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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은 박태원의 『천변풍경』에 내재된 정치적 성격을 살펴봄으로써, 박태원 소설 전

체를 관통하는 유기적 관련성을 ‘정치성’의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작

업은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소설의 정치성을 일부 밝혀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천

변풍경』은 박태원의 대표작으로, 기존 연구에서 기법의 새로움, 인물들이 보여주는 휴머니

티 등이 그 성과로 인정된 바 있다. 반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천변풍경』은, 모더니즘 소설

이 갖는 미적 자의식의 성취에 도달하지 못한 작품으로 치부되거나, 세계관의 부재로 리얼리

즘 소설로서의 완성도 이루지 못한 작품으로 비판받아 왔다. 그러나 모더니즘 문학의 정치성

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이를 살필 경우, 작품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부분에 새로운 의미를 부

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에서는 먼저 정치성의 개념을 재정의 하고, 이를 작품 

배경으로서의 공간, 등장인물, 서사 기법의 층위에 적용해 논의를 진행해 보았다.

지금까지 한국 근대문학에 있어서 ‘정치성’은 카프를 위시한 리얼리즘 문학의 전유물처럼 

인식되어온 경향이 있다. 이때 문학의 정치성은 현실 상황을 정치적으로 인식해 작품 안에 

반영하거나 작가의 정치적 의식을 표현하는 것만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더니즘 문학의 정치

성은 다른 측면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정치성이라는 개념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랑시에르는 정치를 ‘감각적인 것’을 재분배하는 장치로 인식하면서, 그 과정에서 ‘비가

시적으로 치부된 대상들’을 무대화시키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다. 여기서 감각적인 것의 재분

배로서 예술은 궁극적으로 통치를 무화시키고, 새로운 정치를 스스로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천변풍경』을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정치성을 보는 시각과는 차

이를 갖는 ‘문학의 정치’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었다. 

먼저, 2장에서는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 갖는 정치성을 고찰해 보았다. 『천변풍경』은 이

미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공간의 기능이 두드러지는 작품이다. ‘천변’은 실제 당대 현실이 

반영된 공간이기도 했지만, 박태원은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았다. ‘천변’

이 전통과 근대, 제국과 식민, 자본과 착취가 뒤섞인 중층적 공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그 

틈새로부터 가능성의 공간을 모색한 것이다. 이러한 틈새를, 도시를 ‘변증법적 이미지’로 본 

벤야민의 개념을 빌려 ‘문턱 영역’으로 규정한 뒤, 근대가 불법으로 규정한 매춘이나 도박이 

갖는 양가적인 의미가 변증법적 사유를 통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공간으로서의 ‘천변’은 작품 안에서 장마와 같은 장치들로 위계가 무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서사 공간에서는 법과 질서의 통제 아래 위치하면서도 그로부터 배제되는 

공간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인물들이 세계와 불화하는 방식에서의 정치성을 찾고, 이를 대중이

라는 범주로 묶어 파악하고자 하였다. KAPF 문학에 반하는 입장을 자주 표명했던 박태원은 

의외로 러시아 소비에트 문학을 신문에 소개하면서 주인공이 없는 형식을 고평한 바 있다. 

『천변풍경』 역시 주인공은 부재하면서도 다양한 인물군을 등장시키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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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을 요한다. 이는 그전까지의 소설에서 도시 공간의 근대성이나 지식인의 내면만으로 그

려낼 수 없었던 서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중을 제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천변풍경』의 대중은 박태원의 초기 소설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군중의 연

장선상에 위치하며, 후기 대중·통속 소설이나 역사소설의 인물군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포함

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의의를 갖는다. 또한 감각적인 것에 주목하는 ‘문학의 정치’라는 기

제 안에서 더욱 중요시 되는 것은, 자신의 감각을 드러내며 새롭게 주체화 되는 인물들이다. 

이전까지 논의되었던 아이, 여성 인물군에 더해 ‘천변의 깍정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갖고 

몫을 갖는 과정을 살펴 그 정치적 의미가 드러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천변풍경』의 독특한 특성으로 지적되어온 구술성을 근대 소설 

형식과 이야기꾼의 회복을 결합하려는 시도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박태원은 파편화된 대중을 

연대시키기 위해, 독자와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이야기꾼의 회복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며, 

구술적 상황이나 구술성이 서사 기법으로 부각되는 이유 역시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었

다. 이는 기존 연구가 『천변풍경』 이후 박태원 소설이 서구적 의미의 모더니즘 소설에 부

합하지 못하고 결국 통속화 된다고 평가해온 것과 다르게, 오히려 서구 소설의 기법적 한계

를 전통적 서사 양식과의 변증법적 결합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박태원 소설을 통해 정치성을 분석하고자 한 본 논문의 문제 

의식에서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핵심어/ 박태원, 천변풍경, 정치성, 모더니즘, 도시 공간, 문턱 영역, 군중, 대중, 불화, 이야

기꾼, 구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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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박태원(朴泰遠, 1910-1986)의 작품 세계는 모더니즘 문학에서 출발하여 1930

년대 말의 대중·통속적 경향을 거쳐 리얼리즘 문학으로 변모해간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 식민지나 해방이라는 시대적·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창작 방향을 

수정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한 작가의 작품 세계가 이처럼 확연한 변화를 보

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박태원 소설에 대한 연구가 초기 모더니즘 소설, 후기 

역사소설 등으로 양분화 된 양상을 보이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박태원 소설의 문학사적 의의는 대개 모더니즘과 관련하여 논의

되며, 이 점에서 그의 대표작을 중편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과 장편 『천변풍

경』으로 꼽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 

한국문학사에서 그 가치와 의의를 인정받아온데 반해, 『천변풍경』은 기법적인 

면에서만 주목을 받았을 뿐 여러모로 수준 미달의 작품으로 치부되어온 경향이 있

다.1) 이는 작품을 리얼리즘이나 모더니즘이라는 어느 하나의 사조에 맞춰 재단하

1) 문학사에서 두 작품은 나란히 모더니즘 소설의 대표작으로서 평가되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 『천변풍경』에 비해 고평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보여주는 소설 제작과정 자체가 곧 소설 자체를 이룬 것이 바로 「소설가 구보씨의 일

일」의 소설사적 의의이며, <고현학>의 출현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동시에 “『천변풍경』

은 결론부터 말하면, 타협을 전체로 한 작품인 만큼 방법론상의 후퇴로 말미암아 실험도 

아니고 생활도 아닌 엉거주춤한 작품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김윤식의 경우를 첫

번째 예로 들 수 있고(김윤식, 「고현학의 방법론」, 김윤식·정호웅 엮음, 『한국문학의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1989, 134-146쪽.), 권영민 역시 전자에 대해 “소설 쓰기의 창

조적 과정을 일상적 생활에 그대로 펼쳐 보이고 있는 이 같은 태도는 자기 지시적인 관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임에 틀림없다.”라고 평

가하는 반면, 후자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 같은 기법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은 삶의 총체

적인 인식에 도달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 이유는 개별화된 인물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서

사적인 통합력이 약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1』, 민음사, 2002, 459-465쪽.). 가장 최근의 연구인 조남현 

또한 전자를 “「피로」가 외면 묘사와 내면 묘사 사이의 균형을 보이고 타인 관찰과 자

기성찰의 균형을 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도 그 어느 한쪽

으로 기울어지지 않는다.”라고 분석하는데 반해, 후자를 “『천변풍경』은 너무 많은 인물

들을 주요 인물로 내세운 때문인지 대상의 겉을 그리는 데 치중하여 보여주기showing의 

본보기가 될 뿐 아니라 쇄말주의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말았다. 보여주기는 대상의 본질

적 국면을 외면할 수 있으며 쇄말주의는 대상을 왜곡해서 볼 수가 있다.”라 이야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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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던 기존 연구의 태도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작품이 가진 다양한 가능성은 간과

된 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기교만 평가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먼저 박태원의 초기 모더니즘 소설을 수렴하는 작품인 동시에 후기 

역사소설로 이행하는 지점을 가진 작품으로서 『천변풍경』을 규정하고자 한다. 

이 규정은 박태원의 전체 작품 세계를 유기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근거가 『천변

풍경』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에서 비롯한다.2) 실제로 『천변풍경』은 모더

니즘과 리얼리즘의 요소가 혼재되어 있고, 그로 인해 오히려 하나의 사조나 경향

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를 ‘정치성’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살펴봄으로

써 기존 연구들이 가했던 비판들, 즉 서사성, 총체성, 전망 등의 부재가 지니는 의

미를 재고할 것이다. 

『천변풍경』에 대한 최초의 평가는 동시대 비평으로 통해서 이루어졌다. 박태

원이 《朝光》지에 「川邊風景」을 발표한 것은 1936년의 일로, 같은 해 최재서

가 평문 「리아리즘의 擴大와 深化-『川邊風景』과 『날개』에 關하야」를 《朝

鮮日報》에 발표하면서 문단 내에서는 모더니즘 소설을 둘러싼 논쟁이 시작되었

다. 최재서는 그의 글에서 박태원의 소설은 “客觀的態度로써 客觀을 보앗고”, 이상

의 소설은 “客觀的態度로써 主觀을 보앗”다고 평가하면서, 이들 새로운 소설의 경

향을 “리아리즘의 擴大와 리아리즘의 深化”라고 규정하였다.3) 동시에 “統一的意識

것을 볼 수 있다(조남현, 『한국 현대소설사 2』, 문학과 지성사, 2012, 248쪽; 310-313

쪽.).

   부언하자면, 초기의 문학사에서 박태원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선각한 스타일리스트”로서 

“都會感覺”이 돋보이며 “치렁치렁한” 문장이지만 “독자를 매혹시켜 끌고 나가는” 재주를 

가졌다거나(金宇鍾, 『韓國現代小說史』, 宣明文化社, 1974, 274-275쪽.), “식민지 치하” 

“서울 서민층의 浮沈”을 “감각적 탄력성”이 있는 문장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등의 소설 

기법에 관한 평가와(金允植·김현, 『韓國文學史』, 民音社, 1973, 193-197쪽.), 도시 주

민들의 “삶의 日常을 生態學的으로 해부”하고 있다는 등(李在銑, 『韓國現代小說史』, 弘

盛社, 1979, 334-339쪽.) 모더니즘 소설로서의 특성을 다루는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2) 박상준 역시 최근의 논의에서 『천변풍경』을 “KAPF 계열 소설이 후퇴하고 세태소설이 

등장하는 1930년대 후반 소설계의 지형 변화를 이해하는 데 관건이 됨과 동시에, 한국 

모더니즘 소설계의 외연을 정하고 그 역사를 기술하는 데 시금석이 되기도 하며, 작가 박

태원의 소설세계 변화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이정표에 해당되는” 작품으

로 보면서, “이 작품의 위상과 기능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늘 쟁점이었음

을 지적하고 있다. 박상준, 「『천변풍경』의 작품 세계-객관적 재현과 주관적 변형의 대

위법」, 《泮矯語文硏究》 32집, 2012, 324쪽.

   박태원의 전체 작품 세계를 거의 처음으로 정리했던 정현숙 역시 비슷한 시각에서 『천

변풍경』을 보고 있다. “모더니즘 소설과도 다르며 더욱 일반적인 리얼리즘 소설과도 상

당히 다른 특성을” 지닌 작품이며, 오히려 그 두 조류의 “분기점에 위치한 문제작”이이라

고 규정하는 것이다. 정현숙, 『박태원 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3, 174-1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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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社會에對한經濟的批判일른지도 모르고 또 人生에對한論理觀일른지도 

모”4)르는 사상성의 결여나 전망의 부재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文學的 캐메라―小

說家의 눈”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들어 비교적 긍정적으로 「천변풍경」을 평가했

다. 그 무렵까지 리얼리즘의 외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최재

서의 경우 “전통적인 리얼리즘의 시각에서 이들 작품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5) 하더라도, 이후 이어지는 KAPF의 전위분자 임화,6) 백철,7) 한

효8) 등의 비평 역시 전부 리얼리즘 문학론에 입각해 「천변풍경」을 혹평하고 있

을 알 수 있다. 이듬해 《조광》지에 「천변풍경」의 속편이 연재된 이후, 임화의 

반론은 더욱 정교해진다. 「世態小說論」을 통해 그는 “描寫하는 背後에 흘르는 

作者의 精神”과 “描寫以上의 描寫하는意識”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천변

풍경」은 “自己나 或은 作中의主人公이 生死의運命을 맨드러가는 場所로서” 기능

3) 崔載瑞, 「리아리즘의 擴大와 深化―『川邊風景』과 『날개』에 關하야」, 《朝鮮日報》, 

1936년 10월 31일-11월 3일.

4) 연재 당시 누락된 부분으로, 이후 최재서의 비평집에 보완되어 실린 것으로 보인다. 崔載

瑞, 『文學과 知性』, 亨論文化社, 1977, 103쪽.

5) 손정수, 「1930년대 한국 문학비평에 나타난 모더니즘 개념의 내포에 관한 고찰」, 《韓

國學報》 23집, 1997, 20쪽.

6) 임화는 최재서의 위와 같은 평가를 “李箱의 純粹한心理主義를『레얼이슴』의深化 朴泰遠

氏의 純粹히形式的인構造의小說을 『레얼이슴』의擴大라 宣揚하든 似而非『레얼이슴』

論”이라고 비판한다. 林和, 「寫實主義의 再認識―새로운 文學的探求에 寄하야」, 《東亞

日報》, 1937년 10월 8일-14일.

7) 백철 역시 앞선 최재서의 비평이 오히려 리얼리즘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논의라고 비판하

면서, 이기영의 「고향」과 박태원의 「천변풍경」의 비교를 통해 후자의 세계관 부재를 

지적한다.

   “몬저 말한「날개」가 純意識方面의 內攻的리얼리즘의 追求이었다면 李箕永의「故鄕」은 

主로 外部現實을 追求한 外功的리얼리즘의 作品이었다. 하나 그것은 朴泰遠의 「川邊風

景」과 같이 材料에 對하야 一切의 主觀的選擇을 避하고 客觀을 純客觀으로 觀察키위한

개메라의 移動이 아니오 現代의 明確한 世界觀을背景에두고 그世界觀의 一定한 監督에依

하야 現實과 日常世界에서 材料를 取捨選擇했으면 그選擇된 材料에 限하야 寫實의캐메라

를 移動시켜간 것이었다.” 白鐵, 「리얼리즘의 再考―그 앤티·휴먼의 傾向에對하야-」, 

《四海公論》 3권 1호, 1937년 1월, 44-45쪽.

8) 한효는 “現實을 理解하고 그의眞正한生動的인 生活의 意味와 目的을表象化할수잇는文學! 

이러한 文學을 現代리알리즘은 그의新方向 으로써要求하고잇다”면서, “죠이스的 亞流의作

品, 『날개』가잇고 朴泰遠의 『川邊風景』이 잇”다고 언급하면서, “大體氏는 리알리즘이

란 어떤것인지 알기나하고 그러한名論卓說을 放送하는가”라고 최재서를 비판한다. 또한 

“脫俗遁世的形象이 眞正히 리알리즘의 擴大한 形態이라고 讚揚을받을수 잇는것은 오직 

崔氏같은 虛無主義的文藝批評家의 怪癖의 發現에잇어서만可能하다”고 다시 한 번 최재서

의 논의에 공격을 가한다. 韓曉, 「創作方法論의新方向―一面的見解의克服을爲하야 4」, 

《동아일보》, 1937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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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기에 이르는 것이다.9) 이들 비평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

는 것 역시 세계관의 부재 문제이다. 세태에 대한 치밀한 묘사는 그것으로 그쳐서

는 안 되며,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식이 작품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시기 비평의 주된 논리였다. 

이처럼 KAPF 문학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천변풍경』에 대한 비판은 세계

를 이성적으로 인식하는 주체를 반드시 전제하며, 현 상황에 대한 전망을 이념적

인 층위에서 제시해야 한다는 문법을 중요시한다. KAPF의 해산 이후 이들에게 이

러한 문제의식은 더욱 절실해졌으며, 이 때 문학은 일차적으로 사상이나 이념의 

매개 역할 이상을 못한다는 한계를 갖게 된다. 모더니즘 문학이 도시를 토대로 한 

근대화의 이면에 주목하면서 근대라는 문제를 표층적 차원에서만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음에도, KAPF 문학은 리얼리티의 내용에만 집착했던 것이다. 그로 인

해 작품에서 ‘무엇’이 그려지는 것이 중요하게 부각되는데 비해, ‘어떻게’ 그려지는

가는 부차적 문제로 밀려났는데, ‘어떻게’라는 문제는 세계를 형상화하는 기술에만 

주목한 것이 아니라 세계를 인식하는 태도로부터 문학의 존재 양태를 새롭게 규정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10) 

1990년대에 이르러 모더니즘 문학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천변풍경』에 관한 

비판적 언급들은 체계적인 반론을 맞게 된다. 이 시기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미

(학)적 자의식(자기반영성), 예술의 자율성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모더니즘 문학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는 시도들이 주를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11) 예술을 ‘자기 

9) 林和, 「世態小說論」, 《동아일보》, 1838년 4월 1일-6일.

10) 그 대표적인 태도가 ‘양가성’으로, 모더니스트들은 진리, 체계, 주체에 대한 비판을 견지

하면서 동시에 이들 존재에 대한 믿음을 견지한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페터 V. 지마, 

김태환 옮김, 『모던/포스트모던』, 문학과지성사, 2010.

11) 모더니즘이라는 사조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공통점 아래 분류된다 하더라도 이 

무렵의 논의들을 몇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권태’나 ‘고독’, ‘산책자’와 같은 모티

프들과 함께 고찰되는 경우(최혜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나타난 ‘산책자(flâneur)’ 

연구-모더니즘 소설의 전형에 대한 일고찰」, 《冠嶽語文硏究》 13집, 1988.), 근대성에 

대한 인식의 문제로 접근되는 경우(김윤식, 「고현학의 방법론-박태원을 중심으로」, 김

윤식·정호웅 엮음, 앞의 책.; 최혜실,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소설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1.; 나병철, 「박태원의 모더니즘적 소설연구」, 《연세어문학》 21집, 

1988.; 徐俊燮, 『한국 모더니즘 문학 연구』, 一志社, 1988.), 미적 자의식이라는 틀로 

논의하는 경우(나병철, 「박태원 소설의 미적 모더니티와 근대성」, 강진호·류보선·이선

미·정현숙 외, 『박태원 소설연구』, 깊은샘, 1995.; 권성우,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소설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9.; 姜相熙, 「朴泰遠 文學 硏究」, 서울대학

교 석사학위 논문, 1990.; 강현구, 「朴泰遠 小說硏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1.)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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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적 구성물(self-referential construct)’로 파악함으로써 자아와 관련된 세계를 

예술 작업의 중심에 둔다는 모더니즘 문학의 특성이,12)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과 같은 작품 속에서 주관성이 강조되는 형식으로 드러난다고 보는 것이 이러한 

연구의 주요 논점이다. 주관성의 강화는 작가의 언어 사용과 소설 기술에 관한 특

징과 연관되어 문체나 담론 구조, 창작 기법, 서사기법 등의 논의로 이어지기도 했

다.13) “세태적인 소재를 美學的으로 형상화하는데 성공한 작품이기 때문에 소재적

인 측면만 고려한 평가는 재고되어야 마땅”하다는 정현숙의 주장처럼,14) 모더니즘 

소설은 미학적 측면에서 재조명 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리얼리즘 문학이 구호로 하는 이성, 진보, 전망을 회의하면서 미학적인 의미를 

획득하는 것으로 모더니즘 소설의 특성을 포착한 이 시기의 연구들은, 그러나 

『천변풍경』의 평가에 있어서는 부정적 시각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언급했

던 당대 비평들이 세계관의 부재를 문제시했다면, 90년대 이후의 논의들은 비슷한 

비판을 되풀이하거나 “내성적”인 가치를 중요시함으로써,15) 작품의 가치를 폄하하

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박태원의 이러한 기교 중심의 문학관은 ‘사상성의 부재’

라는 혹독한 비판을 받으면서, 『천변풍경』을 기점으로 크게 후퇴한다.”는 평가

나,16) 작품에는 “‘카메라적 시각’이 나타나는데” “이 장치로 경성의 일상성을 비판

함은 불가능”하므로, “전통적인 것에 기반을 둔 순화된(타락한 형태가 아닌) 근대

적 삶의 향유가 작품 전면에 드러나면서 모더니즘 문학으로서의 박태원 문학은 그 

끝자리에 서게 된다”든지,17) “당대 사회와 사회 세력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

해 시·공간의 구속성을 압도하는 규정력을 재현하지 못한” 작품으로 치부해버리는 

12) 유진 런, 김병익 옮김, 『마르크시즘과 모더니즘』, 문학과 지성사, 1988.

13) 이러한 경향 역시 담론과 기법을 연관 지은 연구(안숙원, 「朴泰遠 小說 硏究-倒立의 

詩學」,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3.; 김상태, 『박태원-기교와 이데올로기』, 건국

대학교 출판부, 1996.; 우한용, 「박태원 소설의 담론과 기법의 의미」, 정현숙 편, 『박

태원』, 새미, 1995.; 공종구, 「박태원 소설의 서사지평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

문, 1992.; 김미지, 「박태원 소설의 담론 구성 방식과 수사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

위 논문, 2008.), 서사론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오경복, 「박태원 소설의 서술기법 연

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3.; 천정환, 「박태원 소설의 서사기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7.; 류수연, 「박태원 소설의 창작기법 연구」, 인

하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이정옥, 「박태원 소설연구: 기법을 중심으로」, 연세대

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등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

14) 정현숙, 앞의 책, 16쪽.

15) 나병철, 앞의 글, 강진호 외, 앞의 책, 98쪽.

16) 정현숙, 앞의 책, 76-77쪽.

17) 문흥술, 『한국 모더니즘 소설』, 청동거울, 2003, 260-268쪽.



6

경향을 예로 들 수 있다.18) 그로 인해 이들 연구는 『천변풍경』 이후 전개되는 

작품 세계까지 유기적으로 조망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1938년을 기점으로 

이루어지는 중국민담과 소설의 번역, 일제 말기 발표된 자화상 연작, 꾸준히 창작

된 동화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활발하게 창작되는 역사소설까지를 일관된 흐름으

로 파악하지 못하고, 『천변풍경』을 기점으로 통속 소설이나 사소설로 작품세계

가 타락해 간다고 결론짓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재고하고자 박태원 문학에 내재된 상반된 요소들을 어떻게 연결

시키느냐를 고민하는 논의들이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이들 연구는 그간 박태원의 작품들을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이라는 틀 아

래 양분하고, 그것을 단순히 시기적 흐름에 따라 변화한 것으로 보았던 시각에 문

제를 제기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주로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의 상반된 요소들이 

내적 모순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작품 전체에 “공존하는 

두 요소의 본질과 원인을 규명해 내는 작업”이 주를 이룬다.19) 결과적으로 이러한 

논의들은 박태원 작품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이 객관적 현실과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각기 다르게 발현되었다는 데에서 변화 요인을 찾고 있는데, 이를 통

해 총체적으로 박태원 문학을 조망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한계로, 작품의 변

화 양상을 지적하는 것에 그치는 점, 특정한 주제나 소재의 측면에서 작가의 작품 

세계 전체를 무리하게 재단함으로써 비약적인 논의에 이르고 말았다는 점이 지적

되기도 한다.

이 논문 역시 박태원 작품의 내적 유기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 그 과정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살펴야 할 것은 왜 기존의 연구들이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이라는 각기 다른 사조로써 『천변풍경』을 조망했음에도, 내용이나 사상

의 빈약함 등의 유사한 한계를 지적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 식민

지 시기 소설에 관한 평가가 대부분 그 기준을 민족주의의 발현이나 근대성의 추

18) 姜相熙, 앞의 글, 39쪽.

19) 정현숙, 「박태원 연구의 현황과 과제」, 강진호 외, 앞의 책.

   김윤식, 「박태원론-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의 관련 양상」, 『한국 현대 현실주의 소설연

구』, 문학과 지성사, 1990.; 정현숙, 앞의 책; 조한용, 「朴泰遠 小說의 創作方法과 作家

意識의 變貌」,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1.; 장수익, 「박태원 소설 연구」, 서울대

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1.; 「박태원 소설의 발전과정과 그 의미」, 《외국문학》 1992

년 봄.; 윤정헌, 『박태원소설연구』, 형설출판사, 1994.; 손광식, 「박태원 소설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정호웅, 「박태원의 역사소설을 다시 읽는다-인물 

창조를 중심으로」, 《구보학보》 2집, 2007.; 오현숙, 「박태원 문학의 ‘역사’ 인식과 재

현 방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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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초점을 맞춰왔음을 염두에 둘 수 있다. 이는 식민 상황에 대한 저항성의 여

부, 혹은 제국과 식민 관계라는 정치적 상황 자체를 반영하는 것이 작품 평가에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왔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천변풍경』의 한계는 

공통적으로 정치성의 실종이라고 결론지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주의할 것

은 이 경우 ‘정치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문학과 정치의 관계, 혹은 문학의 정치성

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관념에서 정치는 권력이 

취하는 통치의 방식을 의미하며, 정치적 상황은 1930년대의 파시즘화 되어가는 

시대적 위기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가치 판단을 유보하는 

모더니즘 문학의 경우, 당대의 정치적 위기 상황에 굴복한 것으로 이해되기 쉽다.  

주지하다시피 실제로 그간 모더니즘 문학은 대부분 정치성이 결여된 것으로 논

의되어 왔다. 그러나 미학적 자율성은 현실 제반이라는 미학적 타율성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으며,20) 하나의 작품 역시 사회적 맥락과 떼어내 생각하는 것이 불가

능하다. 이것이 모더니즘 문학의 정치성을 재사유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천변풍경』의 경우도, 작품의 배경이 되는 ‘천변’ 자체가 당대 ‘청계천’ 주변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형상화되는 과정에서는 서사적 장치들을 통

해 새롭게 재편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박태원 초기 소설에 나

타나는 정치적 의미가 서구적 모더니즘 소설기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

기 위해 전통적인 구술 상황에 주목하는 방법을 택하거나 세계와의 불화 방식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나타난다는 것 역시 기존의 정치성과 박태원 문학의 정치성이 

다른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예라 하겠다.

2000년대 후반부터 한국 문학을 정치성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풀어내려는 시도

들이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모더니즘 문학을 정치성의 측면에서 고찰

하는 작업은 기존 리얼리즘 사조에 국한된 정치성을 다른 각도에서 분석함으로써 

‘문학의 정치’의 외연을 넓힐 수 있고, 나아가 당대 KAPF와 구인회로 대표되는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문학이 공유하면서도 변별되는 지점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

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란명은 “李箱과 昭和帝國의 매스미디어와의 관계 및 그 중요성”에 대해 

지적하며 “동아시아의 정치·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상의 작품들이 당대 현실 사회

와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란명의 작업은 무엇보다 실제 제국과 

20) 랑시에르는 “미학적 자율성과 타율성이라는 두 극 사이를 운동하면서 오는 (불편한) 긴

장을 해소하지 않는” 예술의 역할에 대해 주목한 바 있다. 자크 랑시에르, 주형일 옮김, 

『미학안의 불편함』, 인간사랑, 2008, 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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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의 구도, 전쟁 등이 동아시아의 정세 안에서 어떻게 굴절되고 변용되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문학화 되는지를 한·중·일을 아우르는 자료에 근거해 비교문학적인 

접근을 시도한다는 자체로도 귀중한 작업이다. 더불어 모더니즘 문학에 있어 정치

성을 어떻게 위치 지을지에 대한 시도를 함으로써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특수성을 

추출하려고 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연구의 대상이 이상의 작

품으로 한정되어 있어 1930년대 모더니즘 문학 전반에 대한 분석이 아쉽다는 측

면을 지적할 수 있고, 사회적 상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표지들을 중심으로 작

품을 파악하다보니 모더니즘 문학으로서 작품의 기법이나 서사 양식의 특징이 규

명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21) 한편 권은은 ‘정치적 무의식’의 개념을 통해 박

태원 소설에서 제시된 소재, 사건 등을 당대 정치적·사회적 맥락과 연관 짓는 작

업에 집중한다. 작품의 표면적인 서사 분석은 뒤로 하고, 내재된 단서들을 조합해 

환기되는 당대 상황을 재구성함으로써 정치적인 텍스트로서의 모더니즘 문학을 증

명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 하에 권은은 “제3세계 문학은 민족적 알레고리

의 형식으로 그 문학을 낳은 정치적 공간의 모습을 필연적으로 투사한다”는 프레

드릭 제임슨의 논의를 바탕으로 박태원의 초기 단편부터 후기 통속소설에 이르는 

작품들까지 ‘정치적 무의식’이 내재되어 있다는 유기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비

약의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품의 서사를 해체하여 텍스트 훼손의 혐의를 

남겼다.22) 김홍중은, “식민지의 경험을 통해서 폭력적으로 개시된 근대”의 모습이 

이상의 작품에서 “정치적인 문제가 심리적인 외양을 띠고 등장하며, 역사적인 쟁

점들이 미학의 의상을 입고 나타나는” 현상을 “알레고리”로 파악하고 독해할 것을 

주장한다. 그 역시 “한국 근대정신의 심층 구조”는 식민지체험과 분리시킬 수 없

다고 보면서 식민지 모더니즘 문학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다.23) 

선행 논의들이 해명하고자 했던 모더니즘 문학의 정치성은 일정한 한계를 갖는

다. 리얼리즘 문학이 당대 사회적 맥락을 소설에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작가의 정

21) 蘭明, 「李箱「地図の暗室」を浮遊する“上海”」,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日本

硏究》 41집, 2009.; 「昭和帝國의 담론 공간과 李箱적 모더니즘」, 한국현대문학회, 

《한국현대문학연구》 32집, 2010.

22) 권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정치적 무의식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식민지적 어둠의 심연: 박태원의「적멸」론」, 《한국근대문학연구》 22집, 

2010.; 「구성적 부재와 공간의 정치학: 박태원의 「애욕」론」, 《語文硏究》 38집, 

2010.; 「경성 모더니즘과 공간적 역사: 박태원의 「낙조」와 「최노인전 초록」을 중심

으로」, 《구보학보》 5집, 2010. 

