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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이광수 소설에의 ‘암시된 저자(implied author)’가 만들어지

는 양상과 결과를 규명함으로써 소설 구조의 자전적 성격, 다성성(多聲性)

의 구조를 밝히고, 작품이 발표된 당대 독자들의 읽기 맥락에서 후대의 독

서 맥락과는 차별화되는 의미 생성 지점을 살펴보았다.

이광수는 작가의 ‘인격’이 그에 의해 생산된 작품의 질 여하를 결정한다고 

믿었고, 이 때 인격이란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감수성․감정․의지의 활동을 모

두 포괄하는 정신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근대적 예술가로서의 소설가 

개념과는 다른 이러한 특유의 작가관은, 그의 소설 속에서 유사한 감성을 

지닌 인물의 반복적 형상화, 인물의 심리를 날카롭게 비평하는 서술자, 일

정한 패턴을 보이는 서사 창조로 이어졌다. 더불어 텍스트 외부에 위치하

는 실제 작가 이광수의 존재를 상기할 만한 다양한 논란을 낳을 정도로 뚜

렷한 ‘문학적 인격’을 형성하는 결과를 낳았다. 즉, 이광수는 ‘암시된 저자’

의 존재 효과를 소설 속에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다채롭게 활용함으로써 

당대의 종교, 학술, 정치 담론과 소설언어를 결합하여 현실과 관련된 특유

의 의미 체계를 생성해 낸다. 이에 따라 다양한 소설 장르가 ‘자전적’인 독

법으로 읽히도록 하는 장르 혼성적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처럼 

특정한 의미를 발화하는 저자상을 구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는 실제 작가

의 체험적 요소를 반복 변주하는 방식, 당대의 다양한 담론을 구조화하는 

특유의 서사적 ‘플롯’을 설정하는 것, 소설 속 시공간적 배경의 확장과 현

실 지시의 층위를 다원화하는 방식이 있다.

이 글의 Ⅱ장에서는 작가의 전기적 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된 소설들에서 

체험적 요소와 허구적 요소가 서로 교차되면서 만들어지는 도덕적 고뇌의 

자화상을 살펴보았다.『愛か』,『김경』,『방황』과 같은 초기 단편소설과

『육장기』,『꿈』,『무명』,『난제오』와 같은 일제 말기 심경소설, 그리고

『그의 자서전』,『나』와 같은  자서전형 소설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이 

소설들에서는 각각 텍스트 외부의 실제 저자와 ‘동일한’ 것으로 여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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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들을 설정하고, 이 인물들을 외재적 위치에서 바라보는 서술자의 존재,

에피소드 배치의 방식, 실제저자의 다른 작품들의 의미 체계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내부텍스트성(intratextualtiy)의 활용을 통하여 아이러니스트, 고

행자, 대외적 페르소나와 자의식 사이의 분열된 자아상이 구축된다. 이들 

소설에서 독자는 일제에의 협력에 대한 자기 정당화, 논설에서 구축된 공

적 인격과 배치되는 자의식을 부각시키는 특유의 저자상을 감지할 수 있

다.

이 글의 Ⅲ장에서는『무정』,『흙』,『유정』에서의 ‘탐색서사(Quest narrative)'

나『재생』,『사랑의 다각형』,『애욕의 피안』,『그 여자의 일생』에서의  

'풍속 멜로드라마' 구조 등 일정한 형태로 반복되는 플롯 형태가 암시된 

저자의 존재성을 구축하면서, 실제 작가의 신념이나 사상과 뚜렷한 연속성

을 형성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무정』,『흙』,『유정』은 다양한 사건과 

인물 사이의 갈등을 통해 개인의 삶의 행로와 내면적 가치관을 찾아가는 

주인공을 내세우며 그것이 사회적 이상과 조화를 이루는 탐색 서사의 형태

를 보인다. 이를 통하여 인간의 정(情)과 인격의 관계 탐구를 토대로 사회

적 이상을 추구하고자 한 점에서 공통적이다.『재생』,『사랑의 다각형』,

『애욕의 피안』,『그 여자의 일생』은 당대의 풍속, 특히 젊은이들의 애정 

풍속도를 묘사하는 소설로서, 당대 현실을 ‘이기주의/이타주의’ 혹은 ‘물질

/정신’ 지향적 태도의 대립 관계의 틀 내에서 바라보고 인물군을 대립적으

로 그려내는 소설이다. 이들 작품은 풍속의 표면 아래 도덕적 가치관의 대

립을 바탕으로 두고 그에 입각하여 인물과 사건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풍속 

멜로드라마 구조를 취한다. 이 과정에서 전자 지향적 인물들의 ‘회개’나 

‘개심’의 장면, 세속적 가치관이 아닌 정신적 가치관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

는 재판 장면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며, 기독교적 윤리의식이 강조된다. 즉,

Ⅲ장에 속하는 소설들은 공통적으로 종교 · 정치 · 학술 등 당대 담론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소설이 발표된 당대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

는 방법을 모색한 작가의 시도를 읽을 수 있는 소설들이다.

Ⅳ장에서는 역사소설이나 알레고리적 글쓰기를 통해 과거의 역사를 돌아

보거나 인생의 흐름의 보편적 이치를 통찰하는 암시된 저자의 존재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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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위기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실제 저자 이광수의 다양한 사유와 밀접하

게 관련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이순신』,『이차돈의 사』,『세조대왕』,

『원효대사』에서 암시된 저자는 ‘충의’, ‘신의’, ‘대의’ 등의 가치를 내세우

면서 난국의 시대에서의 요구되는 지도자상을 제시한다.『사랑』, 중편

『꿈』에서는 ‘병/치유’의 모티프, 조신 설화를 변용한 우화를 통해 인간의 

마음을 세계의 모든 인식의 틀로 보는 암시된 저자의 서술 의도가 강조된

다. 이러한 암시된 저자상은 유심론적 사유를 통해 1937년 7월 중일 전쟁 

발발 이후의 엄혹한 전시 체제, 폭력과 갈등의 세계를 대면하고자 했던 이

광수의 입장과 연결된 것이었다.

이처럼 이광수 소설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암시된 저자’상은 식민지 당대

를 살아가는 삶의 태도나 정조에 대한 작가의 가치관을 공유하고자 하는 

실제 저자의 서술의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독자

가 감지하게 되는 도덕적 딜레마, 현실 변혁의 이상 추구, 역사와 인생을 

통찰하는 자로서의 암시된 저자상은, 이광수 소설을 하위 장르 구분에 관

계 없이 ‘자전적’인 것으로 읽도록 하는 독서 기제를 해명할 수 있는 실마

리가 된다. 즉  ‘심경소설’과 같이 기존 연구에서 명백한 자전적 소설의 영

역으로 포함되는 소설들 이외에도, 내부텍스트성의 활용이나 역사적 인물 

형상화를 통해 텍스트 외부의 실제 저자를 환기하는 방식으로 작품이 ‘자

전적’인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독서의 공간이 마련되는 것이다.

또한 신문 연재 장편소설들에서의 이상주의 추구의 암시된 저자상은 당대 

종교, 정치, 역사 담론과의 교호관계를 바탕으로 한 소설 언어의 다성성의 

양상과 의미를 밝히게 되는 효과를 낳는다. 당대의 새로운 담론을 소설 안

으로 개입시키는 것, 그리고 그 개입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비중

이 큰 이광수 소설에서 담론의 선택과 배치, 그에 따른 서사적 플롯의 조

절 양상의 의도를 밝힘으로써 당대의 현실을 어떤 방식으로 인식했는지를 

세부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

주요어 : 이광수, 암시된 저자, 자전적 성격, 다성성

학  번 : 2010-3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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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사 검토

이광수는 ‘글쓴이’로서의 자기 이미지를 논설, 소설, 수필 등의 글쓰기의 

연쇄를 통해 지속적으로 구축한 작가였다.『어린 벗에게』,『무정』,『유

정』,『원효대사』등 다양한 작품을 발표할 때마다 주인공과 작가와의 동

일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그가 인기 있는 대중적

인 작가였다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삶을 재형상화하는 과정을 반복하였

으며, 이러한 활동이 독자들에게 작품 속 혹은 그 너머에 있는 작가 자신

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한 1922년 상해에서 귀국한 이래 아내 허영숙이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당

분간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소설 속에 쓰지 말 것을 부탁했다는, 「감사와 

사죄」에서의 일화도 역으로 그의 소설쓰기 작업이 작가 자신에 대한 자화

상을 부분적으로 혹은 총체적으로 드러내는 지속적 작업의 일환이기도 했

음을 반증한다.『무정』의 이형식이나『사랑』의 안빈 등, 주로 작가 자신

의 체험이나 사상을 담고 있다고 여겨지며, ‘작가의 분신격의 인물’이라 지

칭되는 인물들이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것 역시 이광수 소설에서 ‘저자’가 

환기되는 양상이 다른 작가의 작품들에 비해 훨씬 강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작품 속에서 ‘저자’를 함께 감지하도록 하는 이광수 소설 특유의 구성은 

단순히 텍스트 외부에 놓인 저자를 지시하여 사실성의 환상을 창출하거나,

사실과 허구 사이의 경계를 흐트러뜨리는 유희적 글쓰기의 목적으로만 실

행된 것은 아니었다. 이광수는 실제 삶을 살아가는 현실 속 인간으로서의 

자기상을 초월하여 사상적, 윤리적, 심미적으로 더 나은 이상화된 인간의 

이미지를 소설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독자에게 식민지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공유하고자 하는 일종의 ‘정조’, ‘윤리적’

태도에 대한 메시지를 제시하고자 하는 태도로 소설을 썼다. 즉 작가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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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출발하여 작품을 경유하여 독자에게 전달되는 과정과 그 내용 자체를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의식한 글쓰기를 지향했다는 것이다. 근대 조선은 

서구와는 달리 철학, 종교 등의 사상적 전통이 없다고 보았고, 따라서 문예

가 그 모든 것을 대체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 이광수의 생각이었

다.1)

이광수는 문예의 영역이 독자의 사상적 감화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제이며, 그 문예를 짓는 작가의 인격 여하의 감정과 의지의 작용을 어떤 

방식으로 제어하고 올바르게 향상시키는지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다고 여겼다.2) 자기 자신을 문사(文士)로 지칭했던 의식의 기저에는 이와 

같은 특유의 글쓰기 목적에 대한 스스로의 다짐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이광수는 소설을 그것을 짓는 작가의 정의활동의 훈련의 과

정이자 그 결과물로 보고, ‘올바른’ 정의활동의 감화력이 문학 텍스트의 파

급력에 의해 독자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 작가였다는 점에 

특이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이광수 소설적 특징으로부터 비롯된 저자의 ‘문

학적 인격’은 실제 작가의 삶과는 너무나 다른 점을 노출한다는 점에서 

‘가장’이나 ‘위선’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해석은 총독부 

기관지인『매일신보』연재로부터 글쓰기를 시작했다는 이력, 1921년 상해

1) “그런데 현재 우리 민족의 심적 상태는 진실로 Tabla Roaa라 할지니, 이 Chance에 어떤 사상

이 들어 가고 아니 들어 가므로 만년의 장래의 화복에 대영향이 있을 것이 분명하외다. 게다

가 현재 우리 중에는 가령 문예면 문예의 전하는 사상의 독소 (여러 유익한 요소 중에)를 중

화할 과학․철학 기타의 사상이 없고, 마치 독삼탕, 대황탕 모양으로 문예 하나밖에 다른 것

이 없는 처지인즉, 만일 그 문예의 전하는 사상 중에 독소가 있다 하면, 그것은 전 민족에게 

대하여 무서운 해를 끼칠 것이외다. 그러고 본즉, 사상가의 직, 교육가의 직을 겸하였다 할 

만한 문예의 사도는 그의 동포인 민족을 위하여 큰 수양과 근신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

까.” : 이광수,「문사와 수양」,『전집』, 우신사, 1979, 353쪽.

2) “문학적 작품 (다른 모든 부문의 예술품도) 에 이러한 존비(尊卑)의 질적 차별을 주는 것은 

그것을 지어 버린 작가의 인격이다. 존귀한 사람 (인위적 지위를 가리킴이 아니다. 위에 말한 

바와 같은 천생의 존귀다)은 존귀한 문학을 지을 수 있고 비천한 사람은 비천한 문학 밖에 

지을 수 없는 것이다 (다른 모든 부문의 예술도 그러하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어떤 인격의 

존비의 요점이 되는 것은 주로 그의 정의활동(情意活動)의 양식이지 관념 여하의 영향은 극

히 미소(微小)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의활동의 비천한 양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지식의 

획득으로 또 어떤 이데올로기의 변천으로 존귀한 양식의 정의활동을 가지기 극난(極難)한 것

이다. 이 의미로 보아 인격의 존귀는 대부분 선천적이요, 나머지의 대부분은 지식적 교양보다

도 정의적 훈련에서 온다 할 것이다.”: 이광수, 「문학에 대한 소견」, 위의 책, 4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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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의 귀국 등 주로 작가 자신의 행적, 그 중에서도 ‘일제에의 타협’이

라는 전기적 이력과의 연속성 면에서 도출되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일제

와의 타협 등 나약한, 혹은 기회주의적인 지식인의 이미지와『사랑』의 안

빈이 역설하는 성자적 영웅주의의 간극은 곧바로 이 소설을 창작한 작가 

이광수의 위선적 측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저자의 행위에 대한 진위 여부나 윤리적 평가는 문학 작품의 해석상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저자’와 ‘문학적 인격’으로서의 창안된 저자상의 경계를 과연 어디까

지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함께 수반되지 않은 채 이뤄진 저자에 

대한 평가는, 곧 언어적 구조물로서의 소설의 의미를 특정한 방향으로 단

선화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작품의 연쇄

를 통해 특정한 ‘저자상’을 구축하는 특징이 뚜렷한 이광수 소설 세계의 

경우, 그와 같은 의미의 생산이 어떤 의도를 가진 것이었으며 실제 독자들

에게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졌는지와 같은 텍스트를 둘러싼 의미 생산의 과

정에 대한 작품별 입체적 접근이 이뤄져야만, 저자의 전기적 이력과 작품

의 의미를 바로 연결할 때 생기는 해석상의 난점을 우회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이광수 소설이 당대의 학술, 종교, 정치 담론 등 다양한 외부 담론을 

소설 속 언어로 직접적으로 노출시키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문학적 인격’의 구성 및 그 의도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은 더

욱 커진다. 텍스트 외부의 담론을 소설 속 언어로 재가공하는 것은 소설 

속 ‘서술자’의 역할을 넘어선 ‘저자’의 역할에 가깝고, 이러한 특징이 독자

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저자’의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는 시작점이 되기 때

문이다. 말하자면, 이광수의 소설 속에서 작가의 분신으로 여겨지는 인물들

은 엄밀히 말해 실제 작가의 직접적 투영이 아니라, 당대의 다양한 담론들

의 영향을 받아 텍스트로서 조형된 결과물이다. 개인의 정체성은 자신에게 

전달하는, 자기에 관한 서사들로 이루어진다고 볼 때, 특정한 개인은 자신

이 속한 문화를 구성하며 순환하는 담론들 속에서 자기 서사를 선취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져온다.3) 따라서 작가가 당대 담론 가운데 어떤 측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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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수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들을 결합하여 자기 이미지를 창출하는지

를 살펴보는 것은 소설의 구성적 특징을 논하는 작업과도 연결된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은 이광수의 소설이 발표된 당대의 상황으로 돌아가 

당시 유통되던 종교․학술․과학․정치 담론과의 상호 교호성 속에서 이광

수가 어떤 문화적 텍스트를 참조했고, 이를 어떤 식으로 참조 변용하여 어

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는지를 재구하는 작업에 가깝다. 소설 속에

서 변주되는 이상화된 저자의 이미지는 다양한 당대의 담론을 선택하고 특

정한 형태로 배치하여 새롭게 구축하는 작가의 능동적 선택의 결과인 것이

다. 이광수가 특히 작가의 ‘인격’이라 표현한 문제, 즉 특정한 방향으로 세

계를 인식하고 감정을 가지는 서사 창안자의  ‘정의활동’의 영역을 문예작

품의 특성과 바로 연결 지어 사고했다는 것 역시, 이광수 소설 해석에 있

어 ‘서사를 만들어내는 자’의 선택과 그 선택의 효과로서의 텍스트의 의미

를 연결해서 바라봐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당대의 다양한 담론들과의 교호성과 작가의 능동적 선택의 결과물로서,

그리고 이 선택들의 총합으로서 이상화된 자기 이미지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광수 소설을 바라보는 것은 기존 이광수 소설 연구사에서 다채로운 형태

로 깊이 있게 축적된 작가론적 접근, 반영론적 접근, 문화론적 접근, 서사

론적 접근 각각의 한계를 염두에 둔 채, 더 나아가 작가-작품-독자의 축으

로 이어지는 일종의 담화론적 접근을 통해 기존 연구사들의 성과를 이어받

고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양적으로 질적으로 풍요롭게 축적된 이광수 연구사의 시기별 접근 방식의 

성과와 한계를 각각 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광수 소설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주

로 시대 환경의 반영이라는 해석적 차원에서 이광수 소설이 논의되었고,

이에 따라 ‘시혜적 계몽자’ 혹은 ‘관념적 작가’라는,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는 굳건하게 지속되는 작가의식의 측면이 형성된 때였다.4) 그러나『흙』을 

농민형 인물 설정 결여와 식민지의 모순을 재현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농민

3) 로이스 타이슨, 윤동구 역,『비평이론의 모든 것』, 앨피, 2012, 604쪽.

4) 백철, 「춘원의 문학과 그 배경」, 동국대부설 한국문학연구소 편,『이광수 연구(上)』, 태학

사, 1984, 47쪽. 김치수, 「농촌소설론」, 신경림 편,『농민문학론』, 온누리, 1983, 40-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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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의 결여태로 이야기하는 해석에서 알 수 있듯, 이 시기 이광수 소설의 

지배적 특징이 계몽주의로 해석된 것은, 그의 대부분의 작품이 당시의 현

실적 모순을 정치하게 재현하기보다는 작가에 의해 해석된 ‘관념성’을 직

접적으로 노출하고 있다는 판단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 있어서의 난점은 먼저 재현되어야 할 현실이 무엇

인지를 선규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소설적 가치의 전체를 환원적으로 평가

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개개인에게 파악되는 ‘현실’이라는 것이 그 

나름의 고유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현실 파악의 산물로서

의 소설들의 다양성과 공존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시각에서 보자면, 오히려 

이광수 소설 특유의 ‘관념성’은 배격되어야 할 소설의 부정적 특징이 아닌,

작가의 현실 인식과 대응의 고유한 기제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매개 개념이 

될 수 있다. 작가가 시대적 현실을 곧바로 작품 속에 기입하는 직접적 행

위가 아니라, 그 현실의 해석으로서의 다양한 담론들 중에서 특정한 부분

을 선택, 배제하는 행위를 실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통해 작품 외적 

현실은 굴절을 거친 채 텍스트 내부로 들어오게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관

념성’의 영역은 그 자체로 어떤 담론의 선택과 배치를 거친 것인지를 규명

할 수 있는 탐구의 분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광수 소설과 관련된 작가론적 접근은 주로 특정한 유파나 사조적 측면

에서 작가의 사상적 변모를 설명하거나 혹은 전기적 사실의 방대하고도 세

밀한 실증적 접근을 바탕으로 작가의식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5)

사조 개념에 의거한 해석을 보자면, 이광수의 작가의식은 초기 단편소설의 

‘낭만주의’, 신문 연재 장편소설의 ‘계몽주의’, 후기 단편, 장편 소설의 ‘구

도적 정신’으로 시기별로 변화했다고 주로 이야기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

은 짧은 시기 내의 세계관의 급진적 변모의 현실적 가능성이 인정되기 어

렵고, 변화의 결정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른 틀의 접근

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전기적 배경에 대한 치밀한 실증적 접근을 토대로 작가의식을 밝힌 김윤

5) 윤홍로,『이광수 문학과 삶』, 한국문화사, 1992. 최주한,『제국 권력에의 야망과 반감 사이에

서』, 소명출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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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이광수와 그의 시대』는 ‘고아의식’과 ‘수양동우회’라는 작가의식의 

핵심적 매개를 밝힘으로써 풍부한 후속 연구를 낳았다.6) 또한 이광수의 전

기적 이력에 대한 방대한 실증적 자료에 기반한 삶과 문학 세계의 재구는 

이광수 연구에 있어서 작가론적 접근의 집대성의 의미를 뚜렷이 가지며,

이광수의 소설이 전기적 이력과 관련하여 얼마나 풍부한 해석을 도출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연구는 전기적 배경과 삶의 방대한 복원이 목적인

만큼, 이후 현실 속 ‘실제 작가’로서의 인간 이광수의 삶과 ‘허구’로서의 소

설 사이의 관계라는 측면을 어떤 식으로 입체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이광수 소설과 관련된 서사론적 접근은 다른 연구 분야에 비해 그 수가 

부족한 편이다. 이광수 소설의 서사성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 접근을 시도

했다 할 수 있는 홍혜원의 연구는 이광수 소설을 근대로의 도입기의 시대

의식을 잘 보여주는 서사체로 간주하고, 본격적인 이광수 소설의 서사적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7) 기존 연구가 작가의식이나 시대적 

배경을 밝히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 연구는 작가의식의 표현이라는 측면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평이하고 반복적인 것인 것으로 평가 

절하된 이광수 소설의 다양한 구성적 특징을 깊이 있게 논증하고 있다. 다

만 서술자를 분석의 중심 도구로 삼고, 사건의 결합, 서술상황을 분석하는 

글의 구성상, 텍스트 외부에 위치한 당대 현실이나 작가의 세계관과 작품

의 서술 구조 사이의 입체적 관련성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다. 이광수는 자신을 문사로 지칭하고, 문예를 통해 현실과 소통하는 것을 

소설쓰기의 주요한 목적으로 여겼던 만큼, 텍스트를 자족적, 독립적 구조로 

보고 구성 요소 사이의 결합 양상을 살피는 신비평적 접근 방식에서 더 나

아간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사론적 접근의 일환으로서, 이광수 소설 세계 전반에 다양한 형태로 드

러나는 특유의 자전적 성격의 복합성을 논한 연구 경향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8) 이러한 연구들은 최근까지는 주로 개별 작품론의 형태로 주로 이루

6) 김윤식,『이광수와 그의 시대』, 솔, 1999.

7) 홍혜원, 「이광수 소설의 서사성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0.

8) 방민호, 「이광수의 자전적 문학에 나타난 작가의식 연구」,『어문학논총』22집, 국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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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고 있는 상태이다.9) 이들 연구는 주로 특정 시기 이광수의 전기적 배

경과 작품 속 주인공의 동일한 정서, 동일한 이력 설정의 문제에 주목하거

나10), 특정 작품에서 자전적 요소의 투영 및 허구화의 원천으로서의 독서 

체험의 양상을 밝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11)

혹은 작가론의 차원이 아닌, 한국소설의 서사 양식 (자전적 소설, 사소설,

고백소설 등) 간 관련성이라는 틀에서 이광수 소설의 자전적 특성을 해명

하는 연구의 흐름도 존재한다.12) 이들 연구들은 소설 양식의 차원이라는 

보다 거시적 틀에서 자전성의 원리와 관련된 원천들, 사실과 허구의 구분,

변형과 은폐, 각색의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세밀하게 해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나, 특정한 양식적 범주로 뚜렷하게 분류되기 쉬운 초기작

인『어린 벗에게』,『방황』,『사랑에 주렷던 이들』혹은 대표적 자서전형 

소설인『그의 자서전』이 주로 분석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작가론의 차

원에서 이광수 소설 세계의 전반적 범주로 대상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1990년대 이후 푸코의 담론 논의를 바탕으로 시도된 문화적 접근은 ‘근대

성’, ‘연애’, ‘사랑’ ‘천재’ 등 다양한 핵심어를 통해 이광수 소설의 구성적 

특징이 활발하게 밝혀지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연구 동향의 주목할 분야라 

볼 수 있다.13) 이광수의 사상적 특징과 서사적 구성의 관련성을 조밀하게 

2003, 113-126쪽.

9) 윤홍로, 「춘원의 용동체험과 글짓기 과정」,『춘원연구학보』3집, 2010, 9-70쪽. 노상래,

「이광수의 자서전적 글쓰기에 대한 일고찰」,『동아인문학』16집, 2009, 119-151쪽.

10) 1910년대『어린 벗에게』,『방황』과 같은 초기 단편소설의 자전적 특성을 밝힌 연구로는 우

정권, 「이광수의 자전적 글쓰기」,『한국 현대문학의 글쓰기 양상』, 월인, 2002. 이 있다. 한

승옥, 「「유정」의 공간 배경에 투영된 작가의식」,『이광수 장편소설 연구』, 박문사, 2009,

29-49쪽.

11) 그리고 『흙』,『유정』,『그의 자서전』과 같은 1930년대 작품과 체험 반영의 양상 혹은 독

서체험의 영향을 밝힌 것으로는 서희원, 「1930년대 자전적 소설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02. 김진영, 「삶의 텍스트, 소설의 텍스트-이광수와 톨스토이」,『비교한국학』22

집, 2014, 11-49쪽.

12) 방민호, 「일본 사소설과 한국 자전적 소설의 비교」,『한국현대문학연구』31집, 2010,

35-84쪽. 우정권,『한국 근대 고백소설의 형성과 서사양식』, 소명출판, 2004. 주로 ‘심경소설’

의 틀로서 1940년대『무명』,『난제오』,『꿈』,『육장기』를 분석한 연구들이 제출되었다.

진영복, 「1930년대 한국 근대소설의 사적 성격 연구-자기 지시적 글쓰기 양상」, 연세대 박

사학위논문, 2003. 김경미, 「식민지 후반기 이광수 문학의 사소설적 경향과 의미-『무명』,

『육장기』,『난제오』를 중심으로」,『현대문학이론연구』47집, 2011, 59-87쪽. 등이 존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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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개별 작품론의 차원에서 연구 성과가 풍부하게 

도출되고 있는 접근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핵심어들 간의 교차와 

길항의 연결고리가 뚜렷하게 설정되지 않을 경우, 개별 작품론의 차원이 

아닌 작가론의 차원에서는 작품 세계 전체의 연계성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는 난점이 있다.

이처럼 시대적 현실과의 관련성, 작가의식, 문화론적 접근, 서사론적 접근 

방식이 방대하고도 깊이 있는 연구 성과를 축적하였지만, 이들 접근방식은 

아직까지 독립적 경계가 뚜렷한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들 간 연

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더욱 폭넓은 해석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특

정한 시대적 현실의 직접적 ‘반영’으로 소설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더 나아

가기 위해서는 당대 현실을 이해하는 기제가 된 다양한 담론적 선택, 배제,

변용의 양상을 염두에 두면서, 동시에 더 나아가 이를 언어적 구조물인 ‘소

설’로서 형상화하는 작업을 재구하는 시도가 요구된다. 그리고 어떤 담론이 

어떤 식으로 선택되어 소설 속으로 이입되었다는 설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그 선택의 이유를 작가의 전기적 사실과 비교하며 추론하고, 실제 허구

화된 양상을 추적하며 그 허구화가 소설의 전체적인 구성적 특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방법 역시 개별 접근방식의 경계를 벗어난 한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광수 문학의 소설적 문법의 근원을 특정한 메

시지의 전달이라는 문학 작품의 의사소통 양식의 구조로 보고 개별 작품의 

구성적 특징을  밝히고자 한 연구들은 이 글의 참조점이 되었다.14) 이러한 

관점의 연구는 이광수의 역사소설이나, 『무정』과 같은 초기소설을 대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혜영은『마의태자』를 1920년대 조선사 연구의 

지적 배경 속에서「민족개조론」을 통해 설파한 자신의 사상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한 산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 따르면, ‘의(義)’를 

13) 서희원,『이광수의 문학․종교․정치의 연관에 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11. 윤

재민,「1910년대 이광수의 개인성 형성과 전개과정 연구-논설과 서사물의 관계를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16.

14) 정혜영, 「역사의 대중화, 문학의 대중화-이광수 <마의태자>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

50호, 2012.08, 483-509쪽. 홍혜원, 「역사소설과 대중성-이광수의 <이차돈의 사>를 중심으

로」,『어문연구』58집, 2008, 611-633쪽.



- 9 -

강조하는 서사는 조선민족의 단처라 파악한 부분, 민족성의 보완이 필요하

다고 생각한 부분을 역사적 인물에 의탁하여 제시하고자 한 결과이다. 홍

혜원은 문학 작품의 대중성을 계몽성과 대립되는 부정적 가치로 보는 시각

에서 탈피하여, 근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소설의 근원적 존재조건으로

서의 대중 지향성을 인정하고 보다 적극적 의미를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

김열규는 문학 언어체계의 담화론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이광수의『무정』을 신구 대립, 전통과 근대의 교체라는 시대적 커뮤니케

이션 상황을 작품 속 커뮤니케이션 상황으로 환치하고 있는 구조로 보고 

있다. 즉, 전통과 근대의 과도기적 시기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문화적 영

웅으로서 자기를 제시하고자 한 것이 이광수의 작품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담화론적 특징은 소설 속에서 인물들 간의 ‘갈등’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대립을 ‘논쟁/담합’ 구조로 치환시키는 웅변적 서술자의 차용

으로 드러난다고 본다.15)

이광수 소설을 문학적 의사소통 체계 내에서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것이 독자에게 일정한 효과를 일으키는 형태로 바라보는 작업은 작가가 

시대적 현실을 파악한 양태를 담론의 선택과 배제라는 형태로 텍스트에 수

용한 양상, 그리고 이를 문학 작품이라는 허구적 양식으로 가공하는 양상

을 동시에 주목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기존 이광수 소설 연구에서의 

반영론과 서사론적 접근의 개별적 독립성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된다. 이 글은 이광수 소설이 당대 문학장 그리고 학술․종

교․정치․과학 담론 등과 밀접한 교호 관계 속에서 구성되었고, 이 과정

에서 작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주요한 메시지가 특정한 서사 형태나 서술자

의 어조, 반복 변주되는 인물 설정을 통해 추출된다고 본다. 소설 속의 반

복되는 주제, 인물형, 서술자의 어조, 논평 등의 형식 등은 작가 이광수의 

논설, 기행문, 편지 등 다양한 산문과의 연속성을 형성하면서 작품군별로 

독특한 작가의 상을 형성한다.

한 작품이 하나의 발화 체계로서 인식될 경우, 독자는 발화자인 작가가 

15) 김열규, 「이광수 문학의 문법: 담화론적 접근을 위한 한 시도」, 연세대 국학연구원 편,『춘

원 이광수 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4, 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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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처지에서 발화하는가라는 맥락적 관심을 필연적으로 가지게 된다.

『무정』,『재생』,『단종애사』등『동아일보』에 연재한 소설들이 연재가 

끝난 이후 독후감을 공모하여 개별 독자들의 작품 인식을 발표한 것, 그리

고 개별 작품의 창작 동기와 과정, 서술 의도에 대한 작가의 언급이『삼천

리』등 잡지 지면을 통해 풍요롭게 남아 있는 것은 당대 문학장 속에서 이

광수의 소설이 작가와 독자 사이의 일종의 의사소통 구조로서 인식된 측면

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또한 편지, 기행문, 수필, 논설 등 비-허구적 산문들과 소설 사이의 밀접한 

연계성 역시 이광수의 소설을 자족적인 독립적 구조물로 파악하는 관점을 

넘어서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편지, 논설, 기행문, 시 등 다양한 양식의 글쓰기는 특히 이광수 소설 속

에서 반복되는 모티프, 특정 장면, 서술자의 성격, 어조와 연속성을 형성하

면서 작품의 의사소통 구조틀 내에서 특정한 형태의 작가상이 형성될 여지

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흔히 이광수 소설에서 작가의 분신격의 인물이 

등장한다고 언급되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작가에 의해 구축된 글쓰기의 

주체로서의 작가의 특정한 이미지가 독자에게 전달된 결과일 것이다. 이러

한 측면이 이광수의 소설을 ‘관념의 투영’ 혹은 ‘계몽적’이라 평가하게 되

는 주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앞서 이광수가 작품의 질과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고 보았던 작가의 ‘인격’

이란 어떤 특정한 관념을 가지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정의활동(情意活動)

의 훈련”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실제로 이광수 소설들에서 인물들이 가지

는 유사한 감수성, 이를 긍정하는 서술자의 적극적 논평, 특정한 방향으로 

서사가 전개되는 경향성과 같은 독특한 특징들은 이광수가 중요시했던 감

정과 의지의 방향성 조절이라는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16)그리고 이광

수는 이를 단순히 무(無)의 상태에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

라, 실제 그 작품을 쓰는 현실 속의 작가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떤 감정

을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느냐라는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여긴 것

16) 이러한 맥락에서 이광수 소설 속 인물들의 ‘자기희생’에 대한 강박에 대해 분석학 연구로는 

서영채, 「자기희생의 구조」,『센티멘탈 이광수-감성과 이데올로기』, 소명출판, 2013, 79-12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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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광수 소설의 서사체를 생산하고 특정한 방향으로 

조직하는 ‘저자’의  행위와, 그 행위가 가져오는 텍스트적 효과에 주목하고

자 한다. 즉 개별 소설의 저자가 어떤 서사적 장치를 통하여 당대의 담론

을 폭넓게 수용하고 서사화하는지, 이를 통하여 독자들에게 어떤 정조와 

삶의 태도를 공유하려는 의사소통적 차원을 마련하고자 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저자의 서술행위가 암시하는 실제 저자 이광수

의 서술의도를 더불어 추론하고자 한다. 즉, 실제 저자 이광수가 자신이 마

주한 현실에 대해 어떤 식의 감수성으로 대응하고자 했는지, 그가 중요하

다고 여긴 작가의 ‘인격’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탐구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탐구는 이광수 소설의 전반적 특징으로 여겨지는 ‘작가적 목소리’

의 개입, 그리고 이러한 특성을 통해 형성되는 소설 언어의 특유성, 즉 바

흐친의 용어를 빌어 다성성(多聲性)의 차원과 영역을 재구할 수 있는 방법

이 된다는 점에서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설 언어의 특성으로서 외

재화된 담론이 소설 속 발화 자체의 의미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을 전제하

는 바흐친식의 소설 분석은 서사 내에서 반복되는 단어, 어구, 동일저자나 

다른 저자의 여러 저작들, 서술자, 인물과 관련 여러 각도에서 폭넓게 활용

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은 주지하는 바다. 보통 이러한 작가적 목소리의 

개입은 근대소설 미달태의 특징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거나 혹은 ‘관념성’,

‘계몽성’의 영역으로 단선적으로 해석되었지만, 이를 소설 언어의 ‘다성성’

의 차원으로 바라봄으로써 소설 언어의 구성을 보다 풍요롭게 밝힐 수 있

다.

또한 이러한 접근을 통해 ‘계몽주의자’로서 주로 이미지화된 작가 의식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한다. 이와 같은 작가 이미지는 ‘민족’

담론과 이광수 소설 간 관련성을 전제하는 한에서 따로 뗄 수 없는 해석적 

영역으로 공고화된 감이 있다. 물론 이광수 소설에서 특정한 메시지를 강

력하게 전달하는 ‘저자’의 존재가 뚜렷하게 감지되고 그것이 기존에 널리 

알려진 준비론이나 수양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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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나 그 ‘민족 담론’의 내용과 강조점, 그 담론의 요지를 형성하는 

종교, 학술, 과학 등 외부 담론과의 교차와 길항 양상이 풍요롭게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서사의 의사소통적 구조의 접근을 통해 규명될 수 있는 작가

의식의 차원 역시 보다 폭넓게 확장될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1.2 연구의 시각

문학 작품을 의미 생산과 소통의 구조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텍스트 외

적인 의미 생산의 구성 요소들, 작가, 독자라는 요소를 의미의 구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서사학의 전통에서 서사의 의사소통 구조 모델의 

활용은 작품의 의미에 작용하는 생산자와 수용자의 요소를 작품 해석에 적

용시켜 보다 풍요로운 결과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서사텍스트 

실제작가→ →실제독자17)암시된 저자→ 화자→ 수화자→ 암시된 독자

[그림 1] 서사의 의사소통 구조

시모어 채트먼(S. Chatman)은 1978년『이야기와 담론(Story and Discours

e)』에서 서사의 의사소통 모델을 처음 제시하였다. 본래 채트먼은 서술자

의 존재가 희미한 서사를 분석하기 위해 이 다이어그램을 제시하고, 작가

나 암시된 저자, 암시된 독자나 실제독자의 틀을 활용하여 서술자가 뚜렷

하게 드러나지 않는 서사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후 이 다이어그램의 구성요소를 둘러싸고 논쟁이 이루어졌다. 제라르 

주네트(Gérard Genette)는 ‘암시된 저자’의 기능이 본질적으로 이데올로기

적이라는 것, 암시된 저자의 존재 없이도 실제 작가의 심층적 자아로서 이

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개념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에 

17) S. 채트먼, 한용환 역,『이야기와 담론』, 푸른사상, 2003, 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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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암시된 저자는 일종의 서술적 규범의 구조이자 기준을 가리키는데,

이는 저자의 이념과는 상관없이 텍스트 자체의 이념태를 상정하여 결과적

으로 저자를 비난하지 않고도 텍스트만을 비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는 것이다. 그리고 작가가 의도하지 않은, 그의 정치적이고 사회적 신념과

는 다른 의견이 텍스트에 표출된 경우, 그러한 부분을 실제 작가의 심층적 

자아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말한다.

암시된 저자의 실체성에 대한 주네트의 비판은, 채트먼이 위의 책에서 그

것을 ‘텍스트의 규범들의 구조’로서 정의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채트먼은 

암시된 저자가 ‘서사물 속에서 독자에 의해 재구축’된다고 봄으로써 암시

된 저자 자체의 목소리나 행위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서사물의 구조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규범은 암시된 저자의 개념을 처음 제

기한 웨인 부스(Booth, Wayne C.)의 견해와는 달리 도덕적인 신념을 바탕

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순전히 작품의 미학적 구조만을 의미하는 것이

다.18) 서사의 의사소통 모델에서 암시된 저자에서 서술자로, 수화자로, 다

시 암시된 독자로 이어지는 흐름을 텍스트 ‘내적인’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서사물의 규범적 구조, 혹은 원천으로서의 의미를 강화하고자 한 결

과이다.

그러나 암시된 저자를 텍스트의 규범 구조로 본 채트먼 식의 이해를 벗어

난 새로운 논의의 흐름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우선 ‘암시된 저자’ 개념의 

원 창안자인 웨인 부스의 초기 논의로부터 이후 주네트 등의 비판을 수용

한 후기 논의가 이어졌다. 혹은 실제 작가와 암시된 저자의 관련성, 암시된 

저자 개념의 효용성에 대한 논의들의 흐름도 존재한다. 이러한 논의의 맥

락과 효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웨인 부스(Wayne C. Booth)는 1950년대 서구 문단에서 유행했던 신비평

적 관점에서의 작가의 ‘객관성’,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요구에 대한 일

종의 대항으로서, 작자 자신의 분신으로서의 ‘암시된 저자’의 존재(혹은 기

능)를 주장한다.19) 그리고 암시된 저자는 자신이 피력하는 ‘신념’의 형태를 

18) S. 채트먼, 앞의 책, 163-168쪽.

19) 그는 작가가 글을 쓸 때 “타인의 작품 속에서 만나게 되는 내포작자와는 다른 자기 자신의 

내포적 변형을 만들어낸다”고 본다. 이 내포작가의 개념은 ‘공식적 기록자’ 혹은 ‘작자의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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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공감하는 ‘암시된 독자’의 상을 만들어낸다고 전제하여, 도덕적・정서

적인 내용과 미학적인 구조를 모두 통제하는 존재로서의 암시된 저자의 상

을 그린다.20) ‘말하기’(telling)보다는 보여주기(showing)를 ‘좋은 소설’의 형

식적 특질로 보았던 당대 문단의 광범위한 비평 관습에 대한 대항으로서,

작가의 논평과 같은 직접적 개입이 두드러지는 필딩 소설 등의 가치를 복

원하려는 시도에서 고안된 이 개념은, 이후 세분화의 과정을 거친다.

웨인 부스가 처음『소설의 수사학』에서 이 개념을 제시할 때의 의미는,

채트먼의 이해에서처럼 ‘서사물의 규범적 구조의 총합’이라는 식의 이해와

는 미묘하게 다른 것이었다. 즉 웨인 부스의 저작에서는 작가의 능동적 ‘선

택’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는데, 이를테면 ‘암시된 저자’의 존재란 작가가 

자신의 특정한 가치관이나 신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작품을 써나갈 때 필

연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서사적 형식이나 전개 방향의 문제와 관련된 것

이다. 예를 들어 나보코프의『질투』에서 첫 서두에서 질투에 휩싸인 남자

가 보게 되는 주변의 모든 사물들을 극적 독백의 형식으로 보여줌으로써 

이야기는 오히려 전통적 의미의 소설적 형식보다는 시적 형식에 가까워지

고, 이에 따라 독자도 그 남자의 시야와 세계관으로 소설 속 상황에 접근

하게 된다. 혹은 헨리 제임스가『메이지가 알고 있는 것(What Maisy

Knew)』을 쓸 때, 가장 인간적인 주제는 인생의 도덕적 애매성을 반영하

는 주제라 생각했던 작가의 믿음이, 어린 아이의 이야기, 그 중에서도 ‘영

속적인 감정을 지닌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채택하는 데 절대적이었다고 

분석하는 부분이 이를 보여준다. 그는 암시된 저자의 역할을 설명하며 그

와 유사한 용어인 ‘양식(style), 어조(tone), 기법(technique)’과 구분하는데,

작자의 작중인물, 삽화, 사상의 ‘선택’이라는 면에서 양식과 구분되며, 작자

의 함축적 평가가 외면적인 언어적 발화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서 어조와도 구분되고, 또 역시 서사적 특질을 작가가 선택하고 배치한다

는 의미에서 기법과도 구분된다고 말한다. 이처럼 웨인 부스는 작가의 작

의 자아’와 같은 표현으로 설명 가능하며, 실제 작가(real author)와 그 자신이 만들어낸 공식

적인 자신의 ‘변형’ 사이의 복합적인 관계에 주목할 수 있게 해준다. : 웨인 C. 부스, 최상규 

역,『소설의 수사학』, 예림기획, 1999, 104쪽.

20) 위의 책, 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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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내 참여를 강조하는 가운데 그 서사태의 선택과 배열, 배치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21)

다른 한편으로『소설의 수사학』에서 전제하는 암시된 저자란, 독서 과정 

중에서 특정 부분에서 독자가 생각하는 작가상을 의미한다. 웨인 부스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작가상에 반대하는 맥락에서 작가가 작품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도하는 바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의미의 의사소통적 맥락’을 전

제하고 있었고, 그렇기에 특정한 작품에서 보여주는 작가의 도덕적, 지적,

미적 신념이 이데올로기적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 역시 

보여주고 있다. 일례로 로렌스의『채털리 부인의 사랑』의 일반적 사회의 

윤리감각이 어떤 식으로 특정 부분의 독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논하

고 있는 부분을 들 수 있다.22)

논의의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특정한 작품에서 독자가 구성하는 암시

된 저자의 상이 상대적일 수 있을 것이라는 물음, 그렇다면 그 개념의 분

석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대한 것이다. 웨인 부스 역시 

로렌스의 소설 중 다양한 부분에서 독자가 구상하는 암시된 저자의 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암시된 저자의 개념 자체가 서사

를 특정한 방향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독자를 전제한 서사적 선택과 그에 

따른 의미 형성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따라서 암시된 저자 개념으로 소

설을 바라본다는 것은 텍스트 외부의 실제 독자가 구성하는 저자상을 규명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 오히려 서사가 어떤 식으로 독자들이 특정한 방

향으로 의미를 이해하도록 인도하고 있는지, 그것이 어떤 서사적 선택과 

형식의 문제를 낳았는지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시도에 가

깝다.

웨인 부스는 이후에 주네트 등에 의해 이루어진 암시된 저자 개념의 실체

성이나 효용성에 대한 비판을 염두에 두며 최근 실제 작가의 이상화된 버

전으로서의 의미를 새롭게 논의한다. 「암시된 저자는 필요한가?」라는 글

에서 웨인 부스는 자살 직전에 쓰였다고 알려진 실비아 플래스의 시「가장

21) 위의 책, 108-109쪽.

22) 위의 책, 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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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Edge)」에서, 삶의 여러 고통에 짓눌린 실제 작가의 모습보다는 시적

인 힘으로 자신이 택할 죽음의 보편성이라는 주제를 창조하며, 자살 충동

을 느끼면서도 죽음이라는 주제에 미적인 구조를 부여하고자 하는 암시된 

저자의 상을 읽어낸다. 경제적 고통, 사랑의 실패 등 현실 속을 사는 실제 

작가 실비아 플래스의 전기적 이력, 그리고 그 시를 쓴 이후에 자살을 택

했다는 널리 알려진 이력을 염두에 두면서도 그 고통을 초월하여 죽음의 

초월성과 비극미를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창조적 자아의 행위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부스가 ‘문학적 가면 쓰기’라 표현하고 있는, 이러한 창조된 

암시된 저자의 상은 실제작가와의 동일성 여부, 혹은 그 진위의 여부로만 

평가될 것이 아니며, 작가가 자신이 마주한 현실을 윤리적, 심미적, 사상적

으로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이상화시킬 수 있는 문학적 행위로서 유의미하

다는 것이다.23) 그리고 실제 작가와 암시된 저자상의 차이를 전적으로 위

선적인 것이라 보며 배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작가의 윤리적 지표를 고양시

키는 효과, 즉 ‘훌륭하게 보이기’가 아니라 ‘훌륭하게 되기’라는 내적 고투

를 여실히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 글에서 실제 작가가 일종의 ‘문학적 가면’으로서 특정한 자아상을 창

조한다는 것, 그럼으로써 심미적이거나 윤리적으로 이상화된 주제를 새롭

게 창출한다는 서사 창조의 행위 자체에 의미를 부여한 점은 중요하다. 이

러한 언술은 문학의 시대적 소명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식민지 작가

들의 문학적 존재 방식의 일단을 해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

다. 특히 작가의 인격과 작품의 내용의 문제를 별개로 여기지 않았던 이광

수와 같은 작가의 작품의 의미를 해명하는 데 있어서도 적합한 개념이라 

판단된다.

웨인 부스 이외에, 암시된 저자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논의는 텍스트 외

부의 실제 작가와 서사 내 창안자 사이를 연결하는 작업에 초점이 맞춰진

다. 말하자면, 실제 작가가 작품에 참여하는 방식으로서의 모든 선택, 행위

의 의미를 강조한다. 그 중 대표적 학자인 제임스 펠란(James Phelan)은  

웨인 부스가 애초에 암시된 저자와 작품의 형식 사이의 동등성을 전제함에 

23) 웨인 부스, 「‘암시된 저자’는 필요한가?」, 방민호․최라영 역,『문학의 오늘』2013 여름호.



- 17 -

따라, 결과적으로 ‘텍스트의 구성적 행위자’로서의 의미가 약화된 것을 비

판한다. 또한 웨인 부스를 따르는 대부분의 서사 이론가가 암시된 저자를 

독립적 행위자로서보다는 텍스트적인 기능으로 바라보아 서사 분석상 효과

를 감소시켰다는 점을 한계로 바라본다.

이러한 비판적 전제에 의거, 제임스 펠란은 암시된 저자를 “실제 저자의 

간소화된 버전(version)으로서, 실제 작가의 능력, 특징, 태도, 신념, 가치관

의 실제, 혹은 주장된 부분집합이면서  특정 텍스트의 구성 안에서 능동적

인 역할을 하는 그 외 다른 모든 특징들”로 정의한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실제 혹은 주장된 부분집합”이란 어구는 강조를 하기 위한 

시작 형용사, 시작 명사이다. “간소화된”이란 말은 암시된 저자가 실제 저

자의 부분적 재현임을 의미하고, “버전”이란 말은 암시된 저자가 실제 저

자에 의해 구성된 개념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정의는 암시된 저자

가 실제 저자의 가치관, 능력, 태도, 믿음의 ‘정확한’ 반영이라는 견해보다

는, 실제 저자가 자기 자신과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차이를 넣어 암시된 

저자를 구성해 낸다는 견해를 이끌어내기 쉽다. 즉, 이러한 논의의 틀에서

는 여성 작가가 남성인 암시된 저자를 만든다든지, 백인 작가가 비-백인 

암시된 저자를 내세우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펠란의 표현을 빌리자면, 암

시된 저자는 기존의 이해에서처럼 텍스트의 생산자라기보다는 ‘텍스트를 

존재태(existence)로 가져올 책임을 진 행위자’에 가깝다.24)

이처럼 펠란은 채트먼과는 달리 암시된 저자를 서사물의 규범적, 고정적 

구조라기보다는 텍스트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위치할 수 있는 목소

리(voice)25), 일종의 구성적 행위자로서 바라보고 있다. 이처럼 암시된 저자

를 좀 더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행위자’로 볼 때 실제 작가의 가치관, 신

념, 태도, 정체성의 특질뿐만 아니라 그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이 

24) James Phelan , Living to Tell about it: A Rhetoric And Ethics Of Character Narration, Cornell

Univ. Press, 2004, p.45-47.

25)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득적 웅변에서의 ‘기풍(ethos)'이라 불렀던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화자

에서 청자에 이르는 상황 속에서 발화(utterance)의 형태로 나타나거나, 특정 작품 속에 들어 

있는 내용을 그런 방식으로 선택, 제시, 표현한 존재, 결정자로서의 지성과 도덕적 감성의 존

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발전되어져 왔다. : 한국문학평론가협회편,『문학비평용어사전』상, 국

학자료원, 2006, 6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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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에 나타난 방식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작품의 

윤리적 차원을 새롭게 탐색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실제 작가의 태도나 가

치관 면에서 작품화되는 과정에서 일관적이지 않은 균열 지점을 밝혀줄 수 

있고, 또 암시된 저자의 ‘이상화’된 측면을 고려할 수 있게 한다. 즉, 암시

된 저자는 실제 작가의 ‘무의식적 버전’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는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정의는 작가의 전기적(biographical) 사실과 수

사학적 분석의 연결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개념으로서 효용성이 있다.26)

암시된 저자의 의미에 대한 펠란의 재개념화는 서사를 ‘작가-작품-독자 축’

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언술행위로서 바라보게 함과 동시에, 텍스트 

외부에 위치하는 서사 발생의 핵, 충동, 통제의 원천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27)

이러한 이해는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도 수용되고 있다. H. 포터 애벗은 

암시된 저자를 ‘서사를 설명해주는 감수성 (정서, 지성, 앎, 견해 등이 한데 

얽혀 있는 것) 의 실체’로 보고, 서사 속 암시된 저자의 관점은 서사 담화

의 모든 요소와 일치하며, 실제 작가의 성격 가운데 많은 부분이 전이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서도 그 역할은 서사를 특정한 방향으로 형상화하고 

고정시키는 일종의 구성체 역할을 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28) 또 새커리

(Thackery)의『허영의 시장(Vanity Fair)』의 서두 분석을 통해 서술자의 

가변적인 초점화, 어조의 급변 등을 모든 인간의 복합적 심리를 나타내려

는 서술자의 정신으로서 암시된 저자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 보

26)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채트먼의 의사소통 모델을 수용하면서도 내포작가의 위치에 

대한 인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즉, ‘내포독자’는 텍스트 안에 위치하지만, ‘내포작가’는 텍

스트 밖에 위치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펠란의 관점에 따르면, 텍스트의 ‘구성적 행

위자’로서의 내포작가는 가정된 이상적 독자를 위해 텍스트 내부 혹은 외부에서 분명하고 암

묵적인 가정과 신호들을 구축한다. : James Phelan , Living to Tell about it: A Rhetoric And

Ethics Of Character Narration, Cornell Univ. Press, 2004, p.45-46.

27) 서사를 독립적인 존재태가 아닌, 배후에 존재하는 충동의 결과로 바라보는 이론가로는 캐서

린 흄이 있다. 캐서린 흄은 환상성에 대한 연구에서, ‘환상’을 독자와 저자가 공유하는 등치

적(consensus) 리얼리티를 벗어나려는, 문학적 창조의 배후에 놓인 일종의 충동으로서 미메시

스와 양립된 것으로 본다. 결국 독립되고 고정된 장르나 양식으로서의 ‘환상’이 아닌, 모든 문

학작품에 얼마간 포함될 수 있는 서사적 충동으로서 의미화되는 것이다. : 캐스린 흄, 한창

엽 역,『환상과 미메시스』, 푸른나무, 2000, 183쪽.

28) H. 포터 애벗, 우찬제 외 역,『서사학 강의』, 문학과지성사, 2010, p.16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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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채트먼 식의 서술 다이어그램에서 암시된 저자의 역할을 수사학적인 

것이 아니라, 일종의 목소리로서 바라보자고 말하는 해리 쇼( Harry E.

Shaw)의 논의 역시 이러한 흐름에 놓여 있다.29)

제임스 펠란과 그 이후의 학자들이 행한 암시된 저자와 실제 작가의 관련

성에 대한 논의는 작가의 전기적 사실과 수사학적 분석의 관련성이라는,

‘암시된 저자’ 개념이 생산해 낼 수 있는 서사 분석의 측면들에 대한 조망

으로 이어진다. 라비노비츠( Peter Rabinowtiz) 는 펠란의 논의를 수용하여 

암시된 저자를 서사적 규범이나 ‘독자’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닌, ‘실제 작

가’에 의해 창조된 것으로 본다. 이를 통하여 작품이 놓여 있는 정치적 상

황, 실제 작가가 겪는 심리적 상황 등과의 문맥적 관련성을 조명하는 것,

그리고 실제 작가의 삶과 작품에서 이상화된 측면 사이의 간극, 균열의 의

미를 새롭게 규명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실제 작가와 그의 투사

된 자아 이미지 사이의 차이가 말해 줄 수 있는 지점에 주목하게 해 준다

는 것이다.30)

이처럼 암시된 저자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 즉 실제 작가의 이상화

된 버전으로서의 의미나 혹은 실제작가와 일치할 수도, 아니면 ‘가면’처럼 

꾸며낼 수도 있는 다양한 성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경우, 웨인 부

스가 암시된 저자 개념에 이어 제기한 ‘이력 저자(career-author)’의 개념 

역시  참조 가능하다. 웨인 부스가 제기한 ‘이력 저자’라는 개념은 암시된 

저자와 연결된 것으로, “암시된 저자들의 연쇄적 작용에 의해 추론되는, 지

속적인 창조적 중심(the sustained creative center implied by a sequence

of implied authors), 혹은 모든 작가의 특정한 작품들에 내포된 발명된 창

조자들의 총합으로서의 지속적 작가상’을 의미한다. 이 이력 작가의 상은 

각 작품들의 연속적 측면에서 볼 때 비교적 일관되고 통합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작품마다 다양한 가변성을 보여줄 수도 있다. 실제 작가와의 연결

29) Harry E. Shaw, “Why won't our Terms Stay Put?: The Narrative Communication

Diagram Scrutinized and Historicized”, A Companion to Narrative Theory, Malden, MA :

Blackwell Pub., 2005 pp.299-310.

30) Peter Rabinowtiz, "The Absence of Her Voice from that Concord: The Value of the

Implied Author" , Style: A Quarterly Journal of Aesthetics, Poetics, Stylistics, and Literary

Criticism, 2011 Spring, Vol.45(1), p.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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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볼 때, 밀턴의 경우처럼 비교적 일치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로렌스 

립킹(Lawrence Lipking)의 경우에서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31)

문학 텍스트에 있어서 암시된 저자의 실체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던 주

네트도,『픽션과 딕션(Fiction and Diction)』에서 편지, 자서전, 역사, 에세

이 등의 비-허구적 서사와 픽션이 공존하는 문학장 (literary field)의 개념

을 제시하며 허구 서사의 주요한 존재론적 특징으로써 서사 자체와 실제 

저자와의 연속성이나 차이를 연결시킬 독자의 내포적 기능 구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에 따르면 시대에 따라 언제나 문학으로 인정되어 온 픽션은 문학의 '

구성적 요소'로 보고, 시대와 장소에 따라 문학으로 편입될 수도 있고 배제

될 수도 있는 것들은 ‘조건적 요소’로 본다. 문학성은 구성적 요소와 조건

적 요소의 두 축의 합집합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보자면, 작가의 실명이 

등장하면서 허구적 서사가 진행되는 텍스트와 같은 것들은 명확하게 픽션

인 것으로 혹은 픽션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그는 픽션과 논픽션의 외연이 유동적일 수 있는 문학장의 성격을 고

려하며, 화용론적 접근으로 사실적 서사와 허구적 서사의 존재 방식의 차

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는 설(Searl)의 논의를 참조하여 사실적 서사

(factual narrative)를 저자와 서술자의 일치라는(A=N) 요소로 설명하며 저

자가 서사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지며, 따라서 서술자의 독립적 역할이 전

무하다는 것으로 설명한다. 한편 이와는 달리 저자와 서술자가 일치되지 

않을 때 (A≠N) 허구적 서사 (fictional narrative) 가 되는데, 이 때 서사의 

진실성은 저자에 의해 진지하게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독자는 실제 저

자와는 거리를 둔 내포적 기능이나 행위자를 실제 저자와 연결시켜야 한

다.32)

실제로 암시된 저자 개념을 문학 텍스트의 분석에 적용할 경우, 기존에 

조명되지 않은 작품해석의 영역과 텍스트를 둘러싼 외적 조건이 서사와 절

31) Wayne C. Booth, Critical Understanding: the powers and limits of pluralism,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79,p. 268-271.

32) Gérard Genette, trans. Catherine Porter, Fiction & diction, Ithaca :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p.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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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적이라 판단된다. 가장 기본

적으로는 서사의 구성 요소를 ‘선택’하고 ‘배치’하는 행위를 통해 텍스트 

내부에서만 추출되는 작품의 주제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 보다 넓은 의미

의 작가의 작품 기획 의도와 독자를 의식한 글쓰기의 서사 전략, 작품의 

주제를 새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

관습적으로 볼 때 일반 독자는 서사를 읽으면서 서사의 전개 과정, 사건

의 진행 방향을 어떤 인물의 통제 아래 있다거나 서술자의 통제 아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저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여기는 것

이다. 이러한 측면을 좀 더 확대해서 보자면, 암시된 저자의 개념은 서사의 

구성 방식, 선택과 배치의 요소를 통해 ‘작품의 주제가 귀속되는’ 측면을 

좀 더 세분화하여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더욱이 당대의 학술,

과학, 종교 담론과 밀접한 관련성을 서술자나 인물의 발화로 직접적으로 

노출하는 정도가 큰 이광수 소설의 경우, 소설 언어의 다성성이라는 측면

을 규명하는 데 있어 암시된 저자의 서술 의도와 의미의 생산 효과 분석이 

유용한 매개가 될 수 있다.

또한 다른 작가들보다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는 이광수 소설의 특유의 

‘계몽성’이라는 영역과 관련해서도 문학의 의사소통 체계에 근거한 접근은 

더욱 섬세한 분석의 틀을 제공한다. 웨인 부스가 최근 재론하고 있는 암시

된 저자의 ‘인격성’이라는 특성은 이러한 점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다. 현실 

속 실제 저자의 윤리적 승화로서의 암시된 저자는 문학 텍스트를 둘러싼 

작가의 자기정화의 문제, 그리고 독자의 윤리적 승화의 효과까지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암시된 저자의 텍스트 분석에 있어서의 효용성을 이론적

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암시된 저자의 ‘실체성’의 문제

와 관련된 서사 이론가의 다양한 비판 지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이다.

즉, 텍스트 내에서 서사적 장치를 만들고 기입하는 것을 텍스트 외부의 실

제 작가로 보았을 때와, 텍스트 내의 암시된 저자로 보았을 때 차이가 있

는 지점들을 논의를 통해 세분화하고 좀 더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잔 랜서와 같은 서사 이론가의 본격적 논의와, 한국 문학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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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역사소설과 같이 서구 문학 장르 구분에 입각한 텍스트 분류로 묶이

지 않는 독특한 텍스트의 특질을 해명한 논의들은 암시된 저자를 구성하도

록 하는 실제 텍스트 내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수잔 랜서(Susan S. Lanser)는 기존 신비평적 관점에서 텍스트를 외

부의 맥락과 독립된 자족적, 자율적 구조로 바라보는 시각을 비판하고, 작

품을 생산하는 작가와 텍스트의 의미를 관련짓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

한 맥락에서 그는 다의적 텍스트(Equivocal Texts)로서의 문학 텍스트를 전

제하고, 동종제시적 소설들을 대상으로 서술된 ‘나’를 작가로 귀속시키는 

기준들을 제시한다. 수잔 랜서는 구조주의 서사학에서 소설을 허구로서 읽

는 규약들의 분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나머지, 소설 속 ‘나’가 작가의 

‘나’와 모종의 관련을 맺고 있는 텍스트들이 분석에서 제외되었음을 말하

고, 이러한 부분을 새롭게 살펴보기 위해 ‘귀속(attachment)’이라는 개념을 

제기한다.

수잔 랜서는 특정한 텍스트를 읽는 독자들은 서사 구조의 논리에 대항하

여, 특정 목소리를 작가의 그것과 연결시키거나 혹은 분리시키는 이중화된 

움직임 사이에서 길항한다고 본다. 그리고 서사를 역사물, 논문 등에서와 

같이 텍스트의 ‘나’를 텍스트를 생산한 작가와 동일한 것으로 전제하는 귀

속된 텍스트(Attached Texts or Contingent Texts),『바가바드 기타』처럼 

작가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은, 관습적으로 작가와 거리를 둔 분리된 

텍스트(Detached Texts), 그리고 귀속과 분리 사이의 어딘가의 지점에 위치

하는 다의적 텍스트(Equivocal Texts)로 크게 구분한다. 문학은 다의적 텍

스트에 속하는 것으로, 특정한 목소리를 작가로서의 ‘나’에 귀속시키거나 

분리시키는 다층적인 차원이 혼종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에 기반하여 독자가 텍스트의 저자와 텍스트의 ‘나’를 

연결하는 환경적 조건들의 지표를 제시한다. 즉 귀속의 정도를 결정하는 

지표인데, 단독성 (singularity), 익명성(anonymity), 동일성(identity), 신뢰

성(reliability), 비서사성(nonnarrativity)이 있다. 우선, 단독성은 한 텍스트

에서 단일한 목소리가 지배적일수록 독자가 텍스트의 ‘나’를 작가의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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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익명성은 텍스트 화자의 적

절한 이름의 부재를 의미하는데, 이는 수많은 동종제시적 소설이나 거의 

모든 서정시에서 보이는 특징이기도 하다. 나는 ‘나’의 이름이 있는 것보다 

없을 때 훨씬 귀속되기가 쉽다는 가정을 한다. 셋째, 동일성은 화자와 작가

간의 모든 사회적 유사성, 예를 들어 이름, 성별, 인종, 나이, 전기적 배경,

신념과 가치, 작가로서의 입지와 같은 것들이 독자로 하여금 귀속을 용이

하게 하는 조건이다. 19세기 샬롯 브론테의 전기와『제인 에어』, 20세기 

비평가가 실비아 플라스의 전기와『벨 자(The Bell Jar)』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넷째, 신뢰성이라는 것은 화자의 가치와 인식이 작가의 그것과 일치

한다는 독자들의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그것은 독자가 작가가 가진 

신념과 인식을 믿는다는 것이기도 하다. 독자가 작가의 가치에 반드시 동

의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작가가 화자와 가치를 공유한다고 독자들이 생

각해야 한다는 것이 ‘신뢰성’의 의미이다. 다섯째, 비서사성(nonnarrativity)

이나 영원성(atemporality)으로서, 독자들은 텍스트의 ‘내’ 가 보고의 역할

을 맡는 등 사건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때 화자와 작가 사이를 연결시키기 

쉬운 경향이 있다.33) 이와 같은 요소들을 통해 독자는 텍스트의 화자와 작

가 사이의 연속성을 상정하며, 작가로의 ‘귀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작가와 서술자, 작가와 인물 사이 연속성을 구축하는 방법 

면에서 이광수 소설은 다양한 경우의 수가 도출된다. 이광수 소설의 경우,

작가와 인물의 관계는 수필과 소설의 연속이라는 점에서 동일성을 상정하

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주로 작가의 개인적 전기적 이력이나 체험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동일성의 영역이 창출된다. 작가와 서술자 사이의 관

계에서도 서술자의 직접적 논평이나 특정한 발화적 표현이 실제 작가의 논

설, 수필 등과 연계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 즉 수잔 랜서의 표현을 빌리

자면 ‘신뢰성’의 지표를 통해 작가와 서술자가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서로 

33) Susan S. Lanser, "The "I" of the Beholder", edited by James Phelan and Peter J.

Rabinowitz, A Companion to the Narrative Theory, Malden, MA : Blackwell Pub., 2005.

p.206-214. 수잔 랜서, 「보는 이의 '나' : 애매모호한 결합과 구조주의 서술론의 한계」, 제임

스 펠란․피터 J. 라비노비츠 엮음, 최라영 역,『서술이론Ⅰ』, 소명출판, 2015, 394-424쪽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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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독자에게 끊임없이 환기한다. 이러한 착안에 기반하

여 이광수 소설에서 작가와 인물 사이, 작가와 서술자 사이의 연속성이 작

품별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텍스트의 생산자로서의 

‘암시된 저자’의 존재태를 밝히는 것이자 동시에 작가의 이상화된 윤리적,

심미적 기획으로서의 자기 제시상과 관련된 서사의 보다 풍요로운 의미를 

탐색하는 일이기도 하다.

더불어 암시된 저자의 개념은 픽션의 영역에서 연역적으로 규정되는 장르 

구분법으로 설명되지 않는, 역사, 자서전, 소설, 수필의 영역의 교차와 연속

성을 보이는 작품들의 고유한 구성적 특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유효하다

고 판단된다. 이광수의 역사소설, 특히『세조대왕』에 대한 최근 연구가 이

를 잘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는 ① 작가의 전기적 이력-나이, 아들의 죽음-

과 관련된  설정, ② 불교적 사유를 토대로 경험과 시대를 이해하는 사상

적 연속성, ③ 창작 시기가 유사한 「꿈」, 「육장기」에서 드러나는 죄의

식이라는, 정서적 연속성의 차원이 실제 작가 이광수를 환기하며 독특한 

서사 내 저자의 형상을 창조한다고 본다. 즉, 이광수의 대부분의 역사소설

이 탈식민주의적 의도를 함축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세조대왕』은 “세

조의 말년 마지막 3년 간의 행적을 그와 관련된 각종 사료들을 수집하고,

선별하고, 종합하고, 취사선별하고, 재구성하면서, 세조의 삶에 내재된 비극

성과 숭고함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것을 현재적 현실 속에서 고난을 겪어 

나가며 육체적 죽음을 방불케 하는 정신적 파멸에 직면할지 모르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비추어 성실하고도 심각하게 반추해 나가는 사람”으로서의 

작가의 자기상을 환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세조대왕』을 역사소설이

면서도 동시에 자전적인 것으로 독해할 수 있게 하는 독특한 서사 구성을 

해명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34)

이외에도 암시된 저자의 존재방식에 대한 실제 텍스트 분석은 주로 서술

자 설정이라는 측면에서 조망된 경우가 지배적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서술자의 ‘어조, 시점, 태도’가 암시된 저자의 존재성이 기입된 측면으로 주

34) 방민호, 「자전적 소설의 제 문제와 이광수 장편소설『세조대왕』」, 규장각 학술대회 자료

집, 2014,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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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게 분석된다. 홍명희의『임꺽정』창작에 있어서 실제 작가 홍명희의 

‘술이부작(述而不作) 술이작(述而作)’적 서술태도와 이에 기반한 텍스트 내

부의 암시된 저자의 강담적 서술자의 창안, 대상의 원경화, 발화의 진술을 

강조하는 태도라는 텍스트적 특질 사이의의 연속성을 규명한 연구35), 이중

초점화(dual focalization)의 문제와 작가적 발화의 겹침이라는 문제를 밝힌 

연구36)가 이에 해당된다.

이광수의 경우 논평적 서술자의 개입이 지배적이라는 것이 소설 세계 전

반을 관통하는 주요한 특징인데, 논평적 서술이 그와 내용면에서 연속된 

논설이나 수필과 어떤 관련성이 있고, 어떤 텍스트적 특징을 발현시키는지

를 밝히는 과정에서 암시된 저자의 글쓰기 기입 양상의 층위가 새롭게 드

러날 것이라 생각된다.37) 이에 덧붙여 이 글에서는 채트먼의 의사소통 체

계 중 수화자(naratee)의 항목이 텍스트 속에서 얼마나 드러났는가의 여

부38)와 사건의 설정 방식과 플롯 구성이라는 문제 역시 암시된 저자의 선

택이라는 문제와 관련된 분석틀로 삼을 것이다. 채트먼은 수화자가 직접적

으로 드러난 소설, 모호하게 암시되는 소설로 구분하여 설명하는데, 특히 

무언가를 ‘설명’하는 부분은 모호하게나마 그 설명을 듣는 수화자를 전제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설명적 서술의 빈도수가 잦은 이광수 소설의 전

반적 특징과도 연결되는 부분으로서, ‘조선 민중’이라는 청자를 상정하고 

글을 썼다는 작가의 발화와 맞물려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지점이다.

