지 조선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
다. 셋째는 청년 스스로의 정체성 정립에 관한 것이다. 일제 말기, 일제 당국은 노무
력이나 국방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청년 양성을 목표로 ‘건강’과 ‘명랑’을 강조한 청
년 담론을 제기하였다. 국가가 강조하는 청년들은 신체적으로는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는 명랑하여 국가의 이상과 목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이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도 있는 청년들이었다. ‘일본정신’과 멸사봉공, 직역봉공 등으로 강조된 ‘명랑’ 담론은 
일종의 국가 규율 담론이었고, ‘명랑’이라는 키워드는 ‘열정’을 강조했던 파시즘의 확
산과 맞물려 일제 말기에는 유행의 하나인 것처럼 인식되었다. 이러한 일제의 청년 
담론은 1941년 신체제가 시작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1930년대 중반 ‘전향’의 시대
를 경험한 기성세대와 달리, 황민화 교육을 받고 자란 청년 세대들은 개인의 정체성 
정립 문제와 신체제 수리라는 체제 선택의 문제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었다. 식
민지 조선의 청년들은 조선인도 일본인도 아닌 애매한 민족적 정체성에서 오는 혼란
과 열악한 식민지 조선의 경제 상황에 따른 무력함과 전시 체제의 불안감 등에서 오
는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상의 ‘청년’이라는 기표를 둘러싼 헤게모니 쟁투는 당시 ‘청년’ 표상의 지형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본고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여섯 명의 작가들-김남천, 
유진오, 이효석, 이태준, 김동리, 정비석-은 이 세 개의 헤게모니 축을 대표하는 작가
들이다. 이들의 일제 말기 소설에서 ‘청년’ 표상을 통해 나타나는 시대와 현실에 대한 
응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Ⅱ장에서는 기성세대 문인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김남천과 유진오의 소설에 나오
는 청년 표상을 살펴보았다. 김남천과 유진오는 일제 말기, 소설 창작과 문학비평을 
겸했던 기성세대 문인으로 청년 세대에 대한 기성세대 문인들의 바람을 공유하고 있
었을 뿐 아니라 청년 세대들의 무력감이나 상실감 또한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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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1절에서는 김남천의 소설에 나타난 청년 표상을 살펴보았다. 김남천은 당대 
현실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방법을 통해 사회적 장 안에서, ‘지식’이라는 보편적인 
도구를 통해 시대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찾고자 하는 청년들의 모습과 사회적 현실을 
비판적으로 제시한다. 「길우에서」나 『사랑의 수족관』에서는 자신의 일 이외로는 눈을 
돌리지 않는 토목기술자를 통해, 『낭비』에서는 문학을 연구하는 청년 학도를 통해, 
「경영」과 「맥」에서는 지식인 청년과 직업여성의 삶을 통해 시대정신을 찾는 노력과 
사회적 장의 견고함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현실과 비록 실패할지언정 이에 맞서는 시
도를 계속해 나가는 방식으로 현실에 응전하는 회의주의적 청년의 표상이 나타난다. 
2절의 유진오의 소설에서는 ‘사회주의’가 ‘수난’을 겪고 쇠퇴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을 보여준다. 특히 『수난의 기록』에서는 이념과 생활의 문제가 부딪힐 수밖에 없
었던 상황에서 학연이나 이념단체 등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으로서의 청년 정체성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리고 『화상보』는 그 이후 일제가 구축한 사회적 
장 안에서 ‘제로의 가치’를 역설하며 전시 체제라는 현실로부터는 거리를 두고 개인
적 삶의 가치를 찾는 청년을 표상하였는데, 이는 활로가 막힌 식민지 조선에서 청년
들 역시 생활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Ⅲ장에서는 이효석과 이태준의 소설을 살펴보았다. 이효석과 이태준은 일제 말기의 
‘동양/서양’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을 다른 방식으로 보는 문인들이었다. 동양과 서양, 
조선에 대한 이효석과 이태준의 제3의 입장은 코스모폴리탄적 사고로 혹은 조선적인 
것에 대한 깊이 있는 사유를 하는 청년들로 표상되었다. 특히 일제 말기의 이효석과 
이태준의 장편소설에서는 이상주의적 청년이 자주 등장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교
양’을 중요한 청년 표상으로 제시하는데, 교양의 문제를 심미성의 문제와 연결시키고, 
또 그것을 동양-혹은 조선-의 미(美)와 연결하였다. 1절에서는 이효석의 소설 속에 
나타나는 코스모폴리탄적 청년 표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화분』과 『벽공무한』에서는 
서구에서 형성되었지만 근대의 보편적인 교양으로 기능하게 된 ‘구라파적 교양’을 갖
춘 코스모폴리탄적 청년의 표상이 나타난다. 이 시기 교양론에서는 원론적으로 구라
파적 교양이 심미안과도 연결되는 청년의 중요한 조건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코스모폴리탄적 청년 표상은 일제 말기에 이효석이 쓴 몇 편의 일본어 소설에서는 조
선인과 일본인이 옷을 바꿔 입는 장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모방의 전유를 통해 
‘미’의 보편성은 조선적인 것의 아름다움에 대한 보존 노력으로 연결되고, 그것을 담
당할 주체로 청년이 호명된다. 2절에서 살펴본 이태준의 소설에서도 청년은 구라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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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을 충분히 갖추고 시대 현실을 꿰뚫어볼 수 있는 눈과 조선적인 미를 찾아낼 수 
있는 심미안을 가진 이상주의적 청년으로 표상된다. 『청춘무성』에서는 국가의 필요성
에 일정 부분 맞춰져 있지만, 식민지인들의 이상이 담긴 가구(假構)의 공동체를 만드
는, 교양을 갖춘 계몽적 청년 표상이 등장한다. 이태준은 특히 지속적으로 ‘조선적인 
것’, 혹은 근대 이전의 ‘동양’에 관심을 보였는데, 수필집 『무서록』이나 단편 「석양」, 
『별은 창마다』에서는 서구적인 교양뿐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 사물을 대하는 정신을 
합하여 ‘조선적 특수성’으로서의 ‘동양’을 사유할 줄 아는 이상주의적 청년의 표상을 
제시하면서, 무비판적으로 일제의 동양담론이나 고완 취미에만 물드는 당시의 청년들
을 경계하였다.    
 Ⅳ장에서는 신세대 작가들 중 김동리와 정비석의 소설을 살펴보았다. 일제 말기 세
대 논쟁에서 신세대의 유일한 이데올로그였던 김동리는 기성세대 문인과는 달리 어떤 
사조나 이론보다도 인간의 인생과 각자의 개성을 중요시하는 것이 ‘신세대의 정신’이
라고 강조하였다. 1절에서 살펴본 김동리의 초기 단편소설에서는 일제 말기의 청년 
세대가 처한 혼란한 정체성 문제가 니힐리스트 청년 표상으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청
년들에게는 허무주의적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힘이 내재되어 있음을 함께 보여주면
서 청년 세대의 ‘신세대의 정신’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었다. 반면 2절에서 논의한 
정비석의 소설에서는 청년 세대 내에도 시대감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비석 소설의 청년들은 계속 머뭇거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들은 당국의 이념
에 따라 현실을 그대로 수리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확고한 이념을 갖고 그것을 거부
하지도 못한다. 결국 머뭇거리던 끝에 체념에 가깝게 현실을 수리하는 정비석 소설 
속의 체제 순응적 청년 표상은 일제 말기 청년들의 모습에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 말기 소설에 나타난 청년 표상은 이 시기 식민지 조선의 사회적 문화적 상황
과 관련된 다양한 담론들의 쟁투 양상뿐 아니라 그 속에서 활로를 모색하려고 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청년 표상은 일제 말기 소설을 
체제 협력 혹은 저항으로 보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일제 말기의 조선인들의 
현실 인식을 그 당시의 시각으로 읽을 수 있다는 새로운 독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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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일제 말기의 한국문학은 대체적으로 ‘암흑기(暗黑期)’1) 혹은 ‘전형기(轉形期)’2)로 규
정되었다. 그렇지만 문학사적 통념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 시기의 한국문학을 살펴보
면, 일제 말기에도 다양한 문학적 시도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백철의 견해처럼 
1930년대 후반기에는 문예사조가 사라지고 현실 도피적 성향이 강한 문학이 나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절실한 현상에 대한 긴장한 반응”으로 인해 오히려 문학은 
융성한 모습을 보였으며3), 경향적인 사상을 대체할 새로운 보편의식을 찾기 위한 문
학적 시도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일제 말기의 문학에 대한 연구는 이 시기의 문학을 
‘친일/반일’, ‘협력/저항’의 이분법적인 기준으로 살펴보는 논의4)에 집중된 경향이 있
다. 비슷한 관점에서 일제 말기의 주요 담론이었던 전통론과 동양론에 대한 연구5)나 

1) 백철이 『신문학사조사』에서 일제 말기, 특히 1940년 이후를 암흑기라고 규정한 이래 문학사
에서는 일제 말기를 ‘암흑기’로 불러 왔다. 송민호 역시 역사적 상황으로 따져봤을 때 이 시
기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흑과도 같은 시기라고 정리하였다. 신희교의 언급처럼, ‘암흑기’
라고 하면 흔히 친일문학을 연상하게 된다. 신희교는 물론 일제 말기가 탄압이 가장 극심한 
시기이므로 암흑기로 통칭하는 것이 무리가 없겠지만, “사실 일제하의 전 기간이 암흑기였
는데 유독 이 시기를 암흑기라 하는 것은 일제하의 세부적인 시기구분을 위한 과학적인 고
민의 결여를 반증”하는 것이며, 문학사가 자신의 친일문학활동 등의 좋지 못한 경험이 반영
된 것일 수도 있다고 보았다. (신희교, 『일제말기 소설연구 방법의 모색』, 새미, 2007, 
12~13면.)

2)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일지사, 
    김윤식은 1930년대 프로문학 퇴조 이후 문학계의 정신적 구조에 공백지대가 생겼다는 점

에 착안, 이 시기를 ‘전형기’라고 불렀다. 그렇지만 경향적 사조가 국책으로 넘어가는 시기
를 공백으로 본 것과 달리, 실상은 공백을 느낄 틈도 없이 새로운 보편을 찾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전형기’는 이 시기의 특성을 제대로 표현할 수는 없을 듯하다. 

3) 백철, 『新文學思潮史』, 신구문화사, 1997. 
4) 임종국, 『친일문학론』, 평화출판사, 1988 : 김철, 「친일문학론 : 근대적 주체의 형성과 관련

하여」, 『국문학을 넘어서』, 국학자료원, 2000 ;강상희, 「친일문학론의 인식구조」, 『한국근대
문학연구』, 2003 ; 김재용 외, 『친일문학의 내적 논리』, 역락, 2003 ; 김재용, 『협력과 저
항』, 소명출판, 2004 ‘ 한수영, 『친일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2005 ; 방민호, 「일제 말기 
문학인들의 대일 협력 유형과 의미」, 『일제 말기 한국문학의 담론과 텍스트』, 예옥, 2011. 
등이 있다. 임종국의 이항대립적 구도로 일제 말기의 문학을 보는 관점이 오랫동안 이어지
다가, 그러한 이분법적 구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친일문학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보는 논의
들이 등장하였다. 

5) 황종연, 「한국문학의 근대와 반근대」,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김예림, 『1930년대 
후반 근대인식의 틀과 미의식』, 소명출판, 2004 ; 민족문학사연구소, 『조선적인 것의 형성
과 근대문화담론』, 소명출판, 2007 ; 차승기, 『반근대적 상상력의 임계들』, 푸른역사, 2009 
; 정종현, 『동양론과 식민지 조선문학』, 창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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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 논리였던 파시즘을 비롯한 제국의 체제와 관련해서 일제 말기 문학을 살펴보는 
연구6) 등이 일제 말기 문학 연구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이는, 일제 말기를 과도기로 
인식하고 문학적으로 대응을 했던 당시 작가들의 노력이 ‘일제 말기’라는 시대적 상
황에 갇혀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한편, 일제 말기 문학의 근대성
을 규명하려는 논의7)나 일제 말기 문학 장르의 특성이나 일상성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추어 신문연재소설과 장편소설에 관해 논한 경우8) 등 이 시기의 다양한 문학적 시
도들에 주목한 연구는 계속되었다. 일제 말기의 ‘청년’은 일상성이나 장르론 혹은 당
대의 문학비평에 관한 고찰 등의 다양한 문학적 시도의 중심에 있는 대상이었고, 이
런 점에서 일제 말기 문학의 다양한 시도를 보여줄 수 있는 생산적인 키워드이기도 
하다. ‘현실’을 어떻게 보고 구성하는가의 문제는, 작가의 교육 정도, 기질, 세계관 등
에 따라 그 외연과 내포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9) 현실을 그리는 작가
의 세대, 또 서사를 이끌며 작가의 세계관이 투영된 작중 인물의 세대는 매우 중요하
다.10) 이때 현실을 보여주는 데 가장 중요한 세대로 지목되는 것은 바로 ‘청년’이다. 
 이 시기의 소설에서 청년 표상이 문제적인 것은 청년이라는 키워드가 일제 말기 문

6) 김철·신형기 외, 『문학 속의 파시즘』, 삼인, 2001. ; 권명아, 『역사적 파시즘 : 제국의 판타
지와 젠더 정치』, 책세상, 2005 ; 윤대석, 『식민지 국민문학론』, 역락, 2006 ; 이현식, 『일
제 파시즘체제하의 한국 근대문학비평』, 소명출판, 2006 ; 한민주, 『낭만의 테러 – 파시스
트 문학과 유토피아적 충동』, 푸른사상사, 2008 ; 와타나베 나오키·황호덕·김응교 편, 『전쟁
하는 식민, 식민지의 국민문학』, 소명출판, 2010 ; 황호덕, 『벌레와 제국 – 식민지말 문학
의 언어, 생명정치, 테크놀로지』, 새물결, 2011.
 이러한 측면에서 개별 작가론이나 작품론에 대한 논의도 있다. 손정수, 「일제말기 역사철
학자들의 문학비평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이경훈, 『이광수의 친일
문학연구』, 태학사, 1998. ; 김윤식, 『일제 말기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 김윤식, 『일제말기 한국인 학병세대의 체험적 글쓰기론』, 서울대학교출판
부, 2007.  

7) 상허문학회, 『1930년대 후반문학의 근대성과 자기성찰』, 깊은샘, 1998. ; 채호석, 『한국 근
대문학과 계몽의 서사』, 소명출판, 1999 ; 곽승미, 『한국문학과 근대성』, 푸른사상, 2003 

8) 강옥희, 『한국 근대 대중소설 연구』, 깊은샘, 2000 ; 한수영, 『소설과 일상성』, 소명출판, 
2000 ; 김한식, 「1930년대 후반 장편소설의 일상성 수용과 표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이지훈, 「1930년대 후반기 한국 대중소설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9) 조남현, 「한국 현대소설의 현실대응 방법」, 『한국 현대문학사상 탐구』, 문학동네, 2001. 
224면. 

10)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작가들도 기질과 관심사와 환경에 따라 현실의 내용을 달리 
구성한다. 기성세대가 대체로 역사를 걸머지고 현실을 보는가 하면 신진세대는 과거와 현재
를 끊어서 보거나 역사적 현실과 개인적 현실을 구분해서 보는 경향이 있다.” (위의 글, 
2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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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성격과 방향이 규명하는 하나의 중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일제 말기 작가들이 현실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고민을 반영한 존재가 ‘청년’이라고 
보고, 일제 말기 소설에 나타난 청년 표상의 의미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제 말기 소설에 나타난 ‘청년’의 표상을 밝히면 시대에 대한 작가들의 고민도 드러
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일제 말기를 1937년 중일전쟁 시작 이후부터 1945년 해방 이
전까지로 본다. 일제 식민지 통치 기간은 시점에 따라 시기 구분이 가능하다. 특히 
문학사상에서 살펴볼 때, 1930년대 중반 이후는 한 시기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한
다. 1935년 카프가 해산되고, 1936년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이 내려지면서 일제는 
사상적으로 식민지 조선을 탄압하였다. 카프 해산 이후는 소위 ‘전형기’라고 불리는 
시기로 다양한 담론들이 문학계에 등장했다. 그러나 1937년 미나미 지로 총독이 부
임하고, 같은 해 7월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후, 내선일체를 내세운 황민화와 조선의 
병참기지화가 진행되었다. 1938년 3월의 ‘제3차 조선교육령’으로 조선어가 수의과목
이 되면서, 조선어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다. 이런 점에서 본고는 카프 해산 이후 
1937년을 즈음한 시기부터 해방 전까지의 일제 말기 소설을 대상으로, 이 시기의 소
설에 나타난 ‘청년’의 역할과 표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일제 말기의 청년은 일제와 조선 민족 모두가 호명한 공통의 주체였다. 그렇지만 제
국이 요구하는 청년상과 소설 속에서 나타나는 청년은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제 
말기의 청년 표상은 문제적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체제의 담론과 상관없이 ‘청년’
을 식민지 조선의 미래의 주체로 상정하려는 작가들의 바람이 나타난다. 이런 바람은 
일제 말기의 세대 논쟁에서 ‘신인대망론’으로 나타나는데, 일제의 청년 담론이나 문학
계의 세대 논쟁을 통해 청년 세대는 더욱  부각되었고, 청년의 정의나 범주 등도 전
과는 다르게 인식되었다.11) 근대 초기에는 연령과 상관없이 현실을 대하는 태도가 청
년과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누는 기준이 되었으나, 일제 말기의 청년은 국가의 ‘자원’으

11) 근대 초기의 청년은 구시대의 봉건성을 부정하고 근대사회를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정을 지닌 신교육을 받은 지식인층을 연령과 상관없이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이
들은 대개 학생이거나 30세 전후의 젊은 지식인들이었다. (박철하, 『청년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그러나 근대 일본의 청년정책인 ‘건전한 국민’ 양성과 ‘선량
한 공민’ 만들기는 일제 말기, 조선의 청년에게도 반영되었다. 조선인 사회운동 측에서는 청
년을 계몽적 전위로 규정하였지만 총독부 측은 청년을 ‘기존의 국가체제와 지역 사회에 의
해 훈육되는 주체’로 규정하였다. 조선인 측이 계몽적 활동성에 중점을 두고 청년과 청년이 
아닌 측을 구분하였다면, 총독부는 일본 청년단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발달심리학의 심
리적 특성에 기인한 성장기 젊은이 집단(12·3세~25세 전후)을 청년으로 규정했다. (이기훈, 
『일제 시기 청년 담론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171~1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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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국가의 필요성에 의해 연령에 따라 구분되었으며, 그에 
준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렇지만 일제 말기의 소설에서는 국가의 요구에 순응하
는 청년보다, 체제의 이데올로기에서 빗겨나 개인적인 욕망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청
년들의 모습이 더 많이 등장한다. 본고는 이에 초점을 맞춰, 일제 말기의 소설에서 
현실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응전의 주체로서의 청년이 어떻게 표상되는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청년이 근대 한국문학사상 특히 부각되는 시기는 근대 문학 초기인 1910년대와 일
제 말기이다. 대한제국 수립 이후 조선은 근대 문물이나 제도가 빠르게 확산되었던, 
새 시대를 향한 과도기와 같은 시공간이었다. 청년은 당대 정치 사회 담론에 따라 구
성된 기호로, 이 시기 청년은 미래의 주체로 호명되었으며, 근대 조선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주체로 표상되었다. 새로운 조선에 ‘어떤’ 주체가 필요할 것인가에 대
한 기대는 문학 방면에서는 이광수나 최남선, 김동인 등을 통해 나타났다. 근대 신지
식을 배운 지식인 작가들은 자신들의 문학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청년’ 표상을 앞다
투어 제시하였다. 이광수가 『무정』에서 근대 조선을 이끌 존재로 근대적 지식을 갖춘 
계몽적인 청년을 제시하였다면, 김동인은 근대 사회의 주체인 청년 개인에 좀 더 초
점을 맞추었다. 일반적으로 지식인 작가들은 시대와 사회 문제에 민감하여 보다 본질
적인 관심을 보이며, 그들이 처한 혼란스럽고 억압된 분위기를 작품의 밑바닥에 깔아 
놓고12)  문학 활동을 한다. 1910년대에 문학을 통해 제시된 근대 청년이 근대의 선
구자의 표상이었다면, 일제 말기의 청년 표상은 근대 초기 문학의 청년 표상에 비해 
아래와 같은 근거로 좀 더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 말기의 청년 표상이 1910년대 청년 표상보다 더욱 문제시되는 것은 이 시기의 
과도기적 특성 때문이다. 첫째, 일제 말기는 일제의 강점이 계속되면서 조선의 독립
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가는 상황이었다. 1910년대에는 ‘근대’가 곧 ‘청년’이었다. 당
시의 문학계를 주도하며 근대의 표상으로서의 청년을 논했던 이들 역시 청년이었다. 
또한 조선의 근대가 새로운 힘의 원천이 될 것으로 믿었던 이들은 한학과 근대교육을 
받은 세대였다. 일제 말기에 ‘기성세대 문인’으로 불렸던 중견작가들은 ‘조선’(혹은 대
한제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 조선어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였다. 이 2세대 
문인들은 1910년대의 문학을 주도했던 1세대 문인들이 만든 문학장을 향유했던 세대

12) 조남현, 『한국지식인소설연구』, 일지사, 1984. 8~9면. ; 조남현, 「한국현대작가의 존재방
식」, 『한국현대작가의 시야』, 문학수첩, 200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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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이들은 모두 ‘조선어’의 세계에 속하는 자들이었다.13) 반면 일제 말기의 신세대 
문인들은 학교 교육에서는 일본어를, 생활에서는 조선어를 사용했던 황민화 세대이
다.14) 언어는 문화를 반영하는 일종의 재현 체계인데, 교육받는 언어와 생활어가 다
른 상황은 정체성이나 세계관 형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니 1930
년대 이후의 청년 세대가 갖는 문학적 감수성이나 세계관은 이전의 청년 세대와 확연
히 다를 수밖에 없다. 
 근대 초기 식민지 조선의 ‘청년’은 특정한 계급적 범주나 연령에 의해 규정되지 않
은 존재였다. 일반적으로 ‘젊은이’라고 불리던 18~30세 전후 연령층은 근대에 들어서
면서 ‘청년’으로 바꿔 불리기 시작했고, 이 호칭의 함의 역시 미세하게 달라졌다. 예
전의 ‘어린이-젊은이-어른’의 구조에서 ‘젊은이’가 아이에서 어른으로 이행하는 과도
기적 단계에 있는 존재였다면, 근대 계몽운동과 함께 확산된 ‘청년’은 과도기적인 주
체라기보다는 좀 더 역동적인 의미를 가진 존재로 인식되었다.15) 근대 초기에는 ‘옛

13) 세대론이 대두된 1930년대 후반 문인들의 세대 구분에 따르면, “동일한 세대란 (…) 정신
적 경향이 동일한 데서 형성”되는 것으로, 역사의 격변이 극심한 시대에는 세대의 교환 도
수가 많을 수밖에 없으므로 “共通된 思想과 感情에붓잡어매는 精神的紐帶”를 가진 자들을 
같은 세대로 보려고 했다.(서인식, 「세대의 문제-신춘현상평론참고논문」 (『조선일보』 
1939.11.28.~12.1.) 차승기·정종현 엮음, 앞의 책, 121~122면. ; 서인식, 「世代精神」,『조선
일보』 1939. 4. 25.) 원래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고, 세 세대의 한 세기를 100년으로 보지
만, 조선의 세대 개념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당시의 통론이었다. 김오성 역시 “사상적 기
반”에 따라 세대를 나누었는데, 근대문학 초기 30년 동안 육당·춘원 등의 1세대, 경향문학
의 세대, 이후 신세대로 나누었다. (김오성, 「新世代의 精神的指標」, 『인문평론』 1940.2. 
49면.) 김남천의 소설 『사랑의 水族館』의 김광호 역시 이와 유사한 세대관을 보인다. 

14) 일제 강점기 동안 식민지 조선에서 교육령은 네 차례에 걸쳐 바뀌었다. 청년기의 정체성 
형성의 중요 요인 중 하나인 초등 교육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1차 조선교육령(1911~1922) 
시기에는 근대화와 우월성에 의한 동화정책을 시도하였고, 2차 조선교육령(1922~1938) 시
기에는 학제를 내지연장주의에 의해 개편하고, 동화정책과 실업교육을 강조하였다. 3차 조
선교육령(1938~1943) 시기에는 ‘충량한 황국신민의 육성’을 목표로 정신교육을 강조하였고, 
4차 조선교육령(1943~1945) 시기에는 국민의 기초적 연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국어(일본
어)’ 과목의 주당 시수는 2차 교육령 시기부터 증가, 3차 조선교육령 시기에는 ‘일본어 상
용’을 시작하면서 조선어가 수의과목(선택과목)으로 전락하였고, 1941년 국민학교시행규정에 
의해 조선어는 과목에서 삭제되었다. (박경수·김순전, 「『國語讀本』 서간문에 투영된 조선인 
교화양상」, 김순전 외, 『일제강점기 일본어교과서 『國語讀本』을 통해 본 식민지조선 만들
기』, 제이앤씨, 2012. 20면.) 

15) 박철하는 근대 우리나라에서 ‘청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19세기 후반부터로, 일본의 
영향으로 고유어인 ‘젊은이’가 ‘청년’으로 바뀐 것 같다고 지적한다.  계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각종 지면을 통해 ‘청년’이란 말이 확산되었고, 각지에서 ‘청년’을 사용한 단체
들이 조직되었으며, 이와 함께 근대 교육제도의 도입으로 소년과 청년은 각자 다른 연령대
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정착되었다고 한다. (박철하, 『청년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2009,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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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표현되는 구시대의 모든 봉건성을 부정하는 근대적 사고를 갖고 근대사회를 
지향하는 이들을 ‘청년’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청년’이란 용어는 신교육을 통해 신
지식을 받아들인 학생이나 구식 교육을 받았더라도 개화사상을 수용한 지식인층을 지
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16) 그러므로 이들은 교육과 대상의 계몽인 동시에 봉건적 
질서를 극복하고 근대 사회를 건설해 나라를 자주독립으로 이끌 “당시 식민지 조선이 
처한 현실의 극복 대안세력”으로 주목을 받았다.17) 그러나 1930년대 중반 이후에 청
년은 ‘되는대로主義’에 빠진 유약한 모습을 지닌 존재로 인식되면서,18) “불안과 혼란

    한편 일본에서도 ‘청년’이라는 용어는 1887년 경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우리
의 ‘젊은이’와 비슷한 의미인 ‘와카모노(若者)’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1887년 <新日本之
靑年> 출판 이래로 ‘靑年’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고 한다. 메이지유신 이후 청년은 국가
와 사회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주로 일정한 교육을 받고 도시에서 정치활동에 참가
하는 근대화된 지식인층을 이르는 용어였다. (김종식, 『근대일본 청년상의 구축』, 선인, 
2007. ; 木村直惠, 『<靑年>の誕生』, 新曜社, 2001. 참조)

16) ‘청년’ 개념의 탄생과 근대 초기 ‘청년’의 정착에 관해서는 소영현, 『문학청년의 탄생』과 
이기훈, 『일제 시기 청년 담론 연구』 참조. 

17) 박철하, 앞의 책, 7면.
18) 朱雲成, 『熱血靑年論』, 前進社, 1937. 
   “熱血奮鬪의氣運이 沈鎻한듯하고 進就할 指導原理쪼차 把持하지못하야‘되는대로主義’의코

스를 걷고있는 現狀이니.” (3면) ; “그리고 우리의目前에있는 懦弱漢의退治와 早老漢의 更
生과 不汗輩의 打倒와 浮浪輩의 擊滅에 鐵棒을 휘둘러라! 이것이 곧 幾千載의歷史를 劃하
고 奮然히 蹶起하는 半島靑年의 新革命이다.” (4면) ; “雙肩을 웅쿠리고 ‘나따위야’ 소리나 
하는 可憐한 親舊들도 적지않으니 이것이 기맥히는일이다.” (5면) ; “저- 國境地方을 巡視
할것이면 風采좋은 紳士떼들의 모루히네中毒群를 잘 볼수있나니 果然기맥혀 못볼일이다. 
또는 靑春에 貴한 精力을 過飮過色에 消耗시키고 蒼白한 뼈주머니를 자랑시키니 (...) 또는 
娛樂狂靑年의 碁博 麻雀으로 徹夜를 거듭하야 睡眠不足과 運動不足으로 黃氣를帶하고 느
린느린하고 단니는形象은 忿하고 可憎하다.” (9면) ; “方今의逸樂으로 ‘카페’에나出入하며 
今日의 便安으로 父母의財産이나없이하며 今日의奢侈를爲하야 他人의利를橫貧하는 이렇듯 
마땅치못한 그 行動에서 速히떠나라.” (12~13면) 등에서 이러한 면을 찾아볼 수 있다. 주운
성은 부정되어야 하고 바뀌어야 하는 청년의 모습을 제시하는 한편, 올바른 청년은 국가와 
민족에 충성하는 청년이라고 강조한다. 

    친일논설가로 활동했던 주운성의 이 책은 1935년에 발간된 후 대단한 인기를 얻어 1937
년 3월에 4판이 나왔고, 해방 후인 1948년에 재발행될 정도로 인기 있는 책이었다고 한다.
(이기훈, 「일제 시기 청년 담론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189면.)  그
가 강조하는 규율적이며 갱생되는 존재로서의 청년상 1930년 중반 이후 국가의 청년담론의 
기저가 되었으며, 신체제기 이후 애국청년의 모습으로 흡수되었다.  

    1937년 1월호 『조광』에는 각계의 인사들이 청년들에게 당부하는 형식의 청년 특집이 수록
되었는데, “現代朝鮮은 精神力의 全體統一우에 새로운 基礎를 닦어야 한다”(주간, 「現代 朝
鮮靑年을 激動함」, 『朝光』 1937.1. 28면.)면서 청년들이 서구 자본주의의 개인주의적 성향
을 배격하고 전체주의적 사고를 함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계속되는 전쟁과 황민화 
교육, 사상 통제 등의 여러 제약으로 인해 무기력한 현실에 좌절한 청년들이 개인주의, 퇴
폐주의, 허무주의로 빠졌던 당시의 상황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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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징”이자 “시대의 문제로 사회적 역사적으로 고찰되지않으면 안”되는, 기관과 윗
세대의 지도가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었다.19) 청년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과 세계관의 
변화는 이전 시기와는 다른 청년 세대의 문제를 낳았고, 이에 따라 청년은 밖으로부
터 요구받는 것과 안으로부터의 욕망이 일치하지 못하는, 혼종적 정체성의 문제를 가
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일제 말기의 청년 표상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둘째, ‘전형기’라고 불리는 카프 해산 이후 시기인 일제 말기는 다양한 이념과 가치
들 간의 각축장이었다. 1935년, 카프 해산을 전후한 1930년대 중반은 소위 ‘전형기
(轉形期)’20)로 지칭되는 시기이다. 경향문학의 퇴조기로부터 시작되는 일제 말기는 당
대 문인들도 ‘전형기’라고 지칭한, 이념의 공백기를 채우기 위한 다양한 헤게모니가 
쟁투를 벌인 시기였다. 일제 말기의 청년은 이러한 시대적 문제들을 보여주는 표상이 
된다. 카프를 비롯한 좌익이념이 쇠퇴하였고, ‘서구의 몰락’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
서 반대 급부로 동양 혹은 조선이 부상하였다. 또 제국주의적 파시즘이 강화되면서, 
국가가 주도하는 청년 연성과 동원 담론이 대두되었다. 1931년의 카프 제1차 검거 
사건과 만주사변 이후 일제의 사상 탄압은 점점 심해져서 1934년 카프 제2차 검거 
사건(신건설 사건)으로 카프는 1935년 해산된다. 일제는 사상범에 대한 보호 관리를 

19)  玄仁圭, 「靑年論의性格과課題」,『조광』 1937.1. 
 현인규는 현대 사회가 개인자유주의와 자본주의적 문명이 만나 많은 모순이 생긴 시대이
며, 이것이 허무주의, 향락주의, 에로티즘, 경제만능사랑, 생존경쟁의 도회문명으로 나타나 
점점 부패의 극에 달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런 현대에서 청년은 세태를 따르는 것이 아니
라, 윗세대의 지도를 받아 퇴폐적 생활을 청산하고 사회적 정치적 제한을 가지고 자기를 살
리는 동시에 시대를 살리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특집에 실린 방응모의 글에서는, 청년은 “小安에 달게處하지말고 大局을爲하야 제한
몸은 犧牲”하고, “悲觀하지말고 七顚八起하야 적고크고間에 建設主義를 取”해야 하며, “제
게賦與된 그高貴한 靑年時代의 情熱과 義氣를 濫用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응모, 
「朝鮮靑年에게주노라」, 『조광』 1937.1.30.면.)
 신체제기 이후에도 청년에 대한 이러한 우려는 계속 표명되었다. 조선 청년들이 비상시국
과 상관없이 자신의 향락과 안일을 위해 돈을 쓰고 학교나 국가의 명령에 순응하지 않는다
고 비판하거나(蓧田治策, 「조선청년의 나아갈 길 – 명확하고도 정확한 점을 배우라」, 『춘
추』 1941.10. ), 혹은 신체가 약하고 문약에 흘러 “장래에, 사회의 지도계급이 될 대학생들
이, 언제까지나 상아탐에틀어 백”혀 있거나 “일신의 영달에만 몰두”하는 “창백한 인텔리”의 
모습을 보인다(長谷川淸, 「청년에게 주는 말」, 『신시대』, 1941. 5. 90면.)는 등 내선일체나 
황국신민화와 거리가 있는 조선 청년에 대한 비판도 계속되었다. 

20) 김윤식은 1930년대 프로문학 퇴조 이후 문학계의 정신적 구조에 공백지대가 생겼다는 점
에 착안, 이 시기를 ‘전형기’라고 서술하였다. (김윤식, 『한구근대문예비평사연구』, 일지사, 
1976.) 그렇지만 경향적 사조가 국책으로 넘어가는 시기를 공백으로 본 것과 달리, 문인들
이 실상은 공백을 느낄 틈도 없이 기존의 이념을 대체할 무언가를 찾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전형기’라는 용어로 이 시기의 특성을 제대로 표현할 수는 없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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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하는 사상범보호관찰법을 제정하고, 1936년에는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
을 실시했다. 이러한 사상 통제 작업은 “반정부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던 과격분자가 
자기 비판을 행하고 국가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변화하는”21) 조선인의 ‘전향’을 
의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가 강제력을 사용하지만, 그 압력에 대해 스스로의 
선택으로 반응하는 이 ‘전향’22) 이후, 국가의 방향과 다른 ‘경향’을 지니지 않은, 하
지만 식민지 조선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가치관의 모색 활동이 이루어졌다. 
특히 구카프계열 비평가들은 지성론, 휴머니즘론, 교양론, 신세대론 등 다양한 논쟁을 
통해 황민화되어가는 청년들에게 다른 가치관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1940년 4월, 남경의 신정부 수립과 6월 파리 함락은 서구 위기론을 서구의 종말, 
근대의 종말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다. 서구 근대 문명에 대한 이러한 위기론은 
그 대타로 ‘동양’의 가치를 주목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1940년 7
월, 제2차 고노에(近衛) 내각이 ‘신체제’를 수립하였는데, 신체제는 일본의 전체주의 
국가의 새로운 모델로 전쟁을 위한 강력한 동원과 통제가 용인되는 체제였다. 일제는 
각종 담론을 통해 전체주의적 사고를 가진 청년,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성(誠)’과 ‘충(忠)’을 다하는 애국청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청년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다양한 담론과 기구를 만들어 나갔다. 이러한 청년담론
은 일제 말기의 파시즘과 연결되면서, 청년들의 ‘열정’, ‘명랑’, ‘건강함’ 등을 강조하
였다. 이처럼 사상 전환기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일제는 국가의 총동원체제에 부합
하는 ‘연성(鍊成)’되는 청년에 초점을 맞춘 청년담론을 강조했다. 
 그렇지만 청년을 보는 다른 관점도 존재했는데, 이는 특히 문학계의 청년 담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일제 말기 세대논쟁에서 기성문인 측의 주요 논자였던 임화는 
전(前) 시기의 학생이나 청년에 관한 논의가 청년에 관한 것이었음에 반해 일제 말기
의 청년 담론은 청년을 ‘향한’, 위에서부터의 논의, ‘훈화’와 ‘조언’에 집중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23) 그는 청년들이 “自己에 先行한 世代를 環境”으로 받아들이고 스스

21) 권영민, 『한국 계급문학 운동사』, 문예출판사, 1998. 328면. 
22) 쓰루미 슌스케, 『전향-쓰루미 슌스케의 전시기 일본정신사 강의』, 논형, 2005, 33면. 
23) 임화는 1939년부터 일련의 신세대론을 통해 신세대 청년들이 ‘시대정신’을 갖고 있는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당시 세대를 “아무것도 결여된 공간을 할수업시 차지하고잇는불상한 
‘에어·포켙’”이라고 지적하였다. (임화, 「문예시감 6 – 현대의 세대적인 의미」, 『조선일보』, 
1938.7.23.) 이 시기 임화는 청년층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신세대론이 진행되던 중 한편으로
는 독서와 교육, 학생론 등 청년층과 관련된 글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였다.(「讀書力에 反映
된 世上」(『동아일보』, 1939.5.2.), 「讀書論」(『신시대』, 1941.9.), 「學生論」(『조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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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형성해 나갈 때, 학문의 과도한 고고주의나 실용주의를 지양하고 “현실의 심오
한 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24) 일제 말기의 청년이 지도를 받아야
만 하고, 연성된 청년이 만들어나갈 ‘국가’의 미래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당시의 청년 
담론과 달리, 임화는 청년의 주체성과 가능성에 주목했다. 근대 초기의 청년 역시 주
체성과 가능성을 염두에 둔, 미래지향적 사고를 보여주는 표상이었지만 이들이 앞선 
세대와의 단절을 전제로 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존재였다면, 임화가 강조하는 이 시기
의 청년상은 ‘선행한 세대’를 토대로 미래를 지향해야 하는 과거와 미래의 연결 고리
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근대 초기의 청년상과 다르다. 이
러한 점 역시 이 시기 청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청년을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
는 현실적 주체로 상정한 일제 말기 식민지 조선의 문인들은 ‘청년’이 현실과 문학 
담론들의 문제들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미래의 가능성까지 담아낼 수 있는 존재로 인
식했다. 이런 청년은 현실에 대한 일종의 비판적 주체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근대문학에서 ‘청년’에 관련된 논의는 대부분 시대적인 특성에 따라 
형성되는 ‘청년’의 의미 구명에 대한 것이었다. 청년 담론을 중심으로 청년의 의미를 
규정한 연구25), 일제 시기 문학 전반에 퍼져 있는 청년 표상을 풍송사적 측면에서 살
펴 본 논의26), 일제시기를 좀 더 세분화한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에 따른 청년의 특

1941.10.)) 이 일련의 글에서는 ‘청년으로서의 학생’을 중심으로, 미래의 지도자가 될 학생
들에게 올바른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24) 임화는 「學生論」에서 청년의 임무나 학문의 목적이 “國家社會의 要求에 充實하면서 他方
으로는 學問 本來의 精神에 立脚하여 現實의 深奧한 認識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고, 
이것이 당시의 국가가 주도한 청년 담론과도 겹쳐 보이지만, 당시의 검열제도를 비롯한 시
국적 상황이나 세대론과 관련된 임화의 논의를 전반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임화가 강조하려 
했던 점은 전체주의적 사고에 무비판적으로 함몰되는 것이나 퇴폐주의나 허무주의에  빠지
지 않고 “현실의 심오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 

25) 이기훈, 「일제 시기 청년 담론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최성민, 
「‘청년’ 개념과 청년 담론 서사의 변화 양상」, 『현대문학이론연구』50, 2012.
 이기훈은 근대계몽기부터 일제 말기까지의 사회운동과 관련된 각종 청년담론을 통해 ‘청
년’이 어떻게 의미화되었고, 어떤 식으로 소비되었는지 그 역사적 변화과정을 추적하였다. 
이기훈의 논의는 역사학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본고에서 다루는 문학작품 속의 
청년 표상과는 조금 다른 지점의 논의이기는 하지만, 일제 시기 사회에서 대두된 다양한 청
년담론들과 그에 따른 청년의 사회적 개념 규정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의미 있다. 

26) 이경훈, 「오빠의 탄생-식민지 시대 청년의 궤적」(『오빠의 탄생』, 문학과지성사, 2003.)과 
이경훈, 「청춘의 기계, 문학의 테크놀로지」 (『대합실의 추억』, 문학동네, 2007.
 이경훈은 근대 문학 초기에 등장한 ‘오빠’라는 개념에서 출발하여 근대의 시공간이 어떻게 
청년을 형성해나갔는지 살펴보았는데, 근대 과학 담론을 붙잡은 청년들이 결국 제국에 의해 
조종된 주체였다고 주장하였다. 이경훈의 청년 관련 연구는 문학사 전체를 꿰뚫는 청년의 
특성을 잡아낸 것은 아니지만, 대개의 청년 연구가 시기별로 분절되는 것과 달리, 청년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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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파악한 논의27) 등 ‘청년’ 연구는 주로 그 의미 구명에 초점이 맞추어졌다.28) 이
러한 연구가 주를 이룬 것은 ‘청년’은 아이나 어른과 달리, 그 주체가 놓이는 위치와 
시기에 따라 그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시대별로 조금씩 다른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소영현은 「3․1운동과 ‘학생’」29)에서 ‘유학생-청년’에서 
‘학생-청년’으로 근대적인 주체가 변화하는 모습을 추적하면서, 1920년대 이후 담론
의 장에서 ‘학생-청년’이 지식인과 대중을 매개하는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고 논의하였다. 이 논의는 1900년대 이후 각종 잡지를 통해 문사 청년 혹은 미적 청
년들이 청년 담론뿐 아니라 문학을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일제 말기에서 ‘학생’이 중학 이상의 실력을 갖춘 지식인 
청년을 지칭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근대 초기의 학생-청년을 ‘청년’의 대표로 보았
던 시각이 일제 말기에까지도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30) 또 『문학청년의 탄

연속성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그렇지만 풍속사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한계이다. 

27) 먼저 1900~1930년대의 청년에 대한 논의는 주로 근대 초기의 신교육이나 사상, 문화와 관
련되어 형성된 청년의 정체성과 의미에 대한 탐구가 주를 이룬다. (소영현, 「청년과 근대」, 
『한국근대문학연구』11, 2005.4. ; 소영현, 『문학청년의 탄생』, 푸른역사, 2008 ; 소영현, 
『부랑청년 전성시대』, 푸른역사, 2008 ; 소영현, 「3․1운동과 ‘학생’」, 『현대문학의 연구』39, 
2009 ; 소영현, 「불량청년 대망론」, 『내일을 여는 역사』 40, 2010 ; 양선정, 「1910년대 소
설에 나타난 청년상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 양선정, 「1910년대 근대소설
에 나타난 청년상」,『인문과학연구』 25, 2010 ; 윤영실, 「국민국가의 주동력, ‘청년’과 ‘소년’
의 거리-최남선의 《소년》지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48, 2008 ; 이경훈, 「청년과 민족-
《학지광》을 중심으로」,『대동문화연구』 44, 2003 ; 이기훈, 「청년, 근대의 표상-1920년대 
‘청년’ 담론의 형성과 변화」, 『문화과학』 37, 2004.3. : 이기훈, 「‘청년’, 갈 곳을 잃다 -  
1930년대 청년담론에 대한 연구」,『역사비평』 76, 2006.8.) 
 본고에서도 주목하는 시기인 일제 말기의 청년에 대한 논의는 파시즘이라는 당시의 체제와
의 영향관계 속에서 청년을 파악한 권명아, 『역사적 파시즘』(책세상, 2005.)의 논의가 대표
적이다. 전지니의 「1940년대 희곡 연구 : 역사·지정학·청년을 중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2012.) 역시 파시즘적 상황이라는 당대의 현실을 반영한 희곡작품에 청년이 어
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았다. 일제 말기의 파시즘과 청년과의 연관성을 지적한 논의들은 
파시즘에 함몰된다는 한계를 보인다. 자세한 논의는 이후 개별 연구사 검토를 통해 서술하
도록 하겠다.

28) 문학 연구는 아니지만, 청년운동사의 관점에서 일제 시기 청년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살펴
본 연구도 일제 말기 청년의 의미 파악에 도움이 된다. (한국역사연구회 근현대청년운동사 
연구반, 『한국 근현대 청년운동사』, 풀빛, 1995 ; 전상봉, 『한국근현대 청년운동사』, 두리미
디어, 2004 ; 박철하, 『청년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변은진, 「일제
말(1937~1945) 각종 ‘불온문서’와 소규모 비밀결사」, 『한국민족문화』 42, 2012.) 이러한 관
점의 연구를 이기훈의 청년 담론 연구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한 시대에 다른 신념을 갖고 
있던 주체들이 청년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29) 소영현, 「3․1운동과 ‘학생’」,『현대문학의 연구』3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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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31)에서는 ‘청년’이 당대 정치 사회 담론에 따라 구성된 기호였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1920년대에 ‘미적 청년’이 나타나 전대 청년과 연결 고리의 구실을 하였음
을 밝혔다. 그는 예술과 삶을 일치시키려는 ‘미적 청년’의 ‘참된 것’에 대한 열망이 
다음 세대의 청년론과도 이어지는 지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소영현의 논
의에서는 이 시기의 또 다른 청년의 축인 계몽의 주체로서의 청년을 논의에서 배제했
다는 것이 한계이지만, 지사적이고 계몽적 성격을 지닌 청년보다도 참된 것을 열망한 
미적 청년의 모습을 일제 말기의 이효석의 문학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문
학사의 연속선상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양선정32)은 1910년대 근대
소설 속 청년이 담론과 현실 사이에서 양가성을 지니고 있다고 파악했는데, 이렇게 
담론과 현실이 길항하는 자리에 청년이 놓인다는 점은 일제 말기 청년의 특징과도 일
치한다. 이것은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1910년대와 일제 말기가 ‘과도기’라는 공통점
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근대 초기 청년의 의미를 규정하는 과정에 대한 논의는 
일제 말기 청년 담론과도 연결된다. 윤영실33)은 『學之光』이 유학생들로 구성된 지식
인들이 주 필자였던 것에 비해, 최남선의 『少年』은 ‘청년’이 아닌 새로운 주체인 ‘소
년’을 호명하여, 비정치적인 것처럼 보이는 소년이 아니라 미래가 유예된 ‘신대한국
민’인 소년을 불러 그들이 ‘청년’을 준비하게 했다고 논의했다. 이러한 논의는 신체제
기 이후 일제가 ‘소년’을 ‘청소년’으로 바꾸고 ‘청년’과 연결되는 범주에 넣어 청소년
과 청년 모두의 연성(鍊成)을 강조하던 담론과도 비교해 볼 수 있다. 근대 초기 ‘국민
국가’의 주체가 조선 민족이었던 것에 비해, 일제 말기의 ‘국민’은 ‘일본 국민’을 의미
하는 것이었는데, ‘국민’의 함의가 달라지면서 ‘국민’에 대한 요구도 달라졌다. 이 과
정에서 국가의 주축으로서의 청년을 대하는 태도가 문학과 사회 담론에서 어떻게 달
라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일제 말기 소설에 나타난 청년에 관한 기왕의 연구에는 시대적 특성에 따른 문학적 

30) 임화는 「학생론」에서 일제 말기의 청년을 중학 이상의 지적 능력을 갖춘 자로 정의하고 있
다. 일제 말기에는 청년훈련소가 곳곳에 생기면서 직업청년도 ‘청년단’에 포섭시키려는 일제
의 의도가 있었지만, 여전히 문학 담론이나 사회 담론에서의 청년은 이러한 학생-청년에 집
중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31) 소영현, 『문학청년의 탄생』, 푸른역사, 2008.
32) 양선정, 「1910년대 소설에 나타난 청년상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 양선

정, 「1910년대 근대소설에 나타난 청년상」,『인문과학연구』 25, 2010.
33) 윤영실, 「국민국가의 주동력, ‘청년’과 ‘소년’의 거리-최남선의 《소년》지를 중심으로」, 『민

족문화연구』4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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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 많다. 첫째, 파시즘의 대두와 청년 담론의 관계를 고찰
한 연구34)이다. 총독부가 주도하는 청년담론은 파시즘, 군인과 총후 양성에 관련된 
쪽으로 전개되었고,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전쟁과 국가의 체제 논리에 순응
하는 ‘국민문학’ 위주로 전개되었다. 특히 파시즘에서 강조하는 ‘열정’은 청년의 속성
과도 일치하므로 청년들은 유행처럼 번지는 파시즘에 쉽게 순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일제 말기의 ‘청년’을 파시즘과 국책 담론과 관련해서 살펴 본 논의는 주로 이런 점
에 초점을 맞추었다. 권명아는 일제 말기에 일본이 내세운 천황제 파시즘에 근거한 
가족국가주의에서 조선인이 ‘황민’으로 거듭나기 위해 청년(남성), 총후 부인(여성), 
소국민이라는 새로운 주체로 훈련되는 과정에 주목했다. 권명아의 논의는 제국이 주
도한 담론의 장에서 식민지 조선의 청년이 어떤 식으로 재구성되는가를 살핀 점이나, 
여성과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식민지 조선의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담론과 소설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제국의 청년담론에만 주목한 나머지 국책을 수용
한 작품과 담론 위주의 연구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 청년의 황민화 과
정에만 초점이 맞춰질 뿐, 이 시기 소설 속에 나타난 다양한 청년들의 모습이 드러나
지 않았다. 파시즘 체제가 구성한 ‘파시즘적 인간형’이 드러나는 신문연재소설을 통해 
청년 세대를 고찰한 한민주의 연구 역시 일제 말기의 파시즘에 관련된 청년의 모습, 
그러한 작품만 다룬다는 한계를 갖는다. 한민주의 연구는 특히 청년 세대의 일상 문
제에까지 파시즘의 이데올로기가 개입하는 지점들을 분석해 청년문화의 기획까지 제
국의 모더니티에 맞닿아 있는 점을 보여준 의의는 있지만, 대중성에 초점을 맞춘 신
문연재소설에만 대상을 국한했기 때문에 일제 말기 소설 전반에 ‘청년’이 어떻게 나
타나는지는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권명아나 한민주 모두 ‘파시즘’이라는 
일제 말기의 지배 담론에 치중하다보니, 전형기를 거치면서 작가들에 의해 시도된 다
양한 가치관과 세계관, 그것을 투영한 소설 속의 청년들, 이들 청년 표상을 통해 작
가들이 일제의 파시즘의 테두리 밖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를 온전하게 
밝히지 못했다, 본 논문에서는 일제 말기 소설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청년들의 
표상을 통해, 작가들이 보이고자 했던 다양한 헤게모니들이 어떻게 소설 속에 드러나
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청년의 표상까지 고찰되어야 비로소 파시즘뿐 아니

34) 권명아, 『역사적 파시즘 : 제국의 판타지와 젠더 정치』, 책세상, 2005. ; 한민주, 「일제 말
기 소설 연구 – 파시즘의 소설적 형상화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한민주, 『낭만의 테러 – 파시스트 문학과 유토피아적 충동』, 푸른사상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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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제 말기의 다양한 문학적 시도들이 드러날 것이며, 이를 통해 친일/반일 혹은 
협력/저항이라는 일제 말기 소설을 읽는 이분법적 독법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일제 말기의 ‘대중문화’에 주목해, 대중문화의 주체로서의 청년과 그 표상인 
‘청춘’을 살펴 본 논의들이다.35) ‘대중문화’ 혹은 ‘청년문화’에 집중한 천정환과 김지
영의 논의는 파시즘에 경사된 이 시기 청년의 논의에서 벗어나 청년을 당대의 청년문
화와 연결하여, 그 표상 방식에 어떤 사회적 역사적 조건들이 관여하는지를 다각도로 
살펴보았다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천정환은 특히 대중문화 형성과정에서 청년이 지녔
던 특수한 위상을 규명하면서, 청년 학생층이 대중문화의 형성과 발전에 유기적인 관
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김지영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청년’과 ‘청춘’을 구별
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는 ‘청춘’이 표상하는 감상적이고 낭만적인 속성이 사회적 
표상에 가까운 ‘청년’보다 더 대중문화의 대표가 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그
는 청년과는 다른 청춘의 젊음을 1920~30년대 대중문화 속에서 찾으려 했다. 천정환
과 김지영의 논의는 담론의 장에 가려 있던 청년 혹은 청춘이 가진 젊음의 속성이 
대중문화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또 그 표상 방식에 어떤 사회적 역사적 
조건들이 관여하는지를 다각도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몇 
개의 작품에 대한 논의에 그쳤다는 점, 또 일제 말기의 대중문화가 파시즘 이데올로
기와 무관할 수 없다는 문제에 있어서는 파시즘과 청년을 연관해 살펴본 논의와 큰 
차이를 갖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세대론으로 청년의 의미를 살펴본 논의가 있다.36) 일제 말기 소설에 나타난 
‘청년’에 관한 연구 중 주목할 만한 연구는 세대론과 관련하여 청년을 고찰한 논의들
이다. 청년이 세대의 한 단위인 동시에, 윗세대와 길항하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존재라는 점에서 세대론의 장에서 청년의 의미를 고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문학사상 표면화 된 세대논쟁 중 일제 말기의 세대론은 이 시기 문학뿐 아니라 해방 
이후의 문학장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중에서도 특히 김철의 논의는 주목할 

35) 천정환, 「식민지 시기의 청년과 문학·대중문화」, 『오늘의 문예비평』 2004.12. ; 송효정, 
「비국가와 월경(越境)의 모험 – 1930년대 대중소설과 청년 코스모폴리탄」, 『대중서사연구』 
24, 2010. ; 김지영, 「식민지 대중문화와 ‘청춘’ 표상」, 『정신문화연구』 124, 2011.

36) 김철, 「우울한 형/명랑한 동생」,『상허학보』25, 2009 ; 이경훈, 「청년의 다이내믹, 청춘의 
테크닉」,『문학과사회』71, 2005.8. ; 황호덕, 「청년, 그 이상의 이념을 생각한다」,『당대비평』
21, 2003.3. ; 신현아, 「세대론과 청년 담론을 통해 본 문학적 글쓰기와 주체성의 변화」, 동
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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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하다. 김철은 ‘우울한 형’과 ‘명랑한 동생’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일제 말기에 제기
된 신세대론을 “중일전쟁기의 사상사적 맥락”에서 논의하면서, “신세대론에 각인된 
식민지 주체의 존재론적 분열과 사상적 회의”에 대해 논의하였다.37) 그가 지적한 것
처럼, 일제 말기 세대는 조부-아버지-아들 세대가 아니라, 형-동생 세대로 분화된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 ‘세대’를 ‘시대정신’에 따라 나누는 통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30년 동안 세 세대가 바뀌었다는 인식에 따르면, 청년 세대 역시 늙은 청
년(형)-청년(동생)-청소년의 식으로 분화되었던 것이 일제 말기이다. 김철은 신세대론
이 구세대의 신세대 대망론의 형태로 제기된 점을 전제하고,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이 
중일전쟁을 ‘버추얼 리얼리티’를 통해서만 체험했기 때문에 눈앞의 현실을 지우고 명
랑성과 정복의 황홀감만을 누릴 수 있었던 반면, 기존의 이념과 질서가 효력이 없어
진 것에 대한 구세대 문인들의 혼돈과 분열이 ‘형’ 세대의 우울증으로 나타났다고 보
았다. 그렇지만 김철이, 신세대론이 조선 문단의 사상적 모색의 한 결과라는 점을 인
정하면서도 신세대 논쟁을 ‘지엽적’, ‘저널리즘의 스캔들 이상의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것’이라며 저평가하는 점은 문제가 있다. 저널리즘이 신세대론에 개입한 것은 사실이
지만, 신세대논쟁이 단순한 하나의 ‘이론적 출구’에 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
회적·문단적 전환기의 다양한 문학사상적 모색은 193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문단 전
체의 변화를 바탕에 두고 진행된 신세대론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실제 일제 말기 소설에 나타난 구세대와 신세대가 ‘우울’과 ‘명랑’으로만 설명
될 수 있는 이분법적인 것만도 아니다. 후에 상세하게 논의하겠지만, ‘명랑한 동생’의 
하나로 김철이 다루고 있는 정비석의 「삼대」의 형세가 자신의 선택 앞에서는 계속 
머뭇거리며 끼인 세대로서의 자신의 위치에 대해 계속 고민하는 모습이나, 김남천이
나 유진오, 이태준, 이효석 등의 기성세대 문인들이 ‘청년’ 인물을 통해 시대에 대응
할 수 있는 다양한 모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아도 일제 말기 소설의 세대론을 
형이나 동생의 둘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명랑’
과 ‘우울’의 이면에는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현
실에 대한 다양한 응전이 새겨져 있다. 기성세대 작가이든 신세대 작가이든, 현실에 
좌절한 구세대의 모습 외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고민하고 행동하고 분열되는 청년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일제 말기를 살아가는 실제 피식민지인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표상하려 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37) 김철, 「우울한 형/명랑한 동생」,『상허학보』2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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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1930년대 후반 이후의 현실에서는 청년 세대도 분절되고, 
각각의 세대에게 요구되는 것도 달랐다. 아무리 국가의 청년담론이 청년을 하나로 묶
어 전체주의적 흐름 안에 놓고 싶어 한다고 해도 청년은 쉽게 통합될 수 있는 균질
적인 특성을 가진 개인이 모인 집단이 아니다. 특히 근대 초기로부터 1930년대 초반
에 이르는 시기처럼 청년들을 한데 묶을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몇 개의 신념 체계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일제 말기의 청년은 더욱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사
상 통제와 전쟁, 파시즘 등 세계사적인 새로운 흐름과 일제, 식민지 조선, 그리고 식
민지의 청년이라는 매우 복잡한 위치는 일제 말기의 소설 속에서 독특한 표상으로 나
타날 수밖에 없었다. 일제 말기의 소설 작품은 사상 통제와 검열을 피해 파시즘에 동
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국책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중층적인 문제를 담고 있다. 일제 말기의 이러한 제 문제들은 특히 국가적 
호명 대상이자 기성세대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받았던, 비균질적이며 쉽게 통합될 수
도 없는 개인이자 집단인 ‘청년’을 통해 더욱 잘 살펴볼 수 있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식민지 조선의 ‘청년’이 일제 말기 문학에서 어떻게 표상되는가를 고찰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제 말기의 사회와 문학 장 내에서 전개된 청년과 관계된 
다양한 담론들이 이 시기 식민지 작가들에게 소설 창작의 중요한 문제의식으로 작용
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특히 사회적 정치적 현실, 세계사적 흐름에 민감한 지식
인들이 식민지 조선의 청년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 주목하면, 청년과 관
련된 당대의 여러 사회 담론이나 문학 담론-교양론, 지성론, 세대론 등-이 청년 담론
과 연결되는 지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일제 말기의 문화적 특징은 청년들의 문화
적 정체성과도 연결될 수 있다.  
 먼저, ‘청년’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유럽에서 ‘청년’은 자본주의 발생 무렵
인 19세기, 중세 유럽의 신분 질서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대두된 것으로, 사회경제적 
구성에 의해 범주화된 집단도, 특정한 계급이나 계층으로 소속되는 집단도 아니다.38) 

38) 박철하․신주백․이준식, 「한국 청년운동사(1920-1946)의 새로운 이해를 위하여」, 한국역사연
구회 근현대청년운동사 연구반, 『한국 근현대 청년운동사』, 풀빛, 199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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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해버린 연대에 대립되는 것으로 모든 수단을 써가며, 열에 들떠서 견디질 못하
고, 손윗사람에게, 빨리 밝은 곳으로 내놔 달라고 조르는 시기”39)인 청년기는 현재보
다도 과거와 미래에서 정신적인 시간 개념을 구상하기 때문에 경험적인 사실보다도 
새로운 것을 더 좋아한다.40) ‘청춘’ 역시 ‘청년’처럼 젊음을 의미하는 또 다른 표현으
로, ‘청춘’은 “보다 더 유연하고 정서적이며 낭만적인 성격”을 지닌다.41) 청년이 젊은
이의 대사회적인 표상으로, 정치·사회와 역사의 장 내에서 진취적으로 움직이는 존재
라면, 청춘은 낭만적·감상적 이미지와 더불어 조금 더 개인적인, 문화적으로 움직이는 
존재라 할 수 있다. 드베스는 ‘청춘’을 “청년기의 사회적인 면”, “성숙해버린 연대(年
代)에 대립되는 것”, 즉 청년의 내적 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42) 이와 같이, 
‘청년’과 ‘청춘’은 청년의 양면적인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열정과 의지
를 가진 진취적인 존재이지만, 내면에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낭만성과 개인성을 지
닌 존재가 바로 청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은 ‘어른’으로 통칭되는 세대에게는 아
직 부족한 존재, 지도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청년에 관한 일반적인 연구
는 제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독일에서 청년단이 ‘활용’되었
던 역사적 맥락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쟁에서 청년이 어떻게 국가를 위해 동원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청년기에 관한 연구는 교육학이나 발달심리학적 측면에서 
더욱 많이 논의되었다. 
 ‘청년’이라는 용어의 기원이나 ‘청년’이라는 존재의 발달론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청년’은 아직 그 속성이 고착되지 않은 존재, 만들어져나가는 존재, 즉 ‘부정형(不定
形)’이자 ‘미정형(未定形)’의 존재이다. 청년기는 “모라토리움(유예)의 시기로서, 청년
이 장래 사회의 체제 안정과 유지를 위해 필요한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43)로 
인식되어 왔다. 청년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동년배, 가족 이외의 지도자적 인물과의 
“새로운 동일시”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다.44) 새로운 동일시가 불가능해지면 청년의 
정체성에 위기가 생긴다. 청년은 신체적 성작, 생식적 성숙, 사회적 자각 등 다양한 
변화의 과정인 발달단계를 원활하게 이수하면서 전인(全人)이 되어야 한다. 이 발달

39) M. 드베스, 정봉구 역, 『靑年期』, 을유문화사, 1969, 13면.
40) 위의 책, 57~59면.
41) 김지영, 앞의 글, 146면.
42) M. 드베스, 앞의 책, 12면.
43) 이기훈, 「청년, 근대의 표상」, 210면.
44) 에릭슨, 조대경 역, 『아이덴티티-靑年의 危機』, 삼성출판사, 1982, 2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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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달성되어야 하는 완전성이 “아이덴티티45)의 감각”이다.46) 특히 이 완전성을 
상실하면 청년은 ‘전체성향(totalism)’에 근거해서 자신과 세계를 재구성하게 되는데. 
스스로 아이덴티티의 감각을 가지고 전인적인 정체성을 갖지 못할 때, 청년들은 전체
주의로 기울 수 있다.47) 이러한 청년의 속성은 일제 말기의 청년들이 전체주의적 사
고에 쉽게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특징이 된다. 청년들이 일제 말기 파시즘에 
쉽게 동화되었던 것도 이러한 청년의 특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
인의 아이덴티티란 더 큰 아이덴티티 하나로 완전히 포섭될 수 없는 독자성을 지닌 
것이라는 점이 청년 정체성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에릭슨의 정체성에 대
한 논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체성은 처음부터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탈식민
적 관점에서 볼 때, 정체성은 피식민지의 문화에 대해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식민지 
본국과의 애증 관계에서 나온 차이에 의해 구성된다.48) 이는 청년의 정체성도 하나의 
균질한 집단에 묶일 수 없는 수많은 차이들을 내포한 것임을 의미한다. 특히 청년이 
원숙한 기성세대와 미성숙한 소년기 사이에 해당하는 끼인 세대라는 점에서 ‘소년’과 
‘어른’의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 하는 연령에 따른 차이점, 청년들의 계급적인 특성, 
성별 차이 등의 다양한 차이가 청년의 정체성을 하나로 규정할 수 없게 만든다. 즉, 
청년은 ‘청년’이라는 하나의 기표로 묶이지만 아직 규정되지 않은 수많은 ‘차이’를 지
닌 개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역으로 청년기 개인의 수많은 차이들은 ‘청년’이라는 시기적 특성에 따른 통일성으
로 묶일 수 있다. 이러한 청년의 정체성은 홀(Stuart Hall)이 말한 전통적인 정체성 
정치와 다른, 대안적인 ‘정체성의 정치학’으로도 볼 수 있다. 홀은 단일하고 균질적이
며 통일된 정체성에 근거한 정치학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차이, 자기 반영성, 맥락 의
존성을 강조한 새로운 ‘정체성의 정치학(the politics of identity)’를 제시하였다.49) 

45) 일반적으로 “아이덴티티(identity)”는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라는 
의미의 “정체성” 혹은 “자기동일성”으로 번역된다. 그러나 에릭슨의 『아이덴티티-靑年의 危
機』의 역자 조대경은 이를 ‘아이덴티티’라고 두었다. 에릭슨이 ‘아이덴티티’라는 개념을 ‘정
체성’보다 넓은 개념으로 상정하고 논의를 진행하기 때문인 듯하다. 본고에서도 에릭슨의 
저작을 인용할 때에는 이를 따라 ‘아이덴티티’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46) 위의 책, 같은 면.
47) 위의 책, 263면.
48) 빌 애쉬크로프트 외, 이석호 역, 『포스트콜로니얼 문학이론』, 민음사, 1996, 47면.
49) 스튜어트 홀은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 이론에서 출발, 정체성이 정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알튀세르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라고 명명한 가족이나 종교 단체 등의 구체적인 실천과 
제도를 통해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므로, 결국 생활과 문화 전 영역에 퍼진 이데올로기는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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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홀은 완전하게 통합되고 완성되어 일관된 정체성은 환상에 불과하며, “의미와 
문화적 재현의 체계가 늘어감에 따라” 여러 개의 정체성들과 마주치게 되고, 이런 과
정에서 ‘문화적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하였다.50) 그러므로 정체성이란 “절대로 완성
되지 않는, 늘 과정 중에 있는”, 재현 체계(system of representation) 안에서 구성
되는 “생산(production)”이다.51) 그런 의미에서 문화적 정체성은 ‘~임(being)’뿐만 
아니라 ‘되기(becoming)’의 문제, 즉 이미 어떤 의미로 규정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
라 시공간·역사·문화를 초월하여 위치지어지는 것이다.52) 일제 말기의 청년 정체성도 
일종의 문화적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시대와 사회, 그 문화마다 다양한 정체
성이 존재하는데, 정체성을 구성하도록 하는 동일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정체성
의 수도 그만큼 늘게 된다. ‘청년’이 원래 빈 기표이고 시대와 문화마다 다른 정체성
을 가졌음을 상기해 본다면, 일제 말기의 청년 정체성 역시 일제 말기의 다양한 재현 
체계의 수만큼이나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일제 말기의 소설 속에서 나타나는 청년의 정체성은, 청년을 표상해 내는 작가들의 
서술적 정체성과도 연결된다. 리쾨르는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정체성을 ‘서술적 
정체성(identité narrative)’이라고 하였는데, 작가들이 그들의 서술적 정체성을 매개
로 소설을 통해 역사(시간의 흐름)와 허구(소설)의 혼융을 보여준다는 것이다.53) 이야
기는 ‘동일성(idem)’과 ‘자아성(ipse)’라는 정체성의 두 극점을 보여주는데, 이 두 가
지의 변증법을 통해 ‘나’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54) 특히 1930년대 말에서 

쟁의 장소가 되기 때문이다. 홀이 말하는 정체성의 정치학은 그러므로 차이와 맥락에 따른 
입장이 강조된다.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조선이 일본에 병합된 이후 조선인의 정체
성은 전통적인 정체성 정치에 따라 타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형성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균질화될 수 없는 식민주의의 특성 상 새로운 정체성의 정치학이 등장할 수
밖에 없었고, 그것이 표면화된 것이 바로 청년 표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스튜어트 홀의 민족성, 디아스포라의 문제는 “New ethnicities”, “Minimal selves”, 
“Cultural identity and diaspora”, “The question of cultural identity” 등의 글에 잘 
나타나 있다. 홀의 정체성의 정치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제임스 프록터, 손유경 역, 『지
금 스튜어트 홀』 (앨피, 2006)의 6장을 참조.  

50) 스튜어트 홀,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 스튜어트 홀 외 저, 전효관·김수진 외 역, 『모더니
티의 미래』, 현실문화연구, 2000, 325면.

51) Stuart Hall, “Cultural identity and diaspora”, Rutherford, J. ed. Identity : 
community, culture, difference, Lawrence&Wishart, 1998, p.222.

52) ibid., p.225.
53) 폴 리쾨르, 김동윤 역, 「서술적 정체성」, 주네트·리쾨르·화이트·채트먼 외, 석경징 외 엮음, 

『현대 서술 이론의 흐름』, 솔출판사, 1997. 51면.
54) 폴 리쾨르, 김웅권 역, 『타자로서의 자기자신』, 동문선, 2006. 1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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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대 초반에 이르는 일제 말기 작가들의 서술적 정체성은 일종의 ‘공유적(共有
的) 자아로서의 정체성identité comme soi’55)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자
아동일성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문화적 상징적 매개를 통해 이해될 수 있는, 행위의 
주체 문제와 직결되며 서사물을 통해 모습을 드러내는 자아를 말한다.56) 이러한 공유
적 자아(le soi)로서의 서술적 정체성을 통해 작가는 일제 말기 청년의 정체성이 하나
의 아이덴티티로는 통일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또 그 혼란스러운 시대적 상황과 
현실에 대한 작가적 응전을 청년 정체성의 다양한 차이들을 통해 보여줄 수 있다. 
 이처럼 작가의 정체성은 그들의 문학 작품 속 서술적 정체성을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작가는 허구적 이야기라는 문학적 서술을 통해 자아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시
대에 대한 고민, 시대적 주체인 청년에 대한 그들의 경험과 현대 청년에 대한 묘사 
등은 당대의 시간을 조망하는 리얼리티를 갖게 된다. 본고에서 논의하는 작가들은 세
대론적으로 봤을 때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에 속하는 작가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성세대가 역사를 걸머지고 현실을 본다면, 신세대는 과거와 현재를 분
리해서 보거나 역사적 현실과 개인적 현실을 구분해서 보려는 경향이 있다.57) 본고에
서 다루는 작가들 중 김남천과 유진오, 이효석과 이태준은 1900년대 초반에 출생했
고, ‘경향’적인 사상이 사회와 문화 전반을 이끌던 1920년대에 청년기를 보냈다. 이
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는 한학을 배웠고, 이후 근대 교육 체제에서 근대적 교육을 
받았다. 김남천과 이태준은 짧은 기간 일본에서 대학 교육을 받았으며, 유진오와 이
효석은 경성제대 출신이다. 어린 시절을 근대 이전의 조선적 세계에서 보내고, 유소
년기부터 근대적 체계에서 보내면서 전근대와 근대의 교체기를 몸소 겪었다는 점이 
일제 말기의 기성 문인인 이들의 정체성의 가장 큰 특성일 것이다.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조선적인 것에서 배태되어 식민지 조선과 조선 밖의 세계로 확장되는 식으
로 구성되었다. 이들과 같은 세대의 작가들은 대부분 전근대와 근대가 혼재된 세계관

55) 폴 리쾨르, 「서술적 정체성」, 52면.
 리쾨르는 ‘공유적 자아로서의 정체성’이 라틴어 ‘ipse’, 영어 ‘self’, 독일어 ‘Selbst’에 해당
하는 것으로, 시간을 함축하는 ‘항존적인 정체성’이며 행위의 영역에서 제기하는 “누구인가
를 물어보는 질문”에 속하는 것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기 동일성 mêmeté’과 같
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공유적 정체성은 인칭대명사(1인칭,2인칭,3인칭)와 그에 따르는 
상황 지시적 요소들(소유대명사, 시간과 장소의 부사 등)의 차원에서 행위 주체의 규명이 펼
치는 다양한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같은 글, 53~56면)

56) 위의 글, 50면. 
57) 조남현, 「한국 현대소설의 현실대응 방법」, 『한국 현대문학사상 탐구』, 문학동네, 2001. 

2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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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황민화 교육에 완전히 노출되기 이전에 조선적인 가치관을 
습득했기 때문에 황민화 교육과 사상에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김동리와 정비석으로 대표되는 일제 말기의 신세대 작가는 이와는 다른 정체
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이미 일제의 식민지였던 조선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황민화 교육을 받았다. 비록 ‘국가’라는 실체가 없었지만 식민지 조선에는 조
선어, 조선 민족, 조선 문학, 조선 문화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있었고, 그것은 그들이 
받고 있는 일제의 제도적 교육과는 다른 것이었다. 결국 사회의 재현 체계는 황민으
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강요하지만, 개인의 내적인 문제, 예를 들어 문학적 감
수성이나 민족과 관련되는 문화적 정체성 등은 조선적인 것, 앞선 세대가 만들어 놓
은 조선문단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제 말기 청년 세대의 정체성은 윗세
대의 그것보다 불투명할 수밖에 없었다. 민족 정체성은 “정치적 민족 국가의 구성원 
자격”과 동시에 “민족 문화의 동일화”를 제공하는 두 측면을 결합시킨 결과를 재현하
는데58), 일제 말기의 식민지 조선에서는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조선) 민족이나 언어
(조선어)가 감춰지고 일본 제국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획득과 국민의 자격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정체성 문제에 혼란이 생긴다. 이렇게 일제 말기의 작가들은 
중층적 정체성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런 정체성은 일제 
말기라는 폭압적인 현실에서 그들의 작품을 문자 그대로만 읽는 독법이 아니라 위장
과 연기를 벗겨내는 식으로 읽어야 그 의미가 명확하게 보이도록 소설을 쓰게 만들었
다. 작가들의 서술적 정체성은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당대 청년들의 문화적 정체성
의 차이를 인식하게 했고, 이러한 모순된 정체성들 사이에서 ‘자아의 서사’를 구성해
야 한다는 인식에 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체성은 완전하게 통일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차이 안의 ‘통일성들’”
을 가지고 자기 반영성과 맥락 의존성, 차이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59) 어떤 정체성
이든 극서은 문화·언어·역사 속에서 배치되는 것으로, 전적인 배제로만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일제의 청년 동원 담론에서는 전통적인 정체성의 정치학처럼 ‘배제’를 통해 
‘명랑한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을 구별해내려 한 반면에, 문학 장 내에서는 기성 
문인들과 청년 작가들 내에서 각각의 문화적 정체성에 바탕을 둔 청년 정체성을 소설

58) 위의 글, 349면.
59) Sturat Hall, “Minimal Selves”, Bhabha, H. ed., Identity : the real me, 

post-modernism and the question of identity,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s, 
1987. pp.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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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표상해 내려고 했던 일련의 문학적 시도가 이를 뒷받침한다.  
  작가들의 서술적 정체성을 통해 형성되는 일제 말기 청년의 정체성은 다양한 청년 
표상을 통해 드러난다. 서술을 단 하나의 방식으로 갖는 표상으로서의 문학에서 서술 
즉 이야기는 비언어적 사건 또는 언어적 사건들의 언어적 등가물이다.60) ‘표상’이나 
‘재현’ 모두 영어 ‘representation’의 번역어이고 그다지 구분되지 않고 혼동하여 쓰
인 경우가 많지만, 그 의미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재현(再現, 
representation)’이 플라톤의 모방(mimesis)에서부터 시작된, 실재하는 세계의 모방, 
‘재생(再生)’과 같이 예술적으로 ‘다시 나타내는’ 표현과 관련된다면, ‘표상
(representation, Vorstellung)’은 철학이나 인지 심리학 등의 분야에서 사용된, 인
식론적인 맥락의 개념으로, ‘앞에 두다, 앞에 세우다’라는 어원처럼 무언가 마음속에 
떠올리는 심적(心的)인 현상과 그 구체적인 형상을 의미하는 개념 즉, “어떤 실재를 
심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재현전화(再現前化)한 것(representation)”61)이다. 이효덕
은 ‘생생한’ 혹은 ‘객관적’이라고 하는 ‘묘사’가 ‘realistic’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 이
러한 묘사가 때때로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한다.62) ‘생생하게’ 묘사되지만 
그것이 놓인 분위기나 뉘앙스 등의 미묘한 차이를 ‘묘사’나 ‘반영’으로는 온전하게 전
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현’은 ‘표상’이 지니고 있는 의미들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
한다. 미메시스에 입각한 ‘재현’에는 ‘현전(presentation)’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
기 때문이다. 바르트는 리얼리즘의 ‘지시적 환영’ 뒤에 가장 현실적인 표현에서 제거
된 의미가 남고, 결국 ‘실재’는 함축의 기의로 미끄러져 들어간다고 하면서, 이것을 
‘현실 효과’라고 정의하였다. 사실주의 소설에서 사실적 묘사가 반복되면 오히려 그 
대상이 서사 내의 기표와 기의로부터 축출되고 결국 ‘그럴듯함’의 근거가 되는 현실
성의 환상 즉 ‘현실 효과(the reality effect)’만이 남는다는 것이다.63) 서술된 것의 
‘잔여’가 오히려 현실을 더욱 환기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대상을 ‘다시’, 
그대로 반영하는 ‘재현’보다는 ‘재현전화’를 통해 서사의 잔여물이 주는 분위기나 뉘
앙스까지를 드러내는 ‘표상’이 일제 말기의 청년을 살펴보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

60) 제라르 주네트, 「서술의 경계선」, 주네트·리쾨르·화이트·채트먼 외, 석경징 외 엮음, 『현대 
서술 이론이 흐름』, 솔출판사, 1997, 21면.

61) 李孝德, 『표상 공간의 근대』, 소명출판, 2002, 19면.
62) 위의 책, 17~18면.
63) Barthes, R., “The Reality Effect”, Todorov, T., ed., French Literary Theory 

Today : a Read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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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홀은 ‘representation’이 의미와 언어를 문화에 연결시켜 생각하게 하는 개념이
었으며, 결국 “그 의미가 생산되고 문화의 요소들 가운데서 교환되는 과정의 핵심적
인 부분”이라고 정의하였다.64) 여기에서 사용되는 기표와 개념, 대상 간의 재현 체계 
내 관계가 모두 자의적(arbitrary)이라면65) 결국 ‘representation’을 통해 나타나는 
서술에는 다양한 재현 체계들과의 관계에서 발생된 의미까지도 고려해야만 된다. 바
르트가 ‘현실 효과’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적하고 있는 점은 홀이 지적하는 재현 체
계의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66) 이렇게 마음이나 의식에 현전하는 표상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보편성의 형식을 지니며, 시대와 사회 혹은 문화에 따라 대상에 
대한 경험 영역이 변용되면서 그 작용을 달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 말기의 ‘청년’ 
표상은 문학작품을 통해 재구되는 일제 말기의 보편적인 청년의 모습과 작가들이 이
에 부여하고자 했던 의미를 추론해 보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청년 표상을 
통해 작가들은 홀이 말한 것처럼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당대의 지배문화가 제시하는 
기호들을 해체하고 자신을 위한 의미로 ‘재언술’하는 의도적 혼종화에서 오는 저항의 
가능성67)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제 말기의 ‘청년’을 진취적이고 이상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는 식민지 지식인으
로 규정하고, 일제 말기의 작가들이 어떤 청년 표상을 통해 일제 말기의 폭압적인 현
실에 대한 응전을 꾀했는지를 일제 말기의 문화적 헤게모니 각각의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는 김남천과 유진오의 소설에 나타나는 청년 표상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한다. 이들은 카프 해산 이후 경향사상이 쇠퇴했을 때,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양한 문학사상적 모색을 했던 작가들이다. 카프 작가였던 김남천과 동반자작가로 
불렸던 유진오의 일제 말기 소설에서는 더 이상 공론화될 수 없는 사회주의 이념과 

64) Hall, S., “The Work of Representation”, Hall, S. (ed.) Representation : 
cultural representations and signifying practices, London ; Thousand Oaks, 
Calif. : Sage, 1997. p.15.

65) Ibid., p.21. 
66) 홀에 관련된 연구에서는 ‘representation’을 모두 ‘재현’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렇지만 재

현에 관한 그의 글을 읽어보면, 본고에서 이야기하는 서사의 잔여물의 의미까지를 포함해서 
설명할 수 있는 ‘표상’이라는 번역어가 더 적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본고에서
는 일단 기존 홀의 연구에 대한 번역을 따라 representation을 ‘재현’이라고 번역하기로 한
다.

67) Hall, S. “Cultural identity and diaspora”, p. 228.



- 23 -

전(前)사회주의자가 작중의 청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들은 특
히 과학기술, 인문학 등 보편지향적 가치로 여겨지는 것의 새로운 주체로 청년을 세
우고, 그것이 과연 일제 말기 조선에 실현가능한 것이었는지, 이러한 청년이 새로운 
주체로 가능한가를 소설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1절에서는 김남천의 소설을 중심
으로 살펴볼 것이다. 『사랑의 수족관』과 『낭비』에서는 새로운 보편으로 기대하는 과
학기술이나 학문 탐구가 그것이 놓인 사회적 장(場)의 논리를 뚫고 나가려는 방법을 
찾는 청년 표상을 찾아볼 수 있다. 「경영」과 「맥」에서는 전향자 오시형과 학문 제도
의 장으로 진입하는 것에 실패한 이관형 사이에 놓이는 최무경을 중심으로, 일제 말
기의 청년들이 당대의 시국적 담론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어떠한 
문화정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2절에서는 유진오의 소설을 살
펴보겠다. 유진오는 일제 말기에 두 편의 장편소설을 썼는데, 여기에는 이념의 공백
기 이후 어떤 단체나 사상에 기댄 정체성이 아니라 개인의 욕망에 충실한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청년이 등장한다. 『수난의 기록』에서는 사회주의 사상이 패퇴하고 ‘개
인을 발견’하는 과정이, 『화상보』에서는 사회적 장으로 눈을 돌리지 않고 과학의 본
래 목적에만 충실하려고 애쓰는 청년과 당시의 폭악한 현실에서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추구하려는 청년의 모습을 ‘제로의 가치’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Ⅲ장에서는 이효석과 이태준의 소설에 나타난 청년 표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효석
과 이태준은 서구사회와 서구문명의 위기의식, 그리고 그에 대타적으로 ‘동양’이 부상
하던 것과는 다른 개념으로 서양과 동양에 대해 사고했다. 특히 이들의 소설에는 ‘교
양’을 갖춘 청년이 강조되는데, 여기에서 ‘구라파적 교양’은 속물적 교양이나 시국적 
교양과 달리 청년들을 더 높은 이상세계로 이끄는 동력이 된다. 1절에서는 이효석 소
설에 나타난 교양 청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화분』과 『벽공무한』에서는 코스모
폴리탄 청년이 구라파적 교양을 당대의 다른 교양과 구별하고, 구라파적 교양의 가치
를 지키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또 이효석의 일제 말기 일본어 소설인 『푸른 탑』과 
「은은한 빛」에서는 동양과 서양을 구분하려는 당대 담론에 맞서, 차이를 무화시키는 
무차별적인 동양론 대신에 보편주의적 요소를 지닌 교양을 지닌 청년 표상이 등장한
다. 2절에서는 이태준의 연재소설에 나타난 이상주의적 청년들의 모습을 살펴보겠다. 
연재소설이 갖는 통속성을 통한 현실 인식은 이태준 문학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청춘무성』에서는 가구(假構)의 공동체를 통해 식민지적 공공성을 드러내는 청
년들의 욕망이 드러난다. 그러나 이 소설의 연재 이후 신체제가 수립되고,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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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조선에서의 이상을 드러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후 『사상의 월야』, 
『별은 창마다』, 「석양」 등의 소설에서는 구라파적 교양과 ‘한학’과 관련된 조선적 특
수성을 반영한 동양적 세계관을 결합시킨 고양된 정신을 함양한 청년들이 등장한다. 
폭력적인 근대 문명의 이점은 받아들이되, 정신적 지향은 자연과 그것을 존중한 문화
의 정수에 놓는 이태준 소설 속 청년들의 문화적 정체성은 이러한 힘을 통해 시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Ⅳ장에서는 일제 말기의 신세대 작가 김동리와 정비석의 문학에 나타난 청년 표상을 
살펴보려고 한다. 김동리는 일제 말기 세대 논쟁에서 유일한 신세대 작가 측 논자였
다. 1절에서는 이 일제 말기의 신세대 논쟁과, 거기에서 도출된 김동리의 ‘신세대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고, 그것이 김동리의 일제 말기 단편소설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그의 소설에 나타난 허무주의적 청년 표상을 통해 살펴보겠다. 김동리
의 초기 소설은 허무주의적 색채가 강하지만, 그 속에서도 자기 파괴나 자기희생, 또
는 한계를 자각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려는 시도를 보여줌으로써 현실에 대한 응전을 
보여주었다. 2절에서는 정비석의 소설을 살펴보겠다. 김동리가 세대논쟁에서 신세대 
측의 논자로 참가했던 것과 달리, 정비석은 「삼대」에서 그 세대논쟁을 소설화하였다. 
이 소설에서는 일제 말기의 ‘사실’을 그대로 수리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면서 ‘개인’과 
‘전체’ 사이에서 고민하는 청년 표상이 등장한다. 그러나 신체제론 수리 이후의 소설
인 『청춘의 윤리』의 청년들은 대부분 파시즘 논리를 내재화하였다. 파시즘 혹은 신체
제의 육화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청년의 표상 사이에는 여전히 머뭇거리는 청년이 
등장하지만, 결국 그도 시대의 논리에 포섭되어 가는 과정을 정비석의 소설을 통해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제 말기 청년의 표상을 통해 이 시기 청년이 세계와 어
떤 관계를 맺고 어떤 의미를 지니는 존재들이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통해 일제 말기를 협력/저항의 이분법적으로 보는 사고에
서 벗어나 담론적 측면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일제 말기의 ‘청년’을 구성하고 있던 
다른 가치체계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일제 말기 소
설을 다르게 읽는 독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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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국주의의 사회적 장(場)과 청년들의 입신 욕망 

 이 장에서는 김남천과 유진오의 일제 말기 소설에 나타난 청년 표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카프 출신 문인인 김남천이나 경향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유진오는 카프 
해산 이후 이념의 공백기에 문학 비평이나 창작 면에서 다양한 활동을 모색하였다. 
카프 해산 이후 김남천이 모랄론, 자기고발론, 관찰문학론 등 주로 문학적 방법에 천
착했다면, 유진오는 당대 문학 비평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일제 말기의 주요 
문학 비평에는 빠짐없이 참여했는데 그 중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세대 
논쟁에서 촉발된 김동리와의 ‘순수’ 논쟁이었다. 그렇다고 김남천이 문학 비평의 장에
서 물러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김남천 역시 기성세대 문인의 하나로, 카프 해산 이
후 이념의 공백기를 메울 수 있는 새로운 ‘정신’을 문학 내에서 찾으려 했던 것이었
다. 기성세대 문인 중에서도 김남천과 유진오에 주목하는 것은, 이들이 비평에서 보
여주었던 것을 소설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일제 말기의 기성세대
가 제기했던 ‘시대정신’의 문제를 화두로 하여 소설을 썼다. 일제 말기의 김남천과 유
진오의 소설에서는 이러한 작가적 모색의 결과를 반영하는 청년들이 등장한다. 김남
천은 다양한 문학론을 제출하였는데, 그것 중 특히 본고에서 주목하는 것은 ‘관찰문
학론’이다. 발자크적인 소설 작법을 통해 김남천은 당대 인물군상을 관찰하였고, 그것
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려 애썼다. 그 결과 김남천의 일제 말기의 소설에는 당대 ‘현대
청년’의 다양한 표상이 나타난다. 유진오는 장편소설보다는 단편소설을 주로 썼는데, 
일제 말기에는 두 편의 장편소설을 썼다. 이 장편소설에는 유진오의 초기 소설에서부
터 보이는 사회 비판적인 모습이 보이는 동시에 일제 말기의 신체제로 경사될 수밖에 
없었던 청년 지식인의 내면이 잘 드러난다. 특히 김남천과 유진오 모두 사회적인 장
(場)68) 속에 속한 학문(학문 제도)의 장, 과학기술의 장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을 그
렸는데, 이들이 자신이 속한 장(場)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부딪히는가를 통해 당시의 
현실과 그에 대응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68) 부르디외적 의미에서 장(場, champ)이란,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상징적 자본의 분배체계 
내에서 점유된 사회적 위치들 간의 객관적 관계망, 혹은 입장들의 구조화된 공간이다. 장은 
정치의 장, 종교의 장, 학문의 장, 예술의 장 등으로 다원화되지만, 각 장이 갖는 일반적 법
칙은 추출할 수 있다. 각각의 장은 고유한 투쟁목표와 이해관심들로 구성되며, 다른 장으로 
환원될 수는 없다. (부르디외, The Rules of Art, translated by Susan Emanuel, 
Stanford UP, 1992, 21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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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식민지 학문 장(場)의 한계와 비판적 현실 인식 – 김남천

  (1) 회의하지 않는 과학기술 청년과 식민지의 ‘부재의식’ 

  김남천은 제1차 카프 검거사건으로 투옥, 출감한 이후 일제 말기의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문학적 방법을 모색했던 작가였다. 그는 특히 새로운 리얼리즘의 방법으로 
‘발자크적인 것’을 연구하였다. 김남천은 비평과 소설 창작을 함께 진행하였는데, 
1939~40년에는 4회에 걸쳐 ‘발자크 연구노트’를 전개하면서 ‘관찰문학론’을 제출했
다.69) 이는 발자크가 사용한 인물의 재출(再出)이 한 인물의 성장과 변모, 그리고 이
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장이 보여주는 차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고발하는 문학에서도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김남
천은 결국 “강렬한 묘사의 정신”이라 할 수 있는 “발자크적인 것”에 집중하였다.70) 
“고발의 정신은 리얼리즘으로 하여금 풍속을 고려케 할 만한 정신적 여유를 가짐”에 
이르게 했고, 발자크의 ‘가혹한 묘사 정신’은 “역사의 필연성을 폭로”하는 것71)이기 
때문에 그는 발자크적 묘사를 통해 당대 현실을 ‘리얼리즘’적으로 ‘고발’하면서도 폭
압적인 현실에 대한 작은 응전의 방식이라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69) 「시대와 문학의 정신 -‘발자크적인 것’에의 정열」(『동아일보』1939.4.27.~5.7.), 「‘고리오옹’
과 부성애·기타-발자크 연구 노트 1」(『인문평론』 1939.10.), 「성격과 편집광의 문제(발자크 
연구 노트 2)-‘으제느·그렁데’에 대한 일고찰」(『인문평론』 1939.12.), 「관찰문학소론(발자크 
연구 노트3)」(『인문평론』 1940.4.), 「체험적인 것과 관찰적인 것(발자크 연구 노트 4)-속·관
찰문학론」(『인문평론』 1940.5.)