23) 김홍중, 「13인의 아해(兒孩)―한국 모더니티의 코러스」,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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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의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문학의 정치성을 보여주었다면, 모더니즘 문학의 정

치성은 그것과 다른 방식으로 논의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박태원을 중심으로 경성 

모더니즘의 정치적인 특수성을 규명하고자 했던 권은의 연구를 예로 들어 볼 수 

있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정치적 무의식 연구」는 박태원이 사회주의

나 아나키즘에 관심을 보였던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의 작품이 무의식적으로 혹은 

알레고리적으로 현실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유

사하게 란명의 연구는 실제 사건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파악하

면서 궁극적으로는 작가의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러나 모더니즘 문학

에서 정치성을 드러내는 방식은 리얼리즘의 반영적 성격과는 다르게 파악되어야 

하며, 여기서 세계관으로서의 기법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모더니즘 이후 

예술의 체계는 마르크스가 말한 정치 개념과 유사하며, 그것은 ‘불화’를 주요한 특

징으로 한다.24)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실에 대한 충실한 모방이나 총체성이 아니

라, 현실을 끊임없이 회의하는 모습을 기법과 조화시키는 일이다. 기존 논의들이 

‘알레고리’에 천착했던 것은 이러한 모더니즘 문학의 특성에 주목한 것이지만, 이

는 서구 모더니즘을 중심으로 한 근대의 보편적 양식으로서 알레고리를 한국 모더

니즘 문학에 당위적으로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25) 그러므로 현실을 반영하는 작품

의 성격을 세계관의 보편성에서 인식하되,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기법을 한국의 

특수성 안에서 의미화 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이 점에서 본 논문은 현실 정치의 

층위와 문학의 정치의 층위를 구분하는 작업으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이러한 구분은 가장 먼저 작품의 공간 인식에 적용할 수 있다. 『천변풍경』은 

이미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공간적 배경의 기능이 두드러지는 작품이다. 공간에 

대한 인식은 작가의 당대 현실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시 공간이 서사화 과정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작

품의 배경이 되는 ‘경성’을 당대적 맥락에서 고찰하는 일만으로는 모더니즘 문학의 

특수성이 포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도시공간이 작품 속에서는 어떻

게 변화, 기능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이 요구된다. 특히 경성이 식민지 도시라는 

점을 들면서 곧바로 지배 권력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정치성을 유추했던 과거 연구 

24) Jacques Rancière, trans. by Julie Rose, "From Archipolitics to Metapolitics", 

Disagreement,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9.

25)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특수성을 고찰하는 일이 주목받고 있는 요즘, 이는 여전히 영향과 

수용이라는 일방향적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의 진정한 대화

와 소통은 단절시키는 일이다. 박성창, 『비교문학의 도전』, 민음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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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넘어서, 통치와 저항 사이에서 어떻게 새로운 감각으로서의 정치성이 드러

나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감각적인 것에 주목하는 ‘문학의 정치’라는 기

제 안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각을 드러내며 새롭게 주체화 되는 인물들

이다. 1930년대 조선의 현실 속에서 이러한 존재들은 ‘대중’으로 명명되었으나, 모

더니즘 문학과 대중이 조우하는 순간 통속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논의가 지

금까지의 일관된 평가였다. 그러나 『천변풍경』이 대중에 주목하는 것은 그전까

지 소설에서 도시 공간의 근대성이나 지식인의 내면으로만 그려낼 수 없는 서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파악해야 한다. 또한 『천변풍경』의 대중은 박태원

의 초기 소설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군중의 연장선상에 위치하며, 

후기 대중·통속 소설이나 역사소설의 인물군으로 나아가는 계기의 중심에 위치한

다는 사실만으로도 중요하게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태원은 파편화

된 대중을 연대시키기 위해 독자와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이야기꾼의 회복을 시

도한다. 구술 상황이나 구술성이 서사 기법으로 부각되는 이유를 이와 같은 맥락

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천변풍경』이 박태원의 작품 세계 전체를 압축적으로 보

여준다는 점이나 『천변풍경』을 축으로 박태원의 여러 작품들을 갈래화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이 논문은 『천변풍경』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고 박태원의 다른 

텍스트들을 참고·보충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천변풍경」은 《조광》지에 

1936년 1차로 3회 연재된 이후, 이듬해 같은 지면을 통해 「속 천변풍경」이라는 

제목으로 9회 더 연재되었고, 단행본은 박문서관에서 1938년과 1947년 두 차례 

걸쳐 간행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단행본 『천변풍경』을 완결된 텍스트로 보되, 작

품이 당대적 맥락을 예민한 감각으로 살려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내용상의 차

이가 크지 않은 부분은 기본적으로 《조광》의 연재본을 인용하기로 한다.26) 다만 

26) 전승주에 따르면, 『천변풍경』은 연재 이후 단행본으로 출간되면서 문장 부호, 어휘, 

문장 등의 수정 및 교체, 보완이나 한자어의 한글 표기 등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제목이나 절 배치에도 몇가지 차이점이 발견되고 있으나, “전체적 줄거리나 구성에 변화

를 가져올 정도로 큰 내용상의 변화는” 찾을 수 없다. 잘 알려져 있듯이 박태원 스스로 

인물의 특성이나 분위기, 사회적 위치를 반영해 생활과 밀접한 언어 표현들을 구사하고자 

했기 때문에, 발표 당시의 표기들을 최대한 살리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전승주, 「천변풍

경의 개작과정 연구: 판본대조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45집, 2011.

   또한 박상준은 인물, 배경, 절 등으로 변화 지점을 나누고 좀 더 면밀하게 개작과정을 살

피면서, “연재본이 객관적 시선에 의한 불행한 삶의 폭로에 좀 더 비중을 둔 반면, 단행

본의 경우는 그러한 현실 너머를 지향하는 작가의 소망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다시 말해, “비루한 일상세태의 폭로적 구현에서 그에 대한 근본적인 긍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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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보완된 내용이 발견되는 부분 중에서 본 연구 방향과 함께 논의할 만한 부분

이 있을 때는 최초로 간행된 1938년 박문서관 판 단행본을 함께 언급하도록 할 

것이다.

1.2. 연구의 시각

한국 근대문학에 있어서 ‘정치성’은 KAPF를 위시한 리얼리즘 문학의 전유물처

럼 인식되어온 만큼, 모더니즘 문학의 정치성은 그 자체로 도전적인 문제 제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논의의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성의 개념을 새롭게 규명

하는 작업, 또는 문학의 정치성이 무엇인지를 해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리얼리즘 문학에서의 정치성은 문학과 정치의 관계를 어떤 정치적 상황

이나 정치적 소재를 문학 작품 안에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파악해왔다. 이 논문이 

『천변풍경』을 통해 고찰하고자 하는 문학의 정치성 역시 당대의 현실 상황을 토

대로 하고 있지만, 그것이 서사화 되는 과정에서 문학이 획득하게 되는 정치적 의

미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전통적 의미의 정치와는 거리를 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정치politics의 어원은 그리스 도시 공동체인 폴리스polis에서 찾

아볼 수 있다. 이러한 어원은 정치가 공적 영역과 관련된, ‘시민’들만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27)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본성적으

로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물zōion politikon”이라고 규정하며 인간의 본성을 

정치에서 발견하고자 했을 때,28) ‘인간=시민’의 범주에는 여자, 노예 등이 배제되

어 있었다. 정치를 바라보는 이러한 입장은 최근까지도 정치사상의 기본이 되었으

며, 그 결과 정치는 첫째, 통치를 위한 “공식적인 제도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활동

과 관련된 어떤 것”이거나, 둘째, 공적 활동과 연관된 것으로, 다양한 의견이 가능

한 영역으로 논의되어 왔다.29) 

랑시에르는 이러한 정치‘들’을 크게 윤리적 이미지 체제, 시학적-또는 재현적 

연재본과 단행본의 차이를 짚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의 논의에 따르면, 개작과정을 통해 

재현적 성격이 두드러졌던 작품이 좀 더 작가의 의도나 메시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변화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박상준, 「<천변풍경>의 개작에 따른 작품 효과의 변화

-연재본과 단행본의 비교-」, 《현대문학의 연구》 45집, 2011.

27) 한나 아렌트, 이진우·태정호 옮김, 『인간의 조건』, 한길사, 2005.

28) 아리스토텔레스, 천병희 옮김, 『정치학』, 숲, 2009, 81쪽.

29) 앤드루 헤이우드, 이종은·조은수 옮김, 『현대정치이론』, 까치글방, 2007, 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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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체제, 미학적 예술 체제로 분류해 설명한다. 플라톤의 정치 개념에서 예술이 

정치에 종속될 수 없었듯이 윤리적 이미지 체제에서 예술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예술을 모방하는 것들만이 있을 뿐이다. 시학적-재현적 예술 체제는 미메시스를 

통해 예술을 가시적이게 하는, 가시성의 예술 체제이다.30) 랑시에르가 문학 혹은 

미학과 정치를 연결하는 지점인 미학적 예술 체제는 이 시학적-재현적 예술 체제

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비롯한다.31) 여기서 예술의 진정한 자율성은 현실의 체계로

부터 부여받은 위치가 아니라 현실을 변형하는 허구를 만들어내는 ‘특이성’에 의해 

확보될 수 있다.32) 

그러므로 정치현실을 직접적으로 재현했다고 해서 예술이 정치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벤야민이 ‘예술의 정치화’와 ‘정치의 심미화’를 구분해서 모더니즘 

예술의 정치적 가능성을 역설했다는 점에 근거하여 모더니즘의 자율성이 곧바로 

정치적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다.33) 오히려 랑시에르가 강조하는 미학의 정치성은 

기본적으로 미학적 자율성과 타율성, 즉 ‘삶에 저항하는 예술’과 ‘예술의 삶-되기’

로서 정치성 사이의 긴장에서 출발한다.34) 삶을 철저히 거부하는 예술도, 삶에 적

극적으로 개입하는 예술도 온전한 의미에서 정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다. 문학의 정치는 공동체의 삶을 재편함으로써 정치적 주체화를 이루는 현실 정

치의 목표에서 더 나아가, 집단적 주체성으로부터 벗어나는 탈주체화까지 지향한

다. 감각적인 것을 재분배함으로써 배제라는 폭력적 상황을 철폐하고 자신의 정당

한 몫을 찾는 것은 현실적인 정치 행위와 미학의 정치가 공유하는 바이지만, 미학

의 정치는 이 몫을 부여받은 자가 ‘무엇’이라고 규정되는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35) 

이 사이의 긴장감이 바로 미학의 정치성을 형성하며,36) 이 지점에서 권력의 탈취

30) 자크 랑시에르, 오윤성 옮김, 『감성의 분할』, 도서출판 b, 2008, 25-40쪽.

31) 황정아, 「자끄 랑씨에르와 ‘문학의 정치’」, 《안과 밖》 31집, 2011, 55쪽.

32) 진은영, 「감각적인 것의 분배」, 《창작과 비평》 36권 4호, 2008년 겨울.

33) 변현태는 소련에서 ‘삶-건설’로서의 아방가르드 예술의 기획과 벤야민의 두 가지 명제의 

관계를 통해 이러한 동일화 논리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있다. 변현태, 「사회주의 리얼리

즘과 정치」, 《크리티카》 4호, 올, 2010.; 김진영, 「일상 심미감각의 탈권력화를 위하

여」, 《Visual》 5집, 2008.

34) 진은영, 「김수영 문학의 미학적 정치성에 대하여-불화의 미학과 탈경계적 정치학」, 

《현대문학의 연구》 40집, 2010, 502-505쪽. 이러한 점에서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대립 구도로 미학적 타율성과 자율성의 그것을 대치하는 것”(이수형, 「자유라는 이름의 

정치성」, 《문학과 사회》 22권 3호, 2009년 가을, 370쪽)은 ‘미학의 정치’를 예술의 자

율성 이전으로 회귀시키려는 시도로 보인다.  

35) 자크 랑시에르 인터뷰, 「‘문학성’에서 ‘문학의 정치’까지」, 《문학과 사회》 22권 1호, 

2009년 봄, 4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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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정치적 주체화 과정을 중시하는 현실 정치를 넘어서는, 감각적인 것의 분배로

서의 미학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랑시에르는 자신의 정치철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존의 정치 개념을 ‘치안

police’으로 명명한다. 그것은 “사회적 신체를 잘 정의된 서로 다른 부분들로 끊임

없이 분할하려는 의지를 갖는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분배란 언제나 사회의 한 ‘부

분’으로 이미 인정받은 사람들이 다소간 평등한 방식으로 공동체로부터 자신의 

‘몫’을 찾아가는 활동에 불과하다.”37) 랑시에르가 보기에 “치안이 몫 없는 자들의 

몫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정치는 언제나 몫 없는 자들의 몫이

라는 보충 또는 공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38)

그러므로 ‘문학의 정치성’에서 핵심적인 것은, ‘감각적인 것’을 분배하는 장치로 

정치를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윤리적 체제나 시학적 체제와 달리 예술은 기존

의 정치 체제를 해체하는 마르크스의 정치 개념까지를 ‘초과’하여 존재하게 된다. 

즉, 예술, 혹은 감각적인 것의 재분배는 ‘아무나’가 자신의 역능을 발휘하게 하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통치, 그리고 정치를 무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모더니즘 문학, 특히 아방가르드 문학이 부르주아 계급의 세계관에 대해 보였던 

저항의 측면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문학의 정치는 평등을 중시한다는 점

에서 민주주의를 지향하지만, “문학적 불화는 정치적 불화보다 더 근본적이고, 그

런 의미에서 문학의 정치는 정치보다 더 정치적”이라고 보아야 한다.39) 

이러한 정치 개념의 급진성은, 식민지 시기 문학을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따라서 식민지 상태로 근대화를 맞은 조선을 배경으

로, 또한 일반적으로 서구 모더니즘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평가되는 1930년대 모

더니즘 문학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방식의 정치성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

대의 지역자치 운동 등을 통해 확산된 공공성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40) 기존

의 현실 인식에서 식민지 사회의 공공성은 식민 권력이 스스로의 통치를 정당화하

기 위한 수단으로, 조선인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식

36) 위의 글, 456-458쪽.

37) 김수환, 「전체성과 그 잉여들: 문화기호학과 정치철학을 중심으로」, 《사회와 철학》 

18호, 2009년 10월, 77쪽. 

38) 위의 글, 78쪽.

39) 랑시에르는 이를 감안해 ‘주체화 과정으로서 정치(politics qua subjectivization)’를 la 

politique로, ‘치안, 혹은 통치 질서(police order)’를 la police로, 그리고 그것들 사이의 

공통영역(meeting ground)로서 le politique를 구분한다. 황정아, 앞의 글, 62쪽. 

40) 윤해동, 『지배와 자치』, 역사비평사, 2006.; 염복규, 「1920년대 후반-30년대 전반 

차지·차가인운동의 조직화양상과 전개과정」, 《사회와 역사》 73권, 200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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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 공공성이란 개념에는 어느 정도 정치에 대한 지향이 포함되어 있음에 주목해

야 한다.41) 이는 식민지 시기의 정치의식이 제국 권력의 일방적인 통치의 관점에

서 이해되는 것에서 나아가 생활정치의 한 방식으로 삶의 양태를 재구성하는 것에 

대해 고민한 흔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이때의 자치 운동은 결코 ‘조선인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문제가 될 수는 

없으며, 주로 조선인 유산계급의 문제처럼 취급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식민지 체제 

내에는 전대의 신분 구조와 지배체제를 유지 혹은 강화하는 등 이러한 상황이 자

연스러운 것처럼 인식되도록 만드는 치안의 질서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불화의 목소리는 식민지 사회의 통치 질서 안에서 ‘소음’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었

다. 그러나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이 당대 질서와 불화하는 감각을 담아내는 존재로

서의 미학, 예술이다.42) 이러한 예술의 의미를 밝혀내기 위해 랑시에르는 문학의 

정치를 내세운 것이다.

KAPF 중심의 리얼리즘 문학에서도 당대의 통치 질서와 불화하는 존재들이 등

장한다면, 미학의 정치를 모더니즘 문학을 분석하는 주요한 틀로 삼는 것은 정당

성을 확보할 수 없다. 하지만, 박영희의 경우가 잘 보여주듯이, KAPF의 도식적인 

문법은 오히려 “정치의 실종”에 가깝다.43) 또한 사회주의 지식인들은 식민지 사회

에서 일정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정치를 체계 내에서 자율성을 가진 것으로 규

정하고자 했다.44) 그렇게 되면 사회주의 예술마저 국가의 통제를 받는 대상이 된

다. 이는 합법적인 운동으로서 KAPF의 예술 운동이 가진 한계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제국의 권력은 사회주의 잡지를 합법의 공간에 두고자 

했는데, 이를 통해 오히려 대중과 사회주의의 거리두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다.45) 아무리 ‘불법적’인 것이라고 해도 ‘합법’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순간 법의 통

41) 윤해동, 『식민지의 회색지대』, 역사비평사, 2003, 50쪽.

42) 랑시에르가 ‘미학의 정치성’이란 지점에 도달하는 출발점으로서 19세기 노동자들의 문서

를 통해 당시 노동자들의 철학적, 시적 사유를 복원하는 작업(Jacques Rancière, La 
Nuit des prolétaires, Paris: Foyard, 1981)을 전개하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지성의 참다운 평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자크 랑시에르, 양창렬 옮김, 『무

지한 스승』, 궁리, 2008.

43) 최원식, 「문학의 정치」, 《민족문학사연구》 46집, 2011, 10쪽. 

   반대로 KAPF 문학의 정치성에 대한 또 다른 의미 부여도 가능하다. 식민지 조선에서 문

학과 정치의 복잡다다한 관계를 고려할 때 KAPF 문학의 성격 역시 정론성의 시각에서 

새롭게 읽어낼 수 있다. 손유경, 「김남천 문학에 나타난 ‘칸트적’인 것들」, 『프로문학

의 감성구조』, 소명출판, 2012, 227-232쪽.

44) 최선웅, 「1920년대 초 한국공산주의운동의 탈자유주의화 과정: 상해파 고려공산당 국

내지부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26집, 2007년 2월, 2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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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사회주의 문학의 이러한 존재 양태는 랑시에르의 ‘치

안’을 떠올리게 한다. 

반면, KAPF에 반기를 든 구인회를 중심으로 한 식민지 조선의 모더니즘 문학

은, 비가시적 영역을 통해 기존 예술 체제와 불화를 강조하는 ‘정치성’의 측면에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그것은 리얼리즘이라는 ‘시학적 예술 체제’에 대응

하기보다, ‘모던’이라는 이름 아래 사회의 시선에서 배제된 존재들, 신여성, 여급, 

부랑아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대변하는 예술로 기능했던 것이다.46) 물론 이

러한 존재들이 30년대 모더니즘 문학 작품에 늘상 등장하는 것은 아니며, 그들이 

등장했다고 하더라도 감각적인 것의 재분배를 이루고 정치적 의미를 획득하는 것

은 아니다. 그것은 군중 혹은 대중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

이다.47) 무엇보다 랑시에르는 실제 대중을 “이미 그 자체로 능동적이고 아는 존

재”로 바라본다.48) 이는 대중을 지식인 담론 안에 고정시킴으로써 불안을 잠재우

려는 근대 사회의 체계에 저항하는 참된 평등의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45) 한기형, 「식민지 검열정책과 사회주의 관련 잡지의 정치 역학」, 《한국문학연구》 30

집, 2006.

46) 보들레르 시학에서 주목했던 존재들이 “패자가 되어 지하 세계에 숨어버렸거나 감옥에 

갇혀버린 정치적 음모가, 룸펜 프롤레타리아로 전락한 노동자, 그리고 시민 계급의 신뢰

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시장으로 나가 신문 문예란의 필자가 되어버린 작

가와 시인”이었음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이들은 근대가 만들어낸 존재이면서, 근대가 끊

임없이 배제하고자 한 존재이기도 했다. 김영옥, 「근대의 심연에서 떠오르는 ‘악의 꽃’-

발터 벤야민의 보들레를 읽기」, 발터 벤야민, 최성만 옮김, 『발터 벤야민 선집 4-보들

레르의 작품에 나타난 제2제정기의 파리/보들레르의 몇 가지 모티프에 관하여』, 길, 

2010, 7-8쪽.

47) 대중, 군중, 인민은 유사한 존재를 지시하지만, 다른 어감과 의미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군중은 ‘mob’의 번역어로 우연에 의해 모인 일시적인 인간 집단을, 대중은 ‘mass’의 번역

어로 군중의 부정적인 속성과 사회변혁의 주체로서의 긍정적인 속성을 모두 담지한다. 

   “대중 개념은 꿈꾸는 집합체와 군중의 이후 삶으로서 나타난다. …(중략)… 시대의 정치

적 조건에 대한 반응에 따라 벤야민은 대중에 대한 진심어린 확신과 노골적인 규탄을 왔

다갔다 했다.” 그램 질로크, 노명우 옮김, 『발터 벤야민과 메트로폴리스』, 효형출판, 

2007, 292-293쪽.

   “대중이란 용어가 나오기 전에 쓰였던 군중(mob)이란 말은 공적인 공간을 점유하면서 공

공의 질서를어지럽히는, 제멋대로 구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했다. 그러나 대중은 군중과 

달리 가끔씩 생기는 사회적 형성물이 아니었다. 19세기의 산업화 및 도시화와 함께 대중

은 사회생활에 영속적으로 등장했다. …(중략)… 일단 조직화되면, 대중은 하나의 물리적 

힘이며 치명적인 무기가 된다. 그래서 그만큼 대중은 통치권력에겐 필수불가결한 존재이

다.” 수잔 벅-모스, 윤일성·김주영 옮김, 『꿈의 세계와 파국:대중 유토피아의 소멸』, 경

성대학교 출판부, 2008, 168쪽.

48) 주형일, 「랑시에르의 해방된 대중과 지식인」, 《언론과 사회》 21권 1호, 2013, 6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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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진정한 자율성에 주목하는 랑시에르의 관점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문

학의 정치에 대한 그의 논의는 19세기 프랑스 사회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불가

능하다. 그것은 19세기 산업혁명의 확산과 함께 등장한 대중이 새로운 의미의 정

치를 가능하게 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19세기에 프랑스는 1789년 혁명 이후 왕정

복고라는 좌절과 프롤레타리아 세력의 정치적 자각이라는 희망을 오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문학, 예술을 비롯한 사회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간 것은 대중이라

는 존재의 출현과 관련이 깊었던 것이다.49) 이는 도시라는 근대적 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거대한 대도시의 시내에서” “누군지 모르며 알 수도 없는” 존

재로 등장한 대중은 중세의 신분질서로부터 해방된 근대적 개인들의 새로운 정체

성이기도 했다.50) 문제는 르봉의 『군중심리』 등에서 보듯이 이러한 정체성이 지

식인들에 의해, 변화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공포의 대상이자 관리의 대상으로서 주

로 논의되었다는 점이다.51) 

반면, 『아케이드 프로젝트Das Passagen-Werk』에서 19세기 파리의 도시화 

과정에 주목한 벤야민은, 양가적인 의미로 대중을 인식하면서도 실제 세계를 변혁

시킬 가능성을 거리의 대중에게 찾고 있다. 도시화와 산업화가 탄생시킨 노동자와 

창녀 등의 인물군은 “인간의 노동과 성이 완전히 상품화된 상황”을 대변하는 존재

로서 등장했으며, 동시에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결과로서 소비자 대중이 출현하

였다. 비록 벤야민이 노동자와 창녀가 어떻게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

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52) 집단의 정치적 실천을 위한 토대로 집단이 공유하는 

‘신체 지각과 공동체적 경험’에 주목하고 있음은 분명하다.53) 중요한 것은 벤야민

이 “집단의 소망을 담은 이미지 속에, 사회적 생산물과 생산질서를 미화하는 집단

의 의식이 반전될 가능성,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의 부정적인 고도화 

속에서 고통받는 현재 인류가 각성과 통찰에 이를 계기가 포함돼 있다”고 파악했

다는 사실이다.54)

49) Bronwen Wilson and Paul Yachnin eds., Making publics in early modern Europe: 
people, things, forms of knowledge, New York: Routledge, 2010.

50) 그램 질로크, 앞의 책, 277쪽.

51) 가령, 르봉은 군중이 보이는 경향으로 “의식의 개성이 소멸하는 경향, 무의식의 개성이 

우위를 점하는 경향, 감정과 생각이 암시에 걸리고 감염됨으로써 동일한 방향으로 집중되

는 경향, 암시된 생각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경향”을 꼽고 있다. 르봉에 따르면, 이러한 

경향은 군중을 충동적인 폭력에 노출되게 한다든지 잔인성과 편협성에 사로잡히게 한다. 

귀스타브 르 봉, 김성균 옮김, 『군중심리』, 이레미디어, 2008, 53쪽. 

52) 그램 질로크, 앞의 책, 324-325쪽.

53) 강수미, 『아이스테시스: 발터 벤야민과 사유하는 미학』, 글항아리, 2011, 294-3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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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서 랑시에르가 문학의 정치성을 논의하면서 남긴 ‘어디에서 문학의 

정치성은 출발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은, 벤야민의 도시 공간과 대중에 대한 사유

를 통해 그 해답의 일단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벤야민 역시 초현실주의 예술의 도

취를 ‘문학적 정치’의 사례로 보면서도 그것이 꿈의 형태로 개인의 내면에 폐쇄된 

한계를 지적하는 한편, 그 꿈에서 깨어날 것을 역설하는데, 이 깨어남의 주체가 바

로 대중의 존재라 할 수 있다.55) 이 점에서 랑시에르와 벤야민이 전개한 사유의 

접점인 대중, 그리고 그 토대로서 도시 공간에 주목할 수 있다.56) 벤야민이 도시 

공간의 변증법적 이미지를 통해 도달하고자 한 것은 이 집단의 경험을 혁명적 실

천의 힘으로 되살리기 위한 기억과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 이전까지 이러

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가 바로 이야기꾼인데, 이야기꾼은 여러 세대로부

터 전해져 내려온 경험의 축적을 통해 지혜를 전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소설 양식이 정착된 이후 사람들 사이에 경험을 공유하고 그로부

터 가치를 전승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말았다.57) 근대 소설은 자본주의와 

함께 도래했으며, 소설가는 상품으로서 소설을 창작하게 되었고 소설에는 공동체

의 경험 대신 대중의 취향이 담길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분명 소설의 서사 안에

는 과거 이야기꾼이 전달하던 경험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소설이라는 양식의 특성

상 그것은 드러나지 못하고 잠재된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근대

의 소설가들에게 공통적으로 던져진 질문이기도 했으며, 식민지 조선에서도 대중 

독자에 대한 고민은 예외일 수 없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논문은 벤야민의 시각을 참조하여, 랑시에르가 제기한 

문학의 정치가 가능해 지는 지점을 박태원의 『천변풍경』 속에서 포착하고자 한

다. 기본적인 전제는 벤야민이 강조한 ‘변증법적 이미지’라는 개념이며,58) 도시를 

54) 위의 책, 192쪽.

55) ““도취의 힘들을 혁명을 위해 얻기”―이것은 달리 말하면 시적(문학적) 정치인가?” 발터 

벤야민, 「초현실주의」, 최성만 옮김, 『발터 벤야민 선집 5-역사의 개념에 대하여/폭력

비판을 위하여/초현실주의 외』, 길, 2009, 164쪽.

   “혁명의 목적을 위해 구상한 깨어나기의 실천적 측면은 『초현실주의』 논문(1929)에서 

언술한 ”범속적 계시“와 ‘몸과 이미지 공간’이라는 개념에 집약되어 있다. …(중략)… 주

지하다시피, 이 구상은 후에 혁명을 집단의 신경감응으로 보는 개념을 예고하고 있다. 다

만 『초현실주의』에서는 푸리에가 대중을 재화를 생산하는 활동 주체로 본 것과는 달리, 

투쟁의 주체로 설정하고 있을 따름이다.” 고지현, 『꿈과 깨어나기』, 유로서적, 2007, 

281-282쪽. 

56) 스테판 욘손, 양진비 옮김, 『대중의 역사』, 그린비, 2013.

57) 이야기꾼의 성격에 대해서는 김남시, 「트위터와 새로운 문자소통의 가능성: 발터 벤야

민의 “이야기” 개념을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30집, 2011년 12월, 10-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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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증법적 이미지로 파악하려는 일련의 작업인 『아케이드 프로젝트Das 

Passagen-Werk』가 주 참조 대상이 될 것이다. 정지상태의 변증법은 헤겔의 변

증법이 운동의 형태를 취하는 것과 달리,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사태를 그대로 둔 

채 그 극단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긴장에 집중하면서 순간적으로 정지된 상태의 사

유에 집중한다. 근대가 끝없는 진보를 구호로 한다면, 벤야민은 도시의 추락과 퇴

보를 목격케 함으로써 진보의 무효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지점을 찾고, 그 순간을 

변증법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이 순간은 현실 비판의 잠재력이 내재된 순

간이자 혁명이 가능해지는 순간이기도 하다. 

벤야민이 정지 순간에 나타나는 변증법적인 모습으로서의 도시에 주목하듯이, 

『천변풍경』의 도시 공간 역시 정지된 이미지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앞선 연구들

이 지적한 것처럼 “이중도시로서의 경성”은 “식민지 근대라는 어두운 역사 현실”

을 그대로 드러내는 공간이었다.59) 또한 천변은 전통에서 근대로 이어지는 과정을 

종축에, 식민과 피식민을 가르는 분할을 횡축에 놓은 공간이기도 했으며, 자본주의

와 일제 식민지의 이중 통제를 받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근대의 질서와 규율을 혼

란시키는 불법 행위와 권력으로부터 배제되는 인물들이 존재하는, 통제 불가능한 

공간이기도 했다. 이러한 도시 공간 속에서 박태원이 어떻게 가능성의 틈새를 발

견하고 있는지를 2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3장에서는 도시 공간과 필연적으로 관계 맺는 인물군에 대해 분석하면서, 

박태원의 모더니즘 소설이 대중 독자를 의식하게 되는 계기로서 『천변풍경』을 

위치시킬 것이다. 작품은 독특하게도 주인공을 갖지 않은 형식으로 그 특성을 인

정받았으나, 여기에는 하나의 의미가 더해져야 한다. 랑시에르가 말하는 분배 과정

에서 누락된 존재들, 몫 없는 인물들에게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면서 

58) “변증법적 이미지 속에서 과거의 어떤 특정한 시대에 존재했던 것은 항상 동시에 ‘고래

로 존재해온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자체로서 그것은 매번 특정한 시대에만 출현한다. 

즉 인류가 눈을 비비며 바로 이러한 꿈의 이미지를 그 자체로 인식하는 시대에만. 바로 

이 순간 역사가가 그러한 꿈의 이미지에 관한 해몽Traumdeu-tung의 과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다. [N 4, 1]” 81쪽.

   “변증법적 이미지는 소외된 사물들과 그곳에 주입된 의미들이 한데 섞인 성좌로, 죽음과 

의미 사이의 차이가 소실되는 순간에 정지합니다. 사물은 가상 속에서 최신의 것으로 각

성되지만 다른 한편 죽음이 그러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변모시킵니다. 