이 글의 분류 및 구성 체계는 작품별로 암시된 저자가 구성되는 텍스트적 

35) 김승환, 「텍스트『임꺽정』안과 밖의 작가 홍명희」,『한국현대문학연구』35집, 2011,

169-193쪽.

36) 권택영, 「내포저자 논쟁과 나보코프의『롤리타』」,『미국소설』15권2호, 2008, 10쪽.

37) 『무정』의 서술자가 작가적 목소리를 투영하면서 서사를 전개시켜 나가는 특수한 형태의 

서술자임을 지적하고, ‘작가적 서술자’라 명명한 논의는 이 글의 분석 취지와 맞물린다. 나병

철은 서술자가 세계를 인식하고 투시하는 중심점이 명확한 근대소설과, 근대소설 이전 형태

로서 서술자의 정신의 복합성에 의지하여 세계가 펼쳐지는 서사를 구분한다. 후자의 경우 서

사에 인식의 중심을 부여하기 어려우며, 서술자의 서술은 어떤 특정한 한 가지 인식으로 환

원되지 않는다. 재현된 세계에 인식의 진리를 제공하려는 행위, 이야기에 중심을 부여하려는 

노력 자체가 노출된 서사들은 에세이에 근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역할에 충실한 서술자가 드

러나는 소설들을  ‘작가적 화자 소설’이라 이름 붙이고 있으며,『무정』후반부를 그러한 서사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다. : 나병철,『영화와 소설의 시점과 이미지』, 소명출판, 2009, 158쪽.

38) 채트먼, 앞의 책, 3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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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질과 구성된 암시된 저자의 상(像)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따라서 

작품 발표 시기에 따른 분류와는 조금 다른 분류 방식을 취한다. 이광수가 

자신의 사상이나 사유방식, 감성구조 등을 텍스트화하여 독자에게 전달하

는 방식의 선택, 그리고 그 효과의 문제를 살펴볼 때 시기별로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는 어떤 특성이 드러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긴 창작 

기간 동안 다양한 창작 방법을 염두에 두고 자유롭게 서사적 장치들을 활

용하면서 작가가 마주한 그때마다의 현실과 시대적 대응, 사유의 배태와 

완숙의 정도를 텍스트 속에 담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텍스트 그 자체의 

현상 설명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글의 Ⅱ장에서는 실제 작가의 이력이나 성별, 사회적 지위 등

의 유사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작가와 인물 사이의 연속성을 뚜렷

하게 구축하고 있는 영역의 소설, 즉 체험 기록에 가까운 소설들에 나타난 

작가의 문학적 자화상의 양상과 그 의미를 밝힐 것이다. 이는 수필, 자서전 

등 논픽션적 영역으로 간주되는 글과 밀접한 연속성 및 차이를 담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며, 이러한 지점은 실제 작가의 모습과는 연속되면

서도 다른, 이상화된 문학적 자화상을 구축하는 동기와 서사 구성의 관련

성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Ⅲ장에서는 신문 연재 장편소설에서의 플

롯 조형 양상과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이 장에서 다루어지는 작품들은 실

제 작가와 암시된 저자 사이의 거리가 Ⅱ장의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

적으로 크고, 또 서사의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당대 종교․과학․철학 담

론들의 양상 역시 다채롭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즉 이 장에서 다루는 소

설들의 경우, 소설 언어의 다성성의 측면과 암시된 저자의 창안이 밀접하

게 연결되어 있다. Ⅳ장에서는 역사소설, 알레고리적 구조를 통해 시공간적 

배경을 탈각시키거나 확장시킴으로써 당대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작

가의 상, 그리고 그 안에서 이상화된 삶의 태도의 모색이 어떤 식으로 이

루어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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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체험적 소설과 도덕적 고뇌의 자화상  

1. 서술적 목소리의 분리와 아이러니스트의 탄생

이광수의 초기 단편소설은 작가 자신의 심경, 처지에 대하여 기술한 수

필 형식의 글과 매우 유사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군은 어디

로(君は何處に)」와『사랑인가(愛か)』,「독서를 권함」과『김경』,「25년을 

회고하여 애매(愛媒)에게」와『방황』이 이에 해당된다. 초기 산문과 소설

이 주로 일본 유학생들이 읽는 잡지에 게재된 것임을 고려한다면, 독자들

은 이 산문과 소설을 연계해서 읽으면서 소설의 의미를 추론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 작품 내의 저자는, 독자들로 하여금 산문과 연계하여 ‘자전적’인 

것으로 읽힐 수 있는 여지가 큰 이들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을 외재적 위치

에서 바라보는 서술적 목소리를 전면화한다. 즉, 산문과 동일한 형태로 작

품 속에서 주인공의 생각, 느낌, 사유가 제시되지만, 이 내용은 다시 외재

적 서술자에 의해 새로운 시각으로 비평된다. 이러한 차이가 결과적으로는 

독자로 하여금 아이러니적 서술태도를 두드러지게 감각하도록 하는 서사적 

장치가 된다. 이 때 아이러니는 단순히 수사적 차원이 아니라, 자전적 주인

공을 창안하는 저자 자신이 인식하고 표현하는 근본적 인식 및 창작 원리

의 의미를 지닌다.

우선『사랑인가』는 문길이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나오지만, 작가의 전기

적 이력과 동일성이 높은 인물설정을 통해 ‘문길=작가’의 도식을 독자로 

하여금 떠올리게 한다. 우선『사랑인가』의 문길의 이력과 상황이 자전적

인 것임은, 「군은 어디로(君は何處に)」라는 산문과 비교를 통해 알 수 있

다. 이 글은 1910년 4월에 발표되었고, 『사랑인가』는 1909년 12월에『백

금학보』에 발표되어서 불과 4~5개월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군은 어디

로」는 이광수가 12살에 고향을 떠나 동가식서가숙하며, 14세에 사관(士官)

에게 주목받고 일본에 유학, 타이세이중학(大成中學)에 입학하고, 3년 장학

금을 정부로부터 받아 시로가네(白金)에서 생활하게 된 이야기를 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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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메이지학원(明治學院) 3학년 재학시절 셋방살이를 하며 톨스토이, 예수

를 숭배하고 바이런의 시를 읽으며 이전의 사상을 버리던 것, 그리고 “지

난봄”이라 지칭하는 1909년 봄 미사오를 사랑하게 된 것까지 이야기된

다.39)

이윽고 바이런의 시를 손에 들자 마음이 완전히 변하여 믿음을 져버리더니,

즐겨 소설을 읽고 애정도 깊어져 지난봄에는 미사오(操)를 사랑했으며, 이 

때문에 글을 짓고 시를 지어 우선『시로가네학보(白金學報)』에 이름을 높

이고, 이어서『츄가쿠세이(中學世界)』와『토미노니혼(富の日本)』등의 잡지

에 군의 명성을 날렸다.40)

『사랑인가』에서는 18살의 주인공 문길이 나오는데,『사랑인가』를 발표

할 당시 이광수의 나이와 일치한다. 이광수는 열한 살 때 부모를 여의고 

그 뒤 이삼년간 방랑하다가, 열네 살 때 어떤 고관의 도움으로 동경에 유

학하게 되고, 중학 3학년에 입학하게 된다. 이 전기적 이력 역시「군은 어

디로」에 나오는 것과 동일하다. 그러나 두 글에 대한 의미화는 다르다.

「군은 어디로」에서 중학 3학년에 대한 외부의 회고는 ‘천재가 드러난 시

기’라 요약할 수 있지만,『사랑인가』에 나타나는 자기 인식은 오히려 전도

유망해 보이지만, 행복하지 않고 적막과 고독에 휩싸인 시기였다. 마음을 

알아줄 사람을 갈구하지만 오히려 홀로 남겨진 듯한 막막함과 외로움에 한

없이 시달린 시기였다는 것이다. 이 시기는 2년 정도에 걸친 것으로 이야

기된다. 동일한 내용을 소재로 삼으면서도 이를 의미화하는 차원에서 보면 

「군은 어디로」와『사랑인가』의 저자는 달라진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사랑인가』의 서술자는 문길을 묘사하면서 ‘상

반된 두 가지 성품의 공존’을 강조하고자 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문길은 

“가정의 영향과 빈고의 영향으로 성품이 온화한 소년”, “차라리 약한 소

년”이지만, “뭔가 이루어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하고 싶다”는 “비상한 야

39) 이광수,「군은 어디로(君は何處に」최주한․하타노세츠코 편,『이광수초기문장집』1, 소나무,

2015, 389-390쪽.

40) 이광수, 위의 책,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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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공존하는 소년이다.41) 특히『사랑인가』의 서술자는 그 성격적 특징

을 제시하는 데에 있어 ‘온화함’과 ‘야심’이라는 대조적인 성격적 특징을 

병치하고, 그 두 가지 성품의 ‘대조’ 자체를 강조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

다.42)

그리고 상반된 성품의 대조뿐만 아니라, 작가 자신의 것이기도 한 격렬

하면서도 기묘한 열정과 그 열정을 바라보는 냉정한 관찰자적 이성 사이의 

거리를 충분히 인식한 서술 태도 역시 아이러니의 정신에 가깝다. 독자가 

인식하게 되는 전기적 이력의 유사성 때문에『사랑인가』는 고아로 자라나 

애정에 굶주린 실제 저자 이광수 자신의 자전적 형상을 투영한 텍스트로 

읽혔지만, 인물뿐만 아니라 서술자의 서술태도라는 측면을 주목해 본다면 

불가해한 애정 갈구의 심리의 근원을 설명해 내려는 시도 역시 이 작품의 

구성을 특징짓는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이 당시 일본인 

소년을 사랑한 경험을 드러낸 산문「군은 어디로」와 함께 놓고 비교해 보

면 더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 미사오에 대한 애정을 갈구하는 문길의 심리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서술자가 그 이전에 문길의 이력을 서술하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다.

①

문길은 열한 살 때 부모를 여의고 홀몸으로 세상의 신산함을 맛보았다. 그

는 친척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집이 부유했을 때나 친척이었지, 일

단 그가 영락한 몸이 되고부터, 누구 한 사람 그를 돌봐주는 이가 없었다.

그의 몸에 붙어 있는 가난의 신은, 그로 하여금 일찍 덧없는 세상을 맛보게 

41) 이러한 언급이 훨씬 후 발표되는 산문「내가 속할 유형」이나 또다른 자전적 소설 『김경』

에서 나타나는 성격적 인식과도 연결되므로, 이는 텍스트 외부 실제 저자의 자아 이미지와 

연결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42) 사실 이러한 자기 인식은『사랑인가』작품 전반에 걸쳐 제시되는데, 결말부에서 미사오의 

‘냉담한’ 태도에 상처받고 자살을 시도할 때조차 “묘하지 않은가. 나는 커다란 이상을 품고 

있었다, 이것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 것은 실로 유감이다”라는 언술을 삽입하고 있다. 또 선로

를 베고 누워 “작은 머릿속에 품고 있던 이상은 지금 어디에.”라고 부르짖는 부분을 그리는 

것 또한 사랑을 이루지 못해 자살을 시도하는 다정다감, 다혈질의 성품이면서도 동시에 이상

을 추구하는 탐색자로서의 자아 이미지를 끝까지 놓지 않고 있어 그 ‘대조’의 감각을 극대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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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것이다. 그가 열네 살 무렵에는 이미 어른다워져, 홍안(紅顔)이던 그의 

얼굴에서 천진난만한 빛깔은 바래고 말았다.43)

②

그는 생각했다, 그는 괴로웠다, 생각하면 괴롭고 괴로워하면서도 생각한다,

이것이 그가 미사오를 만나고 있지 않을 때의 상태이다. 1월 이후 그의 일

기 내용에는 미사오의 일을 빼면 아무것도 없었다. 또 미사오의 얼굴을 보

면 기쁜 것이다. 이 무슨 까닭일까, 무엇 때문일까, 그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무슨 까닭에 그를 좋아하는 것일까, 무슨 까닭에 그에게 사랑

받는 것일까, 나는 그에게 아무런 요구도 없는데.’ 이것은 그의 일기의 한 

구절이다. 그는 미사오와 만나면 제왕 앞에라도 불려간 것처럼 얼굴도 들지 

못하고, 입도 열지 못하며, 지극히 냉담한 척 꾸미는 것이 보통이다. 그는 

또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오직 본능적인 것이다.44)

인용문 ①은 고아로 떠돌던 문길의 이력을 짤막하게 소개하는 부분이며,

인용문 ②는 미사오를 만난 이후 처음 겪게 되는 문길의 마음을 서술자가 

전하는 부분이다. 이 두 인용문을 함께 읽어보면,『사랑인가』의 서술자는 

문길이 미사오에게 빠져드는 불가사의한 열정의 근원에 대해 알고자 하는 

서술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문길을 텍스트 외부의 저

자와 겹쳐지는 자전적인 인물로 볼 때 이와 같은 서술자 설정 역시 자전적

인 것으로 읽힐 여지가 크다. 즉 미사오를 사랑하는 ‘문길’과 문길의 그러

한 심리의 근원을 알고자 하는 ‘서술자’가 동시에 텍스트 외부의 저자를 

지시하는 역할로서 읽히며, 이와 같이 양분된 자전적 특성이『사랑인가』

를 설명하는 특징적인 지점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사랑인가』는 유사한 내용을 다루는 산문 「군은 어디로」와 달

리, 문길이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외로움과 애정갈구의 성

향이 강조된다. 즉, 작품의 서술에 따르면, 미사오를 만나기 전 이미 그의 

내부에 가지고 있던 적막함과 비애감이 사실상 미사오에 대한 갑작스러운 

43) 「사랑인가(愛か)」, 최주한․하타노 세츠코 엮음, 앞의 책, 51쪽.

44) 위의 책, 53-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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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이광수씨

와의 

교담록」

『그의 

자서전』

『나-스무살

고개』
『나의 고백』

오 산 학

교 부임

동기

‘자기희생’

이란 말에 속

아 넘어감

조부의 병

세 위독 소식

을 듣고 나

옴. 

더 이상 배울 것

이 없고, 이제는 

남을 가르칠 때라 

스스로 자임했기 

때문

‘백남필’의 꾀

임에 빠져, 순진한 

어린 청년이 ‘자

기희생’의 명분

에 속은 것 

자기희생에 대한 

결심이 있었지만, 최

(최남선)이나 홍(홍

명희)이 교사가 되

겠다는 결심을 대수

롭지 않게 여겨 적

막한 마음도 있었

음

조 부 의 

죽음
삭제

곡을 금하고 구

습을 혁파하려는 

생각을 실천함. 조

부의 임종을 지키

호감과 제어할 수 없는 빠져듦으로 이어졌다는 서술자의 인식이 미리 전제

되어 있으며, 이는 더 나아가 서사를 설계한 작품 속 저자의 인식이라 설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작품 속 저자가 전기적 이력의 유사성 등의 이유

로 텍스트 외부의 실제 저자인 청년 이광수를 지시한다는 특징까지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본다면, 독자가 보기에 이 소설의 저자는 ‘자신의’ 혼란스러운 

심리를 스스로 이해하기 위해 ‘제 3자의 이름을 빈 고백’을 하는 것으로 읽

힐 여지가 크다.

『김경』은 오산학교 시절을 자전적으로 그려낸 첫 단편소설이다.45) 이광

수의 오산학교 경험은『무정』,『유정』,「이광수씨와의 교담록」,『그의 자

서전』,『나-스무살고개』,『나의 고백』에서도 지속적으로 회고되며, 그 

회고의 내용이 시기마다 다양하다. 흥미로운 점은, 오산학교의 부임 동기나 

학교를 그만두게 된 가장 직접적 동기인 파문사건, 그리고 당시의 아내와

의 불화와 같은 일들이 소설 속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 형상화되고 있음에

도, 각 작품마다 허구적 변형의 차원이 미묘하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러

한 차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45) 1915년 4월, 이광수는 김성수 후원으로 2차 유학을 떠난다. 결국 1915년 3월에 발표한『김

경』은 유학을 앞둔 이광수의, 일종의 ‘오산학교 정리담’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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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것에 대

한 죄책감

학 교 

파문 사건
삭제

목사가 되려는 

학생들이 톨스토이 

신봉을 이유로 이

단자로 배척함 

「이광수씨와 기

독을 어함」(『삼

천리』, 1932.1)에

도 유사한 내용 삽

입

다윈의 우승열

패 사상을 들어 

‘이스라엘을 따

르지 말고 로마를 

따르라’고 했던 

닭싸움에서 영감

을 받은 연설 때

문에 학교의 배척

을 받게 되었음

[표 1- 『김경』과 오산학교 회고 산문의 비교]

『김경』과 관련하여 가장 특징적인 지점은 오산학교 시절을 그려낸 다른 

텍스트들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드러나는 ‘학교파문 사건’이 삭제되어 있다

는 것이다. 대신『김경』은 자전적 주인공의 중학시절 당시를 톨스토이즘

과 바이런이즘의 갈등 시대로 의미화하며, 마치 ‘동키호테’와 같이 독서에 

빠진 과도한 이상주의자로서의 인식을 보여준다.46) 이것이 곧 텍스트 외부

의 저자 이광수를 지시하고 있음은, 여러 자전적 지표를 통해 알 수 있다.

‘파문’의 사실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 상태라면,『김경』은 이 파문 사건

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텍스트라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47)

그렇다면『김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공부를 더 하고 싶은 ‘개인적 야심’,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이상주의자로서의 ‘김경’의 모습은 불명예스러운 

‘스캔들’에 휘말린 작가 자신의 모습을 아예 소거하고 그 안에서 자기 자

46) 한편,「이광수씨와의 교담록」에서는 이 시기를 자신의 인생 중 가장 긍정적인 의미에서 ‘로

맨틱’한 시기로 회고하고 있다. : 「이광수씨와 교담록」,『삼천리』제5권 제9호, 1933.9, 59쪽.

47)『무정』이나『유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배척 모티프는 기생집에 다닌다는 오해, 혹은 

어린 여자와 불륜관계에 놓여 있다는 소문 때문이었고 오산학교 시절 톨스토이 숭배자이며 

이단으로 배척받은 경험이 어느 정도 변형된 형태라 볼 수 있다. (혹은 상해시절 허영숙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광수가 기생집에 다닌다는 오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무정』창작 당

시에도 이와 비슷한 소문에 시달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H군에게」에서도 짐작

할 수 있듯, 자신이 쫓기듯이 오산을 떠났고, 그 때 배웅 나온 희철과 종렬 두 학생에 대해 

그다지도 깊은 인상을 갖고 있는 것은 오산에서의 어떤 갈등과 배척에 대한 반동 심리로서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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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 대한 새로운 창조를 시도한, 또 다른 각색의 텍스트라 할 수 있다. 그

래서 발견한 것이 중학시절 독서에 심취한, 그리고 과도한 이상주의적 성

격과 야심을 지닌 자기 자신이었다. 이러한 자기인식에 말미암아, 김성수의 

후원을 받은 2차 유학의 필요성과 정당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김경』의 저자가 학교파문 사건을 삭제하고, 또 이상주의자로서

의 자기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있다고 하면, 김경을 외부적 위치

에서 바라보고 비평하는 서술자, 구체적으로는 ‘자기희생’이라는 명분에 속

아 넘어가는 김경에 대한 풍자적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서술자의 어조에

도 주목할 수 있다.

김경은 제 행위에 무엇이든지 고상한 의의를 부치고야 마는 버릇이 잇다.

이번도 이 「자기희생」이라는 말에 그만 속아 넘어간 것이다. (중략) 그러

나 한번 부친 의의가 終始一貫하느냐 하면 각금 이해와 고락에 흔들리는 

바 되나니, 가령 지금 「자기희생」이란 것으로 이번오산에 오는 의의를삼

으나  얼마를 지내어 무슨 불만이 생기면 혹 나로하야금 오산에 잇지 못

하게 함은 다른 원인이 잇다-즉 내가 불상하고 정든 오산을 위하야 자기를 

희생하랴하지 아니함이 아니로대 다른 원인이 잇서 이를 못하게 한다든지,

는 내가 오산 위를 위하야 자유를 희생함이 넘어 무가치하지 아니한가 

하든지를 이유로 삼아 달리 의의잇는 생활을 구하려 한다.48)

이 때 서술자는 저자가 오산학교에 대한 애착과 거부의 양가심리를 표현

하는 과정에서, 주인공이 놓치고 있는 일종의 ‘정신적 균형감각’을 되찾기 

위한 역할을 한다. 이 서술자는 주인공 김경이 볼 수 없는 “뒷모습”을 다

른 시각에서 조망해 줄 수 있는 외재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즉 자전적 

이력을 투영한 주인공 ‘김경’과, 그의 생각과 행위동기를 자신보다 더 잘 

알고 비평하는 ‘서술자’의 이원적 설정이『김경』의 저자의 이야기 방식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이러한 이원적 시각의 

확보는 자전적 주인공을 형상화하는, 텍스트 외부와 내부에 걸쳐 있는 저

자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적 딜레마에 대한 일종의 균형점 찾기의 시도로 

48) 고주(孤舟), 「김경(金鏡)」,『청춘』6호 , 신문관, 1915.3, 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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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김경의 자기 인식의 다른 차원으로서 중학시절 독서에 심취한 모

습을 새롭게 이끌어내는 부분은, 정신문명의 성립과 관련하여 독서의 중요

성을 역설하는 논설「독서를 권함」의 내용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김

경」에서 흥미로운 것은 3인칭의 시각을 빈 ‘우회적 고백’ 서사의 중간에 

자신의 독서 체험 (중학시절 홍명희의 추천에 의한 바이런, 톨스토이, 기노

시타 나오에 독서 경력과 현 상황에서 읽고 있는 논어나 중용 등의 책)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五)는 벩손의 哲學을 외오다가 理解치 못할 學理와 術語만흠을 보고 비로

소 規範科學을 硏究함이 硏學의 初步임을 다르어 心理, 論理, 倫理, 哲學,

數學等을 硏究하려 함이니 그의 日記를 보건대

「나는 「벩손의 哲學」이라는 冊을 한 四十頁 닑엇다-한 마대도 모르겟다 

나는 이것 무엇을 배보앗는고 하엿다 올타 이껏 보앗다는 書籍 도 

十分一도 모르고 지냇고나 果然 「파우스트」니 하는 大傑作도 엇지해 자

미가 업는고 하얏더니 그럴것이로다49)

구체적으로 보자면, 김경의 독서 체험의 자세한 서술은 비슷한 시기 동일

한 잡지에 실제 저자 이광수가 작성한 논설 「독서를 권함」(『청춘』4호,

1915.1) 에서 문명의 최고점을 지향해야 할 의무를 역설하고 있는 지점과

도 연결된다. 이광수는「독서를 권함」에서 독서를 ‘정신의 발달에 있어 필

요한 양식’으로 규정한 이후, “앵글로 색슨족이 세계에 영토를 확대하고 황

금을 가져서 세계에 양반이 아니라, 셰익스피어나 뉴턴, 에디슨 같은 이를 

내었음으로 세계의 양반”50)이라 말한다. 결국 청춘지에 실린 글들의 기조

처럼 지식, 정신력, 교양 등의 힘을 물질적, 세속적 힘보다 우선시하는 사

고방식을 찾을 수 있다.51) 이처럼 논설을 통해 작가 이광수가 배움과 독서,

정신력, 교양의 형성을 통한 힘의 확립을 중시하고 있음을 아는『청춘』지

49) 이광수, 위의 책, 125쪽.

50) 「독서를 권함」,『청춘』4호, 1915.1, 68쪽.

51) 최남선은 「노력론」, 「초절론」등을 통해 이러한 사유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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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독자들 입장에서는 김경의 독서이력을 읽으면서도 작가의 초상을 떠올

리고, 허구적 서사의 김경이라는 인물을 실제 저자 이광수에 귀속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김경』의 암시된 저자는 텍스트 외부의 실제 저자와 전기적 이력 

면에서 긴밀히 연결된 자이자, 동시에 학교에서 가르치던 시절을 이전과는 

다르게 새롭게 의미화하려는 전환점에 서 있는 자로 읽힌다. 이 저자는 학

생들에게 애정을 쏟았지만 그에 대해 일종의 흔들림을 느끼는 주인공 김경

의 상황을 내면과 외부의 양 측면에서 모두 바라보면서 선택의 갈림길에 

놓인 그의 모습을 누구보다 상세히 그려내는 자이다. 이러한 암시된 저자

의 상은 서술자의 비평적 어조나 독서체험의 상세한 기록 등의 서술태도상 

특이성을 통해 드러나며, 동시에 독자로 하여금 텍스트 외부의 실제 저자 

이광수가 처한 상황과 연결하면서 삶의 갈림길에 놓인 저자 자신의 선택이

라는 문제와 연결된 것으로 이 소설을 읽도록 만드는 것이다.

『방황』은 유사한 상황과 심리를 그린 「25년을 회고하여 애매에게」52)

와 비교해 볼 때, 서술자의 발화상 아이러니, 즉 반어(反語)의 형식을 통해 

자전적 주인공 내면의 ‘적막함과 싸늘함’을 더욱 극대화하고 있다. 1917년 

무렵 이광수는 조선을 위한다는 대의명분도, 또 자신을 위하여 준 은인들

의 애정도 모두 부담스러워질 정도로 무기력함과 외로움에 빠져 있었다.

이러한 심리를「25년을 회고하여 애매에게」(1917)라는 글과『방황』(1918.3)

에서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전자는 누이 애경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쓰인 글인데, 1917년 2월 초하루 생일을 맞아 건강과 복을 기원하는 누이

의 편지를 받고 그전에 갈등하고 방황하던 심리, 25년간을 미지근하고 헛

되이 살던 것에서 벗어나 참으로 뜨겁게 살겠다는 결심을 다시금 피력하는 

글이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변화를 기도문 형식으로 제시하여 그 극적 

효과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방황』은 이와는 반대로 마음의 동요를 말하

고 있으면서도 이를 극복하거나 새롭게 결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대신 

주인공 ‘나’의 고즈넉함과 외로움, 세상 모든 것에 애착과 흥미를 잃은 방

52) “1917.2.22-2월 초하루 생일에 누이에게 편지를 받고 답장” 이라고『학지광』발표본에 기

록되어 있다. : 「이십오년을 회고야 애매에게」,『학지광』12호, 1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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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가감 없이 그려내고 있다. 또한 중이 되어 금강산 유점사로 출가한 

고모를 떠올리며 자신도 그 ‘싸늘한 생활’을 앞으로 추구하겠다는 결심으

로 끝맺고 있다. 여기에서는 육년간 용동에서 쉬지 않고 오산학교 일을 돌

보던 생활의 육체적 피로함, 자신의 몸이 혼자의 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

하라는 동지들의 기원에 대한 고마움과 부담의 양가적 심리가 비교적 자세

히 그려지고 있다. 이처럼 독자들이 읽기에 텍스트 외부에 놓인 실제 저자

와 주인공 ‘나’의 체험상 유사성의 정도가 높다는 점, 특히 이 소설 이전에 

발표된 산문「이십오년을 회고하여 애매에게」와 같은 글에서의 심리와 매

우 유사한 방식으로 심리적 동요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자전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읽힐 여지가 크다.

그렇다면「이십오년을 회고하여 애매에게」를 읽은 독자들이 볼 때 이 

‘자전적 소설’의 가장 특징적인 지점이자, 산문과 소설이 확연히 달라지는 

지점은『방황』의 결말부에 나타나는 주인공 ‘나’의 ‘싸늘한 생활’에의 의

지이다. 이는 소설 전반에 걸쳐 흐르는 주인공 ‘나’의 비애와 적막함을 체

념하고 받아들인다는 수동적 태도에 가까운 것으로서,「이십오년을 회고하

여 애매에게」와 「H군의게」와 같은 서간문에서 강조하는 ‘열렬하고 따

뜻한 생활에의 추구’와는 정반대되는 심리적 방향성이라는 점에서 주목된

다.

①

세상(世上)이 제 아모리 여러가지 빗과 소리로 내 눈과 귀를 현혹(眩惑)하려

하더라도 그것은 저 회색(灰色)구름 인 차듸찬 겨울 하날에 지나지 못한

다. 나는 이 병(病)이 왓삭 중(重)하여져서 체온(體溫)이 사십오륙도(四十五

六度)에나 올라가 몸이 불덩어리와가티 달아서 살과 피의 세포(細胞)가 섬

유(纖維)가 활활 불을 내며 타다가 죽어지고십고. 전신(全身)의 세포(細胞)

가 불이 닐도록 타노라면 내 생명(生命)도- 비록 일순간(一瞬間)이나마 

끔하는 맛을 볼것갓다. 그 하는 일순간(一瞬間)이 이위 싸늘한 생활

(生活)의 천년(千年)보다 나을하다.53)

53) 춘원,「방황」,『청춘』12호, 1918.3, 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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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싸늘한 생활(生活)! 올치 그것은 싸늘한 생활(生活)이로다. 그러나 세상(世

上)의 의무(義務)의 압박(壓迫)과 애정(愛情)의 기반(羈絆) 업는 싸늘하고 외

로운 생활(生活)! 올타 나는 그를 취(取)한다.

이러케 생각하고 나는 눈을 서 실내(室內)를 둘러보앗다. 휑하게 뷔인 방

에는 찬 바람이 휙 도라간다. 나는 금강산(金剛山) 어느 암자(庵子)속에 누

운듯하다. 유리창(琉璃窓)으로는 여전(如前)히 회색(灰色) 구름 덥힌 차듸찬 

하날이 물럼이 나를 들여다본다.54)

인용문 ①은『방황』의 초반부 ‘나’의 언술이고, 인용문 ②는 결말부의 언

술이다. “몸이 불덩어리와가티 달아서” 불길을 내다 타다 죽고 싶다는 언

술은, “싸늘한 생활”과 “휑하게 뷔인 방”을 묘사하는 결말부의 언술과는 

확연히 다른 심리를 보여준다. 즉, 작품의 전반부에서 자전적 주인공 ‘나’는 

‘싸늘한 생활’을 육체적 고통을 더해서라도 없애버리고 싶은 심적인 쓸쓸

함, 고적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결말부에서는 ‘의무의 

압박과 동지들의 애정의 기반’마저도 거부해 버린 자유로운 고적함의 상태

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말부의 이 발언은 앞서 ‘싸늘한 생활’에 대한 격한 반감을 표현했던 주

인공의 발화와는 일치되지 않으며, 한 작품 내에서 모순된 언술의 주인공-

서술자의 활용으로 인해 그 발화의 신뢰성은 의심의 여지를 낳게 된다. 그

리고 이 결말부의 발화는 갑작스럽게 등장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반어적인 

것으로 읽히게 된다. 즉, 주인공 ‘나’는 실제로는 그 누구보다도 따뜻한 세

상의 애정과 보살핌을 받고 싶어하는 인물로 읽히는 것이다. 또한 금강산 

유점사로 출가했다던 고모에 대한 이야기, “휑하게 비인 방에는 찬바람이 

획 돌아간다. 나는 금강산 어느 암자 속에 누운 듯하다. 유리창으로는 여전

히 재색 구름 덮인 차디찬 하늘이 물끄러미 나를 들여다본다.”라는 마지막 

문장의 풍경 묘사가 주는 고적함이 주인공의 발화를 반어로 읽게끔 하는 

장치이다. 즉,『방황』의 암시된 저자는 소설 내에서 모순된 언술을 행하는 

주인공-서술자를 내세우며 이를 통하여 주인공의 방황과 고적함, 그리움의 

54) 위의 책, 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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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를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묘사가「이십오년을 회고

하여 애매에게」와 같은 글을 읽은 독자들에게는, 실제 저자 이광수의 사

적인 ‘내면’, 즉 논설이나 산문의 영역에서 보여주는 문사나 청년세대로서

의 의무와 같은 영역을 개의치 않는 자연인으로서의 솔직한 감상을 새롭게 

읽는다는 효과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처럼『사랑인가』,『김경』,『방황』으로 이어지는 소설들은 각각「군은 

어디로」,「독서를 권함」,「25년을 회고하여 애매에게」라는 산문들과 밀

접한 상호텍스트성을 보여준다. 두 텍스트 간 회고하는 체험의 내용이 매

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산문을 함께 읽은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들 

소설의 주인공을 형상화 시점 (1인칭 혹은 3인칭) 과는 별개로 자전적인 

성격을 투영한 인물로 읽을 여지가 크다. 그런데 이들 산문의 ‘내용상’ 유

사성과는 별개로, 실제 소설 구성상에서는 서술자의 외재적 위치를 표면적

으로 내세우거나 서술자의 언술행위에 주목하도록 함으로써 ‘자전적 주인

공’과 또 다른 입장에 있는 ‘서술자’의 이원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이들 

소설의 저자는, 텍스트 외부의 실제 저자와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실제 저자인 자기 자신과 거리를 두는 제3자로서 서술자의 존재를 만들어

내는 자이며, 따라서 독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분열적으로 인식하고 형상화

하는 자로 인지된다.

이와 같은 특징을 묶어 보면, 초기 이광수의 자전적 소설의 서술에 있어

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자기 인식 원리, 혹은 암시된 저자의 형상화 원리

로서의 ‘아이러니’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아이러니적으로 

인식한다는 정신적 태도는 이 시기 문학 작품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현상이

었다. 합방을 겪으며 자주적 발전을 꿈꾸던 청년 세대의 이상이 좌절되었

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과 정신적 문명의 수용을 통해 발

전을 추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의 공존은 ‘자기-창조’와 ‘자기-파괴’의 교

차적 운동의 감각에로 자연스럽게 청년들을 이끌었으며55), 이들 텍스트를 

55) 이는 마치 프랑스 혁명 이후 혁명에 대한 기대와 좌절을 동시에 경험한 낭만주의 문학가들

이 자아반영적 모더니즘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역설’로서의 아이러니, 주인공의 의무나 

사랑의 딜레마에 있어서 두 가지 상반되는 것은 모두 필연적인 것이라는 것이라는  진리에 

주목한 것과도 연결된다. (에른스트 벨러, 이강훈․신주철 역,『아이러니와 모더니티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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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하는 ‘저자’ 역시 그러한 무의식을 텍스트에 새겨 넣고 있다. 자전적 

이력과의 합치도가 높은 주인공을 설정하고, 그들의 사유나 처지를 객관화

하여 바라볼 수 있는 외재적 위치의 서술자를 통해 그들을 조망하는 것 역

시 이러한 운동성의 감각이 내면화된 결과이다.56) 자신의 삶에서 맞이하게 

되는 다양한 마디와 곡절을 스스로 이해함으로써 미래의 자신을 선취하고,

그때 그때 상황에 맞는 자기 인식을 표명하면서 특정한 자신의 모습을 파

괴하고 특정한 모습을 창조해 내고 있는 것이다.『사랑인가』의 고아이자 

애정결핍의 문길, 혹은『김경』의 동키호테와 같은 이상주의자 김경,『방

황』의 공적 의무의 부담감에 시달리는 반어적 주인공 ‘나’는 ‘고아-유학

생’/ ‘교사-유학생’/ ‘병인(病人)-지사’와 같은 다양한 정체성을 재통합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자기인식의 결과물이자 허구적 주인공이다. 이들 작품의 

서사를 만들어내는 ‘저자’의 활동, 즉 자아를 다면적인 위치에서 바라보고 

대화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입체적 자기 서술은 대외적 페르소나와 자신의 

주관적 자아감각 간의 괴리를 깨닫고 이를 해소하려는 동기로부터 비롯되

는 것이다.

2. 심경소설에서의 에피소드 배치와 고행자의 초상

『꿈』,『육장기』,『난제오』,『무명』과 같은 일제 말기 사소설 및 심경

소설의 저자는 시간의 진행에 따른 사건 전개보다도 짧은 시간 내에 발생

한 사건들을 병치시키면서 텍스트 외부의 실제 저자가 처한 상황을 요약적

으로 보여주거나 그 당시의 심경을 압축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역할을 한

다.57) 이들 소설에서는 개별적 에피소드를 특정한 방식으로 제시하면서 주

동문선, 2005, 64-73쪽.) 이러한 역동적인 상황에서 개인이 참된 평정으로서의 아이러니적 태

도를 갖는다는 것은, 균형 잡힌 넓은 시야를 성취하는 것, 인생의 복잡성과 가치의 상대성에 

대한 인식을 표현한다는 목적을 위해서이다. : Mucke, 문선득 역,『아이러니』, 서울대학교출

판부, 1980, 44쪽.

56)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김경」, 「윤광호」, 「방황」의 청년상이 장편『무정』의 형식과 영

채라는 청년상이 보이는 내면의 공동(空洞)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이광수의 

초기소설이 보여주는 ‘사적인 것’의 끊임없는 귀환은 공허를 자신의 삶의 조건으로 삼은 1910

년대 조선의 지식인 청년의 모습임을 논한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 손유경, 「1910년대 이

광수 소설의 개인과 인류」,『현대소설연구』46집, 2011, 251-279쪽.



- 40 -

제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키려는 암시된 저자의 행위가 주목된다.『육장기』,

『난제오』에서는 자전적 인물의 상황을 제시하되, 이와 관련된 부수적인 

주변 인물들의 사정을 에피소드 연쇄식으로 제시하면서 자전적 인물이 느

끼는 심경의 고조를 보여주거나 혹은 그 심경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를 보

여준다. 단편『꿈』은 자전적 주인공의 죄의식이나 공포와 같은 심경을 낮

과 밤, 현실과 꿈이라는 에피소드의 대립적 제시를 통해 극대화한다.『무

명』은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인한 감옥 체험을 소재로 삼되, 감옥 안 인물

들 사이의 갈등을 중심인물을 바꾸어 가며 병렬적으로 일화를 나열하면서,

‘탐욕/청정함’의 이분법적 세계인식의 구도를 만들어 나간다. 이처럼 일제 

말기 사소설 및 심경소설에서는 시간의 진행에 따른 사건 발생보다는, 자

전적 인물이 관찰한 여러 에피소드를 병렬적, 연쇄적, 대립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작가의 심경을 전면화하거나 혹은 이를 극복하려는 시도를 보여

준다.

그리고 이들 텍스트의 의미 생산 영역이, 텍스트 외부의 현실과 상호작

용하는 지점에 이르면 복합적인 해석상 결절점을 낳는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이들 단편소설들은 일제 말기에 쓰인 이광수의 다른 수필에서 강조하고 

있는 전향자로서의 지배 논리에의 순응적 태도, 예를 들어 지배 이데올로

기를 충실히 체현하는 행자(行者)나 중생구제의 ‘보살’과 같은 인격과는 미

묘하게 다른, 고통에 가득찬 세계를 견뎌 나가는 고행자로서의 작가상을 

57) 사소설과 심경소설의 개념적 구분에 대해서는 논자마다 다양한 기준을 내세운다. 히라노 겐

((平野謙)은 ‘사소설’을 ‘심경소설’과 구분, ‘사소설’을 생의 위기감을 극복하고 난 이후의 이야

기가 아니라 그 위기 자체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고 한다. 역으로 ‘심경소설’은 위기를 

극복하고 난 이후 성찰된 의미를 표현하는 서사에 가깝다. : 히라노 겐,「사소설의 이율배

반」이토 세이˙나카무라 미쓰오˙히라노겐˙미요시 유키오, 유은경 역,『일본 사소설의 이해』,

소화, 1997, 187-190쪽.

한편 임화는「단편소설의 조선적 특성」에서 신변 사실을 그리는 소설을 ‘사소설’, 인물과 사

건을 통해 작가의 관념이나 사상을 표현한 것을 ‘객관소설’로 본다. 사소설 중, 사적 환경과 

신변사를 그리면서도 자기 해탈을 이룩할 수 있는 형식을 모색한 작품들, 자기 초월을 지향

한 소설들을 사소설의 일부로서의 ‘심경소설’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사건이나 인물이 

소설의 중심이 아니라 사건이나 인물에서 받은 ‘인상’이나 ‘감상’이 소설의 중심적 요소가 된

다. (임화, 「단편소설의 조선적 특성」, 임화문학예술전집 편찬위원회 편,『임화문학예술전집

-평론2』, 소명출판, 2009, 142-143쪽. ) 이 글에서는 일제말기 이광수의 단편소설들이 신변사

를 그리면서도 동시에 불안, 자조감, 허무감 등의 정서 상태를 중심적인 이야기 요소로 두고 

있다는 판단 하에 임화의 구분 기준에 따라 ‘심경소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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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내고 있다.

『육장기』는 잘 알려져 있듯, 1939년 5월 허영숙 산원의 빚으로 인해 홍

지동 산장을 팔게 된 이광수의 개인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작품이다.58) 이 

소설의 전반부에서는 유일한 안식처로 여겼던, 소중한 집을 팔게 된 작가 

자신의 상실감과 자기 위안의 시도가 비교적 직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편으로 소설의 후반부에서는 1939년 6월 이광수가 조선인 학병출전을 장

려하는 본격적 친일 행위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의 내면의 혼돈과 합리

화 논리 역시 공존하는 글이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불교적 ‘고(苦)’의 개념

을 빌어 나약한 생명이 필연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위기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글인데, 개인적 사정과 지식인으로서의 입장의 혼돈이 수필에 가까운 

사소설 형식으로 표현되면서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불교적 사유

를 알레고리의 형태로 표현한『사랑』이나『무명』과는 구별된다.

소설 전반부의 개인적 고통, 즉 집을 팔게 된 상실감의 이야기는 자신의 

내면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자신과 동일한 처지에 놓인, 즉 생활난을 겪거

나 고통을 견디며 살아가는 다른 이들 (ex. 삼철) 의 사정을 에피소드 형식

으로 제시하거나, 편지의 수신인인 박 군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것에 

대해 그것을 모두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고통으로 보고 감내하라는 설득적 

언술을 펼치며 이러한 자기 위안의 시도가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 집을 

팔아야만 하는 처지에 놓인 ‘나’의 사정, 공장에 다니며 착취에 시달리는 

가난한 노동자 삼철의 사정, 자신이 있는 자리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

고 말하는 수신인 박 군의 사정 등이 모두 불교적 ‘苦’ 의 개념 하에서 동

일한 것으로 수렴된다.

①

이동네 처녀들은 모두들 공장으로 갔소. 열댓살 먹어서 동네총각들의 눈에 

들만콤되면 공장으로 달아나 버리고 동네에 남아있는 계집이라고는 코흘리

는 어린것들뿐이오.

모두들 생활난이오. 버러지나 새들이나 사람들이나. 먹을것없어 생활난, 시

58) 김윤식, 앞의 책, 2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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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장가 못가서 생활난. 그런데 대관절 무엇하러 이렇게 살기어려운 세상에

살고 싶어하는것이오? 그나 그뿐인가, 저도 살기 어려운 세상에 애써서 새

끼를 치자는것이오?그것이 생명의 신비지오? 아마 생물자신들은 의식 못 하

면서도 그 속에 우주의 목적이-어떤방향을 가지게하랴는 목적이있나보지

오.59)

②

뱀, 진에, 거르마, 노륵이, 쥐며느리, 거미, 송충이 이런것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빈대, 바쿠, 벼륵, 모기, 파리 이런것 다 싫은것아니오? 길가다

가 하로살이, 그런 것 다 싫지오. 또 우리몸을 파먹는 모든 벌러지와 미생

물덜, 회충, 촌백충, 이, 십이지장충, 요충, 결핵균, 임질균, 매독균, 기타 파

상풍 일으키는 균, 패혈증 이르키는 균, 도라홈, 옴, 무좀, 이런것 다 좋아하

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중략) 꽃 한 송이를 보자면 벌레 백마리를 죽여야 

하오.60)

인용문 ①은 가난 때문에 열댓 살 무렵부터 공장에 다녀야 하는 동네의 

여자아이들의 처지를 떠올리는 부분이다. 주인공 ‘나’는 모두가 생활난으로 

곤란을 겪는 상황이며, 그것을 생명으로서 필연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겪

어야 하는 고난이라는 의미로 수용하려는 인식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맥

락에서 볼 때 인용문 ②에서 ‘해충’이나 ‘벌레’, ‘병균’은 이 작품에서는 인

생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 시련의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주인공이 아쉽지

만 집을 팔게 된 것, 그와 그 주변 사람들이 겪는 생활난, 이런 것들이 통

틀어서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것들의 은유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신변적 이야기를 하되, 그것이 작가 자신의 이야기로만 

그치지 않고 그 주변과 그를 둘러싼 세계의 모든 존재들의 이야기를 제시

하면서 그것을 ‘고통을 견디는 생명의 초상’이라는 광범위한 주제로 묶어

내는『육장기』전반부의 서술은, 자신의 이야기를 주변 다른 것들의 존재

나 상태를 제시하면서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임화는 이 

59) 이광수, 「육장기(鬻庄記)」,『문장』1939.8, 14쪽.

60) 위의 책, 17-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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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에 대하여 개인의 심경을 두드러지게 표현하면서도 그것이 단순히 감

정의 차원에 그치지 않는 교훈적 정론성의 영역으로 수렴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때 ‘교훈적 정론성’이라 칭한 영역은, 허무의식 극복으로서의 불교

적 사유의 개입이라는 기제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61)

이러한 장치를 통해 그려내고 있는 고해(苦海)로서의 세계 인식과 고행

자의 초상은 전향의 상황에 마주하며 지배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

하며 내세운 행자(行者)의 초상, 혹은 스스로 민족의 추악한 운명을 짊어짐

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꿈꾼다는 중생 구제의 보살형 인물과 같은 자기상

과 구분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나의 고백』의 회고에 따르면,『육장기』는 1939년 6월 북경에 일본군 

위문단을 보내는 문제 좌담회에 처음 참석한 즈음에 쓰인 작품이다.『나의 

고백』에서 이광수는 이 일을 일본에 협력한 최초의 계기라 회고하고 있

다. 이 소설은 비슷한 시기 작성된 일기 형식의 글이자『문장』에『육장

기』와 연속으로 발표된「산거기」와 비교가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육장

기』의 생명과 살생에 관련된 후반부의 이야기, 인간을 해롭게 하는 존재

인 뱀 등을 예로 들어 살생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하는 언술은 비유를 통해 

저자 자신이 처한 상황을 환기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산거기」의 저자

는 딸의 숙제로 뱀을 잡던 일을 일기에 적으며, ‘살생’의 문제와 그로 인한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이 발화는 그대로『육장기』의 후반부 언술과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생명을 죽였다는 괴로움과, 사람을 해

하는 생명을 죽여야 하는 이치를 수긍하는 논리 사이를 진동하는 마음의 

혼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글이다.

①

내 近日에 花草와 果樹에 붙은 蟲類를 많이 죽이다. 사람을 害하는 者와 사

람의 生活에 必要한者는 아니 죽일수 없는 娑婆世界라고 斷念하다. 오늘 두 

뱀을 죽이매, 生命의 神秘와 宿命의 微妙, 진실로 不可思議하도다. 吾生無日

不殺生. 而死於余者. 無不愛其生而寃其死者也, 天日之下都是愛與寃也. 嘻.

61) 임화,「단편소설의 조선적 특성」, 앞의 책, 138-1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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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두 뱀은 참새 집을 엿보고 옴이니, 참새들의 悲鳴이 이로 말미암음이라,

저 두 뱀이 生來에 대체 몇 生命이나 죽였는고. 나의 生來 또한 그러하도

다.62)

②

그러나 죽이고 난 뒤에는 불쌍히 여기는 거야. 이것이 모순이지, 모순이지

마는 오늘날 사바 세계의 생활로는 면할 수 없는 일이란 말요. 전쟁이 없기

를 바라지마는, 동시에 전쟁을 아니할 수 없단 말요. 만물이 다 내 살이지

마는, 인류를 더 사랑하게 되고, 인류가 다 내 형제요, 자매이지마는 내 국

민을 더 사랑하게 되니, 더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서 인연이 먼 이를 희생할 

경우도 없지 아니하단말요. 그것이 불완전 사바 세계의 슬픔이겠지마는 실

로 숙명적이오. 다만 무차별 세계를 잊지 아니하고 가끔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그속에 들어가면서 이차별의 아픔을 주리랴고 힘쓰는 것이 우

리가 하여야할 일이겠지오.63)

참새를 시시탐탐 엿보는 뱀, 해충 등을 보며 서로 죽고 죽일 수밖에 없는 

생명의 사슬에 대한 착잡함의 심경을 표현한 인용문 ①의 「산거기」에서,

뱀과 저자 자신의 처지를 동일한 것으로 두고 있는 언술을 발견할 수 있

다. “나의 생래 또한 그러하도다”라는 언술은 수많은 생명을 간접적으로 

죽이고 있는 자신에 대한 자조가 짙게 배어 있다.64) 이러한 언술은,『나의 

고백』에서 1939년 6월 북경에 위문단을 보내는 좌담회에 참여한 것을 친

일의 시초로 보고 있는 회고와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인용문 ②번,『육장

기』의 후반부 서술은 좀 더 적극적으로 ①에서 보이는 ‘착잡한’ 심경을 

삭제하고, 불가피한 살생의 논리를 합리화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작품을 읽는 독자들은『육장기』의 저자가 집을 팔게 된 착잡함을 자

신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겪는 생활난, 더 나아가 세상을 사

는 모든 생명이 겪게 되는 고통이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초월하고자 하는 

62) 이광수,「산거기(山居記),『문장』제1권 제7호, 1939.8, 133쪽.

63) 이광수, 「육장기(鬻庄記)」,『문장』제1권 제7호, 1939.8, 34쪽.

64) 그리고 이 소설에서 ‘뱀’ 등 자연물을 예로 들며 자신의 처지를 빗대어 말하는 발화의 방식

은 해방 이후 수필집『돌베개』의 중심 서술원리로 이어진다.



- 45 -

자임을 감지할 수 있다. 더불어, 텍스트 외부의 현실 지시성의 차원에서 이

광수가 본격적인 일제에의 협력을 시작하고 있음을 알고 있고, 또『육장

기』와 한 달 차이로 동일한 잡지에 발표된「산거기」를 읽은 독자들은

『육장기』의 저자를 실제 저자 이광수와 연결시키면서 이 작품을 자전적

인 것으로 읽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불가피하게 다른 생명을 죽일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대해 한탄하는 마지막 부분의 발화는 고통을 견디는 자

의 초상뿐만 아니라, 좀 더 직접적으로 대일협력을 강요받는 상황에서의 

혼란과 정당화의 논리까지도 읽게 된다.

1940년 2월에 발표한『난제오』에서는『육장기』와 마찬가지로 표면적으

로는 생활난을 소재로 하여 신변적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고통의 문제를 결말부에서 선불교적 자아관에 의거하여 마음의 문제로 치

환하면서 허무의식을 짙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작품에서는 

비슷한 시기 발표한 다른 시에서 이야기되는 이광수의 심리 상태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듯이 자전적 소설의 성격이 강하

다. 실제 저자 스스로가 이후 ‘자발적 훼절’로 명명한 바 있는 사건, 즉 

1939년 12월 말 조선문인협회 회장에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발표한 작

품이기에, 이야기 속에서 ‘작가’로 설정된 주인공이 자신의 허명(虛名)이 과

분한 것이며 떨어져야 옳은 것이라 자조하는 부분에서 텍스트 외부의 실제 

저자를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변통되어야 할 돈이 마련되지 않아 애타는 

심정은『육장기』에서 나타난 생활고의 문제와도 연결된다는 점에서도 자

전적인 것으로 독해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65)

나는 내 몸에 걸친 비단옷이 황송하였다. 내 분에 넘는 의식주를 하는 것이 

손복이 될 것을 믿음으로, 나는 내 안해가 없는 동안에 몇 번 회색 무명 옷

을 만들었다. 그러나 안해는 남부끄럽다고 집어 치어버렸다.

사실 나 자신도 비단옷이 좋았다. 음식이나 거처나 다 화려한 것이 마음에 

좋았다. 이 마음을 떼어버리지 못하고 회색무명옷이나 입는다면 그것은 안

65) “내 작가적 명성이란 당연히 떨어저야 옳을 것이다. 왜그런고 하면 내게는 과분한 명성이 었

기 때문이다. 그렇지 마는 그 때문에 급히 마련하여야 할 돈이 변통되지 아니 하는 것은 기

막힌 일이었다.” : 춘원,「난제오(亂啼烏)」,『문장』1940.2,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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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말 마따나 위선일 것이다.

「돈이 좀 많았으면」

나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다. 스스로 부끄럽기도 하고 또 원체 복

이 없는 자가 부귀를 구한다고 올 것이 아닌 줄을 잘 알기 때문에 돈에 허

욕을 내어 본 일이 없지 마는,

「돈이 좀 있었으면」

하는 가여운 생각은 가끔 일어나는 내다. 더구나 오늘 모양으로 꼭 돈이 있

어야 할 처지를 당한 때에는 돈 생각이 자못 간절하다.66)

다만, ‘생활고’를 공통적 주제로 엮어『육장기』와 비교했을 때『난제오』

의 특징은 돈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주변 지인들 K, H 등의 경제

적 상태를 보며 느끼는 심리를 상세히 서술하며 그것을 자신의 ‘물욕(物

慾)’이라 말하며 부끄러워한다는 것이다.『육장기』에서도 나타나듯, 모든 

것이 마음에 달린 것이므로 육체와 소유물 등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할 필

요가 없다는 인식은 이 당시 이광수가 개인적으로 맞은 여러 위기들을 헤

쳐 나가는 나름의 방식이었다.

그러나『난제오』의 주인공이 보여주는 마음은 단순히 생활고라는 신변

적 사실과 그로 인한 심경의 차원을 드러내는 것에서 넘어선 자리에 놓여 

있으며, 보다 근원적으로 자기 삶에 회의를 느끼는 모습으로 이어진다. 이

러한 허무주의적 자기 인식은 소설 속에서 K, H, W 등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을 바라보는 시각에 전제되어 있다. 말하자면,『난제오』의 저자가 내

면세계를 점진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방식으로 주변인과의 만남이라는 에피

소드를 배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설의 서두에서부터 세상의 어느 곳에서든, 인간은 고통을 피해서 살 

수 없다는 인식, 그런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도 계속 살아갈 수 없다

는 허탈한 ‘나’의 자조감, 허무감이 두드러진다. 주인공이 병에 시달리는 몸

이 약한 아이들에게 춥지 않은 광동에 가서 살기를 권유하면서도, 추위를 

피하면 더위가 있게 마련이라는 점을 떠올리며 어이 없이 웃는 장면, 아내

의 사업 운영능력에 대한 자신감에 대하여 과도한 자만을 본능적으로 경계

66) 위의 책, 39-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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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마음먹은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위축

된 심리,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찾기 어렵다고 

우울한 어조로 이야기는 S를 생각하는 것, 길에서 만난 지인들 가운데 세

외인(世外人)이라 칭하는 가난한 문사 H와 W에게서 동질감을 느끼는 것 

등의 신변의 자잘한 에피소드들은, 모두 자전적 주인공 ‘나’의 허무감과 자

조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수렴된다.

두 사람과 작별하고 나니 나는 두 사람의 경계가 무척 부러웠다. 내가 속진

을 벗어나지 못 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였다. 오십평생에 날마다 무엇을 

하노라 고는 하였고 또 잘 하노라 고는 하였지 마는 그것이 다 무엇인가?67)

따라서 여러 지인들을 만나면서도 결국 자신의 허무감이나 자조감을 재확

인하는 과정을 거쳐, ‘나’는 절을 찾아간다. 여기서 ‘시삼마’의 화두를 세우

고 참선을 하는 것 역시 인생이라는 근원적 문제에 대한 이러한 허무감의 

발로로 읽힌다. 결말부에서는 이 ‘마음’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심화되어 나

타나는데, 텍스트 외부의 실제 작가, 즉 이광수의 선불교에 대한 작품 창작 

당시의 상황과 관련된 인물의 발화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텍스트 외부의 현

실 지시성이 두드러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작품의 말미에 나오는 ‘무

자화두’ 문제는 선에 의지하여 마음의 괴로움을 초극하고자 했던 이광수의 

심경이 집약된 것이기도 하다.

①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리고 제가 알던것까지 내어던지는 것이오.

그리고 가만히 제 마음을 지켜보노라면 갑작히 환히 깨달아지는 것이지오.

그러니까 세상서 선처럼 쉬운 것이 없지오, 선이란 밖에서 구하는 것이 하

나도 없으니까. 그렇지마는 또 선처럼 어려운 것이 다시 없지오. 다겁이래

로 끌고 오는 중생의 습기(習氣)를 벗어 놓기가 참 어렵단 말요. 난중난사

요. 일체분별을 다 방하(放下)하는 날이 깨닫는 날이오, 다른 길은 없으니까.

이러한 경계에 달하면 가위 대장부능사필의(大丈夫能事畢矣)지오 」68)

67) 위의 책,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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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맘 텡 비었어!

아모 것도 없어!

그중에서 문득 일어나는 구름장 하나

우뢰, 번개 되고

바람, 비 되고

그리고는 이윽고, 또

텡 비었어

아모 것도 없어!69)

③

「선에는 반다시 화두(話頭)를 잡아야 합니까」

이것은 내 대답겸 물음이었다.

「본래 화두란 것이 없지오. 옛날 영산회상에서 세존이 말없이 염화(拈花)하

시니 가섭(迦葉)이 말 없이 미소하였지오. 이 모양으로 이심전심을 하였지 

마는 차차 인심이 순일하지를 못 하니까 화두가 아니면 할 수가 없이 되었

지오」70)

④

이 법(참선법-인용자 주)은 언어가 끊어지고 心行處가 滅한 곳에서 발견되

는 도리라, 다만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응답으로 상속하는 법으로 선지식의 

직접 가르침이 아니면 배울 수 없는 도리니라. 71)

인용문 ①은 SS선사의 가르침이며, 인용문 ②는 이광수의 ‘맘’이라는 시의 

한 구절이다. 마음이라는 것이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리고 제가 알

던 것까지 내어 던지는 것”이라는 인식과, ‘아무 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

라는 인식이 유사하다. 또 인용문 ③은 수련법으로서의 무자화두의 문제에 

68) 위의 책, 45쪽.

69) 이광수,「맘」 ,『전집』15, 삼중당, 1962, 138-139쪽.

70) 춘원(春園),「난제오(亂啼烏)」,앞의 책, 44쪽.

71) 만공,「나를 찾는 법(參禪法)」, 김혜공 편,『滿空語錄』, 수덕사, 1968, 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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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SS선사의 발화이며, 인용문 ④는 당대 무자화두를 역설한 선사로 이

름 높았던 만공의 저서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볼 때, SS선사와 선문답을 나누는『난제오』의 마지막 부분은, 특

히 실제 저자 이광수가 당시에 관심을 가지던 선불교의 사상, 마음 수련의 

경지를 투영하여 작품 전반에 흐르는 자전적 주인공 ‘나’의 허무감과 자조

감에 대한 나름의 대답을 독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읽힌다. SS선사

가 ‘나’에게 준 화두는, 서산대사의 독남화경시였고, ‘나’는 그 시에서의 표

현과 같이 자신이 “석양에 지져귀는 까마기”와 같다고 느껴 또 한 번 자조

한다. 말과 글을 통하여 자기를 표현하고 세상을 구제한다고 믿었던 이광

수에게 있어, 그 행위들로 이어 온 오십 평생이 기실은 질 수밖에 없는 석

양을 배경으로, 역사 속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허무주의

적 분위기가 짙게 배어 나온다.

「서산대사 독남화경시가 있습니다. 오언절구지요.

可惜南華子. 祥麟作孼虎. 寥寥天地闊. 斜日亂啼烏

라고 하셨지오」

하고 사는 빙그레 웃었다.

나도 소리를 내어서 웃었다.

「장자가 괜이 말이 많단 말슴이지오」

「고맙습니다」

하고 나는 일어나서 절하고 물러나왔다.

집에 오는 길에 나는 「사일난제오」를 수없이 노이고는 혼자 웃었다. SS사

는 이 말을 내게 준 것이다.

「내야말로 석양에 지저귀는 까마귀다」

하고 자꾸만 웃음이 나와서 견딜 수가 없었다.72)

이렇게 볼 때『난제오』의 저자는 정서적 심경, 상황 등에서 자전적 주인

공을 설정한 저자이며, 동시에 실제 저자의 선불교적 사유에 대한 관심을 

전면적으로 드러내며 저자 자신이 처한 부정적 상황을 위로하려는 자로 읽

72) 춘원,「난제오(亂啼烏)」,앞의 책, 45-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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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다. 즉, 작품 전반에 흐르는 인생 전체에 대한 허무감, 위기감, 자조의식 

등은 속세를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 나약한 생활인이자, “석양에 지저

귀는 까마귀”처럼 저물어가는 퇴락의 시대에 헛된 말과 글만을 세상에 내

놓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문사로 자신을 인식하는 자로서 그려지는 것이

다.

이처럼『육장기』와『난제오』에서 작가 자신과 동일하다고 여겨지는 

‘나’의 생활고가 마음의 수양과 다스림을 통해 극복해야 할 현실적 어려움

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논설에서 같은 ‘가난’의 주제를 다루고 있더라도,

조선인이 가난을 자초한 인과를 냉철하게 깨닫고 ‘복을 짓는 바른 길’로 

인도되어야 한다는, 그가 창안한 ‘수행의 논리’라는 체제 순응의 이데올로

기적 발화로 이어지는 것과 선명하게 대조적이다.

이러한 체제순응의 이데올로기적 발화로서 ‘생활난’의 소재는, 소설과 체

험기 사이의 장르적 성격이 모호하다고 평가받은 바 있는「산사 사람들(山

寺の人々)」에서도 나타난다.73) 이 글은 동소문 밖 정릉 근처의 한 절에서 

본 대처승들의 탐욕에 대한 비판, 그리고 경허대사와 같은 파탈한 스님에 

대한 존경, 행자 노릇을 하는 이 서방이나 박 서방의 묵묵한 성실함의 자

세에 대한 찬탄, 관음굴에서 본 한 노승의 초월적 자세에 대한 신비함과 

존경을 그린 글이다.74)

여러 인물 군상에 대한 비평기, 인상기와 같은 구조의 이 글에서는 정릉 

숲길에서 소나무 가지를 베어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과의 일화가 등장한다.

지면에 나온 소나무 뿌리를 자르는 노인의 잔인성에 분노하던 ‘나’는, 아들

에게 그 노인이 소나무 뿌리를 베어 생활할 정도로 가난해진 이유를 ‘80년 

동안 가난해지는 수행을 했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즉 자기 자신이 가난을 

73) 김윤식은 이 글이 경성일보(1940.5.17~19) 에 처음 발표 당시 소설이란 장르적 지표를 내세우

지 않았으며, 운허당 대사 등 실명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소설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체험기에 

가깝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글이 『조선국민문학집』(1943.1)에 재수록 될 때는 소설로 인식

되었다고 한다.

74) 이 글에서 경허대사와 같은 파탈한 노승의 이미지는『원효대사』의 대안대사의 형상과 이어

지고, 행자 노릇을 묵묵히 하는 이서방이나 박서방의 모습은 두타행을 수행하는 원효의 모습

과 이어진다. 또 관음굴에서 수행하는 청빈한 노승의 형상은『나-스무살 고개』에서 남편을 

여의고 가난하지만 깨끗한 삶의 살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후반부의 실단 형상화와도 이

어진다는 점에서 다양한 작품과 연계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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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하는 인과(因果)의 씨앗을 삶 속에서 뿌려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극

단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견해는 일제 말기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게 마련

이고, 현재 잘못된 결과를 보는 것은 과거에 자신이 행한 행위에 대한 응

분의 보상일 뿐이라는 인과론에 기대어 자신의 전향과 불안정한 대외정세

를 모두 해석하려 했던 이광수의 왜곡된 사유의 결과물로 보인다.

이런 사람들이 음료수에도 궁해서, 해뜨기 전부터 석유깡통을 들고 물을 찾

아다니기도 하고, 남의 우물물을 훔쳐다가 들켜 주인에게 야단맞는 광경을 

보면, 불쌍한 마음과 함께 그들이 일평생 심어온 가난의 씨앗을 거두고 있

다고 하는 인과(因果)의 느낌을 금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나만이고, 내 

물건뿐이다. 다른 사람의 것이라면 거들떠보지도 않든가, 취할 수 있으면 

취하는 것이 좋다는, 그릇된 생각을 가난의 길이라 한다. 이것은 과연, 이 

절 근처 사람들만에 국한된 것일까. 이들을 참으로 돕는 길은 먹는 것, 입

는 것과 동시에 복을 닦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복을 닦는 길

이란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는 길이다. 인과의 이치를 알게 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조선민중만큼 일반적으로 말해 종교적 관념도, 정감도 결여된 민

중은 드물 것이다. 신도, 부처도, 인과의 생각도 아주 없고, 오직 바라는 것

은 명리(名利)여서, 법률과 자연의 힘만을 두려워할 따름이다.75)

「산사 사람들」과 같은 글에서 가난을 인과의 이치에 합당한 결과라 냉

정하게 이야기하는 이광수의 모습은,『육장기』나『난제오』에서 아끼던 

집을 팔거나 혹은 아픈 아내의 병원비를 걱정해야 하고, 마음에 맞는 것을 

입고 먹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조차도 물욕(物慾)으로서 철저하게 부정해야 

할 정도로 심한 생활고를 겪는 자의 이미지와는 매우 대조적이다.

『무명(無明)』이 쓰인 것은 도산이 서거한 1938년 3월 이후이며, 수양동

우회 사건으로 수감되어 있을 당시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1939년 

1월 발표된 이 작품은, ‘불결함, 허물’에 대한 혐오감과 ‘청정함’에의 희구

를 드러내는 일련의 소설, 산문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1938년 10월 발표

75) 이광수, 「산사 사람들(山寺の人々)」, 김윤식 편역,『이광수의 일어창작 및 산문선』, 역락,

2007, 63-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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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랑』에서 안식교 설정을 통해 인간의 삶과 세상살이에 있어 청정함

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고, 1938년 11월「병상일기」에서는 

마태복음, 불경 등을 인용, 정화된 상태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으며,

1939년 1월『술회』라는 시에서는 태어날 때 상태로 탐욕과 미움을 버리고 

눈처럼 깨끗하게 되고 싶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무명』이후에 발표

된 자전적 소설『난제오』에도 자신의 불결함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

으며, 이러한 사고는『원효대사』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1939년 1월 발표한『무명(無明)』은 이들 정화와 청정에의 희구와는 대

척점에 놓인, 인간세계의 가장 추악하고 비참한 세계를 가감 없이 드러내

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작품과 한 축에 놓인 것으로 읽힌다.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수감되어 있을 때의 일을 바탕으로 한 자전적 소설이라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작가가 그려내고 있는 세계상, ‘정화된 청정한 세계’와 대척

점에 놓인 ‘추악하고 비참한 세계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옥 안의 세계만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이 작품의 문제성이 있다.

이 작품의 원제는『박복한 무리들』이었는데76), 이후『무명』으로 개제

되었다. 이 ‘무명’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불교적 ‘계몽주의’라

는 차원을 넘어, 좀 더 깊게 탐구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윤, 민 등의 무리

들과 거리를 둔 주인공이자 서술자 ‘나’의 거리감 을 묘사한 사실 자체가 

곧 작가 이광수의 ‘계몽주의적 태도’를 보여준다는 작품 해석이 지배적이

었다. 사실 거짓이나 비굴함, 원망과 탐욕이라는 부정적 속성만을 보여주는 

윤과 정이라는 인물과, 이들과는 달리 배려와 포용의 태도를 갖춘 ‘나’의 

긍정적 속성을 대비시키는 차원에서 본다면, 저자의 계몽적 태도가 드러난

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작가가 감옥 안 풍경으로 그려내고 있는 추악함의 속성에 그 자체

로 ‘무명’이라는 내면의 상태와 이를 통해 바라본 세계상이라는 의미가 덧

칠되는 순간, 당시 작가가 처한 입장과의 연결점이 부각되면서 이들 인물

에 최대한 공감적이고 또 연민을 지닌 작가적 목소리를 발견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무명』은 이광수가 1930년대 중반부터 깊게 경도된 

76) 김윤식,『이광수와 그의 시대』, 솔, 1999, 277쪽.