70) “-고발 정신은 그의 첫 과제로 자기 고발을 추궁하였다-. -자기 고발은 ‘모랄’의 확립으로 
발전하고-이여(爾餘)의 고발 문학은 풍속 관념의 문학적 정착을 얻어 갖고 리얼리즘의 구체
화를 꾀하여 ‘로만’ 개조론으로 향하였다. 과연 이 과정에서 고발 정신은 성실을 결(缺)하였
는가. (…) 신경과민의 신체의 상처를 떨어버리고 자신의 건강과 영양을 가자기 위하여 새로
운 계딴으로 옮아가야 할 시기에 당도하였다. 크건 작건 그것은 ‘모랄’을 거쳐 오늘에 이르
렀고 단초일망정 그것은 리얼리즘을 고집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 그러면 새로운 계단을 
향하여 문학의 정신을 풍부히 하고 윤택나게 하는 바 새로운 정열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발자크적인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강렬한 묘사의 정신이다.” (김남천, 「시대와 문학의 정
신-‘발자크적인 것’에의 정열」(『동아일보』 1939.5.6.), 정호웅·손정수 엮음, 『김남천 전집』1, 
박이정, 2000. 492면.)

71) 김남천, 「시대와 문학의 정신-‘발자크적인 것’에의 정열」(『동아일보』 1939.5.7.), 정호웅·손
정수 엮음, 『김남천 전집』1, 박이정, 2000. 494면. 



- 27 -

김남천은 카프 해산 이후에 창작한 소설에서 사회주의 이념을 대신할 수 있는 시대정
신을 모색했는데, 발자크적인 것을 기반으로 하는 관찰문학론은 당시 식민지 조선인
이 받아들였던 시대정신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현대 사
회’의 관찰을 통해 김남천은 당시의 청년들이 파시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그것을 유행과도 같은, 일상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했다는 것을 알게 된 듯
하다. 이러한 관찰이 일제 말기 그의 소설에서 현대 청년의 표상으로 나타난다. 발자
크적인 방법을 사용한 소설은 그의 ‘발자크 연구 노트’ 발표 시기인 1939년 하반기 
이후에 나타난다. 이 장에서 다룰 『사랑의 水族館』(『조선일보』 1939.8.1.~1940.3.3.), 
『浪費』(『인문평론』 1940.2.~1941.2.), 「經營」(『문장』 1940.10.), 「麥」(『춘추』 1941.2.)
은 모두 발자크적인 방법을 이용한 소설에 해당한다. 먼저 장편소설 두 편에 나타난 
지식인 청년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제 시기에 ‘과학’ 혹은 ‘과학적’이라는 말은 마치 유행어처럼 사용되었는데, 그것
은 이성에 따른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과
학은 특수주의인 인문학과는 반대되는 일종의 보편주의로, 자연계의 법칙을 인식하고 
증명하는 것이 그 목표인 것이었다.72) 특히 근대과학은 구세계의 ‘마법적인 것’에 대
립하는 자연적인 것을 설명하는 학문으로 스스로를 정의했다.73) 이렇게 ‘과학’은 과
학법칙이나 이론으로부터 개인의 취향 또는 가치관에 따라 결론을 취사선택할 수 없
으며 거기에서 얻은 결론으로도 인간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어떠한 가치판단을 
할 수 없다는 ‘가치중립성’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일제의 식민지 조선에서는 더욱 
매력적인 새로운 ‘보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지식의 힘이 권력의 
힘이었던 근대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렇지만 실제로 조선에서의 ‘과학’은 순수학
문으로서의 과학이라기보다 응용과학이라 할 수 있는 ‘기술’ 분야였다. 그러나 과학기
술 문명의 시대인 근대에 과학과 기술은 따로 떼어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개념이다. 
과학과 기술은 밀착되어 있어 과학이 기술의 진보를 촉진하고, 기술이 제기하는 문제
가 또 과학의 발전을 자극하는 것처럼, 과학과 기술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
다. 원래 과학과 기술은 서로 다른 두 개념이지만 17세기 과학 혁명 이후에는 결국 
‘과학기술’이 하나의 개념이 되었다. 특히 근대의 전쟁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시켰
고, 일제 말기, 전쟁이 장기화되어가면서 과학기술은 더욱 발전해갔다. 김남천은 

72) 이매뉴얼 윌러스틴, 유희석 역, 『지식의 불확실성』, 창비, 2007, 82~83면. 
73) 위의 책, 1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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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후반, ‘과학기술’에 주목했고,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지식인들에게 관심을 
보였다. 그 중에서도 김남천의 소설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과학기술자는 토목기
술자이다.74)

 「길우에서」(『문장』 1939.7.)에는 토목기술자 청년 K가 등장한다. ‘나’, ‘박영찬’은 춘
천에서 돌아오던 길 버스 고장으로 가평에 섰다가 함께 사회운동을 했던 친구의 동생
인 K를 만났다. K는 “꺼머륵하게 해에꺼슬린 건강한 얼굴”에 장대한, “고등공업을 나
와서 토목방면에 종사하기도 사년채” 되는 스물여섯의 청년이었다. ‘나’가 가진 K에 
대한 ‘이러 저러한 호기심 같은것’은 ‘기술자의 생활상태’인데, 이런 호기심을 보이는 
것은 ‘나’가 K에게서 당시 신세대의 ‘명랑함’보다 자기 세대의 ‘정신’적 지향과 조금
이라도 가깝기를 원하기 때문이다.75) ‘나’는 청년 K의 책장에서 현대 청년들의 정신
적 지향을 찾아보려 한다. 그는 K의 책장에서 대중잡지(「킹구청년」)는 없고, 진보적 
성향의 잡지(「중앙공론」, 「개조」) 몇 권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 K의 책 대부분은 수
학, 과학, 전공과 관련된 책이라는 점에서 K가 근대의 과학기술을 새로운 정신으로 
잡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문학 관련 서적들이 책궤 뒤쪽에 숨겨져 있다는 것
은76), 그의 종형 세대의 영향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

74) 김남천의 『낭비』에는 주인공 이관형의 매부가 비행기 조종사로 설정되어 있다. 비행기 조
종사인 남편 덕분에 이관형의 동생은 비행기에 대한 다양한 과학적 지식을 익히고 다른 사
람들에게 설명하기 좋아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김남천의 소설뿐 아니라, 일제 말기 소설에는 고급 토목기술자로서의 조선인 청년이 많이 
등장한다. 이태준의 『별은 창마다』에서는 만주의 신경에 도시를 건설하는 일을 하는 건축설
계자가 등장하고, 이북명의 「빙원」에는 수리사업을 위해 댐을 건설하는 설계자가 등장한다.

    본고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지만, 김남천의 『바다로 간다』(『조선일보』 1939.5.2.~6.15.)에
도 건강한 신세대 청년인 토목기사 김준호가 등장한다.  

75) 특히 ‘나이로는 불과 4,5년 차이이지만 다른 세대’라는 당시의 세대에 대한 개념, ‘통하지 
않는 술어로 이야기’한다는 유진오의 세대 차이에 대한 인식이 김남천·임화·유진오와 동시대
인이라 할 수 있는 전 사회주의자 박영찬의 입을 통해 서술되는 것을 통해서도 그러한 점을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 ‘나’와 같은 기성세대의 K가 다른 신세대들과 달리 사회주의자였던 
종형의 영향을 받았기를, 그리고 시대정신을 모색하는 (제국의 의도와는 다른 의미로) ‘건강
한’ 청년이기를 원하는 신세대 대망의 염원을 볼 수 있다. 

76) “ 「난센스전집」이 한권 끼었으나, 「개조」도 있고 「중앙공론」도 끼여 있었다. 그러나 그러
한 책은 합쳐서네다섯권, 그나머지 네다섯권은 토목에 관한 기술적인특수서적, 학생시대의 
「노오크」, 그러나 그밖에 근 수무권에 가까운 책의 전부가 수학사(數學史)나 과학사(科學
史), 단 한책이기는 하나 「자연변증법」의 암파문고(岩波文庫)도 들어있었다. 그러나 목을 굽
히고 궤짝의 뒤를 살펴보니 한자기리로 두겨놓은 책가운데는「아랑」의 번역이 한권과 「꾀에
테」와 「하이네」의 시집, 「보앙카레」의 적은 책자들이 섞여 있었다. 나는 가슴속을설레고 도
는 동계를 스스로 의식하면서 내가 지금 경험하고있는 감상의 결론을 찾으려고 애써보고 있
었다.” (김남천, 「길우에서」, 『문장』, 1939.7. 233~2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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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더욱 ‘나’는 “청년들의 세상에 대하는 근본태도”를 궁금해 한다. 인부의 생활에 대
한 질문에서도 K는 “인도주의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일종의센티멘탈리즘”이라고 
대답한다. 그는 토목기사의 눈으로 세계를 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종형이
나 나까지를 범박하게 인도주의로 합쳐서 간주할려는 그의 의도가 미웁기도 하였지
만, 확실이 이러한 둔하게 보이는 그의 신경속에는 꺾을수 없는 어떤 신념이 들어 보
여서, 나는 두려움 비슷한 감정을 품게되는것이었다,”77) ‘나’가 K에게서 읽은 “꺾을 
수 없는 어떤 신념”은 전대(前代)의 청년들이 가졌던 사회에 대한 지식인 청년의 태
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이라는 한정된 분야에 대한 신념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K의 모습이 “기술적 세계관과 직분의 윤리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
립”78)한 새로운 세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인부의 아이를 대하는 K의 인도
주의적 모습을 보이는 태도나 ‘일’의 외적인 면은 어떤 것에서라도 신경 쓰지 않으려
는 태도, 책궤 뒤의 문학서적 등을 통해서 다른 것은 일부러라도 보지 않으려는 듯한 
기술자 청년의 ‘위장’적인 태도, 일종의 포즈를 찾아볼 수 있다. 
 K기사의 모습은 『사랑의 수족관』79)의 김광호에게서도 나타난다. 소설의 제목에 나
오는 ‘수족관’은 당대의 조선 현실에 대한 비유이다. 각 장의 제목에서는 등장인물들
을 어류에 비유한다. 특히 이 소설에서는 당대에 많이 언급되던 ‘과학기술’ 담론80)을 
서사의 주요 축으로 사용하여, ‘수족관’ 안팎의 세계를 치밀하게 보여준다.81)  

77) 위의 소설, 237면.
78) 정종현, 『동양론과 식민지 조선문학』, 창비, 2011, 255면. 
   정종현은 K기사가 미키 키요시 논리의 ‘소설적 육체’라고 보았다. 서인식을 매개로 미키 키

요시의 사상과 접한 김남천의 의식의 동요를 서술자인 ‘나’가 K를 만나면서 느끼는 동요를 
통해 제시했다는 것이다. 쇼와연구회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사회에 합당한 인물이 K이고, 
‘나’는 튕겨나가는 자라와 같은 처지로, 새로운 시대윤리를 수락할 수도 없고 과거의 사상을 
잇지도 못하는 낙오자의 난감한 자기인식이 드러난다고 보았다. (같은 면)

79) “『사랑의 水族館』은 昭和 14년(1939년) 8월 초에 게재되기 비롯하여 동 15년 2월 하순에 
끝나게 됩니다. 소설의 이얘기도 꼭 같이 8월에서 익년 2월로 끝이 나게 구상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에 일어나는 시간 문제는 될 수 있는대로 모두 끌어 드릴 생각이였읍니
다.” ( 「新聞小說과 作家의 態度」, 『三千里』, 1940.4. 123면. )

    당대 현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겠다던 발자크적 방법의 수용을 연재시기와 집필시기를 동
일하게 맞춘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관찰하는 대상이 바로 연재 당시의 현재 모습임을 
통해 당시의 현실을 ‘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80) 일례로 잡지 『신시대』에는 ‘과학살롱’, ‘과학소설’ 등의 작은 꼭지를 매 호 내보내면서 당
대에 가장 필요로 했던 과학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애를 썼다. 또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비
행기 관련 지식이나 대체식품, 생활 상식 등을 통해 부족한 물적, 인적 자원을 과학적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대중들에게 각인시켰다. 

81) 방민호는 김남천이 이 “수족관 세계의 시대적 추이를 일·영―일·미 관계, 일본과 조선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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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설에서 ‘은어’로 비유되는 김광호도 K기사처럼 토목기사이다. 토목기사는 대부
분 하급기술직으로 고등공업만 졸업한 사람도 많지만, “김광호는 대학을 나온 학사”, 
그것도 “경도제대”를 나온 지식인이다. 전쟁은 소수의 조선인 기사들이나 “기술자들”
의 발전을 촉진시켰다.82) 대부분의 조선인 기사들(engineers)은 중학교 졸업에 기술 
수준은 조선에 있는 일본인 기사들에 비해 낮았을 뿐 아니라, 식민지 조선의 학제에
서 그들이 상급 기술자로 성장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83)이었다. 식민지 조선에서
는 웬만한 수재들은 대부분 인문계열이나 경상계열로 진학했지 이공학 계열로 진학하
는 일은 흔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남천이 광호를 엘리트 기술자로 그린 것은, 당시 
대두되던 불변의 법칙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이 갖는 지적 능력이 시대를 이끌어가
는 새로운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과학기술이라는 지식의 힘을 
갖춘 김광호는 지덕체를 고루 갖춘 건강한 청년으로 묘사된다. 소설의 첫부분에 니시
다구미 양덕 출장소에서 경희와 첫대면을 하는 광호의 모습이 나오는데, 경희의 눈에 
그는 검게 그을린 얼굴에 건강한 육체를 가진 현대청년으로 보인다. 일본은 총력전체
제로 과학의 진흥을 강조했는데 그 동안 과학 지식에서 분리되어 있었던 정신 단련과 

주(또는 북지) 관계를 중심으로 섬세하게 기입해 넣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물들을 세
태와 풍속의 측면에서 풍부하게 묘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새로운 삶의 세계를 향한 가능성
을 타진하고 있다”(383면)고 보면서, 결말로 갈수록 광호와 경희 중심의 치정관계가 중심이 
되지는 하지만, 김남천이 일종의 거리를 두고 이 소설 속의 시공간을 면밀하고 냉정하게 관
찰했다고 논했다. (방민호, 「「등불」과 일제 말기의 김남천」, 『일제 말기 한국문학의 담론과 
텍스트』, 예옥, 2011.)

     방민호는 김남천은 개인이 단독자로 심층적으로 이해되지 못했던 당대 이데올로기의 영향 
속에서도 정통 마르크시즘의 약점을 직관적으로 인식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면서, 그런 노력이 외면상으로는 정통 이론을 자기 방식으로 수용한 것 같이 보이는 자리
에 ‘자기’라는 특수성에 대한 직관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1940년을 전후
한 시기 김남천의 소설의 메시지는 매우 복합적이어서, 단순하게 대일 협력적 메시지만을 
함축하는 것으로 소설들을 읽어나갈 수 없다고 본다. 오히려 일제의 파시즘이나 다원사관에 
관한 비판이 작품 속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82) 위의 글, 627면.
83) 카터 J. 에커트, 「식민지 말기 조선의 총력전·공업화·사회 변화」, 박지향·김철·김일영·이영훈 

엮음,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1, 책세상, 2006, 627~629면.
    에커트는 1930년대 중반의 준전시체제에서 총독부가 조선의 모든 교육 과정에 기술 교육 

수준을 제고하려는 계획에 착수했고 향후 10년간 어느 정도 진보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특
히 ‘기술자’는 광공업, 교통업 및 기타 사업 영역에서 자신들이 가진 기술적 지식을 실지에 
적용하는 관리자들로, 설계, 건축의 견적 및 감독, 기계 도구의 조작, 의료, 위생, 연구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그 지도 감독에 종사하는 자들이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조선인 기술자
들의 기술 수준은 조선에 있는 일본인 기사들에 비해 낮았지만, 조선인 기술자는 고도로 훈
련된 일본인 핵심 기술자 보조나 비슷한 수준의 일본인 중하급 기술자들을 대체 혹은 보완
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 (같은 글, 627면.)



- 31 -

육체 단련이 ‘연성(鍊成)’과 과학적 요소의 결합 형태로 나타났다.84) 과학이라는 근대
성은 유지하되 그것을 이끄는 과학적 정신을 황민화 이데올로기에서 찾겠다는 것이
다. K기사나 토목기사 김광호의 검게 그을린 얼굴, 건강한 육체, 과학기술에 대한 진
지한 태도 등은 일제 말기에 강조된 과학과 연성의 결합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지
만 과학이 보편과 합리, 새로운 윤리적 준거가 되면서부터 전대(前代)의 사회주의 사
상이나 인도주의적 감상적 사상, 문학의 비합리성 등은 새로운 시대에는 맞지 않는 
사고로 인식되었다.85) 김남천은 당대의 이러한 인식을 김광호 삼형제와 이경희를 통
해 보여준다. 
 김광호의 형 김광준은 사회과학을 익혔던 전 사회주의자이고, 광호는 토목공학을 전
공했다. 광준의 사회과학이 사상적 토대를 건설하는 일에 사용되었다면, 광준의 토목
공학은 사회의 물질적 토대를 건설하는 일에 사용된다. 하지만 사회과학은 지나간 시
대의 정신작용이고, 토목공학은 전쟁으로 세계가 재편되는 데 일조하는 현재의 중요
한 정신작용이다. 토목공학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은 응용과학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
용되는 환경과 목적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균열이 생긴다. 광호는 
기술 이외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는 광호의 토목과학이 전대(前
代)의 이념인 사회주의와(형 광준), 모든 세대의 보편인 문학적 감수성(동생 광신) 사
이에 있는, 보편의 진리와 인류의 편리라는 양면을 동시에 지녔기 때문이다.
 전 사회주의자인 형 광준은 “삼십여년의 짧은 생애가 마치 한세기나 되는것같다. 옛
날사람이 삼사세기에 걸쳐서 경험하던것을 우리는 삼십여년에 겪는것같다”, “그러나 
가야될 시기에 가는 것이 나는 만족한다” “더 살아서 아무 소용이 없어젔을때 알마쳐 
나의 육체가 살수없게 되는 것이 나는 반갑고 기쁘다”고 한다.86) 광준의 다른 동료들
은 모두 전향 이후 자신의 생활을 찾았지만, 광준을 그러지 못하고 카페 여급과 동거
하며 자신의 삶을 낭비해 버렸다. 그렇지만 그는 “과학이 보여주는것을 애써 부인하
는 그런 어리석음도 가질수없”는 지식인으로, 동생 광호가 속해있는 과학기술의 새로
움이나 그 힘을 인정한다. 이는 광준이 과학의 새로운 신념으로서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광준은 그 과학기술의 주체가 될 
수 없었다. 광준이 자신의 생을 소진하고 죽는 것은 “육체적으로 ‘한’ 세대 밖에 살 

84) 가네코 아쓰시, 박광현 외 역, 『박물관의 정치학』, 논형, 2009, 122면.
85) 정종현, 「사실, 과학, 그리고 문학의 신생」, 『일제 말기 미디어와 문화의 정치』, 깊은샘, 

2008.52면. 
86) 김남천, 『사랑의 水族館』, 인문사, 1940. 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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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것이라면 정신적으로는 ‘두’ 세대 이상을 살 수 있는가”87)라는 기성세대들의 
고민에 대해 ‘정신적으로 두 세대 이상을 살 수는 없다’라고 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광준이 죽으면서, 비로소 광호의 세대가 시작된다. 
 경도제대를 졸업한 광호는 실력 있고 교양도 갖춘 ‘현대청년’이다. 탁아소 사업을 계
획하는 경희에게 노벨문학상 수상작 등의 책을 추천하는 것으로 보면 그는 구라파적 
교양도 두루 갖춘 인물인데다가, 탁아소 사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추천하는 책으로 
대신하는 모습에서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배려하는 매너도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경희의 서모 은주부인이 광호를 유혹했을 때, 그는 경희를 먼저 생각하여 은주부인을 
경희의 서모로 대하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게다가 광호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청년이다. 당대의 청년들이 ‘창백한 인텔리’, ‘허무주의자’, ‘퇴폐주의자’ 등으
로 불렸던 것과 달리, 김광호는 지·덕·체를 갖춘 ‘균형 잡힌 현대청년’의 표상이다. 채
만식은 이러한 김광호를 근대 조선 문학에서는 찾기 힘든 치기가 없는 의젓한 청
년88)이라고 했다.  

 단지 여기 나오는 사나이의 한사람은 技師라면 수리만 알고 다른 문화 교양엔 무식하다는 
정형을 깨틀고 될수록 일상 생활에 있어서 취미나 교양이나 예의 작법 등 균형이 잪인 청
년으로 만들려고 했읍니다. 또 여자의 한사람은 여자대학 출신으로 탁아소를 자선 사업으로 
설계하고 있는데 이런 여성 사업가라면 으레히 우러는 晩婚主義者거나 독신주의자 또는 연
애 排擊의 도덕가 질박한 로-힐의 애용자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나는 이의 취급에 있어서
도 될수록 통일된 균형된 여성의 기질을 만들려고 했읍니다. 사업과 연애와를 함께 할 수 
있는 여자, 여성미를 발휘하면서 교양미를 살릴 수 있는 여자. - 그러니까 이번 류의 남녀 
청년이 가지는 연애관과 결혼관을 작자인 나는 자연히 따라가 보았읍니다.89)

 청년에 대한 관 주도 담론들이 나약한 청년이나 퇴폐한 허무주의적 성격의 청년들을 

87) 서인식, 「세대정신」, 『조선일보』, 1939.4.25.
88) “『사랑의 수족관』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작품의 우수성을 발견할 수 있는 소설이다. 그러

한 중에서도 내가 따로이 제일 혹한 것은 작중의 남자 주인공 ‘김광호’의 인물이다. / 첫째 
왈 치기가 없다. 단편은 몰라도 조선문단의 허다한 장편들 가운데 『사랑의 수족관』의 김광
호처럼 젊은 사람으로 치기가 없는 인물을 그려낸 작품은 아마도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항상에 문제에 오르는 『無情』의 ‘형식(亨植)’이나 『故鄕』의 ‘김희준’은 『사랑
의 수족관』의 김광호에 비하면 완연히 어린애들이다. / ‘김광호’의 사람됨이 어떻게도 의젓
한지.” (채만식, 「김남천 저 ‘사랑의 수족관’ 평」, 『매일신보』, 1940.11.19. 밑줄:인용자)

89) 「新聞小說과 作家의 態度」, 1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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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시켜야 할 대상으로 상정하면서 청년들을 스스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형상화하였던 것과는 달리, 김남천은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내적인 힘
을 갖춘 준비된 존재로서의 현대청년을 주인공으로 삼았다. 전대(前代)의 소설 속 청
년들이 어떠한 주의나 사상에 치우쳐 채만식이 지적한 것처럼 ‘치기’를 보인다면, 김
남천은 오히려 그런 것을 떠나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욕망이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제시하려 한 것이다. 이 소설의 청년들은 대부분 야망과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
을 숨기거나 희생하지는 않는다. 경희 역시 그러한 인물 중 하나이다. 여성사업가가 
여자로서의 삶보다도 대의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과 달리, 경희는 사랑도 일
도 모두 쟁취하고 싶어 한다. 당대의 청년 담론이 교화를 목적으로 하여 부정적인 청
년의 모습을 부각시킨 것과 달리, 김남천은 교양을 갖춘 지식인 청년들을 주인공으로 
하여 이들이 ‘현대’를 어떻게 살아나가는가를 보여주려고 했다고 할 수 있다. 
 광호나 경희는 마치 당대 담론이 요구하는 ‘건강하고 명랑한 청년’의 요소를 고루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들의 외양일 뿐,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건강하지만 
당대 담론이 강조하는 ‘명랑성’은 갖고 있지 않다. 경희의 탁아소 사업 계획도 광호는 
인도주의적이고 감정적인 것으로 본다. 경희가 “정의감의 주관적인 만족”에만 급급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광호는 자선사업을 문둥병에 붙이는 고약 정도로만 생각한다. 경
희의 눈에 이 엘리트 토목기사는 “아무런 사업에도 히망과 의의를 느끼지도 인정치도 
안”는 “니히리스트” 같은 현대청년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지만 광호는 경희가 생각하
는 것처럼 허무주의자는 아니라고 자신을 변론한다. 

 「그렇다고 내가 어떤 사상이나 주의를 가진것도 아닌 것이 사실이어요. 어떤 입장에서서 
그렇게 생각한게 아닙니다. 오직 나는 때때로 나의 죽은 형을 생각합니다. 나는 물론 형의 
사상이나 주의에 공명하지는 않았고 지금도 그러한 입장에 서고싶지는 않으나 어딘가 나의 
생각에는 형의 영향이 남아있는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여하튼 자선사업이나 
그런것에 대한 냉담한 태도는 형에게서 받은 유산같이 생각됩니다. 그러나 나는 경히씨가 
생각하는것처럼 악질의 허무주의자는 아닙니다. 나는 첫째 직업엔 충실할수 있습니다. 나의 
직업에 대하연 무슨 까닭인지 모르나 그렇게 깊은 회의를 품어 본적이 없는것 같아요. 무
엇 때문에 철도를 부설하는가? 나의 지식과 기술은 무엇에 씨어지고 있는가? 그런걸 생각
한적은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나는 그런생각을 털어 버릴수가 있었어요. 『에디손』이 전
기를 발명할 때 그것이 살인기술에 이용될걸 생각하지는 않았을테고, 설사 그것을 알었다고 
해도 전기의 발명을 중지하지는 않았을거다,―이렇게 생각한것입니다. 그러나 기술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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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눈을 사회로 돌리면 나는 일종의 팻시미즘(悲觀主義)에 사로잡힘니다. 나의 주위에도 많
은 인부가 들끓고 있고, 그중에는 부인네나 어린 소년들도 많이 끼어있습니다. 직접 나와 
관계를 가질때도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문제, 아이들의 교육문제……나는 어찌할바를 모릅
니다. 그러나 자선사업을 가치로서 인정할만한 정신적인 원리는 그가운데서 찾아내지 못했
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무주의는 아니라도 스켑티시즘(懷疑主義)인건 사실이지오」 (밑줄 : 인용자)90)

 「신념이란건 처음부터 마련되어 있는건 아니겠지오. 어느것이고 열을 가지고 실천하는가운
데서 그것은 생겨나는것 같아요. 제의 하는 행동과 사업의 한계성(限界性)만 명확히 인식하
고 있으면 자선사업도 또는 그보다 더 소극적인 행동도 무가치하지는 않을겁니다. 마음속에 
『에아·포켓』을 안고 다니는건 견딜수 없는 일이 아니여요? 그건 무엇으로든지 메워야 할것
으로 생각되어요. 반드시 그것을 메우는 유일의 행위가 자선사업이라는건 아니겠지오. 그러
나 신념만 확립될수 있다면 사람의 마음의 진공상태만은 면할수 있겠지오.」 (밑줄 : 인용
자)91)

 광호에게서는 현대청년의 허무주의가 엿보인다. 시대에 대해 회피하려는 듯, 그는 
시대에 대해서는 고민하거나 판단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광호에게 인도주의적인 
사업은 일종의 ‘자선사업’으로만 비칠 뿐이다. 광호는 경희의 탁아소 사업을 자신이 
토목 일을 대하는 태도와 같은 기준에서 판단하려고 한다. “아름다운 정의감”을 쫓아 
탁아소 사업을 하면 거기에 따른 “주관적인 만족”은 있겠지만, “탁아소를 나와 역시 
울타리 밖에 널려있는 모든 현실,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때에도 정의감의 만족
은 유지되어 있을수 있”겠냐는 것이다.92) 과학기술 이외에 그것이 놓인 장(場)으로 
눈을 돌리면 어쩔 수 없이 ‘일제’라는 폭압적인 현실이 보이는 것처럼, 탁아소 역시 
일제의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도구라는 사회적 장(場)이 그 바탕에 있음을, 그리고 
그 장은 결국 일제가 만든 식민지 사회이고 제국의 뜻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니 뚜렷한 신념이 없는, 자기 만족감만을 위한 낭만주의
적 계획이란 광호에게는 ‘가치 없는’ 계획일 뿐이다. 광호는 토목기술의 목적이 대개
의 인간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데 있지만, 탁아소 사업은 누군가의 희생이나 
시혜적 태도에 의한 ‘자선사업’으로 그칠 수 있으며, 자칫해서 사람들을 위계화하여 

90) 김남천, 『사랑의 水族館』, 인문사, 1940. 251~252면.
91) 위의 소설, 274면.
92) 위의 소설, 1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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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은 ‘인도주의’에 그칠 수밖에 없으므로 오히려 일제 말기
와 같은 사회에서는 불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 활동에 
대해 광호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광호가 가장 중요하게 생
각하는 것은 바로 ‘신념’이다. 이는 다른 말로 바꾸면,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김남천은 현대청년들이 가져야 할 가장 큰 가치로 바로 이러한 ‘신념’을 제시하고 있
는 것이다. 
 광호에 비하면 경희는 다분히 낭만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경희는 “어느것이고 열을 
가지고 실천하는가운데서” 신념이 생긴다고 하면서, 자선사업이나 소극적인 행동 등
이 ‘최소한의 선’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를 펼쳐 보인다. 신념도 
열정도 없이 직분에만 충실한 광호의 태도는 오히려 “마음속에 『에아·포켓』을 안고 
다니는”93)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신념만 확립될수 있다면 사람의 마음의 진공
상태만은 면할수 있”다는 경희의 이러한 발언은 사회사업에 대한 이상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시대를 뚫고나갈 수 있는 하나의 ‘신념’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자신의 직분에만 충실한다는 신념을 지키며 직업에 회의를 갖지 않는 광호는 “어
디가 어딘지 분간할수 업는 산림”을 비행기로 사진측량을 하고, 그것을 기초로 만든 
지도 위에 철로의 예정선을 긋고, 그것으로 현지측량을 하게 하는 작업을 한다. 그가 
기초한 설계를 토대로 길이 놓이고 철로가 놓인다. 광호가 종사하는 토목공학은 전근
대사회였던 조선 곳곳에 철도를 부설했고 교통의 편리를 가져왔다. 하지만 그것은 조
선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일제의 목적 하에 건설된 것이었다. 특히 양덕의 
철도는 광산에서 채취한 탄을 효율적으로 옮기기 위한 목적으로 부설되는 것이었다. 
이렇듯 토목공학이라는 분야는 정치경제적 상황과 별개로 생각하기 힘든 과학기술이
다. 토목기술은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그 위에 새로운 질서를 건설한다는 점에 있
어서는 전쟁과 공통점을 가진다. 경도제대에서 토목기술을 공부한 광호가 과학기술이 
놓인 장의 문제를 모를 수는 없다. 일 이외의 방향을 눈을 돌리지 않는다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그러한 사회적 장, 과학기술 장의 문제를 모른 척 하기 위한 포즈에 불
과하다. 이러한 포즈는 기차역에서 사진을 찍을 때, 경희가 “나치식으로 경례”를 하

93) 이 표현은 임화의 「문예시감 4- 世代交替와 文學外的 힘」(『조선일보』 1938.7.21.)에 나오
는 것으로, 임화는 이 글에서 이념의 공백기에 놓인 문학적 세대를 “이 아무것도 결여된 공
간을 할수업시 차지하고잇는불상한 ‘에어·포켙’”이라고 하였다. 김남천이 임화의 표현을 그
대로 사용한 것은, 임화의 당시 청년 세대에 대한 인식을 김남천도 공유하고 있었음을 의미
하는 것인 동시에, 관찰문학론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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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했지만 “그가 원하는대로의 ‘포-즈’를 취하지는 않”고 그저 “모자를 바른손으로 
높이처들고 약간 웃어보”이는94) 면에서도 찾을 수 있다. ‘나치식 경례’를 요구하는 
경희 역시 파시즘을 수용했다기보다 그저 당대의 ‘유행’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경희는 때마다 옷을 맞출 정도로 유행에 민감한 현대청년이기 때문이다. 광호는 
그러한 ‘나치식 경례’가 하나의 유행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도 일부러 그런 포즈
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모자를 드는 식으로 작은 ‘반항적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소
극적인 반항의 모습은 광신의 퇴학 문제로 학교를 찾아갔을 때에도 나타난다. 광호는 
국민복을 입은 광호의 담임의 태도도 싫은데다가 그가 큰형인 광준이 사회주의자였다
는 것 때문에 집안 전체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이에 반발하여 광신을 퇴학
시키는 데 동의하고 만다. 국민복을 입으라는 시기에 국민복을 입고, 사회주의자를 
경멸하는 등 시국에 철저한 광신의 담임의 모습은 광호에게는 신념이 없는 체제 추수
적인 인물로 보였고, 그러한 교원의 태도에서 일제의 태도를 보았기 때문에 결국 광
신의 뜻대로 퇴학을 결정해버리는 것으로 소극적인 반항을 보여준 것이다. 결국 이런 
소극적인 반항을 하는 광호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그가 속한 사회적 장의 문
제를 간파하였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견해도 표출하지 않고 단지 과학기술자가 가져
야 할 과학적 신념에만 몰두하려고 애쓰는 태도로 위장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의 장은 사회 속의 소세계로서 구속과 외압이 작동하지만 이런 구속과 외압
은 과학장을 포괄하고 있는 전체 사회현실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되어 있다.95) 부르
디외는 가장 ‘순수한’ 장에서도 고유한 내부적 원칙과 동시에 순전히 사회적인 지배
와 위계질서라는 외부적 원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은 종종 무기로 활용되기
도 한다고 지적한다.96)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지의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 과학 기술의 
진흥을 역설했던 것이 바로 그 예일 것이다. 광호는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과학
기술 문명의 ‘가치중립성’에만 집중하여 자신이 속한 과학기술 장 밖의 것에는 눈을 
돌리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자신의 지식과 기술이 어디에 사용되
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과학기술 장 밖의 사회로 눈을 
돌리면 일종의 페시미즘에 사로잡힌다고 한다. 경희가 계획하는 탁아소가 바로 페시
미즘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사회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은 그 보편성

94) 김남천, 『사랑의 수족관』, 177면.
95) 삐에르 부르디외, 조홍식 역, 『과학의 사회적 사용』, 창작과비평사, 2002, 24면.
96) 위의 책, 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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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객관성으로 인해 새로운 보편의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되었고, 그러니 그 자
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회의도 있을 수 없다. 광준이 과학을 인정한 것도 과학 그 자
체의 힘이지, 과학 외부에서 그 장(場)을 움직이는 힘은 아니었다. 
 김남천은 광호의 사상에 광준의 흔적을 계속해서 남겨놓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나타난다. 이는 전 세대의 정신적 흐름이 완전히 부정되어
야 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파악하는 날카로운 판단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김남천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과학’이라는 것이 ‘이미지’와 ‘환영’일 뿐임이 아
이러니하게도 광호가 일에 몰두하는 모습에서 나타난다.

 제도대우에는 그가 상경하여 곧 착수한 만주국 길림(吉林) 부근의 『일만분지일』 지도가 압
정으로 눌리어서 깔려있다. 길림으로부터 사가방(四家房)으로 통하는 구십 『킬로』의 철도부
설을 위하여 그 기초가 될 세밀한 지도를 꾸미고 있는것이다.
 만주처럼 아직 세밀한 지도가 되어있지 않은곳엔 험준한 산악이나,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 없는 산림속에 무턱대고 측량기계를 들여 세울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엔 측량을
시작하기전에 비행기로 사진측량(寫眞測量)을 하게된다. 항공회사에 의뢰해서 이루어진 사
진측량을 기초로하여 『일만분지일』 지도를 만들고, 이우에 비로소 최단거리를 취하여 철로
의 예정선을 그어보고, 이것을들고 현지측량을 개시하게 되는것이었다. (...) 두손에 제도기
를 들고 도면을 마주하여 계산에 정신이 쏠리면 머리는 자연히 통일이 되고 잡념은 정리되
었다. 도면에서 머리를 떼고 그는 얼추 되어가는 지도를 바라본다. (...) 기관차가 이끄는대
로 그는 제도대우에 『이메-지』와 『이류-종』을 그리면서 만주의 풍토를 느껴본다.97)

 제도대 위의 일만분지일 지도는 과학 기술의 발달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측량이 힘들었던 땅은 비행기와 사진기술로 손쉽게 제도대 위로 올라올 수 있게 되었
고, 지도를 보고 상상을 하고 입체화 구체화하며 그린 토목기반 시설들은 현실이 아
닌 제도대 위, 청사진 속에서만 존재하는 공간이 된다. 제도대 위에서는 굳이 지명을 
밝히지 않아도 발주자가 원하는 설계를 할 수 있다. 지금 광호가 설계하는 곳은 일제
가 만든 괴뢰국 만주이지만, 설계자 광호에게 이것은 또 다른 ‘이미지’이고 ‘환영’일 
뿐이다. 설계 이후부터는 “광호의 일이 아니”므로 현실에 대한 회의 없이 다음 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과학이 보여준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형의 태도와도 
일치한다. 놀랄만한 과학기술의 발달은 그것 자체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인간의 

97) 김남천, 『사랑의 수족관』, 324~3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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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술의 소용부터 따지다가 정작 현실에 사용
할 수 없게 되느니, 과학기술의 지식으로서의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겠다는 광호의 태
도 역시 과학기술의 보편성이나 가치중립성에만 집중한, 일종의 과학만능주의의 일면
으로도 볼 수 있다. 과학기술에 몰두하는 것은 과학기술이라는 장(場)의 모순이나 이
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위장’이라는 일종의 신념 행위인 것이
다. 인조석유에 대한 광호의 편지 역시 같은 맥락이다. 광호의 관심은 ‘인조’로 석유
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인간의 지적 능력에 대한 찬사이지, 전쟁을 위해 사용되는 인
조‘석유’를 강조하려 한 것은 아니다. 만주에서 경희에게 보낸 사진도 마찬가지이다. 
사진 속 광호 옆의 측량 기계와 배경의 교량으로 “미루어 철로부설의 현장인 것을 
알 수”있는, 만주의 철로는 배경으로만 존재한다. ‘송화강 상류의 교량’이라는 일제의 
영역 확대는 여전히 배경으로만 존재한다. 문제적인 공간 만주로 이동을 했어도 광호
는 철로부설이나 과학의 힘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그러나 과학기술에 집중하려는 광호의 태도 역시 과학기술 장에 대한 회의를 불식시
키지는 못한다. 경희가 만주에 다녀온 이후 인도주의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인식을 하게 되면서 탁아소 사업이 일단 보류되는 것으로 봐도 알 수 있다. 이는 ‘과
학기술’이 놓인 장의 문제를 도외시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전쟁이 확대되었다는 
김남천의 현실적 인식과 또 다른 사회적 장(場)의 문제들로 인해 ‘과학에의 몰두’라는 
포즈, 그 소극적인 응전으로는 현실을 뚫을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길우에서」와 『사랑의 수족관』에서 새로운 보편으로 탐색한 것이 ‘과학기술’이었다
면, 『浪費』(『인문평론』, 1940.2.~1941.2.)는 인문학 영역인 ‘문학’을 또 다른 보편의 
하나로 제시한다. 『낭비』는 대학 강사 채용 논문을 쓰고 있는 이관형과 주변 인물들
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을 즐기는 이관형의 주변 인물들
은 삶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관형은 피서지에서도 논문 구상에 여념이 없지
만, 결국 강사 채용에 실패하면서 그러한 자신의 노력조차 일종의 낭비였음을 보여준
다. 
 경성제대의 영문과 교수였던 사토 키요시는 수재가 많이 모였던 경성제대 영문과의 
조선인 학생들이 “제대의 이름을 동경했다기보다는 외국문학에 대한 그들의 갈증을 
풀어 주는 것”을 좋아했으며, 또 영문학을 전공한 조선인 학생들이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외국문학의 연구에서 찾으려고 했”다고 후술했다.98) 영문학은 외국문학을 대

98) 사토 기요시, 「경성제국대학 문과 전통과 학풍」, 『英語靑年』, 1959 (사노 마사토, 「경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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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하는 것이면서, 영문학의 오랜 전통으로 미루어 보아 조선의 근대문학에서 참조할 
점이 많은 대상이기도 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낭비』에서 이관형이 쓴 강사 채용 
논문-헨리 제임스의 부재의식에 관한 것-의 내용 역시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 청년들
의 당대 현실 인식과 민족 정체성, 그 안에서 규정되는 청년의 자기 정체성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30년대 외국에서 유행했던 심리주의 문학은 전쟁으
로 인해 가치관이 뒤바뀌었던 유럽인들의 시대 인식이 바탕이 되어 등장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식민자나 식민자 모두 조심스럽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99) 
 『낭비』는 이관형의 강사 채용 논문 심사 과정을 통해 ‘학문 제도의 장(場)’이라고 할 
수 있는 경성제대 영문학과의 아카데미즘에 대해 이야기한다. 김남천은 최재서의 『인
문평론』을 통해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기반으로 하는 ‘학지(學知)’가 주는 이성적
이고 합리적인 세계관에서 새로운 시대정신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듯하다. 
그렇지만 이관형의 논문 심사 과정에는 “비단 경성제대뿐만이 아니라 아카데미즘 자
체”를 “제도와 의식이 길항하는 장”으로 인식100)한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의 의식이 
그대로 반영된다.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논문을 쓰면 박사가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인식이었는데, 그
것은 주로 의사, 농학박사, 공학박사 등 이학계 쪽이지 문학 쪽은 아니었다. 오히려 
일반인들은 “조선사람이 박사되는거 어쩐지 숭헙지안”느냐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관
형이 말하는 것처럼 식민지에서 조선인이 박사가 되는 것은 “숭헐까봐 안하는게” 아
니라 “될 가망이 없어서 애초에 생각부터 못하는”것이다.101) 당시 경성제대는 일본의 
제국대학 시스템을 그대로 이식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국의 승인이 없이는 강사로 채
용되는 것도 불가능했다. 사실 이관형이 “이것과 싸우고 이것을 넘어트리지 않고는 

대 영문과 네트워크에 대하여」, 『한국현대문학연구』26, 2008, 324면에서 재인용.)
99) 서은주는 1930년대의 외국문학 수용이 외국문학 전문 인력과 매체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식민지의 외국문학 연구자들이 외국문학을 참조함으로써 한국문학에서 근대성이나 보편성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았다. 서구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은 식민지이기 
때문에 자의로 전쟁을 회피할 수 없는 조선의 상황과 닮은 것이었고, 외국문학 연구자들은 
결국 한국 근대문학의 참조틀이라 할 수 있는 외국문학을 통해 자신의 내셔널리티를 구성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심리주의 문학은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식민지 지식인의 탈식민적 의도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조선의 
문학에 또다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것이 당시 지식인들의 생각이었다. (서은주, 「1930년
대 외국문학 수용의 좌표」, 민족문학사연구소 기초학문연구단, 『탈식민의 역학』, 소명출판, 
2006, 254~255면. 

100) 홍종욱, 「‘식민지 아카데미즘’의 그늘, 지식인의 전향」, 『사이間SAI』 11, 2011.
101) 김남천, 『낭비』  2회, 『인문평론』 19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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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세계는 열리지 않는 것이다”라는 의지로 논문을 준비하는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는 박사가 되는 것이나 강사로 채용되는 것보다는 자신의 연구를 인정받는 
것에 더 큰 목표가 있다. 이관형의 논문은 “제목을 ‘文學(문학)에 있어서서의 不在意
識(부재의식)’이라 붙이고 소제목을 ‘헨리·젬스에 있어서의 心理主義(심리주의)와 인터
내슈낼·시튜에―슌(國際的舞臺)’”이라고 한 것이다.

이관형이가 착수한 논문의 테-마와 모티-브는 이러한 아카데미스트들의 기정된 연구적업적
과 평까를 뒤집어 놓고, 헨리·젬스의 이른바 국제적무대, 인터내슈널·시튜에-슌과 심리주의
를 밀접하게 관련시키고, 이러한 각도에서 그를 재검토하고, 시대와의 연관성에서 그의 소
설방법과 기술적특성을 추구하고 이리하여 그의 존재를 전혀 사회적으로 규정할려는데 있
다.
 그의 모티-브가 이러하고보니 문제는 직재명료하면서도 결코 단순치는 않았다.
 우선 그가 십구세기의 중턱에 아메리카에서 탄생하였다는것이 중요하였다. (...) 젬스가 미
국을 퇴거하게 된 이유는 여러가지로 찾아 볼수 있을것이나, 이관형이는 물론 아메리카적인 
헌조하고 경박한 사회보다 질서와 통일이 서고 전통이 이루어저 있는 구라파에 대한 동경
으로 이를 설명하려고 한다. 구라파적 교양을 받은 그에게는 아메리카의 식민지적 야만문화
는 견데 백일수가 없었던 것이다. (...) 그러나 구라파에 건너간 젬스는 그곳에서도 그의 동
경하던 문화적이념을 만족시킬수가 없었다. 그의 마음의 고향은 이미 부패하기 시작한 구라
파인의 생활가운데도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밖으로 향하여 그곳에서 마음을 펼수 
없었던 그의 문학은 심리와 의식으로 내향(內向)의 길을 더듬기 시작하게 되었다. (...)
 그러므로 이관형이는 자기의 논문을 신심리주의문학의 이십세기적성꽈에 대해서도 관련을 
시켜야 하였고, 다시 그것을 정신분석학의 대두인 지그문트·푸로이드에 까지 연관시켜야 하
였다. 이런관계로 그는 젬스의 인터내슈널·시튜에-슌을 부재의식(不在意識)꽈 밀접히 관계
시키고 다시 이것을 두개의 세계, 아메리카와 구라파의 정신적 문화적 부패에 까지 연결시
켜서 그의 사회적 시대성을 논증하여야 하였다.102) 

 이관형의 논문은 헨리 제임스의 문학을 ‘부재의식’을 중심으로 살피는 것이 목적이
다. 이 소설에서 ‘헨리 제임스’와 ‘부재의식’에 관한 내용은 매우 많이 등장한다. 마치 
작가 김남천이 실제로 논문을 쓰고 있는 착각이 들 만큼, 김남천은 이관형을 통해 헨
리 제임스의 부재의식을 장황하게 설명한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유럽에서 생을 마감

102) 김남천, 『낭비』 1회, 218~2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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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국과 유럽 두 대륙을 오가며 살았지만 어디에도 안주하지 못했던 헨리 제임스
의 정신적 고향을 찾는 그의 논문은 식민지 지식인 청년 이관형의 정신적 고향 찾기
와도 연결된다. 세계문학의 주변부인, 게다가 일본의 식민지인 조선의 영문학자에게 
헨리 제임스는 ‘정신적 고향’이 없다는 점에서 동일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존재이
다. 함께 언급되는 심리주의 소설가 제임스 조이스 또한 헨리 제임스처럼 고향에 정
주하지 못했다. 역사와 사회를 따라 성격을 달리하는 윤리적 풍속을 묘사하고, 이를 
통해 한 시대, 한 세대, 한 민족, 한 계층의 윤리적인 진(眞)을 제시하는 것이 문학의 
사회적 가치라고 본다면103), 헨리 제임스나(제임스 조이스나) 김남천이나 당대의 윤리
적 풍속을 그리고 이를 통해 ‘진’을 추구하는 문학을 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정체성을 형성하는 아동기에 런던에서 자라 구라파적 교양을 체득한 헨리 제임스이
기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미국의 경제부흥 시기의 풍조를 경박한 것으로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유럽이 제1차 세계대전에 휩쓸리면서 그는 구라파적 교양
도 전쟁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상황을 직시하게 되었고, 결국 인간의 내면으로 침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파시즘의 유럽 점령 등 1930년대 말에서 
40년대 초에 이르는 국내외적 현실도 헨리 제임스가 미국과 유럽 어느 쪽에도 정주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헨리 제임스가 동경했던 ‘구세계’는 
인간성 옹호라는 문화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은, 구라파 문화의 원형으로서의 세계이
다. 물리적인 공간은 존재하지만, ‘정신적인 가치’를 훼손당한 현재 세계는 당연히 비
애를 자아내는 공간이다. 지식인이라면 그 공간을 그려내야 하지만 거기에 동화될 수 
없다는 양가적인 감정이 헨리 제임스와 이관형, 나아가 김남천의 공통점이다. 정신적
인 가치를 지닌 ‘구세계’는 문학과 사회를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그려낼 수 있었던 
세계이다. ‘미국’이라는 ‘경박한 식민지적 야만문화’에 대한 헨리 제임스의 비애나 비
판은 전쟁을 위한 도구로서의 파시즘이 지배하던 일제 말기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보
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치환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전쟁이라는 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한 개의 정신적 고향’을 찾기 힘들어 
하는 헨리 제임스의 부재의식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도 피식민지와 식민지 어느 쪽
에서도 정신적 고향을 둘 수 없었던 식민지 청년의 삶의 부재의식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관형의 이 논문은 문제적일 수밖에 없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본래 계속 진행되는 
‘동일시’의 과정으로, 문화적 재현(representation) 체계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고 

103) 서인식, 「문학과 윤리」,2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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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된다.104) 즉 동일화 대상에 대한 의미를 생산하면서 정체성을 구성해야 하는데, 
헨리 제임스나 이관형 모두 문화적 재현 체계가 민족 정체성과 다르다는 점 때문에 
쉽게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힘든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는 여전히 ‘조선인’이라
는(being) 정체성을 가지고 자랐던 김남천의 세대가 ‘식민지 주체 되기(becoming)’라
는 정체성 재확립 과정을 혼란으로 받아들이고, 이 과정에서 양가적인 주체 분열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이것과 싸우고 이것을 넘어트리지 않고는 내의 세계는 열리지 않는 것이다―
  그는 이런 생각을 가저 본다. 그것은 반다시 그의 연구논문을 완성하여야 그의 앞에 새
로운 학문의 길이 열린다는 실제적인 양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다. 헨리․젬스를 펼처보
기 시작하야 그의 세계에 발을 들여 놓은데 따라, 점점 명확하게 이관형에게 의식되는 것
은, 자기자신이 혹씨 헨리․젬스와 같은 운명에 완롱되어 있지나 아니하는가, 청청한 그의 
구만리같은 장래에서 그를 기다리고있는 운명은 혹여 젬스가 빠지지않으면 아니되었던 그
러한 세계로 그를 안내 할려는 것은 아닐런가.―하는 불안이었다. 
 그는 자기의 주위에서 문화의 냄새를 호흡할수 없는것 같았고, 전통 역시 그가 서있는 발
판에 어떤 흙을 선물하고있는지 알수없는것 같았다. 아메리카에서 구라파로, 그러나 다시 
아메리카로……그러는동안 젬스가 찾아 간 세계가, 지금 펼처 보고있는 작품처럼 심리와 의
식의 착잡하고 혼미한 정신의 고독한 분위기일진대, 이관형의 참을 수 없는 고독과 문화에 
대한 향수가 가 다을곳도 이러한 암담한 정신세계는 아닐것인가.― (밑줄 : 인용자)105) 

 헨리 제임스와 같은 운명을 느끼는 것에서 식민지의 지식인 청년은 사회와 시대와의 
균열을 감지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동요와 불안이 『낭비』의 전반을 가로지르는 허무
주의적인 색채, 욕망, 권태 등의 요소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관형의 상태 역시 ‘부재
의식’을 느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관형의 분석이 표면적으로는 미국 문화나 구라
파 문화가 모두 부패했다는 판단 아래에서 사회적 시대상을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영미를 ‘귀축’으로 설정하고 서구 자본주의 사회를 적으로 돌렸던 제도적 사
고의 범위 내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 배경을 탐구하는 것이 목적
인만큼 이관형 스스로도 “이것과 싸우고 이것을 넘어트리지 않고는 내의 세계는 열리

104) 스튜어트 홀,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 스튜어트 홀 외 저, 전효관·김수진 외 역, 『모더니
티의 미래』, 현실문화연구, 2000. 343면.

105) 김남천, 『낭비』 2회, 1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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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것”이라고 선언할 정도로 절박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부재의식’은 헨리 
제임스의 것만이 아니라 식민지 지식인인 이관형에게도 중요한 문제였다. 이 부재의
식과 관련해서 서인식과 김남천의 비평이 그 이해에 도움을 준다. 서인식과 김남천의 
‘시대의 문제’에 대한 비평은 무엇을 피안으로 설정하느냐가 화두였다. 일제 말기처럼 
“관습과 심정이 대립”하는 시대에 작가는 진(眞)을 그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남천은 “낡은 차안(此岸)으로부터 새로운 피안(彼岸)으로 넘어 뛰려고 할 때에” 인
류가 한가지로 그려볼 수 있는 피안의 세계, 즉 몰락하는 차안인 구라파나 전세계를 
통일한 이념은 “우리의 앞에 아직 나타나 있지 아니한 것”이라면서, 전체주의를 피안
으로 제시한 서인식의 견해에 반대한다.106) 즉, 전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새로운 보
편적인 이념(‘피안’)이 없는 상태는 결국 ‘부재의식’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제
1차 세계대전 시기 헨리 제임스의 부재의식과 상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헨리 제임스의 ‘부재의식’을 말하면서, 김남천은 이관형의 삶에 드리운 ‘전망의 부
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 그는 ‘아무것에 대하여도 공감을 느끼지못하는’상태를 지금 뼈아프게 경험하고 있지는 아
니하는가? 공감이 없이 사는 생활, 그것의 반영인 문학, 그것은 곧 헨리․젬스였다. 그리
고 이것이 ‘부재의식’의 사회적인 근원이 되어야 할것같다.  (2회, 199면)

― 부재의식! 그것은 단마디로 말하면 기성관습(旣成慣習)에 대한 어떤 개인의 심정상(心情
上)의 부조화로부터 일어나는 의식상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가령 헨리․젬스에 
있어서의 ‘국제적무대’라는것은, 아메리카적인 관습에나 구라파적인 관습에나 조화될수 없
는 헨리․젬스의 심정상의 괴리(乖離)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보지 않을수없다. 그의 작품이 
점점 고독한 심리속으로 난삽하고 해삽스럽게 파고 들어간것은, 그 자신의 심정과 조화되
는 관습은, 밖의 사회와 인간생활에서 찾어 볼수 없게 된데긔인하는 것이다. 그의 심정과,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 사회적인 관습을, 구라파나 아메리카에서 발견할수 있었다면, 그 
자신도 행복될수 있었을것이고, 그의 문학도 결코 난삽한 심리세계로 끌려 들어가진 않었
을런지 모르는 일이 아닌가.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부재의식이 어째서 단순히심리학의 
형식상문제임에 끄칠수 있을것인가. 푸로이드의 리비도-도, 또는 이십세기에 들어 와서 
갈턱까지 가본 죠이쓰의 심리적세계도 결국은 이러한 사회적인데 구경의 원인을 둔 부재
의식이 아니랄수는 없을것이다.―  (9회, 145면) 

106) 김남천, 「소설의 운명」(『인문평론』 1940.11.) 정호웅·손정수 엮음, 『김남천 전집』Ⅰ, 박이
정,, 6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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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관형이 말하는 ‘부재의식’은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감에서 나오는 것이다. 식민
지 현실을 염두에 두고 읽을 때, 같은 식민지 출신 작가인 제임스 조이스보다 정신적 
고향을 찾아 헤맨 헨리 제임스가 식민지 지식인 청년과 더욱 가깝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문학 밖, 문학이 놓인 현실과 타협할 수 없던 헨리 제임스가 내면으로 들어가 
심리주의문학을 개척한 것에서, 이관형은 안으로 침잠해 들어간 헨리 제임스의 문학
을 “사회적인데 구경의 원인을 둔 부재의식”으로 판단함으로써, 부재의식을 만들어 
낸 현실과 그 현실 속 인물들의 내면을 동시에 살펴보려 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부
재의 시대에 헨리 제임스처럼 국경을 초월해 살 수도 없는 자신의 한계, 부재의식을 
지닌 자의 한계를 넘는 것이 바로 이관형의 이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도로 작성한 이관형의 논문은 일본인 교수들에게는 다른 식으로 읽힌다. 
헨리 제임스의 문학에서 ‘식민지’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문에서도 국
적을 따지고 그 의도를 의심하게 되는 것은 식민지 조선의 아카데미즘이라는 문학 제
도의 장(場)이 가진 한계이다. 문학이 그것을 배태한 사회를 살피는 것은 당연한 일
인데도 헨리 제임스의 문학을 논하는 식민지 조선의 문학 장에서는 문학 작품의 배경
을 문제삼을 수 없는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다. 심지어 이관형의 지도교수인 가사이 
교수도 부재의식을 “단순히 심리학적인 문제루 국한시켜서 취급하는것이 온당”하다고 
말할 정도로, 이관형이 헨리 제임스 문학의 바탕이 된 사회적인 현실과 국제 정세를 
함께 다루는 것을 경계한다. 이 일본인 교수가 염려하는 것은 제국의 일꾼을 키워내
는 ‘제국대학’ 시스템 안에서는 그 학문 제도의 장의 논리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제국대학의 강사가 제국의 식민 지배 현실에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이논문은 그렇지만, 단순한 문학적인 이유만으로 해석할수 없는 군데가 많지 않겠소. 문
학적인 이유외에 사회적인 이유라고도 말할단한것이 있지는 않소. 헨리․쩸스는 군의 설명에
도 있는것과같이 미국에 났으나 구라파와 미국새를 방황하면서 그 어느 곳에서나 정신의 
고향을 발견치 못하였다고 말하오. 또 그의 후배라고 할만한 쩸스․쪼이스는 아일란드태생이 
아니오? 뿐만아니라 군이 부재의식의 천명의 핵심을 관습과 심정의 갈등, 모순, 분리에서 
찾는바엔 여기에 단순히 문학적인 이유만으로 해석될수 없는 다른 동기가 있는것이 아니
오?」
 그것은 신달한 질문이긴 하였으나 또한 적지않은 사취(邪推)와 독기가 풍기는 화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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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올시다. 결코 문학적인 이유외에 다른 동기가 있을리 없습니다. 어떠한 문학이든 환
경과 분리된것은 없을줄압니다. (...) 그러니까 문제해명의 하나의 목표를 갖어다가 사회적 
환경에 연결시켯다고 하여도 그것은 결코 문학의 탈선이 아닌줄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
지 문학이오, 문학적인 문제라고 굳게 자신합니다.」  (11회, 205면)

 심리학 교실의 사끼자까(向坂) 교수는 ‘심리학이 사회학에 포섭되어 있다’면서 논문
의 탈식민지적 의도를 꼬집는다. “문학적인 이유만으로 해석될 수 없는 다른 동기”를 
읽어내는 교수에게 이관형은 “문학적인 문제”라고 답하지만, 제국의 문학 장에서는 
현실 상황과 연결된 문제를 쉽게 지나치지 않는다. 식민지 현실과 헨리 제임스의 문
학에 나타난 부재의식이 연결되는 것, 그것이 놓인 장, 해석하는 현실까지 확대하여 
보는 것이다. 학문이라는 것은 대상의 본질, 진리를 탐구하는 행동과 연결되기 때문
에 어찌 보면 시대나 현실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
문’이라는 영역은 식민지의 청년들도 도전해 볼 수 있는 영역인 듯 보였지만, 실제로 
학문은 그것이 속해 있는 시대와 현실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관형이 논의하는 문
학은 더더욱 그렇다. 문학은 늘 그것이 놓인 현실과 떨어뜨려서 설명하기 어려운 대
상이다. 그러므로 문학으로 제국의 아카데미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국의 
시각이 필요하다. 이관형이라는 지식인 청년은 조선인이 박사가 되는 것이 매우 어려
운 제국의 지식 체계의 속성은 파악하고 있었지만, 제국의 승인된 논리 체계로 학문
을 봐야 한다는 속성은 잊고 있었다. 김남천은 이관형의 논문과 그 심사 과정을 통해 
지적 욕망을 실현하려는 시도조차도 지식 권력의 배타성에 의해 용인되지 못하는 식
민지 조선 학문의 현실을 그리고 있다. 비교적 가치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문학 부
분에서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배타성이 문학 해석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
는 문학이 현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문학 본래의 특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새로운 보편을 찾으려는 노력이 조선의 현실에서는 한계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
을 보여준다.  
 
  (2) 전환기적 주체 정립과 전망의 유예 

 김남천의 「經營」과 「麥」 연작은 동양론이 대두된 ‘전환기’적 시대상황 앞에 놓인 식
민지 지식인들의 분열양상과 함께, 그런 논의들로부터 무관한 듯 살던 청년들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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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식하고 그에 대응하는 행보를 마련해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전향자 
‘오시형’과 그의 전향 논리, 이에 대한 최무경과 이관형의 견해는 일제 말기의 시대 
상황과 사상의 특징을 다각도로 보여주는 한편, 동양론을 둘러싼 식민지 조선인 청년
들의 다양한 태도를 총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인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작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서는 전향론과 동양론이 중점적으로 논의되면서107) 
‘최무경’이 소외되는 측면이 많았다. 오시형과 이관형의 동양론과 다원사관도 물론 중
요하지만, 이 소설에서 최무경은 매개적인 존재로만은 취급될 수 없다.108) 이 연작의 
초점인물은 최무경으로, 소설의 제목 「경영」은 최무경이 오시형을 위한 삶에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으로 그 경영 방향을 바꾸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맥」 역시 이관형
이 최무경에게 제시한 ‘보리’에 관한 사유를 기반으로 최무경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
는 과정을 그린다는 점을 보여주는 제목이다. 최무경은 파시즘 담론을 수리하는 지식
인의 모습(오시형)과 현실의 모순에 부딪히고 허무주의에 빠진 청년의 내적 방황(이관
형)을 ‘관찰’하며 앞으로의 삶을 ‘경영’해야 하는 현실에서 자신 앞에 놓인 선택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당대 청년의 모습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경영」은 애인인 오시형의 옥바라지를 위해 직업여성의 삶을 선택한 최무경을 중
심으로 전개된다. 여느 직업여성과 달리 최무경은 음악회가 있을 때마다 찾아서 갈 
정도로 현대의 교양을 갖추고 있는 여성이다.109) 교양을 갖춘 현대 여성 최무경에게 
가장 “숭고한 일”이라는 것은 애인 오시형을 출감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는 것
이다. 무경은 전시라는 상황이나 파시즘 등에는 관심이 없다. 그는 오시형의 사식 차

107)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사』, 한길사, 1984. ; 김철, 「‘근대의 초극’, 『낭비』 그리고 베
네치아(Venetia)」, 『’국민’이라는 노예』, 삼인, 2005.

    김윤식은 이 연작을 전향소설에서 사상 문제를 다룬 ‘전향소설의 최고봉’으로 규정하고, 세 
등장인물을 통해 사상의 균형감감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윤식, 앞의 책, 297면) 
김철은 ‘비평가/작가’ 김남천 안에 혼재된 동양론 계보가 작중 인물들을 통해 나누어져 나
온다고 했다. 그는 김남천이 말하려 한 것은 근대초극론에 바탕을 둔 전향은 주체의 상실이
라는 역설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108) 채호석, 『한국 근대문학과 계몽의 서사』, 소명출판, 2002.197~198면. 
    채호석은 최무경이 소설의 중심에 놓인 인물이고, 오시형과 이관형이 최무경의 어떤 운동

의 상태 혹은 이행의 상태를 매개하는 지식인이라고 보았다. 본고 역시 이 점에 동의한다.  
109) 음악이라는 교양의 힘은 다음 장에서 다룰 것이다. 「경영」에서는 조선은 “일년에 잘해야 

한차렛씩이나 얻어 들을수 있는 교향악단의 밤”이 가능한, 음악이라는 교양의 불모지로 묘
사가 되어 있다. 이는 비슷한 시기의 소설인 이효석의 『벽공무한』에서 음악을 향유하지 못
하는 조선의 현실을 개탄하는 장면과도 연결지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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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과 보석활동을 위해 직업여성의 삶을 택했다. 한 여자로서 (약혼한) 남자를 뒷바라
지 하는 삶을 ‘숭고’하다고 여기는 최무경의 삶은 전근대적인 여성의 삶과 비슷하다. 
생활의 경영 목적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다른 이에게 맞추어져 있다는 것은, 무경이 
스스로의 삶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누군가의 아내 혹은 누군가의 딸로 정체성을 형성
하는 전근대적 모습을 버리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여러 차례 나타나는 오시형의 
아파트 방을 정리하고 그를 위한 보석 활동에 희열을 느끼는 최무경의 심경에서도 찾
아볼 수 있다. 면회도 할 줄 몰랐던 최무경은 오시형을 위해 예심이 종결되지도 않은 
2년의 수감 생활 동안 변호사도 쓰고, 보석 운동도 하는 등, 좀 더 ‘행동적’인 방향으
로 자신의 삶을 경영해 간다. 학교를 마친 후 집에서 어머니의 그늘 아래 있던 것에 
비하면 무경의 이러한 변화는 자신의 삶을 경영해 가는 1단계 변화라 할 수 있다. 최
무경이 오시형의 구명 활동에 “맑고도 숭고한 쾌감”을 느끼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것은 자신의 삶을 희생하여 전(前) 운동가를 옥바라지한다는 것에서 오는 일종의 
자기애(自己愛)이며, 이를 위해 자신의 삶을 새로 경영하기 시작했다는 자신의 변화
에 대한 만족에서 기인한 것이다. 출소한 오시형과 함께 아파트로 돌아와서 “그의 얼
굴에 떠오른 칭찬에 대한 만족한 자긍”을 느낀 최무경의 마음을 봐도 알 수 있다. 그
러나 최무경의 이런 숭고한 쾌감, 희생적 태도나 만족감은 시형의 출감과 함께 끝난
다. 
 무경은 시형과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었지만, 시형은 출감 후 아버지를 따라 낙향한
다. 표면적으로는 사상범으로 예심 전 상태에 있으니 가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당국
에 보여줄 필요도 있다는 것이고, 오랫동안 소원했던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건강
상 더 좋다는 이유도 있지만, 시형이 평양의 가족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은 무경이라는 
존재로부터의 전향이기도 하다. 시형은 “나를 그 속에 있는 동안 물질적으로나 정신
적으로나 멕여 살린게 무경씨구, 또 그 속에서 이렇게 나를 살려 내온게 우리 무경인
데”라고 말은 하면서도, 출소했다는 전보를 받고 서울로 온 아버지를 따라 내려간다. 
오시형에게 전향은 ‘생활의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원래 오시형은 학교를 졸업한 후 
증권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했던 엘리트이고, 그의 아버지는 평양의 부회의원이며 상
업회의소에도 공직을 가진 이다. 일을 하고 있는 최무경도 있고, 부자인 아버지도 있
으니 오시형이 생계를 위해 전향을 할 필요는 없었다. 오시형의 아버지는 최무경과의 
연애를 인정하지 않고 출소한 오시형을 전 도지사의 딸과 약혼시키려 한다. 일제의 
정치와 경제면에 직간접적인 연관을 가졌다는 측면에서, 그런 아버지의 영향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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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간다는 것은 곧 오시형의 전향이 당대 다른 전향을 다룬 소설들에서처럼 전향을 
단순하게 생활의 문제와만 연결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제는 오시형이 감옥에서 읽은 책을 가지고 새로 형성하게 된 사상을 무경에게 
설명하는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오시형이 가장 감격하며 읽었다는 책은 플라톤
의 『소크라테스의 변명』, 『크리톤』으로, 변설에만 능한 소피스트들을 비판하며 스스
로의 무지를 깨닫게 하는 철학적 논법으로 많은 청년들에게 감화를 주었지만, 결국 
소피스트와 보수주의자들에게 고발을 당하여 ‘신에 대한 불경’과 ‘청년 선동죄’로 재
판을 받게 된 소크라테스의 재판 과정을 플라톤이 방청하고 기술한 책이다. 소크라테
스의 고발과 수감이 시형에게는 사상 문제로 기득권에 반항적 태도로 수감된 자신의 
처지와 공통점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전향’을 하지 않고 담
대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소크라테스의 태도는 오시형에게 불쾌감을 줄 수밖에 없었
다. 전향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행동이 오히려 오시형에게 힘을 
주었을 것이지만,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지 못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은 소크라테
스의 행동은 전향을 결심한 오시형에게는 양심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오시형은 ‘변통성없는 완고한 학문’인 경제학 때문에 수감되었으며, 철학 덕분에 출
소할 수 있었다고 한다. 사회주의 사상이 마르크스 경제학임을 염두에 둔다면, 그가 
경제학을 버리고 철학을 택한 것은 교양의 선택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사상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임이 명확해진다. 반면 최무경은 플라톤도, 소크라테스도, 경제학
이나 철학도 하나의 ‘학문’으로만 인식할 뿐이다. 무경에게 세계는 오시형이 감옥 안
에 있는 세계와 감옥 밖에 있는 세계로만 양분된다. 최무경의 이러한 모습은 당대 일
반적인 청년의 모습과도 일치한다. 일제 말기 대부분의 청년들은 시국에 둔감했다. 
총력전 체제를 위해 당국에서는 이러저러한 통제령을 발동했지만, 이 시기 소설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청년들은 등화관제훈련을 비웃듯이 암막을 치고 전기를 켜놓는
다거나, 제대로 된 모카 커피를 마시기 위해 시내 카페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국민복
을 입는 것이 아니라 최신 유행의 옷을 맞춰 입고, 늦게까지도 술을 마시는 등 당국
의 요구와는 무관한 듯한 일상적인 삶을 계속해 왔다. 무경 역시 세계사적 흐름이나 
사상적 흐름과는 상관없이 오직 애인의 출소만을 위한 삶을 경영해 온, 현대청년의 
하나였다. 
 오시형과 그의 아버지의 관계를 단순하게 부자관계로만 파악하고, 오시형에게 ‘철학’
이 갖는 의미를 판단할 지식이 없었던 현실의 사상적 흐름에 둔감했던 최무경이 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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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게 버림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미 사상적 전향을 감행하였고, 아버지의 세
계로 들어가기로 결정했다면 오시형이 택해야 할 가족의 빈 곳은 최무경이 아니라 전 
도지사의 딸이어야 한다. 자신이 주체가 되는 삶에서 국가가 주체가 되는 삶으로 바
꾸기 위해서는 그 주체의 공간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무경이 정성스럽게 
세탁해 놓은 헌 양복은 아무렇게나 벗어놓고, 감옥 내에서 곰팡이가 슬었으나 무경이 
다시 정성스럽게 닦아 놓은 헌 구두도 벗어놓고, 시형은 아버지가 맞춰준 새 양복에 
새 구두를 신고 무경이 만들어준 야마도 아파트 323호실을 떠나 평양이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한다. 시형이 놓고 떠나는 모든 것은 무경이 ‘숭고한 일’이라 생각하고 
마련한 것들이며, 수감 이전까지의 삶의 연장선에 있는 것들이다. 시형의 방에 있던 
수국이 말라붙었다는 것도, 어느 색의 물이든 빨아들여 그 물 색깔의 꽃을 피우는 수
국이지만, 시형의 과거가 있는 공간에서는 어떤 꽃도 다시는 피울 수 없다는 시형의 
전향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

 「옛날과는 모든것이 달은것 같애. 인제 사상범이 드무니께 옛날 영웅심리를 향락하면서 
징역을 살던 기분두 없어진것같다구 그안에서 어느 친구가 말하더니……. 달이 철창에 새파
랗게 걸려 있는 밤, 바람소리나 풀버레소리나 들으면서 잠을 이루지 못할때엔 고독과 적망
이 뼈에 사모치는 것 처럼 쓰리구……」110)

 오시형이 전향을 택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외로움’ 때문이다. 중일전쟁기 
사회주의자들이 일본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세가 바뀌는 현실을 목도하고, 세계사적인 
흐름도 파시즘이라는 힘의 흐름을 따라 바뀌는 것에 따라 대중 역시 그에 휩쓸리자 
대량 전향을 택했다는 홍종욱의 논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111), 신체제 수립 이후에도 
기존의 사상을 고수한다는 것은 외로운 싸움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출소 후 자신을 
한 남자로서만 바라보고 기대하는 최무경에게 사상범 출신에 전향자인 오시형이 당장 
해줄 수 있는 생활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최무경이 경영하는 삶에 얹혀 지낼 수밖
에 없다. 이러한 외로움과 두려움이 새로운 세계와 생활의 힘을 동시에 갖춘 ‘아버지’
의 세계로 전향하게 만든 것이다. 최무경에게 동양론이나 다원사관에 관해 이야기하
면서 “제 자신에게 타이르기나 하듯이 창문을 바라보며 이야기에 열을 올려서 제의 

110) 김남천, 「經營」, 『문장』 1940.10, 45면.
111) 홍종욱, 「중일전쟁기(1937~1941) 사회주의자들의 전향과 그 논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21~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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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을 전개”하던 오시형의 모습은 여전히 스스로를 설득하는 모습이다. 창문에 비친 
자신을 보고 타이르듯 이론을 전개한다는 것은 여전히 그의 자아는 전향과 비전향 상
태를 오가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포즈’로라도, 혹은 새로운 ‘지식’으로라도 새로
운 시대적 흐름을 받아들이는 오시형의 모습은 스스로 자신의 시대정신을 갖지 못하
는 현대청년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최무경은 다른 사람을 위해 선택했던 삶의 방향을 자신에게로 돌린다. 오
시형을 위해 나섰던 직업전선이었고 오시형의 차입을 위해 선택했던 직업이었지만, 
“시형이도 나오고 인제 직업도 목적을 잃어”버린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오시형과
의 이별은 최무경을 개인으로서 새로 정립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생각의 방향을 바
꾸는 것을 ‘전향’이라고 한다면, 최무경 역시 낭만주의적인 생활에서 “방도, 직업도, 
인저 나 자신을 위하여 가저야 겠다!”는 자기 자신을 향해 방향을 전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경영」은 이런 점에서 식민지 지식인 청년의 삶의 방향 전환을 위한 포
석과도 같은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최무경이 오시형과 헤어지고 자신의 삶
을 갖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은, 어떠한 사상적 배경도 없이 그저 자기만족을 위한 
‘숭고한 일’에 전념했던 (최무경으로 대표되는) 청년이 현실을 자각하고 시선을 사회
로 돌리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맥」에서 최무경의 변화는 어떠할까. 오시형이 평양으로 간 후, 최무경은 
오시형을 위해 마련했던 집에 들어가 살며 여전히 아파트 사무원의 일을 한다. 그의 
어머니가 재가를 하면서 재산은 모두 최무경에게로 넘어왔지만, 그는 자신이 일해서 
번 돈으로 살면서 생활의 변화를 꾀한다. 오시형을 위해 가졌던 직업은 이제 최무경 
자신을 위한 직업이 되었다. 그가 “나는 혼자서 산다. 혼자서 살아 갈 수 있다”고 스
스로에게 거는 암시는 다른 누군가에게 미래를 의탁했던 삶은 온전한 자신의 삶이 아
니라는 인식에서 기인한 것이며, 아직 완전하게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퇴행할 수
도 있는 자신을 향한 다짐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무경에게 있어서 오시형의 전향 논리는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상
이나 학문적 태도의 변화이지만, 오시형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다. 그에게는 최무
경까지가 자신의 과거 세계이므로 이 세계를 완전하게 끊어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오시형의 가슴속에 아버지까지를 포함시켜 그가 여태껏 상대해 오든 일체
의 ‘대립물’을 받아 드릴만한 준비가” 필요했고, 결국 낙향을 결심한 것으로 이 준비
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시형은 서울이 아닌 고향에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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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 오시형의 편지에 의하면 최무경은 “일체의 과거”이
고, 이를 버려야 “새로운 정세속에 나의 미래를 세워놓”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최무경을 떠나 “나의 장래에 대한 것”, “내가 어떻게 하면 정신적으로 재생하여 
자기를 강하게 하고 자기를 신장시킬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고민하는 것이
다.112) 그는 자신의 전향이라는 것이 지식인이 가질 수 있는 현실에 대한 어떠한 비
판 의식도 가지지 않아야 하는 파시즘적인 상황에 놓인다는 것 역시 자각하고 있다. 
 반면 오시형의 전향 이유와 자신 역시 바뀌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는 단계의 최무경
은 일종의 과도기 상태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최무경은 여전히 “너를 
따르고 너를 넘는다”는 말에서도 볼 수 있듯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한 것이 
아니라, 오시형의 가는 길을 따라 경제학에서 철학으로 지식의 방향을 선회했기 때문
이다. 최무경은 여전히 혼자 서지 못하는, 한 개의 시대정신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이
다. 그의 낭만적 세계 인식은 “철학공부를 시작하면서 은근히 대학이라는 존재에 대
해서 마음이 움직이었고 읽는 책가운데 몰을 대문이 많으면 많을사록 학자라는 존재
에 대해서 어떤 흠모의 마음이 은근히 동하”는 지적 욕구의 확장에 그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런 지적 욕구에 눈을 뜨기 시작한  최무경의 다음 단계로의 진행을 도
울 수 있는 인물은 옆방에 이사를 온, 『낭비』의 이관형이다. 
 이관형은 “얇다란 채렵 이불을 배퉁이께로부터 발치우에 덮었고 상반신은 여자의 것
이기 호가실한 화려하고 화사한 까울은 둘으고”있으며 “머리가 뒤설켜서 구숭숭한데 
면도를 넣은지 오래되는 얼굴전체에는 지저분한 반찬가시같은 수영이 쭉 깔렸”고 “얼
굴은 해사했으나 몹시 창백한 것 같”은 괴상한 모습이다.113) 『낭비』의 이관형이 말쑥
한 제국대학생의 모습이었다면, 논문 심사에서 좌절한 이후 이관형의 모습은 현실에
서 도피한 듯한, 마치 현실의 어떤 사회적 관습이나 굴레에서도 벗어나려는 듯한 모
습이다. 그렇지만 최무경의 눈에 이러한 이관형은, 삶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무언가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인다.114) 최무경은 그런 이관형을 통

112) 김남천, 「麥」, 『춘추』, 1941.2. 312~313면. 
113) 위의 소설, 323면. 
114) “그러나 저러나 대학강사가 되었다가실패하곤 저런판국을 경험하게 되는것인가고 생각하

면 어떤 엄숙한 인생의 문제에 부드치는것 같애서 마음이 적지않이 침울해젔다. 그럴 때 마
다 그는 오시형이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 사나이들이란 어떤 커다란 문제앞에서면 저렇게 
평상되지 않은 행동을 가지게 되는지도 몰은다 그리다가 아주 그러한 구렁텅이에 굴러 떨어
저 버리면 타락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어 버리고 마는것일까. 이관형의 오늘 행동이 그러한 
구렁텅이로부터 정상된 생활상태로 복귀할려는 사람의몸부림같애서 그는 지금 아까와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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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오시형이 자신에게 들려준 다원사관과 동양학 등의 문제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 
마치 자신의 견해인 것처럼 오시형의 견해를 언급하는 것은, 오시형이라는 ‘전향자’를 
괄호에 묶어두고 일제 말기의 사상의 하나가 갖는 의미나 객관적인 위치를 가늠해보
려는 의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오시형의 전향/최무경의 실연은 “학문과 애정의 
문제가함께얼며 저서 마치 그(오시형-인용자)의생활의 전체를 통솔하고 지배하는 열
쇠같은것이 감축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시형은 최무경에게 구라파적인 구분을 떠나 “동양과 동양세계를 다원사관의 입장
에서” 반성하고 성립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115) 여기에서 오시형의 전향의 큰 계
기가 바로 파시즘에 의한 서구 세계의 몰락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기억한 최무
경이 ‘동양학이라는 학문이 성립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관형은 근대의 
지식체계나 교양은 모두 서구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동양이라는 학문은 성립될 수 
없다고 한다.116) 오시형과 이관형의 인식 차이는 다원사관 문제에서도 나타난다. 오
시형은 그가 감옥에서 읽은 책의 내용을 그대로 최무경에게 전했다. 이에 대한 물음
에 이관형은 “동양인이란 개념은 서양이나 구라파라는 말이 가지는 통일성을 아직” 
못 가졌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심재판을 위해 서울에 온 오시형은 아버지가 맞춰 준 새 양복도 벗어버리고 ‘국민
복’을 입고 법정에 서서 다원사관과 동양론에 의거해 일본의 위치를 판단하고 거기에 
제국의 주체로 자신을 위치시키려는 자기 변론을 한다. 감옥에 들어갈 때 입었던 옷
을 벗고 아버지가 맞춰 준 새 양복을 입었던 오시형은 이제 ‘국민복’으로 갈아입었다. 
야마도 아파트에 온 이관형이 관습이나 유행과 아무 관계가 없는 양복바지에 여자용 
나이트가운을 입고 수염이나 머리도 정리하지 않은 채로 자기 자신에 대해 고민한 것
과 달리, 오시형은 스스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옷을 두 번이나 갈아입었다. 이관형의 해괴한 복장이나 동양론 혹은 다원사관에 대한 
견해는 일본 제국주의와 당대의 현실을 완전히 거부하지도 않고 완전히 받아들이지도 
않는 양가적인 저항의 모습117)을 보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체제가 강요하는 
복식인 ‘국민복’으로 갈아입은 오시형은 옷을 갈아입는 행동을 통해서라도 스스로를 
그 논리에 맞추려는 노력과 의도를 지배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우슴이 떠올으지도 않는것이다.” (김남천, 「맥」, 332면.) 
115) 김남천, 「경영」, 34면.
116) 김남천, 「맥」, 340~341면.
117) 호미 바바,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2002년. 2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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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형의 전향이 완료된 지점에서 최무경의 다음 단계로의 변화가 시작된다. 최무
경은 이관형이 동양에는 통일된 개념이 없다고 하는 말을 들으며 “동양인으로서 동양
을 저토록 폄하(貶下)하지 않을수 없는것도 하나의 비극”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관형은 동양인들이 서양을 배경으로만 전유하는 방식이나, 서구 사회의 몰락을 가져
온 ‘답답한 정신세계’ 등 동서양 모두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조
선은 완전히 서구화되지도, 그렇다고 동양적인 것을 온전히 지키고 있지도 못하는 처
지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관형은 사상적 전환과 청년의 주체의 위치 정하기라는 정
체성의 문제를 놓고 “요즘 청년치고 그런 것 가지고있지 않는분이 쉬웁겠습니까”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이러한 정신적 권태와 피로에서 현대 사회의 허무주의가 생길 수
밖에 없음이 드러난다. 이런 논리에 따르자면, 오시형의 전향도 최무경의 오시형 이
해하기라는 숙제도 이관형의 ‘비위생적인 삶’도 모두 한 개의 온전한 정신을 가질 수 
없는 청년 세대의 현실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가 
하나의 전환기를 맞이한 현대”에는 “오직 리얼리즘에 의해서만” 소설이 전환기를 극
복하고 피안의 구상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환기가 내포하고 있는 가지각색의 생활
감정의 관찰 속에서만 발전과 비약의 계기를 포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유주의
와 개인주의가 남겨놓은 부패한 개인의식과 왜곡된 인간성의 소탕을 거쳐서 완미(完
美)한 인간성을 다시금 찾는 날도 맞이해 올 수 있”118)다고 본 김남천의 의도를 이 
청년들의 태도를 통해 볼 수 있다.  
 