[N 5, 2]” 85쪽.

   발터 벤야민, 조형준 옮김, 『아케이드 프로젝트 4-방법으로서의 유토피아』, 새물결, 

2008.

59) 방민호, 「1930년대 경성과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박태원 문학 연구의 재인

식』, 예옥,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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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이 정치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는 각각, 천변의 깍정

이들, 아이들, 여성들이라는 인물군을 통해 세부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는 『천변풍경』의 서술자가 이야기꾼의 성격을 통해 

이 작품이 지닌 변증법적 사유를 어떻게 종합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벤야민은 

소설의 발생과 함께 사라진 ‘이야기꾼’의 회복을 역설한 바 있는데, 『천변풍경』

을 통해 박태원이 빨래터 등 이야기판과 함께 이야기꾼의 지위를 복원하는 것은 

벤야민이 집단 경험의 힘을 살려내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대응한다. 여기

에 더해 앞서 보여준 도시 공간과 인물군이 이야기꾼의 역할과 어떻게 조화를 이

루며 변증법적 이미지로 완성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끝으로 『천변풍경』에서 

서술자의 기능이 전통적인 이야기꾼의 역할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밝힘으로써 

서구의 모더니즘 소설과 차이를 갖는 한국 모더니즘 소설의 특수성을 일부 해명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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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층적 장소로서의 ‘천변’과 도시 공간의 정치성

  

2.1. ‘천변’의 일상성과 전복적 사건의 가능성 탐색

『천변풍경』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과 더불어 당대 ‘경성’이라는 공간을 

세밀하게 재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문학 연구뿐만 아니라, 건축학, 사회학, 도시학 

등 여러 분야에서 이 작품들을 참조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일 것이다.60) 

또한 박태원 문학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은 1930년대 근대화와 도시화가 진행 중

이던 경성의 모습이 고현학의 방법이나 치밀하고 실감나는 묘사를 통해 그려졌다

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다면, 바로 작품 속의 

1930년대 경성이라는 공간이 실재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작품에 반영되었다

고 볼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이 장에서는 우선 박태원의 작품 세계에서 당대의 

모습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뒤 그것이 서사의 공간적 배경으로 바뀌

는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의미가 발현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는 ‘천변’을 비롯한 경성의 도시 공간을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는 공간

으로 규정한 바 있다. 외부로부터의 근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던 경성은 실

제로 근대적 삶의 방식을 새로이 익히는 동시에, 전통적인 모습을 채 벗어나지 못

한 상태였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천변풍경』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기존의 논

의들은 실제로, 이 공간을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며 일본인 거주지인 남촌과 조선

인 거주지인 북촌으로 이분화 된 ‘이중 도시’로 파악하고 있다. 천변은 “도시적 요

소와 농촌적 요소의 미분화, 다시 말하면 근대적 요소와 봉건적 요소가 착종되어 

있는 곳”으로서 “자본주의적 근대화와 그에 따른 도시화의 표징이 두드러지게 나

타나는 곳이라기보다는 그 ‘도상’에 놓여 있는 곳”이면서61) 동시에 “식민지민과 

제국민의 분할 동거 및 그 이중화와 차별화라는, 식민지적 국면의 심화 양상”이 

펼쳐지는 경성의 압축판이기도 한 것이다.62)

60) 김정현·김태영, 「소설 『천변풍경』 속에 나타난 1930년대 청계천 주변 서민생활공

간」,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구조계》 27권, 2007.; 이도흠, 「서

울의 사회문화적 공간과 그 재현 양상 연구:19세기의 『포의교집』,일제시대의 『천변풍

경』,1960년대의 『서울, 1964년 겨울』을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25집, 2009.; 전

정은, 「문학작품을 통한 1930년대 경성중심부의 장소성 해석: 박태원 소설「소설가 구

보씨의 일일」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2.

61) 강상희, 앞의 글, 34쪽.

62) 방민호, 앞의 글, 1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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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작품 속에 반영된 이러한 중층적 상황으로서 ‘경성’

을 당대적 맥락 그대로 연관시켜 파악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재현된 경성의 도시

적 성격이나 그 이면의 치안 질서를 환기시키는 표지를 그려진 그대로 서사 공간

에서 독해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박태원은 서술자를 적절히 활용해 실제 사건들

을 충실하게 수집하는 동시에 그것이 서사화 될 수 있는 계기를 함께 모색한다. 

그로 인해, 식민지 규율과 근대화의 과정이 지배하는 일상의 공간에서 오히려 그

것을 벗어나는 계기들이 발견될 수 있었다. 이전까지 생활에 침잠하기보다는 자의

식의 과잉으로써 세계를 관찰하는 방법을 취했던 박태원의 작품 세계가, 『천변풍

경』에 이르러 일상성의 공간을 재편함으로써 감각의 재배치로서의 정치적인 것을 

보여주는 단계로 변화하는 것이다. 작품 속에서 식민지 위생, 제국의 질서 등이 제

시되는 한 편으로 끊임없이 통제와 질서를 이탈하는 순간이 그려지거나, 공간을 

재편되는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63)

먼저 일상성의 층위에서 전통과 근대, 자본과 착취, 식민과 피식민 등이 뒤섞인 

양상으로 드러나는 방식을 살펴보도록 한다. 작품의 첫 장면인 빨래터라는 공간에

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는 부인들이 단순히 하는 일상적인 층위의 이야기처럼 보이

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은 교환관계와 화폐의 가치라는 화제를 공유하면서 

모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빨래터라는 공간이 전통의 모습을 간직한 장소이

면서 동시에 근대적 삶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천변의 사물들과 

인물들은 화폐화된 형태로 가치매겨진다. 사물과 인간이 직접적으로 관계 맺지 않

고, 화폐를 매개로 한다는 것은 근대의 중요한 특성이다. 화폐로 값어치가 정확하

게 계산되는 것은 그러나, 단순히 화폐화된 근대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기보다는 

‘매개’로서의 화폐 단위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근대의 도시에

서는 화폐를 인간을 파악하는 척도로 보기도 하고, 관계의 가치를 매기는 단위로 

보기도 한다.64) 도시의 일상적 삶의 차원에서 화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63) 식민지 조선에서 일상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일은 “일상이라는 범주를 공간과 시간의 

최소단위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어떻게 정치와 문화의 분리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과 연관된다. 하르투니언에 따르면, “이는 일상이라는 영역을 정치와 문화를 통합하

고, 고급문화(민족문화)나 국가, 국민경제에 대한 비판을 수행할 수 있는 장으로 위치시키

려는 것”이다. “일상성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통제하에 있으면서 이런 매개에서 벗어나고 

탈출하는 부분 또한 함께 가”진다. “일상성이라는 것은 결국” “현재, 역사적 현재를 말”

하며, 이를 통해 “역사적 기괴함이 드러”날 수 있다. 해리 하르투니언, 「저자 인터뷰-과

거는 언제나 현재에 의해 소환된다」, 윤영실·서정은 옮김, 『역사의 요동』, 휴머니스트, 

2006, 325-327쪽.

64) 짐멜에 따르면 근대는 인간을 자율적 존재로 만들고, 주체와 객체를 상호 독립된 존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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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맺어주고 있는 것이다.

저녁 노름에 입고 나갈수 있게 하여달라고, 오늘아침에 갖다 매낀 「춘사깨끼곂저고

리」는, 그야 바누질이 얌전하고도 손 빨은 이뿐이 어머니로서, 하로에 넉넉히 할수 

있는 일임에는 틀림 없었다.

허지만 돈이 똑 원수의ㅅ 세상에, 밤이라고 잠하나 변변히 못자보고, 낮은 또 낮대로 

일에 쫓기여 더위가 이제 한창인 꼭 요만 시각이 되고 보면, 스스르 오는 졸리움과 

함께,

(이걸 왼종일 붓잡고 앉어서……그래 품값이 게우팔십전……)65)

이쁜이 어머니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하염없이 옷감을 수선하는 일

을 해야 한다. 이 때 화폐는 이쁜이 어머니와 수선을 맡긴 이웃 사이에 위계질서

를 만든다. 이러한 위계 질서는 매우 견고해, 노동이 아무리 고되다 하더라도 형편

이 나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는 근대의 중심 질서인 돈과 그로 인한 계층의 

분화와 소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십오환 오십전―이돈을 해 놀려면 몇달이 걸릴지 알수두 없는걸…언닌 이처럼 나를 

귀얘주나?…)

저도 몰을사이에 눈물이 두눈에 핑 돌고 있는것을 하나꼬는 느끼며 문득 몇일전까지

만 하여도 「언니」가 제 혼인에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대서 그래 제가 무던이나 섭섭

해 하든것이 이제는 마음에 무척이나 죄스러웁게 생각되여

(그것두 말하자면 언니가 진정 내생각을 허구 그랬든걸……)

그것을 저는 소갈머리 없이도 무어 내행복이 샘이나서 그러는거니 어쩌니하고 그런 

얕고 또 천한 생각만 한것이 부끄러웠으나 이제는 어떻든 오즉 내한몸이 참말 행복되

는것밖에는 이 참말 「언니」보다도 더 장한 「언니」의 고마운 은헤와 깊은 사랑을 

갚는수가 없다고 그는 몆번이고 마음에 고개를 끄덕어리는것이다.66)

반면 하나꼬가 기미꼬의 선물에 감동하는 이 장면에서 돈은 ‘언니의 고마운 은

만듦으로써 자체적으로 발전하도록 한다. 그런데 화폐 경제는 동일한 경제권의 구성원들

을 강력하게 연결시키는 기능을 한다. 돈은 직접적으로 소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비하

고자 하는 것을 제공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로 서로를 연결시켜준다. 게오르그 짐멜, 김덕

영·윤미애 옮김,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 2006, 11-33쪽.

65) 박태원, 「續 川邊風景」 3회, 《朝光》, 1937년 3월, 133쪽.

66) 박태원, 「續 川邊風景」 6회, 《朝光》, 1937년 6월, 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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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와 깊은 사랑“에 비견된다. 이처럼 문물로서 근대화, 그를 매개로 하는 자본주의

화, 그리고 이 변화를 통제하는 치안의 질서가 중층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이 바로 

작품의 배경이 되는 천변이라 할 수 있다.67)

천변에 투영된 경성의 도시적 면모를 통해 그려지고 있는 근대의 모습은 때로 

그 시야를 전 조선 혹은 제국과 식민지의 관계로 확장시키며, 자본의 착취에 따른 

빈곤을 고발하는 부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고향을 등지고 나서서” “일정한 주

소를 가질수 있을턱이 없이 되는대로 일ㅅ거리를 구하여” 떠돌다 “부산(釜山)에 

이”른 『천변풍경』의 순동이 부자는, “항구에 드나드는 관부련락선(關釜連絡船)을 

애타는 눈을 가저 바라보며 어떻게 저배를 좀 붙잡어 타고 저 푸른 바다를 건너서 

훨신 더 살기 좋은땅에” 가보기를 꿈꾼다.68) 이들이 동경을 꿈꾸는 것과 달리, 동

경의 상황은 식민지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본국, 식민국의 구분으로가 아니라 자

본과 그로부터 소외로서 공간 분할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69) “대공황이 몰아닥친 

시기”의 동경의 상황은 “사회적 약자인 조선인 유학생들에게 더욱 큰 곤경으로 다

가왔고, 식민지인과 피식민지인 간의 착취 관계는 보다 노골화”되었다. 박태원의 

초기 소설 중 동경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의 “주된 내용도 실직과 경제적 궁핍에 

관한 것들”이었다.70)

67) 랑시에르 식으로 말해, ‘돈’이라는 근대적 가치는 천변에서 치안 권력으로 기능하는 듯

하다. 돈으로 수치화되는 각자의 몫을 분배하는 일을 관리하는 치안 권력은 『천변풍경』

에서 샘터 주인이 빨래터에서 빨래값을 받는 것으로도, 마작판에 빠진 민주사와 그의 처

를 불안케하는 경찰서로도 등장하고 있다.

68) 박태원, 「續 川邊風景」 7회, 《朝光》, 1937년 7월, 104쪽.

69) 경제 공황으로 인한 동경에서의 “어려운 시절”을 포착하고 있는 작품으로 「半年間」을 

들 수 있다.

   “단장장수는 그들의 나이나 그밖에 안되어보이는 그래도 코밑에 약간 몽당수염을 길른 

짝달막한 사나이엇다. 

   …(중략)…

   『원래 무얼하든 작자ㄹ가?』

   『글세 어끄제 생명보험회사라도 해고를 당한게지. 저걸 보게』

   철수는 최가 턱으로 가려치는 곳을 보앗다. 역시 회사원타잎의 젊은 사나이가 메리야쓰를 

팔고 잇엇다. 그옆은 열개에 십전짜리 작난가음 자동차, 비행기의 장사엿다.

   『어려운 시절이야』

   『언제까지 이럴 모양인구』” 박태원, 「半年間」, 《東亞日報》, 1933년 6월 23일.

   “준호는 가만히 이어려운시절을 생각하엿다. 시내일원균일택씨니三마일 일원균일택씨니 

하는것은 이름뿐. 경제공황과 통제(統制)없는 영업방침은 그것들을 오십전으로 깎고 삼십

전으로 깎게하엿다. 사람들은 거리에서서 좀더 싼차를 좀더 고급차를 고른다 그러도록 빈

차는 뒤에서 뒤에서 얼마든지 오는것이다. 일원짜리 택씨는 역시 일원내고 타는 그러한시

절이 좋앗다고 그러케 준호는 생각하는것이다.” 위의 글, 7월 13일.

70) 권은, 「해설-청계천 변의 모더니즘: 박태원 문학의 지도 그리기」, 박태원, 권은 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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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박태원이 중층적 차원의 도시 공간을 일상적 삶의 공간인 ‘천변’에 버무

려 놓은 것은 그의 경성 토박이다운 면모를 확인케 한다. ‘천변’의 풍경이라는 소

설의 제목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작품은 다른 무엇보다 청계천이 만들어내는 

여러 삶의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청계천은 조선 시대 내내 빨래터나 생활용수의 

공급처였을 뿐 아니라, 오물 처리 기능을 하는 하수도로 기능했다. 또한 청계천은 

연날리기와 다리 밟기 등 각종 세시풍속이 벌어지기도 하는 일상생활의 공간이었

으며, 심지어 청계천 준설 작업으로 만들어진 가산(假山)은 거지들에게 주거 공간

을 제공하기도 하였다.71) 하지만, 조선 후기 천변 주변 인구의 과밀화로 하천 바

닥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하천의 범람이 잦아지면서 생활하천의 기능에도 문제가 

발생하자, 영조 시대에 이르러 대규모 준천(濬川)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당대의 

이러한 사업은 청계천이 백성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만드는 배려를 중

요시했기 때문에, 하천 정비 사업에서도 백성들의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일을 가장 역점에 두었다.72) 

식민지 시기에도 생활공간으로서 청계천의 의미는 유지되었지만, 당시의 도시 

재편 과정에서 두 가지 의미를 부가적으로 더한다. 하나는 남촌과 북촌의 경계로 

작용하면서 민족 간 대립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위생상, 

안전상 문제로 인해 통치 권력에게 골칫거리로 여겨졌다는 점이다.73) 이 두 문제

『천변풍경』, 현대문학, 2011, 17쪽.

71) 조산에 모여산 거지들 중에는 비록 형벌을 받아 보통의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

능한 사람도 많았지만, 사회가 이들에게 생존 수단을 마련해주었다는 사실은 이들이 무조

건 ‘배제’된 존재는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경재, 『청계천은 살아 있다』, 가람

기획, 2002, 29-37쪽.   

72) 조선시대 청계천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는 류호철, 「사회적 공간으로서 청계천의 의

미 형성과 변화」, 《지방사와 지방문화》 11권 1호, 2008, 262-270쪽.; 염복규, 「식민

지시기 도시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민족적 대립의 정치’」, 《역사와 현실》 88집, 2013. 

73) 김백영에 따르면, 식민지 시기 경성의 조선인 상수도 이용 인구는 1920년을 기점으로 

급속히 증가한다. 가장 큰 이유는 이 무렵 경성에서 콜레라로 사망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로인해 근대적 방역 사상과 위생 관념이 확대되었고, 

조선인들의 상수도 사용 역시 증가되었다. 실제로 조선인들이 재래로 사용해오던 우물물

은 갈수록 수질이 악화되었으며, 그 가장 큰 원인으로는 하수 정책의 미비를 꼽을 수 있

다. 경성의 하수 설비는 재원부족으로 인해 늘 도시계획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

었으며, 특히 청계천의 하수상태는 1930년대에 이르러 최악의 지경이 되고 만다. 김백영, 

『지배와 공간-식민지도시 경성과 제국 일본』, 문학과 지성사, 2009, 448-454쪽.

   1935년 경성에 장티푸스 환자가 급증하자, 경성부는 그 원인을 청계천의 오염된 물 탓으

로 돌리기도 했다. 소래섭은 경성부의 이러한 논리가 결국 청계천을 통제하고 수질 조사

를 실시하는 등의 단계까지 나아갔다는 점을 지적한바 있다. 소래섭, 『불온한 경성은 명

랑하라』, 웅진 지식하우스, 2011, 50-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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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긴밀하게 연관된 것이었다. 즉 위생이나 안전상 여러 번 문제가 제기되었음에

도 ‘경비 부족’을 이유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당시 사람들은 청

계천을 조선인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이다.74) 그나마 청계

천 정비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1931년 지방제도 개정으로 

제 1회 부회 선거에서 조선인의 목소리가 미약하게나마 표출될 기회가 마련되어

서였다.75) 그러나 보통 대다수 조선인들에게 지방의회의 정치제도는 멀게만 느껴

지는 것이었고, 그들에게 청계천이 의미를 지니는 것은 오히려 복개로 인한 빨래

터라는 생활공간의 존폐 여부라고 할 수 있다.76)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둘 때, 『천변풍경』이 ‘물’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

실은 이 작품이 천변, 나아가 경성의 역사성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증명한다. 박태

원의 다른 작품에서도 비, 장마라는 장치는 빈번하게 공간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기능을 하며 등장하는데,77) 실제로 박태원은 당대 작품을 비평한 글을 통해, ‘홍

74) 「京城府協議會第四日 危險한 淸溪川邊도 豫算이 업서 못널핀다 아해가 러지는 쳥계

쳔변 돈이 업셔서 널피지 못한다」, 《每日申報》, 1926년 3월 5일.; 「쓰레기통化한 昨

今의 淸溪川 부당국과 경찰은 본쳬만졔 府民의 非難頗高」, 《매일신보》, 1929년 11월 

25일.

75) 식민지시기 청계천 정비를 둘러싼 논쟁의 배경과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염복규, 앞의 글 

참조.

76) 『천변풍경』에서도 부의회 선거가 소재로 등장하지만, 이와 관계되는 인물은 민주사와 

포목전 주인, 그리고 더해봐야 그 덕에 공짜술을 얻어먹게 된 한약국집 주인뿐이다. 다수

의 나머지 인물들이 청계천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오히려, 빨래터라는 생

활공간의 존폐 여부를 두었을 때 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작품에서는 위생과 미관에 좋

지 않다는 이유로 하천을 메운다는 소문이 등장하는데, 칠성아범에게 하소연을 하는 샘터 

주인의 이야기에서 그 내용이 확인된다. 샘터 주인은 “빨래래야 그저 여름 한철이지 것두 

장마나지면 다 쓸려내려가구” “오전 십전 빨래값 받어 가지구 해마다 세금 받히려면 찔 

찔 매는판”인데다 “소문을 들으면” “위생에 나뿌다구” “무어 청개천을 덮어버린단 말”까

지 있고 또 “관가에서 허는일”이니 “조만간 덮기는 덮을모냥야” 걱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박태원, 「續 川邊風景」 2회, 《朝光》, 1937년 2월, 415-416쪽.

77) 일제 말기의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비’라는 소재가 이를테면 근대적 

질서를 흔드는 원초적이고 자연적인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방민호는 박태원

의 「음우」, 「투도」, 「채가」를 1940년대 연작형 사소설로 꼽으며, 이들 작품이 “통

제경제 체제 속에서 심화되어 가는 제국의 지배에 대한 은밀하고도 민감한 비판의식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논의한 바 있다. 방민호, 「박태원의 1940년대 연작형 사

소설의 의미」, 앞의 책, 351쪽. 

   그 중 「偸盜」는 『천변풍경』의 핵심 장치인 ‘장마’가 서사의 주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다른 자화상 연작들과 유사하게 「투도」에서도 미신과 근대 제

도에 대한 교차적인 배치가 눈에 띤다. 또한 「음우」에서 무자비하게 쏟아지는 장맛비

는, 점차적으로 서양 문물이 수용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개방으로 당혹스러운 

상황을 은유하는 것처럼 보인다. 방민호가 이들을 알레고리로 지적했던 부분에서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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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관련된 작품들에 주목하고 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78)

겨울이 막 끝나가는 초봄을 시작으로 이듬해 봄에 이르기까지를 시간적 배경으

로 하고 있는 『천변풍경』은, 전체 50절로 구성된 이야기의 한 가운데에 여름이

라는 계절을 배치함으로써 장마를 가장 핵심적인 사건으로 다루게 된다.

하로ㅅ날 낮부터 찌뿌드듯 하든 하날이 저녁에 들어서 드디여 골마터지고아말었다.

…(중략)…

이러한 몇줄기 가만한 비가 위선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질겁고 또 반가운것이였는지 

모른다. 그러기에 저마다 저녁을 칠으고난 뒤에 천변의 주민(住民)들은 저마다 문깐에 

나와 청게천 바닥에 보기에도 상쾌하게 주욱죽 나리는 비ㅅ줄기를 사랑하였다.

「아-스꾸리」장수 점룡이도 샘터주인 김첨지도 내심으로는 정작 어떻든간에 남들 있

는 앞에서는 농사에 큰 낭패가 없게스리 마침 단비를 나리신 하날에 감사하였다.79)

『천변풍경』에서 장마는 천변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정지상태의 도시를 목격

하게 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장마는 근대의 위생 담론과 상하수도 정책의 허위를 

드러냄과 동시에, 소외된 거지들과 같은 인물들이 천변 밖으로 나오는 계기를 마

련한다. “깍정이들은 비가나리기 시작하자 딴때보다도 좀 일으게 그곳으로 모혀들

어 암만 바람이 불드라도 좀처럼은 비가 드리칠수 없게스리 깊숙한 다리안에다 자

리들을 잡았”고, “잠귀가 그다지밝지는 못한 민주사도” “문득 사나웁게 일어나는 

바람 소리에 아즉도 졸리운 눈”을 뜨고, “점룡이 어머니는 그리로 사뭇 들이치는 

비ㅅ물에 발치가 축축하여 두덜거리며 일어나서 드윽 들창 미다지를 닫”는 등 저

마다 거세지는 비를 맞이한다.80) 비는 걷잡을 수 없이 내리고, 결국 천변의 물이 

넘치고, 집집마다 물이 새고, 집기가 떠내려가기에 이른다.

나아가, 일제 말기 불안한 시국의 상황과 개혁개방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분석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비’ ‘장마’ ‘홍수’와 같은 ‘물’난리는 근대적인 상하수도 체계와 가옥

체계 모두를 무방비상태에서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효과를 주기도 한다.

78) “박화성씨의 「홍수 전후」가 읽고 싶었다”는 부분에서 박태원은 실제로 그 자신 “삼남 

수재로 호외가 한참 돌고 난 뒤에 발표된 작품”에 대해 “호기심도 있었”다고 밝히고 있

으며, 차일로의 「홍수」에 대해서는 “文體와 用語에 잇서서 故崔曙海를 彷佛케 하는”인

상을 받는다고 고평하면서, “한個의 優秀한 農民小說”이라고 평하고 있다. 박태원, 「주로 

창작에서 본 1934년 조선문단」(《中央》 2월 12호, 1934년 12월); 류보선 편, 『구보

가 아즉 박태원일 때』, 깊은샘, 2005, 394쪽에서 인용; 박태원, 「九月創作評-文藝詩

評」, 《매일신보》, 1933년 9월 28일.

79) 박태원, 「續 川邊風景」 4회, 《朝光》, 1937년 4월, 375-376쪽.

80) 위의 글, 3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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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목전 주인은 이번 장마통에 자기가 원산에 가는것이 틀리기커녕은 먼저 가 있는 집

안식구들이 허둥지둥 행장을 수습하여 돌아오느라 그것도 설상에가상으로 경원선(京

元線)이 일시불통이 되고 하여 그런 소동이 없었다고 늘어놓고 다음에 「수해」에 관

하여는 충청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이번 장마네 아주 전멸이 되다싶이 되었다

고 입맛을 쩌억 쩍 다셨으나 그것은 여러가지 점으로 보아 그대로 믿을수는 없는것 

같앴고 ……81)

장마로 인해 다리 밑의 거지들이 다리 위로 올라오고, 포목전 주인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등 천변의 질서가 흐트러지는 이 장면은, 연재 시 창수의 이야기와 

함께 ‘霖雨霏霏’라는 제목으로 묶여졌으나, 단행본으로 나오면서 ‘장마風景’이라는 

제목을 달고 독립적으로 분리된다. 이는 장마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좀 더 부각시

키기 위한 작가의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비는 그뒤로 매일같이 줄기차게도 나렸다.

아이들을 가진 집안에서는 병원과 약국에 출입이 잦었고 사람들은 차차 너무나 지리

한 장마에 멀미가나기 시작하였다. 

삼남지방(三南地方)의 수해(水害)와 전선(全鮮)몇군데의 일시적 철도불통(鐵道不通)이 

얼마동안 신문의 사회면(社會面)을 가장 중요하게 점령하고 있었다.82)

실제로 당시 신문에서 ‘삼남지방의 수해’와 수재에 관련된 기사는 거의 매해 거

르지 않고 실렸는데, 그중에서도 1934년에 가장 많은 기사들이 보도되는 것을 알 

수 있다.83) 이들 기사는 주로 피해 상황을 보도하거나 복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다

루고 있는데, 수해로 인한 이재민 2천가구 이상이 북으로, 서로 이동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장마로 인해 공간이 재편되는 실제 사건으로 볼 수 있으며, 박태

81) 위의 글, 383쪽.

82) 위의 글, 383쪽.

83) “삼남의 대수해로 말미암아 당장에 먹을것이 없어 생활에 핍박을받고잇는 이재민이 개

산하야 六천이상에 달하리라한다 총독부 내무국에서는 그들을노동자가 부족한북조선의 

각공사장으로이송하면 양편이모다 도음이될것이라하야 이것을 알선코저하는 가운데 잇는

바 …(중략)… 위선충청남북도에서 작三十日에 노동자 二백명을 북조선노동시장으로 이송

하엿다 한다” 「三南水害罹災民 北朝鮮으로移送」, 《동아일보》, 1934년 8월 2일. “수

해구제 移民에 대하여는 물론 강제가 아니오 히망자에 시킬작정인데 조선안과 만주를 통

하야 약 二천호만명가량을이주시키려한다.” 「三南水害罹災民 二千戶移民决定」, 《동아

일보》, 1934년 8월 26일 등.



28

원은 이러한 공간의 재편에 주목하는 동시에, 소설 속에서 공간의 재구성을 시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비로 인해 집집마다 물이 넘치는 장면을 묘사함으로

써 배수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식민지 위생 정책의 허위를 드러내고, 한

편으로 천변 다리 밑에 살던 거지들을 다리 위 공간으로 재배치하는 작업이 가능

해진 것이다.84)

이처럼 『천변풍경』이 당대 현실을 반영해 세태를 실감나게 묘사했다는 점에

서 리얼리즘의 확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 최재서의 의견은 타당한 면이 있다. 

하지만 KAPF를 중심으로 한 리얼리즘 작품들이 사실적으로 세계를 묘사하고 그 

지향점을 문학 속에서 투쟁이나 연대로 설득하고 전망하는 것과 모더니즘 소설의 

문법은 분명한 차이를 갖는다. 천변이라는 역사적 장소성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천

변이 가지는 일상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통치 권력에게 일상으로부

터 전복의 가능성을 제시해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업은 리얼리즘적인 재현

의 차원이 아닌, 서사 차원에서의 현실 재구성을 통해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

다. 

2.2. 현실 공간의 재편과 서사 공간의 정치적 인식

앞선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천변은 분명히 전통과 근대, 자본과 착취, 제국과 식

민이 중층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일방적인 착취나 피지배를 당하

는 인물에 주목하고, 근대 문물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보인다고 해서 이를 곧바

로 모더니즘 문학의 정치적인 측면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더불어 세태에 대한 

치밀한 재현만으로 이 작품의 가치를 매겨왔던 기존의 연구에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우선 박태원이 근대성 혹은 식민성을 날카롭게 포착하는 공간으로만 천변을 

84) 장마를 통한 위계의 전복에 대해서는 김주리가 지적한 바 있다. “일상적인 여러 대립 관

계의 질서는, 장마철의 천변이라는 특정한 상황 속에서 무의미하게 되거나 의미 역전이 

일어나고 그를 통해 기존의 여러 형용사가 가진 위계 질서(높은 것/낮은 것,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섬세한 것/조야한 것, 가벼운 것/무거운 것, 자유로운 것/강제된 것, 넓은 

것/ 좁은 것, 독특한 것/보통의 것 등)가 흔들린다. …(중략)… 따라서, 특정한 상황에서 

그러한 대립의 질서가 무너짐으로써 구현되는 것은, 의미 역전을 통한 민중의 능동적인 

인식이다. …(중략)… 그러한 인식의 태도는 세태 소설이 궁극적으로 기반한 지점이기도 

하다.” 나아가 김주리는 『천변풍경』이 “경제와 정치의 논리로부터 삶의 윤리와 미학으

로 인식적 전환”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이는 작품을 정치적 맥락에서 볼 수 있는 단

초를 제공하고 있는 분석이라 할 수 있다. 김주리, 「1930년대 후반 세태소설의 현실 재

현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80-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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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했다고 본다면, 소설의 인물들은 근대로부터 소외되어 작가에게 단순히 연민

과 동정의 시선으로만 포착될 것이고, 이러한 맥락에서의 정치성은 당대 KAPF를 

위시한 리얼리즘 문학의 문법에 따라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천변풍경』은 당대 비평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과 같은 작품과 비교되면서,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적 시선이 

일상 속에 함몰되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통속성의 혐의가 덧씌워지기도 했다. 그

러나 박태원은 오히려 천변이 중층적인 공간이라는 점에서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이를 매춘이나 도박 등 불법적인 것이 횡행하는 풍속에서 양가적 의미를 발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민주사와 그의 첩인 관철동집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관철동’이라는 공간

을 통해 이를 확인해보자. 『천변풍경』에서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는 ‘관철동’은 

식민지 권력이 통제하고 있는 공간 속에 있으면서도 법의 영역을 벗어나는 공간이

다.