- 53 -

불교사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음을 지속적으

로 염하면 모든 번뇌와 고통을 초극할 수 있다는 것, 관음을 외는 마음의 

간절함이 현실적 모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자력구제의 신

앙을 이성적 거부 없이 온전히 수용해야 할 만큼 절박한 위기에 놓인 내면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

『무명』에서 그려지는 감옥 안 세상은 매우 작은 일들에도 갈등과 원망,

미움이 발생하는 곳이다. 윤과 민, 윤과 정홍태 사이의 갈등의 원인은 매우 

소소한 것으로, 수통에 기침을 하는 것, 주전자 물을 얼마나 쓰느냐의 문

제, 화장실을 몇 번이나 가느냐의 문제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윤은 마치 

불교에서 경계할 것으로 말하는 탐․진․치의 모습을 모두 가진 사람처럼 

묘사된다. 그는 아무 이유 없이 민을 원망하고, 자신의 죄는 생각하지 못하

고 감옥에 들어온 상황을 원망하며, 주변 사람들과 다툼을 반복한다. 또한 

‘나’의 사식을 염치없이 탐내고, 배탈이 날 정도로 과식을 하면서도 음식에 

대한 집착을 끊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려진다. 정은 자신의 고향과 신분을 

때마다 다르게 이야기하고, 자신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아첨

에 가까울 정도로 친절하게 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태도가 완전

히 다른, 거짓과 비굴함이라는 속성을 보이는 인물이다. 이처럼 감옥 내 세

상이 추악한 이유는, 윤과 정의 성격적 결함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들에 대한 별다른 논평적 개입 없이 인물 자체의 탐욕, 어리석음 등을 

독자들에게 드러내는 듯 보이는 서술자의 존재는 이 소설을 현실의 모순과

는 동떨어진 계몽적 작가의식이 단적으로 드러난 작품이자, 동시에 그 한

계가 명확한 것이라 평가하게 되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작품이 단순히 계몽적 서술자의 우위적 시각에 입각해 ‘추악하고 더러운 

세상’과 거리를 두고 있다고만 보기 어려운 것은 결말부의 윤의 ‘나’에 대

한 발화와 그에 대한 관찰자 겸 서술자 ‘나’의 반응 때문이다.77) 온갖 더러

움, 추악함, 욕심, 시기, 질투로 괴로워하는 민, 윤, 정 등의 인간군상을 그

리면서도, 병에 걸려 죽음에 직면한 윤이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 죽어서 

77) 김경미, 「식민지 후반기 이광수 문학의 사소설적 경향과 의미」,『현대문학이론연구』47집,

2011, 75-76쪽.



- 54 -

분명히 지옥으로 안 가고 극락세계로 가능기오”라고 물었을 때와 관련된 

‘나’의 내면은 다소 복합적이다.

윤은 내가 하는 모양으로 합장을 하다가, 정이 앞에 오는 것을 보고 얼른 

두 팔을 나려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다시 정이 먼 곳으로 간 때를 타서,

『진상!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 죽어서 분명히 지옥으로 안 가고 극락세계

로 가능기오?』

하고 그 가는 눈을 할수있는 대로 크게 떠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생전에 

이렇게 중대한, 이렇게 책임 무거운 질문을 받아 본 일이 없었다. 기실 나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하야 확실히 대답 할만한 자신이 없었건마는 이경우에 

나는 비록 거짓말이 되드라도, 나 자신이 지옥으로 들어 갈 죄인이 되드라

도 주저 할 수는 없었다. 나는힘있게 고개를 서너번 끄덕끄덕 한 뒤에,

『정성으로 염불을 하세요. 부처님의 말슴이 거짓말 될 리가 있겠습니까?』

하고 내가 듣기에도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엄청나게 결정적으로 대답을 하

였다.78)

“기실 나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하여 확실히 대답할 만한 자신이 없었건마

는 이 경우에 나는 비록 거짓말이 되더라도, 나 자신이 지옥으로 들어갈 

죄인이 되더라도 주저할 수는 없었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법화경 행자로 

자처하던 당시 이광수의 내면 풍경을 보여주는 작가적 발화에 가깝다. 다

양한 논설에서 법화경 행자로서의 믿음을 확신 있게 이야기하던 작가의 목

소리는 이 소설 안에서는 윤과 같은 회의를 품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동질

감,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방도로서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다.

이러한 태도는 관찰자 겸 서술자 ‘나’의 존재를 텍스트 외부의 작가 이광

수의 사상적 경향성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무명』에서는 불교 교

리 중에서도『법화경』과『화엄경』의 사상을 중점적으로 수용한 이광수의 

사유 체계가 드리워져 있다.79) 우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것만으로 일

78) 이광수,「무명(無明)」,『문장』1939.1, 55-56쪽.

79) 이광수가 접한 불경에 대해서는 법화경과 화엄경이 중점적인 것이라 알려져 있다. (사에구사 

도시카쓰, 「이광수와 불교」, 심원석 역,『(사에구사 교수의) 한국문학연구』, 베틀북,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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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신통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생각은『사랑』에서도 안빈의 발화로 길게 

인용된 바 있는 법화경의 관세음보살보문품의 내용에 속한다. 법화경「관

세음보살보문품」에서는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불, 물, 바람,

칼, 귀신, 형벌, 도둑에 의한 곤경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생로병사라는 

네 가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탐․진․치라는 세 가지 독소를 없앨 수 

있다. 즉 관세음보살에 의지하면 자연재해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문의 취지는 관세음보살의 무제한적인 힘을 역설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떠올려 생각하는 힘, 즉 

관세음보살을 칭명하는 자신의 노력으로부터 말미암아 위기로부터 벗어나

도록 돕는 것이다. ‘세간의 소리를 본다’는 뜻인 관세음의 이름의 의미를 

통해 뜻을 풀이해 보자면, 관세음이란 곧 세상사를 있는 그대로 보는 근원

적 지혜, 예지를 의미하며 이 예지는 인간 스스로에게 내재된 것이기도 하

다. 즉 관세음보살이 인간 외부에 존재하는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인간 각

자에게 내재하여 살아가게 하는 생명의 근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다.80)

또『화엄경』의「십지품」 중 ‘환희지’를 설명하는 부분을 통해 작품의 제

목인 ‘무명(無明)’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추론할 수 있다. 무명은 모든 것

을 밝히고 기쁘게 하는 자리라는 ‘환희지’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것으로서 

깜깜한 어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81)『화엄경』과『법화

경』의 보살사상을 비교한다면,『법화경』에서의 보살은 그 신력을 외는 

힘에 의해 자기 자신에게 내재한 불성과 신통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식으

174쪽.) 실제 이광수가 읽은 불경 중 일부를 기록해 둔「구도자의 일지」(『禪院』4호 

1935.10, 20-23쪽) 와 같은 글을 보면, 화엄경 명난품, 명법품, 묘승전상설게품, 야마게품, 법화

경 안락행품 등에서 글귀를 옮겨오고 있어 이와 같은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80) 정승석,『법화경-민중의 흙에서 핀 연꽃』, 사계절, 2004, 126-127쪽.

81) “보살은 또 이런 생각을 한다. 부처님의 바른 법이 이와 같이 깊고, 고요하고 이와 같이 적

멸하고 공하고 자취(相)가 없고 원이 없고 물들지 않고, 이와 같이 한량이 없고 광대하다. 그

런데 범부들은 그릇된 소견에 빠져 무명(無明)에 가리웠으며, 교만한 깃대를 세우고 애착의 

그물에 얽히어 아첨의 숲속을 헤매면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마음에 간탐과 질투가 서로 어

울려 버리지 못하고, 항상 악도에 떨어질 인연을 짓는다. 탐욕과 증오와 어리석음으로 온갖 

업을 쌓아 밤낮으로 늘게 하고, 분노의 바람으로 마음의 불을 불어 타오르는 불꽃이 멎지 않

는다. 짓는 업마다 뒤바뀌게 되며, 욕망과 미망(迷妄)과 무명이 서로 잇따라 심(心), 의(意), 식

(識)의 종자를 싹트게 한다. ” (법정 주해,『화엄경』, 동국역경원, 1997, 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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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 초능력적인 힘의 무한함이 좀 더 강조된 감이 있다. 일찍부터 자력

(自力)에 의한 구제를 역설했던 이광수의 사고로서는『법화경』의 이러한 

자력 주제적 신념이 끌렸을 가능성도 있다. 즉, 앞서 ‘나’의 윤에 대한 발화

가 작가적 발화에 가깝다고 본다면, 자력 구제, 자력에 의한 구원에 대한 

소망의 피력은 곧 텍스트 외부의 실제 저자의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무

명』의 저자가 그려낸 감옥 안 풍경은 ‘감옥’ 그 자체만으로 한정되는 것

이 아니라, 그 자체로 탐욕, 시기, 질투 등으로 얼룩진 세계의 비유에 가까

워진다. 그는『화엄경』과『법화경』등의 불교 사상에 통달한 자이며, 이를 

통하여 ‘감옥’을 축도로 한 세상살이의 이치를 그려내려 하는 자이다.

단편『꿈』역시 텍스트에 형상화된 여러 가지 신변적 사실, 심경 표현의 

수사학적 면에서 이광수의 자전적 심정을 담은 소설로 읽을 수 있다. 이광

수의 산문이나 다른 소설들을 읽은 독자들이 이 소설을 자전적인 것으로 

읽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글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우선

「산거기」를 참조하면, 이 해 5월 중에 단편소설『꿈』을 집필 중이라 이

야기하고 있다.82) 이 때는『세조대왕』집필을 시작한 때이기도 했다. 이 두 

작품에서는 공통적인 정서패턴으로서 ‘죄의식’이 드러난다는 점이 특징적

이다. 그리고『그의 자서전』에는 자전적 합치도가 비교적 높은 인물인 남

궁석이 M신문에 소설을 싣고, 일본공사관에 드나든다는 소문을 듣고 분노

한 동포 청년들의 공격을 받고 무서운 꿈에 시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는 단편『꿈』의 주인공 ‘나’에 의해 제시되는 꿈의 장면과 유사성이 높다.

또 다른 자서전형 소설『나』에서 서술된, ‘냄새’에 대한 강박적 집착의 장

면이 이 소설에 유사하게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으로 

볼 때, 단편『꿈』은 창작 당시 작가의 정신적 궤적이 일정 부분 반영된 

자전적 텍스트로 판단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또한 아들 봉근을 잃고 그가 느끼는 죄책감, 후회가 ‘무덤’의 이미지가 

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장면은 

부모의 죽음과 관련된 심리적 상처가 무덤에 대한 공포로 형상화된 일기의 

한 부분과도 연결된다는 점도 주목할 수 있다. 그는 기분을 바꿔보고자 젊

82) 이광수,「산거기(山居記),『문장』제1권 제6호, 1939.7, 1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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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절 사랑한 사람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는데, “그 애인들의 몸에는 때 

묻은 옷이 걸쳐 있고 눈에는 빛이 없고 살은 문둥병자 모양으로 무덤 속에

서 뛰어나온, 반쯤 썩은 송장 모양으로 검푸르고 악취를 발”한다. 그리고 

어디서 고약한 냄새가 내 코를 찌르는 듯한데 그는 곧 그것이 다 자신의 

냄새 “내 썩은 혼의 냄새”임을 알게 된다.

①

밤에 재미있고도 무서운 꿈을 꾸었다. 아버지의 무덤이 열리며, 그 밑에 

반듯이 누워있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면서, 어머니와 나를 잡으려고 한다.

나는 정군과 함께 혼이 나서 달아났다. 꿈에도 나는 생각했다-『응 아직도 

죽는게 무서운 게로다』하고.83)

②

『날 안 보고 어딜 가? 날 안 보고 어딜가?』

수없는 무덤들은 이렇게 웅얼거리고 내 눈을 따르는 것 같았다. 반은 그늘

에 가리우고 반은 어스름 달빛에 비초인 수없는 무덤들! (중략) 그러나 그러

면 모든 무덤들이 내가 안 보는 틈을 타서 내게로 모여드는 것 같었다. 더

러는 내 옷 자락을 부뜰고, 더러는 내 손을, 더러는 내 목을, 더러는 내 머

리카락을 한 올씩 부뜰고 십방으로 낚아채는 것 같었다. (중략)

어디서 그 사람의 느껴우는 소리가 들려온다. 나는 오싹 소름이 끼침을 깨

닫는다.84)

인용문 ①은 ‘소년시대 일기’라는 제목을 붙인 글의 일부분인데, 무덤이 

열리고 아버지가 나와 어머니와 나를 잡으려 한다는 이미지가 인상적이다.

작가 자신은 이를 ‘죽음에 대한 공포’라고 스스로 해석하고 있는데, 흥미로

운 것은 무덤이 열리고 시체가 자신을 잡으러 오는 꿈은 이광수가 장년에 

쓴 단편소설인『꿈』에서 그대로 재현된다는 것이다. 인용문 ②가 그 일부

분이다. 그런데『꿈』의 서두는 이처럼 작가 자신에게 있어서 공포의 기억

으로 남아 있는 무덤의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등장하지만, 이와 함께 자신

83) 이광수「소년시대 일기」,『춘원이광수걸작선집』(수필, 시가집), 영창서관, 1939, 373쪽.

84) 위의 책, 368-3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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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이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잘못한 일을 찾는 죄의

식의 심리 역시 강하게 묘사되어 있다.

단편『꿈』은 사랑하는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따라오거나, 혹은 무덤들

이 ‘나’에게 몰려드는 기묘한 꿈, 악몽의 한 장면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주인공 ‘내’가 느끼는 공포감과 두려움이 작품의 전반적인 정조를 형

성한다. 그런데『꿈』의 저자의 이야기 전개에서 특징적인 것은 환상과 현

실을 혼동하도록 하는 여러 언술들을 강조하는 것이다. 주인공 ‘나’는 꿈에

서 깨고 나서도 흉물스러운 벌레들이 자신에게 덤비는 것 같고, 고약한 냄

새가 코를 찌르는 것 같은, 지각상 혼동을 보여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85)

즉, 1인칭 주인공 서술자가 보게 되는 환각적 꿈의 장면 이외에도, 현실의 

영역에 돌아와서도 ‘후각’이나 ‘시각’ 등 자신의 감각을 확신하지 못하고 

현실과 상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등장한다.

선뜩하는 이불 속에도 구렝이, 진애, 노로기 이런 것들이,

『내라 내!』

하고 덤비는 것 같고 다다미 틈으로서도 그런것 들이 올라오는 것 같었다.

『쩍, 부쩍.』

하고 집 재목들이 간조하여서 틈트는 소리가 들렸다.

어디서 고약한 냄새가 내 코를 찌르는 것 같았다.

『새 집, 새 다다미, 새로 시친 옷깃 이불 껍데기.』

나는 이렇게 꼽아 보았으나 도모지 냄새 날데가 없었다. 그래도 못견디게 

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돌아누어 보았다. 도로 마찬가지었다.

『응. 쩟쩟.』

하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홍역이다 홍역이야.』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것은 다 자신의 냄새였다. 내 썩은 혼의 냄새였다.

85) 사실 이광수 소설에서 인물의 환각이나 환상 장면이 나타나는 것이 이 소설이 처음은 아니

다.『무정』에서 기생어미가 영채의 정조를 깨뜨린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피 흘리며 덤비는 

영채의 모습을 상상하는 부분,『재생』에서 봉구를 버린 것에 대한 죄의식으로 칼을 들고 봉

구가 덤벼드는 장면을 상상하는 순영의 모습 등, 주로 다른 인물에게 나쁜 일을 행했다는 죄

책감을 느끼는 등장인물이 환각을 보는 장면이 삽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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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혼!』

나는 이러한 견지에 과거를 추억한다. 추억하려고 해서 추억하는 것이 아니

라 마치 누가 시키는것 같이 마치 염라대왕의 명경대 앞에 세워진 죄인이 

거울에 낯낯이 비최인 제 일생의 추악한 모든 모양을 아니 보려하여도 아

니 볼 수 없는 것 같이 나도 이 순간에 내 과거를 추억하지 아니치 못 하

게 된 것이었다.

『죄, 죄, 죄. 탐욕, 사기, 음란 탐욕, 사기, 음란, 이간, 중상, 죄, 죄, 죄.』

다시 벌떡 일어났다.86)

인용문에서처럼 죄의식과 공포, 두려움의 징후적 표현이 ‘감각상 애매함’

의 자각과 이어짐을 보여주는 서술을 전면화한다는 것이 여타의 자전적 소

설과 구분되는 단편『꿈』의 특징이다. 등장인물이 느끼는, 그리고 그와 자

신을 동일시할 것으로 가정되는 암시된 독자들도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

하고 망설이게 하는 ‘감각상 애매함’이라는 특징은 토도로프가 정의한 환

상장르의 중심적 요소와 맞닿아 있으며87), ‘주인공의 공포감’을 제시한다는,

환상 장르와 인접장르로서의 경이 장르의 속성과도 맞닿아 있다.88) 또 토

도로프의 환상 양식에 대한 정의, 프로이트의 ‘섬뜩함 (기괴함, uncanny)을 

자아내부의 억압 요소의 투사로 본 것, 환상이 하나의 형식에서 다른 형식

으로의 미끄러짐을 산출하는 환유적 전치의 구조를 띠고 있음을 지적한 로

즈마리 잭슨의 논의에서 볼 때도, 경이로운 것이나 모방적인 것과는 달리 

환상적인 것은 ‘실재적인’ 것과의 대화로 들어가고 그 대화를 자신의 필수

구조의 일부로 통합하는 쓰기 양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어떠한 현상이 현

실에 속한 것인지 혹은 상상에 속한 것인지를 질문하게끔 하는 구조, 그리

고 그 질문과 대답의 구조가 내재되어 있는 양식적 특질 자체를 환상성의 

특징으로 보는 것이다.89)

같은 시기 창작되었으며 제목 상으로 동일한 중편『꿈』에서 환몽 구조

로 인해 조신의 꿈이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한편의 드라마의 지위를 갖는

86) 이광수,「꿈」,『문장』, 1939.7, 371-372쪽.

87) 츠베탕 토도로프, 최애영 역,『환상문학 서설』, 일월서각, 2013, 74-75쪽.

88) 위의 책, 99쪽.

89) 로즈마리 잭슨, 서강문학연구회 역,『환상성』, 문학동네, 2001,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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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단편『꿈』은 텍스트 외부의 실제 저자의 내면 심경을 고백하는 구

조에 가깝다. 둘째 아들과의 여행 장면을 묘사한 부분은 낮 시간 동안의 

현실의 영역에 속하고, 그와 대비되는 밤 시간 동안의 공포와 불안의 꿈 

장면이 주된 내용을 이룬다. 꿈을 꾸는 자전적 주인공이 느끼는 심경 묘사

의 강렬함과 생생함으로 인해 현실이 아닌 꿈이 오히려 저자의 내면적 진

실의 일단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작품 말미에서 무서운 꿈에 

시달리던 주인공이 다시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여 점잖고 깨끗한 성자(聖

者)처럼 아버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모습은, 밤 시간 동안 심한 불안과 

죄의식에 두려워하던 모습과 상반되면서 그 대립적 성격을 극대화하고 있

다.

이튿날 나는 아들을 다리고 바닷가로 돌아 다니기도 하고 보도도 탔다. 지

난밤 꿈은 다 잊어 버린 사람 모양으로. 그러고 점잔을 빼면서, 마치 지극

히 깨끗한 성자나 되는 듯이 안정한 표정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홍역 

앓고 일어난 어린 딸들은 끔찍이 좋은 아버지인 줄 알고,

『아버지.』

하고 와서 매어 달렸다. 나는 빙그레 웃었다.90)

‘나’의 빙그레한 웃음은 “지극한 성자나 되는 듯” “점잔을 빼”는 자신의 

모습이 모두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의 자조적 웃음으로 읽힌다. 이와 

같은 낮과 밤의 에피소드의 대립적 성격이 독자로 하여금 텍스트 외부의 

작가 이광수와 여러 모로 연결시킬 수 있는 주인공 ‘나’의 총체적 생활의 

위기와 균열, 불안을 더욱 강하게 감지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볼 때, 단편『꿈』의 저자는, 일기 형식의 글과 유사한 무덤 이미

지를 차용하고, 아들의 죽음과 관련된 불안과 두려움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실제 저자를 떠올리게 하는 자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자전적 주인공으로 

읽히는 ‘나’의 현실과 상상 사이의 경계 감각의 결여를 상세하게 서술하면

서 삶에 대한 불안이 야기하는 인식의 혼돈을 하룻밤의 꿈의 형식을 통해 

90) 「꿈」, 앞의 책, 3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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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나라하게 제시하는 자이기도 하다. 이 두 요소가 혼합되면서 독자들은 

원인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은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작가상을 그려

내게 된다.

「행자(行者)」와 같은 글에서 알 수 있듯, 1940년대 초반 이광수는 스스

로를 대외적으로 ‘행자’로 자처하며 정직과 성(誠)의 수련을 목표로 삼는 

사람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련의 자전적 소설들에서 그

려지는 저자상, 특히 텍스트 외부의 실제 저자를 강하게 환기하는 저자상

은 지배 이데올로기를 열심히 수련하는 행자와는 다른, 어쩔 수 없는 불가

피한 고통을 견뎌내는 자에 가깝다.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작품마다 

모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더라도 주인공의 불안, 고통을 겪는 자

에 대한 연민, 허무감과 자조감 등이 모두 저자의 그것으로 읽히도록 하는,

에피소드의 배치를 중심으로 한 여러 서사적 장치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다.

‘수행’의 의미가 성(誠)이나 행(行)과 같은, 지배 이데올로기를 유지시키

는 추상적 덕목을 설정해두고 그것을 체현하기 위해 반복적 자기 수련과 

정조 배양을 행하는 구도자의 초상에 가깝다면, 오히려 이 시기 심경을 솔

직하게 토로하는 형식의 글을 빌려 이야기하는 자기상은 ‘세계의 고통’이

라는 인간 삶의 근원적 조건과 ‘더불어’ 살아가는 치열한 내적, 외적 고투

를 벌이는 인간상에 좀 더 들어맞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자신이 맞닥뜨린 

현실을 적극적으로 긍정하며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라는 식으로 의미화하는 불가피한 수용의 태도와 연속된다는 점에서, 전향

을 합리화하는 다양한 ‘가면’, 대외적 페르소나와 연속되면서도 미묘하게 

달라지는 자기상을 그려 보여주는 것이다.

3. 자서전형 소설의 내부텍스트성과 ‘위대함/교만함’의 대조 

1930년대 중반부터 발표된『그의 자서전』,『나-소년편』,『나-스무살 고

개』는 한 인간의 삶에 선행하는 이야기 형태를 적극적으로 배치하고, 여

러 부수적 이야기를 교차적으로 서술하면서 그 속에서 시간적으로 이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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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인물의 삶의 의미를 그려나가는 형태를 취한 소설들이다. 이들 작품

은 연대기적 질서를 기본적인 것으로 삼는 서구적 자서전의 조직 원리를 

소설에서 차용한 셈인데, 사실 당시 식민지의 작가들이나 독자들에게 번역

된 서구 위인들의 ‘자서전’ 이외의 조선인에 의해 쓰인 ‘자서전’은 생소한 

것이었다.91)

이광수는 청년시절부터 루소92), 톨스토이93), 크로포트킨94), 간디의 참회

록 혹은 자서전 독서를 통해 자서전 장르를 접했다. 그리고 1931년 강용흘

의『초당(The Grass Roof)』의 미국문단에서의 성공을 기화로 본격적 의미

의 자서전형 소설의 양식이 조선문단에서도 논란이 되었고, 이광수 역시 

이에 대해 「강용흘씨의 초당을 읽고」라는 글을 통해 관심을 드러내기도 

하였다.95)『초당』에 대한 비평에서 그는 본격적 형태의 자서전의 요건으

로서 ‘국제정세나 시대적 상황에 대한 큰 포부나 경륜’, ‘작품에 묘사된 조

선 풍속의 정확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점은 이후 그가 창작한 자서전형 

소설의 계열의 주안점을 어디에 두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실제로 이광수는 1931년『동광』지에 간디 자서전을 일부 번역하기도 하

였다. 이광수가 번역 연재한 간디 자서전『진리 탐구기』의 일화(「소년시

대의 간디 그는 유혹을 어떠케 이겻나」,「간디의 참회, 소년시절의 흡연과 

91) 김성연, 「‘그들’의 자서전-식민지 시기 자서전의 개념과 감각을 형성한 독서의 모자이크」,

『현대문학의 연구』49집, 2013, 52쪽.

92)『무정』, 「『나』의 자서」에서 루소의 ‘참회록’이라 표기하고 있다.

93) 「춘원문단생활 20년을 기회로 한 문단회고 좌담회」 (『삼천리』제 6권 11호, 1934.11) 에서

는 加藤直士 의 번역으로『我ガ懺悔』를 읽었음을 말하고 있다.

94)『무정』에서는 ‘면포의 약탈’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는 크로포트킨의 자서전『빵

의 쟁취』이다. 그리고『재생』에서도 크로포트킨 자서전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95) 이 장에서 말하는 ‘자서전형 소설’이라는 용어는,『그의 자서전』,『나』와 같은 장편소설을 

이광수의 초기 단편소설이나 일제 말기 단편소설 등 단편 형태의 자전적 소설과 구분하기 위

한 용어이다. 자전적 단편들에서 어떤 한 시기의 작가의 삶이 이야기 대상이 된다면, 한 주인

공의 유년시절부터 청년시절까지, 일정 기간의 삶이 기본적인 연대기적 질서에 크게 벗어나

지 않는 형태로 그려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즉 자전적 단편소설에서는 연대기

적 질서에 따른 이야기의 구성이 주된 서사의 조직 양상이 되기 어려운 반면, 허구적 주인공

의 삶을 시간적 질서에 따라 조직하는 저자의 행위 자체에 삶을 특정한 방향으로 서술하기 

위한 ‘의미의 질서’가 내재된다는 전제를 강조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일련의 자전적 장편소설

들을 ‘자서전형 소설’이라 칭할 것이다. 이야기의 연대기적 질서와 의미의 질서 사이의 복합

성과 관련된 분석으로는 필립 르죈, 「사르트르『말』에서의 이야기의 질서」, 윤진 역,『자

서전의 규약』, 문학과지성사, 1998, 298-37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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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에 대하야)는 주로 ‘정직’의 가치를 보여주는 에피소드 위주로 편집되

어 있고, 서술적 자아가 ‘아힘사’의 원리에 의거하여 자신의 과거 죄를 고

백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삼천리』등 당시 잡지매체들에서는 문인들의 회고담, 유명인사의 기록 

등이 인기를 얻고 있었고, 이러한 이야기들에 흥미를 갖는 독자층의 기대

지평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가던 실정이었지만, 당시 문단에서 본격적 의

미의 장편 자서전형 소설은 거의 없었던 듯하다. 이광수는 이 무렵 45세의 

장년의 나이로 자신의 삶을 어느 정도 회고할 수 있는 연륜에 이르기도 하

였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원인이 되어 그는 이후「다난한 반생의 도

정」과 같은 자서전형 소설 구상에 있어서 예비 단계의 글을 거쳐, 1936년

『그의 자서전』을 연재하게 된다.

당시 조선 문단에 본격적 형태의 ‘자서전형 소설’이 거의 없었음을 감안

한다면, 영향을 비교적 많이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간디 자서전과『그의 

자서전』의 비교를 통해 이 작품의 고유성에 좀 더 근접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 작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나’의 일생이나 

전기적 사실을 형상화함에 있어 나와 관련된 다양한 인물들 (가족, 친지,

동지, 애인 등)의 삶이나 행적을 최대한 자세히 서술하고, 그들이 한 데 모

여 이룩해 내는 한 시절의 ‘삶’, 그 시절의 시대상과 같은 것을 서술적 자

아가 끊임없이 정리하며 자신의 삶과의 연결점을 찾고자 시도하는 부분이

다. 조부와 아버지를 서술하면서 그들의 무능력함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만, 한편으로는 그들만이 가진 특유의 ‘선량함’을 자신이 배워야 할 것으로 

의미하는 부분이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가족에 

대한 서술에서도 개인의 성격적 특징, 가치관을 서술하는『간디자서전』과

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자서전』의 구성은 실제 저자인 이광수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세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그의 자서전』에서 그

리고 있는 어린 시절과 1차 일본유학, 오산학교 시절, 상해 및 시베리아행

까지는 거의 다른 산문에서 회고하고 있는 사실과 일치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1914년 시베리아에서 조선에 돌아왔다가 바로 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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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실제 

전기적 

사실

『그의 자서전』
관련작

품내용
해당 

부분

1905

~1907 

경성 상경

일진회 광

무학교 

의도적 삭제를 표명하고 있음97)
『어린

적』

1907

~1908 

하기방

학

(16-17

세)

(17세, 중학교 3년생/『소년시대』장) 

유학시절 만난 S에 대한 사랑, 

누이 애경을 방학 중 잠깐 만남, 운현과 혼인한 예옥의 

모습을 지켜봄

조부의 가난한 살림을 보고 동경유학생으로서의 이상

과 현실의 괴리감을 절실히 느끼게 됨

첫 번째 혼인

『소년

시대』

1908 자연주의 문예와 바이런 시에의 경도 『김경』

수의 후원으로 2차 일본유학을 떠난 것과 다르게, R의 부탁으로 마가렡과 

엘렌을 보호하며 북경 등지에서 생활한 것을 허구적으로 그리고 있다.96)

단, 이 시기에『무정』과 여러 편의 논설 등 글을 발표한 것, 그리고 친일

(親日)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에 직면했음, 처음 각혈을 하며 폐병에 걸

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것, 죽음에의 두려움에 시달리던 것을 곳곳에 남궁석

의 일로 이야기하고 있어, 여전히 실제 저자인 이광수를 환기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도 주목을 요한다. 실제로 이광수가 매일신보에 글을 발표

하였으며, 폐병을 진단받았던 2차 유학 시기는 이후 ‘정욕을 억제하지 못한 

시기, 그리고 새로운 도덕적 지향성을 얻게 된 시기’로 의미화하고 있다.

남궁석이 동경으로 유학가게 되는 것은 이광수의 2차 유학과 일치하나, 이 

시기를 ‘정욕에의 위협, 도덕적 감화력을 강화한 시기’라고 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전기적 사실과 비교해 보았을 때,『그의 

자서전』은 1915년에서 1917년 사이 실제 있었던 일을 ‘북경’을 무대로 해

서 부분적으로 삽입하고, 유학시절은 다른 방식으로 각색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96) 실제 1932년에서 1933년 사이, 친구의 누이 세 명을 보호하고 있었음을 아베 요시이에에 대

한 회상글 「무부츠옹의 추억」(이광수, 김원모·이경훈 편역,『동포에 고함』, 철학과현실사,

1997.)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는 아베와 이광수, 그리고 친구의 누이 세 명이 함

께 교토를 방문했을 때를 짧게 언급하고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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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탕한 생활

(1914)

1910

(19세)

오 산 학 교 

부임

(19세)

K학교 교사로 연빙됨. 더 이상 유학생활에서 배울 것이 

없고, 남을 가르칠 때라 자임했기 때문

『교원생

활』

1910 4

월~5월
조부의 죽음과 생활의 붕괴

1 9 1 0 

6월~
용동 모범촌 

학교에의 헌신적 봉사

Y라는 동네 동회의 회장 역할

1911
신민회 사

건

N교주의 신민회 사건으로 인한 체포와 학교 일에 매진

함

1913

(23세)

오산학교를 

떠남

(23세)

신민회 사건 이후 K학교는 교회 관리로 되고, 톨스토이 

사상을 선전한다는 이유로 파문당함

사년간의 고생으로 병을 얻음

아내와 헤어짐

1 9 1 3 

가을

(23세)

(24세-오류로 보임)

방랑을 결심하고 상해로 감. 광생 H, 성인 S(소앙), M신

문 주필 T(신채호), 바이런 K (홍명희)를 만남

『방랑의 

길』
1914

시베리아방

랑

M에 가서 여비를 얻어 미국에 가려고 떠남

해삼위에서 C(추정 이갑)를 만나고 편지 쓰는 것을 도와

줌

치따 《정교보》 일을 보면서 미국갈 여비를 기다리기로 

되어 이갑의 집을 떠남

소백산맥 눈에 덮인 삼림풍경-동경 M학교 시절의 깨끗

한 마음을 떠올림98)

『유정』

(1933)-상

해 시베리

아행

『어린 벗에

게』(1917)-

소백산맥 풍

경

치타 도착, 《정교보》두 개호 편집일

시베리아의 풍경 묘사

예산부족으로 《정교보》폐간

금점꾼들을 보고 방랑의 계획을 펼침

구주대전으로 아라사에도 동원령이 내림. 전쟁에 왜 나

가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하는 일반 민중들

『가실』

조선으로 돌

아와 《새

별》《아이

치타의 조선장교 R이 아내 마가릿과 누이동생 엘렌의 

보호를 부탁함

마음 속에 일어나는 물욕과 애욕에 괴로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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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보이》에 

글을 기고함

마적의 습격을 받아 죽음에의 위기를 맞음, 죽음을 목전

에 두고서 그 절실한 감각을 느끼게 되고 종교적 성찰을 

하게 됨

《정교보》 편집시에도 주장하던 준비론에의 신념이 무

장단체 성원들사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그러나 죽음

을 목전에 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옳은 말을 떳떳이 주

장할 것을 다짐함 

김성수의 후

원으로 와세

다대학교 유

학생으로 공

부함

용정에 엘렌과 마가릿과 함께 도착함

T라는 용정 지도자이자 S중학교 교장의 도움99)을 받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침

학생들에게 환영받는 교사였지만, 자신의 교수방법에 대

한 자만에 다른 동료교사들을 낮추어봄

K학감과의 갈등이 극대화됨. 본국에 아내가 있으면서 마

가릿과 엘렌과 함께 있음에 악의적 소문을 퍼뜨림

마가릿과 엘렌과 헤어지기 위해 북경-치타행을 결심함

『무정』

(1917) 의 

학교 내 

갈등 모티

프로 삽입

『유정』

(1933)의 

스캔들 모

티프

북경의 천대받는 중국인을 보고 같은 동양인으로서 울분

을 느낌100)

아라사 공사관에서 R의 전사소식을 듣고, 전쟁의 참혹함

에 대해 슬퍼하지만 한편으로는 세계정세에 참여할 수 

없는 조선민족의 운명을 안타까워함

『북경』

『매일신보』

에『무정』연

재

『동경잡신』,

『오도답파여

행』을『매

일신보』에 

연재

북경에 집을 얻고, 마가릿은 콜레라에 걸림. 9월에 학교

로부터 해직 명령을 받음

돈이 궁하여지자, 최후 수단으로 M 신문에『진정(眞

情)』이라는소설을 써서 투고함

10월, 북경 구경, 시베리아와 만주 여행 기행문을 신문

사에 보내어 원고료를 얻음

역사가 T (신채호)와의 만남101) T가 M 신문에 관계하

는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경고하고, 남궁석은 등에 땀골

이 흐름

M 신문에 글을 싣고, 일본 공사관에 드나들며 두 여인

을 데리고 있다는 이유로 괴한의 습격을 받음. 그러나 

원고료가 필요해서 계속해서 소설을 씀

괴한의 습격 이후 병에 걸림. 각혈을 하고 폐병임을 알

게 됨. 무서운 꿈에 계속 시달리고 앞뒤 막힌 막막함을 

느낌 

『 꿈 』

(1938)

병 이후로 모든 것을 하느님의 섭리로 알고 받아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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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지만, 한편으로 신의 무자비함에 원망을 품기도 하

였음. 그러나 물리학적 인과론의 이치를 알았다면, 받을 

것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원망을 품지 않았을 것

엘렌이 글을 받아적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신문에 원고를 

연재함. 죽기 전에 그나마 동포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준

다는 보람을 느낌

「젊은 동포에게의 유언」이라는 논설을 신문에 싣게 되

고 동포들로부터도 호평을 받게 됨

-K씨에게 학비를 받아 9월 학기에 연경대학 영문과에 

입학하게 됨

-중국 학생들이 열강의 지배를 받는 중국의 운명에 대

하여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통 크게 생각하는 것을 보고 

놀람

와세다대학

교 

2차 유학

시절

K의 후원으로 동경 유학을 떠나게 되고, 기독교 신앙을 

잃게 됨. ‘사상적으로 방황의 생활’이라 정리하고 있

다. 칸트, 니체 사상에 공명하고 정욕에 눈을 떠서 친구 

S를 따라 유곽에 다니기도 함

-유곽에 다녀온 이후 두려움에 시달리다 인과의 무서움

을 깨닫고『운명론』이라는 글을 발표함

『 대 학

생활』

자신을 흠모한다는 청년 Y가 찾아와 애인인 C를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함. C에게 톨스토이 문예관을 역설하며 자

신이 잊어버리고 있던 도덕적 생활의 힘을 새삼스럽게 

자각하게 됨. 그리고 자신의 위선적 모습을 생생하게 깨

닫고 있으면서도 다시 옛날의 생활로 돌아가고자 결심

함.

『유정』

(1933)

C와 사랑에 빠지고, 그를 ‘누이동생’으로 규정하고 그 

마음을 밀어내고자 함. Y의 음해로 교회와 학교의 모든 

직분을 내어놓게 됨. 이후 C가 일기에 쓴 기록이 모두 

상상이라는 것을 밝혀 Y가 오해를 풀게 됨 

97) “나는 그때 서울을 자세히 기록할 필요는 없을것이다. 다만 상투있고 망건쓴 순검과 병정과 

헌병들이 있었고 일진회가 개혁운동을 하던 때라는것을 말하면 족할것이다. 서울서 일년쯤 

지나는 동안에 나 자신으로 보아서 잊히지 아니하는 일도 있고 또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정

세를 그릴수도 있지마는 그것은 어린 내 운명의 발전에는 직접적으로는 그리 큰 관계가 없다

고 보기때문에 약하랴고 한다.”( 이광수,『그의 자서전』, 조선일보출판부, 1937, 94쪽.)

98)『어린 벗에게』에서 배경으로 차용된다.

99) 이후 남궁석보다 15년 위로 설정되어 있는데, 학과적 지식은 그보다 부족하지만 세계 대세에 

대한 인식, 조선민족에 대한 경륜에서 훨씬 앞서 있는 것으로 제시된다. 실제 이광수보다 14

년 위였던 1878년생 안창호를 떠올리게 하는 면모가 있다.

100)『청춘』지에 실린 기행문「상해서」와 유사한 감상이 적혀 있다.

101)「탈출 도중의 신채호 인상」과 비교했을 때,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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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그의 자서전』내용과 자전적 공간』

이렇게 볼 때 마가렡과 엘렌의 서사, 그리고 Y의 애인인 C의 서사로 이

어지는 허구적 각색의 부분의 의미는 중요해진다.『그의 자서전』전반부가 

비교적 충실하게 해당 연도와 주인공 남궁석의 나이가 밝혀짐에 반해, 후

반부에서는 시간적 지표가 거의 나오지 않게 됨도 이러한 서사 내의 ‘허구

성’과 관련이 깊을 것이다. 우선 마가렡과 엘렌의 서사는 매일신보에 글을 

발표하며 이광수의 삶에서 최초로 마주하게 된 친일에의 유혹 혹은 위협을 

우회적으로 그리려는 의장일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이 실제 저자 이광수

의 전기적 이력을 강하게 환기하면서도 미묘하게 그것들을 변형하며 새로

운 저자의 모습을 창출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소 길지만 해당 부분을 인

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나는 내가 배운 재주로 밥을 벌어보리라 하고 한문으로 글을 지어보았으나 

내 한문의 힘으로 도저히 신문에 실어줄것 같지 아니하고 페킹리더라는 영

문신문에 투서를 해볼가 하고 글을 지어보았으나 중학교를 졸업한 영문으

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었다.

나는 상점에 쎄일즈맨이 되어볼가 하고도 생각해보고 실상 서양사람의 상

점을 멫군대 찾아댕겨도 보았으나 타이푸도 속기도 부기도 모르는 나로는 

도저히 직업을 얻을수가 없었다.

이러하는 동안에 주머니에 있는 돈은 점점 줄어들고 날은 차차 추워졌다.

도저히 담뇨로만 살수 없어서 뚱안스창의이라는 장에 가 본즉 이불 한 채

를 사자도 십여원은 주어야하겠었다. (중략)

나는 최후수단으로 소설을 써서 서울 M신문에 투고를 하였다. 그리고 만일 

이 소설이 게재되거든 그 호부터 보내 달라고 편지에 써 넣었다.

한 이주일후에 M신문사에 등기로 편지 한장이 왔다. 그 속에는 오원가와세

가 있고 편집국장의 이름으로 장편소설을 하나 써보라, 그리하면 매삭 십원

씩을 주마, 하는 편지가 왔다. 그리고 이삼일후에는 내 소설이 실린 신문이 

왔다. (중략) 내 소설의 표제는 「진정(眞情)」이었다. 나는 내가 참되지 못

한 탓으로 참된것이 소원이었다. 나는 참된 애국심, 참된 사랑, 참된 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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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싶었다. (중략) 나는 원고를 쉬지 않고 썼다. 소설은 더 써야 반년쯤 

지난 뒤가 아니고는 돈이 될 수 없을줄 알기 때문에 나는 북경 구경 이야

기며 시베리야 만주 여행중의 소견소문과 감상을 기행문 모양으로 써서 또 

신문사에 보내었다. 만일 신문사에서 매삭 이십원씩만 오면 걱정이 없을것 

같었다. 그때에는 북경에 물가가 싸서 고기 한근에 이십전 연탄 한돈에 칠

팔원, 쌀도 한사람이 한달 먹을 분량이 이원이면 족하엿다. 이렇게 치면 이

십원으로 세식구가 연명해 갈수가 있었던것이다. (중략) 소설 원고료 백원으

로 마가렡과 엘렌의 겨울 옷을 장만하고 나는 무명으로 청복 한벌을 해입

었다.102)

②

하로는 책을 하나 사랴고 어느 책사에를 가서 섯노라니 천만 뜻밖에 역사

가 T가 팔장을 끼고 들어오는 것을 만났다. (중략)

『나도 유원이 북경 와 계시다는 말은 들었지오. 아마 북간도 방면에서 소

문이 왔나보두군요. 젊은 여자 둘을 다리고 와서 어디 숨어 산다는둥, 일본

공사관에 드나드는것을 보았다는둥, 또 M신문에 글을 쓰는것이 필시 유원

이라는둥 시비가 많습디다. 오즉 말이 많은 조선사람이오? 아모러나 조심하

시는것이 좋으리라』

이것은 T의 꾸밈없는 말이었다. 나는 T가 내게 호의를 가진것을 믿고 또 T

가 참된 사람인것을 믿기 때문에 더욱 그의 이러한 말이 내 마음을 서늘케 

하였다. 내가 M신문과 관게하는것은 무론 본명으로가 아니오 가명으로이지

마는 만일 이것이 나 남궁석이란것이 판명되는 날에는 나는 어떠한 봉변을 

할는지도 모르는것이다. 그것은 그때에는 조선에 신문이라고는 오직 M이 

있었을뿐이오 M신문은 정부의 기관지이기 때문에 당시 해외에 있는 조선사

람들은 M신문에 글을 쓴다는것은 곧 총독부에 돌아가 붙은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하믈며 내가 일본공사관에 다닌다는 말이 난다고 하면 내 생명은 

실로 풍전등화라고 아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유원이 일본공사관에 다닐 리도없고 M신문에 글을 쓸리도 

없다고 말은 했지오. 그렇지만』

T의 이말에 나는 더욱 등골에 땀이 흘렀다.103)

102) 이광수,『그의 자서전』, 조선일보출판부, 1937, 344-352쪽.

103) 위의 책, 352-3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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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 ①에서 볼 수 있듯,『그의 자서전』에서 남궁석이 M신문에 소설

을 쓰게 된 최초의 동기는 마가렡과 엘렌을 보호하며 돈이 들었기 때문에 

원고료를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인용문 ②에서 신채호로 추정되는 역사가 

T의 물음 겸 심문에 남궁석이 “등골에 땀이 흘렀다”라는 표현을 반복하는 

것에서,『무정』을 연재하던 무렵의 내적 갈등을 표현하고자 노력하는 저

자상을 떠올릴 수 있다. 독자가 이를 실제 저자 이광수와 연결하여 해석한

다면, 이 부분은 실제 저자의 ‘죄책감’으로 연결되는 의미를 낳게 된다. T

가 엄중한 목소리로 남궁석에게 M신문에 글을 싣는 것과 일본 공사관에 

드나드는 것을 경고하는 장면 또한 실제 저자의 전기적 이력과 겹쳐지며 

텍스트 외부의 저자 이광수의 심리를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

다.104)

이 장면 이후 친일을 규탄하던 청년들의 습격 이후 남궁석의 폐병이 더

욱 심해진 것으로 그리고 있어 서사적 갈등은 더욱 고조된다. 그럼에도 그

는 원고료의 필요성 때문에 계속 글을 써야만 했다고 말한다.

『이놈아 C잡지에 무에라고 썻서? 흥 해외에 나와서 돌아다니지 말고 본국

으로 돌아가 공부들이나 해라? 이놈이 그것이 그래 밀정 아니고 할 소리야?

』

(중략) 내 코와 이마에서는 피가 흐르고 옆구리와 등이 캥겨서 몸을 가눌수

가 없었다. 적의 앞에서는 고양이 본 쥐와 같고 제편을 먹을 때에는 토끼 

본 호랑이와 같은 조선사람의 마음을 나는 울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앞

에서 다시는 한마디도 입을 버리지 안하기로 결심하였다. 왜 그런고 하면 

그들의 마음은 흐리고도 흐려서 바른 말을 바로 듣고 옳은 일을 옳게알 힘

이 없고 또 옳게 알고도 굽혀보려하는것이었다. (중략) 그래도 나는 엎데어

서 원고를 썼다. 소설외에 쓰는 원고로 또 한달에 십원가량씩 원고료가 왔

다. 이것마자 떨어지면 세식구는 굶어죽을 도리밖에 없었다.105)

104) 「탈출 도중의 신채호 인상」에서 이광수는 자신의 삶에서 세 번 신채호와 함께 있었던 일

을 회고한다. 신민회 사건으로 망명하던 도중 오산학교에 들렀을 때, 북경 신규식 휘하 모임

에서, 그리고 북경 책사에서 만난 것이다.『그의 자서전』에서 남궁석은 M신보 주필이자 역

사가 T를 북경 책사에서 다시 만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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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에서처럼,『그의 자서전』후반부 서사는 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그

리고 친일한다는 세간의 ‘오해’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저버리지 않는 ‘결

백한’ 자로서의 인물-서술자 이미지를 강조한다. 이러한 인물이 실제 저자

의 삶과 유사한 체험을 하는 것으로 그려짐에 따라, 서사의 창안자로서의 

저자를 실제 저자와 연결하면서도 이상화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이상화의 대표적인 방식은 실제 저자인 이광수가 이전에 썼던 작품을 제목

이나 내용을 약간씩 변형하여 다시 언급하는 내부텍스트성(intratextuality)

을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무정』을 연상시키는「진정(眞情)」이라는 초기 

소설에 대한 설명, 그리고「신생활론」,「자녀중심론」,「농촌계발」등 이

광수가 매일신보에 쓴 주요 논설들을 모두 한데 모은 듯한 「젊은 동포에

게의 유언」이라는 허구적 글에 대한 방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이 역시 실제 글과의 유사성과 변형의 측면을 확인하기 위해 다소 

길지만 인용해 보기로 한다.

나는『젊은 동포에게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긴 논문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논문겸 감상문이었다. 회복할수 없는 병에 걸려서 만리이역에 누운 

젊은 사람이 죽음을 응시하면서 최후의 정성과 정력을 다해서 젊은 동포에

게 주는 말을 쓰자는 것이었다.

처음에 내가 젊은 몸으로 세상을 위하야 아무것도 한것없이 중병이든것을 

말하고 내가 하랴던 직분까지 여러분께 전함을 말하고 우리는 첫재로 거짓

과 게으름을 버리고 이기주의를 버려서 말이나 행실이나 오직 참되고 저를 

잊고 이 따와 이 사람의 행복을 위하야 부지런히, 부지런히, 죽기까지 부지

런히 일하여야 할것을 말하고 일할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서도 악습관 타파

라든지, 문맹타파라든지, 농촌개발이라든지, 경제적, 사회개량적 각종 조직

운동이라든지, 민중교회기관의 설치라든지 이런것을 들어서 말하였다.

그중에서 내가 가장 격렬하게 주장한것은 한족을 숭배하는 유림의 노예근

성 타파와 조상중심, 가문중심인 사상과 도덕의 타파였다. 나는 유교를 공

격하여서 조선사람의 혼을 죽인것은 유교라고 극언하고 안순암, 정포은이하

105) 「그의 자서전」, 앞의 책, 358-3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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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선을 유교화 하기에 힘쓴 선현들을 막 공격하였고 삼국사기를 쓴 김

부식과 만등묘를 세운 송우암을 민족의 적이라고 절규하였다.

그리고 이름없는 조상의 무덤을 꾸미고 족보를 간행하는것을 타파하고 마

땅히 자녀를 중심으로하야 부모는 자녀를 위한 걸음이 되고 희생이 되고 

발등상이 될것이라고 통론하였다. 그리하는 동시에 혼인은 신랑과 신부의 

일이오 결코 두 집의 문제나 두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하야 연애자유론을 

주창하였다.

『아들과 딸은 구습에 젖은 부모의 길에서 반역하야 새길을 찾아 밟으라』

이러한 소리도 하고,

『제 조상을 잊고 한족의 조상을 조상이라고 하던 선인들에 무덤을 갈르고 

해골을 파내어 가루를 만들어 바람에 날려서 조선의 땅을 깨끗이 할지어

다!』

이러한 격렬한 소리도 하였다.

나는 신문으로 오십여일에 긍하야 조선의 모든 낡은것에 대하야 선전포고

를 하고 내 힘을 다하야 공격하였다. 그리고 끝에

『나는 아마 죽을것이다. 내 병은 날로 침중해간다. 나는 이글을 끝맺을 때

까지 목숨을 부지하는것을 큰 기쁨으로 안다 나는 아직도 하고싶은 말이 

많다. 그러나 쇠약한 내 신경은 이글을 쓰기에도 가끔 아뜩아뜩한다. 인제 

나는 더 무엇을 생각할 힘이 없는것과 같다. 이제 나는 이 글을 끝막을 수

밖에 없다』

(중략)

나는 내가 사랑하는 조선이 마가렡과 엘렌 두 사람을 대표로 보내어서 만

리타향에서 앓고 있는 나를 간호해 주는것이라고 믿는다. 아아 끝없는 조선

의 정이어, 사랑이어!

끝날 원고를 낭독하고 엘렌이나 마가렡이나 다 흑흑 느껴 울었다. 나도 눈

물이 흐름을 금할수 없었다.106)

위의 인용문에서 ‘유교를 공격한 것’이라는 내용은, 「신생활론」, 혼인의 

자유를 주장한 것은「조혼의 악습」, “자녀를 중심으로 한”다는 사상은 

「자녀중심론」의 주요 논지이다. “M신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매일신보

106) 위의 책, 367-3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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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실제 이광수가 1917년에서 1918년 사이 실은 글을 모두 한 데 모아,

『젊은 동포에게 유언』이라는 한 편의 허구적 글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

러나 이 글은 실제 글들과 유사성이 표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사실을 지

칭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 병으로 죽음을 앞둔 주인공 남궁석이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하여 쓴 글이라는 ‘유언’의 형식을 허구적으로 덧붙임으로

써 감상성을 극대화시키고 있기도 하다. “엘렌이나 마가렡이나 다 흑흑 느

껴 울었다“라고 덧붙인 것은, 자전적 인물인 남궁석에게  이광수 소설 특

유의 인물형, 즉 ‘숭고한 지도자’로서의 성격을 부여하기 위한 서술로 읽힌

다.

따라서 남궁석이라는 제3의 이름을 부여받고 있지만 기실 삶에 있어서 

실제 저자 이광수를 강하게 떠올리게 하는 이와 같은 서술 특성에 의해,

독자는 자신의 지난 삶을 ‘숭고한 민족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저

자를 떠올리며 이야기를 읽어나가게 된다. 이러한 점은, 작가 자신이 매일

신보에 발표한 논설들을 떠올리게 하는 남궁석의 글의 ‘진정성’을 알아주

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남궁석이 “등골에 땀이 흐른

다”고 느꼈던 역사가 T의 경고 겸 걱정 이후, 신문에 난『젊은 동포에게 

유언』을 보고 T와 그를 때렸던 W가 함께 찾아와 그 글에 대한 찬사를 

표현하는 아래와 같은 장면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크리쓰마쓰도 지나고 양력설 음력설도 지났다.

내 논문이 나기 시작한지 한달쯤 지나서 하로는 역사가가 얼굴 넓적한 그

사람을 다리고 나를 찾아왔다. 그 얼굴넙적한 사람이란 나를 따리러왔던 패

의 두목이던 그다.

『유원 웬일이요』

하고 T는 내 머리 맡에, 얼굴 넓적한 사람을 내 발치에 앉었다.

나는 우숨으로 두사람을 대하였다. 평탕도 찾아오지 않는 이때에 오래간만

에 사람을 만난것이 기뻤다. 비록 나를 따리러 왔다 하더라도 반가웠다.

『신문에 쓰시는것을 보았지오. 이번에는 본명으로 쓰셨두구먼 유원이 이번

에 쓰시는 글은 참 좋은 글이야요 오늘은 그 글치사겸 문병겸 왔지요』

이것은 T의 말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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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일은 용서하셔요. 나는 W야요. 선생을 잘못 알고 그런 일을해서 이

렇게 병석에 누으시게 하니 무에라고 할말슴이 없어요』

하는 것은 얼굴 넓적한 사람의 말이었다.

『그러한 높으신 생각을 가진 양반이 부정한 일을 하실리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는 와뵈올 면목도 없어서 T선생을 모시고 왔지오』

이런 말도 하였다.

나는 진실로 기뻤다. 북경에 있는 동포들이 내게 대한 오해를 풀게 된것도 

기뿌지마는 내가 쓴 글이 그만큼 독자간에 반향을 이르킨것이 기뻣다.

또 그 후에는 북간도의 T교장으로부터도 위문하는 말과 그 글에 대한 칭찬

의 편지가 오고 돈 이십원도 치료비에 보태어 쓰라고 왔다.107)

“그러한 높으신 생각을 가진 양반이 부정한 일을 하실 리가” 없다는, 처

음에는 남궁석에게 반감을 가졌던 W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물론『무정』

의 작가로서 이광수가 이 시기 문명(文名)을 높이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타 논설들에 담긴 ‘사상의 위대함’이라는 측면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1920년대 초반「민족개조론」논쟁과 그 내용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반감에

서 볼 수 있듯, 오히려 사실과는 반대인 이야기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러한 

허구적 변형 역시 오히려 독자들에게는, 남궁석에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속성을 부여하기 위한 저자의 서사 창안 행위 자체에 주목하도록 하는 효

과를 낳는다. 즉, 극적으로 오해와 갈등이 해소되고 자전적 인물의 ‘진정한’

뜻을 알아주는 결백자의 초상에 의거한 플롯은 앞서 언급했거니와,『그의 

자서전』후반부에서도 역시 이러한 결백자, 그리고 그 결백에 의거하여 민

족을 위해 희생하는 지도자로서의 자기상을 구축하려는 저자의 바람이 강

하게 투영된 것으로 읽힐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해당 시기의 전기적 사실에 대해 ‘말하지 않는’

부분 역시 나름의 의미를 갖게 된다. 이광수의 2․8 독립선언과 연이은 상

해행이 이루어진 시기를 그림에 있어, 자전적 인물인 남궁석은 유학시절 

접한 진화론적 사유의 영향으로 기독교적 순결의 도덕관을 잃어버리고, 유

곽에 가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 유곽 경험은 남궁석에게 수치스러운 것으

107) 위의 책, 383-3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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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남았고, 이 이후 화류병에의 두려움으로 고통 받다가 인과의 무서움을 

느낀 그는 「운명론」이라는 글을 쓰게 된 것으로 설정된다.

나는 지금까지에 운명이란것과 요행이란것을 믿었다 운명이란 내 힘으로는 

어찌할수 없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잘 하여도 좋지 못한 결과를 

거들수도 있고 내가 잘못하여도 좋은 결과를 거들수도 있다는 것을 믿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잘되고 못되는것은 다 운수라고 생각하고 제 책임이라

고 생각하지는 아니하였다. 이것은 내가 근대 우리 조선민족의 잘못된 인생

관을 받은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깨닫고 나는『운명론』이라는 글 한편

을 써서 내가 편집하던 잡지에 내었다. 그 요령은 내 운명은 내가 만드는것

이라 하는 것이었다. 나 개인의 생활뿐이 아니라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진 조

선민족의 현재와 장래도 천운이니 대세니 하는 것으로 좌우되는것이 아니

라 결국 조선인자신의 총명한 판단과 정성있는 노력여햐로 좌하게도 되고 

우하게도 되는것이라고 역설하였다.

내게 이 생각이 일어나게된 간접의 동기는 T교수에게서 들은 불교강의인가 

한다. 나는 예수교인이어니와 웬일인지인도 철학이라는것과 불교에 관한 강

의를 듣고싶어서 교수의 강의를 택하였던것이다. 108)

실제 이광수가 인과론을 2차 유학시절 접했고, 다대한 영향을 받았음은 

「신생활론」으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다.109) 인용문에서 말하는 「운명

론」이란, 앞서 ‘「무정」-「진정」’ 등의 제목의 유사성으로 자신이 쓴 글

을 지칭하던 서사적 장치로 미루어 보아, 이광수가 1918년 발표한 「숙명

론적 인생관에서 자력론적 인생관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글은 사실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의 제창과 함께 유학생 사회에 불던 자

력 개조론의 논조를 담은 글로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의 자서전」에

108) 위의 책, 412-414쪽.

109) 「신생활론」은 와세다 대학 재학 시절 이광수가 생물학적 진화론과  칸트, 쇼펜하우어 철

학의 영향을 받았고, 이들을 혼융하여 자신만의 사회론으로 재창조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

는 글이다. 이 글에서 이광수는 ‘생활은 변화’라 전제하고, 그 변화의 종류로서 만사의 진행을 

‘무의식적 진화’와 ‘의식적 진화’를 나누고 있다. 전자에 속하는 것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적 변화의 현상을 겪게 되는 동식물의 진화를 들고 있고,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문명을 

지닌 인류의 향상심, 분투의 노력으로 이룩하는 것을 들고 있다. : 이광수, 「신생활론」, 최

주한· 하타노세츠코 편,『이광수초기문장집』Ⅱ, 소나무, 2015, 712-7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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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러한 맥락은 모두 삭제되어 있고, 유곽체험이라는 남궁석 개인의 

수치스러운 기억의 결과로만 의미화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숙명론적 인생관에서 자력론적 인생관에」에 담긴 시대적 맥락은 간단

하지 않다. 도쿄 유학생들은 1918년 초부터 학우회 웅변회를 통하여 세계

사조의 흐름을 토론하였고,『학지광』을 통하여 유럽 전쟁의 상황과 미국

의 참전, 러시아 혁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 1918년 1월 발표된 

우드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원칙 14개 조항은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미국 잠수정 공격을 계기로 하여 평화주의를 표방하던 미국이 전쟁에 참여

하는 명분으로서 제출된 것으로, 14개 조항 중 5번째 조항이 약소민족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는 민족 자결의 원칙을 주장한 이유로 특히 

피식민지에서 환영받았다. 그러나 열강의 각축 속에서 윌슨의 민족자결론

은 실현되지 않는, 이상주의적인 담론으로 역사상에서 사라지게 된다.110)

1918년 12월 이승만과 우남경이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로 파견된다는 소식을 

접한 일본유학생들은 이에 고무 받아 자체적인 독립선언을 계획하게 된다.

이광수는 1918년 12월 말 상해를 거쳐 도쿄에 도착하고, 김규식이 파리로,

장덕수가 조선으로 파견되었음을 유학생 사회에 알린다. 그 후 이광수는 

백관수의 자취방에서 독립선언서를 집필한 이후 1919년 1월 30일 베이징으

로 출발한다.111)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기존 연구가 일본 유학생들의 민족자결론에 대한 

낙관적 전망에 기반하여 2․8독립선언을 도모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반면,

사실상 유학생 사회에서도 민족자결론의 허구성을 논파할 수 있는 비판적,

현실적 시각을 갖추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 우승열패의 논리에 

따라 개조와 변화의 흐름이 필요하다는 담론에 의거, 독립 선언이 진행되

었음이 논증된다. 예컨대, 1918년 서춘이 학우회 웅변회에서 민족자결주의

를 제창하는 미국이 필리핀 독립을 이루지 않는 것을 비판하거나 윤치호가 

세계대전에 참전한 열강의 식민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이라 충고했다

는 일기를 남기고 있는 등, 일본 사회에서도 민족자결론에 대한 낙관적, 비

110)김형석,「윌슨의 세계평화론과 동북아의 민족운동」,『평화연구』7집, 경희대국제평화연구소,

1988, 120-122쪽.

111) 전영택, 「동경유학생의 독립운동」」『신천지』제1권 제2호, 19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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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적 해석 등 다양한 담론이 존재했었다는 것이다. 유학생들은 민족자결론

의 허구성을 이미 인식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서를 

일본 의회에 제출하여 민족대회소집과 파리평화회의의 참가자격을 획득하

는 등, 성공을 보장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움직임이든 필요하다

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학지광』에 함께 실린 서춘

의 「운명론」과 이광수의 「숙명론적 인생관에서 자력론적 인생관에」는 

이러한 판단이 결집되어 있는 글이라 할 수 있다.112)

朝鮮人도 生하랴는 盛하랴는 朝鮮人도 진실로 宿命論的人生觀을 집어던지

고 만사를 자기의 「손」에 밋는 신인생관을 가져야할것이외다. 우리의손은

우리의 童瀷한 산간 삼림으로 덥흘수잇고, 우리의 枯渴한 하천은 淸流로 채

울수잇고 우리의 暗弱한 동포는 지와 力으로 智코 强케할수잇고 우리의 빈

궁한 생활은 富裕로써 代할수잇고 우리의 인류에 대한 低卑한 지위는 최고

의 線지 어올닐 수가잇는것이라는, 자각, 이모든것이 오직 우리의 힘에

만 달렷고 결코 숙명의 여하에 잇는것이아니라는 자각을 기초로한 신인생

관을 가져야할것이외다.113)

이광수는 이 글에서 숙명론이 예수교와 결합되어 개인의 삶에서 불행이 

발생하면 신의 뜻이라 하여 이를 덮어버리는 풍조가 있음을 비판하고, 우

리의 손으로 직접 ‘천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글을 끝맺고 있다.

서춘의 경우 인사(人事)에 있을 수 있는 결정론적 부분과 개척가능한 영역

의 공존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자의 분투노력이 가

질 수 있는 의미를 서술하고 있음에 반해, 이광수의 글에서는 숙명론의 폐

단과 자력론의 긍정성이 뚜렷이 대립되어 나타난다는 것이 주요한 차이이

다.

이와 같은 맥락을 고려할 때, 이 글을 지칭하기도 하는 허구적 글「운명

론」이 남궁석의 유곽 체험과 그로 인한 죄의식, 인과의 깨달음을 담고 있

는 글이라는 설정은 그 자체로 실제 저자를 환기하면서도 미묘한 변형이 

112) 송지예,「“민족 자결”의 수용과 2․8독립운동」,『동양정치사상사』11집, 2012, 179-209쪽.

113) 이광수,「숙명론적 인생관에서 자력론적 인생관에」,『학지광』17호, 1918.8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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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지점이라 그 변형의 의도가 주목된다. 이러한 측면은『그의 자서

전』결말에서도 “기미년 사건이라든지, 내 정치적, 사회적, 사상적 여러 가

지 사건과 고민이라든지, 모두 심상치 아니한 문제들”이어서 그만 글을 맺

는다고 언급한 것과의 연속선상에서, 일차적으로는 실제 이 글의 의미나 

맥락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외적 환경에 그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한편, ‘위선자’라는 세간의 평가에 대한 남궁석의 고민과 자기정당화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부분은 지배 권력과 밀접

한 관계를 가지면서도 여전히 민족의 장래를 논하는 지도자로서 자처하던,

실제 저자 이광수의 상황을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남궁석이 정부 

기관지인 M신문에 가장 처음 실은 소설은 「진정(眞情)」인데, 이는 독자

들에게 비슷한 제목과 유사한 출간 맥락의『무정』을 떠올리게 한다. 남궁

석은 이 작품의 창작의도를 세 가지로 요악하고 있다. 그 세 가지란, 참되

려고 애쓰는 것의 가치, 내가 나고 자란 땅과 나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

다는 것, 청정한 연애관이다.

①

내 소설의 주인공 H라는 사내와 Y라는 여자는 참되랴고 애쓰는 사람들이

었다. 한번 속으로 허락한 사랑에 대해서도 충성을 다하랴고 애쓰는 사람들

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애인을 참으로 사랑하는 동시에 그들의 나라를 참으

로 사랑하랴고 애썼다. 그들은 결코 재주에서나 다른 능력에서나 빼어난 사

람들은 아니었다. 차라리 조선사람이 가진 모든 흠점을 다 가진 사람들이었

다. 의지가 약하고 곤난을 뚫고 새 길을 개척해나가는 힘이 부족하였다. 나

는 이것을 현대 조선사람의 공통한 결점으로 보기 때문에 H와 Y에게도 그

러한 결점을 주었다. 그리고 다만 내가 가장 말하고싶은 참되랴는 애씀만은 

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하는것이 현실에 충실할뿐더러 또 「참되랴는 애

씀」을 두두러지게 독자에게 인식시킬수 있다고 믿은것이다.

나는 이 속에서 특별히 두 가지를 말하려 하였다. 그것은 내가 나고 자라고 

또 묻힐 땅에서부터 내 생활을 뗄수없다는것 나는 마치 그 땅에 난 풀이나 

나무와 같이 그 땅을 떠나서 생명이 없다는것 그리하고 남녀간의 사랑은 

가장 청정할것, 따라서 정조란 남녀를 물론하고 소중하다는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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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청정한 연애관은 무론 내가 동경 M중학교에서부터 성경을 읽어온 

영향이겠지마는 조선사람들이 남녀관계를 한 유희로 향락으로 알고 더욱이 

남자가 여자를 정욕을 만족하기 위한 한 기구로 아는 것에 대한 반감도 될

것이다. 나는 첩을 얻는것을 즘생적이라고 공격하는줄을 여러번 썼다. 소위 

오입이라는것을 가장 추악한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면 내 마음이 그처럼 깨

끗하였느냐 하면 그렇다고 할 염치는 없다. 솔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마음은 

불결하더라도 언행만이라도 깨끗이 해보자 하는것이 소원이었고 또 이렇게 

애써가노라면 즉 겉을 깨끗이 하기를 애써가노라면 속까지 깨끗해질 날이 

있으려니 정말 아침 햇빛과 같이 맑고 밤새여 쌓인 힌 눈과 같이 깨끗하게 

될날도 있으려니 하고 바라고 있을뿐이었다.

내가 젊은 두 여성과 한집에 오래 사는 심경도 이러하였다. 결코 내 마음에 

풍파가 일지 아니하는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련의 기회로 믿었다. 북간도 사람들이야 무엇이라고 하든지, 예수를 

잘 믿노라 하고 교회에 직분까지 가졌다는 K학감, Y학감이야 우리 셋을 두

고 무슨 추악한 이야기를 지어내든지 나는 하나님의 앞에서와 두 여성의 

앞에서 겉으로만이라도 깨끗함을 의로움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결심하고 싸

우는 것이었다. 나는 이 싸움 때문에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쇠약함을 느낀

다. 그러나 그것을 나는 명예로운 것으로 생각하였다. 언제 예수께서 오시

더라도 언제 죽은 R의 혼령이 오더라도,『나는 두 여성을 깨끗하게 보호하

였소』

하고 대답할수 있는것만이 내 소원이었다. 이 심경이 「진정」에 반영된것

을 더 말할 것 없다.114)

②

『위선자!』

이것이 Y가 내게 던진 첫말이었다.

이 말은 칼로 내 가슴을 어이는듯 하였다. 대개 이말은 내성격의 정통을 찌

른 까닭이었다. 속에는 갖은 물욕과 명예욕과 애욕을 품으면서 겉으로 그것

이 없은척 하는 나-이것이 위선자가 아니고 무엇이냐.

나는 다만 고개를 끄덕끄덕하였다. 하나님이 Y를 보내어 Y의 입을 통하여

서 내 죄를 논하시고 내게 경고를 주시는것 같았다115)

114) 이광수,『그의 자서전』, 앞의 책, 346-3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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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 특히 선한 것을 강조하는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을 때 위선자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인용

문 ②는 남궁석이 자신의 성격의 정통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듣게 되었

을 때의 반응을 그린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선자’라는 평가에 대한 남

궁석의 민감함이나 자기 정당화는「진정」이라는 작품을 설명하는 부분에

서도 드러난다. 인용문 ①이 여기에 해당된다. 많은 흠점에도 불구하고 참

되려고 애쓰는 사람을 그리려 했다는 것은 실제 작품『무정』과도 어느 정

도 연결된다. 형식과 선형과 영채가 자신의 감정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것

에 충실하다는 것의 의미를 깨달으며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주제가 

이에 대응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나고 자라고 또 묻힐 땅에서부터 

내 생활을 뗄 수 없다는 것”, “남녀 간의 사랑은 가장 청정할 것”의 주제

는 독자들이 볼 때『무정』의 주요 주제와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따라

서 이 부분은 뒤이어 오는 설명 부분, 즉 남궁석 자신이 청정함을 제 일로 

생각하는 사람이며, 언행만이라도 높은 가치를 지향하다보면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리라는 것을 바라는 사람임을 강조하기 위해 각색된 부분으로 보

인다.