「요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봐. 곳호라는 화가의 말인데」
다시 한모금을 빨아 마신뒤에
「인간의 역사란 저 보리와 같은 물건이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 흙속에 묻히지 못하였단들 
무슨 상관이 있으랴 갈려서 팡으로 되지 않는가. 갈리지 못한놈이야말로 불상하기 그지 없
다할 것이다. 어떻습니까」
그리고는 또한번 뜨즉 뜨즉이 그것을 보이고 있었다 무경이도 그의 하는말을 오여가지고 
다소곳하니 생각해 본다. 그러나 한참만에
「그게 어떻단 말슴이여요? 흙속에 묻히는것보다 갈려서 팡이 되는게 낫다는 말슴입니까. 
그렇잖으면 흙속에묻혀서 많은 보리를 만들어도 그 보리 역시팡이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입
니까?」

118) 김남천, 「전환기와 작가-문단과 신체제」,(『조광』 1940.1.), 정호웅·손정수 엮음, 『김남천 
전집』Ⅰ, 박이정, 2000, 689면.



- 54 -

하고 물어 보았다. 이관형이는 싱글 싱글 웃으면서
「여러가지루 해석할수 있듯이더욱 더 명꾸가 되는겁니다 해석은 자유니까요」
「그럼 전 이렇게 해석할테얘요. 마참가지 갈려서 팡가루가 되는바엔 일찍이 갈려서 가루가 
되기보담 흙에 묻히어꽃을 피워보다」
이관형이는 여전히 싱글 싱글 웃었다.
「구라파정신이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적에 그들이 니히리스틱하게 던저 본 말입니다. 이렇게 
구라파가 몰락해버리는데 정신을신장해 보는사업에 종사해본들 무엇하랴 이건 하이덱겔같
은 철학자의 해석이 랍니다. 선생님의 해석은 건강하고 낙천적이고 미래가 있어서 좋습니
다」119)

 이관형이 제시하는 ‘보리’에 대한 아포리즘은 이 소설의 제목인 동시에 이 청년 지
식인들의 향후 행보를 가늠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다원사관이나 동양론이 현실과 체
제적 사상에 대한 견해를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보리에 관한 부분은 청년들의 미래 
대한 전망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관형이 최무경에게 어떤 보리를 선택할 것인가 묻는 
것은 향후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다. 바로 갈려서 당장 
쓰일 수 있는 빵이 되는 선택은 오시형이 택한 것과 같은 체제로의 사상 전환을 의
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일제 시기 직분론을 연상시키는데, 그것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열과 성을 다해 일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결국 천황에게 받
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은 ‘일본정신’과도 연결된다. 또한 일본정신을 
내세워 생산량 증대를 위해 전쟁에 식민지를 동원하려 했던 일제의 의도에도 부합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무경은 “흙속에 묻히는것보다 갈려서 팡이 되는게 낫다는 말슴입니까. 그렇잖으면 
흙속에 묻혀서 많은 보리를 만들어도 그 보리 역시팡이되지 않는가”라면서, 어쨌든 
빵이 될 수밖에 없는 보리의 운명을 말하려는 것인가 묻는다. 김철은 최무경이 전향
할 것 없는 ‘사상의 어떤 영점지대’에 서 있는 존재라고 하지만120), ‘영점지대’에서 
어느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가에 따라 또 다른 ‘전향’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사상이라
도 가지고 있지 않은 청년들은 오히려 파시즘에 쉽게 끌려갈 수 있는, 주관 없이 세
상의 흐름에 휘말릴 수 있는 존재들이었다. 이런 시기, 최무경의 대답은 전향을 택하
지 않고 버티고 있더라도 역시 체제에 이용될 수밖에 없는 조선의 현실을 간파하는 

119) 김남천, 「맥」, 343면.
120) 김철, 「‘근대의 초극’, 『낭비』 그리고 베네치아(Venetia)」,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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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으로도 읽힌다. 최무경은 “흙에 묻히어꽃을 피워보자”면서, 빵이 되는 현실을 조
금 더 유예시키기를 원한다. 이는 일종의 실력양성론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일단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 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유
예를 요구하기는 했지만 종국에는 제국의 주체로 포섭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다. 그렇지만 이는 꽃이 필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미래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보리는 늦가을에 
씨를 뿌리는데 봄이 되면 그 싹을 밟아줘야만 한다. 추운 겨울을 지낸 보리를 밟아야
만 그것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보리의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밟히더
라도 꽃을 피워 보겠다는 최무경의 선택은 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를 이관형의 ‘흙 속에 좀 더 묻혀 있겠다’
는 선택과 비교해볼 수 있다. 이관형은 일단 ‘묻혀있는’ 것,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것
에 초점을 둘 뿐이다. 당장 빵이 되는 것이나 꽃을 피우는 것을 원치 않고 일단 땅속
에서 때를 기다리겠다는 것은, 세계사적인 흐름을 좀 더 관망해 보겠다는 지식인의 
현실과 거리를 둔 객관적 태도를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선택은 소설 마
지막의 행보와도 관련된다. 이관형은 경주 등지로 여행을 떠날 계획임을 밝혔다. 경
주는 일제 말기, ‘조선적인 것’의 중심지였다. 도시가 아닌 지방으로 회피하면서 계속 
‘땅 속에 묻혀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동양론과 다원사관이 팽배한 곳에서 옛 
‘조선’의 풍토가 남아있는 곳으로 갈 결심을 한다는 것은 다른 기회를 찾기 위한 모
색 활동의 하나로도 볼 수 있다. 최무경 역시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 다른 계획을 세
운다. 그러나 “동경으루 공부나 갈까”하고 생각하지만 “원기도 곧소사나지 않었다”는 
마지막 말에서, 이관형은 일종의 답을 찾았지만, 최무경은 다음 행보에 대한 답을 찾
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관형처럼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세계사적 
흐름이나 당대의 흐름을 읽는 지식이 필요했지만, 지금 최무경이 아는 것은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오시형과 이관형에게서 들은 것뿐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동경으로 
공부를 갈까하는 생각도 하지만 그저 말뿐이고 원기가 솟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에 대
해서 어떤 의지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남자를 위
한 삶에서 자신을 위한 삶을 찾은 최무경은, 식민지 조선의 청년 개인으로 사는 것에
는 밝은 전망이 없을 수도 있다는 허무주의적 모습을 보여준다. 
 전향자의 사상적 전향의 논리를 통해 「경영」과 「맥」 연작은 급변하는 세계정세의 
흐름과 그 속에 놓인 동양의 한 식민지 지식인 청년의 현실 독해 방법과 암울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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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에 대한 전망을 유예한다. 특히 최무경을 통해 정신적 지표를 잡지 못하고 있는 청
년 세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들의 낙관적이고 명랑한 전망이 현실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김남천의 일제 말기 소설에는 당시의 사회 현실에 대한 비
판적인 시선이 청년들을 통해 나타난다. 기술자 청년이나 학자를 꿈꾸는 청년, 사무
원 등의 청년들은 그들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일제의 사회적 장의 요소들에서 자유로
울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깨닫는다. 김남천 소설 속의 청년들은 현실에 대한 소극적
인 반항에서부터 새로운 신념을 찾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러한 노력이 
사회적 장의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점을 깨닫고,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다만 
미래에 대한 전망을 보류하는 모습을 보였다. 

 2. 과도기적 현실 인식과 보편성의 탐색 - 유진오

  (1) 개인으로서의 청년 정체성의 정립 

 근대 초기부터 청년들은 학교 교육을 통해 ‘근대’의 여러 규율과 지식을 익혔다. 김
남천이나 유진오 세대의 작가들은 어릴 때에는 한학 교육을 받았지만, 성장하면서부
터는 근대식 교육을 받았다. 특히 유진오나 이효석, 최재서 등의 문인들은 식민지 조
선의 최고의 교육기관인 경성제국대학에서 수학한 인재들이었다. 1920년대 후반에 
설립된 경성제국대학은 제국대학의 한 부분으로써 학제와 운영, 교육 목표 등 전반적
으로 제국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선인이 경성제대를 졸업한다
는 것은 식민지 조선의 사상을 선도하는 최상급 지식인 계층으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한 ‘대학’이라는 최상위 학문 기관이 조선에 존재한다는 것은 ‘학문’ 연
구로 조선에도 ‘아카데미즘’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 일으켰고, 이는 
식민지 지식인 청년들의 지적 욕망을 자극했다. 1929년 경성제대에서 첫 졸업생을 
배출할 때까지 식민지 조선에서는 “학문 재생산”이라고 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121) 
식민지 조선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 청년들의 미래는 그렇게 밝은 것이 아니어

121) 홍종욱, 「‘식민지 아카데미즘’의 그늘, 지식인의 전향」, 『사이間SAI』 11, 2011, 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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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고등교육이 식민지의 지적 체계를 변화시킨다거나 보장된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념의 공백기에 처한 식민지 지식인 청년들에게 
‘앎’에 대한 욕망과 ‘학(學)’이이라는 진리 추구가 보여주는 가치중립성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힘’으로 여겨졌다.  
 경성제대 법학과 출신인 유진오는 제국대학의 시스템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문
인이었다. 그는 대학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다양한 작품에 투영시켰다. 그 중에서
도 장편 『수난의 記錄』122)에는 객관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인 경제학을 연구하
는 청년이 등장한다. ‘대학경제학연구실’에 있는 김세민은 ‘김환’이라는 필명으로 시
를 쓰는 문인이기도 하다. 주인공 세민을 문인이자 학자로 설정한 것은 법학자이자 
문인인 작가 유진오의 경험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인식은 “사상의 진과 위
(僞)를 식별하고 판단하는 작용을 떠나서 인식에 별개의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니, 
“문학의 본질적 기능은 과학의 그것과 다를 것이 없다”123)고 하였는데, 이것으로 미
루어 보아 일제 말기의 문인들은 문학활동과 진리 추구 활동인 학문 탐구를 ‘사상의 
진위를 식별·판단’한다는 공통점을 가진 것으로 인식했던 듯하다. ‘진리 추구’가 가치
중립성을 전제로 한다는 판단은 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 등의 지성을 바탕으로 하는 
‘지(知)’에서 당대의 시대정신을 찾는 노력을 가능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수난의 기록』은 대학 경제학교실에 남아 농업문제 연구를 계속하는 김세민의 이
야기가 중심이다. 이 소설의 서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세
민의 연구와 취직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를 둘러싼 ‘사회주의’ 이념의 문제
이다. 이는 다른 말로 바꾸면 ‘생활’과 ‘이념’의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다. 당대의 전
향소설들이 보여주었던 ‘생활’과 ‘이념’의 문제에 대한 천착과는 다른 진행 때문인지, 
김문집은 이 소설을 유진오라는 수재(秀才)의 “시험답안문”이라며 혹평했다. 지식인의 
내적 고민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김문집이 보기에 이 소설은 “인테리의 사회
적양심”만이 드러날 뿐, 결국에는 “철두철미 띠렌탄트의 문학에지나지못하는것”으로, 
그는 유진오의 “규방의(동)키호-테”적 기질로 인해 “자기비판에대한 兪의 다음계단의 
태도”를 “윈도-의함렛트”의 모습으로밖에 그리지 못한 한계에 그쳤다는 것이다.124) 

122) 이 소설은 1938년 『삼천리문학』에 연재되었으나 연재 당시에는 미완되었다. 이후 1940년 
창작집 『봄』에 ‘長篇小說’로 전작 형태로 수록되었다.

123) 서인식, 「문학과 윤리」(『인문평론』 1940.10.), 차승기·정종현 엮음, 『서인식 전집』Ⅱ, 역
락, 2006, 242면. 

124) 김문집, 「신춘창작대관 (6) - “受難의 記錄”과 “浿江冷”」, 『동아일보』 193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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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집의 이러한 혹평은 일단 소설 연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문
제도 있지만, 이 소설에서 유진오가 보여주려 한 것이 ‘사회주의자’의 생활적 전향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일단 소설의 주인
공 세민은 ‘전 사회주의자’가 아닌, 유진오처럼 다소의 경향적 사상을 지닌 인물일 뿐
이며 그가 다루는 생활의 문제는 오히려 청년의 가장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라
는 점에서 다르게 접근해 살펴봐야 할 것이 된다.
 이 소설에서 세민은 대학에 남아 교수가 되려는 목표를 가지고 대학연구실에 남은 
것이 아니었다. 교수의 말처럼 조선인인 세민은 아무리 똑똑해도 대학에서는 아무 희
망이 없었다. 경제학을 전공하는 식민지 청년 세민이 제국의 시스템 안에 정착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불을 보듯 빤하다. 사실 세민이 노린 것은 미래의 상황
을 잠시 유예시키는 것뿐이다. 지식인의 취업난이 날로 심각해져가던 일제 말기, 대
학을 나온 청년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경우는 드문 일이 아니었다.125) 세민의 아내
는 세민이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면 서울로 솔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세민
은 연구실에 남아 현실을 유예시키려고 한다. 조선인인 세민이 경제학 연구실에 남아
있는다고 해도 그의 졸업 이후는 보장되지 않는다. 이는 그가 전공하고 있는 경제학
과도 관련이 있다. 경제학은 나라를 운영하는데 매우 필요한, 중요한 학문이다. ‘학
문’의 영역에 속하지만 인간의 경제활동에 기초를 둔 사회적 질서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경제학은 ‘학(學)’이 갖는 가치중립성과는 거리가 멀다. 경제학은 경제사회의 모
순을 제거하고 사회를 옳은 방향으로 유도하자는 동기를 가진 학문이므로 그 사회의 
통념과 양식에 비추어 가치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사회과학은 
과학과 인문학의 분열 속에서 자신의 공간을 만들려는 내부적 투쟁을 통해 근대세계
를 다루는 법칙정립적인 세 개의 분과학문으로 나뉘었는데, 경제학·정치학·사회학이 
그것이다.126) 이러한 사회과학은 현실에 대한 해석을 구성하는 것으로 사회현실을 반
영하는 동시에 영향을 끼치는, 권력자들의 도구인 동시에 억압당하는 이들의 도구라
는 점127)에서 식민지 조선에서는 더욱 문제적인 학문이다. 게다가 사회과학은 근대세

125)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백신애의 「학사」에서는, 일본의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식민지 
조선의 청년이 졸업 후 조선에 돌아와도 할 수 있는 일이란 관청에서 근무하는 월급 40원
짜리 밖에 안 되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백신애의 소설뿐이 아니라도, 이 시기 지식인의 취
업난은 매우 심각한 것이었다. 

126) 이매뉴엘 윌러스틴, 앞의 책, 27면.
127) 위의 책,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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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존재하는 지식구조의 일부로, 대학체제라는 근대세계의 주요한 제도적 틀 안에 
있다.128) 경제학이 학문의 한 영역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이렇게 사회적 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제의 제국대학이라는 학문 제도 장에서 경제학을 전공
하는 식민지 지식인 청년의 미래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도 경성제대 수석
입학의 천재이며 법학을 전공한 유진오도 자신이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제대에서는 자
신을 학자로는 받아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고 담담하게 술회할 정도로, 식민지 
조선에서 정국의 운영과 관계된 학문을 연구하는 제국대학의 학자로 산다는 것은 불
가능한 일이었다. 『수난의 기록』에는 그러한 유진오의 대학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 있
다. 
 세민이 연구실에 남아 ‘생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유예시키는 것은 그의 연구 
때문이다. 세민은 교수 몰래 조선의 농업 문제를 연구하여 천 장이 넘는 결과물을 만
들어냈다. 그가 지도교수의 경계에도 불구하고 조선농업사 연구를 하는 것은 유진오
의 <조선사회사정연구소>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조선사회사정연구소>는 유진오가 
이강국, 최용달, 박문규, 김광진 등과 함께 1931년 설립한 것으로, 한국 사회의 근대
적 전환을 마르크시즘적 방법론으로 설명하려고 한 연구 단체였다.129) 『수난의 기록』
에서 주인공을 경제학자로 설정한 것은 이 단체 소속으로 경제사 연구에서 큰 연구 
성과를 낸 박문규, 김광진 등의 연구 활동을 반영한 것130)인 동시에 연구소를 통해 
조선의 실제 사회운동에 이론적·실증적 뒷받침을 제공하고 싶어 했던 당시 유진오의 
경험과 바람을 투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131) 
 일제가 공식적으로 조선을 ‘식민지’라고 칭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조선’은 내지의 
부족한 자원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곳이었다. 조선의 농산물은 조선 내에서의 
자급적 목적보다도 일차적으로 내지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또 일제 말기에는 전쟁
을 위한 물자 동원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의 농업 문제를 연구한다는 

128) 위의 책, 23~24면.
129) 유진오는 1932년 이 단체 사건으로 피검되었다가 풀려난 뒤 한동안 절필했다.
130) 정호웅, 앞의 글, 314면. 
131) “이렇게 보아 오면 朝鮮社會事情硏究所를 만든 것은 나자신의 학생때부터의 소원을 실현

한것도 같지만 내가 생각해오던 硏究所와朝鮮社會事情硏究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돈도 없었거니와우리가 만든 硏究所는 社會運動의 실천에 좀더 가까운 것이었다. 硏究所 
그자체가 실제운동을 하라는것은 아니었지만 실제운동에이론적및실증적인 뒷받침을 제공하
자는 것이 硏究所의 목적이었다.” (유진오, 「편편야화」29, 『동아일보』 1974.4.3. 밑줄:인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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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결국 제국의 식민지 경영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선인이 제국의 
경제학계에서 조선의 농업 문제를 연구한다는 것은 용인되기 힘든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니 세민이 ‘김환’이라는 필명으로 원고를 쓰며 번 돈으로 책을 사서 연구할 
정도로 관심과 열정이 많다고 해도, 그 주제는 ‘불온’한 것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
고, 고로 ‘대학 제출용’ 논문으로 조선 농업 문제를 다루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다.132) 원래 제국대학은 국가를 위한 기관133)으로 설립된 것이며, 식민지 조선에 제
국대학을 설치한 것도 조선에 있는 일본인들에게 내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국대학의 일관된 체제를 위해서 일제는 일본의 구제고등학교의 교육을 
조선에서 이수시키고자 경성제대에 예과를 신설하기도 하는 등, 경성제대의 가르치는 
주체나 교육제도 모두 일본 제국의 것이었다. 물론 경성제대 설립 이후 ‘조선학’에 대
한 연구가 증가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는 일본의 관점에서 식민지 조선을 연구하는 
것이었지 조선인이 ‘조선’의 문제를 직시한 것은 아니었다. 경성제대는 조선에 있는 
일본인에게 내지의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 일본의 한 
지방으로서의 조선을 연구하기 위한134) 목적을 갖고 설립된 것이니, 경성제대는 일본

132) 「편편야화」의 유진오의 회고에 따르면, 세민의 연구가 유진오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세민이 이미 천 장이 넘는 글을 썼다는 것은, 1929~1931년까지 제국대학의 오
다까 교수 연구실의 이강국, 최용달, 박문규 등과 함께 작업한 「조선사회운동사」의 경험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진오는 이 원고를 국내에서 출판하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어 동경에서 
출판하려도 시도했으나 그것도 여의치 않아 원고 채로 박문규가 보관했으나, 그의 월북으로 
행방이 묘연해졌다고 서술했다. (위의 글)

    이 소설 속에서 세민은 조선 농업 경제를 연구한 논문과, 제출용 논문 두 가지를 쓰는 것
으로 나온다. 「편편야화」32화에 따르면, 유진오는 교수회에 자신을 추천할 논문을 제출하라
는 요구를 받았는데, 자신의 논문 내용이 ‘불온’한 것이어서 강사 채용에는 부적합한 것이었
으나, 결국 그대로 제출하고 1933년 봄에 경성제대를 떠났다고 회고하였다. (유진오, 「편편
야화」32, 『동아일보』 1974.4.8.)

133) 제국대학령 제1조는 “국가의 수요(須要)에 부응하는 학술, 기예를 교수(敎授)하고, 그 온
오(蘊奧)를 공구(攻究)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윤대석, 「경성 제국대학의 식민주의와 조선
인 작가」, 『우리말글』 49, 2010. 276면. ) 

134) 경성제대 초기 교수진을 살펴보면, 중국 및 동양연구 관련 교수가 다수였다는 점에서도 
경성제대가 “중국과 일본을 잇는 조선의 지정학적 입지를 감안하여 동양연구의 중심이 될 
것을 표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근식·정진성·박명규 외, 『식민권력과 근대지식 : 경
성제국대학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44면.) 

    그러나 사실 경성제대는 총독부, 대학당국, 교수진, 식민지 인사들 사이의 기대가 그들의 
사회적 위치와 입장에 따라 미묘하게 엇갈렸다고 한다. 식민당국은 ‘식민교육의 완성’을 목
표로 내선일체 이데올로기 구현과 체제 순응적 친일엘리트 양성에 대학교육의 목적을 두었
다면, 대학당국은 일견 동의하면서도 경성제대를 ‘동양연구의 메카’로 성장시켜 ‘제국대학’
의 위상에 부합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는 것이다. 반면 일부 대학인들은 경성제대의 학문
적 자율성과 연구중심의 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요구했다고 한다.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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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조선 민족 양측의 다른 목적을 가진, 동상이몽적 목표를 지닌 기관이었다. 이렇게 
제국대학은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모순된 상황으로 딜레마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게
다가 일본 제국대학 시스템을 그대로 이식한 경성제대에서 조선어에 기반한 조선의 
학계가 자리잡는 것은 무리였기 때문에, 조선인 졸업생의 학계에서의 진로는 불투명
할 수밖에 없었다.135) 

 대학연구실에서의 세민의지위는 말하자면 기괴한것이었다. 연구실원이라면 보통이면 장내 
대학에서 어떤지위라도 얻게될사람이 되는것이나 세민에게는 그러한약속이나 히망이있는것
이 아니었다. 처음 세민이 연구실로 들어가기를 히망했을때 교수는 세민이 무슨대학교수나
되랴는 야망을 가진것으로알고 대학에서는 아무히망이없으니 좋은곳에 취직을하라고 권고
했다. 그러나 세민에게는 교수에게는 말하지않은 숨은 의도가 있었든 것이다. 그것은 학교
문을 나서자마자 결정해야될 자기의 생활태도에대한 문제를 연구실로 들어가는것으로써 이
태동안―연구실에있는 기한은 이년이 원측이었다―연기하랴는것이다. 이왕 연구실로 들어가
는 이상에는 무슨 의미있는 연구를 해보리라 생각하였다. 그래 그는 표면으로는 ‘리카-도’
연구를 내세웠지만 속심으로는 조선농업문제에 대한 연구를 테-마로 잡었다. 이년의기한이 
앞으로 몇달 안남은 지금와서는 그의 연구는 천장이넘는 큰저술로서 거의열매를 맺도록되
었으나 한편 교수로보면 당초에 상당히 우수한 학력이있다고 생각하든 세민이 이태가 거의
다가도록 똑똑한 논문하나 발표하지안는것이 이상스러워서 가을이후로는 작구 연구보고논
문을 제출하라고 재촉하였다. 세민은 하로밧비 자기의연구를 완성하고 싶었으나 한편으로는 
교수에게 업심을 당하는것이 실혀서―그런성질은 누구보다도 세민자신이 제일 실혀했으나 
또한 할수없었다―얼마전부터 급작스레 ‘리카-도’에관한 논문을 쓰기 시작한것이었다. 
(212~213면)136)

 세민의 제출용 연구 주제는 어떤 것일까. 리카도(David Ricardo, 1772~1823)는 영
국의 경제학자로, 곡물조례 개정문제에 대한 연구로부터 분배론까지 나아간 논의를 

45면.)
135) 홍종욱, 「‘식민지 아카데미즘’의 그늘, 지식인의 전향」, 98면. 
    경성제대의 조선인 졸업생 중에서 제국대학 내에서 자리잡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유진오

나 최재서가 강사가 된 적은 있지만, 그 이상의 승진은 불가능했다고 한다. 
     유진오의 회고에 의하면, 유진오나 그의 친구들이 연구실 생활을 하는 동안 일본인들에게 

학자로서의 입신하고자 하는 포부를 좌절당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한다. (유진오, 「片片野
話」, 『동아일보』 1974.3.20.)

136)  유진오, 『受難의記錄』, 『봄』, 漢城圖書株式會社, 1940.
 이 소설의 인용은  이 책에서 하며, 인용 말미에 면수만 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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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가 주장한 ‘비교우위론’은 ‘공평’이 아니라 ‘효율’이 핵심인 이론이다. 리카
도의 ‘비교우위론’은 비교 우위에 있는 재화의 교환으로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무역
이 가능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자원 확보를 위해 ‘대동아공영’의 슬로건을 내걸고 
남방으로 제국을 확장하려고 한 일제의 의도와 일치한다고도 볼 수 있다. 교수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구로 리카도 연구를 택한 것은 세민이 일제 말기의 시대적인 맥락과 
제국의 사상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며, 또한 그런 연구를 용인하는 제
국대학의 속성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리카도에게서 나타난 잉
여가치론의 맹아가 마르크스에 의해 발전·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점까지 
염두에 둔다면, 경제학 전공자이며 과거 ‘급진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던 세민이 표면
적인 논문 주제로 리카도를 선택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가 
된다. 이는 세민이 조선농업문제에 대한 연구를 몰래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유진오가 불온해 보일 것을 알면서도 ‘정의(正義)의 연구’를 제출했던 것처
럼137), 실제적으로 세민이 갖고 있는 관심은 교수의 입장에서 보면 급진적인 것, 혹
은 민족적인 측면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세민의 리카도 연구에 만족한 교수는, 좋아하는 학문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세민에게 
K고등상업학교의 자리를 알선한다. 대학에서 임용이 될 희망이 없는 이상, 또 “모든
사람이 취직에 허덕대는 이판에 누어서 떡먹기로 고상선생이 되리라는 것은 예상도못
하든 행운”이었지만, 이 고상교수 자리는 ‘자격’이 필요한 자리이다. 

 “그런데 자네를 추천허자면 자네가 썩 유능허다는 것을 증명할재료가 있어야헐테니 지금 
쓰는 논문을 빨리 완성허란말일세. 연내로―연내라야 몇일 안남었네만 연내로 다쓰기만허면 
이월호에는 날수있을테니까.”
 “녜”
 연내로 꼭 다쓸수있을는지 의문이었으나 어쨌든 쓰겠다고 대답하였다.
 점심이 끝난후 교수는 담배를 붙이고 이쏘시개를 쓰면서 무슨 생각을했는지 세민을보고 
빙글빙글 웃드니
 “그러면 그건 그렇게 해보기로허구 자네한테 이기회에 좀 헐말이있는데 이건 무어 나로서 
자네한테 무슨 간섭을허는것은 아닐세만 자네가갖고있는 좌익적인생각은 이기회에 일체 버

137) “法의 理念으로서의 正義는 時代를 超越한 永久不變의것이아니라 그時代時代의 社會經
濟的構造의 理念的表現에 不過하다는 것을 各歷史的時代의 代表的思想家를 추려내어 究明
한것이기 때문이다.” (유진오, 「편편야화」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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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것이 조치않을까허구 나는 생각허네. K고상에다 추천을허면 추천자인 나로서두 채임두 
있는것이니―”
 교수의말은 대단 부드러웠으나 그말의 의민즉 심상치안은 것이었다. 세민이 대강 어떤생각
을 갖고있는것쯤 교수가 짐작하는것은 당연한 일이었으나 똑똑하게 ‘좌익’이라는 이름을 붙
이기까지하는 것은 의외였다. 
 “건 제가 무슨 그런생각을 가젔다구 말헐것이야…… 다소 제생각이 라디칼허다고는 헐수
있겠죠만.”
세민의 대답은 몹시 군색하였다.
 “아 머 그러니까 내말은 자네가 하필 그러태서가아니라 그런생각을 가젔으면 이기회에 버
리란말이지.” 
 교수는 끝에가 허허웃고말었다. 세민은 잠잣고 고개를숙여 교수의말에 복종하는뜻을 표시
하였다. 그러나 마음속은 아지못할 모순의감정에 격동되고있었다.
 백합원을나와 연구실로 도라가는길에 세민은 차차로 현재의 자기의지위를 똑똑하게 알수
있었다. 요컨댄 이태동안 연기하였든문제가 눈앞에 닥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태전과 
같지는않었다. 그곳에는 세민자신의 성장이있었고 그성장을 표시하는 천여매의 논문이있었
다. (...) 그러나 ‘선반에서 떡이떠러지듯이’ 지금 눈앞에노인 고상교수의의자의 유혹도 그렇
게 약한것은아니었다. (216~217면, 밑줄 : 인용자)

 교수가 리카도 연구에 흡족해하며 논문을 제출하라는 것은 물론 학자로서의 자격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주제가 세민이 “유능하다는 것을 증명할재료”인 동시
에 그가 ‘급진적인 사상’에서 확실하게 ‘전향’을 했는가의 여부를 판단할 자료, 즉 취
직의 ‘자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세히 나타나지는 않지만 ‘좌익적인 사상’ 혹
은 ‘라디칼’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나, 사상운동을 했던 사촌 형 세호나 투옥 중인 
사회주의자 친구 이해림 등의 친분 등으로 보면 세민은 ‘좌익’은 아니지만 작가인 유
진오처럼 ‘동반자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유진오는 젊은 시절 마르크
스주의 서적과 서양의 고전을 두루 탐독했던 지식인이었고, 카프에 가담하지는 않았
지만 당시의 세계사적 보편으로서의 사회주의 사상에는 공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그의 이런 성향이 세민에게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취직을 위해서라면 “좌
익적인생각은 이기회에 일체 버리는것”이 더욱 중요하다. 논문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
만, 취직을 하고 생계를 유지하며 원하는 공부를 하려면 논문의 주제도 제국의 시스
템 안에서 용인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연구자의 사상도 완전한 전향을 이루어야
만 하는 것이 일제 말기의 현실이었다. 두 개의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도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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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에 대해 군색한 변명을 하는 이런 세민의 태도가 김문집 등의 평론가에게는 ‘규
방의 동키호테’로 비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세민은 사회주의적 신념을 그러내놓을 수 없었던 일제 말기에도 드러내지는 않지만 
경향적 사상을 유지하고 있던 지식인 청년이다. 이미 완성 단계인 개인적 논문의 주
제는 수탈이 심해지던 일제 말기의 궁핍한 조선농민의 경제에 대한 관심에서 나온 것
이었으며, 전 사회주의자였던 세호나 애라, 이해림, 독서회 사건으로 해고당한 지요꼬 
등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서도 세민이 여전히 경향 사상의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제 말기는 신념과 행동의 문제가 전면화되던 시기였
고, 지식인 청년 특히 세민처럼 ‘급진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다는 낙인이 찍힌 자들에
게는 어떠한 ‘행동’이 요구되던 시기였다. 일제 말기의 ‘전향’의 상황이 특히 ‘생활’의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예상 못하던 행운’이라 할 수 있는 고상 선생 
제안은 세민에게는 고민이 되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 유진오의 문학은 생활(생계)의 
문제를 현실의 중심적인 문제로 사고한다는 특성을 갖는다.138) 세민의 문제 역시 그
러하다. 글을 써서 번 돈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연구를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대학 연구실의 연구원 생활로 현실을 
유예한 것도 그 때문이다. 글을 써서 연구비를 벌고, 책을 팔아야만 세호 형에게 조
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민의 현실은 신념과 행동의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
니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규방의 돈키호테’가 거리의 돈키호테가 될 수 없는 것 역
시 이러한 사정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제국의 학문 체계 속의 지식인 청년은 늘 두 가지 선택지 - 자신의 신념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체제의 흐름을 따를 것인가- 앞에 놓인다. 헨리 제임스의 부재의식에 
관한 이관형의 연구와 현실의 충돌 문제(김남천의 『낭비』) 또한 지식인의 선택을 요
구하는 문제였다. 그러나 이관형과 달리 세민은 처음부터 대학 강사의 자리를 원한 
것은 아니었다. 세민의 목표는 현실의 유예이며 자신만의 연구를 완성하는 것이었다. 
내지에서 강사 임용을 위해 온 민법 연구실의 야스다는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 청년이 
학자로 입신할 수 없는 현실을 더욱 잘 느끼게 하는 일본인 동료이다. 야스다는 동경
제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1년 동안 그곳의 조수로 있다가 교수 자리가 확정되어 작년 
봄 경성제대에 왔다. 그의 전공이 경제법이기 때문에 “이곳대학에서 성적이 대단히 
좋았다는 세민에게 야스다는 동정과 호기심을 가진 듯이 보이기도” 하였다. 야스다와 

138) 박헌호, 「현민 유진오 문학 연구」, 『식민지 근대성과 소설의 양식』, 소명출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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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민은 둘 다 비슷한 전공에 제국대학 졸업자이며 성적도 좋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
들에게는 큰 차이점이 있다. 대학에 있어도 아무 희망이 없는, 고상 교수 자리를 위
해 과거의 사상과 관련된 문제까지도 말끔하게 정리해야 하는 ‘식민지 조선인’ 청년 
세민과 달리 교수 자리가 확정된 일본인 야스다는 지배민족과 피지배민족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세민은 이러한 야스다의 삶을 “그림자없는 햇빛같은 생활의행복”
이라고 표현하면서, 가진 것을 팔고 글을 써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교한다. 유진오는 자신의 이력과 비슷한 세민을 통해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 청년의 
학계에서의 제도적 한계, ‘제국’이라는 커다란 사회적 장(場)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지적 욕망도 있고 실력도 있지만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 처음부터 정해진 자리 이상은 
올라갈 수 없는 현실이 그것이다. 
 세민의 현재 위치란, 스스로의 지적 욕구에 따른 지식의 성장을 표시하는 ‘마음과 
피’를 기울인 논문보다도 ‘선반에서 떡이 떨어지듯’ 눈앞에 놓인 고상 교수 자리에 대
한 유혹에 흔들리는 자리이다. 결국 “눈앞에 매달닌 과자를쫓는 개모양으로 ‘고상교
수’를 눈앞에 본후로는 논문에 열을내지않을수없”어 세민은 일주일 동안이나 매달려 
리카도에 대한 논문을 썼다. 생활의 문제는 지적 욕구와 길항하면서, 결국 사회과학
이 가지는 ‘권력자들의 도구인 동시에 억압당하는 이들의 도구’라는 점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세호의 생활고에 대한 토로가 담긴 편지를 받은 후 세민이 
‘고상교수’ 제안을 받은 것은, 신념과 생활의 흐름 사이의 문제, 그에 따른 행동이 그
렇게 쉽게 결정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소설에는 사촌 형 김세호, ‘중앙평론’의 여기자 주애라 등 
세민과 관계를 맺고 있는 전(前) 사회주의자들의 몰락 서사 또한 중요한데, 이들이 
세민의 새로운 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주애라는 세민의 친구인 사회주의자로 
7년 형을 받고 복역 중인 이해림의 전 애인이다. 이해림이 애라 방 벽의 “신문에서 
도려낸 표한한” 사진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나, 애라가 해림을 비롯한 동지들을 두고 
“먼저 세상에나와” 취직을 한 것은 모두 사회주의 사상 패퇴한 이후에 지식인들의 현
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애라 역시 사회운동을 할 때에는 “뜨거운열정을 담은 눈”을 
했었지만, 지금은 폐병으로 고생하는 여성일 뿐이다. 이해림의 권유로 백화점 점원 
일부터 시작했으나 그것이 성미에 맞지 않아 금방 그만두었고, 투옥과 출감 이후에는 
잡지사에 취직한 애라는 ‘화려한 꽃’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그 때문에 출감 이후 
그는 가십의 단골이 되었다. 애라와 세민의 대화 속에서 등장하는 ‘전향’한 다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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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자들의 삶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사회주의자였으나 불구가 된 아이와 자신의 생
활을 위해 태양광선요법을 하는 요양소를 차린 박정순, 애라의 친구이며 ‘어떤 사건’
(비밀독서회사건)으로 대학병원 간호부 일을 그만두게 된 마쓰우라 지요꼬 등 검거와 
전향 이후 사회주의자들의 현실을 통해, 유진오는 사회주의가 패퇴한 이념의 공백기
를 ‘생활’의 문제로 채워나가고 있는 전 사회주의운동가들의 현실을 보여준다. 신념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여겼던 이들의 삶에서 우선순위는 ‘생활’의 문제로 바뀌었다.   
 또 애라와 지요꼬를 만난 후 하숙으로 돌아온 세민은 사회주의 운동 후 병으로 앓
아 누워 있는 종형 세호의 편지를 받는다. 세호는 세민보다 열 살이 더 많고, “동경
으로 만주로 도라다니며 여러가지운동에 발을디밀”던, “세민과달너무슨 생각을하면 
앞뒤를 돌보지않고 돌진하는 사람”이었다.

 세민이 고등보통학교 이학년때 동경W대학 이학년에 재학중이든 세호는 가랑닢이 여울물
에 휩쓸려 들어가듯이 조류속으로 휩쓸려들어갓다. 이어 그후 육칠년동안 세호는 열병에 부
뜰닌 사람모양으로 끈임없는 고난의 길을 걸었다. 그리는 동안 세민은 조용히 학창생활을 
게속하면서 차차로 자기도 인생과 사회에대한 눈을 뜨게되었으나 사촌형을 경모하는생각은 
종시 변하지 않었다. 그러나 삼년전 세호가 세 번째의 고난을격고 나왔을때에는 그는 벌서 
시세와는 몹시 동떠러진 사람이 되고있었다. 거기다가 거의 페인에 가까울만치 육체를 망치
고 있었다.
 그날밤 세민은 관철동 어느여관 구석방에서 여러해만에보는 종형을 의미깊게 바라보고있
었다. 그러나 아무모로 보아도 그에게서는 옛날의 그모습을 찾어낼수 없었다. 빛나든 눈동
자는 빛을잃고 윤태나든 두볼은 여지업시 쑥드러갔으며 이마에는 나이보다도 열살은 늙어
보이는 깊은 주름살이 색여저있었다. (208면)

 “……나는 전에 역사발전의 철측이라는것을 믿고 그것에 히망을부처왔다. 그러나 그철측이
라는것이 나에게 이렇게 무심한것이라면 나는 그것을 저주한다. 이 나에게 건강과 히망을 
도로다오. 벌써 올해도 저무러가는구나. 아 내뺨이 붉고 내눈이 새맑든 그때…….” (210면)

  
 열렬한 사회주의자였던 사촌형 세호는 사상을 잃고 병든 채로 고향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그는 병고와 주림, 울분을 세민에게 하소연하며 생을 유지할 뿐이다. 오히려 그 
‘철칙’이라던 사상을 저주하기까지 하면서도 편지 말미에는 작은 글씨로 생활비를 보
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사상도 잃고 생활도 잃은 모습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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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요꼬 등 세민 또래의 젊은 사상 청년들은 생활의 영역에서도 스스로의 길을 만
들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세호를 통해 점차 ‘생활’의 문제
의 무게를 인식하게 된 세민은 이번에는 생활과 애정의 문제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
다. 세호의 편지를 받았을 때는 고상 교수로서의 생활을 바라보게 되었지만, 병석에 
누워있는 애라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는 리카도 논문보다도 애라
의 곁을 지키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세호의 편지와 고상 
교수 제안은 조선 농민 경제에 대한 세민의 연구를 중단시켰지만, 애라와의 관계 진
척은 세민을 생활의 문제에서 ‘자기가 생각하던 진리의 생활’ 즉 신념에의 문제로 돌
아서게 했다.  
 세민은 애라를 향한 사랑을 확신하고 난 후, 그는 “우울한 논문을 계속해 쓸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한다. 

 연구실에 나간댔자 우울한 논문을 계속해 쓸 마음의여유도 없었거니와 그보다도 덮어놓고 
애라의곁에만 있고싶기때문이었다. 세안으로 내라는 논문을 쓰지못하는 것이 마음에 꺼르끼
지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논문은 못쓰게된 것이 또한 괜찮다는생각도 없지않어있었다. 
지금까지 이해타산을 따러 움직이든 자기의 얄미운 이지가 차츰차츰 꺾여들어가는 것을 남
의일같이 바라보며 도리여 통쾌하기도했다. (243면)

 십년이 넘는동안 우울의씨가되었던 이혼문제를 해결하고 건강을회복한 애라와시작할 새로
운생활! 그생활이 시작되면 자기는 새로운 생명의힘을 얻으리라하였다. 인제는 자기가생각
하던 진리의생활로 발을 내디딜수도 있을것같었다. 애라와의연애가 우울한 논문을쓰던 붓을
멈추게하고 고상교수의지위에서 자기를 멀리한것도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생각하기도하였
다. (259면)

 고향에 조혼한 아내와 자식이 있는데다가, 친구 이해림과 애라의 관계를 생각해서 
애라를 향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던 세민이 연애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고상교
수’자리나 연구에 관한 문제는 모두 ‘이해타산’에 따른 행동이었던 것으로 정리된다. 
이후 연구를 독촉하는 교수의 연락이 계속되지만 세민은 리카도 연구를 포기하고 애
라의 곁을 지킨다. 애라와 함께 하는 생활을 “새로운 생명의힘”을 얻을 생활이고 “자
기가생각하던 진리의생활”을 한다는 것은, 조선농민경제 논문을 마무리하고 신념과 
괴리되는 연구나 생활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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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안일수의 개입으로 세민과 애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세민은 연애나 조선농민
문제에 관한 논문이나 리카도에 관한 논문 어떤 것도 완성하지 못하고 현실에서 완전
히 유리된다. 이것은 세민의 세계가 결국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지탱되는 것이 아니
라 전 사회주의자들의 영향관계 속에서만 가능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방황하던 세민은 지요꼬를 만나게 되고, 그와 함께 퇴폐적이고 문란한 생활을 한다. 
한편으로 세민과 지요꼬의 문란한 생활은 당대의 허무주의적이고 퇴폐적인 청년의 모
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요꼬는 일본여성이지만 조선에서 간호부로 일
을 했고, 독서회사건에 연루되어 유치장 생활도 하고, 결국 생활의 문제 때문에 바의 
여급이 된, 청년 여성의 전락 과정을 보여준다. 일본인이지만 일본 내에서는 뿌리를 
내릴 고향이 없고, 조선에서도 마땅한 직업이 없는 채 여급이 된 지요꼬와 학문의 세
계에서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세민의 관계는 일제 말기 ‘현대미(現代美)’의 하나로 지
목된 ‘애수(哀愁)와 퇴폐(頹廢)의 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인식은 애수
와 퇴폐가 현대의 미(美)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성질을 지닌 것이라고 말한다. 그
는 애수가 “상실한 것에 대한 회고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면, 퇴폐는 “인간의 모
든 부정적인 象面에 대한 긍정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비교하면서, “고매한 정
신이 물러가고 비만한 육체만이 날뛰는 현대”에 “투탁할 곳을 갖지못한”, “특정한대
상도 갖지못하고 방황하는” “정신적 漂泊者”들이 갈 곳 중 하나가 바로 “퇴폐의 길”
이라고 하였다.139) 사회주의라는 신념을 잃고, 생활 문제에서도 난항을 겪는 애라와 
지요꼬, 세민은 서인식이 말하는 “특정한대상도 갖지못하고 방황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퇴폐가 인간의 “부정적인가치에대한긍정”이 긍정적 가치의 갈망에 대해 일
종의 아이러니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 고향이 없는 이들은 퇴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급으로 전락한 지요꼬와 소모만 가능한 문란한 생활을 하던 세민은 결국 퇴폐한 
생활이 지요꼬나 세민 자신의 허망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자신의 하
숙으로 돌아온다. 허무와 퇴폐의 생활은 어떤 상황도 바꾸지 못하였다. 이 소설에서 
애라나 세호는 세민에게 남아있는 사회주의 사상을 의미한다. 세호와 애라의 병이 악
화되는 것은 사회주의의 패퇴를 의미하는 것이며, 결국 세민이 애라와의 애정문제가 
순탄치 못하게 되고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것은 교수의 제안으로 인해 두 개의 선택
지(신념과 생활) 사이에서의 고민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139) 서인식, 「哀愁와 頹廢의 美」, 『인문평론』, 1940.1. 56~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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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요꼬와의 문란한 생활이 신념을 잃은 자들의 방황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연구실의 
책상을 정리하라는 교수의 엽서와 세호 형의 부고, 애라의 죽음은 세민에게 영향을 
미친 사회주의 사상이 더 이상 어떤 힘을 갖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떤 
선택도 하지 못하고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갈등하던 세민은 결국 두 개의 선택지
를 모두 놓친 것이다. 이는 세민의 과거(세호, 애라로 표상되는 사상의 세계)나 미래
(고상 교수로서의 안정적인 생활) 모두 불투명한 것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에게 남
은 것은 퇴폐와 허무로 얻은 폐병과 “껍데기만 남은” 육체뿐이다. “대학연구실에 조
용히 앉어 농업문제에 머리를파묻든 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음을 뒤늦게 깨달았
다고 하더라도 세민의 현실은 너무나도 변해 있다. 대학연구실에서의 생활, 애라와의 
문제, 지요꼬와의 생활 모두에서 실패한 세민은 “얼마동안 정신을 잃고 있는동안에 
세상은 휙 뒤바뀌고 사람들은 세민만을 남겨놓고 멀리들 가버린것같”이 생각한다. 
 

 이 멫해동안 아니 요 멫달전까지도 세민이 그속에살든 높은 리상에의 생활과 분위기는 그
곳에서는 거림자도 차질수없었다. 그동안에 세상이 그러게 변했다는것인가. 세상을보는 세
민의눈이 그렇게 변했다는것인가. 허나 어쨌든 지금 이요란한 흐름속에 선 세민에게는 지금
까지 그가 쫓든 리상의세게가 꿈나라나같이 느껴지며 그꿈나라에서 단번에 이곳에나온 세
민자신은 그부산한 군중과는 아무 인연없는 한 ‘에트랑제’인것같이 생각되는 것이다. 
 문든 왼손편으로 책사가 보인다. 세민은 그곳에서나 옛향기를 차지랴는 듯이 그리로 들어
갔다. (…) ‘킹구’ ‘주부지우’ ‘신청년’들의 호화로운 표지에 섞여 초라한 조선잡지들이 보인
다. 세민은 그중에서 그리운기억있는 ‘중앙평론’을 집어들고 목차를 죽 흘터나갓다. 과연 세
민의 기대대로 그곳에는 그래도 옛향기가 남어있었다. 세민도 연구한일있는 상고시대의 농
업에관한 논문이보인다. 필자는 이름들은일없는 새사람이었으나 내용이 그때 바야흐로 이름
이높든 C교수의 ‘고대조선경제사’에대한 통렬한 비판이었으므로 세민은 저절로히 흥미가끌
려 읽어내려갓다. 필치는 미숙하면서도 논봉은 날카로웠다. 그런데다가 논지가 C교수의 저
서에대해 세민이 느끼고있든 불만과 대개 일치되는 성질의것이었다. 
 읽어내려가는 동안에 세민은 가슴이 낀하도록 이멫달동안의 자신의행동을 뉘우첬다. 이 이
름모를 새사람의 신경은 어찌그리 건강하뇨. 그리고보니 변한 것은 세상이아니라 실로 세민
자신이었든가. (355~356면, 밑줄:인용자) 

 세민은 자신이 애정 혹은 애욕의 생활을 보내면서 자신의 ‘생활’을 소진했던 동안,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무명 학자가 논문을 발표했음을 본다. 조선 농업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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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세민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였던 문제였지만, 자신과 같은 조선의 무명 청년은 용
기 있게 그러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세민이 후회했던 것은 신념과 생활의 문제 사
이에서 갈등했던 자신이라기보다, 지나간 사회주의의 정신에 휘둘려 그들처럼 자신의 
건강이나 생을 허비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결국 변한 것은 세민 자신이라는 결론에 
다다랐던 것이다. 잡지에서 애라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동해로 애라를 만나러 갔던 
세민은 애라의 임종을 보면서 확실하게 사회주의의 시대가 종말을 고했음을 깨닫는
다. “깨다름의 새벽을 당한것처럼” 바다로 가서, 물고기가 뛰어오르는 소리를 듣고 
그는 어둠이 사라진 새벽을 보고서는 “혼자 서있는 것은 김세민이란 이름붙은 사내”, 
“학자도 시인도 또는 누구의 애인도 누구의 아들도 아닌 김세민이란 한 개의 젊은 
사내”라는 “위대한발견”을 한다. 세민에게 급진적인 사상의 영향을 주었던 사회주의
자들이 모두 사라진 후에야, 세민은 사상이나 생활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진 ‘김세민’이
라는 자아를 ‘발견’한다. 그 전까지의 세민의 삶이 누군가와의 관계, 소속된 집단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사회적 개인’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신념’이나 ‘생활’의 문제에서 
분리된 ‘개인’으로 서게 된 것이다. 
 유진오는 이 소설에서 ‘이념’과 관련되었던 이들이 ‘사회주의자’라는 범주를 벗어나 
어떻게 ‘개인’으로서의 삶을 세워나가는가의 문제를 지식인 청년을 통해 보여주었다. 
이 소설이 애라와 세민의 연애와 실연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유진오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소설의 초입에 배치된 사회주의자들의 이야기이다. 
제목에서 말하는 ‘수난’의 주체는 연인을 잃은 세민이 아닌 ‘사회주의’라는 전대(前代)
의 이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세민을 둘러싸고 그와 관계를 맺는 인물들은 모두 
전 사회주의자이며, 이들은 사상의 자리에서 생활의 자리로, 그리고 그보다 더 타락
한 세계로 떨어지고, 결국 애라와 종형 세호가 사망하면서 지나간 시대의 주조(主潮)
였던 사회주의의 시대는 완전히 끝이 난다. 유진오는 『수난의 기록』을 통해 자신과 
동일한 세대인 종형 세호의 세대와 20대 초반 청년 사이에 위치한, 막 사회로 진입할 
시기의 지식인 청년들 앞에 놓인 ‘사상’의 쇠락을 추적하면서, 식민지 조선의 한계 속
에서도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했던 청년들의 모습을 보여주
려 했다. 하지만 세민과 애라, 세민과 지요꼬의 애정 문제가 너무 부각되면서, 유진오
가 강조하고자 했던 신념의 문제, 식민지 조선의 학계 현실은 허무적이고 퇴폐적인 
것 속에 묻히고 말았기 때문에, ‘신념이 수난을 당한 기록’이 결국 한 남자(세민)가 
‘여성 문제로 수난을 당한 기록’에 그친 이야기로만 읽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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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오가 제시한 것은 결국 단독자로서의 ‘개인’이었다. 예전에 갖고 있었던 급진적
인 생각이 생활의 걸림돌이 될 정도로 부자유하던 시대에, 결국 기존의 모든 관계를 
끊은 개인으로서의 청년이 용기있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 
것이다. 이것은 일제 말기와 같은 시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사상적 연대보다는 개인
의 확고한 ‘시대정신’을 가진 정체성 정립이 선결 과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개인’이라는 청년이 전체주의를 요구하는 일제 말기의 
현실에서 얼마나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가이다. 유진오의 이러한 고민은 『화상보』
의 청년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 ‘제로의 가치’와 ‘정신’의 탐색

  유진오의 또 다른 장편 『華想譜』(『동아일보』, 1939.12.8.~1940.5.3.)는 『수난의 기
록』 후, 이념의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그러나 
『수난의 기록』이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 청년이 사상과 지식 문제에 다양한 방법으로 
부딪히며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나가려 노력하지만 결국 식민지의 현실에 부딪혀 실패
하는 것으로 끝난 것과 달리, 『화상보』는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오로지 실력과 신념
으로 극복한 인물 장시영과, 실력은 있지만 지위와 명성에 집착하다가 몰락한 성악가 
김경아를 대비시키면서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 청년이 가져야 할 진정한 정신적 가치
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화상보』에서 유진오는 장시영과 그의 동료 송기섭, 그 외 인물들의 ‘신념’과 ‘행
동’의 문제를 통해 일제 말기 청년의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조남현은 이 소설
의 등장인물들인 장시영, 송기섭, 이태희, 조남두 등의 이성과 행위를 합쳐놓으면 사
상소설을 구축할 수 있으므로 이 소설의 진짜 의도는 연애소설이 아니라 지식인소설 
혹은 사상소설을 만드는 데 있었다고 지적했다.140) 이렇게 『화상보』는  『수난의 기
록』과 마찬가지로 연애담보다도 주인공을 둘러싼 다른 인물들이나 환경, 신념에 따른 
행동 등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 소설이다. 이는 몇 차례 반복해서 실린 동아일보

140) 조남현, 『한국 현대소설사 2』, 387면. 
 조남현은 이 소설을 장시영으로 대변되는 학자, 송기섭으로 구체화되는 비판과 봉사로서의 
지식인, 이태희로 나타나는 상록수형 등 세 개의 기둥이 떠받치고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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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화상보』 연재 예고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여기에서 유진오는 이 소설을 통해 
“사람은 어터케살어야 할것인가”하는 것을 문제 삼겠다고 했다. 이 문제의 답은 장시
영의 과학에 대한 태도와 삶의 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장시영은 재야 식물학자이다. 중학시대부터 식물학에 남다른 취미를 갖고 있었던 시
영은 수원고농에 다녔으나 아버지가 죽으면서 남긴 빚을 갚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취직을 했다. 처음에는 병원의 서생으로 일을 했으나, 일에 쫓겨 식물채집을 다닐 수
도 없고 연구를 못 하는 것을 가장 힘들어했다. 그러던 중 병원 손님인 이태희의 초
빙으로, 그가 경영하는 중등 실업학원의 교사가 되었다. 교사가 된 후 시영은 연구와 
채집에 여가 시간을 쓰면서 식물연구를 계속하였다. 식물연구에만 온 신경을 쏟는 시
영은 자신의 외양에는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 동경 음악학교를 졸업하고 독일에서 
공부하고 유럽에서 공연을 펼치고 귀국하는 약혼녀 김경아의 귀국 마중에도 구겨진 
넥타이에 낡은 외투를 입을 정도이다. 이렇게 “중학시대부터 벌써 십년이 넘는 동안
에 꾸준하게 식물연구에 몸을 바치어 온 그는 이미 한 개 숨은 식물학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준 높은 지식을 지니고 있다.

 온 조선을 다 돌아다니며 오천가지나 되는 식물을 채집하는 동안에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
았던 새 식물을 새로 발견한 것만 해도 벌써 십여종이나 된다. 그런 것을 발견할 때마다 
시영은 모교인 고농의 「무라마쓰」교수에게로 보내고 「무라마쓰」박사는 그것을 다시 동경제
대 「나까이」박사에게로 보내서 감정과 명명(命名)을 청한다. 그러므로 조선의 새 식물로서 
「나까이」박사의 이름이 붙은 것 중에는 사실은 장시영이가 발견한 것이 십여종이나 섞여있
는 셈이었다. (…) 학명에는 「나까이」박사의 이름이 붙고 또 그것이 새로운 속(屬)의 발견이
라 해서 학계에서 중대시한 것이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무명의 학도 시영의 공적인 것이
다. (…) 지금까지 두서너번이나 시영은 조선 식물의 분포에 관한 연구를 「일본 식물학회」
의 기관지에 발표하기도 했다. 그 때문에 전문가 사이에는 실력있는 숨은 학자로서 장시영
을 아는 사람도 몇 있었지마는 뜬 구름같이 화려한 저어나리즘에는 장시영의 석자는 한번
도 나타난 일이 없다.  
 물론 그런 것을 원하거나 불만히 생각하는 시영도 아니다. (234면)141)

 인용된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장시영은 ‘식물을 연구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

141) 유진오,『華想譜』, 민중서관, 1959. 
 『화상보』의 인용은 여기에서 하며, 인용 말미 면수만 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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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가 식물을 연구하는 것은 그것을연구해서무엇에 쓰려느니보다도 그저 그것
이 제일 마음에좋기 때문”이다. 시영이 연구하는 학문인 ‘식물학’은 『수난의 기록』의 
경제학처럼 체제의 이념에 의해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영역의 학문이 아니다. 일제 
시대에는 ‘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풍토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는데, 식물학도 
지배지에 대한 연구와 함께 자원의 확보를 위한 목적을 가진 분야였다. 그렇지만 이 
소설에서의 ‘식물학’은 하나의 가치중립적인 ‘과학’으로서만 기능한다. 유진오가 식물
학자인 장시영을 등장시킨 것은 자연과학이라는 학문이 속한 학문 제도 장(場)의 논
리보다도 ‘자연과학’이 갖는 가치중립적인 지식의 힘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근대의 자연과학은 역시 사회적 장의 논리와 무관하지 않다. 발견하
는 식물의 표본에 발견자의 이름이 붙음으로써 그 ‘지식’은 발견자가 속한 국가의 지
적인 힘을 마련해주고, 학(學)의 영역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
문이다. 물론 자연과학은 선형적이고 결정주의적이며 시간가역적인 자연법칙들을 연
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그렇지만 가장 순수한 것으
로 보이는 자연과학이라 할지라도 지식이 또 다른 권력이 되는 근대사회에서는 자연
과학 역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권력관계나 독점, 이해관계 등과 무관하지 않다.142)  
 그러므로 시영이 연구의 즐거움만을 찾을 뿐, 자신의 연구 결과가 무라마쓰 교수에
서 나까이 박사의 업적으로 바뀌고, 학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분야에 시영의 연
구가 바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영은 연구 이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다. 그는 지식이 갖는 권력의 힘, 사회적 장의 권력관계나 이해관계 등을 논외로 하
고 식물학이라는 자연과학의 한 영역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런 태도
는  『수난의 기록』의 세민이나 『낭비』(김남천)의 이관형이 논문을 통해 자신의 능력
을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과 달리, 시영이 “그저 그것이 제일 마음에좋기 때문”에 식
물을 연구할 뿐이라고 강조하는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연구로 부나 
명예, 권력을 얻기보다는 연구할 수 있다는 것에만 만족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발
견한 새 식물이 모교인 고농의 무라마쓰 선생을 통해 동경 나까이 박사에게 가고 그
것이 나까이 박사의 이름으로 학계나 세간에 알려진다고 해도 그는 개의치 않는 것이
다. 사실 장시영은 일제 말기 조선인 학자들을 모델로 하여 만들어진 인물이다. 일본
의 나카이 박사와 함께 조선의 화본과 식물을 연구한 수원고농의 정태현과 제국의 아
카데미에 들어간 ‘나비박사’ 석주명의 자연과학자로서의 노력과 과학적 정신이 식물

142) 이매뉴엘 윌러스틴, 앞의 책, 83면, 149~1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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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장시영의 실제 모델이다.143) 자연과학의 융성으로 식민지 조선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침을 제출하겠다는 과학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은 자연과학 자체가 안고 있는 
가치중립성으로 인해 한계가 명백하다144)고 할 수 있지만, 소설 내에서 전 사회주의
자인 송기섭이 한 말처럼 “어느 정도 초시대적”인 “자연과학을 선택한 덕택”에 과학
적 정신을 잃지 않은 장시영은 제국의 학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장시영은 성
실한 과학자의 모습을 한 순간도 놓지 않는다.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세가 
기울어서 취직을 해야 할 때에도 그는 자신의 연구를 놓지 않는다. 그리고 십여 년에 
걸쳐서 연구한 내용들을 꾸준히 정리한다. 과학이 필요로 하는 속성 중 하나인 성실
함과 끈기는 장시영의 삶을 통해 고스란히 나타난다. 성실함은 고농 중퇴 후 병원 서
생이 된 그가 중등 실업학교 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생활에 쫓기기는 
해도 연구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만들어주었다. 그리고 십 년 넘게 꾸준히 해 온 식물 
연구에 관한 결과를 ‘일본 식물학회’의 기관지에 발표하면서 재야 학자로서의 길을 
걸어왔고, 결국 그의 연구가 인정을 받아 모교의 강사가 될 수 있었다. 
 조선의 식물을 연구하는 수원고농 출신의 과학자 장시영이 성실함과 끈기라는 ‘과학
의 정신’을 잃지 않고 살아간 끝에 제국의 학계에 안착하는 성공의 서사는 기회에 대
한 갈증으로 예술의 기본 ‘정신’을 망각하고 타락한 소프라노 김경아의 몰락의 서사
와 교차된다. 예술의 가치를 망각한 경아의 모습은 일제 말기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었
던 청년 표상과 일치한다. 1930년대 전반기까지만 해도 사회주의와 고급예술이 유토
피아 서사의 주된 요소가 되면서 사회주의와 고급예술을 향유했던 청년들은 국제주의
적 자질을 갖춘 인물로 나타났지만, 1930년대 중반 이후의 소설에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고급예술’이라고 불렸던 교양이 세속화하거나 타락하면서 딜레탕티즘
(dilettantism)에 빠진 청년들이 많이 등장한다.145) 중일전쟁 이후 정치성과 운동성이 
탈각된 청년담론은 극도로 속류화되어 영웅이 되거나 입신출세하는 것이 최고라는 쪽
으로 변질되었고, 이런 생각은 소비지향적인 대중매체들에 의해 확산되었다.146) 유진
오는 이미 『수난의 기록』에서 댄스홀을 즐겨 찾는 야스다나 사회주의자였으나 댄스홀

143) 유문선, 「화상보론」, 『문학정신』, 1991. 6.
144) 유문선, 「동반자작가의 전향에 관한 시론」, 『관악어문연구』 8, 1983.
145) 송효정, 「비국가와 월경(越境)의 모험-1930년대 대중소설과 청년 코스모폴리탄」, 『대중서

사』24, 2010.
146) 이기훈, 「‘청년’, 갈 곳을 잃다-1930년대 청년담론에 대한 연구」, 『역사비평』 76, 

2006.8. 380~381면 ; 이기훈, 「일제하 청년담론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4~204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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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급이 되어 문란한 생활을 즐기는 지요꼬의 모습을 통해 ‘속물화’된 ‘교양’을 가
진 청년을 비판적으로 제시했었다. 딜레탕티즘에 빠진 예술과 그것을 의식 없이 즐기
는 청년에 대한 유진오의 비판적인 관점은 『화상보』에서도 다르지 않다. 
 동경과 독일에서 성악 공부를 하고, 유럽을 순회하며 공연까지 한 성악가 경아는 
‘동양의 꾀꼬리’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화려한 예술가의 삶을 살지만 결국은 레코드 
가수로 전락한다.147) 조선 청년의 경우, 일반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교양은 대부분 
동경을 거쳐 들어오는 것이었지만, 경아는 서양고전음악의 원형인 유럽에서 성악을 
배웠다는 점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은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그의 귀국 독창회
가 성황리에 열렸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특히 유진오가 경계했던 딜레탕티즘에 
빠진 청년들의 부정적인 삶의 모습은 김경아와 그의 패트론, 예술가 친구들의 살롱과
도 같은 ‘예술가의 집’에서 잘 나타난다. 유진오는 이러한 퇴폐적 예술(가)의 반대 위
치에 건실한 과학(자)을 놓아 그 둘을 대비시킨다. 경아는 조선에 돌아왔을 때만 해도 
안상권을 떠나 장시영과 함께 할 생각이었지만, 경아의 눈에 조선은 “제 시원치 않은 
예술이나마 키워줄 것 같지도 받어줄 것 같지도 않”은 예술적으로 가난한 곳이다. 그
렇기 때문에 더더욱 안상권이라는 후원자의 재력이나 대중매체나 예술계와 관련된 이
들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었다. 명예욕과 허영심 때문에 재야학자인 시영 대
신 패트론 안상권을 택한 경아는 결국 ‘예술가의 집’에서의 퇴폐적인 삶에 안주하려
고 한다.
 유진오는 근대정신을 갖지 못한 조선인들은 구라파적 교양을 획득하여 한층 높은 경
지에 도달해야 한다면서 구라파적 교양을 강조했다.148) 일반적으로 조선 청년들이 조
선 내에서 체득할 수 있는 ‘교양’이나 ‘지식’이라는 것은 대부분 동경을 거쳐서 들어
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경아는 동경을 거쳐 서양고전음악의 원형인 유럽까지 가서 
배우고 그 능력을 자랑하고 돌아온 입지전적의 인물로, 귀조(歸朝) 첫 독창회에서는 
‘서양의 것을 갖고 그들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고평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가
졌다. 그렇지만 경아의 수준 높은 음악 실력이 속물적인 예술가들의 삶의 방식에 포
섭되면서 경아는 음악 자체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잃게 된다. ‘예술가의 집’에 모이든 
이들은 ‘예술’을 ‘향락적 문예도락(文藝道樂)’으로만 여길 뿐이다.149) 이들은 예술의 

147) 송효정에 따르면, 여성 성악가에게 유행가 가수는 일차 전락이고 여배우란 그 전락의 최
종적 형태라고 한다. 고급예술의 담당자였던 성악가가 대중예술의 유행가 가수가 된다는 것
은 목소리의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송효정, 앞의 글, 18면.)

148) 유진오, 「구라파적교양의 특질과 현대조선문학」, 『인문평론』 1939.11. 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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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으로 명예를 얻거나 돈을 버는 일에만 만족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여흥을 즐기며 
지낸다. ‘예술가의 집’이라는 이름이나 모이는 이들의 면면은 서양의 살롱 문화를 표
방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육체적 욕망에 의한 인간관계가 예술 표현의 기회라는 미
끼에 의해 움직일 뿐이다. 시를 읊다가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협연을 즐기고, 유행가
와 재즈송을 부르고, 레코드를 틀어놓고 춤을 추는 등 이들은 고급예술부터 대중예술
까지 모든 것을 향락의 도구로 사용한다. 처음에는 ‘사치한 구락부’ 정도였던 예술가
의 집은 ‘정신’을 잃은 예술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이는 개인적 취미에서 시작되었지만 학문에 대한 신념을 지킨 결과 학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장시영과 대비된다. 결국 돈과 명예만을 쫓았던 김경아의 음악
은 교양의 세계에서 떨어져 대중음악으로 전락한다. 
 그렇지만 경아의 예술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구라파적 교양’의 정신을 
한번 체득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저는 김경아씨에게 한가지 주문이 있습니다. 아까 말과는 모순되는 것같이 들
릴는지도 모릅니다만 김경아씨는 앞으로는 조선의 노래 옛날부터 전해내려오는 우리들 자
신의 멜로디를 다시 살려 주십시오. 서양사람들은 들은 일도 없는, 그들이 들으면 귀가 번
쩍 트여 놀랄 그런 조선의 멜로디를 불러 주십쇼. 그것이야말로 김경아씨에게 이 뒤에 남
겨진 큰 과제일까 합니다. 김경아씨가 아니고는 이 중대한 사업을 감당할 사람이 없을 것
입니다. 구라파 정신에서의 조선 아니 동양의 재발견 이것은 음악 뿐 아니라 지금 모든 문
화 방면에서 다 요구되고 있는 것이지만 저는 오늘저녁 특별히 이 말씀을 김경아씨에게 드
리고 싶습니다. (330면)

 경아의 독창회 성공을 축하하는 파티에서, 소설가 송관호는 경아에게 조선의 멜로디
를 살려달라고 부탁한다. 경아 역시 ‘동양 사람으로서 서양음악을 그만큼 하니 제법
이’라는 핸디캡이 늘 붙어다녔던 것을 떠올리며 그 뜻을 새긴다. 송관호의 발언 중 
‘동양의 재발견’과 관련된 부분은 일제 말기의 동양론을 떠올리게 한다. 문화의 측면
에서도 서양의 것보다도 동양의 것을 강조했던 시국적인 흐름이 경아의 예술에서도 

149) 이원조, 「敎養論-知性論의 발전으로서의」, 『문장』 1939.2. 137면.
   이원조는 교양은 객관적규범성을 가지지 않은, 주관적인 취미나 기호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

기 때문에 딜레탕티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교양이 
항상 “현대적 모랄”이라는 “일정한 거점” 위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 77 -

적용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유진오는 구라파주의적 예술을 배격하고 동양적인 것을 
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멜로디”를 살려달라고 한다. 이는 서양고전음
악의 바탕 위에 조선적인 것을 얹는, 조선의 감성을 붙인 조선만의 교양 체계를 구축
해 달라는 것이다. 유진오는 「구라파적 교양의 특질과 현대 조선문학」에서 근대문화
의 정수가 물론 유럽에 있지만, 그 근대문화의 기본정신인 ‘자아의 발견’ 혹은 ‘자아
의 발견과정’임을 강조하였다.150) 송관호의 입을 통해 유진오가 김경아로 대변되는 
현대 조선의 예술을 하는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 근대적 보편성의 기
본인 ‘자아의 발견’이다. 『수난의 기록』의 세민이 결국 김세민이라는 개인의 ‘자아’를 
발견한 것처럼, 서양의 것을 그냥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것, 조선만의 것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경아는 이러한 것이 가능한 교양을 갖춘 현대 청년이었기 때
문에, 레코드가수로 전락했지만 다시 베를린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동양
론의 맥락에서도, 경아가 조선(동양)의 것으로 성공하는 것은 결국 서양문화를 동양문
화가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화상보』에서 장시영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은 실업학교의 교주 이태희
와 시영의 친구인 전 사회주의자 송기섭이다. 평생을 실학사상을 따르고, 그 실현을 
위해 돈이 되지 않는 실업학교를 세우고 운영해나가려는 이태희의 삶은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시영의 삶의 태도와 일치한다. 그렇지만 이태희의 아들은 아버지가 죽자 수
익을 내기보다 돈이 들어가기만 하는 실업학교를 폐쇄하려고 한다. 그는 예전에 기섭
과 함께 잠시 사회주의 운동을 했지만 이제는 자본주의 체제에 완전히 순응하여 자신
이 가졌던 사상도 버리고 아버지의 유지도 아무렇지 않게 버릴 수 있는 인물이다. 그
와 안상권 같은 자본주의의 물질만능사상에 빠진 인물들은 시영이나 기섭과 같은 신
념형 인물의 반대편에 서 있다. 
 장시영이 근무하고 있는 실업학교는 시영과 기섭 등의 신념형 인물에게 중요한 공간
이다. 기섭 역시 이태희의 실학사상을 존중하는데, 전 사회주의자였던 그가 가치중립
성을 지킬 수 있는 과학기술에 일단 집중하는 것 역시 기술이 하나의 새로운 보편이 
될 수 있음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조선서 제일 필요헌건 학자”라고 말하지
만, 조선의 학교는 학자, 특히 과학자를 만들 수 없는 구조였다. 1930년대 이후 일제
의 공업화 전략은 조선의 과학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군수산업과 자원 조달
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기초과학 발전을 위한 연구나 논의보다 당장 실리를 볼 수 있

150) 유진오, 「구라파적교양의 특질과 현대조선문학」, 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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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발명 등에 대한 관심을 사회적으로 조장하는 등 식민지 조선의 과학·기술에 대한 
접근도 방해하였다.151) 또 과학과 기술보다 정치·사회와 직결된 분야가 당시 사람들
의 삶에는 더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간주되었고, 과학기술을 전공하고 졸업
생을 우대하는 일도 사라져 이들이 진출할 수 있는 자리도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152) 
이러한 현실에서 과학자보다 기술 측면에서 필요로 한 것은 실업이었다. 어느 정도 
필요한 기술을 가르쳐 당장 노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업은 “시국관계
로 상공과 졸업생은 취직이 잘 되”는, 농업에 집중된 조선의 구조에서 총력전 체제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분야였다. 이러한 실업교육이 제국의 필요에 의해 움직
이는 것153)과 달리, 장시영이 근무하는 실업학원은 교주 이태희의 ‘실학사상’이 반영
된 학교이다. 이태희는 “쓸 데 없이 헛이론만 캐는 것이 조선사람의 결점이라해서 조
선사람도 좀 더 실학 방면에 힘을 써야 한다고 자기의 자력도 돌보지 않고” 학원을 
일으켰던 것이다. 
 조선의 실업교육이 가진 한계는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노동력 양성에서 오는 정신 
부재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학교 공민과 시간 역시 체제의 교육 내용을 따를 수밖
에 없었기 때문이다. 시영은 공민과 시간에 ‘사람은 누구든지 우선 자신의 할 일부터 
침착하게 해야 한다’고 했지만, 스스로도 그 말에 대해 확실한 주관이 있는 것은 아
니었다. 이 말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한 식물학자이자 실업학교 교원이 사
회와 개인에 대해 한 아주 일반적인 말이었다. ‘헛이론만 캐는’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실업 방면을 충실히 이행하라는 교주 이태희의 말은 사상운동을 강조하느라 정작 개
개인의 삶을 돌아보지 못한 전 사회주의자들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사
상은 결국 세상을 바꾸는 데는 실패했지만, 이태희가 고수하는 ‘실학사상’은 이용후생
과 실사구시의 정신을 이어받은, 그래서 일제 말기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더 나은 생
활을 영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수단이나 방법을 연마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151) 김우필·최혜실, 「식민지 조선의 과학·기술 담론에 나타난 근대성」, 『한민족문화연구』 34, 
2010. 260~261면.

152) 김근배, 「식민지시기 과학기술자의 성장과 제약-인도·중국·일본과 비교해서-」, 『한국근현
대사연구』 8, 1998, 178면.

153) 일제 말기의 학제는 일본어와 실업 교과 위주로 개편되었다. 과학 과목 같은 경우만 보더
라도 일본은 과학적 교양을 쌓고 과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된 데 비해, 조선
의 경우에는 당장 실생활이나 실무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과학만 가르쳤다. (사희영, 
「『國語』에 창출된 帝國民의 樣相」, 『일제강점기 일본어교과서 『國語讀本』을 통해 본 식민
지조선 만들기』, 제이앤씨, 2012. 420~4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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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꿀 수는 없어도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세상을 바꾸는 것
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당장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려는 삶의 태도
는 공민과 시간의 시영의 말이나 송기섭의 ‘제로의 가치’와도 연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까 선생님께서 허시던 말씀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학생은 뚝뚝한 어조로 말한다. 
(…) 
『네. 저 아까 선생님께서 사람은 누구든지 우선 저 헐일부터 침착허게 해야헌다구 그리섰
죠? 그 말씀은 알어듣겠읍니다마는 그럼 사회 전체를 위한 일은 누가 헙니까?』
 삼학년반 맨끝 공민과 시간에 시영은 「사회와 개인」이라는 대목을 가르치다가 그런 취지
의 말을 한 것이었다. 마침 그것은 이 실업학원의 근본정신에도 관계되는 것이었으므로 시
영은 좀 힘을 들여 설명을 했던 것이다. (247면)

『네. 제 생각엔 그렀습니다. 만일 선생님 말씀대로 한다면 사회 전체를 위해 일을 헐 사람
은 없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회의 발전이라는건 없게 되게요.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 허구 많은데 그런 걸 다 내버려두구 어떻게 저 헐 일만 허구 앉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선생님 말씀은 실례의 말씀입니다만 선생님의 자기 변호신 것 같어요. 선생님
은 학교 선생이시니까 선생 노릇만 허구 계시면 선생님의 사회적 책임은 다허시는게란 말
씀이죠? 하지만 사람의 사회적 책임이란 좀더 다른게 아니어요? 의사는 의사라구 환자만 
보구 앉었고, 화가는 화가라구 그림만 그리구 앉엇으면 자기 일신은 편허겠지만 그러면 여
러사람을 위해 자기의 몸을 바치는 일은 누가 해야 허는겝니까?』 (…) 
 지금의 질문도 사실은 시영 자신조차 확실한 주견을 세우지 못한 근본문제를 건드리고 있
었다. 공민과 시간에 그렇게 말은 했으나 조남두가 말하는 것 같은 의문을 시영 자신이 품
지 않은 것은 아니었고 그 의문에 대해 확실한 주견을 세운 것도 아니었다. 남두의 말을 
듣고보니 따는 시영의 자기 변호에 지나지 않았던 듯이도 생각된다. (247~248면)  

 조남두라는 혈기왕성한 학생은 장시영의 ‘개인주의’적 태도와는 다른, 사회 전체를 
향하는 시선을 보여준다. 시영은 복잡한 인간관계를 떠나 ‘식물’에만 몰두하는 인물로 
사회과학이 아닌 자연과학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제 할 일부터’ 해야 한다
는 것은 그러한 시영의 삶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반면 책을 많이 읽는 
학생 조남두는 사회현실과 거리를 두려는 시영과는 다른 시점으로 조선의 현실을 이
해하려고 한다. 이 문제는 시영 스스로도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것이지만 그는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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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사회’의 복잡한 문제에서 눈을 돌려 ‘식물’에만 총력을 쏟는다. 사회의 일원
으로서의 개인이라는 문제와 개인이 모인 사회, 즉 개인-집단이라는 문제는 일제 말
기의 현실에서는 쉽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시영은 일단 ‘자신의 할 일부
터’라는 일종의 직분론을 주장하지만, 여기에는 남두의 지적처럼 정작 “사회 전체를 
위해” 일을 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문제가 남는다. 직분론에 대한 강조는 직역봉공이
나 멸사봉공이 국가를 위한 일이고, 국가가 잘 되면 국민도 편안할 수 있다는 일제의 
천황제 파시즘 논리와 연결된다. 남두는 과학 혹은 사상의 정치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고, 시영은 그 속에 있는 개개인의 일상적 삶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영의 이러한 판단은 『수난의 기록』에서 세민이 얻은 결론이 발전한 양태
라고 할 수 있다. 
 

 『(…) 세상엔 능력이 있으면서도 펴지 못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 때문에 사회 
전체가 받는 손해는 얼마나 큰데요. 전 그런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 조그만 능력 같은 
것은 헌 신짝같이 버려두 아깝지 않습니다.』 (…)
『능력 없는 사람이 돼본댔자 아무 소용 없을 것 아닌가. 그보다도 우선 제 장기대루 저 헐 
수 있는 일을허는게 더 효과적이 아닌가?』
『그럼 선생님께서는 근본문제의 해결은 집어놓구도 각 개인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말
씀이시죠?』
『그건 노력허는 사람의 의지 여하에 딸렸겠지. 의지만 강하면 여간 곤난은 뚫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
『그럴지두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지금 내가 허는 일이나 해나가는 것 외에는 더 큰 일을 
헐 자신도 시간도 없네』
 그 말은 조남두의 말에 굴복한 것도 되려니와 한편 너는 뭐라고 하거나 나는 내 신념을 
지키겠다는 고집으로도 들린다. (249~250면)

 남두가 말하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다분히 사회주의자들의 의견과 맞닿아 있
다. 시영이 강조하는 ‘노력하는 사람의 의지’ 문제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입장은 일제 말기의 ‘식민지’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현실에 대한 시영의 
소극적인 자세는 일제 말기의 현실에 대한 일종의 회피로도 읽힐 수 있다. 그렇지만 
전체로서의 국가에 대한 ‘사회적 개인’이 강조되던 시점이자 개인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꿈은 이미 지나간 시대의 것임이 분명해 보였던 이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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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국 사회적 개인이든, 그것을 위장한 형태로든 ‘개인’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
다. 시영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재야과학자의 태도를 강조하는 것은 사상운동의 실
패를 목도한 청년들의 현실에 대한 허무함이 개인주의화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시영과 남두가 과학과 현실의 문제를 양 극단에서 파악하고 있다면, 대단한 사회주의
자였으나 지금은 일개 실업학교 교원으로 지내는 송기섭은 과학과 현실의 양쪽 면을 
다 파악하고 ‘제로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한다. 

 『복잡헌 인생을 간단허게 논허는 것은 우습지만 편의상 이것을 프라스와 마이나스와 제로
의 세가지루 논아보잔 말이야. 프라스는 남을 위해 유익헌 일을 허는 사람, 마이나스는 남
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제로는 무해 무익헌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 장선생의 말은 조그
만 프라스로 만족허겠다는 말이 되고 조군의 말은 아모쪼록 큰 프라스가 돼야헌다는 말이 
되는데 그야 큰 프라스가 조그만 프라스보다 좋은 것은 말헐 것두 없지만 조그만 프라스래
두 마이나스보다 좋은 것은 사실 아닌가? 아니 제로라두 마이나스보단 좋지 않은가? 나는 
요새 「제로의 가치」라는 것을 곰곰 생각허구 있네만두 아무 것두 보잘 것 없는 인간, 그러
나 남을 해치지 않는 인간 그것처럼 귀중헌게 어디 있나. 앞 세상사람이 다 프라스면야 제
로는 사실 쓸 데 없겠지. 허지만 세상사람이 모두 마이나스인 때에는 제로두 또 귀중허단 
말이야. 제로는 마이나스인 때에는 제로두 또 귀중허단 말이야. 제로는 마이나스보다 크니
까. 비례를 다진다면 무한대로 크니까.』 
 듣고 있던 시영이 웃으며 / 『그럼 난 제로를 원허겠네.』 하는 것을 기섭은 웃음으로 받으
며
『이사람 제로 되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아나? 만일 완전히 제로의 인간이 있다면 성일일세 – 
예수보다두 석가보다두 더 위대헌 성인이야.』
 송선생의 말은 남두에게는 철저하게는 이해되지 안핬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에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었다. 
『선생님들은 제로가 되시더래두 저는 될 수 없는걸요. 젊은 피가 뛰는걸요!』(250면)

 시영의 동료인 전(前)사회주의자 기섭은 ‘제로의 가치’를 논하며 둘의 대화를 정리한
다. 기섭은 플러스의 삶도 그 크기가 작은 플러스가 있고 큰 플러스가 있음을 강조한
다. 학생 조남두가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강조하
는 시영의 삶은 작은 플러스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남두는 기왕이면 큰 플러
스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보다 전체를 위해 일을 하는 사람
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기섭의 말에서 ‘인생(사람)’을 ‘사회’로 바꾸면, 많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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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힘들었던 일제 말기의 식민지 조선 사회는 마이너스 상태가 된다. 기섭이나 시
영은 플러스를 꿈꾸었던 전대(前代)의 사상이 강력한 마이너스의 힘에 의해 무화되었
음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마이너스의 상태에서 조금이나마 제
로에 가깝게 움직일 수 있다면, 또한 제로의 상태라면 마이너스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에 끌려가지 않고 제로에서 조금이나마 플러스로 옮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그 인생은 성공했다고 보는 것이 기섭이 말하는 제로의 가치인 것이다. 여기에서 ‘세
상사람들이 모두 마이나스인 때’는 전쟁과 파시즘의 시대를 가리킨다. 사람들은 파시
즘이 만들어내는 신화에 휩쓸렸고 국가 시책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정신사적으로 보
면 이러한 시기 자체가 ‘마이너스’라 할 수 있다. 이런 시대에는 과학도 도구로 사용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가치를 지닐 수밖에 없다. 광호나 시영이 과학 자체만을 보
고 일부러라도 과학이 놓인 현실을 보지 않는 것은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다는 것이
다. 그렇다고 플러스를 바라는 것도 아니다. 이태준의 『별은 창마다』에 나오는 하영
이 일제의 논리를 수용한 과학기술을 실현하는 주체로 등장하여 신경에 도시를 건설
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마이너스이고, 과학 혹은 과학기술의 가치중립적 측면
이나 실사구시적 측면에만 몰두하려고 노력하는 광호(『사랑의 수족관』)와 시영은 작
은 플러스 혹은 제로에 가까운 것이 된다. ‘전체를 위한다’는 남두의 정치적 신념은 
성공하면 큰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이지만 일제 말기와 같은 현실 세계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상에 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시영이 남두의 문제로 
함흥 경찰서에 다녀온, 짧게 등장하는 서술로도 짐작할 수 있다. 식민지 조선인의 일
반적인 입장에서 식민자 일제는 마이너스의 힘을 가졌지만, 일제의 입장에서 보면 반
대로 남두와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 예전의 사회주의자들이 오히려 사회에 해를 끼
치는 마이너스적 존재가 된다. 이렇게 관점에 따라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바뀔 수 있
다. 그러니 어떤 관점에도 휩쓸리지 않고 제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 수밖에 없고, 또 혼란한 현실에서는 그만큼 가치 있는 일도 드물 것
이다.  
 사회주의 사상이든 민족주의 사상이든, 세상을 바꾸려는 사상을 가졌던 시대에 청소
년기와 청년기를 보낸 이들이라면 행동을 수반하는 신념들은 원칙적으로는 플러스의 
세계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시대의 흐름은 마이너스 상태이다. 전 
사회주의자 기섭은 이러한 현실을 정확하게 읽어낸다. 그가 고민하는 이 ‘제로의 가
치’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행동, 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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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영처럼 과학에만 집중하는 포즈를 보이는 것이 때로는 마이너스를 일정 부분 상
쇄시키고 제로에 가깝게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관점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까지도 염두에 둔다면, ‘제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매우 어
려운 일이 되는 동시에 혼란한 시대 상황에서 ‘개인’을 오롯이 지켜내는 노력을 말하
는 것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로의 가치’는 가치중립성과는 다르다. 이는 ‘제로의 
가치’를 주장하는 기섭의 다른 대화에서도 드러난다. 기섭은 “이왕이면 철저하게 양
보를 하는” 것이 제로의 생활이라고 한다. 설령 그것이 옳지 않아 보이더라도 양보를 
할 것이면 철저하게, 반대를 할 것이면 그것 역시 철저하게 하면 결국 상쇄를 하는 
제로의 자리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가치중립성이 어떤 판단이나 주장에 관련
하지 않거나 편견을 두지 않으려 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비해, 기섭이 제기하
는 ‘제로의 가치’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기 위한 자신의 신념을 철저하게 밀어
붙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에 대한 기섭의 의견에서도 드러
난다. 