「관철동집」이 어듸까지든 「관철동집」으로서 결코 자기의 호적상(戶籍上)의 안해

가 아닌이상 어떠한 흉악한놈이 대체 얼마를 그게집을 동락한다 손치드라도 도저히 

간통죄가 성립될턱 없는것에 새삼스러히 생각이 미치면 그는 하는수없이 쓰듸쓴 입맛

을 다셔버리는 것이였다.85)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사는 첩의 수작에 놀아난다. 그는 자신의 첩이 자

기 몰래 전문학교 남학생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가 원하는 

모든 요구를 들어주고, 심지어 임신을 핑계로 첩의 명의로 된 집을 요구하자 그마

저도 수락한다. 이는 물론 관철동집의 여우같은 행동과 더불어, 민주사 자신이 관

철동 아닌 다른 기생을 만나 첩의 질투로 골치를 앓게 된 이유가 작용한다. 그러

나 실질적으로는 ‘사법서사’라는 그의 지위와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닌 첩살림이라

는 문제가 개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법서사(현재의 법무사)는 1895년 조선에 새로운 재판제도의 도입과 함께 

1897년 일반인을 위한 법무훈령으로 '대서소세칙'이 만들어지면서 등장한다. 실제 

사법서사라는 명칭은 1935년부터 쓰이기 시작하였고, 그 전에는 사법대서인이라

는 명칭으로 불리었다.86) 사법서사는 그 담당업무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사법 관

85) 박태원, 「川邊風景」 2회, 《朝光》, 1936년 9월, 263쪽.

86) 정주수, 「일제강점기 법무사 제도의 고찰」, 《사법행정》 51권 5호, 201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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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 분류할 수도 그렇다고 민간인으로 볼 수도 없지만, 당시 사법관료의 대개가 

고등문관시험 합격자나 몇 차례의 특별임용제도에 의한 소수의 조선인들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87) 이들이 법이라는 차원에서 갖는 지위는 무시할 수 없는 정도였

으리라 추정된다. 그러므로 민 주사가 그의 첩에게 쩔쩔매는 이유를 그가 법체계 

안에 묶여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그의 지위는 법질서 안에서

는 견고한 것이지만, 당시 불법으로 규정된 마작을 즐긴다거나 법에 적용되지 않

는 존재인 첩 앞에서는 무력해질 뿐이다. 

이렇듯 박태원은 권력의 통제를 벗어나면서 질서에 균열을 줄 수 있는 공간의 

틈새를 지속적으로 모색해왔던 것을 알 수 있다.88) 이를 벤야민의 논의와 연관시

켜 근대의 모순 속에서 발견되는 역설적인 가능성의 틈새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

겠다. 벤야민은 지금까지 전개된 문명화 과정이 도착한 장소이자 삶의 형식으로서 

도시를 규정한다. 그의 사유 속에서 도시는 종말론적 현상의 거점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계기가 되는 시 공간으로 포착되어 양가성을 가진다. 『아케이드 프로젝트

Das Passagen-Werk』는 도시를 ‘변증법적 이미지’로 보는 시각을 제공하는 일련

의 작업들이다. 전통적으로 변증법이 모순, 대립을 근본 원리로 하여 사물이나 사

유의 운동 과정을 설명하는 논리로 여겨져왔던 것과 달리, 벤야민은 ‘정지 상태의 

변증법’을 고안한다. ‘정지 상태’는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근대의 직선적 시

간관에 반해, 과거와 현재 사이에 경험되지 못했던 순간적인 가능성의 시간을 포

착한다.89) 근대가 끝없는 진보를 구호로 한 것에 반해, 벤야민의 변증법은 도시의 

추락과 퇴보를 목격케 함으로써 진보의 무효를 선언하는 불가피한 지점을 찾고, 

87) 전병무, 「사법 관료의 식민지적 기원」, 《내일을 여는 역사》 36집, 2009.

88) “젊은 예술가의 무리들이 밤으로 낮으로 찾아”들던 “다방 「門」”은 “사울안의 긱다점”

이 모인 “명치정 속에서도” “행인이 지극히 드믄 뒷골목”에 위치하고 있다. ‘문’의 이러한 

공간적 설정 또한 문턱 영역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문’이라는 까페의 이름은 언어유희적 

설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 축으로는 전통과 근대가 또 한축으로는 식민과 제국이 혼재

된 당대 경성의 모호한 위치를 함축하고 있는 이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박태원, 「愛

經」, 《文章》 2권 2호, 1940년 2월, 90쪽.

   이상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 「炎天」에서 주인공은 까페 허가를 받기 위해 매일같이 경

찰서를 드나드는데, 경찰서 현관 앞에서 늘 망설이는 모습을 묘사한 부분 역시 논의할 필

요가 있다. 앞서 김종회, 권은은 작열하는 태양 아래 무기력한 주인공을, 식민지 권력(일

제라는 태양) 아래 핍박받는 조선으로 치환해 독해했다. 그러나 이는 경찰서라는 공권력

의 공간과 까페라는 불건전한 장소의 공존으로 펼쳐지는 애매한 순간, 동시적 공간에서 

행해져야 하는 이상한 횡단의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다. 박태원, 「炎天」(《療養

村》 3권, 1938년 10월); 『李箱의 悲戀』, 깊은샘, 1991, 159-160쪽에서 인용.

89) 발터 벤야민, 조형준 옮김, 앞의 책, 16-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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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순간을 변증법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이 순간은 현실 비판의 잠재력이 

내재된 순간이자 혁명이 가능해지는 순간이기도 하다.

나아가 벤야민은 대도시를 신화와 문명, 인간과 기술 등이 총체적으로 뒤섞인 

하나의 거대한 꿈으로 보고 있는데, 사유의 장소로서 도시를 ‘문턱schwellen’ 

(threshold) 영역으로 규정한다.90) 이를테면 파사쥬passage와 같은 공간을 경계이

면서도 공간 그 자체이자, 열린 공간이면서도 폐쇄된 공간이며, 가장 발전된 현대 

양식으로 모든 꿈이 투사된 곳이면서도 폐허의 운명을 가진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벤야민은 이 양가적인 틈새로부터 근대 모순 극복의 가능성을 찾고 있는 것이

다.91) 『천변풍경』의 천변을 둘러싼 공간 역시 문턱 공간으로 파악해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천변은 전통에서 근대로 이어지는 과정에 놓인 공간이자, 식

90) “통과의례. ― 죽음, 탄생, 결혼, 성인 되기 등과 관련된 의식을 민속학에서는 이렇게 부

른다. 현대의 삶에서 이러한 이행들은 점점 퇴색해 가고, 체험할 수 없는 것이 되어가고 

있다. 다른 세계로 향한 문턱을 넘는 경험Schwellenerfahrung은 좀체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아마 잠드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유일한 그러한 경험일 것이다(따라서 잠에서 깨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마지막으로 꿈이 계소 형태를 바꾸듯 오락의 고조와 저조, 사랑의 

성적인 역할 변화도 문턱들을 큰 파도처럼 넘나들고 있다. 아라공은 말한다. “인간은 바

로 상상력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파리의> 농민』, <파리, 

1926년>, 74페이지). 연인과 친구들은 바로 이러한 상상력의 문의 문턱뿐만 아니라 문턱 

일반으로부터 힘을 빨아들이고 싶어한다. 그러나 매춘부들은 반대로 이러한 꿈의 문의 문

턱을 좋아한다. ― 문턱이라는 것은 경계선Grenze과는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문턱은 

일종의 영역이다. 변화, 이행, 조수 등의 의미가 ‘schwellen’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데, 어원 연구는 이러한 의미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말이 그러한 

의미를 갖게 된 직접적인 구조적·의식적義式的 맥락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O 2a, 1]” 발

터 벤야민, 조형준 옮김, 앞의 책, 139쪽.

   “…산책이 파리를 완벽하게 하나의 실내로, 즉 각 구역quartier은 하나하나의 방이 되며 작

은 방들은 실제 방들처럼 문턱으로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 하나의 집으로 바꿀 수 있는 

면도 있으나 다른 한편 이 도시 또한 산책자에게 모든 문턱을 잃고 주변 풍경처럼 전개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M. 3, 2]” 발터 벤야민, 조형준 옮김, 『아케이드 프로젝트 3-

도시의 산책자』, 새물결, 2008, 20쪽.

91) “불어로 Passage는 ‘통과하다’, ‘지나가다’라는 뜻의 passer에서 유래한 것으로, 벤야민

은 이 용어를 유럽 근대의 19세기 역사가 통과해온 지나간 과거의 공간을 가리키는 은유

로 사용한다. 이 은유적 표현은 한 시대의 ‘넘어섬’,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행’ 

또는 ‘변화’, 경우에 따라서는 ‘삶(융성)에서 죽음(사멸, 붕괴)으로 넘어가는’ 의미도 포함

하고 있다. passer가 어떠어떠한 일이 ‘일어나다’ 또는 ‘발생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음

을 고려하면, 파사주는 아주 사소한 일상적 사건의 공간이기도 하다. 예컨대 19세기의 파

사주에는 상점만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독서실이 마련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당시 일

반대중이 손쉽게 접할 수 없었던 신문과 정치·사회 기사를 다룬 잡지들이 제공됐다. 공공

연히 성매매가 이루어진 장소이기도 했고, 음악회와 같은 문화행사가 개최된 곳이기도 했

다. 이 점에서 이 미시 공간은 근대의 일상문화의 모태를 이룬다.” 고지현, 앞의 책, 4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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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과 피식민을 가르는 공간이었다. 또한 자본주의와 일제 식민지의 이중 통제를 

받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근대의 질서와 규율을 혼란시키는 불법 행위와 거지 등과 

같이 제도로부터 배제되는 인물들이 존재하는, 통제 불가능한 공간이기도 했다. 문

턱 영역으로서의 도시에서는, 근대 체제가 불법으로 규정한 것들에 대한 변증법적 

사유가 가능해진다. 

박태원의 소설에서 작게는 까페나 집, 골목부터 넓게는 천변을 중심으로 한 경

성 전체까지가 문턱 영역과 같은 지점들로 펼쳐지고 있다. 이를테면 『천변풍경』

의 ‘평화카페’가 보통 이하의 사람들이나 드나들며 난잡한 모습을 한 공간으로 그

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밤도 어느듯 깊어 이미 열한점이 넘었다. 그러나 여름의 카는 이를테면 이제붙어가 

한창인것이다.

세월이 없기로는 이름이 나서 근근 수년동안에 여러차레나 주인이 갈린 「평화」(平

和)카이기는 하였다 그래도 이저녁에 대여섯패의 손님들이 그곳에 있었고 또 그 손

님들의 대부분은 결코「신사」라든 그러한 사람이 아니였으므로 그 소란하고 또 란잡

한것으로만 가지고 말한다면 어느 아모곳에 비겨서도 지지않을만큼 제법 활기있어 보

이기는 하는것이다.92)

카페와 다방의 본질적 차이는 여급들이 제공하는 “에로-써비스”의 유무에 있

었는데, 문제는 이러한 서비스가 법질서 안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생활고에 따른 성매매 여성의 증가도 이러한 맥락에서 발생한 현상이었다. 1934

년 9월 ‘카페영업 취체내규 표준내규’를 통해 풍기단속을 시행하지만, 그럼에도 카

페는 ‘에로티시즘’을 발산하는 유흥공간으로 성행하였다.93) 카페는 주로 문사나 예

술가들이 드나들던 다방의 문화적 취향이, 좀 더 타락한 느낌을 주는 곳으로 일반

적으로 퇴폐와 음란함을 연상시키는 공간이었다.94) 하지만, 『천변풍경』에서 그 

공간은 난잡하고 소란스럽지만, 오히려 활기를 띠는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난잡’과 ‘활기’를 오가는 이러한 시선은 ‘기미꼬’라는 카페 여급의 ‘협기’를 바

라보는 시선으로 이어진다. 기미꼬는 작은 매력 하나 없는 여급임에도, 그 존재는 

카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95) 이는 기미꼬 자신이 스스로를 쇼윈도의 상품

92) 박태원, 「續 川邊風景」 2회, 《朝光》, 1937년 2월, 407-408쪽.

93) 이상길, 「“인텔리위안소”, 혹은 식민지 공론장의 초상」, 《문화과학》 36호, 2003, 

125-126쪽.  

94) 손유경, 「1930년대 ‘다방’과 문사의 자의식」, 《한국현대문학연구》 12집,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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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여급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곤경에 처한 인물들을 돕고 연대하는 강자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에로’라는 이미지가 아닌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목소리

를 지키는 일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이다.

이러한 기미꼬의 역할은 빨래터 공간의 아낙들이 보여주는 여성들의 일상적 관

계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빨래터에 모인 사람들은 근대의 질서로부터 도태되어 

지위가 하락한 양반이나, 규율과 통제를 이탈하는 매춘, 도박 등의 화제를 공유하

며 자신들만의 이야기장을 형성한다. 이처럼 천변은 근대의 질서가 전면화하기 시

작한 도시의 한 가운데 위치하면서, 소외와 착취의 대상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공

간으로 기능하게 된다. 김외곤은 『천변풍경』에 나타난 정치적 상황을 논의하면

서, 선거를 통한 권리 행사가 불가능한 청계천 주변 사람들의 처지를 지적하고 있

는데,96) 이는 천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정치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천변 사람들이 식민지 권력의 지배를 받는 피식민자임

에도 오히려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예외적 인물군에 속한다는 논리

가 가능해진다.

이처럼 ‘문턱영역’으로서의 천변 공간을 파악함으로써 현실의 문제를 서사 공간 

속에서 해체하고 재구성할 수 있게 된다. ‘문턱 영역’에서는 지금까지 불법적이었

던 것들에 대한 재사유가 가능한 지점을 만나게 되며, 매춘, 도박과 같은 파국의 

파편이나 이미지 속에서 근대의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

95) “그러나 물론 그에게도 남이 딸으기 어려운 장ㅅ점 하나 있기는 있었다. 그것은 협기(俠

氣)다. 이 지구우에 부모형제는 일을것도 없고 소위 일가친척이라할 아모 하나조차 갖이

고 있지 않다고 스스로 말하는 그는 자기자신 어렸을쩍붙어 그렇게도 고단한 생애만을 

살어 오지 않으면 안되였으므로 그래 그까닭으로 하여 그러한지는 알수없는 일이나 하여

튼 누구에게 대하여서든 그들의 참말 어려운 경우에 진정으 로애쓰고 생각하여 주는것만

은 사실 무던하였다………” 박태원, 「川邊風景」 1회, 《朝光》, 1936년 9월, 280쪽.

96) “한편 <천변풍경>에서는 경성의 정치와 경제적 상황의 변화도 포착되어 있다. 사실 정

치적 자유는 식민지 시대 전 기간에 걸쳐 조선인에게는 거의 허용되지 않았다. (중략) 이

러한 상황을 작가 박태원은 부협의회 후신인 부회(府會) 의원 선거를 둘러싼 청계천변 주

민들의 반응을 통해 묘사하고 있다. 먼저 매부가 현역 부회 의원인 포목전 주인은 항상 

그 점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제 2차 선거에 재출마한 매부를 위해 매일 걸어 다니던 청계

천 북쪽을 버리고 남쪽 천변을 걸으며 지역 유지인 한약국 주인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한편 민주사 역시 사법서사 주제에 출마했다는 비아냥거림에 흥분하면

서도 부회 의원이 되기 위해 한약국 주인에게 향응을 베풀기도 한다. 물론 이와 같은 몇

몇 사람들의 행태는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 서민에게는 남의 이야기일 뿐이어서 이발관의 

사환 아이나 관심을 가지는 정도에 불과했지만, 그 자체로 식민지의 수도 경성 주민들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기록이라 할 만하다.” (밑줄은 인용자) 김외곤, 「박태원의 <천변풍

경>과 근대 도시 경성」, 성심어문학회, 《성심어문논집》 26집, 2004, 4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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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천변풍경』에도 이와 같은 도박, 매춘과 관련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마작을 즐기던 민주사는 “이번부외의원선거전” 출마하게 되자, “자기와 함께출

마하려는 달은 후보자들의 운동원(運動員)이라든 그러한 것들이 자기가 그저 소일

삼어하는 작란을 무슨 크나큰일이나 되는것같이 경찰서에 다 밀고(密告)라도”하게 

되면 문제가 커질 것을 염려해 “자기집에서 자기 딴에는 무척 근신을 하”고 있는 

것이다.97) 그런데 그가 마작에 빠져 있는 이유는 점룡이 어머니처럼 공짜를 바라

서도 아니고, 거기에서 어떤 가치를 두었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그가 도

박에 빠져 있는 것은 일상에 함몰됨으로 인한 ‘권태’라는 감정에서 비롯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민주사와 같은 인물은 희열과 같은 순간적 감정에 충실한 

공간에서만 타자와 관계 맺는 일이 가능하다. 이러한 민주사의 면모는 그가 폐쇄

된 내면을 가진 중산층을 대표한다는 사실과 관련시켜 이해할 수 있다. 민주사의 

나이가 올 해 ‘지천명’이라는 부분을 통해 그가 개화기에 태어났으며, 한일합방을 

전후로 하여 사법서사가 된 인물임을 추측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그는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온 중산층의 모습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주사

는 빨래터를 중심으로 한 천변의 다른 인물들이 서로에게 의지하며 공동체적 유대

를 맺는 것과 달리, 개인의 고독한 내면을 보여주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거다 리스는 도박이 우연에 의지하며, 이때 “우연은 기술의 효능을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선천적, 후천적을 불문하고 모든 차이, 즉 개인적 자질, 인내심, 노력 

또는 교육에 기초한 모든 차이를 무효로 만든다”는 점에서 도박을 절대적인 민주

주의라고 규정한다. 또한 도박은 도박자로 하여금 주변의 세계를 완전히 차단하면

서 “경계 지대” 혹은 “꿈의 세계”에 머물도록 하고, 비생산적인 시간의 순환만을 

지속시킨다. 도박자에게는 이성과 논리, 합리성을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반합리적이

어야 하는 윤리가 있다. 이러한 도박의 특성은 미래에 대한 사유를 무의미하게 만

들며, 모든 시간을 정지시킨다.98) 

박태원은 두 가지 면에서 불법적인 도박의 가능성을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도박을 하는 동안 느끼게 되는 비약적인 감정에 주목할 수 있다. 거다 리스

가 지적했듯이 도박은 “이인증(離人症, depersonalization), 기시감(旣視感,) 실신

한 것 같은 상태 또는 최면의 상태, 몽유병과 일시적 기억 상실 상태, 심지어는 신

비한 종교적인 상태와 다중 인격의 경험까지” “분리 또는 정신적 삶의 일상적인 

97) 박태원, 「川邊風景」 2회, 《朝光》, 1936년 10월, 297쪽.

98) 거다 리스, 김영선 옮김, 『도박-로마제국에서 라스베가스까지 우연과 확률 그리고 기회

의 역사』, 꿈엔들, 2006, 249-3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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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으로부터의 단절”을 경험하게 한다.99) 그런데 이와 같은 감정의 비약은 역으

로, 당대의 혼란한 경제적 상황을 반증하는 기능을 한다. 

도박자의 심리가 『천변풍경』에서 자주 제시되는 것은, 그 감정의 비약이 환

기하는 당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100) 도박은 국가가 주도

하는 국민경제 시스템 즉 생산과 소비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는 행위로 기능하면

서, 사회 질서와 국가의 통제망을 이탈한다는 점에서 문제시되기도 한다. 

「아 그럼 그게 성헌 사람 허는 짓이유? 둔이나있어 헌다면 또 몰라…… 이건 게ㅅ둔 

낼때마다 빚을 내느라 발광이며 그건 웨 허는거유?…… 어서 누구한테든 팔어서 넹겨

버려요. 그 뭣허러 한달에 세차레씩 꼬박 꼬박이 오십전씩을 갖다가 기부허는거유?」

「…………」

「아아주 칠성이네가 단 네번 내보구서 둔 삼백환타먹었다니까 누구든 저마다 그렇게 

될줄 알구서…」

「흥! 어림두 없애요. 그건 참 으째가다 그 사람이 바루 운수가 터질려니깐 그랬

지」101)

99) 위의 책, 257쪽.

100) 당대 마작 열풍과 그것의 의미를 고찰한 논의로 이양하의 글을 들 수 있다. 

   “세계를 석권하는 불경기 그것은 요원의 불길에도 비할까. 일본의 실업자가 얼마나 되는

지는 모르지만 영국은 이미 이백만 돌파, 미국도 공황에 이르러 경제상태가 공황에 이르

렀다. 농민, 노동자, 실업지식계급의 몰락, 이 모두가 불경기의 소치이다.

   그러나 여기 기이한 현상이 있는데, 불경기 속 홍일점적 존재로 매우 현란하고 경기 좋은 

현상으로, 마작의 세계적 유행이 그것이다. 중국궁중에 시초를 두고 세계로 활보하는 마

작은 미국에 이미 패를 만드는 회사가 들어서고, 중국과 인접한 일본에서도 대대적 유행

을 보고 있다. 동경, 대판경도에는 마작구락부가 이채 있는 간판을 과시하며, 당구장과 레

스토랑은 마작에 손님을 빼앗길 정도다. 조선에도 마작이 가두에 진출할 것이 멀지 않은 

일이니 삼사백원의 돈을 가진 자는 마땅히 종로에 마작구락부를 열면 첨단과 명예 호영

업을 모두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마작의 세계적 유행이 불경기와는 일견 모순되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

을 것인가.

   승부를 주로 하는 오락과 유희가 사람의 투쟁본능과 호승벽의 표현인 것은 사실이다. 인

간에게는 시의심과 적개심이 있다. 그러나 이 투쟁본능이 오락과 유희와 같은 작위적 기

교적 행동에 표현될 때 우리는 현실을 잠깐이라도 떠날 수 있는 마음과 시간의 여유를 

예상할 수 있다. 세기말의 퇴폐시인들의 생활기축을 이룬 것도 무료한 시간의 권태였다. 

같은 일을 몇차례씩 반복하고 우리에게 부여된 삶을 살다보면 생에 대한 염증과 권태가 

피치 못할 것이 된다. 따라서 우리에게 잠깐이나마 현실을 잊고자 하는 절실한 요구가 생

기며 이 요구가 있는 곳에 유희와 오락이 출현한다.” 이양하, 「麻雀에나타난現代性」, 

《동아일보》, 1930년 10월 22-31일.

101) 박태원, 「續 川邊風景」 8회, 《朝光》, 1937년 8월, 3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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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룡이 어머니가 꼬박꼬박 붓는 곗돈은 당첨식이다. 그는 “수표교 예배당” 앞

을 지나며 “예배당엘 다니면 참말 좋은 일이 생기고, 신세가 편안하여질까” 생각

해본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저 안에를 뛰어들어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오

늘, 곗돈 좀 타먹었으면”하는 바람을 가져보는 것이다.102) “관철동 근화식당”으로 

아는 이를 찾아가는 “사십전후의 시골사람”은 사실 금순이의 시아버지 되는 사람

이었다.103) “어린아들”이 “작년가을에 호열자에 걸려 죽고” “며누리는 올려름에 

시어머니와 쌈을 하고” 집을 나간데다,104) “잔병치레만 하여오든 마누라”마저 “달

반전에 그만 죽고말”자 혼자 남은 중년 남자는 “생각다 뭇해 그저 뭐좀 있다는거 

모조리 팔어 없애구 알몸으루 서울”에 올라오고 만 것이다.105)

근화식당의 주인은 시골에서 올라온 지인을 속여 식당을 넘길 심산이다.

「이장사는 어떤가?」

「이장사라니?」

…(중략)…

「난 이거 일천이백환 가지구 시작헌걸세. 그야 오륙백환에두 허러들면 뭇헐거야 없

지만 그렇게 시작해 가지구는 설비라든 모든점이 역시 좀 엉성하단말이야……」

「그럼 어디 나야 해보겠나?」

…(중략)…

「그야 자기가 처음 시작허러 들면 아아무렴 둔천환 덜 들여 가지구서야 엄두를 못낼 

노릇이지만 그러기에 남이 허다가 넹기는걸 물려받어 가지구 허거든……」

…(중략)…

「아 그렇게 이장사가 이가 남나?」

「웬만큼 이가 남지. 그러기에 그야단들이아닌가?」

「그럼 새루 시작을 허면 좋지 않은가?」

「누군 그생각을 뭇허나? 허지만 당국에서 그렇게 새루 영업허가를 내주지를 않으니

까……」

「그럼 자본두 자본이지만 나겉은 사람이야 어디 생각이나 해볼 장산가?」

…(중략)…

「자네에게 의향이 있다면 말일세. 아주 생각이 없는바엔 팔백환 아니라 단둔 팔십환

에래두 내가 권헐 까닭이 없는게지만 호옥 헐맘이 있다면 나루서는 같은 돈이면 자네

102) 위의 글, 290쪽.

103) 박태원, 「續 川邊風景」 9회, 《朝光》, 1937년 9월, 202-203쪽.

104) 위의 글, 203쪽.

105) 위의 글, 2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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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테 물려주구싶다는 그말이지……」106)

이처럼 『천변풍경』에는 도박 외에도 사기, 구걸 등과 같은 범법 행위가 여러 

차례 묘사되며 박태원의 다른 소설에서도 마작판이 벌어지는 공간에 대한 묘사가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이는 노동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시키는 자본주의의 원칙을 

흐리는 탈자본주의적 경제행위를 그려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는 앞서 ‘천변’이 

통제되지 않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과 같은 맥락에 위치한다. 동시에 

『천변풍경』에서 내기 도박을 하거나 사기를 모의하는 인물들이 경제적 궁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도박은 자본주의의 모순적인 경제체제가 오히려 이

러한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사실의 반증으로도 기능한다. 

그들을 물론 그들보다 「약은 사람들」이 가만 둘턱없다. 그러고 있는 사이 불량한 

「갸구히끼」와 또 그 정체를 알기 어려운 사나이들이 하로에도 몇차레씩 격금내기로 

그들 부자를 찾어 와서는 제각기 「밀항」(密航)이라든 그러한 방법을 가저 형편 모

르는 그들 부자를꼬였다.

무지(無智)하고 또 불행한 사람들이란 물론 그러한 파락호(破落戶)들의 「밥」이다. 

외로운 부자는 종시 마음 한구석에 「의혹」과 「의구」를 가이면서도 끝끝내 그들의 

유혹에 지고 그래 그는 자기가 삼년동안 품파리에 알뜰하게도 모아온 금액의 거의 적

부인 일금오십오환을 그날밤 아홉시에 ××창고뒤에서 「그들」에게 전하고 그러면 

「그들」은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그들 부자를 일본까지 보내주기로 약

속은 가장 굳었었다.107)

약속한 장소에서 우연히 만난 “간흉하고 표한한 빛이 가득하”게 변해버린 “신서방”

은, “이미 모든것을 알어챈 사람같이 옛친구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경찰서에까

지 붙들려 가서 얼마동안 욕을” 볼 수도 있는 일이라며 함께 술이나 먹기를 권한다. 

오히려 그는 순동이 부자에게 “서울루나 가보”기를 권하며, “십환”을 꾸어가는 것이

었다.108)

그곳에는 스물안팍으로 대여섯까지의 젊은이들이 칠팔명이나 동저고리 바람으로 모혀

들 앉어 모래판에 깔어놓은 한장 거적우에서 윳들을 놀기에 정신이 팔려 있다. 한달

전 정초의 그 기분이 아즉도 완전히 가시지 않은 그들은 제각기 갖은 약간의 볼일은 

결코마음에 키우지 않는다.109)

106) 위의 글, 204-207쪽.

107) 박태원, 「續 川邊風景」 7회, 《朝光》, 1937년 7월, 104-105쪽.

108) 위의 글, 105-1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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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每新寫眞旬報』에 발표된 단편소설 「이발소」에서도 박태원이 사

소한 내기, 도박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홍기돈이 “작가가 그

려내고자 했던 세계는 ‘신체제 질서’로 수렴되지 않는 태평하고도 명랑한 세

계”110)라고 지적한 것처럼, 도박은 신체제의 질서와 어긋나는 행위기 때문에 주목

해야 하는 키워드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개 아름다웁지안흔 풍습이 잇섯다. …(중략)… 그것은 이를테면 

일종의 도박이라할 것으로, 설혹 하루 일이십전의 손득은 그들이 아무리 구차하다 

하더라도 그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별반큰영향은 주지 안흘것인지 모르나, 

건전한 국민도덕에 어그러지는것임에는 틀림 업슬것이엇다. 그러나 대체 그풍습은 언

제 누가 먼저 주창하여 시작된것인지 모르나, 이제는 아주 엄연한 한개의 『제도』로 

되여버렷다.111) 

―천하는 태평이엇다…… 112)

홍기돈은 작품 해제에서 「이발소」를 통해 “작가가 그려내고자 했던 세계는 

‘신체제 질서’로 수렴되지 않는 태평하고도 명랑한 세계”113)였다고 분석한다. 박태

원은 일제 말기 “일제의 지배논리에 침윤해 들어가는 대신” 다른 방편으로 ‘문 밖’

의 세계를 그려냄으로써, “공적 담론인 ‘신체제’ 외부의 최소한의 ‘자율성’이 존재

하는 공간”114)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작품에서 다시금 눈여겨봐야 하

는 구절은 마지막의 “천하는 태평이엇다”라는 부분이다. 1946년에 발표한 「太平

聖代」에서도 박태원은 대원군의 모진 수탈과 탄압으로 고통을 겪는 백성들의 삶

의 모습을 “태평 천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에는 반어적인 뉘앙스가 강하게 내

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박태원이 위와 같이 현실 속에서 지배 권력의 통제를 벗어나는 지점을 포착하

109) 박태원, 「川邊風景」 1회, 《朝光》, 1936년 9월, 273쪽.

110) 홍기돈, 「‘성문 밖’에서의 고현학, 그 의미」(박태원 특집 발굴작 「理髮所」해제), 

『작가세계』, 2009년 겨울, 30쪽.

111) 박태원, 「理髮所」, 위의 책, 22-23쪽.

112) 위의 글, 27쪽.

113) 홍기돈, 앞의 글, 30쪽.

