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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김동리 초기 문학에 나타난 인간관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동리의 사상적 본질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

가’의 문제에 놓여있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은 ‘구경적 생의 형식’인 김동리

문학을 이해하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 김동리는 ‘인간성 탐구의 정신’을 진

정한 문학정신으로 보며, 이를 비극적 세계관을 전제하는 운명 개념을 통해

작품화하였다. 운명 개념은 김동리 초기소설을 관통하는 주제임과 동시에,

삶에 대한 인간의 실존적 고민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김동리가 바라보는

인간의 본질은 삶의 필연성에 능동적으로 대면하고, 대응하는 의지적인 성

격에 놓여있다. 이러한 김동리의 문학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본고는 해방 이

전에 발표된 김동리 비평과 초기 작품들을 대상으로, 인간에 대한 문학적

고민의 양상을 살핀다.

2장에서는 1930년대 휴머니즘 논쟁 안에서 제출되었던 평론들과의 비교를

통해 김동리 비평에 나타난 ‘인간성 탐구의 정신’이 가지는 의미를 규명한

다. 김동리의 인간관은 당대 휴머니즘과는 다른 방향에서 논의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비극 철학에 대한 이해에 기인한다. 휴머니즘과 리얼리즘 진영

모두 비극 철학을 표면적으로 이해하며 비판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이

후 김동리는 1930년대 후반 세대-순수 논쟁에 신진작가의 기수로 등장하며

‘신세대 문학의 정신’으로 비극적 사유 안에서 인간을 탐구할 것을 주장한

다. 김동리는 삶의 필연성으로부터 비롯되는 비극성을, 의욕하고 유희할 수

있는 비극성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인간의 힘에 주목한다.

3장에서는 육체를 매개로 생명력을 표현하는 인물들에 주목하여 작품을 분

석한다. 작품에 나타난 자연은 영원회귀적 세계관을 상징하며, 인물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자연적인 생명력을 선험적으로 성격화한다. 두 가지 방식의

인물 유형은 김동리가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한 1936년 5월, 「무녀도」와

「바위」의 발표를 통해 각각 계열화되기 시작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첫 번

째로 「무녀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자연의 화신’인 인물들이 제의적 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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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부여받는 방식을 밝힌다. 이러한 작업은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산제」를

포함하여, 「찔레꽃」·「동구앞길」과의 비교를 수반한다. 두 번째로는 「바

위」·「허덜풀네」·「팥죽」·「어머니」·「소년」의 인물들이 생에 대한 본능적

인 의지를 바탕으로, 절망과 고통마저도 긍정하는 방식을 살핀다.

4장에서는 비극적인 삶을 자신의 운명으로 발견하고 긍정하고자 하는 인물들

의 대응 양상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이는 비극적인 운명에 정면으로 대면하

며, 이와 대결하고자 하는 인간의 실존적 고독과 고민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폐도의 시인」·「술」·「솔거」연작·「두꺼비」·「혼구」는 생명력을 자각적

인 차원에서 ‘운명적인 것’으로서 성취하고자 하는 인물들의 고민과 모색의 양

상을 여러 방식을 통해 형상화한다. 「황토기」·「오누이」·「다음항구」는 ‘순

정(順正)’의 방식으로 자신의 필연적 삶의 위기를 긍정하고, 이를 통해 해방되는

자유를 성취하는 운명애의 역설적 사유를 보여준다. 운명애는 생성과 생명을 긍

정하며 운명을 발견하고 긍정하는 순간에 이루어진다. 고독과 좌절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원한의 감정 혹은 삶에 대한 포기와 체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순

정’한 태도로 운명을 사랑함으로써 운명을 넘어서는 힘을 보여준다.

김동리가 신세대 문학의 정신이자, 문학정신의 본질로 본 ‘인간성 탐구의 정신’

은 어찌할 수 없는 필연적 삶에 대해 인간이 가지는 자각적이며 실존적인 문제

의식을 보여주는 개념이다. 김동리 초기 소설은 운명 개념을 통해 세계의 비극

성을 드러내며, 인물들은 선험적인 운명적인 삶에 속한다. 그러나 김동리 초기

소설이 지니는 비극성은 운명의 절대성으로부터 비롯되지 않는다. 그의 작품이

가지는 중요성은 세계의 우연성을 삶의 필연적인 것으로 발견하며 의욕함으로

써, 그로부터 해방되는 인간의 정신적 태도를 그렸다는 점에 있다. 김동리의 초

기 문학은 최대의 절망과 최대의 희망을 동시의 의욕할 수 있는 인간정신의 위

대함을 드러낸다.

주요어 : 김동리, 초기 문학, 인간관, 비극성, 생명력, 운명애

학 번 : 2013-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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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김동리(金東里, 본명 金始鍾, 1913~1995)는 ‘가장 한국적인 작가’로 꼽히며 1930

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소설, 시, 수필, 그리고 평론 등 여러 방면으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였다. 그는 해방 이전, 여러 신문사의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주

목받는 신인으로 문단에 등장하였다.1) 김동리는 1930년대 후반 대표적인 신세대

작가로 세대론을 이끌어갔으며, 1941년부터 해방까지 전면적인 절필을 감행한

다. 김동리는 ‘문학하기’ 그 자체를 ‘운명적인 것’으로 인식하며,2) 그에게 절필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일본의 압제에 의한 포기이나, 심층적으로는 진정한 작가

적 정체성의 성취이다. 이는 식민지 상황에 놓인 작가로서의 실존적인 위기의

순간에, 운명을 긍정함으로써 그 운명을 넘어서는 사유로 설명될 수 있다.

김동리의 문학세계는 지금까지 여러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작품이 다루는

시간과 공간의 현실성을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 계열로 구분하는 관점이 대표

적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김동리 문학을 토속적이고 신화적인 색채를 가진

계열과 당대의 현실을 반영한 계열로 구분해왔다. 전자의 계열 작품들을 중심으

로 하는 논의는 크게 1) 무속에 관한 연구3) 2) 죽음과 구원의 문제를 다룬 연

1) 김동리는 1934년 《조선일보》에 시 「백로」가 당선되며 문단에 이름을 알렸으며, 이듬

해에는 소설 「화랑의 후예」(《조선중앙일보》, 1935.1.1.-10.)가 신춘문예에 당선되었다.

「화랑의 후예」가 이태준의 냄새가 난다는 지적을 받고, 그는 1936년 「산화」(《동아일

보》, 1936.1.4.-18.)로 또 한 번 신춘문예에 당선되었다. 이로써 김동리는 시와 소설로 각

신문사가 주최하는 신춘문예에 연달아 당선되며 화려하게 문단에 등장하였다.

2) 김동리는 평론을 통해 자신의 작가적 정체성을 ‘운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을 보여

준 바 있다. 김동리는 유진오의 ‘삼십대 작가의 불행과 신인의 행복’설에 대해, 이는 “신인

에 대한 최상의 모욕”이라 하며 “당초 문학에 지향하던 그날부터 이미 작가로서나 혹은

사상가(문예)로서는 탁히 초라한 운명”을 가졌던 것이라 주장하며, 작가의 행불행을 이야

기하는 것 자체에 반감을 표현한다.(김동리, 「「순수」이의─유씨의 왜곡된 견해에 대하

야」, 《문장》, 1939.8, 143면.) 이와 관련하여, 「문학하는 것」에서 김동리는 “내 일생을

문학에 받치겠다”는 기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를 “내 운명의 표정”이라 한다.(김동리,

「문학하는 것」, 《조광》, 1940.1, 157면.)

3) 김동준, 「김동리 소설 연구: 샤머니즘 계열의 작품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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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4) 3) 반근대성 논의5) 4) 낭만성·서정성 연구6) 등으로 나뉘며, 후자의 경우에

는 정치성에 대한 논의7)가 주로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김동리 문학에 드러나는

정치성을 바탕으로, 상반된 두 계열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관점이 주요

논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관점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중심에는 김동리의 어휘

인 ‘구경적 생의 형식’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왔다. ‘구경적

생의 형식’은 해방 이전 김동리 비평에 여러 차례 언급되었던 ‘인간의 생명과

개성의 구경의의’가 발전된 개념이며, 해방 이후 김동리가 주창하였던 제3휴머

니즘의 핵심 개념이다. 이는 김동리 문학을 관통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지속적

인 관심을 보여준다.

논문, 1990; 최규익, 「김동리 소설 연구: 무속성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

문, 1995; 김종연, 「김동리의 <무녀도>와 무격사상의 문학 형상화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5, 1999; 백지영, 「한국 소설에 나타난 무속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4) 이인복, 『한국문학에 나타난 죽음의식의 사적 연구』, 열화당, 1979; 우남득, 「동리문학

의 사(死)의 구경탐구」, 『이화어문논집』32, 1980; 손상화, 「김동리 소설에 나타난 죽음

의식」,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4; 유금호,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연

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8; 유종열, 「김동리 소설과 죽음의 모티프」, 유기룡

엮음, 『김동리』, 살림, 1996; 이진우, 『김동리 소설 연구: 죽음의 인식과 구원을 중심으

로』, 푸른사상사, 2002.

5) 한수영, 「순수문학론에서의 ‘미적 자율성’과 ‘반근대’의 논리: 김동리의 경우」, 『국제어

문』29, 2003; 이동하, 「세 개의 계열체: 전통 현실 그리고 예술」, 김동리, 『무녀도』,

문학과지성사, 2004; 홍기돈, 「‘선’의 이념과 근대초극 논리의 민족적 설정:김동리 반일

의식의 사상적 근거에 대하여」, 『어문논집』33, 2005; 이찬, 『김동리 문학의 반근대주

의』, 서정시학, 2011.

6) 구모룡, 「생의 형식과 서정적 소설론: 김동리의 문학유기론에 대한 고찰」, 『한국문학

회』, 1992; 진정석, 「김동리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3; 서재원, 『김

동리와 황순원 소설의 낭만성과 역사성』, 월인, 2005; 방민화, 『김동리 소설연구』, 보고

사, 2005; 최은영, 「한국 현대 서정소설 연구: 이효석, 이태준, 김동리를 중심으로」, 고려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7) 강경화, 「해방기 김동리 문학에 나타난 정치성 연구」, 『현대소설연구』, 2003; 허련화,

「김동리 소설의 현실참여적 성격」,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 조남현, 「김동리

의 당대소설의 계열」, 『한국 현대문학 사상의 발견』, 신구문화사, 2008; 이찬, 「해방기

김동리 문학 연구: 담론의 지향성과 정치성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비평문학』39,

2011; 김한식, 「순수문학론의 세 층위: 김동리와 순수문학」, 김한식 엮음, 『김동리: 순

수의 지향과 삶의 정치성』, 글누림, 2012; 홍주영, 「김동리 문학 연구: 순수문학의 정치

성과 모성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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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리 문학의 원점은 인간과 삶에 대한 문학적 고민에 있다. 다양한 시각의

논의와 더불어 그의 사상의 가장 핵심에 놓인, 인간에 대한 문학적 문제의식을

살피는 일은 중요하다.8) 이는 김동리 문학의 지속적인 주제로 나타나며, 운명

개념은 초기소설 전체를 아우르는 세계관이 된다. 운명 개념은 이해할 수 없는

경험들을 인간의 관점에서 대면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다. 이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고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관점은 특

히 등단부터 절필까지의 김동리 초기문학이 가지는 의미를 집중적으로 드러나

게 한다. 이 시기는 비극적 세계관과 ‘운명적으로 문학하기’라는 작가적 정체성

이 유기적으로 형성되고 구체화되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운명 개념을 중심으로 김동리 초기문학을 분석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허무의식,

초월성, 운명애, 죽음의식 등의 주제로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은 논의들은 작품

에 드러나는 생성과 소멸, 그리고 재생의 지점에서 생명력을 짚어내었으며, 작

품에서 인물이 가진 의지적 차원을 분석해온 성과를 지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생명력과 의지적 성격에 대한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이 아닌 운명의 절대성에, 그리고 현실성이 아닌 초월성에 연구

의 중심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의

틀을 수용하면서도, 위와 같은 두 가지 차원의 한계를 동시에 극복하고자 한다.

8) 지금까지 김동리의 사상에 대한 이해는 그의 맏형이자 『화랑외사』의 저자인 김범부와

의 관련성 안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김범부의 동양철학 사상과의 영향관계

를 중심으로 김동리를 바라본다. 혹은 전기적 사실을 근거로, 김동리가 김범부에 대한 정

신적 열등감으로 인해 조울증적 글쓰기를 했다는 정신분석학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전자

의 경우에는 김동리 문학의 사상적 토대를 고찰하여 그의 문학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

는 유의미한 지점들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김범부라는 매개자를 설정하여 다소 연역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여, 김동리가 아닌 김범부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후자는 작가 김동리와 보다 밀착된 분석이라는 성과가 있었으나, 등단부터

1941년의 절필까지의 작품과 평론에 드러나는 작가적 고민과 역량이 개인사적 차원에 머

물게 되는 한계를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홍기돈과 김주현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홍

기돈, 『김동리 연구』, 소명출판, 2010; 홍기돈, 「통일신라 담론과 선교의 재발견」,

『우리문학연구』38, 2013; 홍기돈, 「선(仙)의 이념으로 기획하는 인간과 자연의 융화」,

『영주어문』26, 2013; 홍기돈, 「김동리의 구경적 삶과 불교사상의 무(無)」, 『인간연

구』25, 2013; 홍기돈, 「김동리 문학사상의 형성과 혜화전문」, 『한국근대문학연구』28,

2013; 김주현, 「김동리 소설에 나타난 죽음의식 연구: <등신불>의 불교적 사생관을 중심

으로」, 『국어국문학연구』19, 1997; 김주현, 「김동리 문학에 나타난 토속성과 그 본질

에 대하여」, 『원형』16, 1997; 김주현, 『김동리 소설 연구』, 박문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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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무의식에 대한 논의는 운명의 절대성과 함께 논의된다. 조연현의 분석이 대

표적이며, 이후 허무에의 순응이나 반항, 도전, 초극 등의 개념과 더불어 여러

차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9) 조연현은 김동리 초기소설의 본질이 허무의식에

있다고 보았으며, 이는 가질 수 있었으나 빼앗겨버린 ‘여의주’로부터 비롯된다고

분석한다.10) 다시 찾을 길이 없음을 알면서도 추구하는 정신이 허무의식을 불러

일으킨다고 본다. 그는 허무의식이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부여된 운명이며, 김동

리 소설의 의미는 운명을 타개하는 여러 방식을 시험해 본 것에 있다고 한다.

조연현은 김동리의 허무의식이 니힐리즘이 갖는 포기의 정신이 아닌 강렬한 추

구의 정신을 나타냄을 강조한다. 그러나 허무와 대결하는 자세를 확립하는 것에

서 그칠 것인지, 이후 새로운 길을 타개할 것인지는 이후의 작품 활동을 통해서

만 알 수 있는 것이라며 결론을 유보한다. 그는 1970년에 이르러 김동리와 서정

주를 함께 논의한 글을 발표하며 김동리 초기소설에 대해 유보했던 결론을 맺

는다. 초기소설에 나타나는 허무의식은 절망으로 통하기 쉬우며, 이후 「사반의

십자가」나 「흥남철수」와 같은 후반기의 휴머니즘 작품에서야 불행을 벗어나

행복을 얻었다고 본다.11)

허무의식을 중심으로 한 논의들은 ‘잃어버린 여의주’를 찾는 ‘실낙원’의 모티프

로 초기소설을 이해한다. 이는 이미 잃어버린 것에 대한 향수와 회귀적 갈망만

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으며, 갈망의 대상인 초월적이고 이상적인 공간의 절대

성이 강조되는 분석으로 이어진다.12) 일찍이 김우종은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

9) 김영숙, 「김동리 문학과 니힐리즘: 그의 193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

위 논문, 1971; 정태용, 「비극미와 성격미: 김동리론」, 유주현 엮음, 『동리문학이 한국

문학에 미친 영향』,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1979; 이미림, 「김동리 초기문학 연구: 해

방 전까지의 소설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5; 장현숙, 「김동리

소설의 민족의식과 허무의식: 초기소설을 중심으로」, 『고황논집』, 1988; 황송문, 「김동

리 문학의 허무의식: <역마>와 <까치소리>를 중심으로」, 『비교문화논총』 4, 1993.

10) 조연현, 「허무에의 의지―「황토기」를 통해 본 김동리」, 『문학과 사상』, 세계문학사,

1949.

11) 조연현, 『한국현대작가론』, 문명사, 1970, 54면 참조.

12) 김병욱의 논의 역시 김동리 소설에서의 ‘비극성’을 인간과 자연의 융화의 순간에서 비롯

된 것으로 보면서, 이를 ‘실낙원’ 모티프에서 비롯된 인간의 낙원 회귀적 갈망으로 분석한

다. 이와 같은 논의의 방식은 김동리 소설에서 인물들이 ‘운명’에 대응하는 ‘인간성’이 아

닌 ‘낙원’ 혹은 ‘자연’이라는 초월적 세계로의 귀의적 갈망 그 자체를 강조하며, 나아가 김

동리 소설의 ‘운명’의 초월성과 절대성을 부각시킨다.(김병욱, 「영원회귀의 문학」, 이재



- 5 -

는 역사 부재의 문학이요, 현실 사회로부터 태고의 신주를 모신 「신당」 깊숙

한 곳으로 도피한 문학”13)이라 정의한 바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김윤식·김현의

『한국문학사』에서 “닫힌 사회의 붕괴·숙명감과 허무의식”14)으로 드러난다. 이

동하는 「역마」를 분석함에 있어 “이 작품이 말하고 있는 운명 순응의 사상은

그것이 현실 속에서 나타날 때에는 분단이 고착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의 현실

순응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가진다.”15)고 서술한 바 있다.

운명과 자연이 가진 초월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병익,

류보선, 천이두, 김혜영의 논의를 들 수 있다. 김병익은 김동리의 창작적 기반이

“개성의 자유와 인간성의 존엄”보다는 동양적 자연과 신비한 운명론에 더 깊이

뿌리박혀있음을 지적한다.16) 샤머니즘과 근친상간의 모티프를 도입하여 자연의

신비성과 관능성이 주제화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류보선 또한 김동리 소설이

‘인간성 옹호’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갖는다고 본다.17) 『을화』를 「무녀도」 개

작의 연장선에 놓고 분석하며, 두 작품을 추동하는 원동력인 운명의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질서를 지적한다. 인물들은 운명의 힘의 일방적인 지배에 갇히는 한계

를 가지며, 이는 자연스럽게 비극적 색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천이두와 김혜

영은 운명과 비극성을 김동리 초기소설의 창작원리로 설명한다. 천이두는 특히

「황토기」를 고대인들의 ‘소득 없는 싸움’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보며, 자기소멸

의 순간에 삶의 희열을 느끼는 고대인들의 비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18) 비

극적인 고대인들은 초인적 생명력을 가지며, 현대라는 불모지에 갇힌 채 짙은

소멸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들은 신적 혹은 귀적인 비약을 보여주며 역설적인

선 편, 『김동리』,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5.)

13) 김우종, 『한국현대소설사』, 선명, 1968, 161면.

14)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81, 245면.

15) 이동하, 『김동리: 가장 한국적인 작가』, 건국대학교출판부, 1996, 62면.

16) 김병익, 「자연에의 친화와 귀의」, 《한국문학》, 1973.12, 이재선 편, 위의 책, 43면.

17) 류보선, 「탈근대적 지향과 전근대적 귀결─김동리의 『을화』에 대하여」, 《문학정

신》, 1992.7. 류보선의 이러한 관점은 『한국 근대문학의 정치적 (무)의식』에서도 지속

되는데, 이전의 논리체계를 반성하고 현실로 진입하는 것을 부정, 또 다른 관념체계를 만

들어 안주하는 면모를 보인 신세대 작가 중 대표적인 인물로 김동리를 꼽는다. 김동리의

작품세계는 인간 대신에 신화적 질서 또는 운명적 요소를 위치시킴으로써 인간의 주체적

실천의 과정은 무의미한 것으로 제시된다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다.(류보선, 『한국 근대문

학의 정치적 (무)의식』, 소명출판, 2005, 319-320면.)

18) 천이두, 「허구와 현실」, 《현대문학》, 1978.10, 이재선 편, 위의 책, 113-1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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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을 드러낸다. 김혜영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운명의 역설적 구조를 파악한

다.19) 한편으로는 인물의 의지와 결단을 삶을 넘어서는 지향적인 자세로 분석하

며, 다른 한편으로는 소모와 탕진하는 인물이 보여주는 생의 사소함과 삶을 초

월하고자 하는 열망을 논의한다. 후자의 경우, 인물들이 자연과의 동화를 상징

하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며 현실을 초월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위와 같은 연구들은 김동리 작품에 나타나는 생명력을 포착하며, 운명과 비극

개념을 함께 다루는 성과를 가진다. 그러나 분석의 대상인 생명력이, 인간이 생

에 대해 가지는 의지적인 태도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

다. 인간에게 자연은 돌아가야 하는 원시적이고 고대적인 잃어버린 이상향으로

분석되어, 현실적인 삶에 대해 가지는 실존적인 문제의식이 드러나지 않는다.

운명애 개념을 가져온 논의들은 보다 직접적으로 초기소설에 나타나는 운명과

관계를 맺는 인간을 다룬다. 김윤식은 김동리의 작가적 정체성을 “문학 곧 운

명”의 등식으로 설명하며, 이는 운명애의 윤리 감각으로만 이해될 수 있다고 본

다.20) 그러나 조선 문학의 소멸 앞에서 김동리의 ‘운명적 문학관’은 허무에 마주

쳤음을 지적한다. 이후 허무를 사랑하고 다독거릴 수밖에 없던 김동리는 스스로

허무를 닮아갔으며, 이는 「황토기」와 「솔거」3부작의 창작 동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방민화는 주로 「역마」를 분석하며 김동리 소설에 드러나는 운명애를

논의한다.21) 작품에 나타나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주목하며, 인물이 가지는

생명의지를 지적한다. 김동리 소설에서 운명은 선천적으로 부여된 불합리한 조

건을 의미하며, 이는 인물에게 주체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본다. 그렇기에 「무

녀도」와 「바위」에 드러나는 자연의 영원성은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인간에게

자연과 합일되고자 하는 주체적 의지를 불러일으키며, 이는 곧 생명정신의 미학

을 구성한다.