말하자면, 자전적 인물인 남궁석, 그리고 그와 겹쳐지는『무정』의 저자

인 이광수는 “마음은 불결하더라도 언행만이라도 깨끗이 해보는 것이 소

원”인 사람이며, 이렇게 볼 때 위의 인용문은 세간의 비난을 받을 행동을 

했더라도 여전히 자신의 사유나 지향점은 결백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

으로 의미화된다. 이렇게 볼 때 어떤 면에서 남궁석의 위와 같은 언술은 

독자들에게 곧 ‘위선자’라는 평가를 받는 실제 저자 이광수의 발화로 해석

될 여지도 있다. 이처럼 내부텍스트성을 활용한 저자 이미지의 환기는, 남

궁석이라는 인물을 통해 일제와의 타협과 민족 지도자라는 자신의 이상 사

이에 아슬아슬하게 놓인 저자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자기 언술의 일환

으로 의미화된다. 즉, 이광수의 다른 작품들을 이미 알고 있는 독자를 상정

하고, 그들을 향해 실제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현실적인 선택에 있어 그 

115) 위의 책, 4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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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음’을 추구하지 못하는 도덕적으로 분열된 자로서 자기 이미지를 제시

하고자 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의 자서전」의 후반부 서사, 특히 마가렡과 엘렌과 함께 

하는 북경생활 묘사 부분과 동경 유학시절의 부분에서 독자가 환기하게 되

는 저자상은 실제 저자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복합적인 의미망을 낳게 

된다.『그의 자서전』에서 그려지는 저자는 실제 저자와도 밀접하게 연결

되어 있는데 그는『매일신보』에 글을 쓰면서 일제와 관련을 맺은 자신의 

삶을 허구적으로 각색하고, 이 각색을 통해 협력의 원인을 정당화하거나 

혹은 이 정당화를 발판으로 오히려 더 큰 ‘숭고한 정신을 지닌 민족의 지

도자’라는 이미지를 허구적으로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자신의 

짧았던, 인생에서의 ‘저항’ 경력은 은폐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텍스트 내의 저자와 외부의 실제 저자 사이의 연속과 차이라

는 복합적 변형 양상은, 옳은 것과 실제 행하는 것에 괴리가 큰 작가 자신

의 삶의 형태를 다른 식으로 이상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볼 수 있다. 이처

럼 이광수는 그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일제와의 관련성을 자서전

형 소설로서 재구성하면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처리하는 방식으로서의 

허구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허구화의 의미를 어떤 방식으로 평

가할 것이냐는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즉 부끄러운 경력을 은폐하는 

변명으로 보는 시각에서부터 민족 지도자로서의 꿈이라는 내심을 읽어내는 

공감의 독서에 이르기까지, 실제 독자들이 다양한 독서의 스펙트럼 위에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수용하며 읽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단,『그의 

자서전』의 저자가 실제 저자 이광수의 삶과 경력을 능동적으로 투영하고 

변형하는 행위 자체에 이광수의 작품과 문학 세계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말 걸기’의 구조가 개입되어 있음을 위와 같이 살

펴볼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자서전』이외에, 실제 저자의 삶을 환기하며 비교적 긴 기간의 행

적을 재구성하는 자서전형 소설이『나』이다. 해방 이후 발간된 소설

『나』의 서문, 「「나」를 쓰는 말」 에서 이광수는 문학이 고상한 이상

을 주어야 한다는 그간의 계몽주의적 문학관을 탈피한 견해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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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쓴 이야기가 “어떻게 숭악한 그림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해로운지 이로운지 자신이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루소의 참회록에서처럼 죽기 전 신 앞에 참회하려는 목적과도 다

르고, 오직 “이 이야기로 이 더러움을, 아니 더러운 나를 살라버리자는 뜻”

을 품고 있다.116) 즉, 자기정화를 목적으로 한 글쓰기임을 명백히 밝힘으로

써, 해방 이후 일제말기 행적에 대한 공적인 차원에서의 참회의 기록을 기

대하는 당대 독자들의 기대 지평에서 어긋나는 서술의도를 밝히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더 나아가 그는 서문에서 오히려 자신과 관계 있었던 모든 이들을 한 자

리에 불러내어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글쓰기의 

목적임을 밝힌다. 자신의 인생을 일관된 시각으로 되돌아보면서 특정한 가

치관에 근거하여 참회하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나에 대해 원망하고 정다

워하는 인생의 모든 인물들의 목소리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아 다시 한 번 

되풀이하는 장으로 의미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짚북데기 재 속에서 불씨를 주어 모우드시 오십여년 내 묵은 긔억을 주어

모와 보자. 나를 사랑하여 주던 사람들, 미워하던 사람들, 무릇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잇던 사람들은 다 내 앞에 나오라. 나와서 지나간 일을 한 번 내게 

되푸리하라. 혹은 천당에 혹은 지옥에 가 있던 이들도 나와 관계를 가졌던 

이어든 한 번 내 앞에 돌아와서 할 말을 다 하라. 원망이 있거든 원망을,

또는미진한 정이 있거든 정담을 있는대로 한번쏟아 놓으라. 그러고 내 붓에 

힘을 빌려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잘 적어보지아니하랴는가.117)

서문에서 밝힌 ‘자기정화’와 ‘초혼’으로서의 글쓰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

펴보기 위해서는 실제 『나』의 구성상 특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

다.『그의 자서전』과 비교했을 때,『나』는『그의 자서전』에서 말하지 않

은 ‘사적(私的)’인 인상을 주는 이야기를 구체적인 에피소드 구성을 통해 

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두 텍스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116) 이광수,「「나」를 쓰는 말」,『나』, 생활사, 1947, 7쪽.

117) 위의 책,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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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모티프 차이점(의미화, 일화삽입, 서술 분량)

『그의 자서전』 『나』

서당체험
심태섭이라는 친구에게 느낀 동

성애적 감정을 서술

이모네가 사는 자성재 서당을 다

니며 가난과 외로움을 잊을 수 있

었던 반면, 집에 돌아오면 가난에 

찌들어 어둡고 암울한 분위기에 

휩싸였다고 서술

부모님과 가난의 일화 (어머

니가 논밭을 소유하기를 원한 

것,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칠

서를 이종사촌에게 팔아버린 

일화)

짧은 설명으로 처리

- 어머니가 외갓집 밭에서 뽕을 

따다가 형수와 마주쳐 민망해하던 

일화를 삽입

- 책을 팔던 일화도 나의 서운함

과 부모님의 안타까움을 좀 더 부

각시키는 형식으로 서술

아버지의 만인계

만인계 사장이 된 일을『나-소년

편』에서는 좀 더 상세히 서술하

고 있다.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다는 기대감, 그 기대감이 

좌절되는 과정이 좀 더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질을 앓던 나를 아버지가 

간호해 준 일

아버지의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

게 있다는 ‘죄의식’으로 의미화

시도하던 모든 일에 실패한 무능

한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그럼에

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절대적 필

요의 존재였던 아버지에 대한 애

정의 복합적 심리

알을 품고 있는 메추라기를 

죽인 일화

아버지의 죽음을 암시하는 복선, 

자신의 행위가 업보처럼 돌아온 

것이라는 참회의 태도를 부각시키

고 있음.『나』에 비해 상당히 구

체적으로 묘사

아버지의 죽음을 예감하는 복선

으로 간단하게 처리

아버지의 시체를 타고 넘는 

어머니와 어머니의 죽음

-아버지만큼 어머니를 소중하게 

알지 않고 때로는 무시하기까지 

한 자신의 모습을 참회하는 것으

로 서술

-“내가 죽어야 네가 산다”라는 

농사를 짓겠다는 나의 말에 대해, 

공부를 해서 큰 사람이 되어야 한

다고 충고하는 모친의 모습, 자식

의 장래를 생각하는 “큰 생각을 

먹은 사람”으로 모정(母情) 의 위

좀 더 정밀히 살펴보며 차이점의 발생과 그 의미에 대해 비교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그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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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남긴 것으로 상대적으로 간

단하게 처리

대함과 비참함을 동시에 드러내는 

일화로 좀 더 자세히 서술

몽득(몽급)의 이야기를 통해 

이성관계에 눈을 뜨게 됨

『그의 자서전』에서는 소략하게 

처리하고 예옥과의 일을 집중해서 

서술

-성(性)에 눈을 뜨게 된 계기를 

상세히 묘사

-문의 누님과의 관계에서 느낀 

애욕을 서술하기 위한 의도

『사씨남정기』,『창선감의

록』등을 읽은 사촌누이, 삼종

제와의 교유

사촌 누이와 삼종제와의 교유

-실단이와의 만남과 그에 대한 

애정 모티프

-『소년의 비애』에서도 나타난 

공통 모티프

주인공을 사랑하는 여인과 

그 여인과의 엇갈림

박찬명 대령이 귀양을 가고, 예옥

이 남궁석을 기다리다 기약이 없

어 운현과 혼인하는 것으로 처리

삼종제 집에서 만난 실단을 4년 

내내 그리워하다가 자신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 실단을 놓치고 만 

사건

가난과 결혼을 통해 그것을 

극복하자는 생각, 자존심의 문

제와의 대립

-조부의 몰락과 누이동생들의 고

생, 그로 인한 책임감에 짓눌리는 

모습을『나』에 비해 보다 상세히 

서술 

-『모르는 여인』(1936.5『사해

공론』)에 80세 조부와 가난으로 

고생하는 8살 누이동생에 대한 애

처로움을 그리고 있음

-운현의 처제가 가진 볏백에 마

음이 흔들림

문의 누님이 중매한 여인이 논섬

지기를 가지고 시집올 것임을 듣

고 역시 마음이 흔들림

첫 번째 혼인

아버지 친구의 임종을 앞둔 부탁

으로 인해 인정으로 끌려서 한 결

혼

호감이 있던 문의누님의 중매, 신

붓감의 불우한 처지에 대한, 그리

고 그 소식을 전하는 문의누님의 

동정에 이끌렸다는 것이 강조

오산학교를 떠나게 된 이유

성경의 교리(기적에 관련된)와 자

신의 신념의 불일치를 위주로 설

명

한목사와의 반목(닭싸움이 상징

적인 일화임)을 좀 더 많은 비중, 

상세한 설명으로 이야기

시기 『나』

뽕밭에서 뽕을 몰래 따다가 외갓집 형수와 마주치고, 분함에 눈물을 흘리던 어머니

의 모습

일찍이 총명함을 인정받았으나, 가난 때문에 책을 이종에게 팔면서 설움을 느낀 것

『표 3- 『그의 자서전』과 『나』의 공통 모티프의 서술 양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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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계 실패 후 아버지의 자살 시도

제사를 지내는 데 열심인 아버지와, 그 빛나는 가문의 영광을 지키지 못한 채 몰락

해 가는 아버지대의 비극에 대한 대조

경술년 (1910년

-오산학교 첫 부

임 시절 무렵) 

문의 누님에게 품은 애욕(경술년-1910년 무렵) 

한목사와의 갈등과 닭싸움 일화

처가의 재산 싸움과 나의 개입

과부가 된 이종사촌 형수에 대한 연민

1913년 무렵 

(오산학교 재직시

절)

K학교 배척 문제와 관련된 방랑욕의 문제

K학교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교인이 된 것 

K학교에서 교장이 된 것

억센 처형에 대한 연민 

전도여행과 광대골에서의 싱민과의 만남

전도여행의 실패 이후 느낀 무력감, 교만함의 참회

관음굴을 찾아가는 것과 실단과의 우연한 만남

『표 4- 『나』에 고유하게 들어간 이야기 요소』

『그의 자서전』과『나』의 경우 유년 시절의 전기적 사실에 있어서 일치

하는 부분이 많다. 이 두 작품에 나타난 공통 모티프는 다양한 방식으로 

장편소설 전반에 전개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전적 특성이 높은 것으로 판별

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전기적 사실을 일치하는 것으로 그려놓

고 있을지라도 두 작품에서 그 체험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은 다르

다는 것이다. 예컨대, 이질을 앓던 어린 주인공을 아버지가 간호해 주었던 

기억은 두 작품에서 모두 드러나는데,『그의 자서전』에서는 이러한 기억

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주인공의 죄의식과 연결 짓고 있는 반면,『나-소

년편』에서는 무능했던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애정이라는 복합적 심리를 

드러내는 소재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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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적 기억 중에서도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회상되는 것

들을 개인적 사건 기억(personal event memory)이라는 용어로 설명하는데,

이러한 설명에 따르자면『그의 자서전』과『나』에서 구성된 유년시절 기

억은 작가에게 있어서 중요한 개인적 사건 기억이라 는 것을 추론할 수 있

다. 그런데 이 기억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체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의미 구

성(meaning making) 과정이 수반되어야만 한다.118)『나-소년편』과『나-스

무살고개』는 동일한 전기적 사실을 바탕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작가의 글

쓰기 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사이에서 드러나는 차이에 주목할 수 있

게 한다.

『그의 자서전』에서는 ‘참회’의 서술태도가 전면적으로 강조되고, 구성된 

자전적 기억 역시 그러한 참회를 위한 기본 재료로 기능하고 있는 측면이 

두드러진다. 아버지가 집안의 쇠운에 태어난 자신 때문에 가난에 고생하다

가, 또 병을 자주 앓는 나를 위해 근심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다고 생각하거

나, 알을 품고 있는 메추리를 쏘아 죽였고 그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을 보아 자신의 행위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러하다.

이에 비해『나-소년편』에서는 참회의 서술태도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다. 오히려 총명함에 이름 높던 어린 시절의 자긍심과 그 자긍심에 반비례

하는 가난한 형편 때문에 생긴 열등감, 그 두 가지 사이에서의 괴리를 형

상화하고자 한다. 『나-소년편』에 주인공 김도경의 가문, 조상에 대한 자

긍심이 반복적으로 서술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런데 가문에 대한 자긍심

은 이미 지나간 날의 영화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주인공의 삶에 영향을 미

칠 수가 없다. 가난한 형편 때문에 아버지가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칠서를 

이종사촌에게 팔고, 나는 그것을 파는 것이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는 장면

을 상세히 묘사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총명한 어린 소년의 자긍심과 열등

감 사이에서의 복합적 심리가 형성되는 순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이다. 또

한 어머니가 상대적으로 부유했던 외가의 밭에 가서 몰래 뽕을 따다가 형

118) 白井利明, 「自伝的記憶と時間」,　佐藤浩一, 越智啓太, 下島裕美 編著,『自伝的記憶の心理

學』,北大路書房, 2008,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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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게 들키고, 어머니의 민망해 하는 마음과 자존심을 지키려던 모습이 

어린 마음에 전해 준 안타까움을 상세히 묘사하는 부분 또한 그러하다. 이 

일화도『그의 자서전』에서는 단지 형편이 좋지 못한 집으로 시집와서 친

정에 있을 때처럼 논밭을 가지고 싶다는 어머니의 소망이 있었다고 간단하

게 서술되는 반면,『나-소년편』에서는 뽕밭에서의 형수와의 마주침 장면

을 넣음으로써 가난이 어린 주인공에게 준 미묘한 열등감의 결을 좀 더 잘 

느낄 수 있게 한다. 아버지가 만인계에서 실패한 이후, 자살을 시도하는 장

면을 새로 추가한 것 또한 마찬가지의 맥락에 놓여 있다.

이후『나-스무살 고개』는  실단과의 애정, 문의 누님에게 느끼는 애욕,

교장 자리를 둘러싼 한목사와의 갈등 등을 제시하면서 주인공이 느끼게 되

는 수많은 감정의 편린, 예컨대 상실감, 무능력함에 대한 회의, 명예욕, 인

간의 아귀다툼에 대한 환멸 등을 다채롭게 제시하고 있다. 특정한 체험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감정을 기탄없이 털어놓는 태도는 K학교에서의 동료 

교사와의 갈등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드러난다. 아래 인용문은 학교 추방 

체험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①은『그의 자서전』의 일부분이며 ②는『나』

의 일부분이다.

①

나를 배척한 이 두 장본인은 K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신학교에 다니는 장

차 목사가 되랴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거륵한 교회와 교회학교 안에 나와 

같은 부정한 인물을 둘수 없다고 주장하여서 교원 일부분의 동의를 얻은 

모양이었다. 교원중에는 내게 시기에 가까운 일종 불쾌한 감정을 품고 있던 

모양이었다. 첫재는 그중 나이가 어린 내가 교무주임의 지위에 있는것이 불

쾌하고 둘재로는 내가 학생들간에 사랑을 받는것이 불쾌한것이었다. 또 나 

자신도 자기의 열정과 철없음으로써 나이로는 내선배인 동료들에게 잘못한 

일도 많을 것이다.119)

②

웬 일이지 저 자칭 진실한 신자패들은 나를 이단자로 몰기 시작하였다. 그 

119) 이광수,『그의 자서전』, 조선일보출판부, 1937, 149-1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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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원인은 내가 톨스토이를 좋아한다는 것과 학생들에게 생물 진화론

을 말하여서 신앙심을 타락케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겉 핑계요,

나를 미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중 나이 어리고 나중에 온 것이 어느덧

에 학교의 중심 인물이 되어버린 것을 새암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120)

『그의 자서전』에서는 K학교를 떠나게 된 이유로 성경 교리에 대한 해

석의 차이, 톨스토이 수용의 문제라 처리하고 있고 ‘선배 교사들과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 놓지 못했던 탓’도 있을 것이라며 남궁석 자신의 잘못을 인

정하고 있지만,『나』에서는 톨스토이를 명분에 내세운 시샘이라고 설명하

고, 주인공 김도경이 한목사에게 느끼는 적의 역시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

또한 실단에 대한 애정과 그녀와 어긋난 일은 김도경에게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의 죽음에 이은 중요한 상실 체험으로 의미를 부여받는다.『그의 자

서전』에서 남궁석은 부모의 죽음을 자신의 병과 연결시키며 죄의식의 형

성-참회의 태도를 보여주지만,『나』에서 김도경이 겪은 사랑의 상실은 자

신의 무능력함에 대한 회의, 끝도 없는 방랑욕 등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차

이점이다.

인생의 빛을 잃은 그는 금강산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니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서 평생을 산간에서 마치려는 것이다. 나도 방랑의 길을 떠나려는 생각

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고 있지 아니한가. 망국의 비애를 품고 해외에 망명

한다는 로맨틱한 감정도 있거니와 꼬치꼬치 파보면 실단을 잃은 허전함이 

그 참 원인이 아닌가.121)

“방랑의 길”을 떠난다는 것, “로맨틱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 저

자인 이광수가 자신의 방랑벽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청년시절을 ‘로맨틱’한 

것으로 회상하는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지점이다.

그런데『나』의 중요한 에피소드로서 그려지는 주인공 도경과 실단과의 

120) 이광수, 「나-스무살 고개」,『전집』, 삼중당, 1962, 494쪽.

121) 위의 책, 5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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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과 사랑의 실패, 자신의 무능력함에 대한 자각은 사실 실제 저자의 이

야기와 겹쳐지면서도 허구적 상상력이 많이 개입된 부분이다. 1924년 발표

한 「연분」에서 이광수는 자신이 15살 무렵 일본에서 조선으로 돌아와 고

모댁에서 만난 소녀와의 떨리는 감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딧 장차?’라고 

하는 놀이를 하는 것, 알바꾸기 놀이를 하며 느끼는 설렘은『나』에 기록

된 바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김도경의 이 일화가 일정 부분 자전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분」에서는 밤에 소녀를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것에서 그 인연이 다했다고 말하는 반면122),『나』에서는 유학생의 

신분으로서 짧은 기일 내에 미래를 약속하지 못하는 스스로의 불안함 때문

에 실단이를 놓친 일, 그리고 관음굴에서 우연히 과부가 되어 금강산 절로 

들어가려는 실단을 만나 개인 소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청빈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서사는 허구적 상상력

에 기반한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김도경’의 서사, 즉 저자 이광수의 자전적 체험을 일정 부분 반

영하였지만 허구적 변형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서사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나』의 저자는 김도경으로 하여금 실단을 놓친 상실이 이후의 삶에 중요

한 영향을 미쳤고, 또 자신의 포부와 달리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었다

는 깊은 체념의 정조를 형성하도록 만든다. 이로 인해 자전적 주인공인 ‘김

도경’은『그의 자서전』의 ‘남궁석’과는 또 다르게, 자아정체감의 극대화와 

극소화 사이의 불안을 보여주는 인물로 재탄생된다. 이와 같은 자긍심과 

열등감 사이에서의 불안한 흔들림은『나-스무살 고개』에서도 여전히 보인

다.

그런데 김도경의 이러한 불안한 자기 감각에 대하여, 서술적 자아는 이

를  ‘교만’이라 새롭게 의미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대평가가 가져올 수 있는 불안함이나 균열에 대한 

예리한 포착을 보여주는데, 오웬 목사가 K학교에 부임한 이후 교장 선출과 

관련하여 그를 이유 없이 배척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부분에 

122) “나는 다시 그를 만나 주지 못하고 다시 동경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 속에서도 그

의 양자가 여간해 사라지지를 아니하였습니다. (중략) 그러나 오년 지나고 육년이 지나는 동

안 차차 그의 생각은 잊어버려지고 말았습니다. ” :「연분」,『전집』14, 삼중당, 1962, 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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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서술이 이에 해당된다.

나는 큰 사람이라고. 나는 하늘이 아는 사람이라고. 나로 하여금 우리 나라

도 살고 이 인류도 바른 길을 걷게 되느니라고. 후세 사람들이 내가 머물던 

땅을 베나레쓰나, 나사렛이나, 메카나, 곡부 모양으로 거룩한 순례의 처소를 

만들고 내가 걷던 길을 더듬어 내 발자국에 입을 맞추리라고. 사람만이 아

니라 귀신도, 짐승도, 벌레도, 산도, 물도, 바위도 다 그러하리라고.

나는 누구를 보고 이런 말을 해본 적은 없다. 만일 한다 하면 듣는 이는 필

시 고개를 돌리고 비웃을 것이다. (중략) 그러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믿었던 것이 팔팔결 틀어질 때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수가 가끔 있었

다. 실단이 일이 틀어질 때나, 내가 장가든 아내가 반드시 요조 숙녀가 아

닌 때나, 다 하늘이 아신다는 내 믿음이 흔들린 기회이지마는 〇〇학교에서 

받은 여러 가지 타격도 내 운명이 그다지 시원한 것이 아니라는 낙심하는 

생각을 준 전례였다.123)

실제로 김도경이 문의 누님이 자신의 애정을 거부하지 않으리라는 자신감

을 가지고 있다가 거절을 당하자 급격하게 자신감을 잃고 흔들리는 것, 오

웬 목사가 그리스어, 라틴어로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한 열등감과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역을 읽는 모습 등은 명예욕이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극대

화되었다가도, 그 자신감이 현실적 토대를 든든히 갖추고 있지 않은 취약

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일례이다. 즉 이광수 소설의 부분적 의미로서 ‘자

전적’인 주인공 김도경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자신감-열등감’의 결합이

라는 복합적 심리를 보여주는 것이『나』의 저자의 궁극적 목표라 볼 수 

있다.

『나』의 저자가 만든 ‘김도경’의 이력은 후반부로 갈수록 실제 저자의 이

력과 차이를 보여준다. 김도경이 K학교의 교장이 되어 주변의 신망을 받

고, 광대골로 전도여행을 떠나는 등의 서사는 오산학교 시절을 거친 이광

수의 이력과는 다르다. 이광수는 오산학교에서 톨스토이를 숭배한다는 이

유로 배척받아 나온 이후, 시베리아로, 중국으로 방랑의 길을 떠난다. 따라

123) 「나-스무살 고개」, 앞의 책, 5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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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K학교의 교장이 된 이후의 서사는 허구적 변용임을 알 수 있다. 이 부

분은 실제로 ‘참회-깨달음’의 기독교적 내용으로 변형되면서, 에피소드 제

시 형식으로 김도경의 다채로운 감정의 결을 표현하던 이전 서사와는 뚜렷

하게 구분된다. 이 후반부의 허구적 서사에서 저자는 주인공 김도경의 자

신의 능력에 대한 과신과 그것이 실패에 부딪혔을 때 절감하게 되는 무기

력함, 그리고 그 사이의 깨달음을 강조한다. 다음과 같은 장면이 이를 잘 

보여준다.

『하나님! 이 죄인의 지은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하고 외쳤다. 내 소리는 떨렸다. 이렇게 외치매 하느님은 나에게 제 죄를 

보는 눈을 열어 주신 것 같았다.

『하나님, 이 몸은 교만하옵고-그러하옵나이다. 아무 것도 모르고 아무 공도 

없으면서 형제를 어리석다 하고 제가 가장 잘난 체하는 교만한 죄인이옵나

이다. 그러면서도 가장 겸손한 체를 꾸미고 온유한 가면을 쓰는 죄인이옵나

이다.』

이 모양으로 내 첫 참회는 나의 교만에 관하여서였다. 왜 그랬을까. 나도 

모른다. 나는 저를 잘났다고는 생각하고 있었으나 제가 교만하다고는 생각

한 일이 없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 첫 참회가 교만이었을까. 이것은 하느

님이 내 가리워졌던 눈을 열어 주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124)

나이 젊은 교장으로 주변의 신망을 받고, 자신의 명예욕도 충족했다는 만

족감에 편안한 생활을 이어갈 때쯤, 김도경은 광대골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되고, 거기서 학창시절 친구였던 싱민을 만난다. 그러나 가장 비천한 생활

을 하는 계층에게 전도가 성공적일 것이라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세상

의 변화에 따라 양반의 생활을 따라하고 그 안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

들을 보며 주인공은 절망에 빠진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으며, 터무니없이 자기를 높다고 과신하던 교

만함을 신 앞에 참회하게 된다. 위의 인용문은 그 참회의 장면이다.

이후 실단과 우연히 금강산에서 만난 것 또한 실제 일이라기보다는 김도

124) 위의 책, 5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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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교만에 대한 ‘참회-깨달음’의 서사를 완성하기 위한 서사적 장치로서

의 성격이 강하다. 괴로움에 방황하며 찾아간 관음굴에서 우연히도 도경은 

남편의 죽음 이후 세상을 버리고 금강산 절로 가려는 실단을 만나게 된다.

관음굴에 사는 노장의 청빈한 생활을 보며 실단은 깨끗한 무소유의 삶이 

지닌 가치를 말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도경은 자신의 명예욕, 대접 받으려

는 욕심 등을 적나라하게 깨닫는 2차 회심의 계기를 맞게 된다.

나는 대체 무슨 전도를 하였는고? 내가 무엇을 알았다고 남에게 무엇을 가

르쳤는고? 나는 내 집이 오막살이인 것을 부끄러워하고 내 월급이 적은 것

을 불행하게 생각지 아니하였는가. 누가 나를 조금만 덜 대접해도 노하지 

아니하였는가. 세상 사람들이 좋다는 것-재물, 지위, 명예, 호강을 다 탐내지 

아니하는가.125)

이 ‘교만’에 대한 자각은『나-소년편』에서 조상대의 유복한 생활, 좋은 

가문이었던 것에 대한 자긍심, 그리고 남달리 총명해 주변의 칭찬을 얻었

던 것에 대한 자신감에 대한 서술과도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어린 시절 

가졌던 자신감이 건강한 자아에 토대를 둔 것이 아니었고, 그 이면에는 가

난에 대한 뿌리 깊은 열등감, 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남들과의 비교

를 통한 자존심의 획득이 ‘교만’을 형성하였다는 스토리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K학교의 교장이 되고, 전도여행을 떠나고, 실단을 만나는 후반부의 

서사는 허구이지만,『그의 자서전』과 공통되면서도 의미 창출의 면에서는 

유년시절 기억을 재구성한 전반부의 서사와 ‘교만’ 이라는 특성으로 서로 

연결되는 것이다.『그의 자서전』에서도 참회의 서술태도를 전면적으로 내

세우고 있지만, 그것은 자신과 연결된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벌어진 

사건, 이에 대한 죄의식이 그 중심 내용이었다면,『나』에서의 참회는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자신의 성격적 특징을 ‘교만’에서 찾고, 그 교만함을 자각

하고 이를 버리려는 깨달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나』의 서문으로 돌아와 보면, 이 글에서 이광수는 자신이 쓰는 

125) 위의 책, 5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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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이 공리적 동기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고, 신 앞의 참회를 목적으로 한 

루소의 참회록과도 다른 것임을 분명히 한다. 루소가 신을 독자로 상정하

고 참회를 썼듯이 특정한 독자를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권선징악의 공리적 동긔로 이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

님은 우에 이믜 말한 바와 같다. 루소가 그의 참회록에 그는 후일 심판날에 

하나님의 앞에 내어놓을 답변으로 그것을 쓴다는 뜻을 말하였거니와 내 이

야기는 그런 것과도 다르다. 나는 어듸 답변하랴고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니

다. 무엇에 소용이 될는지는 모르나 어듸 한번 잇는대로 적어보자는 것이

다. 다만 그 뿐이다.126)

이와 같은 언술에는 자전적 소설로서의『나』가 독자의 특정한 반응을 원

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 자신의 삶을 적나라하게 반추해 보는 철저한 자기

정화의 기록에 더 가까운 것임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즉, 자기정

화의 구체적 내용은 불안정한 자아상과 교만함이라는 자전적 인물의 성격

적 특징을 재구성하고, 이를 성찰하는 행위에 가깝게 된다.

이렇게 볼 때 독자 입장에서『나』의 저자가 『그의 자서전』에서 ‘남궁

석’이라는 인물을 통해 이미 이야기 했었던 유년시절의 일화들을 ‘김도경’

이라는 인물을 통해 다시 재구성하는 것은 ‘교만함’에 대한 자기 성찰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나-스무살 고개』의 저자는

『그의 자서전』의 저자와 이어지면서도 이전에 이야기하지 않았던 일화들 

(문의 누님과의 일, 실단과의 애정, 한목사와의 갈등) 을 새롭게 구성, 극대

화된 자아감각과 무너지기 쉬운 불안한 토대 사이에서 갈등하는 약한 인물

상으로서 김도경을 창조하고 있다. 독자들은『그의 자서전』의 자전적 성

격과 유년시절의 공통점 때문에『나』역시 자전적 독법으로 읽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나』에서 환기되는 저자상은 ‘교만’에 대한 참회를 

행하고 있는, 그리고 이를 ‘자기 정화’라 의미 부여하는 자에 가깝게 된다.

즉, 저자 자신의 속에 잠재되어 있던 허위의식과 이를 자각하지 못하고 자

126) 「「나」를 쓰는 말」, 생활사, 1947,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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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모든 것을 아는 듯이 여겼던 것이 유년시절부터 형성된 자신의 독특

한 성격이며 이것이 다종다양한 사건을 불러일으켰다는 전제에 입각하여 

새롭게 인생을 재구성하는 자로서 그려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저자 설정 방식이 텍스트 외부의 실제 저자와 연결될 가능성을 높

이는 것으로서, 해방 후 또다른 자전적 텍스트인『나의 고백』에서『나』

의 집필 계기에 대해 털어놓은 아래와 같은 부분을 참조할 수 있다.

나는『나』라는 소설에서 자긔 비판을 해 보랴 고 생각하였다. 거긔 나오는 

인물이나 사건이 다 실재적인 사실은 아니라 하더라도 내 일생에 가장 죄

되다 고 생각하는 것, 내 성격의 약점, 또 내가 평생에 지켜오던 한 줄기의 

이상과 거긔 관련된 유혹과 실패와 그리고 재긔의 연속을 그려 보려고 하

였다.127)

그에 따르면 “거긔 나오는 인물이나 사건이 다 실재적인 사실은 아니”며,

“내 일생에 가장 죄되다 고 생각하는 것, 내 성격의 약점, 또 내가 평생에 

지켜 오던 한 줄기의 이상과 거긔 관련된 유혹과 실패와 그리고 재긔의 연

속을 그려 보려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독자들은 이러한 언급을 작품의 

내용과 결합시키면서 일종의 ‘교만한 자화상’을 그려본『나』의 저자와 실

제 저자 이광수를 연결시키게 된다.

자서전형 소설에서 암시된 저자가 실제 저자와 맞물리면서 허구적 변형

을 통해 특정한 방향으로 이상화되는 의미 생산 구조의 복합적 양상은, 이

들 텍스트가 발표된 시대 상황과 결부지어 해석했을 때 그 의도를 더욱 분

명히 알 수 있다. 이광수는 해방 2년 후인 1947년에『나』를 발표했는데,

이 때는 해방과 함께 채만식의『민족의 죄인』, 이태준의『해방 전후』등 

문인들의 자기고백적 소설이 잇달아 발표되던 시기이기도 했다.『나』의 

경우 루소의 참회록처럼 신(神) 앞에서 참회하는 것도 아니라는 언급을 한 

것이 공적인 참회를 원했던 독자 대중의 기대를 배반하면서 더 큰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128), 사실상 서문의 이 언급은 다른 방식의 ‘참회’를 알아주

127) 이광수,『나의 고백』, 춘추사, 1948, 193쪽.

128) 김동인, 「춘원의『나』」,『신천지』, 1948.3, 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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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바라는 저자의 서술의도를 표현한 것으로 읽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실제 저자가 자신의 ‘성격적 약점’을 그렸다고 언급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 독자들은 김도경의 불안한 자아감각과 교만함이라는 속성을, 실제 저

자의 삶의 행적과 연결시켜 읽을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이처럼『그의 자서전』과『나』는 내부텍스트성이라는 속성을 충분히 활

용하여 실제 저자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암시된 저자상을 창출하고 있다.

『그의 자서전』은 1917년 무렵의 허구적 변형을 통하여 민족 지도자로서

의 지향점을 인정받는 ‘자전적’ 인물을 그려내는 행위를 통해서,『나』는

『그의 자서전』과 연결되는 유년시절 기억을 새롭게 의미화하여 자신의 

성격적 결함을 성찰하는 주인공의 형상화를 통해서 이러한 의미가 만들어

진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암시된 저자상은 친일과 관련하여 도덕적 비난에 

직면했던 실제 저자 이광수의 삶과 관련하여 일종의 ‘자기 정당화’의 성격

으로 독해될 여지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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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플롯 구조화의 원리와 이상주의 추구의 작가상 

1. 탐색 서사를 통한 정(情)과 인격의 관계 탐구

『무정』,『흙』,『유정』은 작가의 분신격의 인물이 등장한다고 읽혀왔으

며, 그 인물의 비범함이나 영웅성이 작가의 계몽주의적 태도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서사가 당대 독자들에게 효

과적으로 전달되는 매커니즘에 대해서는, 단순히 애정갈등의 형상화를 통

해 흥미를 창출한다는 다소 단선적인 분석만이 제출되었다. 중요한 것은,

삼각관계의 애정갈등을 형상화하면서도 그것을 당대의 여성정조론, 생명론,

농촌계몽론, 이상촌 기획 등의 다양한 담론과 연결시키는 플롯 만들기를 

통해 작가의 사상이 간접적으로 작품 속에서 발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위의 작품들에서는 주인공 혹은 부수적 인물들이 각기 행하

는 탐색(quest)의 여정이 당대 담론과 결합되면서 계몽적 메시지를 전달하

고 수용하는 구조가 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탐색 서사는 탐색 주체와 탐색 대상, 그리고 그 대상을 찾기 위한 장애물

을 극복하는 시공간적 여행의 구조가 주된 서사의 의미 발생 요소가 된다

는 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W.H. 오든은 대중소설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탐색 서사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올바른 품행과 성품을 소유한 탐색 주체,

귀중한 가치를 가진 탐색 대상, 탐색 대상을 찾기 위한 오랜 시간에 걸친 

여행의 구조, 여행 과정에서 탐색을 방해하는 장애물,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조력자의 존재를 든다.129) 그에 따르면, 이와 같은 탐색구조는 

모험소설, 탐정소설, 카프카의 작품,『모비딕』과 같은 작품의 공통적 구조

를 설명해 준다. 그리고 이러한 탐색담의 구조는 근대 소설의 세계로 옮겨

와서는 내면성의 영역과 결합되며 네 가지의 특징으로 변용되는데, 그 특

징이란  ① 개인이 삶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 ② 변화의 과정으로서의 시

간 인식, 혹은 여행의 과정으로서의 공간 인식, ③ 주인공 자신의 유일성과 

129) W.H. 오든 「탐색 영웅」, 김병욱 외 편,『문학과 신화』, 예림기획, 1998, 1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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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겪는 삶의 행로의 유일성 인식, ④ 주인공 스스로의 내면에 있는 

선악의 모순된 힘을 의식하는 것과, 그것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를 주

로 다룬다는 것이다.

노스럽 프라이는 소설 장르를 이루는 선구조로서의 로맨스의 플롯을 설명

하면서, 이와 같은 탐색구조를 핵심적인 것으로 지적한 바 있다. 로맨스는 

욕구 충족의 꿈에 가장 가까운 문학 형식이며, 시공간적인 황금시대 추구

가 특징이다. 그리고 로맨스 플롯의 본질적 요소는 탐색(quest)이다. 이 때 

탐색이란, 로맨스의 플롯을 이루는 소(小)모험들과, 그들의 연쇄 및 완결로 

이어지는 대단원의 모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탐색의 완결로서의 로맨

스 형식은 세 가지 주요 단계가 있는데 아곤(agon)-갈등, 파토스(pathos)-필

사의 투쟁, 아나그노리시스-발견과 영웅의 인지이다. 그리고 프라이는 로맨

스적 플롯의 탐색구조를 개인의 이상을 그려내면서, 더불어 그 안에 사회

적 이상을 투영시키는 형식으로 본다. 특정한 시대적 상황에 처한 개인의 

처신과 이상을 드러낼 수 있는 양식이라 보는 것이다.130) 이와 같은 오든

과 프라이의 논의에서 종합해 볼 때, 탐색 서사는 ‘개인의 이상과 사회적 

이상의 조화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탐색 주체, 탐색 대상, 장애물의 등장과 

그 극복으로 이어지는 여정을 중심으로 형상화한 서사’라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근대 이후의 탐색서사는 장애의 등장과 극복이 외적인 방해나 적

대자로 나타나기보다는, 개인에게 주어진 여러 가능성 가운데서 특정한 것

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와 책임, 과정에서의 혼란과 갈등을 독자

에게 보여주는 가운데 사회적 담론에 대한 문제제기의 가능성을 확장시키

는 역할을 한다.

『무정』,『흙』,『유정』은 공통적으로 작가의 분신격인 주인공 인물이 

세계와 마주하며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 확립해 나가는 구조를 취한다. 또

한 농촌계몽론, 준비론, 이상촌 담론 등 당대의 현실과 관련된 담론들을 그 

서사 안에서 직접적으로 포괄하며 특정한 주제를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개

인의 이상과 사회적 이상의 교차와 길항을 보여주는 플롯이라는 점에서 탐

색 서사의 구조로 독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130) 노스럽 프라이,『비평의 해부』, 한길사, 2000, 363-3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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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은 주지하다시피 당대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담론, 고소설의 모

티프, 저자의 사상이 한데 녹아 어우러진 소설이다. 근대소설의 문법이 확

립되지 않은 시기에 나온 특성상, 이들 요소들의 존재가 이광수의 다른 그 

어느 소설보다도 제 목소리를 생생하게 간직한 소설이기도 하다. 그 이야

기는, 당대 담론을 서술의도에 맞게 배치하는 서사 내 저자의 활동이 가장 

독자에게 생생하게 감지되는 소설이기도 하다는 뜻이다. 이 담론의 배치가 

인물의 조형과 사건 전개와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탐색 서사라는 특수한 

형태를 띠게 된다.

『무정』의 전반부는『채봉감별곡』등 고소설의 기녀담 모티프131)와 식민 

권력의 유입으로 공창제도가 확립되면서 변질된 당대 기생 제도에 대한 인

식132)을 바탕으로 한, 영채를 중심으로 한 서사가 이어진다. 당대 유행한 

고소설의 이야기 관습을 변형시키면서『무정』의 저자가 당대의 독자들에

게 새로움의 감각을 주고자 한 부분은, 수난당하는 기생 영채의 변화와, 그

녀와 맞물린 다른 인물들 각자의 운명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였다. 다음과 같은 ‘서술자’의 발화, 그러나 기실은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짓

는 저자의 목소리로 더 다가오는 다음과 같은 언급은 명시적으로 이러한 

서술 의도를 밝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졔영의말을좀자영과연 대동강의푸른물결을허치고 룡궁의이

되엇가 독자여러분즁에아마영의 쥭은것을슬퍼야 눈물을흘리신이도 

잇슬지오 고로무슨이야기에나 늣도록일덤혈육이 업던사이 아달안이

나은쟈업고 아달을나으면 귀남안이되법업고 물에지면 살아나지안

법업 모양으로 영도아마대동강에 지려에 엇던귀인에게건짐이되

어 어느암에 즁이되어잇다가 장형식과셔로 만나질겁게년가약을 

수부귀다남려니고소셜짓사의좀된솜씨를 넘겨보고 혼쟈우스신이

도잇스리라

131) 한승옥,『이광수 장편소설 연구』, 박문사, 2009. 문한별, 「1910년대 활자본 고소설과『무

정』에 수용된 기녀담 서사 유형 비교 연구」,『우리어문연구』21집, 2003, 307-329쪽. 문한별,

「이광수『무정』과 활자본 고소설『채봉감별곡』의 공시적 비교 연구」,『한국근대문학연

구』Vol.5 No.2, 2004, 93-114쪽.

132) 이혜령, 「『무정』의 그 많은 기생들」,『상허학보』44집, 2015, 307-3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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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영가 져쥭것이 맛당다야 영가평양으로간것을 칭찬신이도

잇슬지오 져쥭을닭이 업다야 영의동을앗갑게 녀기실이도잇스리

다 이러케여러가지로 독자여러분의 각시바와 나가쟝쓰려 영

의쇼식이 엇더케합며 엇더케틀닐지모르지만은 여러분의신각과 

가각이 다른것을 비교보것도 우흥미잇일일다133)

영채가 죽으러 갔다는 것까지 이야기한 서술자의 목소리는 위의 인용문에

서는 동시에 이야기를 짓는 ‘저자’의 목소리로 읽힐 여지가 충분하다.『무

정』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저자는, “독자 여러분”이 익숙한 소설적 관습

을 알고 있고, 독자의 반응을 예상하는 이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하신 생각과 내가 한 생각이 다른 것을 비교해 보는 것”을 제안

하는 자, 즉 기존의 익숙한 소설적 문법을 비틀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어낼 포부를 가진 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후의 서사가 어떤 방식에 의해 저자의 의도를 실현하고 있는지

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후의 서사는 이형식이 영채와 

선형과의 애정갈등을 통해 자신의 미성숙을 자각하고, 자신의 감정을 명료

화할 수 있는 인격적 주체로 재탄생하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탐색 서사

이다. 영채의 입장에서도 구시대 여성으로서 삶의 제약을 벗어던지고, 새로

운 시대의 주체로 재탄생하는 서사이다. 형식의 입장에서 볼 때 영채와 선

형이라는 인물은 각기 구시대와 새로운 시대를 대표하는 것으로 의미화되

며, 이 사이에서 형식은 선택을 요구받는다. 이 선택의 지점에서 형식이나 

영채를 특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당대 새롭게 제기된 엘렌 케이의 여

성론, 정(情)의 자각을 주조로 하는 루소 식의 인간론 등의 영향 하에서 이

루어진다. 이러한 선택이 왜 합리적인 것인가를 설득하는 서술자의 논조와 

더불어, 영채나 형식, 선형의 특정한 선택은 개연성을 확보하게 되고, 그 

자체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독자에게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무정』의 서술자는 서사 내에서 형식, 우선, 선형, 영채의 가치관과 정

신적 성숙도를 동시에 판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전지적 존재이다. 생명론,

133) 「무정」,『매일신보』, 86회, 1917.4.22,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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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정조론 등의 직접적 제시는 각 인물의 사상이나 가치관을 좀 더 자세

히 부연 설명하거나 비판하는 지점에서 이루어진다. 더불어 인물과 서술자

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때때로 긴 서술 과정에서 그 분리 지점이 모호

해지는 서술 역시『무정』에서 특기할 사항이다. 다음과 같은 장면이 그 

예이다.

그러나부쟈조샹아니둔거지가어잇스며거지조샹아니둔부쟈가어잇스랴 져

부귀자를보긔네 텬디벽이로 부귀야텬지가업셔질지 부귀

듯나 그네의조샹이 일즉거지로다른부쟈의 대문에셔 그집로더불어식

은밥을 다톤젹이잇셧고 얼마못야 그네의손도 장그리될날이 잇슬것

이라 칠팔년젼 박진보고야 누러셔그의이 칠팔년후에이러신셰가 될

줄을 짐작엿스랴 (중략) 모르네라얼마후에 영가엇더케부귀 몸이되고 

션형이가엇더케 빈쳔몸이될지도 이러케각면셔 형식은입을열어

「셔로난후에 지나던말을여쥬십시오」엿다134)

인간의 운명이란 것이 새옹지마격임을 서술자의 긴 사설로서 제시하다가,

이것을 어느 순간 형식의 생각으로 바꾸는 위와 같은 부분은『무정』의 서

술자가 어떤 장면에서는 독립적이고, 어떤 점에서는 형식과 완전히 분리되

지 않은 존재로 형상화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형식의 많은 공

상 장면, 사유는 모든 것을 알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서술자의 전능성

에 버금갈 정도의 권위를 확보하게 된다.

한편 서사의 후반부로 갈수록 서술자의 인물에 대한 논평이 뚜렷해지고,

인물과의 거리가 더욱 뚜렷하게 감지된다.『무정』의 후반부 서사는 특히 

‘성숙’의 입장에 있는 서술자가 아직 ‘어린애’이거나 ‘미성숙’한 인물들을 

바라보며 서술하는 어조와 형식의 생각이 서사에 있어서 유사할 정도의 권

위를 지니고 의미를 통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135) 그 ‘성숙’의 내용과 

지향점이 이광수의 독서 체험과 관련하여 해명될 수 있다는 점도 특기할 

134) 「무정」7회,『매일신보』, 1917.1.11, 1면.

135) 방민호, 「『문학이란 하오』와『무정』, 그 논리구조와 한국문학의 근대이행」,『춘원연구

학보』5집, 2012, 238-2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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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하다. 가령,『무정』후반부에서 형식의 사유 형태로 제시되는 다양한 발

화가 루소의 교육론『에밀』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지점들을 예로 들 

수 있다.136)

『무정』의 부분적 모티프와『에밀』의 내용상 유사성은 다음과 같다.

『에밀』에서 사회적 관습에 의해 어떤 일을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의 고유

한 지적인 능력, 정서적 능력에 의거하여 만사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나,

한 청년이 이성 간의 사랑의 감정과 같이 인물들이 새롭게 감각하는 감정

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새로운 것으로 인지하는 과정, 교육

받은 청년계층으로서 사회적인 지위, 부에 의한 차별 없이 인간애적인 감

정을 가질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이 내용들은 모두『무정』

후반부 서사에서 형식의 주요한 변화를 이루는 내용이기도 하다.

형식이 영채의 평양행 이후 죄의식을 느끼다가 계향을 만나고, 그 이후 

갑작스럽게 죄의식에서 벗어나며 홀가분함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

한 해석이 있었다. 형식의 ‘무정’함을 드러내는 부분이라는 것, 혹은 ‘구세

대’를 상징하는 영채와의 결별이 곧 시대적 소명을 의식한 형식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것 등이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선형, 영채, 형식 모두

를 각자 나름의 ‘성장’ 과정으로 이끌려는 저자의 강력한 의도가 서사상 

부정합한 결절을 낳은 부분으로 해석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즉, 영채와 선

형 사이에서 자신의 마음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오류를 스스로 인식하도

록 하는 첫 깨달음의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설정된 장면으로 

보는 것이다. 경성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형식은 사회적 권위나 관습

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좇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그리고 형

식의 발화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세상사의 일반적 이치를 전하는 서술자

의 목소리 역시 그 발화 안에 겹쳐져 있다. 형식의 이 새롭고 기이한 깨달

음은, 영채에 대한 죄의식을 은폐할 정도로  희열을 주는 것으로 그려지기

까지 한다.

136) 이광수의 산문과 소설에서 루소의 저서가 언급된 것으로는『에밀』과『고백록』이 있다.

『에밀』은『무정』내에서 직접 언급되고,『고백록』은『무정』과 「『나』의 자서」에서 언

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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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지만 자연의 인간을 길러내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를 미개인으로 만들어 

숲 속으로 쫓아보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통념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 보고 느낀 것 외에 어떠한 권위에 의해서

도 지배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상태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는 일상에서 마주치게 되는 수많은 대상들로부터 다양한 관념을 획득할 

것이 분명하다. 자연적인 정신의 발달은 결코 퇴행하지 않는다.137)

②

긔가지금것「올타」「그르다」슯흐다」「깃부다」여온것은 결코긔의 

지의판단(知의判斷)과 졍의감동으로 (情의感動)으로 된것이안이오 온젼히 젼

습(傳襲)을라 사회의습관(社會의習慣)을 라여온것이엿다 녜로브터 올

타니 긔도올타얏고 남들이 됴타니긔도됴타얏다 다만 그이로

다 그러나 녜로브터올타것이 긔의게 무슨힘이잇스며 남들이됴타것

이 긔의게무슨상관이잇스랴내게 내지(知)가잇고 내의지(意志)가잇다 내

지와내의지에 빗최여보아「올타」든가「됴타」든가깃부고슯흐다」든가

것이안이면 내게야무슨샹관이잇스랴 나 내가올타던것도 녜로부터

그르다으로 남들이 올치안타으로 더각지도안이야보고 그것

을 여바렷다이것이 잘못이로다 나나를죽이고나를바린것이로다138)

인용문 ①『에밀』에서 루소는 ‘자연적인 교육’을 강조하는데, 이를 위하

여 지식의 체계화보다 사물에 대한 관찰을 우선순위에 두고, 억지로 어떤 

지식을 주입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판단할 것을 강조한다. 루소의 이러한 

주장은 인용문 ②에서 평양에서 영채를 찾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모순적

이게도 생명의 기쁨에 차게 된 형식의 목소리에서 유사한 수사학적 방식으

로 표현된다.

사실 이와 같은 새로운 자립적 주체에 대한 요구는 형식뿐만 아니라 선형

과 영채에게도 모두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선형이 형식과 약혼을 결심

한 순간, 선형은 아버지의 명령이니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순애는 

137) 장 자크 루소, 정병희 역,『에밀』, 동서문화사, 2007, 268쪽.

138) 춘원, 「무정」 65회,『매일신보』, 1917.3.25,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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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세상에 당사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말을 한다. 형식도 

선형이 진실로 자신을 사랑하는지 알지 못하여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지만 

‘지아비라서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기에 지아비로 삼는 것’ 사이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선형의 대답에 절망하는 것도 선형의 미성숙한 상태를 드러내

기 위한 장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채의 존재를 알고 직접 기차에서 대

면하게 된 이후 선형이 처음 느끼는 질투와 시기, 분노의 감정 등을 서술

하면서 ‘인생의 중등과정’을 겪게 되었다고 평하는 화자의 목소리는 개인

이 지니고 있는 지력, 감정, 의지력에 의한 자율적인 주체로 거듭나야 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으로션형은 지금 자긔가 가진 각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 션형도 싀

기라든지 질투라 말은 안다 그러나 싀기나 질투 큰죄악이라 자기와 갓

흔은 예수도잘밋고 교육도 잘바든 얌젼 아가씨의 가질 것은 안이라다

조물은 각 사에게 사으로 화야만 모든 것을 다가라친다 그리되 

사들이 학교에셔 것치 이나 말로써지안이고 반다시실험으로

쎠다 조물을 말줄을모르고 오직 실줄만아닛가 그러가보다 션형

의인의학과 이졔부터 々즁등과에 들려다 랑을호고 질투를호

고 분노기와 미워기와 슯허기를 호기 시작다 사이란 죽날

지 이것을호 것이닛가 (중략) 사이란 이러 과뎡을 만히 호면 만

히 홀록 어른이 되어간다 즉 텬진란만 어린의 아릿다운 도가슬

어지고 도잇고 힘도잇고 고집도잇고 도잇고 거짓말도 곳잘거니와 올

흔말도 힘잇게 소위 어른이 되어간다 졍신의용이 더욱풍부여지고 

더욱복잡여진다 일언이폐지 사이 되 것이라139)

이 점은 영채 역시 마찬가지이다. 『무정』의 중반부 서사 이후 영채의 

‘부활’에는 이광수가 접한 천도교, 루소, 칸트의 도덕론, 엘렌 케이의 여성

도덕론 등의 다양한 논의에 의한 정당화의 과정이 드러난다. 영채가 죽지 

않고 살아갈 새로운 삶의 방식의 근본적인 전제를 독자에게 이해시키기 위

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자의 생명론에 대한 직접적 발화나 병욱의 발화로 

139) 춘원, 「무정」 117회,『매일신보』, 1917. 6.1,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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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론이 이어진다.

①

사의명(生命)은 우쥬(宇宙)의명과다 우쥬가만물(萬物)을 포용(包容)

 모양으로 인(人生)도 만물을포용다우쥬 결코 태양(太陽)이나 북

극(北極)만으로 그 용(內容)을 삼지안이고 만텬(滿天)의 모든셩신(星辰)

과 만디(滿地)의 모든만물로다포용을삼다 그럼으로 창궁(蒼穹)에 극히조고

마별도 우쥬의 젼명(全生命)의 일부분(一部分)이오 디디샹(地上)의 극

히미셰(微細) 지풀닙하나퇴하나도 모다 우쥬의젼명의일부분이라 (중

략) 무궁(無窮大) 젼우쥬(全宇宙)에야 양(太陽)그물건도 한틔

에 지나지 못것이라 이와갓치사의 명(生命)도 결코일의무(一義務)나 

일도덕률(一道德律)을위야 존(存在)것이아니오 인(人生)의 만반의

무(万般義務)와 우쥬(宇宙)에대 만반의무(万般義務)를 위야 존것

이라 (중략) 사의 명(生命)의 발현(發現)은 다죵다양(多種多樣)니 혹 

츙(忠)도되고 효(孝)도되고 뎡졀(貞節)도되고기타 무수무한(無數無限) 인

현샹(人事現象)이되것이라140)

②

겨자종자 속에도 생명이 머물러 있고 원형질 세포에도 생명이 있고 물질의 

원자 전자에도 거력(拒力)과 흡력(吸力)이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먼저 우

주에는 일대 생명적 활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활력을 수운주의에서는 

지기(至氣)라 하고 지기(至氣)의 힘을 ‘한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대우주의 

진화에는 한울의 본체적 활력 즉 생생무궁(生生無窮) 의 생명적 활동의 진

화로 만유의 시장을 전개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141)

③

온갖 가능한 목적들의 수단인 자기의 자연능력(정신력, 영혼력, 체력)의 배

양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이다.-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자인) 자기 

자신에 대해, 그의 이성이 일찍이 사용할 수 있었던 자연소질과 능력들을 

이용하지 않은 채로, 말하자면 녹슬도록 방치해 두지 않을 책임이 있다. (중

140) 춘원(春園), 「무정(無情)」53회,『매일신보』1917.3.8, 1면.

141) 이돈화,『신인철학』, 천도교중앙총부, 1924, 3판, 1982,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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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오히려 인간이 자기의 능력들을 (목적들이 서로 다름에 따라 그 능력들 

중 다른 것보다는 어떤 한 능력을) 배양하고, 실용적인 견지에서 자기의 현

존의 목적에 알맞은 인간이 되는 것은 도덕적-실천적 이성의 지시명령[계

명]이자,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이다.142)

인용문 ②에서처럼 천도교에서 말하는 범신론적 생명론에 더하여, 인용문 

③ 자기 존중의 윤리로서의 자연능력의 배양과 ‘목적에 알맞은 인간이 될 

의무’의 담론이 인용문 ① 서술자의 발화 속에 녹아 들어가 있다. 천도교적 

사유에 의거 영채 생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그녀가 사회 관습의 희생

양이 아니라, 고유의 인간으로서 스스로의 가치를 발전시켜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형식이 전개하는 ‘생명론’은 여자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 누구도 의

심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 여겨지던 조선 사회에서, ‘영채의 자살’을 돌

이켜 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장치로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이처럼 기독교와 천도교식 사유의 통합을 통해 형성된 이광수 특유의 

종교적 사유의 개입을 통해, 영채는 새로운 삶의 길을 모색하는 탐색의 주

체가 된다.

또한 영채가 관습적인 효(孝)와 열(烈)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주체적으

로 자신의 성숙과 성장을 모색한다는 것, 그리고 여성의 정조 문제와 관련

하여 이러한 성장이 일어난다는 설정은『무정』자체 내에서도 이름이 언급

되고 있는 사상가인 엘렌 케이(Ellen Key)의 여성도덕론을 환기한다는 점

에서 주목된다.143) 엘렌 케이는 ‘사랑은 합법적 결혼 없이도 도덕적일 수 

있지만, 사랑 없는 결혼은 비도덕적’이라 역설했다는 점에서 1910년대 후반 

유교적 사상에 의거, 부모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던 조선의 조혼 관

142)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역,『윤리형이상학』, 아카넷, 2012, 549쪽.

143) “그 신간잡지에 나 졍치론과 문학평론(文學評論)을 보앗고 일본잡지의 현샹쇼셜에 샹도

한번탓다. 그 타골의일홈을알고 엘넨케녀의 뎐긔를 보앗다.”(「무정」70회,『매일신

보』,1917.3.31)

기존 연구사에서 이광수의 엘렌 케이 수용에 관해서는『무정』에 나타난 우생학적 연애론,

성숙을 지향하는 사랑론에 대한 연구가 존재한다.: 구인모, 「한일근대문학과 엘렌 케이」,

『여성문학연구』12집, 2004, 83-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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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비판하던 이광수의 사유와 충분히 공명한 지점이 있었으리라 여겨진

다.144) 더욱이 그녀는 순결함(purity)과 정조((chastity)를 구분, 전자를 단순

히 상대와 접촉하지 않은 상태로, 후자를 각 개개인에게 다채롭게 존재하

는 개성과 영혼을 고양시키고 감각을 충일하게 하는 전인격적 사랑을 지키

려는 의지로 의미화하고, 여성에게 있어서 결혼이 자아의 탐색이자 동시에 

자아의 완벽한 조화에 다다르는 자기 추구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처럼 기존에 존재하는 여성의 정조론을 반박하며 자기 탐색의 

과정으로서의 여성의 사랑의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기차 안에서 영채를 만

난 병욱의 목소리와도 맞물린다.

「녀도 사이지오. 사일진 사의직분이 만켓지오 이되고안가 

되고 어머니가되것도 녀의 직분이지오 혹은죵교로 혹은과학으로 혹

은예슐로 혹은샤회나국가에일로인의직분을 다길이만켓지오 (중략)

과거 쳔만죠션과 현십륙억동포와 미쳔만손을위야 나신것이야

요 그러닛간부친 의무외에 리씨의무외에도 조샹동포에게 

손에게 의무가잇서요 (중략) 「이졔부터 졔…………대……로 살아

간단말이야요」145)

영채라는 인물은 이전까지는 운명적 불행에 의해 수동적으로 끌려 다니는 

여인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한 생명으로서 우주에서 담당하는 적합한 위

치에 대한 탐색을 통해 새로운 사회의 일꾼으로 거듭난다. 이처럼 수난의 

구조를 새롭게 극복하는 방식은 당대 독자들에게 참신한 감각으로 다가갔

을 것이며, 그 자체가『무정』이 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

다.

이처럼 영채는 자살하지 않고, 새롭게 구성될 사회 속에서의 자신의 역할

을 찾아나가는 정신적 모색의 과정을 거친다. 전형적인 여성수난담의 구조 

하에서 조력자의 존재나 우연에 의하여 인물의 자신의 불행을 극복해 나가

는 서사 구조에 익숙한 당시의 독자들의 서사 관습을 고려할 때,『무정』

144) Ellen Key, The Morality of Woman , Chicago: Ralph Fletcher Seymour, 1911,p.1-2.

145) 춘원, 「무정」90회,『매일신보』, 1917.4.27.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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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저자는 이러한 패턴과는 다른 극복의 방식을 전개해 나갈 필요성을 공

유해야 했다.146) 즉 영채가 자살하지 않고 다시 살게 되는 것은 기존 고소

설의 일반적 패턴처럼 우연히 조력자인 병욱을 만나서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내적인 필연성이 있는 것임을 암시하고 설득해야 했던 것이다. ‘고

유한 가치를 가진 생명으로서의 영채’, 그리고 여성의 도덕이 단순히 인습

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 자각과 성장에의 요구에 

부합하는 내적인 규율이라는 인식이 당대 독자들 사이에 공유되어 있지 않

은 상태에서, 이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무정』의 후반부 서사는 형식, 선형, 영채가 모두 새로운 삶의 방

식을 자각하는 탐색의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수렴된다. 따라서 형식의 영

채에 대한 무정함, 그리고 그를 자각함으로써 비로소 깨닫게 되는 죄의식

은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세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타진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형식에게는 자신의 미성숙함을 자각하는 계기,

영채에게는 인습적 기준을 탈피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개성과 생명의 가능

성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계기, 선형에게는 미처 자각하지 못한 다양한 감

정의 편린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무정』은 독자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형태의 논평적 서술자의 

존재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 서술자의 가치관, 정신적 성숙도를 비평하는 

어조를 통해 서사 전체에 대한 통제성의 권위를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이

러한 서술자의 발화에 루소의 교육론, 천도교식 생명론의 언어를 개입시키

면서 인물의 운명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기존 고소설의 일반적 관

습에 익숙해진 독자들을 설득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 과정에서, 형식, 선형,

영채와 같은 인물들은 서술자의 전지적 비평과 담론적 조형과 함께 자신의 

내적 성숙과 살아 있는 존재로서의 정(情)의 발견이라는 과제를 위해 자신

의 운명을 선택하는 존재가 된다. 이러한 담론 배치의 주체로서『무정』의 

146) 웨인 부스는 소설 속 작가의 개입으로서의 논평의 필요성을 소설을 읽는 독자의 흥미와 관

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그는 작가가 진리 탐구의 긴 여정에 독자를 데리고 가서 무엇을 탐구

한 것인지 분명히 알려주지 않거나,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명확히 알려주지 않는다면 독자의 

흥미에 위배되는 것이라 말하며, 탐구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작가와 독자 간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 점에서 작가의 개입으로서의 논평의 중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한다. : 웨인 C. 부

스, 최상규 역,『소설의 수사학』, 예림기획, 1999, 187-1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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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시된 저자는 당대 현실에서는 낯선 것이었던, 개인의 ‘감정’의 자각 그 

자체가 구시대의 불합리한 관습을 타파할 수 있는 길임을 알고 있으며, 이

를 서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통해 독자들에게 설득하고자 하는 

자로 드러나게 된다.

이처럼『무정』의 ‘암시된 저자’의 담론 배치나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실제 

저자의 목소리 자체가 당대 독자들에게 두드러지게 감지되었음은, 주요한

의『무정』 비평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주요한은 「무정을 닑고」에서 

형식의 성격화가 그 생명력과 힘을 잃어버렸음을 지적하면서, 형식이 선형

과 영채와의 관계 속에서 동시에 사회 제도까지 비판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영채를 그려내면서 

기생 제도를 비판하는 식이다. 주요한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형식에게 작

자 자신의 모습을 인물에 투영하려 했기 때문에 이러한 ‘실패’가 발생했다

고 말한다.147) 주요한은 독자로서『무정』을 읽을　때, 형식의 발화로 이루

어지는 사회비판적 언급에서 저자의 목소리가 겹쳐 있음을 감지한 것이다.

『흙』은 주인공 허숭이나 윤정선이 자신이 지향해야 할 내적인 도덕적 

덕목, 삶의 가치를 찾는 탐색의 여정으로 읽을 수 있다. 이 탐색 여정은,

농촌계몽론과 같은 뚜렷한 담론적 영향 이외에도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의 

원리로서 ‘신의’나 ‘용서’의 가치를 새롭게 구현해 나가는 인물들의 이야기

로 나타난다.『흙』은 미모와 부를 가진 매혹적인 여성, 그리고 남자 주인

공에 대한 순애보를 지닌 여성 사이에서의 내적 갈등으로부터 소설이 시작

된다는 점에서『무정』의 삼각관계 플롯과 유사하다. 그런데『무정』에서

는 이 삼각관계 설정을 통해 세상의 ‘무정함’과, 또 자기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무정함’을 새롭게 깨닫고 그로부터 좀 더 자신의 감정, 구체적으로는 

의리나 정과는 다른 사랑의 감정을 계발해야 하는 탐색 주체의 자각이 중

심 서사를 이룸에 반해,『흙』에서는  주인공 허숭의 특히 유순에 대한 미

묘한 ‘죄의식’과, 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양심’의 자각과 용서의 가치를 

자각하게 되는 서사로 이어진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윤참판이 허숭에게 정선과의 혼인을 권하는 장면은, 마치『무정』에서 김

147) 주요한,「무정을 닑고」,『매일신보』, 1917.8.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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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가 선형과의 혼인을 권하는 장면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무정』에

는 이 장면에서 형식의 내적 갈등이 그다지 두드러지게 표현되어 있지 않

음에 반해,『흙』에서는 ‘농촌운동을 위해 혼인을 거절해야 하는 당위’와 

‘개인적인 욕망’ 간의 허숭의 갈등과 자기합리화 과정, 그리고 이 합리화의 

맹점을 냉정하게 직시하는 서술자의 논평까지도 자세히 서술되고 있다.

또 숭은 이렇게 생각해본다-

「유순은 좋은 여자다. 얼굴이나 몸이나 또 맘이나 다 든든하고 아름다운 

여자다. 그러나 정선은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유순은 보통학교밖에 다닌 

일이 없는 시골 계집애, 정선은 신식으로 구식으로 모두 다 컬처가 높은 서

울 양반집 딸…」

하고 숭은 여기서 스스로 제 생각에 아니 놀랄 수 없었다. (중략)

「그렇지만 농촌사업은?」

하고 숭은 또 양심의 한편 구석에서 소리를 침을 깨달았다. 그러나 숭의 머

리는, 양심(?)은 마치 지금까지 가려졌던 모든 운무가 걷긴 것같이 쾌도로 

난마를 끊듯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다.

「농촌사업은 정선이하고 하지. 정선이야말로 훌륭한 동지요 동료가 될 수 

있는 짝이 아닌가. 아아,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다.」

하고 숭은 한번 한숨을 내쉬었다. 가슴에 막힌 것이 다 뚫린 듯이 시원하였

다. 그리고 자기 전도가 백화가 만발한 꽃동산같이 보였다. 그의 양심, 의리

감, 진리감, 이러한 것들은 그 분홍 안개 속에 낯을 감추어버리고 말았

다.148)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허숭은 사실상 윤참판에게 유순이 있기 때문에 정

선과 혼인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내

면에서 치열한 갈등을 벌이게 된다. 그리고 그 귀결점은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던 농촌사업 역시 정선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자기 합리화로 이어진

다. 그리고 이러한 허숭의 생각이 그야말로 ‘자기 합리화’임은, 서술자가 허

숭의 양심, 의리감, 진리감이 숨겨졌다고 말하는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논평

148) 이광수,「흙」,『전집』6, 삼중당, 1962, 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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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초반부 서사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흙』의 저자는 서사의 

진행 과정에서 허숭을 통해 인간의 마음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양심’의 발

현, 그리고 ‘양심에 따라 사는 삶’이라는 이상을 구현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양심의 문제가 인물 사이의 관계에 있어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는 것은 

텍스트 외부의 실제 저자 이광수가 즐겨 읽었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톨스토이의 작품『부활』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다는 점이 흥미롭다. 안

락하고 사치스러운 귀족계급의 생활에 젖어 있던 네흘류도프가 우연히 배

심원으로서 법정에 참석해 그가 십년 전 버렸던 카츄샤를 발견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모든 인생관이 변모하듯,『흙』의 허숭도 자신의 잘못과 그 

잘못을 깨닫는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농촌 사업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 당당하게 합리화를 끝낸 이

후 정선과 혼인한 허숭은, 향락의 생활에 젖은 정선의 가치관이 그의 마음

과 같이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혼자 살여울

에 내려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농민들을 돕고자 한다. 허숭의 병과 정선의 

간호 등으로 부부 간의 애정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으나, 여전히 근본적 

가치관의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결국 갑진과 정선의 불륜 관계까지도 알

게 되며 부부의 관계는 파탄 나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갈등을 겪으면서 허

숭은 잊고 있었던 유순의 존재를 통해 자신의 양심, 의리감, 진리감을 재인

식하게 된다. 이러한 자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은 유정근의 모함

을 들은 유순의 남편 맹한갑이 유순을 폭행하여 아이를 잃고 순이 사망한 

일이다. 순이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들은 허숭은 그녀의 모습을 보며 

죄책감을 느낀다. 유순이 자신을 사랑하면서도 맹한갑과 결혼하라고 권유

하여 혼인을 수락했었던 것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그녀가 사망

하자, 허숭은 “순에 대한 사랑과 의리만 지켰다면 정선의 다리가 끊어지는 

비극도 아니 일어났을 것” 그리고 유순이 죽음에 이르는 일도 없었을 것이

라 생각하며 모든 비극의 씨앗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매 모골이 송연함을 깨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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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을 죽이는 것이 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숭의 가슴을 찔렀다.

「그렇다, 내다. 그렇게 나를 따르는 순을 내가 아내를 삼았다면 이러한 비

극은 없었을 것이 아닌가. 왜 나는 순을 버리고 정선과 혼인을 하였던가.