114) 장성규, 「시대와의 ‘불화’, 세계와의 ‘긴장’―일제 말기 한국 ‘사소설’의 문학사적 의

미」, 《작가세계》 통권 77호, 2008년 여름, 272-3쪽.; 홍기돈, 앞의 글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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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서사공간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했다면, 다시 좀 더 서사 속으로 

진입해서 인물간의 관계나 이야기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정치적 의미를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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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중의 발견과 ‘불화’의 정치성 

3.1. 군중의 발견과 대중으로서의 독자 인식

『천변풍경』을 주목해야할 이유 중 하나로 기존 연구에서도 자주 언급되었던 

것은 바로 주인공의 부재라는 독특한 형식 문제이다. 이렇다 할 주인공이 없이 50

여명에 이르는 인물들의 삶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장편의 서사를 완성했다는 점을, 

선행 연구들은 ‘카메라 아이’, ‘모자이크식 구성’, ‘몽타주 기법’ 등의 개념을 빌려 

분석한 바 있다.115) 「천변풍경」의 연재가 시작된 1936년 이전에 박태원이 발표

한 중·장편소설로 1933년의 「半年間」과 1934년의 「小說家仇甫氏의一日」, 

1935년의 「靑春頌」을 들 수 있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외 두 편의 소설

이 모두 미완임을 감안한다면, 사실 「천변풍경」은 박태원의 첫 장편 소설이 되

는 셈이다. 이와 같이 야심차게 기획한 첫 장편 소설에서 주인공의 부재라는 파격

적인 형식으로 인물 구성을 했다면, 그 의미가 단지 기법적인 측면에만 그칠 것인

지에 관해 재고의 여지가 있다.

박태원의 초기 단편 소설들은 모더니즘 계열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1936년을 

전후하여 쓰인 장편들을 비교해보면 「천변풍경」이 하나의 분기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단행본 『천변풍경』이 출간된 1938년 

무렵, 박태원은 중국 소설 번역 및 아동문학 창작에 주력하고 있었다. 다시 1939

115) “그 캐메라란 文學的 캐메라- 小說家의 눈이다. 朴氏는 그의눈렌즈우에 主觀의 몬지가 

안지안토록 恒常 操心하얏다.” 최재서, 앞의 글.

   “「川邊風景」은 本是市井身邊의 俗物과風俗世態를파노라마式으로 描寫하는데 첫고” 

金南天, 「世態風俗描寫·其他-蔡萬植「濁流」와 安懷南의 短篇-」, 《批判》 6권 5호, 

1938년 5월, 116-117쪽.

   “無作爲로 선택한 보통의 인물들을 제한된 사회적 배경 속에 자리잡게 하므로서 현대 리

얼리즘의 원형이 되었다고도 보겠다. 영웅적인 개성이 있는 인물이 사라지고 평범한 인물

들의 물결이 작품에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인물이 존재하는 곳은 도시의 공간이 될 수밖

에 없다. 무수히 등장하는 소시민들은 도시의 상징이다.”라는 지적이 그러하다. 김용희는 

나아가 “모두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도시의 모더니즘적 요소와 결합한 것”으로 

작품을 분석하면서 “인물이 배경이며, 배경이 되는 川邊이라는 공간이 주인공”이라는 논

리에 이른다. 金鏞熙, 「「川邊風景」에 나타난 小市民들의 리얼리즘」, 《이화어문논집》 

5집, 1982, 165쪽.

   강상희는 주인공이 많은 혹은 없는 작품의 “독특한 인물 설정 방식은 여타의 소설들에서

는 볼 수 없었던 특징”인데 “여기에는 한 개인이 전체 사회와 그 사회의 운명을 표상할 

수 없다는 박태원의 의식구조가 가 잠재해” 있다고 본다. 강상희, 앞의 글, 1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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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이 되면 「明朗한 展望」, 「愚氓」, 「美女圖」(미완) 등을 연재하고, 1940년에 

「愛經」(미완), 1941년에 「女人盛裝」을 발표한다. 실화를 토대로 한 「愚氓」

은 물론, 이 다섯 편의 작품들은 모두 대중·통속 소설로 평가된다. 박태원의 단편

소설들이 현실과의 긴장관계를 날카롭게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 장편소설

은 대부분 『천변풍경』을 기점으로 일상으로 함몰되어 작품의 가치가 퇴색된 것

처럼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군중’이

라는 키워드를 통해 장편 소설들을 고찰했을 때 새로운 의미획득이 가능해진다.

근대 도시 공간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익명의 무리들을 흔히 ‘군중’ 혹은 ‘대

중’으로 명명한다.116) 새비지는 근대성이 개인으로 하여금 희망이나 투기, 야망을 

갖도록 강요한다는 점에서 그것이 “본래적으로 무질서하다”고 보았다. 또한 근대

성은 “개인적 선택의 폭을 넓히는 만큼 집단 정체성을 침식하”기 때문에, 사람들

을 집단으로 조직하는 것이 “정치적 과제”로 중요해진다고 이야기한다.117) 군중은 

근대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모티프이며, 벤야민 역시 산책자에 주목하

고 있긴 하지만 실제 세계를 변혁시킬 가능성을 거리의 군중으로부터 모색하고 있

다. “벤야민은 자유 시장경제가 어떤 계급에도 속하지 않는 군중을 만들어내고 있

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했고, 전체주의 국가가 이런 군중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118) 

116) 대중, 군중, 인민은 유사한 존재를 지시하지만, 다른 어감과 의미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군중은 ‘mob’의 번역어로 우연에 의해 모인 일시적인 인간 집단을, 대중은 ‘mass’의 번역

어로 군중의 부정적인 속성과 사회변혁의 주체로서의 긍정적인 속성을 모두 담지한다. 그

램 질로크, 앞의 책.

   “대중이란 용어가 나오기 전에 쓰였던 군중(mob)이란 말은 공적인 공간을 점유하면서 공

공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제멋대로 구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했다. 그러나 대중은 군중

과 달리 가끔씩 생기는 사회적 형성물이 아니었다. 19세기의 산업화 및 도시화와 함께 

대중은 사회생활에 영속적으로 등장했다. …(중략)… 일단 조직화되면, 대중은 하나의 물

리적 힘이며 치명적인 무기가 된다. 그래서 그만큼 대중은 통치 권력에겐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다.” 수잔 벅-모스, 앞의 책, 168쪽.

117) “근대성의 조건이 갖는 정치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은 자기발전의 길이 막혀 있고 자율

성이 표현될 기회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많은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사람들의 범주는―예를 들어, 부랑자―불충분한 자원, 나쁜 건강, 낮은 교육, 

혹은 불행 등으로 인해 자기성장을 위한 경쟁적인 개인적 자유로부터 편익을 얻을 수 없

는 사람들이다. 근대성, 다시 말해 불안감과 불안정의 윤리 그 자체가 실패한 개인들을 

낳으며, 이는 또한 배제된 사람들―수용 가능한 제도나 행위 규범으로 통합되지 않은 사

람들―과 관련되는 사회적 해체를 야기한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기존의 당국이 수용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함으로써 비행자 혹은 일탈자로 낙인찍히면서 문제투

성이의 병리적 개인들로 처리된다.” 마이크 새비지·알랜 와드, 김왕배·박세훈 옮김, 『자

본주의 도시와 근대성』, 한울, 2002, 192-1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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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간의 인물들은 각기 다른 ‘꿈’을 꾸는데, 벤야민은 이러한 ‘꿈’의 의미를 

신의 계시가 아닌 욕망-상징으로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폐허가 된 공간에

서 읽을 수 있는 과거의 꿈을 떠올림으로써 “과거에 존재했던 것을” “정치적인 방

식, 즉 정치적 범주로 다루”게 되며 그것은 ‘각성’을 통해 현재화 될 수 있다는 것

이 그의 논의이다. 도시화와 산업화가 탄생시킨 노동자와 창녀 등의 인물군은 “인

간의 노동과 성이 완전히 상품화된 상황”을 대변하는 존재로서 등장했으며, 동시

에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결과로서 소비자 대중이 출현하였다. 비록 벤야민이 노

동자와 창녀가 어떻게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

만119), 집단의 정치적 실천을 위한 토대로 집단이 공유하는 ‘신체 지각과 공동체

적 경험’에 주목하고 있음은 분명하다.120) 중요한 것은 벤야민이 “집단의 소망을 

담은 이미지 속에, 사회적 생산물과 생산질서를 미화하는 집단의 의식이 반전될 

가능성,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의 부정적인 고도화 속에서 고통받는 현

재 인류가 각성과 통찰에 이를 계기가 포함돼 있다”고 파악했다는 사실이다.121) 

하지만, 대중은 양가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대도시의 미로 안에서 움직

이는 미로”처럼 “중독을 생산하며 경험을 생산하고, 동시에 권태로 이끌면서 경험

을 파괴”하기 때문이다.122) 

『천변풍경』의 주인공이 없는 형식을 군중과 대중을 다루었던 박태원의 다른 

작품들과 함께 같은 맥락에서 파악하며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1930년대 모더니

즘 문학은 “쇼와 공황기의 실업난의 한 가운데서 나와 전쟁의 시작과 함께 소멸되

었다”123)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당대의 경제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데, 박태원 소설에도 역시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 근심이 상세하게 드러나고 있

다.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미완 소설 「반년간」을 들 수 있는데, 여러 작품 가운

데서도 당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가장 예리하게 짚어내고 있는 작품

으로 꼽힌다. 동경을 배경으로 한 이 소설에는 유학생인 김철수, 최준호와 부르주

아 친구인 조숙히, 그리고 고학생인 황인식이 등장한다. 유곽의 조선인 여급과 사

랑에 빠진 철수의 이야기, 고학생 인식을 돕기 위한 준호와 숙히의 이야기가 주요 

118) 이택광, 『인문좌파를 위한 이론 가이드』, 글항아리, 2010, 127쪽.

119) 그램 질로크, 앞의 책, 324-325쪽.

120) 강수미, 앞의 책, 294-300쪽.

121) 위의 책, 192쪽.

122) 그램 질로크, 앞의 책, 283-288쪽.

123) 황호덕, 「한국근대문학과 싸움-싸움과 살림, 박태원의 ‘자화상 3부작’과 식민지 문인

들의 전쟁 무의식」, 구보 박태원 탄생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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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이긴 하지만, 박태원의 다른 모더니즘 소설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근대화가 진

행되는 동경의 풍속과 그 이면, 또 공황을 겪고 있는 당대의 정치, 경제적 상황이 

치밀하게 관찰되는 특징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김철수, 최준호, 조숙히 세사

람의 이름이 구흔, 철책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통해 동경을 그리고 

있는 이 작품들이 일련의 큰 틀에서 만들어지려 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지하도안은 백주와같이 환하엿다. 그속이 터지게 군중들은 넘처흘럿다. 두사람의 뒤에

서 뒤를이어 사람들은 경쟁이나 하듯이 빠른걸음걸이로 두사람의 앞으로 사이로 앞서 

빠저나갓다.

하로 十八만명의 승강객을 삼키고 토하고 하는 이 일본일이라는 지하도는 아침부터 

밤중까지 끊임없이 복작대는것이다. 모다들 가장 시간을 아끼는듯이 가장 볼일이 바

뿐듯이 그들은 이 지하도로 달음질치듯이 들어오고 쫏기는듯이 나갓다.124)

이리하야 신숙역은 하로십팔만명의 승강객을 삼키고 토한다.

이, 십칠만명의 사람들, 왼갖종류의, 왼갖 계급의 그들에게, 모다 제각각의 사무가 잇

엇고 비밀이 잇엇다. 그 사무가 무엇인지, 그 비밀이 어떠한것인지, 그것은 아무도 모

를일이엇고 또 아무도 굳이 알려들지 안햇다. 그러한것을 캐여 알려하기에는 자기자

신의 사무가 바뻣고 자기 자신의 비밀이 간절하엿든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앞에 완전히 숨지는 못한다. 역안의 고지판(告知板)우에난무(亂

舞)하는 백묵(白墨)의 자최를 보라. 우리는 그곳에 도회의 고민, 도회의 죄악―, 그러

한것들의 한끝을 엿볼수 잇을것이다.125) 

이름 없는 이 무리들에 대한 관찰은 늘 알 수 없게 그려지고, 그들의 사무나 

생활은 모두 “비밀”로 결론 내려진다. 계급이나 사무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쁜듯이’ 정해진 시간 안에 급히 이동하는 모습 그 자체가 중요하게 파

악되고 있는 것이다. 혹은 이와 같은 군중이 룸펜이나 거지에게 소외감을 주는 일

련의 무리들로 그려지기도 한다는 것을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다른 작품을 통해서

도 확인할 수 있다.

…… 춘삼이는 그 소리에 새삼스러히 이곳이 『아사사(浅草)공원』이라는것을 강렬

하게 의식하며 그와 함 이곳에 환락을 구하야 드나드는사람이 하로에 십만명도 더

124) 박태원, 「반년간」, 《동아일보》 1933년 6월 23일.

125) 위의 글,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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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말을 누구에게선지 들엇든것을 생각해내고 긔운업시 후유-하고 숨을 쉬엿다.

대체 그사람들은 자긔들이 술과 게집과 오락을 구하기에 바 가튼 공원안에 여섯

니 굶은놈이 잇다는것을 알고나마 잇는걸?알고도 그들은 태연히 잇는걸? 만약 

그들로서 사람본래의 한맘을 가젓다 하면 그에게 한 밥 먹이기는…126)

“동경거리의 한개 보잘것업는『룸펜』”인 춘삼은 며칠째 굶은 채로 공원에서 

밥 생각만 하며 떠돌고 있다. “사지가 멀정하엿”고, “일이 하고시펏”지만, “그에게 

차레올 일은 업섯”으므로, 그는 계속 굶었고, 그럴수록 고향에서 어머니가 해주던 

밥이며 떡 생각만 간절하다. 이처럼 동경에서의 관찰이 늘 대상과의 거리를 가지

고 있는 반면, 경성이라는 공간에서는 그것이 안타까움이나 슬픔의 감정으로 매개

되어 있음이 드러난다. 경성을 배경으로 인물들을 관찰하는 작품은 앞서 언급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나 「피로」 등이 있다.

다방의

오후 두시, 일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그곳 등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담배를 태

우고, 이야기를 하고, 또 레코드를 들었다. 그들은 거의 다 젊은이들이었고, 그리고 

그 젊은이들은 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기네들은 인생에 피로한 것같이 느꼈다. 그

들의 눈은 그 광선이 부족하고 또 불균등한 속에서 쉴새없이 제각각의 우울과 고달픔

을 하소연한다. 때로, 탄력있는 발소리가 이 안을 찾아들고, 그리고 호화로운 웃음소

리가 이 안에 들리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이곳에 어울리지 않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방에 깃들인 무리들은 그런 것을 업신여겼다.127)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의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생각한다. 그는 눈앞에 경성역을 본다.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게

다. 이 낡은 서울의 호흡과 또 감정이 있을 게다. 도회의 소설가는 모름지기 이 도

회의 항구와 친하여야 한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 의식은 어떻든 좋았다. 다만 

구보는 고독을 삼등대합실 군중 속에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 구보가 한 옆에 끼어 앉을 수도 없게스

리 사람들은 그곳에 빽빽하게 모여 있어도, 그들의 누구에게서도 인간 본래의 온

정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네들은 거의 옆의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일도 

126) 박태원, 「사흘굶은봄ㅅ달」, 《新東亞》 3권 4호, 1933년 4월, 148쪽.

127) 박태원, 「小說家仇甫氏의一日」, 《朝鮮中央日報》, 1934년 8월 1일-9월 19일.; 『소

설가 구보씨의 일일』, 깊은샘, 2006, 33쪽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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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오직 자기네들 사무에 바빴고, 그리고 간혹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기네가 

타고 갈 열차의 시각이나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네들의 동료가 아닌 사람

에게 그네들은 변소에 다녀올 동안의 그네들 짐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었다. 남을 

결코 믿지 않는 그네들의 눈은 보기에 딱하고 또 가엾었다.128)

오전 두시의

종로 네거리- 가는 비 내리고 있어도, 사람들은 그곳에 끊임없다. 그들은 그렇게도 

밤을 사랑하여 마지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그렇게도 용이하게 이 밤에 즐거움을 

구하여 얻을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들은 일순, 자기가 가장 행복된 것같이 

느낄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 그들의 걸음걸이에 역시 피로가 

있었다. 그들은 결코 위안받지 못한 슬픔을, 고달픔을 그대로 지닌 채, 그들이 잠시 

잊었던 혹은 잊으려 노력하였던 그들의 집으로 그들의 방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

다.129)

종로에나 서울역에서 마주친 군중들은 ‘피로’나 ‘고독’이라는 신체의 리듬 혹은 

감정을 서술자와 공유하고 있다. 이는 알 수 없는 낙서로 추측만이 가능할 뿐 실

체를 알 수 없는 동경의 군중들과는 분명한 차이를 갖는다. 위의 인용문은 강요된 

비인간성이 만연한 도시의 풍경에 환멸을 느끼고 연민하는 구보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대목이다.

나는 속으로 신문기사의 표제를 고르면서, 그 곳에 서서, 때마침 관청에서 물러 나오

는 『쌔러리맨』들의 복잡한 행렬을 구경하고 있었다.

…(중략)… 

나는 그 고무장화의 피곤한 행진을 보며, 그것을 응당 물로 닦고 솔질을 하고 할 그

들의 가엾은 아낙 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아낙들이 가끔 드나들어야만 할 전당포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곳에 『삶』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130)

1933년에 발표되었던 단편 「疲勞」에도 군중에 대한 구보의 이러한 감정이 

잘 표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경이 도시의 군중을 관찰하는 장소로 기능

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거리가 확보되는 반면, 경성은 ‘문턱 영역’으로서 가능성의 

128) 위의 글, 39쪽.

129) 위의 글, 75쪽.

130) 박태원, 「疲勞」, 『小說家仇甫氏의 一日』, 文章社, 1938, 69-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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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으로 인식되므로 서술자의 감정이 적극적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군중에 대한 

탐색은 『천변풍경』에 이르러 작품 전면에 다양한 인물군을 배치하는 기법으로 

변화한다. 『천변풍경』이 한 명의 주인공도 갖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금 떠올려 

보자.

구인회가 KAPF의 대타의식에서 시작되었음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박태원 역

시 자신의 작품에 대한 프로 문인들의 혹평에 여러 차례 불만을 표시한 일이 있었

다. 이기영에 대해서만 “KAPF 진영 내에 있어 우리가 승인할 수 있는 오직 한명

의 작가”라고 예외적으로 고평하고 있긴 하지만, “작품 속에서 실로 왕왕히 사회 

기구를, 경제 이론을 독자들에게 생경하게 강의하려 드는 점” 등을 끝내 인정할 

수 없는 단점으로 지적한다거나,131) 자신의 작품인 「五月의 薰風」의 주인공에 

대해 “두분의 위대한-(이것은 勿論反語라 하는 것이다)” 작가인 “李箕永 兪鎭午 

두분先生이” “어째 이러한 無用한 靑年을 그려노핫느냐” 하는 비난에 대해 “그분

들의 어느 『主義者』나 『鬪士』보다도 훨신實在感을가지고 잇다는 한가지 事實”

을 운운하며 반박하는 모습에는 글쓰기에 대한 그의 가치관이 고스란히 드러남을 

알 수 있다.132) 

그런데 이처럼 반反사상적 글쓰기를 지향했던 박태원이 고평하고 있는 일련의 

작품들이 소련의 프로 문학임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앞서 권은은 박태원

이 “1930년 초부터 이미 ‘사회주의’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하리코프 혁명 작가회의에 관한 글이나 소련·중국의 프로 소설

을 번역, 소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133) 실제로 1931년, 박태

원은 《동아일보》를 통해 세 차례에 걸쳐 소비에트 문학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들 소설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박태원이 혁명적 사상 그 자체를 문제시 했던 것

은 아니란 사실이 나타나 있다. 오히려 “아모에게도 搾取當하지안는, 그리고오즉自

己네들을爲하야서하는 勞働의尊貴함이여!”라는 부분이나,134) “革命的英雄主義가 

아”닌, “工場復興에 對한 눌를길업는 『熱』이 모든 勞働者를 團結시키어 一絲不

亂의 統制下에 이루는 『着實한實行』”135)을 강조하는 부분을 보면, 그가 사회주

131) 박태원, 「주로 창작에서 본 1934년 조선문단」; 류보선 편, 앞의 책, 392쪽에서 인용.

132) 박태원, 「내 藝術에 對한 抗辯-作品과 批評家의 責任」, 《조선일보》, 1937년 10월 

22일.

133) 권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정치적 무의식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

문, 2007, 6쪽.

134) 박태원, 「「리베딘스키」의作 小說『一週日』-푸로레타리아 文學의 最初의 燕」, 

《동아일보》, 1931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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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상을 옹호한다는 인상까지 받기도 한다. 물론 박태원이 고평하고 있는 부분

이 당대 KAPF 문학이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영웅적 주인공의 등장이나 분명

하게 제시되는 전망 등과는 다르다는 것은 알 수 있으며, 그가 강조하는 것은 각

각의 인물들 스스로가 갖는 자발성과 자율성이었다.

또한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주인공이 없는 형식을 취한 작품을 박태원이 가장 

인상깊에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作品에는 主人公이라 할者가업다 萬若隊長레슨이 指導者라는 點으로 主人公의 地

位를 主張한다 假定하면 隊員의한사람한사람이 炭坑夫요 或은農民이라는 點을들어 
가튼地位를 要求할수잇는 그러한 存在들인것이다.

作者는 爲先個人個人의 隊員이며 隊長을 描寫하고 그다음에 그個人의渾然한 融合體로

서의 『빠르찌잔』의部隊를 우리에게보여준다. 取扱된人物은全部가 만흔缺點이며 弱

點을가지고 잇는 우리周圍에서 흔히차즐수 잇는 그런存在다. 그하나하나에게 제各各

의過去와 性情을配置하야주어 피도살도 다잇는 『산個性』을 描出하여노흔 作者가 무

슨이러타할 革命的 煽動的 言辭로 우리를 『아지』하려하지안헛음에도不拘하고 우리

가 그러케도깁흔感銘을밧고 沈痛한 興奮을 늣기지안흘수 업게되는것은 都是 『데이

에』의 靈筆의所産일것이다.136)

이作品에는 적지안흔 人物이 登場한다 그들은 우리가 그時代에 想像할수잇는 人物들

의 全部이다 『레베딘스키』의 가장『리아리스틱』한筆致는 이人物들을 참으로遺憾업

시 描寫하야노핫다 그들은 作品에서 脫出하야나와 우리目前의 現實에서 縱橫으로躍動

한다

이作品도 이미紹介한 『壞滅』이나한가지로 主人公을갓지안핫다 共産主義의무리, 赤

軍과白軍, 勞働者農民, 『부르조아』 그리고 特히 이時代의女性을代表할만한 세 『타

이프』의 三女性……이人物들이 모다이作品中의 重한所任을 演出하고잇는것이다137)

인용한 부분을 살펴보면 박태원은 작품에서 인물 창조에 있어서 “전부가 많은 

결점이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그런 존재”에 주

목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 시대에 상상할 수 있는 인물들의 전부”를 등장시킬 때 

135) 박태원, 「라토코作 小說『세멘트』」, 《동아일보》, 1931년 7월 6일.

136) 박태원, 「「아·데이에」의 소설 『壞滅』-現代쏘엘,푸로레文學의最高峰」, 《동

아일보》, 1931년 4월 20일.

137) 박태원, 「「리베딘스키」의作 小說『一週日』-푸로레타리아 文學의 最初의 燕」, 

《동아일보》, 1931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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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소 의미를 드러낸다고 주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당대 프로 문학을 

겨냥한 듯이 “혁명적 선도적 언사로” 독자를 ‘아지’하는 것만으로는 공감을 살 수 

없다고 한 지적이 눈에 띄는데, 이는 박태원이 대중으로서의 독자를 고려하면서도 

그들에게 혁명적 사상을 주입시키는 방식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려내는 

형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감을 사고자 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형식이 박

태원이 『천변풍경』의 형식을 고민하는 과정에 반영되었음은 물론이오, 실제로 

작품이 주인공을 갖지 않는 구조를 취함으로써 독특한 특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은 

이미 언급했던 사실이다.

랑시에르는 ‘감성의 분할(감각적인 것에 대한 나눔)’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이

러한 과정을 통해 세계 안에 각자의 자리를 부여하고 각각에 몫을 부여하는 행위

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138)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분배의 과정 속에

서 반드시 누락되는 존재들이 생기며, 이 ‘몫 없는 자들’, ‘셈해지지 않는’ 자들, 혹

은 잉여적인 존재들을 인식하는 것이 정치라는 것이다.139) 랑시에르에게 정치는 

언제나 몫 없는 자들에 몫을 부여하는 행위로서 나타났으며, 이 포섭되지 않는 ‘잉

여’들이 문학의 정치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140) 

138) 자크 랑시에르, 오윤성 옮김, 앞의 책.

139) 랑시에르는 “사람들이 흔히 정치라고 인식하는 분배의 절차가 실은 정치가 아니라 치

안의 일부임을 지적한다. 치안은 사회적 신체를 잘 정의된 서로 다른 부분들로 끊임없이 

분할하려는 의지를 갖는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분배란 언제나 사회의 한 ‘부분’으로 이미 

인정받은 사람들이 다소간 평등한 방식으로 공동체로부터 자신의 ‘몫’을 찾아가는 활동의 

불과하다. …(중략)… 그렇다면, 치안과 구분되는 정치, 랑시에르가 말하는 고유한 정치란 

무엇일까? 능히 짐작할 수 있듯이, 그것은 치안의 논리가 ‘없다고’ 여기는 것들을 있다고 

말하는 것, 더 나아가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그것들을, 보이고 들리게끔 만드는 

일이다.” 김수환, 앞의 글, 77-78쪽.

140) “초과된 사물들, 초과된 존재들, 이 논거는 특정한 작가의 방식이 아니라 문학 자체를 

겨냥한다. 이것은 문학의 정치를 겨냥한다. 이 정치의 중심은 전체를 말하기, 말하기의 초

과와 어떤 정치적·사회적 상태 간의 관계이다.” 71-72쪽.

   “존재들과 사물들의 조류, 잉여적 신체들의 조류가 소설에 밀어닥친다. 반민주주의적 소

평론들의 저자들은 이것을 밀도의 문제로 취급하려고 했다. 소설 상자 안에 숙명적으로 

뒤죽박죽되어 있는, 잉여적인 대등한 신체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과는 통계학적인 

것이 아니다. 초과는 신체들의 계산, 그리고 낱말과 의미의 계산 사이에 가정된 조화에 

의해서 규정된다. 비교해야 할 것은 신체들의 사회적 밀도와 그 소설적 밀도가 아니다. 

이것은 정치적 허구와 문학적 허구라는 허구의 두 형태를 지배하는 신체들과 낱말들 간

의 질서 혹은 무질서이다.

   왜냐하면 문학은 민주주의, “대중들의 통치”가 아닌 신체들 또는 낱말과의 관계 속의 초

과로서 민주주의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무엇보다도 계산되지 않은 사람을 계

산되게 만드는 낱말들의 발명인데, 이 발명은 정치적 공동체를 “빼어난 동물”(le bel 

animal), 유기적 총체성으로 만들었던 말과 침묵의 정돈된 분할을 흐트러뜨린다.” 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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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짧은 글이지만 김남천의 『천변풍경』 단행본 리뷰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희곡처럼 꾸민 독특한 형식의 이 글은, 작품의 핵심을 날카롭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구보가 책을 끼고 천변에 들어서니 “재봉이, 창수, 점룡이, 용돌이, 점룡

이 母親, 깍정이” 등이 그를 둘러싸고 한탄을 한다. 자신들의 궁색한 살림을 구보

가 만천하에 드러내어 이제 어찌 낯을 들고 다니겠냐는 하소연에, 구보는 누구에

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냐고 묻는다. 재봉이 “이래배두 無線電信대가 다 잇”다며 

“순동이집에 다마치러온” “崔載瑞, 李源朝, 林和, 安懷南, 또 누군가 이 평양여석 

金南天” 등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따지자, 구보는 “若干怒氣를 띠우며” 다음

과 같이 말한다.

내가 한푼의 價値도없는 너히들에게 人間性을 너허주고 너히들의 生活가운데 휴마니

티를 너허준줄은 몰르구서 백제이게 무슨 背恩忘德의 무지한 버릇들이야. 이쁜이를 

姜서방헌테서 찾어다준건 누구야. 錦順이를 誘拐魔의 손에서 뽑아준건 누구야. 기미꼬

의 義俠心을公開헌건누구며 빨래터의 價値를 올려준건 누구며 거지들의生活에 유모아

와 同情心을 선물헌건누구며 都大體 너이들이사는 아레대, 이天邊가를 有名허게헌게

다 누구덕분이란 말이냐.141)

머쓱해진 이발소 주인이 그럼 읽어보게 책이나 한권 달라고 하니, “一圓八十錢

이 뭣이비싸서” 망설이냐며 하나씩 사서 보라는 말로 이 짧은 글은 마무리 된다. 

마지막까지 재치를 잃지 않는 김남천의 이 리뷰가 간파하고 있는 것은 『천변풍

경』이 무가치한 인물 혹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인물들을 발견한 작품이라는 사

실이다.

첫 장면으로 그려진 여성들의 담화공간인 빨래터에서, “안악네들은 그곳에 빨

래보다도 오히려 서로 자기들의 그「독특한 지식」―?―을 교환하기 위하야 모혀 

드는것이나 같이 언제고 그들사이에는 결코 화제(話題)의 결핍(缺乏)을 보는일없이 

그렇게들 입을 놀리고 있”다.142) “요만 밖에 안되는” “비웃”을 “십오전”이나 주고 

쪽. 

   자크 랑시에르, 유재홍 옮김, 『문학의 정치』, 인간사랑, 2011.