19) 김혜영, 「김동리의 초기소설 연구」, 『현대소설연구』5, 1996.

20) 김윤식, 『김동리와 그의 시대1』, 민음사, 1995, 213-216면.

이와 관련하여 김동리에 대한 김윤식의 대표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김동리와 그의 시

대 2』, 민음사, 1995; 『김동리와 그의 시대 3』, 민음사, 1997; 『한국근대문학사상연구

2』, 아세아문화사, 1994.; 『한국현대문학비평사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미당의

어법과 김동리의 문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21) 방민화, 『김동리 소설연구』, 앞의 책, 93-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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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을 제외한, 인간과 운명의 직접적인 관계를 다룬 대부분의 논의들은

「황토기」와 「역마」 분석에 치우쳐진 경향을 보인다. 또한 인물이 현실의 삶

에 대해 가지는 존재론적이며 실존적인 의지가 부각되지 못한 아쉬움을 남긴다.

운명애의 감각으로 분석하면서도 허무를 닮아가는 양상에 주목하거나, 인물이

나타내는 주체적 의지와 생명정신을 함께 논의하면서도 그 지향점이 자연과의

합일에만 맞춰진다.

인물들의 죽음을, 소멸을 통한 재생의 차원으로 보는 연구는 이지연, 김예림,

최은영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이들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집중하며, 인물

들의 죽음이 가지는 초월적 가능성을 분석한다. 이지연은 김동리의 초기소설에

나타나는 ‘운명적 문학공간’이 변화되는 양상을 살핀다.22) 문학공간은 억압과 모

순의 외부세계를 소거 및 대체하기 위한 기능에서 벗어나, 자연을 발견하고 동

화되는 죽음의 방식으로 새로운 생명체로 재생되는 공간으로 변화된다. 김예림

은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죽음과 실종이 가진 소멸의 역설적 기능을 근대

부정 의식의 표상으로 본다.23) 근대세계의 논리를 소거하기 위한 방식으로 원시

적이고 신화적인 시공간과 운명 개념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삶의 사소성과 허무

성을 작품에 전면화하며 근대적 주체 이념과 능동적으로 대립하고 있음을 분석

한다. 최은영은 ‘닫힌 세계’에 놓인 인물들이 ‘정화된 죽음’의 순간에 자아와 세

계의 내면적 화해의 가능성을 모색한다고 지적한다.24) 불과 물, 눈의 상징과 관

계된 죽음은 인물들은 현실의 비극적 운명에서 초월된 세계로 합일된다는 것이

다. 운명 개념과 함께 죽음을 논의한 연구의 관점도 재생적 생명력을 오로지 자

연이 상징하는 초월적 세계에 속한 것으로 본다.

운명 개념으로 김동리 초기문학에 접근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며 논의를 풍부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명에 대응하는 인간상에 크

게 주목하지 못하였다. 작품에 나타나는 생명력과 인물의 주체적인 의지가 통합

적으로 분석되지 못하거나, 모두 자연에 귀속된 특성으로 분석된다. 결국 자연

22) 이지연, 「김동리 문학 연구: ‘운명’과 ‘자연’을 가로지르는 ‘자유’의 서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23) 김예림, 「1930년대 후반 몰락/재생의 서사와 미의식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122면-141면 참조.

24) 최은영, 「김동리 초기 소설의 서정소설적 특질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4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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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운명이 가진 신비로운 생명력과 절대성, 초월성만이 강조되는 것이다. 이러

한 관점에서 김동리 초기소설에 나타나는 인간의 모습은 허무의식에 갇혀있다.

그렇기에 그들은 현실의 삶을 무의미한 것으로 인식하며 초월하고자 하는 열망

만을 보인다.

본고는 보다 실존적 차원에서 김동리 초기문학에 나타나는 인간에 대한 관점

과 양상에 보다 주목하고자 한다. 김동리는 비극의 ‘낭만(浪漫)한 내용’과 근본

기틀을 형성하고 있는 운명 개념에 이끌리면서도, 그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운명에 대면하는 인간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를 하고자 하였다. 이는 신세대 작

가로 1930년대 후반 세대론을 주도하였던 ‘인간성 탐구의 정신’과 ‘인간성 옹호’

의 사상의 바탕이 된다. 김동리 초기문학에 드러나는 운명 개념을 보다 인간의

태도와의 밀접한 관계 안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의식 아래, 본고의 목적은 해

방 이전까지의 비평과 작품을 중심으로 김동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하는 것에 놓인다.

1.2. 연구의 시각

본고는 운명 개념으로 김동리 초기문학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인간관을 살펴보

고자 한다. 김동리의 사상적 본질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에 놓

여있으며, 이는 비극적 세계관을 전제로 하고 있는 운명 개념으로 접근하였을

때 잘 드러난다. 김동리에게 있어 운명 개념은 초기소설을 관통하는 문학적 주

제임과 동시에, ‘운명적으로 문학하기’라는 작가적 정체성을 형성한다. 김동리가

신세대 문학정신의 본령으로 옹호하고 탐구하고자 한 인간의 본질은 운명 개념

안에서 구체적으로 작품화된다. 이재선은 김동리 초기 소설에 나타난 인물들을

“숙명적인 불구자들”이라 명명하며, “불구와 병신이라는 숙명의 굴레”25)를 쓰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지적은 김동리의 문학적 세계관이 운명적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무녀도」와 「황토기」와 같이 무속 신앙이나

25) 이재선, 『증보·개정판: 한국소설사』, 민음사, 2000, 499-5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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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화와 관련되어 있는 작품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으며, 더불어 「술」·「두

꺼비」·「다음항구」와 같이 동시대적인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

품들 역시 비극적인 삶을 운명으로 자각하며 대응하는 인물들의 양상을 보여준

다. 운명은 일반적으로 세계의 필연성이 인간의 주관에서 인식되는 것을 말하는

개념이며, 김동리는 운명을 대면하고 여러 방식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인간의 태

도에 주목한다.

일반적으로 운명 개념은 인간의 주체성과 자의성을 벗어난 사건의 이유를 찾

는 과정에서 성립된다. 인간의 인식 범주를 벗어나는 일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

이다. 인식의 범주 바깥에 위치한 것을 우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면, 운명 개

념은 우연이 인간적 주관과 교차될 때 성립된다. 그리스인들에게 운명은 삶의

진실을 가장 근본적으로 포착해주는 개념이었다. 이는 운명의 신인 ‘모이라’로

인격화되어 ‘~일 수밖에 없다’는 법칙적 필연성을 지닌 존재론적 개념과 ‘~해야

한다’는 당위의 윤리학적 개념을 동시에 가진 개념이다. 그렇기에 ‘모이라’적 의

미의 운명은 인격화된 필연의 개념에 가깝다.26) 동북아 문화권에서는 명(命)이

공간적 의미에서의 ‘몫’과 시간적 의미에서의 ‘수명’의 의미를 동시에 가진 것으

로 이해되어, 인간이 이해하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가야하는 길을 의미한다.

필연 개념 역시 운명과 우연의 속성을 공유하며 인간의 인식체계를 넘어선 사

건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방식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는 인간의 주관에서 예측

불가능한 사건의 성격을 포함하는 우연 개념을 포함하지만, 우주에 대한 목적론

적 이해의 전제의 유무에 따라 그 의미망이 달라진다. 우주의 탈목적론성을 전

제할 경우, 우연은 필연과는 관계없이 아무런 이유도 목적도 없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일컫는 개념이 된다. 그러나 스토아적 운명의 경우 우발성-우

연을 모두 운명에 포함시키며, 나아가 이를 신성한 것, 즉 우주의 위대한 섭리

라는 측면으로 함께 포괄한다.27) 운명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의미들을 세분화하여

볼 때, 중요한 것은 우주의 운동이 특정한 목적을 향하고 있다는 목적론적 혹은

결정론적 세계관의 유무가 된다. 결정론적 세계관이 전제가 되었을 경우에 운명

은 스토아적 의미의 운명이 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시간의 개입으로 인한 우

26) 이정우, 『개념-뿌리들』, 그린비, 2012, 128-160면 참조.

27) 이정우, 『사건의 철학: 삶, 죽음, 운명』, 그린비, 2011, 324-32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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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과 창조의 측면이 생겨나며, 운명과 필연, 우연의 개념들이 각각 다른 의미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는 자신의 철학적 정식을 운명에

대한 사랑의 사유방식으로 정의한다.28) 운명 사랑하기, 즉 운명애는 니체에게

존재자 전체에 대한 사유이다. 이는 존재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문제에 대한 가

르침이라는 존재론적 문제의식이 된다. 니체사상은 김동리 초기소설에 구체화되

는 인간관이 가지는 의지와 의욕의 본질을 핵심적으로 드러나게 한다.

한국의 니체수용사적 흐름에서 니체의 소개는 1920년부터 소춘 김기전과 묘향

산인에 의해 시작되며, 이후 춘파 박달성, 안서 김억, 백두산인 이돈화, 이대위

등으로 이어진다.29) 니체의 원전에 대한 국내 최초의 번역 소개는 『차라투스트

라는 이렇게 말했다』 가운데 다양한 주제가 17곳 발췌 번역되면서 시작되었

다.30) 이후 1930년대는 김형준과 박종홍, 안호상 등에 의해 니체 사상이 소개

및 수용되고 해석되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1930년대 니체가 한국 문학에 끼친

영향은 네오휴머니즘-제3휴머니즘(순수문학) 논쟁과 생명파의 탄생 등으로 귀결

된다.31)

니체저작의 첫 일본 번역서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로, 이쿠타 초

코(生田長江)의 개인완역으로 1911년 신조사(新潮社)에서 발행되었다. 이후 1913

년 아베 요시시게(安倍能成) 번역의 『이 사람을 보라』(南北社)와 1915년 가네

28) “이 철학은 그 정반대에까지 이르기를,-공제나 예외나 선택함이 없이, 세계를 있는 그대

로 디오니소스적으로 긍정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이 철학은 영원한 회귀를 원한다-동일

한 것, 매듭의 동일한 논리와 비논리를 원한다. 한 철학자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

삶에 디오니소스적으로 마주 선대는 것-: 이것에 대한 내 정식이 운명애다.”(프리드리히

니체, 강수남 역, 『권력에의 의지』, 청하, 1994, 592면.)

29) 김정현, 「니체철학의 다문화적 이해: 니체사상의 한국적 수용─1920년대를 중심으로」,

『니체연구』12, 2007, 34면. 김정현에 따르면 니체에 관한 최초의 소개는 1909년 5월 남

북학회월보(12호)에 발표된 필자미상의 「톨스토이주의와 니-체주의」로 알려진 바 있으

며(김병철, 『서양문학번역논저연표』, 을유문화사, 1978, 129면.) 소춘,묘향산인, 박달성,

김억, 이동화 등에 의해서는 주로 《개벽》을 통해 니체사상이 소개되었으며, 이대위에

의해서는 《청년》에 소개되었다. 1920년대 니체의 소개 및 해석에서는 주로 개인과 사

회, 자율성과 공동체주의, 자아해방과 가족중심주의라는, 즉 개인의 해방과 유교적 전통

사회의 위계질서 사이의 갈등이라는 근대성의 개념이 다루어지고 있다.

30) 배상하, 「차라투스트라」, 《신흥》 창간호, 1929, 88-95면.

31) 김정현, 「1930년대 한국 지성사에서 니체사상의 수용」, 『범한철학』 63, 2011, 1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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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우 마지(金子馬治) 번역의 『비극의 탄생·선악의 저편』(早稲田大学出版部/現

代哲学/第3編)이 각각 발행되었다. 이어 이쿠타 초코(生田長江)는 1916년부터

1929년에 걸쳐 총 10권의 니체전집을 같은 출판사에서 번역하여 발행한다.32) 그

는 1935년부터 1936년까지 일본평론사(日本評論社)에서 총 12권의 니체전집을

다시 번역한다. 김동리가 평론과 자서전에서 읽었다고 언급한 책인 『世界文豪

と其創作』은 1923년 교문사(教文社)에서 출판된 것으로, 치카사와 고손(近沢孤

村)이 번역한 단테의 『신곡』, 셰익스피어의 『햄릿』, 괴테의 『파우스트』,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타고르의 『암실의 왕』, 로랑33)의

『장 크리스토프』가 실려 있다. 김동리가 니체저작을 포함한 세계문학에 대한

독서경험이 17-18살부터 약 4-5년간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한 사실을 참고할 때,

그는 『世界文豪と其創作』(1923)과 이쿠타 초코(生田長江) 번역의 니체전집

(1916-1929)을 통해 니체저작을 접했을 가능성이 높다.

신범순은 구인회의 동인지였던 《시와 소설》과 《시인부락》파의 작품들을

분석하며 1930년대 중반 이후를 시단에 니체사상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시기로

본다. 이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으로 니체사상의 혁신성과 은폐성이라는 양면성

이 지적된다. 니체의 사상은 단지 문학적 호기심보다는 제국의 식민지라는 특수

한 상황 속에서 지식인들이 처해있던 고뇌와 모색에 관련되어 있다.34) 《시인부

32)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2편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1916-1917), 제3편 『아

침놀』(1918), 제4편 『즐거운 지식』(1920), 제5편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1923), 제6편 『선악의 저편·도덕의 계보학』(1923), 제7,8편 『권력에의 의지』

(1924-1925), 제9편 『우상의 황혼·반그리스도·이 사람을 보라』(1926), 제10편 『비극의

탄생』(1929).

33) 김기림 역시 로맹 롤랑(Romain Rolland)의 문학적 세계에 큰 감명을 받았다는 점을 직

접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로맨·로랑과 『쟝크리스토프』」(《동아일보》, 1932.2.19.)에

서 생의 위기에서 로맹 롤랑의 『장크리스토프』는 밤과 죽음, 감상의 모든 어두운 것에

서 돌아서서 태양과 대낮, 웃음을 찾아 일어서게 하였다고 말한다. 그에게 로맹 롤랑의

영웅관은 “생명의 찬가”로, 생에 직면하게 하는 사유로 받아들여졌음을 알 수 있다. 여기

에서 ‘태양’과 ‘대낮’, ‘웃음’의 이미지는 니체사상의 핵심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한데, 이는

「감상에의 반역」에서 르네상스의 정신을 “음울한 기독교의 교리”로부터 해방되어 “명랑

한 이교의 생활과 또 생의 희열”을 발견한 것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과도 연결될 수 있

다. 그에게 ‘명랑성’은 감상과 대립하며, 차라리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며, “암흑을 초극하

는 치열한 정신”과도 함께 놓이는 것이다.(김기림, 『김기림 전집』 2, 심설당, 1988,

109-111면.)

34) 신범순, 「《시인부락》파의 해바라기와 동물 기호에 대한 연구」, 『관악어문연구』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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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은 1936년 11월 창간호35)를 발간, 총 2호로 끝난 시 전문지로 서정주와 오

장환이 그 주역이 되었으며, 김동리를 포함하여 김달진, 여상현, 이성범, 함형수

등 12명의 동인의 이름이 창간호 속표지 뒷면에 적혀있다. 김동리 역시 《시인

부락》의 동인으로서 창간호에 「호을로무어라중얼거리며가느뇨」·「나긴밤에낫

지만」·「간이는 간이는 다시 없네」·「행로음─R에게」의 총 4편의 시를 발표

한다.

이처럼 김동리는 니체사상의 소개적 차원을 넘어 그의 핵심 사상이 널리 수용

되고 해석되었던 1930년대에 여러 차례 니체의 저작을 읽었음을 술회한 바 있

다.36) 또한 작품에서 니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으며,37) 서정주와 함께

2012, 285면.

35) 창간호의 편집후기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될수있는대로 우리는 해볓이 바로 쪼이는

위치에 생생하고 젊은 한개의 시인부락을 건설하기로 한다. 뒤에로 깜아득한 과거에서 앞

으로 머-ㄴ미래를 전망할수있는 곧─임이 병드른 벗들에게는 좋은 요양소 오히려 건강한

벗들에게는 명일의 출발을위한 충분한 자양이 될수잇도록 여긔 이 미회유의 아름다운 공

사가 하로바삐 완성될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열네사람은 준비공작에 착수하였다.”(「후

기」, 『시인부락』창간호, 1936.11, 32면.) 신범순은 여기에서의 ‘햇볕’이 니체의 정오의

사상을 암시, ‘과거와 미래의 전망’의 표현에서 영겁회귀 개념이 드러난다고 보았다.(신범

순, 위의 글, 293-294면.)

36) 니체저작과 관련된 김동리의 독서경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기가 열여덟살 때, 「세계문호と기창작」이라는 한 칠팔백혈되는 책자를 읽은 일이 있

었다. 단테와 「신곡」, 쉑스피아와 「함렛트」, 꾀-테와 「파우스트」, 니-체와 『차라라

쓰트라』, 로만·로-랑과 「짠·크리스토프」, 타-골과 「암실의왕」등 이러한 작가와 작품

들을 상당히 상세하게 또 진지하게 연구소개한것이었는데, 읽고 느낀배가 많었다.” (김동

리, 「내가 영향받은 외국작가: 요지경 팬의 변」, 《조광》, 1939.3.)

“열여덟때는, 『세대문호와 기창작』이란 책자에서 「단테」「꾀에테」「쉑스피어」「니

이체」「라고오르」등을 소개받으므로 말미아마 문학이란 것과 친하게 되었다. (…중

략…) 그즈음 우리 문단 작가들의 작품을 읽어본즉 거기엔 아까 「단테」「꾀에테」「니

이체」들의 작품세계에서 보든 바, 또 내가 구하는 바, 그러한 인간의 개성이나 생명의

구경을 추구하는 세대가 없었다. 나는 불만이었다. 나는 이 뒤에 작품을 쓰면 반드시 사

람의 개성이나 생명의 구경의의를 추구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김동리, 「신세대의 정신

─문단「신생면」의 성격, 사명, 기타─」, 《문장》, 1940.5.)

“열일곱 살에서 스물두 살까지 약 5년간에 걸쳐 소위 세계적 명저니 세계문학이니 하는

따위의 문학게통 서적과 철학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플라톤, 데카르트, 스피노자, 칸트, 헤

겔, 쇼펜하우어, 니체 등과 그리고 종교관계 경전 따위를 훑어 읽었다.”(김동리, 「정독과

속독」, 『탄생 100주년 기념 김동리 문학전집29: 밥과 사랑과 그리고 영원』, 김동리기념

사업회·도서출판 계간문예, 2013, 270면.)

37) “구라파에서는 이즘까지 공중에서 땅우로 떠러진것을 여간 범내질 않는데 그가운데도 니

체란 사람은 지중해ㅅ가에 떠러진 운석을갖다두고「이게 별이다」「이게 별이다」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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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부락》 활동을 통해 니체사상을 공유하고 있었으리라 짐작된다.38)

니체사상을 이해함에 있어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논의를 참고

할 수 있다. 그는 니체의 핵심사상을 존재론으로서 해석하고 정리하며 이를 존

재자의 존재방식과 존재구조로 이해한다. 영원회귀 사상은 존재자의 존재방식이

라는 관점의 답을 제시하며, 힘에의 의지는 존재자의 존재구조 자체를 설명하는

방식이다.39) 영원회귀 사상의 본질은 “존재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며 존재

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구상”40)에 놓여있으며,41) 하이데거는 이를 ‘순간’과 ‘극복

하는 사상’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니체에게 ‘순간’의 사상은 『차라투스트라는 이

렇게 말했다』의 「환영과 수수께끼에 대하여」의 장에 잘 드러난다. 차라투스

트라는 상승하는 높이의 정신을 상징하며, 사유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중력의

정신’을 상징하는 난쟁이와 대립한다.

“잠깐! 난쟁이여!” 나는 말했다. “나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대인가! 그러나 우

리 둘 중에서는 내가 더 강자다. 그대는 나의 심연의 사상을 알지 못한다! 이

사상을 -그대는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중략…) 이 출입구를 보라! 난쟁이

웨치다가 그만 미처버리었고”(김동리, 「술」, 《조광》, 1936.8.)

38) 신범순은 1930년대 중반 이후의 퇴폐(데카당스)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를 니체사상과

연결시키면서, 니체사상이 당시의 마르크스주의 이후의 새로운 사상적 배경으로 떠오르게

된 것을 논의한다. 나아가 “당시 ‘휴머니즘’의 기치를 선명하게 내세웠던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온화하게 변신한 니체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신범순, 「1930년

대 문학에서 퇴폐적 경향에 대한 논의─불안사조와 니체주의의 대두」, 『한국 현대시의

퇴폐와 작은 주체』, 신구문화사, 1998, 54면.)

39) 마르틴 하이데거, 박찬국 역, 『니체Ⅰ』, 길, 2010, 444면.

40) 위의 책, 259면.

41) 영원회귀 사상에 대한 니체의 보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후까지도 인간을 둘러싸는 원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세계인가 아니면 신인가?”(프

리드리히 니체, 『나의 인생. 청년 니체의 자전적 소묘』, 마르틴 하이데거, 위의 책, 255

면, 재인용.)

“아, 어떻게 내가 영원을, 수많은 원환들 중의 결혼원환인 회귀의 원환을 열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프리드리히 니체, 「일곱개의 봉인」, 황문수 역,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문예출판사, 2004, 391면.)