순에 대한 사랑과 의리만 지켰다면 정선의 다리가 끊어지는 비극도 아니 

일어났을 것이 아니었던가. 이 모든 비극은 다 나 때문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때에 숭은 모골이 송연함을 깨달았다.149)

사실 정선의 자살 시도와 다리를 잃은 것, 그리고 유순이 남편 한갑의 오

해로 인해 억울하게 죽게 된 사건은 서로 별개의 사건이다. 그럼에도 허숭

은 유순의 임종을 지켜보며 자신이 순에 대한 사랑과 의리를 지켰다면 모

든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후 허숭은 정근에게서 모든 비극의 씨앗이 자신이라는 말을 들은 이후,

살여울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할 의욕을 잃어버린다. 정근의 말은 그의 마

음 속에 짐덩이처럼 놓여 있던 죄책감을 건드린 것이어서, 정근의 모함으

로 순사에게 잡혀갔을 때 자신의 죄를 자신 있게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에

까지 놓이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신이 유순을 죽인 것은 사실이 아니

지만, 또한 사실이기도 하다.’며 법률적 죄와 도덕적 죄를 구분하고 있는 

장면은 중요하다. 단순히 허숭의 도덕적인 결벽성을 드러내는 장면이라기

보다는, 초반부의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거리낌을 합리화하며 정선과 혼인

했던 허숭의 선택과 대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는 유순의 죽음 이후,

철저히 엄격하게 자신의 선택에 있어서 양심상, 인격상 잘못된 점을 인정

한다. 역설적이게도 유순을 잃고 나서야, 이전의 우유부단하고 흔들리기 쉽

던 허숭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결국 허숭이라는 인물의 입장에

서 보았을 때『흙』의 전체 서사는 정선과의 혼인을 선택하며 잃어버렸던 

‘양심’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그에 맞는 길로 돌아가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

기에 유순이라는 인물의 삶의 비극성이 너무 크게 그려짐에도, 허숭은 그 

비극에 함몰되거나 자책의 늪으로 빠져들기보다는 도덕적 책임을 기꺼이 

149) 위의 책, 387-388쪽.



- 112 -

감당하고 농촌사업에 헌신하는 것으로 속죄의 해결책을 찾는다.

그렇지마는 도덕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소장의 말은 절절이 옳았다. 유순을 

죽이게 한 것은 간접으로는 분명히 자기다.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숭이라

고 부르짖은 정근의 말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늘이 정근이 입을 빌려서 

자기의 양심에 주는 책망인 듯하였다. (중략) 숭이가 유순이나 한갑에 대하

여 깊이 느끼는 도덕적 책임은 그의 법률적 이론을 둔하게 만들었다. 이 자

리에서 분명하게 제가 책임 없는 것을 말해 버리면 고만이 아닌가. 유순과 

간통한 사실도 없고 한갑을 교사한 사실도 없다는 것을 밝히 말하면 고만

이 아닌가. 그렇지마는 숭의 마음은 그것을 허락할 수가 없었다. 순을 죽인 

책임을 한갑에게만 지우는 것이 숭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일이었

다. 차라리 한갑과 공범이 되어서 한갑이가 받는 형벌을 같이 받는 것이 정

당한 듯하였다.150)

허숭의 경우는 삶에서의 한 순간의 선택과, 그 선택이 가지고 오는 연쇄

적 비극에 대한 깨달음으로 본연의 양심을 깨닫게 되는 각성의 과정을 거

친다. 내면의 선악과 같은 대립된 두 가치 사이에서의 갈등과 선택의 문제

로서의 탐색의 주제는 여기에서도 반복된다. 다만,『무정』에서 형식의 선

택은 자신의 감정, 성격에 대한 명료한 인식의 필요성을 깨닫는 것으로 이

어지지만,『흙』에서는 내재되어 있는 양심, 의리감, 진리감과 같은 정신적 

가치를 새롭게 발견한다는 차이는 있다.

사실 허숭 뿐만 아니라 정선의 경우에도 이 양심, 의리감, 진리감과 같은 

덕목은 그녀가 ‘배워야 할’ 지고의 가치로서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정선이 

허숭과 불화를 겪다가 유순의 편지로 그의 병을 알게 되고, 살여울로 내려

가서 생활하며 같이 농촌사업을 하자는 권유를 받게 된다. 이 때 “정선의 

귀에도, 아니 양심에도 숭의 말은 진리에 가까운 듯하고 종교적 거룩함까

지도 있는듯”한 것으로 묘사된다. 정선도 “이 진리감과 정의감을 학교에서 

배양을 받기는 받았”으나, 그녀의 향락주의적 가치관은 허숭의 사유를 어

리석은 공상가의 그것으로 치부하도록 한다. 그러나 갑진과의 일, 그리고 

150) 위의 책, 4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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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시도, 허숭의 체포와 같은 사건을 거치면서, 그녀는 이 양심과 진리

감, 의리감을 회복하는 삶을 살게 된다.

칸트에 따르면 양심은 인간이 누구나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특정한 

누군가가 ‘양심이 없다’라는 것은 실제로 양심이 존재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이 사람은 양심의 평결에 귀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

다. 따라서 누군가가 양심에 비추어보았을 때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느냐는 

의무의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양심에 

따라 행위한 것으로 판명한 것에 대해 유죄냐 무죄냐를 물을 수는 없다.

따라서 보편적 양심의 존재를 전제한 칸트에게 있어서, 양심에 비추어 보

았을 때 의무와 의무가 아닌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성을 계발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계몽의 일환이다.151)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유순에 대한 책임을 

허숭이 뒤늦게 깨닫는 것, 그리고 정선이 자신의 쾌락적 가치관에 의해 갑

진의 유혹에 넘어가고, 허숭에 대한 죄의식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여러 

비극을 겪고 “모든 일을 혼자의 판단과 의지력으로 해 보려고 결심”하는 

굳센 사람이 되는 것도 일종의 내적인 변화에 해당된다.

이처럼『흙』에서는 삼각관계에서 비롯되는 죄의식을 마주하는 인물이라

는 이광수 소설 특유의 구조가 반복되면서 동시에 그 갈등 구도가 양심의 

자각이라는 주제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재생』과 연속선상에 있다. 이광

수가 인간의 죄와 그와 관련된 양심의 문제에 유난히 민감한 작가였음은,

『레미제라블』,『부활』등을 감명 깊게 읽은 책으로 여러 번 언급하는 이

광수의 독서 체험상의 특징으로부터도 알 수 있다.152) 그리고 이 ‘양심 자

각’의 서사는『재생』의 순영이 두 가지 대립축 사이의 선택의 상황에 놓

인 분열된 주체로 그려짐에 반해,『흙』에서는 공동체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내적 덕목으로서 의미화 된다는 점이 주요한 차이점이다. 이와 같

은 차이는, 1920년대 초반 상해로부터의 귀국 직후 ‘떳떳한 지사’로서의 삶

의 이상과 관련된 딜레마에 처했던 작가의 상황, 그리고 국내에서 수양동

우회 활동을 통해 그 이상을 지속시켜 나간다는 내적인 자기 확신이 보다 

151) 임마누엘 칸트, 앞의 책, 487-488쪽.

152) 「내가 소설을 추천한다면」, 「문학과 문사와 문장」, 「위고의 사후 오십년제에」에서 빅

토르 위고의『레미제라블』을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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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만했던 상황적 차이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이러한 측면은『흙』에서 죄의식의 문제와 관련, ‘용서’의 주제로의 변용

을 보여주는 텍스트라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리고 이 ‘용서’의 주제는 

작가 이광수가 자신의 체험으로부터 자각한, 그가 개인적으로 중요시한 삶

의 덕목이었으며, 동시에 공동체 구성에 있어 주요한 요소기이기도 했다 

.153) 이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흙』에 나온 정선의 불륜과 그에 대한 허

숭의 용서의 장면에 주목할 수 있다. 기차 자살 모티프나 불륜 삼각관계 

설정 등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진 톨스토이의『안나 카레리나』와 비교해 

볼 때154), 아내의 부정을 안 허숭의 내적 갈등과 고민은 너무나 간략하게 

처리되어 있고, 허숭은 아내를 용서하기 위해 평소에 존경하던 한 선생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결할지를 대입해 본다. 그리고 정선을 용서

하기로 결심하는데, 그 용서는 정선을 아내로서가 아니라, 동포의 일원으로

서 생각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즉 동포를 사랑하고 섬기는 생활을 실천

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아내를 용서함으로써 사

랑을 실천한다는 것이다. 정선에 대한 허숭의 사랑은 이 지점에서는 부부

간의 사랑이 아니라 ‘동지애’ 혹은 ‘인간애’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

한 허숭의 결심은 배우자의 부정을 그린 여타의 소설과 구분되는『흙』만

의 특징적인 지점이기도 하다.

만일 한선생이라면 어떠한태도를 이 경우에 취할까. 이렇게도 생각해 보앗

다. 한선생 같으면,

1. 사랑과 의무의 무한성   

2. 섬기는 생활,

153) 「그리스도의 혁명사상」에서는 그리스도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은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라는 것이라는 톨스토이적 기독교 이해를 말하고, 간디의 무저항 혁명도 보다 

적극적으로 적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정신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흡하다고 말하고 있

기도 하다. 이 글에서 이광수는 계급혁명에 대항하는 것으로 ‘그리스도 혁명’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무저항이자 이에서 더 나아간 용서의 사상을 말하는 것이다. : 「그리스도의 

혁명사상」,『청년』제 11권 1호, 1931.1

154)『안나 카레리나』와『흙』의 철도 자살 모티프라는 설정상 유사성을 지적한 연구로는 윤홍

로,『이광수 문학과 삶』, 한국문화사, 1992, 117-13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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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보다 나라,

이러한 근본 조건에서 생각을 시작할 것이다. 사랑이란 무한하지아니하냐.

의무도 무한하지 아니하냐.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동포나 나라나에 대

한 사랑과 의무는 무한하지아니하냐. 그렇다 하면 정선을 사랑해서 안해를

삼앗으면 그가 어떠한 허물이 잇더라도 끝까지 사랑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끝까지, 아니 끝없이 지켜야 할것이 아니냐.

또 섬기는 생활이라 하면, 숭이 제가 진실로 동포에 대하야나라에 대하야 

섬기는 생활을 해야 한다 하면 우선 안해에게 대하야 섬기는생활을 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 안해를 못 용서하고 안해를 못 섬기고 어떻게 누군지도 모

르는 수많은 동포를 사랑하고 섬기고 눈에 보이지도아니하는 나라를 사랑

하고 섬길 수가 잇을것이냐.

셋재로 만일 숭이 제가 진실로 우리를 위하야 저를 버리는 사람이라 하면,

그래, 제가 해야 할 일생의 의무를 아니 돌아보고 이기적 개인주의와 같은

행동을 하다가 저 한 몸을 장사해 버릴 것이냐.

만일 한 선생 모양으로 생각한다 하면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이렇게 숭은 생각하엿다.155)

이광수가 자신이 삶의 지표로 삼은 안창호의 인생관이나 세계관에 인생에 

있어서의 갈등 상황을 대입해 보는 것은『선도자』에서부터도 익숙한 방식

이거니와156),『흙』에서 허숭이 한 선생의 세계관에 자신의 처지를 대입해 

보는 것 또한 그의 작품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어떻게 보면『흙』의 

후반부 서사는 ‘아내의 부정’을 모티프로 하여 작품에서 허숭의 인격, 의지

력, 이념 더불어 ‘용서의 능력’을 시험해 보는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

다. 용서하기로 결심한 이후에 정선이 다시 갑진을 찾아간 것을 알고 질투

와 분노에 이성이 마비되는 장면이나, 갑진의 집에서 기절한 정선을 보고

도 참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하며 그녀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 장면 등은 모

두 허숭이 처음 한 선생을 자신의 상황에 대입하여 내린 결론을 얼마나 굳

155) 「흙」, 앞의 책, 255-256쪽.

156) 정주아, 「‘순교자’ 상의 형성과 수용: 도산과 춘원의 유대관계에 대한 고찰」,『어문연구』

38 , 2010, 353-3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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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를 시험하는 역할을 한다.

물론 ‘기독교적인 사랑과 용서’의 교리나 이를 이어받은 한선생의 세계관 

자체가 개입된다고 해서 허숭의 정선에 대한 용서가 단박에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후에도 허숭은 뉘우치지 않는 듯한 정선의 태도에 무한한 실망

을 느끼고 혼자 살여울로 내려간다. 이 때 정선이 자살을 시도하고, 한 쪽 

다리를 잃는 과정을 거치면서 허숭은 좀 더 정선을 사랑할 것을 다짐한다.

여기에는 약하고 비참한 지경에 놓인 정선에 대한 동정, 연민이나 부부로

서의 책임감 등이 작용했다. 그리고 정선이 갑진의 아이를 낳으며 눈물로 

자신을 용서해 줄 것을 청하는 장면에서 허숭은 ‘용서한다’고 머리로는 생

각하면서도 정선에 대하여 꺼리는 마음이 남아 있었고,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음을 깨닫기도 한다. 결국 이후의 플롯은 허숭이 어떤 심리와 사건을 

거쳐 정선에 대한 ‘용서’에 이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라 할 수 있

다.

허숭의 입장에서 제기된 ‘용서’라는 문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

이 단순히 이광수의 개인적인 인생관을 표명한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인간으로서의 윤리와 이것이 이루어내는 이상적 사회 기획까지도 연관

된 좀 더 폭넓은 범주의 과제였기 때문이다. 작가 자신이 톨스토이, 위고 

등의 독서, 간디의 무저항 운동 등의 영향을 받아 자신이 깊이 체득하게 

된 인생관이라 밝히고 있기도 하고, 이광수 특유의 이상적 사회 기획으로

서의 인도주의적 사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기도 했다.

이광수가 톨스토이에게서 영향을 받은 바는 다각도로 조명할 수 있다.157)

그 중 이광수가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는『나의 종교(我ガ宗

敎)』에서 톨스토이는 ‘악에 저항하지 말라’라는 성경 구절의 의미를 자신

이 새롭게 이해하게 된 동기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며, 적극적인 해석을 가

하고 있다.158) 그에 따르면, 구약에서 모세의 율법으로 대표되는 ‘눈에는 

157) 이광수가 읽은 톨스토이 저서로 산문이나 소설에서 언급되는 것으로는『부활』,『안나 카레

리나』,『전쟁과 평화』,『천국은 네 안에 있다』,『나의 종교』,『예술이란 무엇인가』,『나

의 참회』등이 있다. 이외에도 우화, 서간집, 일기 등을 접했음을 「춘원문단생활 20년을 기

회로 한 문단회고 좌담회」와 같은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58) 이광수는 「『무정』을 읽는다」, 「톨스토이의 인생관」, 「두옹과 나」와 같은 글에서 이 

책의 깊은 영향을 받았음을 밝히고 있다. 또 「춘원문단생활 20년을 기회로 한 문단회고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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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이에는 이’의 법칙은 신약의 예수 논리에 따르면 옳지 않다. 톨스토이

가 생각한 ‘악에 대항하지 말라’는 악을 간과하거나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

고, 그렇다고 악에 대해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라는 것도 아닌, 악에 대하

여 선으로서 그 악을 무화시키라는 의미에 가깝다. 톨스토이의 말을 빌리

자면, “너는 너의 법이 범죄를 개선한다고 믿겠지만, 사실은 범죄를 가중시

킬 뿐이다. 악을 제압하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인간의 법을 따르지 않고 

악을 선으로 되돌려 갚는 것이다. 수천 년 동안 너는 다른 방법을 따라왔

다; 이제는 반대로 나의 법을 따르라”라는 의미인 것이다.159) 그가 보기에,

교회의 이름으로 계율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은 더 큰 죄악이었으며, 그가 어린 시절 진정한 기독교적 사랑으로 여긴 

사랑, 자기희생, 인간성과 같은 가치에 반하는 것이었다. 악에 대항한다는 

논리로 행해지는 판단과 정죄가 갈등, 전쟁, 학살로 이어지며 인간 세계에 

악의 씨를 널리 퍼뜨린다는 것이다. 그래서『나의 종교』는 ‘악에 대항하지 

말라’라는 구절을 전체적으로 해명하며, 판단과 정죄를 멈춘 용서와 더 큰 

사랑을 역설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광수는 감수성 예민한 중학시절 러일 전쟁의 발발, 전개를 지켜보며 톨

스토이의 이러한 사상에 깊이 공명하였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고자 노력했다. 이후 상해 임시정부 시절에도 서로 ‘신

뢰하고 용서하라’며 독립운동의 방해 요인으로 동포 간 분열과 갈등, 반목

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크게는 제국주의 세력의 발흥이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의 소산이라 여긴 이광수였다. 따라서 그 반대의 방법, 즉 자신을 누르

고 남과 공존하는 것, 그리고 서로 갈등이 있을지라도 신(神)과 같은 마음

으로 용서하는 것이 그가 생각한 근본적인 사회개조, 인간개조의 방법이었

다.

1923년, 「쟁투의 세계에서 부조의 세계에」등의 글은 버트란트 러셀류의 

개조론적인 큰 흐름 속에서 탄생한 것이자, 동시에 이를 국내에 수용한 천

담회」(삼천리 제 6권 11호, 1934.11)에서는 加藤直士 역으로 이 책을 접했음을 말하고 있기

도 하다.

159) Leo Tolstoy, translated by Huntington Smith, My Religion, Mesa: Scriptoria Books, 2009,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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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적 개조론의 자장 안에 놓인 글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광수의 이 글은 

‘사랑’의 원리를 매우 강조한다는 점에서 천도교적 개조론과도 일정한 거

리를 둔다. 미움과 갈등, 반목을 배격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통합되는 힘은 

기독교적인 사랑이 이상적 사회 형성의 가장 큰 힘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

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단순히 고통 받는 조선민족을 구제할 뿐만 아니

라, 가장 약하고 괴로운 처지에 있는 조선 민족의 구원을 통해 ‘고통 받는 

인류’ 전체를 구제한다는 희망에 찬 사해동포주의적 성격을 띠는 것이기도 

했다.160)

1920년대 후반부로 가면서 사회주의 진영과의 대립, 불교에의 깊은 접촉

을 계기로 이러한 생각을 좀 더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된다. 이때는 ‘인류’

전체를 위한 이상이라는 사해동포주의적 의미보다는 혁명론과 대비되는 준

비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논리로서 인도주의의 중요성이 논해진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기독교적인 ‘사랑’의 담론으로부터 파

생, 새롭게 강조되는 것은 동포간의 ‘용서’와 ‘무저항’이라는 주제이다.161)

「내가 속할 유형」이라는 글에서 이광수는 진, 선, 미의 이상 가운데 자신

이 가장 중시하는 가치는 선(善)이라 말하며, ‘일체 중생이 개유불성’이라는 

불도를 깊이 신뢰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자신의 가난한 생활이 자신

에게 혁명적 기질을 심어주었을지라도, 그에 못지않은 종교적 기질이 내재

되어 있어 ‘용서’와 ‘무저항’을 사람 대 사람의 도덕의 근저라고 본다고 말

한다. 그리고 자신의 인도주의적 기질을 형성한 요인으로서 톨스토이, 예

수, 석가의 영향을 순차로 받아서 나의 무저항심은 더욱 깊어지고 말았다

고 회고하고 있다.162)

사실 ‘용서’의 항목은 이광수가 상해에 있던 시절부터, 독립운동 세력의 

160) “그러나 인류구제의 정로를 표준으로 가치를 판단할진댄디의 종교적인 「진리파지」를 

목적으로, 「무저항」을 방법으로 하는 운동은, 레닌의 「무산자전제」를 목적으로 「폭력과 

정치」를 수단으로하는 운도옵다는 훨신 놉흘것이외다. 폭력을 근거로하는 정치는 과거의 유

물이외다, 소멸할 운명을 가진것이외다. 진리와 애를 기초로한 무저항! 이것이야말로오는 세

기를 지배할 혁명원리요  인류구제의 정로외다.”:「爭鬪의 世界로부터 扶助의 世界에」,

『개벽』32호, 1923.2, 16쪽.

161) 물론 ‘사랑’의 원리가 이상적 사회를 형성해나가는 최후의 목적이라는 생각은 이 시기에도 

여전히 지속된다.

162) 「내가 속할 유형」,『전집』, 삼중당, 1962, 3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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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이 있을 때마다 지사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강조하던 것이기도 했

다.163) 그는 무엇보다도 세력의 분열과 반목이 독립운동의 큰 방해요인이

라 생각했고, 이는 귀국하고 나서도 일관되게 유지된 생각이었다. 특히 신

간회 해소 이후 진영 간의 대립이 뚜렷해진 1930년대 초반의 시점에 ‘용서’

와 ‘사랑’이라는 주제는 더욱 강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대일 관계를 전제로 한 근대적인 애정 관계를 전제로 

한 채 두 남자와 한 여자라는 애정 삼각관계를 설정, 갈등과 화해의 최대

치를 구현해 보고자 한 것이『흙』후반부의 서사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광수는 허숭을 통하여 인물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전제된 용서의 과제를 

어디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본다.

이처럼 허숭은 아내의 부정을 초인적인 의지력으로 용서하는 인격자의 모

습이 덧붙여짐으로써 긍정적 인물로 남게 된다. 유순에 대한 죄책감이나 

이로 인한 허숭의 괴로움, 양심의 가책보다도 아내 정선의 부정에 대한 갈

등과 용서의 과정을 서술하는 것에 훨씬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보이는

데, 이러한 설정은 허숭의 의지적인 인격자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이를 통

하여 정선, 갑진 등 모든 인물이 농촌사업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결말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따라서『흙』은 ‘죄와 용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면서

도 ‘용서’라는 정신적 덕목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공동체적 

과제의 완수라는 문제가 덧붙여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타인의 ‘용서’와 자기 속에 내재한 ‘양심’의 힘이 인물을 변화시키고, 또 

이것이 공동체의 과제 수행이라는 큰 과업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흙』의 

후반부에서 나오는 유정근의 서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유정근은 동경 유

학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 허숭의 영향력이 커진 살여울 동네의 인심에 불

만을 느끼며, 맹한갑을 조종하는 등의 여러 계략을 꾸며내는 인물이다. 허

숭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사는 동안, 그가 일궈 왔던 협동조

합이나 야학운동을 모두 무마시키고 식산조합의 방식으로 동리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도 한다. 허숭의 부재와 

유정근의 등장은 살여울 동네를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모시킨다.

163) 「신뢰하라 용서하라」,『독립신문』, 19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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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은 작은갑의 태도에 놀랐다. 첫째로 작은갑이가 칼을 들고 저를 죽이러 

온 것은 아내에게 대한 분풀이거나 그렇지 안하면 아내와 정근과의 간통을 

이유로 돈이나 달랠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에 대해서 정근은 논이나 여남은 

마지기 주기로 결심까지 하였었다. 그러나 작은갑은 이에 대하여는 한 마디

도 비치지 아니하였다. 그의 요구는 자초지종으로 순전히 동네를 위한 것이

었다. 살여울 동네를 위한 것이었다. 정근에게는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의외의 일이었다. 자기 같으면 이런 좋은 기회를 이용하여 돈 몇 천 원 떼

어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삼만 원으로 조합 기금을 삼고, 삼만 원으로 교

육 기관을 세우라는 것은 그리 어려운 조건은 아닌 것 같았다. 정말 그렇게 

해 보고 싶은 생각도 났다.164)

허숭이 아내의 부정을 용서한 것과 같이, 작은갑이 정근을 용서할 수 있

는 것은 살여울 동네의 번영을 위한다는 대의명분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것이 허숭을 시기하고 재산에 마냥 탐욕스러웠던 유정근을 변화시킨다. 결

과적으로 살여울 동네에는 협동조합이 활성화되고 교육기관도 생기는 등,

발전의 길을 걷게 된다. 상대적으로 유정근의 심리가 치밀하게 작품 내에

서 전개되지 않은 상태로 일어나는 이러한 갈등 해소는 구성적 측면으로 

볼 때는 작위적이다. 다만 ‘용서’가 변화의 계기로 설정되어 있고, 이것이 

공동체 회복의 실마리가 된다는 것은 작품이 발표된 시기 신간회 해소 문

제 등과 관련하여 ‘동포 간에는 무저항하자’ 라는 것을 역설했던 작자의 

주장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1. 朝鮮을 위하야 적어도 1日 1回 以上 생각하자.

2. 朝鮮을 위하야 사람을 맞나는 대로 다만 한 마디라도 朝鮮에 관한 말을 

하자.

3. 朝鮮을 사랑하고 朝鮮을 위하야 시간과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바칠 

精神이 잇는 이를 찾아 사고이자.

4. 내 말이나 글이나 행동이 반드시 朝鮮을 題目으로 하자.

164) 「흙」, 앞의 책, 4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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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同胞間에서는 無抵抗하자. (個人攻擊, 派爭 등에서) 165)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정근의 ‘성장’이 작자가 생각하는 사회문

제 해결의 주지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사실『흙』에서 가장 

강조된 농촌문제는 농민에 대한 천시, 지주계층과 농민들의 분리, 전자에 

의해 후자가 착취당하는 상황이었다. ‘서울 양반’인 정선과 ‘시골 출신’ 허

숭의 대립, 지주와 소작인의 상하 수직적 관계는 곳곳에서 묘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흙』이 연재되기 이전에 발표된『삼봉이네 집』의 노참사와 

을순의 관계에서부터 ‘지주-소작인 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었다.

이 점에서 볼 때,『흙』의 후반부에 등장한 유정근이라는 인물은 지주계층

을 대표하는 인물이자, 이광수가 생각하는 농촌문제를 상징하는 인물 유형

이기도 했다. 이러한 인물이 허숭의 인격에 감화되어 자발적으로 공동체 

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기부한다는 것은, 계층 간 통합이자 작가가 생각하

는 농촌문제 해결의 방식이기도 했다.

이와 같이 개인적 ‘용서’가 공동체적 이상으로 직결되는 상상력, 죄를 저

질렀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양심과 책임의식이 곧 개체들의 성장으로 

의미화 되는 서사 전개 과정은 그 자체로 수양동우회 활동을 하며 무실역

행(務實力行)을 개인적 수양의 신조로 삼고166), 이러한 개인들이 모여 변혁

을 이뤄낼 수 있다는, 이광수가 지니고 있던 공적인, 그러나 내밀한 이상과

도 관련되어 있다.『재생』과『흙』은 삼각관계 갈등과 그 과정에서의 선

택을 ‘죄’라고 인식하는 인물형이 등장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흙』에서는 그 죄를 양심의 자각 계기로 새롭게 전환시키고 더 나아가 

용서의 덕목을 현실화하는 주체로 만들어냄으로써 공동체의 이상을 실현시

키는 개인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허숭 개인이 정선이나 유순, 김갑진, 유정근과의 복합적 갈등을 통

165) 「묵상록-조선인으로의 내 인생관」,『동광』32호, 1932.4.

166) ‘무실(務實)’ 의 개념 자체가 세상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교훈적 차원이 아니라, 스

스로에게 한 치의 거짓없이 진정으로 결백해야 한다는 자기윤리의 차원이었으며, 도산의 지

대한 영향을 받은 이광수 역시 이러한 자기 윤리의식에 민감했다. : 정주아, 「한국 근대 서

북문인의 로컬리티와 보편지향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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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자신의 삶의 선택과 그 결과를 성찰해 나가며 지향해야 할 ‘양심’이나 

‘용서’의 가치를 정립해 나가는 과정과, 그 가치의 구현이 곧 이상적 공동

체의 구성 원리로 확대되는 서사는 개인의 삶의 목적 추구와 그 과정에서 

마주하는 여러 갈등들, 갈등 가운데서의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을 서사의 

중심으로 삼는 탐색 서사적 특징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플롯을 만들어내는 배면에 양심이나 용서와 같은 인간의 

정신적 요소의 재인식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꿈꾸는 이상

주의 지향의 작가상이 창출된다. 그는 식민지 치하 농촌의 암울한 현실을 

잘 인식하고 있고, 이를 바꿀 방법으로서 사람들 사이의 새로운 관계 설정

과 윤리를 탐색하는 자이다. 그리고 언제나 깨어 있는 양심으로 사리를 명

확히 판단하고 정신적 조화를 이룬 사람들이 모인 곳, 그리고 다른 이의 

실수나 허물도 용서하며 함께 살아가는 이상적 공동체를 꿈꾸는 자이기도 

하다.

『유정』은 주인공 인물이 의지와 감정이라는 인간 정신의 두 요소 사이

의 갈등과 조화를 꾀하는 내면적 탐색의 여정, 그리고 이 과정을 수행하는 

시베리아행 도중의 장교 R 및 R부처와의 만남이라는 외적 여정이 조응되

는 탐색 서사이다. 이광수는 애초에『유정』을 기획할 때 기행문으로 쓰려 

했으며, 시베리아 방랑 시절과 그 후 재차 하얼빈에서 만주로 갈 때 보주

선의 넓은 벌판을 지나며 광활한 벌판을 바라본 인상을 『동아일보』에 기

행문으로 싣고자 하였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조선일보로 자리를 옮기

며 이 기획이 중단되었고, 그 후 이야기를 넣어 소설화하여 완성했다고 밝

히고 있다.167) 기행문으로서의 기획은 ‘복강(후쿠오카)→ 문사→대련(다롄)

→장춘→하얼빈→이르쿠츠크→ 바이칼 호수 → 이르쿠츠크의 삼림지대‘ 로 

이어지는 최석의 여정으로 구체화되었고, 중심 서사인 최석의 ‘내면 다스

림’의 과정과 밀접하게 조응되는 것으로 새롭게 변용된다.

『유정』의 중심서사는 최석이 정임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깨닫고, 걷잡

을 수 없이 치솟는 열정을 인식하면서 이를 초인적인 의지의 힘으로 억누

167) 이광수, 「「단종애사」와 「유정」-이럭저럭 이십년간에 십여편을-」,『전집』10, 우신사,

1979, 541-5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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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이 친구에게 보낸 최석의 편지, 딸 순임의 

편지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독자에게 제시되면서, 최석의 ‘비범한 인격자’

로서의 면모가 긍정된다. 그리고 본격적인 최석의 여로가 시작되는 시베리

아행 이후의 서사는 그의 내면에서의 열정과 의지의 대립이 전면화되는 과

정이다.

①

그러나 나는 도리어 태연하였소. 내가 어떻게 이 경우에 이렇게 태연하였을

까. 지금 생각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었소.

첫째로는 하도 의외에 오는 큰 타격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타격이니

까 이 큰 타격이 내 정신을 마비시킨 것이겠지요. 둘째로는 도무지 내 양심

에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때문이겠지요. (중략) 나는 도무지 힘들게 생각하

지도 아니하고 딱 결심을 하여 버렸소 집을 떠나자, 조선을 떠나자, 그리고 

아무쪼록 속히 이 세상을 떠나 버리자 하는 것이오.168)

②

무론 나는 아마 일생에 이 열정의 고삐를 놓아 줄 날이 없겠지요. 만일 내

가 이 열정의 고

삐를 놓아서 자유로 달리게 한다고 하면 나는 이 경우에 정임을 안고, 내 

열정으로 정임을 태워버렸을는지도 모르오. 그러나 나는 정임이 열정으로 

탈수록 나는 내 열정의 고삐를 두 손으로 꽉 붙들고 이를 악물고 매달릴 

결심을 한 것이요.169)

③

어쩌면 그 모든 높은 이상들, 인류에 대한, 민족에 대한, 도덕에 대한, 신앙

에 대한 그 높은 이상들이 이렇게도 만만하게 마치 바람에 불리는 재 모양

으로 자취도 없이 흩어져 버리고 말까. 그리고 그 뒤에는 평소에 그렇게도 

미워하고 천히 여기던 애욕의 검은 흙만 남고 말까.170)

168) 「유정」,『전집』, 삼중당, 1962, 49쪽.

169) 위의 책 61쪽.

170) 위의 책, 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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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 ①은 처음 정임과 최석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학교에 퍼지고,

신문에도 이 일이 기사화된 이후 최석이 느낀 심정을 편지에 서술한 부분

이다. 이 때 최석은 자신의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기 때문에 의외로 태연

하게 조선을 버리고 떠날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밝힌다. 인용문 ②는 시

베리아로 떠나기 전 동경에서 정임을 만나고 나서의 심경을 고백한 부분이

며, 최초로 자신의 마음 속에서 싹튼 열정을 인식하고 이를 의지의 힘으로 

누를 것을 다짐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인용문 ③은 R과 R부처를 만난 이

후 혼자 시베리아에의 삼림지대에 기거하면서 정임을 향한 그리움과 제어

되지 않는 열정의 범람을 가감없이 고백하는 부분이다. 이처럼 최석의 방

랑 서사는 그가 자신의 열정을 솔직하게 시인하면서 동시에 그 극대화된 

열정을 누르는 초인적인 의지력을 발휘하는 내면의 분열성을 극대화하는 

여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최석이 여로 중 만나는 R과 R부처는, 최석의 또다른 인격자적 면

모로서의 ‘용서’의 미덕을 보여주고, 최석의 행위가 단순히 남들에게 보여

주기 위한 위선적인 측면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임을 입증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처음 만난 R과의 장면은, 실제 작가 이광수의 체험적 요소를 

섞어서 새롭게 공동체 유지의 덕목으로서의 ‘용서’의 가치를 강조하는 발

화로 변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13년 이광수는 톨스토이 숭배자라는 이유로 학생들의 배척을 받고 오

산학교를 떠났다. 이 때 심경을 표현한「잊음의 나라로」(『영대』5호, 1925.1)

중 일부분은 오산학교를 떠나면서 아끼던 학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절망감

과 분노,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지인들에 대한 실망을 생생하게 표

출하고 있는 글이다. 이 글에서의 분노와 격렬한 표현은 그대로 R의 발화

와 겹쳐진다.

①

R은 먹던 담배를 화나는 듯이 재떨이에 집어던지며,

“내가 하르빈에 온 지가 인제 겨우 삼사 년밖에 안 되지마는 조선 사람 때

문에 나는 견딜 수가 없어. 와서 달라는 것도 달라는 것이지마는 조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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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 어찌하였느니 또 어찌하였느니 하는 불명예한 말을 들을 때에는 나

는 금시에 죽어버리고 싶단 말일세. 내게 가장 불쾌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

것은 고국이라는 기억과 조선 사람의 존잴세. 내가 만일 어느 나라의 독재

자가 된다고 하면 나는 첫째로 조선인 입국 금지를 단행하려네. 만일 조선

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약이 있다고 하면 나는 생명과 바꾸어서라도 사먹고 

싶어.171)

②

다만 이렇게만 알라! 나는 잊어버릴 양으로, 오직 모든 것을 잊어 버릴 양

으로, 그리하고 다시는 다시는 아주 기억도 아니 가질 양으로 특별히 산과

나 물과나 짐승과나 벌레와 이 세상에 무슨 물건과나 정이 들지 아니할 양

으로 잊음의 나라, 허무의 나라를 찾아 가는 것이라고 오직 이렇게만 알라.

더구나 그와 같이 자라나고 그와 같이 보던 조선의 산천을 어찌 차마 보랴.

조선의 하늘인들 어찌 차마 보며, 조선서 불어 오는 바람인들 어찌 차마 맞

으랴. 그러할 때마다 나의 가슴은 아플 것을, 나의 창자는 끊어질 것을, 나

의 영혼에는 분노와 원한의 불이 탈 것을!172)

그러나 이와 달리 작품의 주인공인 최석은 R에게 심정적으로 일부 동조

하면서도, 그가 지닌 극단적인 생각을 여전히 조선에 대한 애정으로 해석

하는 시각을 보여준다.

나는 R의 말이 과격함에 놀랐지마는, 또 생각하면 R이 한 말 가운데는 들

을 만한 이유도 없지 아니하오. 그것을 생각할 때에 나는 R을 괘씸하게 생

각하기 전에 내가 버린다는 조선을 위하여서 가슴이 아팠소. 그렇지만 이제 

나 따위가 가슴을 아파 한 대야 무슨 소용이 있소. 조선에 남아 계신 형이

나 R의 말을 참고삼아 쓰시기 바라오. (중략)

그후에는 나는 R과 조선에 관한 토론을 한 일은 없지마는 R이 이름 지어 

말을 할 때에는 조선을 잊었노라, 그리워할 것이 없노라, 하지마는 무의식

적으로 말을 할 때에는 조선을 못 잊고 또 조선을 여러 점으로 그리워하는 

171) 위의 책, 70쪽.

172) 「잊음의 나라로」,『전집』14, 삼중당, 1962, 325쪽.



- 126 -

양을 보았소. 나는 그것으로써 만족하게 여겼소.173)

최석은 R의 분노에 놀라고, 또 일면 그의 말에 타당한 점이 없는 것이 아

니라는 점을 인정하는 동조자의 자세를 보여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의 이

러한 극단적 심경 아래에는 조선을 그리워하는 무의식적인 지향이 있음을 

읽을 정도로 객관적 이성과 냉철한 판단을 잃지 않는다. 내쫓긴 조선에 대

한 분노나 좌절에 공감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선을 사랑하

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에 만족할 정도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애착

심이 강한 인물로 그려지는 것이다. 1925년 「잊음의 나라로」에 오산학교

로부터 떠나는 젊은 이광수의 좌절과 분노가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다면,

『유정』에서 유사한 상황에 놓인 최석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을 그리워하고 사랑한다는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음을, 작품 곳곳에서 드

러내고 있다.

그뿐 아니라, 나는 인제는 세상이 싫어졌다. 더 살기가 싫어졌다. 내가 십여 

년 동안 전생명을 바쳐서 교육한 학생들에게까지 배척을 받을 때에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생각만 하여도 진저리가 난다. 그렇지마는 나는 이것

이 다 내가 부족한 때문인 줄을 잘 안다. 나는 조선을 원망한다든가, 내 동

포를 원망한다든가, 그럴 생각은 없다. 원망을 한다면 나 자신의 부족을 원

망할 뿐이다. 내가 원체 교육을 한다든지 남의 지도자가 된다든지 할 자격

이 없음을 원망한다면 원망할까, 내가 어떻게 조선이나 조선 사람을 원망하

느냐.174)

이러한 최석의 인물형은 앞서『흙』의 분석에서 제시한 허숭의 ‘용서’와 

함께 이광수가 공동체의 결성 및 유지의 덕목으로서 역설한 동포 간 무저

항, 용서의 주제를 환기한다. 모두의 오해를 뒤로 한 채 시베리아로 온 최

석이 선택한 능동적인 용서와 포용의 장면은, 그 용서에 이르기까지의 여

러 감정의 격변을 보여주지 않은 채로 단숨에 제시된다는 점에서도 주인공 

173) 「유정」, 앞의 책, 71쪽.

174) 위의 책, 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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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의 ‘비범함’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낳는다.175)

두 번째로 만난 R 부처의 이야기는, 최석의 시베리아행의 동기가 단순히 

자신의 인격자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차원이 아닌, 도덕적 결벽성에 가까울 

정도로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의 산물임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

다. 사제관계로서 이루어지지 못할 사랑을 하고 시베리아로 도망온 R부처

는 정임과 최석이 택할 수 있는 정 반대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들은 여러 현실적 어려움들을 뒤로 한 채 부부가 되어 시베리아 

벌판에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는데, 최석은 이들의 선택에 대하여 아쉬움

과 환멸을 표한다.

『그 두 별 무덤이 정말 R과 그 여학생과 두 사람이 영원히 달치 못할 꿈

을 안은 채로 깨끗하게 죽어서 묻힌 무덤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만일 그

렇다 하면 내일 한 번 더 가서 보토(補土)라도 하고 오련마는.」

하고 나는 R 부처의 생활에 대해 일종의 불만과 환멸을 느꼈소.

그리고 내가 정임을 여기나 시베리아나 어떤 곳으로 불러다가 만일 R과 같

은 흉내를 낸다 하면, 하고 생각해 보고는 나는 진저리를 쳤소. 나는 내 머

릿속에 다시 그러한 생각이 한 조각이라도 들어올 것을 두려워하였소. 176)

최석은 R부처의 생활을 자신과 정임의 경우에 비교해 보다가도, 자신의 

생각에 깜짝 놀라 그것을 부정한다. 이와 같은 언술은 최석의 결백함이 단

순히 외적인 행위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숨겨진 의도의 차원에 이르는 

것임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겉으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인격자가 아

니라, 진실로 자신의 마음에 진실하고자 하는 점에서 최석의 또다른 인격

자적 면모가 부각되는 것이다.

따라서 시베리아행을 통해 R과 R부처를 만나는 최석의 여정은 자신이 미

움과 배척을 받더라도 끝까지 사랑을 놓지 않는 ‘용서’의 가치를 제시하고,

한 개인이 인격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으려는 행동이 단순히 남들에게 보

175) 124쪽부터 해당 부분까지는 서은혜, 「이광수의 상해․시베리아행과 <유정>의 자서전적 텍

스트성」,『춘원연구학보』9호, 2016.12, 234-236쪽에 실린 것이다.

176) 「유정」, 앞의 책, 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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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위해서이거나 자신의 공명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닌, 신념에 대

한 진실성에서 비롯될 때 그 인격적 감화력이 극대화됨을 보여주는 서사이

다. 따라서 시베리아행은 최석의 입장에서는 조선에서 스스로 달성하지 못

했다고 여겼던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역설적으로 성취하는 과정이 되며, 인

격자로서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표면의 서사 뒤에 언술된 탐색의 궁극적 

목표가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물 묘사와 플롯 설정을 통해 인간 내면의 열정과 의

지라는 내면의 상반된 요소들을 치열하게 인식하고 조정하고자 하는 인격

자, 그리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의지 그 자체에 

충실한 진실한 자를 지향하는 저자상이 만들어진다. 그는 최석의 내면적 

고투와 도덕적 순결성을 ‘믿는’ 자이고, 그 안에서 위대한 인간 인격의 요

소를 발견하는 자이다. 그리고 인간의 내면 중에서도 정의 폭발력을 잘 인

식하고 있고, 그것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모든 현실의 관습과 

법률을 넘어선 숭고한 진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자이기도 하

다.

이처럼『무정』,『흙』,『유정』에서는 주인공 인물의 대립적 가치 가운데

서의 선택의 문제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이상을 개인적으로 

체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탐색 서사의 구조를 공통적으로 보여준다. 이와 

같은 서사 구성은『무정』에서처럼 당대 교육론, 여성론, 생명론을 적극적

으로 끌고 들어오는 서술자의 논평적 발화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거나,

『흙』에서처럼 양심의 판단에 비추어 인물들의 행동의 올바름 유무를 평

가하는 서술자의 발화, 용서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부수적 플롯의 창안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또『유정』에서처럼 작가 자신의 체험을 반영한 

여로 설정과, 그 여로에 대응되도록 주인공 최석의 의지에 의한 정(情)의 

조절이라는 과제의 실현을 최석의 편지, 일기를 제시하며 점층적으로 보여

주는 서술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오든과 프라이의 논의에 따라 탐색 서사를 ‘개인의 이상과 사회적 이상

의 조화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탐색 주체, 탐색 대상, 장애물의 등장과 그 

극복으로 이어지는 여정을 중심으로 형상화한 서사’ 라 정의하고, 근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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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탐색서사는 장애의 등장과 극복이 외적인 방해나 적대자로 나타나기

보다는 개인에게 주어진 여러 가능성 가운데서 특정한 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와 책임, 과정에서의 혼란과 갈등을 독자에게 보여주는 

가운데 사회적 담론에 대한 문제제기의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고 본다면,『무정』, 『흙』,『유정』은 이러한 서사의 목적과 기능을 비교

적 잘 보여주는 텍스트이다. 이상촌 기획, 공동체 구성의 기획으로서의 무

저항과 용서론, 지․정․의 분류에 의거한 인격론, 여성정조론 등 작가 자

신이 깊이 감화받거나 영향을 받은 다양한 담론들을 서사의 배면에 위치시

키는 과정에서 주인공, 혹은 부수적 인물의 선택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탐색 서사를 통해서 내면성의 중심 영역으로서의 정(情)을 어

떠한 방식으로 인식하고 바꾸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한 작가상이 창출

된다.『무정』의 경우 이전의 언어로는 표현하기 힘든 ‘사랑’ 등의 감정을 

처음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청년들의 내면 탐색을 보여주고 있으며,『흙』

은 허숭과 정선, 갑진, 유순의 갈등을 중심으로 사람 간, 그리고 공동체 내

의 신의와 용서를 이룩하기 위한 감정의 정화와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

어지는지를 제시한다.『유정』은 자신의 내심의 열정, 본능적이고 자연스러

운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열정이 옳고 그름의 판단의 결과와 배치될 때 

이를 억제함으로써 인격적 품위를 성취하는 경우를 보여준다. 세 가지 경

우 모두 특유의 사회적 이상과 관련된 담론들이 이와 같은 감정 인식이나 

감정 다루기의 과정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 작품에서는 인간 내면의 한 요소로서의 감정을 발견하고, 인식하며,

다스리는 문제를 중심에 둠으로써 정체된 조선 사회, 혹은 식민지 치하 농

촌 현실의 여러 문제들을 타개하고 또 현실의 규범이나 관습과는 또다른 

지점에 위치하는 자기 진실성의 윤리를 모색한다. 물론 이러한 시도들이 

인간 ‘내면’의 차원에 집중되어 있어 실제 현실 속 제도나 삶의 차원과 어

떤 방식으로 어우러지는지에 대한 보다 깊은 고민이 결여되었다는 한계는 

여전히 간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에 대한 인식과 조절을 통

해 현실의 문제를 대처해 나가는 인간형의 모습을 제시하며 그들 특유의 

삶에서의 ‘선택’을 서사화했다는 점에서 그 고유성을 지니는 지점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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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것이다.

2. 풍속 멜로드라마 구조와 기독교적 윤리의식의 힘

이광수의『재생』,『사랑의 다각형』,『애욕의 피안』,『그 여자의 일생』

은 삼각관계 등 인물들 간 애정 갈등을 중심 서사로 하여 근대적 제도, 물

질적 환경 등의 당대 풍속을 치밀하게 묘사한다. 그런데 이들 다양한 작품

에서 묘사되는 물질적 환경이나 제도, 그 속의 인간들의 삶이라는 사회현

실은 이광수가 파악한 ‘이기주의/ 이타주의’ 혹은 ‘물질/정신’적 가치의 이

분법적 대립과 위계화라는 틀에 맞추어 일정한 선악 구도의 대립으로 조직

되고 있다는 점에서 풍속 멜로드라마(melodrama of manners)적 구조를 보

인다.177) 이러한 구조는 위의 작품들에서 반복되는 애정 갈등 유발 인물의 

‘공상’ 장면이나 ‘재판/심문’ 장면, 심리적 비평가로서의 서술자의 역할에 

의해 강화된다. 이러한 서사적 장치는 독자들로 하여금 의(義)나 기독교적 

윤리의식을 추구하는 작가상을 총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이에 의거하

여 도덕적 선(善)을 판단하도록 하는 효과를 낳는다.

『재생』은 작품의 초반부에는 순영을 중심으로 ‘물질과 정신’의 대립서사

가 중심이 되어 전개된다. 백윤희와 신봉구, 김순영 사이의 애정 갈등이 중

심 서사이지만, 애정 갈등의 발생과 전개라는 스토리와 함께 백윤희를 물

질적, 쾌락적 가치를 대변하는 것으로, 신봉구를 이와 대립되는 정신적, 희

생적 가치를 대변하는 것으로 반복적으로 의미화하는 서술이 주목된다. 세 

인물 사이의 삼각관계와 ‘선택’의 서사는 순영의 애정 서사의 의미를 넘어

서서 물질과 정신이라는 두 가지 가치 가운데 하나를 따르는 문제로 그 의

미가 확장된다.

그리고 이러한 대립 갈등 구도를 만들어내는 서사적 장치는 크게 세 가지

이다. 인물에 의해 인식되는 세계에 대한 묘사의 수준, 도덕적 판단과 관련

된 일반적 이치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서술자, 3․1운동 이후라는 당대성의 

177)『재생』에 나타난 멜로드라마적 구조에 대한 최초의 지적으로는 홍혜원, 「『재생』에 나타

난 멜로드라마적 양식」,『한국근대문학연구』5권 2집, 2004, 64-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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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을 극대화하는 시간지표의 설정이 그것이다. 이러한 서사적 장치는

『재생』의 서사를 만들어내는 저자가 당대의 현실을 물질추구의 세계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립되는 도덕적 지표를 확립하는 일에 관심을 가진 저

자임을 암시하는 효과를 낳는다.

우선 인물에 의해 인식되는 세계의 묘사 수준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래 기독교 학교에서 교육을 받다가 순기의 꼬임에 의해 백윤희를 만나

고, 차차 학교에서의 교육과는 다른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어가는 순영의 

모습은, 이 두 가지 가치관의 대립 구도를 가장 잘 드러내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서술자는 순영이 부유한 생활에의 유혹에 빠져 들어가는 순간을 그

녀를 초점 화자로 설정하여 그 시선에서 상세하게 묘사한다. 마찬가지로 

자동차에 처음 탄 순간, 이등칸과 일등칸의 침대차, 유흥지로 새롭게 만들

어진 동래온천의 풍경은 순영의 시선으로 매우 상세한 수준에서 묘사된다.

①

순영이는 그 설비의 화려함에 아니 놀랄 수가 없었다. 그의 잠간 진정되었

던 정신은 다시 산란하기 시작하였다. 식탁 위에 놓인 기명들이 모두 은인 

것과 주전자와 술잔 같은 것에는 모두 금으로 아로새긴 것이며, 그 이름도 

잘 알 수 없는 기명에 담긴 이름도 알 수 없는 음식도 순영에게는 놀라왔

거니와, 방에 깔린 보료와 방석에 모두 일월 무늬가 뚜렷뚜렷한 모본단인 

것이며, 이 구석 저 구석에 놓인 화류 문갑 화류 탁자에 오색이 영롱하게 

자개로 아로새긴 것이며, 미닫이 갑창들까지도 모두 금시에 피가 뚝뚝 떨어

질 듯한 화류로 된 것이며, 갑창에서 잠간 삐쭉 내어 민 겹미닫이며 초록빛

하며 이런 모든 것이 수없는 바늘 모양으로 순영의 신경을 폭폭 찔렀다.178)

②

운전수가 운전대에서 익숙하게 툭 뛰어 내려서 순영을 슬쩍 보고는, 모자를 

벗으며 자동차 문을 열고 그리고 올라 앉으라는 뜻을 보인다. 순영은 어찌 

할 줄 모르는 듯이 잠깐 주저하다가 「이럴 게 아니라」하는 듯이 얼른 귀

부인의 위엄을 지으며 한손으로 치맛 자락을 걷어 잡으며 자동차 자리에 

178) 「재생」,『전집』, 삼중당, 1962,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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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 앉았다. 털석 올라 앉을 때에 자리 밑에 있는 용수철(스프링)이 들석들

석 순영의 몸을 움직이게 한다. 그것이 순영에게는 퍽 유쾌하였다. 순영은 

값 가는 비단으로 돌아 붙인 자동차 내부를 돌아 보고 손길같이 두텁고 수

정같이 맑은 유리창과 그것을 반쯤 내려 가리운 연회색 문장을 얼른 손으

로 만져 보고, 그리고는 천장에서 늘어진 팔걸이에 하얀 손을 걸치고는 운

전대 뒷구석에 걸린 뾰족한 칼륨 유화에 꽂힌 백국화 송이를 바라 보았다.

이때의 순영의 얼굴에는 흥분의 붉은 빛이 돌고 가슴에는 알 수 없는 욕망

의 오색 불길이 타올랐다. (중략) 그러나, 이 자동차는 부(富)의 상징이었다.

수없는 인류 중에, 오직 뽑힌 몇 사람 밖에 타 보지 못하는 마치 왕이나 왕

후의 옥좌와 같은, 그렇게 높고 귀한 자동차와 같았다. 자기가 그 자리에 

턱 올라 앉을 때에 순영은 이 자동차의 주인이 되어 마땅한 사람인 듯한 

지금까지에 일찍 경험해 보지 못한 자기의 높고 귀함을 깨달았다.179)

인용문 ①은 금주전자와 금술잔, 다채로운 그릇과 음식, 모본단 보료와 방

석, 자개 문갑과 자개 탁자 등 백윤희의 집에 있는 모든 세간살이의 모습

이 순영의 관찰적 시선에 의해 상세하게 나열되고 있다. 이 서술이 순영의 

시선에 따른 것임은 “이름도 잘 알 수 없는 기명”과 같은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다. 인용문 ②는 자동차를 처음 탄 순영의 시선과 느낌을 서술한 부

분으로 연회색 문장, 팔걸이, 좌석 스프링의 들썩들썩하는 감각 등이 묘사

된다. 순영의 시선을 따라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은 이러한 서술들에서 그

녀의 감각에 최대한 몰입하며 독서를 하게 되고, 현실의 구체적인 사물, 물

건이 줄 수 있는 감각적 충족감이라는 주제를 중심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한편 이것이 단순히 풍요로운 생활의 감각적 만족이라는 의미뿐만 아니

라, ‘진심’이나 ‘마음’과 같은 것과 대비되는 의미를 부여받기 위한 서사적 

장치로 인물의 ‘공상’ 장면의 설정이 있다.『무정』,『그 여자의 일생』,

『애욕의 피안』등 이광수 장편소설에서 인물의 ‘공상’ 장면이 개입되는 

것은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지만,『재생』에서 순영의 공상은 물질적 만족

과 마음의 만족이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뚜렷하게 시각화하는 역할을 한다

179) 위의 책, 36-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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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 특징적이다.

순영의 맘에는 난데없는 봉구가 뛰어들어와 평화를 어지럽게 하였다. 동대

문 밖 고래등 같은 큰 집에 여송연을 피워 들고 선 백과 때 묻은 학생복을 

입고 머리를 아무렇게나 갈라넘긴 봉구와 두 사람이 순영의 분홍꽃 핀 맘 

동산을 서로 제 것을 만들려고 싸운다. 백은『옛다- 금강 석 반지를 받아라-

자동차를 받아라. 음란한 육욕의 만족을 받아라!』하고 거만하게 점잖게 자

기를 부르고, 그와 반대로 봉구는,

『내 몸을 받으소서. 내 맘을 받으소서.』

하고 자기의 발밑에 꿇어앉았다. 순영은 그 사이에 서서 이 팔을 내밀까 저 

팔을 내밀까 하고 망설인다.180)

위와 같은 공상 장면은 그 자체로 남성 인물들의 의미를 분명하게 고정시

킨다는 것, 즉 “금강석 반지”나 “자동차”와 동일시되는 백윤희와, ‘몸과 맘’

으로 대변되는 신봉구의 사회적 의미를 명료하게 시각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순영에게 내려진 선택이라는 과제에 몰입하는 독자들은 의문의 여지  

없이 ‘물질’과 ‘정신’이라는 가치의 항목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며, 어떤 것을 따라야 하는지라는 문제에 마주하게 된다.

한편, 도덕적 판단과 관련된, 세상사의 일반적 이치를 전하는 형태의 특유

의 서술자 설정 역시『재생』을 돈과 사랑의 갈등과 그에 얽힌 도덕적 우

위성에 관련된 이야기로 읽도록 하는 주요한 서사적 장치이다.『재생』의 

서술자는 한 인물이 등장할 때 그에 대한 정보를 요약적으로 제시하면서 

그 인물의 성품, 가치관, 행위의 특성, 특정한 행위의 동기 등을 독자가 미

리 짐작할 수 있도록 한다. 가령, 둘째 오빠인 순기와 백윤희가 ‘흥정에 능

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 그리고 백윤희와 순영과의 관계 역시 

모두 그 ‘흥정’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암시하는 장면 등이 그러

하다.

①

180) 위의 책, 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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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백이나 순기나 모두 실업가다-장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흥정의 

원리를 안다. 흥정의 원리란 것은 서로 배부른 체하는 것이다.

②

순기는 백에게 대하여 더욱 성내는 이유를 보일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한 

푼이라도 더 값을 높여야 하겠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작정한 후에야 비

로소 허락하는 것이 마땅한 것을 알았으며, 겸하여 비록 어린 동생이라 하

더라도 순영의 뜻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인용문 ①에서처럼, 서술자는 먼저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졌을 것으로 추

정되는 일반적인 가치관을 독자에게 전한다. 그런 이후에 인용문 ②에서처

럼 백윤희가 순기를 찾아왔을 때 보인 데면데면한 태도 밑에 숨겨진 순기

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서술로 인하여 독자들은 먼저 순기나 백윤

희가 ‘거래’나 ‘이해관계’에 민감한 인물임을 알고, 그러한 코드에 맞추어 

인물의 행동을 이해하고 평가하게 된다.

이처럼 인물의 행위의 동기를 미리 알고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전지적 서

술자의 존재가, 인간적인 정(情)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인물과 돈이나 이용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인물 사이의 생각 차이를 더욱 뚜렷이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순영이 오랜만에 둘째 오빠인 순기의 집을 

방문했을 때, 어려워진 가정 형편에 동정을 하고 순기에 대한 동기간 애정

을 느끼면서 순기가 자신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는 것이 “나이 많아가며 동

기 생각이 나는 것인가”라고 막연히 추측하는 반면, 순기는 속으로 백에게 

순영을 시집 보내어 자신의 사업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음

이 제시된다. 서술자의 인물 행위 동기에 대한 직접적 제시는, 같은 상황에 

놓인 인물들 간의 생각차를 극대화하여 서술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

또한『재생』내에서의 시간 지표 제시방식은 독자들로 하여금 3․1운동이 

일어난 기미년을 기준으로 당대성의 감각을 충실히 살릴 수 있도록 한다.

봉구와 순영이 처음 만난 것은 “기미년 이월 사오일 전”이며, 이들은 만세 

운동을 통해 서로 가까워진다. 그리고 이야기의 첫 장면 (봉구와 순영의 

자동차 장면)에서 순영이 봉구가 “만 사년 동안 자기에게 어떻게 충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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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것을 회상하는 것으로 보아 첫 장면의 시간 시점은 기미년으로부터 

만 사년이 더 지난 1924년이며, 순영이 ‘지난 겨울 동래온천에 갔다’라고 

말한, 백윤희와의 일은 1923년 겨울이 된다. 실제『재생』이 발표된 것이 

1924년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시간 지표를 통해 이 소설은 연재 당시 독

자들에게 생생한 당대성의 감각으로 다가갔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야기 전개 상황으로 보았을 때 서술자는 봉구의 출옥 이후 순영과

의 만남을 첫 장면에 배치하고, 이후 다시 과거로 돌아가 백과 순영의 만

남을 이야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봉구는 아직도 근 일 년이야 있어

야 감옥에서 나올 어떤 가을날이었다.”라는 표현과 같이, 때때로 서술자는 

순영이 겪은 일들이 일어난 시간 지표를 봉구의 출옥을 기점으로 비교하며 

서술한다. 이를 통해 이 소설이 당대를 시간 지표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한 독자들은『재생』의 저자가 기미년을 중심으로 한 순영과 봉구의 

운명 변화를 그리려고 하는 자임을 감지하게 된다.

이렇게 물질과 정신적 가치 사이의 대립이라는 틀로 서사를 구도화한 이

후, 후자에 속하는 인물들을 형상화하는 방식은 기독교적 윤리에 의거한 

것이면서도 동시에 특유의 민감한 죄의식의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주

목된다. 즉, 후자에 속하는 인물 중 하나가 되는 봉구는 외적인 법의 준수 

여부를 떠나 자기 내심의 도덕률을 지고의 가치로 여기는 인물형으로 그려

진다. 『재생』에서 경주네 집의 재산을 탐하여 김 주사를 죽인 것이 아니

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사실상 김 주사를 죽인 것은 자신이 아닌 것

이 명백함에도 마음 속에서 그 재산을 부러워해본 일이 있었다는 점을 떠

올리며 자신의 죄를 부인하지 못하는 장면을 길게 묘사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사랑에 주렷던 이들』에서 사랑하는 여자를 강간

하려 했다는 부당한 혐의를 받고서도, 그 혐의와는 상관없이 자기 내심으

로 미움과 질투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장면과도 이

어진다.

①

사실상 봉구는 김 의관이 어리석은 것과, 그의 딸 경주가 자기를 사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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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또 그의 아들 경훈이가 못난이 같은 것을 볼 때에 김 의관의 재산에 

탐심을 내지 아니한 것도 아니다. 김 의관을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을 생각

까지 한 일은 없지마는 모든 재산권이 자기의 손에 들어올 때에 알맞추 김 

의관이 죽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하였고, 이따금 순영에게 대한 생각이 

하도 원통할 때에는 어떻게 주인을 속이든지 금궤를 깨뜨리고라도 몇 십만

원 돈을 훔쳐낼 수만 있으면 훔쳐 내려는 생각도 났다. (중략) 봉구는 이러

한 생각은 자기의 맘에 대하여서도 비밀을 지켰다. 자기의 맘에 먹은 이러

한 추한 생각을 자기의 맘에 알리기도 부끄러웠던 까닭이다.181)

②

「조지못한 맘을 품고 들어가섯소?」하길래 나는 내가 음욕을품지아니하였

던 것만 생각하고 처음에는,

「아니오!」

하고 부인하엿스나 다시 생각해본즉 내가 그 방에 들어갈에 김씨를 미워

하는 맘과매씨에게 대하야 일종의 질투를 가진것이 사실이오  그것이 

「조치못한 맘」인것이 분명하길래 나는 다시,

「녜 나는 좃치못한맘을 품고 들어갓소.」하엿고  목사가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죄를 자복하시오?」

하길래 나는 김을 미워한것이나, 매씨를 놀라게한것이나  발ㅅ길로 찬것

이나 모도 나의 죄인것을 알므로,

「녜 나는 나의 죄를 자복하오」하엿고  목사가,

「죄를 지은것이 오직 당신이오? 는 다른 사람도 가티 지엇소?」하길래 

처음에 그을 잘 알아듣지못하엿스나 마츰내 이것이 매씨와김씨에게 관한 

말인줄을 닷고 나는 

「여러분 나는죄인이외다!모든 허물이 다 내게 있소이다!」하고 소리를 

른것이외다.

물론 모든 죄는 다 내게 잇섯다. 내가 웨 이 더러운 일홈을 매씨와 김씨에

게 씨우랴. 나는 내게 책임 잇는 죄나 자복하고 거긔 샹당한벌만 바닷스면 

그만이다. 내가 매씨와 김씨의 공이나 죄를 간섭할 권리를 어듸서 어덧슬

가. 만일 그네게는 무슨 죄가 잇다하면 그것을 자복하는것이나 그것에 상당

한 벌을 당하는것이나 모두 그들의 자유일것이지오. 비록 자긔네의 죄가 잇

181) 위의 책, 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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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죄를 아는 다른 사람이 발설 아니하는것을 고맙게녀겨 가장 한 

사람인체하고 고개를 들고 교회에서 명예로운 직분의 명의를가지는것도 다 

그들의 자유이지오. 이러케 생각한 닭에 나는 모든 허물을 걺어지고 일생

의 희망도 목적도 다 집어던지고 산 송장이되어 동경을 낫소이다.182)

이와 같이 자기 내심의 마음의 죄가 가장 근본적인 죄라고 생각하고, 외

부의 법적 판단과는 상관없이 죄의 유무를 스스로 판단하는 주인공의 형상

을 반복적으로 창조하는 것으로부터, 기독교적 계명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그리고 그 계명에 의거하여 모든 일상 생활과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도 반

복적으로 검열하는 경향이 있는 저자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처럼 묘사 수준의 조절, 도덕적 판단자의 역할을 하는 전지적 서술자의 

설정, 시간적 구조의 배치를 통해 감지되는『재생』의 저자는 기미년을 기

점으로 한 인물의 변화와, 세속적 풍조가 농후한 당대를 살아가는 인물군

상의 다양한 모습을 그리려는 자이다. 그런데 이 암시된 저자는, 때로는 서

술자나 인물의 발화의 표현이나 구조 면에서 텍스트 외부에 있는 실제 저

자 이광수와의 연결성을 환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즉, 서술자의 논평

이나 인물의 특정한 발화를 이루는 단어, 표현 등에 나타나는 작가의 사상

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노출시키는 여러 부분들이 또한 당대 독자들로 하여

금 이야기를 쓰는 작가의 상을 떠올리게 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인용문에서『재생』의 서술자는 스스로 순영의 성격을 

비평하기도 하고, 또 복선을 제시하며 독자로 하여금 순영의 앞날의 불행

을 예감하도록 하기도 한다.

①

참 일순간이었다-일순간보다도 더 짧은 순간이었다-그렇게 짧은 순간에 사

람의 성격은 시험을 당하는 것이다. 순영은 엄한 교육을 받았다. 좋은 말도 

많이 들었다. 정조가 굳어야 할 것도 많이 들었다. 그러나, “누가 보는 사람

이 있소?” 하고 유혹이 부를 때에 또는, “이 기회를 놓치면 일생의 행복이 

아주 영영 지나가버리고 마오.” 하고 유혹이 위협할 때에 그것을 이길 아무 

182) 춘원, 「사랑에 주렷던 이들」,『조선문단』4호, 1925.1, 10-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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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도 없었다. P부인도 여기서 순영의 교육에 실패한 것이다.183)

②

순영이가 십 년 동안 학교에서 얻은 금박은 극히 떨어지기 쉬운 것이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으매 그 금박은 일주일이 못하여 벗어져버리고 말았

다. 그리고 순영은 차차 백과 동무하기 위하여 술 한 잔을 마시기와 담배 

한 모금 빨기까지도 가장 쉽게 배워버렸다.184)

순영이 백윤희의 유혹에 빠진 것을 논평하는 위와 같은 두 인용문의 서술

자의 의견은,『재생』을 연재하던 무렵의 실제 저자인 이광수의 사유와 연

속되는 지점이 있다. 이광수는 1922년 「민족개조론」을 발표했고, ‘허위,

나타, 시기’ 등 조선인의 부정적 민족성을 타파하자는 논의를 강력하게 펼

친 바 있다. 거센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민족성’ 담론을 배경으로 두고 보

자면, 순영의 ‘성격’과 ‘교육’의 상관관계에 대한 인용문 ①의 서술자의 발

화는 인간의 성격과 사회 구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을 전제한 작가의 관

심사를 떠올리게 한다. 인용문 ② 역시, 순영이 받은 교육이 근본적 성격의 

개조 없이는 아무런 효과를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언

술이다. 민족성 담론에 공감하는 독자를 상정하고, 교육에 의해 사람의 성

품이 의도했던 것처럼 긍정적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 어떤 식으로 개조

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장면이 되는 것이다.

상해로부터 귀국한 직후의 심경을 남긴 「감사와 사죄」에서의 언술과 봉

구의 발화의 유사성 역시 봉구라는 인물이 작가 이광수의 연속성을 전제할 

수 있게 한다. 특히 봉구라는 인물이 보여주는 ‘회개’의 서사, 기독교적 담

론에 의거한 인물형 묘사는 당대 이광수가 발표한 산문에서의 수사학과 매

우 유사하며, 전체 플롯에서 ‘물질적 가치’와 대비되는 ‘정신적 가치’ 라는 

것 역시 청교도적 이상을 의미하게 된다. 봉구가 경주의 아버지를 죽였다

는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다가, 재판에서 헌신적으로 자신을 구명하려 

하는 경주와 순영의 태도에 감명 받아 일종의 대대적인 심경 변화를 일으

183) 「재생」, 앞의 책, 75쪽.

184) 위의 책, 87-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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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장면이 있다. 이 장면에서 봉구의 심경변화의 논리는 ‘세상을 원망만 

했을 뿐, 세상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여 보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①

참으로 봉구는 그동안 세상을 원망하였거니와, 세상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

을 생각하여보지 못하였던 것 같다.

<그야 사람들이 나에게 물려준 것 가운데는 이런 감옥같이 좋지 못한 것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 다 고마운 것들이다. 길 하나를 보아라. 그것이 몇 천 

년 동안 또는 몇 만 년 동안에 우리 조상들이 밟아 만들어놓은 것인가, 밥

은 누가 내었나, 벼 심어 쌀 만드는 법, 집 짓는 법, 옷 짓는 법,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지켜오는 이들은 누구인가, 내 몸뚱이는 몇 만 년 몇 만 

대 동안에 몇 만 사람의 피와 살이 합한 것인가, 내가 추위와 볕을 피하고 

자라난 집은 뉘 집인가, 그것은 인류의 집이다. 내가 걸어다니던 길이 인류

의 길인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말이나 사랑이나 내가 가진 무엇이 인류

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나? (중략) 인류의 한없는 사랑으로 내게 그네의 

피땀의 유산을 물려줄 때에 오직 한 가지 부탁이 있었다. 그것은 그 유산을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만들어서 후손에게 전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나

는 이것을 잊었다!>185)

②

나는 격언고대로 「밝아벗은몸」으로 세상에 왓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재

산도 업는 몸이 열한살에 광야에 길일흔 어린양모양으로 세상에 내어던짐

이 됨으로부터 二十년동안에  세상 여러 사람의 애정과 은헤속에 지금

지 살아왓습니다. 내게 잇는것이 업스매 내가 남에게 준것은 하나도 업시 

二十년 하로가티 남에게 바다만 왓습니다. 나의 잔, 굵은, 살 한점, 피 

한방울, 머리털억지 모두 여러 고마운 이들의 은혜로 된것입니다. 이러

케 태산가튼 은혜를 생각할에 내 가 자릿자릿합니다. 친부모나 형제나 

가트면 잘낫거나 못낫것나 혈속의 정으로 나를 먹이기도, 입히기도 귀애하

기도하려니와 부모도 형제도 다 타지못한 나를 무엇이기에 생면부지하는 

185) 위의 책, 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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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이처럼 먹여주시고, 닙혀주시고, 공부시켜주시고, 담베사주시고,

어대 간다면 차비와 선비 주시고, 오면 반가히 마저주시고, 날에는 눈

물로 작별하여주셔서 오늘날지 살아오게하십니.186)

특히 인용문 ①에서의 봉구의 사유는, 「감사와 사죄」의 저자의 논조를 

더욱 벗어나 자신의 삶을 인류 전체의 삶으로 연장시킴으로써 그 의미를 

새롭게 찾는 특유의 상상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상적 자기 이미지를 만

드는 작가의 글쓰기 방식을 보여준다. 인용문에서 보면 의식주 등 인류의 

문화유산을 이어받은 자로서의 감사함의 심정이 중점을 이루며, 이처럼 문

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한다.