141) 이 대목에서 김남천이 “너이들이사는 아레대”를 언급한다는 것은 이 작품이 ‘북촌/남

촌’의 식민지적 경계를 주로 다룬다기 보다 ‘우대/아랫대’의 전통적 경계에 주목하고 있다

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윗대에는 양반이, 아랫대에는 서민들이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 『천변풍경』의 인물에는 지식인의 역할이 부재한다는 필연적

인 결과를 깨닫게 된다. 김남천, 「뿍·레뷰- 朴泰遠氏著 『川邊風景』」, 《동아일보》, 

1939년 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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샀다는 “이뿐이 어머니”의 이야기에 “어제 안집이서두 삿는데 한마리에 팔전꼴이 

채못되”었다며 “칠성어멈”이 답하자, “점룡이어머니”는 “낫개루 사먹는것허구 한

꺼번에멫두룸식 흥정허는것허구” 다르다고 셈을 해준다.143) 뒤 이어 그들은 “하자 

사십전짜리 교직” “저구리”의 질에 대해서 한마디씩 한다.144) “개천 건너 한약국 

앞을 오락 가락 하는 동저고리바람에 아이를 업은 사나이를 바라다”145) 보며, 이

들은 다시 “고무신이 생겨서” “모두들 싸구 편헌통에그것만 신으니 그래 징신 마

른신이 당최에 팔릴까닭이”146) 없어, “강원도 춘천엔가”로 “쉬이 낙향을” 하게된 

신전집에 대해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시절탓”으로 결론짓는다.147) 

이 빨래꾼들의 보이지 않는 ‘소음’이 가시성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서술자나 전지적 작가의 주제의식이 아니라, 사회의 위계질서에 포섭되지 

않는 ‘소년’ 재봉의 시선에 포착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주체에 대해 타자의 시선

이라는 도시적 현상이 개입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타자가 대중의 일원이라는 문

제의식 역시 결부되어 있다. 이러한 대중과 지식인의 관계 역전은 박태원이 이야

기에 대한 자신의 경험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그 의미를 해명할 수 

있다. 즉, 이 대목에서 서구적 모더니즘이나 포스트모더니즘에서 그 기원을 찾는 

불가능한 노력보다는, 그가 모더니티가 전제하는 치안의 논리를 간파하고 이야기

가 갖는 미학의 정치를 모색했음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테면 

근대소설의 전통에서 독자는 발신자로서 작가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주

된 임무였지만, 주체의 지위 자체가 불안정해진 모더니즘 이후 독자는 서사에서 

그 목소리를 점점 확대해갔다. 모더니즘 이후 “독자는 여백을 메울 자유가 주어지

면서 동시에 텍스트에 제공되어 있는 패턴들에 의해 통제당하”는 존재이지만, 동

시에 텍스트는 독자에 의해 구축되는 것이기도 하다.148) 여기에서 지식의 소유 여

부에 따라 대중은 포함, 배제의 선택지 위에 놓이는 것이다.

초기 작품들과 함께 발표되었던 톨스토이 번역 작품들과 박태원이 일제 말기에 

이르러서 번역하는 다수의 중국 민담 역시 같은 맥락에서 논의할 수 있다. 당대 

142) 박태원, 「川邊風景」 1회, 《朝光》, 1936년 8월, 267쪽.

143) 위의 글, 263쪽.

144) 위의 글, 264쪽.

145) 위의 글, 265쪽.

146) 위의 글, 266쪽.

147) 위의 글, 268쪽.

148) 엘리자베드 프로인드, 「소요하는 독자」, 신명아 옮김, 『독자로 돌아가기』, 인간사

랑, 2005, 2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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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스토이의 문학과 사상이 국내로 유입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정신적인 가치를 강

조하고, 주어진 삶에 충실함으로써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자는 계몽의 수단이 되었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최남선을 시작으로 이광수, 김동인, 김억 등 당대 

많은 문인들이 톨스토이의 예술, 종교, 철학을 소개했다. 톨스토이 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수용 양상을 신동욱은, “이 시대의 한국인들이 일제의 압력에서 

벗어나려는 정신주의적 한 경향을 엿볼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동시에 …(중략)… 

日帝의 현실적인 억압과 탄압에 대한 내면적 대응의 한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149) 문석우 역시 조선에 톨스토이의 작품이 소개된 

것은 주로 후기 저작들임을 지적하면서, 그 이유를 톨스토이 문학의 예술성보다는 

동시대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종교 전반에 걸친 분석과 비판이 계몽주의적 성

격이 강한 조선의 근대 문학이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

다.150)

박태원이 번역한 작품들 역시 예술적 측면이 강조되는 소설이 아닌, 대중을 의

식하고 교훈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민담 장르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톨스토

이는 민중과 지식인의 관계 속에서 민중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고,151) 「이
야스」가 수록된 《新生》지 3권 9호의 ‘杜翁紀念’ 란에 天然人이 옮긴 「先親杜

翁과 露國政府」라는 글에서도, 민중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톨스토이의 사

상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박태원의 톨스토이 번역이 대중을 염두에 

두면서도 그것이 대중의 기호를 의식한 번역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계몽의 대상이

자 존중받아야할 대상으로서 대중을 발견하고 있다는 점은 부각될 필요가 있다. 

덧붙여, 이때의 계몽이 작가의 전지적 목소리에 의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강

조해야 한다. 오히려 작가와 독자가 공유하는 세계 안에 그 권력 관계를 재조정하

는 서술자를 적극적으로 개입시킨다든지, 작가의 대리자인 서술자와 등장인물의 

위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초점화자의 시선을 통해 가치를 전도하는 방식을 택하고 

149) 신동욱, 「러시아 문학의 수용과 한국문학」, 『교수아카데미총서』, 일념, 1993, 146

쪽.

150) 문석우, 「러시아 사실주의 문학의 수용과 그 한국적 변용-톨스토이를 중심으로」, 문

석우 외, 『한국근대문학의 비교문학적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4.

151) “톨스토이가 지식인과 민중과의 결합을 통해서 건설하고자 하는 사회는 ‘기독교에 기

초한 공산주의’라고 명명할 수 있는 일종의 사회적 유토피아였다. 그의 목표는 모든 인간

을 착취와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무계급사회에서 서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었다. 물론 

이를 위해 참된 그리스도 가르침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이웃사랑에 기초한 사회적 조건

들의 혁명화가 전제되어야 했다.” 최대희, 「역사학: 톨스토이와 사회민주주의적 인텔리

겐치아」, 《러시아어문학 연구논집》, 2003, 3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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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 특히 초기 번역 이후 박태원의 소설 창작에서 등장인물들이 일상적

으로 마주하게 되는 도시의 하층민으로 그려지는 점은 톨스토이의 민담과 유사한 

측면을 보인다.152)

정리하자면 『천변풍경』 이전의 작품들에서 박태원은 도시의 군중에 대한 탐

색에 주력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들을 어떻게 무대화시킬 것인지를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천변풍경』에서 주인공이 없는 다양한 인물군을 그려내는 형식

으로 나타났다면, 이후 대중 통속 소설로 분류되었던 장편들에서는 대중 독자를 

의식하는 양상으로 변주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월북을 전후로 발표된 역사

소설에서도 박태원이 아래로부터의 혁명, 민중의 힘을 그려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는 사실도 이러한 흐름과 연관된다. 이 글에서는 군중의 모습에서 가능성의 주체

를 어떻게 추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전체 작품 세계 속에서 군중을 어떻게 다

루는지에 대한 논의는 추후의 과제로 남기도록 한다.

3.2. 기존 세계와의 대립과 ‘불화’의 정치성

『천변풍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인물로, 단연 이발소 소년 ‘재

봉’이와 평화 카페의 여급 ‘기미꼬’를 꼽을 수 있다. 재봉의 시선을 통해 천변의 

사람들과 풍경이 관찰되고, 작품 말미에서 재봉이 고대하던 대로 포목전 주인의 

모자가 진창에 곤두박질침으로써 기존 세계의 권위가 추락하고 희화화되는 결말을 

보인다는 지적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기미꼬의 경우, 작품을 통틀어 

가장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인물로서, 인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윤리적 모범

을 보이거나 새로운 형태의 가정을 꾸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었다. 

아이나 여성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지만, 정치적 주체로서 재발견의 가능성을 가진 

인물군으로 천변의 ‘깍정이들’을 꼽을 수 있다.

……손님이 넥타이 매든 손을 멈추고 그가가르치는 곳을 내다 보느라면 딴은 낡은 노

동복에 때묻은 나이트캡을 쓰고 아모렇게나 막되어 먹은놈이 덜렁 덜렁 빨래터 사다

152) 오자은은 박태원 소설의 도시 소수자들을 불구, 가난, 사회적 차별과 같은 장애 속에서

도 생명력과 명랑성을 가지면서 도시 속 전원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주체로 파악했다. 오

자은, 「박태원 소설의 도시 소수자 형상화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이처럼 민중의 일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능성을 모색하는 박태원의 소설 창작법

은 톨스토이 번역과 비슷한 맥락을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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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올 러온다.

「저거 땅군 아니냐?」

「땅꾼요?」

「거지대장 말야」

「저건 둘째 대장예요. 그런데 지금 어딀 가는지 아세요? …(중략)… 저사람이 대리밑

으루 들어가서 거기서 거지들한테서 둔을 십전이구 이십전이구 얻어 갓조. 그래 그걸

루 술두 사멱구 밥두 사먹구 허는데 그게 거지들이 동량해 들인거니 이십전이구 삼십

전이구간에 모두 동전 한푼짜릴꺼 아녜요? 그런데 저사람이 동전 갖이 구는는 절대 

술집일 안들어 가거든요. 그래 꼭 가게루가관서 그걸 모두 십전짜리루 바꿔 달래

서……」153)

앞 장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전통적으로 청계천은 서울에서는 전과자들이나 

거지들이 청계천 근처에 모여 사는 공간이었다. 전통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이들

은 지속적으로 차별과 소외를 겪어왔지만 끝내는 그들끼리 살아갈 방법을 강구하

기도 했다. 그래서 “조산의 거지들이 하는 일에는 뱀이나 두더지 따위를 잡는 일

도 있었다. 그래서 옛날부터 뱀을 잡아다 파는 사람을 땅꾼이라고 했다.” 궁중 내

의원 등에서 약품으로 쓰는 이러한 동물들을 포도청으로 하여금 잡아 올리도록 했

고, 포도청에서는 다시 거지들에게 이 일을 맡겼던 것이다.154) 또 조산의 거지들

이 하는 일 가운데에는 초상이 났을 때 상여를 매거나, 행려병자가 죽었을 때 시

체를 문 밖으로 내다 버리는 일도 있었다.

여기에서 박태원은 이 깍정이의 역사성을 통해 그들의 ‘몫 없음’을 전복하려는 

시도를 한다.

153) 박태원, 「川邊風景」 1회, 《朝光》, 1936년 9월, 277-278쪽.

154) 이경재, 앞의 책, 29-37쪽.

    작품 속에도 거지들의 이러한 생활 모습이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궤짝은 물 속에 잠겨 있었으나, 다리 기둥에다 철사로 묶어 놓아 위치는 변하지 않았

다.

    철사를 글르기도 용이한 일이 아니였지만, 가뜩이나 무거운 궤짝에 흠씬 물이 먹은 놈을 

날르기는 정 어려웠다.

    『들구 오겠니? 들구 올러 오겠어?』

    머리위 천변에서 둘째 대장이 소리를 버럭 질렀다.

    (자식이 어-이. 이걸 들구 올러가긴 으떻게 올러가?……)

    …(중략)…

    (제-길헐……, 위허긴 즈이집 신주버덤두 더허이……) 

    마음대로 하랬으면 그 빌어먹을 궤짝을―무슨 살무사며 동아뱀이며 두더쥐며 왼통 그따

위만 쓸어 넣은 이놈의 궤짝을 개천바닥에다 홱 팽겨치고싶었다.“ 박태원, 「續 川邊風

景」 4회, 《朝光》, 1937년 4월, 3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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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도 별르고 기다리든 포목전주인의 중산모가 끝끝내 바람에 날러 떨어진것이다. 

그 불운한 중산모는 하필 골르디 골라 새벽에 살어름이 얼었다 마악 풀린지 얼마 안

되는 개천물속에가 빠젔다.

상파데기에 불에 덴 자국이 있는 깍정이놈이 다리밑에서 뛰여나와 얼른 건젔으나 시

꺼먼 똥물이 뚝뚝 떨어지는것이 코에다 갖다대보지 않드라도 위선 냄새가 대단할듯싶

었다.

…(중략)…

「얘 얘 너 봤니? 으떻게 떨어젔니? 응? 바람이 불었니?」

재봉이는 중산모가 그의 머리에서 굴러떨어지는 현장을 목격하지 못한것이 아모래도 

유감이였다.

…(중략)…

천변에 구경꾼들은 얼마동안 좀처럼 흩어지지 않었다. 중산모를 빼뚜스름이 쓴 깍정

이녀석이 바루 흥에겨워 「채풀링」흉내를 내고 있는 꼴이 제법 흥미깊었든 까닭이

다.155)

작품 말미에서 포목점 주인의 모자가 떨어지는 유명한 장면만큼이나 이들이 바

로 포목전 주인의 모자를 걸치고 장난을 치는 장면에 주목할 수 있는데, 이는 

『천변풍경』이 몫을 새롭게 분할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박태원이 아이의 시선에 좀 더 주목하고, 재봉이라는 인물을 부각시키고

자 한다는 것을 연재본에서 단행본으로의 개작과정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천변

의 풍경이 소개되고 있는 1절과 2절은 최재서가 지적한대로 ‘카메라의 눈’이 전체 

배경을 파악하고 구성을 보인다. 그런데 2절의 말미에서 기미꼬와 한약국집 젊은 

내외를 관찰하던 재봉이에게 이발소의 김서방이 핀잔을 주는 부분에서 연재본과 

단행본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우선, ‘아이’를 초점화자로 내세운 작품의 특성에 대해 대부분 

타락한 어른들의 세계를 때묻지 않은 시선으로 관찰함으로써 속화되는 당대 세계

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확보했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156) “재봉이와 

155) 박태원, 「續 川邊風景」 9회, 《朝光》, 1937년 9월, 218쪽.

156) 이러한 논의는 비교적 초기의 연구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인

다. 

   “소년 재봉이의 시선으로 해서 작품전체가 밝고 긍정적이 된다. 그는 아무 편견도 없는 

맑은 눈을 가지고 이발소 창 밖에 유동하는 생활을 모조리 관찰하고 또 소년다운 순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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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자는 청계천변을 중심으로 前近代와 近代가 혼류하는 과정 속에서 배태되는 

재화 위주의 가치관을 부정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하며,157) “도시 주변부에 진입

한 아이들의 변화 과정에 대한 작가의 서술 태도는 기성세계로의 순응적인 입성과 

성장에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158) 더불어 창

수나 겜도리 소년소녀들이 “도시 생활의 속악함에 물들어가는 과정에 견준다면 이

들보다 훨씬 상경 시기가 이른 ‘재봉’은 거꾸로 그런 속악함에 아직 오염되지 않은 

인물”이라고 판단하면서, 재봉이 “일정한 면역 체계마저 지니고 있는 인물”이며, 

‘구보’와 같은 인물이라는 논의도 있었다.159)

「얘 뭣에 또 정신이 팔렸어?」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보니 어느틈에 머리를 다 깍은 민주사가 소매를 

걷으면서 세면대로 향하여 간다. 소년은 불이낳게 그의 뒤를 쫓어가지 않으면 안되였

다. (연재본)160)

『인마. 뭣에 또 정신이 팔렸니? 어서 선생님 머리 감아드리지 않구………』

바로 등 뒤에서 소리를 꽥 지르는 것이 들어 온지 얼마 안된게 주짜만 빼러 드는 김

서방이라, 소년은 은근히 골이 나서,

『내가 인마에요? 내이름은 어엿허게 재봉이예요.』

볼이 멘 소리를 하고, 민주사의 뒤를 따라 세면대로 걸어 갔다. (단행본)161)

연재본과 단행본을 비교해 보면, 연재본에서는 3회가 연재되도록 이발소 소년

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데 비해, 단행본에서는 ‘재봉’이라는 이름을 소개하는 것

으로 첫 회가 마무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작과정에서 개별자로서 아이가 

갖는 성격을 좀 더 부각하고자 했던 박태원의 의도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실제로 

마음과 귀여운 유머어를 가지고, 소년다운 비평을 내린다.”는 평가와 대조적으로 같은 아

이지만 “창수는 재봉이 보다 도시 생활의 후배이다. 그러나 그는 훨씬 빨리 그 생활에 물

들어간다. …(중략)… 작가는 애정을 가지고 재봉이를 보고 있으며 도시의 환경 속에서 

닳아져가는 창수가 별반 부럽지않다는 태도다. 이러한 작가의 도시화에 대한 혐오감은 배

경을 川邊이라는 가장 보수적인 지역을 택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작품 전체에서 느끼는 

脫都市的인 느낌과 통한다.”는 평가가 대표적이다. 金鏞熙, 앞의 글, 169-170쪽.

157) 정현숙, 앞의 책, 186쪽.

158) 姜相熙, 「朴泰遠論」, 《韓國學報》 16집, 1990, 189-190쪽.

159) 한수영, 「『천변풍경』의 희극적 양식과 근대성-'유우머' 소설로서의 『천변풍경』」, 

《상허학보》 2집, 1995, 360쪽

160) 박태원, 「川邊風景」 1회, 《朝光》, 1936년 8월, 281쪽.

161) 박태원, 『川邊風景』, 博文書館, 1938.; 1941년 재판본,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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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은 연재시 첫 부분부터 창수의 상경을 비중 있게 다루었고, 재봉이를 자주 

초점화자로 택한 바 있으며, 후반부에서는 구락부의 소년소녀를 각각의 특징을 살

려 자세하게 소개하는 한편, 순동이를 이상적인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등 

아이라는 인물군의 특성과 개별성에 주목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발 중에 금순의 근황을 묻는 포목전 주인의 말에 재봉은 신이 나서 “얼른 알

안곳을 하”며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러자 “밤낮 허라는 일은 안허구서 그저 새면

으루 귀동냥만 댕긴”다며 “김서방”이 핀잔을 주고, 당돌하게 “내가언제 귀동냥을 

허러 새면 댕겼에요? 김서방이 연애허느라 밤낮 바뿌지” 하는 소리로 좌중을 웃긴

다. 민망해진 김서방이 “그대로 소년에게로 달려들어 쩔걱! 소리도 탐스럽게스리 

따귀를 한대 부”치자, 재봉도 지지않고 “어린애라구 아주 만만”하게 대한다며 대

든다.162) 이처럼 창수와 마찬가지로 재봉에게 있어서도 아이의 시선은 순수하고 

순종적인 것과는 차이를 가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위의 인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장 빈번하게, 또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인물인 재봉이조차 ‘김서

방’과 자주 다투는 모습이 포착된다. 작품에 등장하는 다른 아이들 역시 기존의 세

계와 불화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생얘기 여급얘기 갈보얘기를 한바탕 느러놓고는 스스로 만족하여 하는 종로 어느 

은방의 젊은 주인이 오늘은 또 무슨 흉칙한 생각을 갖이고 저러고 있는 것일까?―지

난번에 「면모」(面毛)만 잠깐 하러 왔을때 바로 저 건네 카페 게집들 얘기가 나와 

거기는 그저 쓸만한것이라고는 「하나꼬」가 하나 있을뿐인데 어찌나 애가 쌀쌀한지 

도대체 얘기를 부처 본다는수가 없다고 거의 한탄비슷이 하든소리가 어인 까닭도 없

게 머리에 떠올라,

(놈이 암만 그래야 하나꼬가 어떤애라구……)

하고 …(중략)… 두사람의 동정만 직혀 보려니까 이것은 또 너무나 뜻밖의ㅅ일로 두

사람은 미리 그러기로 마추어 두었든것이 분명하여 하나꼬가 그의 옆에까지 가자 남

자는 말없이 앞장을서고 여자는 또 그대로 그의뒤를 딸어 …(중략)… 이 어두운밤에 

소년의 마음에는 적지아니 언잖고 흉하였다.163)

(참말이지 꼭두새벽에 눈 뜨기가 무섭게 그저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하루왼종일을 남

을 죽두룩불려만 먹구 …(중략)… 다른 약국에 있는 애들두 모두 오원씩은 받는다는

데 이건 월급이라구 단돈 삼원이니……)164)

162) 박태원, 「續 川邊風景」 4회, 《朝光》, 1937년 4월, 384-385쪽.

163) 위의 글, 274-2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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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이들은 어른들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며 자신들만의 암묵적인 규칙을 만

들어 나가고, 그러한 생활에 익숙한 모습도 보인다. 창수는 “언젠가고물상에서 오

십전에 샀다든가 육십전에 샀다든가 가지고 와서 자랑을 하든 제법 큰 학생 가방”

을 들고, “역시 고물상에서 일환칠십전이라던가 팔십전이라던가에 샀다는 목구두”

를 신고, 재봉을 “빙수가가”로 데려간다.165)

밖에 비는 나리고 있었고 또 그러한 시각에 그안에는 다른 객이란 있을턱없이 얼음가

가 주인은 심부름하는 아이에게 가가를 맡겨 둔채 자기는 우중충한 그안 한쪽벽에 기

대여 놓인 기다란 나무걸상우에가발을 쭈욱뻗고 누어서 태평으로 코조차 골고 있었

다.

「얘애 두그릇만 응? 알었지?」

잠자는이에게 들리지 않게스리 소리를 무척 낮으게 그리고 눈을 찡굿하며 가다보는 

아이에게 이르느 말은 역시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친하여 오늘뿐이 아니라 딴때에도 

얼음쪼각이며 과자 부스럭이며 그러한것 맛보는데 돈은 필요없었든것을 의미하는 것

이다.166)

「사람의 새끼는 서울로―」 라는 말은 어찌면 「지언」(至言) 일지도 모른다. 원래 

타고나온 천성이 그렇기도 하였겠지만 도회의 감화란 실로 무서운것인듯싶어 서울에 

올러 와있은지 반년이 못되여 그렇게도어리고 순진하든 십삼세 소년 창수는 이미 이

만큼이나 자라고 또 「영리」하여진것이다……167)

앞서 언급했듯이 아이들의 이러한 생활 방식, 특히 창수의 ‘영리’함은 일찍부터 

어른들의 세계에 입문해 속물화된 부정적인 면으로 파악되었다. 시골에서 처음 서

울로 올라와 어리둥절한 상태인 창수에게 한약국집 주인 영감은 담배 심부름을 시

킨다. “일원지페를 그에게 주었든것은 혹은 따로 잔돈이 있었으면서도 그러한 간

단한 세음 이라도 소년이 칠줄아나 어떤가를 시험해 볼여는 그러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였을지도 몰은다.”168) 실제로 소년은, 자신있게 거스름돈을 받아왔지만 “그중

의 한푼은 거의십전짜리만이나 하였어도 틀림없는 오전짜리 백통전이”었던 탓에, 

164) 박태원, 「續 川邊風景」 1회, 《朝光》, 1937년 1월, 147-148쪽.

165) 박태원, 「續 川邊風景」 4회, 《朝光》, 1937년 4월, 380쪽.

166) 위의 글, 380-381쪽.

167) 위의 글, 383쪽.

168) 박태원, 「川邊風景」 2회, 《朝光》, 1936년 9월, 2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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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영감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고 담배를 파는 반찬가게 주인에게서는 면

박을 받고 만다.169) 주인 영감 앞에서 한껏 주눅 들었던 창수는 벌써 한 해를 다 

채우기도 전에 도시 생활의 감각을 익혀, 주인 영감과의 불화는 심각한 지경에 이

르게 되고 종래에는 한약방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일찍 속물적 세계에 눈을 뜬 아이들에 대한 작가의 시선이 어느 정도 곱지 않

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이지만, 작품에 등장하는 아이들이 비판적으

로 그려지는 것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우선 ‘영리’하다는 말이 반어적으로 쓰였

다고 보기 어려우며, 창수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품을 가진 다른 아이들에게 있어

서도 도시의 생리와 셈에 대한 감각은 예민한 것으로 그려지기 때문이다.

종로 보신각(普信閣)뒷골목에 있는 한양구락부(漢陽俱樂部) 라는 「다마치는집」에서 

금순이의 오래비 순동이는 「께임도리」를 하고 있었다.

근무시간은 오전 열한시경부터 그이튼날 오전 한시경까지―월급은 들어오는 당초에 

십환이든것이 그뒤승급이되어 지금 십일환을 받고 있다.

…(중략)…

같이 한집에서 일을 보고 있는 그와한또래의 께임도리가 소년이 두명, 소녀가 두명으

로 순동이와 도합 다섯명 ……170)

“아이들중에서는 그중 나이가 많은삼봉이란 녀석”은 “고모의손에 길려오다 그 고모마

저 삼년전에 돌아가고 그뒤로는 인물이 과히 흉치않은 「누나」가 카페 여급노릇을 

하여 그래 지내오”는 처지다. “삼봉이녀석과는 모든점에 있어판이하”게 다른 “영선”

은 “부모 형제가 모다 없”어 “남편되는 사람은 그에게 자식둘을 남겨놓고는 만주라나 

그러한데로 오년도전에 들어가서는 근래 풍년에 들으면 딴계집을 데리고 같이” 살아 

“생과부노릇을 하며 바느질품을 팔어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아즈머니”를 의지하고 

산다. “명숙이란 계집애는” “그 언니가 관철동에서 기생노릇을 하”는 처지이며, “구락

부에서는 그중 나이가 어린 경순이라는 계집애는” “다섯아이중에선 육년제 보통학교

를 바루 올 사월에 완전히 졸업한 유일한「지식인」”이다.171)

인용한 아이들의 면모는, 어른들의 시선에서 보았을 때 아이들이 타락한 모습

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지(화자 역시 어른의 시선에서 아이들을 우려하는 것으로 

169) 위의 글, 284-285쪽.

170) 박태원, 「續 川邊風景」 7회, 《朝光》, 1937년 7월, 94-95쪽.

171) 위의 글, 95-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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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아이들은 아이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 타락한 세계와 불화하는 방식에서 아이의 시선이 갖는 하나의 가능성을 읽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현재 상황과 조화를 이루지 못

하고 있는데, 재봉, 창수를 비롯한 아이들의 대부분이 기존의 질서를 흐트러뜨리거

나 어른으로 대표되는 기성세대와 불화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삶을 새롭게 만들

어가는 모습이 빈번하게 포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습들은 새로운 세계와 불화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새롭게 

터득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런 불화야말로 정치적인 것을 탄생시키는 

중요한 계기라 할 수 있다.172) 아이들은 어른들의 세계에서 순종적이고 질서에 따

르는 것이 순리처럼 여겨지지만, 작품의 아이들은 어른들과 불화함으로써 “공동체

의 합의를 넘어가고 있”다. 랑시에르는 ‘감각적인 것의 나눔’(감성의 분할)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그것을 각자의 몫과 자리를 규정하는 경계설정으로 보고, 이를 ‘치

안’으로 명명했다. 그런데 정치적인 것은 이러한 경계를 넘어설 때 탄생한다.173) 

재봉이나 창수,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어른들의 세계와 순종적으로 화합하지 못하

는 것은 이들이 새로운 정치의 주체로 도약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수잔 벅 모스는 “벤야민만큼 아이들을 진지하게 다룬 근대 사상가도 없을 것”

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실제로 벤야민에게 있어 유년시절에 관한 사유와 아이

의 독특한 인지 방식에 관한 발견은 중요한 것이었다.174) “왜냐하면 유년시절은 

172) “그러나 랑시에르가 ‘정치적인 것’이라고 부르는 것은 삶의 총체적 프로그램으로서, 치

안과 구별되는 또 다른 정치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것은 바로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집단들의 결집과 명령을 작동시키는 승인된 규칙들에 대해 예외를 만들어내는 활동, 즉 

불일치나 불화를 만들어내는 활동이다. 이 때문에 정치적인 것은 우리가 이미 정치 영역

이라고 부르고 있는 장소에 국한되어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

역에 들어가는 이들을 선별하고 그 영역에서 결정과 지배력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감

각적인 세계 일반의 분배 방식 또는 상징화 방식을 문제 삼는다. 따라서 이때 정치적인 

것은 오히려 치안적 활동을 반성하고 비판하는 작업이며, 나아가 치안적 영역에서 자신의 

몫을 분배받지 못하고 비가시화된 채로 존재하는 자들을 가시화하는 방식을 고안하는 활

동이라고 할 수 있다.” 진은영, 「감각적인 것의 분배」, 앞의 책, 500-501쪽.

   “정치란 공동체를 지도하는 기술이 아니라, 불일치하는 인간 행위 형태이자 인간 집단의 

결집과 명령을 작동시키는 규칙들에 대한 예외이다. 민주주의란 통치 형태도 사회생활 방

식도 아니며, 정치적 주체들이 존재하기 위해 거치는 주체화 양식이다. …(중략)… 지배가 

자신의 정당성의 감각적 확실성을 부과하기 위해 쓰는 감각적인 것의 나눔을 불일치되게 

재편성하는 정치, 권력을 행사할 자격을 갖지 않은 자들의 역설적 권력인 민주주의가.” 

자크 랑시에르, 양창렬 옮김,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길, 2013, 16-17쪽.

173) 이택광, 앞의 책, 283-274쪽.

174) 수잔 벅 모스, 김정아 옮김, 『발터 벤야민과 아케이드 프로젝트』, 문학동네, 2008, 

3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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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회복되고 실현되어야 할 망각된 꿈과 묻혀진 유토피아적 충동을 상기시켜주

기 때문”이다.175)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벤야민이 어린 아이들의 사유 방

식에 주목한 것이 “아이의 순수를 낭만화하는” 의미에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

는 “아동기를 살아낼 수 있었던 사람만이 진정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176) 

“어린아이는 어른 세계의 가치 체계를 뒤집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177)

어린 아이가 도시와 맺는 관계 역시 벤야민에게 중요하다. “어린아이의 희망, 

바람과 기대는 도시 환경에서 체계적으로 부정되고 좌절되”지만, 어린아이는 그 

“전도되고 왜곡되는 공간 속에서 유토피아를 꿈꾸는 인물”이다. “도시는 흥밋거리, 

오락과 모험을 약속하지만, 실제로 제공하는 것은 아주 적다. 도시는 행복 약속이 

붕괴된 장소”이며, “대도시 속에서 놀이는 노역으로, 호기심은 물신성으로, 상호성

은 횡포로, 즉흥성은 고역으로 변모”한다.178) 폐허와 같은 대도시 안에서 어린 아

이는 수집가적인 모습으로 세계를 재배치한다.179) 그램 질로크는 “어린아이는 유

행에 뒤떨어진 것과 버림받은 물건을 구조하여 그들만의 세계 속에서 축소판으로 

재조립”하며, “도시에서 발견되는 파편들을 줍고 재활용함으로써” “어린아이는 소

멸로부터 낡은 것들의 유물을 구해 낸다”는 것으로 아이의 넝마주이적 모습을 설

명한다. 이 때 “수집은 잘 정리된 인공물들의 연속이 아니라, 무작위적 발견의 응

집”이며, “우연한 획득과 무질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180) 

앞서 야시에서 산 물건들로 치장한 창수는 바로 넝마주이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인물이다.

   “새로움. “아이는 모든 걸 새롭게 본다. 항상 도취되어 있다. 아이가 어떤 형태나 색깔을 

흡수할 때의 기쁨만큼 사람들이 영가이라고 부르는 것과 닮은 것도 없을 것이다. …(중

략)… 아이가 뭔가 새로운 것을 마주하게 되면 시선을 고정하고 동물처럼 황홀경에 빠져 

그것을 응시하는 것은 이처럼 깊고 기쁨에 가득 찬 호기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보들

레르, 『낭만파 예술』, 파리, 162페이지(「현대적 삶의 화가」). [J 7, 1]” 발터 벤야민, 

조형준 옮김, 『아케이드 프로젝트 2-보들레르의 파리』, 새물결, 2008, 85쪽.