“제4권, 디오니소스 찬가식으로 포괄적으로-‘영원의 원환’.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그리고

영원히 체험하고 싶은 욕망.”(프리드리히 니체, 유고 11[197], 안성찬·홍사현 역, 『니체전

집12: 즐거운 학문·메시나에서의 전원시 유고(1881년 봄~1882년 여름)』, 책세상, 2005,

5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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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이 출입구는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다. 두 길이

여기서 만난다. 아무도 아직은 이 두 길의 끝까지 가보지 못했다. 뒤로 뻗친

이 기나긴 오솔길, 그것은 영원에 이어진다. 그리고 저 밖으로 나가는 기나긴

오솔길- 그것은 또 하나의 영원이다. 그들은 서로 모순된다, 이 길들은. 이 길

들은 서로 정면으로 맞부딪친다. 그리고 여기, 이 출입구는 두 길이 마주치는

곳이다. 출입구의 이름은 위에 쓰여 있다, ‘순간’이라고. 그러나 이 두 길 중 하

나를 따라 앞으로-더욱 앞으로, 더욱 멀리 가는 자가 있다면, 그대 난쟁이여,

그래도 이 길이 영원히 서로 모순된다고 믿는가?”42)

차라투스트라의 질문에 난쟁이는 “모든 진리는 굽어 있고, 시간 자체가 하나의

원환”이라고 경멸조로 웅얼거린다. 이에 차라투스트라는 “너무 쉽게 만들지 말

라!”고 화를 내며 “내가 그대를 여기까지 높이 데리고 왔”음을 소리친다. 그는

“보라, 이 순간을!” 하고 다시 한 번 묻는다. 난쟁이가 두 오솔길만을 보는 것에

비해 차라투스트라는 ‘순간’ 그 자체를 사유한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순간에 서

있는 자는 과거와 미래의 이중의 방향을 자신의 안에서 충돌하게 한다. 순간을

본다는 것은 그 안에 선다는 것이다. 영원회귀 사상의 본래적인 특질은 “영원이

순간에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순간이 지나가버리는 지금이나 방관자에게 그저

스치고 지나가는 찰나도 아니고 오히려 미래와 과거의 충돌이라는 것”43)이다.

‘순간’의 사유를 통해 영원회귀 사상을 이해하는 방식은 존재자로서 ‘순간’ 안에

서서 ‘자신의’ ‘순간’을, 그리고 오직 그것들에서만 결정되는 영원을 보는 것이다.

영원회귀는 “그대가 그대 자신으로부터 의욕하고 의욕할 수 있는 것에 의해 결

정되는 것”44)이다.

두 번째로 영원회귀의 사상은 ‘극복하는 사상’이다. 이는 “가장 심연적인 사상”

이면서 동시에 가장 작은 틈을 경계해야만 한다. 이때의 ‘틈’은 ‘가장 비슷한 것’

사이에 놓여 있으며 가장 절대적인 차이를 숨긴다. “가장 비슷한 것 사이에서

가상은 가장 아름다운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다. 하이데거는 이를 “모든 것이

동일하다”에 담긴 ‘~그러하다’의 이중적인 의미에 천착하여 이해한다. 한쪽에는

42) 프리드리히 니체,『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앞의 책, 268-269면.

43) 마르틴 하이데거,『니체Ⅰ』, 앞의 책, 305-306면.

44) 위의 책, 3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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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허망하고 따라서 부질없다는 사유가 놓여있고, 다른 한쪽에는 모든

것이 회귀하며 매 순간이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의 동일성이

놓여있다.45) 영원회귀는 이처럼 가장 비슷한 것 사이의 틈에 다리를 놓는 사상

으로 의미를 가진다.

이를 기반으로 니체는 허무주의의 사상을 경계한다. 그는 한편으로는 기독교에

대한 비판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가치-전환적 사유로 유럽 니힐리즘의 허무주의

를 극복한다. 기독교적 허무주의는 구원과 행복, 죄와 처벌의 논리로 구성되며

‘양심의 가책’과 ‘고통의 내면화’의 측면을 드러낸다. 기독교는 삶을 부정한다. 한

편으로는 죄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계, 끔찍스러운 고통-처벌의 등식화를, 그리

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통을 늘리는 기계, 고통에 의한 정당화, 어두운 작업장을

그 특징으로 한다.46) 니체는 기독교의 종교적 속성을 인간에 대한 파멸과 파괴,

마비와 도취로 비판한다.47) 두 번째로 니체는 유럽의 니힐리즘에 대해 염세주의

를 경계하며, 니힐리즘의 본래적인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니

힐리즘에 있어 중요한 것은 공허가 아닌, 모든 것의 가치 상실로 인한 모든 가

치의 완전한 전환이라고 본다.48) 니체에게 니힐리즘은 능동과 수동의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49) 능동적인 니힐리즘은 지금까지의 가치를 제거하며 무엇보다

도 먼저 새로운 가치 정립을 위한 가능성들을 허용한다. 모든 가치들이 부정된

자리에서 창조의 원천으로 긍정되면서 “니힐리즘은 하나의 신적인 사유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50)게 된다.

45) 위의 책, 428면.

46) 질르 들뢰즈, 신범순·조영복 역, 『니체, 철학의 주사위』, 인간사랑, 1993, 43면.

47) “그리스도교는 인간을 압박하고 완전히 파괴시켜 깊은 진창 속에 빠뜨렸다: 그 다음 그

리스도교는 단 한 번에 이 완전한 극악무도함의 감정 속으로 신의 자비의 영광을 비쳐들

게 함으로써, 압도당한 자, 은총에 마비된 자는 황홀의 비명을 지르고, 한 순간 하늘 나라

전부를 자신 안에 가진 것으로 믿었다. 그리스도교의 모든 심리학적 발명은 감정의 이러

한 병적인 과도함과 거기에 필요한 머리와 마음속의 깊은 파괴를 향해 작용했다.”(프리드

리히 니체, 김미기 역, 「그리스도교에서의 비그리스적인 것」, 『니체전집7: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Ⅰ』, 책세상, 2001, 138면.)

48) 마르틴 하이데거, 박찬국 역, 『니체 Ⅱ』, 길, 2012, 258-259면 참조.

49) “니힐리즘 그것은 이의적(二意的)”이다. A. 정신의 상승한 권력의 징후로서의 니힐리즘,

즉 능동적 니힐리즘. B. 정신의 권력의 쇠퇴와 후퇴로서의 니힐리즘, 즉 수동적 니힐리

즘.”(프리드리히 니체, 『권력에의 의지』, 앞의 책, 40면.)

50) 위의 책, 37면.



- 16 -

종합하면, 니체는 ‘순간’ 안에서 영원을 보는 관점으로 영원회귀를 이해한다. 그

는 ‘위대한 1분’이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삶을 의욕하

고 자유롭게 되는 사유를 설명한다. 영원회귀 사상은 수동적 니힐리즘을 극복하

는 사유이다. 다시 한 번 도래함은 “그대가 생겨났던” 조건에 의해서 회귀하며,

이 회귀를 ‘의욕’함으로써 존재자는 해방된다.

영원회귀 사상이 존재자의 존재방식이라 할 때, 존재자의 존재구조는 ‘힘에의

의지’로 드러난다. 니체에 따르면 생성만이 존재의 조건이며, 영원회귀는 이러한

생성의 반복을 의지(will)하는 것이다. 그에게 ‘의지’는 욕구나 갈망, 혹은 결핍에

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힘이 다른 힘에 자신의 영향을 강제할 때 표현된다.51)

존재자는 어느 방식으로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그 의지를 통해서만이 영원회

귀라는 실존적 운명에 대면하게 된다. 힘을 의지하는 인간만이 “그것이 삶이었

던가? 자! 그럼 다시 한 번!”이라고 외치는 “최상의 용기”와 “위대함으로 통하는

길”52)을 걸을 수 있다. 니체에게 “힘에의 의지야말로 삶에의 의지”53)이기 때문

이다. 이처럼 생성과 힘에의 의지는 존재자의 존재구조의 핵심이며, 이는 니체

적 의미에서의 ‘비극적인 것’, 즉 디오니소스적인 예술과 연결된다. 디오니소스적

인 것은 곧 다수성을 생성하고 창조해내는 것이며, 동시에 삶을 의지하고 긍정

하는 것이다. 영원회귀 사상 안에서 의지는 창조행위 그 자체가 된다.54)

니체사상은 김동리 초기소설에 나타나는 비극성의 핵심을 보여준다. 비극성은

김동리의 초기소설을 이해할 때 중요한 개념이다. 세계가 필연적으로 이미 정해

져 있으며 인간은 선험적 삶의 방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인식은 비관적 비극

성을 초래한다. 그러나 김동리가 작품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비극성은 절망과 고

통만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그는 세계의 필연성을 자연의 영원

회귀적 속성으로 구체화하여 그려내며, 작품의 인물들이 이와 적극적으로 대면

하여 생명으로서의 삶을 발견하는 순간 비극성의 의미는 전환된다. 김동리의 인

51) “신앙은 의지가 결핍되어 있는 곳에서 항상 가장 턱없이 탐내어지며 긴급히 요구된다,

왜냐하면 의지는 명령의 정열로서 자주성과 힘의 결정적 특징이기 때문에.” (프리드리히

니체, 권영숙 역, 『즐거운 지식』, 청하, 1989, 300면.)

52) 프리드리히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앞의 책, 259-268면.

53) 프리드리히 니체,『즐거운 지식』, 앞의 책, 304면.

54) 질르 들뢰즈, 『니체, 철학의 주사위』, 앞의 책, 1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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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관이 비극성과 함께 논의될 때 그 의욕적인 힘의 차원이 드러나는 것 역시

이와 함께 이해될 수 있다. 그가 탐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질은 어찌할 수 없

는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면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정신적 태도

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비관적인 의미에서의 비극성을, 긍정하고

유희할 수 있는 비극성으로 전환시키는 힘을 가진다.

니체가 이야기하는 ‘비극적인 것’은 그 자체로 영웅적인 것이며 디오니소스적

인 것이다. 또한 이는 초인적인 것이며, 동시에 운명애적인 방식으로 사유하는

것을 뜻한다. 즉, 니체적 의미에서 ‘비극적인 것’의 사유는 영원회귀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며, ‘생성에의 의지’라는 존재자의 본질을 의욕하게 한다. 이는 디오

니소스적인 긍정의 사유이며, 영원회귀적 운명을 그 자체로 사랑할 수 있는 최

고의 긍정형식인 운명애를 가능하게 한다. 질르 들뢰즈(Gilles Deleuze)의 논의

는 긍정의 사유방식을 중심으로 니체의 핵심 사상들을 설명한다. 들뢰즈는 니체

의 초기저작인 『비극의 탄생』이 쇼펜하우어와 바그너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개념을 포함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삶을 긍정하는 신으로서의 디오니소

스가 발견된다. 디오니소스는 기독교적 신과 달리, “기원적 존재 안에 해소되거

나 원시적 깊이 속으로 다수성을 재흡수하기보다 다수적 긍정들 속으로 스스로

변화”한다.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고통-처벌의 등식화를 통해 괴로움을 정당화하

는 삶과 대립한다. 그에게 삶은 정당화되거나 구제되는 것이 아니라 긍정되어야

만 한다. 니체는 다음과 같이 디오니소스적 특질을 정의한다. “최고의 고통도 또

한 거기로부터는 제외될 수 없는 생존의 긍정의 최고의 상태가 구상되고 있다.

즉 비극적·디오니소스적 상태가.”55) 디오니소스의 견지에서 생존은 그 자체로

괴로움의 무한함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할 만큼 신성하게 보인다.56)

초인은 비극적인 성격을 가지며, 가치를 변이시키고 부정을 긍정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다. 긍정의 요소는 초인적 요소다. 초인적 삶의 방식은

웃고, 놀이하고, 춤을 추는 것으로, 우연과 우연의 필요성을 긍정하면서 생성 자

체를 긍정한다.57) 그리하여 비관적 비극성으로부터 빚어지는 반동적 니힐리즘을

55) 프리드리히 니체,『권력에의 의지』, 앞의 책, 505면.

56) 질르 들뢰즈,『니체, 철학의 주사위』, 앞의 책, 45면.

57) 위의 책, 28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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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인 힘의 차원, 즉 권력의지로서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유를 하게

된다. 초인은 존재를 새롭게, 인식의 엄밀함에서 그리고 창조의 위대한 양식에

서, 근거 짓는 인간인 것이다.58) 긍정의 사유가 참고 견디거나, 혹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라는 점은 중요하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

다』의 「세 가지 변화에 대하여」의 장은 정신의 세 가지 변화를 낙타와 사자,

그리고 어린이로의 변화로 설명한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모르는 긍정은

“가장 쓸쓸한 사막”에서의 낙타와 같다. 그러나 “새로운 창조를 위한 자유의 획

득─이것은 사자의 힘이 할 수 있는 일”이며, 이는 “자유의 획득과 의무 앞에서

도 서슴지 않는 신성한 부정”으로서의 긍정이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의 긍정은

“창조라는 유희”를 가능하게 하는 “신성한 긍정”이다. 이는 “순결이며 망각이고

하나의 새로운 출발, 하나의 유희, 스스로 굴러가는 수레바퀴, 최초의 운동”59)이

다.

이처럼 창조로서의 유희는 ‘주사위 던지기’의 철학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우연

과 필연을 긍정하는 ‘운명애’의 사유로 이어진다. ‘주사위 던지기’로서의 니체사

상은 “여러 번의 던짐 위에 배분되는 개연성이 아니라 즉각적인 모든 우연들;

최후의, 소망되고 의지되는 조합이 아니라 숙명적 조합, 숙명적이고 사랑스러운

운명애; 여러 번의 던짐에 의한 조합의 회귀가 아니라 숙명적으로 얻어진 수의

성질에 의한 주사위 던지기의 반복”60)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니체는 우연을 긍

정하고, 그 우연의 결과이자 필연의 긍정으로 회귀적 사유를 다시금 긍정한다.

즉, 우연은 필연을 긍정하기 위해 긍정되고, 그리하여 비로소 우연은 운명과 함

께 ‘사랑스럽게’ 긍정된다.

이 철학은 그 정반대에까지 이르기를,-공제나 예외나 선택함이 없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디오니소스적으로 긍정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이 철학은 영원한

회귀를 원한다-동일한 것, 매듭의 동일한 논리와 비논리를 원한다. 한 철학자

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 삶에 디오니소스적으로 마주 선대는 것-: 이

58) 마르틴 하이데거,『니체Ⅰ』, 앞의 책, 248면.

59) 프리드리히 니체,「세 가지 변화에 대하여」,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앞의

책, 53-56면.

60) 질르 들뢰즈, 위의 책, 62-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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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대한 내 정식이 운명애다.61)

최종적 형식으로서의 생의 긍정의 사유가 바로 ‘운명애’, 'Amor fati'의 핵심이

다. 그의 저작 『즐거운 지식』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운명애, 그것이 나의

사랑이 되게 하라”62)는 명령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의 초인

사상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이다. 삶을 살아가는 문제에 대한 가르침으로서의 삶

에 대한 사랑, 즉 운명 그 자체에 대한 사랑은 운명을 의욕하고 의지하는 것으

로 가능하다. 운명애는 니체의 모든 사상을 관통하는 존재자의 본질적 사유방식

이다. 운명에 대한 사랑은, 사랑받는 것의 본질에서 의욕된 것을 자신의 최상의

존재 가능성으로 고양시키는 의지이다. 운명의 필연성은 임의의 불운이 아닌,

사로잡힌 순간에 존재자 전체의 충만한 생성의 영원으로서 드러나는 곤경의 전

환이 된다.63) 운명애는 삶에서의 가장 큰 고통까지도 받아들이며, 인간으로 하

여금 자신과 운명에 대해 자유롭게 머물게 한다. 즉 인간이 갖는 창조적 에너지

를 거스르거나 억제하지 않고, 오히려 창조적으로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며 긍정

하는 것이다. 이 사랑은 지금까지 삶에서 부정되었던 면들조차 필연적이고 의미

있고 영원히 회귀하기를 원할 정도로 가치 있다고 인정하고 긍정한다. 삶에 대

한 사랑은 고통으로부터 나오는 창조력의 긍정성을 보증한다. 삶에 대한 사랑은

자신에 대한 사랑을 포함하며, 신성한 자기애는 운명애의 필연적 요소다.64)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론을 기반으로, 김동리 초기문학에 나타나는 인간관

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의 초기소설에서 운명 개념은 중요한 주제임과 동시에

작품에 드러나는 인간관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김동리는 세계를 필연

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비극적 세계관의 전제 안에서 인간의 본질을 탐구한다.

김동리가 바라보는 인간의 본질은 삶의 필연성 안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실존적 고민을 하는 의지적인 성격에 있다. 그의 초기소설은 삶을

자신의 운명으로 발견하고 대면하는 인간의 태도를 포착한다.

61) 프리드리히 니체, 백승영 역, 『니체전집21: 유고(1888년 초~1889년 1월 초)』, 책세상,

2004, 355면.

62) 프리드리히 니체,『즐거운 지식』, 앞의 책, 229면.

63) 마르틴 하이데거,『니체Ⅰ』, 앞의 책, 450면.

64) 백승영, 『니체,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 책세상, 2005, 111-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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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에서는 김동리가 해방 이전 발표했던 초기비평에 나타나는 인간관의 의미

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는 1930년대 휴머니즘 논쟁과 세대-순수 논쟁의 문단

상황 안에서 제출되었던 당시 평론들과의 비교 속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작업은 김동리 문학의 원점을 구성하고 있는 ‘구경적 생의 형식’이 가지

는 본질에 보다 가깝게 다가가는 일이 된다. 동시에 인간에 대한 관점으로 김동

리의 초기소설을 독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하며, 허무주의와 초월주의를 벗어나는

지점을 드러내게 한다.

3장과 4장에서는 김동리 초기소설을 중심으로 다룬다. 그의 작품들은 비극적인

삶에 대면하는 여러 인간상을 포착한다. 그들은 삶의 방향이 필연적으로 정해진

선험적인 세계에 놓인 존재로 그려진다. 여러 방식으로 필연적인 고통의 삶에

대응하는 인물들의 양상은 김동리가 탐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질을 보여준다.

작품에서 영원회귀적 세계관은 자연의 속성으로 구체화되며, 인물들은 자연의

생명력을 다양한 양상으로 표현하며 발견한다. 또한, 그의 작품은 세계와 운명

에 대해 인물들이 자각하고 대응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세계의

필연성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이와 대면하는 인간상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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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동리 비평에 나타난 ‘인간성 탐구의 정신’

김동리는 1935년에 등단하여 이후 1937년에 「이태준론」(《풍림》, 1937.3.)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비평 활동을 시작한다. 그가 활동하였던 1930년대는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며 탐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시기이다.

휴머니즘론은 백철에 의해 제기되었던 인간묘사론을 시작으로, 1936-7년을 전후

하여 여러 지식인들 사이에서 논쟁적 성격을 지니며 이루어졌다. 그 중심에는

백철과 김오성, 임화가 있었으며 여기에 윤규섭과 안함광, 한설야, 유진오 등이

참여하였다. 이후 휴머니즘 논쟁은 1930년대 후반 세대-순수 논쟁에 영향을 미

치며, 문학에 있어 인간에 관한 논의는 1940년대까지 이어진다. 당시 신진작가

의 기수였던 김동리는 ‘신세대 문학의 정신’으로 인간탐구를 이야기하며 휴머니

즘 논의의 끈을 잇는 역할을 하였다.

김동리의 인간관은 당대 휴머니즘 논의와는 다른 방향에서 논의된다. 당대 휴

머니즘론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비극 철학에 대한 이해에 기인한다. 휴머니즘

논쟁의 중심에는 니체의 비극 철학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핵심적으로 놓여있었

다. 논쟁에 참여하였던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니체 사상을 거론하며 자신의 입장

을 표명하는 기준으로 세웠다. 휴머니즘과 리얼리즘의 진영 모두에서 니체를 비

판하고 자신의 입장과 구별하는 것에 힘을 들였다. 임화로 대표되는 리얼리즘

진영에서는 휴머니즘 논의를 니체 사상과 결부시키며 이를 도피적이며 협력적

이라 비난했다. 백철과 김오성을 포함한 휴머니스트들 역시 니체 사상이 자신의

입장과는 다르다는 점을 계속적으로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들 모두 니체의 비극

철학에 대한 표면적인 이해에 머물렀으며,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거나 상대방을

비판하는 기준으로 끊임없이 인용하는 것에 그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동리는

1930년대 후반 오히려 비극적 사유 안에서 인간을 발견할 것을 주장한다.

김동리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를 재론한 것은 이러한 문제의

식을 드러낸다. 김동리의 사상은 세계를 비극적으로 인식하는 전제 아래에서 진

정한 인간탐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의 비극적 사유는 낙관

론과 비관론으로부터 동시에 거리를 둘 수 있는 것이다. 김동리의 인간관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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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비극적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현실에 대한 치열한 고민의식으로부터 출

발하게 된다. 이는 임화가 비판한바 휴머니즘의 추상성과 관념성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더불어 그의 비극적 사유가 니체적 비극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관론을 경계한다. 니체적 의미의 비극성은 허무주의적이며 반동적인 니힐리즘

을 능동적인 니힐리즘으로 전환시키는 힘을 내포한다.