『결국 그건 무엇을 현실이라고 보느냐 하는 문제로 귀착되는게라구. 현실이라구 하면 보통 
누구든지 우리 눈 앞에 있는 것 누가 보든지 똑같은 것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
면 현실이라는 것도 우리의 머리로 구성한 것이거든. 이거 ‘칸트’ 철학같이 됐네만.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이네 게집이네 권도네 이런걸 현실루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 반대의 
것 그런걸 깨뜨려 부시는 것을 현실루 본단 말일세. 현실은 실상은 하나 밖에 없건만 사람
의 생활 태도에 따라 이렇게 두 가지가 된단 말이야. (…) 얼뜻 생각하면 자네같은 생활 태
도는 퍽 이상주의적인 것 같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만일 자네 연구가 우리의 생활을 현실
적으로 개조하는데 공헌할 수 있는 것이라구 하면 그런 의미에선 돈이네 하는 것보다두 차
라리 현실적이거던. 그러니까 보수적 입장에서 보면 현실은 대립하는게 되겠지만 역사적 입
장에서 보면 좀더 높은 계단에서 통일된다구 난 생각한단 말이야. 이상은 현실 속에 살므
로서 비로소 이상이 될 수 있고 현실은 이상을 제 속에 품음으로써 비로소 현실이 될 수 
있는게 아닐까?』 (…)
『아니지. 간단하게 말하면 보통 현실주의라구 하면 이해 타산이나 밝히는걸 말하는거지만 
엄밀하게 말한다면 정말 현실주의는 차라리 그런걸 초월한걸 의미하는 거란말이야.』 (347
면)

 기섭은 ‘제로의 가치’를 논했던 것처럼,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라는 것 역시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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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에서 논의하지 않는다. “현실적 현실과 비현실적 현실”이라는 두 가지로 현실을 
나누어 생각하는 기섭에게 ‘인생을 꿈으로 돌리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으로는 마이너
스가 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섭의 ‘제로의 가치’나 ‘현실론’이라 할 
수 있는 것에는 유진오의 생각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섭의 관점에서 시영의 식
물학 연구는 당장 생활을 개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나은 인간 생활을 위한다는 점
이나 개인의 ‘자아의 발견’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니 ‘현
실주의’이고, 이해타산을 초월한 ‘정신’적인 것에 지향이 있는 것을 이르는 표현이 된
다. 결국 생활이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념’ 즉 어떤 ‘정신’을 가졌
는가가 현실주의냐 이상주의냐를 가르는 표지가 된다. 경아의 삶도 이 ‘제로의 가치’
에 대입해 살펴볼 수 있다. 경아가 그대로 자신의 재능을 발휘했더라면 그것은 동양
문화에 이바지했을 것이며 절대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요소일 것이지만, 경아는 허영
심과 명예욕이라는 비현실적 이상을 따랐고, 그 결과 상권의 아내나 복희의 남편 등 
여러 사람의 삶에 상처를 주고 자신의 인생까지 망치는 마이너스적인 결과를 초래했
다. 동경에서 시영을 만나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은 경희가 베를린으로 떠나는 것
은 그가 제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제로 되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유진오는 이 소설에서 이상과 현실은 완전
히 대립하는 개념은 아님을 강조한다. 현실에 도움을 주는 꿈을 꾸고 행동하는 것, 
그것을 ‘현실주의’라고 정의한다면, 이를 향하는 삶의 태도가 바로 마이너스를 상쇄하
는 플러스들을 생산하는 것이 제로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현실
적인 제로의 삶이 바로 학자로 성공하는 시영의 삶이라 할 수 있다. 학자로서의 시영
의 삶은 ‘식물연구만’하고, 제국의 학제를 경유해야만 하는 현실은 철저하게 묵인함으
로써 가능했다. 그의 연구물은 제국의 일부가 되었다. ‘초시대적’인 자연과학 때문에 
“양심을 팔아 메피스토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백이숙제같이 산속으루 고사리나 캐
어먹으려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도 플러스의 요인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고,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제로의 가치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국 유
진오가 말하려던 ‘제로의 가치’라는 것은 장시영의 과학에 대한 ‘의지’에서 나타난다. 

그 소심한 맨 속에는 실로 어떤 권위도 두려워하지않는 엉큼한 자신이 숨어있는 것이었
고 무엇에든지 양보하고 타협하고 하는 그의 겸손한 태도의 맨 밑바닥에는 실로 강철보
다도 더 단단한 의지가 숨어있는 것이었다. (4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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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아와 이명곤 등의 데카당티즘이나 ‘이상주의’와 반대되는 시영이나 기섭의 현실
적인 ‘제로의 가치’는 일제 말기 청년의 균형감각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신이 
진리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 양보와 타협 없이 강철보다도 단단한 의지를 갖는 태도
가 결국 일제 말기, 유진오가 파악한 새로운 보편이 될 수 있는 힘이다. 유진오는 그
것을 성실하게 연구하는 과학적 정신을 가진 청년의 모습에서 찾았다. 자연과학의 과
학주의는 물론 남두의 생각과 같은 사회적 책임 문제를 도외시할 수는 있지만, 과학
적 정신이 현실에 기여하는 점이나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개인’을 다시 세운다는 점
에 있어서 유진오는 장시영의 ‘과학적 정신’을 하나의 “화려한 꿈”으로 제시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로의 가치’는 김남천의 『사랑의 수족관』 속 광호에게서 풍기는 회의주의적 니
힐리즘과도 비슷하다. 김남천과 유진오 등 일제 말기의 문인들에게 ‘과학’ 혹은 ‘과학
기술’은 시대적 흐름이었다. 하지만 초시대적이고 일견 가치중립적으로 보이는 과학
은 그것이 놓이는 사회적 정치적 현실에 따라 다른 목적을 지닐 수 있는 것이었다. 
일제 말기 작가들이 보여주고자 했던 이 시기의 청년은 ‘회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
는 청년들이었다. 마이너스에 놓이는 사회현실에서도 회의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과
학 본래의 가치만을 추구하는 가장을 보이면서까지 제로의 균형감각을 유지하려고 했
던 것이다. 큰 플러스를 찾는 학생 조남두나 회의하지 않는 척 가장(假裝)하는 니힐
리스트 청년들은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마이너스’의 과학을 주장하는 제국의 담론에 
빗겨서 있다. 이들을 통해 과학이 새로운 시대정신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것 
역시 시대에 대한 비판적 이성을 결여한 채로는 온전한 시대정신이 될 수 없음을 보
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진오는 일제 말기의 두 편의 장편소설 『수난의 기록』과 
『화상보』를 통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대답을 ‘개인의 의
지’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제 말기의 학문 제도의 영역이나 순수학문으로 
보이는 자연과학이라는 영역까지도 사회적 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음이 이 시기 지
식인 청년 표상을 통해 드러난다. 이들은 과거나 혹은 다른 사상들로부터 자신을 분
리해 낸다. 이를 통해 사회 문화와 관련된 여러 영역에 걸쳐 있었던 이미 결정된 정
체성에서부터 스스로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해나가는 방식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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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위치를 결정짓는다. 그렇지만 유진오의 일제 말기 소설에 나타난 정체성을 재구
성해 나가는 청년들은 결국 지배 담론이 만들어 놓은 사회의 개인으로 흡수되는 모습
을 보인다. 일제의 사회적 장에 훌륭하게 진입함으로써 그 사회에 ‘플러스’를 제공하
는 것으로 제로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청년 과학자를 그린 것은 결국 유진오가 시대적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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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양이라는 보편주의와 이상주의적 청년

 이 장에서는 이효석과 이태준의 일제 말기 소설에 나타난 청년 표상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한다. 이효석과 이태준은 Ⅱ장에서 논의한 김남천·유진오와 동년배의 작가이지
만, 이들은 김남천이나 유진오에 비해 일제 말기의 ‘서양/동양’과 관련된 담론에 좀 
더 천착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양의 근대’와 ‘동양의 현대’를 대하는 작가의 태도는 
‘청년’ 표상을 통해 드러난다. 먼저 이효석의 경우, 일제 말기의 장편과 일본어로 창
작된 단편들에서는 문화적 소양을 갖춘 청년들이 여럿 등장하는데, 이들에게 ‘교양’은 
현실을 파악하고 그에 대응하는 인식을 갖추기 위한 도구였다. 이효석은 특히 ‘구라
파적 교양’을 강조했는데, 이는 문화적 소양과 심미안을 갖게 하는 교양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효석의 소설에서는 이러한 교양을 갖춘 청년들이 일제 말기라는 사회적 
현실과 당시 대두되었던 서양/동양의 문제를 어떻게 사고하는지를 청년들의 교양과 
관련된 문화적 정체성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이태준은 일제 말기에 다수의 연재소
설을 다수 창작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태준은 연재소설과 단편의 창작의도가 다르
다고 생각했다. 특히 이태준의 일제 말기 단편은 사소설적 독법으로 읽는 것이 가능
한데,154) 연재소설과 사소설적 단편소설이 한 시기에 공존했던 것 때문에 기존 연구
에서는 단편소설에 나타나는 주제의식이 이태준의 창작의도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기
도 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단편소설에만 작가의 인식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이태
준은 통속성과 사회성을 상통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렇게 통속성155)을 바탕으로 한 
연재소설에서는 당대 사회 현실의 모습이 더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이태준은 일
제 말기에는 거의 매 해 한 편씩 소설을 연재했는데, 연재소설의 주인공은 거의가 청
년남녀였다. 이를 통해서도 이태준이 당대의 청년남녀를 당시의 사회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태준의 소설에 나타나

154) 방민호, 「‘사소설’의 전유와 문학사적 위상」, 『일제 말기 한국문학의 담론과 텍스트』, 예
옥, 2011. 참조. 

155) 이태준은 통속성이 곧 사회성이라고 보았다. 통속성이 “개인과 개인 간의 각각도로의 유
기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통속성을 떠나서는 소설뿐 아니라 어떤 예술도 불가능하다는 것
이다. 통속성이 ‘저급’으로 인식되는 것은, 통속을 ‘공통만속(共通蠻俗)’이나 ‘흥미만으로 농
(弄)’하는 ‘불진실미(不眞實味)’로 오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태준의 견해
에 따르자면, 연재소설은 물론 독자나 저널리즘, 일제 말기의 상황에서는 검열 등을 의식하
지 않을 수 없었지만, ‘소설’에는 반드시 ‘개인과 개인간의 유기성’이라는 ‘사회성’이 들어있
기 때문에 연재소설에 이태준의 작가적 의도가 드러나 있지 않다고만은 볼 수 없다. (이태
준, 「통속성이라는 것」, 『무서록-이태준문학전집 15』, 깊은샘, 1994. 78~79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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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청년들 역시 이효석이 말하는 ‘구라파적 교양’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동시에 
그러한 교양을 바탕으로 ‘동양’과 ‘조선’의 현실적 문제를 사유할 줄 아는 청년들이
다. 이태준의 소설을 다루는 절에서는 이태준의 일제 말기 소설에서 나타나는 교양 
청년들의 표상이 일제 말기의 신체제와 일제의 동양론이 대두되던 현실에 대한 일종
의 문화적 응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청년 표상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1. 교양 청년과 문화적 정체성의 탐색

  (1) 구라파적 교양과 코스모폴리탄 청년

 근대 소설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지식인 청년은 바로 ‘예술가’이다. 이광수의 
『무정』에서도 음악을 배우는 신여성의 모습이 에필로그로 그려지며, 이후 일제 강점
기의 많은 문학 작품에서 음악학교를 졸업하는 여성이 많이 등장하는 것156)을 보아
도 알 수 있다. 이들이 배우는 ‘음악’은 조선의 전통음악이 아닌 서구의 고전주의 음
악으로, 음악학교에서 가르치는 음악은 모두 서양 고전주의 음악이었다. 일제 말기에 
이효석, 유진오 등의 문인들은 당대의 ‘교양’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서구의 고전
주의 음악을 ‘구라파적 교양’의 하나라고 보았다.  
  ‘교양157)’은 ‘인간의 정신능력을 일정한 문화이상(文化理想)에 입각, 개발하여 원만

156) 이광수의 『무정』에서는 음악을 공부하기 위해 일본으로 가는 신여성이 등장한다. 이것을 
시작으로 음악학교를 졸업하는 여성이 문학작품에 많이 등장하는데, Ⅱ장에서 논의한 김남
천의 『낭비』에도 이관형의 동생이 음악학교를 졸업하고 독창회를 딱 한 번 개최한 뒤 약혼
을 한 상태인 것으로 나온다. 또 유진오의 『화상보』에서 여주인공 김경아는 일본에서 음악
학교를 졸업하고 유럽에 가서 음악을 더 공부하고 ‘동양의 꾀꼬리’라는 찬사까지 받은 재원
으로 등장한다. 

157) 교양 개념 역시 일본을 경유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다. 근대 초기, 신학문이 들어오
면서 신지식에 대한 열망은 커졌고, ‘교양’은 새로운 시대의 정신을 표상하는 가치로 나타났
다. 특히 근대일본에서는 구제고등학교와 제국대학이라는 코스를 통해 나타나는 피라미드형 
교육체계가 확립되면서부터 교양주의가 학력엘리트의 신분문화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제국대학은 ‘國家의 須要에 응하기 위한 學術技藝를 敎授하고 아울러 그 蘊奧를 학
습하는’ 곳, 즉 전문교육을 통해 국가의 고급관료나 전문직업인을 길러내는 데 중점을 둔 
기관이었고, 근대일본의 학력엘리트문화의 교양주의는 결국 국민통합의 이데올로기라는 자
기중심적 문화의 개념에서 분화되어 나온, 스스로의 사회적 지위를 재생산하는 문화자본의 
역할에 그쳤다. (이향철, 「근대일본에 있어서의 ‘교양’의 존재형태에 관한 고찰」, 『日本歷史
硏究』 13, 2001. 80~81, 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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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격을 배양해 가는 노력과 그 성과’를 뜻하는 것으로, 인간정신을 개발하고 완전
한 인격을 형성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르네상스의 인문학적 배경 아래에서 태동
한, 문학과 음악·미술 등 예술 분야는 근대의 지식인이라면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교양’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결국 근대를 형성한 서구 문명과 문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가 오랜 시간에 걸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교양
은 그러한 문화를 그 시대의 인간에게 가장 바람직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인간의 내적인 능력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적 의미에서의 교양은 문화나 예술
에 대한 단순한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서, 지식으로서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인
간성에 대한 이해로 확장되고, 이를 통해 사람다운 삶의 가치를 지향하기에 이르는 
정신적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양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기술’의 우위가 
강조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교양이 요구되었다. 박숙자는 특히 식민지의 교양은 ‘식민
성’의 프레임과 연동하면서 ‘교양의 식민화’과정으로 흘렀고, 교양의 속물성이 해석되
지 않은 채 ‘속물 교양’으로 탄생했다고 보았다. 근대성의 문제를 자본주의적 물질성
과 계급 상승의 욕구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158) ‘교양’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 분야의 대상들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지적 능력뿐 아니라 자
본의 도움도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지
적 소양과 더불어 어느 정도의 경제적 뒷받침도 가능하다는 의미가 된다. 교양 있는 
문화인을 동경하는 데에는 교양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물성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결국 근대 사회에서는 교양의 수준이 그 자체로 문화적 자본으로 인식되는 것

 조선에서의 교양주의는 지식인 청년들이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각시키려는 차별화 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현실에서의 차별을 교양주의라는 대학문화 속에서 상상적으로 극복하려 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윤대석, 「경성제대의 교양주의와 일본어」, 『大東文化硏究』 59, 2007, 
123면.)

158) 박숙자, 『속물 교양의 탄생』, 푸른역사, 2012. 11~17면 참조. 
  박숙자의 견해는 일견 타당하지만, ‘명작’, ‘독서목록’, ‘학력자본’을 모두 ‘속물 교양’이라

고 지칭하면서 오히려 ‘교양’의 의미가 모호해졌다는 한계가 있다. 그는 “개인을 시민으로 
키워내는 것이 교양”으로, “과시하거나 소장하는 것이 아니라 키워내고 품어내는 것”, “지
성과 감성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회와 커뮤니티를 품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교양 
본래의 속성은 잘 지적하면서도, 식민성과 교양, 자본주의적 물질성 등 범위가 넓은 개념들
로 일제 시기의 교양 문제를 설명하려다 보니 그 의미가 오히려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
이다.
 게다가 박숙자는 ‘속물 교양’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면서 이태준의 『사상의 월야』의 주인공 
송빈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으나, 이태준의 작품임을 명시하지 않고 소설 속 인물인 송빈
이 마치 식민지 조선의 일반적인 청년인 것처럼 논의를 전개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태준의 『사상의 월야』에 나오는 교양 청년에 관한 논의는 2절에서 자세하게 다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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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식민지의 교양만을 속물 교양이라고는 할 수 없다. 실제
로 일제 말기 소설 속에서는 속물적 교양을 지닌 청년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159) 일제 말기에는 자본주의적인 대중문화의 생산과 소비구조가 확립
되면서 세속적인 입신출세를 청년의 이상적인 모델로 삼는 풍조가 대중매체에 의해 
확대재생산되었고, 결국 청년들의 교양은 속류화되었기 때문이다.160) 대중들의 교양
에 대한 인식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일제 말기의 지식인들은 ‘인간 정신의 개발’에 방
점을 찍은 본래적 의미의 ‘교양’이 전쟁과 자본의 폭압적 현실에서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지적인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특히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청년들의 교양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근대의 종말, 서구 근대의 몰락에 대한 담론들이 등장하면서 서구, 특히 유럽을 중심
으로 한 근대의 교양은 자연히 문제시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1930년대 후반기 
조선의 문학계에서는 이념의 공백을 메울 다양한 담론들이 제기되었는데, 이 때 제기
된 교양론과 지성론 역시 이러한 세계사적 흐름 또 속류화된 교양이 대두된 조선의 
현실과 무관하다고는 볼 수는 없다. 이원조는 “현대적 모랄”을 상실한 교양이 결국 
속물주의에 빠져 딜레탕티즘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161)하면서 ‘수신(修身)’ 개념과 
교양을 연결하였다. “숭고한 인격이나 고상한 취미” 등이 밑받침된 ‘인격의 완성’에 
교양의 목표가 있다는 것이다.162) 그렇지만 문제는 이 시기의 교양이 교양 본래의 의

159) 엄흥섭의 「유한청년」(『조광』 1938.10.)이나 『인생사막』(1940~41), 유진오의 『수난의 기
록』, 『화상보』 등의 소설에서는 교양을 출세나 치부 혹은 자유연애를 위한 방편으로만 생각
하는 속물적 교양을 지닌 청년들이 부정적으로 제시된다.  

160) 이기훈, 「‘청년’, 갈 곳을 잃다 – 1930년대 청년담론에 대한 연구」, 『역사비평』76, 2006. 
이기훈은 1930년대 중반 이후의 담론에서 ‘청년’이 자율적 문제해결의 주체로 등장하는 경
우가 찾아보기 어려워졌으며, 조선의 청년이 심각한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표상되었다는 점
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현실이 결국 파시즘에 경사된 청년이 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
고, 결국 입신출세나 권력에 대한 지향이 청년들이 읽는 잡지나 책 등 매체에 의해 확대재
생산되었다고 보았다. 

161) 이원조, 「敎養論-知性論의 발전으로서의」, 『문장』 1939.2.
   그는 지성은 ‘한 개의 가능성’으로, 실상은 ‘식별능력 내지 비판능력’에 지나지 않으니 지성

을 옹호한다는 것은 강력적인 비합리주의적 행동성 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 현실로 인해 
왜곡되고 쇠약해진 지성의 비판능력을 다시 강화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성이 구체화, 양식화(良識化)된 것이 바로 ‘교양’이다. 그러다보니 교양이 객관성이
나 보편타당성보다는 주관적인 면에 치우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교양이 딜레탕티즘
(delettantism)으로 빠질 수 있으므로 교양은 늘 “현대적 모랄”이라는 “일정한 거점” 위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이원조는 강조한다.

162) 이원조, 「조선적교양과 교양인」, 『인문평론』 1939.11. 36면. 
   근대 일본에서 ‘교양’개념이 형성되던 시기에 교양이 유교의 ‘수신’과 관련을 맺는 개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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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 속류화된 교양의 의미와는 또 다른 의미로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교양은 
“全體的인 文化의 運命에 對하야 個人의 責任과 運命”163)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 즉 
개인의 내적 능력이라기보다 ‘전체’를 우선시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일제 말기 청
년의 교양문제는 ‘청년은 어떠한 세계관, 인생관, 또는 생활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와 
연관되는 질문이었다. 교양은 ‘세계와 시대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정신능력’164)이
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서구 근대가 ‘鬼畜’이 된 상황에서 당대 교양의 바탕이 된 
‘구라파적’인 것은 구질서의 것이자 결국 사라져야 할 것이며, 새로운 교양이 필요하
다는 인식이 나타났다. 『인문평론』 1939년 11월호의 ‘교양론’ 특집이 이렇게 일제의 
동양론에 포섭된 형태를 보이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보여준 것이다. 이는 곧 일제 말
기에 청년들이 지녀야 할 교양이라는 것이 ‘시국적 특성’에 따라 “먼저 시국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파악”을 전제로 하여 “국체의 본의에 따라” 체력을 연마하고 집단 훈
련을 통해 희생정신을 기르는 등 스스로를 연성하는 것165)으로 정의되었음을 의미한
다. 이렇게 시국적 의미를 가진 ‘교양’이 강조되기 시작했을 때, 이효석은 시대적 흐
름과는 반대로 ‘구라파적 교양’을 더욱 강조했다.  
 이효석은 시국적 교양에 반대하고 속물적 교양과도 거리가 있는, 인간성에 대한 이
해가 바탕이 되어 사람다운 삶의 가치를 지향하는 “지성과 감성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회와 커뮤니티를 품어낼 수 있는 능력”166)인 ‘교양’을 가진 청년을 그렸다. 
이효석의 ‘교양’은 ‘구라파적 교양’이라는 용어로 표현된다.167) 일제의 제국대학은 학

인식되었다는 점(이향철, 앞의 글, 참조)을 생각해 보면, 이원조는 교양이 딜레탕티즘으로 
빠지는 것이 부패하는 서양문화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 당대의 동양론의 자장 안에서 
교양 개념을 인식한 것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163) 「문화인의 책무」, 『인문평론』 1939.11. 3면.
164) 박치우, 「교양의 현대적의미-不惑의 정신과 세계관」, 『인문평론』 1939.11. 33~34면.
  “‘不惑의 정신’이라고 이런이름으로나 불러볼까? 어떻든 이같은 세계관은, 그러나, 언제나 먼

저 확고한 사관에 의해서만 부동의 토대를 얻게 되는 것이니만치 그러므로 우리는 모름직이 
인간성의 개발이니 완성이니하는 막연한 이야기보담도 시대를 정당히 꿰뚤고 미래를 예견할 
수 있을 눈과 세계관을 준비해야 하며 이것을 위하여서 특히 역사의 구조와 방향에 대한 깊
은 역사철학적인 교양을 무엇보다도 먼저 쌓어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같은 글, 같은 면.) 

165) 杉山謙治, 「시국과 청년의 교양」, 『신시대』 1941.12. 45~48면.
166) 박숙자, 앞의 책, 59면. 

“개인을 시민으로 키워내는 것이 교양이다. 교양은 과시하거나 소장하는 것이 아니라 키워
내고 품어내는 것이다. 교양은 지성과 감성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회와 커뮤니티를 
품어낼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교양이란, 교양의 척도란, 사회가 개인을 시민으로 키워
낼 프로그램에 관한 문제이다.” (같은 면.)

167) 본고에서는 이러한 이효석의 교양이 갖는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용어로 ‘구라파적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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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엘리트들의 신분문화로서의 ‘교양’을 대학 설립 초기부터 강조했었는데, 이러한 교
양주의는 경성제대의 예과 교육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경성제대 영문과 출신인 이효
석 역시 인문학적 소양이 바탕이 된 제국대학의 교양을 익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러한 인문학적 교양은 그의 소설에서 세계문학을 읽고 서양의 고전음악에 박식한 인
물들의 모습에서도 나타난다. 이효석의 장편소설 『花粉』(1939)은 일제 말기의 한 ‘정
신적 고향’으로 세계적 보편주의로서의 구라파적 교양을 지닌 청년 표상을 제시하는 
소설이다. 이 소설에서는 현마-세란 부부에서 미란-영훈으로 이어지는 세대 이행이 
서사의 기본 줄기인데, 이 세대 교체의 과정에서 이효석이 중요하게 내세우는 것이 
바로 ‘구라파적 교양’이다. 그는 자유주의적 방종 상태의 야만성과 ‘육체’는 시대를 
이끄는 ‘정신’이 될 수 없음을 단주나 가야의 약혼자를 통해 보여준다. 이 소설에서는 
청년이 ‘어른’의 세계에 진입하려면 ‘性’의 세계를 거쳐야만 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데168)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성장은 교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미란과 영훈을 
통해 보여준다. 그렇게 본다면, 이효석이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음 
세대 청년들이 지녀야 할 시대정신은 바로 ‘교양’이라고 할 수 있다. 
  『화분』에는 여러 청년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현마-세란 부부와 달리 이제 막 사회
로 진입하는 시기의 젊은이들이다. 단주는 현마의 호의로 그의 비서로 일을 하며 ‘푸
른 집’에 드나들었는데, 그는 자기 자신의 의견보다는 현마의 의견에 따라 움직이는 
수동적인 인물이었다. 반면 세란의 동생인 미란은 기성세대의 의견에만 끌려가는 생
활에서 벗어나 한 명의 독립적인 인간으로 서겠다는 의지를 지닌 여성이다. 미란이 
폭풍우치던 날 밤 단주와 어쩔 수 없이 보게 된 영화 「실락원」은 현마-세란의 세계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유진오의 글에도 등장하는 ‘구라파적 교양’이라는 표현은, 
서구 근대가 전해준 고전주의적 예술의 소양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구성한 예술적 심미
성, 미적 심미성을 갖춘 교양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는 속물적 교양이나 시국적 교양, 나
아가 일반적인 교양이라는 의미와도 조금 다른, 이효석이 강조하는 세계주의적, 보편적인 
속성을 지니는 교양을 의미한다. 그런데 유의할 것은, ‘구라파적 교양’은 ‘구라파주의’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 ‘~주의’라는 단어의 유일론적 속성은 이효석의 교양 개념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효석은 소설 내에서 ‘구라파적’이나 ‘구라파주의’라는 말을 혼용해서 사용
하지만, 본고에서는 구라파의 것을 가장 의미있는 것으로 추구한다는 ‘구라파주의’라는 표현
보다도, 근현대 예술의 기본이 된 구라파의 예술적 특징을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구라파적’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168) 단주에게 거뭇거뭇한 수염이 자라고, 그가 미소년에서 성인 남자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아이에서 어른으로 진입하였다고 서술하는 장면이나 단주와 세란의 육체적 관계와 관련된 
장면 등에서 이효석이 청소년이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는 과정을 ‘육체’에서 먼저 찾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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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푸른 집’이라는 낙원처럼 보이는 세계에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야만 하는 세계로 
이행하려는 미란의 의지를 보여준다.169) 영화를 본 후 비를 피해 들어간 단주의 집에
서 듣게 된 베토벤의 「전원교향곡」 역시 전원생활에 폭풍우가 칠 때도 있지만 다시 
고요하고 기쁜 전원생활로 돌아가는 곡의 구조에서도 미란의 주체적인 행보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미란과 단주의 관계를 설정하는 이 소설의 첫머리에서 이효석이 서양문화를 두 가지
나 인유하고 있는 것은 이 소설이 지향하고 있는 교양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아담과 하와의 실낙원 사건은 안온한 내적 세계에서 고난과 고통이 따
르는, 제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계로 나가는 인류의 첫 행보를 의미한다. 이
러한 ‘실낙원’ 사건은 미란과 단주가 ‘낙원’처럼 묘사되는 ‘푸른 집’을 떠나야만 한다
는 것을 암시한다. 또 서양고전음악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베토벤의 교향곡을 미란의 
의지와 연결해 서술하는 이 부분은 이효석이 강조하는 구라파적 교양과 서사의 주인
공인 미란의 성장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소설 첫 부분에서 미란의 상대로 등장하는 단주는 후에 등장하는 영훈과 여러 모
로 비교가 된다. 단주가 세란의 성적 욕망 때문에 ‘어른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면, 
영훈은 음악이라는 교양의 힘으로 성숙한 정신의 경지에 올라선 인물이다. 단주의 젊
음, 육체라는 ‘아름다움’이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의 세계에서 주로 작동하는 것과 달
리 영훈의 아름다움은 그의 음악적 감수성 혹은 음악적 재능에서 나온다. 단주의 아
름다움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현마-세란 세대의 육체처럼 변하지만, 영훈이 추구
하는 아름다움은 시간이 흐른다고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비교된다. 
 미란은 단주와는 다른 행보를 보인다. 단주가 육체적 본능을 따라 아이에서 어른의 
세계로 진입한 것과 달리, 미란은 육체보다도 정신적인 충격으로 자신을 가다듬는다. 
단주가 ‘푸른 집’이라는 구세계, 육체성의 공간에 머물러 있었다면, 미란은 ‘동경’으로 
간다. 일제 강점기, 조선의 근대 신문물은 거의 다 일본의 동경을 경유해 조선에 들
어온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식민지 조선인에게 ‘동경’은 서양으로 가기 위한 첫 관문
인 셈이며, 동경에서 향유하는 ‘교양’의 대상들은 조선에 비해 서구적인 원형에 훨씬 

169) 실낙원과 관련된 설화에서, 뱀의 유혹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로 결심하고 그의 남편인 
아담에게 권한 것처럼, 『화분』에서 미란과 세란도 푸른 집의 밀림과도 같은 정원에서 찔레
꽃을 꺾다가 뱀을 만나게 된다. 미란이 뱀을 보고 놀란 것 때문에 언니의 놀림을 받는 일이 
생기고, 그 때문에 미란이 단주와 폭풍우치던 밤에 함께 지내게 된 것을 상기해 본다면, 이 
소설과 영화(혹은 실낙원 설화)와의 관련성도 중요한 상호텍스트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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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란은 동경에서 새로운 문화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고 갖
가지 자극에 정신을 빼앗기면서 “그 어지럽고 착잡한 재료의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
의 요소”와 “그것의 배열-예술의 감동”을 느꼈다. 미란이 동경에서 자기 세대에서 
“세상을 해석할 한 개의 표준되는 열쇠”로 택한 것은 바로 “예술의 사업”이라는 음악
으로서의 교양이었다. 단주가 그 보헤미안적 성격이 보여주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어
떤 전망이나 현실적 인식보다도 육체적인 평안, 만족만을 추구한다면 같은 세대의 짝
패인 미란의 경우는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란의 경우도 아직 준비
가 덜 된 채 “새날의 경영”만을 꿈꾸는, 청년의 정열은 갖고 있지만 실체는 막연한 
꿈을 갖고 있을 뿐이다.  
 미란의 교양에 대한 피상적이고 모호한 관념을 명확하게 바꿔주는 매개자는 ‘영훈’
이다. 1930년대 말에 대두된 교양담론이 이념을 상실한 작가들에게 혹은 식민지 지
식인 청년들이 새로운 시대의 정신적인 지표를 모색하는 과정 중에 등장했던 것을 떠
올려보면, ‘음악’이라는 교양은 “인간성의 자유롭고 조화로운 발달”을 목표로 할 수 
있으며 “外部社會에대하야선 高遠한識見과 適正한 判斷”170)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측
면에서 새로운 세대가 갖추어야 할 하나의 덕목으로 볼 수 있다.  
 미란이 ‘천재’성을 느꼈던 피아니스트 영훈은 육체와 정신 모두가 건강한 청년으로 
묘사된다. “차면서도 부드러운 얼굴”의 “예술가의 범상치 않은 인상”을 지니고, 음악
을 위해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에 굴하지 않는 영훈의 건강함은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여러 남성 청년과 대비가 된다. 영훈의 검소하고 조촐한 방은 어지러운 치
장으로 가득한 단주의 방과 비교가 된다. 세란의 ‘정염의 노예’가 되어 퇴폐와 향락에 
빠진 단주가 푹 패인 눈과 긴 얼굴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 영훈의 인상은 부드럽다. 
또 영훈의 음악연구실에 다니는 가야의 약혼남인 럭비선수 갑재도 영훈과 대비된다. 
갑재가 “근골이 장대한 그 위장부”의 외형을 가진데다가, “힘이 얼마나 장하다는 걸” 
증명하는 듯, 완력으로 밀어붙이는 ‘힘’을 강조하는 사나이인 반면, 영훈은 그의 힘에 
압도당하면서도 정신적인 것을 포기하지 않은 인물로 묘사된다. 단주가 당대의 니힐
리즘에 빠진 청년의 전형이라면, 갑재는 일제의 청년담론에서 강조하는 좋은 체위를 
가진 ‘건강한’ 청년의 전형인 동시에, 그 담론을 만들어 낸 물리적인 힘에만 의지하는 
군국주의화 되어가는 일제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들과 다른, 이
효석이 긍정하고 있는 청년이 바로 교양의 힘을 가진 열정적인 청년 영훈이다. 일제 

170) 최재서, 「교양의 정신」, 『인문평론』 1939.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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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의 ‘건강’이나 이에 따른 강인한 육체에 대한 강조는 감정의 영역인 예술과 자연
스럽게 대비된다. 이효석은 일제가 강조하던 ‘건강’을 육체적인 것에 한정하지 않고, 
교양을 통해 지·덕·체가 조화를 이룬 ‘건강’으로 전유한다. 단주를 통해 퇴폐와 향락
을 음악이라는 보편적 교양의 반대편에 놓았다면, 당대가 요구하던 ‘건강함’이라는 것
이 반드시 육체적인 힘에 있는 것이 아님을 갑재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1930년대 후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부터 일제는 조선인의 체위 향상을 목적으로 
‘체육’을 강조했다. 이는 후에 군사로 차출할 병원(兵員)을 만들겠다는 목적 때문이었
다. 체력과 위생, 우생학의 강조는 전쟁에 초점이 맞추어진 제국의 담론이었지만, 그
것은 생활로 깊숙이 침투하여 일반인에게도 중요한 담론이 되었다. 병약한 가야와 그
의 약혼자인 체육가 갑재가 그 예이다. 하지만 가야는 “체육 편중의 현대주의라는 것
이 원시로 돌아가라는 고함소리같이 속되게” 들리는 것처럼 느낀다. 가야는 영훈의 
구라파적 교양에 대한 맹목에 가까운 애정에 완전히 동의할 수는 없지만, 구라파적 
교양이 가지는 심미성에 어느 정도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소설에서 가야는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상징하는 청년이라고 할 수 있다. 육체적으로는 병약한데다가 
양쪽 눈의 초점이 안 맞아서 “한 곳을 목적하면서도 뒤틀려져 나가게 되는” 가야의 
시선은 정신적인 지향과 삶에서의 지향을 일치시킬 수 없었던 1930년대 후반의 현실
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없어져버린 하지만 문화적-특히 음악적으로-으로 훌
륭한 전통을 가진 나라 ‘가야’의 이름을 딴 것처럼, 그는 구라파주의를 지향하는 미란
과 영훈과 달리 조선은 빈약하고 구라파는 풍요하다는 등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인물
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훈을 동경하지만 가야는 영훈의 구라파행에 동참할 수 없으
며, 가야가 죽고 난 후 비로소 미란과 영훈은 홀가분하게 하얼빈으로 떠날 수 있었
다.  
 갑재와 영훈의 싸움은 가야라는 한 여성을 넘어서서 체육과 음악이라는, 당대 문화
의 두 축의 싸움으로 비춰진다. 영훈이나 갑재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보이려구” 음악 혹은 체육을 한다고 서로의 영역을 비판한다. 영훈은 세상을 놀라게 
하려고 하는 음악이나 체육은 “무의미하구 쓸데없는 짓”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당대
의 교양이 자신을 계발하고 더 나은 위치, 더 나은 미(美)의 상태로 자신을 이끄는 
내적 성장보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영훈
이 피아노도 칠 줄 모르면서 덥석 비싼 피아노를 고르는 미란에게 나귀 운운한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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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영훈이 좋은 피아노가 거실의 장식품으로 쓰이는 것을 통
탄한 것은, 「은은한 빛」에서 도검이 박물관에 처박혀 사람들의 눈요깃거리가 되어 그 
의미를 잃어버릴까 걱정하며 도검을 내놓지 않으려는 태도와도 상통한다고 할 수 있
다. 이를 공격하는 갑재와 당하는 영훈을 “야만과 문명과의 대립”으로 보고, “야만의 
힘이 눈으로 보기에는 항상 사나운 것이어서 그만큼 그 대립의 꼴은 보기 민망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는 것은, 이효석이 폭력적 육체성으로 대변되는 일제 말기의 
상황을 넘어설 대안으로, 또 다음 세대의 새로운 힘으로 예술의 심미성 혹은 그것이 
바탕이 된 교양의 힘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훈이 가진 교양의 힘은 미란을 다음 세대의 주체로 이끌 수 있는 
것이며, 육체적으로 미란을 정복했다는 것으로 우위를 삼으려는 단주와 영훈과 차별
되는 지점이 된다. 정신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영훈에게는 미란이 정조를 잃은 것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재의 열정과 정성”이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영훈은 육체보다도 정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열정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영훈의 정신의 근본은 
그의 ‘구라파주의’에 있다. 

① 영훈은 철저한 구라파주의자여서 그와 마주않으면 대개는 이야기가 그 방면으로 기울어
졌다. 그는 흔히 뜰을 예로 들었다. 정원 안에는 화단도 있고 나무도 서고 풀도 우거지고 
지름길도 있고 그늘도 있고 양지도 있는 것 그 전체를 세계로 보면 그 속에서 구라파의 문
화라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화단에 상당하다는 것이다. 색채와 그림자의 여러 폭의 부분이 
합쳐서 화단을 중심으로 하고 정원 전체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므로 그 부분부분을 숭상하
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이다. 그의 구라파주의는 곧 세계주의로 통하는 것이어서 그 입장에
서 볼 때 지방주의같이 깨지 않은 감상은 없다는 것이다. 진리나 가난한 것이나 아름다운 
것은 공통되는 것이어서 부분이 없고 구역이 없다. (...) 아름다운 것도 아름다운 것끼리 구
역을 넘어서 친밀한 감동을 주고받는다. 이곳의 추한 것과 저 곳의 아름다운 것을 대할 때 
추한 것보다는 아름다운 것에서 같은 혈연과 풍속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같은 
진리를 생각하고 같은 사상을 호흡하고 같은 아름다운 것에 감동하는 오늘의 우리는 한구
석에 숨어 사는 것이 아니요, 전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동양에 살고 있어도 구라파
에서 호흡하고 있는 것이며 구라파에 살아도 동양에 와 있는 셈이다. 영훈의 구라파주의는 
이런 점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음악의 교양이 그런 생각을 한층 절실하게 해주었는지도 모
른다. 음악의 세상에서 같이 지방의 구별이 없고 모든 것이 한 세계 속에 조화되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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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으로 물들어지는 것은 없다. (169~170면)171)

② “오늘 어느 구석에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까. 흰옷을 입기 시작한 때부터 빛깔을 잊었고 
아악과 함께 음악이 끊어졌고―천여 년 동안 흙벽 속에 갇혀 있느라구 아름다운 것을 생각
할 여지나 있었습니까. 제 고장을 나무래기가 야박스러우니까 허세들을 부려 보는 것이지
요.” (...) 
 “그런 환멸 속에서 어떻게 사세요?”
 “그러게 예술 속에서 살죠. 꿈속에서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면서 살죠. ―그것이 누구나 가
난한 사람의 사는 법이지만, 주위의 가난한 꼴들을 보다가두 먼 곳에 구라파라는 풍성한 
곳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신기한 느낌이 나면서 그래두 내뺄 곳이 있구나 하구 
든든해져요.” 
 “구라파로만 가면 그 꿈이 채워질까요. 또 새로운 환멸이 생기지 않을까요.” (171~172면)

 인용된 부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영훈은 ‘구라파주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구라
파적인 교양에 경도되어 있다. 그의 구라파적인 것에 대한 집착은 너무 극단으로 치
우친, 구라파예술지상주의인 것처럼 보일 지경이다. 인용 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영훈이 추구하는 교양이라는 것은 진리와 아름다운 것이 ‘조화’를 이룬 미(美)적인 
‘총체’를 의미한다. “같은 진리를 생각하고 같은 사상을 호흡하고 같은 아름다운 것에 
감동”하는 이 미적 전체주의는 이 교양을 향유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
는 세계주의적인 것, 보편적인 것이다. 그렇다고 지방주의처럼 지방성을 강조하거나 
무차별적인 획일화를 강조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색채와 그림자의 여러 폭의 부
분”이라는 차이들을 아울렀을 때 조화를 이루는 ‘정원’의 모습이 그가 강조하는 교양
이다. 유진오는 ‘구라파적 교양’을 자아의 자각 혹은 그 자아의 발달과정을 다루는 근
대문화를 교양으로 삼는 것172)이지만, 서양을 배격하는 일제 말기의 상황에서 구라파
적 교양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서양의 근대문화는 용인될 수 없는 것이 된다. 이효
석은 유진오가 구라파적 교양의 본연의 의미로 제시한 ‘희랍 로마 문화는 물론 중세 
봉건문화’에 포함되는, 인간성 옹호에 기반을 둔 심미성을 ‘구라파적 교양’의 본체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특수성을 인정하고 ‘아름다움’이라는 

171) 이효석, 『화분』, 『이효석전집』4, 창미사, 2003.
   이 소설의 인용은 여기에서 하며 인용 말미에 면수만 표시하기로 한다.
172) 유진오, 「구라파적교양의 특질과 현대조선문학」, 『인문평론』 1939.11. 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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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인 감정으로 보이지만 인류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를 끌어들인 것
이 이효석이 말하는 ‘구라파적 교양’이다. 
 영훈이 말하는 구라파적 교양의 성격은 그가 작곡하려고 계획하는 음악에서도 드러
난다. 교향악 <인간의 노래>의 주제는 ‘동양의 것인 동시에 구라파의 것, 구라파의 
것인 동시에 동양의 것’이다.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영훈은 이 교향악을 전(全)
인류의 것,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 교향악이 ‘탄생, 싸움, 운명, 죽음’ 등
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피아노곡 <생활의 노래>가 보편타당한 인류의 감정
(아름다운 것, 사랑, 행복, 잔치, 고독, 슬픔, 사상)을 주제로 한다는 것에서 영훈의 
‘구라파주의’의 성격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장소의 차이와 무관한, ‘인간’에 초점을 맞
춘 것이다. 즉 단 하나의 공통점(‘인간’이라는)과 무수한 차이들을 포용할 수 있으며, 
그 속에 내재된 아름다움을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구라파적 교양이라는 것
이다. 이는 이질적 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주
의173)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용 ②에서 보는 것처럼, 단절된 조선적 전통의 자리에 구라파적 근대가 이식
되었던 조선의 현실에서는 조선적 전통에 새로운 것을 덧붙여가며 만든 현재의 구라
파적 교양이 결과적으로는 미적 총체성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란이 동경에
서 한 소녀의 연주를 들으며 느꼈던 것처럼, 서양의 고전음악은 시대와 국경, 인종을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되었다. 반면 조선의 아악은 그 시대를 
지난 후에는 더 이상 향유되지 않는 음악이 되었다. 음악 자체로도 사람들의 정신세
계에 큰 영향을 주지만, 보편성을 획득하려면 과거에서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인 것
이어야만 한다. 그런 면에서 서양의 고전음악은 ‘정전(cannon)’으로서의 역할을 감당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향유되며 그 가치와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서양 
고전음악의 고향인 구라파는 정신적으로 가장 풍성한 곳, 원형을 잃지 않은 아름다움
이 있는 곳의 대표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영훈으로 대표되는 ‘음악’이라는 교양의 힘은 미란을 군중의 하나에서 ‘동역자’로 만
들었다. 이효석은 ‘교양’이 점차 제국이 제시하는 담론의 도구가 되어가고, ‘예술적 
가치’를 판단하는 심미안마저 지배담론의 도구로 사용되어가는 현실을 영훈과 같은 
구라파적 교양을 강조하는 청년을 통해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근대 예술의 원형이라
고 할 수 있는 구라파적인 것을 통해 세계적 보편성을 논한 것 역시 차이를 무화하

173) 방민호, 「이효석과 하얼빈」, 『일제 말기 한국문학의 담론과 텍스트』, 예옥, 2011, 1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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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예술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교양을 폄훼하는 지배 논리의 폭력성을 드러내고, 오
히려 ‘구라파적 교양’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이 필요함을 강조된다. 이효석은 
음악가인 영훈과 미란을 통해 ‘구라파적 교양’의 가치를 지키는 ‘교양’ 있는 ‘코스모
폴리탄’ 청년을 제시하고, 이들만이 세계주의적인 보편문화를 지향할 수 있음을 강조
하였다. 이러한 교양을 가진 청년만이 당시의 획일화된 체제에서 인간성을 지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당대를 초극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구라파적 교양’의 본토인 유럽행을 결심한 영훈이 중간기착지로 선택한 곳은 하얼
빈이다. 

 음악에 있어서는, 하얼빈은 어느 곳보다 풍요로움을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음악은 분명 
이 거리의 커다란 윤택함의 하나다. 어디서든지 풍성하게 흐른다. 식당에서도 홀에서도 클
럽에서도 레코드의 복제음이 아니라 살아 있는 인간의 밴드에서 신선한 음악이 생생히 흘
러 나온다. 요트 클럽의 갑판 정자에는 오후 여섯시면 반드시 교향악의 연주가 있지만, 무
슨 대단한 사치가 아니다.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수런수런 떠들며 음악에는 주의를 돌리지 
않는데도 차이코프스키의 애상적인 선율이 유감 없이 이어진다. 이것이 유럽적인 것인가. 
또는 어느 곳의 것인가. 그런 따위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땅에 깊이 뿌리내려 살아 있는 
것은 지키고 키우는 것, 이는 정말이다.174)

 이효석의 만주여행단상에서 하얼빈은 새것과 낡은 것이 공존하는 공간이며, 동시에 
음악의 풍요로움이 있는 곳으로 묘사된다. 백계러시아인들의 이주로 당시의 하얼빈은 
동양 안의 서양으로 인식되었다. 유럽에서 음악을 배우겠다고 결심한 미란과 영훈에
게 하얼빈 행은 폭력적 육체성의 구세계를 ‘졸업’하고 세계의 중심에서 세계를 배우
겠다는 “승리의 안전한 출발”을 의미한다. 최종목적지인 유럽은 동경이나 하얼빈과 
같은 ‘모방’이 아닌 ‘진짜’의 공간이다. 소설에서 이들은 하얼빈에서 멈춘다. 코스모폴
리탄 청년으로서의 꿈은 일단 서양도 동양도 아닌 하얼빈에서 멈춘다. 
 1939년, 이효석이 『화분』에서 하얼빈을 중간기착지로 설정한 것과 달리, 『벽공무
한』175)에서 하얼빈은 여행의 종착지가 된다. 음악가였던 영훈과 달리,  『벽공무한』의 

174) 이효석, 김윤식 역, 「새로운 것과 낡은 것-만주여행단상」(『滿洲日日新聞』, 
1940.11.26.~27.) 김윤식, 『일제 말기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295면.

175) 『매일신보』에 1940년 1월 25일부터 7월 28일까지 『蒼空』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되었다. 
1941년 단행본으로 출간될 때 『벽공무한』으로 개제(改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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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청년은 ‘문화사업가’ 천일마이다. 그는 대학 문과 출신으로 구라파적 교양이 다
분한 인물이다. 동경의 극단과 무용단을 교섭하는 등의 일을 하는 그의 문화예술 방
면에 대한 지식과 교양은 그를 능력 있는 문화사업가로 공인되게 만들었다. 그의 교
양의 힘은 결국 현대일보사의 요청으로 하얼빈의 교향악단을 초청하는 임무를 맡아 
하얼빈으로 가게 만든다. 
  『화분』에서 영훈과 미란이 중간기착지로 선택한 하얼빈은 일마에게는 종착지이다. 
구라파적 교양이라는 세계주의적 지향은 유럽의 전황으로 인해 실질적인 경계를 넘어 
가기 힘든 곳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구라파적 교양의 실체에 가깝고 실력자도 많
은 하얼빈은 1940년 이후 구라파적 교양을 동경하던 이가 갈 수 있는 최종 공간인 
셈이다. 일제 시기 하얼빈은 ‘국제도시’로서의 속성을 지닌 곳이었다.176) 일마는 키타
이스카야가에서 “구라파의 한 귀퉁이”, “외국에 온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일마에게는 
하얼빈이 작은 구라파인 것이다. 그곳은 영어와 러시아어로 의사소통을 하는177) “국
제인”들이 모이는 곳, 백계 러시아인과 조선인이 스스럼없이 어울릴 수 있는 ‘국제적’ 
공간으로 묘사된다. ‘동양의 파리’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지만 실상 하얼빈은 ‘만철’이
라는 일본 제국의 연장선 안에 존재하는 ‘동아협동체’의 일부인 계획도시였다.178) 만
주국의 공식 이데올로기인 ‘민족협화’를 확장시킨 도시인 동시에 소련으로부터 공식 
접수한 철도를 바탕으로 러시아인을 적극 활용한 “‘국방국가’의 중추도시, 정보·첩보·
모략의 도시”가 바로 하얼빈이었다.179) 하얼빈이 확장해 가면서 구도심은 유럽의 옛 
정취를 지니고 있지만 하층민들의 구역이 되었다. 

176) “하얼빈에는 국적이 다른 많은 외국인이 잡거해 있는 탓에 그 혼잡한이 한층 컸다. 그 중
에는 신흥 기세와 몰락의 입김이 서로 짜여져 명암이중주를 이루어 특수한 거리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 고색창연한 거리의 감각이 무엇보다 마음을 야기시켰다. 슬라브족의 
삶의 특수함이 거의 순수하게 표출되어 그것이 이상한 느낌을 일으켜 준다. 유럽에 간다면 
그러리라 생각되는 분위기였다. (...) 그 중에서도 상업지구인 키타이스카야 거리는 은성함이 
극도에 이르고 있다.” (이효석, 「대륙의 껍질」(『京城日報』1939.9.15.~19.), 김윤식 역, 김윤
식, 『일제 말기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179~280면.)

177) “나아자와 말할 때 일마는 물론 영어나 혹은 로서아어의 토막말로서 말과 감정이 지금과
는 판연히 달라지는 것이었으나 그런 국제인의 자격으로 조금도 서투른 법 없이 나아자와는 
이상하게도 조화가 되었다.” (52면)

178) 김경일·윤휘탁·이동진·임성모 지음,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20세기 전반 만주의 조
선인』, 역사비평사, 2004. 4장 참조.

179) 위의 책, 302면.
 『화분』에서는 하얼빈이 마치 유럽의 한복판과도 같은 문화의 도시처럼 그려지고 있지만, 
『벽공무한』에서는 아편 소굴, 도시 외곽의 쓸쓸함, 예술노동자의 살 길이 요원한 것 등 생
활상의 이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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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눈 아래의 거리는 사실 벌써 작년 여행에 본 그 거리는 아니다. 각각으로 변하는 인
상이 속일 수 없는 자취를 거리에 적어간다. 오고가는 사람들의 얼굴도 변했거니와 모든 
풍물이 적지 아니 달라졌다. 낡고 그윽한 것이 점점 허덕거리며 물러서는 뒷자리에 새것이 
부락스럽게 밀려드는 꼴이 손에 잡을 듯이 알려진다. 이 위대한 교대의 인상으로 말미암아 
하얼빈의 애수는 겹겹으로 서리워 가는 것이다.180)

 
 단편 「하얼빈(哈爾濱)」에서의 하얼빈은 옛 영화를 잃어가는 서구를 의미하는 듯, 쇠
락하는 모습이다. 『벽공무한』이나 「하얼빈」에서 주인공들이 좋아하는 키타이스카야는 
구도심지역이다. 국제도시 하얼빈에서도 구라파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는 곳은 구도
심지뿐일 텐데, 그마저도 새것에 밀려나고 있다. 이효석이 강조하고자 했던 교양이라
는 것은 사라져 가는 것이 안타까운, 구도심지로 밀려나는 구라파의 모습과도 같다. 
나아자의 어머니 묘지에 갔다가 만난 이봐놉은 “저래 뵈어두 음악간데 이 넓은 거리
에서 한 곳두 그 재주를 팔 데가 없다나요. 카바레두 만원이구 호텔에서두 거절” 당
하는 현실이다. 구라파적 교양을 잘 간직하고 있는 문화도시처럼 보이지만 실상 하얼
빈의 예술(음악)은 ‘구라파적 교양’에서 멀어진, 생계를 위해서라면 버릴 수도 있는 
부차적인 것, 물질에 뒤처진 것이 되었다. 하얼빈은 구라파적 교양의 ‘사치’를 누리는 
공간이었지만181), 일제 말기로 오면서 그것은 오히려 애수를 불러일으키는 ‘낡은 것’
이 되고, 그 자리에는 제국의 확장 담론에 의한 ‘새것’들이 들어선다. 이 ‘새것’이 바
로 일마가 하얼빈에서 얻은 행운이라고 했던 채표나 경마 등의 투기성 자본주의 문물
과, 한운산의 재산을 만들어준 아편이다. 채표를 사고 경마를 즐기는 하얼빈의 국제
인들은 음악에서 오는 정서적 안정보다도 일확천금이 가져오는 만족감과 아편으로 인
한 현실도피를 선택하는 ‘쭉정이’들일 뿐이다. 
 구라파적 교양을 잘 지키고 있을 것 같은 하얼빈의 사람들에게도 구라파적 교양은 
이미 구시대의 산물일 뿐이다. 천일마는 처음에는 하얼빈 행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180) 이효석, 「하얼빈(哈爾濱)」(『문장』1940.10.) 『이효석 전집3』, 창미사, 2003. 109~110면.
181) “송화강가로 나가 긴 둑을 걸어 요트 구락부에 이르러 덱 팔라에 앉으니 넓은 강이 바로 

눈 아래에 무연하게 열린다. // 팔라에는 식사하는 손님들은 거의 꼭 차 있고 홀 안 부대에
서는 벌써 오후 여섯 시가 되었는지 밴드의 음악이 흘러나온다. 나는 그 음악을 하얼빈의 
큰 사치의 하나라고 아까워한다. 식사하는 사람들이 그 음악을 대단히 여기는 것 같지도 않
고 첫째 그것을 이해하고 즐기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차이코프스키의 실내악은 개발
에  편자같이 어리석은 군중의 귀를 무의미하게 스치면서 아깝게도 흐른다. 하얼빈은 이런 
사치를 도처에서 물같이 흘리고 있다.” (위의 글, 1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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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얼빈이 점차 제국주의와 자본의 논리에 물들어 구라파적 교양을 상실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는 그가 구라파적 교양을 익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실을 파악할 수 있
는 힘을 가졌기 때문이다. 교양인인 일마와 대비되는 인물은 일마의 첫사랑인 남미련
의 남편, 유만해이다. 만해는 일마처럼 최고학부의 법학과를 졸업한 인물로, 가지고 
있던 유산을 이용하여 다양한 사업을 벌여 부를 축적한 명망 높은 청년실업가이다. 
제국대학을 졸업한 법학사에 실업가이지만, 만해의 교양에 대한 이해는 매우 낮다. 
 

 “조선의 음악계두 상당하죠. 외지의 교향악단을 데려오게 됐으니.”
 미려는 내 일 같이나 반가워서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교향악을 이해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된다구.”
 “몇 사람이라니요. 음악에 대한 일반 시민의 교양이 몇 해 동안 얼마나 높아졌게요.”
 “높아지면 얼마나 높아졌을꾸. 정말 알구들이나 하구 그러나. 괜히 아는 척들 할 뿐이지.”
 “잘못하다간 모르는 건 당신뿐일지두 몰라요, 괜히. 베토벤이나 쇼팽을 모를 사람이 현대
인치구야 당신을 내놓고 누가 있겠수. 그걸 듣구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 줄 알
우.” (...)
 “일반의 교양 정도를 살펴 가지구 하는 일이지 괜히야 이런 큰 계획을 할 리 있겠수. 대
단히 귀중한 사업이구 말구요. 두 손을 들어 찬성할 사람이 비단 우리뿐이겠수.”
 그래도 만해는 이해가 바로 못 가고 생각이 다르다.
 “한마디로 하면 허영이야. 계획하는 것두 허영이구 찬성하는 것두 허영이야. 순진한 시민
을 허영의 구렁 속에 빠뜨려 넣자는 것이야.”
 “허영이라니요. 왜 허영이란 말요. 예술을 이해하자는 시민의 자랑을 가리켜 그렇게 만만
히 허영이라구 해서 옳단 말요.” (...)
 “허영이 아니구 뭐요. 그럼 속을 채리구 난 후에 문화를 숭상해두 하는 것이지 입에 밥두 
못 들어가는 처지에 음악이니 예술이니 하구 흰 멋들을 피우는 게 아니구 무엇이란 말요.” 
(32~33)182) 

 
 ‘조선 최고의 학부’를 나왔다는 만해이지만, 그는 ‘교향악’으로 대표되는 예술적 교
양을 ‘허영’이라고 폄하한다. 조선의 빈약한 경제 현실에서는 먹고 사는 것이 문제이
지 교양이나 예술은 허영심에 멋을 부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해에게 
교양은 학력엘리트들의 신분문화로 작용했던 것일 뿐, 그는 교양을 중요한 것으로 생

182) 이효석, 『벽공무한』, 『이효석전집』5, 창미사, 2004. 
이 소설의 인용은 이 책에서 하며, 인용 말미에 면수만 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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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지 않는다. 그가 청년실업가의 안목으로 판단한 조선의 일반 대중의 교양 수준은 
일본이나 구라파의 그것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이다. 만해는 대중들이 그저 ‘아는 척’으
로 교양인인 척을 한다는 속물 교양의 모습을 어느 정도 읽어낸다. 더군다나 이 시기 
식민지 조선의 문화적 현실이란 “일년에 잘해야 한차렛씩이나 얻어 들을수 있는 교향
악단의 밤”183) 정도로, 문화로서의 교양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 그러
니 교양에 관심이 많은 미려는 “어찌 반드시 넉넉한 후에만 문화사업을 하겠수”라며 
조선의 현실에서 문화사업을 통한 교양의 확대가 중요한 문제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만해로 대표되는 교양에 대한 견해는 사실 전시체제기에 돌입하는 일본이나 식민지 
조선의 일반적인 현실이라 할 수 있다. 교양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제국대학의 교
양도 전시체제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서양문화를 바탕으로 한 과목(외국어, 문학, 역
사, 철학 등)의 과목들이 정규교과에서 빠지고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을 고취시키는 
과목들로 대체됐기 때문이다.184) 일반적인 조선 사회의 현실도 다를 것이 없었다. 더
군다나 장기화되는 전쟁으로 인해 조선 민중은 대단히 궁핍한 생활을 해야만 했다. 
그러니 문화를 즐긴다는 것은 일종의 사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효석은 
미려나 일마의 구라파적 교양의 옹호가 조선의 청년들에게는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음
을 일마의 하얼빈 교향악단 초청과 나아자와의 연애 문제, 미려의 녹성음악당 설립 
문제 등을 통하여 보여준다. 결국 구라파적 교양보다도 자본주의의 문제점만을 갖고 
있었던 만해는 사업에 실패하고, 미려나 일마 등의 구라파적 교양을 바탕으로 한 문
화사업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둔다. 이것은 교양의 힘을 강조하는 것인 동시에, 당
대 조선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교양을 가지고 ‘정신’의 측면을 이끌어나갈 청년
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효석이 이런 교양의 힘을 지니고 갈 수 있는 존재들로 ‘쭉정이’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하얼빈을 소유럽으로 인식하고 좋아했던 일마이지만, 하얼
빈 교향악단을 초청하기 위해 간 여행에서 일마는 하얼빈의 어두운 면을 보게 된다. 
만 원짜리 채표에 당첨되고, 경마로 큰돈을 벌고, 초청 업무에도 성공하는 듯 일마 
개인에게 하얼빈은 행운의 도시였지만, 실제로 하얼빈은 ‘잡동사니의 분위기에서 오
는 일종의 부조화’를 느끼게 되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운 곳이 많’은 공간

183) 김남천, 「經營」, 『문장』, 1940.10. 14면. 
184) 이향철, 「근대일본에 있어서의 ‘교양’의 존재형태에 관한 고찰」, 『日本歷史硏究』13, 

2001, 107~1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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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삶에 쫓겨 할 바를 모르고 갈팡질팡 헤매”는 “국제적 쭉정이”들, “허름하게 
차리고 무엇을 하려든지 분주하게 포도를 지나는” 쭉정이들 속에서 일마는 자기 자신
도 쭉정이임을 깨닫는다. 

 “그럼 나는 대체 무엇일까.”
 일마는 자기 또한 하나의 쭉정이임을 알았다. 든 돈 일만 오천 원이 생겼대야 지금 정도
의 문화사업을 한 대야 기실 쭉정이밖에는 안 되는 것이다. 쭉정이끼리이기 때문에 나아자
와도 결합이 되었다. 쭉정이는 쭉정이끼리 한 계급이다. 나아자와 자기의 그 어느 한편이 
쭉정이가 아니었던들 오늘의 결합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일마는 쭉정이의 신세가 그다지 불행하지는 않았다. 불행의 행복감이라
고 할까―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히면서 길 떠날 날을 앞두고 나아자가 한층 살뜰히 여겨지
는 것이었다. (129~130면)

 계급적으로 보면 하얼빈 구도심지의 ‘쭉정이’는 대부분의 중하층민을 의미하는 것이
다. 이들에게 음악이나 꽃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미(美)적 
대상은 아니다. “삶에 쫓겨” 헤매는 일반인들에게 음악은 사치일 뿐이다. 유만해가 
교양에 대해 지적한 것도 바로 이런 점이다. 문화사절로, 조선에 구라파적 교양을 전
해줄 하얼빈 교향악단 초청을 위해 하얼빈에 온 일마이지만, 정작 하얼빈에서 그가 
만난 현실은 구라파적 교양이 아닌 쭉정이들의 삶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마가 교양이 퇴락하는 공간에서 교향악단을 이끌고 나아자와 함께 
서울로 돌아오는 것은 구라파적 교양을 이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서의 조선
의 가능성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업을 담당할 계층 역시 
조선의 쭉정이들인 미려와 단영 등의 청년이다. 이 시기 조선 청년들은 서울을 “동경 
다음”의 문화도시로 놓았다. 이는 일제가 늘 말하던 ‘이등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하얼빈 교향악단도 구라파적 교양을 잘 간직한 실력 있는 악단이기 때문에 조
선에 초빙한 것이지만185), 이들이 조선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사실 하얼빈 교향악단

185) 실제로 하얼빈 교향악단은 경성에서 연주회를 열었다. 『신세기』 1939년 4월호에는 「하르
빈 교향관현악단장 회견기」가 실려 있다. 

    “하르빈交響管絃樂團은 하르빈에 있는 白系露人男女로 組織된것으로 五十餘命의많은 團
員을 거느리고 三月上旬에 東京에 건너가 日比谷公會堂에서 五日間의 公演을하고 다시 靜
岡, 名古屋, 大阪等地의 演奏會를 마치고이제 京城에 온 것이다”, “京城서는 어젯밤-三月
卄六日-府民館大講堂에서 演奏會를 열었든바 京城서 처음으로 있는 本格的交響管絃樂이라 
三圓과 四圓의 빗싼 入場料이었음에도 不拘하고 超滿員의 盛況을 이루었”다고 한다. (K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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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만철 소속이기 때문이다.186) 전쟁이 장기화되고, 일본은 서양으로부터 고립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하얼빈은 서양문화를 위해 갈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장소일 수밖
에 없었다. 해외로 자유롭게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구라파를 동경한다고 하더라도 
제국의 영역 이상으로는 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일본뿐 아니라 식민지 조선의 한계였
다. 이효석이 『화분』에서 하얼빈을 거쳐 구라파로 나갈 계획을 세웠던 영훈과 미란의 
이후 행보를 보여주지 못한 것도 이러한 정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벽공무한』에
서 일마가 일제의 영역 내에서 움직이는 것도 이효석이 대동아공영권을 보여주었다기
보다도 ‘구라파적 교양’이라는 보편을 지향했지만 제국의 경계를 넘을 수는 없었던 
한계 내에서의 최대치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효석이 이 소설에서 강
조하고 있는 것이 음악이나 하얼빈의 모습 속에 숨어 있는 ‘미(美)’이기 때문이다. 

 
 “…국경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이오. 야박스런 세상에서.”
 “그래요. 나두 그렇게 생각해요.”

자, 「하르빈 교향관현악단장 회견기」, 『신세기』, 1939.4. 26~27면)
186) “사무의 첫길로 우선 철도총국을 찾았다. 하얼빈교향악단은 그곳의 소속인 까닭이다. 복

지과장을 만나 사연을 설명하고 승낙을 빌었을 때, 그도 이미 신문사에서의 교섭을 받은 뒤
였던 까닭에 선선하게 대답한다.” (『벽공무한』, 52면)
 만철은 철도회사였지만 조사부와 농업시험장, 중앙시험소, 지질조사소 등을 갖추었고, 탄광
이나 제철소 등의 부속 사업, 호텔·병원·신문사·영화제작소 등을 경영하였으며 만주의과대학
을 비롯한 교육기관을 설치하는 등 광범위한 활동을 전개했다고 한다. 또 철도선로 양측의 
토지와 시가지를 철도부속지로 하여 그곳의 교육·토목·위생 등의 시설을 주관하였고 거주민
으로부터 수수료를 비롯한 비용을 징수할 권한을 갖는 행정 기관으로서도 기능했다고 한다. 
(야마무로 신이치, 윤대석 역, 『키메라 - 만주국의 초상』, 소명출판, 2009. 322~323면. ) 
 이경훈은 『벽공무한』이 “근대적 구라파주의자이자 서양숭배를 만주의 이상으로 대체”한 작
품이라면서, “시종일관 일본 제국주의의 하늘 밑을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국민문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작품으로 평가했다. ‘오족협화’의 땅 하얼빈에 일제의 ‘생명선’이었던 만
철을 타고 가고 또 만철 소속의 교향악단을 초빙하여 조선으로 돌아온다는 여정이 일제의 
대동아공영권의 영역 안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 이경훈, 「하르빈의 푸른 
하늘 : 「벽공무한」과 대동아공영」, 김철·신형기 외, 『문학 속의 파시즘』, 삼인, 2001.) 물론, 
김윤식의 평가처럼 이 소설을 “역사적인 의식의 개입이 거의 없”는 “이효석의 창작은 당초
부터 탈(脫)이데올로기적”인 것으로만 볼 수도 없다. (김윤식, 「이효석론(2)」, 『일제말기 한
국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276면.) 이효석이 어떤 문학 조직에
도 오래 발을 담그지 않았고, 또 작품 속에 특정한 사상적 지향을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았
지만, 그렇다고 해서 『벽공무한』에서 하얼빈 교향악단을 초정하는 것을 대동아공영권의 논
리를 수용한 것으로 보거나 혹은 그런 것과 무관한 것으로 볼 수만은 없다. 이효석의 소설
은 정치적 담론이나 어떤 사상과도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나름대로의 현실 비판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것이 지양되고 있는 미적 가치를 찾는 청년들
을 통해 나타난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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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으로밖엔 국경을 물리칠 수가 있소? ―아라비아 청년이 파리 소녀보다 못할 것두 없
구 파리 소녀가 아라비아 청년보다 날 것두 없구 두 사람에겐 피차가 똑같은 구별 없는 사
람이 아니겠소.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또 있겠소.” 
 “제 눈에두 사람은 다 같이 일반으로 뵈여요. 구라파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개인개인 
다 제나름이지 전체로 낫구 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각 사람이 편견을 버리구 그렇게 너그러운 생각을 가진다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
수.” (80면)

“당신들의 그 꼴같잖은 서양 숭배 그만들 둬요. 거지가 뭘 보구 침 흘리듯 서양이라면 사
족을 못 펴구―야만인의 추태지 뭐란 말요.”
 흥분하는 양이 통쾌해서 훈은 숭굴숭굴 웃으면서,
 “누가 서양을 숭배하나, 아름다운 것을 숭배하는 것이지. 아름다운 것은 태양과 같이 절대
라나. 서양의 것이든 동양의 것이든 아름다운 것 앞에서는 사족을 못써두 좋구 엎드려 백
배 천배 해두 좋거든.” (170면)

 일마를 비롯한 이 소설 속 청년들은 ‘아름다움’을 강조한다. ‘국경이 없다’는 것은 
일제가 하듯 힘으로 모든 땅을 정복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공통적인 부
분을 아우를 수 있는 감정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전통이 알 수 
없는 새것으로 대체되고, 문학이나 음악 등 ‘교양’이라는 영역도 힘의 논리가 잠식해
가는 상황에서 역으로 사라져가는 것들의 가치를 복원하려는 정신이 강조된다. 일마
가 하얼빈 교향악단을 조선에 소개하고, 그 계기로 녹성음악원이 계획되는 것은 이러
한 구라파적 교양의 회복을 의미한다.  『화분』의 영훈이 구라파에는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의미이다. 경마장에서 말을 고르면서, 단영은 ‘태양’이 외
모가 출중하기 때문에 잘할 것이라고 하지만, 일마는 말의 조교를 보고 ‘아킬레스’를 
택했고 결국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여기에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단순히 외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니고 가꾸는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인용에서 일마의 친구인 훈이 말하듯, 그들을 ‘아름다움’, 특히 나아자
의 동양과 서양이 잘 섞여 있는 아름다움을 찬양한다. 단순한 외양이 아니라 정신과 
외양이 조화를 이룬 상태, 그래서 인간의 가장 공통적인 특성인 감정을 공유할 수 있
는 대상을 강조하는 것이며, 이것이 음악으로 나타난다. 
 교향악단의 초빙뿐 아니라 미려의 녹성음악당 계획은 보편주의로서의 구라파적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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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쇠락하는 서구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근대 교양의 지속에 대한 의
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현대청년이 제일 잘 알 일”인 “현대인의 이상”은 결국 ‘인간
의 감정’에 근원을 둔 문화로서의 구라파적 교양을 조선에 뿌리내리는 일이다. 일마
와 나아자의 결혼도 이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음악의 일반화 민중화 생
활화”를 목표로 삼은 녹성음악당은 그 취지만으로도 중요한 곳이다.

“사람의 사회가 아무리 변천한다구 해두 음악에 대한 사랑만은 변할 날이 없을 것요. 문학이
나 그림이 다 예술의 부분으로 큰 것이지만 음악 같이 직접 마음을 울리구 흔드는데는 한 
걸음 뒤설 것요. 즐거울 때나 노여울 때나 슬플 때나 음악을 들으면 모든 감정이 완화되구 
부드러워지니 사람이 참으로 화합할 수 있는 마지막 조건은 음악이 아닐까. 음악 속에 잠겨 
잇는 뭇사람의 감정의 순간을 포착할 수 있다면 고래의 허다한 정치가와 사상가가 이루지 
못했던 인류의 이상적인 사랑의 나라를 가장 수월하게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음악에서 받는 
순간의 영감은 사상가의 백가지의 이론보다도 더 즐겁고 효과적이요, 강렬한 것이니까―음악
은 생활의 밥이요, 아니 밥 이상의 것일는지두 모르지. 사실 나는 세상 것을 통틀어서 무턱
대구 무엇이 제일 좋으냐고 묻는다면 음악이라구 단마디에 대답할 것요. 즉 밥보다두 옷보다
두 사랑보다두 야심보다두 무엇보다두 음악이 좋은 것이구 그것이 있으면 적어두 일정한 순
간 모든 것을 잊을 수가 있겠단 말요. 세상 사람이 나를 음악광이라구 하거나 말거나 이 생
각은 변할 날이 없을 테니.” (305면) 

 종세의 녹성음악원 창립기성회에서의 연설은 조선 청년의 교양 문제에 왜 음악이 중
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인 
동시에 어떤 정치나 사상도 이루지 못한 화합이 가능한 음악의 힘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전쟁으로 혼란스러웠던 일제 말기였기 때문이다. 여러 사상의 부침을 경험했던 
이 시기 청년들에게 음악과 문학이 갖고 있는 인류 보편의 감정을 통합하는 기능은 
가장 절실한 문제였을 것이다. 
  서은주는 외국문학 연구자나 번역자들의 코스모폴리탄적 지향을 “현실의 결핍과 제
약성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일종의 유토피아적 열망”으로 보았다.187) 영문학자 이효석
이 교양의 힘을 강조하는 것 역시 일종의 코스모폴리탄적 지향, 유토피아적 열망이라
고 볼 수 있다. 현실에 바탕을 둔 상상력의 세계인 문학에서 경계를 뛰어넘는 범세계

187) 서은주, 「1930년대 외국문학 수용의 좌표」, 민족문학사연구소 기초학문연구단, 『탈식민의 
역학』, 소명출판, 2006, 2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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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가치를 지향한다는 것은 일종의 이상주의로 보일 수도 있다. 서구의 몰락과 그 
대타로 동양이 부상하는 상황에서도 ‘구라파적 교양’을 강조하는 것은 구라파적 교양
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성과 그 아름다움에 대한 이상적 열망 때문일 것이다.
 교양인인 일마가 ‘동양의 특징을 가진 순 서양의 얼굴’을 한 세계인 나아자와 하얼
빈교향악단과 함께 조선으로 돌아오는 것과 반대로 교양을 하나의 허영으로 여겼던 
만해의 동양무역상회는 광산 사업에 실패하였다. 방종한 청년실업가 만해의 실패는 
교양의 부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한때 타락한 여배우였던 단영이 하얼빈 교향악
단의 밤에 연주를 듣고 미려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변화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나, 교
향악단의 공연과 일마-나아자 부부의 교양이 바탕이 된 이상적인 관계가 미려의 변
화의 계기로 작용한 것이 비록 비현실적인 변화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이를 통해 본
래적 의미의 ‘교양’이 갖고 있는 힘을 가진 청년에 대한 바람이 투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만해의 사업 실패는 정신(교양)을 잃고 물질만을 추구하던 서구 자본주의의 타
락한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녹성음악원에 대한 미려의 계획은 사실 교양보다
는 ‘아름다운 것’을 모아놓고자 하는 열망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녹
성음악원에서 인류 보편적인 감정이나 ‘미’를 파악해 내는 심미안을 가질 수 있는 청
년을 키우겠다는 미려의 의지는 당대 청년들의 가져야 하는, ‘교양 청년’이라는 문화
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녹성음악원이 창립 기성회를 
가진 것에서 서사가 일단락되면서 이 교양 청년들의 이상이 이상으로만 끝이 난다는 
점에서 현실적 한계가 미래에 대한 전망을 보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서구가 
몰락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신이라 할 수 있는 교양을 지닌 청년은 새 흐름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소설은 보여주고 있다.   

  (2) 모방의 전유와 미적(美的) 청년

  이효석이 생각하는 ‘교양’은 문학과 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이
효석이 강조하는 ‘교양’은 당대의 속물적 교양이나 시국적인 교양과는 다른 차원의 
것임은 앞서 설명한 바 있다. 이효석은 당대 지식인이라는 청년들이 다달의 간행물만 
읽는 것으로서는 지성을 쌓기에 부족하다면서, “古典을 玩味한다던지 或은 思想 哲
學書籍거튼것도 읽어두는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思想的敎養이 不足하니 自然視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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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좁아지고 藝術的感興의 깁히를 가지지못”한다는 것이다.188) ‘좁은 시야’를 갖는 
현대 지식인 청년들에게 이효석이 제시하는 것은 ‘사상적 교양’과 ‘예술적 감흥의 깊
이’이다. 그는 구라파적 교양을 향유하는 코스모폴리탄 청년들을 표상하는 한편으로
는 가장 ‘토착적’인 ‘미’를 추구하는 청년들을 다른 쪽에 제시하는 것으로, 교양 청년
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토착적인 아름다움에서 ‘예술
적 감흥’이라는 교양의 힘을 찾는 청년들의 모습은 주로 이효석이 일제 말기에 쓴 일
본어 소설에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이효석의 소설에 나타나는 ‘서구지향성’과 ‘향토지
향성’은 모순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일반적 논의에 따른다면 일제 말기, 교양 청년
을 다루고 있는 일련의 소설들에서도 이효석이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된
다. 정여울 역시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효석 문학이 착목하는 ‘미’에 대한 
태도는 탐미주의적 경향에만 그치는 것 혹은 모순적인 것이 아니라 문학과 예술, 역
사의식과 일상생활로까지 확장되는 방대한 관심사로 나타난다고 보았다.189) 박치우와
의 대담에서 이효석이 강조한 것처럼, 사상적 교양과 예술적 감흥을 떼려야 뗄 수 없
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살펴본 이효석의 ‘구라파적 교양’에 대한 강조는 일제 말
기 일본어 소설에 나타나는 토착적인 아름다움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교양’을 완성
하는 ‘예술적 감흥의 깊이’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예술적 감흥’은 음
악과 같은 교양의 일부 영역에서 복식이나 생활 물건 등 일상생활의 영역으로 옮겨간
다. 
 이효석이 일제 말기에 쓴 일본어 소설은 다분히 문제적이다. 왜냐하면 그 이전의 소
설에서는 잘 볼 수 없었던 체제의 논리가 작품에 투영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특
히 미나미 총독 부임 이후, 황민화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가장 강조되었던 ‘내선일체’
의 이념은 이효석의 일제 말기 일본어 소설에서 ‘내선결혼’ 혹은 조선인 남성과 일본
인 여성의 연애 등의 서사로 반복되어 나타난다. 일본어로 쓴 소설에 일본 제국주의
가 강조하던 이데올로기적 담론이 투영되어 있다는 것은 그간의 논의에서 이효석을 
제국주의에의 경사 여부를 저울질하게 하는 요소가 되었다. 특히 일본어로 쓰인 장편 
『푸른 탑(綠の塔)』190)에서는 ‘피의 결혼’이라는 ‘내선일체’가 가장 마지막으로 요구하

188) 이효석·박치우 대담, 「지성 옹호와 작가의 교양 – 평론가 대 작가 일문일답」, 『조선일보』 
1938.1.1.

189) 정여울, 「이효석 텍스트의 공간적 표상과 미의식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190) 『푸른 탑』은 타블로이드판 주간지 『국민신보』에 1940년 1월 7일부터 4월 28일까지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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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지점을 수용하는 듯도 보인다. 그렇지만 ‘내선’의 연애 혹은 결혼이라는 연애담과 
일본어로 쓰인 소설이라는 점이 이효석의 식민주의로의 함몰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정
할 수는 없다. 이효석은 그간의 연구들에서 그의 특징으로 ‘모순성’을 꼽을 정도로 쉽
게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성격의 작품을 써 낸 작가이다. 일제가 일본어 상용을 요
구하기 시작하자 일본어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또 그 내용 역시 일제가 요구하는 담
론이 ‘드러나’ 보이는 것이라면, 표면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내용의 뒤에 숨은 이효
석의 의도를 파악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이효석이 식민주의를 내면화한 상태에서 이
러한 문제적 내용의 일본어 소설을 창작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191)

 이효석은 『푸른 탑』과 『벽공무한』의 두 작품을 “청년층 특히 지식층의 독자를 상대
로”192) 썼다고 밝혔다. 그만큼 이 두 작품에서 그가 강조했던 바가 ‘청년층의 교양’ 
문제와 연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193) 연재를 시작한 1940년 1월, 이효석은 「문학 
진폭 옹호의 변」이라는 평론을 통해, 그의 ‘구라파주의’와 ‘토착적인 것(조선적인 것)’
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단초를 제시했다. 

메주 내나는 문학이니 버터 내나는 문학이니 하고 시비함같이 주제넘고 무례한 것이 없다. 
메주를 먹는 풍토 속에 살고 있으므로 메주 내나는 문학을 낳음이 당연하듯, 한편 서구적 

된 일본어 소설이다.
    김재용은 이효석의 일본어 소설에서 일본어는 ‘세계어로서의 일본어’로, 식민주의에 대한 

비협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동아시아를 일원화한 일본의 언어인 일본어가 동아의 공통어
로서의 위상, 나아가 세계어로서의 위상을 가지기 때문에 선택한 것으로 보았다. 세계어로 
일본어를 활용하면 조선의 상황을 세계 전체에 알릴 수 있고, 조선어 문학은 구미로 나갈 
수 없지만 일본어 문학은 구미로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계어로서의 일본어를 활용하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다. (김재용, 「일제말 이효석 문학과 우회적 저항」, 『한국근대문학연
구』24, 2011. 308면.

191) 김형수 역시 이 점에 동의한다. 그는 특히 이효석이 일제의 식민주의 담론을 ‘활용’하는 
‘우회적 글쓰기’의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오히려 “서구 중심의 세계주의와 
개인주의를 조선의 현실에서 구현하고자 한 열망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김형수, 「이효석, 
‘비협력’과 ‘주저하는 협력’ 사이의 문학」, 『인문학논총』 제5집 제1호, 2005. )

192) 「新聞小說과 作家의 態度」, 『三千里』, 1940.4. 125면.
193) 이 두 작품은 식민지 조선의 교양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 이민족과의 결혼이 주요 모

티프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또한 연재 시기도 겹친다. 『푸른 탑』이 국민신
보에 1940년 1월 7일부터 4월 28일까지 연재되었고, 『벽공무한』은 매일신보에 1940년 1월 
25일부터 7월 28일까지 연재되었다.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시기 이효석은 일본 잡지 『문
예』에 단편 「은은한 빛」(일본어)을 실었다. 비슷한 시기에 쓰인 일본어 소설 두 편에 식민
지 조선의 토착적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모티프가 어떤 식으로 형상화되는가를 통해 이 시기 
이효석의 내적 지향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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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속에 호흡하고 있는 현대인의 취향으로서 버터 내나는 문학이 우러남도 이 또한 당연
한 것이 아닌가. 메주문학을 쓰던 버터문학을 쓰던 같은 구역 같은 언어의 세계에서라면 
피차에 다분의 유통되는 요소가 있을 것도 또한 사실이다.194)

 조선적인 것을 ‘메주문학’, 구라파적인 것을 ‘버터문학’으로 바꾸어 읽으면 이 부분
을 통해 이효석 문학 내에서 모순적으로 읽혔던 것들을 이효석 자신은 어떻게 인식하
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효석은 이미 그가 살고 있는 근대 세계가 ‘서구적 공감’ 
속에 이루어진 세계임을 잘 알고 있었고, 그가 자라온 세계는 ‘메주’의 풍토도 가진 
공간임을 잘 알고 있다. 이효석에게는 당시의 동양학이 말하는 것처럼 서양과 동양이 
양분되어 대립하는 위치가 아니라, “같은 구역”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근대
=서양’이라는 도식, 그리고 그 근대를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이효석에게 일본의 동양학은 넓은 인간생활의 면모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
다. “한 시대의 문학으로서 한 주조의 문학만을 허용한다는 것은 너무도 고루한 
것”195)이라는 서술 역시 일제의 동양학과 그 담론에 입각한 문학의 획일화를 경계하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효석은 근대의 서양과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조
선’이라는 동양 역시 병존할 수 있는 풍토의 것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효석이 말하는 서양의 다른 짝패가 일본 중심의 
동양이 아닌 ‘메주’ 내가 나는 ‘조선’이라는 것이다. 「문학 진폭 옹호의 변」의 면면을 
읽어 나가면서, 그가 말하는 ‘문학’이라는 것을 문학을 포함하는 ‘사상’ 혹은 ‘철학’으
로 바꿔 읽어 보면 이효석이 당대의 일본 동양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효석은 일본을 중심으로 다른 주변을 모두 한 중심에 귀속하는 동양학보다
는, 각각의 차이를 인정하는 다원주의적인 동양을 꿈꾸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화
분』에서 영훈이 말하는 서로 다른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자연’과도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효석은 ‘협화’라는 이념으로 하나로 묶거나 혹은 중심과 주변으로 위계
를 설정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오히려 “관대하고 겸허함”을 요구한다. 이런 그의 생각
이 바로 조선어 소설과 일본어 소설을 함께 쓰는 것이었다. ‘메주 내’와 ‘버터 내’를 
한꺼번에 보여주려는 그의 의도는 ‘메주 내’와 ‘버터 내’를 ‘같은 구역 같은 언어의 
세계’에서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적 주체를 보여주는 시도를 통해 나타난다. 일

194) 이효석, 「문학 진폭 옹호의 변」, (『조광』 1940.1.) 『이효석 문학전집』6, 252면.
195) 위의 글, 같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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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의 일본어소설 속의 흔들림 없는 의지를 가진 ‘행동하는’ 청년의 표상이 바로 그것
이다.
 싱그에 관한 글에서 이효석은 싱그가 “생활과 시를 조화시키고 양자를 극장 속에 
공존”시킨 것을 고평했다.196) 이효석이 싱그를 보는 관점을 그의 문학에 비추어 말한
다면, 이효석 역시 ‘생활과 문학을 조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즉 ‘생활의 예술화’ 혹은 ‘예술의 생활화’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생활과 예술의 공존
이라는 이효석의 문학 목표는 특히 일제 말기의 소설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화분』
이나 『벽공무한』에서 ‘음악’이라는 교양을 생활화하는 것뿐 아니라, 『푸른 탑』에서도 
역시 ‘문학’이라는 예술이 생활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효석은 생활의 예술화를 통해 
문화적 보편주의를 성취한 교양인으로서의 청년을 내세웠고, 이러한 교양인으로서의 
청년이 시대를 초극하여 보편적인 주체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일제 말기 이효석
의 소설에 나타나는 청년들은 예술을 내면화, 생활화하고 그것을 지키려는 의지를 가
진, 문화적 주체로 서기 위한 노력을 보여준다. 
  이효석의 『푸른 탑』은 중층의 서사 구조를 갖고 있다. 표면적인 서사는 조선인 남
성과 일본인 여성의 ‘피의 결합’을 통한 사랑의 쟁취이다. 일제 말기, 내선일체론에 
대한 강조가 점차 심해지고 있던 시점197)에서, ‘내선일체’의 궁극적인 방향이라고 제
시되었던 ‘피의 결합’을 통해 식민지 조선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이 결혼에 성공하는 
서사는 분명 체제 협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 소설에는 그 이전에 식민지 조선인 청년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담겨 있다. 서사의 두 번째 층위는 바로 영민의 논문이다. 피의 결합 이전에, 이 조
선인 청년이 대학에서 영문학 논문을 쓰고 있는 학생이며, “전형이 끝나는 대로 문학
부 강사로 취임이 약속”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제국대학은 조선
인들에게는 일종의 성역과도 같은 곳이었다. 학적 풍토조차 식민 본국인 일본의 것을 
따른 조선에서, 조선인이 대학의 강사로 취직이 내정되어 있다는 것은 그 청년 개인
적으로는 입신출세한 셈이지만,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학문’이라는 지적 영역은 

196) 이효석, 「존 밀링턴 싱그의 극 연구」,(『대중공론』 1930.3.) 『이효석 전집』6, 창미사, 
2003. 206면.

197) 일제는 조선사람의 마음을 더욱 강하게 붙잡지 않고서는 징병제 시행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선사람의 ‘내선일체’화를 강력하게 추진해야만 했다. 미나미 지로(南太郞) 총독은 
“(…) 모양도 마음도 피도 살도 모두 일체가 되어야 한다”면서 “내선의 무차별평등에 도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宮田節子, 앞의 책, 164~1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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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여전히 가치중립적인 면이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게다가 영민이 전공
하고 있는 분야는 영문학이다. 예술 분야에서 시대와 국경을 초월하는 보편적 감수성
을 ‘구라파’에서 찾았던 이효석에게 그가 전공했던 분야인 영문학은 가장 보편적인 
예술적 감수성을 지닌 것이었다. 예술과 학문의 보편주의적 속성, 그리고 가치중립적
으로 보이는 학문 분야에서 실력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예술적 감수성 측면에서 조
선인의 우수성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영민은 아일랜드 출신 영문학 작가인 예이츠의 희곡 「디어드라」에 관련된 논문을 
쓰고 있다. 그는 ‘데아드라의 전설에 관하여’라는 연구를 준비하면서, 아일랜드의 슬
픈 전설에 “얼핏 탐구논문보다도 감동과 영탄 쪽으로” 흐르는 경향을 보이기까지 한
다. 이는 영민이 남들보다 ‘예술적 감흥’의 깊이가 더 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동
시에 ‘아일랜드 문학’이라는 점에서 보면, 김남천의 『낭비』에서 관형이 헨리 제임스에
게 느꼈던 것처럼, 식민지 지식인 청년의 상황과 연구 대상을 연결해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98) 
 당대 외국문학 연구자들은 유독 영국문학과 구별되는 아일랜드문학에 관심이 많았
다. 경성제대 영문과 출신인 이효석의 졸업논문도 아일랜드 극작가 싱에 관한 것이었
다. 아일랜드도 영국의 식민지였으나 1921년 영국으로부터 자치를 인정받았으며, 그 
중심에 켈트어(민족어/국어) 운동·연극 운동을 중심으로 한 문예부흥운동이 있었다는 
것은 식민지 문학인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다. 게다가 아일랜드문학에는 노벨상 수상
자인 예이츠(William R. Yeats), 버나드 쇼(Bernard Shaw),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 등의 세계적으로 위대한 작가와 작품이 많았다
는 사실 또한 무시할 수 없었다.199) 세계문학이라는 보편성을 가진 아일랜드의 문학
이 저항적 민족문학의 지향점 또한 가졌다는 점이 식민지 조선의 문학자들이 더욱 관
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였을 것이다. 심정적인 면을 넘어서 국가가 처한 상황까
지도 아일랜드와 영국, 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여러 모로 유사한 점이 많다.200) 지리

198) 김남천의 『낭비』에서 이관형이 쓰는 헨리 제임스에 관한 논문과, 그것이 놓인 문학 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Ⅱ장의 논의 참조. 