175) 그램 질로크, 앞의 책, 186-187쪽.

176) 수잔 벅 모스, 앞의 책, 342쪽.

177) 그램 질로크, 앞의 책, 177쪽.

178) 위의 책, 168-184쪽.

179) “유년 시절의 과제: 새로운 세계를 상징적 공간 속에 조립해 넣기. 어른들은 결코 할 

수 없는 일, 즉 새로운 것을 재인식하는 것을 아이들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략)… 

진정 새로운 모든 자연의 형상에는- 근본적으로는 기술 또한 그러한 형상 중의 하나이다

- 새로운 ‘이미지들’이 대응하고 있다. 모든 유년 시절은 이처럼 새로운 형상들을 발견해 

그것을 인류 이미지의 보고寶庫 속에 통합시킨다. [K 1a, 3]” 발터 벤야민, 조형준 옮김, 

『아케이드 프로젝트 4-방법으로서의 유토피아』, 새물결, 2008, 13쪽.

180) 그램 질로크, 앞의 책, 178-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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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원을 비롯한 1930년대 무렵의 작가들이 아이들에 주목하고 아동 문학 창

작에도 관심을 보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개화기 이후 “조선의 어린이는 

서구와 일본에서 발견된 의미에서의 ‘순진무구하고 인간성의 긍정적인 원형이자 

근대 시민의 씨앗’으로서의 개념에 더하여 “민족적 계몽의 대상”(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3, 216쪽)으로서도 발견” 되었으며, “이러한 아동관은 

1930년대로 접어들면서” “스스로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는 존재”(이재복, 『우리동

화 바로 읽기』, 소년 한길, 2004, 128쪽)로 파악되기 시작했다.181) 『천변풍경』

에 등장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박태원의 다른 소설에 등장하는 아이들에 대해 오

현숙은 이들이 대부분 “집의 ‘바깥 세계’에 놓여있으며, 위험하고 고단한 사람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데, 이는 “전근대적인 가정에서 성장하고 근대적인 교육 제

도의 ‘밖’에서 노동해야했던 식민지 조선의 특수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182) 그러나 이는 아이들이 처한 현실을 소설에 그대로 재

현하는 리얼리즘적 방식으로 작품을 해석한 것으로서, 여전히 기존 논의의 한계를 

되풀이할 위험을 갖는다. 

한편, 오혜진은 “식민지기 내내 룸펜이” “체제의 ‘잉여’ 혹은 반체제적 존재로 

분류되었”다고 보면서, 그 이유를 “그들이 ‘무위’의 존재”이자 “‘비생산성’의 존재”

로서 “‘불온함’의 혐의”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동시에 이러한 생활방식이 

“체제에 의해 길들여지지 않은 개성적인 취향과 감수성의 계발을 통해 식민권력이 

주조한 일상감각에 매몰되지 않기 위한 ‘라이프스타일의 문화정치학’을 구현하는 

식민지 댄디들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고 논의한 바 있다.183) 이 ‘댄디’와 같은 맥락

에 아이를 위치시킨 것이 하신애의 연구이다. 비교적 주목받지 못했던 방송소설에 

나타나는 아동표상에 주목했던 이 연구는 “전시체제에 접어들어 더 이상 그 누구

도 룸펜·백수로 머물러 사태를 ‘관망’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유일하게 백수로서 

집안과 “골목 안”을 ‘산책’하며 총동원의 열기로부터 ‘한 발 물러선’ 관찰자의 시

선을 견지할 수 있는 자”가 아이가 된다고 주장한다. 오혜진과 마찬가지로 하신애 

역시 “‘배제된 자’의 눈에 비친 전시체제”는 “프로파간다의 제국의 시점을 변질 전

181) 오혜진, 「1930년대 아동문학의 전개: 이주홍, 이태준, 현덕의 작품을 중심으로」, 

《語文論集》 34집, 2006, 229쪽.

182) 오현숙, 「박태원의 아동문학 연구」, 《아동청소년문학연구》 8집, 2011, 16쪽. 오현

숙은 이 부분에서 「最後의 侮辱」, 「放浪兒리앙」, 「영수증」 등의 작품을 그 예로 

들고 있다. 

183) 오혜진, 「1920-1930년대 자기계발의 문화정치학과 스노비즘적 글쓰기」, 성균관대학

교 석사학위 논문, 2009, 170-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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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시킨다”고 보는데,184) 이러한 배제된 시선의 주체로서의 아이가 이미 『천변풍

경』에 등장하고 있다 하겠다.185)

『천변풍경』에서 자신의 몫을 부여받지 못한 세계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

계를 형성해가려는 여성의 모습은 두 가지 양상으로 포착된다. 여급 기미꼬가 의

리와 생활력이 있는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민주사의 첩인 안성

집은 타락한 방식으로 현실 세계와 불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민주사의 고민은 “자기가 그래도 그만큼이나 돌보아주는 게집이 그보다 지지않

게 또자기에게 충실하리라 밋는” “관철동 집”이, 민주사의 “뜻하지 않은때의 심

방”에 “단속옷 바람으로 어떤 노상젊은 전문학교 학생놈과 바루 유성기를 틀어놓

고 마루에가자빠저서들희희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된 이후로 깊어만 간다. 

물론 “게집은 여우라 즉시 천연스러운얼골을 지여갖이고” 학생과 어린 시절부터 

가깝게 지낸 고향 친구라는 거짓말을 “화술(話術)과” “제법 교묘한” “표정”을 지

어가며 하였다.186)

184) 하신애, 「박태원 방송소설의 아동 표상 연구-전시체제기 일상성과 프로파간다 간의 

교차점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45집, 2011, 350쪽.

185) 물론 『천변풍경』 이전에도 아이를 주인공이나 초점화자로 하고 있는다른 작품들이 

여러 편 발견된다. 우선 ‘콘트’로 분류된  「最後의 侮辱」은 같은 지면에 이틀 전에 발표

한 「無名指」와 더불어 가장 초기작에 속하는데, 작품 끝에 기입한 창작일자로는 「최후

의 모욕」이 “一九二八, 一二, 一三”으로 “一九二九,六,一○”인 「무명지」보다 앞선다. 

(박태원, 「最後의 侮辱」, 《동아일보》, 1929년 11월 12일.) 박태원이 지면에 발표한 

최초의 산문인 셈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최후의 모욕」은 “희극적 상황은 표면적인 상

황과는 달리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활을 직접 해결해야 하는 불우한 처지로 

인한 소년의 비애와 상실감”을 드러내며, “호텔을 출입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경제적 지

위에도 불구하고, 불우한 처지의 호텔 보이에게 ‘팁이라는 귀여운 은전’하나 주는 것에도 

인색한 손님들의 야박한 세태가 문면에서와 같은 극적 상황을 통해 비판적으로 제시”하

는 작품으로 평가되었다. (공종구, 「박태원 초기 소설의 서사 지평 분석-최후의 모욕을 

대상으로-」, 《한국언어문학》 29집, 1991, 12쪽.) 그러나 식민 도시 경성에서 ‘호텔’이

라는 공간이 상징하는 바를 문턱 영역으로 설명하게 되면(“…(중략)… 제일 처음으로 세

워지는 건물은(한 식민통치자의 말에 따르면 ‘시민사회의 첫 번째 필요조건’) 항상 감옥과 

질서유지를 위한 건물들, 즉 요새, 병영, 법원, 시청 경찰서 등이었다. 이후에 식민모국의 

중앙집권국가에 의해 개발된 행정기구 및 사회 통제제도들이 식민지에 이식되어 도시의 

건축형태로 나타난다. …(중략)… 호텔은 사회적 포섭이나 배제를 위한 행위 공간이며 소

비와 재현의 관습을 변화시키는 공간이다.”(밑줄은 인용자) 앤소니 킹, 이무용 옮김, 『도

시문화와 세계체제』, 시각과 언어, 1999, 66-69쪽), 그 공간에 놓인 ‘아이’는 새로운 시

선으로 도시를 볼 수 있는 존재로 자리매김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가장 초기의 

작품이고 또 짧은 콩트인 탓에, 이 무렵에는 구체적으로 ‘아이’의 시선이 부재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박태원 작품 세계의 처음에 놓이는 작품이 주로 다루고 있는 소재가 호텔과 

아이라는 점만큼은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186) 박태원, 「川邊風景」 2회, 《朝光》, 1936년 9월, 297-2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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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삼각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장되는 모습을 보인다. 

××전문학교의 운동선수인 남자의 육체미(肉體美)는 계집의 가히 감상(鑑賞)하기에 족

한것이라, 관철동집은 이번유락(愉樂)에 좀더 몸이 달어서 어떻게 어리석은 민주사를 

살살 발러내여, 긁어낼수 있는 한도로 돈을 끌어내여 가지고는, 이 젊은 남자와 좀더 

질거운때를 가저보리라 게획하는것이였으나, 원산에서 수영부원(水泳部員)들의 합숙

(合宿)이 있어, 단 몇일이고 가봐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여비로 오십원을그의 핸드빽 

속에서 집어내 가지고 간「학생」이, 이번에는, 관철동집보다도 좀더 젊고 좀더 아릿

따운 여학생과, 해수욕꾼들이 장마로 하여 천막들을 걷어들고 돌아간인천 월미도(月

尾島)에 나타나, 사람들은 조탕(潮湯)속에서, 남들의눈도 꺼리지 않고 서로 희롱한다

는것을 꿈에도 알어내지는 못하였다.187)

이처럼 민주사로부터 타낸 돈으로 남학생과 밀회를 즐기던 관철동집이지만, 그

는 자신이 마련해준 돈을 가지고 남학생이 젊은 여학생과 해수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 수가 없다. 한 편, 자신의 눈을 속이고 관철동이 남학생과 “온양온천(溫

陽溫泉)”에 간 줄은 꿈에도 모르는 민주사였으나, 그렇다고 “눈을 멀뚱 멀뚱 뜨고, 

오즉 관철동집이 돌아오기를 고대하고만 있으란 법은 없”어 “밤이면은, 곳잘서린

동 강옥주(姜玉珠)집을 찾었”고, 그곳에서 “나이가 신선한데가” “타고나온 목소리

가 귀여”운 “취옥”을 만나고, “오류장(梧柳莊)으로 소풍”까지 가는 것이었다.188) 

이처럼 이들의 관계는 서로를 속고 속이는 것으로 맞물려 있는 동시에 같은 연결

고리를 통해 돈이 들고 난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관철동집을 얻은뒤로, 이번 이것이, 이를테면, 민주사로서는 오입다운 오입이라, 그는, 

마치 십년이나 젊어진듯싶게 질거운 히로를 가젔든것이나, 밤늦게 돌아오느라 잡어탄 

경인선(京仁線)막차속에서, 전에 자기와 관철동집과 사이에 일시 저기압(低氣壓)을 가

저왔든, 그 괘씸한전문학교학생과 딱 마주 친것은, 일이공교로웁기도 하였다.189)

“자기가 젊고 어여뿐 기생을데리고 다니드라 말이 나오다면, 일이 적지 아니 구챦게 

되겠다고” 생각하는 민주사와는 달리, “학생이 웬 이뿐 여학생허구” 다닌다는 말을 

전할까 잠시 걱정했던 학생은 “내 친구의 누이”와 “동행”한 것이라고 “얼마든지 변명

187) 박태원, 「續 川邊風景」 5회, 《朝光》, 1937년 5월, 333-334쪽.

188) 위의 글, 333-334쪽.

189) 위의 글, 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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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여지는있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놓는다. 오히려 자신이 “관철동집에게, 이자료(資

料)를 제공하면 민주사는 계집을 무마식히느라, 돈푼이나 또 내여놓지않으면 안될것

이요, 그럼 그중의 일부분은 또 자기에게로 돌아올”것임을 계산하는 여유를 부리는 

것이다.190)

남학생의 이러한 계산 속은 관철동집에 의해 그대로 실행되며, 결국 민주사에

게서 나온 돈은 관철동집에게로, 거기서 또 얼마간은 실제로 남학생에게 가는 경

로가 드러나고 있다.

바뿌다면 민주사는 요사이 관철동집 강짜를 얼범으리느라 며칠 아주 골머리를 앓는

다. 

취옥이와의 일건을 띵겨준것은 뭇지않어도 그 괫씸한 학생놈이 분명하였으나 그런것

을 이제 새삼스러히 문제삼는댓자 신통할턱 없이 그래 마음이 약하고 사람이 좋은 민

주사는 게집이 평소부터 사달라 졸르든 「다이야」백이 백금반지를 사주는것으로 은

근히 벌충을할여 하였든것이나 여자는 고만것으로 물러 앉지는 않었다.

그는 바로 호기물실(好機勿失)이라는듯이 아주 그김에 치마와 저고리를 각두감씩 끊

어 받고

「영감 참 반상을 또 한벌은 작만 해야지. 손님이래두 있을땐……」

무어니 무어니 하고 유기전으로 가고하였다.191)

“관철동집이 제고집을 내세워 그-예 계동꼭댁이로 집을 옴”긴 곳을 찾을까,192) 

“취옥이도 가있고 한김에 오래간만에 서린동에를 들러 한짱 하는것도 좋”지 않을

까 고민하던 민주사는,193) “얼마전부터 「짜껫또」를 하나 사달라고 효준이가 그

렇게도 졸르든것을 생각해내고” 아들과 함께 진고개로 향한다. 

…… 근래 도무지 서린동에를 들르지 않는 민주사는 한 달포전부터 이 최진국이란 젊

은이가 자주 강옥주집에를 드나들고 그것도 마작노름에 미처서라는것보다는 취옥이를 

만나기 위함이라는것을 꿈에도 알턱이 없었다. 

…(중략)…

그럼 계동은? 

190) 위의 글, 336쪽.

191) 박태원, 「續 川邊風景」 6회, 《朝光》, 1937년 6월, 149쪽.

192) 박태원, 「續 川邊風景」 9회, 《朝光》, 1937년 9월, 197쪽.

193) 위의 글, 1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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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동으로도 계집을 보러 가지 않기를 잘했다.

계집은 그집을 두번 가보았을 그때부터 작정하여 두었든 그대로 안윽한 뒷방으로 이

밤에도 학생을 맞어들여 나흘동안 들르지 않은 민주사가 이밤에 호옥 행차를 하는일

이 있드라도 그경우에는 바루 그옆에 달린 뒷문으로 남자를 빼돌리면 그만인것이라, 

아주 마음터억 놓고 내년봄에 학교졸업 하는대로 부디 같이살자고 이집도 이제는 어

엿한 내집이라 언제 민주사와 갈라서드라도 자기에게 손해는 없는게고 그보다도 지금 

뱃속에 있는것이 그것이 하늘께 맹세하여 당신의 자식이라고 계집은 남자에게 몇번짼

가 그러한 말을 하고 있었든것이다……194)

이렇듯 작품 말미에 가면 이러한 삼각관계는 더 심화되고 확장되는 모습을 보

인다. 관철동집은 자신이 이제 “혼몸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꺼내며, “게동 꼭댁이 

집장수 집에 아주 마땅한것이 있다고 그리로 이사를 가고싶다고 주장”한다. 사실 

그의 속마음에는 “새집을 사”면 “애초에 문서를 제 명의로” 해버릴 욕심과, “민주

사의 다방골집과” “적당한 거리가 있”는 곳인데다 “뒤ㅅ골목으로 통하는 뒤ㅅ문이 

조고맣게 마련되여 있든것이라든지 비상(非常)한 경우를 위하여 얼마나 편리”할지 

모른다는 이유가 자리하고 있었다.195) 민주사로부터는 아이를 가진 것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면서, 남학생에게는 당신의 아이를 가졌다며 계속 자신과의 관계를 유

지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처럼 『천변풍경』의 사건들은 대부분 일상적인 층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만, 결혼식, 장마, 임신 등의 비일상적인 사건들도 여러 차례 등장한다. 그 중에서

도 여성 인물군은 임신을 하거나 엄마의 역할을 맡게 되거나, 혹은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장, 적당한 방도를 생각해내지 못하는채, 기미꼬는 누구든 어려운 경우에 거의 본능

적으로 생각하는것같이, 자기에게 재력(財力)이 있었으면, 어쩌면 용이하게도 그앞에 

길이 티일것같이, 그렇게 느꼈다.

그러나 이경우에, 금순이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것은 금전이나 그러한것보다도, 오히

려 거의 완전히 무지(無智)한 그를 위하여 길을 인도하여 주고, 보호하여 주고 그러는 

사람의 힘과 정이였다.

…(중략)…

돈이 없어도 딱한 시골 여인을 위하여 생활을 갖게 할수 있는 방도―그리고 그것은 

194) 위의 글, 200쪽.

195) 박태원, 「續 川邊風景」 7회, 《朝光》, 1937년 7월, 107-1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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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다행하게도, 자기네 자신에도 얼마쯤 뜻있는, 어느 한개의「생활설게」였든 것이

다.

…(중략)…

『자아, 좋은수가 있어, 우리, 어디 방을 얻어 갖이구 같이 살림을 해보기루 허거든. 

일체 생활비는 하나꼬허구 나허구 책임 맡구, 그대신에 금순인 우리를 위해 이것 저

것 일을 좀 해주거든. 그럼 될께 아냐위선 그래 갖이구 차차 어떻게 우리들의 생활개

선을 하기루 하거든. 우리들의 아름다운 공동생활을 위하야 위선 당분간 이래두 남자

는 금제(禁制), 하하, 됐다됐어……』

…(중략)…

부모를 여인뒤, 더욱이 얼굴이 못생긴 가난한 게집은 주위에 한사람의 사랑하는이도 

가저보지 못한채, 사람의 「정」이니, 「은헤」니 그러한것을 도모지 몰으고 지내왔

다.

…(중략)…

그러나, 이제는 결코 그러한것을 혼자슬퍼 하지 않어도 좋왔다. 한가지 볼행한 동무들

과 함께, 서로 믿고, 의지하고, 깊은 사랑과 따뜻한 정을 가저 나날때 그곳에 참말

「삶」의 기쁨은 「샘」과 같이 서로 서로의 가슴속에 용솟음 칠것이다.196)

민주사나 이쁜이의 남편, 식당 주인 등 남성 인물군을 중심으로 인물들이 분산

되고 확장되는 구조를 취한다면, 기미꼬라는 여성 인물을 중심으로 인물들은 자신

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가며 공동의 공간으로 모이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전통적 

형식의 가부장적 가정이나 근대가 추구하는 평등한 가정의 형식과는 차이를 보이

는 형태로, 새로운 가정을 여성 인물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라 할 수 있다.

196) 박태원, 「續 川邊風景」 3회, 《朝光》, 1937년 3월, 144-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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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야기와 소설의 변증법적 결합과 문학의 정치

앞서 살펴본 기존 연구들은 박태원을 기교중심의 작가로 평가해왔다. 그러나 

정작 박태원은 “말에窮하면 반드시 나와가튼사람을 문장만아느니 形式만 찻느니 

技巧만 重 히여기느니 하고 그것만 내세우는데는 너무나 어이가 업서 말도하고 싶

지안타”고 주장하거나,197) 스스로가 “창작에 있어 우리는 자유로웁게 또 솜씨 있

게 ‘기교’를 구사해야지 ‘기교’의 지배를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기교 이

상으로 존중하여야 마땅할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198) 이를 통해 그가 

‘기교파’라는 평가를 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한 것은 아니며, 내용과 형식의 

조화로운 추구는 그에게도 필연적 과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대의 평가는 “作家로서의 朴泰遠氏에게 勸하고 싶은말은 『인생』의 

좀 더 큰덩치 뭉클하거나 쿡찌르거나 하는 事件과 感情에서 取才햇으면 좋겟다는” 

이무영의 요구부터,199) “世態나 事實은 그것을 한등올라서서 넘어버리지 못하는限 

眞正한 意味의 生活 다시말하면 文學이 찾을려는 生活的眞實을 度外해버리고 文學

의 『모랄』이란 것도 잇슬수업는것”이라는 김남천의 경고에 이르기까지,200) 일관

되게 내용 혹은 사상의 빈약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선은 삶의 진

실성에 대한 추구를 중시하고 그것을 곧 리얼리즘 문학의 전통과 일치시키고자 했

던 당대적인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또한 이는 조선에서 오랫동안 문학이 

사상운동의 핵심을 담당해왔다는 사실과도 관련되어 있다. 이 관점이 갖는 한계는 

명백하다. 즉, 예술이 사회 내에서 고정된 역할을 가진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예술의 감각적인 것이 현실의 질서와 갖는 ‘불화’를, 부차적인 것이나‘소음’으로 치

부할 수밖에 없다. 가시성과 비가시성을 명확히 구분하는 식민 권력의 통제는, ‘치

안’의 논리로써 애초에 미학의 정치성이라는 가능성 자체를 봉쇄하게 된다.201)

197) 박태원, 「내 藝術에 對한 抗辯-作品과 批評家의 責任」, 《조선일보》, 1937년 10월 

22일.

198) 박태원, 「표현·묘사·기교-창작여록」, 《조선중앙일보》, 1934년 12월 17일-31일.; 

류보선 편, 『구보가 아즉 박태원일 때』, 깊은샘, 2004, 268-269쪽에서 인용.

199) 李無影, 「作家가 쓰는 作品評-十月創作瞥見 四」, 《동아일보》, 1933년 10월 21일.

200) 김남천, 「世態事實生活-토픽中心으로본己卯年의散文文學-下」, 《동아일보》, 1939

년 12월 22일.

201) 랑시에르가 말하는 ‘치안police’은 경찰력과는 무관하다. 그것은 ‘정치적인 것le 
politique’이 나타나는 토대로서 통치의 과정과 평등의 과정, 해방, 즉 정치의 마주침 가

운데 전자의 것과 관련된 것으로, “사람들을 공동체로 결집하여 그들의 동의를 조직”하

며, “자리들과 기능들을 위계적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자크 랑시에르, 양창렬 옮김, 앞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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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전면에 내세웠던, 그리고 점차 그러한 경향을 강화했던 리얼리즘 문학

의 정치적 지향이 과연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또한, 앞

서 이른바 모더니즘 문학의 기법들이 순수문학을 지향했다고 해서 비-정치적, 혹

은 반-정치적인 영역에만 머물렀는가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영

역 사이에서 박태원이 겪는 긴장과 예술에 대한 그의 태도 변화는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이라는 작품 창작에서 명징하게 드러난다.

먼저 구보가 겪는 한계로 인해, 박태원 소설이 서구 모더니즘 소설로부터 취하

게 되는 거리로부터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202) 구보가 전면화 된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은 구보가 집을 나서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제 나는 생활을 가지리라. 

생활을 가지리라. 내게는 한 개의 생활을, 어머니에게는 편안한 잠을-.”이라는 다

짐을 끝으로 집으로 회귀하는 노선을 취한다.203) 기존의 연구들은 이 “생활”에 방

점을 찍고 작품을 독해하면서, 이후 작품세계에서 그려진 일상생활의 재현이 비판

적인 긴장을 잃고 일상성에 함몰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가 간

과한 것은 구보의 고현학적 탐색이 현실에 대한 절망적 인식만을 초래했다는 사실

이다. 그로 인해 구보의 소설쓰기는 세계에 대한 고뇌 자체를 내용으로 하는 기교

에 불과한 것이 된다. 이는 모더니즘 문학을 기교 일변도로 보던 문학사적 논의가 

일견 타당함을 증명해 준다.

이 부분에서 소설을 쓰고자 결심하면서 구보가 마지막에 상기하는 것이 ‘어머

니의 행복’이자 ‘어머니의 욕망’이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후 소설들에 

등장하는, 여급을 비롯한 수많은 여성의 삶에서 ‘어머니’라는 존재에 대한 의미 부

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검토로 이어질 것이다.204)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서술자는 구보의 시선을 통해 세상을 관찰하고 판단하는데, 여기서 타

자는 불가해한 존재이기보다 구보가 경멸해 마지않는 일상을 대변하는 존재로 다

가온다. 이때 문학은 세상과 대립하는 작가의식을 드러내는 소극적 장치에 그치게 

되지만, 집을 나서는 구보에게 ‘보이지 않는’ 소리로 존재하던 타자, 즉 ‘어머니’의 

책, 133쪽. 

202) 그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사용한 ‘이중노출’ 기법에 대한 예를 “율리시즈에
서라도 인용하였으면 좋겠으나, 그것은 그다지 적당한 예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한 

점에서 조이스와 자신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었다는 사실로도 짐작 가능하다. 박태원, 앞

의 글; 앞의 책, 274쪽에서 인용.

203)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앞의 책, 75-76쪽에서 인용.

204) 특히 장편 소설에서 박태원은 여성 인물군을 주로 등장시키고 있는데, 1939년의 「明

朗한 展望」, 「美女圖」(미완), 1941년의 「女人盛裝」 등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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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목소리인 ‘이야기’에 주목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박태원은 ‘語神經’이라는 표현을 통해 ‘정확한 묘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

는데, 이는 말이 어휘 차원의 문제일 뿐 아니라 어조나 분위기의 차원까지 전달하

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05) 이러한 말의 감각은 외부로부터 지시된 특정

한 이데올로기를 재현함으로써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말 자체의 본질과 그로 인

한 분위기에 닿으려는 노력에 상응하는 것이다. 이를 벤야민이 말한 ‘비감각적 유

사성’의 측면에서 해석한다면, 일정한 말 자체가 특정한 장소와 유사함을 의미한

다. 빨래터와 안방의 어머니가 하는 말은, 정보만을 전달하는 여타의 말에 비해 유

대 관계를 유지하는 특정한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는 근대적 가정 이데올로기의 

대변자로서가 아닌, ‘공통세계’의 중심축으로서의 어머니를 보여준다.

말의 공통적 감각을 인식하는 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단지 ‘어휘’나 ‘말투’를 

재현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는 점에 있다. 그동안의 연구들은 서울말의 재현에

만 집중해왔는데, 이는 모더니즘 문학의 정치성을 밝혀주는 데에는 한계를 가진다. 

가령, 『천변풍경』이 발표되었을 당시 박종화는 완벽한 서울말의 재현을 이뤄낸 

문학적 성취를 높이 평가한 바 있다.206) 또한 작품이 이야기체, 구어체로 그려진 

이유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들은 ‘천변’의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효과적으로 표현하

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한다.207) 여기에서 중요하게 지적되는 것 역시 문체라는 형

식이다. 또한, 세태소설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실제로 『천변

풍경』의 문체는 일상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첫 장면인 빨래터에서 수다를 

떠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모습은, 현재까지도 식민지 시기의 언어

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될 정도로 당대 언어가 정확하게 재현되어 있다.208) 그러

205) 이은선, 「박태원 소설과 ‘재현’의 문제」, 《현대소설연구》 44집, 2010, 297-305쪽.

206) “「川邊風景」을 通讀하고나니 아하-泰遠은 純粹한 朝鮮學派文人이다. 그보다도 더한

거름 나아가 純粹한 경알이 (서울)派의 文人이다. …(중략)… 더욱이 그 순경알이的語彙에

잇서서는 朝鮮말을收集하는 語學者도안저서도 경알이말의 노다지를發見햇다고 讚嘆하야 

瞠目치안고는 못백일것이다. 이點에잇서서는 泰遠은 확실이 大春園을 凌駕햇고 서울中流

家庭 시어머니 며누리 신위올케 의風波를 잘쓴다는 巨擘 尙燮을 물릿칠수잇다.” 朴鍾和, 

「一日一人-『川邊風景』을 읽고」, 《每日申報》, 1936년 1월 26일.

207) “『천변풍경』에서 이야기체로 불리기도 하는 구어체를 사용한 까닭은, 이야기와 서술

자(화자)의 관계를 통해 현실에서의 ‘인간의 삶과 인식주체’와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라고 할 수 있다. …(중략)… 구어체 서술의 주체인 서술자는 ‘단순한 이야기 전달의 기능

을 넘어서서’ 공동체 인식에 근거한 소망을 이야기 세계에 암암리에 투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근대와 전근대를 아우르는 삶의 다양한 가치가 제시되는 가운

데 전근대적 가치인 정에 바탕한 공동체적(가족적) 삶의 방식이 보다 올바른 가치로 드러

나기도 한다.” 이정옥, 앞의 글, 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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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러한 평가들은 식민지 조선의 모더니즘의 일상성을 파악하려는 맥락에서는 

적실성을 갖지만, 내용과 형식 중 그 어느 한 쪽에 편향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세계관과 기법의 조화를 고찰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야만 비로소 문학의 

정치가 의미하는 바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박태원 소설에 나타나는 변화 지점으로서 산책자의 소멸과 어머니

의 부각을, 모더니티의 산물인 도시 공간에서 후퇴한 것이나 현실 도피의 논리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후 소설에서 서술자는 타자의 불가해성을 인정하고 

대상 인물의 외면과 내면의 거리를 드러냄에 있어 정직한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관찰자 구보의 판단이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학이 현

실을 분할하는 시학적-재현적 체제로부터 나아가, 소설 속의 타자와 비가시적 존

재들이 자신의 몫을 스스로 찾도록 하는 정치적 기능을 갖게 되는 지점에 이르렀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어머니라는 인물군은 그 ‘본질적’ 성격 때문에, 근

대적 소설 양식의 수용으로 정립되어가던 작가-서술자-인물의 서사적 위계 구조

를 역전시켜 지식인-대중의 현실적 질서에 균열을 일으키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민족, 계급으로만 규명되지 않는 일상의 권력 관계를 드러내는 효과적 장치

이다. 이제 이 소설에서 어머니의 말들이 어떻게 이야기꾼의 이야기로 거듭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현, 묘사, 기교」에서 작가가 “여인들을, 여인들의 심리를, 여인들의 심정

의 기미를, 속깊이 파헤치고”, “‘여인의 회화’를 어떻게 특색 있게 하나”를 고민해

야 한다고 주장할 때,209) 거기에서는 단순히 내용만 아니라 내용을 드러내는 기

교, 거기에 더해 근원적 ‘심정’에까지 도달하는 내용과 기교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서술자의 의도를 적절히 드러내는 기법이 

중요하다. 

하지만, 작가-서술자-인물의 위계적 서사 구조로만 타자적 인물에 해당하는 

‘어머니의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초기 소설들에서 산책자 구보를 비롯한 

지식인 청년이 끊임없이 경성, 동경의 풍속과 자신의 내면을 그려내면서도 ‘행복’

에 도달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모더니스트 구보가 속한 시학적-

재현적 체제 내에서 어머니들의 말은, 수다나 소음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 그런

데 어떤 말을 의미 없는 ‘소음’으로 파악하는 것은 치안의 논리이며, 이 소음을 들

208) 강희숙, 「《천변풍경》의 음운론」, 《국어학》 40집, 2002.