백철은 1933년 「인간묘사시대」(《조선일보》, 1933.8.29.-9.16.)를 발표하며,

창작방론의 일환으로 인간묘사를 주장한다. 무엇보다 인간을 묘사하는 것에 문

학 작품의 우수성이 놓여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듬해 「인간탐구의 도정」(《동

아일보》, 1934.5.24.-6.2.)에서 여러 비판들을 염두에 두며 자신의 주장을 공고히

한다. 백철에게 진정한 인간탐구는 개인적 체험이나 심리를 다루는 심리주의 문

학이 아닌, 현실을 정면으로 다루는 문학에 의해 실천된다. 문학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의의와 내면적 생활을 통일적으로 묘사하여 인간과 사회 간의 관

계적 본질을 총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백철의 인간묘사론은 카프 2차 검거

이후 프로문학에 대한 비판을 위한 휴머니즘으로 그 성격이 전환된다.65) 옥고를

치른 직후 발표한 「비애의 성사」(《동아일보》, 1935.12.22.-27.)에서 백철은

카프의 정치주의적 편견을 버리고 문학인으로서 문학의 진실에 귀환할 것을 고

백한다. 이때의 진실이란 자연이 아닌 인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명제로 집약된

다. 그에게 자연에의 관심은 센티멘털리즘의 무의미한 범람으로 여겨진다. 이와

더불어 감옥 생활에서의 경험은 백철에게 ‘고독’을 감상과 애수, 우울 등의 정서

로 각인시킨다. 그에게 자연묘사는 고독한 인간의 공상의 세계이며 무의미한 정

신의 여행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백철은 「현대문학의 과제인 인간탐구와 고뇌의 정신」(《조

선일보》, 1936.1.12.-21.)을 발표하며 인간탐구론과 휴머니즘론을 연결시킨다. 이

글이 발표된 후 임화는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발표한다. 백철에 따르면

인간탐구의 정신은 최후의 것을 박탈당하는 현실에 대해서 “비상한 결의를 가지

고 그 고뇌에 자처하는 용기”66)를 의미한다. 고독이 비극적 현실의 고통에서 벗

어나고자 하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애수와 허무한 정서라면, 고뇌는 그 자체로

65) 김영민, 『한국문학비평논쟁사』, 한길사, 1992, 472-479면 참조.

66) 백철, 「현대문학의 과제인 인간탐구와 고뇌의 정신(8)」, 《조선일보》, 193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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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고민할 수 있는 용기의 차원에 놓인다. 동시에 백철은 세스토프와 하이

데거, 니체 등의 철학을 “인생의 무상을 노래한 감상의 시적 정서, 생에 대한 비

극철학의 설교의 찬가”라 언급한다. 특히 “무에서의 창조”는 현실과의 타협 혹

은 현실 도피적 정신이라는 것이다.67) 이러한 진술은 백철이 비극 철학에 대한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뇌를 자처하는 현실이란 추상적이

고 관념적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는 절망적인 현실을 전환할 수 있는

비극적 사유의 힘을 포착하지 못한다. 백철의 인간관은 임화의 비판처럼 현실에

적극적으로 절망하는 인간만을 보여준다.

임화는 백철을 포함하여 휴머니즘을 전면적으로 비판한다. 그는 인간을 오로지

역사와 사회적 관계 안에서 파악한다. 그는 자연과 대립적인 것으로 인간을 파

악하며, 생산적인 측면에서 문화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에 인간의 본질이 있다

고 본다. 이러한 인간관을 바탕으로 임화는 「현대적 부패의 표징인 인간탐구와

고민의 정신」(《조선중앙일보》, 1936.6.10.-18.)에서 당대 휴머니즘을 비판한다.

임화는 백철의 논의가 일반론과 추상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에게 백철이 말하는 ‘고뇌의 정신’은 인류의 죄 때문에 고난 받는 자를 자임

하는 희생자 정신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가 그랬으며, 도스토예프스키, 니체 등

이 그러했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임화는 여러 차례 글을 발표하며 백철과 김오

성의 휴머니즘을 비판한다.68) 「조선문화와 신 휴머니즘론」(《비판》, 1937.4.)

에서는 김기림과 백철을 비교하며 백철의 휴머니즘을 낭만적 비극으로 평가한

다. 더불어, 김오성의 행동적 휴머니즘을 ‘히틀러 철학의 부분품으로서의 무규정,

비전제적인 창조적 행동설’을 주장하는 피히테, 니체의 논의와 다를 바 없는 것

으로 본다. 임화는 “오성 씨의 네오 휴머니즘론 서두를 장식한 니체는 불가불

심장한 의미”를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백철과 김오성의 휴머니즘이 전제하는

인간이 니체의 “본능과 격정만의 동물적 인간”일 뿐임을 지적하였다.69)

67) 백철, 「현대문학의 과제인 인간탐구와 고뇌의 정신(7)」, 《조선일보》, 1936.1.19.

68) 휴머니즘과 관련하여 임화가 발표한 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단논단의 분야와

동향: 상반기 논단 별견」, 《사해공론》, 1936.7.; 「조선문화와 신 휴머니즘론」, 《비

판》, 1937.4.; 「문예이론으로서의 신휴머니즘론에 대하여」, 《풍림》, 1937.4.; 「르네상

스와 신 휴머니즘론」, 『조선문학』, 1937.4.; 「복고현상의 재흥」, 《동아일보》,

1937.7.15.-20.; 「휴머니즘 논쟁의 총결산」, 《조광》, 19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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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체 사상은 1937년에 이른 휴머니즘 논쟁에서 임화의 말처럼 ‘불가불 심장한

의미’를 여전하게 지닌 것이었다. 임화에게 니체 사상은 그야말로 본능과 격정

의 인간을 옹호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르네상스와 신 휴머니즘론」에서 임

화는 휴머니즘이란 “이성에도, 역사의 필연성에도, 사회의 객관성에도 구속되지

않은 단순한 본능적 격정적 행위성의 내용”만을 담은 것이라 정의한다.70) 임화

는 네오 휴머니스트들이 “번번이 저 생의 철학의 선구자 니체의 권위를 원용”하

고 있음을 지적하며 조선의 휴머니즘은 다분히 “동물적 개인주의”에 물들어 있

다는 말로 글을 맺는다. 휴머니즘에 대한 임화의 입장은 「휴머니즘 논쟁의 총

결산」을 통해 마무리된다. 임화는 인간은 언제나 지상의 것이고 현실 속의 것

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현실 속에 인간이 없을 때 그것은 결코 인간이 아니

라는 것이다. 그는 “문학 위에서 최대의 휴머니즘은 리얼리즘”이라는 명제로 휴

머니즘 논쟁을 마무리한다.71)

김오성은 네오 휴머니즘을 주장하며, 백철과 함께 휴머니즘 논의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였다. 그는 자신의 휴머니즘을 옹호하는 방책으로 니체의 비극 철학을

비판한다. 그의 비판의 양상은 백철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김오성은 니체 사

상의 일부분만을 발췌하여 수용한 후, 나머지 부분은 전면적으로 비판한다. 그

는 네오 휴머니즘론을 주장하기 이전부터 니체 사상을 소개하는 글을 여러 차

례 발표한바 있다. 이는 그의 논의가 니체 사상과의 영향관계 안에서 형성되었

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는 1932년부터 니체와 관련된 글들을 차례로 발표하

면서 니체 사상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한다.72) 이 시기를 거치면서 김오성

은 니체 사상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인식을 구성하게 된다. 니체를 인용하며 네

오 휴머니즘론의 서두를 열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니체의 인간관

69) 임화, 「조선문화와 신 휴머니즘론」, 임화문학예술전집 편찬위원회 엮음, 『임화문화예

술전집4: 평론1』, 소명출판, 2009, 764면.

70) 임화, 「르네상스와 신 휴머니즘론」, 임화문학예술전집 편찬위원회 엮음, 『임화문학예

술전집3: 문학의 논리』, 소명출판, 2009, 142면.

71) 임화, 「휴머니즘 논쟁의 총결산」, 위의 책, 191면.

72) 니체 사상과 관련하여 김오성이 발표한 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니-체철학에서 본

초인관」, 『농민』, 1932.1; 「니-체의 역사관」, 『농민』, 1932.3; 「니-체의 역사관과

그 비판」, 『농민』, 1932.4; 「세계정세의 전망」, 『농민』, 1933; 「위기에 빠진 현대문

화의 특징」, 『개벽』, 1935.1; 「니-체와 현대문화」, 《조선일보》, 1936.10.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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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행동하는 동물’에 있으며, 인간을 자연 또는 동물로부터 이해하는 것이다. 그

는 니체 사상 중 초인 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그는 니체를 인용하며 ‘인

간은 초극해야할 어떤 것’이며, 현실을 초극하며 미래의 역사를 창조할 것을 주

장한다. 김오성에게 현대문화는 위기적 상황에 처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위기에 빠진 현대문화의 특징」에서 김오성은 이러한 위기는 “벌써 전세기 말

엽에 「니-체」 「기루게-골」 등에 의하야 무의식중에 지적되여”.73) 있었던 것

으로 본다. 그는 위기에 처한 현실을 주체적 계급의 실천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유를 바탕으로 1936년 5월 「문제의 시대성」(《조선일보》,

1936.5.1.-10.)에서 주장하고 있는 김오성의 인간주의를 이해할 수 있다. 김오성

은 네오 휴머니즘을 사회적 제약에서 소외된 현대인간을 명일의 창건으로 지도

하려는 실천적 인간층의 이데올로기로 주장한다.74) 이러한 새로운 휴머니즘을

위하여 그는 경계해야 할 휴머니즘의 두 성격으로 수동적인 낭만주의와 실용주

의를 꼽는다.

낭만주의는 거대한 사회적 조건의 압력 속에 매몰된 뒤의 인간의 소외, 인간

의 고립을 직감하는 층으로부터 형성되었다. 허나 그들에게는 인간의 고립의

비애를 구출할 능력이 없었다. 여기에서 그들은 낭만적인 피난소를 짓게되지

않으면 세기말적 흥분을 갖게되었다. 18세기 낭만주의 작가들은 상상적인 열정

과 주관세계에서 단조한 현실을 떠나 찬란한 몽환적인 시대, 공상적 파노라마

또는 자연적 무한적인 것을 찾아 신에 의족하는 침사경에 들어낮으려 하였으

며 니이체, 키에르케고르, 도스토예프스키 등은 혹은 초인 혹은 지하실의 인간

으로서 현실을 주저하는 히스테리칼한 불만을 토하게 하였다.75)

김오성에게 낭만주의는 현실이 아닌 몽환적이고 무한적인 것을 찾는, 일종의

신비주의적 “히스테리칼한 불만”으로 인식된다. 그에 따르면 낭만주의는 “생물

적 자기를 초월하여 신성을 획득하려는 ‘성스러운 투사’라 하여 니체의 초인을

73) 김형준, 「위기에 빠진 현대문화의 특징」, 『개벽』, 1935.1, 67면.

74) 김영민, 앞의 책, 480면.

75) 김오성, 「문제의 시대성(5)」, 《조선일보》, 19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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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함으로써 신비주의에 자기를 전락시킨 것”76)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추구하

고자 하는 새로운 인간의 탐구는 사회성과 주체적 인간과의 관련 아래에서 이

루어져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김오성의 논리적 모순이 빚어진다. 니체의 초인 사상을 통해

위기적 현실을 초극할 것을 주장함과 동시에, 니체적 초인을 신비주의에 전락한

지하실의 인간으로 내려놓는다. 이러한 문제는 네오 휴머니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초인 사상으로 자신의 인간관을 구성하면서

도, 니체의 생명사상과 영원회귀적 세계관은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김오성의「네오 휴머니즘론」(《조선일보》, 1936.10.1.-9.)은 니체를 인용하며

서두를 연다. 이 글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정립 문제로 논의를 확장시킨다. 서두

에 인용된 구절은 다음과 같다.

인간은 동물과 초인과의 중간에 가로노힌, 단애에 건너느린 그믈(網)이다. 건

너기도 위태하고 안건너기도 위태하다. 겁을 내여 준순저립하는 것은 더욱 위

험하다. 인간의 귀한 것은 그가 교량이요 목적이 아닌 것, 인간에게 잇서 사랑

스러운 것은 그것이 건너가는 것이며 몰락되는 것이다.77)

이 구절은 『차라투스투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차라투스트라의 서설」에서

차라투스트라가 군중들에게 하는 말에서 인용된 것이다.78) 김오성은 여기에서

니체의 초인 사상을 받아들이며,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사회적 법칙으로부터 인

간의 창조적 자유를 주장하게 된다. 그는 글 중반에 “역사적인 것과 비역사적인

것은 개인 또는 민족 인류의 건강을 위하야 극히 필요하다.”는 니체의 말을 인

용하기도 한다. 인간은 역사적, 사회적 존재이면서도 이를 초극하며 비역사적,

비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유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오성은 초극의 의미를

76) 김오성, 「문제의 시대성(7)」, 《조선일보》, 1936.5.8.

77) 김오성, 「네오 휴머니즘론(1)」, 《조선일보》, 1936.10.1.

78) “인간은 짐승과 초인 사이에 놓은 밧줄이다. 심연 위에 놓인 밧줄이다. 저쪽으로 건너가

는 것도 위험하고 건너가는 과정도 위험하고 뒤돌아보는 것도 위험하고 무서워서 멈춰

서는 것도 위험하다. 인간의 위대함은 그가 다리일 뿐 목적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인간의

사랑스러움은 그가 과도이며 몰락이라는 데 있다.”(프리드리히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

렇게 말했다』, 앞의 책,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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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 대한 인간의 정복과 지배의 개념으로 받아들인다. 세계의 발전은 자연물

로서의 세계의 본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관점이다. 다만 인간의 능동적 행위

에 의한 창조와 발전만이 세계의 발전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능동적

실천력은 세계를 인간적인 세계, 인간화의 세계로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며,

여기에야말로 네오 휴머니즘의 목적이 놓여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김오성은 같

은 글에서 니체를 키에르케고르와 도스토예프스키, 프루스트와 함께 인용하며

현실적 인간과 조화되지 못하는 예로서 인용한다.

「네오 휴머니즘 문제」(《조광》, 1936.12.)에서 역시 김오성은 현실을 초극하

는 방식으로서의 인간탐구가 새로운 철학과 문학의 임무라고 설명한다. 이 글은

초인 사상을 기반으로 자신의 창조적 능동성으로서의 인간관을 이야기한다. 역

사적 과거에 매인 복고주의나 고전주의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현실을 보존하고

자 하는 현실지상주의, 숙명적 현실주의, 현실도피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며, 현대의 비극적인 생존

을 지양하고 초극하는 것이다. 김오성의 인간관은 사회적·역사적 관점에서의 발

전, 즉 직선적 발전관의 맥락에 놓여있다. 그는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것을 인간

의 능동적 행위와 대립적인 것으로 본다. 인간이 능동적으로 지양하여야 할 현

실 또한 단순하게 고통스러운 위기적 상황일 뿐이다.

이처럼 김오성은 니체의 초인 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문학비평론

의 기반을 삼고 있다. 그에게 초인 사상은 농민의 투쟁적 삶에 필요한 계몽적

역할을 하며, 전통을 파괴하고 새로운 역사를 건설하려는 역사관을 서술하기 위

한 전제였다. 그러나 김오성은 니체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

신의 논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만을 발췌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는 세

계를 인간의 능동적 실천을 통해 타개되고 발전될 수 있는 것으로 바라본다. 니

체를 받아들이면서도 비극적 사유를 통해 세계와 인간을 바라볼 수 없었던 것

이다. 다만 낙관적인 태도로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함으로써 새로운 문화건설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이러한 세계관 안에서 김오성이 바라보는 인

간의 능동적 실천이라는 것 역시 백철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공허한 추상론에

지나지 않는 한계를 지닌다.

김동리는 당대 문단이 가지고 있던 비극 철학에 대한 표면적 이해를 넘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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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에서 다시 한 번 인간에 대한 진정한 탐구를 주장하였다. 김동리의 인간관

이 비극적 사유에 기반을 두었다는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휴머니즘 논의와

차별된다. 첫 번째는 세계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경계하면서 보다 현실적

인 인간관을 구성한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인간을 세계에 곧바로 대면하는 존

재로 바라보며 주체의 능동성을 부각시킨다는 점이다. 김동리에게 인간은 사회

적 관계를 넘어서서 우선적으로 세계와 관계를 맺는 존재다. 이때 유한한 생명

을 가진 인간에게 있어 세계는 언제나 비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영원회귀적

세계관임과 동시에 비극적 세계관이다. 그러나 그에게 비극 철학은 단순한 절망

과 고통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김동리는 비극적 사유 안에서 절망스러운

현실을 긍정하고 유희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을 발견한다. 무

(無)로부터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을 보는 것이다.

휴머니즘 논의와의 관계 속에서 김동리의 인간관이 가지는 의미는 《시인부

락》과의 사상적 교류와 함께 이해될 수 있다. 김동리는 인간이 세계라는 어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인 사실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정신은 어

김없이 인간의 개성과 생명의 탐구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주장한다. 이는 그

자신의 발언처럼 “한 절벽에 이르러 꺾이느냐 이러나느냐 하는 문단 생리의 배

수진”79)에서 출발하고 있기에 가능하다. 당대 문단에서의 휴머니즘 논의는 리얼

리즘 진영으로부터의 비판에 지나치게 민감하였다. 휴머니즘을 니체의 비극 철

학과 대립시키며 그들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했다. 이와 달리 김동리는 현

실을 비극적 세계로 파악하며 비극적 인간관을 주장한다. 그는 니체 저작들을

통해, 그리고 서정주를 포함한 《시인부락》 동인들, 영남문인들과의 교류 속에

서 비극적 세계관을 문학작품으로 가져오고 있었다.

김동리와 서정주의 만남은 김동리의 맏형인 김범부를 매개로 하여 1933년 가

을 즈음에 이루어졌다. 김범부의 제자 배상기를 통해 당시 21세의 김동리와 19

세의 서정주의 만남이 시작되었다.80) 그들의 관계는 《시인부락》 활동과 더불

어, 김동리가 해인사의 말사인 다솔사를 기점으로 생활하며 광명학원에서 아이

79) 김동리, 「신세대의 정신─문단「신생면」의 성격, 사명, 기타─」, 《문장》, 1940.5, 82

면.

80) 김윤식, 『미당의 어법과 김동리의 문법』, 앞의 책, 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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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가르치는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81)

서정주는 18세 무렵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일본어 번역

본을 읽었다고 술회하는데, 이는 김동리의 독서경험의 시기와 유사하다. 19세

(1933)에는 마음속에서 니체의 ‘짜라투스트라’와 톨스토이가 함께 살면서 올라갔

다 내려갔다를 반복하였는데, 마침내 톨스토이를 잠시 접어둘 마련이 되었다고

고백한다.82) 그는 자신의 문학세계 형성에서 보들레르, 도스토예프스키뿐 아니

라 니체의 강력철학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회술한다.83) 그는 특히 니체 사상

에서 고대 그리스적 육체성과 디오니소스적 생명의 긍정을 자신의 시적 세계로

길어 올렸다.84)85)

서정주는 《시인부락》 활동을 시작하던 시기를 회고하며, 1936년 가을 함형수

와 함께 통의동 보안여관에서 기거하며 김동리, 오장환, 김달진 등과 함께 동인

지를 꾸려 내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때 서정주는 창간호의 편집후기를 언급하며

자신들은 하나의 정신적 편향을 바랐던 것이 아니었음을 강조한다. 다만 여러

지향들을 합해 이루는 한 심포니를 만들어보려 했다는 것이다. 이때 동인들의

정신지향은 “사람의 기본자격 그것을 주로 생각한 점에서는 누구나 모두 일치했

던 걸”로 본다고 말한다. 기본자격을 향한 짙은 향수, 이들의 울부짖음과 몸부

림, 이 기본자격을 향한 벅찬 질주와 같은 것이 그들에게 하나의 “불치의 숙명”

처럼 되어있었다고 한다.86) 이때 서정주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자격’이란 김동

리가 말하는 ‘인간성’에 다름 아니다.87) 해방 후 서정주는 『현대조선명시선』을

81) 김정숙, 『김동리 삶과 문학』, 집문당, 1996, 175면 참조.

82) 서정주, 『미당 자서전』 2, 민음사, 1994, 10면.

83) 서정주, 「나의 시인생활자서」, 『백민』, 1948.1, 90면.

84) 김정현, 「1930년대 한국 지성사에서 니체사상의 수용」, 앞의 글, 183면.

85) 니체 사상과 관련하여 서정주의 회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독교 신본주의와는 영 대립하는 그런 의미의 르네쌍스 휴머니즘. 여기에서 전개해서

저절로 도달한 니체의 짜라투스트라의 영원회귀자-초인. 온갖 염세와 회의와 균일품적 저

가치의 극복과 아포로적 디오니서스적 신성에의 회귀는 그 당시에 내 가장 큰 지향이기

도 했던 것이다.”(서정주, 「고대 그리스적 육체성」, 『서정주문학전집 5』, 일지사, 1972,

264-267면.)

“니체는 첫째 내 허약한 육체를 대화 속의 높이로 인상시켜 준 공덕이 크다. 특히 디오니

소스적 생의 열락과 긍정을 내 다잡한 청년 시절에 권고해 주어서 고마웠다.”(서정주,

「내 시와 정신에-」, 위의 책, 268-270면.)

86) 위의 책, 24-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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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하면서 「현대조선시약사」를 부기하였는데, 이 글에서 그가 “우리들의 중

심과제는 늘 생명의 탐구와 이것의 집중적인 표현에 있었다. 인간성!”이라 서술

한 점은 이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서정주에게 ‘인간성’은 늘 뇌리와 중심에서 떠

날 수 없는 것이었다. 오장환의 모든 육성의 통곡, 서정주 자신의 고열한 생명

상태의 표백 등 모두 “상실되어 가는 인간원형을 돌이키려는 의욕”88)에서 비롯

되었다고 고백한다.