199) 서은주, 앞의 글, 262~263면.
서은주는 해외문학파 역시 한글운동에 관여한 사람이 많았다는 점 또 구성원 대부분이 극예
술연구회를 결성하고 연극운동에 열성적이었다는 사실도 조선의 해외문학파가 아일랜드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같은 글, 262면.) 한편 영국계 아일랜드 문인들의 이
중적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는 박지향의 『슬픈 아일랜드』(새물결, 2002)를 참조할 수 있다. 

200) 이승희는 아일랜드와 조선의 유비관계가 식민지시대에는 심상하지 않은 문제였음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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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가깝다는 것, 문화적으로 열등하지 않았음에도 근접 국가에게 식민지화되었다
는 점이 그것이다. 그런데 자치권을 얻고 완전한 독립국가가 되기 위해 분투하는 아
일랜드의 상황은, 실질적으로는 역사나 통치 방식, 언어의 지위, 문학적 전통 등 상당
한 차이가 있었음에도 조선에게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투영해 볼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효석이 일본어로 쓴 소설에 안영민의 논문 주제를 아일
랜드 출신 작가 예이츠의, 아일랜드 전설을 서사화한 것을 다룬다는 것은 흥미롭다. 
 영민의 논문은 「데아드라의 전설에 관하여」라는 아일랜드의 전설에 관한 것이다. 영
문학 주임이자 실력주의를 표방하는 시마(島) 교수는 “내가 붙어 있는 이상 네 재능
을 잘못 평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 문맥상 판단해 보건대, 영
민이 언급하는 “학부내의 여러 가지 미묘한 공기”는 아마도 영민이 조선인이기 때문
에 또 그가 아일랜드 문학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제국대
학의 영문과 강사 채용 논문의 통과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이 소설이 
김남천의 『낭비』와 다른 점은, 『낭비』가 이관형이 작성하고 있는 헨리 제임스의 부재
의식에 관한 논문의 전개 과정 전반을 보여주는 것에 비해, 『푸른 탑』에서는 논문의 
내용보다도 강사 채용 과정 자체를 더욱 문제삼는다는 것이다. 즉, 『낭비』에서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방식이 식민지 조선의 제국대학의 문학 장(場)에 부딪혀 패배하고 
마는 청년을 보여준다면, 『푸른 탑』에서는 제국대학의 조선인 강사 채용 문제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국대학의 제도 자체가 조선인 청년이 강사가 되는 것을 쉽게 용인
하지 않으려 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신성한 상아탑에서 실력 외에 무엇이 있겠는가. 있어서는 안돼. 
특수사정이라든가 뭐라든가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아. 모두 제2의 적인 것이다. 학문의 세
계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이다. 그런 것에 걸려 가지고서는 참다운 학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경우든 편견은 금물. 나는 절대로 실력 제일주의이니까.” (...)
“ 개교한지 얼마 안되어 그렇겠지만 학내에는 아직 일반적으로 학문의 기풍이 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값싼 태만 속에서 허송세월하는 사람들 중에 너와 같이 우수한 학도를 얻은 
것은 학부에서 자랑할만한 값이 있다구. 특히 우리 영문학부로서는 이 명예를 그르쳐서는 

했다. 그것은 대상의 참조적 가치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해관계 속에서 작동했다는 것이
다. 일제는 식민지와 식민모국 관계의 유사성을 살피는 측면에서 영국과 아일랜드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조선에 있어서 아일랜드는 비슷한 식민국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참조항
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승희, 「조선문학의 내셔널리티와 아일랜드」, 민족문학사연구소 기초
학문연구단, 『탈식민의 역학』, 소명출판, 2006. 280~2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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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돼. 네 빛나는 미래를 오래 지켜보고 키워 나가려고 생각한다. 애써 공부하기를 바란다
.”201)  

“……아쉬운 일이다. 교수회의에서 문제가 될 것이지만 이렇게 명백한 증거를 내놓으면 누
구에게든 변호의 여지가 없어. 이전 회의에서도 다른 의미로 큰 난색이 있었다. 이번 일로 
안성맞춤의 약점을 제공하게 된 것이야. 모두는 단합하여 나를 반격할 것이야.” (327면)

 영민의 실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제국대학 내에서는 ‘조선인 청년’, 게다가 일본인 
여성과 사랑하는 사이인 조선인이 강사로 채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의 실력 여하를 
불문하고 반대하는 여론이 강했음을 알 수 있다. 시마 교수는 학문의 세계에서는 실
력만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그 역시 요코의 음독 사건 이후 ‘변호의 여지가 없’
다면서 강사 채용이 힘들 것임을 알린다. 당시 미나미 총독의 ‘내선일체’론이 총독부
의 입장이었을 뿐, 실제 많은 일본인들이 조선인과 일본인의 경계가 흐려지는 것을 
꺼려했다는 것은 영민의 강사 채용 여부가 ‘실력’을 놓고 보았을 때에는 힘든 과정을 
거쳤을지언정 통과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일본인 여성’과의 스캔들로 인해 그 결
정이 번복될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경성제대는 식민지 조선에 있는 
제국대학이지만 실상은 조선학 연구를 위해 또 조선에 있는 일본인에게 내지의 교육
에 상응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므로 총독부나 제국의 지원을 받는 식민지 조선의 제국
대학은 결국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강화시키면서 유연한 통합을 지향하는 지식 체계로 
변질된 가능성이 높은 것이었다.202) 조선의 수재들이 들어가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
고 실력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현실, 게다가 구라파 문학의 전통을 이어받은 
영문학을 전공하는데 구라파 정신을 이해하고 있는 구라파인이 아닌 편협한 피식민자
의 기득권 유지와 이해득실에 의해 강사 채용이 결정되는 현실이 당시 조선의 현실이
었다. 요코와 영민이 ‘피의 결합’을 한다고 해도,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경성제대를 
졸업한 청년이 갈 수 있는 그나마 가장 좋은 길인 사립학교 교원에 불과하다는 것도 
이러한 현실의 모순을 교묘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국대학의 생리를 알고 있는 영민에게 일본인 여성과의 교제가 간단한 문제만은 아
니었음은, 요코의 열정에 비해 영민의 반응이 신중하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요코 

201) 이효석, 『푸른 탑』, 『이효석 전집』 4, 창미사, 2003, 299면.
202) 박명규, 「지식운동의 근대성과 식민성」, 한국사회학회, 『지식변동의 사회사』, 문학과지성

사, 2003, 132~1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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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이를 간파하고 “곧 취임하게 될 그 지위”가 “나(요코) 같은 것보다 훨씬 더 중
요한 것”이고 한 것으로 봐도, 일본인 여성과의 내선결혼 문제는 이 소설의 중요한 
한 축이지만, 영민이 이 내선결혼 문제보다도 강사 취임 문제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
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적 욕망에서 비롯된 지식의 장에서의 입신출세에 대한 영
민의 열망은 요코의 음독으로 끝이 난다. 사랑하는 남자의 열정이 자신보다 학문적 
성취 혹은 지위 획득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요코의 선택은 결국 “안성맞춤의 약점”
을 제공했다. 마키는 “학문으로 입신하려는 학도는 좀더 동정의 눈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이라고 영민에 대한 학교의 처리에 분개하지만, 교수는 이것을 “실력주의의 
패배”라고 쉽게 수긍해 버린다. 아무리 영민이 영특한 제자이고, 그의 실력을 인정한
다고 해도, 영민이 학문 밖의 영역에서 실수를 하면 그 실력 역시 반감되는 것이 식
민지에서 학문의 길에 들어선 식민지인의 현실인 것이다. 교수는 이런 현실을 “학문
의 전당은 없어졌어. 솔직히 말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곳일지도 모르지”라며 개탄
을 하지만 현실은 이미 “실력으로는 통하지 않”는, 지배담론이 한 하나의 평가 기준
이 되어버렸다.   
 이효석은 교양 있는 청년이 ‘조선인’이라는 자신의 출신을 문제 삼는 현실을 제시한 
후, 실력보다도 ‘내’와 ‘선’을 가르는 이들에게 결국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감정인 사
랑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게 한다고 말한다. 영민이 강사 채용에 실패한 후 요코
와의 사랑에 최선을 다한 것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영민 자신의 성격 때문이기도 하
지만, 요코 역시 교양 있는 현대 여성이기 때문이다. 영문학에 조예가 깊고 영민 자
신의 논문을 타이프해줄 수 있는 요코이기 때문에 자신의 피를 나눠줄 수 있었던 것
이다. 
 이 소설의 또 다른 서사는 민자작의 딸 소희와 관련된 것이다. 민자작의 부인은 소
희의 짝으로 교양 있고 실력 있는 영민을 점찍었다. 소희 역시 영민에게 반하지만, 
영민은 소희의 구애에도 넘어가지 않는다. 원래 유럽행을 계획했을 정도로 소희는 구
라파적 교양에 관심이 많은 인물이다. 소희가 영어 회화 연습을 위해 방문하는 영사
관의 스미스 부인네 집은 소희의 음악적 교양을 보여줄 수 있는 곳으로, 소희에게는 
조선 내에 존재하는 미국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스미스 부인은 소희의 한복을 
사랑하는데, 그 아름다운 모습에 반해 딸 엘렌에게도 한복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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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은 당신이 준 사진, 그것을 본국의 오빠에게 보냈더니 아름다운 모습과 의복이라고 
하면서 찬미해 왔어요. 나도 이번에 한복을 입고 오라고. 그래서 만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요. 그런 모습의 사진을 보냈다니 부끄러워요. 좀더 좋은 사진을 드렸으면 좋았을
걸.” 
 “욕심쟁이. - 당신 참 미인이예요. 무엇을 입어도 잘 어울려요. 한복을 입고 미국에 가면 
얼마나 예쁠까. 다회에서도 야회에서도 틀림없이 인기가 있을 거예요. 사교계에 치고나가서 
한국의 미를 크게 자랑하는 거예요.” 
 “참, 말도 잘하셔. 추켜 주어도 속지 않을 거예요.” 
 “정말이예요. 나 여기 와서 오래 되었지만 당신처럼 예쁜 사람은 아직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어요. 무어라고 말하면 좋을까, 결국 동양적인 미-라기보다 한국적인 미- 부드럽고 품위
가 있는 미, 그것이 당신이예요. 쭉 같은 배를 타고 여행한다는 것은 지금부터 큰 즐거움의 
하나.”
 말을 듣고 사양은 하지만 역시 기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었다.  (389~390면)

 엘렌과 그의 가족들은 한복이 가장 아름다운 옷이라고 한다. 이는 일종의 오리엔탈
리즘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효석은 그것을 단순히 ‘동양적인 미’로 환원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적인 미’라고 그 특수성을 콕 집어 말한다. 이효석은 「문학
과 국민성」에서 인간성에 뿌리를 박은 문학이라면 세계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이
고, 그것은 곧 국민문학이자 세계문학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장 조선적인 색깔
을 지닌 것이라면 결국 특수성을 인정하는 보편성의 지위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효석이 강조한 세계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장 이상적인 정도의 ‘보편성’, 위계
가 설정된 것이 아니라 각각의 특수성이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의 연대를 형성하는 것
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은 중요하다. 한복의 아름다움을 깨닫
고 한복을 입고 싶어 하는 엘렌에게 소희는 가장 어울리는 색과 모양의 한복을 만들
어주겠다고 하고, 엘렌 역시 소희에게 드레스를 만들어주겠다고 한다. 서로의 문화가 
담긴 옷을 서로 만들어 ‘교환’하겠다는 것은, 다른 하나로 또 다른 하나가 포섭되지 
않도록 하는 동등한 위치에서의 문화의 교류를 의미하는 것이다. 
 식물학자인 스미스 부인은 “동백의 일종이지만 보통 것과는 달라서 잎도 꽃도 작고 
향기가 아주 강”한 동백꽃의 표본을 뉴욕에 보냈고, 결국 그것은 “신종 스미스이아 
슈도카메리아”라는 품종으로 등록된다. 소희에게 그것은 민요에서도 들었고 실제로 
자주 봤던 “귀에 익은 산동백”일뿐이지만, 조선 밖의 타자들에게는 ‘신발견’인 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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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효석의 서양에 대한 양가성은 이런 곳에서 나타난다. 이효석은 풍토와 체질의 
특성을 아는 것 역시 중요하게 여겼다. 조선적 풍토에서는 조선적인 것이 난다는 것
이다. 그것은 결국 보편성 속에 있는 수많은 차이들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이효석은 서구 근대의 지(知)의 체제에 따라 그 차이들을 그들
의 언어로 새롭게 조직하고 위치짓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드러내지 않는다. 
결국 특수성을 묶는 것은 그가 말하는 ‘구라파적 교양’이 담당해야 할 몫이다. 『푸른 
탑』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양가성은 그렇기 때문에 식민주의적인 소산으로 읽힐 여지
가 다분했던 것이다. 이는 다른 말로 하자면 이효석의 ‘구라파적 교양’의 한계이기도 
했다. 
 그런데 스미스 부인의 눈으로 한복이나 산동백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것처럼 외부
의 시선에 의해 조선적인 것을 재발견하는 것은 『푸른 탑』과 같은 시기에 쓰인 일본
어 단편 「은은한 빛」에서도 나타난다. 

 “이건 들은 이야기지만 어떤 전문 정도의 교육을 받은 청년이 서양 사람 집에 놀러 갔다
가 객실에 장식해 놓은 낡은 조선 목갑과 놋그릇을 보구 비로소 그 아름다움을 깨닫고 집
에 돌아와서 곧 그것을 애용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역수입을 한 청년은 그
래두 기특한 편이지. 전연 불감증인 젊은 사람은 처치 곤란이란 말야.”
 이렇게 말하고 껄껄 웃어대는 데는 욱은 낯이 화끈거릴 지경이었다. 욱으로 말하면 웃고 
말 일은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풍조 같은데요, 가탄할 일입니다. 자기 자신에 관한 건 아무것두 아는 
것이 없으면서 남의 흉내내기에만 열중하고 있거든요. 가난 속에서 자라났으니까 헐 수 없
는 노릇이겠지만 자신의 장점만은 똑똑히 알아둬야지.”203)

 「은은한 빛」에서 고완품점 고려당을 운영하는 욱과 친분이 있는 박물관의 호리 관
장과 고미술 애호회의 후꾸다 영감은 조선 물건의 아름다움을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재발견해 ‘역수입’한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 욱은 이 이야기에 낯이 뜨거워짐
을 느낀다. 친구 백빙서의 말처럼 그것은 수치가 아니라 “타인의 풍부함이 우리에게 
반성을 환기해 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조선 청년들의 생각인데 비해, 욱은 
“이쪽의 장점이란 이쪽에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한다. 이효석은 토속

203) 이효석, 「은은한 빛」(『문예』 1940.7.) 『이효석 전집』3, 창미사, 2003. 74~75면.
 이 소설의 인용은 여기에서 하며, 인용 말미에 면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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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것에서 예술적 감흥을 찾아낼 수 없을 정도로 교양을 갖추지 못한 조선 청년들
의 현실을 조선의 것을 사랑하는 일본인의 말을 통해 보여준다. 스미스 부인과 그의 
가족이 한복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한복 입은 소희의 모습을 본 요코가 한복을 해 
입고 비원을 거니는 것처럼, 조선적인 것의 예술적 감흥은 그것을 파악할 심미안을 
갖춘 교양 있는 타인을 통해 드러난다. 욱이 발견한 고구려의 도검도 그렇다. 도검이 
묻혀 있던 밭의 주인도, 욱의 아버지도 그 도검의 가치를 모른다. 하지만 호리 관장
은 어떻게든 그 도검을 갖고 싶어서 도검의 가격을 천 원에서 이천 원으로 올리면서
까지 도검을 사서 박물관에 전시하고 싶어 한다. 백빙서 역시 도검 같은 물건은 자신
에게는 “한푼 어치 값어치두 없”는 것이라며, 욱을 ‘골동적 가치’를 지니는 ‘모노마니
아(ものマニア)’로 본다. 그러나 욱은 “필요한 건 정신”이라고 강조한다. 
 이효석의 다른 일본어 소설에서도 조선적인 것의 아름다움이 ‘옷 바꿔입기’를 통해 
나타난다. 「봄 의상」(『週刊朝日』, 1941.5.18.)에서 일본인 미호꼬와 조선인 주연은 도
재욱의 미술전람회에 가기 위해 옷을 입는데, 미호꼬가 주연의 한복을 주연이 미호꼬
의 양장을 입는다. “당연한 꽃의 위치에 과실을 바꾸어 놓은 듯한 어떤 이상한 섞바
뀐 감각”을 일으키는 “불가사의한 아름다움”이 한복으로 바꿔입은 미호꼬에서 느껴진
다. 또 『푸른 탑』에서도 영민은 한복을 입은 요코에게서 “마치 집의 여동생과 함께 
걷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어 묘하다고 한다. 「엉겅퀴의 장」(『국민문학』 1941.11.)에
서도 아사미가 한복을 입자 현은 “아사미가 일본옷을 입었을 때와는 딴사람이 된 듯
한”, “새로 바꿔 태어난 다른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이효석의 일본어 소설에서
는 이렇게 옷을 바꿔 입는, 역 ‘흉내내기’가 나타난다. 호미 바바는 모방이 권력을 가
시적으로 드러내면서 타자를 전유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필연적으로 식민지적 재현
의 ‘권위부여’의 문제를 제기한다고 보았다.204) 그러나 이효석은 이런 ‘모방’을 전유
하여 역으로 타자(일본인 여성이나 미국인 여성)가 피식민자인 조선인 여성을 흉내내
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바꿔 입은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남성들은 그들의 혈연적 
차이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라고 하며 평소와 다른 느낌의, 다른 아름다움을 느낀다. 
조선 청년이 서양 사람의 집에서 조선 물건의 아름다움을 보고 역수입한 것처럼, 이
효석의 일본어 소설 속 남성들은 조선적인 것의 아름다움을 옷을 바꿔 입은 다른 여
성들에게서 느낀다. 「은은한 빛」에서 나온 기생 왕관 사건도 그러하다. 신라 유물의 
하나였던 왕관을 ‘유두분면’의 기생 머리에 씌운 사진과 기사가 나가자 비난이 솟구

204) 호미 바바,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 179면, 1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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쳤다는 것도, 대상과 무관한 인물이 그것을 향유했을 때에야 그 아름다움을 (재)인식
할 수 있었다는 ‘바꿔 입기’라는 역 모방의 하나이다. 
 이러한 ‘옷 바꿔 입기’는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문화적 정체성이란 것
은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본질적인 과거에 영원히 고착되는 것을 떠나 현재에
도 계속 재생된다.205) 식민자는 옷을 바꿔 입음으로써 식민자로 있는 것(being)에서 
피식민자가 되는 것(becoming)을 경험한다. 식민자나 피식민자와 같은 것이 영원히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옷을 바꿔 입는 간단한 행위를 통해서 그 정체성마저 다르게 
보일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을 단순한 내선일체의 표현으로 볼 수만은 없다. 오히려 이
런 역 흉내내기 전략은 차별의 표지가 무화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또한 이
는 단순하게 조선 옷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식민자의 자발적인 의
도로 피식민자의 옷을 입고 그들이 ‘되는’ 경험을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조선적인 ‘미’
가 갖는 가치를 증명함과 동시에 그것을 무조건 말살하려고 했던 일제를 비판하는 것
이 된다. 

꽃신을 신고 긴 치마를 끄는 여인을 그리는 것, 물론 무관한 일이나 그가 치마 대신에 양
장을 해도 역시 여인(麗人)이요, 지방적 현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아니 장차 같
은 그가 몬뻬를 입고, 게다를 신고 나서려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조선적 현실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그 표현을 거부할 수 있단 말인가.206)

 이효석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차별적 표지라고 보이는 ‘옷’과 같은 것은 그 본질
(아름다운 여인)을 가릴 수 없다. 피의 결합을 했다고 해도, 옷을 바꿔 입었다고 해도 
각각의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푸른 
탑』의 ‘피의 결혼’이나 일련의 일본어 소설에서 나타나는 조선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
의 연애와 같은 것을 단순하게 ‘내선일체’에 대한 옹호로만은 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효석이 진짜 강조하려 했던 것은 「은은한 빛」의 욱의 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욱과 친구 백빙서는 ‘조선적인 것’을 대하는 두 가지 상반된 태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05) Stuart Hall, “Cultural Identity and Diaspora”, op. cit., p.225.
206) 이효석, 「문학과 국민성」, (『매일신보』1942.3.3.~6), 『이효석 문학전집』6, 창미사, 2003. 

2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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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다운 행동일세. 허지만 이런 물건은 나한텐 한푼 어치 값어치두 없단 말야. 지금이 
어느 때라구 자네 같은 모노마니아는 그것만으로서 충분히 골동적 가치는 있으렷다.”
하고 차라리 야유하는 어조였다. 욱은 후꾸다 영감에게서 들은 서양 사람의 집에서 조선 
식기를 역수입한 청년의 이야기를 말하고 자네야말로 그런 부류의 인간일 것이라고 나무랐
더니,
 “그럴지두 몰라. 그게 수치란 말이지? 허지만 이쪽의 장점을 발견해준 건 솔직히 말해서 
그들일지두 모르지. 적어두 타인의 풍부함이 우리에게 반성을 환기해 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백빙서는 태연하게 말하였다.
 “파렴치한 소릴 작작하게. 이쪽의 장점이란 이쪽에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야. 남의 가
르침을 받아서 겨우 깨닫는다면 그런 따위는 없어두 좋아. 치즈하구 된장하구 어느쪽이 자
네 구미에 맞는가. 만주 등지를 한 일주일 여행하구 집엘 돌아왔을 때 무엇이 제일 맛나던
가. 조선된장과 김치가 아니었던가. 그런 걸 누구한테서 배운단 말인가. 체질의 문제고 풍
토의 문제야. 그것에까지 외면을 하는 자네들의 그 천박한 모방주의만큼 망칙하고 타기할 
것은 없단 말일세.”
 욱의 어조가 뜻밖에 격렬했던지 백은 잠자코 말귀의 마디마디를 되씹고 있는 모양 같더
니,
 “문제는 현재란 말이지. 자네의 심정을 모를 바 아니지만 이 시절에 옛날 자랑에 매달려 
보았댔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현재의 가난을 자각하면서두 일부러 남의 넉넉함
을 시기하는 건 고의적인 반발이요, 울며 겨자먹기요, 괜치 손해를 볼 뿐이란 말일세.” 
 “손해라는 꼭 자네가 할말일세 마는 나는 좀더 중요한 걸 말하구 있는 판일세. 필요한 건 
정신이다. 거지 같은 썩어 빠진 정신으로 연명하기보다는 깨끗이 사라지고 마는 편이 낫지 
않느냐 말이다.” (…)
 “나두 이 고도의 기품은 알 수 있어. 다만 지금의 나한텐 필요두 없거니와 가치 있다고도 
생각되질 않는단 그뿐일세.” (77~78면)

 백빙서는 매우 현실적인 청년이다. 이효석이 일본어 소설을 읽을 일본인 독자 혹은 
조선의 엘리트들을 향해 하고 싶었던 말은 백빙서에게 하는 욱의 말일 것이다. 외부
의 자극에 의해서라도 내부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이효석이지만, 그는 미
적 가치를 모르는 것보다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변명하는 현대 청년의 나약함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다. 백빙서에게는 도검이나 조
선의 골동품 같은 것은 현재 실생활에서는 아무 소용 가치가 없는 단순한 ‘물건(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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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일 뿐이다. 그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실용적 인간, 신체제기에 적합한 인간이다. 
그러나 이효석은 욱과 같은 미적 감수성과 심미안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지키려는 
의지가 가득한 청년이 현대가 원하는 청년임을 강조한다. 이는 욱이 호리 관장에게 
도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에서도 나타난다. 호리 관장이나 후꾸다는 “박물
관의 유산은 당신의 유산”이므로 도검의 보관장소가 바뀔 뿐이며, 도검을 박물관에 
전시하면 “널리 누구에게나 아낌을 받는 게” 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욱은 도검을 
“내 몸에 지니구 언제나 가지고 있구 싶”다고 한다. 제국의 재산 일부가 되는 것보
다, 제 것을 제가 지니고 향유하겠다는 의지는 당대의 수탈에서도 제 것을 지키려고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전체주의적인 당시 제국의 입장에서 보
면 지극히 ‘개인’적인 사고일 뿐이다. 고도를 놓고 일본인 호리 관장과 후꾸다는 그것
을 ‘전체’의 논리로 확장한다. 전체주의의 대승적 사고가 도검의 전시를 놓고도 이루
어지는 것이다. 욱은 도검의 가치를 자신이 먼저 발견한 것이니 자신이 지키고 싶어 
한다. 이것은 또한 도검으로 상징되는 조선적인 것의 정신적 가치를 전체주의적 사고
에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로도 읽을 수 있다. 욱의 이러한 태도는 
결국 호리 관장이 아버지에게서 사간 도검을 빼앗아 청량정 앞에서 휘두르는 모습으
로도 연결된다. 절대로 도검을 양보하지 않을 결의에 찬 욱의 태도를 ‘머리가 돌았는
지도 모를 일’이라고 서술한 것은 일부러 미치광이인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것 이면
에 조선적인 것과 그것에 담긴 미적 가치, 나아가 도검이 상징하는 조선 현실을 고수
하고자 하는 정신을 들키지 않으려는 일종의 위장이다. 
 이효석은 일본어 소설의 ‘역으로 모방하기’ 전략을 통해 조선적이며 나아가 세계적
인 교양을 갖추지 못하고 자신의 것을 고수하지도 못하는 조선 청년의 나약함을 비판
한다. 그리고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심미안을 갖춘 교양을 획득하고, 그것을 지키려
는 정신을 가진 청년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선어 소설이 아닌 일본어 소설을 통해 강
조하였다. 구라파적 교양이 문화 다방면에서 코스모폴리탄적 교양인을 구축할 수 있
었다면, 조선적인 것은 동양적인 것으로 치환되고, 오히려 이것이 일본 중심의 동양
론을 역으로 전유할 수 있음을 조선의 생활 속 미(美)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다. 서구
의 구라파적 교양이 지식인의 사고(思考)의 기반이 된다면, 그것 위에는 반드시 각자
가 속한 문화가 있어야 한다. 이효석은 세계주의라는 화단의 한 부분을 만들어내는 
조선적인 것을 생활의 영역에서 찾았다. ‘예술적 감흥’을 갖기 위해서는 미와 추, 참
과 거짓을 가려내는 힘을 가져야만 하고 이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의 영역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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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해야만 한다. 일제가 황민화 과정에서 ‘일본식 생활’을 익힐 것을 강조한 것도 이
와 무관하지 않다. 이효석은 일본어 소설에서 ‘생활의 영역’에서 간과되어 오던 ‘미’
를 찾아냈고, 이를 지키려는 노력을 통해 가장 조선적인 것을 지킬 수 있고 그것이 
세계주의적 보편성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시대를 뛰어넘고자 했다. 그
리고 그것을 담당해야 하는 주체가 고루함에 빠져 가치를 몰각하는 어른 세대가 아니
라 교양을 갖춘 현대의 청년임을 강조한 것이다. 

 2. 조선적 특수성과 문화주의자 청년

  (1) 가구(假構)의 공동체와 낭만적 계몽성

 이태준은 일제 말기에 여러 편의 연재소설을 썼다. 이태준 스스로는 전작(全作) 장
편과 연재소설로서의 장편을 구분하여, “전작 이외에는 집필자의 태도부터 진정한 문
학 제작이 아니”라고 하면서, 작가들의 예술을 보려면 단편에서 찾아보아야 한다207)

고 하였고, “순순한 문학으로서의 소설은 연재 조건에 걸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
에208) 신문소설은 ‘씨키는 소설’이라고도 하였다. ‘연재 조건’이라 함은 신문과 잡지
를 읽는 독자가 다음 회를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다양한 요소를 가져야 함과 동시
에 지배담론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태준 스스
로도 연재소설보다는 단편소설에서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았다고 생각할 수 있
다. 하지만, 이태준은 이후 「통속성이라는 것」에서 “소설은 차라리 통속성이 없이는 
구속할 수 없는 것”으로, 소설에서의 “통속성은 곧 사회성”이라고까지 하면서 연재 
소설에도 작가의 의도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209) 통상 통속성은 저

207) 이태준, 「단편과 장편」, 『무서록-이태준문학전집 15』, 깊은샘, 1994, 59면. 
208) 이태준, 「조선의 소설들」, 『무서록-이태준문학전집 15』, 깊은샘, 1994, 69면.
209) 김재용은 「동양주의에서 국제주의로」(문학과사상연구회 편, 『이태준 문학의 재인식』, 소명

출판, 2004)에서 이태준의 동양주의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였는데, 소설관의 변화 역시 동양
주의의 변화와 그 궤를 같이 한다는 것이다. 김재용은 이태준이 서양 근대의 물질주의적인 
속악함에 반대하면서 동양과 서양을 아(雅)와 속(俗)으로 나누어 동양과 조선적 특수성을 강
조하였고 이 시기에는 단편소설과 연재소설을 뚜렷하게 구분하여 단편소설을 ‘쓰는 소설’로 
보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중일전쟁 이후, 동양/서양(아/속)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탈피한 



- 124 -

급한 것, 진실하지 못한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 통속성을 드러내야 객관성을 가진 
소설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작가의 순수 예술적 감흥으로 ‘쓰는 소설’이 아니라 연재 
조건을 지켜야만 하는 ‘씨키는 소설’일지라도, 그 안에 ‘통속성’이 담겨 있다면 그 객
관적 사회성을 통해 작가가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렇다면, 이태준의 단편소설도 중요하지만 그의 연재 장편 소설도 이태준이 
어떻게 일제 말기를 인식했는가를 살펴보는 데에는 매우 중요한 것이 된다. 
 특히 이태준의 일제 말기 장편소설에는 ‘청년’들이 많이 등장한다. 박진숙이 지적한 
것처럼, 이태준은 남성 주체가 자신을 구축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여성을 호출하여 작
가 자신을 드러낸다.210) 이 절에서는 특히 사회사업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는 청년 
여성이 주인공인 장편소설 『靑春茂盛』211)(『조선일보』 1940.3.12.~8.10.)을 통해 이태
준이 일제 말기의 사회 현실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또한 어떤 청년들을 표상하려 했
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청춘무성』은 이태준 장편소설의 특징인 통속적인 연애담에 문화 중심의 사회사업
담을 엮은, 그의 이상주의적 면모를 보여주는 소설이다. 일제 말기 이태준의 장편소
설은 이상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많은데, 『청춘무성』의 
‘재락원’이나 『幸福에의 흰손들』의 ‘여성문화사’, 다음 항에서 살펴볼 『별은 窓마다』
의 문화촌 건설이 그것이다. 조남현은 『청춘무성』의 사회사업담이 풍요롭고 고급스러
운 이상 세계에 대한 이태준의 갈망을 잘 드러냈다고 보았다.212) 그는 이 소설에 나
타난 다방면의 적극적인 사회사업 계획을 통해 이상주의를 구체화하여 보여주었으며, 
이태준이 이러한 이상주의를 일제 암흑기를 돌파하는 한 방안으로 제시했다고 했다. 
그렇지만 이태준 소설 속에 나타난 사회사업은 단순히 ‘사회사업’만을 의미하지는 않
는다. 후술하겠지만, 이태준 소설 속의 사회사업은 사실 매우 중층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일제 말기의 사회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 요구와 개인의 이상적 욕망, 민

이후 ‘통속성’을 ‘사회성’으로 인식하는 소설관을 정립했다는 것이다. 김재용은 이러한 변화 
과정을 통해 이태준이 일제 말기의 관변 동양주의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보았다. 

210) 박진숙, 「동양주의 미술론과 이태준 문학」, 『한국현대문학연구』16, 2004. 409면. 
 박진숙은 특히 이런 예로 단편 「석양」에 등장하는 ‘타옥’을 이야기했다. 그렇지만 타옥 외
에도 이태준의 단편·장편소설에서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주체가 여성인 경우가 많으며, 작
자가 이 여성 화자를 통해 자신의 의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태준 장편소설에서의 여성 
화자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11) 1940년 3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연재되다가 중단되어 1940년 10월, 박문서관에서 단
행본으로 간행되었다. 

212) 조남현, 『한국 현대소설사 2』, 577, 59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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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애 등이 다양하게 얽힌 중층적 성격을 갖는 것인 데다가, 이태준은 그런 사회사업
을 실현시키는 식민지 주체들을 통해 일제 말기의 식민지 조선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구현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213) 그러므로 이태준이 사회사업을 논
하는 장편소설에서는 이 사업을 실행하는 주체가 스스로의 중층적인 정체성을 어떤 
식으로 자각하고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지를 살펴보는 것 또한 사회사업의 내용만큼이
나 중요하다. 
 『청춘무성』은 지식인 여성이자 여급인 최득주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 소설의 특징
은 계몽의 구도에서 젠더가 바뀐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광수의 『무정』에서부터 
근대에서 계몽의 주체는 남성이었고, 여성은 늘 계몽의 대상이었다. 실제로 근대 이
후 청년은 대부분 지식인 남성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청년의 활동이 대개 청년 시기
의 남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여성인 청년은 여성으로서도 또 청년으로서도 
정치적·사회적으로 아무 권리가 없었다. 즉 여성인 청년은 ‘청년’이기 이전에 ‘부녀자’
로 그 사회적 존재가 결정되었고, ‘청년’에게 부과되는 사회적 기대도 받기 어려웠
다.214) 총력전 체제 이전 여성은 “남자에 비해 교화 대상에 포섭되지 않는 위치”에 
있었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여성 역시 중요한 교화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여성은 
최전선에 서 있는 ‘정예’인 (남자) ‘청년’의 뒤에 선 ‘후방’으로서의 ‘총후(銃後)’의 역
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다.215) 일제 말기의 청년 여성은 “후
방의 관리 주체” 임무를 맡아 생활 개선과 재생산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계층이었다. 여성이 사회사업의 주체가 된 것 역시 이러한 청년 여성상의 변화와 무
관하지 않다. 최득주처럼 중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지식인 여성도 있었지만, 일제 시
기 대부분의 식민지 조선의 여성들은 “깊은 家庭속에서 옛날그대로 먹는 일 입는 일
만을 爲하여” 살아왔을 정도로, 사회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사용하며 그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216) 이태준은 이런 상황에서 청년의 시기에 있는 여성

213) 간단하게 차이점을 살펴보자면, Ⅱ장에서 논의한 김남천의 『사랑의 수족관』 속 이경희의 
탁아소가 계획 단계에서 전면 보류가 되고, Ⅳ장에서 살펴볼 정비석의 소설 『청춘의 윤리』 
속 ‘성애원’이 현실과 무관한 듯 국가의 담론에 맞추어 조직되고 경영되는 공간이라면, 『청
춘무성』의 ‘재락원’은 그 중간쯤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214) 박혜란, 「1920년대 여성청년단체의 조직과 활동」, 『한국 근현대 청년운동사』, 풀빛, 
1995. 166~167면.

215) 권명아, 「총후 부인, 신여성, 그리고 스파이」, 『역사적 파시즘-제국의 판타지와 젠더 정
치』, 책세상, 2005, 163, 170면 참조. 

216)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에 고등교육을 포함하여 중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수는 
극히 적었다고 한다. 1930년대 조선의 도시의 직업 여성들은 대부분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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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대부분의 남자 청년들처럼 사회적인 행동의 주체로 서는 모습을 사회사업을 담
당하는 청년들을 통해 보여주었다. 그런 면에서 이태준의 소설 속에 나오는 청년 여
성217)들은 계급이나 신분, 직업 등으로 인해 현실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다. 이태준의 사회적 이상 실현의 주체로 호명된 청년 여성들은 현실을 빠르게 인식
하고 그에 대응하는 태도와 행동을 통해 남성 주인공을 통해서는 현실적 제약에 부딪
힐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해내는 능동적인 주체로 자리매김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태준
의 장편소설에 등장하는 청년 여성들은 당대의 총후 부인으로서의 청년이나 전대의 
어떤 청년 여성들과도 비교되는 위치에 놓인다.  
 『청춘무성』에서 교목인 원치원과 학생인 고은심, 최득주 사이의 삼각관계는 이상세
계에 사는 듯한 원치원을 현실로 끌어내리고 낭만주의의 동화 속 공주 같은 은심이 
다른 세계로 눈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현실을 잘 모르는 이상주의자 원치
원은 득주에 의해 계몽된다. 학교 내에서는 치원이 득주와 은심의 ‘교사’였지만, 현실
이라는 장에서는 그 위치가 뒤바뀐다. 득주는 기생이 된 언니, 가난한 살림 때문에 
“피흐르는 진실한 인생의 단면”을 잘 알고 있으며, 근대 사회의 가장 큰 힘인 ‘돈의 
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학교를 그만두고 카페 여급이 되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려 한다. 반면에 치원은 카페에서 일하는 득주를 찾아가서야 
“맥주 두병과 오징어 한접시에 자기의 사오일 동안의 생활비가 달아난다는” 현실을 
깨닫는다. 이렇게 근대 자본주의의 힘을 누구보다 빨리 깨달은 득주이므로 현실을 제
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상주의에만 빠져 있는 치원을 계몽할 수 있는 것이다.  
 치원은 소로우주의자로, 소로우의 금욕적인 생활 방식을 삶에서 그대로 실천한다. 
무교회주의자인 그는,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교목이지만 오히려 어린 학생들보다도 
더 이상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는 물질보다 ‘정신’을 강조하고

있었다. 신문과 잡지에서 보도하는 신종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일본인이었으며, 
실제로 여성 중등교육 세대가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진로는 결혼이 대다수이고, 취업은 
교사 직종이 유일한 것이었다고 한다. (김수진, 「1930년 경성의 여학생과 ‘직업부인’을 통해 
본 신여성의 가시성과 주변성」, 공제욱·정근식 편, 『식민지의 일상, 지배와 균열』, 문화과학
사, 2006.) 또 1939년 말 조선인 여성의 산업종사자 수가 여성 총인구의 36.4%였다고 하지
만, 산파나 간호사 등의 일본에서는 여성직이라고 하는 업종에서도 조선에서는 대부분 일본 
여성이 점유하였고, 조선인 여성은 대부분 농업종사자나 공장노동자였다고 한다. (가와 가오
루, 김미란 역, 「총력전 아래의 조선 여성」, 『실천문학』67, 2002. 가을. 299~300면.) 

217) 본고에서 총후여성이나 신여성, 여학생 등의 신분과 계급적 표지를 가지는 표현 대신에 
‘청년 여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여성’이면서 ‘청년’인, 청년의 한 부분인 이들의 
특징을 좀 더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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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득주가 처한 상황을 사회적 맥락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우를 
범한다. 반대로 여급이 되어서라도 돈을 벌어야만 하는 여학생 득주는 치원보다도 현
실적이다. 이태준의 소설에 나타나는 무교회주의는 우치무라 간조(內村鑑三)의 무교
회주의 사상과 관련된 것이다.218) 성서중심, 십자가 중심의 제도로서의 교회를 반대
하는 우치무라 간조의 무교회주의는 소로우주의와 함께 원치원의 생활에 그대로 적용
된다. 이태준은 그리스도교의 정신을 중요시하는 우치무라 간조 식의 무교회주의와,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했던 소로우식의 생활을 합친 이상주의적 삶을 원치원
을 통해 보여주었다. 이러한 태도는 생활의 불편함이 없는 은심의 천진한 낭만주의적 
삶과 통하는 반면, 득주의 현실주의적인 삶의 태도와는 모순된다. 미션 계열 학교 안
에서는 원치원의 그러한 삶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일단 학교 밖의 근대 자본주의적 
사회 현실에서는 소로우적인 삶이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원치원은 그의 이러한 이
상주의적 태도 때문에 사회사업의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없다. 타인의 고통 받는 현실
을 보아도 왜 고통을 받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런 점에서, 돈의 힘이 지배하는 현실에 발을 담그고 있는 득주가 사회사업의 주체로
는 더욱 적합하다. 그렇기 때문에 득주는 치원의 생식하는 생활을 “독선적인 처세구, 
낙오자의 현실 도피구, 정신적 빈혈”이라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청년다운 생활욕 정
복욕 소유욕이 없”는 치원을 비판하고 “욕망을 두구 행동 안하는 건 불건전한 사상이
구 생활”이라고 강조한다.  
 이태준은 이상적 공동체를 소설 속에서 형상화하기 위해 일단 득주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계층의 현실을 직시하도록 한다. 최득주가 그리는 공동체는 소로우의 오두막이 
아니라 소외당하는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공간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득주의 ‘어떻게 벌까’라는 고민은 함께 일하는 카페 여급들의 생활로 눈을 돌리
게 했고, 그들의 삶에서 사회사업의 필요성을 깨닫게 했다. 사생아를 낳고 기르지도 
못하는 여급의 삶, 이상도 없이 “욕망뿐인 생활”을 반복하는 여급 동료들의 현실은 
득주로 하여금 ‘돈의 힘’만이 다가 아님을 깨닫게 한다. 

 이날 밤 득주는 어두운 밤길을 돌아오면서 몇 번이나 비인 전차 레일에 발을 멈추고 

218) 이태준 소설에 나타난 무교회주의 서사와 종교적 이상주의에 대해서는, 박진숙, 「이태준 
문학과 종교적 이상주의」, 『작가세계』71, 2006. ; 장성규, 「이태준 문학에 나타난 이상적 
공동체주의」, 『한국문화』38, 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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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허자! 일허자!” 
부르짖었다. 
 ‘나로서 해낼 수 있는 최대한도의 일을 허자! 
 청춘! 낭만! 내 일신의 연정에나 소비해 버리겐 너무 아깝지 않으냐! 
 어두운 골목들, 어두운 골목에 들어찬 어두운 인생들! 예배당 종소리는 이들에게선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멀다! 일년에 한번씩 크리스마스때나 돼야 무슨 액매기하듯 쌀되씩이나 들
구 나와 돌으는게 예수의 정신은커녕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을 모욕허는 거냐? 이들에게도 
정신이 있고, 정신이 있으면 밥 한끼보다는 몇백배 심각한 정신상 고민이 있는 거다! 일허
자! 약한 사람편이 되자! 고민있는 사람을 위해 일을 허자! 청춘이란 인생의 최대의 가능성
을 함축한 정신이요 육체일 것이다!’  (315~316219))

 득주는 어려운 사람들을 동정하는 것보다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한 일을 계획하
는 것이 이 시대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일임을 깨닫고, 스스로 인생의 주연이 되기로 
결심한다. 여기에서 득주가 자기와 속한 계층의 현실을 인식하고 소위 맞춤형 계획을 
세워나간다는 점이 중요하다. 김남천의 『사랑의 수족관』에 나오는 이경희의 탁아소
도, 정비석의 『청춘의 윤리』에 나오는 장현주의 성애원도 이런 뚜렷한 목적 하에 계
획된 것이 아니다.220) 재락원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는 득주가 식민지 조선에서 사회
사업의 주체가 되는 청년 여성의 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이 함께 제시된다. 이것
은 카페 여급이 사회사업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다는 비현실성보다, 전문 이상의 교
육을 받았으며 현대 자본주의의 흐름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교양과 지식을 갖춘 청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한 이후 제대로 된 사업을 계획하고 
꾸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도 중학졸업을 한 희선이가” 
다른 여급들보다는 사회사업가 득주의 조력자가 된다는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다.221)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꾸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지만, 누구를 대상으

219) 이태준, 『청춘무성』, 깊은샘, 2001.
 앞으로 이 책의 인용은 여기에서 하며 인용 말미에 면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220) 심지어 이경희는 자신이 탁아소를 계획하는 것에서 이용 주체의 삶을 제대로 파악하려는 

노력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경희는 자신이 ‘사회사업’을 계획한다는 것, 그리고 자선사
업으로만은 만들지 않겠다는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선’에 대한 신념만을 갖고 있었을 뿐, 
탁아소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고민하지 않았다. 김광호는 이런 점을 계속 자신의 말
로, 또 관련되는 책으로 제시했고, 결국 이러한 이상주의적 계획은 실현되지 못하고 계획 
상태에서 보류되고 만다. 

221) 이 소설에서 대부분의 여급들은 일본어 예명으로 불린다. 하지만 아이를 잃은 희선의 안
타까운 사연과 함께 그가 중학교를 졸업했다는 사실이 제시된 이후, 그는 예명이 아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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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지, 어떤 것을 넣어야 할지는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와 현실에 대한 지식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 원치원이 득주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결국 재락원을 실질적으로 만들고 운영해 나가는 데 원치원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는 것 역시 득주보다 더 많은 지식과 교양, 경험을 갖춘 남성이 조력자
였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태준은 이상적인 사회사업을 위해서는 대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현실적인 문제까
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 듯하다. 이태준은 「현대여성의 고민을 말한다」라는 
대담에서, 여류평론가 박순천과 함께 여러 가지 여성의 문제를 이야기하였다.222) 이
태준은 여성교육에도 방침이 필요하며,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직업여성의 문제
나 여성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여성상담소의 필요성 문제, 화장법과 같은 문제 등 여
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태
준이나 박순천 모두 교육이나 교양에서 소외된 여성들의 현실을 파악하고 이들을 위
해 여성으로서의 수양과 함께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태
준이 청년 여성의 삶에 대해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장편소설에서 
그것을 실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청년 여성들의 소외된 현실은 득주의 여급으로
서의 정체성 자각, 현대 청년으로서의 정체성 인식, 사회사업의 주체라는 정체성 인
식의 과정으로 나아가면서 결국 이태준이 필요성을 제기했던 공동체적 기관의 건설로 
나아간다. 

 “제 주위엔 너머나 불행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시되구 악용이 되
구 그런데다 이들처럼 외롭구 이들처럼 행복에 초조한 무린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처럼 생
활이 무언지 인생이 무언지 연애가 무언지 전혀 모르는 무리도 없습니다. 육신으로나 환경
으론 누구보다 그런 걸 강렬히 요구허게 되었는데 누가 이들에게 바른길을 일러줍니까? 이
런 여자들 집안에 지도할 만한 웃사람이 있을 리 없지요. 사회가 이들을 교화시키는 무슨 
기관이 어딨습니까? 행복엔 조급하고 행복이 무언진 모르고 얼마나 위험한 기근잡니까? 무
슨 미끼든 덤벼들어 뭅니다. 무비판한 연애, 무책임한 임신, 가정없는 사생아들의 운명, 탈
선한 모성애의 범죄, 이 길을 헤여나지 못하고 되풀이만 하다 인생을 절망하고 마는 무리

명, ‘희선’으로 불린다. 이 역시 카페의 여급이라는 사회적 약자의 정체성을 가졌던 인물들
이 자신의 위치와 현실을 자각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받은 이름을 쓰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
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22) 이태준·박순천 대담, 「현대여성의 고민을 말한다」(『여성』 1940.8.), 『무서록-이태준문학전
집 15』, 깊은샘,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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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얼마나 큰 사회문젭니까? 교육이라거나 교회라거나 인류에게 필요하다면 가장 급선적
으로 가장 응급적으로 시켜야 할 인생문맹이 이들인걸 사회는 왜 모릅니까?”
 “그럼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당신 자신이 어떤 일을 계획한거요?”
 “제 생각엔…… 물론 좋은 사업일수록 아무나 못하는 거겠죠. 그러나 제가 감히 분발한 이
유는 여급들도 역시 화류계가 아닙니까!” // “그렇지오.” 
 “화류계를 허턱 없앨 꿈을 꾸는 자선가나 종교단첸 있어도 그걸 사회의 한 실상으로 인정
허구 한 엄연한 직업층으로 인정허구 거기다 정말 복음을 전한다든지 그들의 권익과 발전
을 위해 진정한 인사상담이 돼주는 자선가나 교화기관은 없단 말씀입니다. 나병환자처럼 사
회에서 격리는 시키지 않으면서 정신상 감정상으론 나병환자 같은 격리를 받는, 천대를 받
는 것이 화류계 사람들 아니야요? 자선가의 손도 종교가의 손도 꺼리기만 하고 나와주지 
않는 데라면 여긴 영원히 암흑가일 걸 면치 못 할 것 아닙니까?” (강조, 밑줄 : 인용자. 
353~354)

 사업자금 10만원을 손에 넣기 위해 윤천달의 돈을 이용하려던 득주는 절도죄로 체
포된다. 득주는 자기변론을 통해 사회가 개인을 위한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이런 지점이 바로 검사가 득주의 행동을 “치안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는” 
“자유주의적인 사상행동”으로 판단한 근거이다. 득주의 이상은 “상당한 교육과 철저
한 주의 주장”을 가진 것이며,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십만원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
은 사업에 쓰일 돈인 데다가 사회가 감당해야 할 영역을 개인의 힘으로 바꾸고자 하
는 시도에 쓰일 것이니 당연히 검사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일종 사상운동 자금”으로 
보였던 것이다. 전체주의적 사고를 요구하던 총력전 시기에 특수한 위치에 있는 개개
인의 행복을 위한 일을 계획한다는 것은 체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이태준은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득주의 자기 변호가 필요
한 것이다. 득주가 주장하는 사회사업에 대한 이상은 전체주의적 사고와 반대되는 체
제에 대한 반동적 사고로도 읽힐 수 있지만, 반대로 이는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고서
라도 이 사업의 목적의식을 명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점이나 조선에서의 그 사업
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라고도 볼 수 있다. 지식인이 지식이라는 특수한 기능을 가졌
기 때문에 문화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책임223)은 일제 말기의 전체주의적인 
사회 체제의 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변호사는 검

223) 박치우, 「지식인과 직업」, (『인문평론』 1940.5.) 박치우, 윤대석·윤미란 엮음, 『사상과 현
실』, 인하대학교출판부, 2010.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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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의심과 달리 “오히려 암흑사회에 광명과 범죄방지를 위한 훌륭한 사회 교화 정
신”이라고 변호한다. 이태준은 이 공판 과정을 통해 당시의 고아와 부랑자가 문제시
되었던 상황224)을 끌어들여 득주의 사회사업 계획을 사회 공공성의 측면의 것으로 
보이게끔 만들고 있다. 이처럼 이태준이 보여주려 한 이상적 공동체는 그 취지부터 
의심을 받을 정도로 중층적인 면모를 지닌 것이었다.   
  『청춘무성』은 ‘돈’의 문제를 전면화한다. 일제 말기 청년담론에서 강조되던 부분이 
자본주의의 폐해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던 것처럼, 서구의 자본주의와 개인
주의는 전시체제기 일제가 가장 경계했던 사상이었다. 청년들의 퇴폐와 허무주의, 사
치한 일상도 모두 배격해야 할 이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이태준은 여기에서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집중한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사회사업에 대한 투자로 나타
난다. 이태준은 원치원의 사업을 통해 올바른 소비뿐 아니라 건전한 생산의 측면에서
도 이상적 모델을 제시한다. 원치원과 최득주의 사업에서는 이전까지는 소비의 주체
였던 청년들이 생산의 주체가 되는 과정이 드러난다. 김남천의 소설 『사랑의 수족관』
의 이경희는 늘 소비의 주체였기 때문에 그가 꿈꾸는 탁아소 사업의 계획은 무지갯빛 
환상과 같은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득주와 치원은 돈을 버는 것과 쓰는 것 모두를 
경험하면서 진정한 사회사업이란 그저 돈을 쓰는 것이 아닌, 대상을 이해하고 대상에
게 맞는 사업을 행하는 일종의 ‘건전한 소비’임이 강조된다. 치원이 득주를 도우려 했
던 노력이 바탕이 되어 득주가 자신과 같은 여급 계층을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사
회사업을 계획하는 것처럼, 치원 역시 득주로 인해 “현실에서의 원치원의 생활체란 
너무 빈약”한 것임을 깨닫는다. 같은 위치에 있어야 상대를 동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
는 치원이 4~5일치의 생활비를 맥주 두 병에 소비할 수 있다는 현실, 돈을 빌리려 
해도 쉽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는 것은 ‘돈’에 대한 그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 
 같은 금액의 돈이라도 어떻게 소비되는가에 따라 그 가치가 다르다는 인식은 치원이 
생산을 위한 소비, 소비를 위한 생산을 하는 바탕이 된다. 득주가 감옥에서 2년 반 
동안 유도복을 누비며 번 돈 3원 20전과 카페에서 선채로 받은 돈 중 백 원은 치원

224) 고아문제는 거리의 부랑자 문제와 연결되었고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었다. 특히 
경성의 고아는 부랑자화되어 불안을 야기하거나 사회 안정에 해가 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近年來로 半島有産人士 중에서 數育機關에 거금을 턱 내놓고 나섬은 喜事다. 그렇나 社會
施設事業에 유의치 아니함은 큰 遺憾인데 백만명을 바라보는 大京城 같은데 追年 증가하는 
孤兒를 救濟敎養키 위하여 北京에 東宣堂(!)과 같은 시설을 위하여 한 百萬圓財團을 던졌으
면 그야말로 고아의 천국이 지상에 臨할 것이다. (文筆家 崔鳳則)” (「京城改造案」, 『삼천
리』 1940.10. 75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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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기를 돕는 자금이 되고, 이후 광산사업에서 실패하지만 전화위복으로 시작한 수
리사업으로 돈을 번 치원은 득주의 사업자금 십만 원을 내놓는다. 이후 “치원의 사업
이란 아직 소비가 아니라 생산을 위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
한 목적의 소비가 아니라 더 나은 작업환경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여느 자본가의 
입장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사업장이라는 작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더 나은 환경을 위한 치원의 소비는 결국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하루에 육천원씩, 
치원의 부(富)는 적축”되기에 이른다. 이는 부의 재생산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공동체
를 위한 소비를 하는 것이다. “전사회적으로 유공헌 일들”을 담당하는 치원의 “소비
사업”은 득주의 ‘재락원(再樂園)’과 함께 공동체를 위한 건전한 소비의 이상을 보여준
다. “자기이상을 위해 꿈이 있는 청년”이 가진 그 꿈이 “진실하기만 하면 그 꿈을 실
현시키는 돈”은 치원이 대는 것이다. 그 ‘소비사업’은 출판, 영화, 의료, 교육, 체육 
등 문화 다방면으로 확대된다. 치원의 소비는 ‘의와 신’이라는 가치를 따르는 것이다. 
  이러한 원치원의 문화사업은 서구의 물질문명이나 자본주의적 사고가 아니라 ‘정
신’을 강조하는 사고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 (…) 그러나 허다한 동양인들의 전원예찬은 개인 취미, 개인 풍류 정도를 넘은 게 별로 
없습니다. 독선적인 게 틀린 겝니다. (…) 동양인의 전원 취미와 토오로의 문명비평 정신과
는 태도가 달습니다. (…) 물질문명에선 퇴보해야 하고 정신문화에선 전진해야 합니다. (…) 
현대문명은 확실히 도시를 공장화하며 시민을 직공화하며 있습니다. 직공은 기계인간입니
다. 정신생활할 시간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정신을 소유한데 있고, 생활의 
행복은 정신과 더불어 하는데 있겠습니다. 현재 양심있는 교양인은 무엇보다 먼저 물질소비
에 크게 반성허지 않으면 안됩니다.”(22~23면)

 치원은 소로우적 삶의 태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현대문명의 무분
별한 물질숭배에 반대한다. 위의 인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것은 바로 문명을 만들
어내는 생산의 주체인 ‘사람’이 ‘기계’로 전락해버리는 현실 때문이다. 치원이 강조하
는, 물질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정신’에 대한 강조는 이태준의 『무서록』의 수필들에
서 이태준이 강조하는 점이기도 하다. 치원을 통해 나타나는 ‘정신’의 강조는 ‘동양
광’의 그것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정신주의’도 아니다.  

 “오늘 이런식의 현대, 즉, 서양판현대는 없겠죠. 그렇다구 동양은 최근 사오십년 동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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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발전두 없이 정지상태루 있었으리라 생각해선 안됩니다. 서양문화로 모든 시대의 동
양두 동양문화대로 발전해온 역사가 있으니까요.” 
 “그래두 오늘 서양문환 인류생활에 얼마나 편릴 줘요? 선생님두 이렇게 자동차 기차 다 
이용허시지 않으세요?” 
 “건 그렇지 않습니다. 동양이라 해서 정신문화뿐이구, 서양이라 해서 물질문화뿐으루 생각
해선 안됩니다. 서양에두 정신문화가 있구, 동양에두 물질문화가 없은 건 아니니까……. 다
만 서양은 물질문화편에 더 앞섰구, 동양은 정신문화편에 치중했다는, 비교뿐이지, 서양문
화가 오지 않었으면 동양은 전기두 빌딩두 전혀 없었으리라구 봐선 빈약한 상상입니다. 서
양문화가 오지 않었더라두 동양은 동양 재래의 동양인 생활, 동양인 이상에 맞는 「동양의 
현대」를 건설했으리라구 봐야 됩니다.” (…) 
 “그런 소아병적 동양광(東洋狂)은 아닙니다.” // “그럼요?” 
 “아무리 양복을 입구 자동차를 타구 가정에구, 사회에구, 독자의 성격이 있어야 헐 겁니
다. 인류의 이상이 코스모폴리탄(世界主義者)에 있다는덴 난 반댈뿐 아니라 그렇게 될리두 
영원히 없는겁니다. 에스페란토(世界公用語)를 보시죠. 그 말로 무슨 훌륭한 문학이 어디 
나옵니까? 개인이구, 단체구, 파산된 성격 위에 건설된 문환 영구히 향기 없는 가화문화인
걸 면치 못할겁니다.” (216~217면, 강조 : 인용자)

 치원은 각 문화의 독자적 성격과 특징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동양’을 
이야기한다. 일제 말기에 일본이 강조하던 동양은 서양에 대한 대타 개념이었으며, 
일제가 확장해나가던 동양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의 보편으로 ‘일본(정신)’을 세
워 놓은, 또 하나의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태준은 한자문화권
을 바탕으로 하는 동양이 이태백의 시조의 의미를 조선인도 이해하는 것처럼 큰 테두
리의 보편성을 갖고 있어도, 조선에게는 조선 나름의 풍토에서 발생하는 심미성이 있
음을 강조했다. 이조백자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동양화에서도 조선은 단원이나 오
원을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처럼 이태준은 ‘반관변 동양주의’를 주장했다.225) 치
원의 문화사업은 이러한 이태준의 동양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동양 재

225) 박진숙, 「동양주의 미술론과 이태준 문학」, 『한국현대문학연구』16, 2004. 
 박진숙은 이태준의 동양주의가 일본의 한 지방으로서의 조선색 장려와 전혀 다른 맥락은 
아니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그것을 이태준과 김용준 등의 동양주
의 미술론과 연결해서 살펴보았다. 박진숙이 고찰한 이태준의 동양주의 미술론은 이태준의 
수필집 『무서록』의 동양과 관련된 수필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신체제기에 접어들
면서 이태준의 이러한 반관변 색채를 띠는 동양주의는 그 경계가 점점 흐릿해지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다음 항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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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동양인 생활, 동양인 이상에 맞는 ‘동양의 현대’”는 물질문명에 쫓겨 ‘기계인간’
으로 전락하는 현대 자본주의의 삶이 아니라, 두레나 계와 같은, 함께 잘 살기 위한 
공동체적 삶을 말하는 것이다. 젊은 청년들의 꿈을 위해 자신이 번 돈을 기꺼이 투자
하는 치원의 삶의 방식이 바로 이런 재래의 동양적 공동체의 모습이라 할 수 있
다.226) 
 치원의 소비 사업에 영향을 받은 득주 역시 재락원 직영 카페를 운영하며 직업여성
들을 위한 이상적 공동체를 마련한다. 치원의 문화사업은 득주의 사회사업과 한 쌍을 
이룬다. 이태준은 문화적 바탕이 없는 사회사업이라는 것이 국가적 목적에서의 빈민 
구제나 사회적 재생산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
인다. 그렇기 때문에 재락원은 문화사업과 사회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이상
적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동양적 공동체는 측은지심과 역지사지의 정
신을 기반으로 한다. 그래야 나와 남의 차이와 필요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득주 역시 실연의 아픔에서부터 수감생활까지, 직업여성이 겪을 수 있는 
모두 경험해봐야 했다. 그 후에 결정된 재락원의 운영 목표는 “암흑가의 직업여성들
이라 자연히 여급층이 범위”로, “여급을 여급으로 향상”시키자는 것뿐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 가정으로 들어가기를 알선”하는 것이다. 일본의 각종 
사회사업기관을 돌아보고 봉천의 동선당227)까지 보고 온 득주는 동선당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조선적인 특성과 득주가 생각하는 교양교육을 더한 공간인 재락원을 만
들었다. 

226) 이는 백산 안희제의 도움을 받았던 이태준의 경험을 투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안희제 역
시 금광채굴에 성공해서 유민 구제와 독립운동의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안희제와 그의 동
지들은 활발한 자선사업을 벌였다고 한다. 백산 안희제와 이태준의 관계에 대해서는 홍기
돈, 「식민지 말기 이태준의 소설과 백산 안희제」(『근대를 넘어서려는 모험들』, 소명출판, 
2007.)에 잘 정리되어 있다.  

227) 이태준은 「만주기행」(『무서록-이태준문학전집』15, 깊은샘, 1994)에서 동선당을 보고 온 
경험을 서술하면서, 그곳을 “죄는 덮고 불행만을 구하는, 성스런 자선기관”이라고 묘사하였
다. (168~169면.)

    “同善堂은 約五十年前에 設立된社會救濟 機關인데 文明帝國의그것에比하야 遜色이 없을
만치完備된 施設과 歷史를 가지고잇다. 事業으로는 育嬰, 孤兒, 濟良, 養老, 孤廢, 捿流, 救
産의 各部門으로 노여잇고 附屬醫院과 貧民工廠(印刷, 木工, 油漆, 毯織, 瓦工의 各科)이 
附屬되어 잇다.” (신기석, 「遊滿雜記 (二) 奉天거처山海關」, 『동아일보』 1935.8.2.)
 동선당과 재락원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박진숙, 「일제 말기 사회사업의 텍스트화 양상과 그 
의미」, (『개신어문연구』 32,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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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주 자신은 더 큰일을 벌였다. 삼각정(三角町) 천변에다 이백평이나 되는 터를 샀다. 벽
돌로 삼층 양관을 지었다. 밑엣층에는, 여자직업무료소개소, 직업여성인사상담소, 고아, 사
생아응급소, 직업여성무료진찰소, 직업여성실비식당들을 두고, 이층에는 한백명 들어앉을 
수 있는 소강당 하나와 신문잡지, 직업여성들에게 필요한 도서열람실과 유희실과 수욕실과 
일광욕실과 음악실과 재봉실과 세탁실들을 두고, 삼층은 육십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집 전체의 이름은 재락원(再樂園)이라 하였다. 
 재락원에는 재락원 직영의 세 카페의 여급들을 중심으로 이내 육십명 여급이 모여들어 만
원이 되었다. 아침마다 일정한 시간에 좋은 음악으로 전원을 울려 잠을 깨운다. 자정이 지
나 자는 사람들이라 아침 여덟 시까지는 자게 하니까 일광욕실에는 언제든지 활짝 퍼진 신
선한 아침해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일광욕을 할 사람은 일광욕을 하고, 수욕을 할 사람
은 수욕을 하고, 조반들을 먹는다. 조반 뒤에는 독서, 재봉, 유희, 마음대로인데 이틀에 한
번씩은 강당에 모인다. 원장 최득주는 사회 각 방면의 남녀 유명인사를 초빙한다. 종교에 
관한, 결혼에 관한, 자녀에 관한, 문학에 관한, 미술, 음악, 화장술에 관하여까지 권위들을 
청해다가 이들에게 지식을 들린다. (403~404면)

 ‘재락원’은 구성원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모아놓은 ‘이상적 공동체’에 
가깝다. 이것은 직업여성들의 복지와 문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춘 사회문화기관
이자 직업여성이라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보사업(隣保事業)을 수행하는 일종
의 공적 영역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사업의 특성 상 계속적인 금전적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재락원의 경우는 직영 카페를 두어 운영자금의 문제도 해결하는, 자
족적인 기관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회사업시설의 필요성은 당대에도 강조되던 문제였다.228) 사회
사업시설은 국민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사회문제의 소지가 있는 대상을 국가가 아닌 
‘사회’가 자발적으로 관리하고 그로 인해 사회안정과 증산을 위한 인적 자원 확보라
는 지배권력의 체제 논리가 잘 맞물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재락원은 시대적 요구이
자 체제의 지배 논리, 직업여성을 ‘인생문맹’에서 계몽시키겠다는 득주의 강한 신념과 
이상, 자급적인 자본력 등이 잘 결합된 곳이다. 이런 측면에서 재락원은 ‘식민지적 공

228) 고황경, 「경성자매원」, 『삼천리』, 1941.1. 176면.
 고황경은 이 글에서 “일반부녀자를 위하여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필요한 도덕의 함양 지식
의 획득 취미의 향상을 도모하고 상조의 정신을 연마함으로써 각자의 행복과 사회의 복리를 
증진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행되었던 인보사업기관인 ‘경성자매원’을 언급하는데, 득주
의 ‘재락원’과 비슷한 성격의 사회사업시설로, 영아부, 유치부, 자매학원을 두어 건강상담에
서 아동의 교육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 136 -

공성’229)을 나타내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윤해동은 하버마스의 ‘공공성’ 개념과는 
조금 다른 ‘식민지 공공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는 식민 국가나 저항 세력에 
의해 제기된 공공성이나 식민지 제도로서의 공공성과도 무관한 식민 국가(또는 국민
국가)를 비판하기 위한 은유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사회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으
로 전환할 때 유발되는 정치적인 효과”를 지칭하는 것이다.230) “식민지에도 사적 이
해를 반영함으로써 공통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만들어낸 공공의 가치 혹은 
공공의 영역이 존재”했다.231) “공권력에 의해 회수되지 않는 ‘공적 영역’”의 존재232)

는 이상주의적 공동체를 다시 읽을 수 있는 독법을 제공한다. 
 탁아소나 고아원 등 근대의 사회사업 기관들은 보통 국가(또는 체제)의 지배 이념 
하에 놓이는 것이지만, ‘재락원’과 같은 기관에는 공적인 규율이 아닌 사적인 규율이 
존재한다. ‘규율’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력을 전제하는 것이지만, 재락원에는 공동
체의 구성원들을 위한 사적인 규율이 존재한다. 이 사적 규율은 재락원의 ‘식민지 공
공성’을 잘 보여주는, 권력의 ‘규율’에 대한 일종의 전유라고 할 수 있다. 사회기관들 
대부분이 재생산을 위한 기관이므로 구성원들의 ‘건강’을 목적으로 한다. 공적인 기관
들의 ‘건강’의 목표가 ‘충량한 신민의 양성’을 위한 것 즉 노동력과 병력으로서의 기
본 자질을 갖추는 것인데 비해, 재락원은 규칙적인 생활로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건강’을 추구한다. 전체의 논리가 아닌 개인을 위한 목적이 더욱 중시되는 것이
다. ‘건강’이라는 목표는 같지만, 실상 재락원의 건강에 관한 ‘규율’은 그 목적 면에서 
국가체제의 의도와 빗겨가며, ‘국가의 번영’이 아닌 ‘개인의 행복’이라는 사적인 목적
으로 전유된다. 
 또한 국가의 필요와 논리에 기관의 목적이나 사명이 일정 부분 일치하기는 하지만 
이 기관이 완성하고자 하는 이상적 공동체에는 ‘동원’이나 ‘재생산’이 목적이 아니라 

229) “식민지인의 회색지대, 즉 저항과 협력이 교차하는 지점에 ‘정치적인 것’=공공 영역이 위
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를 ‘식민지적 공공성’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식민지적 공공
성은 식민권력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고 식민권력을 전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식민권력과 대치선을 그릴 수는 있었고 일상에서 제기되는 공동의 문제를 통해서 
정치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었다.”
(윤해동, 「식민지인의 회색지대 – 일제하 공공성과 규율권력」, 『식민지의 회색지대』, 역사비
평사, 2003, 38면.)

230) 윤해동, 「식민지 근대와 공공성 : 변용하는 공공성의 지평」, 윤해동·황병주 엮음, 『식민지 
공공성 – 실체와 은유의 거리』, 책과함께, 2010, 26~27면. 

231) 위의 글, 29면.
232) 윤해동, 『식민지 근대의 패러독스』, 휴머니스트, 2007, 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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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완성을 꾀하기 위한 학습 영역이 존재한다. 이 시기 여
학교는 근대적인 문물을 접하는 중요한 매개체였지만, 여고보의 교육과목은 실기 위
주로 재편되고 인문적 지식을 가르치는 학과과목은 그 배당시간이 남학생에 비해 적
은, “부덕을 기르고 국민된 성격을 도야”하는 ‘양처현모’ 교육정책을 목표로 한 것이
었다.233) 전시체제기로 접어들면서는 그나마 일본어 시간을 제외하고는 체육과 실업 
과목만이 더욱 강조되었다. 교육이 국가의 핵심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
한다면, 이러한 교육의 내용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공교육에서는 자연스럽게 인문학적 소양으로서의 교육은 자취를 감추고, 시국적 
교양이 이를 대신하게 되었다. 고등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없었던 여성 청년들
의 지성이나 교양의 수준은 매우 빈약한 것이었다. 중학교육을 받은 희선 정도가 여
급으로서의 자신의 현실을 자각할 수 있을 정도라는 서술이 이를 말해준다. 
 재락원은 공교육의 기능 저하와 직업여성이라는 사회 하층 여성의 지식과 교양 부재
를 다른 형태의 교육을 통해 해소한다. 이틀에 한번 꼴로 사회 각 방면의 유명인사를 
초빙해 강연 식으로 진행되는 이 교육의 내용은 한 마디로 개인의 인격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양 교육이다. 이 교육에서는 종교와 결혼 등 인생 전반에 관한 
문제나 문학·미술·음악 등 인문학적 교양까지 지도한다. 화장술이라는 현대 미(美)의 
영역까지도 교육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재락원의 교양 교육이 종래의 서구 문화
적 교양에 현대의 삶에 필요한 미(美)의 영역까지를 접목한, 지·덕·체를 조화시키는 
이상적인 교육의 형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직업여성을 지식과 교양을 갖춘 하나의 
‘지성인’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인 재락원의 교육은 일제 말기의 청년 교육이 인간성
을 옹호하지 못한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인 동시에,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지적 
욕망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이 소설에서 강조했던 ‘화장술’은 『행복에의 흰손들』(『조광』 1942.1.~1943.1.)
에서는 여성들의 사업으로 확대된다. 중학교부터 전문학교까지 동기였던 세 친구는 
구조선의 전통적 가정 생활, 이혼 경험을 갖게 된 문학청년, 자주적인 여기자의 삶을 
경험하고, 당대 식민지 조선의 여성 청년의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지를 보여준다. 이
들은 재학 시절 들은 ‘정신화장설’을 떠올린다. 외양을 가꾸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신
을 잘 파악한 후에야 정신과 외양 모두를 가꿀 수 있다는 것이다.234) 정신의 화장은 

233) 김수진, 「1930년 경성의 여학생과 ‘직업부인’을 통해 본 신여성의 가시성과 주변성」, 공
제욱·정근식 편, 『식민지의 일상, 지배와 균열』, 문화과학사, 2006. 5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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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등으로 충만한 정신의 상태가 얼굴에 나타날 때 가장 아름다울 수 있다는 정신
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아마 『청춘무성』의 화장술 역시 이런 내용일 것이다. 
‘물질 이상의 것을 감상하는 것’, “오전에 얼굴을 씻듯, 오후에 예술에 접할 것”이 현
대 청년이 가져야 할 정신 화장술이다. 이 정신화장술이 결국 생활문화로 확장되어 
정안소(整顔所)와 양재점(洋裁店)을 갖춘, 개인의 이익 본위를 떠나 “여성일면에 국한
하여서나마 국가의, 인류의, 공동복리를 위한 산업본연의 정신에서 일어난 상업”인 
‘여성문화사(女性文化社)’가 탄생했다. 이는 여성의 문화 복지의 한 부분에 한정되어 
있지만, 여류평론가 박순천과의 대담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동양의 미를 살린 제대로 
된 화장술을 통해 조선적인 심미성을 보이기를 원했던 이태준의 바람이 투영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락원이 아무리 봉천의 동선당을 모델로 한 공간이라고 해도, 또 여성문화
사가 ‘화장산업’이라는 현실적인 사업을 토대로 한 이상이라 해도 일제 말기 조선에
서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공간이었다. 이태준은 이러한 ‘가구(假構)’의 공동체를 통
해서 동양 전통의 가족적인 정서, 역지사지와 측은지심이 기반이 되는 동양적 정신을 
갖춘 교양이 있는 공간을 꿈꾸었다. 이러한 식민지적 공공성을 꿈꾸고 실현시키려 노
력하는 청년들을 통해 일제 말기의 척박한 현실을 우회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2) 조선적 가치 추구와 사회적 이상 실현의 욕망

 『思想의 月夜』(『매일신보』 1941.3.4.~7.4.)235)는 『청춘무성』과 『별은 창마다』의 연
재 사이에 발표된 소설이다. 『사상의 월야』가 매일신보의 1년에 달하는 요청 끝에 연
재되기 시작했다는 점, 또 신체제론이 1940년 7월에 수립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34) 최선생의 정신화장설에도 이태준의 동양론이 나타난다. 동양사람이면서 서양사람으로 꾸
미는 등 서양을 너무 비판 없이 흡수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태준, 『幸福에의 흰손
들』, 서음출판사, 1988. 166면.) 당대의 그림에 대한 이태준의 인식이 화장술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235) 『사상의 월야』는 해방 이후 개작되어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 1946년 을유문화사에서 개
작된 『사상의 월야』는 연재본의 마지막 장인 ‘현해탄’ 장이 축소되었으며, 마지막 장이었던 
‘동경의 달밤들’은 삭제되었다. 본고에서는 일제 말기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재
본 분을 텍스트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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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 월야』는 신체제론 이후 시기의 이태준 문학의 방향을 가늠해 수 있는 작품
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더군다나 자전적 요소가 매우 강한 이 소설에서는 일제 말기 
이태준의 단편소설에 나타나는 사소설의 특징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신체제론은 일제의 전쟁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종의 총동원체제였다. 이를 위해 동양
은 일본이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서양의 대타자가 되어야 한다는 대동아공영권을 위
시한 동아담론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문학적으로는 매우 혼란스러운 현실이었
다. 이태준의 소설 중 특히 『별은 窓마다』(『신시대』 1942.1.~1943.6.)는 이러한 신체
제 논의와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다. 이태준의 장편 중에서도 신체제가 요구하는 여
러 가지 사회문화적 모습을 ‘반영’하는 식민지 청년들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소설을 이태준이 신체제에 협력한 것으로만은 보기 어렵다. 그것은 이 소설에서 
이태준의 동양론이 신체제의 청년인 어하영과 한정은의 논리와 때로는 미묘하게, 때
로는 모순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민호는 이태준이 파시즘 현실 하에서 체제 
협력에 기우는 장편소설들과 그것과 거리를 두는 새로운 형태의 사소설을 썼으며, 이 
두 가지 현상은 상호 의존적으로 기능한다고 보았다.236)  이 장편소설은 비슷한 시기
에 발표된 이태준의 단편소설 「夕陽」(『국민문학』 1942.2.)과 비교해 볼 때 이태준의 
의도를 더욱 잘 드러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사상의 월야』는 개화파였던 아버지 ‘이감리’와 개화된 여성의 모습을 보여줬던 어
머니를 어린 나이에 여읜 송빈이 고아로 자라면서 세상을 경험하고 자기만의 확고한 
정체성을 가진 청년이 되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이 소설은 신체제 수립 이후에 연
재가 시작되었지만, 소설 속 서사는 근대 초기부터 1920년대 중반까지를 시간적 배
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시된다. 이 소설이 연재되던 무렵, 가족 연대기 
소설이 많이 쓰였던 것237)과도 무관하지는 않을 듯하지만, 『사상의 월야』에서 주목해
야 하는 것은 이태준이 자전적 요소를 투영한 청년 ‘이송빈’을 통해 식민지 조선의 
청년의 모습과 더불어, 일제 말기의 식민지 조선의 청년들이 재구해 내야 할 청년상
과 청년들이 지녀야 할 교양의 특징 등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점들 때문에 
이 소설은 시간적 배경이 일제 말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한다.  
 송빈은 소청 지역에서는 서당에 다니며 천자문과 당시를 공부하며 전통적인 한학을 

236) 방민호, 「‘사소설’의 전유와 문학사적 위상」,  130~131면. 
237) 김남천의 『대하』, 한설야의 『탑』, 이기영의 『봄』이 가족연대기 구성을 취하고 있으며, 김

사량의 『낙조』는 『사상의 월야』처럼 개화기 이후 근대 초기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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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했고, 이후 고향인 철원 용담에 와서 사립학교인 봉명학교에 다녔다. 이곳에 있
을 때만 해도 송빈의 꿈은 ‘도 장관’이었으나 일본어 선생 오문천의 연설회의 영향을 
받아 면서기나 헌병보조 등은 당장의 삶에만 만족하는 작은 꿈임을 깨달았다. 더 넓
은 세상과 더 큰 꿈을 깨닫고 난 이후 송빈은 서울에서 공부하는 매형처럼 자신도 
서울에서 공부하기로 작정하고 용담을 떠난다. 그는 물산객주에서 일하면서 거기에 
묵는 보성중학교 학생의 모자를 써본 후 모자 주인에게 비웃음을 당하자 “복수허자! 
돈으로! 명예로!”라고 결심한다. 상경한 후에도 근대 지식에 대한 송빈의 갈망은 멈추
지 않아서, 청년회관의 야학교 고등과에 입학하고 청년회관의 강연회나 토론회에도 
참가한다. 이때 송빈은 “사업을 성취하는 데는 금전이냐? 의지냐?”라는 문제에 ‘의
지’ 편에 서서 토론을 하고, 성취감을 느낀다. 이렇게 ‘지성’과 ‘의지’의 힘은 송빈을 
추동하는 가장 큰 힘으로, 송빈은 대학에 가서 정치를 배우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된
다. 처음 물산객주에서 일할 때에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부러웠지만, 자
신도 휘문에 들어가 공부를 하자 이제 그는 동경 유학생들을 공경한다. 그들은 “세상
에 어려운 일, 청년들만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맡아 버린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
다.238) 송빈은 은주와의 연애에서 실패하고 절망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에 
대한 ‘이상’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청년의 힘”을 ‘공부’에
서 찾는다.239) 그리고 이러한 이상을 바탕으로, 학교를 개인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교
육에는 뒷전인 교주와 다른 교사들에 대한 소요를 주동하고 퇴학당한다. 이후 송빈은 
동경으로 유학을 간다. 
 송빈은 동경에서 와세다 대학의 교수인 선교사 ‘뻬닝호프’를 만난다. 송빈은 베닝호
프에게서 ‘평등’을 배우고 이를 통해 서양에서 받아들여야 할 점을 찾는다, 또한 지진
을 경험하면서 “세상이란 우주란 한 물리학의 실험관”이라는 생각에 이르고, 조선 내
에서는 인식하지 못했던 ‘과학’과 ‘과학적 사고’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동경에서 깨달
은 이러한 세계관의 변화는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도 변화시킨다.

“물론 선택은 필요한 것이다. 난 장은주를 선택한 일이 잇는가? 업다! 그것부터 틀렸다! 선

238) 이태준, 『사상의 월야』, 깊은샘, 1988. 135면. 
239) “지금은 차서 넘치는 이 서울 장안도 고려 땐 한낱 보잘것없는 산촌에 불과했을 것이다! 

사람의 힘이란 얼마나 큰 거냐. 이 무한한 가능성에 찬 것이 사람의 힘이요, 그 중에도 사
내의 힘이요, 그 중에도 청년의 힘일 것이다!” (…) “지금은 첫째도 공부요, 둘째도, 세째 넷
째도 공부다!” (위의 소설, 1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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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안하고 무얼로 죄상의 것이라 미덧는가? 그것부터 비과학적이 아니엿는가? 또 선택이란 
표준이 잇어야 할 것이다. 표준이란 삐언한 것이다. 첫재 건강할 것, 미가 잇되 건강미라야 
할 것, 둘재 교양정도가 가터야 할 것, 셋재 나이가 여자는 남자보다 사오세 떠러져야 할 
것, 그리곤 무언가?” (…) “그럼 은주는 첫재인 건강과 건강미가 잇는가? 소위 선병질미라
고 할가. 현대적인 건강미는 아니다. 교양정도가 나와 가튼가? 현재도 나보다 유치한데다 
나는 작고 공부하고 그는 고만두고 장래는 너머나 층하가 질 것이다. 끄트로 나이는? 나이
도 이삼세 더 아래래야 장래엔 알마즐 것이다. 그럼 한가지도 적당치 안흔 은주가 안인가? 
무엇 때문에 그리워 못 견듸는 것이며 무엇 때문에 언제든지 도라오길 기다린다는 아주 중
세기적인 긔사풍의 싯구를 끄려다 장담한 것인가? 무비판의 정렬 그것은 언제나 리성의 백
주(白晝)를 암야(暗夜)로 만드는 날 독까 비일 것이다!”240)

 송빈은 이제 무비판적인 정열보다 비판적인 열정이 중요하다는 것, 졸업장을 받는 
것보다도 지식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는다. 또한 베닝호프를 통해서는 
조선인에 대한 외부인들의 편협한 시선을 깨닫는다. 조선인을 보는 베닝호프의 시선, 
또 송빈에게 미국에 가서 체육을 공부해 오라는 요구 등은 ‘미국인’이 하는 이야기이
지만,241) 베닝호프의 발언을 일제의 발언으로 치환해서 살펴보면, 이태준이 당시 일
제의 조선인들에 대한 문화정치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난다.242) 베닝호
프가 “Yor’re not my servant.”라며 어깨를 겨누고 걷는 ‘평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서양 문화의 받아들일만한 점이다. 그렇지만 정치를 공부할 목적으로 도일한 송

240) 위의 소설, 203면. 
241) ① “그들이 떠러뜨리는 흙, 담배공초, 가래침, 모다 제가 마터 치겟습니다.” / “흥!” / 하

고 뻬닝호프씨는 역시 만족치 안흔 웃음이더니 / “그런 거야 이군이 책임을 질 수 잇겟지. 
그러치만 말성이나 생길 삐라 가튼 걸 뿌려두 이군이 책임을 질 수 잇슬가?”/ 하고 안될 
말이라는 듯이 고개를 젓는 것이다. (이태준, 『사상의 월야』, 206~207면) 
 ② “이군이 와세다전문부를 마치면 내 미국에 보내주지.” / “저를요?” / “그럼! 이군은 체
격이 조타구 내 안해두 칭찬을 허는데 체육에 취미가 업나?” / “체육요?” / “미국 가 체육
을 연구허구 와 여기 체육부를 마터 가지구 우리와 함게 스코트 홀 사업을 해 줬스면 조켓
는데.” / “동경서요?” / “암!” / “그리구 여기 잇는 동안은 아무런 단체에두 들지 말구 유
학생회에두 참가 말구 예수만 진실히 밋구?” (같은 소설, 207면.)