209) 박태원, 「표현·묘사·기교-창작여록」; 앞의 책, 256-257쪽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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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게 하는 것이 문학의 정치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천변풍경』에서는 이것을 ‘어

머니의 행복’과 연결시킴으로써 말의 감각을 재배치한다. 

백화점식당―그곳은 원래가 그리 불행하다거나 슬프다거나 그러한 사람들이 오는곳이 

아니다. 하로 하로를 평온무사하게 보낼수 있었든 사람, 얼마간이라도 행복을 스스로 

느낄수 있었든 사람, 그러한이들이 더러는 안해를 동반하고 또는 친구와 모여서 그리

고 대부분의 경우에 자녀들을 이끌고 결코 오랜 시간을 유난스러웁게 질기기에는 적

당치 않은 이곳을 찾아온다 그러나 하나꼬의 일행은 그들중의 누구보다도 비할수없게 

행복스러웠고 또 호화스러웠다.210)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했듯이, 『천변풍경』의 서술자는 ‘행복’에 대한 자

신의 판단을 지속적으로 표출하면서도 그 정확한 의미는 전달하지 않는다. 인용한 

대목에서도 서술자는 순동이와 금순이의 만남으로 기미꼬와 하나꼬를 포함한 그들 

일행이 백화점식당에 놀러온 그 어떤 가족이나 친구들보다도 “비할 수 없게 행복

스러웠고 또 호화스러웠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서술자의 이러한 판단은 남편을 

잘못 만나 고생하는 만돌 어멈과 풍족한 가정의 며느리로서 아이까지 임신한 자신

의 처지를 비교하며 행복감을 느끼는 한약국 집 며느리에 대한 평가와 다르지 않

다.211) 사실 한약국집 며느리가 “새삼스러히 강렬하게 느끼는” 행복의 크기가 한

약국과 행랑이라는 다분히 비교 가능한 교환가치의 체계 안에서 감각되는 치안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면, 기미꼬 일행의 행복은 구체적인 그들의 사연 안에서만 파

악할 수 있는, 즉 화폐로 환산이 불가능한 독자적 크기를 갖는다. 특히, 기미꼬, 

금순이, 순동이라는 사회적 영역의 질서 내에서 비가시적인 존재들에 해당하는 인

물들의 사연이 서사의 핵심이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서사 배치는 ‘감각적인 것의 

재분할’을 의도한다고 할 수 있다.

서사를 통해 어머니가 되는 여인들의 행복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표

면적으로 그 대상은 한약국집 며느리, 하나꼬, 관철동집이 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작가는 서술자의 의도를 교묘하게 배치하는데, 이 세 여인

210) 박태원, 「續 川邊風景」 6회, 《朝光》, 1937년 6월, 140쪽.

211) 설레는 마음으로 걷던 한약국집 며느리는, “맞은편에서오”던 “만돌이네”와 우연히 마

주쳐 인사를 나눈다. “그럼 수히 한번 놀러오라고, 만돌어미와 헤여저, 그는 제자신 걸음

을 빨리하며, (에이, 저어멈두, 서방을 잘못 만나, 고생은 이루…) 혀를 한번 차보고, 다시 

도이켜, 자기의 행복을 새삼스러히 강렬하게 느끼는것이다………” 박태원, 「續 川邊風

景」 5회, 《朝光》, 1937년 5월, 3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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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복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서사의 배치에 주목해야 한다. ‘29절 행복’, ‘30절 

꿈’, ‘31절 회화’는 각각 임신한 한약국집 며느리, 청혼을 받은 여급 하나꼬, 전문

학교 학생과 유희를 벌이는 관철동집의 이야기로 전개하고, 후반부인 ‘45절 민 주

사의 감상’, ‘47절 영이의 비애’, ‘48절 평화’에서는 순서를 바꿔 각각 관철동집, 

하나꼬(영이), 한약국집 며느리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수 있

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서사의 대응에서 주목할 것은 한약국집 며느리의 행복과 평

화가 천변의 변화와 무관하게 유지되고, 관철동집은 계속해서 민 주사를 속이면서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데 비해, 행복을 꿈꾸던 하나꼬는 아이의 ‘어머니’를 배신

함으로써, 즉 남편에게 전처와 이혼을 강요함으로써 비애를 겪게 된다는 대조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이는 ‘어머니의 행복’이 박태원 소설에서 신성하게 여겨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덧붙여, 기미꼬가  전처와 사별하고 딸과 단둘이 사는 손주사를 

금순과 맺어주려는 생각을 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장면 역시 어머니-되기의 중요

성을 강화시킨다. 나아가 작품의 초반부에 결혼식을 올리고 고된 시집살이를 하던 

이쁜이가 결국 작품의 말미에서 다시 홀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결말을 맺는

다는 것 역시, 『천변풍경』의 전체 서사가 안정적인 세계로서의 ‘어머니’를 지향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 편, 이 소설이 일 년이라는 시간 동안 천변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이야기꾼이 이야기를 풀어내는 전형적인 방식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근대 소설의 형식과 달리 전통적인 이야기는 사건의 변화를 그리는 것이 중요

하지 않다. 오히려 이야기의 세계에는 공동체의 경험을 미세한 차이와 함께 되풀

이해 전함으로써 그 안에서 축적된 지혜를 여러 시대나 다른 장소에 걸쳐 나누는 

것이 중요해진다. 즉, 『천변풍경』의 서사는 ‘어머니의 행복’이라는 지혜를 천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들려주되, 공동체의 사소한 변화까지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

서 전통적인 이야기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거기에 ‘카메라 아이’와 같은 

모더니즘 소설의 영화적인 기법도 함께 취함으로써 모더니티를 확보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이 작품은 식민지 가족 담론의 배치로부터 이탈한 

어머니들의 목소리를 되살림으로써, 감각적인 것의 재분배라는 문학의 정치를 이

루어내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고현학’이라는 현대적 풍속 재현의 방법을 고집하던 박태원이 어떻게 

이야기판이라는 고전적 서사의 틀을 복원할 수 있었는지는, 이전부터 함께 언급되

어 온 곤와지로今和次郞와의 관계에서 유추할 수 있다. 곤 와지로가 만들어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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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학은 민속학에 방법적 뿌리를 둔 것으로, 그의 학문적 토대는 야나기타 구니오 

등이 정립한 일본 민속학에 있었다.212) 그러나 관동대지진 이후 곤와지로와 야나

기타 구니오는 동경재건 과정을 두고 견해 차이를 보이면서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된다.213) 민속학을 통해 민중 생활의 본질적 성격을 탐색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던 

야나기타 구니오는 ‘일본적인 것’에 집중하고 ‘일국민속학’의 관점에 서게 된다. 이

에 비해 곤와지로는 즉물적인 관점을 견지해, 현상의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

하기 보다는 시각적인 관찰을 통해 당대의 풍속을 남기는 것을 과제로 했다. 곤와

지로는 “고현학은 사회학의 보조학으로써 기능하는 것”으로 “현대 문화인의 생활

을 대상으로 연구하려 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세간

의 생활을 관찰하는 위치에 있는”, 즉 “현대인의 생활을 객관화하는” 태도를 강조

한다.214) 이때 드러나듯, 고현학은 사회학의 통계, 분석 작업을 ‘관동대지진’ 이후 

동경 재건과 관련지은 용어에 불과한 것이다. 이미 김문집이 1936년에 발표한 일

련의 평문을 통해 지적한 바 있듯이, 고현학은 너무나 빠르게 시야에서 사라져 버

렸다.215) 김문집에 따르면, 그것은 우리를 항상 둘러싸고 있지만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는 ‘공기’와 같은 것으로 학문화의 필요성을 갖지 못했던 것이다. 즉, 세밀한 

관찰과 묘사라는 고현학의 방법론은 그 자체로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이에 반해, ‘구승문예’ 연구자로서의 야나키타는 ‘일국 민속학’을 주창한 이력 

때문에 식민주의자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특유의 이야기 관을 펼쳐냄

으로써 벤야민이 ‘이야기꾼’을 통해 역설하고자 하는 바와 일맥상통하는 관점을 제

시하였다. 그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존중되고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거짓’이 

212) 곤와지로는 총독부의 조선 민속조사 사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최석영, 「곤와지로今和

次郞의 조선민가 조사」, 『일제의 조선 연구와 식민지적 지식 생산』, 민속원, 2012.

213) 곤와지로와 야나기타 구니오는 민가 조사를 위해 야나기타 구니오, 사토 고이치 등이 

결성한 ‘白茅會’에서 처음 만났고 한다. 畑中章宏, 『柳田國男と今和次郞』, 平凡社, 

2011.

   또한, 고현학을 제창한 곤와지로가 ‘과거’의 학문이라 평가했던 ‘민속학’의 지도자 야나기

타 구니오에게 파문당한 경위는 다음 저서에 잘 설명되어 있다. 西川行治 外, 「座談會- 

新しい考現學のために」, 《人間文化》 5, 滋賀縣立大學 人間文化學部, 1993년 3월 및 

今和次郞, 「「考現學」が破門のもと」, 『考現學入門』, 筑摩書房, 1987. 

214) 곤 와지로, 김려실 역, 「고현학이란 무엇인가」, 《현대문학의 연구》 15집, 2008, 

262-265쪽.

215) “考現學이란말이 新奇햇느니 만큼 世人의 興味도 컷엇다. 그러나 考古學이 世界를 들

어 盛況의 一方을 步行하고잇는데 對해서 그와는時間的으로만 對立할 뿐이며 定義와 方

法論的原理에 잇어서는 別般의 差異가 없는考現學은 웬일인지 그後얼마가 되지못해서 踪

跡을 감춘觀이 잇으니 이는 무슨 까닭일까?” 金文輯, 「衣裳의 考現學 3-考現學은 『街

頭의 文化科學』」, 《동아일보》, 1936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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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척당하는 근대사회의 일반적 풍조의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개탄하면서, “‘생

활의 진정한 모습’은 내면의 고백이나 외면의 사실적 묘사로는 표현할”수 없고 

“오히려 그것은 서민들이 ‘눈을 뜨고 꾸는 꿈’안에 비춰지고 있다”고 말한다.216) 

특히, 표현에 있어서도 야나기타는 당대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화

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217) 

『천변풍경』에 이르러 박태원은 고현학이 설명할 수 없는, 혹은 간과했던 이

야기 전통의 힘을 되찾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박태원 역시, 벤

야민이나 야나기타 구니오의 시도처럼 이야기를 잃어버린 근대 세계에 대해 회의

적인 시선을 보내면서 이야기가 가능한 공간, 구술적 상황을 통한 회복의 필요성

을 자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박태원 소설에서는 이야기가 서사 기법의 차원에

서 기능하는 것에 앞서, 이야기가 가진 힘 그 자체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

이 종종 등장한다.

궁핍한 생활은 그들에게서 이야기를 빼앗고, 이야기를 빼앗긴 그들의사이는 나날이 

멀어가는듯 싶엇다. 진수는, 그래, 다섯개 담배중의 세개를 제자신 차지할 용기를 갖

지못한다. 차라리 순구에게 그 특전을 줄지언정………그러나 담배는 다섯개엿고 그리

고 그것을 그들은 오늘하로 왼종일을 별러먹어야만 하엿다. 마침내, 진수는, 한개의 

담배를 『오시이레』 속에 감추고, 그리고 그 조고마한 유히에 제자신 갓난애같은 기

쁨을 맛보앗스나, 순구의자고잇는양이 다시한번 그의눈에 띄엿슬때, 그피ㅅ기 없는조

고만 얼골은 진수의 마음을 어둡게하여 주엇다………218) 

궁핍함을 이유로 이야기를 잃어가는 두 친구 진수와 순구를 다룬 「딱한 사람

들」의 인용 부분에서도 박태원이 ‘이야기’의 힘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

다. 이야기체로 소설이 창작되고,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이야기를 

통해 절망적인 현실로부터 도약하려는 시도가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의 힘이 전면화된 소설로 1930년대 말의 작품 「골목안」을 꼽

을 수 있다. 임화는 박태원의 작품 가운데서는 드물게 「골목안」의 가치를 고평

216) 노에 게이치, 김영주 옮김, 『이야기의 철학』,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9, 33쪽.

217) 여기에서 언급하는 이야기는 이른바 ‘세간의 이야기’로 당대 사회에서 만들어진 설화 

정도에 해당한다. 『천변풍경』은 이야기판을 복원하면서도 당대적 풍습을 세밀하게 반영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이야기 유형의 틀을 참고해볼 수 있다. 고이케 준이치, 「민속학에

서 세간 이야기 연구의 위치와 가능성」, 《중앙민속학》 15집, 2010, 39쪽.

218) 박태원, 「딱한사람들」, 《中央》 2권 9호, 1934년 9월, 131-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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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데, 작품 가운데에서도 “學父兄에 모힌 裕福한 父兄들을 相對로 그가 一

生의 꿈꾸엇던 幸福의 全 『유-토피아』를 거짓말을빌려 이얘기할때 눈물을禁키 

어려웁”다며 마지막 장면을 언급한다.219) 이 소설에서 집주름 영감의 자식들은 하

나같이 걱정거리이다. “주색잡기에 패가망신”했다고 볼 수 있는 큰 아들은 “뿌로

오커 로 나서 가지고” 돈을 벌다가 첩을 얻어 집을 나간 뒤로는, “누가 부산서” 

“보았다고도 하고, 또 언제는 만주 들어가 있다는 말을 들은법 하다고”도 하지만 

정확한 소식을 알지 못한다. 그 며느리 또한 집을 나가 새살림을 차리고 사는 모

습이 작은딸 順伊에게서 목격되기도 했다. 둘째 아들은 “나이 이십이 넘어도 똑 

우미관 앞으로만 빙빙 돌며, 툭 하면사소한 일로 남을 치기가 일쑤”이며, 뒤늦게 

권투를 배워 “매우 유망한 선수라고 바로 신문에도 이름은 오르내리나, 그만하면 

돈도 많이 탈듯싶은것을” “부모두, 성(형)제두 없이 저만 쓰구 댕”긴다.220) 장녀 

정이의 벌이로 막내 효섭과 둘째딸 순이는 어엿하게 학교를 다니는데, 순이의 교

제 사실로 망신을 당한 집주름 영감은, “굴욕과 또 분노로 하여, 영감은 얼굴이 새

빨갛게 익어”오르고 “흡사 실성한 사람의 얼굴을 하여 가지고”서는 “정동 골목 안

에 올 봄에 새로이 생긴 명정심상고등소학교”으로 “학교 후원회의 발기회”에 참석

하기 위해 집을 나선다.221) 

집주름 영감은 복덕방에서 장기를 두던 싸전 가게 젊은 주인으로부터 “엊그제 

팔렸다는 양조장 뒷집”을 산 사람이, “약거간 댕기던이”인데, 큰 아들은 “의학전문

학굔가 졸업허구, 지금 대구라나 어디 도립병원의 의사루 가 있”고, 둘째 아들은 

“어엿한 고등공업학교 출신”으로 “광산기수”를 해서 다달이 용돈도 보내주고, 집

도 사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발기회에 참석한 사람들로부터 우연히 주

목을 받게 되자, 주색잡기에 소식이 끊긴 큰 아들이나 불량한 둘째 아들 이야기가 

아닌, 효자같은 약거간꾼 아들의 이야기를 하며 공감을 사는 그의 행위는 주목할 

만하다.222)

채진홍은 「골목 안」이 주는 비장감의 실체가 “일제의 조선 자본침탈, 그에 

따른 피지배 백성들의 비인간화와 삶의 정체현상이라는 특수 관점에서 논해져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위에 언급한 거짓으로 지어낸 순이 아

219) “自己의 全希望을 거짓말을빌려 이얘기하는老人의心情!이것은 滅해가는 人間의 아름다

운 『엘리지-』다.” 임화, 「七月創作評(2) 力作『골목안』의價値」, 《조선일보》, 1939

년 7월 21일.

220) 박태원, 「골목 안」, 《文章》 1권 6집, 1939년 7월, 9-13쪽.

221) 위의 글, 56-57쪽.

222)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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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집주름 영감)의 이야기를 “1930년대라는 일제 지배의 난숙기 상황이 만들어

낸 일종의 정신병리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다.223) 그러나 집주름 영감의 이야기를 

단순히 정신병과 같은 문제로 치부해버린다면 박태원이 이야기에 싣고 있는 가능

성을 간과하는 일이 된다. 

1933년 작품 「落照」는 석양처럼 인생의 막바지를 살고 있는 최노인의 이야

기를 담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최노인’의 삶의 궤적을 

역사적인 사건과 연관지어 재배치하면서, 조선의 식민지 근대와 그로인한 선택/배

제의 폭력성이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224) 하지만 한발 더 나아가, 이 

작품이 절망적인 현실로부터 비약하려는 지점을 찾는 것이 이야기에 있다는 사실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잔을 자시고날적마다 손등으로 입을 한번 욱 씻고 그리고 좌중(座中)의 어한 

화제(話題)에든지 말참견을 하엿다

…(중략)…

더구나 이야기가 삼사십년전으로 치올러가 『명성황후』가 화제에 올랏슬에는 최주

사는 가장 웅변이 되엿다

좌중의 몃몃사람을 여노코는 모다들 그당시에는 세상에 태여날 도 안엇든것이

니 그것은 당연하엿다 자긔가 좌담(座談)의 중심이 된김에 최주사는 아조 동경유학

담지 시작하야 그들을 놀내주엇다225) 

「골목 안」에서도 그렇듯이 노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점, 삶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남부럽지 않았던 과거를 회고하거나 왜곡하거나 거짓

으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개인사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두 작품을 연속선 상에서 해

223) 채진홍, 「朴泰遠의 「골목안」 연구」, 《국어국문학》 112집, 1994, 335-347쪽.

224) “1910년을 기점으로 그의 삶을 재구성해 보면, 그는 20살을 전후해 순사직에 투신했

고, 한일합방 시점 전후로 순사와 간수 생활을 접고 여타 직업을 전전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최노인이 20여년 가까이 순사와 간수를 지냈다는 설정은 그가 식민지 경성에서 발생

한 수많은 시국  사건들에 투입ㆍ연루되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권은, 「경성 모더니즘

과 공간적 역사:박태원의 「낙조」와 「최노인전 초록」을 중심으로」, 앞의 책, 51쪽.

   “「낙조」는 역사적 사건에 일관성을 부여하는 보편적 역사가 아니라, 한 개인의 삶의 연

보로 재구성된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작품은 을미년의 관비유학, 단

발령, 민비시해, 만주국 건설 등의 사건들이 어떻게 최주사의 관심과 욕구로서, 또한 우려

와 희망으로 인지되고, 가공되고, 그와 동시에 산출되는지를 보여준다.” 오현숙, 「박태원 

문학의 ‘역사’ 인식과 재현 방식 연구」, 앞의 논문, 26쪽.

225) 박태원, 「落照」, 《매일신보》, 1933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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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비정상적인 행동이 아닌, 이야

기의 부활을 통해 근대적 모순을 돌파하려는 시도로 보아야 한다.

‘이야기’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이야기판’이라는 전통적인 구술 공간의 

복원이라고 할 수 있다. 박태원이 이미 서구 모더니즘 소설을 접한 이후 다시 옛 

이야기로 돌아간 것을 시각에 따라서는 시대착오적이라 볼 수도 있지만, 그러한 

‘이야기판’을 소설 안에 복원하는 작업은 여러 서사적 장치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내면 고백, 심리 묘사의 주체는 사라지고 서술자는 구소설의 전지적 

작가처럼 서사의 내부와 외부 현실의 중간에 위치하되,  구보가 부여받았던 서사

세계에 대한 통제력은 이야기꾼으로서의 서술자가 소설 속 인물들과 나누는 대화

에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 이는 서구 모더니즘 소설의 제국주의적 속성에 대해 식

민지 모더니즘이라는 특유의 과정을 겪었던, 박태원 소설만이 가지는 특수성이며 

소중한 기법적 결실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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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논문은 박태원의 『천변풍경』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기존 연

구들이 규정한 모더니즘 소설의 성격을 재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

다. 『천변풍경』이라는 제목에서 이미 알 수 있듯이, ‘천변’ 공간은 작품 속에서 

배경 이상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렇게 전면화된 공간은 다시 서사 속에서 정치적

인 공간으로 재구성된다. 더불어 작품 속의 인물군이 기존의 세계와 불화하고 새

로운 질서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정치적 인물로 부각되는 것 역시 살펴보았다. 

이를 드러내는 방법에 있어 인물의 내면이 아닌 관계에 초점을 두고 서사를 만들

고, 인물 사이의 이야기나 구술 상황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박태원이 어떻게 문학

으로서의 정치를 구상했는지가 파악될 수 있었다.

지금까지 한국 근대문학에 있어서 ‘정치성’은 KAPF를 위시한 리얼리즘 문학의 

전유물처럼 인식되어온 경향이 있다. 이때 문학의 정치성은 현실 상황을 정치적으

로 인식해 작품 안에 반영하거나 작가의 정치적 의식을 표현하는 것만을 의미한

다. 그러나 모더니즘 문학의 정치성은 다른 측면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정치성이라는 개념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랑시에르는 정치를 ‘감각적인 것’

을 재분배하는 장치로 인식하면서, 그 과정에서 ‘비가시적으로 치부된 대상들’을 

무대화시키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다. 여기서 감각적인 것의 재분배로서의 예술은 

궁극적으로 통치를 무화시키고, 새로운 정치를 스스로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이러한 시각을 통해 『천변풍경』을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정치성을 보는 시각

과는 차이를 갖는 ‘문학의 정치’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었다. 

먼저, 2장에서는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 갖는 정치성을 고찰해 보았다. 『천변

풍경』은 이미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공간의 기능이 두드러지는 작품이다. ‘천변’

은 실제 당대 현실이 반영된 공간이기도 했지만, 박태원은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

는 것에만 머물지 않았다. ‘천변’이 전통과 근대, 제국과 식민, 자본과 착취가 뒤섞

인 중층적 공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그 틈새로부터 가능성의 공간을 모색한 것

이다. 이러한 틈새를, 도시를 ‘변증법적 이미지’로 본 벤야민의 개념을 빌려 ‘문턱 

영역’으로 규정한 뒤, 근대가 불법으로 규정한 매춘이나 도박이 갖는 양가적인 의

미가 변증법적 사유를 통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실

제 공간으로서의 ‘천변’은 작품 안에서 장마와 같은 장치들로 위계가 무화되는 것

을 알 수 있었으며, 서사 공간에서는 법과 질서의 통제 아래 위치하면서도 그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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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배제되는 공간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인물들이 세계와 불화하는 방식에서의 정치성을 찾고, 이

를 대중이라는 범주로 묶어 파악하고자 하였다. KAPF 문학에 반하는 입장을 자주 

표명했던 박태원은 의외로 소비에트 문학을 신문에 소개하면서 주인공이 없는 형

식을 고평한 바 있다. 『천변풍경』 역시 주인공은 부재하면서도 다양한 인물군을 

등장시키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이는 그전까지의 소설에서 도시 

공간의 근대성이나 지식인의 내면만으로 그려낼 수 없었던 서사의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해 대중을 제시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나아가 『천변풍경』의 대중은 박태

원의 초기 소설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군중의 연장선상에 위치하

며, 후기 대중·통속 소설이나 역사소설의 인물군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의의를 갖는다. 또한 감각적인 것에 주목하는 ‘문학의 정치’라

는 기제 안에서 더욱 중요시 되는 것은, 자신의 감각을 드러내며 새롭게 주체화 

되는 인물들이다. 이전까지 논의되었던 아이, 여성 인물군에 더해 ‘천변의 깍정이

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갖고 몫을 갖는 과정을 살펴 그 정치적 의미가 드러나도록 

하였다.

랑시에르는 ‘감성의 분할(감각적인 것에 대한 나눔)’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세

계 안에 각자의 자리를 부여하고 각각에 몫을 부여하는 행위를 중요하게 보았다. 

랑시에르에게 정치는 언제나 몫 없는 자들에 몫을 부여하는 행위로서 나타났으며, 

그러므로 아이와 여성, 깍정이라는 인물들이 도시의 새로운 감각을 체득하고, 기존

의 질서에 따르지 않는 새로운 시선으로 천변을 본다는 사실은, 정치적인 행위로 

파악해 논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천변풍경』의 독특한 특성으로 지적되어온 구술성을 

근대 소설 형식과 이야기꾼의 회복을 결합하려는 시도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박태

원은 파편화된 대중을 연대시키기 위해, 독자와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이야기꾼

의 회복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며, 구술적 상황이나 구술성이 서사 기법으로 부각

되는 이유 역시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기존 연구가 『천변풍경』 

이후 박태원 소설이 서구적 의미의 모더니즘 소설에 부합하지 못하고 결국 통속화 

된다고 평가해온 것과 다르게, 오히려 서구 소설의 기법적 한계를 전통적 서사 양

식과의 변증법적 결합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곤와지

로의 스승이자 민속학자인 야나키타 구니오는 “‘생활의 진정한 모습’은 내면의 고

백이나 외면의 사실적 묘사로는 표현할”수 없고 “오히려 그것은 서민들이 ‘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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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고 꾸는 꿈’안에 비춰지고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으며, 벤야민 역시 경험과 체

험을 구분하면서, 이야기꾼의 부활과 회복을 강조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사라진 

이야기의 전통을 근대에 되살리는 문제에 대해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박태원의 고현학은 곤 와지로와의 관련성의 측면에서만 주목받았는데, 민속학적 

문제의식과 연결해본다면 이야기를 잃어버린 근대 세계 안에서 이야기가 가능한 

공간, 구술적 상황의 회복을 통한 소설 형식의 새로움을 모색하고, 그로써 문학의 

정치를 이루어 냈다는 의의가 찾아질 것이다.

박태원의 소설들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천변풍경』에 수렴되는 동시에 이를 

축으로 전체 작품 세계가 변모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은 대상 

작품을 『천변풍경』에 두고, 다른 텍스트들을 참조하는 형식을 택했다. 여기에 랑

시에르의 정치 철학이 주요 시각으로 적용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벤야민의 도시 

철학과 정치 철학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박태원의 작품 

세계를 ‘정치성’의 시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나아가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문학이 갖는 정치적 의미가 일부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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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thesis intends to explain the organic correlation between all of Pak 

T’ae-won’s novels by studying the political aspect of Scenes from Chŏnggye Stream 

(Chŏnbyŏnpunggyŏng). Furthermore, this study aims at clarifying partially the 

politicity of 1930s’ modernistic novels in Korea. Scenes from Chŏnggye Stream is 

Pak T’ae-won’s signature novel, esteemed for the newness in the narrative 

techniques and the warmness in characters’ humanity by leading researches. 

Meanwhile, Scenes from Chŏnggye Stream has been criticized in contents both for 

the shortage of the aesthetic self-consciousness as a modernistic novel and for the 

absence of a consistent view of the world as a realistic novel. This study wants to 

give new meanings to the criticisms like these by focusing on the politicity of the 

modernistic novels. For this, first of all, we will redefine the politicity and then 

apply this redefined concept of the politicity to the space as the novel’s setting, 

characters, and narrative techniques. 

So far, the ‘politicity’ of the Korean modern literature has been regarded as the 

sole domain of the realistic literature in which KAPF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is sense, the politicity of the literature means that the writer recognizes the real 

world politically and reveals it in the work. But the politicity of the modernistic 

literature should be understood unlike this. 

What is the politicity? Jacques Rancière regards the politics as the apparatus 

redistributing ‘the sensible’ and considers activating ‘the invisible objects’  important. 

The art, redistribution of the sensible, invalidates the government and tries to 

pursue the new politics itself. This thesis intends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the politics of literature’ different from the previous politicity by analyzing Scenes 

from Chŏnggye Stream with a view like this.

In the 2nd chapter, we investigate the politicity of the spatial setting in Scenes 

from Chŏnggye Stream, in which the spatial setting plays an important role. 

‘Chŏnggye Stream’ in the work reflects the real world around it at that time, but 

doesn’t do merely the reality. Pak T’ae-won recognized ‘Chŏnggye Stream’ as the 

complex space blended of the tradition and the modern, the imperialism and the 

colonialism, and the capitalism and the exploitation to find the crevasse between 

them and search for the space of possibility from it. We defined the crevasse as 

‘the threshold, the concept of Walter Benjamin, who understood the city as a 

collection of ‘the dialectical images’ and then analyzed from the dialectical view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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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bivalence of the prostitution and the gambling defined as illegal. For example, we 

can find out that the monsoon rain invalidates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Chŏnggye Stream’ and that some places are out of control of the law and the order 

although the whole spaces are under control of them. 

In the 3rd chapter, we understand the discord between characters and the world 

around them as a representation of the politicity. In this sense, we especially focus 

on the concept of people. Pak T’ae-won, who often spoke out against KAPF 

literature, had ever esteemed the novel form without any protagonist, introducing 

Russian novels on the newspaper. Scenes from Chŏnggye Stream also adopted such 

a novel form that the different types of characters instead of one protagonist 

appeared. Pak suggested that people, not the individual, should be the core of 

narrative because the previous novels proved their own limitations by failing to 

construct the narrative through describing the modernity of cities and the inside of 

intellectuals. Furthemore, ‘people’ of Scenes from Chŏnggye Stream was an 

extension of the mass, which Pak had been consistently interested in from his 

earlier novels, and also the origin of the different characters in his popular and 

vulgar novels or historical novels. Especially,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mechanism of ‘the politics of literature’ focusing on the sensible is the characters 

who reveal their senses and acquire the subjectivity newly. In addition to the 

children and the women discussed previously, ‘the city slicker around Chŏnggye 

Stream’ is also the representative that shows the political meaning by acquiring their 

own voices and portions. 

Finally in the 4th chapter, we intends to understand the oral historicity regarded 

as an unique characteristics of Scenes from Chŏnggye Stream as an attempt to 

restore the combination of the modern novel form and the traditional storyteller. Pak 

seems to have tried to reunify the fragmented people by this combination because 

the orality and the storyteller are familiar to the people. This is important. The 

leading researches have criticized Pak T’ae-won’s novels after Scenes from 

Chŏnggye Stream for the shortage to the Western modernistic novel form and have 

concluded that they fell in the popular vulgar novel in the end. But now we can set 

a high valuation on them because they are the proof that Pak tried to overcome the 

technical limit of the Western novels by combining it dialectically with the traditional 

narrative form. 

As discussed above, this thesis expects that the politicity of literature in Pak 

T’ae-won’s novels will go beyond Rancière’s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polit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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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how the new political possibility of Korean modernistic literature. 

Keywords/ Pak T’ae-won, Scenes from Chŏnggye Stream, politicity, modernism, city 

space, threshold, mass, people, discord, storyteller, o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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