인간의 ‘기본자격’에 대한 의욕이 지니는 의미는 서정주가 자신이 해인사에 머

물며 처음으로 쓴 시 「대낮」을 언급하며 회고하는 글을 참조할 때 잘 드러난

다. 1936년 《동아일보》에 「벽」으로 등단한 후, 서정주는 합천 해인사로 들

어갔으나 이때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불교가 아닌 그리스 신화와 성경

의 인물이었다고 회고한다. 그는 무엇보다도 육체가 싱싱하게 회복되어야할 것

을 생각했다고 말한다. 18-9세에 읽은 니체의 짜라투스트라가 다시 마음속에 얼

씬거렸다고 하면서, “비극의 조무래기들을 극복하고 강력한 의지로 태양과 가지

런히 회생하고 싶었던 것”이라 서술한다.89)

이처럼 당시 1930년대의 문인들에게 니체 사상은 정신사적 교류의 차원으로

하나의 풍경을 이루며 스며든 것이었다. 뱀, 먹구렁이, 거북이에 이르는 동물 기

호와 해바라기의 이미지는 서정주와 오장환, 함형수 등을 중심으로 시단 전체로

펴져갔다. 신범순은 이를 거대한 사상운동의 모습으로 포착한다. 이들의 생명사

상은 식민지 권력 기구들을 꿰뚫고 나가려는 위험한 사상이며, 식민지 억압에

맞서 더 강렬한 싸움을 벌이며 타란툴라적 역사 전체의 감옥을 넘어가려는 장

대한 기획의 하나였다.90)

서정주와의 관계와 더불어, 다솔사를 중심으로 김동리는 영남지방 출신의 인사

들과 교류과 활발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조연현과의 만남 역시 해인사와 다솔사

87) 이때 서정주가 사람의 기본자격을 향한 “짙은 향수”라고 했을 때의 향수는 김동리의

「무녀도」(『중앙』, 1936.5.)에서 ‘나’가 낭이의 그림을 보고 할아버지가 느꼈을 감정을

“이해와 비판저편에 흐르는 향수의 공명”이라 한 것과 동일한 맥락을 보여주는 것이다.

88) 서정주, 『현대조선명시선』, 온문사, 1949, 266면.

89) 서정주, 『미당 자서전』 2, 앞의 책, 52-53면.

90) 신범순, 「1930년대 시에서 니체주의적 사상 탐색의 한 장면(1)─구인회의 ‘별무리의 사

상’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72, 2015, 10-1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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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점으로 이루어졌다. 김동리는 이 시절을 회고하며, “해인사에서 만난 사람

으로는 이주홍, 허민, 최인욱, 이원구, 정종여 등인데 (……) 다솔사 시대에서 알

게 된 사람으로는 조연현, 이종후, 김종택, 홍구범, 남대우, 이정호 등”91)이 있다

고 서술한다. 김윤식은 허민과 최인욱 등을 묶어 해인사 문학파로 명명할 수 있

음을 지적하며, 이들의 성향을 “불교와 샤머니즘, 불교와 토속주의, 불교와 인생

무상감, 불교와 탈속적인 삶, 다시 말해 신문화(근대주의)에서 비켜난 인물 군상

이 근대주의에의 지향성들을 가지면서도 그럴 수 없는 운명에 놓여있는 삶의

형태”92) 를 잘 보여준다고 서술한다. 김동리의 「솔거」3부작과 허민의 「어산

금」이 대표적인 작품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김동리는 서정주를 포함한 《시인부락》의 시인들과, 범부를 통한 여러

문인들과의 사상적 교류를 통해 자신의 사유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김동리는 휴

머니즘 논쟁 당시 발표되었던 글들과 달리 어떠한 사상적 이론을 거론하지 않

는다. 「신진작가의 문단호소장: 문자우상─「우상론」 노-트의 일절─」(《조

광》, 1939.4.)은 비자각적으로 무분별하게 이론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그의 비

판적 시각을 잘 보여준다. 그는 휴머니즘 논쟁에서 다양하게 논의되었던 인간주

의, 인본주의, 휴머니즘 등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 김동리는 ‘개성과 생명의

구경추구’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관점을 표현한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무슨 레알리즘이니, 휴맨이즘 이니, 지성이니 모랄이니 하는 따위”의 문자

에서 “인스피레-슌”을 얻어 자신의 사상과 문학을 펼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다.93) 진정한 문학은 살아있는 사상과 세계를 그 자신의 인생으로서 포착하고,

이를 문자로 표현하는 것이다. 김동리에게 문자를 통해 사상을 표현하는 것은

‘문자병’에 걸린 것과 다름없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이론의 휴머니즘을

표방하는 것, 혹은 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만의 사유를 생동하는

인생으로부터 가져오고자 했던 것이다. 그렇기에 오히려 그의 문학비평론에서

니체 사상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인간관은 니체적 사유의 핵심

91) 김동리, 「문학행각기」, 『김동리 대표작 선집 6』,삼성출판사, 1967, 327-328면.

92) 김윤식, 『김동리와 그의 시대』, 앞의 책, 85면.

93) 김동리, 「신진작가의 문단호소장: 문자우상-「우상론」 노-트의 일절-」, 《조광》,

1939.4, 3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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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맞닿아있으며, 이 지점에서 당대 휴머니즘 논의를 넘어서게 된다. 그가 옹호

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질은 비극적 세계관을 전제로 하였을 때 그 의미가 명징

하게 드러난다.

김동리는 고독과 허무 개념을 통해 비극적 사유를 드러낸다. 고독은 새로운 창

조로서의 허무를 가능하게 하며, ‘무(無)’로부터의 무한한 가능성을 사유할 수

있는 인식을 낳는다. 김동리는 특집 ‘내 생활의 주위’를 통해 「허무에의 정

열」·「개동이」·「귀거래설」(《조선일보》, 1940.2.28.-3.1.)의 총 3편의 글을

발표한다. 이 글들은 「솔거」3부작 창작의 배경과 그 심경에 대해, 그리고 다

솔사에서 머물며 광명학원에서의 교원생활에 대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다.

「허무에의 정열」에서 김동리는 자신과 벗들이 언제나 밤낮으로 서로를 찾고

부르고 하는 이유를 일종의 병이라 설명한다. 이 “병 또는 운명”94)은 내부의 정

열을 술과 감상으로 외부에 발산시켜 생명을 낭비해야만 한다는 강박이다. 김동

리에게 식혀지지 않는 허무에 대한 정열은 그 자체로 병적인 운명으로 인식되

었다. 김동리는 17-18세에서부터 신약성서에서 ‘니힐’로, 이후 ‘무(無)’에 의지해

있었다. 이때 허무는 마지막 ‘무(無)’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때의 허무는

“온전한 고독” 속에서 빚어진 것이라는 점과, 창조에 대한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허무주의와 차이를 가진다.

한때 나는 온전한 고독 속에 살어보앗다. 사람의 창조적 개성이란 반드시 인

간적 고독에서만 비저지는바는 아니나 허나 어쨌든 현대의 이러한 환경에 잇

서서는 그것을 한번은 순수한 고독 속에서 단련시켜봄도 일리가 잇슬 듯함에

서엿다. 그러든 중 이 이삼년래 새 생활과 심경엔 미미하나마 변화가 생겼다.

말하자면 그 온전한 고독에서 다시 세간으로 뛰처나온 셈이다. 그러나 지금의

나의 『세간』이란 사오년전의 그것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진 것이다. 어디까

지 남의 『세간』 가튼 것이 엇으나 지금의 나의 『세간』이란 나의 세간적

경영을 포함하여 하는 말이다.

그러면 나의 세간적 경영이란 무엇인가?

내가 묵고잇던 절에서 한 『십리』가량 나와서 마을에 학원이 잇고 나는 이

94) 김동리, 「허무에의 정열」, 《조선일보》, 19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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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주야로 이 지방 아이들에게 글과 신념을 가르친다. 무엇에 대한 신념

인가? 나는 여기서 다시 『무』에 대한 말을 잠깐 해야 하게 되었다. 이

『무』란 『니힐』과는 물론 별개의 개념이나 동방의 소위 『허무』란 것과도

엄연히 구별되는 세계이다. 여긴엔 『무위』니 『무상』이니 『허무』니 하는

소극적 부정적 의미는 조금도 없다.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무궁한 가능』

과 『무한한 창조』의 바탕이 아닐 수 없으며 동시에 무궁무한한 희망이요 광

명이 아닐 수 없다.95)

「귀거래설」에서 그는 인간의 창조적 개성은 고독 속에서 빚어질 수 있다고

서술한다. 김동리는 이러한 ‘온전한 고독’ 속에서 자신이 새로운 세간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이때 그가 발견한 사유는 ‘무(無)’로서의 허무에

서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창조의 세계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허무에의 정열’의 의미를 살펴볼 때, 김동리는 허무에 대한 동적인 힘인 ‘정열’

의 태도를 강조하고자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정열은 생을 위한 적극적이고 창

의적인 힘의 산출이라는 의미를 가진다.96) 이처럼 김동리는 비극적 사유 안에서

인간의 본질을 발견한다. 인간은 고독을 통해 염세적 허무를 정열을 바칠만한

허무로 전환시키는 힘을 얻는다. 이는 수동적 니힐리즘을 능동적 니힐리즘으로

전환하게 하는 비극성의 사유이다.

이와 같은 사유를 바탕으로, 김동리의 운명 개념은 비극적 세계관을 구체적으

로 보여준다. 그에게 문학은 개인으로서의 한 인간의 생활과 인생, 운명 전반의

진실하면서도 ‘리알’한 표현이다. 동시에, ‘운명적으로 문학하기’라는 그 스스로의

작가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이기도 하다. 김동리에게 문학이 주는 감동은 작품

에서 드러나는 인생에서 비롯되며, 이 인생은 “한 개성 개인(혹은 민족을 단위

로 한)의 운명을 통하여 나타난 인간성”97)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98) 즉, 김동

리에게 운명 개념은 허준을 인용하며 이야기한 “존재에 처음으로 운명적으로 와

95) 김동리, 「귀거래설」, 《조선일보》, 1940.3.1.

96) 김정현, 『니체의 몸 철학』, 지성의 샘, 1995, 62면.

97) 김동리, 「하풍과 사갈설」, 《조광》, 1940.9, 79면.

98) “인간이 어떻게 고민하는가 우리는 막연하지만 문학에서 이런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김동리, 「명작 읽은 작가감상」, 『삼천리』, 1941.7, 167면.) 이상의 언급을 통하여 알

수 있듯, 김동리에게 문학과 인간실존의 문제는 같은 선상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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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치는 모뉴멘탈한 경험”99)으로 설명될 수 있다. 운명은 남에게는 없고, 남은

알 수도 없으나, 나에게는 고통과 기쁨을 준다. 동시에, 이는 잃어버릴 수도, 살

리지 않을 수도 없는 내적 경험으로 다가온다.

김동리가 「순수이의」에서 신인의 행복설에 대한 반박으로 거론한 작가의 ‘초

라한 운명’은 이와 같은 맥락을 구성한다. 김동리에게 문학을 한다는 것은 어찌

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로, 개인에게 와서 부딪치는 ‘모뉴멘탈’한 운명적 경험

이다.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더 이상 행복과 불행을 찾는다는 것은 무의미하

다. 김동리는 작가다운 작가일수록 항상 인간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맹렬한 자

기분열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한다. 이처럼 김동리에게 문학정신의 본질

은 필연의 경험으로, 즉 선택의 여부가 없는 ‘운명적인 것’에 있다. 중요한 것은

그의 관점이 운명의 절대성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동리는 비극적 세계

관을 운명 개념으로 구체화시키면서, 운명에 전면적으로 대면하는 인간의 본질

을 드러낸다. 자신의 운명 안에서 맹렬한 자기분열을 통해 생성하고 창조하는

힘을 드러내는 인간을 탐구하고자 한 것이다.

김동리의 비극적 세계관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비극과 운명 개념을

함께 지적한 글을 참조할 수 있다. 「내가 영향 받은 외국작가: 요지경 팬의

변」(《조광》, 1939.3.)이라는 글에서 김동리는 비극의 세계관으로서 운명 개념

을 설명한다. 이 글에서 그는 ‘운명’을 ‘숙명’과 다른 개념으로 설명한다. 자신에

게 영향을 끼친 외국작가와 작품을 논하는 특집으로 쓰인 이 글에서 김동리는

자신의 초기 로맨티시즘에 영향을 준 작가와 작품을 네 항목으로 정리한다.

『아라비안나이트』의 대부분과 모리스 메테를링크의 모든 작품들, 그리고 셰익

스피어의 비극과 희랍비극을 각 항목으로 둔다. 이후 비극의 근본적인 정조가

운명에 있다는 설명을 덧붙인다.

숙명 내지 운명관은 해작에 뿐만 아니라, 희랍비극 전체에 공통되어 흐르는

색조였고 후대 쒝스피어의 비극에 이르러서는 숙명이라기보다 운명이랄 성질

로 모든 작품(비극) 구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이루었고, 더 나아가 근대극에

와서는, 입센, 스트린드베리- 메-텔링크, 하우프트만, 체홉, 로스탕 등, 작자가

99) 김동리, 「신세대의 정신─문단「신생면」의 성격, 사명, 기타─」, 앞의 글, 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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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하고던 무의식중이던, 그들의 모든 우수한 비극작품에는 그 비극의 근본

기틀을 모다 운명 내지 숙명에 두지 않은 것이 없다.100)

김동리는 희랍비극과 근대비극을 포함하여 모든 우수한 비극 작품의 본질에는

“운명 내지 숙명”이 흐르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때 운명과 숙명 개념은 크게 구

별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희랍비극과 달리 셰익스피어의 비극에 대해서는 분명

하게 “숙명이라기보다 운명이랄 성질”을 그 구성의 주요 요소로 삼고 있다고 말

한다. 김동리는 한편으로는 숙명과 운명을 별달리 구별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 개념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다.

김동리가 숙명과 구별하여 ‘운명’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

는 「그리운 그들」(《조광》, 1940.12.)에 이르러 그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글은 ‘작중 인물지’라는 특집으로, 지금까지 발표한 작품들의 인물들에 대해

작가의 입장에서 스스로 소개 및 설명하는 글이다. 길지 않은 이 글에서 김동리

는 「솔거」·「잉여설」·「완미설」연작의 주인공 재호를 집중적으로 해설한다.

그는 「완미설」의 서두부분을 인용하며 재호의 한계를 숙명과 운명의 개념 안

에서 설명한다.

상기의 인용문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사람이 나서 자라서 결혼하고 일하고

아이낳고 죽는단 것은 모든 인간이 짊어진 자연의 법칙인 동시, 운명-라기보다

숙명의 굴레가 아닐수 없다. 사람에 따라서는 신성하다면 신성하다고도할 이러

한 자연의 법칙이 어째서 재호란 화가에게는 다만 「운명의 진흙밭」으로만

생각되는가 하는 것은 재호란 일 개인의 영혼적(형이상학적) 경험내용에 의하

는 것이다. 즉 그는 이 자연 법칙에서 다른 모든 동물의 운명과 구별해야할 그

「신성」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 「자연의 법칙」

속에 자기의 생명과 개성의 구경의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101)

김동리가 지적하고 있는 재호의 한계란 작품의 말미에서 재호가 느끼는 “어뜩

어뜩한 현기”로 상징된다. 재호의 한계는 “모든인간이 질머진 자연의 법칙인동

100) 김동리, 「내가 영향 받은 외국작가: 요지경 팬의 변」, 앞의 글, 271면.

101) 김동리, 「그리운 그들」, 《조광》, 1940.12, 235-2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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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운명─라기보다 숙명의 굴레” 속에서 자신의 생명과 개성의 구경적 의의를

발견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다. 이때의 “생명과 개성의 구경의의”는 다른 동물

들을 포함한 자연 법칙에서 인간이 “「신성」한 것”으로서 자신의 운명을 발견

함을 의미한다. “다른 모든 동물의 운명”이라고 하였을 때의 ‘운명’은 자연 법칙,

즉 사실상 ‘숙명’의 범주에 속한다. 김동리에게 운명 개념은 ‘숙명’과 달리 ‘발견’

이라는 인간의 의지적 속성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 숙명은 생명을 가진 존재

모두에게 부여된 자연의 법칙적 필연성을 의미하며, 여기에서 신성성을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의 사유방식이 ‘운명적인 것’이 된다. 이처럼 김동리는 필연적인 세

계를 신성한 것으로서 발견하고 의욕할 수 있는 인간정신의 위대성을 탐구하고

자 하였다. 이는 ‘발견’이라는 측면에서 운명 개념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며, 동

시에 김동리가 비극적 세계관 안에서 인간을 바라보고자 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신성성을 인간의 의지적 속성으로 보는 관점은 「신세대의 정신」에서

도 드러난다. 김동리는 근대문학의 정신을 ‘인간성 탐구’라 이름하며 이를 ‘신성’

에 대립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일은 우리가 흔히 「인간성」을 말할 때 그것은 「신

성」에 대한 「인간성」이란 일면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저 「졸라」「모파

쌍」 혹은 「롤렌스」의 작품세대에서 보는 바 그러한 인간의 동물적인 일면

의 성격으로만 오해하고는 인간성 옹호 혹은 탐구란 것을 인간의 그러한 동물

적 성격의 탐구인줄로만 생각해서는 못쓴다.102)

신성함은 ‘인간성’과 대립되는 속성이 아니기에, 인간을 옹호하고 탐구한다는

것이 동물적 성격의 탐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사유의 신성함은 필연적

세계 안에서 인간이 자신의 생명과 개성을 발견하고 의욕함으로써 그로부터 해

방될 때에 성취된다. 김동리는 이를 르네상스 정신의 발전으로 설명한다. 인간

이 신이라는 전제적 우상의 속박에서 벗어나 각자의 개성과 생명을 옹호하고

발휘한 정신이기 때문이다. 김동리의 이러한 설명은 당대 휴머니즘 논쟁에서 휴

머니즘을 르네상스와의 차이 속에서 정의내리고자 힘썼던 양상과는 사뭇 다르

102) 김동리, 「신세대의 정신─문단「신생면」의 성격, 사명, 기타─」, 앞의 글, 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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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김동리에게 현실은 인간의 개성과 생명이 억압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세 때

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인식된다. 그는 중세 때 신이 차지했던 기능을 지

금은 물질이 “한 개 새 「이념적 우상」”으로서 하고 있을 뿐이라고 서술한다.

이름만이 바뀌었을 뿐, 신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물질성의 세계는 또 다시

인간을 속박한다. 김동리에게 중요한 것은 억압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인간의 태

도이며, 이러한 태도는 비극적이며 동시에 신성한 것이다.

이처럼 김동리는 비극 개념에서 인간의 의지적 성격을 발견한다. 김동리에게

인간은 그 자체로 비극적이나, 현실을 비관하는 것이 아닌 의욕할 수 있는 힘을

그 특질로 가진다. 인간사유의 의지적 특질은 ‘두꺼비 설화의 정신’에서 은유적

으로 드러나며, 리얼리즘과 순수문학에 대한 비평론적 관점을 거쳐 신세대 문학

의 정신으로 정의된다. 먼저, 「두꺼비설화의정신」(《조광》, 1939.11.)은 작품

「두꺼비」에서 차용한 ‘두꺼비 설화’가 가지는 정신적 차원을 이야기한다. 김동

리는 “민간의 생활 속에 호흡”하고 있는 두꺼비 설화의 정신의 본질에는 “의지

의 불멸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두꺼비 설화는 두꺼비가 능구렁이에게 잡아먹히

면서 능구렁이의 뼈 마디마디에 자신의 알을 낳아 결국 두꺼비 새끼들이 능구

렁이의 몸을 뜯어먹으면서 태어난다는 내용의 설화이다. 김동리는 이 설화를 조

선의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민족설화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설화의 정신을

배태하고 발휘할 운명이 우리 민간의 의식 내지 잠재의식 속하여 있다는 것이

다. 그리하여 민족의 정신이란,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두꺼비가 뱀의 몸에 알을

낳고 죽어 “최후의 승리”를 갖는 사유의 방식이다. 김동리는 희랍신화의 피닉스

와 신약성경의 밀알의 구절을 함께 언급한다. 두꺼비 설화가 가지는 차별점은

자신의 운명을 발견하는 두꺼비의 “의지의 광휘”에 있다. “모면할 수 없는 운명

을 극복하는 두꺼비의 의지”103)는 김동리의 인간관이 가지는 핵심을 보여준다.

김동리가 주목하는 인간의 의욕성은 리얼리즘과 순수문학에 대한 그의 입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는 인간이 가지는 능동적인 힘의 차원을 통해서만

이 진정한 리얼리즘의 발현이 가능하다고 본다. 더불어, 신세대 문학의 정신으

로서 그가 언급하고 있는 ‘순수’ 역시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대립하고 도전할 수

103) 김동리, 「두꺼비 설화의 정신」, 《조광》, 1939.11, 1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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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힘의 차원에서 논의된다.

김동리에게 진정한 문학은 그 자체로 ‘리알’한 것이어야 한다. 이때 리얼리티에

대한 문제는 당시 문단의 리얼리즘적 경향을 염두에 두면서 제기된 것이었다.

김동리는 「문학의 표정」과 「나의 소설수업─「리알리즘」으로 본 당대작가

의 운명」에서 진정한 의미의 리얼리즘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한다.104) 먼저 김동

리는 「문학의 표정」(《조광》, 1940.3.)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예로 들며, 어떠한 기법상의 이론을 떠나 “우리의 안면에 비최는 우리의 생명의

표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부단히 약동하고 흐르고 있는 한순간의 인간의 생

명현실을 포착하여 그 표현의 완벽을 꾀한데에 레오날드의 특이한 천재적 야심

과 조물주적 리얼리티”105)가 빛난다는 것이다. 김동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기

법적인 이론이 아닌 예술의 진정한 의미와 사상이다. “무슨 「주의」니 「파」

니 하는 류의 기치”의 범위 안에서 제출된 예술은 하나의 ‘유령’은 될지언정 진

정한 사상이 될 수 없다. 문학적 의미로서의 생명의 현실을 포착할 때 문학적

리얼리티는 성취된다. 김동리는 김남천의 「대하」, 「장날」, 「이리」 등의 작

품에서 일종 문학적 흥분을 느꼈다고 고백한다. 이때 그가 느낀 흥분은 시대적

현실에 대한 의의보다 김남천이 포착한 “인간성의 리얼리티”106)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사상을 전면적으로 밝힌 글이 바로 「나의 소설수업-「리알리즘」으로

본 당대작가의 운명」(《문장》, 1940.3.)이다. 이 글에서 김동리는 당대 리얼리

즘에 대한 논의들을 “참으로 다색다채한 공중누각”의 건설이라 비판한다. 그는

본격적 리얼리즘의 본질은 “자기의 생명 자체로서 파악한 한 문학적 세계”를 발

견하여 문자적 표현으로 포착해내는 것에 있음을 역설한다.