자기를 위해 증언한 순영과 경주의 헌신적 사랑에 대한 감사함으로부터 이

어지는 이와 같은 ‘인류’에 대한 감사함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논리적으로 

비약된 부분이다. 그러나 봉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인물들에 대한 감사함

을 ‘인류’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문화의 상

속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고 있기까지 하다. 이러한 심경의 갑작스러

운 비약의 부분은 오히려 텍스트 외부의 실제 저자 이광수의 사상적 특징

을 봉구와 연계시키며 발생한 ‘틈’과 같은 것으로 읽힌다.

인순이 곤경에 처한 순영에게 불운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알려주는 장면 

역시 이광수가 발표한 산문 「의기론」에서의 표현과 연속선상에 있다. 인

순이나 P부인은 백윤희와 대척점에 놓인 인물로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

며 세속의 온갖 욕망을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난 긍정적 인물로 묘사된

다. 즉, ‘물질/정신’적 가치의 대립구도의 큰 플롯 안에서 후자를 상징하는 

인물이며, 이러한 인물의 발화의 표현이 작품이 연재되던 시기 이광수의 

논설에서의 표현과 연속된다는 점은 흥미롭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에요?』

『남을 행복되게 하도록 힘쓰는 것이지. 말하면 의와 그 나라를 구하는 것

이지!』

186) 춘원, 「감샤와 샤죄」,『백조』2호, 1922.5, 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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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와 그 나라?』

『왜?』

『내게는 너무도 높구료- 그것이 너무도 멀구료. 내 손에 닿는 행복은 없을

까?』187)

인순은 순영에게 “의와 그 나라를 구할 것”을 일생의 목표로 삼으면, 헤

매며 방황할 일이 없을 것이라 말한다. 백윤희와의 갈등과 봉구와의 사랑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순영에게 있어 “의와 그 나라를 구할 것”은, 서

술자의 발화상 맥락으로 보아 순영이 돈이나 물질적 가치에 휩쓸리기보다

는 세간적 욕망에 초연하고, 그러한 것들을 초월한 삶을 산다는 의미에 가

깝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망을 설정하는 것은 텍스트 외부의 저자 이광수

의 목소리와도 겹쳐지는 부분이다.

이광수는 1924년 발표한 「의기론-예수의 당신을 따르는」이라는 글에서 

감정, 욕망을 누르는 온갖 이성의 작용, 이기와 사욕을 버리고 이타를 위한 

것을 ‘의기’로 말하고 있기도 하다. 이 두 가지 간의 끊임없는 길항과 갈등

을 이겨내는 것이 진정한 의기를 얻는 길이며, 공자가 일흔이 되어 하고 

싶은 것을 해도 의에 어그러짐이 없게 되었음을 이야기한 경지, 예수가 십

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러한 내적 고투의 최종점을 

말한 것이라 해석하고 있다.

엇지 그것이랴. 혼자 방에 안저서 게으른 생각이 날에 스스로 우치는

것도 의긔요, 맘속에 조치못한 생각이 닐어날에 엄숙한 인격의 위엄으로 

그것을 누르는것도 의긔요, 내 맘이 혹은 돈에, 혹은 일홈에, 혹은 안락에,

혹은 모든 의롭지못한일에 리려할에 엄졍한 량심의 채으로 자긔의 

맘을러 땅ㅅ속으로 들어가랴는 인격의 위엄과 가치를 어올리는것도 의

긔다. 아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의긔요 가장 근본되는 의긔다. (중략)

공쟈님이 「나는 일흔살에야 하고 십흔것을 다하여도 의에 어그러짐이 업

섯노라」하심이 이 완전한 승리를니르심이다. (중략) 예수서 십자가에 달

려서,「다 이루었다」하신것이 최후의 개선가가아니냐188)

187) 「재생」, 앞의 책, 1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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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재생』은 서술자를 창조하거나 봉구라는 인물형을 묘사할 때『재

생』의 외부에 놓인 다양한 텍스트들 -『사랑에 주렷던 이들』, 「금강산

유기」,「감사와 사죄」와 같은 글과의 상호텍스트성을 부각시키면서 작품

을 쓰고 있는 작가의 사상적 측면을 환기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재생』

에서 「감사와 사죄」나『사랑에 주렷던 이들』과 같은 글에서 드러나는 

기독교적 윤리를 서사적 플롯 창출에 있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배치하고 있음은 실제 작가 이광수의 사상과 연속성을 두드러지게 하는 특

징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 이러한 서사적 장치들에 의하여, 자동차,

일등침대차, 동래온천 등등 세세하게 묘사되던 당대의 풍속은 ‘물질/ 정신’

의 대립 구도 속에서 배격해야 할 것으로 의미화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물질/정신’의 이분법적 대립의 서사는『재생』에 직접적으로 

서명(書名)이 언급되는 오자키 고요의『곤지키야샤』에서의 애정 갈등으로,

또 조선에서는『장한몽』으로 번안되고 신파극으로 공연되며 인기를 끌던 

대중적 서사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광수는 이러한 서사의 대중성이라는 효

과 이외에도, 애정 갈등 자체를 자신이 파악한 당대의 시대적 분위기나 풍

속의 이면에 있는 정신적 리얼리티를 드러내는 매개로 사용한 목적이 더욱 

크다.

『사랑의 다각형』역시 ‘은교-은희-귀남’, ‘은교-은희-장식’의 삼각관계의 

중첩을 통해 당대 청년들의 애정풍속도를 묘사하고 있는 소설이다.『재

생』이 3․1운동 이후 조선 청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소설이라고 작가가 

언급했다면, 이 소설 역시 ‘은교-은희-장식’의 삼각관계 축을 통해 물질적 

쾌락을 추구하는 여주인공과 각기 물질성과 정신성을 상징하는 두 남성인

물 사이의 갈등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재생』과 연속되는 작품이다.

이러한 풍속도 중에서 ‘정신성’의 회복을 추구하는 작가의 주제의식은『재

생』에서 봉구의 회개 서사나 죄의식의 각성과 같이 기독교적 담론과의 교

차성이라는 것으로 구현되었듯, 은교라는 인물형의 묘사를 통해 두드러진

다. 그리고 이 역시도 「의기론」,『H군을 생각하고』나 「옛 조선인의 근

188) 이광수,「의기론-예수여 당신을 르는」,『조선문단』3호, 1924.12, 67-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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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도덕」과 같은 산문, 다른 작품들간의 상호텍스트성을 부각시키는 특정

한 장면에 의해 인식된다.

그런데『재생』과 구별되는『사랑의 다각형』의 특징은 인물의 발화에 실

제 저자 이광수의 목소리가 밑바탕이 된 여러 담론적, 표현적 유사성을 발

견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소설 언어의 다성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암

시된 저자의 상을 구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텍스트 외부에 있는 실제 

저자의 사상을 전달한다는 서술 의도를 더욱 표면적으로 드러낸 작품이기

도 하다.

<회광> 장 서두를 보면, 서술자는 은교에 대하여 ‘강한 의지력의 소유자’

라 말한다. 서술자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진로를 포기하면서 뒷바라지를 

한 은희의 배신을 겪은 이후에도 섣부른 복수나 자기파괴의 길로 들어서지 

않고 자신의 미뤄왔던 삶을 개척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다. 서

술자는 은교의 성품을 위와 같이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은교의 사

상과 성격의 일단”을 드러내 주는 편지를 직접 인용한다. 그런데 이 편지

를 단순히 은교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만 인용하는 것은 아니다. 특이

하게도 서술자는 “이 편지를 받는 이의 인물 여하를 알 수 있을 것을 믿는

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서사 내에서 은교의 편지를 받는 것으로 나

오는 ‘선생님’은, 사건 전개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며, 오로지 이 편지 

장면에서만 수신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인물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실제 편지 내용은 텍스트 외부에 위치하는 실제 저자 이광수의 전기적 이

력, 사상, 표현과 유사한 발화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편

지의 서두에서 은교는 “상해에서 제게 주신 교훈의 말씀과, 선생님께서 일

생을 몸소 보이신 본”을 따라가지 못했음을 후회한다. 그러나 부족하나마 

자신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 “진리의 생활”을 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

하고, 은희의 배신에 대해서도 자신이 적극적으로 용서할 것을 택했다고 

말한다. 이러한 부분은 1919년에서 1921년 사이 이광수의 상해 체류와 도

산과의 만남을 상기하도록 하는 면이 있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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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이 꼴이 되었더라도 저 은교는 결코 선생님을 아주 저버린 놈은 아니

옵니다. 부족하나마 선생님의 뒤를 따라서 진리의 생활은 하노라 하였습니

다. 남의 집에서 심부름을 하거나, 또는 농장에서 노동하거나간에 거짓말이

나 속이는 일은 아니하려고 힘썼사옵고, 또 누구든지를 물론하고 남을 미워

하는 생각을 아니 먹노라고 힘썼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배반하고 달아난 

때에도 저는 그 여자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생각을 아니 먹으려고 힘썼습

니다

선생님, 거짓과 미워함이 인류의 모든 불행의 근원일뿐더러, 진실로 조선 

백성을 망쳐 놓은 원수-불공대천지수인 것을 저도 믿습니다. 이렇게도 못난 

제 속에도 선생님의 정신이 아주 스러지지 아니하였습니다.189)

②

다만 부러운 것은 그의 기계문명이오나, 그것은 우리가 본받기에는 너무도 

값이 비싼가 하옵니다. 미주에서 배우는 가장 큰 것이 그의 배금사상과 성

적 향락주의, 이것은 조선의 일군이 될 젊은 남녀들에게는 아편이 아닐까 

합니다. 간디의 주의로 이르면 독신의 맹세와 안락 아니하는 맹세에 어그러

지는 것이 아닙니까. 저부터도 아름다운 계집을 끼고 안락한 생활을 하려는 

욕심을 따르다가 실패한 사람입니다. 저를 배반하고 달아난 송 은희는 이 

배금주의와 성적 향락주의를 가장 잘 깨달아서 성공한 사람인가 하옵니다.

이를테면 가장 미국 문화를 잘 이해한 아메리카니즘의 사도인가 합니다. 어

찌 송 은희 한 사람 뿐이겠습니까. 미주에 와 있는 조선의 청년 남녀는 대

다수 그러한가 합니다.190)

인용문 ①에서처럼, 거짓을 경계하고 남을 속이거나 미워하지 않으려 노

력했다는 것은 실제 저자 이광수가 상해에서 처음 접했던 흥사단 문답에 

포함된 정신을 떠올리게 한다. “거짓과 미워함”이 “조선 백성을 망쳐놓은 

원수”라는 말에서, 이것이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감각이 아니라 조선이라

는 공동체의 재건과 관련된 실천적 윤리로 수용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자신을 배신한 여자일지라도 미워

189) 「사랑의 다각형」,『전집』7권, 삼중당, 1962, 416쪽.

190) 위의 책,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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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는 다짐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라는 톨스토이의 가르침에 

깊이 공명했음을 여러 글에서 언급한 저자 이광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인용문 ②는 서구의 사상적 특징을 ‘배금사상’과 ‘성적 

향락주의’로 보고 이것이 조선의 청년남녀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

음을 경계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은 「옛 조선인의 근본도덕」에서 말

하는 영국이나 미국식 개인주의에 대한 반감, 비판 담론의 그림자가 드리

워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우리 朝鮮에도 英米式 개인주의, 자유주의라는 것이 수입되어 사람들은 많

이 저와 제 행복, 긔껏 범위를 넓힌대야 제 가정의 행복, 행복이라기보다도 

享樂을 爲主하게 되고 남이나 제가 속한 집단전체를 위하야 즉 우리, 또는 

저들을 위하야 저를 희생하야 奉仕하자는 정신이 심히 薄弱하야젓다. 이것

은 진실로 慨嘆할 일이다.191)

또한『재생』과는 달리『사랑의 다각형』에서는 인간의 내심에 자기도 모

르게 자리하는 질투, 시기, 미움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날카롭게 감지하여 

독자에게 알려주는 심리적 비평가로서의 서술자의 존재가 두드러진다. 이

는 행동적 죄 뿐만 아니라 마음에 먹은 생각까지도 부정한 것이 있을 경우 

죄로 간주한 엄격한 종교적 계율에 대한 의식을 염두에 둔 설정이다. 그리

고 이와 같은 서술자의 등장은 이광수의 다른 작품, 가령『재생』에서 봉

구나『사랑에 주렷던 이들』의 ‘나’가 외부의 법을 준수하거나 위반하는 

문제보다도 자기 내심의 생각을 기준으로 죄의 유무를 판단하던 것의 보다 

확장된 변주 형태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식이 서사화된 사례로 은희가 민장식에게 버림받고 다시 은교를 

찾아왔을 때, 은교를 사랑하는 옥귀남이 은희를 대하는 외적인 호의의 태

도와, 은교에 대한 사랑 때문에 기실은 떠난 그녀가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

는 내적인 마음 사이의 괴리를 가감 없이 폭로하는 서술자의 언술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분은 인물이 의식하지 않으려 하는 추하고 부끄러운 이

191) 이광수, 「옛 조선인의 근본도덕, 전체주의와 구실주의 인생관」,『동광』34호, 1932.6,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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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심리까지도 날카롭게 발견해 내는 비평가이자 엄중한 도덕적 기준을 적

용하는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이 부각되는 부분이다.

①

은희 편으로 보면 결코 은교가 미워진 것은 아니니까, 은교라는 사람에게 

대한 애정은 있으니까, 만일 은교에게 돈만 있게 하면 은교를 위하여 일생

을 변치 아니할 정숙한 아내 될 생각 있으니까, 또 갑자기 편지에 쓰는 말

을 변하면 은교의 의심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니까, 또 몸은 민 장식에게 내

어 맡기더라도 은교에게 편지로나 정을 주는 것이 밑천 드는 일이 아니니

까 은희는 은교에게 옛날과 다름 없는 편지를 한 것이다.

②

은희의 편지를 받기 전에는 이러한 생각은 귀남의 의식의 맨 밑에서만 떠

돌아서 귀남 자신도 잘 알지 못하였고, 또 조금이라도 그러한 생각과 비슷

하게 생긴 자가 고개를 드는 눈치만 있으면 귀남은 아궁이에서 나오는 불

길 모양으로 덮어 눌러버렸던 것이다.

『아이구, 이를 어찌해! 형님도 가엾으시어라!』

하고 귀남은 일부러 소리를 내었다. 그리해서 자기의 양심에 부끄러웠던 것

을 꽉 덮어 내리려고 하였다.192)

인용문 ①은 은희가 은교를 떠나 민장식과 혼인한 이후, 그동안 학비를 

대준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편지를 보낸 이유를 서술자가 말하는 부분이

다. 이 때 서술자는 편지를 쓰는 은희의 행위 뒤에 숨겨진 여러 가지의 동

기를 낱낱이 파헤쳐 독자에게 제시하고 있다. 인용문 ②에서도 서술자는 

귀남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심리까지도 모두 알고 있는 자이다. 그는 인

물의 한 마디 말에 담긴 생각, 무의식의 층까지도 낱낱이 해부하여 독자들

에게 제시하는 자로서, 한 순간 마음에 스친 인상까지도 놓치지 않는다. 이

러한 서술들을 통해 독자는 인물의 한 순간 생각과 마음까지도 미세하게 

관찰하며 이를 이들의 말과 행동에 연결시키는 치밀한 서술자의 존재를 독

192) 「사랑의 다각형」, 앞의 책, 4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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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내내 감각하게 되고, 더 나아가 이러한 서술자를 설정함으로써 이야기

의 전개를 인물의 생각과 행위의 도덕성, 윤리성이라는 주제와 연결 지으

려는 저자의 의도까지도 함께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사랑의 다각형』은 서술자가 조선의 한 부분을 대표하는 성격들

로 각 인물을 묘사한다는 작가적 입장을 바로 밝히고 있다는 점, 따라서 

서술자와 이야기를 쓰는 작가 사이의 거리가 다른 그 어떤 텍스트보다도 

적은 텍스트라는 점을 환기한다면, 이와 같이 내심의 죄까지도 낱낱이 보

는 전능한 신(神)과 같은 서술자의 심리적 비평은 기독교적 윤리에 충실한 

작가의 의식을 떠올리게 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 여자의 일생』은 동경 유학생들의 자유연애 사상, 그리고 그것이 빚

어내는 운명적 파탄을 서사화한 작품이다. 기본적으로 금봉이라는 한 여자

의 기구한 일생을 이야기하는 여성 수난담 구조를 변용한 이야기로서, 다

양한 인물들을 등장시켜 당대의 애정 풍속을 세밀하게 묘사하고자 한 작품

이다. 한 사람에 대한 일생의 사랑을 지켜가는 순정적 사랑 대신, 그 때마

다의 필요에 의해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긍정하는 을남, 여성을 일종의 ‘기호

품’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는 대상으로 여기는 김광

진,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찬 손명규, 세속의 모든 욕망을 초월하여 기

독교에 귀의해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참 가치로 믿는 서정희, 오직 조선을 

구할 단체활동에의 헌신을 지고한 보람으로 찾는 임학재 등 다양한 가치관

을 지닌 인물들이 등장한다.

『사랑의 다각형』과 마찬가지로『그 여자의 일생』의 서술자는 인물의 

성품이나 심리를 꿰뚫고 있으며 이를 전지적 입장에서 분석할 수 있는 일

종의 ‘심리분석자’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욕심꾸러기’ ‘둔한’

등의 형용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적 특징을 직접적으로 발화하고, 또 인물

의 외양과 성품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을 전제하고 서술을 진행한다는 점에

서 개별 인물의 ‘성격적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독자에게 인식시

키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금봉의 계모 김씨의 성마른 성미를 뾰족한 

얼굴과 이목구비를 묘사하며 암시하는 부분이나, 손명규의 두꺼비 같은 인

상이 둔한 욕심과 연결됨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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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얼굴이 둔하게 생기고 목이 대받고 어깨가 쑥 올라가고 한 모양이 

우직하다는 인상을 줄 법하지 간교하다는 인상은 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우직한 듯한 것이 교장의 신용을 얻은 큰 밑천이었다. 더구나 그의 퍼렇고 

두껍고 뒤둥그러진 두 입술은 도야지 주둥이를 연상케 하였다. 그 입술 모

양은 둔한 욕심꾸러기를 표시하는 듯하였다.193)

더불어, 같은 시공간에 존재하며 같은 것을 보는 인물들이 그 동일한 대

상에 대하여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얼마나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지를 순

차적으로 보여주는 서술 방식으로 인하여, 등장인물들을 무대에 올라온 극

적 인물처럼 형상화하며, 개별 인물들의 성격이나 가치관을 뚜렷이 제시하

고 있기도 하다. 194) 가령, 동경 유학생이자 친구 사이인 심상태와 조병걸

의 성격을 묘사하면서 각자의 성품에 따라 상대방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인식의 괴리가 얼마나 큰 것인지까지를 모두 알고 분석

하는 서술자의 다음과 같은 발화는, 인물의 성품을 분석하는 심리 분석의 

역할을 하는 「그 여자의 일생」의 서술자의 고유한 특징을 더욱 부각시키

는 부분이다.

상태는 제가 도무지 감정에 움직이지 아니하고, 제 속을 남에게 털어 놓지 

아니하고, 누가 무어라고 하든지 참으려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것을, 또 

맞추려 들면 어느 놈의 비위든지 다 맞출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것을 인생

의 보배로, 제 인격의 힘으로 믿고 있다. 그와 반대로, 병걸이가 남에게 싫

은 소리 못하고 남의 말에 거절 못하고, 양심에 거리끼는 일 못하고, 맺힌 

데 없고 묽은 것을 큰 결함으로 보고 있다. 병걸이와 같은 사람은 결국 제 

이용물이요, 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 병걸이 편으로 보면, 상태는 마음이 표독하고, 양심보다 꾀가 많이 발달

하여 결코 마음을 허할 사람이 되지 못하는 줄을 알지마는, 아무리 그러한 

193) 「그 여자의 일생」,『전집』7, 삼중당, 1962, 13쪽.

194) 소설 속 연극성이라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묘사적 특징은, 이 시기 이광수가 셰익스피어의

『오셀로』,『맥베스』,『리어왕』등을 ‘성격비극’으로 지칭하며 이와 같은 장르에 대하여 관

심을 표했다는 것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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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이기로, 만사에 저를 위하여 호의를 가지는 병걸 자신에게 대해서야 설

마 일생에 저버리는 행동이야 하랴, 이렇게 믿고 있다.

오래 사귀인 정이 이 두 사람의 성격의 틀림을 싸고 덮어온 것이다.195)

서술자의 인물 심리에 대한 전지성, 그리고 이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편

재성을 최대한 활용한 서술적 특징의 또 다른 예로 로미오와 줄리엣 연극

을 보러 온 유학생들의 장면을 들 수 있다. 동경에서 연극 로미오와 줄리

엣을 구경하는 장면에서도, 서술자는 영문학도 문영, ‘자유주의자’ 형식, 자

유 연애주의자 을남, 열정적 기질이 넘치는 금봉의 서로 각기 다른 관심사

와 기질을 차례대로  묘사한다. 이와 같은 묘사의 순차성과 상세함이 마치 

인물들을 차례로 무대에 등장시켜 보여주는 것과 같은 특유의 소설적 효과

를 낳는다. 더구나 이들이 같은 시공간에 놓여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

과 감정을 갖는 것을 낱낱이 밝힘으로써, 인물의 내면적 드라마가 좀 더 

부각되는 효과가 생긴다. 예를 들어 연극의 같은 장면을 보면서도 형식은 

보다 더 큰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연애나 문학과 같은 ‘감상적인 것’

에 함몰된 사람들을 비판하며, 금봉은 임학재를 사모하는 자신을 줄리엣의 

처지에, 그리고 임학재를 로미오의 처지에 비겨 감정을 이입하며, 을남은 

본래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분열을 즐기는 취미가 있는 만큼 형식과 문영

의 갈등을 흥미롭게 지켜본다.

그런데 영문학생 문영(文榮)으로 말하면 일신이 도시 열정이요, 마음에는 지

붕도 없고 문도 없는 듯한 사람이었다. 그는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 가

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잘 웃고 잘 울고 잘 성내고 잘 사랑한다. (중략)

금봉에게는 이 열렬한 연애의 장면들을 다만 연극으로만 볼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다만 취하였을 뿐이었으나 차차 금봉은 객의 지위를 떠나서 극중

의 인물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중략)을남은 형세가 대단히 불온한 것에 쾌

미를 느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보면 을남은 언제나 

기뻤다. 길에서라도 싸움하는 것을 보면 갈 길을 잊고 끝까지 구경하다가 

싸움이 끝이 나면 섭섭하였다.196)

195) 「그 여자의 일생」, 앞의 책, 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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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서 주로 순영의 시선에 미친 새로운 근대적 문물에의 매혹을 

세밀하게 묘사함으로써 외적인 풍속도를 재현하고 있다면,『그 여자의 일

생』에서는 동일한 장면에 등장한 연극적 인물들의 내면을 서술자가 순차

적으로 재현하고 그 차이를 비교할 수 있게 해 주는 방식으로 당대 사람들

의 가치관, 세계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심리분석자’로서의 서술자 설정은『사랑의 다각형』과 공통적

이다. 그러나『그 여자의 일생』의 고유한 특징은 인물의 운명을 미리 알

고 있으며 이를 여러 ‘복선’의 형태로 암시하는 암시된 저자의 서사적 장

치와 더불어 한 인물의 ‘성품’과 그가 맞게 되는 ‘운명’ 사이의 밀접한 관

련성을 강조하는 서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작품 초반부 금봉의 

어머니인 계향이 유서에서 “얼굴이나 재주나 돈으로 남편을 고르지 말고 

꼭 덕으로 남편을 골라야 한다. 여자의 일생이 한번 몸을 더럽히면 영영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것”197) 이라 경계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그를 따르지 

않아 파멸에 도달한 금봉의 운명을 예시하는 일종의 복선 부분이다. 또 금

봉의 성품이 가벼워 양금을 좋아하나 부디 거문고처럼 무거운 사람이 되라

는 경계 또한 이후 금봉의 잘못된 선택을 암시, 미리 경계하는 역할을 한

다. 동경 유학을 꿈꾸며 학비가 부족함에 걱정하던 금봉이 손명규와 서서

히 가까워지는 것, 그리고 ‘남의 뜻을 거절하지 못하는’ 금봉의 성격적 약

점에 대한 서술자의 직접적 발화들과 맞물려, 금봉 특유의 성품이 그의 선

택과 운명을 어떤 식으로 좌우하는지를 보여주는 서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금봉뿐만 아니라, 서사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내면 심리의 분석은 

서사가 전개될수록 쾌락이나 물질을 추구하는 을남이나 금봉, 숙희와 같은 

인물들이 맞이하게 되는 불운한 운명에 대한 설명과 자신들의 불운의 원인

을 자각하게 되는 인물의 내적인 방향전환의 장면으로 수렴된다. 이는『재

생』의 봉구가 복수를 위해 돈을 좇다가도 감옥 안에서 경주와 순영의 헌

196) 위의 책, 154-159쪽.

197) 위의 책,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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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생각하며 새롭게 태어나거나,『사랑의 다각형』에서 은희의 배신을 

당하면서도 잊고 있었던 공동체에의 헌신이나 은희에 대한 용서를 다짐하

는 은교의 ‘회광’의 서사와 연결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그 여자의 일

생』에서는 등장인물의 극화 경향성 때문에, 다양한 인물 사이의 ‘토론’ 장

면을 통해 인물이 스스로 이것을 자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다

르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이 우주가 있고 우리 인생이 있겠어요? 숙희

도 양심이 있길래 죄 지은 것을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이 영혼이 아니

고 무엇이오?』하고 확신 있게 말한다. (중략) 이렇게 몸소 깨끗한 생활을 

실행하는 정희기 때문에 그의 말은 입으로만 진리를 말하는 종교가들의 말

과 달라서 힘이 있었다. 을남과 금봉도 그 힘에 눌린 것이었다. (중략)

아무리 하여도 정희가 걸어 가는 길이 바른 길 같았다. 을남이가 제 과거를 

생각하매, 제가 하여 놓은 일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마는, 세상에, 이

웃 사람에게 좋도록 한 일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마는, 제 한 몸의 낙

인들 얻은 것은 무엇인고? (중략) 더구나 여기 눈앞에 누워 있는 금봉이와 

저쪽 방에서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숙희를 생각할 때에 이른바 자유

주의자라는, 가장 새로운 사상을 가진 선구자라는 자기네의 인생관의 끝이 

어떠하다는 것을 보는 것 같았다.198)

그리고 이러한 풍속 재현과 이를 ‘물질/정신성’의 도덕적 대립의 서사로 

치환하는 과정에서,『사랑의 다각형』에서처럼 인물과 텍스트 외부의 실제 

저자 이광수의 사상적 유사성을 부각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도 하다.

『사랑의 다각형』에서는 은교의 편지를 서술자가 인용하는 방식, 즉 인물

의 발화와 저자의 목소리가 겹쳐지는 다성성의 특징을 보여준다면,『그 여

자의 일생』에서는 서술자의 발화와 저자의 목소리가 겹쳐지는 부분이 존

재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여주인공 금봉이 사모하는 인물로 그려지는 임

학재를 설명하는 서술자의 발화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98) 위의 책, 307-3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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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재가 중심이 된 그 사업 계획이란 것은 기미년 사건에 흥분되었던 반동

으로 청년의 마음이 이기적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 것을 바로잡

아서 일종의 정신적인 청년 운동을 일으키자는 것이었다. 그 계획의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으나, 옛날 독일의 「루젠드분트」(덕을 닦는 회)와 간디의 

「사챠그라하」의 장점을 취하고 거기다가 조선의 옛날 정신운동인 국선도

(國仙道)의 정신을 가미한 것으로, 학재 자신이 그리스도교 신자인만큼 그리

스도교적 색채를 띤 것이었다. 물론 직접 행동을 하려는 것도 아니요, 또 

당장 정치적 색채를 띤 운동을 하려는 것도 아니요, 오직 정신적으로 참된 

마음으로 조선의 장래를 위하여 일하겠다는 순결한 청년을 규합하여 훈련

하자는 것이었다.

이것은 학재가 발명한 사상은 아니었다. 학재에게도 그러한 생각이 있기는 

있었으나 그 생각을 체계화한 이는 따로 이었다. 학재는 어떠한 기회에 간

접으로 그 사상을 받아 가지고 공명하여 제 몸을 이 일을 위해서 내어 놓

기로 결심한 것이었다.199)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 서술자가 말하는 임학재의 사상은 이광수의 

전체 작품 세계에서 유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층위에서 텍스

트 외부의 저자 이광수, 더 나아가 그가 속해 있던 수양동우회의 사상을 

지시하고 있다. 직접적 정치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청년들을 규합하려 한다

는 것, 간디의 사티아그라하 운동이나 조선의 옛 국선도(國仙道) 사상을 모

델로 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하다. 그리고 안창호를 통해 상해에서 흥사단

에 처음으로 입단하며 사상적 감화를 받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논설과 소

설을 통해 형상화한 저자의 전기적 이력이나 사상적 궤적 역시 그대로 투

영되고 있다.

서사 내에서 임학재는 뚜렷한 신념의 힘이 부족한 금봉의 운명적 파란에 

있어서 그 오빠 인현의 존재와 함께 종교적 의지처의 역할을 한다. 특히 

돈이나 육체적 쾌락 등을 탐하는 소설 내 다른 인물들, 그리고 그 인물들

의 욕망에 휩쓸려 들어가는 주인공 금봉과는 다르게, 금봉이 지향해야 할 

이상적 가치관의 표상으로서 그려지는 것이 특징이다. 금봉은 자신의 잘못

199) 위의 책, 108-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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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선택으로 운명적 불행에 마주쳤을 때, 탐욕이나 이기심보다는 청교도적

이니 사랑관을 보여준 학재로 인한 감화를 떠올리며 자신의 행위를 되돌아

볼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이다.200) 이러한 설정을 통하여 독자는 텍스트 

외부에 위치한 존재, 수양동우회의 신념이나 강령이 실제 현실에 미치는 

감화력을 강력하게 긍정하는 암시된 저자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다.

이후『그 여자의 일생』에서는 자유 연애주의자, 열정이 결여된 냉소주의

자, 돈과 여색에 대한 탐욕에 가득찬 인물 등 다양한 인물들의 가치관을 

제시하면서, 서사의 후반부에 가서 자유 연애주의자나 그들의 가치관에 물

든 금봉과 같은 인물의 참회와 회개의 서사가 이어진다. 을남이나 금봉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세속의 애정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감탄하

는 장면, 을남이 학재와 금봉의 사이를 질투해서 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고백하고 죄를 용서해줄 것을 청하는 장면, 금봉이 오빠 인현을 따라 금강

산 절에 가서 명상을 하면서 손명규의 부유함 때문에 그와 결혼하고, 김광

진의 아이를 낳은 자신의 복잡다단한 삶 전체를 거울에 비추듯 보게 되는 

공상 장면이 전개된다. 이와 같이 물질이나 세속적 행복을 추구한 인물의 

비참한 말로와 참회, 회개의 서사가 이어짐으로써 당대 현실의 가볍고 변

하기 쉬운 애정 풍속도를 비판하고, 보다 정신적이고 자기희생을 추구하는 

삶이 지닌 가치를 긍정하고 있다.

이처럼『그 여자의 일생』의 암시된 저자는 개별 인물들의 성격적 특징을 

명료하게 제시하며 이들의 성품의 강점과 약점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서술

자를 전면에 내세운 자이다. 또한 이 서술자는 동일한 상황에서의 개별 인

물들의 성품과 가치관의 차이를 비교하여 제시할 수 있는 ‘심리분석자’로

서의 역할을 자처한다. 이러한 서술자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동시에 개별 

인물의 앞으로의 운명을 복선의 형태로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자이기도 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물질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인물들의 운명을 파탄에 직면하도록 하고 인물로 하여금 스스로 그것을 깨

닫게 하는 자이며, 이들과 대립되는 보다 높은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는 인

200) 임학재 인물형의 특징을 분석하는 152쪽부터 해당 부분까지는 서은혜,「이광수 소설의 ‘사

랑’ 형상화와 자전적 언술행위」, 『구보학보』13집, 2015, 274-276쪽에 실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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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들을 긍정하는 자이기도 하다.

『애욕의 피안』역시 다중의 삼각관계 갈등을 통해 물질이나 쾌락의 추구

와 정신적 사랑 사이의 도덕적 선택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

의 작품들과 궤를 같이 한다. ‘문임-은주-김장로’, ‘혜련-강영호-임준상’ 의 

갈등의 축이 서사를 이끌어나가는 동력이다. 이 소설은 긍정적 인물형 과 

부정적 인물형이 뚜렷하게 구분되고, 이 두 인물군 사이의 성격 차이가 서

술자의 평가적 판단의 발화로 제시된다는 점에서『사랑의 다각형』,『그 

여자의 일생』과 연속된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손

해를 보더라도 남을 먼저 위하는 자기희생의 삶에 대한 추구는 은주나 강

영호와 임준상의 대비 구도를 통해 강조된다.

서술자는 곳곳에서 혜련에 의해 인식된 설은주나 강영호의 성격을 ‘높은 

것’으로 긍정적으로 서술하며, 이와 대비되는 인물은 임준상의 성격을 ‘옳

은 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한다’라고 비판적으로 이야기한다. 은주는 

옳다고 믿는 것을 끝까지 지키는 태도로 인격자로서 혜련의 존경을 받지

만, 준상은 여러 가지 성격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쾌락과 유혹에 약한 면을 

지니고 있음이 서술자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화된다.

①

말도 없고 하는 체도 없이 저 할 일을 하고 있는 그 인격이, 또 이를테면 

자기(은주-인용자 주)에게 중대한 모욕을 주었다고 할 만한 혜련 자기에게 

대하여서도 원망하는 빛도, 그렇다고 아첨하는 빛도 없이 예사롭게, 그러나 

웅성깊은 무슨 슬픔과 생각을 가진 듯한 묵직한 태도를 지켜서 도무지 법

도에 넘는 것이 없이 못 및고 지나치는 것 없이 하는 것이 무섭도록 높은 

것 같았다.201)

②

강 선생이 맡은 과목은 수신과 한국어 작문과 서양사였다. 어느 과정이나 

강 선생의 강의면 아이들이 다 환영하였고 그중에도 혜련은 가슴 설레는 

감격을 가지고 한 마디도 빼어놓지 아니하고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강 선

201) 「애욕의 피안」,『이광수전집』8, 삼중당, 1962, 2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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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 가르치는 말은 마치 바로 맞은 화살과 같이 쏙쏙 혜련의 가슴을 파고

들었다. 더구나 수신 시간에는 강 선생은 성자와 같이 열 덩어리가 되어서 

무슨 재료이든지 「사람이란 이해관계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옳다고 믿는 

바 신념을 따라서 살아갈 것이라」는 결론으로 인도할 때에 십육칠 세의 

계집애들도 모두 주먹을 불끈불끈 쥐었다.202)

③

그(준상-인용자 주)는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남의 말을 듣거나 책을 보면 

얼른 알아듣는다. 알아들을뿐더러 능히 남에게 그것을 전하고 주장하는 변

재와 일시적인 열도 있다. 그러나 그는 그 「옳음」이란 것을 꽉 붙들어서 

제 생명에다가 못박아 붙이지를 못한다. 그는 옳은 것을 잘 알면서 하나도 

옳은 일을 하지는 못하는 그러한 조선의 현대에서 흔히 보는 성격 중의 하

나였다.203)

인용문 ①은 혜련이 은주를 바라보며 느낀 것들이 서술되는 부분이다.

“인격” 혹은 “법도에 넘는 것 없이”, “높은”이라는 어휘는 혜련이 본 은주

의 도덕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표현으로 인해 은주는 서사 내에서 

긍정적 인물로 의미화된다. 인용문 ②에서도 혜련이 강 선생에 대해 느끼

는 것, 즉 “가슴 설레는 감격”, “성자와 같이” 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강

영호라는 인물을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반면 인용문 ③에서는 서술자

의 직접적 발화로 준상의 우유부단하고 무른 성격적 단점이 제시된다. 더

구나 “조선의 현대에서 흔히 보는 성격 중의 하나”라는 서술자의 발화는,

단순히 혜련, 준상, 은주 등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저자뿐만 아니라,『재

생』,『사랑의 다각형』등을 통하여 ‘현대 조선인의 성격적 장처와 단처’를 

그림을 역설했던 텍스트 외부의 실제 저자 이광수를 환기하는 측면이 있

다.

그리고 이러한 남성 인물군의 대비는 여주인공 혜련의 호감도에 대한 서

술과 함께 더욱 그 긍정성과 부정성의 대립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혜련

202) 위의 책, 273쪽.

203) 위의 책, 2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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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세속적 애욕, 미움, 질투 등에 환멸을 느끼고 요한묵시록에 나오는 듯한 

다른 세계, 천국, 극락과 같은 세계를 꿈꾸는 정신적 지향성이 강한 인물이

다.

『난 이 세상을 그저 깨끗이 다녀가고만 싶어. 이 세상에서 물들고 싶지는 

아니해요. 이런 더러운 세상에 오래 머물러 있고 싶지도 않고, 부자끼리도 

부처끼리도 형제끼리도 절친한 친구라면서 서로 믿지 못하는 이 세상은 난 

싫어요. 』

하고 요한 묵시록에 있는 듯한 청정한 세계를 상상해 보았다. 그러한 세계

가 있을 수가 있을까. 이런 흐리고 더럽고 냄새나는 세계 말고 맑고 깨끗하

고 향기롭고 그리고 사랑과 안식만이 있는 세계, 피비린내 나는 욕심과 미

움과 속임과 이런 것이 없는 세계-그러한 세계가 있을 수 있을까. 「새 하

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극락 정토」-이러한 세계가 정말 있을 

수 있을까. 204)

『애욕의 피안』의 혜련은 이광수 소설 속 어떤 여성 인물보다도 현실에

의 환멸과 이상추구의 꿈이 두드러지는 인물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적인 

여성 주인공을 중심에 두고 그를 사랑하는 남성 인물들, 아버지의 이야기

가 펼쳐지는 구조이며 혜련의 생각이나 심리가 가장 많은 비중 서술되고 

있다.

그리고 혜련을 둘러싼 인물들의 성품이나 특성에 대한 설명 역시 그녀의 

인식체계를 따라 전개되기 때문에, 인물의 긍정성/ 부정성에 대한 서술자

의 어조에 차이가 있다. 가령, 혜련의 눈에 비친 임준상은 자신의 영혼보다

는 육체만을 본다고 여겨지고, 따라서 이상적 상대로 생각되지 못한다. 혜

련이 보기에는 아버지 김장로도 문임의 육체만을 탐하고, 장로라는 교회의 

직함도 대외적인 것에 불과하며 사실상 진실한 기독교 신자가 지켜야 할 

계율이나 가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미 아내가 있는 자로

서 혜련에 대한 사랑을 억눌러야 할 것으로 보고 자살을 택한 강영호나,

처음에는 자신의 짝이 되지 못한다고 불쾌해 했지만 점차 그 ‘높은’ 인격

204) 위의 책 , 379-3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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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아보게 되는 설은주에 대한 긍정적 언술이 반복되는 것은 혜련의 입

장에 공감적으로 입지를 정한 서술자의 위치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그리고 

정신성이 강한 여주인공 혜련의 인식을 중점적으로 서술하는 이와 같은 방

식을 통해,『애욕의 피안』은 전체 서사가 진행되는 내내 세속적 가치에 

대한 회의와 탈속적 삶의 태도를 지향하려는 저자의 상이 암시된다.

혜련의 인식을 대신 ‘이야기하는’ 서술자의 발화 부분이 아니라, 온전히 

어떤 장면이나 상황을 인식하고 제시하는 서술자 고유의 발화 부분 역시 

‘긍정적/부정적’ 인물군의 대립을 더욱 강화한다. 은주의 재판 장면이 대표

적이다. 은주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이나 안위보다는 사람의 도리나 세상살

이의 순리를 먼저 생각하는 인물임은,『재생』에서의 봉구와 마찬가지로 

재판 장면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변심한 애인 문임을 죽이고 살인

죄로 기소된 은주는 그 죄에도 불구하고 돈이나 물질적 유혹을 좇아 변심

한 애인을 ‘징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동정을 

받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정작 은주 자신은 재판에서 문임을 죽이게 

된 계기가 된 김장로와 문임의 혼인과 변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며,

이러한 은주의 태도가 역으로 사람들에게 깊은 감화를 주는 것으로 그려진

다.

『그러면 혼인을 며칠 앞두고, 이 문임을 죽인 것은 무슨 까닭인가?』

『거기 대해서 말하기를 원치 아니하오.』

『무슨 까닭으로?』

『이미 죽은 사람에 관한 말도 하고 싶지 않고, 또 은인에게 대한 말도 하

고 싶지 않소.』

『그러면 피고에게 불리한 것인데.』

『사람을 죽인 나로는 이익 불이익을 생각할 것이 없소. 앞에 남은 것은 이 

이상 세상과 남에게 불이익이나 안 주고 싶은 마음뿐이요.』

이 말에 법정은 잠시 고요하여졌다. 피고의 말이 재판장 이하로 모든 사람

의 가슴에 울린 것이다.205)

205) 위의 책, 384-3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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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에서 변심한 애인에 대한 분노와 그로 인해 이어진 살인에 대해 서

술자는 그 비극성을 강조하는 방식보다는 오히려 가해자의 입장에 있는 은

주의 인격적 우위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살인의 불가피성을 어떤 면에서는 

동정하는 어조를 유지한다. 이러한 윤리적 문제에 대한 개별 독자들의 판

단과는 별개로, 이러한 서술자의 어조를 통해 이해관계보다는 ‘옳고 그름’

의 가치관을 따라 만사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인물의 도덕적 우

위성이라는 문제가 작품 해석의 주요한 문제가 된다.

한편 텍스트 외부의 저자 이광수를 비롯, 현실을 지시하는 여러 서사적 

장치들을 활용하는 부분들 역시『사랑의 다각형』과 연속되는 지점이다.

의지력 강한 설은주의 아버지는 설산이며, 해외를 떠도는 비분강개한 지사

로 설명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광수는「설산과 나」에서 와세다대 선배이

자 1919년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그 소식을 전하러 가는 장덕수와 마주친 

기억, 이후 홍지동 산장에 있던 시절 변하지 않은 꾸밈없고 개방적인 성격,

물욕 없는 투명하고 천진한 태도에 대해 회고한 바 있다. 이 중에서도 특

히 다른 사람의 ‘가면을 보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설산과 나」와『애욕

의 피안』의 은주에 대한 성격적 묘사에 동일한 부분이다. 이처럼 은주가 

정직한 인물이고, 따라서 은인으로 알고 있는 김장로의 위선적인 인격을 

알아보지 못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설산 장덕수의 투명하고 개방

적인 성품에 대한 회고와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아버지, 설산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어니와 그 산이라는 이름은 삼전변

에 멧산(汕)한 자로 조석을 뜻하는 글자여서 무론 자작 지은 이름이요, 호적

상의 이름은 아니었다. 설산은 술을 먹었으나 비분강개한 회포를 푼다고 혹

시 주석에 기생이 들어오면 그는 지사의 앉을 자리가 아니라고 하여서 자

리를 차고 일어나 나갈이만큼 그처럼 근엄한 사람이었다. 그가 십수년 해외

로 표랑하였지마는 그는 일찍 노는 계집 하나를 건드려 본일이 없었고, 그

의 동지들도 많이 그러한 사람이었다. 집을 생각하거나 계집을 생각하거나 

제 의식을 생각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수치였다. 그들은 잠꼬대까지도 나라

일을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그때에는 이러한 기풍을 가진 지사가 많

아서 그들은 대개 은주의 아버지 모양으로 집을 버리고 처자를 버리고 해



- 159 -

외로 방랑하였다.206)

강영호라는 인물형의 전기적 이력이나 그의 사상은, 저자 이광수의 그것

이나『유정』과 같은 다른 작품에서 지향하는 주제의식과 유사하다는 점 

역시 주목된다. 그는 자기희생의 삶을 목적으로 개인사인 혼인을 결정하는 

인물이며, 혜련에 대한 정 역시도 사제관계에서 옳지 않은 감정이라 판단

하여 그 감정을 끊어내는 인물이기도 하다는 점에서『유정』의 최석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또한 전기적 이력 면에서도 미션교 중학을 졸업해서 

기독교적 사상에 깊이 영향을 받았고, 또 톨스토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그려진다. 교원 시절에도 학생과 남을 위해서 퍽 애를 쓰느라 썼지만 질시

와 경이원지를 받는 생활을 계속한 것 역시 오산시절의 회고와 연속되는 

면이 있다.

강은 소년 시절부터 바르게 살자, 남을 위해서 저를 희생하는 생활을 하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것은 다만 그가 중학 시대에 T라는 어떤 선생

에게서 톨스토이 주의의 감화를 받은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가 다니

던 중학이 그리스도교의 학교이기 때문에 예수의 가르침에 물젖은 것뿐만

이 아니었다. 그는 조부와 아버지에게서 그러한 성격의 유전을 받은 것이 

중요한 성격의 요소를 이룬 듯하였다.207)

이와 같이 텍스트 외부를 지시하는 인물명의 설정, 전기적 이력이나 사상

의 설명 등은 독자로 하여금『애욕의 피안』의 암시된 저자와 텍스트 외부

의 실제 저자 사이의 연계성을 구축하도록 하는 지표들이다.『사랑의 다각

형』에서 은교의 편지 장면,『그 여자의 일생』에서 임학재 인물 묘사와 

더불어『애욕의 피안』에서도 이러한 장치들이 당대성의 감각을 더욱 풍부

하게 불러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

『애욕의 피안』에서 의지력이 강하고 굳센 인격을 갖춘 것으로 묘사되는 

설은주, 강영호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거나 혹은 자살을 선택한다. 이들을 

206) 「애욕의 피안」,『이광수전집』8, 삼중당, 1962, 202쪽.

207) 위의 책 , 3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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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는 것으로 그리는 것은, 역설적으로 당대 조선 사회의 타락상, 특히 당대

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인격적인 면에서의 타락상을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의 성격이 당대 조선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것이며, 그만

큼 조선 사람들의 인격이 타락한 상태임이 혜련의 오빠인 김종호의 발화로 

제시되는 부분은 이를 잘 보여준다.

①

『다만 한 사람이라도 단 하루라도 나만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믿고, 내게다

가 몸과 마음을 다 던져 주는 사람을 얻어 보았으면 금시에 죽어도 한이 

없을테야. 정말 참된 사람을, 정말 요만큼도 꾸밈도 속임도 없고 그리고 사

욕도 없는 포근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단 하루만 같이 해보더라도 

이 세상에 났던 보람은 한 것이란 말이다. 그렇지만 혜련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업성, 없다. 적어도 이 조선 천지에는 없단 말이다. 부모 

자식 사이, 남편 아내 사이는 말할 것도 없고 죽자 사자하고 사랑한다는 사

람들도 돌아서면 금시에 딴 생각이란 말이다. 나부터 그런 것을 남을 어떻

게 원망하니?』208)

②

그러니 어디 그런 참된 애인이 이 세상에 있나? 그러니 참으로 강도 결국 

이상주의자요, 공상가란 말이다. 모던 보이, 모던 걸들은 안 그러거든. 사랑

합니다 그만둡시다란 말야 하하하하. 문임이도 그런 축 아니냐. 요새 빤빤

스러운 계집애들 사내들 다 그렇지 다 그래. 흥, 사랑 때문에 죽는다? 강은 

결국 사랑 때문에 죽은 전세기의 유물이란 말이다. 어찌다가 현대에 잘못 

뛰어 들어온 위인이란 말이다.209)

‘참됨’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마음, 꾸밈과 속임, 사욕이 없는 마음을 

말한다. 김종호는 “모던 보이, 모던 걸” 들이  있는 “현대 조선”에는 이러

한 참된 마음이 없다고 말하고,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지켜나가다 자살을 

택한 강영호를 “현대에 잘못 뛰어 들어온” 이상주의자로 평한다. 이와 같

208) 위의 책, 377쪽.

209) 위의 책, 379쪽.



- 161 -

은 종호의 발화는 설은주나 강영호의 변하지 않는 마음이나 의지력을 긍정

하는 서술자의 어조와 어우러지면서 당대 조선 사회의 애정 풍속도를 ‘참

됨’, 혹은 ‘진실함’ 이라는 가치 기준 하에서 비판하는 시각을 강화하며, 더

불어 은주와 강영호를 죽음으로 그려낸 저자의 가치관과도 연계된다.

이처럼『애욕의 피안』에서는 세속적 환멸과 이상 추구의 여주인공 혜련

을 통하여 정신성의 추구를 강조하는 저자상이 구축된다. 더불어 이 저자

는 설산 장덕수 등 해외로 망명한 이전 세대 지사들의 삶의 태도를 최대한 

긍정하는 자이며, 또 실제 저자 이광수의 전기적 이력이나 가치관을 공유

하는 자이기도 하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애욕의 피안』은 단순히 흥미 

위주의 ‘통속 소설’이 아니라, 저자 이광수의 일관된 사유를『재생』,『그 

여자의 일생』등 전작과는 다른 방식의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는 소설로서 

의미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이『재생』,『사랑의 다각형』,『그 여자의 일생』,『애욕의 피

안』은 각기 근대적 문물이나 당대 사람들의 애정 풍속도를 묘사하고 있으

며, 이 묘사를 통해 물질성과 정신성 사이의 일종의 도덕적 대립구도를 이

끌어내고자 하는 점에서 풍속 멜로드라마적 구조를 보이는 소설들이다. 이

들 소설은 물질이나 육체적 쾌락을 탐하는 인물들, 옳고 그름의 가치보다

는 이해관계로 움직이는 인물군과, 이와는 대조적으로 주로 기독교적 계율

에 의거하여 세속의 욕망이나 이해관계를 초월하고 옳은 것이나 진리를 위

하여 자신의 삶을 바치는 인물군의 대조가 뚜렷하게 이루어진다. 이 대조

는 논평적 서술자나 작가와 사상적 연속성을 띤 인물들의 발화에 의해 각

각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전자

에 속하는 인물들의 인생의 방향전환의 서사, 즉 종교적 용어로는 ‘회개’,

‘회광’, ‘참회’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 운명의 전환을 서사화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피터 브룩스는 19세기 초 발자크, 헨리 제임스 등의 작품에서 발견되는 

사회적 삶의 새로운 재현양식을 풍속 멜로드라마(melodrama of manners)

라 명명한다. 피터 브룩스는 감정적 반응의 격렬함, 극단론, 도덕적 양극화

와 같은 과잉의 재현, 미스테리와 서스펜스, 권선징악적 구조, 운명의 급변

(peripety) 등의 특징을 멜로드라마의 특성들로 제시하고 있지만, 그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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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당대의 풍속의 표면에서 작동하는 것이 도덕적 비의(moral occult) 의 

영역으로부터 부과되고 있는 것에 주목할 수 있다. 인물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과장된 장면’의 창조는, 현실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풍속과 제

스처가 특정한 정신적 리얼리티, 혹은 잠재되어 있는 도덕적 의미의 영역

을 지시하는 은유로 사용되는 것이다. 210)

프랑스 대혁명 이후 기독교적 신화의 진리가치 상실, 조직적이고 계급적

으로 응집력 있는 사회의 소멸 등으로 역으로  선악의 명백한 규정에의 필

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시기 이후 태동된 양식으로서의 멜로드라마는 고도

로 인격화(성격화)된 선악 구도를 전제로 한다고 말한다. 이 때 선악은 심

리적 복잡성을 드러내는 기제이기보다는, 적대적 악(惡)의 퇴치를 전제로 

하고 어떠한 화해의 가능성도 없는, 오직 정화되어야 할 사회질서와 명백

해져야 할 윤리적 명령에 의해 파생된 것이다. 낭만주의로부터 파생된, 근

대적 감성의 중심적 표현으로서의 멜로드라마 양식은 재신성화에의 희구,

현실의 표면으로부터는 감춰져 있지만 그 이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대한 

도덕적 비의의 영역을 포괄한다. 그 중에서도 발자크, 제임스, 디킨즈, 고

골, 도스토예프스키, 프루스트, 로렌스 등 사회적 멜로드라마 작가들은 ‘풍

속에 관한’ 멜로드라마를 쓴다. 이들은 물질적 세계를 재현하면서도 이것이 

인생의 궁극적 가치의 영역인 도덕적 비의와 관련되어 있다고 여긴다.211)

이러한 재현 방식은 사회에 대한 ‘사실적 재현’ 방식과는 어느 정도의 차

이가 있으며, 오히려 당대의 독자들에게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

서 더욱 두드러진 효과를 본다. 예를 들어, 리타 펠스키는 마리 코렐리

(Marie Corelli)의 소설을 피터 브룩스의 멜로드라마 개념을 통해 분석하면

서, 영국 상류계급의 타락과 도덕적 미덕 사이의 대립 구조가 사실 마리 

코렐리의 상류계급 선망의 반동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 말한다. 상류계급

의 풍속이 퇴폐, 타락, 음탕함으로 의미화되면서도 그러한 생활을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그 근거이다. 또 이와 같은 묘사가 중하층계급의 독

자들에게는 대리경험의 충족과 함께 그들이 속한 계층의 도덕적 우위성에 

210) 피터 브룩스, 이승희·이혜령·최승연 역,『멜로드라마적 상상력』, 소명출판, 2013, 35-37쪽.

211) 위의 책, 48-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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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수용의 효과가 있었음을 말하며, 이와 같은 의사소통의 구조가 사회

에 대한 사실적인 재현, 사실적 보고와는 다른 서술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

라 말한다.212)

이와 마찬가지로『재생』,『사랑의 다각형』,『그 여자의 일생』,『애욕의 

피안』도 서술자의 서사에의 개입 정도나 암시된 저자와 실제 저자와의 거

리 면에서 이들 작품은 개별적 차이가 있지만, 3․1운동 이후 시대상을 물

질적 쾌락의 추구와 공동체에의 헌신이라는 정신적 가치의 대립으로 파악

한 이광수의 작가 의식을 다양한 서사적 변주태로 구현한 작품들이다. 앞

에서 살펴보았듯, 서술자의 노출 정도, 역할, 어조를 조절하거나  그리고

『그 여자의 일생』의 임학재나『애욕의 피안』의 강영호와 같이 텍스트 

외부의 현실을 지시하는 인물을 창안하는 존재로서 암시된 저자의 상은,

이들 작품을 단순히 흥미 위주의 ‘통속 소설’로만 읽을 수 없게 하는 여러 

의미의 결절점을 낳게 된다. 말하자면, 이들 작품들의 서사적 특징은 독자

들로 하여금 의(義)나 기독교적 윤리의식을 추구하는 작가상을 총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이에 의거하여 도덕적 선(善)을 판단하도록 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광수 소설의 ‘계몽성’이라 지칭되는 영역은 풍속 멜로드라마적 

구조를 기본으로 하여 기독교 담론과의 상호텍스트성을 통한 작가상의 구

성을 통해 구성된다.

212) 리타 펠스키, 김영찬· 심진경 역,『근대성의 젠더』, 자음과 모음, 2010, 224-2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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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공간적 배경의 확장과 통찰의 인간상 

1. 역사적 상상력의 영역과 난국 속 지도자상의 구축

이광수의 역사소설은 신라, 조선 시대를 중심으로『삼국유사』,『조선왕조

실록』등 다양한 역사 문헌을 바탕으로 기록적, 창안적 역사소설의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그런데 이들 역사소설에서는 과거의 역사적 시공간을 무대

로 하여 당대의 문제들, 특히 난국 속에서 올바른 지도자와 지도정신이 어

떠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심도 깊게 모색하고자 하는 작가의 서술 의도가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작품으

로는『이순신』,『이차돈의 사』,『세조대왕』,『원효대사』가 있다.

『이순신』에서 서술자는『징비록』,『연려실기술』,『이충무공행록』을 독

해하고 이를 다시 소설화하는 기록자, 편집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임

진왜란의 원인과 전투의 상세한 양상을 최초로 재현하는 양식을 띤 역사소

설로서『이순신』은, 기록의 직접 인용을 통하여 실제 역사를 독자들에게 

제시한다는 객관성의 환상을 극대화시킨다. 이 과정에서 기록을 거의 그대

로 인용하면서도 상상적 일화의 삽입과 논평을 통해 조선의 무능력한 지도

층으로서 사대주의, 거짓, 사욕, 이기심 등을 보여주는 양반 계층의 병폐를 

망국의 원인으로 제시하는 서술은『이순신』의 서술자가 동일한 신념을 가

진 작가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연속선상에 있는 존재임을 끊임없이 환기

한다.

『이순신』의 서술자가 작가의 사유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서사적 장치

임은, 소설과 1931년 5월 26일에서 6월 11일 사이『동아일보』에 연재된 

이광수의 기행문 「충무공 유적순례」를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다. 충무공 

고택에서 출발하여 고금도에서 끝나는 이 기행문은 벽파정, 우수영, 여수,

한산도 등 이순신의 주요 전투지와 곳곳의 충렬사를 비롯한 유적지를 돌아

보는 여정이었다. 당시『동아일보』에서는 고적보존운동을 대대적으로 실

시하고 그 과정을 일반에 알리고 있었으며, 단군, 이순신 등 유적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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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은 이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특히 1931년 5월 이순신 위토 경매문제

가 불거지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관리되지 않은 여러 유적들을 

중수하여 민족문화의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다.

1931년 5월 17일부터 이순신 유적중수를 위한 성금 모금과 독려가 신문지

상을 통해 이루어졌고213), 편집부장이던 이광수의 기행문은 이와 같은 동

아일보사의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 기행문에서 드러나는, 이광수가 생각하는 이순신의 상은 “국토와 민족

의 명운을 생명으로써 혼자 지탱한 대은인”이다.214) 이러한 큰 틀을 바탕

으로 이광수는 난중일기나 각 유적의 비문, 기록 등을 직접 인용하면서 그

것을 해설하며 자신의 생각을 덧붙인다. 임진란이 처음 발발하고 동래 싸

움에서 진 것과 그에 대한 이순신의 분노를 일기에서 읽어내고, 여수의 포

리강에서 그곳이 임진년 4월 25일 이순신이 부하장졸을 모아두고 대책을 

논의한 곳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세욕을 벗어나 청량한 마음으로 국사를 

논할 기분이 드는 곳’이라 평하며 이순신의 심경을 상상하기도 한다.215)

이 과정에서 이광수는 이순신을 노예주의, 사대주의 사상에 물든 일부 양

반들과는 다른, 희생정신을 갖춘 인물로서 형상화한다. 예를 들어 이이명이

나 금산군 성윤의 노량충렬사시에서 이순신이 소인배들의 질투를 막기 위

하여 일부러 노량진에서 죽음을 택했을 가능성에 대해 말한 부분을 인용하

는 부분을 들 수 있다.216) 이와 같은 생각은 곳곳에 존재한 충무공 위패가 

관왕묘에 안치된 것을 기술하는 부분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이광수는 관우

를 숭배하는 명나라 풍습이 임진란이 끝난 이후에도 오히려 공고하게 조선

에 남아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예를 들어 고금도에 남아 있는,

진린이 건립하고 현종 때 중수한 관왕묘에 적힌 고금도유사기를 직접 인용

하며 ‘유명수군도독조선국’ 아홉 자를 삭제할 것을 주장하고 “동포로더불

어 한번 같이 통분하기로하자”와 같이 서술하는 부분은 사대주의적 중국 

숭배의 폐단에 대한 인식을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을 뚜렷이 드러

213) 이지원, 「1930년대 민족주의계열의 고적보존운동」,『동방학지』79집, 1993, 761-763쪽.

214) 이광수,「고금도에서 충무공유적순례를 마치고」 ,『동아일보』, 1931.6.11, 1면.

215) 이광수, 「충무공 유적순례 (8)」,『동아일보』, 1931.6.3, 1면.

216) 「충무공 유적순례 (11)」,『동아일보』, 1931.6.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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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부분이다.217)

이후 1931년 6월 26일부터 소설『이순신』이 연재된다. 이 소설로부터 독

자가 상상할 수 있는 작가는, 임진란을 발발하게 한 원인을 조선의 양반 

계층의 무능력함, 이기심, 질투, 사욕으로 두고 조선의 사대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비판하는 자이다. 또한 소설의 작가는 임진왜란의 주요 원인을 조

정의 당파 싸움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이 당파 싸움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안위와 영달에만 관심 있는 타락한 양반들의 태도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보

고 있다. 이러한 작가의 관점은 곧 「충무공 유적순례」의 저자인 이광수

의 관점과 이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소설 속 저자는 조선 전체의 안위를 걱정하는 이순신을 비롯한 의병들의 

책임 의식과, 자신의 가족을 피신시키고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는 것에만 

급급한 무능력한 조정 대신들의 극명한 대비로 플롯을 구성함으로써 독자

들에게 이러한 주제의식을 전달한다. 즉, <거북선>, <29일 회의>, <옥포승

전>, <당포승전> 등 이순신의 이야기와 <쫓기는 길>, <이통제> 등 한양과 

평양에서의 조정의 이야기를 교차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을 통하여 독자들에

게 전쟁을 대하는 인물들의 상반되는 태도를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하는 효과를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소설 안에서 사료가 직접인용, 주해되는 부분은 당대의 역사적 사건을 좀 

더 생생하게 독자가 감각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저자의 서술의도가 

강조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직접 인용 및 주해 부분은, 이순신의 애민정신

과 다른 장수들의 무능력함을 대비하기 위한 저자의 서술 목적이 잘 드러

난 부분이기도 하다.

우선 사료에서 발췌된 부분의 내용상 특징을 살펴보면 이러한 점이 잘 나

타난다. 소설에서 이순신의 이야기와 전투의 주요 상황이 서술될 때 직접 

인용되는 기록은 「난중일기」인데, 소설 초반부에는 난중일기 중에서도 

도망간 장수나 군사에 대해 이순신이 분노하거나 무기력한 대처에 한탄하

는 부분이 주로 인용된다. 가령, <출발> 장에서는 1592년 5월 1일부터 5월 

4일에 이르는 기록을 직접 인용하고 있는데, 낙안 군수가 도망갈 신호가 

217) 이광수,「고금도에서 충무공유적순례를 마치고」 ,『동아일보』, 1931.6.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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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알고 탄식하는 것이나 고흥군 여도 수군 황옥천이 숨은 것을 잡아 

효시한 부분이 인용된다. 이러한 부분은 이후 조정 대신들의 이야기를 서

술하면서 『징비록』을 인용하는 부분, 즉 평양 파천을 주장하는 대신들의 

논리, 자신의 안위와 이득만을 생각하는 인물들의 이야기와는 극명한 대비

를 이루게 된다.

또한 이순신과 관련된 이야기 배치는 작가의 상상력이 곁들여지면서 이순

신을 여러 긍정적 자질을 갖춘 지도자로 형상화하려는 서술 의도를 보여준

다. 이 소설에서 이순신은 부하 장졸들로 하여금 스스로 나아가 싸울 생각

을 일으키게 하는 민주적이며 여론 형성에 능한 사람이자, 백성들을 향한 

애민정신으로 충만한 지도자이다. 또 전투에 임해서는 적을 낮추어 보는 

교만함이 없고, 어디까지나 신중한 인물로 그려진다. 여기에 더하여 자신의 

안위보다는 위기에 빠진 조선을 걱정하는 헌신을 갖춘 인물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이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발적인 여론을 형성하

도록 하는 지혜를 갖춘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29일 회

의」장은 이광수가 유적 순례 중 여수의 포리강 정자에서 이순신이 부하장

졸을 모아두고 회의를 했다고 들은 기억을 근거로 서술한 부분이다. 이 장

면에서 녹도 만호, 어영담은 원균의 청병에 응해야 함을 주장하지만, 순천

부사 권준은 전라도 수군이 신중을 기해야 할 때라는 점, 조정의 명이 내

려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청병에 반대한다. 장수들끼리 설왕설래하는 과

정을 본 녹도 만호 정운은 벌떡 일어나 이렇게 말로 씨름할 시간이 없다면 

가보겠다 이야기하고, 이 말 직후 이순신은 이러한 의견을 듣기 위해 회의

를 주재한 것으로 말하며 출병을 명령한다.

이순신은 원균의 청병장을 받아 그것을 토의할 차로 이렇게 군사 회의를 

모은 것이다. 나아가자는 명령 하나면 그만일 듯도 하지만, 이때 인심이 모

두 나아가 싸우기를 싫어하는 때이므로 이순신은 부하 제장 자신들로 하여

금 나아가 싸우자는 여론을 일으키게 하자는 목적이었다. (중략)

『녹도 정운은 이리 앉으오. 내가 지금까지 기다린 것은 그 말을 들으려던 

것이오』

하고 정운을 자리에 앉혔다.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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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서술에 따르면 이순신은 이미 원균의 청병에 출병할 것을 결심하

였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않고 부하 장졸들로 하여금 회의를 통

하여 여론을 조성하게 하는 지혜로운 지도자의 모습을 갖춘 인물이다.

또 『이순신』의 작가는 이순신의 여러 비범함 가운데에서도 ‘애민정신’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자이다. 작가는 이순신이 백성들에게 임진란의 

참상과 백성들의 고초에 마음 아파하면서 적절한 대비책을 지시하는 모습

을 부각시키면서 그의 애민정신을 강조한다. <옥포승전> 장 마지막 부분에

서는 일본군에게 포로로 잡혔다가 옥포해전 때 다시 보성 군수에게 잡힌 

조선 백성 윤백련의 고초를 이야기 형식으로 재배치하는 부분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당포승전> 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순신이 왜적에 시달리

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각자 생업에 힘쓸 것, 군사 기술을 연마해 둘 것, 싸

움의 승패는 백성의 기운에 있으니 포부와 패기를 가질 것을 당부하는 장

면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이순신의 애민정신과 그에 대한 백성의 호응을 

반복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파천과 명나라에의 구원 요청에만 시급했던 조

정 대신들과의 대립각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난국을 맞은 한 공동체의 올

바른 지도자상을 강조하게 되는 효과를 낳는다.

소설 속에서 그려지는 암시된 저자 이광수의 이러한 모습은 고금도를 소

개하며 ‘이순신이 백의종군 이후 다시 통제사로 임명받은 이후 고금도에서 

농업, 축산업, 어업 등을 장려하고 장기적 계획을 세운 곳’이라 말한,「충무

공 유적순례」의 실제 작가 이광수와 쉽게 동일하게 여겨진다.

그렇게 백성들이 많이 모인 것을 보면, 순신은 뱃머리에 나서서, 첫째로, 그

동안 백성들이 적병에게 시달리고 애절하던 것을 위로하고, 둘째로, 농사하

는 자는 농사에 힘을 쓰고 고기잡이 하는 자는 힘써 고기를 잡고, 소금구이 

하는 자는 힘써 소금을 구워 양식을 많이 저축하여야 할 것을 말하고, 셋째

로,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아니하였으니, 항상 적병이 오나 조심할 것과 적병

이 보이거든 곧 함대에 알릴 것을 말하고, 넷째로 싸움이 오래 끌면 장정들

218)「이순신」,『전집』12, 삼중당, 1962, 214, 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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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군사가 되어야 할 터이니 평소에 활 쏘기와 배젓기와 헤엄치기 같은 재

주를 많이 배워둘 것을 말하고, 끝으로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것은 그 백성의 

기운에 있으니 결코 마음이 죽지 말고 누가 나를 당하겠느냐 하고 기운을 

가지라는 것을 말하였다. 그러면 백성들은 다 사또의 분부대로 하기로 맹세

하였다.219)

백성들을 향한 애민정신의 유무가 곧 그 나라의 안위와 번영을 좌우하는 

것이라는 실제 작가, 그리고 암시된 저자의 신념은, 이순신뿐만 아니라『징

비록』에 등장한 실존 인물들을 소설화하는 과정에서도 반영된다. 장수 이

일은 소설에서 군사나 백성을 사랑하는 정이 조금도 없고 오직 군율과 자

신의 위세로서만 다스리려고 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는 일본군이 온다는 

것을 알린 개령 백성을 민심을 소란케 한다는 이유로 목을 베고, 부하 장

졸인 권길이 군사를 모집했음에도 관리 태만을 이유로 장형을 주는 인물이

다.