242) 일제 말기에 ‘귀축’으로 설정되었던 미국을 비판하는 식으로 일제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
은 『청춘무성』에서도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서양’과 ‘동양’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
서 이러한 인식이 드러난다. 배개화는 ‘동양의 현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원치원의 
주장이 대동아공영권의 이데올로기와 비슷해 보이지만, 원치원의 주장에서 동양을 조선으
로, 서양을 일본으로 바꾸어 읽으면 원치원의 주장은 일본의 조선 지배를 비판하는 것으로 
읽힌다고 하였다. (배개화, 「이태준의 장편소설과 국가총동원체제 비판으로서의 ‘일상정치’」, 
『국어국문학』163, 2013. 4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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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에게 ‘체육’을 공부하고 와서 스코트 홀 사업을 돕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는 베
닝호프의 계획은 마치 일제 말기에 조선인 청년들을 노무력이나 병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강과 위생, 체육을 강조했던 일제의 정책을 상기시킨다. 소설은 스코트 홀에
서 나오는 송빈의 이야기에서 중단된다. 연재의 중단에는 신체제 수립 이후, 작품 활
동이 더 자유롭지 못했다는 시대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과학’-사
회과학을 포함-을 섭렵한 송빈의 다음 행보가 민족주의 혹은 사회주의 사상 쪽으로 
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기적 특성 상 다음 내용을 전개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다는 점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혹은 김흥식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태
준-주인공의 욕망이 ‘전망의 날조’로 귀착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243), 개작 과정
에서 사라진 ‘동경의 달밤’ 장을 ‘전망의 날조’로만 볼 수는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
럼, 베닝호프의 모습을 통해 ‘미국’을 비판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그의 모습에 투
영된, 조선인에 대해 강한 편견을 갖고 있고 체육 등 국민의 연성(鍊成)과 관련된 담
론만을 강조하는 제국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학과 과학을 
연결하려고 하는 송빈의 태도는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초반 많은 지식인들이 
택한 사회주의에의 경도를 예상하게 한다. 결국 송빈의 사상적 궤적은 당시의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결국 송빈은 일제 말기 
기성세대 문인들의 ‘과거’이다. 그리고 자신의 사상적 지향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는 청년들의 모습은 일제 말기 청년들의 허무주의적인 모습과 대비되
면서, 일제 말기의 청년들이 지향해야 할 청년 표상이 된다. 
 의지와 그에 따른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청년’의 모습은 이후의 연재 소설에서도 
나타난다. 『청춘무성』에서 가구(假構)의 공동체를 통해 식민지 공공성이라는 이상을 
실현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던 교양을 갖춘 청년은 『사상의 월야』에서는 십 수년 전의 
과거라는 시간적 배경을 바탕으로 신념에 따른 청년 표상을 환기시킨다. 특히 송빈은 
시대적 흐름에 휩쓸리기보다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직시하고 자신의 신념에 맞는 길을 
선택하면서 현실에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서양과 동양에서 받아들여야만 하
는 좋은 점을 취하고 비판할 것을 비판하고 끊어냄으로써 자신의 신념에 따른 삶을 
살아가려는 모습은 고고한 교양인으로서의 모습, 선비와도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송
빈의 이런 점은 『별은 창마다』의 어하영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별은 창마다』는 연애담에 계몽적 이상주의가 결합된, 이태준 장편 특유의 구도 속

243) 김흥식, 「<사상의 월야> 연구 : 개작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3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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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신체제론의 문화 논리가 자연스럽게 배치된다.244) 이 소설이 연재된 1942~43년
은 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시기로, 제국과 식민지의 모든 인력, 자원 등이 전쟁을 위
해 동원되었고, 황민화를 위한 사상 통제나 정신교육 등도 이전보다 더욱 강화되던 
시기이다. 이 소설은 그런 시기에 체제적인 성향을 지닌 잡지 『신시대』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재되었다. 이태준 특유의 통속연애담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이 소설
에 파시즘과 시국적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은 소설이 놓인 자리와도 무관하지 않
다.245) 정종현은 이태준이 시국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상(理想)적
이고 정열적인 개인이 ‘전체’를 지향하는 윤리의식을 근간으로 하는 서사를 반복했으
며, 이런 이상지향적 성향과 그 대상세계가 발표 지면과 시기를 감안하면 상당히 미
묘하게 읽히는데,246) 1930년대 이래 이태준이 보여준 동양론 안에서 조선적인 주체
성을 심미적으로 구성하려는 노력이 신체제론 이후 동양론 헤게모니에 동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는 것이다.247) 반면에 한수영은 이태준이 신체제론을 주관적으로 ‘전유’하
면서 식민지의 지배담론이 지닌 논리적 체계의 공백과 비일관성의 틈을 통해 ‘저항’
하고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이태준이 서구에 의해 타자화된 동양을 인식했지만 그것
이 일본주의라는 전체성에 의해 통합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248) 
이렇게 『별은 창마다』는 이태준의 신체제론과 동양론에 대해 상반되는 해석을 낳을 
정도로 미묘한 지점들이 존재한다. 미리 언급하자면, 이태준의 동양관이 일제의 동양
론 쪽으로 기울었다거나, 어쩔 수 없이 신체제를 묵인했다고는 볼 수 없다.249) 앞에

244) 방민호, 앞의 글, 133면.
245) 이 소설의 배경은 일본의 천황제 파시즘이 점차 자리를 잡아 가던, 총력전체제가 시작되

던 시기이다. 이는 어하영이 신경으로 발령을 받아 가고, 정은 아버지의 피혁 회사가 경제 
통제 정책으로 국책으로 흡수되는 것 등으로 알 수 있다. 신경에서 제2기 국도건설사업이 
시작되던 때가 1938년이니, 1938~9년 무렵이 배경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소
설의 내용은 사실 1940년 7월에 수립된 ‘신체제론’을 작품 내에 반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
다. 그렇지만 신체제론 자체가 일제의 전쟁을 돕기 위한 담론이었기 때문에 이 소설이 연재
되던 1942~43년의 상황과도 무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246) 정종현, 『동양론과 식민지 조선문학』, 창비, 2011, 201면. 
247) 위의 책, 177면.
248) 한수영, 「이태준과 신체제」, 문학과사상연구회, 『이태준 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2004, 

215면.
249) 배개화는 일제 말기의 총독부의 내선일체 정책에 대해서 ‘철저일체론’(현영섭, 이광수 등)

이나 ‘차별철폐론’(혹은 ‘평행제휴론’)과 달리 내선일체에 소극적이고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동시에 사회정치적 상황에 발언을 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지키려는 제3의 입장이 존재했
는데, 이태준도 그 제3의 입장을 보이는 인물이었다고 했다. 이태준은 ‘나를 지키기’ 위해 
‘천리에 방심하지 않기’라며 일본의 정책에 매우 소극적으로 협조했지만, 이런 견해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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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살펴본 이태준의 연재소설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태준은 사회사업이나 문화사업을 
통한 식민지 공공성의 문제로 제국의 의도를 전유하는 등 전시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
판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이태준의 연재소설에 나타난 ‘통속성’ 속에는 사회
적 현실을 비판하는 점이 드러나는데, 특히 이런 점은 소설 속 청년들의 행동이나 발
화를 통해 나타난다. 이러한 이태준의 일제 말기에 대한 문학적 대응은 이태준의 소
설 중 가장 체제적이라고 여겨졌던 『별은 창마다』에서도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별
은 창마다』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은 ‘교양’을 가진 현대 청년 남녀의 표상
이다. 
 『별은 창마다』의 주인공 한정은은 구니다찌 고등음악학원 피아노과에 다니는 여학생
이다. 이태준은 ‘부훗집 영양’으로, 동경에 와서 밤하늘의 별과 유리를 사랑하게 되었
다는, 독특한 미적 감수성을 지닌 청년이다. “저녁마다 소생하군 하는” 정은의 “밤의 
새정신”은 그에게 “‘무한’이란 말, ‘영원’이란 말”의 뜻을 음미해 볼 수도 있게 하는 
“별빛 찬란한 밤하눌” 덕분에 가능한 것이다.250) 정은이 유리를 좋아하는 것도 “있으
면서도 없는 듯” 순결하며 “박살이 될지언정 휘지는 않는” 성품을 가지고 “밤하눌을, 
이슬에 젖지 않고도, 바람에 풍기지 않고도, 자리에 누은채 쳐다보게 해주는 것이 고
마워서” 좋아하는 것이다. 손이 닿지 않는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별은 일반적으로 
이상·꿈을 상징한다. 정은이 밤하늘과 별을 좋아한다는 것도 그의 이상주의적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태준은 “불 밝은 도시”의 불투성이에 “시달릴 대로 
시달린” 신경에는 조선의 “어둠의 밤 그대로”인 것이 더 좋다고 하며 긴 어둠을 즐긴
다고 하였다.251) 도시의 불이 근대 문물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어두운 밤하늘의 별은 
자연적인 상태 혹은 이상이나 꿈을 상징한다. 밤하늘과 별의 이상주의적 성격이나 근
대 문명의 산물인 유리가 가진 자연과 조화되면서도 고고함을 잃지 않는 특징 등은 
이런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정은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

조선인들을 이끌만한 방향성을 갖지는 못한 개인적인 대응에 그쳤다는 것이다. (배개화, 「이
태준의 전시 체제 대응 방식 : 천리에 방심하지 않기」, 『한국현대문학연구』31, 2010.)

250) 이태준, 『별은 窓마다』, 서음출판사, 1988. 17면.
   앞으로 이 소설의 인용은 이 책에서 하며, 인용 말미에 면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251) 이태준, 「밤」, 『무서록』, 깊은샘, 1994. 18면.

 이태준이 ‘밤’ 특히 달밤에 깊은 애정이 있었음은 그의 다른 소설 제목에서도 찾을 수 있
다. 단편소설 「달밤」이나 장편 『사상의 월야』에서도 ‘달밤’이 등장한다. 이때 달밤은 근대 
문명과 동떨어져서 자신의 내면세계나 이상, 꿈 등에 대해 홀로 사색할 수 있는 시공간을 
의미한다. 정은이 밤하늘과 별을 좋아한다는 것 역시 이태준의 이러한 태도가 반영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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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은의 이러한 성격은 음악으로 대표되는 교양을 향유할 줄 아는 성격으로 나타난
다. 그는 자신처럼 “같이 우주를, 인생을, 예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정은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아버지, 한성피혁 동경지점장 윤정홍, 한성피혁 비서 주
익형 등-은 근대 문명 중 교양보다는 재화에만 신경을 쏟는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이
런 상황에서 정은이 만난 딱 부러지는 성격의 ‘키가 훤칠한 고등공업 제복을 입은 남
학생’인 어하영은 정은 주위의 사람들과는 다른 청년이다. ‘무엇을 번민하는 청년’의 
모습인 하영은 고학생이지만 금전 문제에서는 늘 주늑 들지 않는 당당한 태도를 보인
다. 이러한 하영의 모습은 『사상의 월야』의 송빈이 고학생이어도 금전 문제로 좌절하
지 않은 고고한 태도를 연상시킨다. 어하영은 지성과 교양을 갖춘, 현실에 대한 고민
이 있지만 현실에 주늑들지 않는 당당한 현대 청년의 표상으로 보인다. 정은의 주변
에는 로헨그린의 행진곡이 결혼식에 쓰이는 줄도 모르고, 이태리 가극의 표를 샀어도 
예술에 관심은 별반 없는 ‘딱한 생활’을 하는 인물들뿐이지만, 하영은 다르다. 정은과 
가극 구경을 갔을 때, 하영은 소탈한 성격이지만 음악도인 정은의 대화 상대가 될 정
도로 예술적 교양을 지닌 모습을 보여준다. 익현이 미샤 엘만이 유명한 바이올리니스
트인지도 모르는 반면, 하영은 엘만도, 파데렙스키도, 스키바도 잘 알고 음악 외에도 
투르게네프의 소설 등 문학 방면에도 조애가 깊은 인물이다.252) 한마디로 하영은 정

252) 미샤 엘만(1891~1967)은 러시아에서 태어나 주로 미국에서 활동한 유태계 바이올리니스
트로, ‘동양풍의 색조를 띤 벨 칸토의 아름다운 음’(카를 플레시)이라는 극찬을 받은 독특하
고 감미로운 음색의 ‘엘만 톤’을 선보였다. 엘만은 1937년 1월, 일본에서 독주회를 가진 후 
경성 부민관에서도 독주회를 열었다. 또 하영과 정은의 대화 중에 등장하는 파데레프스키
(1860~1941)는 폴란드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데, 프랑스·폴란드 망명정부의 수석으로도 
활동한 인물이다. 
 그리고 이들이 함께 관람한 오페라는 들리브의 <라크메 Lakmé>이다. 이 오페라는 19세기 
인디아를 배경으로 브라만 여사제 라크메와 영국인 관광객 제럴드의 사랑에 관한 내용이다. 
<라크메>는 1919년 일본에서 초연되었고 1927년에는 동경의 제국극장에서 상연되었
다.(2007년 4월 19일 아사히 신문에는 “환상의 가극”인 <라크메>가 80년만에 일본에서 공
연되었다는 기사가 실렸다.) 소설 속에서는 그 표제가 드러나지 않지만 내용으로 유추해 보
면 그것이 <라크메>임을 알 수 있다. 이 오페라는 3막극이지만, 소설 속에서 6막이라고 한 
점이나 2막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오페라의 결말인 것처럼 서술된 것은, 오페라의 주제가 
이 소설에 적합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일본 유학 시절에 <라크메>를 접한 기억을 되살
려 극의 내용(이방인과의 사랑-하영과 정은의 사랑을 빗대는 것으로 보임)을 삽입했던 것으
로 보인다. 
 이태준이 엘만, 파데레프스키, <라크메> 등을 정은과 하영의 교양 수준을 알려주는 지표로 
사용한 것은 물론 이 연주자나 오페라가 당시 유명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태인이나 폴
란드 망명 정부의 인사, 이방인과의 사랑 문제 등 일제 말기의 혼란한 국내외의 정황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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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이 꿈꿨던, 인생과 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남성인 것이다. 이 소설에는 서양 문화
를 바탕으로 한 예술적 교양을 갖춘 정은과 하영에 반대되는 인물로 주익형이 등장한
다. 명대(明大) 상과를 졸업하고 한성피혁회사의 비서로 회사일과 정은의 집안 살림
까지 도맡아 하는 경제가이지만, 익형은 교양의 면에서는 정은이나 하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태준이 자본주의의 속악성을 비판적으로 인식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주익형은 ‘돈’의 힘만을 믿고 자본의 흐름을 따라 사는 교양이 없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영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정신적으루 뭐 그리 존경헐 문화인이라군 생각
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문화’를 현대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본다. 정은 역시 일
에 쫓겨 문화생활을 하지 않는 아버지나 음악 공부를 돈 낭비로 여기는 부모의 태도
에 슬퍼한다. 정은과 하영에게 문화적 교양은 ‘취미 이상의 것’이자, 그들의 정신적 
바탕이 되는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정은과 하영이 지향하는 ‘미’의 토대에는 차이가 
있다. 정은은 조선의 의복은 “서정적”이지만 “전형적”이고 조선의 음악 역시 고상하
지만 단조로운 반면 서양 고전음악은 ‘감정을 세련되게 노출’하는 특징을 지닌다고 
한다. 정은은 조선적인 것보다는 서구·근대의 미를 현대에 좀 더 맞는 것으로 생각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근대 건축을 공부하는 하영은 조선에 돌아와 정은의 집
을 보고는 그 집의 조선적인 멋에 감탄한다. 

 ‘추녀의 아름다움! 조선집이 이처럼 아름답던가!’
 하영이네 집도 그전 것은 조선 기와집이었다. 그러나 이 정은네 집처럼 조선 건물의 특색
을 지닌 것이 못되었다. 어떤 미두판에서 졸부가 된 사람이 지은 것을 산것이라, 쓸데없이 
주석 ‘헨돌’이 뻔적이는 유리창이 많고, 그 나무결 좋은 재목 우에 함부로 ‘벵끼’칠을 했고, 
벽이나 퇴에 목욕탕처럼 벽돌과 ‘타일’을 붙여, 양관도 아니요 조선집도 아니요 부엌도 아
니요 사랑도 아닌, 돈만 드린 극히 천속한 건물이였다. (78면)

 ‘집’으로서의 조선건물이란 염두에도 없다가 정은네 사랑마당에 드러서자 휙, 아직까지 받
어보지 못한 조선건물에서의 생명력을 꿈틀 느낀 것이다. 다듬엇지만은 거칠어서 돌맛이 그
냥 나는 주초돌과, 옹이와 연륜이 알마추 드러나 꺼풀이 붙은 채보다도 오히려 나무맛이 
나는 기둥들, 그것이 직경 세치나 네치짜리가 아니라 반자가 훨신 넘어 일곱치는 실해 보
힌다. 반간폭 툇마루에 죽 느러선 다섯 개 기둥들, 어떻게 저렇게 땅에 뿌리를 박은 나무들
처럼 안정감이 나나? 하고 살펴본즉, 기둥들의 굵기가 아래와 우가 다른 것이다. 처음은 일

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이태준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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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치쯤인데 끝은 한치나 치반쯤 씩은 주려 훑은 것이었다. 
 하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거대한 새가 나래를 편듯한 추녀에 다시 황홀해졌다. (80면)
 
 “양관에만 끌려 조선 건물의 정첼 전 여태 몰으구 산거 같습니다.”
 “땅을 다지구 그 우에 돌을 갖다 놓는단 것, 돌 우에 나무를 세운단 것, 얼마나 쉬우나 진
실한 착상입니까!” (…)
 “이만치 발달된 건축으룬, 흙, 돌, 나무, 이 착상을 그냥 살린 데가 별루 없습니다. 쎄멘 
우에 기둥이거나, 돌 우에 벽돌이거나 철두철미 쇠와 쎄멘이거나, 그게 현대건축들 아닙니
까?” (81~82면)

 조선의 건축은 인공적인 맛이 없는, 자연물의 특성을 살린 것으로 묘사된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에서도 ‘생명력’이 느껴지는 것이다. 이태준은 수필 「집 이야기」253)에서 
“조선 건물은 옛날부터 인격과의 교섭이 깊었던 것”이라고 보았다. 이태준은 조선집
에 벽돌담을 쌓거나 페인트칠을 하고 담에 유리를 박는 당대의 조선의 주택 문화를 
외래의 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적용하는 것이라며 비판한다. 하영이 ‘양관도 조
선집도’ 아니라며 조선의 현대 주택 문화를 비판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하영은 
자신의 건축 기술이 정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
태준의 ‘정신’으로서의 동양의 강조는 하영의 집에 대한 가치관과도 연결된다. 동서양 
양식이 혼재된 집은 ‘정신이 녹아 있지 않은’ 집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하영이 
정은의 조선식 집에 찬사를 보내는 것은 그 집이 조선의 자연적인 맛을 그대로 살린 
양식의 집인데다가 ‘조선’ 땅에 있기 때문이다. 동경으로 다시 건너간 이후, 그의 건
축관은 체제에 부합하는 쪽으로 바뀐다. 정신적 생활의 빈곤을 안타까워하던 정은 역
시 동경으로 건너가서는 그 가치관이 변화되는 과정을 겪는다. 『별은 창마다』가 신체
제론과 이태준 자신의 동양주의 사이의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
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지점들 때문이다. 
 정은의 미적 가치관은 직업여성들을 대하면서 바뀐다. 학질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정은은 직업여성들의 복장과 태도를 유심히 관찰한다. 병원 간호부들은 명랑하고, 
“정결허구 행동이 민첩허구” 이지적이다. 옷과 머리 모양도 “행동적이게 장식된”, 
“동적인 스타일”의 “훌륭한 현대미”를 갖추고 있다. 정은이 말하는 ‘현대미’는 그가 

253) 이태준, 「집 이야기」(『삼천리』 1935.9.), 『무서록-이태준문학전집 15』, 깊은샘,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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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는 미처 보지 못했던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것일 뿐이다. 그런
데 정은이 발견하는 이 ‘현대미’는 당시의 파시즘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적
이다. 
 『인문평론』 1940년 1월호에서는 ‘현대미(現代美)’에 대한 여러 글을 싣고 있는데, 
여러 논자들이 현대미를 가진 것으로 제시하는 것들은 애수와 퇴폐의 미, 기계미, 전
쟁, 제복 등이다. 이런 ‘현대미’의 표상들은 대부분 전쟁과 관련된 것이다. 이를 통해 
자연적인 아름다움보다도 기계적이거나 인공적인,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 것들로 미의 
기준이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작 ‘현대미’는 사상성을 잃고 지성을 얻었기 
때문에 ‘불안성’을 그 특성으로 하는 것들이다. “무색의 페이브멘트를 지향없이 속보
로 상쾌히 뛰고 있”는 현대미에는 “세르로이드같은 투명한 표피성”으로 인한 예민한 
감성만이 있을 뿐 “지성의 첨예성과 합치된소치”인 “온기도 혈기도없”254)는 것들이
다. 정은이 직업여성들에게 발견한 ‘현대미’에는 ‘온기도 혈기도’ 없는 외양에만 치중
한 것일 뿐, 왜 여성들이 그런 복장을 하고, 그런 복장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까지에
는 생각이 미치지 않는다. 새로이 보게 된 복장의 ‘다름’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파
시즘을 반영한 복장은 실용성을 강조하고 장식적인 멋을 더하지 않은 것이었다. 결국 
정은은 당시의 새로운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뿐이지, 그 유행이 어떤 것에 기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영은 이러한 유행을 “새취미의 
인형”에게로 흥미가 바뀐 것 정도로 치부한다. 자신의 미적 세계에만 갇혀 있던 정은
이 조선을 거쳐 다시 동경에 돌아와 미적 감수성과 가치관의 변화를 거친다는 것은 
제국의 심장인 동경의 파시즘화가 조선보다 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그
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국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유행을 
감지할 수 있는 것, 그러한 현대미를 간취할 수 있는 것 역시 정은이 가진 ‘교양’으
로 인해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환경에서든, 옳고 참되고, 아름다운 것을 항상 탐구해 마지 않는 요즘 소위 양식(良
識)이라 일컫는 교양된 지혜의 힘이 그 이마와 눈속에서는 결코 마르지 않을 것 같었다. 그 
교양된 지혜의 힘만이 그의 일생동안 끈히지 않고 작용한다면 그는 언제든지 자기를 진선
미의 세계에도 나가기에 가능할 것이다. (108면, 강조:인용자)

254) 高裕燮, 「현대미의 특성」, 『인문평론』 1940.1. 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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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이 언급하는 이 ‘양식으로서의 교양’은 ‘지성의 구체화, 양식화(良識化)’가 교양
이라고 하는 이원조의 교양론과 일맥상통한다. 이원조는 교양을 객관적 체계나 보편
타당성의 측면보다도 “주관적인 취미나 嗜好에 의해서 沈鍊되고 整理된 것”이기 때
문에 딜레탕티즘(dilettantism)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일정한 거점”인 “현대
적 모랄” 위에서 움직여야만 한다고 강조한다.255) ‘사회에 대한 개인의 양심’이라는 
현대의 모럴, “숭고한 인격이나 고상한 취미” 등으로 뒷받침되어야 교양이 “지식의 
인격적 도야”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256) 무엇에 대해 아는 것인 ‘지
식’과 달리, ‘교양’은 ‘무엇을 알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257) 그러나 이
런 것은 당대의 일반적인 교양론이었을 뿐이다. 당시 청년들은 심각한 허무주의나 퇴
폐주의에 빠져있었다. 현대미를 거론할 때 퇴폐의 미가 빠지지 않을 정도이니 말이
다. 교양도 입신출세를 위한 것으로 이용되는 등, 교양과 예술이 점차 속물화되어갔
으며, “인간성의 자유롭고 조화로운 발달”이라는 교양의 목표를 달성하면 “국민적성
격의 원만한발달”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258) ‘시국적 교양’도 등장했다. 
 그렇지만 이태준이 생각하는 ‘교양’은 속물적 교양이나 시국적 교양과는 다른 것이
었다.259) 이태준이 강조했던 ‘교양’은 오히려 의지와 신념, 열정을 갖고 행동하는 청
년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한학이 바탕이 되는, 즉 이태준의 ‘반(反)관
변 동양주의’260)와 딜레탕티즘에 빠지지 않은 ‘구라파적 교양’이 합치한 ‘교양’이라는 

255) 이원조, 「敎養論-知性論의 발전으로서의」, 『문장』 1939.2. 135~137면. 
256) 이원조, 「조선적교양과 교양인」, 『인문평론』 1939.11. 36면.
257) 임화, 「교양과 조선문단」, 『인문평론』 1939.11. 49면.
258) 최재서, 「敎養의 精神」, 『인문평론』 1939.11. 24, 28면.
259) 허병식은 이 소설을 “교양의 파탄으로서의 성장”으로 파악했고, 박숙자는 『사상의 월야』

를 속물적 교양의 근거로 제시했다. 박숙자는 <희무정>을 읽은 송빈의 감정과 행동에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는 의미에 대한 얼굴을 감각하지 못하는 무능력과 오인, 이 과
정에서 양심은 법으로 대체되고 윤리는 제도로 환원”되는 식민성을 찾고, 결국 ‘명작’의 의
미가 지워진 명작에서 ‘속물 교양’이 탄생한다고 보았다. 박숙자의 글에서는 송빈이 소설 속 
인물이 아니라 식민지 조선의 한 청년처럼 읽힌다. 물론 이태준의 자전적 성격을 반영한 인
물이기는 하지만, 송빈을 식민지 시기의 속물 교양을 대변하는 인물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 
『사상의 월야』 속 송빈은 일단 한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한 이후, ‘희무정’을 비롯한 다양한 
문학서적을 접하면서, 다양한 교양을 습득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송빈이 감명을 받은 책이 
‘의역에 가까운 번안본’인 <희무정>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
고 그 속에서 ‘의지’의 힘으로 교양을 습득해 나가는 송빈의 모습에서 ‘속물 교양’이 탄생했
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260) 이러한 이태준의 동양주의는 토사카 준(戸坂潤)의 풍토론이나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의 
조선에 대한 견해와도 상통하는 면이 있다. 야나기 무네요시와 이태준의 영향 관계에 대한 
논의는 자넷 폴, 「이태준, 사적영역으로서의 동양」( 『아세아연구』 제51권 2호, 2008), 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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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으로 나타난다. 이태준 역시 당대의 교양론이 우려하는 바, 즉 교양이 도구가 되거
나 속물화되는 것을 경계한다. 하지만 근대를 지배하고 있던 서구 문명을 도외시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전제로, 구라파적 교양 즉 하영이나 정은이 갖고 있는 어느 정도
의 문화적 교양은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태준은 동양적인 경지
의 교양을 함께 지녀야 함을 강조한다. “동양의 교양으로 고도의 것이면 고도의 것일
수록 선(禪)의 경지를 품지 않은 것이 드물다”261)라면서 이태준은 인간 생활면에 있
어서는 “사량(思量)과 체도(體度)를 헐지 않는 여유”262)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
것은 외부에 의해 쉽게 흔들리지 않는 정신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강력한 정신
주의를 갖는 것이 이태준이 생각하는 교양이다. 그러니 이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양식이라 일컫는 교양된 지혜의 힘’을 강조하는 것은, 
당대의 유행적인 사조를 따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교양
의 힘이 있으며, 이것이 파시즘이나 신체제론과 같은 체제담론이 주장하는 미(美)까지
도 전유해 사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은과 하영은 “교양된 지혜의 힘”을 가진 주체로 형상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영
의 우려와는 달리 정은은 자신의 복장론에 맞춘 새로운 구두를 맞춰 신는다. 이는 당
시의 체제적 강요 때문이 아닌, 순전히 정은의 관찰과 판단, 그에 따른 의지에서 나
온 행동이다. 정은의 복장이 나치의 복장이나 일제의 국민복263)과 비슷한 점은 있지

택, 「김환기의 백자 항아리그림과 『문장』지의 상고주의-야나기 무네요시와 이태준의 영향을 
중심으로」(『우리文學硏究』 30, 2010) 등에 간략하게 논의된 바 있다. 그렇지만 단순하게 야
나기 무네요시의 조선에 대한 견해와 이태준의 견해가 비슷한 점이 있다는 논의 정도에 그
치고 있다. 이태준과 함께 『문장』지의 한 축을 담당했던 정지용이 도지샤대학교에서 수학하
던 당시 야나기 무네요시의 강의를 들었다는 사실이나, 1920~30년대의 조선의 ‘민예’에 대
한 야나기의 견해가 조선 지식인들에게 광범위하게 수용되었다는 점, 일본에서도 야나기와 
영향 관계에 있었던 ‘시라카바 학파’의 반관변적 성격과 민예론, 일제 말기의 지방 문화에 
대한 민관 양측의 관심, 또 야나기 역시 일제 말기 신체제론이 민예의 부흥에 일조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했다는 점 등은 『무서록』에 나타나는 이태준의 조선적인 것에 대한 관심 특
히 고완품에 대한 관심과도 상통하는 면이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고를 달리하여 논의하
고자 한다. 

261) 이태준, 「동방정취」, 『무서록-이태준문학전집 15』, 깊은샘, 1994. 56면.
262) 이태준, 「묵죽(墨竹)과 신부(新婦)」, 『무서록-이태준문학전집 15』, 깊은샘, 1994, 112면.
263)  일제 말기, 총동원체제의 신체규율은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졌는데, 전시생활체제의 일상

적 의례를 통해서도 형성되었다. 국민복 착용이나 백미식 금지, 화장 금지, 헤어스타일 규제 
등이 그것이다. (정근식, 「식민지지배, 신체규율, ‘건강’」, 미즈노 나오키 외, 정선태 역, 『생
활 속의 식민지주의』, 산처럼, 2007, 113면.) 1938년 국가총동원법이 통과되면서 인적, 물
적 자원에 대한 통제가 시행되었고 1940년에는 사치품제조판매제한규칙이 공포되기도 하였
다. 일제는 ‘국가총력전’을 위해 의식주에도 간섭하기 시작했다. (공제욱, 「의복통제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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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정은의 복장은 오롯이 ‘정은의 복장론’에서 나온 것이다. “발고락 다섯이 다 있단 
표시가 될” “둥그렇게 볼이 부른” 구두는 “부드러운 검붉은 복수, 굽도 낮은 편”으로 
“신엇는데 가쁜하기가 벗은 맛”인, “세상을 산보처럼 걸어”갈 수 있는 신이다. 또 양
재점 주인에게는 장식적인 옷과 히틀러의 복장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복장론을 설파한
다. 그는 파시즘의 복장을 ‘기능과 함축을 강화시키는’ 옷이라고 칭찬하며, 하이킹복
의 경쾌함, 업무복의 능률성, 간호부복의 위생성 등 ‘유니폼’의 장점을 종합한 실용성
을 강조하는 “좋은 의미의 가장 첨단적”인 양복을 만든다.264)  
 이와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단편소설 「석양」의 ‘타옥’이다. 이태준 자신을 
보여주는 듯한 소설가 ‘매헌’은 경주를 방문했다가 우연히 고완품점에 들르고, 그곳에
서 타옥을 만난다. 타옥은 “맑으면서도 가느스름한 눈매와 두볼진 볼록한 턱이 고요
하고 듬직한 인상”을 주는 처녀로, 수수한 원피스를 입은 “꽤 세련된 ‘도회’가 풍기는 
처녀”이다. 타옥은 매헌의 책을 다 읽어 본 독자라는 점에서 현대 문학을 즐길 줄 아
는 구라파적 교양을 지닌 여성임을 보여준다. 동시에 고완품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
도 당대의 청년들과는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있다. 타옥은 “평범허더라두 오래 둬두 
애착이 변허지 않을” 물건을 추천한다. 

민’ 만들기」,공제욱·정근식 편, 『식민지의 일상, 지배와 균열』, 문화과학사, 2006, 165~166
면.)

    이러한 체제에 따라 국민복이 장려되었다. 일본에서 국민복이 제안되고 식민지 조선은 그
것을 따라 간 양상이지만, 조선에서 국민복은 먼저 채택되었고(1938), 그 이후에 일본에서 
국민복이 채택되었다(1940). 국민복령에 따라 모양도 색도 결정되었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교복을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여자는 간편복이나 몸빼가 장려되었다. (168~187면 
참조)그렇지만 김남천의 『사랑의 수족관』이나 이 소설의 여주인공을 보아도, 그 규율이 실
제적으로 잘 지켜졌다고는 할 수 없을 듯하다. 

264) 정은이 양재점 마담과 상의하며 만드는 옷은 일단은 일제 말기의 국민복과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청춘무성』에서의 사회사업 기관 재락원이 국가의 정
책을 수용한 것이면서도 식민지인들의 욕망을 드러낸 것처럼, 정은의 복장 역시 국민복과 
비슷한 점은 있을지라도 그것은 그가 새로 맞춘 구두처럼 자연과 쉽게 조화될 수 있으며 모
두 똑같은 현대의 기성복과는 다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대적 기능을 할 수 있
는, 쉽게 말해 동서양이 조화롭게 혼재된 복장론에서 나온 것이다. 배개화는 정은의 의상철
학이 토마스 칼라일의 ‘의상철학’을 상기시킨다고 하면서, 이태준이 통제 정책을 다르게 쓰
면서 전시 풍속에 대한 비판을 시도했다고 보았다. 칼라일이 자연적이고 물질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의미를 찾아낸 것처럼, 이태준은 국민복을 통해 그것을 만들어낸 총력전 체제를 
비판했다는 것이다. (배개화, 「이태준의 장편소설과 국가총동원체제 비판으로서의 ‘일상정
치’」, 442~44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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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은 실과라도 담어 놓면 훌륭한 정물 그릇이 되겠군!”
 “빈 대루 놓구 봄 더 정물이죠.”
 처녀는 역시 간단히 해 버리는 말인데 깊이가 있다. 고완품을 다루는 집 딸이기로 다 이
럴 수야 있으랴 하고 처녀의 교양에 감탄하면서 매헌은 얼른 돈을 치르기가 아까워졌다. 
좀더 그의 교양과 지껄여 보고 싶었다. (210면)265)

 매헌이 이조 그릇 하나를 봐도 그릇 원래의 쓰임새를 고려한다면, 타옥은 물건 그 
자체에 집중한다. 평범하더라도 애착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그 자연스러운 미
와 아우라가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태준은 이 무렵, 현대의 청년들이 
고완에 빠져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266) 그가 젊은이들의 고완 취미를 경
계한 것은 조선을 일본의 지방 중 하나로 인식하려는 조선주의, 일본 동양학에 포섭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태준은 고완품을 완상이나 소장욕
에 그치지 말고 “정당한 현대적 해석을 발견”해서 “새로운 미(美)와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한다.267) 그러므로 ‘높은 굽 위에 연잎처럼 널따랗게 펼쳐진’ 
그릇을 ‘그릇’이 아닌 ‘정물’로 해석하는 타옥은 고완품에 ‘새로운 미와 생명’을 불어
넣을 수 있을 만큼의 교양을 갖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타옥은 이태준이 중요시하는 동양적인 정신과 미, 교양을 골고루 갖춘 청년 
여성이다. 타옥은 오릉이나 영지를 일반적으로 관람하는 방향이 아니라, 전체를 조망
할 수 있는 곳에서 보는 것을 즐긴다. 타옥이나 매헌이 경주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
인 오릉 역시 고완품처럼 자연의 모양을 그대로 간직한, “봉분이라기보다 가름가름한 
잔디의 산이 부드런 모필로 그은 듯한 곡선으로 허공을 향해 붕긋붕긋 올려솟는 것”
이다.

① 나무 밑에는 그의 푸른 파라솔과 흰 헝겊 구두가 두 짝 다 쓰러진 채 놓여 있었다. 매
헌은 나무 밑으로 왔다. 쓰러진 처녀의 구두를 집어 바로 세워 놓아 주었다. 신바닥에는 엷

265) 이태준, 「석양」(『국민문학』 1942.2.), 『돌다리』, 깊은샘, 2006.
   이 소설의 인용은 여기에서 하며 인용 말미에 면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266) 이태준, 「고완품과 생활」, 『무서록-이태준문학전집 15』, 깊은샘, 1994.
    “젊은 사람이 그야말로 완물상지(玩物喪志)하는 것도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각 방면으로 조로(早老)하는 동양인에게 있어서는 청년과 고완이란 오히려 경계할 필요부터 
있을는지 모른다.”, “젊은 사람이 ‘현대’를 상실하는 것은 늙은 사람이 고완경(古翫境)을 영
유(領有)치 못함만 차라리 같지 못하다.” (142~143면)

267) 위의 글, 1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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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나마 땀자리가 또렷이 배어 있었다. 그는 한결 마음에서 괴이감을 떨어 버리며 벗어 들
었던 웃저고리는 낮은 가지에 거드리고 구두를 벗고 처녀가 시키는 대로 엉금엉금 나무를 
탔다. (212면)

②(...) 특히 이조의 그릇들은 중국이나 일본 내지 것들처럼 상품으로 발달되지 않은 것이어
서 도공들의 손은 숙련되었으나 마음들은 어린아이처럼 천진하였다. 손은 익고 마음은 무심
하고 거기서 빚어진 그릇들은 인공이기보다 자연에 가까운 것들이다. 첫눈에 화려하지 않은 
대신 얼마 두고 보든 물려지지 않고 물려지지 않으니 정이 들고 정이 드니 말은 없되 소
란(騷亂)한 눈과 마음이 여기에 이르런 서로 어루만짐을 받고, 옛날을 생각하게 하고 그래 
영원한 긴 시간선(時間線)에 나서 호연(浩然)해 보게 하고 그러나 저만이 이쪽을 누르는 일 
없이 얼마를 바라보든 오직 천진한 심경이 남을 뿐이다.268)

 고완품점의 타옥은 동양적 정신의 체현이라고 할 수 있을 청년이다. 오릉을 조망하
기 위해 나무 위에 오른 타옥이 벗어놓은 신발의 모습을 보면, 그가 관습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사람임이 드러난다. 이는 두 번째 인용에서 등장하는 고완과 관련된 
‘천진한 심경’과 연관되어 있다. 타옥이 나무에서 내려온 뒤 아무렇지도 않게 강에 들
어가 더위를 식히는 장면에서도 이러한 타옥의 천진함을 볼 수 있다. 자연적인 고완
품을 마음껏 완상했으니 자연으로 돌아간 듯한 천진한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다. 이러한 타옥의 태도는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시대를 애써 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타옥이 봉분이나 영지에서 느끼는 감정도 ‘니힐’이다. 타옥은 
경주를 ‘니힐’로 인식한다. 경주는 신라의 고도(古都)였고, 도시 전체가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유물이 가득한 곳이다. 이때 타옥이 느끼는 ‘니힐’은 흔히 말하는 허무
주의와는 다른 성질의 것으로, 일종의 ‘무상(無想)’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사물들에게서 받을 수 있는 감정은 근대 문
물의 화려함이나 번잡함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그 자연스러움으로 인해 외부의 상
황보다는 내면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경주나 고완에서
는 외부에 존재하는 다사다난함의 무의미함을 일깨우는 ‘니힐’을 찾을 수 있다. 이것
이 이태준이 말하는 ‘조선적인 것’ 혹은 ‘동양적인 것’의 의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
다. 매헌은 타옥과의 만남을 통해 그리고 그들이 완상하는 자연물로서의 고완인 경주
의 요소요소들을 통해 타옥에게서 볼 수 있는 ‘인생무상’과 시국과 거리를 두고 자연

268) 이태준, 「고완」, 『무서록-이태준문학전집 15』, 깊은샘, 1994. 1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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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내면 세계를 갈고 닦는 것의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별은 창마다』에서 시대의 흐름과 미의식의 변화에 민감한 청년들을 제시하는 
것과 반대편에 타옥처럼 인생의 무상함을 완상할 줄 알고, 시대의 흐름을 조망할 줄 
아는 청년을 제시한 것은 신체제론을 대하는 이태준의 태도가 대내/외가 다른, 중층
적인 것이었음을 의미한다. 매헌이 타옥의 태극선에 써준 글은 이의산(李義山)의 석
양에 관한 글이었다. “석양은 무한 좋으나 다못 황혼이 가까워 온다”는 한탄을 자신
의 석양을 느끼고 썼다고 하고 있지만, 실상 이것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도 잠깐
이고 일본적 동양주의 혹은 신체제론에 완전히 함몰될 수밖에 없는 때가 올지도 모른
다는 두려움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한 그의 우려는 같은 시기에 연재했던 
『별은 창마다』의 하영과 정은의 변화를 통해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다. 특히 정은의 
변화는 신체제로의 함몰이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 형성이라는 다른 방면을 향하고 있
다는 것을 주목해 봐야 한다.   
  하영은 한성피혁이 통폐합된 후, 시구정리의 야간 직업을 얻었다. 길을 내고 다리
를 놓는 일 등의 설계, 실무 등의 기술을 익히면서 하영은 조선집에서 본 자연미보다
도 근대 체제가 필요로 하는 일을 담당하는 ‘기술자’적 가치관을 갖게 된다. 일을 시
작할 당시 하영이 만든 ‘모형도시’는 “이쁜 동네”였다. 그러나 1/3은 동경의 집들이
고, 2/3는 하영의 창작으로 만들어진 것이니, 그 도시 집들의 토대는 동경의 집들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은의 지적처럼 하영이 만든 모형도시 역시 서양건물로만 
지어진 것이다. 

 “그렇지만 당신두 이런 서양건물로만 이상촌을 꾸미는건 역시 서양중독이랠 수 있지 않어
요?”
 “아-니.”
하고 하영은 펄쩍 뛰였다.
 “비판이 없이 허턱 크리쓰마스 카-드나 문화촌 풍경에 끌린 줄 알어요?” (…)
 ‘어떻게 하면 조선의 동리와 집들도 유쾌하게 내다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꿈이 차츰 하영의 감정을, 하영의 사상을 번거롭게 하였다.
 ‘왜 문화의 여러 가지 운동이 일어나면서 건축에만은 강감헌가? 이것도 자연발전에만 맡
기지 말고 웨치는 사람이 있고 지도하고 협조하는 기관이 있으면 쉽게 빠르게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왜들 못하는 걸까?’ (173~1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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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은 자신의 건축관이 서양적인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그러나 ‘지도하고 협조하
는 기관’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은 신체제의 논리를 일정 부분 수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태준은 「집 이야기」와 『별은 창마다』의 두 편의 소설에 조선식과 서양식
이 혼재된 집을 비판하면서 집은 인격으로 짓는다는 러스킨의 말을 인용한다. 그렇지
만 『별은 창마다』에서 하영의 건축관은 미적 자율성에 의한 집보다는 ‘기관’의 도움
을 필요로 하는, 전시체제기의 시대성과 실용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바뀐다. 하영이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집은 “가장 국가적이요, 가장 생산적이요, 가장 실제적이면서 
아름다운 집이요 동네”이다.

나중에 하영은, 집을 생활에 맞도록 지을 것이 아니라, 집을 가장 능률적이게 지어 놓고 생
활을 거기 맞도록 개혁할 필요를 깨닫게 된 것이다. 결국 재래의 살림살이를 전혀 무시하
고, 가장 간편한, 가장 일하기 좋은, 가장 견고한, 한번 불이 나도 치명적으로 타버리지 않
게, 폭탄을 맞어도 가급적으로 중요 부분은 견디여 나가게, 처음 짓는 사람은 부담이 과중
하드라도, 국가적으로 보아 영구한 좋은 집이 되게, 외양도 미려하여 그집 사람, 그동네사
람들의 정서교육이 집에서들부터 되도록, 그런 안표를 두고, 농가와 도회의 집을 여러 가지 
설계한 것이다. (174면)

 건축에는 그 국가, 지방의 문화가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하
영의 견해는 계획과 통제 하에 건설되던 제국의 도시 문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이 강조된 그의 건축관은 전체주의의 논리, 전시체제의 국가의 논리와 
연결된다. 하영은 실용성의 측면에서 절충식을 택하는 것보다도 목적에 맞는 집을 짓
고 거기에 생활을 맞추는 집을 지으려고 한다. 이는 집의 ‘기능’적 측면에 초점을 맞
춘 ‘건축기사’의 사고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집은 사람이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
간이기 때문에 기능보다도 ‘생활’이 주목적이 될 수밖에 없다. 하영이 건축하려는 집
은 전시체제의 특성에 잘 맞춘 집이다. 이 소설의 배경인 1938년 무렵에는 공습으로 
인한 화재나 폭탄 등은 가정에 불과한 이야기이지만, 태평양전쟁이 시작되고 야간공
습 대비 훈련이나 등화관제 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던 1942~43년(연재 시기)의 
상황에서 이것은 연재 당시의 삶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 집은 방공호 내지 벙커로서
의 기능성이 더 강조된 집이다.269) ‘적재적소설’과 건축기사로서의 직분론, 그리고 정

269) 이경훈, 「벙커의 건축학, 외부의 실내장식」, 『상허학보』25,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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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 맞는 물질문명을 강조했던 세계관 등이 만나 결국 전체주의, 파시즘 체제에 부
합하는 집을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설정하게 된 것이다. 하영이 신체제론으로 경사되
어 가는 이태준의 불안한 ‘정신주의’를 드러냈다면, 정은의 “아름답고 튼튼하고 능률
적인 새동리운동”은 「석양」에서 볼 수 있었던 문화와 정신이 바탕이 된 것이다.  

(...) 지도를 놓고 보면 기후나 자연 풍물이 가장 풍부하고 아름다운 지역인데, 또 역사적으
로 보드라도, 백제나 신라 같은 난숙한 문화를 가졌던 지역인데, 지금은 도시나 전원을 물
론하고 가보면 너머나 한심한 집들뿐이오 한심한 동리들뿐이라는 것, 어떤 철학자는 말하기
를, ‘사람이란 도구를 만들 주 아는 동물이라’ 했는데 여러 가지 생활도구 중에 가장 중대
한 것이 집이 아니냐는 것, (...) (215면)

 정은의 문화촌은 한강 유역, 즉 고대 한반도의 국가들이 높은 문화적 성취를 이룩했
던 곳을 기반으로 한다. 정은이 문화촌 건설이 “국가적 문화운동의 일익으로 아름다
운 동리, 튼튼한 동리, 능률적인 동리, 문화동리”를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동리 역시 체제의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정은의 미의식 – 밤
하늘과 유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신만의 복장론, 나아가 문화촌을 통해 나타나는 
건축관에서 보이는 -을 통해서는 신체제의 논리를 전유하는 방식으로 동서양이 조화
를 이루는 가운데에서 나오는 문화적 태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서술은 『행복에의 흰
손들』에서 순남이 세운 ‘여성문화사’도 ‘국가의 공동복리를 위한’ 목적을 강조하며 그
런 사업은 ‘당국에서 기꺼이 보호’하였다는 것처럼, 새동리운동 역시 ‘국가적 문화운
동’의 일환임을 강조하면서, 그 이면에 숨겨 놓은 문화적 교양을 고양시키려는 욕망
을 드러내 보인다. 정은의 새동리운동은 하영의 건축관처럼 전체주의의 논리를 그대
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이 동리의 집은 능률에 생활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문화
적 기반에 맞춰진 집의 형태가 될 것이다. 이는 이태준이 러스킨을 인용하면서 보여
준, 인격을 반영하는 집을 의미하는 것인 동시에 생활과 미적 대상이 합치하는 사고
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태준은 『별은 창마다』에서 신체제론과 그 느슨한 논리의 틈 사이를 비집으며 체
제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남성을 대신해 자유롭게 변화하며 ‘교양된 지혜의 힘’을 가
진 청년 여성이 어떻게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매우 폭
압적이지만 체제면에서는 다소 느슨했던 신체제론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조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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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이 지닌 무상함, 자연미 등의 ‘동양’적인 것을 바탕으로 근대의 교양을 쌓아 올
린 양식으로서의 교양을 제시하였다. 이런 정신적 힘이 있어야지만 체제의 논리나 허
무주의와 같은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내면에 좀 더 귀기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태준 소설에서의 청년은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고 점차 
성장해 가며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청년은 의지와 
신념, 열정을 가진 존재로 표상된다. 이들에게는 현실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교양을 갖추고 있다. 『청춘무성』에서 청년 남녀는 식민지 공공성에 대
한 욕망을 가구(假構)의 공동체와 이상(理想)을 통해 실현하는 의지적이고 적극적인 
주체로 표상되었다. 그러나 신체제기에 접어들면서 공동체나 이를 통한 이상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 되었고, 결국 이런 현실에 대한 응전으로 과거의 청년 표상이 다시 제
시되었다. 『사상의 월야』의 송빈이 바로 그러한 청년이다. 여기에서부터 이태준은 폭
압적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지식’에 한정하지 않고 조선적인 것 즉 조선인의 민
족적 정체성에 뿌리를 둔 동양적인 ‘정신’과 구라파적 교양을 함께 갖춘 ‘교양 청년’
을 제시하였다. 송빈과 같은 교양 청년은 『별은 창마다』의 어하영과 한정은에게, 또 
「석양」의 타옥을 통해 조금씩 변주된다. 결국 이태준은 청년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통
해 일제 말기의 현실에 대한 응전의 의지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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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신세대 청년의 현실 인식과 한계 

 이 장에서는 일제 말기, ‘신세대 작가’라고 불렸던 신인작가 중 김동리와 정비석의 
소설에 나타난 청년의 표상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신세대 작가들 중에서도 일제 
말기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한 신인 작가에 속하는 김동리와 정비석의 일제 말기 
소설에는 작가들과 동일한 청년 세대의 모습이 잘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들의 일제 
말기 소설을 고찰함으로써 일제 말기의 청년 세대가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 청년인 작가들이 제시하는 당대의 청년 표상이 어떠한지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
다. 
 일제 말기에 신세대 작가라고 불린 이들은 대부분 그 이전까지의 등단 방법과 다르
게 ‘신춘문예 당선’으로 문단에 진출한 작가들을 말한다. 신문사가 주최한 신춘문예에
서 당선했다는 것은, 기성문인들과는 다르게 이들 신진 작가들이 충분한 발표 지면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세대 작가들은 작품 발표 지면뿐 아니라 소설 
자체의 문제에서도 기성문인들과는 다른 면을 보였고, 이런 점은 곧 기성문인들에게 
공박을 당했다. 기성문인들은 신세대 작가의 소설이 충분한 내용적 깊이를 갖지 못하
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성문인과 신세대 작가들의 논쟁이 신춘문예제도라는 
문단적 변화뿐 아니라 카프 해산과 중일전쟁 발발 등 1930년대 중반 이후의 사회 변
화 때문에 나타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념의 공백기’를 지나면서 기성
문인들은 신세대 작가들이 현실에 대해 응전할 수 있는 신세대만의 ‘새로움’, 새로운 
‘시대정신’을 갖추기를 원했고, 이런 기성문인들의 바람과 신세대 작가들 간의 입장 
표명은 세대 논쟁으로 나타났다. 김동리는 이러한 세대 논쟁에서 신세대 작가들의 입
장을 대변했다는 점, 또 그 문학적 지향이 일제 말기의 여타 신세대 작가들과 다르다
는 점에서도 중요한 신세대 작가라고 할 수 있다. 
 세대 논쟁이 한참이던 1939년 12월, 김남천은 ‘기묘년의 산문문학’을 돌아보는 자리
에서 “신세대론과 신인의 작품”에 대해 논했다.270) 그때 김남천은 김동리를 이태준
에, 정비석을 이효석에 비교하며 그들의 문학에 비슷한 특징을 갖는 기성문인들의 작
품에 비해 새로움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김동리 문학과 이태준의 문학, 정비석
의 문학과 이효석의 문학을 비교하는 것은 이들 문학의 제재나 주제의 공통점 때문이
다. 그러나 ‘청년’인 작가들이 일제 말기의 ‘청년’을 어떻게 그리는가라는 점에 있어

270) 김남천, 「토픽 中心으로 본 己卯年의 散文文學」, 『동아일보』 193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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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Ⅲ장에서 논의한 이태준·이효석의 문학과는 차이가 있다. 이 장에서는 신세대인 
작가들이 표상하는 신세대 청년들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들의 문학관에는 일
제 말기의 세대 논쟁이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선 
신세대 작가 중 유일하게 신세대론을 제출했던 김동리의 ‘신세대론’을 살펴본 후, ‘신
세대론’에서 김동리가 강조한 ‘인간성 옹호의 정신’이 그의 초기 단편소설에서 어떤 
청년의 모습으로 표상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또 세대 논쟁의 문제점을 소
설화한 정비석의 「삼대」와 일제 말기의 체제 논리를 소설화하는 『청춘의 윤리』를 통
해 청년들이 당대의 ‘사실’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또 ‘사실 수리’의 문제에 있어서 
일제 말기의 청년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인간성 옹호의 정신과 현실 비판적 염세 청년 – 김동리

  (1) 세대 논쟁과 ‘신세대의 정신’

  일제 말기의 세대논쟁은 기성세대 문인들의 새로운 문학적 신념을 찾는 과정에서 
제출된 것이었다. 사상과 현실, 문학이 일체화된 창작 활동을 했던 기성세대 문인들
에게 신세대 청년들은 허무주의적 사고와 그로 인한 퇴폐적인 모습, 현실을 파악하고 
현실의 모순을 짚어내는 문학적 시도가 없는 것 등으로 비춰졌다. 이념 공백기에 대
한 지식인들의 모색 활동, 식민지 조선인의 새로운 정체성 정립 과정이 문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세대 논쟁이다. 임화를 비롯한 기성세대 문인들의 ‘신인론’은 그러
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특히 이 시기의 세대 논쟁은 신진작가의 문학적 경향을 두고 신세대 작가와 기성세
대 문인(‘중견작가’라고 불렸던) 사이에서 벌어진 문학비평 논쟁이었고, 역사철학자들
도 ‘세대’ 개념 논의에 동참하여 결국 전문단적으로 확대되었다. 문학비평사의 입장에
서 세대 논쟁은 시대적 상황과 한국적 문단 사정에 기인한 전형기(轉形期)적인 논의
의 하나271)로, 전향 이후 새로운 시대적 이념을 모색하는 단계에서 도출된 논쟁이라
고 할 수 있다. 특히 전형기의 인식틀 변화 과정과 맞물리면서 보편적 이념이 사라진 
시대를 어떤 이념으로 극복해야 하는가라는 시대사적 문제의식과 맞물려서 전개되었

271)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일지사, 2002, 343~3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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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72) 그러므로 일제 말기의 세대 논쟁을 ‘저널리즘의 부추김으로 일어난 문단 내의 
감정적 논쟁’273)이었다고 보거나 논쟁의 의의를 확대해석하였다274)는 등 논쟁의 의의
를 과소평가하면서, 이 논쟁을 단순하게 문학적 헤게모니 쟁탈전으로만은 볼 수 없는 
것이다.275) 물론 저널리즘의 개입으로 인해 논쟁이 아니라 ‘싸움’으로 보이기도 했지
만, 이 세대 논쟁에는 감정적 논쟁으로만 볼 수 없게 만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 
논쟁을 통해서 ‘신세대 작가’들과 기성세대 문인들의 문학관이나 가치관 등의 차이점
이 확연하게 드러나며, 특히 신세대 측의 유일한 논자였던 김동리가 이 논쟁 과정에
서 발표한 몇 편의 글에서는 해방 이후까지도 견지되는 그의 문학관의 단초가 드러나
기 때문이다.  
 ‘신인남조설(新人濫造設)’과 ‘문단숙청설(文壇肅淸設)’ 등으로 표면화276)된 기성의 신
인에 대한 기대로부터 세대 논쟁은 시작되었다. 이원조는 신인에게는 신인다운 기백
이나 재능이 없고, 대가에게는 대가다운 풍격(風格)이 없다면서 당대 조선 문단의 현
실을 꼬집었다. 신인들이 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여건이 마련되어 신인들의 작품이 
많아지는 반면, 기성의 문학에서는 ‘문학적 정신’을 표현하는 완숙함을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이원조는 “참다운 文學의精神은 항상 新人에게 맛겨진 特權”이며 “要
請으로서의 文學的本質”이라며, 신인들이 문학적 정신을 탐구하고 그것을 지닐 것을 
요청한다. 이것이 ‘신인 대망’으로서의 세대 논쟁의 시작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의 세대 논쟁은 “세대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과도기적인 세대 주체를 통해 미래로 도
약하기 위한 방법의 모색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원조가 강조한 ‘문학의 정신’은 기성세대 문인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었다. 
임화는 당시의 이념 공백기에 처한 문학적 세대를 “이 아무것도 결여된 공간을 할수
업시 차지하고잇는불상한 ‘에어·포켙’”277)에 비유하였다. 한 시대의 문화에는 그 시대

272) 고봉준, 「일제말기 신세대론 연구」, 『우리어문연구』36, 2010. 
273) 김영민, 『한국문학비평논쟁사』, 한길사, 1993, 511~530면.
274) 김철, 「우울한 형/명랑한 동생-중일 전쟁기 ‘신세대 논쟁’의 재독(再讀)」, 앞의 책.
275) 특히 임화나 최재서 등 기성세대 비평가들의 세대론에서는 세대 논쟁이나 신인론이 단순

한 헤게모니 쟁탈전이나 발표 지면 확보를 위한 논쟁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 비평가에게는 이념의 공백기에 새로운 보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시대정
신’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과제였고, 신세대 작가들에게도 이것을 기대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정신에 대한 대망은 기성세대 문인들의 소설 속에서 새로운 ‘청년’의 표상으로 등장한
다고 할 수 있다. 

276) 이원조, 「新人論-그文學的本質에關하야」①, 『조선일보』, 1935.10.10.
277) 임화, 「문예시감 4- 世代交替와 文學外的 힘」, 『조선일보』 1938.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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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활 방식과 이상이 투영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문학에는 그 시대의 사상적 흐
름이 반영될 수밖에 없으니, 문학에서 사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임화의 논
리이다.278) 임화가 보기에 전대(前代)의 문학은 “일관된 정신, 뚜렷한 신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문학에 충실할 수 있었지만, 신세대의 문학에는 그러한 정신 혹은 신
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1930년대 후반기 이후의 문단은 문학자가 아닌 기술을 
구사하는 “장인(匠人)”만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기성세대 문인들이 지적
하던, 신인들의 작품에는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다고 하는 지적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렇다면, 그 ‘에어 포켓’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임화는 신인은 ‘새것’을 가
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엇이 문학의 새로운 가치냐? (...) 결코 창조란 무에서부터 유를 만들어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마술이지 창조는 아니다. 그러므로 새것의 창조를 위하여는 어느 때나 낡은 
것으로부터 문제되는 법이다. 
 낡은 것이 새로운 창조의 거점이며, 기존의 것이 항상 창조의 모태인 때문에…….
 그러나 새로운 창조의 앞에 나타나는 낡은 것이란 언제나 부정될 대상으로 나타나는 법이
다. 만일 그것이 부정되지 않으면 지향이 새로운 것의 창조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이 한 고
비의 부정을 통하여 기존의 것은 새것의 형성의 질료가 되고 전승된다. 
 즉 기존의 것은 이 전승을 통하여 제 구래(舊來)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재생산되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문학은 발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학 상의 새로운 제너레이션이란 항상 기존의 문학세계에 대하여 부정적 태도
를 취한다. 이리하여 기존의 문학 가치라든가 권위라든가에 대한 부정의 포즈란 신인에 고
유한 것이다.279)  

 임화는 “낡은 것에 대한 겸허한 수용”과 이해를 토대로 전대의 문학을 부정하는 과
정을 거쳐야 새로운 세대가 지향해야 할 것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신세대의 
문학적 정신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최재서 역시 구세대는 신세대에게 문화를 전
달하고, 신세대는 구세대로부터 전통을 습득하여 신세대 자신에 대한 단호한 정리가 
있어야 새로운 문학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280) 정신적 지향점이 자신들과 다른 

278) 임화, 「문예시감 2- 文學과 世代의 問題」, 『조선일보』 1938.7.19.
279) 임화, 「신인론」, (『비판』 1939.1.~2.) 임화, 신두원 편, 『임화문학예술전집 3 – 문학의 논

리』, 소명출판, 2009, 369면.
280) 최재서, 「新世代論 3 -文學史의整理와傳統」, 『조선일보』 193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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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가 그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문학을 갖게 될 때에야 비로소 신흥세력으로서의 문
학적 신세대가 가능하다고 보는 최재서에게 당시 문단의 신인 작가들은 ‘신세대’라고 
칭할 수 없는 작가들로 인식되었다. 신인의 작품에서는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가 없
었기 때문이다.281) 그는 신세대는 “우리와는 全然다른 文學的氣質을가진 성격”, “自
意識이라든가 自己分裂이라든가 그러한內面的煩悶을 갓지안흔그대신 外面的으론 퍽 
堅固하고” “能動的인人間”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282) 즉 “문학으로부터 정신이 거세
된” 시기에 일정한 정신적 지향점을 갖고 전(前)대를 비판, 부정하고 새것을 창조하는 
것이 신세대 작가들의 임무인 것이다. 당시 청년들의 주조가 허무주의였다는 것을 상
기해 보면, 세대론은 신세대 청년들이 사상적 전환기에서 열정을 잃고 사태를 방관하
며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적 고향’을 찾고 “다시 한 번 용기 있는 청년
의 열정과 지혜 있는 인간의 정신”283)을 부활시키기를 바라는 기성세대의 당부가 반
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성세대 문인의 ‘시대정신 요구’라는 주장에 대한 신세대 작가들의 견해는 『조광』
의 ‘신진작가좌담회’와 ‘신진작가 문단호소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1939년 1월
호 『조광』에 실린 ‘신진작가좌담회’에는 『조광』의 계열사에서 출판하는 <신인단편집>
에 수록된 소설의 작가들이 모였다. 여기에서 신인들은 기성문단, 신인의 작품, 평단
의 견해 등을 피력했다. 

박노갑 – 기성작가들의 것을 대개는 다 읽었는데 후배로서 선배라고 사숙할만한 작품이 별
로 없지않어요. 지금 새로히 나오는 사람들로서 조선문단의 수준을 목표로하고 나
오는 사람은 아마 없을껩니다. 

현덕 – 전 사실 기성작가들을 그리염두에 두지 않고 출발했습니다.
박노갑 – 우리들이 문학을 의식할 때는 벌서 세계문학을 목표로 하고 나오지요. 조선작가

에서 선배를 찾기는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284) 

정비석 – 외국비평가의 경향을 보면 대개 한 작가를 연구대상으로 하는데 조선평가들은 한 
작품을 가지고만 이렇다 저렇다하지 않어요.

281) 최재서, 「新世代論 1 -文學的世代」, 『조선일보』 1939.7.6.
282) 최재서, 「新世代論 2 – 新秩序에 對한 새 人間」, 『조선일보』 1939.7.7.
283) 임화, 「소설의 현상 타개의 길」 (『조선일보』, 1940. 5.11.~5.15.) 임화문학예술전집 편찬

위원회 편, 『임화 문학예술 전집 5 – 평론 2』, 소명출판, 2009, 209면.
284) 「新進作家座談會」, 『조광』 1939.1. 246~2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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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갑 – 평가에는 그 어떤 우월감이 있는 듯싶어요. 작가지도란 우월감말입니다.
정비석 – 한 작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깨우쳐준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도저

히 작가를 지도할 수는 없을 겁니다.
박노갑 – 평가란 존재에 그어떤 우월감을 가질 게 아니라 나는 그저 이렇게 보았다고 좀더 

작가의 입장을 이해해야만 되겠는데.285) 

 이원조, 임화나 최재서 등 기성 측 평론가들은 신인들이 조선문학의 전통을 익히려 
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조선의 근대문학을 익혀야 신인들이 그들만의 새로
운 정신을 찾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신인들은 “사숙할 만한 작품”이 없다면
서 조선문단의 작가적 전통을 부정했다. 또 신인들이 기교에만 충실하다는 견해에 대
해서는 신인작가들도 작품의 내용과 사상성, 분위기를 중요시한다고 강조한다. 자신
의 작품이 폄하되었다는 인식은 신인들의 공통적인 견해였던 듯하다. 이런 불만은 평
론가에 대한 불만과 불신으로 이어지는데, 기성 평론가들의 개인적 기호에 따른 객관
성 없는 작품 평가, 작가의 창작 의도를 헤아리지 않고 작가 연구도 없이 작품 하나
만 놓고 평하는 것, 평론가의 우월감 등이 그것이다. 신세대 작가들의 문단 전체를 
향한 과감한 비판은 청년이 가지고 있는 기성에 대한 반역이라는 특질이기도 하겠지
만, 그것보다도 외래 사상에만 의존한 기성 문단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컸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이점을 지적한 신인 측 작가는 김동리였다. 
 1939년 1월의 <신진작가 좌담회> 후, 『조광』 1939년 4월호는 ‘현 문단에 대해 하
고 싶은 말을 하라’는 주제로 <新進作家의 文壇呼訴狀>를 기획하였고,286) 김동리, 정
비석, 김영수, 차자명, 김소엽, 이운곡, 현경준, 박영준이 여기 참여하여 현 문단의 문
제점을 지적하였다. 김동리는 「文字偶像」에서 기성 문인들이 ‘무슨 말슴을 하는데에 
<문자>를 자꾸 쓰는’ “문자병”에 걸렸다면서, “온 문자에서 ‘인스피레-슌’을 얻어가지
고는 온갖 히한한 말슴들을 막 演譯해내니 이건 사상도 문학도” 아닌 ‘문자병’일 뿐
이며, 경향사상 퇴조 이후 등장한 비평계의 리얼리즘, 휴머니즘, 지성론, 모랄론 등이 
모두 “그들의 사상”이나 “문자”가 아닌, 외래의 것을 그냥 들여와 내재화하지 못하고 
쓰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287) 김동리는 기성세대 문인들이 사회주의 사상이나 외국

285) 위의 글, 249~250면.
286) 이어 5월호에는 <신진작가를 논함>이라는 기획으로 기성 문인들의 신인에 대한 평을 실

었다. 김영민은 이렇게 저널리즘이 부추긴 신세대 논쟁이 매일신보의 기획을 통한 해명으로 
끝났다고 논의했다. (김영민, 『한국문학비평논쟁사』, 한길사, 1993. 5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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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학사조 등을 무분별하게 차용하는, 일종의 사대주의적인 면모를 가졌었다고 판
단했다. 그런 토대에서 발생한 문학이니 사숙할 작가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기성세
대를 보는 이러한 관점은 김동리의 세대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외래의 
것을 받아들였으면 우리의 토양에 맞게 바꾸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서
양의 것을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려 한다는 것이다. 김동리의 이러한 주장은 
그가 강조하는 신세대의 문학적 정신이 보편적인 혹은 어떤 특정한 사상보다도 작가 
개개인의 개성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경주의 전통을 자랑으로 생각
하고, 형 김범부에게서부터 받은 조선의 전통적인 세계관과 민족주의적 정신을 체화
한 김동리에게 외래사상의 있고 없음에 따라 시대정신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진정
한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 한낱 ‘문자병’일 뿐이다. 김동리가 판단하기에 자신을 포
함한 청년 세대는 어떤 외래적 사상에 끌려다니는 세대가 아니라 스스로의 사상을 
‘세워나가고 있는’ 세대였다. 이런 청년 세대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기성 비평가들의 
월평은 작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쓰인 것288), ‘공연한 군소리 잔소리’밖에 안 
되는 ‘잡문’289)일 뿐이다.   
 이어서 기획된 『조광』 1939년 5월호 기획 <신진작가를 논함>에서 기성세대 문인들
은 마치 형이 아우를 타이르는 듯한 어조로 신세대 작가들에게 조언을 하였다. 당시
에 원고 청탁이 들어가고 그것이 잡지로 발간될 때까지 두 달 정도 소요되었음을 감
안한다면290), 여기에 글을 쓴 기성문인들은 4월호 기획을 아직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인 작가들에게 기교와 내용 모두 주의하여 사색을 담은 작품을 쓰라
고 충고하거나291) 유행사상과 경향을 쫓기보다는 교양을 쌓아서 정치적 관심도 녹여
낼 수 있는 작품을 쓰라고 권하고292), 신인은 기성을 사랑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287) 김동리, 「文字偶像」, 『조광』, 1939.4.305~306면. 
288) 정비석, 「平家에의 進言」, 『조광』, 1939.4.

 정비석은 작가의 입장에서 세 가지를 들어 평가에게 진언하고 있다. “評筆을 들냐거든 作
品을 두 번 이상 읽자”, “사대주의관념을 버리자”, “작가를 전체적으로 고찰하자”가 그것이
다. (307~309면)

289) 김영수, 「眺望文壇記」, 『조광』, 1939.4. 311면. 
290) 홍기돈, 『김동리 연구』, 소명출판, 2010. 137면. 

 “유진오가 「新進에게 갖는 期待」에서 기성 대 신인이라는 대결구도를 무시했던 까닭은 
『조광』 4월호의 「新進作家들의 文壇呼訴狀」을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게 된
다. (...) 당시 잡지의 청탁·집필·발간의 과정에 대략 두 달은 소요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 유진오가 『문장』 6월호에는,  「新進에게 갖는 期待」와는 논조가 아주 다른, 
「純粹에의 志向」을 발표하였다는 사실은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291) 장혁주, 「思想과 獨創」, 『조광』 1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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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293)로 충고하면서, 신인들이 ‘신세대의 문단’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는 정도의 
조언에 그쳤다. 
 동인지가 중심이었던 초기 조선문단과, 문학 잡지의 현상 응모에서 등단하여 작품 
활동을 했던 기성세대와 달리, 1930년대에는 3대 일간지의 신춘문예가 신인 작가의 
등용문 역할을 하였다. 비슷한 사상과 세계관을 갖고 문학관도 공유할 수 있었던 공
통점을 중심으로 묶인 ‘집단’으로서의 문단은 ‘신춘문예’라는 제도를 통해 개인적인 
문학을 하는 문단으로 변화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신춘문예제도와 저널리즘의 
확대는 신세대 논쟁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294) 신춘문예의 성황이 기존 
문인들에게는 문단 세력 형성 문제와 관련하여 불만이었을지 몰라도, 김동리는 신춘
문예가 누구나에게 문호가 열려있다는 점에서 ‘이 이상 더 폭넓은 대상과 공평한 방
법’을 생각할 수 없다고 보았다.295) 이러한 문단 성격의 변화는 전대와는 다른 문학
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신인작가들이 기성세대와 
다른 환경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것을 고려한다면296), 기성세대 작가가 가졌던 청년기
의 자아정체성은 신세대 작가의 그것과는 분명 달랐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
한 청년기 정체성의 차이는 감수성을 형성하게 만드는 문학적 교양의 토대 차이와도 
관련된다. 기성세대 문인들에게 문학은 이념과 사회와 떨어질 수 없는 것이었던 반

292) 김환태, 「新進作家A君에게」, 『조광』 1939.5.
293) 유진오, 「新進에게갖는期待」, 『조광』 1939.5.
294) 홍기돈은 1930년대 문학제도의 변모와 신세대논쟁 사이에는 연관이 있다고 보았다. 각 

매체들은 상업적 경쟁에 의해 서로를 배타적으로 대했고, 경쟁적으로 저널리즘은 팽창되었
다고 한다. 홍기돈은 이렇게 급속하게 저널리즘의 영향이 커진 것의 배면에는 이념의 공백
이 주요하게 작동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념의 공백과 저널리즘의 영향력에서 생기는 의식
의 충돌이 잠복기를 거치다가 표면으로 드러난 것이 신세대 논쟁”이라는 것이다.  (홍기돈, 
앞의 책, 123~124면.) 당시의 신세대 작가들이란 1934,5년을 전후로 신춘문예로 등단한 이
들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이들의 작품이 기성 작가들의 작품과 현격하게 다른 경향을 보였
기 때문에 이 논쟁이 촉발되었다고 본 것이다. 

    김윤식 역시 신춘문예제도가 재능 있는 젊은이들의 출세 코스처럼 인식이 되었으며, 여기
에는 일본의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가져온 교양주의(인문학)이라는 감격이 존재했고, 당선 상
금이 50원이라는 것 역시 방황하는 젊은 문학청년들에게 좋은 기회였다고 보았다. (김윤식, 
『김동리와 그의 시대』, 34~35면.)

295) 김동리, 『나를 찾아서』, 김동리전집 8, 민음사, 1997, 190면. 
296) 기성세대가 1900~1910년을 전후하여 태어나 전통적인 한학 교육을 받고 소년기 이후 근

대식 교육을 받았던 것과 달리 신인 작가 대부분(최명익처럼 신인 작가에 속하지만, 나이는 
기성세대 문인과 비슷한 또래였던 작가도 있었다)은 한일병합 이후에 탄생하여 황민화 교육
을 받고 자란 세대이다. 이들이 받은 교육의 사상적 기반의 차이는 민족이나 사회에 대한 
의식의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 166 -

면, 신세대 문인들에게 문학은 사회보다는 개인에 좀 더 밀접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성문인들은 세대 논쟁 내내 신인들에게 어떤 도그마적인 정신을 갖
출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신인들은 도그마적인 정신보다도 개개인의 문학정신은 
갖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新人不可畏’297)와 ‘旣成不可恐’298)으로 
드러났고, 문학 정신의 문제는 유진오와 김동리의 ‘순수’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유진오가 “時代的苦悶 속으로 몸을 던”져 “모든 비문학적인 야심과 정치와 책모를 
떠나 오로지 빛나는 문학정신만을 옹호하려는 의열한 태도”인 “순수”를 지향해야 한
다고 강조한 것은 ‘30대 작가’인 기성세대 문인들이 “人間性擁護를 너무나 손쉽게 생
각함으로써” 오히려 그것을 그르쳤기 때문이라는 반성에서부터 나온 것이다.299) 유진
오는 이념의 문제에 치우쳐 문학의 기본인 ‘인간성옹호’의 문제에 집중하지 못했던 
전대(前代) 문학을 비판적으로 보고, 이에 순수한 문학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는 측
면에서 ‘순수’를 말한 것이다. 도구화되었던 문학에서 벗어나 순수한 문학정신으로 돌
아와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김동리는 유진오가 말하는 ‘순수’는 이미 “眞實한 
新人 作家들이 劃然히 獲得한 自己들의 世界요, 三十代 作家들의 ‘모든 非文學的인 
野心와 政治’主義에 奮然히 對立하는 精神”이라면서, 신진 작가들이 기성세대 문인들
에게 되돌려주고 싶은 말이라고 한다.300) 김동리에게 신인 작가들은 이미 그 ‘순수’를 
창작으로 실천하는 존재, ‘산 思想, 참된 智慧’라는 문학관 내지 인생관 위에서 문학
을 하는 작가들이었기 때문이다. 류양선은 유진오와 김동리의 ‘순수’ 논쟁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김동리가 유진오가 ‘순수’를 언급하는 맥락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고 하
였다.301) 유진오는 비평사적 맥락, 즉 휴머니즘의 연장선상에서 인간성 옹호를 강조
하며 신인작가들 역시 시대적 고민을 작품에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것은 결

297) 임화, 「新人不可畏」, 『동아일보』, 1939.5.6.
 임화는 “旣成文壇을 威脅할만한 新鮮하고 强力한 新人層이 나타나지 안는” 것은 신인들의 
문학이 “낡은文學의 部分的改造나 若干의 技術上加功”이 아닌 “낡은 一切의것으로부터 明
確히 一線을거을 潮流의 問題”라고 강조하였다. 

298) 계용묵, 「旣成不可恐」, 『조선일보』, 1939.5.10.
 계용묵은 임화의 ‘신인불가외’에 대응하여, 기성은 두려운 존재가 아님을 강조한다. 그 어
떤 조류(潮流)라는 것도 개인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시대의 소산이므로, 새로운 조류에 대
한 임무를 진다면 기성도 다같이 져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시대에 돌려야 마땅하다고 주장
하였다. 신세대에게 시대정신이라는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기성은 두렵지 않다는 것이다. 

299) 유진오, 「‘純粹’에의 志向」, 『문장』, 1939.6. 136면.
300) 김동리, 「‘純粹’ 異議」, 『문장』, 1939.8. 146면. 
301) 류양선, 「세대-순수논쟁과 김동리의 비평」, 『한국 근현대문학과 시대정신』, 박이정출판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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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인간성 옹호’로 요약되는 문학정신을 지키고자 하는 ‘순수에의 정열’”의 강조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동리는 비평사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성 옹
호’에 대립하는 어떤 정신도 제시하지 못한 채 유진오의 신인에 대한 충고를 그대로 
기성문인들에게 돌려주고 있다는 것이다. 류양선의 지적처럼 김동리는 반박의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채 유진오를 강하게 비판한다. 같은 ‘인간성 옹호’의 정신을 말
하고 있으면서도 유진오와 다른 맥락에서 이해하고 주장한 데서 김동리의 한계를 찾
을 수 있다.   
 그렇지만 기성문인들이 이데올로그로서 자신들이 지녔던 시대정신이나 문학정신을 
확실히 밝힐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신인작가들은 그들의 ‘정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 신인 작가 측의 유일한 논자였던 김동리도 신세대의 정신이 무엇인지
는 확실하게 설명하지는 못했다. 세대 논쟁의 핵심이 ‘어떤’ 시대정신을 갖고 현실을 
마주대하고 있는가였지만, 김동리는 이에 대해서는 그 ‘순수’나 문학정신의 실체는 정
확히 밝히지 못하고 그저 ‘무언가 있다’는 식으로 논의를 전개했을 뿐이다. 신인작가
들도 “각기 제 個性에서 發芽한 確乎한 문학적 世界(人生)”을 작품 속에 건설하고 있
지만, 그것이 “다분히 主觀的”인 동시에 “個性的”이어서 “쉽사리 한 개 思潮로서 統
括되기는 거북한 일이며, 성급히 그러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는 김동리의 주장은302) 
결국 신세대의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의 실체가 없다는 의미일 뿐이다. 신인
을 옹호하려는 의도는 보이지만, 이러한 김동리의 주장은 결국 변명에 그치고 만 것
이며, 유진오가 말한 것처럼 30대와 20대의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만 재확인시
킨 셈이 되었다. 
 유진오와의 ‘순수’ 논쟁 이후, 김동리는 「新世代의 文學精神」(『매일신보』 
1940.2.21.~22.)이나 「新世代의 精神」(『문장』, 1940.5.)에서 ‘어떤’ 정신이 신세대의 
정신인지에 대해 밝혔다.

 그러면 新進作家의 文學精神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人間性의 擁護’ 乃至 ‘探求에서 그것
의 創造에 걸쳐잇다’ 여기 ‘人間性의 創造’라한 創造란 말에 대해서는 稿를 달리하야 論述
하려는 바이지만 于先 凡薄하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것은 擁護에서探求 探求에서創造로 
人間主義精神의 發展的階段槪念을 指稱함이다303) (강조:인용자)

302) 김동리, 앞의 글, 147~148면.
303) 김동리, 「新世代의 文學精神」, 『매일신보』 19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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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리는 신진작가들의 문학정신을 ‘인간성의 옹호·탐구에서 창조’까지 나아가는 것
이라고 정의했다. 기성문인들의 작품세계가 사조라는 ‘우상적 이념’에 지배되어 있는 
것과 달리 신인들은 ‘사조적인 우상적 이념’에 지배되는 대신 각자의 개성이나 “生命
의 究竟”을 문제시한다는 것이다. 김동리는 이것을 “모든 신진작가의 공통된 성격”이
라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김동리는 30대 작가와 신인 작가의 가장 큰 차이를 르네상
스에서의 ‘신’의 위치에 무엇을 놓았는가로 구별했다. 30대 기성문인들이 당대 문명
의 흐름에 따라 ‘신’의 자리에 ‘물질’을 놓았던 것에 반해, 신인들은 르네상스의 기본 
정신에 더욱 근접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성문인들의 문학이 정치적·사회적·공리
적·물질적일 수밖에 없는 반면 신인의 문학은 철학적·윤리적·신비적·영혼적 성격을 띠
며 그렇기 때문에 ‘인간성 옹호’에 더욱 근접하다고 주장했다. 김동리는 신세대의 문
학정신은 “어떤 原理나 主義가 外部로부터 思潮的으로 들어와 被動的으로 덮어씨워
진 것이 아니라, 한 絶壁에 이르러 꺾이느냐 이러나느냐 하는 文壇生理의 背水陣에
서” 출발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304) 김동리가 말하는 ‘문단생리의 배수진’은 일제 말
기의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제국의 외부로부터 이념이나 사상이 들어오는 것도, 
그것을 향유하거나 수용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일제 말기는 일제의 지배논리를 뒷받
침하기 위한 사상의 수용만이 강조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다양한 것을 탐색하고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자신의 ‘정신’을 찾으려는 노력은 결국 
외부의 것이 아닌 본래부터 ‘안’에 있었던 것을 다시 찾아내는 노력으로 이어질 수밖
에 없다. 김동리의 ‘인간성 옹호’를 강조하는 문학정신은 이런 상황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문자우상」에서부터 김동리는 전대(前代)의 문학이 갖고 있었던 외래의 
사상/사조를 배격하는 입장을 고수한다. 이는 김동리 문학의 출발점이 김동리 식의 
‘조선적인 것’에 기인하고, 그것을 작품 속에서 계속적으로 형상화하려 노력했다는 점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김동리는 기성문단의 ‘정신’이 조선적인 전통과 습성을 담은 
자생적인 ‘정신’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배워 익힌, 남의 것이었기 때문에 기성세대의 
‘정신’이라는 것을 비판적으로 인식했다. 비록 그것이 세계사적으로 ‘보편’이었다고 
하더라도 “제自身에서 胚胎하여 제自身에서 빚어진 精神이 아니면, 이땅文壇과같이 
傳統이 貧弱한 데서는 到底히 眞正한 新世代는 出現할수 없는법”이라는 것이 ‘정신’
에 대한 김동리의 견해이다. 이에 김동리는 신인들의 ‘자신의 성격을 표현할 이념의 

304) 김동리, 「新世代의 精神 - 文壇 ‘新生面’의 性格, 使命, 其他」, 『문장』 1940. 5. 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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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은 ‘개성과 생명의 구경 추구’라고 주장한다. 