104) 김동리는 「「센치」와 「냉정」과 「동정」」에서 역시 리얼리즘을 객관적 현실을 있

는 그대로 그리는 것으로 파악하는 일은 징정한 의미의 창작정신의 거부라고 이야기한다.

그는 창작정신이란 작가의 주관(개성, 운명)에서 빚어진 논리적 요소와 신비적 요소를 함

께 일컫는 것이라 정의한다. 이때의 논리적 요소는 작가의 개성과 운명과 의욕 등에서 빚

어진 논리의 창조의 측면을 가리키며, 신비적 요소란 예술의 종교적 정신에의 통로의 측

면을 가리킨다.(김동리, 「「센치」와 「냉정」과 「동정」」, 《박문》, 1940.12, 16-17면

참조.)

105) 김동리, 「문학의 표정」,《조광》, 1940.3, 68면.

106) 위의 글, 같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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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우견에 의하면 어떠한 주관이나 객관이 그 자체가 따라 떠러저서는

아무런 리알리즘도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작자의 주관과 아무런 교섭도 없

는 현실(객관)이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작가적 리알리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

는 것이다. 한 작가의 생명(개성)적 진실에서 파악된 「세계」(현실)에 비로소

그 작가적 리알리즘은 시작 하는것이며, 그 「세계」의 여율과 그 작자의 인간

적 맥박이 어떤 문자적 약속아래 유기적으로 육체화 하는데서 그 작품(작가)의

「리알」은 성취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모리 몽환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초

자연적인 현상이드라도, 그것은 가장 현실적이고 상식적이고 과학적이 다른 어

떤 현상과 꼭 마찬가지로 어떤 작가의 어떤 작품에 있어서든 훌륭히 레알리즘

이 될 수 있는 바이다.107)

이 글에서 김동리는 객관적 현실과 주관적 현실을 구분한다. 진정한 의미의

‘리알’은 객관적 현실에서 작가 자신의 생명과 개성을 통해 파악되고 포착된 현

실, 즉 주관적 현실을 그려내는 것으로부터 성취된다. 그는 작가와 객관적 현실

사이에의 유기적 육체화의 과정을 “작가와 작품 사이에 한갓 운명같이 놓여져

있어야 할 리알리즘의 유기성”108)이라 정의한다. 객관적 현실에서 각자의 생명

과 개성으로 주관의 현실을 발견하는 것이 곧 운명이다. 이철호는 ‘세계의 여율

과 개인의 맥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룬 상태’를 주관과 객관의 합일로 보고, 이

를 낭만주의 문학의 핵심으로 파악한 바 있다.109)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김동리에

게 주관과 객관의 합일은 단순한 합치의 과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진정한 의미의 리얼리티는 개인의 주관을 하나의 렌즈처럼 사용하여 바라본 객

관적 현실을 의미한다. 완전한 주관도 객관도 아닌, 주관의 렌즈를 통해 파악되

고 포착된 객관적 현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리얼리티가 된다. 김동리는 리얼

리즘을 각자의 개별적인 리얼리티를 포착하게 하는 렌즈라는 기능적 의미에서

파악한다.

이러한 논리 안에서 김동리가 언급한 “시대나 현실에 대한 관심과 체세를 표면

으로 호소하지 안는 이효석씨나 최명익씨나 허준씨들의 작품을 꾀뚤고 흐르는

107) 김동리, 「나의 소설수업─「리알리즘」으로 본 당대작가의 운명」, 앞의 글, 174면.

108) 위의 글, 같은 면.

109) 이철호, 『영혼의 계보: 20세기 한국 문학사와 생명담론』, 창비, 2013, 3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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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고민의 체취”110)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김동리에게 있어 이들의 작품이

야말로 진정한 현실, 즉 작가의 시선을 통해 바라본 리얼리티를 그려낸 작품이

다. 그들 스스로의 인생과 생명에 대한 고민이야말로 진정 ‘리알’한 것이기 때문

이다. 결국 김동리가 본격적 리얼리즘을 통해 보고자 하였던 리얼리티는 각 개

인의 “개성과 생활과 의욕과 운명”에 대한 실존적 고민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

는 곧 “자연과 버티어볼 강인한 의지와 장한 야심”111)이다. 이때의 자연은 인간

에게 주어진 객관적 현실을 의미하며, 이에 버티는 행위는 현실을 두고 이루어

지는 모든 인간의 능동적이며 의지적인 행동을 말한다. 즉 김동리에게 리얼리즘

은 객관적 현실을 재현하는 기술적 기법이 아닌, 객관적 현실에 대한 모든 방면

으로서의 인간의 능동적 행위를 뜻한다.

김동리는 순수문학 역시 힘의 차원에서 논의한다. 인간의 의욕성은 1930년대

후반 김동리가 주장한 ‘신세대 문학의 정신’의 핵심이다. 김동리는 「「순수」이

의─유씨의 왜곡된 견해에 대하야」(《문장》, 1939.8.)에서 순수문학의 본질을

‘인간성 옹호와 탐구의 문학정신’으로 정의한다. 그는 유진오가 정의하는 순수문

학을 언급하며, “이 「순수」야 말로 이미 진실한 신인 작가들이 획연히 체득한

자기들의 세계요, 삼십대 작가들의 「모든 비문학적인 야심과 정치」주의에 분

연히 대립하는 정신이며 그에 도전하는 정신”112)이라 말한다. 허준의 「야한

기」를 “태양 같이 눈부시고, 대하 같이 도도한 문학정신”이 드러난 작품으로

언급하며, “씨는 일찍이 조선문학사상에서 이만큼 정정당당하게 정면으로 인간

취급한 작품을 보았는가”113)는 질문을 던진다. 허준의 작품에 대한 김동리의 평

가는 그의 문학관을 압축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김동

리는 허준의 작품이 인간을 취급하고 있다는 점과, 이를 정정당당하게 정면으로

취급하고 있음에 진정한 문학정신이 드러난다고 보았다. 즉, 김동리가 리얼리즘

과 순수문학을 통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 문학정신의 본질은 객관

적 현실을 포착하는 인간의 주관적이고 능동적인 고민 자체에서 빚어진다.

110) 김동리, 「문학의 표정」, 앞의 글, 68면.

111) 위의 글. 같은 면.

112) 김동리, 「「순수」이의-유씨의 왜곡된 견해에 대하야」, 《문장》, 1939.8, 146-147면.

113) 위의 글, 1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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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을 통해 김동리는 비로소 신세대 문학의 정신을 정의할 수 있었다.

진정한 문학의 정신을 배태하는 신세대 문학은 ‘인간성’의 옹호와 탐구의 정신

이다. 이는 ‘생명과 개성의 구경적 의의’를 자신의 운명으로 발견하는 사유를 의

미한다. 김동리는 이를 바탕으로 ‘운명의 표정’을 문학에서 포착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어서는 최씨의 병일, 정일들이나, 허준씨의 현철 남우언들

이나, 정인택씨의 작중의 「나」들이나, 정비석씨의 「지준」들이나 혹은 나의

재호, 강정우란 인생들이 이 시대 이 현실에 대한 모종 외래적 이념을 제 생활

의 원리로 삼고, 그에 말미아믄 적극적 의지나 신념을 갖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보다는 그 인생들이(즉, 그 생명과 개

성들이) 구경 구원을 향해가느냐 멸망을 향해 있느냐, 또는 그들이 그들의 운

명적 분열을 어떠한 형태로 맞어나가는가, 나는 먼저 그런 것을 보구 싶다.114)

자신을 포함한 신세대 문학의 정신을 이야기하면서, 김동리는 최명익, 허준, 정

인택, 정비석 등의 개별 작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들의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각각의 인물들이 맞는 결말이 아닌, 결말까지의 “운명적 분열”의 형태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김동리는 기존의 휴머니즘 논의가 가지는 추상성을 넘어선다.

김동리가 가지는 인간관은 어찌할 수 없는 차원에 놓인 필연의 삶을 인정하는

비극적 세계관 안에서 구성된다. 현실의 절망과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대면하며

‘어떻게 살아야하는가’에 대한 실존적 고민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백철이 주장

하는 ‘고뇌하는 인간’을 넘어선다. 김동리의 인간관은 어떻게 해서라도 현실의

삶을 살아간다는 점에서 실존적이며, 현실의 고통을 의욕할 만한 것으로 전환시

키는 힘을 가졌다는 점에서 비극적이다. 김동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신세대의 문

학은 이와 같은 인간을 탐구하는 다양한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리하면, 김동리의 인간관은 비극적 세계관 안에서 이해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휴머니즘과의 차이를 가진다. 김동리는 니체적 의미의 비극성을 사유하며, 인간

이 가지는 힘의 차원에 주목한다. 이는 절대성과 필연성으로 가득 찬 세계에서

자신의 생명을 ‘운명적인 것’으로 발견할 수 있는 사유이다. 비극적 인간은 고통

114) 김동리, 「신세대의 정신─문단「신생면」의 성격, 사명, 기타─」, 앞의 글, 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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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절망의 비극성을 자신의 의욕하고 유희할 만한 것으로서의 비극성으로 전환

시키는 힘을 가진다.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굴욕과 불행은 그대로 나의

소득이요 영광”115)인 사유이다.

김윤식은 김동리의 신세대론이 그의 문학의 원점이며, 한국문학의 주류 중 한

가닥의 형성과정이었던 문학정신을 표방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여기에 세대-순

수 논쟁의 현장에서 《문장》파의 거두들마저 침묵을 지킬 때 김동리만이 신인

층 전부뿐 아니라 이태준까지를 한꺼번에 방어하고 비호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116) 이처럼 혼자의 힘으로 30대 비평가 전부와 대결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당대 휴머니즘과는 다른 김동리만의 인간관이 자리한다. 나아가, 이러

한 관점으로 김동리를 이해하는 방식은 그의 초기소설이 보다 현실적이며 능동

적으로 읽힐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그의 문학세계를 지배하는 운명 개념은 비극

적 세계관을 구체화하며, 이에 대한 인물들의 대응 양상을 전면으로 보여준다.

115) 김동리, 「문학하는 것」, 앞의 글, 157면.

116)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연구2』, 아세아문화사, 1994, 3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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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명력의 형상화와 비극적 세계관의 구현

3.1. 육체를 매개로 드러나는 제의적 신성함

「무녀도」(《중앙》, 1936.5.)와 「산제」(《중앙》, 1936.9.)는 김동리가 작품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1936년 중반, 《중앙》에 발표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발표되었다는 사실 외에도, 두 작품은 인물의 육체를 매개로 하여 자연의 생명

력을 다루고 있다는 유사점을 공유한다.117) 3장에서는 「무녀도」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며, 이를 위해 「산제」와 더불어 「찔레꽃」(《문장》, 1939.7.)과 「동구

앞길」(《문장》, 1940.2.)을 함께 비교하며 분석하고자 한다.

「산제」는 동경에서 공부를 하다 집으로 돌아온 ‘나’가 자연의 한 가운데에서

태평이라는 인물을 관찰하고 회상하는 서사로 이루어진다. ‘나’는 심한 염인증에

시달리는 인물로, 사람을 대면하는 순간 마음을 졸이게 되고 상자에 갇힌 듯이

숨이 막힌다. 그는 어떻게든 사람의 그림자가 없는 곳으로 숨고 싶어하며, 이러

한 상황은 그를 밤낮으로 자연에 머물게 한다. 그에게 ‘인간적인 것’은 높은 무

덤 위에서 내려다보이는 과거, 역사, 자연, 그리고 도시 속에서 단지 “외로운 그

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그는 인간에 대한 염증이 병처럼 생겨 자연으로 도망쳤

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경멸의 대상이 아닌 ‘외로운 존재’로 인식한다.

염인증에 걸린 ‘나’가 자연 안에서도 외로움의 정서를 느낀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그는 소나무 사이에서 외로움을 느끼는데, 소나무는 생성과 소멸이라는

순환적이며 반복적인 자연의 속성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나’에게 자연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움이 트고 녹음이 우거지다가 단풍이 들고 겨우내 졌다가,

다시금 봄에는 움이 틀 때, 즐거운 것이 된다. 그렇기에 사철 별다른 변화를 보

117) 김동리는 「산제」와 「무녀도」를 ‘보다 더 고차적인 인간의 개성과 생명의 창조를 시

험한 작품’의 예로 함께 언급한 바 있다.(“대개 인간의 생명과 개성의 구경을 추구한다함

은 보다 더 고차적인 인간의 개성과 생명의 개조를 의미하는 동시 그것의 창조를 지향하

는 정신이기도 한 것이다. 전기 이작(二作)은 이것의 창조를 시험한 것으로 이제 그 이작

(二作) 중 「무녀도」한편을 실례로서 분석해 보겠다.”(김동리, 「신세대의 정신─문단

「신생면」의 성격, 사명, 기타─」, 앞의 글, 90-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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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않는 소나무 사이를 걷는 일은 다만 외로운 일일 뿐이다. 소나무에게 ‘자

연적인 것’은 계절의 변화에도 외면이 변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

절의 변화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잡목풀만을 찾아 나선다. 이는 그가 인간과 자

연을 일반적인 의미로 구분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나’가 염인증에 걸린 이

유는 단순히 인간과 자연을 대립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는 자연의

순환성을 기준으로 대상을 긍정 혹은 부정한다. 그가 염증을 느끼는 ‘인간적인

것’은 자연이 가지는 영원회귀적 속성을 깨닫지 못하는 ‘존재의 외로움’이다. ‘외

로운 그림자’들을 피해 그가 귀속되고자 하는 자연은 계절의 반복처럼 계속해서

순환하는 세계이다.

태평이는 자연의 속성을 그대로 자신의 존재방식으로 삼는 인물이다. 작품의

서두에서 ‘나’는 눈이 오는 상황을 길게 서술하면서 눈과 태평이를 연결시킨다.

실제적으로 눈과 태평이의 연결고리는 태평이가 눈이 내리는 밤, 잠에 든 듯 소

리 없이 죽었다는 사실 뿐이다. 그러나 ‘나’는 태평이가 사람이 아니라 눈일지도

모르고, 나아가 ‘눈의 화신’일지 모른다고 반복적으로 생각한다. ‘나’는 태평이의

어떤 점이 자신으로 하여금 태평이와 눈을 동일시하게끔 하는지에 대해 자문한

다. 반복되는 ‘나’의 자문은 태평이에 대한 본격적인 서사 이전에 독자에게 ‘사람

≠태평이=눈(자연)’의 인상을 심는 서술적 장치로 기능한다.

이후 태평이에 대한 ‘나’의 묘사와 관찰에서도 태평이를 자연과 동일한 것으로

두고자 하는 의도는 성취된다. ‘나’는 태평이가 처음에는 바위, 나무, 새와 같이

자신의 의식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한다. 태평이가 산에 몰래 똥을 누며, 누렁

이라는 개가 그 똥을 쫓아다니며 먹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야 태평이는

‘나’에게 깊은 인상으로 남는다. ‘나’는 태평이의 비밀을 알기 직전, 누렁이와의

첫 대면에서 개의 표정이 ‘비밀’과 ‘불안’, ‘당황’에 휩싸였다고 느낀다. 이는 누렁

이에게 ‘나’는 모르는 “무엇이 있는 듯”하다는 감각이며, ‘나’는 누렁이가 태평이

의 똥을 먹기 위해 따라다니는 사실을 그들 사이의 ‘비밀’이라 지칭한다. 비밀은

서로의 합의 하에 일정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겨두는 약속이다. ‘나’는 누구의

집에도 속하지 않은 개의 표정에서 ‘비밀’을 읽어내며, 이는 태평이의 비밀스러

운 행위가 누렁이와 합의된 일이라는 인상을 준다. 이는 ‘나’가 비밀의 전말을

알게 된 후 누렁이의 태도에서 태평이와의 ‘의리’를 감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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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누렁이에 대한 ‘나’의 묘사는, 태평이가 인간이기보다 자연과 가깝다는

사실을 당연한 듯 드러낸다.

계속해서 ‘나’는 태평이를 자신이 긍정하는 순환적인 자연의 속성과 동일하게

바라본다. 그는 자신이 가지는 태평이에 대한 인상을 다른 사람들은 물론 자신

역시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반복한다. 이러한 서술은 실질적으로 ‘나’가

묘사하고 싶은 태평이의 인상을 반복적으로 문면에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 ‘나’

는 태평이로부터 “보아도 보는 것 같지 않고 보고도 본 것 같지” 않으며 “그저

아무렇지도 않다”는 인상을 받는다. 태평이는 키가 크지도 작지도, 얼굴이 검지

도 붉지도 않다. 인위적이나 극단적으로 불거져 나온 부분이 없다는 사실이 강

조된다. 이는 작품의 서두에서 계속적으로 동일화되었던 눈의 특성과도 유사하

다. 태평이의 아들이 “얼굴빛이 검고 키가 크고 성격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

로 묘사된 것과 달리, 태평이는 외면까지도 ‘눈의 화신’과 같은 측면을 보여준다.

나무 접 붙이기와 박속에 대한 유난한 식욕 또한 태평이를 구성하는 자연적

속성이다. 이는 삶의 방식을 포함한 그의 존재 자체가 자연의 순환성을 상징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는 이러한 사실을 교차적으로 배치하여 서술하며, 보다

입체적으로 태평이의 성격을 드러낸다. 유달리도 나무의 접을 잘 붙이는 태평이

의 재주는 그가 아는 글자가 하늘과 땅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박을 잘

타며 그 속 먹기를 즐긴다는 사실과 교차된다.

ㄱ. 나는 한참 머뭇거리다가 그가 산엔 뭐하러 그렇게 자주 다니느냐고 물어본

즉

「잠목골에 나무를 보러 가십니다」

「나무를 보시다니요?」

하고, 나는 웃었다. 그도 따라 웃으며

「어른이 나무 접(接)을 잘 붙이십니다」

하고는 좀 어색한 듯이 말을 끊어버렸다.

나는 속으로 한참 생각해보아도 왜 그가 말을 하려다 끊어 버리는 줄 몰랐다.

나무를 보러 다닌다는 것과 나무 접을 잘 붙인다는 것과 무슨 기맥 상통하는

일이 있는가? 대체 어째되는 이야긴가?

그러나 나는 겉으로는 내지 않고 엉뚱스리 그가 글도 더러 읽느냐고 물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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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글이라니요? 예전에 천자책을 두어장 읽다 말으셨다든가요?」

하고, 아들은 웃으며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그러니 天, 地는 아시겠지요」118)

ㄴ. 태평이는 잠자코 톱날을 박 꼭지에 대었다. 나는 그의 톱을 만지는 솜씨가

의외로 익숙한데 놀랐다. 이때 문득 그의 톱과 함께 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그가 나무 접을 잘 붙인다는 것이다.

「이 노인이 이 톱을 가지고 나무 접을 붙였겠군……」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119)

‘나’는 태평이의 아들과의 대화에서 태평이가 나무를 잘 보러 다닌다는 것과

나무의 접을 잘 붙인다는 사실을 듣는다. ‘나’는 두 가지 사실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의문을 품으면서도 엉뚱하게도 태평이가 글을 읽을 수 있는가를 질문

한다. 태평이가 아는 유일한 글자가 하늘과 땅이라는 사실은 태평이가 가지는

자연적인 생명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나’의 의문에 대한 대답이 된다. 나무를 보

러 다니는 일을 가장하여 남몰래 산에 똥을 누는 태평이의 행위는, 나무의 접을

붙이는 것과 함께 생명력을 드러내는 일로 간주된다. 또한 ‘나’는 박을 타는 태

평이의 모습을 보며 문득 나무 접 붙이기에 대한 생각을 떠올린다. 그는 태평이

가 박을 타는 톱으로 나무의 접을 붙였으리라 생각에 이른다. 다 익은 과실을

수확하는 행위와 나무에 접을 붙여 새로운 생명으로 재생시키는 행위는, 태평이

를 중심으로 자연의 순환성과 함께 하나의 원을 그린다.

태평이가 상징하는 자연의 생명력이 반복적으로 작품에 드러남과 동시에, ‘나’

의 중간자적 위치가 점차 구체화된다. ‘나’는 태평이가 외부와의 접촉 또한 일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비행기와 양국 사람, 광대에 있어서도 다른 마을사람

들과는 달리 어떠한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이처럼 ‘나’에

게 비행기는 양국 사람과 광대와 유사한 속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된다. 그에게

비행기는 서양적이며 근대적인 것, 그리고 자연과는 대립적인 과학적인 것의 산

118) 김동리, 「산제」. 《중앙》, 1936.9, 33-34면.

119) 위의 글,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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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다. 그러나 작품의 서두에서 ‘나’는 태평이를 관찰한 순간의 감각을 “번개나

비행기나 무지개 보다도 더 황홀”하다고 묘사한 바 있다. 비행기와 달리, 번개와

무지개는 자연의 법칙에 속하는 것임과 동시에 우연성을 그 속성으로 한다. ‘나’

는 비행기를 양국 사람과 광대, 그리고 번개와 무지개와 동일한 선상에 놓는다.