본래 유성룡은『징비록』에서 이일이 왜군이 온다는 것을 알린 개령 백

성을 목을 벤 일화를 기록하고, 이일이 따로 척후병을 세우지 않고 정보에 

소홀했던 것이 상주의 패전으로 이어졌다고 말한다.220) 더 나아가 유성룡

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양에서 온 장수에게 지도권을 주는 제승방략 체제

의 비효율적인 면이 패전의 근본적 원인이라 서술한다.221) 그런데 『이순

신』의 작가는 이일의 이 일화를 유성룡처럼 전술이나 전략의 미비나 군사 

제도의 비합리성 문제로 보지 않고, “군사나 백성을 사랑하는 정”의 유무

로 해석하여 그려내고 있다. 이는 애민정신의 유무를 전쟁의 승패와 연결

시켜 해석함으로써 중요성을 부각시키려는 서술 의도가 개입된 것이다.

한편 조정 대신들의 이야기는 「충무공 유적순례」의 저자 이광수가 생각

한 조선의 망국(亡國)의 원인, 즉 양반 계층의 사욕(私慾)과 무능함, 이기심 

때문이라는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다. 이를 통하여 실제 저자 이광수와 동

일한 신념을 지닌 암시된 저자 이광수의 상이 창조된다.

219) 위의 책, 256-257쪽.

220) 류성룡, 김시덕 역해,『징비록』, 아카넷, 2013, 176-177쪽.

221) 위의 책, 179-1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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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에서 평양으로, 다시 의주로 파천하는 선조와 조정 대신들의 이야기

를『징비록』을 참조하여 그리면서 백성들의 비난을 듣는 부분을 변용시켜 

상상력을 가미하여 그려내는 부분은 이광수의 이러한 서술의식을 잘 보여

준다. 선조 일행은 평양을 버리고 의주로 향하는 길에 이를 비난하는 농부

와 만나게 되는데, 이 농부의 말을 이광수는 상상적으로 그려낸다. 농부가 

하는 비판의 골자는 양반들이 자신의 안위나 부귀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해보지 않았으며 생업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일을 해보지 않았다는 것, 자주적 정신이 결여되어 있고 무조건적으로 사

대주의만을 고집하는 것, 거짓되다는 것이다.

①

그러자 평양성의 관리와 백성들은 난리를 일으켜 칼을 들고 길을 가로막아 

제멋대로 공격하여 종묘사직의 위패가 땅에 떨어지고, 따라가는 재신들에게 

“너희는 평소에 나라에서 주는 녹봉을 도적질해 먹다가 이제는 나랏일을 

그르치고 백성을 속이는 것이 이와 같은가!” 라고 심하게 꾸짖었다.222)

②

웬 농부 하나는 관인을 보고 꾸짖었다.

『잘들 호강했지. 저희들이 우리 위해 한 일이 무어야? 저희들이 생전에 누

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보았던가.』

『밭을 한 이랑 갈았나, 논에 풀 한 대를 뽑아 보았나. 백성들의 등을 긁고 

나라를 망해 놓은 것 밖에 한 일이 무어냐 말이야. 무슨 낯에 누구더러 오

라가라…….』

백성을 징발하러 갔던 관인은 겁이 나서 동파역으로 돌아와 웬 농부 하나

가 꾸짖던 말을 일동 (왕까지도 한 방에 앉은 일동이다) 에 보고하였다. 모

두 말없이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223)

이러한 상상적 장면에 투영된 서술자의 발화, 그에 전제된 암시된 저자 

의 지배층에 대한 비판이 실제 저자 이광수의 사유와 이어지는 것임은 훨

222) 위의 책, 256쪽.

223) 「이순신」, 앞의 책, 260-2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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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 후에 발표된『도산 안창호』서술로부터 알 수 있다. 이광수는 이 글에

서 흥사단과 신민회의 설립 취지를 설명하면서 안창호가 생각했던 새로운 

지도 계층으로서의 ‘사(士)’의 계층이 종래 조선의 양반 계층과는 달리 농

업, 공업, 상업 등 생업에 종사하면서 나라의 이익과 백성의 복을 염두에 

두는 계층이었다고 회고한다.

그가 후에 조직한 수양 단체를 흥사단(興士團)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유길

준의 흥사단을 전습하는 동시에 「士」를 양성하는 단체라는 뜻이었다.

「士」라는 것은 천하 국가를 위하여 살고 일신의 이해 고락․생사 영욕(生

死榮辱)을 초월한 사람을 일컬음이니, 「士」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 하

나는 문사요, 하나는 무사라, 국가는 이 양사에 의하여 수호되고 발전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도산이 생각하는 「士」는 우리가 종래에 생각하던 사류(士類)와는 

달랐다. 종래의 사류라는 것을 학문과 문무로만 업을 삼는 일종의 계급적 

존재지만, 도산에 의하건댄 농(農)이나 공(工)이나 상(商)이나 선공 후사(先

公後私)하여 나라의 이익과 백성의 복을 염두에 두는 자면 다 사류였다. 그

가 신민회원으로 모으고자 한 것이 이러한 사류였다.224)

사대주의에 대한 서술자의 직접적 비판과 분노의 어조도 「충무공 유적순

례」를 쓴 실제저자 이광수의 발화와 이어진다. 이 부분은 유성룡이 스스

로 명과의 외교를 통해 임진왜란의 더 큰 참상을 막은 점을 고평했던『징

비록』의 서술과도 궤를 달리하는 부분이며, 「충무공 유적순례」를 통해 

관왕묘와 충무공 위패를 함께 둔 양반들의 ‘무지함’을 통탄했던 저자 이광

수의 분노와 이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유성룡의 말 한 마디,

『우리나라에 대한 의심이 매우 깊은 모양이요.』

는 왕과 그를 따르는 무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평양을 지킨다는 미명하

에 평양에 주저앉으려 한 것도 명나라 구원병을 믿은 것이다. 이제 만일 명

224) 「도산 안창호」,『전집』13, 삼중당, 1962, 34-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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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우리나라를 의심한다 하면 나무에도 돌에도 붙일 곳이 없다고 이 

무리들은 생각하는 것이다. 내 힘으로 해낸다는 생각이 이 무리의 마음속에

는 나본 일이 없고, 언제나 저는 가만히 앉고 남이 다 해 주기를 바라도록 

대가리가 생긴 무리들이다.225)

위와 같은 인용문에서 초유의 국난 상황에서도 오직 명나라에 의존할 생

각만 하는 지배층의 의식에 대한 서술자의 비판은 분노의 어조를 머금고 

있다. 인용문의 마지막 문장에서의 서술자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주

적 태도가 어떤 위기에든 필수적이라는 신념을 견지하는 자이다. 이는 

「충무공 유적순례」에서 관왕묘 숭배 풍습이 임진란 이후에도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보존해 온 조상들에 대한 분노를 숨기지 않는 저자 

이광수의 가치관과 그대로 연속된다. 그리고 이러한 신념의 동일성에 의해 

독자들은 소설의 서술자가 작가의 역사에 대한 가치관을 그대로 투영한 존

재임을 생생하게 감각하며 소설을 읽어나가게 된다.

또한 지배층의 잘못된 의식, 즉 이기심과 사욕만을 생각하여 나라를 도탄

에 빠트렸다는 인식 역시 암시된 저자의 소설의 사료 배치와 서술자의 논

평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다. 본래 이 소설의 주요 참조 사료가 된 유성

룡의『징비록』에서는 임진왜란의 발발 이유를 일본을 하나의 독립된 국가

로 보지 않고 ‘왜(倭)’라 지칭하며 일본국의 정세 변화를 적절히 파악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본다.226)

그러나 소설『이순신』에서 제시된 임진왜란의 직접적 원인은 일본에 통

신사로 간 황윤길과 김성일의 서로 다른 보고와, 이러한 보고 차이의 이유

가 된 동인과 서인의 당파적 대립이다. 아래 인용문과 같은 이순신의 압송

과 고문 장면에서의 서술자적 논평 역시 당파 싸움에만 골몰하느라 국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지배층에 대한 분노의 어조가 가감 없이 표출된다.

나라야 어찌 되었던 내 사사로운 감정만 만족하면 그만이라는, 또 세력 잡

은 윗사람과 자기가 속한 당파의 다수군중의 비위만 맞추어 벼슬 올라가기

225) 「이순신」, 앞의 책, 282쪽.

226) 김시덕, 「『징비록』과 동아시아」, 류성룡, 앞의 책, 30-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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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만 일을 삼는 사간원이니, 사헌부니, 심지어 학문으로 업을 삼아 일세의 

풍교를 제 손에 쥐었다는 홍문관이니 하는데 있는 주책없는 젊은 관리들이 

줄곧 순신을 죽이라는 상소로 일을 삼으니 순신의 목숨은 실로 풍전등화와 

같았다.227)

인용문에서 이순신을 죽이라는 상소를 올리는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의 

젊은 관리들의 행동은 서술자에 의해 “사사로운 감정만 만족하면 그만” 혹

은 “벼슬 올라가기” 위한 것으로 그 동기가 서술된다. 이와 같이 인물의 

행위 동기를 한 두 문장으로 요약하여 독자에게 제시하는 판단적 서술은 

독자들로 하여금 희생정신으로 충만한 이순신과 그의 적(敵)을 대립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매개가 된다.

사실 사대주의적 태도나 지배층의 이기심과 사욕에 대한 강력한 비판은 

이광수 개인의 생각만은 아니었다. 이광수는 안창호, 신채호 등 선배 세대

와의 교유 경험이 있는 작가였고, 그 경험에 의해 형성된 틀을 지속적으로 

서사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은 이순신을 다룬 신채호의 역사전기소설 

「슈군뎨일위인 리슌신젼」과 이어지는 소설『이순신』의 집필로 이어진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술하였듯, 양반 계층의 자주의식의 결여와 

당파싸움을 망국의 원인으로 보는 사유는 신채호의『수군제일위인 리슌신

전』의 주요 주제의식이기도 하다.

임진년일을 엇지아 말손가 당파의 의론이 죠야에 치셩며 샹하물론

고 ㅅ일에 골몰야 을 모함하던지 의게 아쳠하데만 얼이난 쇼

인들이 졔집안리싸화 날노 셔로 살육 어겨를에 정치를 의론

며 어겨를에 국셰를 념려며 어겨를에 외교를 강구며 어겨를에 

군비를 슈습리오 졍승이니 판셔니 대쟝이니 영쟝이니 이들이 불과시 

제집안에 ㅅ싸홈일노 각기셔로 눈을 흘기며 미워고 팔을 내며 

호령던 시라 (중략) 이러케 리산된인심에 무엇을 의뢰야 국기를 회복

엿가 우리 리슌신공의 공로를 어에 가지로다228)

227) 「이순신」, 앞의 책, 370쪽.

228) 신채호, 「슈군뎨일위인리슌신젼」,『대한매일신보』, 1908.6.1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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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란 당시의 시대상황을 “제집안에 ㅅ싸홈일노 각기셔로 눈을 흘

기며 미워고 팔을 내며 호령던 시” 라 요약적으로 말하는 서술자

의 언술은『리슌신전』의 암시된 저자 신채호, 그리고『리슌신전』이외에

도『독사신론』의 저자 신채호의 사관과 이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소설『이순신』의 창작의도를 밝힌 작자의 말이『수군제일위인 리슌신

전』의 서술자의 발화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 또한 실제 저자 간 영향 관계

와 텍스트 구성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이다.『리슌신전』의 서두에는 서

술자가 이순신을 인물로 삼아 그리는 이유로, 근대에 숭앙할 만한 세 사람

(김방경, 졍디오, 리슌신) 중 가장 그 시대가 가깝고, 유적이 소상히 남아 

있어 후세 사람의 모범되기가 가장 좋기 때문이라 말한다. 이와 같은 서술

자의 직접적 발화는, 『리슌신전』을 통해 위인 이순신의 모범적인 성품과 

행적을 배우기를 원하는 암시된 저자상을 만들어낸다.

근에 세사이니/ 첫째 김방경이오 둘재 졍디오 셋재 리슌신이

니 모도 다섯사이라 그러나 그시가 갓갑고 그 유젹이 쇼샹하야 후인의 

모범되기가 쟝 됴흔이 오직 리슌신이라 져슐쟈의 용렬 필력으로 

리공의졍신을 만분지일이나 셜명하다기 어려우나 한만 묵은쇼셜에 

비면 나흔거시 잇슬지니 슯흐다 독셔 졔군이여 졍신을들여 이 리슌

신젼을 볼지어다229)

이광수의『이순신』의 경우, 소설 안에서가 아니라 서두격인 <작자의 말>

에서 이러한 서술의도를 피력한다. 이광수는 “나는 이순신을 철갑선의 발

명자로 숭앙하는 것도 아니요, 임란의 전공자로 숭앙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위대한 공적이 아닌 것은 아니겠지마는 내가 진실로 일생에 이순신

을 숭앙하는 것은 그의 자기희생적, 초훼예적, 그리고 끝없는 충의 애국심

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다.230)

229) 신채호, 「슈군뎨일위인리슌신젼」,『대한매일신보』, 1908.6.11.

230) 「소설예고 이순신」,『동아일보』, 1931.5.28. 173쪽부터 해당 부분까지는 서은혜, 「이광수 

역사소설의 장르의식 형성과정」,『춘원연구학보』6집, 2013, 299-300쪽에 실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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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이순신』의 서사 내에서 조선사를 바라보는 특정한 관점을 갖춘 

서술자를 설정하고,『징비록』,『난중일기』등을 세심하게 발췌, 선택, 인용

하는 저자의 상이 지속적으로 암시된다. 이 암시된 저자는 조선사의 몰락 

원인을 지배층의 무능과 이기심, 사욕, 그리고 사대주의적 경향에서 찾고 

이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는 자이다. 더불어 이 소설을 읽는 독자들에게 

위기의 상황에서 자주의식을 잃지 않을 것을 강조하면서, 애민정신과 희생 

정신으로 충만한 지도자의 탄생이 필수적이라는 신념을 지속적으로 피력하

는 자이기도 하다.

한편『이차돈의 사』에서 암시된 저자는 옳고 그름의 판단에 따라 흔들림 

없이 자신의 주관을 지켜 나가는 삶의 태도를 ‘의기(義氣)’로 보고, 이를 추

구하는 인물형을 긍정하는 자이다. 저자는 이차돈이 자신이 한 말의 진실

성을 지키기 위해 고구려로 추방되거나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되는 운명을 

서두와 결말에 각각 대응 구조로 배치함으로써 그를 사람 사이의 신의와 

진실에 대한 추구를 그 어떤 것보다도 지고의 가치로 여긴 인물로 그린다.

이광수는『재생』,『단종애사』등에서는 사욕(私慾)을 추구하는 인물과는 

달리 공동체 전체를 위하는 희생적 심성을 가진 이를 ‘의인’이나 ‘충신’으

로 표현했다.『이차돈의 사』에서는 자신의 희생으로 인해 공동체에 돌아

갈 혜택이나 좋은 결과를 예측하고, 그것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인적 이로움을 거부하는 길을 선택하는 인물을 그리고 있다.

『이차돈의 사』에서 그려지는 ‘의(義)’의 영역이란 이전 작품들과는 미묘

하게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1920년대 작품들, 특히 풍속 재현적 소설들에

서 개인과 공동체의 대비,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의 대비와 후자에의 추구가 

주된 주제였다면, 『이차돈의 사』에서는 자신이 한 말을 지켜 개인적 어

려움을 감내하고라도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것을 강조한다. 즉 단순히 ‘사

욕(私慾)을 추구하지 않는 인물을 긍정하는 어조를 보여주는 것에서 벗어

나 실제로 자신이 영화를 누리는 길과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 사

이의 갈등에 마주한 인물과, 그 인물의 선택의 순간과 그 실천적 논리를 

그린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그 과정에서 ‘의(義)’의 가치범주 안에 포함되는 

덕목이 세분화되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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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첫 번째가 자신이 한 말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 사람 사이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다. 소설 초반부에서 이차돈은 달님에게 언약을 한 바 

있고, 이를 모르는 평양공주가 이차돈을 사모하여 부마가 되기로 결정된다.

이 때 이차돈은 부마가 되기를 거절하여 자신의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

도, 달님에게 한 언약을 저버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평양공주와의 혼인을 

거부하는 이유로 달님을 사랑하거나 그녀를 잊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다. “나라를 위해 죽지 못한다면 언약을 지켜 죽는 것이 소원”이라는 이차

돈의 말은, 작가가 그리고자 한 순교자상이 단순히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희생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수신(修身)이라는 윤리 차원과도 결부된  복

합적인 문제임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이차돈의 이러한 가치관은 소설 결말부에 가서도 다시 한 번 반복된다.

흥복사에서 백봉국사에게 삼 년간 수련하고 흥륜이란 법명으로 신라에 돌

아온 이차돈은 불법(佛法)을 펼친다. 그러나 당시 신라는 불도가 국법으로 

금지된 상황이었고, 이를 이용한 선마로 세력은 민심을 선동하여 이차돈을 

사형시키자는 여론을 이끌어낸다. 이차돈을 아끼던 임금은 불법에 깊이 공

명하고 있었음에도 국법을 어길 수 없어 그에게 불법을 버린다는 말을 하

고 목숨을 보전할 것을 권유한다. 그러나 이차돈은 말에 거짓이 없어야 함

이 불법의 이치이며, 세속오계 중의 마지막 항목 ‘임전무퇴’를 ‘옳은 일에 

있어 물러섬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며 불법을 지키기를 고수한다.

『상감마마, 옳은 사람은 거짓이 없다 일렀삽고 우리나라 다섯 가지 가르침

에도 말에 거짓이 없으라 하였삽거든 하물며 부처의 길을 닦는 몸일까 보

니이까. (중략)

『이차돈아, 네 한 마디만 아니한다 하면 네 목숨은 살려든. 불법도 부귀도 

목숨 있은 뒤에 일이어든, 이차돈아, 한 마디만, 한 마디만 아니라 하여

라.』

『한 마디도, 한 생각도 아니라고는 못하겠소.』231)

231) 「이차돈의 사」,『전집』9, 삼중당, 1962, 2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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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돈은 자신이 불도를 버린다는 말을 하면, 그 이전 자신이 백성에게 

불법을 펼친 것이 진리로서의 가치를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음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말에 거짓이 없어야 한다’라는 이차돈의 굳은 결심

은 소설 초반부의 달님에게의 언약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말에 진실의 가

치를 부여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차돈은 자신의 목숨이나 안전, 영예와 신라 전체의 안위가 상충되

는 선택의 기로를 마주하게 된다. 그러한 경우에 이차돈의 재주와 인격을 

아껴 우선 목숨을 보존하거나 안전을 도모하기를 권유하는 메주한가, 신라 

국왕과 같은 주변 인물이 등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차돈은 신라를 

저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그 제의

를 거부한다. 신라 임금의 명을 어겼다는 이유로 고구려로 추방되어 고구

려 임금의 목을 베어올 것을 명령 받은 이차돈은, 삼국의 조화와 화합을 

꿈꾸는 고구려 재상 메주한가를 만나게 된다. 메주한가는 이차돈의 비범함

을 알아보고 그를 고구려의 인재로 받아들이고 싶어한다. 이 때 이차돈이  

향후 자신의 왕위 계승에 장애가 될 것을 염려한 선마로가 거칠마로를 고

구려로 보내 메주한가에게 이차돈이 신라의 첩자임을 고발한다. 메주한가

는 선마로의 일을 모두 이차돈에게 말하며, 신라로 다시 돌아갈 경우에는 

목숨이 무사하지 못할 것을 들어 고구려에 남기를 권유한다. 이차돈은 신

라에서 버림받았음을 직감하고 고민하지만, 곧 왜국에서 죽음을 맞이한 충

신 박제상의 일화를 떠올리며 신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

①

이차돈은 충신 터마로가 일개 고구려 관원의 입에 욕을 당하는 것이 분해

서

『그뿐 아니오. 그때에 보해왕자는 고구려에 볼모로 오셨고, 미해 왕자는 

〇〇(왜국-인용자 주)에 볼모로 갔었소. 그런데 고구려에 가셨던 보해왕자는 

터마로의 충성으로 무사히 돌아오셨으나 왜국에가신 미해왕자는 열 살에 

가신 이가 마흔 살이 되셔도 나라에게 돌려 보내지를 아니하셨소. 그래 그

때 임금 눌지왕께서 왜국에 가 계신 미해 아우님을 생각하시와 슬퍼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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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보고 터마로는 임금의 근심은 신하의 욕, 임금이 욕되시면 신하는 죽

을 것이라 하여 집에도 안 들르고 곧 배에 올라 왜국으로 간 것이오.』232)

②

그러나 이차돈의 머리 속에는 터마로(提上)의 일이 떠올랐다. 고구려에 오는 

길에 너른나무 관원에게 뽐내어 자랑하던 터마로의 전신에 피를 흘리면서 

나는 신라사람이노라고 외치던, 차라리 신라의 개 돼지가 될지언정, 하고 

외치던 일이 떠올랐다.

이차돈은 몸을 흠칫하여

『메주한가, 이 몸은 신라사람으로 났으니 신라사람으로 죽겠소!』

하고 분명하게, 힘있게 대답하고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233)

이광수는 박제상의 일화를 이차돈이 고구려에 간 직후에 한 번 (인용문 

①), 그리고 그보다 훨씬 이후 이차돈이 메주한가에게 권유를 받을 때 다

시 배치한다. (인용문 ②) 이를 통해 독자는 이광수가 의식적으로 박제상의 

절개와 충성을 칭송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광수는 박제상의 일화를 기억하며 자신의 행동적 지표로 삼는 이

차돈의 모습을 통해 이러한 가치관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고구려 국

경을 넘자마자 만난 관리에게서 신라를 업신여기는 말을 듣고 분개한 이차

돈은, 자신의 나라에는 충신 박제상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며 그 

관리의 말에 대응한다. 이는 단지 이차돈의 당당함을 보여주는 일화로서만 

배치된 것이 아니라, 그를 자신보다 앞서 산 사람의 모범적 삶의 태도로부

터 자신의 행동의 지표를 삼으려는 사람으로 그려내기 위한 것이기도 하

다.

이처럼 이광수는 이차돈을 고구려, 신라, 백제의 삼국 대립의 시대에 신라

에 대한 애착과 의무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으로 먼저 그려낸다. 또한 이차

돈 주변 인물 역시 이러한 가치관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차돈이 고

구려로 떠날 때 적국 고구려에 가서 죽을지언정 구차하게 도망하여 살아있

232) 위의 책, 60쪽.

233) 위의 책, 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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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말라는 이차돈 어머니의 말이나, 고구려에 가서도 인정으로 다른 사람

을 대하되, 신라 사람으로서 용기를 보여야 하는 상황이 되면 주저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조부 한마로 이손이 이에 해당된다. 이처럼 소설 전반에서 

이차돈은 언약을 지키고, 자신의 안위와 공동체의 가치가 충돌할 때 자신

이 속한 집단에 이로울 일을 먼저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의’ 를 추구하는 

인물이다.

중반부 이후 서사에서는 여기에 ‘의(義)’의 함의가 한 가지가 더 추가된다.

이차돈은 백봉국사와의 만남 이후에 신라에 바른 도(道), 즉 바른 정신을 

전파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삼는 인물이 되며, 그것으로써 공동체를 

위한다는 정신을 실천한다. 이와 같은 이차돈의 변모는 텍스트 외부의 실

제 저자 이광수, 즉 「민족개조론」이래로 조선인의 바른 마음을 먼저 세

우는 것이 곧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저자 자신의 신념으로부터 비

롯된 것이다.

공목과 알공, 선마로의 왕위 찬탈의 욕심을 꿰뚫어 본 이차돈은 신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백봉국사를 만나게 된다. 그는 이차돈의 귀국이 그의 목

표를 당장 이루게 하지 못할 것임을 말한다. 그리고 나라는 그 곳에 사는 

구성원들의 마음의 힘에 의해 그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

라 중생의 마음을 좋게 만드는 것’이 신라를 위하는 최우선의 과제라는 이

유로 이차돈의 귀국을 만류한다. 이 부분에서 백봉국사의 발화는 「민족개

조론」의 저자 이광수의 발화와 겹쳐진다.

①

『나라라는 것은 중생이-여러 사람이 모여서 되는 것이야. 중생의 업의 힘

이라는 것이지. 선한 중생이 사는 곳에 선한 나라가 일러지고 악한 중생이 

사는 곳에 악한 나라가 이뤄진다는 말이다. 그러매로 네가 신라라는 나라를 

좋게 하려거든 신라의 중생-신라 나라 백성 말이지-신라 중생을 좋게 하여

야 되고 신라의 중생을 좋게 하려면 신라 중생의 마음을 좋게 하여야 한단 

말이다. 신라 중생의 마음이 좋게 되지 아니하고 신라 나라가 좋게 될 수는 

없는 것이니, 이것을 일러서 중생의 업력이라는 것이요, 인과응보라는 것이

야. 알아듣느냐?』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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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족개조라 함은 민족성개조라는 뜻이외다. 일민족의 생활은 무수한 부문으

로 된 것이니, 그 중요한 자를 들면 정치적 생활, 경제적 생활, 문화적 생활 

(종교적 생활, 예술적 생활, 철학적 생활, 사교적 생활) 등이외다. 이렇게 그 

실생활의 부문이 극히 복잡하지마는 이 모든 생활의 양식과 내용은 그 민

족성의 여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요, 민족성은 극히 단순한 일, 이의 근

본도덕으로 결정되는 것이외다.235)

인용문 ①은 백봉국사가 이차돈에게 신라를 구할 방도를 알려주는 말을 

하는 부분이며, 인용문 ②는 민족의 근본 도덕이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

면의 생활상의 양식과 내용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라는 신념을 피력하는 텍

스트 밖의 실제 저자 이광수의 발화이다. 인용문 ①에서는 “업의 힘”이라

는 불교적 표현이 가미되어 있기는 하지만, 두 인용문의 기본적 논지는 다

르지 않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의 힘, 가치관의 힘이 눈에 보이는 생활

을 규정한다는 믿음을 견지하며 그것이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 방법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것이다.

백봉국사의 말을 듣고 삼 년 간 수련을 마친 이차돈이 얻은 바른 도(道)

란 이광수가 ‘열등감정’이라 지칭했던 질투, 탐욕, 시기, 미움 등의 부정적 

감정을 마음 바탕으로부터 완전히 몰아낸 상태를 의미한다. 이후 이차돈이 

신라로 돌아가 시정에서 설법을 하면서 “우리 신라 사람은 거짓이 많소.

아첨이 많소. 서로 속이고 서로 속소.” 라고 말을 시작하는 것은 이와 같은 

도덕적 감정의 필요성을 역설한 작가의식이 투영된 부분이기도 하다. 이는 

감정을 도덕과의 관련하여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것과 부정적이고 해로운 

것으로 구별하고, 정조를 훈련해야 할 것을 역설한 이광수 특유의 감정론

의 전개와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1920년대 이광수의 감정론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유용하고 가치 있는 감

정’과 ‘무용하고 해로운 감정’을 구분하고 문학상에서의 전자의 파급력을 

234) 위의 책, 128-129쪽.

235) 「민족개조론」,『전집』10, 우신사, 1979, 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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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는 방법을 심도 있게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는 것이다. 본격적인 개조

의 기획과 더불어 ‘유용하고 가치 있는 감정’은 고양시키고 널리 파급시켜

야 할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236) 「예술과 인생」,「문사와 

수양」으로부터 시작된 데카당스적 문학에 대한 강력한 반발은 「문학강

화」 이후의 글에서부터 특정한 감정 구조에 대한 강조와, 이러한 감정 구

조를 형상화한 문학을 가치 있는 문학으로 여겨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

다.

특히 1910년대 ‘지정의론’의 ‘감정’에 대한 확대판이라 할 수 있는 ‘진리

감, 정의감, 심미감’의 강조는 다양한 글에서 발견할 수 있다.237) 「문학강

화」, 「젊은 조선인의 소원」, 「개인의 일상생활의 혁신이 민족적 발흥의 

근본이다」, 「대성과 소성」이 이에 해당된다. 이 글에서 이광수는 공통적

으로 ‘진리감’을 ‘옳은 것이면 따르고 옳지 않은 것이면 부인하는 감정’,

‘정의감’은 ‘도덕적으로 선한 것만을 추구하고, 불의한 것을 배척하는 감

정’, ‘심미감’을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추한 것을 혐오하는 감정’으로 의

미화한다.

이광수는 인간은 고급하고 가치 있는 것을 지향하는 감정, 옳고 그름과 

쾌락과 불쾌를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감

정적 요구에 의해서 예술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한 논리에 따르면 

‘예술’의 하위범주로서 문학 역시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야 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게 하는 내적인 감정이 바로 ‘가치

감정’이다. 이광수에 따르면 가치감정은 “事나 物에 대하여 「좋다」, 「안 

236) 이광수는 「문학이란 하오」에서 이미 문학의 실효의 하나로서 도덕적 건강성, 품성의 고양

에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으로써 도덕성의 역할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재선은 이 부분을 

윈체스터의 ‘도덕적 정서(moral emotion)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도덕적 정서는 도

덕적 존재의 특성, 행위, 성격에 의해 환기된 정서, 생에 대한 동정의 형태로서의 정서로 규

정한다. : 이재선,『이광수 문학의 지적 편력』, 서강대출판부, 2010, 59-60쪽.

237) 이광수 문학론에 영향을 미친 ‘지정의론’은 시마무라 호게츠를 중심으로 한 와세다 미사학

의 논리 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지정의론을 근간

으로 하고 있되, 그것을 감정, 정서의 영역에 바로 접합시킨 ‘진리감, 정의감, 심미감’에 대한 

논의가 1920년대 논설에 다수 드러나고 있음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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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하는 만족, 불만족에 대하여 움직이는 감정” 을 의미한다. 이 가치감

정에는 인격 가치감정, 즉 도덕 또는 선 가치감정과 진리 가치감정 및 미 

가치감정이 있다. 이 가치감정이 중요한 것은 참된 예술과 거짓된 예술을 

구분할 수 있는 잣대가 될 뿐만 아니라, 참된 의미에서의 ‘예술’을 지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가치감정을 판단하는 

데 있어 잣대가 되는 것이 ‘인류의 이상’이라는 점이다. 이상을 지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감정은 가치감정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인류는 이상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특색을 삼는 동물이다. 사람은 결코 그

의 현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동물이다. 그는 자기의 불완전을 분명히 의식

할 줄 알고 또 완전한 자기를 관념으로 지어 그것을 자기의 앞에 세우고 

거기 달하려고 노력할 줄 아는 동물이다. 그러므로 그는 다만 예술품을 대

할 때에는 자기의 이상에 배치되는 것을 배척할 뿐 아니요, 모든 사물(사는 

사건이요, 물은 물상이다)을 대할 때에 이 태도도 「비평」하는 것이니, 위

에 말한 가치감정이란 곧 이 비평의 감정을 일컬음이다. 나는 가치감정을 

일종의 만족의 감정이라 하였거니와, 이 만족이란 그의 우상(나쁜 의미로 

그렇게 부르는 것은 아니다)인 理想의 신의 만족이다. 이 이상을 혹 진·선·

미의 합치(플라톤) 혹은 도덕(칸트)이라 하고, 혹은 신의 의지(톨스토이)라 

하고, 혹은 절대(헤에겔)이라 하고, 혹은 미(셸링, ?미파)라 하거니와, 그것을 

부르는 명칭은 각이하다 하더라도 인류에게 현실의 사물을 비평하고 통어

하는 최고원리가 존재함을 승인한 점에서는 일치하다 할 것이다.238)

이상을 만족시킬 때 느끼는 쾌감을 문학 창작과 감상의 공통적 요소로 

본 이광수는, 정몽주의 시조와 <난봉가>를 비교하며 두 가지를 읽을 때의 

차이를 감정에 둔다. 정몽주의 시조는 의를 따르고 불의에 항거하는 인류

의 이상에 합치하기 때문에 고급의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난봉가>는 그 

자체로 인간생활을 재미있게 읊었기 때문에 쾌미를 주지만 저급한 감정만

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와 함께 “도연명·이태백· 두보, 셰

익스피어, 밀턴의 시” 등 정전의 가치를 보다 강조하다.

238) 이광수, 「문학강화」,『전집』10, 우신사, 1979, 3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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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문학강화」의 결말에서 이광수는 이 세 가지 감정을 ‘가치감정’으

로 묶으며, 참된 문학이란 ‘진리감, 정의감, 심미감’을 모두 아우르는 문학

이라 평가한다. 예술을 관념예술과 관능예술로 구분할 수 있다면, 예컨대 

문학은 전자에 속하고 음악은 후자에 속하게 된다. 관념예술로서의 문학은 

단순히 심미감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세 가지 가치감정을 모두 아우르고 

한 데 묶는데서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학론의 영역뿐만 아니라 여러 논설글에서도 이 세 가지 감정에 대한 강

조는 계속된다.「개인의 일상생활의 혁신이 민족적 발흥의 근본이다」에서

는 ‘진리감, 정의감, 심미감’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훈련을 통해 배양할 수 있는 일종의 습관이라 말하고 있다. 이광수는 이렇

게 ‘습관이 된 감정’을 일컬어 ‘정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정조’는 그 자

체로 “품성의 도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 성향이라는 것도 결국 감정의 습관인, 즉 날마다 힘쓰는 것 여하

로 좋은 성향을 기를 수도 있고 나쁜 성향을 기를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윤리학자의 이른바 정조(Senttiment)라는 것은 거의 전부 교육과 수양으로 

되는 것입니다. 진을 사랑하는 정조, 위를 미워하는 정조, 선을 사랑하고 악

을 미워하는 정조, 미를 사랑하고 추를 미워하는 정조, 다시 통속적으로 말

하면 진리감, 정의감, 심미감도 결국은 습관의 양성에서 오는 것이니, 이것

을 품성의 도야라고 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239)

중요한 것은, 이광수가 실제로 심리학적 사유 구조로부터 인간의 ‘감정’과 

관련된 여러 논의를 참조하면서 그 감정을 배양하고 숙성시키며 널리 퍼뜨

리는 것, 특히 문학 작품을 통하여 전파하는 것이 문사의 사명이라고 생각

했다는 점이다. 이미 「문학이란 하오」와 같은 1910년대 문학론에서부터 

도덕과 정서의 관계를 대립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음을 여러 연구자들이 이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광수가 말하는 감정론이 일종의 ‘도덕적 정

서’라는 특수한 성격을 강조하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1920년

239) 이광수, 「개인의 일상생활의 혁신이 민족적 발흥의 근본이다」,『전집』10, 우신사, 2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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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는 특히 ‘가치감정’을 중심으로 하여 도덕적 정서를 확대시키는 문제

에 천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240)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보면, 이차돈이 백봉국사의 밑에서 수련하며 세

운 서원은 단순히 신라 사람들이 불도를 믿게 되리라는 것뿐만 아니라, 부

정적이고 열등한 감정들을 모두 마음 속에서 몰아내고 새로운 신라를 건설

하는 것에 가깝다. 그리고 이는 이광수가 1920년대부터 역설한 감정론 특

유의 의미를 지시하는 것이다.

『원컨댄 이 몸이 백번 천번 죽고 또 죽더라도 신라 나라 백성에게 불법의 

빛을 주는 연이 되게 하옵소서. 신라백성이 모두 탐, 진, 치의 삼독을 벗어

나고 신라 나라가 불법으로 빛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신라 사람들의 거짓되고 간악하고 음란하고 탐심많고 시기 많고, 사람

마다 이 모든 번뇌로 하여서 마음을 끓이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신라는 

마치 피비린내 나는 아수라와도 같이도 보이고, 기름 가마가 끓고 유황불이 

이글이글하는 속에 사람들이 오글오글 삶기고 볶이는 지옥도 같기도 하고 

(후략)241)

도덕과 관련된 긍정적 정조를 계발하는 것, 그리고 질투, 미움, 시기 등 

공동체의 결속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서는 철저히 배격하는 것이 곧 공동

체의 정신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실제 저자 이광수의 신념은『이차돈의 

사』에서 설화적 상징을 변용한 부분에서도 찾을 수 있다. ‘흰 피’의 상징

성을 ‘붉은 피’와 대립시켜 긍정적으로 의미화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본

래 삼국유사 설화에서 이차돈이 신라에 불법을 펼 수 있었던 계기는 그의 

목을 벤 순간 솟아나온 흰 피에 사람들이 신이함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소

설에서 이적의 상징으로서의 흰 피는 ‘붉은 피’와 대비되어 뜻을 굽히지 

않는 의기라는 긍정적 정조의 산물로 새롭게 의미화된다. 이와는 반대로 

‘붉은 피’란 격정적인 분노와 미움의 상징이다.

240) 181쪽부터 이 부분까지는 서은혜, 「1920년대 이광수의 감정론과 <마의태자>에 나타난 충

의의 정조」,『한국근대문학연구』27집, 2013, 318-324쪽 부분에 실린 것이다.

241) 「이차돈의 사」, 앞의 책, 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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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비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두 장면이 있다. 첫째는 소설 초반부

에 이차돈을 사모하는 평양공주의 마음이 달님에 대한 질투와 자신의 마음

을 받아주지 않는 이차돈에 대한 극도의 미움으로 발전하여 그의 목을 벨 

것을 임금에게 청하는 부분이다. 둘째는 소설 결말부에서 신라인에게 바른 

마음을 알려준다는 이차돈의 서원이 죽음으로 이어지고, 그 이후에 이차돈

의 목에서 흰 피가 솟아나오는 장면이다.

①

『이 몸이 어떻게 잡니까? 꼭 밤을 앉아서 밝혔습니다. 이차돈과 달님의 모

가지가 떨어지고, 그 자리에서 붉은 피가 솟아나는 것을 이 눈으로 보옵기 

전에는 천년 만년을 가도 잠을 잘 것 같지 아니하옵니다. 아바마마 이 몸의 

원을 풀어주십시오.242)

②

『흰 피?』

하고 상감이 물으신다.

『예, 흰 피, 젖 같은 흰 피. 그리고는 환하게 이차돈의 몸에서 빛을 발하여

서 모두 눈이 부시어 눈을 감았다 하오.』

『환한 빛?』

하고 상감은 또 물으신다. 243)

평양공주는 이차돈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그의 마음이 자신에게 향하지 

않았음을 알았을 때 이차돈과 달님의 목을 베고 ‘붉은 피’를 보아야 마음

이 풀리겠다는 지독한 질투를 느낀다. 이러한 질투는 그의 어머니인 왕후

가 그보다 십 여 년 전, 왕이 사랑한 세털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였던 일

화와 겹쳐져 서술된다. 이를 통하여 질투라는 것이 그 당사자와 대상 모두

를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독한 감정임이 암시된다. 이와는 반대로 이

차돈의 목을 실제로 벤 순간 나온 것은 평양공주의 원한과 이어지는 ‘붉은 

242) 위의 책, 45쪽.

243) 위의 책, 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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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가 아니라 환하게 빛을 발하는 몸과 조응되는 ‘흰 피’이다. 빛과 어우러

진 흰 피는 바른 도를 지키려는 이차돈의 굳은 의지와 더불어 순결함과 거

룩함이라는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말하자면『이차돈의 사』에서의 인물들의 감정 묘사는 현실 속의 인간들

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 변화나 움직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실제 저자의 가치관으로부터 전이된 것에 가깝다. 즉, 독자로 하여금 이광

수의 도덕감정론의 틀에 맞추어 그 감정이 빚어내는 인간사의 여러 사건과 

비극들을 제시하고 음미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술 목적은 인물의 갑작스러운 운명 변화에서도 드러난다. 가령,

이차돈의 첫사랑인 달님이나 고구려에서 그를 사모하여 따라온 반달, 버들

아기, 그리고 평양공주마저도 모두 불법을 받아들여 이를 수행하는 제자가 

되는 작위적 설정은 이러한 도덕 감정, 긍정적 정조를 현실에서 구현했을 

때의 감화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상징적 장치, 인물의 운명,

감정 묘사와 같은 다양한 서사적 설정들을 통하여 인간의 감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교화하는 문제에 관심이 많으며, 긍정적 감정의 배양을 

중시하는 암시된 저자의 상이 구축된다.

민족성 개조론이나 이와 연관된 도덕감정론 이외에도, 부분적으로 볼 때

는 불교적 인과론과 업보론에 대한 왕후의 믿음과 죄의식244), 인정(人情)의 

아름다움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한마로 이손의 믿음이나 실제로 이 인정에 

감화되는 악인형 인물 선마로의 개심 역시『무정』의 서술자, 시「인정」

의 화자, 수필 「어린 영혼」의 화자에서 추출되는 작가 이광수의 가치관

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애인 

간의 사랑 등은 이광수가 말한 ‘긍정적 정조’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를 담

은 말은 자신의 야심을 달하기에 눈이 먼 선마로와 같은 인물형까지도 개

심시킬 정도로 그 파급력이 큰 것으로 그려진다.

244) “왕후는 덜덜 떨리는 몸을 가까스로 진정하며

『한 번 지은 죄는 억년을 가고, 그 값을 받기 전에는 쓰러지지 아니한다더니 그 말이 옳고나.

십 년이나 세월이 지나서 가까스로 잊어버린 옛 죄를 내 딸이 또 끌어내어 괴롭힐 줄이야 뉘 

알았으리. 악아, 나는 언제나 이생에서나 저생에서나 세털 죽인 값을 받고야 말 것이다. (중

략) 아아 무서워 아아 무서워!』“ : 위의 책,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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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마로는 잠깐 말이 막혔다. 어서 죽기를 바라던 임금과 평양공주-이 두 사

람의 정의 움직임이 냉혹한 야심으로만 찬 듯한 선마로에게는 다른 세상,

못 보던 세상 하나를 눈 앞에 벌려 놓는 것 같았다.

아우 생각, 딸 생각, 그리운 사람 생각-이런 것은 선마로가 오래 잊었던 것

이었다. 그것이 번쩍 눈을 뜨는 것 같았다.245)

이처럼『이차돈의 사』의 저자는『삼국유사』의 이차돈을 신의와 희생의 

가치를 몸소 체현하는 인물로 그려내면서 동시에 이와 대조되는 부수적 인

물 (평양공주, 거칠마로)의 질투, 미움, 시기와 같은 부정적 감정과의 대립

을 극대화한다. 이와 같은 서사적 장치는 텍스트 외부에 위치한 실제 저자 

이광수의 민족성 개조론, 도덕 감정론과 연결되면서 ‘긍정적 감정’을 습관

적으로 훈련하여 특정한 ‘정조’를 형성하기 위한 한 방법을 이야기를 통해 

제시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 소설을 통해 저자의 목소리로서 재구성되는 

‘신의’나 ‘희생’은, 한 번 말한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것, 자신의 

안위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어서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도움이 되

는 방향을 흔들림 없이 선택하는 의지를 가리킨다.

이처럼『이차돈의 사』에서는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미덕이나 마음가짐

이 어떤 사건을 만들어내고 어떤 운명을 가져오는지에 민감하게 관심을 가

지는, 그리고 소설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긍정적 마음가짐을 함양하기를 

바라는 저자상이 구축된다.

이처럼 『이순신』과『이차돈의 사』가 실제 저자 이광수의 신념, 가치관

을 공유하는 ‘암시된 저자’상을 드리운 작품들이라면, 『세조대왕』은 불교

사상에의 경도 이외에도 이광수가 처한 도덕적 딜레마를 연상시키는 상황

을 역사적 무대로부터 취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인 작품이다. 말하자

면, 『세조대왕』은 아들의 죽음, 법화경을 대표로 하는 불경에의 심취246),

지도자로서의 불가피한 결단의 상황 등 인물 묘사 면에서 이를 집필하는 

작가 이광수의 전기적 이력을 떠올리게 하는 면모가 강한 작품이다. 계유

245) 위의 책, 98쪽.

246) 방민호,「자전적 소설의 제 문제와 이광수 장편소설『세조대왕』」, 앞의 책,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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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난을 중점적으로 묘사한『단종애사』와 달리, 『세조대왕』은 죄의식에 

괴로워하는 만년의 세조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며 세조가 겪는 심리적 변화

의 추이를 따라가는 것에 서술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우선 주인공 세조와 텍스트 외부의 작가 이광수의 연속성을 환기하는 요

소는 다음과 같다. 아들의 죽음,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죄책감 등의 내용은

『세조대왕』이 집필되던 당시 발표된 단편 『꿈』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는 점에서 그 자전적 성격의 일단을 추출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공(空)이자 ‘허깨비’라는 세조의 발화 또한『꿈』의 허무주의적 분위기를 

떠올리게 한다.

①

상감은 지나간 동안의 비극적인 추억이 들아오는 것을 억지로 막으시고 아

름다운 기생들의 모양과 소리를 생각하려 하셨다. 그러나 그것도 마음 대로 

되지 아니 하였다. 그 아름다운 기생들의 분바른 얼굴과 아롱아롱한 옷들이 

모도 송장과 같이, 또는 귀신과 같이 요기롭고 무시무시 하였다.

『幻. 幻. 幻.』

(헛개비, 헛개비, 헛개비.)

상감은 억지로 웃으셨다.

『그래, 모도 다 꿈이오, 헛개비오, 물거품이오, 그림자야. 이슬이오, 번개

야.』

(一切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

상감은 당신의 땀 흐르는 몸을 생각하셨다. 썩을 날이 얼마 아니 남은 몸.

목에서는 담이 끓어오르고, 입은 쓰고, 사지는 쏙쏙 쑤셨다.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는 것도 꿈.』

상감은 이렇게 생각하셨다.247)

②

『만일 임종의 순간에 이렇게 무서운 광경이 앞에 보인다면.』

하는 생각이, 내가 반야바라밀다심경을 오이는 동안에도 몇 번이 몸서리를 

치게 하고 지나갔다.

247) 이광수,『세조대왕』, 박문서관, 1940, 320-321쪽.



- 189 -

『五蘊皆空이다. 모도 다 공인데 무어?』

이렇게 뽐내어 본다. 그러나 오온이 다 공이 면서도 인과응보가 차착 없음

이 이 세계라고 한다.248)

『세조대왕』에서 세조의 시각에 의해 그려지는 계유정난은 ‘나라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 그러나 그 안의 개인적 업보는 두고두고 받아야 할 죄’

이다. 그리고 이를 두고 김시습, 남효온, 신숙주, 세조 등 다양한 인물들의 

대응과 갈등이 벌어진다. 예컨대 계유정난을 명백한 불의로 보고 세상을 

등진 김시습, 남효온과 실제로 나라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비극을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그려지는 세조 및 신숙주가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계유정난을 바라보는 세조의 시각이 작품 내에서 서사 

전개를 통해 일정한 개연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구

체적 사건 전개의 측면은 소략화되고, 사건 이후의 세조 자신의 개인적 고

뇌와 갈등이 전면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다.

『후세에 나를 죄줄 자가 있을 것이오. 그것은 내가 상왕(上王)을 죽이고 여

러 종친과 영묘(世宗)께서 양성하오시고 현릉(문종)께서 고명하신 제신을 죽

인 일이오. (중략) 계유정난(癸酉靖難)으로 부터 나는 일즉 사욕으로 움즉인 

일은 없다 하는 것이오. (중략) 그네(노산, 안평, 금성-인용자 주) 를 사랑하

기로는 내가 으뜸일 것이오, 또 그네가 죽으매 슬퍼하기로도 내가 으뜸일 

것이오. 그런데 나는 그들을 죽였소.

『또 나는 벌러지 하나를 죽인 업보도 반드시 내가 받을 것을 믿소. 하물

며, 동기를 죽인 업이야 여간한 악업이오? 나는 이 악업으로 말미아마서 아

승지겁을 지옥고를 받을 줄을 아오. 그러면서도 나는 그들을 죽였소.

『그러면 왜? 내가 임금의 자리를 탐하여서 그런것이라 고 생각하는 자도 

있소. 내가 인정이 없어서 그러한 것이라 고 말하는 자도 있소. 또는 나를 

도아 준 경들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한 것이라 고 하는 자도 있을 것 

이오. 그러나 다 아니오. 나는 이 사직을 위하여서 그리하였소. 내가 나서지 

않고는 이 사직이 망할 것 같이 생각하여서 그리하였소. 이 나라를 한번 좋

248) 이광수,「꿈」,『문장』, 1939.7, 3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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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나라를 만들어 볼까 하여서 그리하였소.

『그러나 십사년 간 지낸 일을 돌아보니 잘하여 놓은 것은 별로 없고 남은 

것이 오직 악업뿐이오. 무서운 추억과 무서운 꿈 뿐이오.249)

인용문에서처럼 “상감은 결코 임금의 자리가 탐이 나서 임금이 되신 것은 

아니었”으며, “당신이 임금이 아니 되시면 이 사직이 안보할 수 없다고 보

셨으므로 임금이 되신 것” 이라 반복적으로 이야기되면서도, ‘사직이 안보

할 수 없는 상황’이 무엇이었고, 어떤 사건을 거쳐 수양대군의 마음 속에 

임금이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불러일으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다. 서술자는 오직 세조 자신의 발화로 내면적 고뇌를 반복적으로 드러

내면서 왕위를 지켜내야 할 인간 세조의 모습을 보여줄 뿐이다. 이러한 서

술적 특징으로부터 추론되는『세조대왕』의 저자는 이미 계유정난의 대강

의 줄거리를 알고 있는 독자로 하여금 인물의 내면 심리와 공명하거나 거

리를 두는 지점을 새롭게 창출해 내는 것을 주요한 서술 의도로 삼은 자이

다.

이처럼 ‘계유정난 이후’ 그것도 만년의 세조를 주인공으로 내세운『세조대

왕』의 저자는 계속해서 불가피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지도자의 고뇌와 죄

의식을 중점적으로 묘사한다.『단종애사』가 계유정난의 한가운데 놓인 여

러 인물들의 대응, 그 속의 충의와 불의의 대립을 보여준다면,『세조대왕』

의 서술은 왕으로서의 책임과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 윤리 사이에서 

전자(前者)를 선택한 인물의 내면적 갈등과 그 갈등에 대한 미화, 이상화의 

노력이 주를 이룬다.

일즉 성삼문 등을 죽이실 때에 상감은, 신하들이 듣는 자리에서,

『성삼문, 팽년등은 금세의 난신이나 후세의 충신이다. 얼마 아니하여서 필

시 삼문, 팽년을 죽인 것으로 나를 허물할 줄을 내가 잘 아노라.』

하신 것을 듣고 숙주는 몸이 오싹함을 느꼈었다. 그것은 상감이 실로 범상

한 어른이 아니라고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속이 트인 임금이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로산이하로 원통히 죽

249)『세조대왕』, 앞의 책, 304-3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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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러 사람에게 대하여서 예삿 사람들 이상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생각을 

가지셨을런지도 모른다.250)

이외에도 세조가 자신을 ‘죄인’으로 규정짓는 것, 그리고 그 죄를 다른 어

떤 명분들을 가져와 덮으려 하는 것을 모두 ‘첨곡(諂曲)’이라 하여 경계하

는 태도를 강조하고, 이에 감복하는 신숙주의 마음을 서술하는 부분은『세

조대왕』의 저자가 세조에 대하여 지닌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작가가 

그리고자 하는 세조라는 인물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자신이 지은 죄가 무

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해 응당 받아야 할 과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는 윤리감각의 소유자이자, ‘죄를 알고서도 불가피하게 죄를 짓’는 것을 

피하지 않을 정도로 ‘대의(大義)’를 지키려는 마음이 강한 사람인 것이다.

『그야 제왕은 만민의 죄를 대신 지시는 어른이시니. 옛날 성탕께서도-』

『아니. 아니. 죄인은 그런 말을 하는 법이 아니오. 그것이 첨곡(諂曲)이라 

는 것이오. 제 허물을 허물 아닌 것처럼 꾸민단 말요. 그것은 죄 우에 또 

한 죄를 더 짓는 것이오. 유가들은 그것이 병이야. 죄를 졌거든 나는 죄인

이오, 이러지 아니 하고 무에라 고 무에라 고 사기를 끌어오고 경서를 끌어

다가 그것을 꾸미려 들어. 저를 속이는 것이지, 천지신명이야 속소?』

(중략)

『첨곡!』

상감은 그것을 첨곡이라 고 하셨다. 숙주는 일즉 자기가 첨곡한 사람으로 

자처한 일은 없었다. 자기는 공명정대한 사람으로 자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생각하니 역시 첨곡이었다.

『諂曲心不實』

숙주는 이 법화경의 구절에 비로소 깊은 뜻이 있는 줄을 알았다.251)

인용문에서처럼 불의임을 알면서도 그 상황에서는 그것을 택할 수밖에 없

고, 후세에는 마땅히 그것이 불의라 지탄받아야 의가 바로서는 것이라는 

점까지 알고 있는 세조의 ‘결단’의 과정은 세밀하게 서술된다. 또 그의 생

250) 위의 책, 67쪽.

251) 위의 책, 7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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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활동사항 

1938년 11월 3일 명치절 28명 동우회 간부들의 사상전향 모임 (강제적 전향이라 해석함)

1939년 5월 『세조대왕』집필 시작

1939년 6월

북경에 일본군 위문단을 보내는 문제 좌담회 참석, 스스로『나의 고

백』에서 ‘일본에 협력하는 일에 참예한 시초’라 이야기하고 있음 (자

발적 친일로 스스로 인지하고 있음)

1939년 10월 24일 동우회 사건 첫 공판 (이광수 스스로 독립을 위한 게 아니었음을 주장.)

1939년 12월 9일 동우회 사건 1심 무죄판결

1939년 12월 29일

조선문인협회 회장 

(이광수는 자신의 자발적 두 번째 훼절이라고『나의 고백』에서 서술하

고 있음) 

각에 대한 신숙주의 깨달음까지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주인공의 ‘위대함’을 

부각시키는 이와 같은 서술은 세조라는 인물의 복잡한 내면을 최대한 공감

과 연민의 시선으로 그려내고자 하는 저자의 서술 의도와 맞물린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계유정난을 단지 참혹한 왕위다툼으로 보지 않고, 최대한 자신의 

‘개인적 도덕적 죄’를 감내하고라도 치러야 했던 ‘불가피한 역사적 결단’으

로 의미화하는 암시된 저자는,『세조대왕』이 발표된 1940년 무렵 실제 저

자인 이광수의 도덕적 딜레마와 연관되어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에

서 주목된다.『세조대왕』집필 당시 이광수가 놓여 있었던 상황에 대하여 

접근 가능한 정보를 담고 있는 텍스트는 회고록『나의 고백』이다. 이 회

고록과의 비교에 따르면,『세조대왕』은 동우회 사건과 관련, 이광수가 이

야기한 두 번의 ‘자발적 훼절’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집필되었다. 그 고백의 

사실성을 인정한 채 독해한다면,『세조대왕』은 그 당시 작가의 ‘자발적 훼

절’의 내면 풍경을 잘 나타내 주는 텍스트로도 읽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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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 2월 『난제오』발표

1940년 3월 초순 동소문 밖 흥천사에 정양하러 감

1940년 3월 『신신론』발표

1940년 4월 『세조대왕』발표

1940년 5월 『생재참관기』발표

1940년 8월 21일 동우회 2심에서 오 년 징역형의 최고형을 받음

1941년 11월 17일 상고 이후 무죄 판결

[표 5 -『나의 고백』에 서술된 일제 말기 전기적 사실과 창작활동]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수양동우회 사건 당시 전향을 조건으로 하여 동지

들의 안위를 구했다고 주장하는『나의 고백』의 저자의 어조는, 사직을 보

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도덕적 명예를 훼손할 수밖에 없었음을 

씁쓸하게 자인하는 세조의 목소리, 그리고 그에 최대한 공감과 연민의 시

선을 지닌『세조대왕』의 암시된 저자의 목소리와 매우 유사하다.

실제『나의 고백』의 기록에 따르면,『세조대왕』을 집필하던 시기 이광

수는 스스로 ‘자발적 훼절’이라 생각하는 두 가지 일을 행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 일은 1939년 6월 북경에 일본군 위문단을 보내는 문제를 논하는 

좌담회에 참석한 것, 그리고 1939년 12월 조선문인협회의 회장직을 맡은 

것이었다. 동우회의 동지들을 구하기 위한 강제적 전향과는 달리 그가 스

스로 이 두 가지 사건을 ‘자발적 훼절’로 의미화하는 것은,『세조대왕』이 

쓰이던 1940년 무렵 계유정난을 일으킨 세조의 내면을 다시 한 번 그려내

는 작업의 동기를 설명해 주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이광수의 친일문학에 대하여 “자신(이광수-인용자 주)의 내면적 정신 상황

을 전향의 논리 쪽으로 밀어붙여, 그것에 어떤 지적 체계를 부여하고, 나아

가 그것을 하나의 진실로 삼아 긍정하고자 하는 투쟁”을 읽을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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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당한 전향에 논리를 부여하고자 한 에너지의 크기가 가공할 만했다는 

점”을 지적한 논의를 상기해 볼 때252), 계유정난을 ‘현재 상황을 타개할 불

가피한 결단’ 그러나 후세에 이르러서는 명백한 불의(不義)로 남을 사건이

라는 시각은 수양동우회 사건 이후 작가의 내면에 일어나는 전향을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논리 만들기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세조가『법화경』을 대표로 하는 불경에 심취한 것, 그리고 이를 구체적 

불경 인용을 통해 세밀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서술자의 태도, 이를 통한 세

조의 죄의식의 다스림의 과정을 서사로 만들어낸 텍스트 내부 저자의 역할

도 당시 불경에 심취하여 중생구제론을 역설하던 텍스트 외부의 실제 저자 

이광수를 환기하는 지점이다.

특히 불교를 통한 구원을 성취하는 후반부 서사는 실제 저자 이광수의 바

람을 투영한 부분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구체적으로 보면, 『세조대왕』

<동순> 장에서 정심벽계에 의해 이야기되는 중생구제론은 세조의 계유정

난에 대한 죄의식을 일정 부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한다. 정심벽계가 세조

에게 말한『법화경』사상의 핵심은 개인의 성불(成佛)을 생각하기 보다는,

중생을 위하여 생사해에 드나드는 일의 가치, “중생을 다 제도하기 전에는 

나도 성불 아니하겠다 하는 것이 보살의 마음이요, 범부의 마음일 때에는 

천상 인간도 고생일러니 보살의 뜻일 때에는 지옥 아귀도 낙이 아니오리

까”라는 말에서 잘 드러난다. 이 설법을 듣고 난 이후는 세조는 문수보살

의 치유를 받고 오랫동안 고생해 왔던 부스럼에서 낫게 된다.

실제로 이광수는 오랜 폐병 투병 생활 동안 불교에 귀의하여 병을 극복하

려는 태도를 수필에서 자주 보이고 있다. 폐병과 척추 카리에스 수술 등으

로 연등사에서 정양해야 했던 1928년경에는,『유마경』의 「문수사리문질

품제5」를 번역한 「보살의 병」과 같은 수필에서 유마가 자신의 병은 중

생의 병으로 인한 자비심 때문에 생긴 것이고, 병자들은 자아에 집착할 것

이 아니라 나라는 상과 중생이라는 상을  모두 버리는 자리에서 치유가 시

작될 것이라는 부분을 번역하고 있다.253) 이러한 투병 이력은 만년의 세조

252) 방민호, 「이광수의『원효대사』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일제 말기 한국문학의 담론과 

텍스트』, 예옥, 2011, 357-358쪽.

253) 춘원,「보살의 병」『동아일보』, 192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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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그리면서 마음의 병인 죄의식이 몸의 부스럼으로 나타나도록 그린 것과

도 연결된다. 이렇게 보면 정심벽계의 설법을 듣고 문수보살에게 세조가 

치유받는 다음과 같은 환상적 장면은 법화경의 중생구제론을 통하여 전향

의 당위성을 스스로 납득시키려 하는 작가의 바람이 투영된 것으로 읽힐 

여지가 크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나갈 바를 모르니 네가 나를 좀 도아 다오.』

『한번 몸을 물에 던져 보시오.』

『그러면 어찌 되느냐.』

『물에 떠서 살 곳에 가 닿든지, 바위에 부디져 죽든지.』

상감은 또한번 무엇으로 정문을 딱 얻어맞는듯 하셔서 사미를 한번 바라보

셨다.

(중략)

상감은 바 끝을 잡으시고 사미는 끌어서 무사히 물 밖에 나오셨다.

사미는 수건을 내어서 상감의 젖은 몸을 씻으며,

『상감마마 몸에 부스럼이 많으시오』

하였다.

상감은 옷을 입으시고 나서,

『너 상감의 몸에 이렇게 더러운 부스럼이 있더라고 발설을 말어라.』

하시고 한숨을 지우셨다.

『문수동자(文殊童子)가 상감의 부스럼을 만져 낫게 하여 드렸다 고도 발설

을 마시오.』

하고 사미는 서너걸음 걷는 듯 어디로 갔는지 슬어지고 말았다.

상감은 사미가 가던 방향을 향하고 꿀어앉으시와,

『문수사리왕자보살이신 줄을 모르옵고.』

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다.254)

이처럼『세조대왕』에서 세조의 내면적 고뇌와 윤리적 감각에 대한 반복

적 서술, 그리고 이에 대해 공감과 연민의 시각을 지닌 서술자의 발화, 신

숙주와 같은 주변 인물의 감화를 같이 그려냄으로써 세조에 대한 반감을 

최소화하는 것 등의 다양한 서사적 특징은 도덕적 딜레마에 처한 지도자의 

254) 이광수,『세조대왕』, 앞의 책, 262-2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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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적 고뇌에 일종의 숭고함의 그림자를 부여하려는 서술 의도와 밀접하

게 관련된다. 이러한 특징으로부터 추론되는 저자는, 작품이 발표된 즈음 

실제 저자 이광수의 불교에의 심취, 투병 이력, 동우회 사건 등의 여러 주

변적 정황과 맞물리면서 다른 그 어떤 작품들보다도 훨씬 더 실제 저자와 

여러 측면에서 연결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역사소설임에도 이 작품을 

자전적인 것으로까지 독해할 수 있게 하는 장르 혼성적 특징까지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자전적 특징과 역사소설의 상호 관련은 『원효대사』에서도 마찬

가지로 발견된다. 『원효대사』의 서문격인 「내가 왜 이 소설을 썼나」에

서 이광수는 원효를 주인공으로 택한 이유로 “그의 장처 속에서도 나를 발

견하고 그의 단처 속에서도 나를 발견”함을 이유로 든다. 그리고 “모든 욕

심과 남을 해하려는 마음을 떠난 속이 하늘과 같이 넓은 모습” 이 민족적 

특징을 잘 드러낸다고 생각했음을 말한다. 저자 자신이 발견한 긍정적 성

품을 ‘민족성’이라는 보편적 어휘로 치환하고 있다는 오류는 접어두고 보

자면, 적어도 실제 저자 이광수는『이차돈의 사』와 마찬가지로 역사 속 

인물에 자신이 생각한  긍정적 성격을 투영하고자 하는 서술의도를 서문에

서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서문과는 또 다르게, 실제 소설 속에서는 요석공주와의 일로 괴

로워하고 인연의 끊을 놓지 못하는 인간적인 원효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그

려진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원효는 파계로 인해 신라의 고승으로 이름 높

던 자신의 명성이 모두 허명이었음을 알게 되고, 이전의 자신으로는 영원

히 돌아갈 수 없다는 것에 괴로워한다. 파계 모티프가 서사에 있어 중요한 

결절점임은, 이로 인하여 원효가 방랑의 길에 오르게 되고 그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인연의 끈질김과 죄의식을 피력하는 서술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서도 알 수 있다.

『세조대왕』에서 세조의 죄의식이 옳음을 저버리고 불의를 선택해야만 

했다는 도덕적인 자책이라면, 원효의 죄의식은 좀 더 복합적이다. 이 괴로

움은 깨끗하고 높은 상태에서 벗어나 밑으로 추락했다는 감각과, 질긴 인

연의 끈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얽매인다는 갑갑함으로 표현된다. 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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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용신당 수련을 통해 자신이 남의 스승될 자격이 없는 부족한 사람임을 

자각하고 가상아당을 떠나 방랑의 길에 오른다. 맨 처음 도착한 곳은 고향

의 어머니 무덤 앞인데, 여기서 원효는 파계의 행위가 지닌 의미에 대해 

직면하게 된다.

원효는 자기가 이러케 풀이 죽은것이 파게문인것을 알앗다. 왕자와 가티 

패기가 만만하던 자기가 한번 요석궁 일이 잇슴으로부터 몸을 감촐곳이 업

는것 가탓다.

『게를 트리는것은 새가 날개를 잘리는것과 갓다.』

원효는 스스로 이러케 한탄하엿다.

게를 트리기 전에는 어듸를 향하나 누구를 대하나 부러운 적이 업섯다.

하늘을 향하여서도 고개를 놉히 들수가잇섯고 별들을 향하여서도 그 속에 

사는 무변중생이 다 자기를 우럴어보고 자기의게서 구원의 가르침을 기다

리는것가탓다. 그에 자기는 가슴을  버리고,

『오냐』

할 수가 잇섯다. 그러나 이제는 별을 바라보기가 붓그러웟다. 별들은 이제

는 모도 자기에게서 고개를 돌려버렷다.

『이제는 네게서는 바랄 것이 업서』

하고 별들은 실망하엿다. (중략) 원효는 세존을 수업시 부르며 울엇다. 얼굴

을 땅바닥에비비며 울엇다.255)

위의 인용문에서 원효가 절감하고 있는 것은 당당하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던 옛날의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다. 고향에 돌아왔지만 아무도 거

렁뱅이 행색을 한 그가 원효인지 못 알아보고, 또 자신도 고향 사람들을 

만날까 두려워한다. 고향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끔 하는 소외감이 원효

로 하여금 방랑을 떠나게 하는 것이다.

감천사, 도리사를 거치는 원효의 방랑은 이렇게 잃어버린 옛 자신을 인정

하고 새로운 자기를 발견하기 위한 일종의 자기 탐구, 자기모색의 길이다.

그는 공양을 받던, ‘무애행’을 추구하던 옛날의 자기 자신을 버리고 가장 

255) 춘원, 「원효대사」,『매일신보』94회, 1942.7.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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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두타행’을 하자고 결심하게 된다. 이 

두타행의 수행은 새로운 자기 성찰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감천사에서 방울

스님과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아만(我慢)의 자각 장면을 들 수 있다.

『나를 업시해야지. 시님 오욕(五慾)이야 남앗겟소마는 아직도 아만(我慢)

이 남앗는가 보아. 오욕을 셧스니 잡귀야 범접을 못하지마는 아만이 남앗

스니 신장의 눈에 어. 시님이 아조 아만지버리시면 화엄신장도 시님의 

종적을 못찻소이다. 아만-내가 이만한데, 내가 중생을 건질텐데 하는 마음이 

아만야. 이것을 트리자고 세존서 수보리에게 금강경을 설하신것이오.256)

이와 같은 주인공 원효의 모습은, 텍스트 밖의 실제 저자 이광수의 자기 

인식 및 표현과 매우 유사한 수사학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

어 원효가 파계 이후의 방랑 과정에서 뼈저리게 자각한  ‘아만’은  이광수

가 자전적 소설『나』의 단행본을 출간할 때 작성한 서문에서도 이야기한 

자신의 옛날 모습이기도 하다. 또 방울스님이 원효에게 충고한 ‘아만(我慢)

을 경계하라’는 조언 또한『세조대왕』의 세조가 스스로 깨닫는 마음가짐

과도 통한다.

못생긴 저를 잘나게 보고 더러운 제 마음씨를 바르게 믿고 혼자 좋아하던 

젊은 어리석음은 해가높이 올라와서 골안개가 슬어지듯 슬어질 나이가 되

었다. 안개에 가리워서 으늑하게 보이던 산의 안개가 걷혀서 검으무룩한 바

위와 사태에 씻긴 보기숭한 살이 분명히 들어나드시 내 못생김과 더러움이 

사정없이 내 눈에 띄울 때가 되었다. 내 속을 뉘가 들여다 보랴 하고 마음

놓고 하늘과 땅 까지도 속이고 살랴던 어린 날도 다 지나가고 귀신의 눈이 

끄님없이 내 꿈속까지도 보살피는 줄을 알아차릴 나이가 되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냄새나는 입김이 옆에 있는 사람의 코에 닿을까 겁을 내고 내 몸에

서 떨어지는 비듬과 내 털구멍에서 뿜는 부정한 긔운이 바람을 더럽힐가 

겁을 내일 철도 났다.257)

256) 춘원, 「원효대사」,『매일신보』, 100회, 1942.7.22, 2면.

257) 이광수, 「「나」를 쓰는 말」,『나』, 생활사, 1947,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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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원효대사』의 암시된 저자는 대승 원효를 파계에의 죄의식에 괴

로워하는 나약한 인간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진지한 자기모

색을 통해 스스로를 성찰하는 고투하는 인간으로 그려내고 있다.