個性과生命의 究竟追求! 이것이 이땅文壇‘新世代’의 文學精神이었든것이다. 이말을 文學史
的體系的 用語로 고치면, 日前 某誌에서 말한바와 같이, ‘人間性의 擁護及探究에서 創造에
걸쳐 있다’고한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다.305) (밑줄 : 인용자)

그러므로 이들 新世代的作家는, 전날의作家들이 어떤 外來의 思想이나 主義를 배워서 그것
이 곧 제作品의 唯一한 內容이 되는것이라고 생각하든것과는, 作品의 內容이란 槪念의 範
疇부터를 달리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生硬한 ‘이데올로기’는 첫째 作品의 
內容으로써 容認되지 않는것이다. 이들은 眞正한 作品의 內容을 求하는것이니, 그것은 제
個性과生命에서 빚어진 어떤 ‘人生’이어야 하는 것이다.306) (밑줄 : 인용자)

     
 김동리는 ‘개성과 생명의 구경추구’라는 ‘인간성의 옹호 또는 탐구’의 소설화를 통해 
작자의 ‘개성과 생명에서 빚어진 어떤 인생’과 이를 통해 드러나는 정신이 신세대의 
정신이라고 강조한다. 신인의 작품에는 기성의 것처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의의가 
적극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작가의 ‘개성과 생명의 구경의 심연에서 빚어진 어떤 
인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래의 이념에서 온 문학정신으로 창조한 문학보다 진정
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외래의 사조나 시대적인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민족 고유의 성격을 지닌 정신적 특성인 신세대의 정신은 김동리 문학 전체를 관통하
는 ‘생의 구경적 형식’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307) 
 김동리가 ‘개성과 생명의 구경’이라는 신세대 정신의 특징을 강조하는 것은 그 역시 
세대정신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또 기성세대 문인들의 그것처럼 명문화해서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 김동리가 신세대 작가 몇 명의 작품에 
나타나는 ‘신세대의 정신’의 실체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사실 김동리가 설명하는 
‘개성과 생명의 구경’이라는 신세대의 정신은 여전히 모호하다. 신인작가들의 작품에
서 보이는 허무주의적인 혹은 적극적이지 못한 인물들의 모습도 “각작가의 생명과 개
성의 구경에서 성취”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뿐인 김동리의 서술에서도 그 모호함을 찾

305) 위의 글, 83면. 
306) 위의 글, 84면.
307) 김윤식과 홍기돈은 ‘생의 구경적 형식’은 김동리가 사상적으로 늘 의지했던 그의 형 김범

부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을 밝히고 있다. 김윤식, 『김동리와 그의 시대』 ; 홍기돈, 『김동리 
연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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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볼 수 있다. 
 김동리가 여러 차례 언급한 ‘생명과 개성의 구경’이라는 것도 그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다. 그는 기성세대 문인들의 창작이나 비평에서 이데올로기적인 방법론을 모두 부
정하고 신세대의 문학을 강조하려고 하였지만, 반대로 그가 긍정하고 있는 ‘개성과 
생명의 구경’이라는 측면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당시 신인 작가들은 성(性)을 소재로 
하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김동리는 신세대 작가 몇몇이 그리는 ‘性세계’만이 신세대
의 정신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것보다도 “원시기독교적 정신, 혹은 심령
적 인류애의 세계, 혹은 니힐의 세계, 혹은 악마의 세계, 혹은 신비의 세계”가 인간의 
개성과 생명의 구경 추구라는 정신에서 출발한다고는 하는데, 이것 역시 신인작가들
의 작품 세계로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정신도 아니다. 물론, 김동리가 예를 들어 설
명하는  「무녀도」와 「산제」 등 토속적이고 인간성을 탐구하는 계열의 소설에서 그가 
말하는 ‘생명과 개성의 구경’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 
역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호할 뿐이다. 근대문학을 하는 작가라면 누구나 자신의 
개성과 생명을 추구하는 문학을 할 테니 말이다. 토속성이나 인간성을 드러내는 모든 
소설을 ‘생명과 개성의 구경’ 탐구라고 볼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토속성’이
나 ‘인간성’ 역시 ‘생명과 개성의 구경’만큼이나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다. 류양선은 김동리가 주장하는 ‘개성과 생명의 구경추구’가 결국 신인들의 비사회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았다.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보다 존재론적 문제에 
집중하는 태도는 결국 “시대정신 탐색의 포기에서 빚어진” 것으로 귀결된다는 것이
다.308) 
 그렇지만 ‘인생’을 통해서 작가가 가진 시대와 사회에 대한 의의를 드러낼 수 있다
는 점에 주목해서 김동리의 초기 단편소설을 살펴보면, 그가 그리고 있는 청년 김동
리와 동시대 청년들의 시대와 사회에 대해 갖고 있는 정신을 재구할 수 있다. 김동리
와 신인작가 세대가 보여주는 ‘비사회적’ 태도가 청년 세대에는 허무주의적 태도를 
자아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청년 나름의 응전 태도였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
다. 이들 청년 작가들은 일제 말기라는 현실을 기성세대와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밖
에 없었다. 특히 김동리나 정비석과 같은 젊은 청년들은 태어날 때부터 ‘식민주체’로
서의 정체성을 강요받았던 황민화교육 세대였다. 기성세대가 현실을 비판할 수 있는 
확고한 시대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세계사적 보편의 흐름을 따를 수 있

308) 류양선, 앞의 글, 2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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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대에 청년기를 맞아, ‘민족’의 주체라는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기성세대 문인들과 신인작가들의 나이가 열 살 안팎으로 크게 차이나지 않았
다고 해도, 식민지 조선의 십 년은 동일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
이 빠르게 변했던 시공간이었다. 결국 세대 논쟁이 ‘시대정신’의 유무를 말하는 것일 
때에도 기성과 신인은 그것을 가질 수 있었던 시대와 그렇지 못한 시대의 차이점을 
먼저 지적했어야 하며, 새로운 시대정신의 성격을 논할 때에도 사상의 전개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인식했어야만 했다. 유진오가 말한 ‘언어불통’이 기실 일제 말기의 세
대 논쟁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김동리가 말한 ‘인간성 옹호’라는 신세대의 정신은 사실 근대문학의 기본 정신이라
고 할 수 있다. 세대 논쟁을 통해 김동리가 언급한 ‘순수’한 문학의 정신, 인간성 옹
호의 정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음 절에서는 지식인 청년을 주인공으로 하는 김동
리의 초기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2) 니힐리스트 청년과 허무를 통한 현실 극복 의지

  김동리는 1934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시로 입선하고, 1935년 『조선중앙일보』에 
「화랑의 후예」가, 193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산화」가 당선되어 문단활동을 시
작하였다. 그는 등단 이후, 경남의 다솔사나 해인사 등지에서 머무르면서 창작활동을 
하다가 신문잡지가 통폐합된 이후부터 일제 패망까지 창작을 하지 않았다. 홍기돈은 
일제 말기의 김동리를 큰 형 김범부나 그와 함께 했던 불교적 민족주의자들과의 관계
와 영향 아래에서 파악하면서, 김범부와 경주로 대표되는 ‘조선적인 것’, 민족주의 등
에서 구성된 김동리의 독자적인 사상의 영향으로 일제에 대해 저항적 태도를 견지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309) 김동리의 사상적 바탕이 된 그의 형 김범부는 중요한 존재이
기는 하지만 범부의 사상만으로 김동리의 소설을 읽을 수는 없다. 방민호 역시 김동
리의 소설을 김범부와 분리하여 그의 의식세계를 독자적 세계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김동리가 해방 전까지 발표한 소설들의 유형을 새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
고, 해방 전까지의 김동리의 소설 24편을 유형화하였다.310) 

309) 홍기돈, 『김동리 연구』, 소명출판, 2010. 참조. 
310) 방민호, 「김동리의 일제 말기 넘어서기」, 하동역마문학제 발표문, 201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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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리의 소설은 ‘인간의 개성과 생명의 구경을 추구’하여 얻은 ‘모화’(「무녀도」)라는 
인간형이 등장하는 계열이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무녀도」와 「산제」는 
김동리가 ‘신세대의 정신’을 설명하는 대표 작품으로 쓰일 정도로 ‘개성과 생명의 구
경’을 탐구하는 대표 작품이다. 그렇지만 이 계열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면서 양적인 
측면에서도 대등한 비중을 차지하는 일군의 소설도 있다.311) “작가 김동리의 현실감
각을 대변하는 지식인 주인공이 등장하며 당대의 역사적 현실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드러내는”312) ‘「두꺼비」 계열’의 소설이 그것이다. 이 계열의 소설은 방민호의 유형
화에 따르면 ‘자전적이거나 지식인을 소재로 한 소설’군에 속한다.313) 편의상 이것을 
‘「두꺼비」 계열’이라고 하면, 일제 말기의 이 계열의 소설에서는 김동리가 신인들의 
문학관 내지 인생관이라고 한 “산 思想, 참된 智慧”를 바탕으로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폭압적인 현실에서도 인간성을 옹호하려는 것으로 현실에 응전하려 한 강렬
한 의지적 태도를 찾아볼 수 있다. 동시에 이 계열의 소설들은 불가항력적인 세대교
체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세대론적 소설로도 읽을 수 있다. 이 절에서는 「廢都
의 詩人」, 「술」, 「昏衢」, 「두꺼비」의 네 편의 청년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통해 김
동리의 현실 인식과 대응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 네 편의 단편소설은 다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廢都의 詩人」, 「술」, 「昏衢」가 허무주의에 빠진 일제 말기 청년
들에게 부과된 새로운 세대에 대한 염원이 다음 세대에 대한 부채감이나 심적 부담으

311) 이희환, 「1930년대 신세대 작가의 두 갈래 길-김정한과 김동리의 등단작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17, 2007. 228면.
 이희환은 「술」(1936.8.)에서부터 시작해서 「두꺼비」(1939.8.)의 발표로 뚜렷하게 소설적 문
법을 갖추기 시작한, 허무주의적 지식인이 등장하는 소설들을 ‘「두꺼비」 계열의 작품’이라고 
하였다. 같은 계열 내에서 끊임없이 복제되고, 시기와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복제, 분열되
면서 뚜렷한 계열을 만들어 나갔다는 것이다. 그는 이 계열의 소설이 “소설 창작 당대의 현
실적 맥락과 구체적 장소성을 통해 근대의 시간성과 산문성”을 드러내며, 대체적으로 “관념
적 현실주의에 입각한 비장미의 정조”를 나타내었고, 한국전쟁을 다룬 일련의 전쟁소설을 
거쳐 중년 이후에는 신변잡기적 사소설로 퇴색했다고 보았다. 아울러 그는 이 계열보다 「무
녀도」 계열의 작품이 고평된 것은 같은 신진작가 중 현덕이나 허준 같은 작가들이 이쪽으로
는 더 높은 문학적 성취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229면)

312) 위의 글, 229면.
313) 방민호에 따르면, 일단 김동리의 소설을 크게 두 가지, ①(직간접적으로 작가 자신의 삶과 

연결된) 자전적 소설 유형과 ② 취재형 소설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자전적 소설을 르죈의 
자전적 소설에 대한 논의를 활용하여 세 개의 하위 유형으로 나누었는데, 자전적 성격이 강
한 사소설 계열의 작품, 당대의 비평 담론을 강하게 의식하며 창작적 대응을 꾀한 작품, 작
가를 닮은 관찰자적 화자가 등장하는 작품들이 그것이다. 또 취재형 소설을 지식인을 소재
로 삼은 작품과 민중이나 일반 서민을 소재로 삼은 작품으로 나누었다. (방민호, 「김동리의 
일제 말기 넘어서기」,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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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가오는, ‘비사회적’이며 유약한 청년들로 표상된다면, 「두꺼비」에서는 그가 ‘신
세대의 정신’으로 주장했던 ‘인간성 옹호’의 정신을 통해 시대에 맞서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廢都의 詩人」314)은 ‘두꺼비 계열’ 소설의 첫머리에 오는 소설이다. 신라시대 천년 
고도였던 경주는 1930년대 조선학 붐이 일면서 새롭게 조명된 도시였다. 일제는 강
점 초기부터 조선의 역사와 지리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고, 평양, 경주, 부여 등 
옛 도읍지들의 문화적 특징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복고열과 조선적인 것의 부흥열에 
힘입어 고도(古都) 경주의 다양한 면이 새롭게 조명되면서 경주는 일제 말기의 문학
작품에 애상의 정조를 보여주는 장소로 또는 화려한 문화를 지닌 곳, 영화롭던 과거
가 있던 곳으로 표상되었다. 그러나 김동리는 「화랑의 후예」에서도 비판적으로 제시
하였던 것처럼, 경주를 형해(形骸)만 남아있는 신라정신을 가진, 허무적인 장소로 그
렸다. 경주에 대한 허무적 인식은 「廢都의 詩人」에서도 나타난다. 경주를 ‘고도(古
都)’가 아닌 ‘폐도(廢都)’로 표현하는 것에서부터 김동리가 경주를 나아가 조선을 어
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김동리 소설의 허무주의적인 태도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태도
라고 할 수 있다. 식민지 지식인 청년들은 자신들의 현실의 부당함이나 문제점 등을 
인식하고 그것을 지적할 수는 있었지만, 일제의 강력한 통제 정책은 현실에 대한 비
판을 쉽게 드러낼 수 없게 강제하였다. 특히 만주사변, 중일전쟁 등 전쟁이 계속되면
서 일제는 식민지 조선을 ‘총력전’에 이용하기 위해 모든 이념 체계를 통제하여 천황
제 파시즘으로 획일화하려 했다. 이에 따라 개인의 가치관이나 세계관, 신념보다도 
국가의 가치관이나 이념이 중시되었고, ‘개인’보다는 ‘국가’라는 전체가 강조되었다. 
비록 전쟁이 조선 땅에서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확대되는 전쟁은 후방에서 동
원되는 조선 민중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으며 지원병제도나 징용 혹은 징병제도
에 관한 논의들은 조선인들에게 불안 의식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내적, 
외적 혼란은 식민지 지식인 청년에게는 무력감을 가중시키는 상황을 만들 뿐이었다. 
물론 국외에서 여러 가지 일제에 대응하는 운동을 하는 단체에 소속된 청년들도 있었
지만, 대개의 청년들은 그날그날의 ‘생활’에 바쁠 뿐 현실에 대해 아무 것도 할 수 

314) 「廢都의 詩人」은 『映畵時代』 제5권 2-3호(1935.3.)에 연재된 단편소설로, 시기상으로 보
면 김동리가 「화랑의 후예」로 등단한 이후의 첫 번째 작품인 셈이다. 이 소설은 홍기돈이 
발굴하여 2009년 8월, 『문학사상』 442호에 해제와 함께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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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고, 사회활동이나 생활에 대한 무력감으로 결국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일제 말기, 지식인 청년으로서 사회를 위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도덕적
인 압박이 니힐리즘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허무주의는 당시 청년에게는 일반적인 
것이었다. 니힐리즘이 자연발생적인 개인의 불만 표현이 아니라, 사회적·지적 요소와 
연관된 문화의 한 요소315)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일제 말기의 청년들의 삶의 방식의 
하나로 ‘니힐리즘’ 즉 허무주의라는 사회문화적 상황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廢都의 詩人」의 주인공, 허무주의 시인인 
오용구이다. 오용구는 자타가 공인하는 ‘염세주의자’이다. “그가 가는 곳마다 염새동
인이 무수히 배출하며 전통주의적 랑만주의적 허무주의적 그의 시명은 세월이 갈수록 
쟁쟁”해진다. 이 소설에는 “폐도의 총기”라는 말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이 ‘폐도의 총
기’는 오용구의 허무주의와 동격이다. 그런데, 오용구의 시가 염세주의적인 동시에 
‘전통주의적 낭만주의적’이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 오용구의 이러한 문학관
은 김동리가 신세대의 문학정신으로 언급한 요소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
통주의적이라는 것은 경주에 살고 있는 오용구의 시에 나타나는 신화적이고 원시적인 
요소를 의미한다. 결국 우리 민족의 면면에 흐르고 있는 전통적인 정서가 일제 말기
라는 시기적 특징과 만나서 나타난 허무주의적 태도가 바로 오용구의 염세주의이며, 
그것이 오용구 시의 문학정신인 동시에 김동리가 말하려 하는 ‘개성’으로서의 문학 
정신인 것이다. 이 ‘폐도의 총기’라는 말은 계속 반복되면서 전통주의와 결합된 허무
주의가 소설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보여준다.  
 이 소설은 오용구를 만나러 서울에서 경주로 오는 혜경과, 그와의 만남을 부담스럽
게 생각하는 오용구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혜경은 학생 시절의 오용구를 떠올리
게 하는 존재이다. 혜경은 예전에 동경했던 용구를 만나는 것이 기쁨이겠지만, 용구
에게는 그를 대접해야 하는 것이 부담이 될 뿐이다. ‘페허제단에 촛불을 밝히고 화려
한 옛 꿈을 찾는 자’를 꿈꾸었던 용구이지만, 현실은 낭만적인 이상조차 가질 수 없
게 한다. 서울에서 학교를 마치고 동경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왔지만 번듯한 곳에 취
직을 하지도 못하고 고향에서 염세주의 시나 짓고 있는 것이 오용구의 현실이다. 근
대의 지식을 체득하는 것이 보다 나은 보장해 준다고 믿었던 근대 초기의 지식인들이 
취직난과 높아진 자존심으로 인해 취직을 하지 못하고 삶을 낭비하는 모습은 1930년
대의 여러 소설에 등장한다.316) 오용구 역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동경에서 유학까지 

315) 고드스블롬, 천형균 역, 『니힐리즘과 문화』, 문학과지성사, 199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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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지만, 결국 고향의 방 한 칸에서 염세주의 시를 쓰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처지이다. 오용구의 이러한 절망적이고 암울한 상황은 동경에서 고향으로 돌아
온 후의 일기에 잘 나타난다. 

 오월 이십 일 - 
 나는 폐도에서 태어났다. 나는 어름짱같이 차듸찬 폐허를 밟고 무덤 속 같은 공기를 호흡
하고 잘아났다. 나는 폐허제단에 초ㅅ불을 밝히고 화려한 옛 꿈을 찾는 자다. 묵은 전통과 
회구의 로맨틔시즘은 내 오관에 흘으고 있다. 전통의 아들 폐도의 아들 이것이 나의 숙명
이다. 나는 아모리 발버둥치고 애를 써도 이 묵은 전통의 옛 꿈에서 영원히 버서나지 못하
리라. 내 머리 우에는 무거운 폐도의 총기(塚氣)가 눌르고 있다. 
 오월 이십이 일 - 
 나는 현실과는 영원이 등을 진다. 이것은 나의 숙명이다. 나는 현실을 회피한다. 거치른 
현실을 미워한다. 나는 아득한 옛 꿈을 그린다. 내넋은 문허진 옛 성 검은 잡풀 속에서 깃
드리고 전통적 고전적 황금 쇠북에 운다. 아아 그러나 나의 굳굳할 의지는 몽롱하고 나의 
건전할 리성은 혼미하고 나의 명랑할 감정은 우울하고 나의 마즈막 피 한 점과 가느다란 
신경의 오리오리에까지 폐도의 총기(塚氣)에 마비(痲痺)되어 있지 않은가? 그러하거늘 이 
꿈의 로맨틔시즘에서 버서나지 않음은 어이한 일이냐?317)

 천년 고도 경주를 이미 허물어져버린 도시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폐도’는 비단 경
주라는 지리적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용구/김동리가 태어나서 자란 식민
지 조선 땅 자체가 ‘폐도’라는 인식이 이 작품에 들어있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폐도
의 총기(塚氣)’는 시대적 현실과 조류의 흐름을 총체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용구는 자신이 태어난 경주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
나가려고 노력한다. 그렇지만 식민지 조선을 짓누르고 있는, 그 전통의 정신을 내세
울 수 없게 만드는 일제의 전체주의적 힘은 현실에 대한 인식이나 꿈꾸고 있는 미래
상 등 청년들이라면 밖으로 표출해 낼 수 있는 것들을 쉽사리 내보일 수 없는 환경
을 만들었다. 그 사상적 통제가 바로 오용구의 ‘축농증’으로 나타난다. 자아의 상태는 
때로 질병을 통해 하나의 이미지로 드러나기도 한다. 의복이 신체 밖을 둘러싸는 외
피를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면, 질병은 신체의 내부를 감싸는 장식으로서 ‘자아를 대

316) 일례로, 백신애의 「학사」에도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왔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처럼 돈
을 많이 받고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이 없음에 좌절하는 청년이 등장한다. 

317) 김동리, 「廢都의 詩人」, 홍기돈, 『김동리 연구』, 소명출판, 2010, 365~3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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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새로운 태도’를 드러낸다.318) 질병을 몸에 난 ‘자국’이라고 한다면, 욕망하는 주
체가 욕망 대상이 되는 육체에 자국을 남기려는 의도를 “이야기의 육체화” 혹은 육체
의 의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육체는 서술적 의미를 연결한다.319) 왜냐하
면 질병은 정신 상태를 극화하는 언어이고 신체를 통해 말을 하는 의지인 동시에 이
런 방식으로 스스로를 드러내는 육체 내부에서 진행되는 어떤 일의 재현 방식320)이
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혹은 병리 현상)은 삶과 인간적 조건의 손상이나 사
회적 정치적 병리의 상징이나 비유로 사용될 수 있으며321) 그 병을 앓고 있는 작중
인물의 내면 심리와 이를 통한 작가의 의도도 드러낼 수 있다. 
 질병이 서사물의 표층적 의미 아래 감추어진 의미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
서 보면, 오용구는 취직난으로 고민하며 염세주의적 생활 태도를 지닐 수밖에 없는 
식민지 지식인 청년의 상태를 육체의 질병을 통해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322) “폐도
의 무덤 기운”은 오용구에게 “신경쇠약 축농증 위약”이라는 질병을 가져다주었다. 신
경쇠약은 근대 지식인 청년들에게 가장 흔한 질병 중 하나였는데,323) 이는 혼란스러
운 일제 말기의 정세와 문화로 인한 가치관 형성의 어려움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용구의 비관적 현실인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질병은 축농증이다. 풀어내
도 콧속에 농이 가득 차는 축농증처럼 염세시인 오용구는 염세적인 시를 계속해서 내
놓아도 염세주의가 마치 농처럼 가득 찬다.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장면은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다. 서울에서 온 혜경을 대접하기 위한 돈을 꾸러 예기 매월의 집에 갔

318) 수전 손택, 이재원 역, 「은유로서의 질병」, 『은유로서의 질병』, 이후, 2002. 47면.
319) 피터 브룩스, 이봉지·한애경 역, 『육체와 예술』, 문학과지성사, 2000. 67면.
320) 수전 손택, 앞의 글, 69면.
321) 이재선, 「현대소설에 나타난 질병의 비유와 상징론(Ⅰ)」, 『한국소설연구』5, 2003.8. 243

면.
322) 홍기돈은 김동리의 자적 기록을 바탕으로 그에게서 조울증적 징후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자신감이 결여된 자신과 세계 사이를 매개하는 형 김범부의 영향 아래에서 김동리는 자신있
게 창작활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홍기돈, 『김동리 연구』 ; 홍기돈, 「김동리 단편소설 <폐도
의 시인> 해제」 참조.)

    1935년 「화랑의 후예」와 「폐도의 시인」을 쓰고 난 후(탈고날짜로 미루어보면) 형 김범부를 
쫓아 해인사로 간 김동리는 이듬해인 193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산화」로 당선, 3대 
신문사의 신춘문예를 모두 석권하게 된다. 그 이후부터 그는 소설을 발표하기 전 형에게 미
리 보여줘 지적을 받고 수정한 후 발표했다고 한다. 초기의 암울한 분위기가 형을 따라 해
인사로 간 이후부터 분위기가 바뀌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323) 1941년 8월, 『신시대』의 「청년과 건강문제 좌담회」를 보면, 당시 청년들의 영양과 건강 
상태가 상당히 불량했음을 알 수 있다. 의학박사 외 전문가들은 1940년대 초반까지의 청년
들에게 가장 많은 질병으로 결핵, 성병과 신경쇠약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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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그는 시를 지어달라는 기생들의 부탁에 염세주의적 시를 마구 풀어낸다. 한 자
리에서 몇 편씩 시를 풀어내 놓아도 그의 머릿속에 염세적 시상이 늘 가득한 것은 
결국 “폐도의 총기(塚氣)”라고 하는 일제 말기의 폭압적인 현실과 그로 인한 허무주
의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폐도의 시인」이 쓰인 1930년대 중반은 만주사변 이후 
군국주의체제로 바뀌어가는 시기였다. 이 시기의 청년들이 다양한 사상통제나 민족운
동의 좌절 등 파시즘화 되어가는 현실을 일시에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
다. 김동리 개인적인 상황으로 보더라도 이 시기가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형 김
범부와 떨어져 지내던 시간이었음을 감안한다면, 현실의 불확실성이나 불안감 등은 
허무와 염세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고드스블롬은 니힐리즘을 중심
의 상실, 무(無)와의 조우, 탈출 불가능한 권태로운 상태, 생활 철학의 결여 등의 문
화적 현상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했다.324) 작가 김동리의 개인적인 이력이나 당시
의 사회 문화적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미 사라져버린 폐도의 무덤의 기운이라는 것은 
유물로만 남아 있는 사라진 정신세계이자, 전망이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인식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오용구의 축농증은 1930년대 지식인의 현실을 은유하
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다. 풀어내도 쌓이는 것은 전망을 상실한 현실에 대한 불안감
과 허무인식인 것이다. 결국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한 신경쇠약, 끊이지 않는 염세를 
상징하는 축농증, 새로운 것을 재빠르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을 비유하고 있는 위
약(胃弱)이라는 세 가지 질병을 앓고 있는 오용구의 육체는 혼란한 현실 속에 선 식
민지 지식인 청년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용구의 질병만큼 이 소설에서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다음 청년 세대에 대한 부
담감이다. 이것이 바로 ‘위약’으로 나타난다. 이는 용구와 혜경의 만남과 관련된 문제
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오용구가 서울에서 중학교에 다닐 때 가정교사로 있던 “푸
른 양복치마 입은 15,6세 되어 보이는 혜경”은 “얼굴빛이 갑으스레하고 오관이 뚜렷
한, 두 눈이 초롱초롱하고 코가 둥실한 정열형” 얼굴의 여성 청년이다. 일제 말기가 
세대를 더욱 잘게 분절하는 시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청년의 세대 역시 조금 더 나
이가 든, 기성세대를 향해 가는 ‘늙은 청년’과 청소년에서 이제 막 청년의 시기로 진
입한 ‘젊은 청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앞에서 인용한 오용구의 일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 막 사회로 진입하는 ‘젊은 청년’들은 그래도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다. 오용구를 보기 위해 경주까지 내려 온 혜경이 그러한 ‘젊은 청년’의 세대

324) 고드스블롬, 39~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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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다면, ‘폐도의 총기’라는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허무주의적 태도만을 보
이는 오용구는 ‘늙은 청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경주로 온 혜경은 암담한 용구의 생활을 보고 또 그의 일기를 읽은 후 스스로를 
“아모 기능이 없”는 “철두철미한 무능자”로 인식하는 용구의 삶에서 우울함을 느낀
다. 혜경은 용구의 현재에서 자신의 미래 모습의 일부분을 보았기 때문이다. 혜경에
게 과거 가정교사 용구는 절대로 무능한 청년이 아니었다. 그러나 현재, 학교를 졸업
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혜경의 위치에서 무능한 염세주의 시인 용구의 모습
은 암담한 미래를 상징한다. 물론 혜경은 아직까지 ‘서울’에 있기 때문에 ‘동경’을 거
쳐 다시 조선 땅으로 돌아오고 절망과 허무를 경험한 용구의 삶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용구의 삶에 ‘슬픔이 가슴을 쏘는 듯한 망연한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용구가 속한 ‘늙은 청년’은 일제 말기에는 지식의 힘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거나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없는 현실을 온몸으로 깨달은 세대인 
반면, 혜경은 자신의 삶의 다음 단계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젊은 청년’의 세대이다. 
이는 혜경이 ‘서울’에 사는 학생이라는 것과도 관련된다. 식민지의 수도인 ‘서울’은 
제국의 지배체계에 좀 더 가까운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의 전체주의적인 시대 
흐름의 한가운데에 서울이 있고, 일제 말기 일제가 강조한 ‘명랑함’이 도시를 지배하
고 있지만, 용구가 있는 경주는 그런 대도시의 위장적인 명랑함을 벗어난, 식민지 조
선의 미래와도 같은 ‘폐도’이다. 화려한 문화를 자랑했던 신라의 수도 경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폐도’에 지나지 않게 된다. 혜경은 서울에서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식민
지 지식인 청년으로서의 부담감을 용구의 모습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다. 용구나 그
의 처가 혜경을 대접할 돈을 마련하거나 배려하는 모든 것을 금전적인 ‘부담’으로 느
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서울에 있을 때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혜경은 경
주라는 ‘폐도’에 와서야 식민지 조선인들이 가질 수 있는 시대와 현실에 대한 부담감
의 무게를 경험할 수 있었다. 이 ‘폐도’와도 같은 황폐한 미래에 대한 우울함과 부담
감은 오용구의 염세주의처럼 혜경에게도 전염되었고, 결국 혜경은 돈을 빌리러 간 용
구를 기다리다가 경성행 차표를 끊어 울면서 경성으로 떠난다. ‘꿈 속 주인공’ 이었던 
용구 세대의 현실에서 느낀 절망감이자 자신의 세대로 넘어온 시대에 대한 지식인 청
년의 임무가 갖는 무게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김동리가 그의 비평에서 신인에게는 신
인 나름대로 시대를 보는 눈이 있고 그것이 인생을 통해 드러난다고 주장한 것처럼, 
용구의 쇠약한 심신의 상태나 염세주의적 삶의 태도는 당대의 청년들이 현실을 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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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폐도의 총기’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동리의 또 다른 단편 「술」과 「혼구」에서도 지식인 청년이 갖는 현실에 대한 불안
감이 나타난다. 「술」의 주인공 ‘나’를 처음에는 ‘선생님’에서 하숙비가 밀리자 ‘긴상’ 
혹은 ‘학생’으로 부르는 하숙 주인 ‘노랑수염’이나 「혼구」에서 정우가 담임하는 학숙
의 아버지 ‘송또상’은 속물주의적 근성에 젖은 아버지 세대로 등장한다. 반면 주인공 
‘나’나 ‘정우’는 그러한 윗세대에 저항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신념대로 밀어붙이지도 
못하고 방황하는 청년 세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술」325)은 1930년대 중반이라는 사상적 전환의 시기에 청년의 시기를 보냈던 이들
이 일제 말기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정체성 형성의 중요한 시기인 청년기를 
혼돈의 시기에서 맞이한 청년들의 삶의 태도는 결국 존재론적인 문제와 연결될 수밖
에 없다. ‘나’는 하숙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으며 밤에는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는 심신이 약한 지식인 청년이다. “캄캄한 어둠 그것은 해빛과 하늘을 잃은 
나에게 얼마나 고맙고 즐거운 것이냐”라는 서술에서 ‘나’가 ‘햇빛과 하늘’로 상징되는 
일상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의 일기에는 “한개의 생명이
란 고독을 의미하는것인지 모르겠다”, “까마득한 허공에 한 마리 반디ㅅ불 같은 것이 
사람의 생명인지 모르겠다”326)는 등 생에 대한 의지를 잃은 허무주의적인 태도가 드
러난다. 구부러진 허리에 해골같이 야윈데다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의지도 갖
지 못한 ‘나’는 스스로를 ‘구더기 항아리’로 인식하고 있다. 잠에서 깰 때도 없는 파
리가 자신에게 꼬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이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인류의 
운명’을 구더기 항아리 같이 구질구질하다고 느끼며 가엾어 한다. 
 ‘나’의 공상 속에서 자신은 구더기로 가득한 “구데기 항아리”이며, 그가 하는 일은 
구더기 항아리인 자신에게 술을 쏟아 붓는 일뿐이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빈속에 술을 쏟아 붓는 것은 일종의 자학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학의 계기
는 그의 주변 인물들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 

 문득 저쪽 서점에서 한군같은 사람이 나온다 순간 나는 얼핏 도라서 버렸다. 그리고 머리
를떠러트린채 또 거러갔다. 한군이언제 상경 했는가? 감옥에서 늑막염을 앓는다드니 병은 
어찌 되었는가? 한군은 나를 보지나 않었을가? 그런데 참 나는 애 한군을 맞나쟎고 도라서 

325) 후에 「젊은 초상」으로 개작되었고, 개작된 소설은  『까치소리』(일지사, 1973)에 수록되었
다. 

326) 김동리, 「술」, 『조광』 1936.8. 2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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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렸는가? 않이 한군같은 그는 한군이 않일는지도 모른다. ……정군이 달포전부터 곳장 문
둥이 될 예감이 드느라고 하드니 절로 드러가 칼모친을 먹고 뻐드러저 버렸는데 한군은 이
걸들었는지 모르겠다. 한군이 감옥에 드러간 두해동안에 박군은 술다라치가 되어 버렸고 리
군은 아편쟁이가 되어버렸고 윤군은산양개가 되어버렷고 그리고 이번은……, 나, 나의 차
례…… 나는 또 눈언저리와 입 아귀와 어깨죽지에 경련이 이러났다.327)

 감옥에서 2년 동안 있는 동안 늑막염을 앓았다던 한군, 절로 들어가 칼모친을 먹은 
정군, 술꾼이 된 박군, 아편쟁이가 된 이군, 사냥개가 된 윤군 등의 2~3년 동안의 사
건들이 간략하게 제시되는데, 이 짧은 서술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청
년들은 일제가 경계하던 사상운동과 관계된 과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
다. 이들은 그 일로 수감되었거나, 혹은 수감되지 않았어도 견딜 수 없는 현실을 회
피하는 방법으로 술이나 아편에 중독되기도 하고 또는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허무주의자도 있으며, 일제에 협력하는 완전한 전향-‘사냥개’라고 표현되는-으로 예
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기도 하다. 이들의 현재는 사상의 전환기를 보낸 청년들의 
일제 말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의 허무주의적인 삶의 태도 역시 그 중 하나
라고 할 수 있다. 한, 정, 박, 리, 윤군의 행보는 당시 지식인 청년들이 택할 수 있는 
몇 가지 길을 보여준다. 신념을 굽히든지 굽히지 않든지, 어느 것에든 중독되지 않으
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없는 나약한 정신세계를 가진 이 청년들은 스스로
를 구더기 항아리로 여기는 ‘나’와 다를 것이 없다.  이들은 하숙집 주인 ‘노랑수염’
과 같은 속물주의 근성도 지니지 못했다.  
 스스로의 허무주의적 태도를 증오하면서도 ‘나’는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해
결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에 놓여있다. 오로지 구더기가 구더기를 낳고 증식하는 
공상만을 계속할 뿐이다. 신념과 확신, 그것에서 오는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감정이 
스스로를 고통스러운 상태에 놓는 것이다. 허무주의적 태도라는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만 사회적 불안과 사고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고통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328) 현
실에서의 고통을 덜기 위해 ‘나’가 선택한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방법은 빈 독(육체)에 
술을 들이부어 구더기(불안, 허무, 염세)를 죽이는 자학적 행동이다. 
 이들과 대비되는 청년들은 ‘젊은 구세군’과 잡지사의 선배 ‘김’이다. 적어도 그들의 

327) 김동리, 앞의 소설, 241면.
328) 고드스블롬, 앞의 책, 142~1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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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은 자선사업 혹은 종교사업, 생활의 문제 등 목적이 있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물
론 ‘나’는 그들의 활동을 “젊은 구세군들의 가슴에 정말 예수의 피가 한점이나 배어 
있는가”329) 의심하지만, 그들은 목적과 신념에 따라 활동한다. ‘나’의 선배인 A사의 
‘김장하’ 역시 젊은 구세군처럼 현실적인 삶을 사는 인물이다. 그는 “강개한 지사요, 
또 인망있는 작가요 사람으로는 매우다한한 사람이라” 일컬어지는 이지만, ‘나’에게는 
“언제나흐린 얼굴로 침묵”을 지키는 이다. 신념을 가진 생활인으로 묘사되는 김장하
에게 해골같은 몰골로 술이나 마시고 허무주의적으로 살면서 생활인으로 거듭나지 못
하는 ‘나’는 못마땅하기도 하며, 안타깝기도 한, 복합적인 감정을 갖게 하는 인물이
다. 그는 ‘A지에 감상문 같은 것을 쓰’고 돈을 벌어 생활인이 되기는 원하는 방식으
로 ‘나’를 허무주의에서 현실로 끌어내려고 한다. 그렇지만 ‘김’의 노력과 달리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구더기’라는 염세를 더욱 키워가는 공상을 한다. 

 ― 나는 또 어느뜻 공상으로 빠지기 시작하였다. 내 머리는 점점 아래로 떠러트려지고 입
으로는 자꾸 구데기란 말을 거듭하였다. 구데기는 구데기와 좋아하야 구데기는 구데기를 낳
고. 구데기는 구데기와 좋아하야 구데기는 구데기를 낳고 구데기는 구데기가 썩어 구데기는 
구데기 되고 구데기는 구데기가 썩어구데기는 구데기가 되고…… 그러나 이 구데기 항아리
란 어느 순간에 깨어저 버릴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어느 서슬에 구름 한점같이 사러저 버
릴는지 모르는 것이다.330) 

 ‘나’와 다른 생활의 태도를 지니고 있는 김장하를 만나러 가는 길에 ‘나’는 ‘구데기’
에 대한 공상을 한다.331) ‘나’를 좀먹고 있는 불안함, 허무함, 염세적 사고 등이 바로 
구더기다. 현실에 대한 부정적 사고가 계속해서 부정적 사고를 낳고 결국 증식한 구
더기가 항아리를 깨트릴지도 모른다는 공상은 「두꺼비」에서 결핵균을 가진 두꺼비가 

329) 김동리, 「술」, 242면.
330) 김동리, 「술」, 240면.
331) 특히 구더기의 증식에 관한 이 부분의 서술은 성경의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을 연상시킨

다.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아브라함이 이삭
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라는 식으로 ‘낳고’를 반복하며 예수까지의 족보를 서술한
다. 이런 서술 방식은 ‘구더기가 구더기를 낳’는 방식의 서술과 유사하다. 자손의 번식이나 
구더기의 증식이나 생물학적인 대를 이어나간다는 점에 있어서 동일하다. 또 이스라엘 자손
들이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대를 이어 예수에까지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마태복음의 ‘낳고’
라는 서술의 반복은 구더기를 ‘낳’는 서술 방식에 동일하게 사용되면서 구더기가 증식해 항
아리를 깨는 식의 죽음으로 허무적이고 염세적인 청년의 각성에 이를 수 있을 것임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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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능구렁이에서 계속 나오는 변용된 설화와 쌍을 이룬다. 둘 다 항아리를 깨뜨리
고, 능구렁이의 뱃속에서 나오는 등, ‘죽음’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술」의 구더기가 깨는 항아리는 허무주의적 청년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허무적 죽음
을,  「두꺼비」의 결핵균을 가진 두꺼비가 죽이는 것이 부정적 대상인 능구렁이를 상
징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들 청년 세대는 황민화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이다. 유소년
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는 시기의 교육은 그의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황
민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일본어를 공용어로 하며 사회생활을 하도록 교육받았지
만, 이들의 학교 교육 이외의 다른 사회 문화적 교육의 토양은 모두 조선적인 것이었
다. 김동리의 경우는 더욱 그러한데, 학교교육보다도 그에게 중요한 것은 형 김범부
와 고향 경주를 토대로 한 토속적인 정신적 문화였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의 상충하
는 교육은 청년 세대의 정체성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 세대의 
허무주의가 자신 혹은 삶의 포기라는 형태로 드러나는 것도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 때
문일 것이다. 김동리가 「술」에서 스스로의 정신 상태를 구더기가 들끓는 것으로 묘사
하는 것도 이런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늘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자기 자신이 위선자는 아닌지 고민한다. 원고를 써서 먹고 살아
야 하는 현실에 스스로를 향한 경멸을 느끼면서도 ‘나는 감옥을 두려워하는가’라며 
이념인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한다. 현실에서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꾸물거리기
만 하는 감정과 사상 등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은 결국 항아리에 
가득 찬 구더기로 인해 항아리가 깨지는, 허무주의적 청년의 ‘죽음’에 이르러야 변할 
수 있는 것임을 허무주의적 태도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속물적인 ‘노랑수염’의 세대와 달리 ‘나’의 세대는 삶에서 
어떤 이유를 구해야만 하는 세대로 등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는 구더기가 가득
한 항아리, 술 항아리로 끝나버리기 때문이다. 남산공원에 올라 서울을 내려다보던 
‘나’는 “열이 많은자는 하강을 하는 법”이고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 만치나 열을 갖
인” 자라면서 남산에서 시가로 하강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사용하면서 김
동리는 이 소설 속에서 ‘나’를 현실과 그보다 더 큰 미래를 위해 아래로 내려가야만 
하는 존재로 만든다. ‘나’는 남산공원에서 길로, 그리고 “보통 지면보다도 더 푹 드러
간 굴속”같은, 마치 무덤과도 같은 술집, “구데기 항아리”로 들어간다. 스스로를 ‘구
더기 항아리’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은 혼란한 일제 말기를 허무주의적으로 인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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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그것이다. 김동리는 허무주의와 자학적인 방식으로라도 생을 계속하기 위한 
‘날카로운 자격’ 얻기를 원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정체
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인간성을 옹호하고 있다.    
 「술」의 ‘나’에 비하면 「혼구」의 강정우는 속물적인 아버지 세대와 정신적 가치를 찾
는 자신의 세대, 또 그보다 어린 학숙의 세대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면밀하게 보여주
고 의식적인 행동을 하는 주체이다. 
 ‘토목공사경험자’라는 ‘송또상’은 딸 학숙을 자퇴시키려 한다. 학숙이 학교에 다니기 
싫다는 이유를 대지만, 실상은 기생인 언니가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이 없는 것처럼 학
숙 역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책이 없는 삶을 사는 것보다 기생이 되는 것이 낫
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칠년간이란 흥미없는 교원 생활”을 “날마다 아
무런 흥미도 정열도 없는 기계적 반복”으로 지내왔던 정우의 무미건조한 삶에 변화를 
가져온다. 토목경험자로 노동일을 하며 살아온 송또상은 낙동강 철교 공사에서 팔을 
다친 후 토목 관계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활이 어려워졌지만, 기생이 되어 팔자
를 고친 딸 덕에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 평생 누더기로 살을 가리고 죽국물로 목에 풀칠을 하다가 늙어 죽더라도 서방한테 
모진 매나 맞지않고 지독한 구박이나 받지 않으면 그건 여간 상팔자가 아닙니다, 그만 간
단히 말하면 열에 아홉은 한번 시집이라고 가놓으면 못죽어 사는겝니다, 못죽어, 선생님 깊
이깊이 생각해 보십시요, 나는 상놈이 올시다, 그리고 기술자 올시다. 그러면 학숙인 지금 
학교 공부를 하고 바느질을 배워서 시방 저부엌에서 일을하고있는 제 고모와 같이 시집을 
가야 옳겠습니까? 저이 형과같이 노래를 배워야 옳겠습니까? 난 학숙이 더러 꼭 나를 먹여 
살리란건 아닙니다, 내살기 때문이라면야 큰딸 하나로 만족 합니다, 난 다만 제 일신 하나
를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단단히 알아듣겠습니까? 제하나 특등인물 만들고저해서 하는 
말입니다, 선생님, 그년 제한테 한번 물어봐 주십시요, 제고모같이 되기가 원인가, 제형같이 
되기가 원인가고.”332)

송또상이 정우에게 늘어놓는 학숙을 자퇴시키려는 이유는 현실의 모순 때문이다. 현
실에 순응하고 사는 학숙의 언니나 어머니 같은 여성의 삶이란, 재능을 가지고 있어
도 그 재능을 펼칠 수도 없다. 또 아버지 세대처럼 그저 ‘군노’에 ‘상놈’이라는 하층
계급의 삶을 순응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대부분이었던 일제 강점기의 민중들의 삶에

332) 김동리, 「혼구」, 『인문평론』, 1940.2. 1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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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국 배워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었다. 송또상은 학숙
이 기생으로서 ‘특등인물’의 삶을 사는 것이 가난한 촌부로 사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
라고 생각한다. 이는 군노로 살았던 아버지의 삶, 노동자로 살았던 자신보다 자식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모습인 동시에, 신분계급보다도 능력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다음 세대의 삶에 대한 기대인 것이다. 선생으로서의 
자신의 삶에 어떠한 자극도 없이 살던 정우에게 송또상의 이야기는 “무엇인지 자못 
중대한 문제가 들어 있는듯” 한, “자기가 해결짓지 않으면 아니될 자신의 전 인격과 
운명에 관련된 그 어떤 문제인듯도” 한 것으로 느껴졌다. 계속 학교에 다니고 싶은 
학숙의 마음을 알면서도 정우가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가 학숙의 처지는 이
해하지만 송또상 세대의 고민 또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송또상-학숙의 세대 사이에는 강정우의 세대가 있다. 어른과 아이의 사이에 있는 지
식인 청년 강정우는 신분계급사회의 피해자도 아니고, 생활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학
업을 포기할 정도로 자식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생각을 지닌 세대도 아니다. 결국 
아버지 세대와 아이 세대 사이에 낀 청년 세대인 정우는 학숙의 일에 대해 애매모호
한 태도를 지닐 수밖에 없이 그저 “학숙을 어떻게든지 해주어야 한다는 막연하면서도 
절박한 의무감”만을 보일 뿐이다. 

설영 학숙의 의견을 좇아 그 부모들의 의견에 반대를 하고 그를 그들의 계책(計策)으로 부
터 굴레를 벗겨 주는 것이 학숙을 구원하는 일이요 또 이것이 정의의 길이라고 하드라도― 
그리고 이것이 정우의 평소의 소신이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여기에 그는 어떠한 말로써 
능히 송가의 고집을 설복할것이며 그로부터 학숙을 구원 할것이냐 하는, 즉, 송가의 생활감
정의 세계에서는 유령(幽靈)보다도 더 허황하게만 들릴 「영혼」이니 「생명」이니 하는 문구를 
비켜 놓고, 송가와 더부러 현실적이요 물질적이요 육체적인 견지에서, 그리고 또 어디까지 
합리적이요 상식적인 론리를 어떻게 추출(抽出)할수 있으며 그리하여 그것으로 송가와 학숙
의 사이의 선악과 흑백을 과연 어떻게 가릴수 있느냐 하는것이었다.333)

 정우에게 학숙의 문제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 혹은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항거할 수도 없고, 그 논리에 승복할 수도 없는 이 상황은 “잠시도 잊어 볼수도 모른
체 해 볼수도 없는 참으로 견딜수 없는 고통이기만” 하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학숙

333) 위의 소설, 185~1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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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사상의 전향과 관련된 세대론에서는 전 세대의 사
상의 풍요로움과 현 세대의 사상의 공허함이 문제가 되지만, 사상 문제를 떠나서도 
세대 간의 정신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문제이다. ‘생활’의 문제에 뿌리박고 있는 
아버지 대(代)의 관념과, 미래를 향한 낭만주의적 동경을 지니고 있는 아이 사이의 
세대는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적합한 정신이 없는 동공(洞空) 상태라는 것을 청년 
지식인 강정우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다. 그저 해결책은 없이 그 고민을 잊을 수도 없
기 계속 견디며 생각해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정우 세대의 임무인 것이다. 그렇
기 때문에 두려우면서도 아버지 세대의 ‘이러한 생활 속에 자신이 용해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 늘 불안과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정우에게서는 좌절
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폐도의 시인」이나 
「술」의 청년들이 허무주의적인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면, 정우는 불
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학숙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도 송또상을 만나러 간
다. “가야 된다, 가야 된다”라는 의식에 붙들려서 만취한 상태에서도 비틀거리며 ‘후
미끼리밑 주막을 찾아’ 송또상을 만나러 가는 정우의 모습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과 이러한 문제에 봉착한 스스로의 삶에 대한 회의 속에서도 전진할 
수밖에 없는 지식인 청년 세대의 현실 응전의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폐도의 시인」, 「술」에서 절망과 허무에 빠져 있던 청년 세
대는  「혼구」의 정우에 이르러 의식을 갖고 행동에 옮기려는 지식인의 모습으로 변
모한다. 시기적으로는 「혼구」 보다 앞서 발표된 「두꺼비」334)는 이러한 계열의 소설을 
대표할 정도로 지식인 청년 세대의 세대론적 현실 인식과 현실에 대한 응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김동리의 초기작 중 매우 중요한 소설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김동리는 민족 고유의 설화를 차용한 소설을 여러 편 남겼는데, 「두꺼비」도 그 중 
하나이다.  해방기에 발표된 「輪回說」과 함께 「두꺼비」는 두꺼비 설화를 바탕으로 이
야기가 전개된다.  「두꺼비」는 “능구렁이에게 먹히는 두꺼비의 이야기를 듣든날 종우
(宗祐)는 첨으로 각혈(咯血)이란것을 하게되었다.”로 시작하여 “수레바뀌에는 문득 붉
은 피가 묻어 도라갔다. 그피에서는 결핵균을 가득이 갖인 두꺼비새끼들이 무수히 준
동하고 있었다. 벍언 능구렁이를 코 끝에 드려대이며 『이제 이놈 죽어서 마디마다 두

334) 김동리는 「두꺼비」를 쓰던 무렵, 문인보국회에 가입하라는 편지를 두 번이나 불살라 버렸
고, 그 때문에 「두꺼비」는 원고도 받지 못하고 『조광』에 실리지도 않았다고 술회했다. 그래
서 해방 후 「두꺼비」라는 소설을 다시 썼지만 그의 기억과는 달리 「두꺼비」는 삭제되지 않
고 『조광』 1939년 8월호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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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비 새끼가 나는걸입쇼 아주 불개미떼 같이 가맣게 나는뎁쇼』 (...)”로 끝이난다. 두
꺼비 설화가 액자식으로 종우의 이야기를 내화로 감싸고 있는 식의 구성이다. 김동리
는 「두꺼비 설화의 정신」에서 “두꺼비를 잡어 먹는 능구렁이는 죽고 죽은 능구렁이
의 뼈에선 마디마디 두꺼비의 새끼가 난다는, 이야기는 일찍이 내가 소년시절부터 고
향 늙은이들에게서 들을 수 있던 이야기”로, 조선 안에서는 보편적인 설화라고 한
다.335) 두꺼비 설화가 보편적인 것은 “이 설화의 정신이 그들 이 땅 민간의 생활 속
에 호흡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동리는 조선 민중에게 보편적인 설화를 차
용하여 일제 말기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동시에, “제가 먹
혀서 먹은 놈을 죽이고 그놈의 뼈마디에서 제 새기가 난다”는 “모면할 수 없는 운명
을 극복하는 두꺼비의 의지”를 현실에 대한 응전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설화를 차용
하여 일제 말기 지식인 청년의 현실 대응의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은 김동리가 「신세
대의 정신」에서 강조했던 인간 생명의 의미를 탐구한다는 것의 소설적 형상화이며, 
조선적인 것을 바탕으로 현실에 응전하는 지식인 청년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두꺼비 설화에서 조금 변용된 부분은 바로 ‘결핵균을 가진 두꺼비새끼’들이 능구
렁이 속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두꺼비 설화를 듣고 각혈을 한 종우로 미루어 짐작하
면, 두꺼비는 바로 종우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지음 그가 일을보고 있든 준남(俊南)학원이 인가 취소가 되고 이와전후하야 그의 벗들이 
대개 전향이란것을 하게 되어 일시에 생활의 이데―가 뒤집힘을 보고 겪고 난 그는 거기서 
인생의 모든 허랑한 경영과 아울러 아픈 멍에를 깨닷고 여기저기 닥들리는 족족 술을 퍼먹
고 구을든 판에 그러한 술자리에서 그러한 정히를 보았든 것이요, 그러한 정히들의 죄악과 
운명에 쉽사리 자기의 슬픔을 한번더 보게 되었든것 뿐이었다.336)

  일즉이 종우의 남매가 그 삼촌을 따라 서울로 이사를 왔을때는 그삼촌은 열렬한 소승주
의(민족주의)자요 또 예수교인으로 그즈음 마츰 옥중에서 병을 얻어 죽게된 그의 형 즉 종
우들의 아버지의 뒤를 이으리라하든것이었다. 그래 무슨 학원 경영도 해보고 신문사의 주권
도 사군 하였다.
 그것이 근년에 이르러 신문사의 페간과 학원의 인가 취소를 전후하야 소위 그러한 소승적 

335) 김동리, 「두꺼비 설화의 정신」, 『조광』 1939.11.
336) 김동리, 「두꺼비」, 『조광』 1939.8.3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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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지에서 활달한 대승적리상으로 전향을 하게 된것이었다.337)

 종우는 민족주의자였던 아버지의 옥사 이후 삼촌을 따라왔으나 삼촌 역시 전향을 택
했고338), 종우의 벗들 역시 전향의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친구들과 삼촌의 전향 
이후 종우는 머리가 흐려지고 가슴에 병이 들기 시작했다. 폐병은 ‘정념의 질병’으로 
인식된다.339) 일제시기 소설에서는 전 사회주의자가 폐병에 걸리는 일이 빈번하게 찾
아볼 수 있다.340) 물론 당시 청년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이 폐병이기도 했지만, 그
것을 떠나서 사회주의이든 민족주의이든 사상운동을 했던 인물들의 폐병은 자신들의 
정열을 그 운동에 쏟아 부었다는 것을 은유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종우의 각혈은 
전향 후 ‘대승주의’적 삶을 사는 삼촌과는 달리 자신은 삼촌이 말하는 ‘소승적’인 신
념을 여전히 지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삼촌의 박애주의(대승주의)를 조졸찬이 생각하는 종우”에게는 술만 취하면 종우를 
앉혀 놓고 대승적 견지와 이상에 대해 설교하는 삼촌이 못마땅해 보인다. 그는 종우
가 정희의 몸값을 주고 그를 술집에서 빼낸 것도 종우가 “대승적 방면으로 활동을 
개시”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종우는 스스로도 정희를 빼낸 자신의 ‘센치맨탈리즘’이나 
‘삼촌의 번듯한 위선’이나 비슷한 것임을 깨닫고 있다. 민족주의적 신념을 전개하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과 가족의 생활 앞에서 삼촌이 택한 것은 전향이었다. 생활의 문
제와 결합된 전향은 당시 생계를 책임지던 지식인들에게는 불가항력적인 선택의 문제
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일장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러 정거장에 나가거나(출정 군인 환
송식인 듯하다) 대승주의 운운하는 삼촌의 행위도 전향을 스스로 합리화하기 위한 자
기연민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조카에게 자신의 전향이 변절이나 이심이 아닌 정당한 

337) 위의 소설, 349면. 
338) 방민호는 이 소설을 체제협력이라는 전향을 요구받는 일제 말기라는 시대에 지식인 혹은 

문학인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소설적 응답을 보여준 작품이라고 평
가하고 있다. 방민호의 논의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삼촌과 종우의 대승적 견지와 소승적 견
지를 비교한 부분인데, 그는 소설 속 삼촌의 모습을 일제 말기의 이광수의 행적을 겨냥한 
것으로 보았다. 이광수는 일제 말기, 전쟁의 시대에 기독교나 법화경의 불교에서 말하는 사
랑이나 자비를 공통 논리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인류의 구원을 꿈꾸면서 현실을 우회하려 
했는데, 김동리는 이와 같은 이광수의 대승주의를 노골적인 대일협력으로 가는 예비단계로 
보고 소설 속 삼촌의 모습으로 형상화했다는 것이다. (방민호, 「김동리의 일제 말기 넘어서
기」, 10면.)

339) 수전 손택, 이재원 역, 「은유로서의 질병」, 앞의 책, 
340) 이광수의 『애욕의 피안』의 과거 혁명가 ‘공산’, 김남천의 『사랑의 수족관』의 전 사회주의

자인 김광준 역시 폐병으로 죽는다. 



- 188 -

발전이고 비약임을 강조하려는 삼촌의 처절해 보이는 행동은 종우에게는 ‘허영과 위
선’처럼 보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감정으로 정희를 속량한 종우 자신의 
태도는 가족을 위해 전향을 한 삼촌의 위선이나 비슷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
이다. 이에 종우는 각혈을 통해 위선적인 스스로를 징치(懲治)한다.
 그러므로 종우의 각혈은 정열의 소진, 혹은 징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호웅
은 이러한 ‘종우’를 허위에 지배당한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자기 파괴를 욕망하거나 
감행하는 “자기 파괴의 자기 처벌자”라고 정의했지만341), 정우의 ‘자기 파괴’나 ‘자기 
처벌’, 징치 행위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먼저, 정우의 각혈은 현실에 대한 저항적
인 의미를 지닌다. 정우는 두꺼비 설화를 들었을 때 첫 각혈을 했지만, “나도 옛날엔 
그러한 민족주의자요”라고 말하는 삼촌의 발언에 바로 뒤이어 각혈을 했다. 이는 삼
촌의 발언에 대한 종우의 거부 의지가 담긴 각혈이라고 볼 수 있다. “나는 너의 병의 
근원을 알겠구나 글세 그따위 소승적 견지를 버려야 산대두그러냐?”라고 말하는 삼
촌은 사상운동과 전향이라는 1930년대 중반의 일련의 역사적 흐름에 순응하지 않는 
종우의 정신 상태가 질병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삼촌으로 대표되는 전
(前) 세대 지식인들의 위선과 두꺼비 설화를 통해 보여주는 미래에 대한 전망은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고자 하는 욕구와 연결되어 각혈로 분출된 것이다. 그 각혈로 
종우가 “여러해 동안의 몸부림과 아픔에서 어떤 의미의 휴식과 해방을 얻을수 있었고 
그제야 비로소 마음껏 공기를 호흡할수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서술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종우에게 각혈은 부정하려는 대상을 철저하게 부정하고자 하는 의지
의 표현이다. 자학적이기는 하지만 현실 비판적이며, 현실 거부의 의지를 담은 종우
의 ‘각혈’이라는 표현을 통해 김동리는 두꺼비 설화에서 이야기하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인생을 창조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둘째로, 정우의 각혈은 두꺼비 설
화와 연결되면서 다음 대(代)를 준비하는, 삼촌과는 다른 의미에서의 ‘대승적’인 것이 
된다. 결핵균을 먹은 두꺼비가 허무주의적으로 보일지언정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
는 종우와 같은 식민지 조선의 청년을 상징한다면, 결핵균을 먹은 두꺼비에 의해 죽
는 능구렁이는 삼촌의 대승주의적 세계인 일제 하의 현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정우의 각혈은 능구렁이를 죽게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진 강한 저항의 
무기가 된다. 인용된 두꺼비 설화가 종우의 각혈로 표상되면서, 종우의 각혈은 죽음
을 향해 가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에 대한 ‘피를 토할 만큼의 강한 응전’으로 

341) 정호웅, 「한국 소설 속의 자기 처벌자」, 『구보학보』 7, 2012. 1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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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러한 허무주의적인 방법으로라도 현실에 맞서는 동시
에 그러한 의지를 가진 인간성을 옹호하는 것이 바로 두꺼비 설화를 통해 김동리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심정적으로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삼촌과 정우의 세대는 차이가 있다. 삼
촌이 생활의 세계로 진입하는 모습을 통해 앞서 살펴본 「혼구」의 송또상과 같은 세
대의 자리에 놓인다면, 종우는 각혈을 통해 그 허영과 위선, 자기 환멸적인 요소들을 
끊어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슴 속의 피를 토해내는 각혈이 ‘아편
과 같은 향락’을 준다고 느끼는 정우의 자신이 쏟아낸 피의 결핵균을 가진 두꺼비들
이 능구렁이에서 나오는 환상은 자기 환멸 속에서도 신념을 지키는 청년 세대를 통해 
능구렁이로 비유되는 삼촌 세대 혹은 그들의 대승주의, 그 사회적 현실 모두를 전복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김동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세대의 정신’을 자신의 문
학 속에서 구축해 가고 있었다. ‘인간성 옹호’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만, 김동리는 자신의 윗세대가 서구의 이념에 휘둘려 자신만의 ‘정신’을 갖지 못했음
을 비판하면서, 민족 내의 청년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 물론 
그의 초기 소설에서 이러한 청년의 정체성은 허무주의적이고 염세적이어서 현실에 대
해 어떠한 응전도 하지 못할 것처럼 보였지만, 김동리는 일제 말기의 청년들의 허무
주의가 자신의 것을 갖지 못한, 가질 수 없는 현실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밝히면서 허
무주의를 통해서도 혹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폭압적인 현실에 맞서 응
전하는 하나의 노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청년들의 허무주의 속에 내재된 현
실에 대한 불안과 무기력을 보여주면서 기성세대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청년들의 인
간성을 옹호하면서 김동리는 시대에 맞설 수 있는 소극적이지만 미래를 향한 힘을 갖
고 있는 응전의 한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2. 신세대의 시대감각과 체제 순응적 청년 – 정비석

  (1) 고뇌하는 청년과 ‘사실 수리’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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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석은 1936년과 1937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문필활
동을 시작하였고, ‘평북의 정비석’(이태준)이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대표적인 신세대 
작가 중 하나로 활동하였다. 정비석의 신춘문예 등단작이나 그의 초기 소설에서 보이
는 토속적인 세계, 애욕의 묘사 등은 일제 말기 정비석의 문학을 규정하는 레테르였
다. 같은 신세대 작가이지만 김동리도 「신세대의 정신」에서 정비석은 신세대의 정신
에 제격으로 들어서지 않은 이질적인 면 즉 성윤리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
다. <신진작가좌담회>에서 정비석은 “이원조씨로부터 나의 작품은 거이다 애욕문제를 
취급한 것이란 말을 들었습니다만은” 실제로도 그렇다면서, “이 애욕문제란 우리들의 
실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342)하였을 만큼, 그의 소설에는 애정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그렇지만 정비석의 소설에도 시대 현실에 대한 지식인의 고민
을 그린 것이 존재한다.343) 이런 소설들은 그 동안 애욕문제를 다룬 정비석의 다른 
소설들에 비해 주목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344) 그렇다고 지식인의 고민을 그린 소
설들을 간과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소설들에서 일제 말기의 현실에 대한 정비석의 
태도나 당대 청년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소설들은 다시 읽혀야 한
다. 
 정비석은 “자기 시대의 사회적 의제에 민감하게 반응한 작가”였다.345) 정종현은 
1940~50년대에 걸쳐 있는 정비석의 대중문학이 일제 말기의 ‘충(忠)’, ‘직분(職分)’, 
‘인종(忍從)’, ‘부덕(婦德)’ 등 한국 전통 윤리로 간주되던 개념들이 파시즘 동원의 윤
리로 재구성되는 양상을 보여준다고 보았다.346) 정종현의 지적처럼, 정비석의 일제 
말기 소설에는 식민지 주체의 전통 윤리관이 파시즘과 만나 체제 논리를 체현하는 청

342) 「신진작가좌담회」, 『조광』, 1939. 1. 245면.
343) 백철은 『신문학사조사』에서 정비석의 작품 세계의 특징은 애정세계이지만, 일제 말기 소

설에는 시대 현실에 대한 지식인의 고민과 사상을 그린 소설(「저기압」, 「이 분위기」, 「삼
대」 등)도 있고, 반신변소설적인 경향을 보인 것(「강태공」, 「귀불귀」, 「고고」, 「국화진열」 
등)도 있다고 평가했다. (백철, 『신문학사조사』, 신구문화사, 1983, 535면.) 

344) 정비석은 일본 유학 시절인 1932년, ‘납프’에서 발간하는 『문학신문』 공모에 소설 「朝鮮
の子供から日本の子供たち」가 당선되어 문학 활동을 시작했다는 이력(김현주, 「정비석 단편
소설에 나타난 애정의 윤리와 주체의 문제」, 『대중서사연구』 26, 2011. 76면.)을 갖고 있
다. 이런 점에서도 정비석이 자기가 속해 있던 사회의 여러 담론들에 끊임없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45) 정종현, 「미국 헤게모니하 한국문화 재편의 젠더 정치학」, 『한국문학연구』35, 2008. 152
면.

346) 위의 글, 1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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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상이 드러난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 정비석의 일제 말기 단편
소설 중에는 소설가 청년이 등장하는, 일종의 ‘사소설’들이 있다. 이들 중 「孤高」(『문
장』1940.3.)나 「第三의 友情」(『조광』1940.5.) 등은 일제 말기의 혼란스러운 현실 속 
지식인 청년들의 내적·외적 갈등을 보여준다. 특히 이 두 편의 단편소설은 세대론을 
소설화한 「三代」와 함께 적극적으로 체제의 논리를 수용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청
년의 내적 방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머
뭇거림’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정비석은 파시즘적 청년을 보여주는 소설을 쓸 수 있
었기 때문이다. 
 「삼대」347)는 신세대 작가 정비석이 논쟁의 대상이었던 ‘30대 작가’와 동시대인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소설에서 말하는 ‘삼대’는 아직도 탕건을 쓰고 사랑에서 사서삼경을 숭상하는 
아버지, 우울병이 심해지는 한때 투사였던 형 경세, 명랑한 현대청년 형세를 말한다. 
한 세대는 본래 30년이지만, 조선의 경우는 30년 동안 세대가 세 번 바뀌었다는 당
대의 세대 개념이 이 소설의 ‘삼대’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구시대적인 사고를 지
닌 1대인 아버지 세대는 큰아들이 취직을 해서 집안을 이끌기를 바라는 마음뿐이고, 
경향사상의 영향을 받은 2대인 형 경세는 아버지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과거
의 신념에 대해 회의하고 고민하는 ‘에어 포켓’과 같다. 그리고 20대의 ‘졸업논문에 
지쳐있는’ 지식인 청년인 형세가 3대이다. 세대논쟁에서 유진오나 임화가 기성문인과 
신인작가들이 연령상 차이가 적은데도 시대정신의 차이 때문에 세대의 차이가 난다고 
지적한 것처럼, 일제 말기의 세대는 조부-아버지-자식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형-
동생, 즉 좀 더 나이가 든 청년과 어린 청년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소설은 그러한 
세대의 구분을 따라 형 경세와 동생 형세를 대비하며 당대 지식인의 현실 인식 차이
를 보여준다. 
 「삼대」는 “哲學은過去의不幸, 未來의不幸에서는容易히이긴다. 허나, 現在의不幸은항
상哲學에게이긴다”는 ‘라·로슈프-코의 잠언록 한 구절로 시작한다. 근본적으로 염세
주의자인 라로슈푸코의 잠언을 소설의 시작 부분에 삽입한 것은 정비석이 역시 당대
의 다른 청년들처럼 염세주의나 허무주의의 장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

347) 정비석, 「삼대」, 『인문평론』 1940. 2. 
    『인문평론』 1940년 2월호의 창작란은 ‘신세대 특집’으로 기획되었고, 「삼대」 외에도 앞 절

에서 다룬 김동리의 「혼구」 역시 여기에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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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며, 형세의 머뭇거림이 염세나 허무와 같은 시대 인식에 기
인한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 잠언은 소설 전체의 구도, 나아가 당시의 
세대논쟁을 통해 드러난 세대 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삼대」에서 “한때의 투사이든” 형 경세가 “요새로 유난스럽게 우울병이 심해”가는 
것348)은 전(前) 사회주의자가 ‘사실’을 수리하지 못한 채 세계와 화합하지 못하는 것
을 보여준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념을 더 이상 고수할 수도 없고, 사상 전환의 계
기 역시 비자발적인 상황에서 가지고 있던 신념을 쉽게 버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
자 결국 그 갈등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폭발한 것이다. 
 형 경세는 변증법과 유물사관 등 사회주의 사상과 관련하여 “사회적인 어떤 확고한 
신념”을 가진 자였다. “대학 이학년때 시대의 유령에 휩쓸려 껏득거리다가 자유를 빼
앗기는몸이 돼였고 거기서 삼년을 살고나서도 이내 집으로 돌아오지는 않”았다가, 
“시대의 정세가 바뀌여” 6년 후에 돌연 귀가를 하였지만, “변하여가는 새로운 사실앞
에서 오직 자기의 품었든 신념에의 회의와 고민을 거듭”하기만 한다. 라 로슈코프 잠
언의 ‘철학은 과거의 불행에서는 이기지만 현재의 불행에게는 진다’는 것은 바로 일
제 말기 조선의 사상적 흐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경세가 의지했던 마
르크스주의 철학은 전근대적이었고 식민지가 된 1930년대 이전의 조선에서는 능히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었으나, 그 철학은 일제 말기라는 ‘현재’에서는 
어떠한 힘도 갖지를 못한다. 일제 말기는 ‘일본정신’, ‘동양정신’ 등 무형적이면서도 
일원화된 ‘정신’을 강조하는 여타의 비논리적인 논리들이 시대를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세가 지녔던 사회주의 사상은 세계사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강한 신념이었지만, 결국 현재에는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되었
고, 그 확고했던 신념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회의와 고민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정비
석은 신인작가 좌담회에서 기성비평가들을 철저하게 비판하는 측에 속해 있었다. 비
판 대상이었던 기성비평가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앞에 인용한 형의 모
습과 일치한다. 신인작가 정비석이 보기에 기성세대 문인들은 외래 사상을 고유화하
지 못하였으며, 시대가 바뀌는 것을 따르지 못하면서 신인들에게는 신세대만의 시대

348) 경세의 우울증은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세대론적 모습을 다룬 다른 소설 속 인물들에게
서도 나타난다. 특히 백철의 「展望」에 등장하는 김형오나 『사랑의 수족관』의 김광준처럼 전 
사회주의자였던 인물이 자살을 택하거나(형오) 삶을 방탕하게 소진하는 방법(광준)으로 죽는
다. 이 소설들은 특히 세대론적 측면에서 죽은 전 사회주의자들과 그 이후 청년 세대들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삼대」와 함께 논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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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을 가질 것을 충고하는 이들이었다. 체제의 이념과 자신의 신념 사이에서 갈등하
던 기성세대의 모습은 이 소설 속 경세의 우울한 모습과 일치한다. 
 김남천의  『사랑의 수족관』 속 김광준은 신념을 잃고 난 후 스스로의 생을 소진하
여 죽음에 이르지만 그와 함께 사회운동을 했던 친구들은 각자의 ‘생활’을 가지는 ‘전
향’을 택했다. 이렇게 일제 말기, 사상 전향은 ‘생활’의 문제와 관련된다. 크게 나누어
봤을 때, 체제와 타협하고 생활을 갖는 방법, 혹은 더 이상 신념을 고수할 수는 없지
만 뚜렷한 생활도 갖지 못하는 방법 등이 이 시기 문학작품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
하는 ‘전향자’의 모습이다. 백철의 「전망」에서 김형오가 중일전쟁에 출정하는 군인들
의 표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두려움을 발견하고 결국 자살로 스스로를 내몰았던 것은 
광준의 선택과 비슷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기성문인들이 전향과 세대 문제를 
소설화했을 때, 그들의 소설 속에서 전 사회주의자들은 생활보다는 신념의 공백을 다
른 것으로 채우거나 비전향의 표지로 생을 소진하는 방법을 택한다. 그러나 신세대작
가인 정비석이 그리는 기성세대 형의 모습은 이와는 조금 다르다. 경세는 신념과 생
활의 중간에서 계속 회의하고 고민한다. 그는 이 시대와 동생 형세의 세대를 이해해
보려는 시도를 한다. 갑자기 형세에게 구주정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형세가 
보았다는 전황뉴스를 보는 등 경세는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려고 노력도 해보고, 동생
의 신념, 사회적 흐름과 자신의 신념을 비교하며 끊임없이 고민한다. 이렇게 경세는 
여전히 ‘지성’의 힘으로 고민을 통해 현실을 파악하고 미래를 그리는 지식인이다. 반
면 동생 세대인 형세는 다르다. 경세가 ‘지성’의 힘을 강조한다면, 형세는 그보다도 
‘열정’이라는 ‘감정’에 의해 행동한다. 
 김남천의 『사랑의 수족관』에서 토목기술자 김광호가 형 광준의 죽음 이후, 전 세대
의 정신을 일정 부분 이어가며, 그 위에서 자기 세대의 ‘신념’을 찾기 위해 움직이는 
것349)과 달리, 「삼대」의 형세는 세대 교체 시기의 신세대가 그렇듯이, 일단 앞 세대

349) 김남천의 『사랑의 수족관』에서도 형 세대와 아우 세대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전 사회주의
자였고, 전향 이후 삶을 소진하는 데 애를 쓴 광준은 “가야할시기에 가는것에 나는 만족한
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더 살아서 아무소용이 업서젓슬 때 알마치나의 육체가살수업게되는
것이 나는 반갑고 기쁘다”라며 죽는다. 그렇지만 광준의 세계는 다른 모습으로 동생 광호에
게로 이어진다. 광호는 형의 영향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어떤 일에서든지 신념과 의
지를 찾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작가 김남천이 속한 기성문인들이 세대 논쟁에서 전 시대의 
문학사를 부정하지 말고 새로운 정신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과도 연결된다. 패퇴한 사상이지
만, 그 사상을 지니고 있던 형 세대의 모습 중 긍정적인 것은 받아서 이어나가고 새로운 것
을 찾는 광호의 행동을 통해 김남천은 기성세대가 가진 이상적인 세대 이행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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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복하려고 한다. 이 전복의 욕망은 소설의 첫머리에, 형세와 미례가 함께 보는 
뉴스 영화에서 잘 나타난다. 

 두로 수천의 기마병대가 맹렬한 기세로 광야를 정벌하면서 돌연 스크린의 한복판으로 질
풍같이 나타났다. 평화롭든 벌판엔 별안간에 휘ㅎ리바람이 휘모라치는 듯 정복의 의욕에 물
닐줄을 모르는 기마와 병사는 멀리 산위의 적을 목표로 우레같이 휩쓸며 매진한다. (…) 황
막하든 황무지가 눈결에 정복되자 마즌편이 웃뚝 마주서는 것은 험악한 산악이었다. (…) 
갓득이나 질풍같이 용감하든 기마병들은 더한층 자세를 도사리며 챗죽을 휘드르니 말들은 
앞발을 번쩍 들며 놀랍게도 험악한 산을 향하여 덤벼오른다. (…) 형세는 정복의 아름다움
에 정신을 송두리째 뽑히며 보고있는동안에 기마병대는 수월히도 산의 반항을 정복하고 상
상봉에 처올랐다.(…) 수백이 한덩어리로 엉크러져 산과 들을 정복해나가는 거기에는 고난
인세레 오직 정복의 찰란한 아름다움밖에 없어보였다. (146~147면)350)

 형세는 기마병대가 광야를 정벌하는 모습에서 “정복의 찰란한 아름다움”을 느낀다. 
넓은 광야를 정복하는 기마병대의 저돌적인 모습은 형세에게 큰 자극제가 된다. 이 
“이상한 흥분”으로 형세는 미례와의 관계나 형과의 관계 등 자신을 둘러싼 관계들을 
전복하고 정복하려는 강한 욕망을 갖게 된다. 형세의 정복욕은 앞 세대의 무능함과 
자기 세대의 허무함에 대한 반동으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답답한 현실을 타개
하고 싶은 청년들의 욕망, 그러나 쉽게 어떤 행동으로든 나타낼 수 없는 청년 세대의 
딜레마는 정복욕을 보여주는 뉴스영화로 형상화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
볼 것은 함께 영화를 본 미례의 태도이다. 미례는 피정복자의 입장에서 영화의 내용
을 생각해 봤다면서, “정복이 그만치나 철저한것이라면 정복되는 편으로도 오히려 상
쾌할 것 같았”다고 이야기한다. 이 소설에서 미례는 머뭇거리는 청년 형세와 달리 파
시즘적 체제 논리를 균열 없이 수용한, 일제 말기 체제가 요구하는 청년의 표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런 그녀가 말하는 ‘피정복의 쾌감’은 사실을 수리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미로 읽힌다. ‘철저하게’ 정복되어 고민이 없는 삶이라면 그것
도 나쁘지 않다는 미례의 태도는 뉴스영화와 함께 형세를 자극하는 매개체이기도 하
다. 피정복의 쾌감을 말하는 미례는 ‘우울’ 그 자체인 자신의 집과는 매우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350) 정비석, 「三代」,『인문평론』, 1940.2. 146~147면. 
 앞으로 이 작품에서 인용할 경우, 인용 말미에 면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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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복욕과 정복에서 오는 쾌감은 경세를 향한 형세의 정복욕으로 이어진다. 정비석은 
유진오가 언급한 20대와 30대의 언어 불통론을 비웃기라도 하듯, “삼십년대의 언어
는 이십년대에게는커녕 삼십년대의 그들자신에게까지 통치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는 
많은 전향자들과 달리 “붉은 사상의 세례를 받은 경세를 촉탁으로 써준다는” 제안을 
거부하는 듯한 경세의 태도에 대한 경멸인 동시에 당대의 암울한 현실을 넌지시 비치
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형세에게 경세는 ‘구주 정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 
형의 물음을 계기로 형세는 형의 신념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정복욕을 보인다. 

  형세는 자기신념에 대한 자신을 잃어버려가는 형을 보는것이 무한한 재미였다. 아니 보
다도 형이 지니고있든 지식 혹은 신념 그것이 몰락하여가는것을 보는것이 여간한 흥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또한 질서의 파멸에대한 예찬이기도 하였다.  (...)  거기서 비로소 사람들
은 2+3=5로서는 해결할수 없는― 다시 말하자면 2+3=5가되는 질서를 파괴하는 비상시라는
것을 무의식중에 갈망한것이 아니었을가. 그리하여 만인이 학문의 위력을 확신하는 그절정
에 도달하였을때에 무질서의 시대가 영웅처럼 나타난것이 아닐가. 따라서 경세가 새로운 사
실에 아연실색하는 반면 형세는 농간없는 형을 비웃으면서 새날을 환영하지 않을수 없었다. 
(155면) 

 형세는, 지성은 시대적 운명 앞에서 어떤 힘도 갖지 못한다고 판단하면서, 필연적으
로 ‘무질서의 세계’가 올 것이라 단언한다. 여기에서 ‘질서의 세계’란 서구의 합리성 
중심의 근대 사회를 의미한다. 이 질서의 세계에서는 ‘지성’이 무기가 되며 가장 큰 
힘을 갖는다. 그렇지만 세계의 질서는 20세기의 여러 전쟁들로 인해 무너지기 시작했
고, 결국 질서가 파괴되는 ‘비상시’가 되었다. 형세가 말하는 ‘무질서의 세계’란 바로 
‘질서의 세계’를 파괴하는 파시즘의 세계를 의미한다. 이 무질서의 세계는 지성보다도 
‘열정’에 의해 움직이는 세계이며, 서양 중심의 문명세계가 아닌 동양이 중심이 되는 
세계이다. 파괴와 정복은 새로운 질서를 건설하려는 욕망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다. 
결국 무너진 ‘질서의 세계’에 대한 애수를 갖고 있는 형 경세의 세대와, 무너뜨리는 
힘과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을 갖는 동생 형세의 세대가 비교 제시되면서 두 (세대가 
대표하는) 세계가 길항하지만 결국 역사의 흐름은 무질서의 세계로 옮겨가고 있으며,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인식이 강조된다. 구주 정세에서 시작된 형제의 대화는 무질
서의 세계에 대한 견해를 거쳐, 시대 판단의 문제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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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은 오늘의 시대를 否定의 時代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肯定의 時代라고 생각하시나
요? 전 그것이 가장 요긴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否定이라든가 肯定이라든가 한 것을 一言으로 말할수는 없겠지! 어느社會를 물론하고 사
회란 한 움직이는 물건이요 움직이는것에는 언제나 否定的側面과 肯定的側面이 있으니까.”
 “그야 그렇겠죠. 하지만 지금의 사실을 否定해야 옳겠는가 혹은 肯定해야 옳겠는가 말이
죠.” (…) “저로서는 이사실을 긍정하고 싶읍니다. 아니 긍정하지 않을수 없다고 생각합니
다. 왜냐면 우리가 이사실을 긍정하고 안하고와는 아모런 관계없이 사실은 사실대로 전개될
것이니까…….”
 “그러나 이사실속에서 질서는 추려내는것이 성인의 임무가 아닐까?”
 “그렇겠죠. 하지만 지성이라는것이 시대적인 운명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용납되지 못했든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역사에서 찾아볼수 있지 않아요?” (…)
 “(…) 필연적으로 무질서의 세계가 올것이 아닐가요.”
 “허나 그무질서를 지성의눈으로 질서의 세계에 까지 지양시키는것이 지식인의 해야할 임
무가 아닐까?”
 “건 이상이겠죠. 적어도 사회의 운동은 그자체의 운동론리로써 움직이는것이요, 움직인다
는 것은 힘과 힘의 싸움을 의미하는것이니까 단순한 지식의 힘만으로서 그힘을 이겨낸다는 
것은 도저히 어려운일일걸요.” (…)
 “그렇다면 이 세상엔 지식과 노력의 필요가 없을게 아니냐?”
 “천만에! 주어진 운명의 권내에서 그것을 잘 이용해가는댄 지식이 절실히 필요하겠지요. 
결국 사람은 오늘을 가장 즐겁게 보람있게 살아가면서야 비로소 내일을 생각하도록 마련된 
것이 아닐가해요. 대체 먼 장래의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156~157면, 강조:인용자)

 이 대화의 주제인 ‘오늘의 세대’는 발레리의 개념을 차용한 일제 말기의 ‘사실’, 즉 
폭압적인 체제를 의미한다. 여전히 신념을 놓고 고민 중인 경세는 ‘사실’을 긍정과 부
정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주저한다. 그는 여전히 ‘지성’이 현실을 파악해야 한
다고 생각하는 철학적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형세가 파악하는 현실은 다르다. 
그는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긍정/부정을 떠나 “사실은 사실대로 전개”될 것이라고 
한다. 그것이 역사적 흐름이고, 개인은 그 흐름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다. 
형세와 경세의 이 긴 대화는 결국 사실 수리 문제를 눈앞에 둔 작가 정비석의 고민
이기도 하다. “체제 외적이며 부초적인 지식인floating intelligentsia의 길”을 걷는 
형351)에게 막대한 힘을 가지고 밀려들어온 이 새로운 체제는 긍정도 부정도 할 수 

351) 조남현, 『한국 현대소설사 2』, 6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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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이다. 이는 정비석을 비롯한 당대 지식인들이 처했던 딜레마이기도 하다. 아
무것도 하지 못한 지성의 힘을 부정하고 ‘정복’으로 대변되는 ‘힘’을 믿는 형세의 논
리는 이미 경세를 논박해서 이기려는 세대교체의 인정 욕구나 정복욕을 넘어서 지식
인 청년들이 당대 현실을 어떻게 수리하게 되었는지 그 인식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세가 여전히 지성의 힘을 믿는 반면, 형세는 “현대야말로 틀림없는 운명의 
시대”라면서 ‘사실’과 ‘무질서의 세계’가 피할 수 없는 ‘운명’임을 강조한다. 정비석과 
같은 세대인 형세가 현실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경세의 세대 즉 기성세대의 ‘지성’
이 어떻게 융성했고 어떻게 몰락했는지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성을 뒤엎을 
정도로 강력한 ‘힘’의 논리를 신세대 청년들은 경외할 수밖에 없다. 결국 무질서의 힘
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형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에 승리한 것은 오늘의 선”
이라는 논리로 눈앞의 현실을 수용하는 것뿐이다. 만주사변 이후 일제의 ‘힘’이 바꾸
어 놓은 현실은 청년들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앞 세대처
럼 자신의 논리와 사상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삶을 살 수 없었다. 폭압적인 현실은 
사회를 긍정/부정 혹은 체재 내적/외적 삶이라는 이분법으로 보게 만들었다. “신념이
란것도 사회의 경험에 얻은것인 이상 신념도 자꾸 변해가야만 옳”으며, “어떤시대의 
‘理性’을 그대로 다음시대에까지 고집하고있으면 모르는결에 그것이 ‘感情’으로 변해
버린다”고 하는 형세의 논리는, 결국 사회주의도 하나의 ‘애수’로 전락해버린 식민지 
조선의 사상적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일제의 폭력적인 힘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청년들의 ‘사실’ 수리의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형세의 사실 수리가 아무런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앞선 
대화에서도 나타난다. 형세가 당대 현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청년 세대가 
시대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끌려가는 형국임을 의미하는 동시에, 청년들도 ‘오늘’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대화는 경세의 신념을 몰락시키
려는 형세의 의도이기도 하지만, 형세 스스로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론이
기도 하다. 
 지성의 무력함은 당대 비평가들도 지적한 내용이었다. 김오성은 “온갖 情熱的인 것 
行動的인 것과 獨立한 知性”이 당대와 같은 비(非)지성적 현실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
에 없다고 하면서, 비지성적으로 보이는 정열과 행동, 직관이 오히려 지성과 연결되

 조남현은 체제 외적이며 부초적인 지식인인 형 경세의 ‘증발’이 당대 지식인들 사이에 미
만하던 니힐리즘을 실천에 옮긴 형태라고 보았다. 



- 198 -

어 있다고 주장하는 지성론을 전개했다.352) 김오성의 사회적 정열과 그에 따른 행동
은 형세나 미례와 같은 다음 세대의 지성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비지성적 현실 앞
에서의 새로운 지성으로서의 정열은 뉴스영화에 잘 나타난다. 기마부대의 전투는 아
마도 중일전쟁의 전투 중 하나였을 것이다. ‘중국’으로 표상되는 옛 동양적 세계는 
‘기마부대’라는 비(非)기계화부대에 의해 정복당한다. 그것은 ‘찬란’한 느낌마저 들게 
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형과의 대화 후 형세가 본 뉴스영화는 다르다. 이번 뉴스영
화는 ‘도시폭격기’이다. “열두대의 비행기에서 빗발같이 떨어지는 폭탄”으로 평화롭던 
도시가 파괴된다. “이십세기 동안에 쌓어올린 모든 것을 단숨에 죄다 부서버리고 말
자는 심산”인 것처럼 질서의 세계는 철저하게 파괴된다. 기마부대의 전투가 광활한 
벌판과 산을 정복하는 것이었다면, 폭격기는 근대 세계를 철저하게 부순다. 이 두 편
의 뉴스영화는 전근대와 근대가 무너지고, 눈앞의 현실 외에 남은 것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무질서의 힘을 실제로 목도-물론 전쟁을 직접 눈앞에서 보는 것
은 아니지만, 영상물로라도-하는 이 근대적 경험을 통해 형세와 경세 모두 힘의 논리
에 의한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현실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된다.  
 형세가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머뭇거리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운명을 정당화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것과 달리, 형세의 애인 미례는 현실에 대한 고민이나 두려움
이 없는, 자신의 욕망에 솔직한 청년이다. 그런데 머뭇거리며 고민하는 입체적 인물
인 형세와 달리, 미례는 매우 평면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그는 형세가 머뭇거릴 때마
다 그의 선택을 국책의 방향으로 이끄는 이정표와도 같은 역할을 할 뿐, 고민하고 방
황하는 청년의 모습이 아닌, 매우 투명하며 ‘명랑’한 청년으로 묘사된다. 이 젊은 청
년 세대의 특징은 ‘명랑’이다.353) 미례는 정월 초사흘부터 출근을 할 정도로 자신의 
일에 열심이다. 
 

 「언제나 그렇게 각박한건 아니구 금년은 전시가 돼서 그렇다우! 생각해보세요! 만드러지는 
간즈메(罐詰)라는게 죄다 제일선의 용사들의 찬거리가 되는게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
리두 싸움의 한목을 담당한 병사인셈이예요. 만약 우리가 하루를 더 쉰다면 제일선의 용사
들은 그만큼 밸 주려야할게 안야요?」
하고, 필시 간즈메회사 사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일렀을 그말을 충실한 여사무원인 美禮

352) 김오성, 「情熱과 知性-知性問題의 새 側面」, 『조선일보』, 1938.9.11.~18.
353) 김철, 「우울한 형/명랑한 동생 – 중일 전쟁기 ‘신세대 논쟁’의 재독(再讀)」, 『상허학보』 

25,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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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뽄대로 되푸리하는것을 亨世는 듣기는 들었고 또 그러킨 그렇겠다고 수긍까지 하였든
것이 생각나지 않는배도 아니었다. (146면)

 
 미례는 당시 신체제 담론이 강조하는 ‘직역봉공’에 최선을 다한다. 명랑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미례는 총후 여성의 모범이라 할 만하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건전한 
청년, 긍정적인 성격과 명랑함 등은 일반적으로도 긍정되는 청년상이기도 하지만 일
정 부분 파시즘의 청년담론의 양상으로 전유되기도 했다. 특히 일제 말기의 ‘명랑’은 
체제에 저항하는 것들을 억압하고 체제가 요구하는 인간만을 양성하기 위한 규율 담
론354)이다. 그것은 일종의 ‘규율’이자 ‘도덕’으로, 개인이나 민족을 포섭·배제하는 사
회적 국가적 기준이자 가치판단을 넘어서서 절대 ‘윤리’로 부감되는 ‘좋은 것’인 동시
에 ‘최선’의 윤리로 이해되는 것이었다.355) 이렇게 ‘명랑성’이 정치적, 사회적 개념의 
영역으로 포섭되면서, ‘명랑’은 ‘퇴폐’·‘음울’·‘애조’ 등 부정적인 감정과 대립되는, 긍
정적이며 낙관적인 의미를 가진 사회적 감정으로 변모하였다. 1920~30년대에는 보편
적인 동시에 개인적인 감정이었던 퇴폐나 애수, 음울 등은 일제 말기의 전체주의에서
는  배격되어야 하는 감정으로 취급되었다. 이제 ‘명랑’은 서구적이고 개인적인 신체
를 부정하는 감정, ‘건전’과 동격인 감정356), 전시체제의 일상성과 관련되어 생활에서
의 신체제운동이 제대로 구축되면서 확보되는 세계의 특징357)으로 정의되었다. 미례
의 명랑함은 형세네 가족의 우울함과 대비된다. 미례는 전근대적 가정의 여성과 대비
된다. 미례가 사회적으로 제 몫을 담당하는 진취적이고 명랑하며 체제의 논리를 수용
한 준수한 사회 구성원의 하나인 현대 청년인 데 비해, 형세의 조혼한 아내나 경세의 
아내는 ‘부덕(婦德)’과 ‘인종(忍從)’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는 구여성의 모습이다. 이
들은 직역봉공을 하지 않고, 마치 그림처럼 집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354)  소래섭, 『불온한 경성은 명랑하라』, 웅진지식하우스, 2011, 70면.
     1938년 조선에 부임한 미나미 총독은, 부임 초부터 ‘명랑 정치’를 표방하면서 ‘국민정신

총동원조선연맹’의 상무이사 윤치호를 만나 ‘명랑 정치’의 본질이 담긴 글을 작성해주었다고 
한다. “1) 반도 청년 지도에 관해서 언행일치의 명랑한 인격을 양성할 것. 2) 동양인의 동양 
건설의 핵심은 내선일체의 완벽에 재(在)함. 3) 내선일체의 근저는 충량(忠良)한 황국신민 
된 실질을 양성함에 있다.” (같은 책, 73면.)

355) 박숙자, 「‘통쾌’에서 ‘명랑’까지 : 식민지 문화와 감성의 정치학」, 『한민족문화연구』 30, 
2009. 224~225면. 

356) 위의 글, 229~230면, ; 차승기, 「전시 체제기 기술적 이성 비판」, 『상허학보』 23, 2008. 
21면.