이는 ‘나’의 위치가 온전하게 자연의 속성을 육체로 드러내는 태평이와는 다를

수밖에 없음을 암시한다. ‘나’는 ‘외로운 그림자’로서의 인간에 대해서 염증을 느

끼며 태평이의 산골을 궁금해 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태평이의 적

은 말수에 갑갑증을 느끼고, 박을 타달라는 어머니의 부탁에 자신은 그러한 경

험이 없을뿐더러 “마음의 겨를”조차 없다며 거절한다. ‘나’가 태평이가 똥을 누

는 순간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순간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잎이 무성

한 곳에 앉아있었기 때문이다. 밤나무 잎에 가려 ‘나’와 자연이 분별이 되지 않

는 상황이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즉, ‘나’는 자연의 순환성을 긍정하며 영원회

귀적 세계관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온전하게 자신의 존재방식으로 받아

들이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나’의 중간자적 위치를 이해할 때, 작품의 후반부가 “─”의 기호와 함께 분명

하게 구별되며 바람쟁이라는 인물이 갑작스럽게 등장하게 되는 정황이 설명된

다. ‘나’의 시선으로 태평이가 가지는 자연적 생명력을 신성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나’의 칠촌 아저씨인 바람쟁이는 여러 측면에서 태평이와 짝을

이루는 인물이다. 모두 자신의 본명보다도 별호로 불린다는 점에서 그러하며,

실질적으로 서사에 등장하기에 앞서 ‘나’에 의해 자연과 유사한 성격으로 묘사

된다는 점도 유사하다. 또한 태평이가 박속을 이상하게 즐기는 것처럼 바람쟁이

는 솔향기를 맡으면 이상하게 식욕이 생긴다. 그러나 태평이가 전혀 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과 대비적으로 바람쟁이는 ‘나’와의 대화를 주도하며 끊임없이 발화

를 하는 인물이다. 즉, 태평이가 육체를 매개로 자연의 생명력을 드러내는 인물

이라면, 바람쟁이는 생명력이 가지는 의미를 사상적으로 직접 발화하는 인물이

다. 태평이의 존재방식이 제의적 차원으로 신성화되기 위해서는 바람쟁이의 구

체적인 사상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산천이란 무엇보다 우리에게 큰 의의를 가진걸세 그것은 생리적이나 관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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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나 우리와의 절대적 관련을 가진겔세. 우리의 체질, 우리의 성격 사상 정

서 운명 화복 이 모든 것이 저 산천을 두고는 따로 상상할 수 없는겔세. 더구

나 옛날에 본 산천을 다시 본다는건 아마 우리 인생의 제일 큰 행복이요 동시

에 정명(定命)이라 할것일세.120)

바람쟁이는 어느 날 ‘나’에게 함께 산소를 다녀오기를 제안한다. 산소를 가는

길에서 바람쟁이는 계속해서 자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그가 가지

는 사상의 핵심은 인간의 모든 성격과 운명 등등이 자연과 관계한다는 것이다.

바람쟁이는 ‘나’에게 무덤으로부터 사람이 난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

는다. 이 질문은 그가 생성과 소멸, 그리고 재생의 순환적인 법칙성으로 자연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람쟁이에게 가장 큰 ‘행복’이자 동시에 “정명(定

命)”은 예전에 본 자연을 다시 마주하는 순간에 찾아온다. 그는 세계의 영원회

귀적 순간을 자연에서 발견하며, 이를 인간의 운명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주목

해야 하는 부분은 이처럼 세계의 필연성을 상징하는 자연을 마주보는 순간을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 언급한다는 사실이다. 필연성으로부터 행복을 포착하

는 사유는, 바람쟁이의 시선에 의해 반복적으로 환기되는 산신각과 겹쳐지며 신

성함을 성취한다. 그는 모든 인간의 삶은 자연에 관련되어 있으며 그 자연의 반

복을 행복스럽게 마주할 수 있는 사유의 진수는 산신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한

다. 이와 더불어 바람쟁이는 태평이가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함께 포착하는 시

선을 제공한다. 제사를 지내는 태평이 뒤에 누렁이가 다시 등장하며, 태평이의

자연적 생명력은 ‘산제’로서의 신성함을 성취한다. 태평이를 두고 수꿩은 산신각

을 넘어 “금빛” 노을로 남아있는 하늘을 날아가고, 그 곁의 산그늘은 “바다”같

이 깊고 어두운 것으로 묘사되는 점 역시 상징적이다.121) 이 장면은 산신각을

다시 한 번 환기하면서 자연의 속성을 그대로 자신의 존재방식으로 삼은 태평

이를 제의적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기능을 담당한다.

「무녀도」는 주인공인 무당 모화의 삶과 죽음을 다룬 작품이다. 「산제」의

120) 위의 글, 40-41면.

121) 금빛과 바다는 니체사상의 핵심적인 상징으로, 이를 니체적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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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들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무녀도」에 접근할 수 있다. 모화는 태평이와 유

사한 인물유형을 보이며, 그녀의 이복자녀들이 각각의 새로운 유형의 인물로 등

장한다. 장남인 욱이는 모화와 대립적인 관계를 가지며, 낭이는 「산제」의 ‘나’

와 마찬가지로 중간자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모화의 집은 잡풀이 무성하고 온갖 뱀과 지렁이와 개구리들이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동시에 “문허지다 남은 옛성처럼 꼬불 꼬불”하게 돌담이 쌓여있는 곳이

다. 이는 객관적인 현실의 조건과 거리를 두고 있는 모화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

며 동시에, 모화의 자연적 생명력과 원시성을 암시한다.122) 모화는 자연의 순환

적인 생명력을 상징하는 ‘리듬의 화신’으로 묘사되며, 무당이라는 존재로 신성함

이 내재된 인물이다. 모화의 두 눈에는 정열이 흐르며 “사람이 얼핏 가까워지지

않는 성긋한 무엇”을 가진다. 그녀는 술을 즐겨 마시며 그의 음성은 “술 같은

향기”를 풍기고 신령이 목에 붙은 듯 “개성적”이다. 그녀에 대한 묘사는 한편으

로는 “미친 개”와 같은 것이면서도 동시에 “성스러운 위엄”을 보여준다.

낭이는 그림을 즐겨 그리며, 모화가 죽은 이후에도 아버지와 함께 떠돌아다니

며 그림을 그리는 인물이다. 작품의 서두에 위치하는, 낭이가 그린 ‘무녀도’에 대

한 ‘나’의 묘사 부분은 낭이와 모화가 공유하는 예술성과 제의성을 잘 보여준다.

……뒤에 물러 누은 어둑 어둑한 산, 앞으로 폭이 널따랗게 흐르는 검은 강

물, 산마루로 들판 우로, 검은 강물 우로 모두 떨어질듯한 파─란별들. 어느것

이나 이슥한 밤중이다. 강ㅅ가 모래ㅅ벌판에 차앉어, 무당의 시나위ㅅ 가락에

취하여 있다. 모두의 얼골엔 분명히 슬픈 흥분과, 새벽이 가까워온듯한 피곤한

빛이 보인다. 무당은 시방 한창 청승에 자즈러저 뼈도 살도 없는 혼령으로 화

한 듯 가벼히 쾌자ㅅ자락을 날리며 춤을 춘다……

거기엔 밤(자연의 리듬)과 사람의 호흡이 무당의 춤을 통하야 혼연히 융화되

어 있었다. 그것은 소녀의 얼굴에서 보는듯한 어떤 슬픈 숨ㅅ결이었다.

아무리 그림에 깊은 이해가 없는 주인 할아버지이라도 지금까지 보아온 산수

122) “존재자의 본래 모습은 말해진 것의 가상 뒤에서 은폐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다. 물론 세계의 참된 모습은 결코 정원이 아니다. 특히 정원이라는 말이 존재자로부터

의 도피를 위한 아름다운 도피처를 의미한다면 세계는 차라투스트라에게 정원이어서는

안된다.”(마르틴 하이데거,『니체 Ⅰ』, 앞의 책, 300면.) 이러한 관점에서 「잉여설」의 재

호가 설계한 정원 역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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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 매란죽에서와 다른 필치를 느낄수는 있었다. 그것은 이해와 비판저편에

흐르는 향수의 공명이었다.123)

인간의 호흡과 자연의 리듬의 완전한 융화의 순간이 모화의 “춤을 통하야” 가

능해진다는 점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때의 ‘춤’은 낭이가 그림을 그리는

예술적이며 창조적인 측면과 함께 논의될 수 있다. ‘무녀도’가 낭이의 그림이라

는 점을 상기하였을 때, ‘무녀도’는 제의적 속성과 창조적 예술의 속성을 동시에

드러낸다. 나아가 ‘나’는 할아버지가 처음 ‘무녀도’를 보았을 때 느낀 “향수의 공

명”을 회상하며 ‘무녀도’가 제의를 통한 원시적 생명력에 대한 향수를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합리적인 이성이나 논리를 뛰어 넘는 저편에 흐르는 생명력에

대한 그리움이 모화의 제의적 춤과 낭이의 그림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된다.

이처럼 모화와 낭이는 예술적 속성을 가지고 제의적 차원에 이른다는 측면에

서 동일한 인물유형을 이룬다. 모화는 시나윗 가락의 춤으로 자신을 포함한 주

변 여인들의 호흡마저도 자연의 리듬으로 융화시키며, 이때의 춤은 ‘낭이의 얼

굴에서 보는 듯한 숨결’이다. 그러나 작품 곳곳에서 낭이에 대한 외면과 행위는

모화와는 다른 방식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낭이는 어머니인 모화를 닮아 얼굴빛

이 푸른 소녀이지만, 그 푸른빛이 “어미의 검도록 푸른 것과는 다른 그는 히기

를 지나친 파랑”빛을 띤다. 이처럼 모화와 낭이는 유사한 유형의 인물이지만, 동

시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이 강조된다. 흥미로운 점은 모화와는 차별되는 낭이에

대한 묘사가 욱이와 관련되는 순간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욱이는 낭이의 이복형제로, 무당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았던 어릴 적의

고통을 ‘원한’의 감정으로 가진 인물이다. 원한(ressentiment)의 본질은 가치설정

의 시선을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는 대신에 밖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며, 실제적

인 반응, 즉 행위상의 반응은 거부되어 있기 때문에 가상적인 복수로서만 자위

하고 마는 자들의 감정이다.124) 이는 반동적 힘이 능동적인 것을 중지시켜 능동

적 힘을 이기는 유형을 가리킨다. 즉, 스스로 행위하지 않으며 능동적 힘들의

작용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복수에 하나의 수단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한

123) 위의 글, 119-120면.

124) 프리드리히 니체, 김태현 역, 『도덕의 계보/이 사람을 보라』, 청하, 1987, 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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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격은 능동적 힘을 박탈시켜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키며, 결국 원한의 목

적은 삶 전체가 반동적이 되는 것, 건강한 삶을 병든 것으로 만드는 것에 있

다.125)126) 욱이는 무당인 모화를 어머니로 두었다는 이유로 열 서너 살이 될 때

까지 집에서 외롭게 지내다 결국 절에 들어가 공부를 한다. 그는 선사를 “우연

한 서슬”에 살해하고 살인죄로 감옥까지 다녀온다. 그는 외가에 대한 분노와 멸

시로 눈에는 모가 서려있는 인물이다. 무당인 어머니에 대한 “억울”이 쌓여 세

상이 비뚤게 보이며 “가끔 세상이란 것을 불살어버리고도 싶”어한다.

욱이는 무당인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쓸쓸함을 낭이와 공유한다. “가엾은 것은

낭이”였다는 낭이에 대한 묘사는 욱이가 낭이를 바라보는 “비창한 눈”의 시선과

겹쳐진다. 이는 낭이가 가진 “사철 깊은 슬픔”이며 “속속 드리 피ㅅ줄에 서리인

슬픔”이다. 어찌할 수 없는 그녀의 슬픔은 욱이와 함께 있을 때 증폭된다. 낭이

는 어릴 적 욱이와 함께 보러간 모화의 굿에서 이유모를 슬픔을 느끼며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려 했으나 이내 실패한다. 낭이의 그림 역시 욱이와의 관계 안

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낭이는 모화의 집 뜰에 있는 잡풀과 돌

담을 그린 그림을 욱이에게 보여준다. “차디찬 폐허의 적멸”이 농후하게 그려져

있다는 그림에 대한 묘사는 불모지의 이미지를 암시한다. 그러나 여전히 서술의

층위에서 모화의 집 뜰의 잡풀은 모기들이 “무섭게 옛스러운 청승”을 뽑는 공간

으로 묘사된다. 모화의 집은 온갖 동물들과 식물들이 그 자연의 모습 그대로 얽

혀있다. 이는 정원의 인위성은 물론, 폐허의 차가움과도 대립된다. 그녀의 집은

‘옛 성’의 흔적과 옛스러움이 무섭게도 남아있는 원시적 자연의 공간 그 자체를

상징한다.

정리하면, 모화는 욱이와의 대립성과 낭이와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나의 인물

유형을 구성한다. 낭이는 모화와 욱이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중간자적

위치를 점한다. 그러나 작품의 마지막에서 욱이는 자취 없이 사라질 때 낭이는

계속 남아 ‘무녀도’를 그리며, 모화의 신성한 죽음을 부각시킨다. 모화는 예술적

125) 프리드리히 니체, 『니체, 철학의 주사위』, 앞의 책, 219-226면 참조.

126) “밖으로 발산되지 않는 모든 본능은 안으로 향해진다─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인간의

<내면화>라는 것이다. (……) 이것이 바로 <양심의 가책>의 기원인 것이다.”(프리드리히

니체, 『도덕의 계보/이 사람을 보라』, 앞의 책, 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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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성을 기반으로 자연의 리듬을 자신의 육체로 발현하며 제의적 신성함을 성

취하는 인물이다. 자연적 인간이며 동시에 제의적 인간이라는 의미에서 ‘눈(雪)

의 화신’으로 형상화되었던 태평이와, ‘율동의 화신’이라 묘사되는 모화는 동일한

인물형을 구성한다. 이들은 자연의 영원회귀적 속성을 육체로서 구체화하고 있

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김동리가 가지는 인간관의 본질을 상징한다.

자연적 생명력을 지닌 모화의 모습은 작품의 마지막인 그녀의 굿 장면에서 확

연하게 드러난다. 굿의 마지막 순간에 위치한 모화의 죽음은 신성화되며 작품의

비극성을 고조시킨다. 모화의 굿은 자연의 시적인 묘사와 함께 시작된다. 늦은

봄, 개울마다 개구리 알이 보이고 모든 것이 무르녹는 철이다. 굿이 열린 백사

장 동편으로는 “밑 보이지 않는 검은 푸른 소ㅅ물이 돌고 있었”다.

이날 밤, 모화의 정숙하고, 침착한 양은 어제 같이 미쳤던 여자로서는 너무도

의아하였다. 그것은 달ㅅ밤으로 산에 기도를 다닐적처럼 성스러워도 보이었다.

그의 음성은 언제 보다도 더 구슬펏고, 그의 몸세는 피도 살도 없는 율동(律

動)으로 화하여 졌었다. 이때에 모화는 사람이 아니요, 율동의 화신이었다.

밤도 리듬이었다……취한양, 얼이 빠진양, 구경하는 여인들의 호흡은 모화의

쾌자ㅅ자락만 따라 오르나리였고, 모화는 그의 춤이었고, 그의 춤은 그의 시나

위ㅅ가락이었고……시나위ㅅ가락이란, 사람과 밤이 한 개 호흡으로 융화 되려

는 슬픈 사향(麝香)이었다. 그것은 곧 자연의 리듬이기도 하였다.127)

굿을 하는 모화의 모습은 “성스러워” 보이고 “피도 살도 없는 율동”의 화신으

로 묘사된다. 모화의 마지막 굿의 묘사는 작품 서두에서 낭이가 그린 ‘무녀도’와

유사하다. 모화의 춤과 함께 사람들의 호흡과 자연의 리듬이 융화되는 장면은

하나의 “슬픈 사향”이라는 후각적 감각으로 포착된다. 또한 모화는 광기와 성스

러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인물로, 그녀의 춤은 취한 것과 같이 마을 여인들의

호흡마저도 자연의 리듬으로 변화시키는 제의적 차원에 놓인다. 이와 같은 맥락

에서 모화의 죽음이 가지는 상징성이 파악된다. 모화는 굿을 하는 도중 예기소

에 스스로 빠져 죽는데, 그녀의 죽음은 춤이라는 예술적 행위를 통해 자연이 가

127) 김동리, 「무녀도」, 《중앙》, 1936.5, 1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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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소멸과 재생의 순환적 속성을 긍정한다는 측면에서 신성함을 부여받는다.

신성함은 신내림이라는 선험적이고 필연적인 삶 안에서, ‘리듬의 화신’으로 완전

하게 육체를 매개로 자연의 생명력을 표현하는 순간 모화에게 부여된다. 그녀의

죽음에서 빚어지는 비극성은 고통과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일반적인 비극의 기

능을 넘어선다. 모화의 죽음은 필연으로부터 비롯되는 고통의 삶이 제의적 굿의

순간으로 인해 아름다움에 속함으로 신성한 것으로서의 비극이 된다.

「찔레꽃」과 「동구앞길」은 「무녀도」에 드러나는 비극성의 의미를 명확하

게 구별하여 보여준다. 두 작품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비극성과 「무녀도」의

니체적 비극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는 ‘팔자’로 구체화되는

기존의 도덕체계와 관습에, 맹목적으로 따름으로써 인물의 고통과 절망이 빚어

지는 방식으로, 후자는 대조적으로 변함없는 자연이 작품의 배경으로 전경화되

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두 작품의 서두에 드러나는 자연은 필연적인 삶 속에서

고통 받는 인물들의 뒤편에서 동일한 묘사로 반복된다. 이는 인물들의 비극적인

삶의 위기를 포괄하며 흐르는 세계의 순환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며, 「무녀

도」가 보여주는 니체적 의미의 비극성을 성취한다.

「찔레꽃」은 한참을 소식도 없던 남편을 따라 만주로 떠나야하는 순녀가 맞

는 어머니와의 절망적인 이별의 순간을 그린 작품이다. 순녀는 “상기 남편의 안

해이기 보다 어머니의 딸”의 정체성을 가진 인물이지만, 만주에 있는 남편을 따

라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를 어머니는 “더러운 년의 팔자”라고 한탄하면

서도, 어겨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서방을 찾어 딸을 만주로 보내기란 그지없이 억울한 일이었다. 허나 달

리 어찌할 도리는 더욱 없었다. 안해가 지아비를 좇는 것은 곳 천측이 아닌가.

천측을 범하면 천벌을 받는다. 어느 누가 감히 천측을 거역 하랴. 역시 딸을

보내는 길 밖에 없었다.128)

아내가 남편을 쫓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하늘의 법칙으로서의 “천측”이며 도

덕적이며 관습적 가치를 따르는 일이다. ‘팔자’는 김동리가 평론에서 ‘운명적인

128) 김동리, 「찔레꽃」, 《문장》, 1939.7, 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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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구별하는 ‘숙명’의 필연성이면서, 기존의 관습적 가치체계에 순응해야만 한

다는 당위성이 보다 강조되는 개념이다. 「동구앞길」의 비극적인 상황 역시

「찔레꽃」과 유사한 ‘팔자’에 매인 인물들에 의해 비롯된다. 주인공 순녀는 자

신이 낳은 아이를 본처에게 빼앗기고 일방적인 폭력까지 당하면서도 아무런 반

항도 할 수 없다. 그녀는 부모와 형제를 위해 팔려오다시피 영감의 첩이 되어

아들을 세 명이나 낳았지만, 모두 ‘큰집 마누라’인 본처에게 빼앗기고 아이의 얼

굴을 보는 일 조차 쉽지 않다. 그러나 본처 역시 비극적인 ‘팔자’에 귀속된 인물

이다. 본처는 영감이 순녀를 남달리 아끼는 것도 아니며, 순녀 역시 본처의 자

리를 탐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불안함에 시달린다. 아이를 가질 수 없

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영감이 순녀에게 사랑을 바칠 것이라는 걱정과 울분은

그녀로 하여금 순녀에 대한 폭력으로 표출하게 한다. 본처는 자신의 불임을 서

러운 ‘팔자’로 인식한다. 이는 본처가 순녀를 피투성이로 만드는 장면을 목격한

이웃 할머니가 자신의 큰 딸 역시 아들을 낳지 못하는 ‘신세’를 염려하는 눈물

과 겹쳐진다. 순녀가 자신의 아이를 본처에게 빼앗기는 현실, 본처가 불임에 의

해 평생을 불안함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은 모두 기존의 관습적 굴레에 갇힌 ‘팔

자’를 의미한다.

이처럼 「찔레꽃」과 「동구앞길」은 인물들이 기존의 도덕적 관습과 가치를

자신의 어찌할 수 없는 팔자로 인식하며 일반적 의미의 비극성이 드러난다. 그

러나 김동리는 서사적 기법을 사용하여, 이와 차별되는 비극성을 동시에 성취한

다. 변함없는 자연의 모습은 인물들의 비극적 순간을 중심으로 두고 작품의 배

경으로 동일하게 묘사된다. 김동리가 인간을 탐구하며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필연적인 비극의 고통을 쾌감으로 전환할 수 있는 힘이다. 비극의 주인공이 파

멸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면서 고통과 동정이 아닌 미학적인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의지의 영원한 생명은 그의 파멸에 의해서 조금도 손상되는 일이 없

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129) 김동리는 여전한 자연의 묘사를 작품의 서두와 결말

129) 최고 의지의 현상인 비극의 주인공이 파멸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쾌감을 느낀다. 왜냐

하면 주인공은 현상일 뿐이며, 의지의 영원한 생명은 그의 파멸에 의해서 조금도 손상되

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비극은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 (……) 자

연은 디오니소스적 예술과 그 비극에 의한 상징적 표현에 대해 거짓 없는 진실한 소리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들은 나를 닮을지어다! 현상의 끊임없는 변천 속에서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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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동일하게 배치하여 새로운 비극성을 창출한다.130) 「찔레꽃」에서 유달

리 기름지게 풍년이 든 보리밭은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서 떠나는 딸이 하는 넋

두리에 맞추는 듯 먼 곳에서 우는 뻐꾸기 울음소리와 함께 다시금 전경화된다.

「동구앞길」 역시 자신의 아이와 함께 친정어머니의 생일을 보내려던 순녀의

소망은 무산된다. 그러나 이를 감싸 안으면서 아침 햇빛은 비추고 감나무 밑에

는 여전히 그늘이 진다. 자연의 흐름은 “역시 그 낡은 힌 고무신에 새빩안 수탉

을 안고 가는”131) 순녀에게 작품의 처음과 같이 동일하게 돌아온다.