「내가 왜 이 소설을 썼나」에서 실제 저자 이광수는 원효의 장처와 단처

가 모두 자신의 모습과 연결되었음을 밝히고 있거니와, 인연과 정에 자기

도 모르게 얽매이는 원효의 모습을 그려내는 부분이 이에 가깝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1942년 발표된 『원효대사』의 파계와 죄의식의 정서가 

그보다 2년 전 발표된『세조대왕』의 주인공의 정서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독자들은 두 작품의 암시된 저자가 제시하는 도덕적 딜레마를 텍스트 외부

의 실제 저자 이광수의 상황과 겹쳐보게 되는 가능성이 생긴다. 물론『원

효대사』는 나이, 아들의 죽음 등의 전기적 이력, 불경 인용 등을 통해 작

가의 사상이나 이력과의 직접적 연결성을 그대로 노출하는 『세조대왕』보

다는 실제 저자를 환기하는 면모가 훨씬 적다. <용신당 수련> 장의 여러 

고대어에 대한 서술자의 직접적 해설 등이 어우러지면서 원효의 개인적 정

서의 서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일 

것이다.

이처럼『이순신』,『이차돈의 사』에서의 충의와 신의의 가치를 몸소 보

여주는 지도자의 모습, 그리고『세조대왕』,『원효대사』에서 자신의 도덕

성을 훼손시키더라도 불가피하게 ‘대의’를 위한 결단을 내리는 지도자의 

고뇌와 번민을 그리는 것에서부터 난국 속 지도자의 상에 대해 고민하는 

작가의 형상이 탄생한다. 특히 이광수는 논설 「지도자론」중 ‘지도자의 합

리성’이라는 항목 하에 어떤 단체든지 이념을 불문하고 지도자의 의지력이 

단체의 유지 및 번영에 있어 주요 요소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지도자 되기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그의 불변성을 가진 의지력이다. 한

문식 숙어로 환언하면 德이요 節操다. 한번 어떤 主義를 선언한 후 한번 公

衆에게 대하야 어떤 약속을 맺은 후에는 利, 害, 苦, 樂, 死, 生, 成敗, 利鈍

을 도모지 도라보지 아니하고 선언한 主義(즉 이론)과 약속한 의무를 위하

야 勇往, 邁進, 奮鬪, 戮力하야 死而後已하는 정신이다. 이러한 정신은 누구

나 가저서 불가할 것이 아니지마는 일반민중이 다 가지기는 심히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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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중략) 이 사람은 변치 아니하기 때문에 대중이 밑고 자기의 利害

苦樂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단체와 대중을 互하야 자기를 희생하기 때

문에 대중이 감사로써 悅服하고 어떠한 역경에서도 실망 낙심하지 아니하

기 때문에 대중이 의지하고 최후에 그의 一動一靜은 모든 개인적인 것, 이

기적인 것, 私情的인 것을 절대로 제거하고 오직 단체의 기초이론에 철두철

미하기 때문에 대중이 의심없이 맘을 주고 신뢰하는 것이다. 258)

이처럼 『이순신』,『이차돈의 사』,『세조대왕』,『원효대사』에서는 과거

를 소설적 무대로 삼아 역사를 그려내면서도 실제 작가의 사상과의 연속

성, 전기적 이력의 유사성, 정서적 차원의 유사성이라는 지표를 통해 난국 

속에서 공동체에 필요한 지도자의 심성과 요건을 모색하는 작가의 형상이 

창출된다. 『이순신』과『이차돈의 사』에서 이광수는 1920년대부터 전개

한 민족성 개조론, 도덕감정론을 바탕에 두고 여러 논설에서 강조한 ‘의

(義)’ 의 영역을 세분화하여 애민정신, 신중함, 신의를 긍정적 정조로서 이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세조대왕』,『원효대사』는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작가 자신의 처지와 계유정난을 일으킨 세조의 만

년, 파계 이후의 원효의 결심을 주인공의 나이, 아들의 죽음이라는 전기적 

사실, 죄의식이라는 정서의 유사성을 통해 연계시키면서 다각도로 작가의 

형상을 환기하고 있다. 이 작품들에서는 위기에 처한 지도자가 개인의 도

덕적 딜레마를 안고서라도 ‘공동체를 위한’ 차악(次惡)을 선택하는 상황을 

그려내면서 수양동우회 사건에 직면한 작가와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이를 통하여 총체적으로는 역사 탐구를 통해 난국을 헤쳐 나갈 방도를 

모색하는 작가의 형상이 구축된다. 이광수의 역사소설 안에서 환기되는 저

자는 과거의 사실(史實)을 단순히 재구축하거나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임진왜란이나 계유정난과 같은 역사상 사건을 선택, 배치, 가공을 

통해 서사화하면서 작품이 발표되는 당대의 문제를 투사하고, 또 이를 해

결하고자 노력했던 위인적 인물을 그려내면서 나름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

이다. 역사를 지나간 과거의 시간으로 치부하지 않고 현재의 문제와 중첩

258) 이광수,「지도자론」,『동광』23호, 1931.7,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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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부분을 고민하며 그 핵심을 통찰하고자 하는 작가의 시도가 지도자적 

인물과 위기의 공동체라는 서사로, 다양한 시대적 배경과 인물을 빌려 이

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2. 의미 생산의 알레고리적 효과와 유심론자의 세계 인식

『사랑』과 중편『꿈』은 각기 ‘병-치유’의 모티프와 죄-과보의 주제를 통

하여 작가가 마주한 시대적 현실을 우회적으로 말하는 작품들이다. 이들 

작품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일정한 상황을 창조하여 다르게 비

유적으로 말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인간의 윤리의식,

도덕적 태도, 감정 등의 ‘마음’이 곧 세계를 반영하는 틀이자 동시에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직접적 동력이라는 이치를 통찰하는 작가상이 구축된다.

알레고리는 ‘다르게 비유적으로 말하다’라는 어원적 의미를 내포한다. 그 

중에서도 알레고리적 발화를 구성하는 발화자의 의도와 맥락적으로 이어지

는 배경지식의 차원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징이나 은

유와 같은 ‘다르게 말하기’의 전의적 술화와 구별된다.259) 상징은 무매개적

인 통찰에 의해 마음이 사물들 간의 질서를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는 현실(물질)세계의 현상에 대한 논리적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

다. 그러나 알레고리에서는 우선 논리적 질서에 따라 현상을 범주화하고,

그것을 우선 배치해 두었던 이상적인 체계에 맞추고 그들을 묘사하게 된

다. 후자, 플라톤적인 ‘이데아-이미지’ 관계는 독자가 인식하는 이데아의 철

학적 지위에 대해 알고 있을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 독자는 그러한 이상

적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인적인 동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지만, 그 체계를 

통합시키는 고도의 조직화된 상호관계성에 대해 의식적인 앎을 가질 필요

가 있다.260)

은유의 경우 세계와 자연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259) 김누리,『알레고리와 역사』, 민음사, 2003, 19-20쪽.

260) Angus Fletcher, Allegory: the Theory of Symbolic Mod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74, p.18.



- 202 -

다. 그리고 그러한 그의 시도는 감정의 소비라는 카타르시스를 가져온다.

반면 알레고리를 제시하는 작가는 그의 “메시지”에 의해서 자신의 독자들

을 통제한다. 그는 지적이거나 도덕적, 정신적(영혼적)인 태도를 수용하게

끔 하는 장치를 활용하여 독자들을 움직인다. 즉 알레고리를 사용하는 작

가는 그가 만들어놓은 이중화된 플롯에 전적으로 참여하는 독자를 상정하

고 그 세계 안에서 현실을 재현한다.261)

이처럼 독자의 전적인 참여, 작가의 메시지 전달 의도의 강력함, 작가와 

독자가 공유하는 배경지식의 차원 등의 설명을 고려한다면, 알레고리적 이

야기의 창작이 여러 사회현상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는 일반성의 측면과 일

부 특수 사건을 깊이 관찰하고 기억하는 정신작용이 함께 어우러지는 과정

이라 지적한 첸푸칭의 논의는 알레고리적 구조 특유의 현실 지시성의 매커

니즘을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대상에 대한 일반적 관점

과 특수한 표상 형성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둘의 연합 연상에 의해 

알레고리의 창작이 이루어진다.262)

『사랑』은『재생』,『사랑의 다각형』,『애욕의 피안』,『그 여자의 일

생』으로 이어지는 이기주의, 쾌락주의와 자기희생의 가치의 대립 구도라

는 플롯 설정의 연속선상에 놓인 작품이다. 다만, 이 소설에서는 그것이 인

간의 욕망과 숭고한 정신적 사랑 사이의 대립이라는 구도로 변주된다는 차

이가 있다. 이광수는『사랑』의 후편을 연재하던 1938년 12월「李光洙氏의 

戀愛觀, 至高한 부처님 사랑의 境地에까지」와 같은 인터뷰 기록에서 모든 

종류의 육체적 욕망을 초월한 정신적 사랑의 숭고함과 가치에 대해 논하는

데, 이전『재생』이나『무정』등의 작품에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을 긍

정하는 자신의 언술을 모두 부정할 정도로 이 소설에서 육체적 욕망의 범

주와 다른 사랑을 그리려는 서술 의도는 철저한 것이었다.263) 이 인터뷰에

서 이광수는 육체적 욕망은 한시적인 것이며 결국 변해서 사랑하는 사람에

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배격해야 할 것이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

261) 위의 책, 192쪽.

262) 첸푸칭, 윤주필 역,『세계의 우언과 알레고리』, 지식산업사, 2010, 177-178쪽.

263) 「李光洙氏의 戀愛觀, 至高한 부처님 사랑의 境地에까지」,『삼천리』10권 12호, 1938.12,

49-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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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하느님이나 부처님의 사랑과 같은 종교적인 것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구도 하에서 허영과 순옥 사이, 그리고 순옥과 안빈 사이에 이루

어지는 사랑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도록 플롯이 구성된다. 허영은 단순

히 순옥의 외형만을 사랑하는데 자신의 필요에 의해 순옥을 그리워하는 감

정을 느낀다. 그 이외에도 허영은 여러 성격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그려지

는데, 자신의 진실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겉치레를 하려는 것, 옳음

과 참됨이라는 가치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필요에만 밝은 성정 등이 그것이

다. 이와 같은 허영의 성격 묘사는 이광수가 민족성 논의에서 부정적인 것

으로 말한 허위의 항목을 서사화한 인상을 준다. 감각적이고 과잉된 표현

을 자주 사용하는 시인으로 설정된 것 역시, 이와 같은 ‘허위’를 비판하려

는 서술 의도와 연관되어 있다.

『이혼이라니? 그게 말이 되우? 나는 그 말 한 마디가 당신의 입에서 흘러 

나왔다는 사실만도 영원히 가슴 아픈 일이라 고 울고 싶소. 당신이 내가 어

떻게나 사랑하는 안해요? 어떻게나 내 생명을 다 바치는 안해요? 그런 안해 

당신을 이혼이라니? (중략) 두 사람의 말에는 다 조리도 있고 정성도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말들에는 어디인지 모르게 부인 구석이 있는 것 같았

다. 그 열렬한 말들이 순옥의 혼 속으로 푹 들어가지 아니 하는 것이 슬펐

다. (중략) 순옥은 옥남이가 그리웠다. 옥남이를 한 번 만나서 실컨 울면서 

이야기를 하여 보고가 싶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나라는 없을

까?264)

또 귀득과의 사이도 유지하면서 순옥과도 이혼하지 않고 싶은 허영의 이

기적인 탐욕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부분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영은 

자신의 탐욕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며 어디까지든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처럼 말을 꾸미는데, 허영의 이러한 겉치레나 허위의식은 영옥에 의해 낱

낱이 그 모순이 밝혀진다. 이와 같은 반복된 구도를 거치며 허영은 탐욕이

나 허위의식 등의 부정적 성격적 결함을 상징하는 인물이 된다. 이에 반해 

순옥은 허영이 귀득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알고 선뜻 자신의 

264) 이광수,『사랑 후편(後篇)』, 박문서관, 1938, 298-2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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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포기하며, 안빈을 사모하면서도 옥남에 대한 의리 등을 이유로 자

발적으로 허영과 결혼을 선택할 만큼 자신의 이로움보다는 이치의 옳음을 

먼저 생각하는 긍정적 인물로 그려진다.

『재생』,『사랑의 다각형』,『애욕의 피안』,『그 여자의 일생』과 이어

지는 이러한 도덕적 비의에 의한 현실파악의 구조는, ‘병균과 청정함’의 대

립이라는 이미지가 플롯 구성에 덧붙여지면서 일종의 은유적 차원을 형성

하게 된다.『사랑』에서 병 모티프는 개인적 심리의 차원만이 아니라, 탐욕

이나 이기심을 기반으로 한 사회악(社會惡)을 의미한다. 265) 이러한 부분은 

안빈이나 순옥의 인물형과는 대립되는 탐욕과 어리석음, 무지(無知)의 속성

을 대변하는 허영이라는 인물묘사로 드러난다. 충동적이고 성격이 급하며 

자신의 욕망만을 이기적으로 추구하는 인물형인 허 영은 결국 매독, 뇌일

혈, 인플루엔자 등 치명적인 병 때문에 육체와 정신이 모두 피폐해진다. 다

음과 같은 인용문은 허 영이 매독과 뇌일혈이라는 병에 걸린 후 ‘신체적 

정신적 불균형’이 심화되는 부분을 그린 것이다. 이광수는 허 영의 육체적 

기형성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도에 가서 병석에 누워 

“신경이 이상하게 예민해진 채” 순옥과 병원 다른 의사와의 관계를 의심하

고 딸인 길림을 점점 더 구박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①

역두에는 안빈과 인원과 수선과 조원구와 기타 몇 친구들이 전송을 나왔다.

허영은 조원구와 영옥과 두 사람의 부축을 받는다는 것보다는 두 겨드랑을 

추켜 들려서 차에 올랐다. 허영의 팔과 다리는 가죽만 매어달린 모양으로 

데룽데룽하야 도무지 기운을 쓰지 못 하고 목도 똑바로 가누지는 못하였다.

그래도 전송 나온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분명치 못한 어음으로나마 무슨 의

사표시를 하fi고 애를 썼다. (중략) 허 영은 눈방울을 굴리고 입을 씰룩거리

고 아무리 하여서 라도 안빈에게 속에 있는 말을 하랴고 애를 썼으나 애를 

쓰면 쓸사록 더 어룰하여 졌다. 266)

265)『사랑』의 종교적 사랑 형태를 병을 치유하는 간호의 심성과 관련된 은유적인 것으로 설명

한 연구로는  윤홍로,『이광수 문학과 삶』, 한국문화사, 1992. 137-178쪽 참조

266) 이광수,『사랑 후편(後篇)』, 앞의 책, 432-4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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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러나 허영의 마음은 뿌리 없는 풀 모양으로 도무지 한 곳에 자리를 

잡지 못 하였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의심과 질투가 얼키설키 꽉 차서 무

엇이나 바로 보이지를 아니 하였다. 순옥이가 저를 슬슬 기이는 것 만 같았

다.

이렇게 잠시도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지글지글 질투와 의혹 속에 속

을 끓이고 있는 허영은 갈수록 몸이 쇠약할 뿐이었다. 어음은 더욱 불분명

하여지고 입도 잘 다물지 못 하야 춤을 질질 흘리고 있었고 코구멍이 가려

운 것을 손에 들려 준 막대기 끝으로도 긁을 힘이 없어서 혼자 짜징만 내

이고 있었다.267)

인용문 ②에서 볼 수 있듯, 허영의 비정상적인 질투와 의심은 매독과 류

머티스라는 육체적 병세의 진행과 함께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퇴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허영과 그의 모친은 순옥이 부

처나 예수와 같은 존재로 ‘진화’하는 것과는 달리 생명의 퇴화를 겪는다.

결국 간도에 유행한 대규모 인플루엔자로 허 영 모친이 죽고 허 영은 극도

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죽게 된다. 유행성 감기의 모티프는 도덕

적으로 퇴화한 자들의 소멸의 계기가 되는 것이다. 헌신적으로 간호와 구

제를 행한 사람들이 “빛 속에서” 죽어가는 반면 허 영으로 상징되는 도덕

적으로 퇴화된 자들은 극도의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다.268)

반면 허영이 탐욕, 시기, 질투와 같은 ‘열등감정’으로 인해 퇴행을 거듭하

며 병에 침윤되는 동안, 순옥은 그러한 마음의 병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치유하는 역할로 그려진다. 순옥은 안빈에 대한 사랑이 이

루어지지 않고 마음에 없는 허영과 결혼하면서도 병자를 간호하는 이치로 

그를 대하자고 다짐한다. 일반적이지 않은 이와 같은 태도는, 결혼생활 내

에도 지속된다. 허영이 김광인이라는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고 유산을 모두 

잃어버릴 지경에 처했을 때도 순옥은 오히려 그 사건으로 인해 허영과 그 

267) 위의 책, 483-484쪽.

268) 이 논문의 204쪽부터 해당 부분까지는 서은혜, 「이광수 소설의 ‘사랑’ 형상화와 자전적 언

술행위」, 『구보학보』13집, 2015, 288-289쪽에 실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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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마음 속에 있던 교만함을 떼어버릴 기회, 그리고 그 속에 있던 

진정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더 잘된 일이라고 말한다.

『난 그 재산 다 없어진 거 복으루 압니다.』

『어째서?』

『그까진 거 때문에 허두 속에 교만이 잔뜩 들구, 시어머니두 그리셨거던

요.』

『흥흥. 그래. 인제는 그 교만이 빠졌든?』

『난 허 허구 사구인 뒤에 십년이 거진 돼두 허가 참으루 아무 거짓두 거

드름두 없는 모양을 이번에 처음 보았어요. 이 앞으루 어떻게 사나? 허구 

걱정하는 거며, 내가 그 돈을 내놓았다구 고마워허는거며, 또 집안이 망했

다구 슬퍼하는 거며, 또 내가 직업을 얻어서 밥을 번다니깐,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허우? 허구 미안해허는거며, 모두 진정야, 오빠. (후략)』269)

인원과 순옥이 안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고요하고 청량한 마음 상태가 

주는 감화력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순옥의 오빠인 영옥이 허영에게 충고한 

탐욕과 교만과 허영을 버리라는 충고와 대비되는 부분이다. 순옥과 인원이 

본 안빈의 마음은 항상 감사로 차 있어 불평, 원망, 미움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곳이다. 그리고 그러한 큰 마음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미쳐 같

은 마음을 갖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그럴 께야. 늘 고마워라, 고마워라, 하는 마음으로 있으니깐 마음이 화평

할 수밖에. 불평과 원망이 없으니깐.』

『그럼. 화평허니깐 늘 기쁘구.』

『늘 마음에 사랑이 솟구, 미움이 없으니깐.』

『그럼. 번뇌가 없구.』

『그래. 번뇌가 없으니깐 마음이 늘 맑구. 서늘허구.』

『그럼. 그게 청량(淸凉) 아니오?』270)

269) 위의 책, 177쪽.

270) 위의 책, 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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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마음의 청량함, 청정함은 사랑으로 가득찬 관계를 만들고, 나아가 그 

관계의 집합으로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청정에의 희

구가 실현되는 공간이 소설 속 북한요양원이다.『사랑』의 결말부에서 안

빈을 중심으로 한 순옥, 인원 등은 모두 헌신적으로 환자를 간호하며 사랑

을 실천하는 사도들로서 그려진다.271)『사랑』이 발표된 것보다 8년 전 연

재된『사랑의 다각형』의 주인공 은교가 은희에게 버림받고 폐병에 걸린 

채 해주요양원에 있으면서 옥귀남의 헌신과 사랑으로 살아갈 힘을 되찾았

듯,『사랑』에서도 북한요양원은 병에 걸린 환자가 안정과 평온을 되찾을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간호하는 사랑의 사도들이 모인 곳으로서 그려진다.

안빈, 인원, 수선, 영옥, 이러한 사람들 속에 있는 순옥은 마치 새로운 세상

에 나온 것 같았다. 그러한 사람들의 온기로 빛으로 이 요양원에 있는 직원

이나 일군이나 또 환자들이 모두 부드러운 금빗과 향기로운 연꽃 바람 속

에 있는 것 같았다. 이 요양원에서 약 일년간 치료하고 나간 어떤 시인이,

『북한의 낙원!

거기는 밝은 빛과 따뜻한 대기가 있다.

그것은 사랑이다-사랑에서 솟는 기쁨이다.』

하고 일년 동안 이 분위기 속에 있을 기회를 얻게 한 제 중병에 대하여 감

사한다 고 한 것이 시인적 과장은 아니였다. (중략)

순옥이가 느끼기에 북한 요양원의 공기는 예전 안빈병원에 그것 보다도 더

욱 밝고, 더욱 맑고 더욱 따뜻하고 더욱 향기로운 것 같았다. 순옥은 그 원

인을 생각하여 보았다. 서울 시내가 아니요 북한의 산 속이라는 것도 한 원

인일 것 같았다. 그러나 땅이 무슨 상관이랴? 선인이 사는 곳은 지옥도 극

락이요, 악인이 사는 곳은 극락도 지옥이다. 이 고요한 밝음은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이란 안빈과 인원과 수선

과 및 그들의 빛을 받는 사물들이었다.272)

271) 북한요양원의 이상향적 성격에 대해서는 김용태, 「『사랑』의 사상적 연구」, 동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학연구소 편,『이광수연구』(下), 태학사, 1984, 466쪽 참조. 허영을 위시한『사

랑』의 인물들이 마음으로 보면 모두 병투성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회라는 메시지를 전달

하는 상징적, 알레고리적 형상임을 지적한 연구로는 방민호,『일제말기 한국문학의 담론과 텍

스트』, 예옥, 2011, 261쪽.

272) 이광수,『사랑 전편(前篇)』, 박문서관, 1938, 587-5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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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묘사는 실제 요양원의 성격을 반영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일종의 

이상향적 성격을 강하게 투영시킨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실 세계 안에 

존재하면서도 그 본질적 성격상 현실 세계의 외부에 존재하며, 그 외부성

으로 말미암아 다른 세계의 모순과 부조리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한

다는 점에서 푸코적 의미의 헤테로토피아(hétéro-topies)에 가깝다. 273) 이

러한 설정은 ‘병-사회악’의 은유와 함께 치유의 방안으로서의 간호와 사랑

의 심성을 뜻하게 되고, 또 이기심과 탐욕이 기저가 된 제국주의적 세계의 

외부적 공간을 상상하게 한다.274)

이처럼『사랑』의 암시된 저자는 정신적 사랑을 추구하는 순옥, 안빈과 

질투, 시기, 허영 등 부정적 감정에 휘둘리며 고통받는 허영이라는 부정적 

인물을 뚜렷하게 대립시켜 갈등을 만들어내고, 또 나아가 전자의 인물들이 

지향하는 가치관이 온전히 실현된 공간을 결말부에 배치하며 ‘사랑’이라는 

감정이 인간의 생활과 운명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어떤 힘을 가지게 되

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자이다. 이 때의 사랑은 인간 세상에서 다양한 형

태로 드러나는 감정일 뿐만 아니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맺는 새로운 ‘방

식’이자 삶과 세상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로서 그 의미가 확장된다. 순옥

의 허영에 대한 사랑, 안빈의 순옥에 대한 사랑, 옥남의 순옥에 대한 사랑 

등 다양한 인물 사이에 오가는 감정과 관계의 양상을 배치시키고 때로는 

대립시킴으로써, 사건을 전개시키는 기제로서뿐만 아니라 인물이 지향하는 

삶의 태도와 가치관의 차원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삶의 ‘태도’로서의 사랑을 보여주고자 하는 암시된 저자의 의도는,

『사랑』의 서문에서의 저자의 발화와 맞물리면서 더욱 강조되는 면이 있

다. 서문의 저자는 문학적 효용의 측면에서 ‘부드러운 감정’을 좀 더 많이 

이야기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273) 푸코는 이러한 공간을 위기, 일탈, 축제의 헤테로토피아로 나누고 원시시대 성년식의 동굴,

신혼여행, 요양원, 시간의 무한한 축적이 이루어지는 박물관, 도서관, 극장 등의 예를 들고 있

다. : 미셸 푸코, 이상길 역,『헤테로토피아』, 문학과지성사, 2014. 41-58쪽.

274) 207쪽부터 해당 부분까지는 서은혜, 「이광수 소설의 ‘사랑’ 형상화와 자전적 언술행위」,

『구보학보』13집, 2015, 297-298쪽에 실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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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까지의 문학에는 원망이라든가, 질투라든가, 욕심이라든가, 미움이라

든가, 성냄이라든가, 이러한 사나운 감정이 너무 많이 취급되고 강조되지않

았는가 한다. 이러한 추폭한 감정은 늘 사람에게 불행과 악을 주는 근본이 

된다. 사랑이라는 부드러운 감정조차도, 많은 문학에서는 사나운 감정을 곁

드리기를 좋아하였다. 이것은 대조라든가, 대중의 심리에 맞춘다든가 하는 

문학적 기술의 편의를 위함도 있겠지마는, 역시 사람에게 있고 싶고 발달되

고 싶은 것은 부드러운 감정일 것이다. 사랑, 동정, 기쁨, 슬픔, 들, 들. 이러

한 부드러운 감정만으로 문학적 작품을 만든 이가 과거에도 없지는 않았다.

불교의 여러 설화라든가, 근대에도 톨스토이의 말년의 단편 설화들은 그 예

다.275)

서문에서 밝힌 저자의 서술 의도는 문학의 효용과 관련된 것이지만, 실제 

작품에서 구축되는 암시된 저자는 열정이나 본능과 대립되는 희생, 의지,

헌신, 배려의 덕목을 몸소 실천하며 삶 자체를 ‘사랑’으로 만드는 것의 가

치를 설득하는 자이다. 그리고 이 소설에서 구축되는 삶의 태도로서 ‘사랑’

을 강조하는 암시된 저자상은 실제 저자 이광수가 이 소설을 쓸 당시 마주

해야 했던 일제말기의 폭압적 현실과 대비하여 해석할 때 현실 비판적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를 위하여 논설에서 드러나는 비유체계나 수사학을『사랑』과 비교해볼 

수 있다. 우선 이광수의 글에서 ‘병’은 제국주의, 이기주의 등의 사회악, 사

회적 병폐의 비유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허위, 나타, 의뢰, 시기 등의 부정

적 속성을 조선의 몰락과 연결하는 구한말 사상과도 연동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식은 국권 상실의 상황을 노예의 상태로 파악하고, 이를 초래한 

‘병증(病症)’을 시기(猜忌), 고식(姑息), 의뢰(依賴), 수구(守舊) 네 가지로 파

악한 「수병투약」이라는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광수가 어린 

시절 접한 동학에서도 이전의 조선을 사회적 질병 상태로 규정하고 개조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수사학이 일반적인 것이었다.

275) 「자서(自序)」,『사랑 전편(前篇)』, 앞의 책,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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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油然히 作야 沛然히 雨를 下 彼 雲도 其 始 無形 水蒸氣로 從

야 生엿고 渺茫 大洋도 其 始 微微 一滴水의 集會야 成 바이

니 我邦의 現狀도 비록 極端에 達여스되 其 源因은 반다시 無形 微微

 在리며 自由의 回復이 비록 難리로 其 端緖 반다시 毫末에셔 

出리라. 然則 其 原因라 方針이 何에 在뇨. 曰 猜忌, 姑息, 依賴, 守舊

四者니 其 危險과 難治은 實로 肺病에 比도다. 今에 順序로 此 四

病症을 說明노라.276)

②

인류 출생 이래 기만년 동경하면서 거러오던 피안이요 만고 각인 수운선생

이 指點讚美하던 지상신선의 이상이다. 선생은 왈 ‘춘래소식응유지 지상신

선문위근’이라 하였다. 춘래소식이란 것은 세상이 지상천국에 가까워 오는 

진화적 소식을 이름이다. 그리하여 선생은 지상천국을 맞이하는 준비로 제

인치병의 원리를 가르쳐 주었다. 선생은 災禍의 존재를 질병상태로 상징하

였다. 정신의 번뇌를 정신적 질병이라 하였고, 육체의 고통을 육체적 질병,

사회제도의 결함을 사회적 질병이라 하였다. (중략) 사회적 질병은 사회제도

의 결함으로부터 생하는 질병 상태이므로 그는 일개인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억조일심의 노력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억조일심의 力이라는 것

은 이상에서 개술한 동귀일체의 心力을 이름이며 동귀일체는 우연 우는 僥

倖投合으로 되는 것은 아니요 億兆本有의 천주 혼 즉 인내천의 혼이 아니

면 안 된다. 예하면 만일 조선인이 인내천을 믿고 각기 자아 고유의 천주혼

을 환기하게 한다면 동귀일체는 一朝의 事이며 신국가 건설과 보국안민도 

如反掌의 일이 될 것이다. 277)

인용문 ①은 「수병투약」의 일부분이며, 인용문 ②는 최수운으로 대표되

는 초기 동학사상에 대한 설명이다. 최수운은 정신의 번뇌, 사회제도의 결

함, 육체의 고통을 질병의 은유로서 포괄하여 설명하였고, ‘지상천국’에의 

상상은 이러한 수사학에 바탕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광수가 어린 시절 

276) 이보경(李寶鏡) , 「수병투약(隨病投藥)」,『태극학보』25호, 1908.10, 106쪽.

277) 당지 45-48쪽/ 임형진,『동학의 정치사상 : 천도교 청우당을 중심으로』, 모시는사람들,

2004, 305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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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한 동학사상의 영향을 상정해볼 수 있으며, 「수병투약」과 같은 글에서

처럼 애국계몽기의 국난 극복의 여러 논의가 질병의 은유에 기반하고 있었

음을 두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여러 논설에서 드러나는 ‘사랑’의 이미지로서 ‘청정함’ 이라는 특성

은 이광수 고유의 표현에 가깝다. 그의 여러 글에서 생(生)의 원리이자 도

덕률로서의 ‘사랑’은 ‘청정함’의 이미지와 함께 이를 치유할 수 있는 해독

제로 상정된다. 「생활정화론」과 같은 글에서도 정결한 상태에의 희구는 

그 자체가 이상향으로서의 조선을 상상하는 것과 연결된다.

조선의 땅에 향기로운 꽃이 만발하고 조선의 사람이 그야말로 정결하다는 

의미로 백의인, 백신인, 백심인이 되고, 조선의 시가와 촌락과 가옥에 부정

(不淨)의 심벌인 무너짐과 냄새와 파리와 부질서(不秩序)가 없어진다 하면 

이것이 곧 천당이요, 극락정토겠지마는 이 외적 정화는 내적 정화 즉 마음

의 정화에서만 나오는 것이니, 정심(淨心)을 안 가진 사람이 정업(淨業)을 

하기를 바라기 어려운 까닭이다. (중략) 마음의 부정(不淨)은 죄다. 식욕, 시

기, 허위, 아첨, 음모 등등의 부정은 다 사람의 정욕,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정서의 발작에서 오는 것이지마는, 승리자에 대한 증오를 악에 대한 증오

로, 이기욕에 대한 정열로, 재물이나 명예에 대한 기갈감을 진리와 정의에 

대한 기갈감으로, 사당(私黨)에 대한 의형제적 파열(派熱)을 공당과 전쳉에 

대한 파열로 전환하는데 우리의 내적 정화가 현전되는 것이니 이것이 이른

바 번뇌 즉 보시(菩提)다.278)

“조선의 땅에 향기로운 꽃이 만발”하고 “천당”이나 “극락정토”와 같은 세

상이 되는 것을 꿈꾸는 부분은 앞에서 제시한 북한요양원 장면과 연속선상

에 놓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부정적 감정을 정화시킴으로써 이러한 세상이 

가능하다고 믿는 실제 저자의 신념이『사랑』에서 정신적 사랑의 ‘청정함’

을 지키는 순옥과 안빈 인물형의 긍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병/청정함’의 은유 구조는 중일전쟁 발발 이후의 세계상

을 지칭하는 이광수의 우회적 말하기 방식과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알레고

278) 「생활정화론」,『이광수전집』, 우신사, 1979, 4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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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글쓰기의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 구한말 동학에서 ‘지상천국’과 ‘병

든 세계’를 대비시켜 개벽의 필요성을 논하는 수사적 구조에 익숙했던 작

가 이광수는 중일전쟁 발발 이후 폭력과 살상으로 가득찬 세계의 고통을 

어떤 식으로든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이광수는 1939년, 점점 치열해지는 전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1월 발표

된 좌담회 기록인 「시국 유지 원탁회의」와 그 해 5월 무렵 창작된 것으

로 보이는「육장기」를 통해 밝히고 있다. 좌담회 기록물에서는 인과론에 

의거하여 중국이 패전하고 일본이 승리할 것임을 정당화하는 지배담론의 

완전한 수용을 보여주고 있으며, 「육장기」에서는 전쟁에 참여하여 희생

된 모든 생명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하여 참담한 심정을 그리고 있다.

①

만일 내가 하느님이 되여서 동양의 각 民族 가운데 한 民族만을 頭領으로 

뽑을 필요가 있다면 나는 공평한 태도에서 日本民族을 그 위치에 選擧하리

라고 생각했읍니다. 支那民族은 아무리 보아도 좀 못한 民族이외다. 이것은 

敗戰할 因果를 가진 民族입니다. 日本民族의 우수성을 생각할 때 朝鮮사람

의 행복이란 것도 완전히 日本人化하는데 끄친다고 생각했읍니다.279)

②

나는 전장을 생각하였소. 그저께 수와터우(汕頭)가 점령이되었는데 적국이 

내어버린 시체가 육백, 우리군사죽은 이가 스물둘, 상한 이가 사십 명이라

고. 내눈앞에는 피흐르는시체가 보이고 붕대 동인 군사가 보이오. 나는머리

를 숙이고 눈을감고 그네를 위하여서 빌었소.280)

이에 따르면, 이광수는 개조론의 수사학을 빌려 현재 세상의 고통을 과거

의 어떤 원인에서 찾는 방식에 익숙한 작가였다. 따라서 인용문 ①의 시국 

좌담회에서 너무나 당당하게도 중국인들이 “패전할 인과를 가진 민족”이라 

장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그는 「민족개조론」식 사

279) 「時局 有志圓卓會議」 ,『삼천리』11권 1호, 1939.1 43쪽.

280) 「육장기」,『문장』1939.8,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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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즉 부정적 민족성으로서의 허위나 거짓됨, 이기적 탐욕을 버린 자리에

서만이 병을 치유하고 새롭게 진실과 자기희생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이상

적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사랑』에서 전달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이상적 사회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자 한『흙』등의 

작품이나 당대의 풍속을 직접적으로 재현하고 있는『재생』등의 소설과는 

달리, 철저하게 인간의 마음에 한정된 내면적 요소들을 은유화하는 방식을 

통해 단순화하고 있다. 이 은유화된 대립 구조가 이전 이광수의 민족성 논

의들에 대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는 독자들에게는 그대로 사랑이 넘치는 

‘북한요양원’과 같은 이상적 공간과 폭력과 살상이 일상화된 전시의 현실

을 지시하는 것으로 의미의 층위가 확장될 수 있다.

이처럼 미움, 시기, 질투의 여러 갈등과 이와 대조되는 사랑의 청정함이라

는 대비 관계는 「신비의 세계-자비의 원리」라는 글에서도 전쟁과 폭력의 

세계에 대한 작가 자신의 비판적 성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글에

서 이광수는 인류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 가운데 가장 큰 마음은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며, 가족, 민족, 인류, 자손, 뒤에 올 사람들, 짐승, 중

생, 모든 존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인간을 모든 존재 중 가장 신비

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라 본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인류의 개인생활, 또

는 사회진화의 과정에  있어서 최후적 원리가 된다고 그 의미를 확장시킨

다. 또 모든 “군벌주의자, 폭력주의자들의 선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

의 이상은 점점 커져감에 대한 믿음을 피력하며 젊은 청년들이 “이 위대하

고 신성한 운동에 몸과 맘을 바칠 때”가 올 것을 바라는 말로 글을 맺고 

있다.281)

『사랑』의 허영을 중심으로 한 미움과 갈등의 감정을 가진 인물군과 순

옥을 중심으로 한 무한한 박애정신을 가진 인물군은 각기 폭력의 세계, 진

화의 기초로서의 사랑의 세계를 구축하는 서로 대립된 축의 의미를 부여받

게 된다. 또한 작가가「쟁투의 세계에서 부조의 세계에」, 「신비의 세계-

자비의 원리」와 같은 논설에서 주장한 개인의 인생 원리이자 동시에 사회 

구축의 원리로서의 ‘사랑의 세계’ 지향성을 강화한다. 전쟁, 폭력, 군축의 

281) 이광수, 「신비의 세계-자비의 원리」,『전집』14, 삼중당, 1962, 326-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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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도래할 때마다 ‘사랑’의 원리를 역설했던 작가의 사유의 맥락을 고

려할 때, 중일전쟁 이후 출간된『사랑』에서 이야기하는 인물 사이의 ‘사

랑’ 지향성은 애정 풍속도를 넘어서 사회상을 지시하는 것으로까지 확대되

는 지점이 생긴다. 즉, 소설 속 세계가 단순히 허구로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저자의 다른 발화들과 맞물리면서 중일전쟁 발발 이후 세계

상에 대한 비판으로 읽히는 차원이 새롭게 마련된다는 것, 즉 일종의 현실

비판의 알레고리로서『사랑』이 독해되는 지점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중편『꿈』은 탐욕과 미혹됨이라는 마음의 움직임에 빠진 상태와 청정한 

마음으로 탐욕과 미혹됨을 경계할 수 있는 깨어 있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어떻게 한 인간의 운명이 달라지는지를 우화적 형식으로 보여주는 작품이

다. 수도에 정진해야 할 조신이 낙랑 태수 딸 달례에 대한 마음을 키우며 

점점 미혹의 세계로 빠져들고, 이는 죄의 씨앗이 되어 점점 조신의 운명을 

옥죄어온다. 조신은 달례와 만든 가정의 행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딸을 원하는 평목을 몰래 죽이게 된다. 모례의 약혼녀와 도망갔다는 죄를 

덮기 위해 사람을 살인한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를 덮

기 위해 시체를 동굴에 버리지만, 모례의 사슴 사냥으로 인해 시체가 발견

되고 조신은 결국 도망자의 신세가 된다. 이처럼 한 순간의 미혹과 그로 

인한 행위가 점점 더 큰 죄를 불러일으키고, 그 죄를 덮으려 하면 할수록 

더욱 분명하게 죄의 결과가 드러나는 점층적 전개 방식은 일종의 서스펜스

적 효과를 낳는다.

실제로 조신의 심리를 서술하는 서술자의 어조, 그리고 설화에 등장하지 

않는 모례, 용선화상, 평목의 인물형 설정은 이와 같은 서스펜스를 극대화

한다. 순간 순간마다 자신의 죄가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는 

조신의 생각에 대한 서술자의 직접적 발화가 반복되고, 평목과 모례가 조

신을 뒤쫓는 이야기가 전개됨에 따라 독자는 조신의 죄가 어떤 식으로 과

보를 받게 될 것인지, 그 운명적 파국이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전개

될 것인지에 집중하며 서사를 읽게 된다. 조신을 뒤쫓는 자이자 그로 하여

금 살인이라는 악업을 더하게 만드는 존재로서의 평목, 조신의 죄를 엄중

하게 꾸짖는 판관으로서의 모례의 인물형, 그리고 조신에게 마음을 올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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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으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이야기하는 용선화상의 인물형 모두 

본래 설화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러한 인물들은 모두 조신의 죄와 그에 

따른 처벌의 문제를 플롯의 중심 주제로 인식하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

①

그러기로 평목이가 어찌하여서 왔을까. 대관절 어떻게 알고 찾아 왔을까.

조신은 큰 비밀이 깨어질 때에 제게 있는 모든 복이 터무니 없이 깨어지는 

것 같아서 섬뜨레하였다. 282)

②

조신은 어저께 굴을 찾고 곰을 쫓고 할 때에는 또 밤새도록 김랑에게 팔베

개를 주고 무섭지 말게, 추워하지 말게 억센 팔에 폭 껴안아 줄 때에는 자

기가 김랑의 주인인 것 같더니, 김랑이 자기를 보고 파계승이라고 깔깔대고 

웃는 것을 보는 지금에는 김랑은 마치 제 죄를 다루는 법관과도 같고, 저를 

유혹하고 조롱하는 마귀와도 같아서 섬뜨레함을 느꼈다. 그래서 조신은 김

랑으로부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283)

그리고 이와 같은 인물형의 설정으로 인해 서스펜스의 효과가 극대화된

다. 일반적 추리소설에서 수수께끼의 배치와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논리나 

추론 과정 자체가 초점의 중심이 됨에 반해, 서스펜스에서는 부당하게 범

인으로 몰린 희생자의 행동 자체가 독자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 작가는 일

의 진행에 대한 독자의 호기심을 지속적으로 유발시키며, 이야기 중간 중

간 작가가 만들어놓은 장애물이 이야기의 답보상태를 이루게 된다. 이 답

보나 지연의 상태 자체가 자극을 유발하고, 불안한 기다림이 발생하며, 이 

기다림 자체가 서스펜스 글쓰기를 특징짓는 요소이다.284) 때때로 이러한 

소설들에서 등장인물은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죄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이

것이 외부적 위협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의 서사적 지연이 긴장을 극대

화시키기도 한다. 또한 서스펜스적 구조에서 종말은 예정되어 있으며, 독자

282) 「꿈」,『전집』, 삼중당, 1962, 502쪽.

283) 위의 책, 496쪽.

284) 토마 나르스작, 김중현 역,『추리소설의 논리』, 예림기획, 2003, 222-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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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장인물과는 달리 이 종말의 운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인물이 어

떠한 방식으로 이 운명을 맞이할지 알고 싶은 호기심과, 이러한 파국을 두

려워하여 서사를 지연시키고 싶어하는 모순된 두 가지 심리의 갈등을 느끼

게 된다.285) 조신이 평목을 죽이고 그의 시체를 버린 동굴에, 모례가 쫓던 

사슴이 들어가게 되는 기막힌 우연의 설정은 이와 같은 독자의 서스펜스를 

고조시키는 서사적 전개이다.

조신은 무서운 일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사슴이 평목의 굴을 향하고 달리는 

것이었다. 조신은 그가 또 한번 방향을 바꾸기를 바랐으나 모릿군들 등쌀에 

사슴은 평목의 굴로 곧장 몰려 갔다.

『그리 가면 안돼!』

하고 조신은 저도 모르는 결에 소리를 질렀다. 사람들은 조신은 돌아 보았

으나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조신은 제 소리에 제가 놀랐다.

사슴은 점점 평목의 굴로 가까이 간다. 마치 평목의 굴에서 무슨 줄이 나와

서 사슴을 굴로 끌어 들이는 것같이 조신에게는 보였다. 조신의 등골에는 

식은땀이 흘렀다.286)

정리해 보면, 구도자의 초상과 그에 반대되는 욕망에의 집착이라는 대립

구도는 일제 말기 소설들에서부터 연속되는 주제이지만, 중편『꿈』의 경

우 별다른 갈등 없이 후자를 선택한 인물이 감당하게 되는 인과의 무서움

과 징벌의 상상력이 전면화된다. 그리고 이러한 서사적 초점은 자연스럽게 

죄를 저지른 인물이 맞이할 미래의 운명에 대한 관심을 핵심으로 하는 서

스펜스 구조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결국 조신은 모례에게 붙잡히고 참회를 요구받는다. 이 때 조신이 

보여주는 마음의 변화는 꽤 역동적이다. 그는 처음에는 모례의 약혼녀와 

함께 도망한 것에 대한 미안함, 평목을 죽인 죄책감을 느끼고 참회하지만,

점차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면서 처자들의 가련한 처지를 강조하며 자기가 

살고 싶은 마음을 덮고자 한다. 모례는 이러한 조신의 심리 변화를 매우 

285) 이브 뢰테르, 김경현 역,『추리소설』, 문학과지성사, 2000, 144-167쪽.

286) 「꿈」, 앞의 책, 520-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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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하게 눈치채는 인물로서, 그가 진실로 참회할 때는 위엄을 잃지 않으

면서도 자비심을 발하다가도, 조신이 거짓으로 자신의 마음을 꾸미거나 속

이려 할 때는 가차 없이 분노를 내비치는 일종의 ‘심리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서술자는 조신의 마음의 변화를 ‘말하기’

의 방식으로 직접 제시함으로써 모례의 판단과 행동에 도덕적 권위를 부여

한다.

①

『이 몸은 만 번 죽어 마땅하오나 이몸이 죽으면 저것들을 뉘가 먹여 살리

오. 아손마마 저것들을 불쌍히 보시와서 그저 이번만 한번 살려 주소사.』

하고 조신은 소리를 내어서 느껴 울었다. 그러나 조신은 제가 마치 저 죽는 

것은 둘째요, 처자가 가여워서 슬퍼하는 모양을 꾸미는 것이 저를 속임인 

줄 알면서도 아무쪼록 모례가 (또 달례나 달보고도) 거기 속아 주기를 바라

는 범부의 심사가 부끄럽고도 슬펐다.287)

②

조신은 처자도 이제는 제 것이 아니요, 제 몸도 목숨도 그러함을 느꼈다.

조신은 마치 무서운 꿈을 깨어난 가벼움으로 입을 열었다.

『모례아손, 이제 내 마음은 작정되었소. 나는 이 길로 가서 자현하려오. 나

는 남의 아내를 유인하고 남의 목숨을 끊었으니, 내가 나라에서 받을 벌이 

무엇인지를 아오. 나는 앙탈 아니하고 내게 오는 업보를 달게 받겠소. 내게 

이런 마음이 나도록-나를 오래 떠났던 본심에 돌아가도록 이끌어 준 아손의 

자비 방편을 못내 고맙게 생각하오.』288)

조신이 자신의 몸이나 생명에 집착할 때와, 모든 욕심을 버리고 순수한 

참회의 마음으로 돌아섰을 때의 심리를 서술자는 날카롭게 비평하고 있다.

전자의 상태에서는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자 하는 마음의 부끄러움을,

후자에서는 마음의 가벼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중편『꿈』의 암시된 저자는『삼국유사』의 조신설화를 참조하지

287) 위의 책, 539쪽.

288) 위의 책, 5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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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환몽 구조를 빌어 꿈 속의 세계를 인과의 법칙이 한 치의 오차 없이 

작동하는 세계로 그려내고 있다. 저자의 이러한 믿음이 조신과 달례의 도

피와 그 이후 사건들의 진행 과정에서 서스펜스적 효과를 낳게 된다. 그리

고 다시 각몽 단계를 거치며 조신이 모든 일들이 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

고 수도에 정진한다는 결말부를 집어넣음으로써 꿈 속의 세계를 그 자체의 

자족적이고 완결된 법칙을 가지고 움직이는 세계, 현실의 비유로서 의미화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 순간의 생각이나 마음가짐이 낳는 연쇄적 파동

을 점층적으로 그려내면서 서스펜스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때문에, 마음이

나 생각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을 섬세하게 드러내려는 저자로 독자에게 인

식되기도 한다. 인과론을 세상이 돌아가는 절대적 이치로 삼고, 한 사람의 

순간의 거짓됨이나 꾸밈이 다른 이에게 불러 일으키는 마음의 진동을 날카

롭게 파헤치는 서술자의 존재는 이러한 암시된 저자상을 구축하는 데 있어 

주요한 요소이다.

그리고『꿈』의 이러한 암시된 저자상은 실제 저자 이광수의 사고방식적 

특징과도 긴밀한 연속선상에 놓인 것이었다. 이광수에게 있어 인과론은 

1920년대부터도 준비론을 주장하는 나름의 논리적 전제이자, 1940년대 가

서는 일제 말기 전향을 합리화하는 논리 중 하나이기도 했다. 즉 현재의 

현상을 긍정하는 자리에서 미래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말하며, 당대의 

현상 자체를 우선 긍정하는 논리로 이용된 것이다. 1940년에 발표된「인과

의 리」와 같은 논설을 보면, 봄 다음에 가을 오듯 악을 행하면 악업을 받

고, 선을 행하면 선업을 받는 인과의 리라 말하며,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

하는 것이 신의 은혜라 말한다. 그리고 만일 이 인과의 이치를 벗어난 결

과를 바란다면, 그것이야말로 모세가 말한 우상 숭배이며, 따라서 신이란 

곧 지공무사의 경지요, 빈천부귀의 구별도 엄정한 공평의 법칙 하에 이루

어진 것이다.289)

또한 사람의 한 순간의 생각이 어떤 식으로든 운명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는 것을 믿는 작가상이 이와 같은 서술자 설정과도 연결된다. 이광수는 

1930년대 논설이나 수필에서 작가 자신이 ‘유심론’이라 칭하는, 생각의 힘

289) 이광수, 「인과의 리」,『전집』14, 삼중당, 1962, 407-4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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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실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특유의 사유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

유는 어느 면에서는 1910년대의 준비론과도 연속되지만, 그보다도 훨씬 인

간 내면의 차원이 외부 현실의 변혁이나 방향 전환에 미치는 세밀한 결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물질적 환경이 인생생활(사상과 행동)을 제약하는 것을 부인함이 아니나 인

생생활의 방향과 질을 규정하는데 주동력이 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의 힘이 

아닐 수 없다. (중략) 우리는 우리의 이상이 실현될 것을 믿지 아니하게 될 

때에 전도의 암묵을 느낀다. 우리의 이상을 믿고 우리의 노력이 원인을 作

한 결과를 믿을 때에 감격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광명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는 唯心論者다. 적어도 主心論者가 아니되면 아니 될 것이다.

우리는 조물주가 천지를 창조하던 의도와 기개를 본받지 아니하면 아니된

다. 「생각이 잇으면 함이 잇고 함이 잇으면 되는 것이 잇다」 하는 것이 

조물주의 신조다. 원리다. 그것이 오늘날 조선인이 특히 조선의 젊은 남자

와 젊은 여자가 배우지 아니하면 아니될 제1과인가 한다.290)

이처럼『꿈』의 암시된 저자는 원본 조신설화의 환몽 구조를 빌려, ‘꿈 속

의 세계’를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윤리적 법칙을 드러내 주는 보편적 세계

로 그려내는 우의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꿈의 형태를 빈 이와 같은 의미 

생산 구조를 일종의 ‘환상적 알레고리’의 방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291)

현실 세계인 일차세계와는 달리 꿈 공간의 이차세계는 우연적, 비일상적,

비사실적인 일들이 자연스럽게 전개될 수 있다. 사슴 사냥 중 쫓기던 사슴

이 평목의 시체가 있는 동굴로 달아나면서 조신의 죄가 밝혀지는 등의 ‘우

연적 전개’ 역시 꿈 속의 세계에서는 충분한 개연성을 지닐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암시된 저자는 본래 설화에 더하여 평목의 추격과 살인, 모

례와의 만남 등의 사건을 허구적으로 추가하면서 인간사의 변화의 최고 원

리로서 인과론과 유심론을 전제한다. 이는 실제 저자 이광수의 논설에서의 

사유와 맞물리는 것이다. 그런데 논설에서 인과론이 준비론의 논리적 토대 

290) 이광수, 「묵상기록-유심사관」,『동광』36호, 1932.8, 15-16쪽.

291) 홍순애,『한국근대문학과 알레고리』, 제이앤씨, 2009, 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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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전향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특수한 맥락 하에 위치하는 논리이고, 이

광수 특유의 유심론적 사유 역시 사회주의 진영과의 대타의식이라는 특수

한 맥락을 전제하고 있음에 반해, 소설『꿈』은 우의적 구조를 취함에 따

라 그 사유가 보편적인 인간의 운명과 세계의 작용을 암시하는 것으로 그 

의미의 지평이 확장되게 된다. 구체적인 시공간의 지표가 제시되지 않는 

꿈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설정이, 꿈 속 사건들을 의미화할 때 

무한히 확장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저자 이광수의 사유, 즉 인과론과 유심

론적 사유가 일제말기 현실에서 정치화된 것과는 다르게, 이를 문학적으로 

재가공하면서 구체적 시공간의 지표를 탈각시킴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이

다. 실제 저자 이광수가 현실의 다양한 맥락들을 ‘무기력한’ 현실 수용의 

논리로서 인과론, 유심론이라는 단일한 틀로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실패한 

희생자’로서 각인된 것과 다르게,『꿈』의 암시된 저자는 구체적인 현실의 

맥락을 초월하여 우주와 세계 운행의 이치를 꿰뚫어보고 있는, 전체적으로 

통찰하는 자로서 새롭게 위치하게 된다. 중편『꿈』은 이러한 우의적 구조

를 취함으로써 제국에 타협하는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실제 저자 이광수

의 ‘추한’ 모습들을 다른 차원에서 재가공하는 암시된 저자를 내세우고 있

는 것이다. 작품의 창작 시기의 특징상 실제 저자와 암시된 저자 사이의 

간극이 매우 큰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사랑』과『꿈』에서 구축되는 암시된 저자상은 중일전쟁 이후라

는 특수한 시기에 작품을 창작하는 실제 저자 이광수의 정치적 발화와 때

로는 연속되고, 때로는 완전히 배치되는 새로운 의미를 생산해 내는 기제

가 된다. 이들은 각 작품에서 구체적 시공간을 소거하는 방식으로 인간 운

명과 세계 변화의 보편적 이치를 궁구하고 꿰뚫고 있는 이로서 나타난다.

이러한 ‘보편적 이치’가 실제 저자 이광수가 여러 논설을 통해 발화한 정

치관, 세계관과 이어지면서 이들 작품은 실제 현실을 비유적으로 지시하는 

알레고리적 효과를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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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이 글은 이광수 소설을 문학적 의사소통 체계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소설을 통해 의미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방식으로서의 ‘암시된 저자

(implied author)’의 행위와 그 의미 생산 효과를 살펴보았다. 특히 이광수

는 작가의 ‘인격’이 그에 의해 생산된 작품의 질 여하를 결정한다고 믿었

고, 그 인격이란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감수성․감정․의지의 활동을 모두 

포괄하는 정신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근대적 예술가로서의 ‘소설가’

개념과는 다른 이러한 특유의 작가관은 그의 소설 속에서 빈번한 유사한 

감성을 지닌 인물의 반복적 형상화, 인물의 심리를 날카롭게 비평하는 서

술자,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서사 창조로 이어졌으며, 텍스트 외부에 위치

하는 실제 작가 이광수의 존재를 상기할 만한 다양한 논란을 낳을 정도로 

뚜렷한 작가의 ‘문학적 인격’을 형성하는 결과를 낳았다. 작가의 사상, 전기

적 이력과의 밀접한 친연성을 보이는 서술자 및 인물의 존재, 그러면서도 

미묘한 허구적 변형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소설 구조의 입체적 

복합성이라는 이러한 특징은 동시대 다른 작가들과 구분되는 이광수 소설 

특유의 의미 생산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문학 텍스트에서 작품 속 여러 서사적 장치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추

론되는 저자의 존재를 ‘암시된 저자’라 할 때, 이광수는 이러한 암시된 저

자의 존재 효과를 의식적으로 활용하며 소설을 써 나간 작가였다. 특히 소

설 쓰기 행위를 통해 작품 속에서 실제 저자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암시된 

저자의 ‘이상적’ 인격을 만들어내며, 독자로 하여금 그 인격상 자체를 문학 

텍스트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주제의식, 혹은 일종의 의미 체계로 만든다.

실제 작가의 체험적 요소를 반복 변주하는 방식, 당대의 다양한 담론을 구

조화하는 특유의 서사적 플롯을 설정하는 것, 소설 속 시공간적 배경의 확

장과 현실 지시의 층위를 다원화하는 방식은, 이광수 소설 속 ‘암시된 저

자’의 존재성을 감지하도록 하는 세 가지 서사적 차원이다.

이 글의 2장에서는 작가의 전기적 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된 소설들에서 

체험적 요소와 허구적 요소가 서로 교차되면서 만들어지는 도덕적 고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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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화상을 살펴보았다. 초기 단편소설과 일제 말기 심경소설, 그리고 장편 

자서전형 소설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사랑인가』,『김경』,『방황』에서

는 유사한 시기 발표한 수필들과 소재적으로 동일한 소설인데, 이들 소설

에서 자전적 성격이 강한 주인공 인물을 외부적 시선으로 비평하는 서술자

의 도입과 1인칭 주인공의 반어적 발화 어법의 특징을 통하여 조선을 위한

다는 의무와 개인적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양가적 인

식을 보이는 아이러니스트로서의 자화상을 그려내고 있다.

『꿈』,『육장기』,『무명』,『난제오』와 같은 사소설 및 심경소설에서는 

에피소드의 병렬적, 대립적, 연쇄적 배치를 통하여 중일전쟁 이후 생활고,

폭력과 갈등의 세계상을 견뎌 나가는 고행자로서의 작가상을 창조하고 있

다. 이러한 자화상은 이 시기 논설과 수필에서 말하는 체제 순응적 인간형

이자 지배 이념을 충실히 소화한 ‘총후봉공’의 인간형으로서의 ‘행자(行者)’

상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의 자서전』,『나-소년편』,『나-스무살 고개』는 실제 이광수의 다른 

소설이나 논설들의 내용과 제목을 약간씩 변형하거나 유년시절 개인적 사

건 기억의 의미를 다르게 부여하는 방식, 즉 동일 작가의 작품을 다른 작

품에 허구적으로 삽입하거나 의미를 변형시키는 내부텍스트성을 형성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를 토대로 공적 인격으로서의 자기희생적 성격과 개인의 

성격적 약점으로서의 교만함이라는 상반된 성격적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소설들이 발표된 맥락 하에서 실제 작가의 이력을 떠올리게 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자기 언술로 읽히는 효과를 낳는다. 2장에 속하는 작품

들은 공통적으로 독자들이 이광수 소설을 ‘자전적’ 인 것으로 읽도록 하는 

여러 방식과 효과를 보여준다.

3장에서는 신문 연재 장편소설들에서는 탐색서사나 풍속 멜로드라마 구조 

등 일정한 형태로 반복되는 플롯 형태가 암시된 저자의 존재성을 구축하면

서, 실제 작가의 신념이나 사상과 뚜렷한 연속성을 형성하는 경우를 살펴

보았다. 이 장에 속하는 소설들은 종교, 정치, 학술 등 당대 담론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소설이 발표된 당대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

법을 모색한 작가의 시도를 읽을 수 있는 소설들이다.『무정』,『흙』,『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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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다양한 사건과 인물 사이의 갈등을 통해 개인의 삶의 행로와 내면

적 가치관을 찾아가는 주인공을 내세우며 그것이 사회적 이상과 조화를 이

루는 탐색 서사의 형태를 보인다.『무정』은 서술자가 루소의 교육론, 엘렌 

케이 여성론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형식, 선형, 영채 등 각 인물이 정(情)

을 명료하게 자각할 필요성을 납득시키고, 성숙으로의 지향성이 곧 청년들

을 중심으로 한 교육입국의 이상을 실현하는 플롯으로 이어지게 된다.

『흙』은 유순과 정선 사이의 갈등을 통한 허숭의 양심 자각의 과정, 그리

고 정선과 갑진의 관계로부터 제기되는 ‘용서’의 가치를 강조하는 방식으

로 서사가 진행되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상적 살여울을 만드는 개인적 

변화의 과정으로 의미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탐색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유정』은 열정을 의지력으로 누르는 최석의 여정이 시베리아행이라는 여

로와 맞물리면서 인격자로서의 감화력을 획득하는 서사로 이루어져 있다.

『재생』,『사랑의 다각형』,『애욕의 피안』,『그 여자의 일생』은 당대

의 풍속, 특히 젊은이들의 애정 풍속도를 묘사하는 소설로서, 당대 현실을 

‘이기주의/이타주의’ 혹은 ‘물질/정신’ 지향적 태도의 대립 관계의 틀 내에

서 바라보고 인물군을 대립적으로 그려내는 소설이다. 이들 작품은 풍속의 

표면 아래 도덕적 가치관의 대립을 바탕으로 두고 그에 입각하여 인물과 

사건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풍속 멜로드라마 구조를 취한다. 이 과정에서 

전자 지향적 인물들의 ‘회개’나 ‘개심’의 장면, 세속적 가치관이 아닌 정신

적 가치관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재판 장면이 공통적으로 들어간다. 이 

중에서도『애욕의 피안』과『그 여자의 일생』은 수양동우회의 이념이나 

톨스토이주의 등 텍스트 외부 실제 저자의 전기적 이력이나 사상적 측면을 

직접적으로 투영한 강영호나 임학재와 같은 인물형을 통해 돈이나 쾌락을 

탐하지 않는 이타주의적 삶의 가치를 강조하고자 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3

장에 해당되는 소설들에서는 외부에서 대립된 두 가지 가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주인공의 상황, 혹은 시대 상황에서 대

립된 두 가지 가치체계가 인물에 작용하는 바를 폭넓게 그려내면서 동시에 

당대의 다양한 학술, 종교, 인간론에 통달하고 이를 다시 소설의 언어로 개

입시키는 암시된 저자의 존재가 주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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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에서는 역사소설이나 알레고리적 글쓰기를 통해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

거나 인생의 흐름의 보편적 이치를 통찰하는 암시된 저자의 존재가, 시대

의 위기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실제 저자의 다양한 사유와 밀접하게 관련되

는 양상을 살펴보았다.『이순신』,『이차돈의 사』,『세조대왕』,『원효대

사』에서 암시된 저자는 ‘충의’, ‘신의’, ‘대의’ 등의 가치를 내세우면서 난

국의 시대에서의 요구되는 지도자상을 제시한다. 물론 각 작품에서 이상적

으로 내세우는 지도자의 덕목은 개별 작품이 발표된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 1930년대 초반, 지도정신의 권화로서의 지도자의 의지력이 단체 유지 

및 결성에 필수적이라 보았던 이광수 특유의 지도자론, 1940년대 초반 ‘불

가피’하게 차악(次惡)을 선택하는 ‘희생적’ 지도자의 형상을 그리는 것의 차

이는 실제 저자가 처한 상황을 환기한다.

『사랑』, 중편『꿈』에서는 ‘병/치유’의 모티프, 조신 설화를 변용한 우

화를 통해 인간의 마음을 세계의 모든 인식의 틀로 보는 암시된 저자의 서

술의도가 강조된다. 이러한 암시된 저자상은 유심론적 사유를 통해 1937년 

7월 중일 전쟁 발발 이후의 엄혹한 전시 체제, 폭력과 갈등의 세계를 대면

하고자 했던 이광수의 입장과 연결된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 작품에서는 

텍스트 외부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발화하지 않고 은유나 우화의 제시하며 

외부 지시적 의미를 생산함으로써, 인간의 정서, 관념이 외부의 현실과 상

호 작용하는 양상을 거시적 안목에서 통찰하고 그 이치를 궁구하는 작가상

이 구축된다.

이처럼 이광수 소설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암시된 저자상은 식민지 당대

를 살아가는 삶의 태도나 정조에 대한 작가의 가치관을 공유하고자 하는 

실제 저자의 의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도덕적 딜

레마, 현실 변혁의 이상 추구, 역사와 인생을 통찰하는 자로서의 암시된 저

자상을 규명함으로써 개별 작품마다 다양하게 드러나는 이광수 소설 특유

의 자전적 성격의 형성 과정을 밝힐 수 있다. 심경소설과 같이 명백한 자

전적 소설의 영역 이외에도, 이광수 소설에서는 내부텍스트성의 활용이나 

역사적 인물 형상화의 방식으로 텍스트 외부의 실제 저자를 환기하는 방식

으로 작품이 ‘자전적’인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독서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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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신문 연재 장편소설들에서의 이상주의 추구의 암시된 저자상은 당대 

종교, 정치, 역사 담론과의 교호관계를 바탕으로 한 소설 언어의 다성성의 

양상과 의미를 밝히게 되는 효과를 낳는다. 당대의 새로운 담론을 소설 안

으로 개입시키는 것, 그리고 그 개입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비중

이 큰 이광수 소설에서 담론의 선택과 배치, 그에 따른 서사적 플롯의 조

절 양상의 의도를 밝힘으로써 당대의 현실을 어떤 방식으로 인식했는지를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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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A Study on the 'implied author'

of Lee Kwang-su's No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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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article, I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vel, such as the

autobiographical character and polyphony, by identifying the patterns

and results of the implied author in Lee Kwang Su's novel. In the

reading context of the readers, we looked at the point of meaning

generation that is different from the later reading context. Lee Kwang

Soo believed that the 'personality' of the artist determined the quality of

the work produced by him. The 'personality' means the mental action

that encompasses all the activities of the will and emotion. Unlike the

concept of 'novelist' as a modern artist, this unique veiw of artist's

novel has led to the repetitive patterning of characters with similar

emotions in the novel, a narrator criticizing the psychology of the

person, and the creation of a narrative with a certain pattern. The

literary personality of the artist is so clear that the controversial nature

of the actual artist Lee Kwang-soo can be recalled. In other words,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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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zing various effects of the 'implied author' consciously and

unconsciously, it is possible to create a distinctive semantic system

related to reality by combining religion, academic and political discourse

and novel language of the present day, It is a genre-crossing

phenomenon that makes it read as 'autobiographical novel'. In order to

construct the author's image that makes a certain meaning, there are

three ways of constructing the author' s experiential elements by

repeatedly varying, setting up a unique narrative 'plot' structuring

various discourses of the present day, and a method of diversifying the

level of reality instruction.

In the second chapter of this article, I looked at the self-portrait of

moral agony created by crossing experiential and fictional elements in

novels closely related to the author's electrical facts. His short novels

such as "Love(사랑인가)", "Kim Kyung(김경)" and "Wandering(방황)", as

well as his novels such as "The Story of Selling House(육장기)",

"Dream(꿈)", "Darkness(무명) “A Raven at Twiligh (난제오)“ His

Autobiography (그의 자서전) "I(나)". In these novels, we set the

characters that are considered to be 'identical' with the actual author

outside the text, and the existence of the descriptors that look at these

characters from the external location, the way of arranging the episodes,

the use of intratextualtiy leads to the establishment of a fragmented

self-image between the ironist, the ascetic, the external persona and the

self-consciousness. In these novels, the reader can perceive a self -

justification of co - operation with the Japanese imperialism, and a

unique author's image that emphasizes the public personality that is

constructed in the editorial.

In chapter Ⅲ of this article, quest narrative and melodrama structure

of the author 's plot style in "reproduction(재생)", "polygon of love(사랑

의 다각형)", "the Nirvana of Passion (애욕의 피안)", "the lif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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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an" is described. "Heartlessness(무정)", "The Soil (흙)", and

"Yu-jeong(유정)" represent the protagonist who searches for the course

of the individual's life and inner values through conflicts between

various events and characters, and it shows a form of exploration

narrative that harmonizes with social ideals. This is common in that it

seeks to pursue social ideals based on the explo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beings and personality.

It is a novel that depicts the contemporary customs, especially the love

affairs of young people, which refers to the present reality as'

selfishness / altruism 'or' matter / Minded "attitudes within the frame

of opposition and portray the character group in opposition. These

works are based on the confrontation of moral values under the surface

of wind speed, and take the structure of melodrama in that they set

figures and events based on them. In this process, the scenes of

'repentance' and 'conversion' of the spiritual characters, and the trial

scenes that newly discover the mental values, not the secular values,

are common, and the Christian ethical consciousness is emphasized. In

other words, the novels belonging to chapter 3 are based on the

awareness of contemporary discourses such as religion, politics, and

scholarship, and can read the writer's attempts to find ways to change

the reality of the present day.

In chapter Ⅳ, the existence of an implied author examining the history

of the past through historical novels or insight into the universal values 

of the flow of life by allegorical writing is closely related to the various

reasons of Lee Kwang Su who recognizes and responds to the crisis of

the age after Sino-Japanese War. The author implied in "Yi Sun-shin (이

순신)", "The Death of Yi Cha-don(이차돈의 죽음)", "King Sejo(세조대왕),"

and "The Buddhist Master Wonhyo(원효대사)" put forth values such as

"charity," "trust" and suggest the leadership position required in the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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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ially in colonial Jo-seon. In “Love(사랑)” "Dream(꿈)", the motif of

"sickness / healing", the intention of narration of the implied author

who sees the human mind as the framework of all the worlds through

the allegory that transformed Josin fables is emphasized. This implied

authorship was connected with Lee Kwang-soo's intention to confront

the world of violent exhibition, violence and conflict after the outbreak

of the Sino-Japanese War in July 1937 through mentalism.

Thus, the 'implied author' image that appears in Lee Kwang - su 's

novels is closely related to the description of the actual author who

wants to share the artist' s values about the attitude of life and the

nature of his life in the colonial period. And the author's hypothesis

that the reader perceives the moral dilemma, the pursuit of the ideal of

real transformation, and the insight into history and life is a reading

mechanism that allows Lee Kwang Su to read the novel as'

autobiographical'. In addition to the novels that are included in the area

of autobiographical novels that are obvious in previous researches such

as 'I- novels', many other works can be read as 'autobiographical'.

In addition, the implied authorship of the idealistic pursuit in the

novel has the effect of revealing the aspect the language of the novel

based on the interrelationship with contemporary religious, political, and

historical discourses.

keywords : Lee Kwang Su, An Implied Author, Autobiographical

features, Polyph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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