357) 박진숙, 「박태원의 통속소설과 시대의 ‘명랑성’」, 『한국현대문학연구』 27, 2009. 2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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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형세가 미례처럼 명랑한 청년인 것은 아니다. 형세는 우울한 형 경세와 명
랑한 미례의 사이에 놓인다. 형세의 머뭇거림은 이런 끼인 세대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는 전황 뉴스에서 기마부대의 정복 장면을 보고 감동을 받고 정복욕에 대
해 생각을 하고 명랑한 미례의 북지행 제안에 일단 수긍을 하지만, 곧장 그 모든 것
을 회의한다. 형세는 일단 운명처럼 다가오는 상황을 긍정하더라도 그 결정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모습, 번듯한 직업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 등에서 ‘명랑’한 청년이라기보
다는 허무적 색채를 지닌 당대의 일반적인 ‘현대 청년’의 모습에 더욱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미례가 형세에게 그 시대 청년이 가져야 할 명랑한 미래의 모습을 
제시한다고 해도, 형세의 머뭇거림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그런 형세에게 미례는 
함께 북지로 가자고 청한다.358)

 
 「졸업같은것 못험 어때요! 졸업장이 뽑낼수있는건 옛날일야요! 적어두 해골을 그땅에 묻을
각오로 대륙진출을할 사람이 졸업장같은데 옹색해서 어떻게해요!」
하고 美禮는 경멸하듯 톡 쏘아부친다.
 짜장 亨世자신도 자기를 경멸치않을수 없었다. 형 經世를 볼때마다 지식의 무력을 조소해
온 제가 저모르게 졸업장에 애착을 가졌던것을 깨닫고 亨世는 자기환멸이 느껴졌다. 그와
동시에 亨世는 광막한 북지의 벌판에 선 개척자의 한사람으로서의 美禮와 자기와의 영웅적
인 환상을 그려보면서 가슴속에 수물거리는 힘을 깨달았다. (164면)

 형세의 머뭇거림은 미례가 있을 때에만 해소된다. 형과의 대화나 뉴스영화도 북지행
에 대한 확고한 결심을 내리게 하지 못했지만, 미례와 함께 있을 때에는 일단 미례를 
따라 결심을 하게 된다. 미례가 형세를 설득하며 하는 “해골을 그땅에 묻을각오”라는 
말은 미례가 사장에게 들었던 이야기이다. 이런 점에서 미례의 모습은 신체제 담론을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수용하여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지(北支)로 가서 
개척의 선봉에 서자는 미례의 설득은 곧 국가담론을 수리하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미
례는 국가적 목적에 쓰임받는 것에 졸업장 따위는 소용이 없다고 말한다. 1940년 무
렵, 조선의 지식인은 마땅히 취직을 할 곳이 없을 정도로 지식인의 일자리는 한정되

358) 내내 조선어로 대화하던 형세와 미례인데, 북지에 가자는 말에 “北支へかけおちか?” “そ
うね!　かけおちでもいいざゃないの!　どうして?　こわい?”라며 일본어로 대화한다. 단 두 마
디이지만, 북지로 가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드러내는 형세와 그것을 간파한 미례의 
대화가 일본어로 처리되었다는 점은 다른 측면에서 고찰해 볼 만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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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었다. 전쟁은 계속되고 현실이 불안정하니 대학 졸업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근
로로 나라에 봉사하는 것이 낫다는 미례의 의도는 부족한 노동력을 청년층에게서 얻
고자 했던 당대 신체제 담론이 주장하는 바 그대로이다. 이는 미례가 당대의 신체제
가 제시하는 청년의 표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경세의 삶이나 현실을 통해 
지식의 무력함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형세 스스로가 졸업장에 연연했다는 것은 그
가 미례처럼 신체제 담론을 수용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렇다면 정비석이 제시하는 미례는 체제가 요구하는 청년이고 형세는 작가 자신이 속
한 청년층의 고민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미례의 설득 끝에 형세가 북지의 개척자
로 서는 영웅적인 환상을 그려보지만, 미례가 출근하자마자 형세는 다시 그 결정에 
대해 고민한다. 분명 미례와 함께 있을 때에는 ‘영웅적인 환상’이 떠올랐지만, 미례가 
없는 공간에서는 그러한 환상도 사라진다. 전날 뉴스영화에서 본 근대가 파괴되는 영
상 또한 ‘고난’으로 인식될 뿐이다. 미례와 분리되어 있을 때 미래에 대한 환상도 기
대도 전망도 사라진다는 것은, 그 꿈이 형세 자신의 것이 아니라 미례의 것이기 때문
이다. 미례라는 ‘명랑한’ 체제 담론이 곁에서 설득하지 않는 한, 현실로 눈을 돌리면 
쉽게 체제 담론이 강조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지식인 청년의 현재이다. 
자신의 신념과 뜻을 가질 수도 없고, 설혹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따라 살 수 있을
지 장담할 수 없는 현실에서 주어지는 삶의 모습 또한 받아들이기 두려운 모습, 그것
에서 오는 머뭇거림과 우유부단함이 바로 일제 말기 청년들의 모습인 것이다. 자신의 
신념과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세는 또다시 ‘미래’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며 고민할 수밖에 없다. 형세가 가능하다면 안일하게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생
각을 하는 것도 혼란한 현실에 대한 염오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선택
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지식인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행동’을 보여야 하
는데, 스스로 “지식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할 처지”라는 지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인
식하면서도 지식과 신념에 따른 행동보다는 ‘사실’을 따르는 식으로 “함부로 행동의
세계에 범접”하려 한 자기 자신은 회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미례와 경세 사이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식민지 지식인 청년 형세의 
태도는 결국 작가 정비석과 그 시대 지식인 청년들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지식인’
들의 지식이란 것이 결국 서구 근대의 문명에서 온 것이며, 그것이 지식인 청년들의 
가치관을 형성해 온 것이기 때문에 근대의 파괴는 결국 더 이상 세계와 자신을 동일
시하지 못하게 된다는 두려움과 불안, 허무를 줄 수밖에 없다. 형세는 지식인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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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정체성으로는 형 경세와 가깝고, 청년이라는 세대적 정체성으로는 미례와 가
깝다. 이러한 형세의 위치는 신체제론을 앞두고 있던 시기, 식민지 지식인 청년들의 
정체성 형성에 대한 고민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일반적인 지식인으로서의 정체
성과 국가의 체제와의 모순 사이의 균열은 이들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든다. 미례를 
신체제의 청년 표상으로 봤을 때, 결국 제목인 ‘三代’는 아버지-경세-형세의 삼대가 
아니라, 경세-형세-미례의 세대 구도로도 볼 수 있다.359)  
 형세가 경세에게 시대를 읽으라며 권한 것은 전황을 알리는 뉴스영화였다. 도시가 
폭격을 당하는 뉴스영화를 본 후 형세는 극장에서 나가는 경세를 목격했고, 이후에 
경세가 집을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경세가 뉴스영화를 보고 무엇을 느꼈는지에 
대한 서술은 나오지 않는다. 경세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본부 사회과 촉탁 자리에 들
어가는 것은 그가 내내 고수하던 신념을 버리고 신체제를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자리를 마다하고 집을 나간 것은 경세가 새로운 ‘행동’을 시작했다는 의미가 된
다. 조남현은 경세의 이후 행적을 ‘증발’이라고 표현했는데, 정비석이 경세의 이후 행
적을 명확하게 그리지 않았고 형세의 추측을 통해 제시한다는 점에서 ‘증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패부의 쓸아림을 인식하면서 신념의 나라로 뛰어든것”이
든 “막다른 골목에서 절개와 양심을 박차면서 현실의 폭풍에 몸채 휩쓸려 들어간것”
이든, 형세는 형의 선택을 ‘찬란한 것’으로 느낀다. 이는 뉴스영화 두 편을 보아도 형
세는 여전히 북지행을 머뭇거리지만, 형은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지성을 여전
히 갖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형세가 생각하는 것처럼 경세가 자살을 택한
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신념을 고수하는 어떤 ‘행동’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결국 정비석은 경세의 ‘증발’을 계기로 형세가 행동의 세계로 옮기게 되는 과
정까지를 보여준다. 형세가 미례와 함께 북지로 떠날 것임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이
는 결국 정비석과 같은 세대의 청년은 시대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경세의 증발은 결국 형세에게 남은 
선택지가 미례뿐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러 선택지 중 불가능한 것을 제거하는 식으로 당대 청년의 위치를 파악하고 현실
을 수리하는 태도는 정비석의 다른 소설에서도 나타난다. 「삼대」가 발표되고 바로 다

359) 김남천의 『사랑의 수족관』에서도 ‘형 광준- 광호- 막내 광신’의 구도로 세 세대를 나눌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조선의 30년을 한 세대로 보고 아버지-형-동생의 구도로 세대를 
나누는 것과 달리, 신세대 청년과 그보다 어린 청년(혹은 청소년) 세대의 시대정신이 또 다
른, 급변하는 사회 상황이었음을 보여주려는 작가들의 의도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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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달인 1940년 3월 『문장』지에 발표된 「고고(孤高)」는 ‘춘파선생말년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소설가 ‘정서죽’은 조용한 곳에서 원고를 쓰겠다는 욕심으로 친구 김석호
의 고향 용읍으로 가고, 거기에서 춘파 선생을 다시 만난다. ‘나’(정서죽)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친구인 청년 김석호와 아버지뻘 되는 춘파 선생의 일제 말기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 김석호는 전형적인 1930년대의 청년이다. 사회운동가로 이름을 날렸으나, 
시대적 한계로 말미암아 운동을 접고 고향에 돌아와 계몽 운동에 종사했고, 계몽 운
동에도 돈이 필요하다면서 서울로 올라가 가부(주식)를 하는 청년이다. 그가 소개한 
춘파 선생은 근대를 온몸으로 겪은 인물로, 한학을 배우고 개화 후에는 일본 유학을 
했는데 나라의 운명이 바뀌자 큰 뜻을 품고 상해로 갔지만 결국 귀머거리 폐인이 되
어 용읍으로 돌아왔다. “젊은 혈기에 정치적인 충격을 받고 상해로 뛰었드니 만큼 가
만 놀고만 있었든 않”았을 것이라 짐작이 되는 춘파의 청년시절은 조선의 역사 그 
자체를 상징한다. 고향에 돌아와서도 춘파는 한말의 풍운사를 6년 동안이나 집필했으
나 모두 태워버렸다. 용읍을 양계촌화 시키겠다는 계획도 주민들의 비협조로 실패했
다.360) 그 이후 책만 읽다가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능금 과수원을 운영하게 된 것이
다. 춘파가 젊은 시절 벌였던 여러 운동에 실패한 것은 결국 식민지 조선에서 현실을 
타개하는 것이 대내외적으로 힘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피투성이의 기록’을 
후세에 읽히고 싶지 않아 태웠다는 춘파는 “지금 청년들은 스스로의 손으로 새로운 
역사를 첫 줄부터 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춘파의 태도는 정비석 자신의 
것으로도 읽힌다. 세대논쟁에서 기성세대 문인들이 선배들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필
요하다고 강조한 것에 비해, 춘파는 그것보다 청년들의 미래를 개척하라고 하기 때문
이다. 이런 춘파의 모습이 ‘나’에게 감명을 주는 것 역시 정비석의 세대론에 대한 인
식이 투영되었기 때문이다.361)

360) 춘파의 인생은 식민지 조선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다. 한말의 풍운사를 
집필했다는 것은, 1900~1910년대의 신채호 등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 양계촌화 계획은 
사회주의적 이념의 실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의 계획이 다 실패하고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과수원을 경영하게 된 춘파의 현재는 결국 피식민지가 된 조선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361) 정비석은 구세대 어른들이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만, 청년들의 의지와 노력에 감화되어 
쉽게 변화하는 모습을 이 무렵의 소설에서 많이 보여준다. 과거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던 
당시의 기성세대와 달리, 과거를 부정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는 춘파의 말은 
1910년대의 청년 담론과도 상통하는 한편, 일제 말기의 ‘사실’을 수리하고 그 위에서 새로
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수리론으로도 읽힐 수 있다. 비슷한 양상은 일본어 소설
인 「마을은 봄과 더불어(村は春と共に)」(『녹기』 1942.4.)에서도 나타난다. 매당곡에 방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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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석이 신체제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는 것은 소설 속에서 춘파의 말년을 함께
하는 동무, ‘락키’의 존재에서도 찾을 수 있다. 원래 군견이었으나 불하(拂下)되어 맡
아 키우는 ‘락키’는 “시방도 군적에 매워 있으니까 일단 유사지추엔 불리워 나갈” 수
도 있는 동무이다.362) 결국 락키는 중일전쟁에 소환되었고, 춘파 선생은 말년을 쓸쓸
하게 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돈을 벌어 고향으로 돌아온다던 석호는 고향의 논을 
팔아 서울로 솔가할 계획을 밝힌다. 춘파나 석호의 ‘현재’는 결국 신체제 외에는 길이 
없다는 현실 인식으로 읽힐 수 있다. 춘파의 삶이나 몰락해 가는 용읍(조선)에 대해 
미련을 갖고 있으면서도 석호 식의 삶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의 현실은 결국 선
택지를 하나씩 지우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식민지 조선의 청년 세대에게 신체제 수
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셈이다. 
 그 동안 정비석의 「삼대」에서는 이렇게 고민하는 형세의 모습에 대해서는 많이 조
명되지 않았다. 형세의 세대가 경세의 세대를 배척하고 신체제 담론에 편입되는 모습
만 강조됐을 뿐이다. 이것은 1940년 이후 정비석이 신체제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수
용하는 소설을 많이 발표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청년 세대 작가였던 정비석에게 
신체제의 수리 문제는 큰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
설을 일제 말기 현실의 문제를 실제로 청년 작가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고민하였고, 

사 공장이 생긴다는 계획을 듣고 그것을 저지하려고 노력하는 구세대 오제장과, 농업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그곳 사람들을 체제적인 일꾼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윤길호
의 대립 과정에서, 오제장은 “그가 하는 모든 것이 요새 젊은이로서 기특했다. 비록 자신과
는 적대적인 입장에 서 있어도 젊은이로써 그 정도의 자기주장을 고집하는 것은 평가할 만
하다고 생각”하면서 결국 국책에 순응하는 윤길호와 그의 삶의 태도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구세대가 청년 세대인 정비석의 견해를 수용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
을 보여줌으로써 정비석은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는 것으
로도 읽을 수 있다.  

362) 일제 말기의 수신교과서 『국어독본(國語讀本)』에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 불하된 
군견을 맡아 키워 정이 들었지만 군대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씩씩하게 돌
려주었다는 어린 아이의 이야기는 춘파와 함께하는 ‘락키’의 이야기와 같다. 이러한 동물예
화는 공들여 키운 동물들이 “천황의 것이기에 때가 되면 당연히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강
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었다. 쓰임새가 다양하고 충성스런 군견의 활약을 저학년 교과서에 
실어서 좀 더 빨리 조선아동이 황국신민관을 갖기를 원한 것인 동시에, 가능한 더 일찍 병
력으로 사용하려는 의도에서 일제가 군견 등 군적에 있는 동물들에 관한 예화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박경수·김순전, 「동물예화에 도입된 천황제가족국가관」, 김순전 외, 『『國語讀本』을 
통해 본 식민지조선 만들기』, 제이앤씨, 2012. 참조)
 이를 통해 정비석이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설에 이용할 정도로 시국에 민감했음을 
알 수 있을뿐더러, 이를 통해 우국지사였던 춘파를 일제의 국민 한 사람으로 바꾸면서 신체
제 쪽으로 기울어갔던 정비석의 태도 역시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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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어떤 식으로 그 고민을 해결해나가며 식민지주체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가
를 살펴보는데 있어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머뭇거리던 청년들이 신체제의 논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1940년 무렵의 
정비석 소설이 보여준다면, 머뭇거리던 모습에서 벗어나 고민이나 회의 없이 신체제
의 담론을 형상화하는 정열적인 청년들의 ‘행동’은 다음에 살펴 볼 장편소설 『청춘의 
윤리』에서는 더욱 강조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신세대 청년들이 신체제 수리 이후에
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된다.  

  (2) ‘국민’으로서의 청년과 체제의 윤리

  「삼대」는 청년들 사이에도 그 정신에 따라 세대가 갈릴 수 있다는 것을, 또 이를 
통해 체제의 논리를 승인하는 지식인 청년이 어떻게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실을 수리
하는지의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신세대 작가와 같은 세대인 「삼대」의 형세를 통
해  체제의 논리를 균열 없이 수용하지는 못하는, 방황하며 고민하는 청년의 표상이 
나타났다면, 『청춘의 윤리』(1944)에서는 고민을 끝내고 시대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따
르는 청년들의 모습이 등장한다. 세대론과 청년의 정체성의 문제를 천착할 때에는 정
체성과 관련된 청년의 ‘내면’이 더 중요했다면, 행동의 영역으로 옮아가는 태평양전쟁 
이후의 시기에는 그 행동을 지탱하는 ‘윤리’나 ‘정열’의 문제가 더 중요시된다. 이러
한 윤리 감각은 국가주의적 사고, ‘일본정신’, 파시즘 체제 등의 폭압적 현실에서 강
조하는 윤리의식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   
  정비석의 장편 『청춘의 윤리』는 ‘성애원’을 중심으로 한 청년들의 애정갈등을 ‘청
춘’이라는 문제로 풀어나가는 소설이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청년들은 모두 ‘명랑’하
게 자신의 일에 ‘열정’을 보이는 존재들이다. 「삼대」에서는 신체제적 청년 미례만 직
업을 갖고 있었을 뿐, 경세나 형세 모두 직업이 없는 지식인 청년이었다. 그러나  
『청춘의 윤리』의 청년들은 모두 귀천 없이 한 개의 직업을 갖고 그 일에 열정을 다
하는 청년들이다. 이는 신체제론의 ‘직역봉공’에 대한 직업의 윤리를 보여주는 것이
며, 자신의 직업에 열정을 갖고 임하는 청년들의 모습에서는 이전의 소설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방황이나 무기력함 등은 찾아볼 수 없다. 이영미는 정비석의 일제 말기 장
편연애·세태소설의 주인공들에는 일정한 유형이 있다고 보았다. 내성적·소극적이지만 



- 206 -

정숙하고 희생적인 성실한 여자와, 내면적 고민이 깊어 소극적이지만 진실하고 성실
한 남자가 제1주인공들이고,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남녀가 제2주인공들로 배치되어 제
1주인공들의 연애 라이벌로 설정된다는 것이다.363) 이영미는 장편연애소설만을 예로 
들었지만, 남녀주인공의 성격 차이는 이미  「삼대」에서도 나타난다. 주인공 남성은 
어딘지 우유부단하고 내면적 고민은 깊고, 주인공 여성은 상대적으로 신념이 강해, 
고민하기보다는 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욕망한다. 이러한 여주인공에 의해 남자 주
인공은 고민을 끝내고 행동하는 주체로 변모한다. 형세와 미례의 관계가 그렇다면, 
『청춘의 윤리』의 제1주인공들인 주성호와 장현주 역시 그러하다.   
 학교를 나온 후에 산부인과 간호부로 일을 하였고, 그 후에는 미국선교사 부인의 비
서로 일한 경험이 있는 장현주는 “동대문 밖에 있는, 산원(産院)과 탁아소(託兒所)를 
겸한 성애원(聖愛園)”의 경영을 맡아달라는 최영옥의 청을 받는다. 영옥은 현주가 미
국 선교사부인의 비서로 일한 것을 두고 그 동안 “남의 종살이”를 했으니 “인제 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면서 성애원을 맡아줄 것을 부탁한다. 성애원은 전쟁 
전까지는 미국 선교사가 경영했고 전쟁이 발발하면서 폐쇄 위기에 처한 사회사업기관
이다. 그러나 “청년사업가로 출판계(出版界)에서 이름이 높은 영옥의 오빠 최영득”이 
그 사정을 알고 성애원의 경영권을 맡아 둔 상태였다. 영득이 보기에 “사업의 성질상 
남자보다도 여자가 적임”이기에 현주에게 경영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영득의 말처럼, 일제 말기에 사회사업은 여성과 관련된 사업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앞 장에서 살펴본 이태준의 소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제 말기에는 청년 여성을 중
심으로 한 다양한 사회사업과 문화사업이 많이 거론되었다. 중일전쟁 이후 전시체제
로 들어서면서 일제는 청년의 특성-민감성, 비타협성, 사상의 용감성 등-이 체제 내
에서 잘 조직될 때 청년들이 “생산의 실천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364), 청년 여
성도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여성은 최전선의 ‘정예’인 청년의 뒤에 선 후방으로서의 
‘총후(銃後)’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다. 젊은 남자들이 전선에 가 있는 동안 
총후 여성들은 ‘후방의 관리 주체’로서 노동력, 재생산, 방첩, 방공, 물자 동원 등을 
책임져야만 했다. 특히 재생산과 관련된 총후 담론은 ‘전시하의 애육(愛育)’ 문제나 
인구 증가 정책, 탁아소 문제 등과 관련되어 나타난다.365) 사회사업은 국가가 해결하

363) 이영미, 「정비석 장편연애·세태소설의 세계인식과 그 시대적 의미」, 『대중서사연구』26, 
2011. 13~14면.

364) 변은진, 「‘전시파쇼체제기(1937~1945)’ 청년층의 인식과 활동」, 『한국 근현대 청년운동
사』, 481~48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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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는 사회복지의 측면을 국민들 개개인이 담당하는 일종의 인보사업(隣保事業)
이었다. 사회사업 문제가 여성의 역할로 대두되는 것도 이런 신체제의 총후 담론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1930년대 중반 이후 잡지에는 ‘문화사업’이나 ‘사회사업’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재산이 있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자가 많이 듣는 질문이 
‘문화사업(혹은 사회사업)을 할 생각이 있는가’였을 정도로, 문화사업 또는 사회사업
은 재력과 교양, 국가와 민족을 위한 마음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와도 같은 
것이었다. 당시 사회사업에서는 여성의 역할이 특히 강조되었다. 사회사업이라는 것
은 “現代의流行하는事業”, “이社會를알고 또時局을알고 또는 自己의 處地와 形便及
責任을 알어서 敢當”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366) 게다가 탁아
소나 고아원 운영은 고아와 부랑자를 중요한 병원(兵員)으로 이용하려는 국가의 요구
와 사회문제라는 필요성이 만나 촉발된367), 하나의 ‘공공적 의무’였다.368) 이렇게 사
회사업기관에서의 ‘양육’ 문제는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과 직간접적으로 연관
이 되기 때문에 사회사업은 더욱 강조되었고, ‘양육’이라는 특성 상 여성이 모성애를 
발휘하여 “오직사랑의行動”을 방법으로 경영해야 하는 것이 되었다. 
  현주는 밤새워 고민을 하지만 곧 일을 맡기로 결심한다.  

 사업이 자기힘에 너무나 벅차게 여겨졌다. 허나 인적 자원이 부족한 이때에 불상한 어린
애들을 키워 씩씩한 국민을 만든다는 것은 국가적 견지로 보아도 퍽 의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어차피 놀수는 없는 형편이요, 설혹 놀고 먹을만한 경제적 여
유가 있다손 치드라도 놀고 먹을 시대는 아니다. 이왕 사업을 가진다면 무엇 보다 의의 있

365) 권명아, 『역사적 파시즘 – 제국의 판타지와 젠더 정치』, 책세상, 2005, 174~176면.
366) 문선호, 「女性과 社會事業」, 『춘추』 1941.5. 225면.
367) “과연 전쟁은 여성을 부른다. 농장에서 공장에서 병영에서, 여성을부른다. 우리가 대동아

의 공영권을 확립하여 행복되게 살려면, 전쟁을 이겨야 하겠고 전쟁을 이길려면 반드시 증
산을해야 하겠다. 그럼으로 부인노동력분담이 점점 증대하여지게 됨을따라 농산어촌(農山漁
村)에서 부녀들이 생산을 확충하기 위하여 여자동작업을 하게되였고, 따라 탁아보육소를 설
치하지않으면 않되게되였다.” (東原一雄, 「托兒所의 必要와 實際問題」, 『신시대』 1944.8. 
38면)

   “농촌 어린아이들의 불안, 위험, 고통등 비참한 경우 구제 보 호키 위하여 합리적으로 시설 
하는 것이 탁아소이며, 따라서 도회나 농산어촌의 생산증가 능률증진, 가게충실, 생활안정등 
실질적 경제원조가 되는 동시에 부모들의 어린아이에 대한 불안초조를 덜어주는 한편 일반 
가정부인들의 육아(育兒)나 위생이나 또는 가정생활에 대한 지식을 향상발달케 하는 중대한
사명과 임무가 있는 것이다.” (같은 글, 39면)

368) 소현숙, 「경계에 선 고아들-고아문제를 통해 본 일제시기 사회사업」, 『사회와 역사』73, 
2007, 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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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을 하는 것이 보람있시 생각 되었다.(8면)369)

 이왕 마음 먹고 나서는 바이면 제 개인이라는 것은, 설혹 어떠한 고통이 있드라도 죽여버
려야 한다. 이제부터는 개인으로서의 장현주는 말살하고 사업을 통하여서만 장현주를 살리
자 하고 현주는 몇 번이고 제 마음을 다지었다. (13면)

 영득이 경영자가 없어진 성애원에 20만원의 거금을 들여 경영권을 산 것이나, 현주
가 성애원의 경영을 맡기로 한 데에는 그다지 큰 고민이 없다. 「삼대」에서 형세가 고
민 끝에 북지행을 결정한 것과 달리, 이들은 별 고민 없이 ‘성애원’을 맡는다. 요양원
에서 병후 요양 중이던 현주는, 성애원을 맡을 결심을 하자마자 병원의 내과의사 주
성호를 만나 성애원의 의사가 되어줄 것을 청한다. 24세의 청년 장현주는 20만원이
나 되는 큰 사업을 맡는데도 주저함이 없다. 이는 자신이 맡을 그 일이 ‘국민 만들
기’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지니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놀고 먹을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나 ‘국민 만들기’ 같은 담론은 모든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일제 말기의 현
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담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현주의 내면을 보여주는 것이
다. 그의 고민은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중요성, 사업의 대상이나 경영 방법 등 사업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자신이 이 국가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같은 사회사업을 다루고 있지만, 이태준의  『청춘무성』의 주
인공 최득주의 고민과 현주의 고민은 그 성격이 다르다. 최득주는 ‘어떤’ 사업을 ‘어
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식민지 조선의 소외된 여
성 청년을 위한 공간이라는 재락원을 설립하기까지의 과정이 이태준 소설에서 중요한 
것과 달리, 정비석의 관심은 성애원의 일을 하는 현주에게 있다. 현주는 이미 ‘인적 
자원이 부족한’ 시국에 ‘국가적 견지’에서 의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청년의 당연한 
임무라는 시대의 논리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러한 ‘국가적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인을 죽이고 국가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헌신하는 ‘사업가’로서의 장현주
만 남아야 한다. 여기에는 신체제 청년들이 직역봉공과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나라에 
헌신해야 한다는 신체제 청년 담론이 작동한다. 직역봉공이나 멸사봉공 등의 ‘보국’ 
의식은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정신’을 강조하는 것이다. 조선까지 황민으로 인정

369) 정비석, 『청춘의 윤리』, 평민사, 1958. (1944년 초판 발행, 이 책은 7판임)
  앞으로 이 작품의 인용은 이 책에서 하며, 인용 말미에 면수만 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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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준 것에 대한 보답이 있어야 한다는 이러한 의식이 사회사업을 행하는 주체들에게
까지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천황제 파시즘의 윤리의식은 이 소설의 주인공들을 지
탱하는 힘이자 서사를 이끌어가는 원리가 된다. 
 실제로 신체제기에는 청년을 강조하는 담론이 많이 등장했다. 이들 청년들은 ‘군인’
이나 그 외 다른 인적자원으로 ‘동원’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1940년 7월 신체
제 수립 이후에 발간된 잡지 『신시대』는 창간호의 권두언에서부터 신시대의 청년이 
가져야 할 자질에 대해 논한다. 신시대의 청년은 시국을 제대로 인식하고 직역봉공해
야 한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진충보국(盡忠報國),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정신에 대한 
강조가 끊임없이 되풀이되면서 일제의 담론은 ‘신시대의 청년’이라는 명랑하고 건강
하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진 긍정적인 상을 만들어 나갔다. 특히 신
시대 청년의 제1 조건이 “멸사”임을 강조하면서, 일신의 안일을 바라거나 금전의 이
익, 지위나 명예 따위를 바라지 말고, 어떠한 불평도 하지 말고 “잠자코 직분을 지켜
서 한 방울이라도 더욱 땀을 흘리려하는 청년만이 오직 신체제의 황도청년”이라며, 
이런 청년이어야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 이광수의 논설370) 속 청년상이나 
“일본국민으로서 장래에 비약하랴면 현재의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역량이란 아직도 
발육기에 在하다는 것을 있지말자”라고 강조한 현영섭의 총후 청년에 대한 주장은 
이 소설 속의 청년상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  
 장현주나 최영득이 무리없이 사업을 받아들이는 것과 달리, 현주의 청을 받은 내과
의 주성호는 대학병원 내과 연구실에 들어가 학위를 받으려 하기 때문에 성애원에 갈 
수 없다고 한다. 그의 동생은 학병으로 뽑혀서 출정할 것이지만, 자신은 학위를 받고 
취직을 하겠다는 것이다. 주성호는 이런 점에서 이 소설 속 다른 인물들과 다르다. 
그는 「삼대」의 형세가 보여준 것처럼 체제 논리 속으로 바로 뛰어들지 못한다. 그에
게는 전체주의적 사고보다도 일단 개인으로서의 ‘자신’이 문제시된다. 물론 현주를 향
한 마음이나 성애원의 취지에 감동하여 대학병원 연구실과 성애원의 의사 생활을 병
행하지만, 그것은 현주를 향한 마음 때문이지 그 스스로 체제의 논리를 인정하였기 
때문은 아니다. 이 소설이 체제 협력적 소설이지만 그 나름의 현실성을 갖는 것은 바
로 이러한 성호의 성격 때문이다. 형세가 미례를 만나 어렵사리 북지행을 결정한 것
처럼, 성호 역시 출정하는 동생이나 열정적으로 자신의 일을 행하는 현주와의 관계 
등 번잡한 단계를 거쳐 생각을 바꾸고 체제 협력적 인물로 변해간다. 

370) 香山光郞, 「新時代의 倫理」, 『신시대』, 1941.1. 35~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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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득이나 현주가 성애원을 맡은 것은 체제 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했기 때문만은 아
니다. 이 사업의 국가적 필요성을 인식한 것 위에 청춘들의 ‘정열’이라는 감정을 더했
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 소설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감정은 ‘정열’이다. ‘정
열’은 “가슴속에서 맹렬하게 일어나는 적극적인 감정”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오성은 사적 감정으로 보이는 이 ‘정열’이라는 감정을 지
성과 연결하여 설명하면서, 정열이 없이는 아무리 지성을 가진 자라도 ‘행동’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情熱에는 두가지가 잇다. 하나는 個人的情熱이며 달은하나는 社會的情熱이다. 個人的인 情
熱은 各個人의 身邊生活에서 沈浮하는 情熱로 그各個人의 趣味, 性格, 職業等에 따라 各
異한 것이다. 이러한 個人的情熱을 우리는 問題삼을 必要는업다. 오직 우리에게 問題되는
것은 社會的 情熱이다. 한民族의 一員으로서 또는 人類의 一分子로서의 그民族, 또는 人類
의 運命에對하야 생겨지는 情熱! 이것이 지금 우리의 論題의中心이다. 이러한 社會的인 情
熱을 파토스라고한다.371) (밑줄 : 인용자)

      
 김오성은 개인적 정열보다 사회적 정열이 더욱 문제가 된다고 보았다. 원래 파토스
가 이성에 반대되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감정을 뜻하는 것인데, 김오성은 이성의 영
역 밖에 있는 감정 상태를 ‘사회적’ 정열로 정의한다. 왜냐하면 김오성이 보기에 사회
적 정열은 역사적 전환기에 민족(또는 인류)의 운명에 대한 ‘정열(격정)’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는 ‘지성 옹호’의 입장에서 ‘그 시대 사람들의 세계 또는 시대에 대한 태
도’인 시대적 정열372)을 살려 지성의 행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에서 ‘사
회적 정열’은 개인적인 감정을 사회로 확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비석이 이 소
설에서 그리는 ‘행동하는 청년’들은 이 ‘사회적 정열’을 가지고 행동하는, 시대적 정
열로 봤을 때 바람직한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시대적 정열”을 사회적으로 확대
시킨 이 “사회적 정열”은 결국 일제 말기에는 국책 담론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이들의 ‘열정’은 천황제 파시즘의 윤리의식과 만나 성애원 사업
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 이른다. 성호를 제외한 주요 인물들은 모두 정열적인 인

371) 김오성, 「情熱과 知性 - 知性問題의 새 側面」 2, 『조선일보』 1938.9.13.
372) ‘시대적 정열’이란 “가능적 현실을 실현화하려는 정열”, “전통과 습속을 초극하려는” “창

조적 정열”, “시대 또는 인류의 운명에 대한 예지적인 통찰을 위한” “예지적 정열”인데, 당
대는 이러한 “시대적 정열”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같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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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 묘사된다. 

“요컨댄 정열문제겠지요. 정열만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나더러 어느 편을 
취하겠느냐 하면 나는 정열없이 일우어진 성공보다는 열 있는 실패의 길을 골으겠습니다.”
하는 영득의 눈은 어글어글 타오르는듯 하였다. 
 영득이가 정열에 대해 이렇게 역설하는 것은 현주더러 이번 사업에 열을 가지고 투신해 
달라는 암시가 아닌가 하고 현주는 생각하였다. (23면, 강조 : 인용자)

 항상 정열을 가지고 일에 대할사. 모든 일을 입원자 본위로 처리할사. 절대로 사감(私感)
을 가지지 말사. 자기를 주장하지 말사. 언제나 마음을 명랑하게 가질사. 참된 사랑을 가지
고 대할사. 처벌주의를 버리고 감화주의로 나갈사. (33~34면, 강조 : 인용자)

 무슨 정열덩어리인 것 같이 제 속에 품은 생각을 조금도 꺼림 없이 쏘다 놓는 영옥을 바
라보고 있는 동안에 성호는 어떤 황홀감을 느끼었다. (76면) (…) 성호는 몇 번이고 영옥이
가 지금 내린 명령을 음미하는 동안에 청춘만이 가질 수 있는 대담과 향기를 거기에서 발
견한 듯하였다. 확실히 폭언 임에는 틀림 없었으나 폭언을 명령하는데 청춘의 정열과 기개
가 느껴졌다. (79면) 

 쾌남아 같은 인상의 영득은 정열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청년이다.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해 회의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정열만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믿고 
사업 문제도 사랑의 문제도 정열적으로 돌진한다. 의지가 강한 영득의 ‘정열’은 영리
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사업에 투신하여 대의를 위해 개인적인 ‘부’를 희생하는 헌신
적인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민주는 ‘정열’을 강조하는 최영득을 파시즘의 남
성성을 가장 전형화한 인물이라고 보았는데, 국가적 청춘의 주체에게 ‘정열’은 의지와 
의욕을 통한 헌신이라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373) 최영득의 영향으로 현주 또한 
“항상 정열을 가지고 일에 대할사”를 첫 번째 좌우명으로 삼고 성애원의 일을 맡아 
한다. 현주의 좌우명 중 ‘사감(私感)을 갖지 말 것’이나 ‘명랑한 마음’에 대한 것은 당
시의 체제 논리가 이들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체주
의적인 사업에 개인을 희생하고, 그 사업에 ‘명랑’하게 임해야 한다는 것은, 이들 청

373) 한민주, 『낭만의 테러-파시스트 문학과 유토피아적 충동』, 푸른사상사, 2008. 104~10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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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들이 이미 감정적으로도 통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파시즘은 청년들의 정열, ‘청
춘’이라는 속성을 적극 활용하여 그 담론을 전개해나갔다. 정열을 지닌 청년들만이, 
청춘의 시절에 대(大)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는 논리는 일종의 특권의식처럼 
인식되기 마련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의 영역까지 통제하려는 파시즘의 논리는 
같은 이상을 지닌 청년들 내에서는 무리 없이 수용되었다. 
 이들의 ‘정열’은 ‘청춘’과 연결된다. 성애원의 내과 선생으로 부임한 주성호를 짝사
랑하는 영옥은 성호에게 자신만을 바라보라고 ‘명령’을 한다. 하지만 성호는 이런 영
옥에게서 “청춘만이 가질 수 있는 대담과 향기”를 발견했다고 한다. 용감함, 대담함, 
정열은 ‘청춘’과 동의어가 되고, 거기에는 거부할 수 없는 추진력을 지닌 ‘힘’이 작동
한다. 성애원과 대학병원의 삶에 만족하던 성호였지만, 영득과 현주의 열정, 영옥의 
청춘에의 열정 등이 갖는 ‘활동력’에 감화된다. 이제 정열을 가진 청년은 “국가의 흥
망성쇠를 두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자, “동포의 새로운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할 의
무를 띈 사람”이라는 ‘청춘’으로 치환되며, 스스로가 그러한 거창한 의무를 가졌다는 
것에 쾌감을 느낀다. 「삼대」에서 형세가 북지의 개척자 영웅이 된 자신의 환상에 쾌
감을 느꼈던 것처럼, 성호 역시 자신이 국가를 위한 큰 임무를 가진 사람이라는 데에 
생각이 미치자 쾌감을 느낀다. 이것은 정비석과 같은 지식인 청년들이 “창백한 인텔
리”로 인식되었던 일제 말기의 청년에 대한 인식이 신체제라는 체제를 만나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났고, 자신의 ‘직분’에 대한 욕망과 청년의 열정이 결합했을 때 느
낄 수 있는 쾌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지(理知)로써 미처 꾸릴 새 없이 다
음다음 계속되는 거대한 사실의 폭발. 이러한 시대의 폭풍 밑에 종래 창백한 면모와 
연마된 이지로써 그 특징을 이루고 있는 지식계급은 어느 한편 구석으로 불려 들어가 
버렸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해소해 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유진오의 우려
처럼374), 성호와 같은 지식인 계층은 정열적 삶을 가질 수 있는 ‘일’을 갖지 못했었
다. 그런 지식인들에게 국가를 위한 큰 임무가 부여됐다는 생각에 이르자 자신의 가
치를 평가받은 것과 같은 기쁨을 느낀 것이다. 청년들 스스로의 정열적인 행동과 그 
실천력을 경험하고 난 후, 성호의 생각은 개인에서 국가로, 국가를 위해 싸우는 일선
의 병사들에게로 확대된다. 하나뿐인 목숨을 국가를 위해서는 가볍게 생각한다는 이

374) 유진오, 「지식인의 표정」, 『국민문학』 1942.3.
   유진오는 이 글에서 이러한 “창백한 인텔리”의 정신을 버리고, “생활태도의 적극화”를 꾀하

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아신문화 건설을 위해 조선의 지식인이 임무를 깨닫고 “씩씩한 재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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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멸사봉공의 정신은 청춘만의 특권으로 결정된다. 결국 ‘정열⊂청춘⊂국가’로 그 
위계가 정해지는 것이다. 이들이 성애원의 일에 정열을 갖고 임하는 것은 청춘을 낭
비하지 않는 일이 되며, 그것은 국가를 위한 일이 된다는 식이다. 직분의 논리, 멸사
봉공의 정신은 이렇게 청년을 통해 확대되고 결국 청년의 정열은 국가의 것으로 환원
된다. 
 현주가 성애원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산원의 일등실과 이등실 폐지, 자동차 구입, 
총무실의 입원실 전환, 무료 입원제도의 실시이며, 탁아소에서는 탁아비용을 낮추고 
목욕실을 짓고 정원과 악기를 구비하는 것이었다. 기존의 성애원이 일반적인 ‘사업 
주체’를 위한 사업인 것과 달리 현주의 성애원 개혁은 철저하게 ‘수용자(사용자) 중
심’이다. 이는 그 사업이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버리고 사업을 통해서 자신을 살리자고 한 다짐
대로 성애원을 이용자가 중심인 사회사업장으로 바꾼 것이다. 입원실의 등급을 없애
고 자신의 방도 입원실로 바꾸는 것이나 성애원의 이용료를 낮추는 것 등은 다양한 
계층의 더 많은 여성들이 산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배려이다. 이런 현주의 일련의 
활동은 개인의 감정은 버리고 사회적 정열만을 강조하는 것이다. 
 성애원의 개혁은 당시의 사회사업실태와도 무관하지 않다. 식민지 조선에 설치된 탁
아소는 아이가 있는 기혼여성들이 임금노동자가 되면서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
었다.375) 하지만 도시의 상설탁아소는 대부분 종교기관 또는 민간차원에서 설립되었
고 일제 당국이나 사회단체들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다가 여성들의 국고 지원 탁
아소 설치 요구가 거세지자 1938년에 와서야 공설탁아소 설치계획을 발표하였다.376) 
그러나 실제로는 운영금을 확보하지 못해 문을 닫는 사설 탁아소도 많았고, 자선사업
으로 시작했으나 사업가의 배만 불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런 
현실과 『청춘의 윤리』 속 성애원의 현실은 매우 다르다. 현주나 영득을 통해 강조되
듯이, 이곳은 국가적 사업을 위한 청년들의 정열이 만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이다. 사

375) 일제는 탁아소 등의 인보사업을 시행했는데 이는 인도주의 정신의 발로라기보다는 사회안
정과 질서유지를 위해서였다. 즉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의 갈등을 방지하고, 버려지는 아이
나 부랑자를 구제하여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한편 사회안정을 추구하는 등 식민 통치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일종의 규율 권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윤진, 「일제 식민
지 탁아사업을 통해 본 국가의 여성관」, 『아시아여성연구』42, 2003. ; 한귀영, 「‘근대적 사
회사업’과 권력의 시선」, 김진균·정근식 편저,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문화과학사, 
1997.)  

376) 이윤진, 앞의 글, 315~3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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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 자체의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일단 사회사업을 해 나가는 인적 자원의 필요성
에 대한 당국의 강조가 현실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이상적’ 사회사업장을 구현하
게 만든 것이다.    
 현주의 성애원 개혁과 헌신은 “사십명두 채 못 수용허던 것을 칠십여명 수용” 가능
한 공간으로 바꾸었다. 무료 이용이나 이용료 인하 등의 이용자 중심 정책으로 3천원
의 적자를 보았지만 영득은 개의치 않는다. 오히려 물자 조달이 쉽지 않아서 힘들 뿐
이지, 돈이 탐나서 시작한 사업은 아니니 현주가 할 수 있는 대로 해 보라고 격려하
며, 출판업으로 버는 돈을 모두 성애원에 투자한다. 그는 성애원에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제공하려 하며, 그로 인해 생기는 자본금의 손실 따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다. 이는 사업의 목적을 영리에 두지 않았다는 청년사업가의 정열과 현주를 믿고 사
랑하는 마음이라는 사적인 감정과 공적인 감정 모두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연대책임
적 의무감으로 현주나 영득은 배급난 물자난 등에 굴하지 않고 ‘명랑함’으로 극복하
며 성애원을 지킨다. 
 이 사업에서 현주의 사적 영역은 철저하게 사라진다. 성애원의 총무로 가지고 있던 
자신의 공간도 입원실로 내주고 자신은 탁아소에서 숙식을 해결한다. 정비석은 현주
에게서 사적 영역뿐 아니라 사적인 감정까지도 배제시키고 탁아소 아이들의 어머니로
서의 역할만을 강조하여 보여준다. 현주와 성호를 둘러싼 영옥과 영득의 애정 갈등이 
다른 연애담과 달리 큰 오해나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성호가 문제
적인 것은 사회적 열정의 문제에 별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현주나 영득과 달리, 그가 
여전히 ‘개인’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영득, 현주, 영옥의 정열에 감동되어 대의를 생
각해 본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게는 사람의 개인적 감정의 ‘순수함’역시 중요한 것임
을 강조된다. 현주가 사업을 위해서 여자로서의 삶을 버리고 탁아소의 ‘어머니’로서의 
삶을 갈등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오히려 감정에 솔직하지 못한 것이라는 성호의 지적
은 체제 논리의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현주는 자신의 사랑에 대
한 감정을 모성애로 또 성애원에 대한 애정으로 대체한다. 친구이자 성애원 의사인 
혜순이 출산 역시 나라에 대한 “가장 큰 봉공”이라고 여기며, 자기 힘의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설 속
의 여성 인물들은 균열 없는 체제의 논리 그 자체를 보여준다. 
 ‘정열’과 ‘청춘’의 영역을 지나 이들처럼 체제의 청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가’
의 영역을 통과해야 한다. 성호의 각성에는 동생 주성준의 출정이 계기가 된다.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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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목전에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저렇게 마음의 여유를 보이”는 성준의 모습은 현주
나 성호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성준은 “그럼 가겠습니다-라는 말은 싸움에 이기기 
전에는 살아서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하는말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되는 태도를 보
였기 때문에, 이 출정 군인의 모습은 ‘국가’를 위해 목숨까지도 먼지처럼 생각하는 멸
사봉공의 국가윤리를 더욱 강하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를 통해 성호는 
주임 교수를 따라 일선의 야전병원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다. 

 “갈 생각입니다. 동생이 출정한 후로는 나만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마음에 꺼리
껴서…… 총검을 들구 전장에는 못나가도 내가 할수있는 일루 다소라두 우리민족에 보람있
는 이리 없을까 하고 생각하던 차에 마침 그 얘기가 났기에 가겠다구 대답했습니다.” (…)
 “연구는 아깝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별루 아깝다구도 생각지 않습니다. 박사 칭호를 얻었
거나 말았거나 실질적인 점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니까요!” (283~284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한다는 일제 말기의 직분론은 여기에서도 강조된다. 
군인으로 출정하는 동생을 통해 “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
낀 성호는 ‘의학박사’라는 자기 본위의 생활에서 벗어나 남이나 국가 혹은 민족을 위
해 자신의 일을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생을 바꾸기로 결심한다. 개인적인 감정
들이 모두 사회적으로 치환되는 것이다. 사실 1940년대 초반, 매일신보사의 기자였던 
정비석은 창작 권유를 받고 이 소설을 썼다고 한다.377) 언론인 정비석에게는 전쟁이 
장기화되고 조선인도 지원병으로 나가게 된 현실과 그에 대한 조선인 청년들의 두려
움과 불만 등을 잠잠하게 할 임무가 있었던 것이다. 이를 위해 천천히 국가적 대의를 
위해 달려가는 성호라는 인물이 필요했던 것이다. 성호가 희생정신과 국가적 대의를 
익히는 과정이 이 소설을 읽는 독자에게도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야
전병원으로 갈 결심을 한 성호에게 필요한 것은 ‘희생정신’이다. 

377) “정비석에 의하면, 매일신보사에서 간행된 『청춘의 윤리』는 1941년 초 당시 출판부장 양
재기의 권유에 의해 창작한 것이라고 한다.(정비석, 『나비야 청산가자』, 신원문화사, 1988, 
190면). 이 작품을 쓸 무렵, 정비석은 매일신보의 신문기자로 있었다. 그에 의하면, ‘41년 
가을로 접어들자 시국은 더욱 험악해져서 조선 청년들을 지원병이라는 명목으로 무수히 뽑
아갔’으며, 자신은 ‘그냥 놀고 있다가는 징용으로 뽑혀나갈 우려가 농후하기에 매일신보에 
기자로 입사했다’(188면)고 한다.” (안미영, 「정비석의 대중소설에 나타난 ‘윤리’ 고찰」, 『개
신어문연구』 21, 2004. 432면, 각주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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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희생정신입니다. 오늘에 시작된 일은 아니지만 군대에는 희생정신이 철저해서 ‘나’
라는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데, 우리 머리에는 ‘나’만이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까 우리 머리에서 ‘나’라는 관념을 쫓아 내기 전에는 우리는 시대의 낙오자가 되구 말 것입
니다. 산 송장이 되구 말것입니다.” (251면)

 “죽을 각오를 한다는 것은 여간한 수양으로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나’ 아닌 ‘남’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그렇지만 ‘나’ 아닌 ‘남’을 위해 죽는다는 것이 결코 ‘남’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도 위한다는 뜻이 되겠지요.” (252면)

 “요컨댄 지금 이야말로 우리는 온갖 거짓의 탈을 벗어버리고 적라라한 알몸둥이로 돌아가
야 할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53면)

 이 인용이 실린 장의 제목은 ‘이론을 초월한 감정’이다. 성호나 당시 조선의 청년들
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이론을 초월한’ 대 사회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조선인도 지원병으로 나가는 현실에서 정비석은 성호와 현주라는 
건실한 청춘의 입을 통해 국가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정신을 가져야 함을 강조한다. 
야전병원행을 결정한 후에도 현주에 대한 미련이나 ‘문화의 중심지’를 두고 떠나는 
것을 주저하던 성호는 결국 “주검을 두려워하는 기색도, 삶에 대한 애착도 전혀 적혀 
있지” 않은 성준의 편지를 받고서야 최종 결정을 한다. 그 편지의 “담백한 심리”에서 
도리어 “청춘의 가장 아름다움”을 느끼고 반대로 “초라하기 짝없”는 자신을 느꼈기 
때문이다. 야전병원에서야 성호는 “엄숙한 현실”을 만나고, “민족을 사랑하는 누구나
가 걸어 가야할” “새로운 길”을 걷게 된다. 영옥 역시 성호의 편지를 받고 애전병원
의 일을 맡기 위해 떠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애원’은 자본과 사업에 대한 개인적 신념, 인적 자원 확
충과 관련된 국가의 요구가 완벽하게 일치한 공간이다. 성애원에서의 갈등은 청춘들
의 연애와 관련된 문제일 뿐, 그것은 성애원의 유지와 경영에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
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물론 성호와 같이 개인적 감정을 국가적으로 치환하
는 여러 과정을 거치기도 하지만, 결국 개인의 감정과 청춘의 고민은 사회적인 활동 
속에 포섭되어 무화되고, 청춘의 삶의 목표는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귀결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성애원 역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공간이다. 조금의 모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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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고 열정과 의지, 의욕으로 가득한 공간은 존재할 수 없다. 이는 ‘매일신
보’사의 기자라는 언론인 정비석의 위치나, 「삼대」 이후로 현실의 흐름을 좇기로 한 
형세 즉 작가 정비석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임화가 당대 청년들의 독서
에 대한 생각에서 밝혔듯이,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은 소설책이었다. 일단 
담론이 소설화되었을 때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다. 정비석은 하고 싶
은 일보다는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자신을 버리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라는 일제 말기
의 청년담론을 개인적 감정을 사회적 정열로 치환하여 ‘국가를 위한 청춘’으로 귀속
되는 청년들을 통해 보여주었다. 정비석은 시대의 흐름이나 사회적 의제에는 민감했
지만 자기의 시대에 응전할 수 있는 시대정신은 갖추지 못했다. 
 김동리와 정비석의 차이가 이것이다. 김환태는 작가들은 개개의 생활을 그 의미와 
위치와 다른 개인의 생활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하고 드러내는 ‘응시력(凝視力)’이 필
요하다고 강조하였다.378) 그는 김동리가 생활 속에서 산 사상을 캐내려는 노력과 응
시력을 보인 반면, 정비석의 소설에는 응시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는데, 이것은 이 
두 걸출한 신세대 작가가 시대에 대한 응전이 가능한 정신을 가졌는가 갖지 못했는가
로 바꿔 읽을 수도 있다. 김동리가 존재론적인 의미를 가지는 문제인 ‘생명과 개성의 
구경’, ‘인간성의 옹호’라는 신세대의 정신을 제시한 것은 앞 세대의 정신이 외부로부
터 유입되었고 사회적 흐름에 따라 꺾일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목도했기 때문이다. 
그는 존재론적인 물음이 바탕이 된 신세대의 정신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현실에 부딪
히면서도 오히려 부딪히고 단련되어 가는 정신을 가진 청년 세대의 표상을 보여주었
다. 이런 존재론적인 물음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일제 말기를 침묵하며 보냈
고 협력을 요구하는 시대적 분위기에도 휩쓸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에 청
년들의 존재론적인 물음과 이렇게 시대에 ‘맞서는’ 정신을 명확하게 갖지 못한 신세
대 작가 정비석의 한계는 체제의 담론으로 포섭되는 청년을 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국민으로서의 청년’의 표상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 역시 시대적인 
한계였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비석에게는 김동리와 같은 존재론적인 물음이 바
탕이 된 ‘정신’이 없었다. 부단히 고민하고 방황하는 자아는 존재했지만, 그의 시대적 
삶의 모습에 대한 고민은 결국 ‘오늘 이기는 것이 선’이라는 순응적 모습을 묵인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이것은 체제 순응적 혹은 협력적인 소설 창작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다.  

378) 김환태, 「主題의 選擇과 凝視」, 『문장』 19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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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1930년대 중반, 카프의 해산 이후부터 해방 이전까지의 일제 말기를 대
상으로 이 시기 소설에 나타나는 청년의 표상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청년’
은 그들이 놓이는 시대적 특성과 그들을 호명하는 주체의 특징에 의해 새로운 의미로 
규정되는, ‘미정형’의 성격을 지닌 세대이다. 청년은 근대 초기부터 끊임없이 호명되
어 온 근대적 주체였지만, 일제 말기 이전까지의 청년이 조선이라는 ‘민족’의 주체라
는 성격이 강한 사회와 민족의 선구자로 자미래김되었던 것과 달리, 일제 말기의 청
년은 ‘민족’의 주체인 동시에 일제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 놓였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일전쟁에서 태평양전쟁으로 전쟁이 확대되던 전시체제기라는 일제 말기는 일종의 
과도기적 특징을 지닌다. 일제는 조선을 강점했던 초기부터 식민지인들을 황민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전쟁이 장기화되고 확대되면서 일제는 
‘충량한 신민’으로 구성된 ‘군인’을 더욱 많이 필요로 하였고, 결국 조선의 청년들 역
시 ‘군인’이 되어야만 했다. 체제에 대한 반감이 없이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청년들이 필요했던 일제는 청년들을 국가적으로 ‘연성(鍊成)’하기 위해 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조직을 만들고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다. 미디어를 통해서도 각종 
청년 담론을 제시하면서 개인으로서의 청년이 아닌 국가를 위한 청년을 양성하려 했
다. 일제는 조선어를 말살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생활의 각 방면과 언론까지 통제하면
서 전체주의를 강조했었다. 그렇지만 조선인들은 여전히 교양론, 지성론, 세대론 등을 
통해 민족 주체로서의 청년을 강조하는 담론을 제시했다. 일제 말기의 청년은 이러한 
담론 장을 바탕으로 호명되었으며, 특히 기성세대들의 새시대에 대한 열망을 담은 존
재로 그 성격이 규정되었다. 본고는 이에 초점을 맞추어서 일제 말기라는 과도기적 
시대 상황에서 중층적 정체성을 지니는 청년들이 문학 작품에서 어떤 표상을 가지고 
나타나는가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일제 말기의 소설 속에 나타난 청년의 표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표상이 놓이는 
담론적인 상황을 검토해야만 한다. 일제 말기는 ‘전형기’라고도 불렸는데, 이 시기에
는 카프 해산 이후의 다양한 이념과 가치들이 각축을 벌였다. 경향문학의 퇴조 이후 
지식인들은 이 이념의 공백기를 메우기 위한 다양한 헤게모니의 쟁투를 벌였다. 각각
의 헤게모니들은 특히 ‘청년’이라는 기표를 두고 쟁투를 벌였는데, 이는 어떤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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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드느냐에 따라 미래의 성격이 규정되기 때문이다. 구카프 계열이나 경향사상을 
지니고 있었던 기성세대 문인들은 국가가 주도하는 청년 연성 담론과 동원 담론에 맞
서 청년이 그들만의 ‘시대정신’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편에서는 서양의 몰
락에 대한 대항 담론으로 제출된,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동양론’에 맞선 조선 고유의 
동양론을 제기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당시 일제의 동양론 혹은 대동아론은 일본을 중
심으로 한 하나의 동양을 제시하면서 조선을 비롯한 동아 각국의 문화를 인정하는 다
원론적인 사상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조선 역시 일본의 지방 중 하나로 위치짓고 조
선의 문화와 지리, 역사 등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러한 동양론과 달리, 조선
적 특수성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그것을 보편주의적 시각에서 세계의 여러 문화 중 
하나로 보는 세계주의적 시각이나 반대로 조선의 독자적인 것을 강조하는 정신주의적 
흐름도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문화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담론 외에도, 일제가 제시하는 청년 담론도 있다. 일제
는 청년을 노무력이나 국방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강’과 ‘명랑’을 강조하는 청년
담론을 제시했다.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명랑한 청년들은 국가의 이상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이에 순종하는 청년들을 의미했다. 세계 제2차 대전에서 두각
을 드러냈던 독일의 파시즘과 함께 일제의 천황제 파시즘 역시 청년들의 ‘열정’과 ‘훈
련’과 관련된 담론은 유행처럼 번졌다. 일제가 아무리 청년훈련소나 청년단, 명랑 담
론 등을 강조했지만, 실제 식민지 조선의 청년들은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
았다. 일제는 ‘건강’하지 못하고 ‘명랑’하지도 못한 허무주의자 청년들을 비판했고, 이
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은 
쉽게 취직할 수도 없었고, 노동자 청년들이라 하더라도 먹고 살 정도로 충분히 돈을 
벌기는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도 청년들은 쉬는 시간에는 부역을 하거나 청년단의 
훈련을 받았고, 후에는 지원병, 징용 등으로 전쟁에 동원될 수밖에 없었다. 미래가 보
이지 않는 생활은 “현대청년은 니힐리스트”(김남천, 『사랑의 수족관』)라는 표현을 정
당화하는 것으로 보였다. 일제 말기의 청년 세대는 스스로를 니힐리스트라고 여겼으
며, 현실이나 미래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황민화 교육 
세대인 일제 말기의 청년들은 문화적 정체성인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
성인 황국의 신민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제 말기의 이념적 공백기를 메우기 위한 헤게모니의 쟁
투 양상은 당시 ‘청년’ 표상의 지형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본고는 이 지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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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일제 말기의 작가들이 청년을 어떻게 표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Ⅱ장에서
는 기성세대 문인인 김남천과 유진오의 일제 말기 소설에 나타난 청년 표상을 살펴보
았다. 김남천과 유진오는 그 성격은 달랐지만 모두 사회주의 사상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았던 작가이다. 이들의 일제 말기 소설 중 청년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에서는 앞 시
대의 사회주의 사상이 당대 청년들에게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온
다. 이들의 소설에는 사회주의 사상의 쇠퇴 이후 정신적 지향점을 잃은 세대의 현실
이 드러난다. 사회주의 사상은 쇠퇴했지만 그것은 동생 세대인 청년들에게 어느 정도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의 소설에서는 앞 세대의 사회주의 사상과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그 영향을 토대로 청년들이 처한 시대에 맞는 시대정신을 모색
하는 청년 주인공들이 등장한다. 
 김남천은 일제 말기, 발자크 연구를 통해 당대 현실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관찰하
고 이를 묘사하는 방법을 통해 일제 말기 사회 현실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제시한
다. 김남천의 「길우에서」나 『사랑의 수족관』 등의 소설에서는 ‘토목기술자’가 주인공
이다. 이 토목기술자 청년들은 과학 기술이 갖는 가치중립성이 새로운 시대의 보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맡은 일 외에는 눈을 돌리지 않으려고 한다. 이들에
게 과학기술은 인류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나 현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라는 점에
서 보편성과 가치중립성을 띤 것으로 인식되었다. 소설 속에서 과학기술자 청년들은 
과학기술의 객관성과 인도주의의 주관성을 비교하며 과학기술을 현대의 가치들 중 우
선순위에 놓는다. 그러나 일제 말기의 과학기술은 일제의 과학 장(場)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 근대 과학은 전쟁의 확산으로 큰 발전을 이룬 것이었고, 전
시체제기의 일제 말기 역시 과학기술은 제국의 사회적 장에 독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아무리 토목기술자 청년들이 눈을 외부로 돌리지 않고 일에만 몰두하려고 
위장하는 노력을 계속해도, 이들은 자신이 결국 제국의 지배를 확장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는 한 주체일 뿐임을 깨닫게 된다. 『낭비』에서는 사회적 장을 벗어날 수 없는 
과학기술 대신에 인류 보편적인 심미성과 감수성을 논하는 문학을 연구하는 청년 학
도가 등장한다. 이관형은 영국과 미국 어느 곳에도 정주하지 못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리주의 문학을 완성한 헨리 제임스의 문학을 그 시대적 배경과 연관해서 고찰하는 
논문을 쓰고 있다. 그렇지만 영국과 미국의 관계(과거 식민지였으나 독립국가가 되었
음)나 사회문화나 정치적 상황을 토대로 문학작품을 고찰하려 했던 이관형의 의도는 
제국대학의 교수들에게 거부되고, 결국 그의 논문은 통과되지 못한다. 이관형의 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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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에 대한 연구는 제국대학의 교수들에게는 제국의 문학 장 내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세계문학 역시 식민-피식민 사회의 현실과 분리되어 그것만
의 가치를 논할 수 없는 일제라는 테두리 안에 놓인 문학 장의 한계에 부딪히는 청
년의 모습은, 가치중립적으로 보이는 ‘학문’ 연구에 대한 열정도 식민지 조선의 청년
들이 당대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가치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학문 
연구 역시 사회의 자본으로 여겨지던 현실을 보여준다. 김광호나 이관형으로 대표되
는 일제 말기의 회의주의적 청년들은 전시체제기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수용하지는 않
았지만 적극적으로 거부하지도 않았다. 이들은 유행과도 같은 파시즘을 거부하는 듯
한 포즈를 취하거나 자신의 의도를 위장하는 등 포즈를 통한 소극적인 저항의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경영」과 「맥」 연작에서는 소극적인 저항이 결국 무력감으로 나타나는 현
실을 보여준다. 이 연작에는 일제 말기의 가치 추구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청년이 등
장하는데, 앞에서 살펴 본 소설들의 중심 인물이 청년 남성이었다면, 이 연작에서는 
청년 여성인 최무경이 중심이 된다. 최무경은 당시 국내외의 정세나 철학 등에 어떠
한 관심도 없이, 애인 오시형의 보석을 위해 직업을 갖고 그와 함께하는 생활을 꿈꾸
었던 청년이다. 이 시기의 잡지에는 청년들이 정치나 사회 현실에 무관심한 점을 비
판하는 글이 많이 실리는데, 최무경은 그런 비판을 받는 일반적인 청년들 중 하나라
고 할 수 있다. 남자친구를 위해 자신의 삶을 경영했던 최무경은, 보석 후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전향한 오시형의 선택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점차 주체적인 
청년으로 변화한다. 최무경은 야마도 아파트와 여사무원인 자신이 아닌 자본과 권력
을 지닌 아버지와 그가 권하는 약혼자를 택한 오시형을 뛰어넘겠다는 의도로 오시형
의 전향 과정을 공부한다. 이때 최무경을 돕는 인물이 『낭비』의 이관형이다. 현실에 
대해 비판적인 회의론자에 허무주의자가 된 이관형은 최무경이 오시형의 전향론과 동
양론, 다원주의 사관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최무경은 이관형과 오시형 모두
의 견해에 거리를 두고 그 두 가지를 나름대로 비교하고 판단하며 이후 자신의 삶을 
경영할 방법을 모색한다. 최무경의 사회에 대한 거리두기는 보리에 대한 아포리즘에 
잘 나타난다. 그는 한 알의 보리가 갈려 빵이 될 것인가, 그대로 땅에 묻혀 꽃을 피
울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일단 ‘갈려서 빵이 되는’ 현실을 보류하고 유예하는 쪽
을 택한다. 기다리는 동안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희망과 동시에 현실을 관
망하려는 회의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최무경에게서는 결국 식민지 조선의 청년에게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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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이과 명랑한 전망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읽을 수 있다. 결국 김남천의 
소설에서는 미래에 대한 전망조차 보류하며 현실과 거리를 두려는 회의주의적 청년 
표상을 찾아볼 수 있었다.
 유진오는 일제 말기에 『수난의 기록』과 『화상보』의 두 편의 장편을 썼다. 이 두 편
의 소설에는 개인보다 보편적인 전체를 강조했던 사회주의 사상이 놓치고 있었던 ‘개
인’으로서의 청년의 욕망에 집중한다. 유진오는 사회주의 사상에 공명하면서도 카프 
등 사회주의 단체와는 거리를 두고 활동했던 작가였다. 유진오의 소설에는 이러한 그
의 성향을 지닌 지식인 청년이 등장한다. 특히 소설 속의 청년들은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인물들이 주인공인 지식인 청년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 나온다. 
이는 일제 말기의 청년들이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전 세대의 보편적 흐름에서 무관한 
새로운 인간형으로 등장할 수 없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유진오 소설 
속의 일제 말기 청년들은 전대의 보편적 사상이었던 사회주의와 청년들이 영향을 받
으면서도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현실과 그 과정, 나아가 그 영향 하에서 새로운 가
치를 추구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수난의 기록』은 김세민이라는 청년의 연애가 수난을 겪는 기록으로 읽힐 수 있을 
정도로, 김세민의 연애담이 주요 서사이다. 그렇지만 이 소설은 사회주의자 청년들이 
사상보다 생활을 선택하는 것 혹은 사상의 패퇴 이후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병에 걸
리고 죽는 과정을 통해 ‘사상활동의 수난’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
해 작가 유진오가 일제 말기라는 시기를 사상의 전환기 혹은 과도기로 인식하고 있었
으며 과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지성을 지닌 청년 김세민이라는 ‘개인’의 현실 자각 
과정을 통해 과도기 이후의 청년상을 모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김세민은 대학의 
연구실에 남아 표면적으로는 리카도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조선 농민을 
위한 조선농업경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다소 급진적인 사상을 가졌던 김세
민이었지만, 막상 고상 교수라는 취직 제안을 받자 그는 거의 끝나가던 개인적인 연
구보다도 취직을 위한 리카도 연구에 열의를 보이기도 한다. 생활과 신념의 문제 사
이에서 갈등하던 김세민은 연애에도 취직에도 연구에도 실패하고 만다. 그렇지만 그
는 당대 청년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청춘의 모든 과정– 학업, 향락과 퇴폐, 허무주
의, 폐병, 이별 등-을 거치고 난 후, 비로소 김세민 ‘개인’으로 서게 된다. 『수난의 
기록』은 청년들이 민족이나 사상 등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했던 세대가 
수난을 겪는 과정을 통해 수난 이후의 청년들은 ‘개인’에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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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립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화상보』는 『수난의 기록』 이후의 청년들의 삶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은 당시 조선인 과학자를 모델로 한 소설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에 매진하는 
장시영을 통해 자연과학의 객관성과 보편성의 새로운 시대정신으로서의 가능성을 탐
색하였다. 이는 전 사회주의자인 친구 송기섭의 말처럼, ‘자연과학’이기 때문에 가능
한 것이기도 했다. 학문의 연구는 물론 학자가 속한 국가의 지적 자본이 되는 것이지
만, 자연과학 분야 특히 시영의 식물학은 다른 과학분야에 비해 가치중립성과 보편성
을 가졌다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수원고농 중퇴인 장시영이 학자
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의 연구물이 수원고농과 제국대학의 일본인 교수를 거쳐야만 
했다. 이 과정을 모두 참아내면서, 오로지 자신의 연구에만 매진한 결과 장시영은 제
국의 학계에 들어갈 수 있었다. 반면, 재능은 있지만 그 재능이 주는 허영심에 빠졌
던 음악가 김경아는 결국 ‘동양의 꾀꼬리’에서 ‘레코드 가수’로 전락하고 만다. 여기
에서 음악이 갖고 있는 정신, 자연과학이 갖고 있는 정신 등 그것이 놓인 사회적 장
보다도 음악이나 연구 그 자체의 ‘정신’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 자만이 폭압적 현실
을 이길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투철한 정신력을 갖춘 청년 표상이 제시된다. 이
것은 송기섭의 ‘제로의 가치’론으로 연결된다. 마이너스뿐인 사회에서, 큰 플러스를 
기대할 수는 없으니 작은 플러스로라도 제로를 만들며 사는 것의 어려움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 ‘제로의 가치’는 일제 말기의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은 아닐지라도 
현실 수리(受理)와는 거리를 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사회주의 패퇴 이후 발견한 
‘개인’이 제로의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소극적인 응전에서 결
국 시대적 흐름을 묵인하고 그것에 따라가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유진오가 일
제 말기 체제에 협력적인 태도를 보인 것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Ⅲ장에서는 이효석과 이태준의 소설에 나타난 청년 표상을 살펴보았다. 이효석과 이
태준의 소설에는 이상주의적인 지향을 지니고 있는 청년들이 등장한다. 특히 이 이상
주의적 청년의 중요한 자질은 ‘교양’이다. 일제 말기에는 ‘교양’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이때까지 ‘교양’이라고 하던 것들이 대부분 서구의 문화적 소산인 음악·미술·문학 등 
예술 영역을 일컫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1930년대 이후, 세계가 전황에 휩싸이면서 
서구의 몰락에 대한 담론과 더불어 그 대항으로서의 동양 담론이 대두되었고, 특히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대동아에 담론이 등장했다. 이때 일본을 중심
으로 한 동양 담론에서는 ‘구라파적 교양’ 역시 몰락하는 서구와 함께 재고되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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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개념이 되었다. 더군다나 이 시기의 ‘교양’은 그 자체로 부르주아의 문화, 서구 
자본주의 문화의 속물성과 엘리트주의를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교양 본래의 
목적인 인간 정신의 계발과 인간성 옹호보다는 속물적 특성을 보여주는 문화자본처럼 
인식되었다. 게다가 전시체제기에 들어서면서 교양 역시 ‘시국적 교양’이라는 이름 하
에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체화할 수 있는 것으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시기, 이효석과 
이태준은 교양 본래의 목적에 초점을 맞춘, ‘구라파적 교양’의 원형을 잘 지니고 있는 
청년들을 통해 당시의 동양과 서양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이상을 추구하는 청
년 표상을 보여주었다. 
 이효석은 『화분』과 『벽공무한』에서 교양으로서의 ‘음악’의 가치를 탐구한다. 『화분』
은 육체의 세계에 있던 청년들이 음악이라는 교양과 만난 후, 아름다움을 인간의 육
체가 아닌 정신에서 찾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일제 말기의 허무주의나 퇴폐, 딜레
탕티즘 등으로 변질되던 교양의 속물성을 비판한 것인 동시에,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교양을 함양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청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기도 하다. 특히 음악가 영훈을 통해 서양과 동양의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미의식’을 자극하는 구라파적 교양이란 인류 보편적인 감성을 보여줄 수 있
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코스모폴리탄의 보편주의 이상을 지닌 청년 표상을 제시하였
다. 『화분』의 이러한 노력은 『벽공무한』에서는 유럽으로 갈 수 없는 일제 말기의 상
황에서 하얼빈에서 다시 조선으로 회귀, 조선에서도 코스모폴리탄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이상을 제시한다. 이는 문화사업가 천일마의 성공과 교양에는 무관심하던 
유만해의 실패와 대비되고, 현실에서는 주변인에 그쳤던 여성들이 힘을 합해 ‘녹성음
악원’을 발족하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새로운 문화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교
양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통해, 당대의 서양과 동양의 이분법으로는 재생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던 구라파적 교양의 부활과 부흥을 꿈꾸는 이상주의적 면모가 드러난다. 
 이처럼 이효석의 코스모폴리탄적 이상은 주로 장편소설에서 나타났다. 일제 말기에 
이효석은 일본어 소설을 몇 편 썼는데, 여기에서는 코스모폴리탄적 이상이 특히 ‘환
복(換服)’ 모티프를 통해 드러난다. 기왕의 이효석의 일본어 소설 연구에서는 조선인
과 일본인이 옷을 바꿔입는다거나 조선인과 일본인의 결혼 문제 등을 ‘내선일체’의 
실현과 관련된 체제 협력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효석의 일본어 
소설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들은 체제 협력의 시선이 아닌, 그의 보편주의적 지향
의 연장선상에서 살펴 볼 수 있는 문제들이다. 이효석은 일제 말기의 소설에서 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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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옷을 바꿔입는 장면을 여러 차례 등장시키는데, 이것은 일종의 역 모방, 즉 일
종의 모방의 전유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피식민자인 조선인이 신분적 불합리성을 
감추기 위해 이름을 바꾸거나 옷을 바꿔 입는 일이 많았을 텐데, 이효석의 일본어 소
설에서는 오히려 일본인이 조선인의 옷으로 바꿔 입고 조선옷의 아름다움을 칭찬하거
나, 그것을 바라보는 조선인도 새삼 조선미를 발견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에서 보다 자유로운 청년들의 옷 바꿔입는 모티프를 통해 보자면, 소설 속 
청년들은 옷을 바꿔입는다고 내선일체가 가능해지고, 피를 나눠 갖는다고 내선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옷을 바꿔 입어도 피를 나눠 가져도 그 사람의 속성은 변하지 않
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오히려 조선의 
것이 더욱 아름답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있는 힘껏 지켜내는 노력이 필요하
다는 것(『은은한 빛』)을 일본어 소설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보편주의적이고 코스모폴
리탄적 성향을 보이지만, 실상 이 청년들은 다시 발견한 조선의 미를 알아볼 줄 아는 
심미안을 지닌 청년들이며, 이들은 대부분 상당한 수준의 구라파적 교양을 함양한 청
년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효석의 일본어 소설 속 청년들은 구라파적 교양
을 함양하고,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할 줄 알며, 당대의 이분법적 세계관을 보편주
의적 세계관으로 치환할 줄 아는 이상적인 청년이라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태준은 일제 말기에는 거의 매 해 한 편씩 연재소설을 썼는데, 이 연재소설은 대
부분 연애담과 사회적 활동이 결합된 서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태준의 연재소설에서
는 주로 청년 여성이 초점인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상적인 사업을 제안하고 그것
의 주체가 되는 청년들은 대부분 여성들로, 주인공 남성과 상호 도움을 받으면서 이
상적 사업을 실현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 『청춘무성』에서는 사회사업 기관인 ‘재락
원’을 만드는 청년 최득주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최득주는 현실보다도 정신
세계에만 집중했던 원치원에게 근대 사회의 ‘자본’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 현
실을 깨닫게 해주고, 후에는 원치원의 사업에 종자돈을 대주면서 그를 돕는다. 원치
원 역시 최득주에게 사회에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려주고, 최득주의 삶을 
건전한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돕는다. 이태준은 이 소설에서 이상적인 공동체를 
욕망하고 실현에 옮기는 주체를 청년 여성으로 설정하여, 남성 주체를 통해 표현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가구(假構)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곳에 
이상적 공동체를 건설하는 노력을 하는 실천적 주체들은 모두 교양을 지닌 지식인 청
년들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구라파적 교양을 통해 스스로의 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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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발해 나갔기 때문에 주변의 인물들이나 사회의 필요를 간취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식민지적 공공성’이 작용하는데, 시국적 요구와도 일치하는 사회사업을 실천해나가는 
모습 속에 식민지 조선의 소외된 청년들의 지적 욕구나 교양 함의를 위한 요소들을 
집어넣었다. 게다가 근대 자본의 속악함과 대비되는 ‘건전한 소비’의 측면을 원치원을 
통해 보여주면서, 개인의 안위를 위한 소비나 국가적 필요에 의한 소비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가 식민지 조선의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이태준 역시 이효석처럼 교양을 강조하면서도, 이효석과는 다른 방식으로 동양과 서
양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였다. 이태준은 등단 초기부터 동양화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
서, ‘반(反)관변 동양주의’적 사고를 개진했는데, 이러한 흐름은 일제 말기까지 지속되
었다. 일제 말기에 이르면 이태준은 ‘동양’에서도 조선적 특수성에 집중한다. 일제가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양론을 제기하였을 때, 이태준은 지방으로서의 조선이 아니라, 
조선인의 내부에 있는 조선민족이 가질 수 있는 조선의 동양주의에 집중한 것이다. 
이는 일제 말기에 나온 그의 수필집 『무서록』이나 일제 말기의 사소설적 경향을 보
이는 단편소설뿐 아니라 연재소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무서록』과 함께 「석
양」과 『별은 창마다』를 읽어 보면, 이태준이 ‘동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
고 그러한 동양적 가치를 추구하는 청년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타옥과 정은은 이태준의 동양적 세계관을 그대로 체현하고 있는 청년들로, “교양된 
지혜의 힘”을 바탕으로 하여 조선적인 아름다움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을 제대로 향
유할 줄 아는 주체이다. 이태준은 이러한 청년 표상을 통하여 무비판적으로 일제의 
동양담론이나 고완 취미에만 물드는 청년들을 경계하는 동시에, 구라파적 교양을 바
탕으로 하여 조선적인 정신과 미의식을 겸비한 청년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석
양」과 『별은 창마다』의 주인공인 청년 여성 타옥과 한정은은 모두 구라파적 교양을 
함양한 지혜로운 청년이다. 한정은은 이를 바탕으로 문화에 대한 이상을 갖고 있다. 
특히 한정은은 건축기사 어하영을 통해 자극을 받고 자신의 복장론을 개진하는 데 이
어 문화촌을 건설하려는 노력을 하는 주체적이며 행동적인 청년이다. 타옥과 정은은 
구라파적 교양과 자연의 것을 자연에 맞춰 가공하는, 자연친화적인 정신주의를 실현
에 옮기는 청년들로 그려진다. 이러한 교양 있는 이상주의적 청년들을 통해 근대물질
문명의 폐해가 계발된 정신을 가진 청년들의 자연친화주의적 감수성을 통해 어느 정
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드러난다.   
 Ⅳ장에서는 신세대 작가들 중 김동리와 정비석의 소설을 살펴보았다. 김동리는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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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에서 신세대 측의 이데올로그로 활동했다. 그는 외국의 이론을 끌어오지 않아도 
신세대의 문학에서는 인간의 인생과 개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신세
대의 정신’이라고 칭했다. 기성세대의 신세대 대망론에서 출발한 일제 말기의 세대 
논쟁은 청년 세대들이 ‘신세대만의 시대정신’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쟁점이었
는데, 김동리로 대표되는 신세대 문인들은 뚜렷하게 정의할 수는 없는 ‘신세대의 정
신’이라는 것을 지니고 있다는 정도로 논쟁이 마무리되었다. 김동리는 이에 신세대의 
정신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여러 차례에 걸쳐 제시하는데, 이것은 한 마디로 정리
하자면 ‘인간성 옹호’의 정신을 말하는 것이었다. 결국 김동리는 신세대의 정신을 외
국의 사조나 이론에 기대지 않은, 존재론적인 문제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신세대의 
정신에 대한 김동리의 고민은 그의 초기 단편 소설에서 잘 드러난다. 김동리는 당시 
허무주의에 빠져 있던 청년 세대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청년 세대가 열정적으로 활동
할 수 없었던 일제 말기 조선의 현실을 보여주었다. 청년들의 허무주의는 그들의 정
체성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였다. 왜냐하면 김동리와 같은 청년 세대는 황민
화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였기 때문이다. 교육제도는 황민을 양성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었지만, 여전히 식민지 조선에는 조선어, 조선문학, 조선문단이 존재했었고 김
동리를 비롯한 청년 세대(혹은 문학청년들)는 선배 문인들의 문학과 세계문학을 동시
에 향유하던 세대였다. 사회적 자아는 황민이지만, 문화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는 여
전히 조선적인 지향을 가졌던 일제 말기의 청년 세대는 정체성 문제에 있어서 혼란스
러울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조선인 청년들이 취업을 하거나 자신의 뜻을 펼치기에 
일제 말기 조선의 현실은 너무 암담했다. 이런 상황이니 청년들은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김동리의 소설에는 니힐리즘이 만연해 있던 일제 말기를 각종 
병증으로 느끼고 있는 염세주의자 시인인 청년(「폐도의 시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스스로를 구더기가 가득 찬 술독으로 여기는 허무주의자 청년들의 모습
(「술」)이 나타난다. 그렇지만 그 속에는 항상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힘이 내재되어 
있음을 「혼구」나 「두꺼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지식인이 정신적으로는 분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스스로를 파괴하거나 괴롭혀도, 또 그러한 자기희생을 
통해 현실을 거부하는 정신을 보임으로써 시대에 항거하려는 인간성을 옹호한 것이
다. 
 정비석은 세대 논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당시의 세대 논쟁을 「삼대」를 통
해 소설화하였다. 이 소설에는 일제 말기의 형-청년-젊은 청년의 세대 분절과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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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시대감각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 소설에서 정비석이나 김동리와 같은 청년 세대
는 미례와 같은 더 젊은 청년들처럼 체제의 이데올로기를 쉽게 수용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전 사회주의자인 형처럼 현실을 거부하지도 못하며 머뭇거린다. 이는 김동
리의 소설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제 말기 청년 세대가 아직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파시즘을 자신의 시대정신으 쉽게 수리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무비판적으로 제국의 체제이론을 수리했던 미례가 
형세에게 함께 북지로 떠나자고 제안을 하지만, 형세는 미례 앞에서는 영웅적인 환상
을 품어보더라도 미례를 떠나서는 여전히 머뭇거릴 뿐이다. 머뭇거리고 결정을 내리
지 못하던 형세가 형인 경세가 증발해 버린 이후 어쩔 수 없이 북지행을 결정하는 
것은, 청년들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었던 시대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시에 시
간이 흐를수록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결국은 시대적 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청
년들의 체념에 가까운 현실 수용 모습이 드러난다. 이는 정비석이 김동리처럼 존재론
적인 의미를 찾으려 하기보다는 ‘현실’의 문제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세대의 분절과 그 차이, 구세대의 종말은 「고고」에서도 나타난다. 
 머뭇거리던 청년들이 신체제로 균열 없이 수렴되는 모습은 장편 『청춘의 윤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소설에서는 어떠한 머뭇거림도 없이 국가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희생하고 직분의 논리에 충실한 ‘투명한’ 청년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멸사봉공, 직역
봉공, 진충보국의 정신으로 무장한, 매우 체제적인 인물들이다. 그렇지만 이 소설에서
도 주목해야 할 것은, 이렇게 체제적인 인물과 서사 속에서도 여전히 약간씩 머뭇거
리며 자신의 욕망과 현실상황 사이에서 갈등하며 끌려가듯 현실에 따라가는 청년 주
성호가 등장한다는 점이다. 주성호의 머뭇거림은 이 소설의 투명함을 반감시키지만, 
결국 당시의 많은 청년들의 모습을 가장 가깝게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소설은 
개인의 감정이나 사적 생활을 모두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의 삶과 태도를 ‘청
춘의 윤리’라고 칭하면서, 체제의 윤리를 청춘의 윤리로 치환하는 일제 말기의 체제 
순응적인 청년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제 말기 소설에 타나난 청년 표상은 이 시기 식민지 조
선의 사회적 문화적 상황과 관련된 담론들의 쟁투 양상뿐 아니라 그 속에서 활로를 
모색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려 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일제 
말기라는 전시체제기에 청년들은 동원의 대상으로서 연성되어야만 하는 존재들이었지
만,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난 청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삶의 방향을 찾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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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하는 존재들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일제 말기의 청년 표상은 일제 
말기의 소설을 체제 협력 혹은 저항이라는 이분법적 독법으로만은 볼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청년들은 일단 ‘개인’으로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학문, 과학
기술, 교양 등 다양한 문제들과의 접합점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을 뿐더러 
사회적인 문제에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응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
기 때문이다. 아무리 일제 말기가 암담한 현실이라고 했어도 청년들은 그들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음도 청년 표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식민지 조선의 청년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과정에는 다양한 존재론적 물음이나 대사회
적인 활동을 제한당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일제 말기의 소설은 그 과정에서 볼 수 있
는 청년들의 좌절, 머뭇거림, 현실 유예 등의 소극적인 응전의 모습도 보여주었다. 결
론적으로 일제 말기의 소설을 협력 혹은 저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제 
말기 소설 속 청년 표상을 통해서 일제 말기 조선인들의 현실 인식을 그 당시의 시
각으로 읽는다면 좀 더 다양한 현실 응전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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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Study on the Representation of ‘Young man’ in the Last 
Period of Japanese Imperialism

Jung, Ha-ni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is based on the fact that in many novels during the late 
Japanese colonization period have the main character as “young men” who 
are quite different from the typical image of Young Men in the Japanese 
empire at the time. Thus, the purpose of this paper lies on reviewing how 
the Young Men of colonized Joseon is reflected in the late colonization 
period literature. By doing so, this paper ultimately aims to draw the how 
these Young Men were symbolized and the consequent implications. 
 This paper analyzed how the Young Men were reflected in novels from 
after the dismantlement of KAPF in the mid-1930s to the late Japanese 
colonization period. While the Young Men in the early modern literature 
were manifested as pioneers of the Korean people, the Young Men in the 
late colonization period are expressed as stuck between what the country 
needs and the personal desire. It was the time of war basis; thus, Young 
Men were national resources from the government’s point of view. 
However, in the eyes of the thought leaders of colonized Korea, they were 
seen as the ones holding the future of Korea. Therefore, the national 
discussion or cultural discussion regarding the Young Men in the late 
colonization period is very important to determine their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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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y different ideologies and values fought with each other during the 
late colonization period with respect to the undefined Young Men since 
how they are defined will also define the future of Korea. The hegemony 
around Young Men during this period can be divided into three. First, the 
older generation of the literary circl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zeitgeist through discussing matters of intelligence, culture and generation. 
The second pillar was raising a question on the dichotomy of the East and 
the West. The discussion on the East was a response to the collapse of the 
West, and an ideological tool to justify wars, and Joseon was described as 
a region within Japan. This had an impact on the world view of the Young 
Men of Joseon. The third had to do with the identity formation of Young 
Men. In the late colonization era, Japan promoted the representation of 
Young Men which revolved around ‘healthiness’ and ‘joviality’. Their idea 
of ideal Young Men were physically healthy and mentally jovial to make 
the nation’s ideal and purpose as their own, and who are willing to 
sacrifice their lives for such ideals and purposes. However, the Young Men 
generation in the late colonization period were forced to have their names 
changed to that of Japanese; thus, they were severely conflicted between 
establishing the sense of identity and acceptance of the new system. This 
often led to feeling of helplessness as well as nihilism. 
 The hegemony around Young Men also showed the trend of Young Men 
of the time. The six authors on which this paper is focused represent the 
three hegemonies I mentioned above. Their response to the time and the 
reality are manifested in their representation of Young Men in their novels. 
In chapter II, the novels of older generation writers, Namcheon Kim and 
Jino Yoo, are discussed. Not only did they understand the wish of older 
generation on younger counterparts, they were also aware of the 
helplessness and nihilism of the young men of the times. Namcheon Kim 
critically suggests the Young Men who are fighting the social 
circumstances(social field ; 場) with the power of intellect. A civil 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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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does not care of anything, but his own business, a young literary 
scholar, and similar others are represented in his novel to show the 
skeptical nature of Young Men who still strive to find the zeitgeist even 
though it might fail. In the novel of Jino Yoo, the situation of the times is 
described in which socialism struggled and eventually collapsed. In Record 
of Struggle, it takes us through a journey of an individual at the late 
colonization period who finds his identity when individual thinking was 
prohibited under Japanese rule. In Hwasangbo, he shows a Young Man who 
emphasizes the ‘Value of Zero’ to create values for his own life that is 
independent of the reality. This shows how importantly livelihood was 
regarded by the Young Men of the times. 
 In chapter III, novels by Hyoseok Lee and Taejoon Lee were reviewed. 
They rejected the dichotomy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This rejection 
yielded them to have a 3rdperson perspective on the East, the West and 
Joseon, and this is then shown through the irrepresentation of 
cosmopolitan and refined Young Men who value the spirit of Joseon. They 
aligned intellect with aestheticism as well as the beauty of the East or 
Joseon. In the book Pollen and Byeokgongmuhan, cosmopolitan Young Men 
are represented as individuals who have the “European refinement” which 
was regarded as due asset at that time. In his Japanese novel, Hyoseok Lee 
shows this type of Young Man in a scene where a Korean and a Japanese 
switch their clothes. Here, a Young Man serves as the one responsible for 
safeguarding the beauty of Joseon. Taejoon Lee who was discussed in 
chapter Ⅲ, I also introduces his idea of Young Men who has the insight 
based on European refinement and the aesthetic eyes to identify the beauty 
of Joseon. These Young Men are enlightening figures who fulfill the needs 
of the nation, but at the same time, create a non-existent reality reflecting 
the wishes of the colonized people. They are enlightened in a sense that 
they own both the refinement and aesthetic eyes. Taejoon Lee also guards 
against the Young Men in his books Museorok, Sunset, and Stars in E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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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 who blindly accepts Japanese idea of the East. He does so by 
representing idealistic Young Men in his books who has the European 
refinement and understands the East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Joseon. 
 In chapter IV, new generation of writers Dongli Kim and Biseok Jeong are 
discussed. Dongli Kim served as the only ideological figure of the new 
generation during the last years of the Japanese colonization, and he 
promoted that the ‘spirit of new generation’ is to highlight human lives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 his early works, he showed that even the 
nihilist Young Men of the times possess the strength to change the present 
circumstances. In Biseok Jeong’s works, the disparity in the awareness of 
time among the Young Men is expressed. These Young Men neither 
accepts the reality nor rejects it; they, thus, come to recognize and accept 
the reality unwillingly. This conformist representation of the Young Men is 
the closest to the reality. 
 The representation of Young Men in the late colonization period shows 
not only a strife among many different discussions related to both social 
and cultural circumstances of the colonized Joseon, but also the Young 
Men themselves who tried to find a way forward. This representation 
proposes a new perspective on the literary works of the late Japanese 
colonization period which was previous seen as either resistant or 
conformist. 

 Keywords : the late Japanese colonization period, Young Men, 
representation, identity, generation, Namcheon Kim, Jino Yoo, Hyoseok Lee, 
Taejoon Lee, Dongli Kim, Biseok Jeong, social field, technology, ‘Value of 
Zero’, universalism, refinement, idealism, cosmopolitan, generation 
argument, ‘spirit of new generation’, hes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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