이와 같이 김동리는 두 가지 구별되는 의미의 비극성을 한 작품 안에서 보여

주며 자신이 옹호하고자 하는 인간의 힘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가 비극적인

세계관을 작품에 가져오며 이야기하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은, 비극을 넘어서는

비극의 성격을 가진다. 이들은 기존의 도덕적 가치에 갇혀 생기는 고통과 절망

의 비극을 전환한다. 그렇기에 「무녀도」의 모화의 죽음이 가지는 비극성과

「찔레꽃」과 「동구앞길」의 인물들이 보여주는 비극성은 차별된다. 「무녀

도」의 비극성은 ‘팔자’의 비극과는 대조적으로 흐르는 자연의 충만한 생명력에

의한 것이다.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주어진 필연적인 삶에서 영원회귀적 자연의

속성을 자신의 존재방식으로 완전하게 가진 모화의 죽음은 제의적 신성함을 상

징한다. 이미 모화는 인간이 아닌 자연의 화신이었기에 죽음의 순간은 상징적

제의가 된다.

원히 창조하고, 영원한 생존을 강요하고, 이 현상의 변천에 영원히 만족하고 있는 근원의

어머니인 나를!”(프리드리히 니체, 『비극의 탄생·즐거운 지식』, 앞의 책, 97-98면.)

130) 니체는 『비극의 탄생』에서 유일한 비극적 영웅인 디오니소스의 성격을 이야기하며,

디오니소스적 예술은 “모든 파멸에도 불구하고 살아 있는 영원한 생명을 표현”한다고 강

조한다. 모든 개별화의 고통 속에서도 “생명과 고뇌와 환희의 충일”의 소리에 귀를 기울

일 수 있는 것을 니체는 “디오니소스적 생명과 비극의 재생”이라 부른다.(프리드리히 니

체, 위의 책, 118면.) 이러하였을 때, 「찔레꽃」과 「동구앞길」을 비극이라 부를 수 있다

면, 이는 주인공의 비극적인 상황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절망의 순간에서도

어김없이 흐르고 다시금 돌아오는 자연이 작품에 흐르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131) 김동리, 「동구앞길」, 《문장》, 1940.2,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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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본능적인 생명 추구를 통한 비극성의 전환

김동리 초기소설에서 자연의 속성은 제의적 차원 뿐 아니라 여러 방식을 통해

드러난다. 인물들의 육체는 생명의 의미를 가지며, 이는 우연적인 것과 힘들의

복수성으로 정의된다. 즉, 육체는 힘의 장(場)을 구성하며 자연의 원초적인 생명

력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김동리는 자신의 인간관을 비극적 인물이 가지는 생

명력으로 작품화한다. 이는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마저도 생에 대한 열망으로서

긍정할 수 있는 인간정신의 태도로 구체화된다. 이때 비극의 본질은 바로 디오

니소스적 형상에 놓여있는데, 이는 필연적인 삶에서 비롯되는 비극적인 순간에

절망하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하는 힘을 의미한다.132) 긍정의 태도에서

중요한 것은 삶을 살아가는 것, 생존한다는 것이다. 삶을 그 자체로 괴로움의

무한함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할 만큼 신성한 것으로 바라보는 인식이다.133) 영원

회귀는 모든 것을 동일한 생명의 힘에 의해 운행하게끔 하는 우주론적 원리이

며, 힘에의 의지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원리이다.134) 이러한 자연의 생명력에

대한 의지적 힘을, 김동리는 인물들의 본능적인 생에 대한 추구로 구체화한다.

「바위」(《신동아》, 1936.5.)와 「허덜풀네」(《풍림》, 1936.12.)의 주인공은

생에 대한 본능적인 갈망과 자연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육체를

가진다. 「바위」는 문둥병에 걸린 술이 어머니라는 인물의 비극적인 삶과 죽음

132) 니체는 그리스 비극에서 디오니소스가 비극의 주인공을 그만둔 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프로메테우스와 오이디푸스 역시도 디오니소스의 가면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

한다. 비극의 본질은 디오니소스에 속해있다는 것이다.(프리드리히 니체, 『비극의 탄생·

즐거운 지식』, 앞의 책, 64면.) 들뢰즈는 디오니소스의 긍정적 성격에 주목하면서 이는

삶에 있어서 보다 높은 차원의 해결이나 정당화가 아닌 분명한 의미에서의 긍정이라 한

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크라테스는 디오니소스와 대립적인 위치에 놓인 것이다. 들뢰즈는

소크라테스는 퇴폐의 첫 번째 천재라고 말하며, 그는 관념의 견지에서 삶을 관념에 의해

판단되고, 정당화되며, 구제되어야 할 것으로 위치시킨다고 한다.(질르 들뢰즈,『니체, 철

학의 주사위』, 앞의 책, 39-42면 참조.) 그러나 니체에게 디오니소스적 세계는 “영원한

자기 창조와 영원한 자기 파괴”라고 하는 “이중적 관능”(프리드리히 니체, 김정현 역,

『니체전집18: 유고(1884년 가을~1885년 가을)』, 책세상, 2004, 436면.)의 세계이다. 디오

니소스는 힘에의 의지와 영원회귀에 의해 운행되는 생성 소멸의 세계를 그 자체로 긍정

하는 긍정의 기호다.

133) 프리드리히 니체, 『권력에의 의지』, 앞의 책, 292면.

134) 김정현, 『니체, 생명과 치유의 철학』, 책세상, 2006, 3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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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순간을 그린 작품이다. 작품에서 삶의 절망적 순간은 자연을 상징하는 뻐꾸

기 울음소리와 겹쳐지며 인물이 보여주는 강렬한 생에 대한 의지적 순간으로

전환된다. 그녀의 죽음은 필연적으로 고통스러웠던 삶의 마지막에서 삶 자체에

대한 긍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작품은 술이 어머니가 다리 밑에서 추위를 피하는 거지들 곁에서 지난날을 회

상하며 시작된다. 그녀가 문둥병에 걸리기 전까지는 아들 술이도 착실하게 돈을

모으던 청년이었으나, 약값으로 저축해두었던 돈을 다 쓰고는 환장한 사람처럼

어디론가 사라졌다. 영감 역시 날로 거칠어져서 그녀에게 노상 죽어버리라고 졸

랐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영감에게 비상이 든 떡을 건네받는데, 이 순간 뻐

꾸기의 울음소리가 먼 영에서 들려온다. 김동리의 작품에서 뻐꾸기 울음소리가

‘운명적인 것’을 환기한다고 할 때,135) 이는 그녀가 남편의 뜻을 이해한 순간 인

간과 자연 사이에 울려 퍼질 수밖에 없다. 문둥병에 걸린 것도 여인의 필연이며

남편의 말마따나 그만 자빠질 때가 온 것도 필연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이 필

연의 굴레에 놓인 삶의 위기적 순간에 여인은 그 떡을 먹기는 먹었으되 토막

속에 벌건 떡을 수두룩이 토해 내놓고 떠난다. 떡을 토해놓은 행위는 「팥죽」

에서 맹랑이가 쏟아진 팥죽을 핥아 먹거나, 「어머니」에서 다 큰 아이가 어머

니의 젖을 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의미를 드러낸다. 이는 뻐꾸기의 울음

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와 겹쳐지며 상징화된다. 그 자체로 ‘운명적인 것’의 의

미를 가지며 자신에게 놓인 필연에 어떻게든 개입하고자 하는 본능적 의지의

생명력을 상징한다. 생에 대한 의지로서의 토해놓기는, 헤어진 아들을 다시 만

나고 싶은 술이 어머니와 소망과 결부되어 복바위를 가는 행위로 이어진다.

술이 어머니는 작은 돌로 바위를 갈다가 그 돌이 바위에 붙으면 소망이 이뤄

진다는 복바위에 자신의 모든 행복과 불행이 다 매어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135) 김윤식은 미당 서정주의 뻐꾸기 울음소리의 상징과 김동리에게 있어서의 그것을 함께

놓고 분석한 바 있다. 서정주에게 뻐꾸기의 울음소리는 현실에 대해 이를 수 없는 아득함

을 상징한다면, 김동리에게는 인간으로서는 어쩌지 못하는 원형적이고 구경적 생의 형식

으로서의 초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렇기에 김동리에게 뻐꾸기의 울음소리는 진

달래의 상징과 등가의 것이었으며, 완전한 자연도 근대의 편도 아닌 그 사이를 가로지르

며 울려 퍼지는 초월적 음향으로 분석하였다.(김윤식, 『미당의 어법과 김동리의 문법』,

앞의 책, 207-233면 참조; 김윤식, 「천지로서의 '외부'와 넋으로서의 '내부'의 시학 : 동

리와 미당의 경우」, 『서정시학』,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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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아들을 보고 싶다는 열망에 의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복바위를 간다. 우

연히 장터에서 아들을 만나게 된 후에는 마을 사람들에 의해 목숨을 위협받으

면서도 복바위를 가는 행위를 멈추지 못한다. 죽을 수밖에 없는 문둥병과 그로

인해 잃어버린 아들, 필연적인 삶의 위기에서 술이 어머니는 자신의 필연에서

벗어나고자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무조건 복바위를 가는 행위를 계속한다. 그러

나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복바위에 대한 술이 어머니의 집착에 가까운

믿음이 아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술이 어머니가 복바위를 끌어안고 죽는 순

간이다. 그녀는 죽어가며 눈물을 흘리는데, 이는 4장에서 다룰 「오누이」에서

주인공 진숙이 흘리는 흐뭇한 눈물과 짝을 이루며 동일한 의미를 내포한다. 다

만 「오누이」에서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 사유가 인물차원에서 자각적인 결과

로 이루어졌다면, 「바위」에서는 인물의 행위에 사후적으로 상징성이 부여된

다. 술이 어머니는 자신의 토막이 사람들이 붙인 불에 의해 타오르는 것을 본

순간, ‘찬연한 불길’이 눈을 감아도 떠도 눈앞에서 타오르는 경험을 한다. 이때

술이 어머니는 자신의 죽음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복바위를 끌어안으며 싸늘한

눈물 한 줄기를 흘린다. 작품은 이 눈물을 “만족한 듯”한 것으로 포착한다. 술이

어머니는 자신의 모든 고통과 절망, 그리고 행복과 불행을 복바위라는 영적인

대상에서 찾으려 했으나, 이러한 인식은 죽음의 순간 흘리는 눈물의 ‘만족’이라

는 상징성을 통해 전환된다. 필연적으로 부여된 고통마저도 자신의 삶으로 긍정

하고 ‘만족’할 수 있음은, 긍정하기에 오히려 필연으로부터 해방되는 디오니소스

적 사유이다. 이는 그 자체로 비극의 본질을 짚어낸다.

「허덜풀네」는 허덜풀네라는 인물을 형상화하며 비극적 순간을 포착하는 작

품으로, 허덜풀네의 삶의 방식에 대한 ‘나’의 관찰이 짧은 단편서사의 내용을 이

룬다. ‘나’는 성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곳에 위치한 성문거리를 늘 지나치면서,

예전에 성문이 있었던 자리에 위치한 작은 주막의 주인인 허덜풀네를 만나게

된다. 허덜풀네라는 이름은 그녀가 아무나 보는 사람마다 호의를 가지고 술을

마시게 하여 사람들이 붙여준 별호이다. ‘나’에 의해 반복적으로 수식되는 그녀

의 ‘호박같이 붉은 얼굴’과 ‘절구통 같은 몸’은 자연적 속성을 두드러지게 드러낸

다. 또한 그녀는 술을 파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술을 마시며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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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스럽게 술을 권한다. ‘나’ 이러한 그녀의 태도가 절대

장사치의 모습은 아니었음을 강조한다. 그녀의 단골은 모화 무당을 포함하여 복

바람이 김선달, 박활량들이며, 특히 모화 무당과는 야릇한 관계를 가진다. 허덜

풀네는 모화 무당를 자신의 “마누라”라고 부르며 함께 술을 마시고는 언제나 서

로를 안고 춤을 추며 사람들 앞에서 입을 맞추고 무릎을 베고 잠이 드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이처럼 허덜풀네는 목소리가 인정스럽고 사철 웃음이 많은 중년 여성으로 그

려진다. 더불어 술이 가지는 상징성과 술을 파는 그녀의 태도, 모화 무당과의

야릇한 관계와 춤은 그녀가 가진 유희성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유희적

인 태도에서 ‘나’는 이상하게도 “무서운 적막”과 감출 수 없는 “깊이깊이 뿌리박

힌 슬픔”을 느낀다. 이는 허덜풀네의 유희성과는 표면적으로는 대립되는 정서처

럼 보인다. 이처럼 대립적인 두 가지 정서가 공존하는 양상은 작품의 마지막 장

면에서 드러나는 허덜풀네의 모습을 살펴볼 때 이해될 수 있다.

그것은 이른 여름 밤이었다. 나는 야깐 술이얼근해서 마을로 내러가는 길이었

다. 하늘에 별들이 꽃같이 빛나고 개울물마다 개구리들이 울었다. 길 양편은

시방 한창 이삭이 오르는 보리밭이었다. 「성님아 성님아, 우리 성님아 이내팔

자 왜이런가」 문득 내앞에서 어떤 녀인의 청승가락이 들렸다. 그것은 분명히

눈물 먹음은 소리였다. 나는 목소리에 기억이 있는듯해서 좀가까히들어서며 귀

를 귀우렸다. 「너를보러 왔근마는 방초만 푸르구나 산을넘고 재를넘고 너를보

러 왔드니만」 여인은 절꾸통같은 엉둥이를 흔들며 혼자 춤을 추고 있었다. 그

는 곳 거리에 쓰러질 듯이 비틀거렸다. 그것은 모화의 상여가 나간지 열흘쯤지

난뒤였다.136)

허덜풀네는 갑작스레 주막의 문을 닫고 자취를 감춘 지 십년 만에, 그토록 사

랑했던 모화 무당의 상여가 나간 지 열흘쯤 지난 밤에 다시 돌아와 눈물을 머

금은 목소리로 청승가락을 뽑는다. 허덜풀네가 울면서도 절구통 같은 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추는 모습은 「산제」에서 태평이가 묘사되었던 방식과 유사하다.

136) 김동리, 「허덜풀네」, 《풍림》, 1936.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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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이가 달빛을 받으며 박을 타는 모습, 그리고 금빛 노을과 바다 같은 산그늘

아래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은 매우 시적으로 장면화된다. 「허덜풀네」에서도

그녀가 춤을 추는 자연 배경은 별들이 꽃과 같이 빛나고 개구리들이 우는 시적

인 장면으로 묘사된다. 허덜풀네의 울음소리와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은 그녀의

삶의 방식과 더불어 축제적인 것으로, 그리고 디오니소스적인 삶의 방식으로 이

해된다.137) 이는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심지어는 가장 쓰디쓴 괴로움

조차도 긍정하는 것이다.138) ‘나’가 처음부터 포착하였던 허덜풀네의 웃음 속에

포함된 슬픔과 적막의 의미는 니체적 비극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모화

의 죽음으로 인한 절망까지도 눈물과 함께 춤을 춤으로써 사랑할 만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사철 웃음을 웃고,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허덜풀네의

존재의 방식에서 디오니소스적 유희와 축제적 모습을, 나아가 이를 통해 성취되

는 비극성을 엿볼 수 있다.

「팥죽」(《조선문학》, 1936.11.)과 「어머니」(《풍림》, 1937.1.), 「소년」

(《문장》, 1941.2.)은 어린 아이의 식욕이라는 문제를 통해 본능적인 생명력을

드러낸다. 이때의 식욕은 작품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중 어린 아이들에게만

속한다. 이는 있는 그대로의 순결한 자연적 욕망, 생에 대한 생리적이면서 본능

적인 욕망의 차원을 보여준다.

「팥죽」은 동짓날 어린 소녀의 ‘팥죽 먹기’에 대한 서사이다. 다리가 잘린 아

버지는 얼굴 낯이 불에 덴 듯이 붉고, 두 눈에는 핏물이 고였으며 누렁 덧니 두

개가 입술보다 먼저 눈에 띤다고 묘사된다. 이러한 아버지를 보고 사람들은 불

쌍하게 여기기보다는 먼저 더러움과 무서움을 느끼는데, 이와 달리 맹랑이의 두

눈에는 사랑스러움과 애련, 그리고 측은함이 함께 있다. 맹랑이에게 사랑스러움

과 애련의 정서가 동시에 포착되고 있음 역시 그녀에게 이미 비극적 성격이 내

재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더불어 맹랑이라는 이름 역시 「산제」·「허덜풀네」

와 마찬가지로 별호라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다리가 불편한 아버지를 위해 구

137) “즉 삶이 가장 두려워하는, 가장 애매한, 가장 기만적인 것일 때조차도 그 삶을 시인(是

認)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을 위하여 나는 <디오니소스적>이라는 정식

(定式)을 손에 잡은 것이다.”(프리드리히 니체,『권력에의 의지』, 앞의 책, 576면.)

138) 질르 들뢰즈,『니체, 철학의 주사위』, 앞의 책, 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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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을 하고 남의 보리묶음에서 보리를 몇 이삭 몰래 훔치기도 하는 “「맹랑이」

노릇”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녀는 아버지에 대해 놀리는 사람들에 반응에 쉽게

울기도 하는 어린 아이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맹랑’

할 수 있는 것이다.

작품은 인물들과 주거 공간에 대한 묘사 이후 “O" 표식을 기점으로 주요 사건

이 일어나는 동짓날로 넘어간다. 전날 밤부터 내리는 눈은 날이 새도록 퍼붓고,

엄청난 바람소리에 세상이 다 얼어붙었다. 이 와중에 맹랑이는 팥죽이 먹고 싶

어진 나머지 홀로 팥죽을 동냥하러 간다. 맹랑이는 밤이 깊어도 돌아오지 않고

아버지는 그녀를 찾아다닌다. 아버지는 얼음판에 엎드려 쏟아져 얼어가는 팥죽

을 핥아먹다가 울다가를 반복하는 그녀를 발견한다. 얼음판 위에 쏟아진 팥죽을

울면서라도 핥아서 먹는 식욕의 상징성은 이후의 작품 「어머니」와 「소년」

을 함께 두고 읽었을 때 보다 명확해진다. 식욕의 문제는 「어머니」에서 소년

실근이 가지는 어머니의 젖 먹기에 대한 집착과 팥죽의 상징성, 그리고 「소

년」에서는 두 소년의 오리를 잡아먹는 행위로 구체화된다.

「어머니」는 3인칭 전지적 작가시점이면서 동시에 다섯 살 가량인 소년 실근

을 초점화자로 두고 사건을 교차적으로 서술한다. 남편은 실근이가 뱃속에 있을

때 돈을 벌기 위해 대판으로 떠나 2년 동안 아무런 편지도 하지 않는다. 어머니

는 이제 그를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임동지 사이에서 귀남이를 낳는다. 실근

이는 다리가 불편하여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 다니지는 못하지만 “눈치 채기로있

어서는 어린 아이답지 않으리 만치 날카”로운 아이이다. 이러한 성격적 특질을

이용하여 작품은 실근이를 초점화자로 두고 어머니가 임동지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된 경위와 할아버지가 그 날로 단식으로 돌아가신 일에 대해 설명한다. 실

근이의 입장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다’ 혹은 ‘모른다’는 서술을

반복하지만, 이는 「산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알고 있음을 강조하는 서

술적 기법에 다름 아니다.

실근이가 가지는 어머니 젖 먹기에 대한 집착은 어머니가 돈을 벌기 위해 다

른 아이의 젖을 먹여주었을 때부터 심하였으나, 귀남이가 생긴 이후 그 집착의

정도는 점차 심해진다. 어머니의 젖은 작품의 마지막에 나오는 팥죽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남편의 귀환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진 어머니는 실근이가 끓여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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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팥죽을 부뚜막에 몇 그릇이나 퍼내어 놓고는 목을 매달아 죽는다. 실근이

의 젖에 대한 강한 집착은 먹고 싶지만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가지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강렬한 의지로 읽힌다. 그렇기에 실근은 어머니에게 주

먹으로 맞으면서도 젖꼭지를 입에서 빼지 않는 것이다.

어머니는 할아버지가 귀남의 출산 이후 단식을 하며 자신에게 했던 말이 머리

에서 떠나지 않는다.

「너이들이나 먹고 살어라」

귀남이가 나든날붙어 전연 잡수시기를 거절 하시고 그러자니 마츰내 굶어 도

라 가시게된 하라버지의 말음이 머리에 떠오른다.

하기보다 이 말음이어 머니의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다.

「무슨 짓을 하던 너이들이나 먹고 살어라 그러나 하라버지는 실근이와 다르

잔으냐」139)

할아버지의 발화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와 실근이의 젖에 대한 집착이 같은

차원에 놓여 있음이 드러난다. “오늘날 같은 변”으로 어머니에게 인식되는 상황

은 어머니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비극적인 필연이다. 어머니의 죽음의 장면은

“처마 끝에 제비들도 이날은 벌써 잠을 자는지 죽은 듯이 고요하였다”고 서술된

다. 뻐꾸기를 비롯하여 새의 울음소리와 자연의 배경이 김동리 초기 작품에서

‘운명적인 것’을 환기할 때, 필연의 절망적 순간에서 자살을 선택한 할아버지와

어머니의 결정은 단순히 표면적인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생명력의 상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실근의 젖에 대한 집착은 이와 대비를

이루며 보다 부각되는 효과를 갖는다.

이처럼 「어머니」에서의 팥죽과 실근이의 젖 먹기의 상징과 함께 놓고 볼 때,

「팥죽」의 마지막 장면에서의 맹랑이의 행위 역시 인간이 가지는 의지적인 힘

의 차원으로 읽을 수 있다. 「어머니」에서 어머니가 죽는 날 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몹시 부는 것처럼, 맹랑이의 밤도 눈과 바람이 매섭게 치는 추운 겨울밤

이다.

139) 김동리, 「어머니」, 《풍림》, 1937.1,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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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거기다 어름판 우에 엎드러저 우는 것은 맹랑이였다.

깨어진 죽사발은 벌겋게 팥죽이 묻은채 양작에갈라저 있고 어름판우에 쏟아

진 팥죽은한머리 김에 무릉 무릉오르며 한머리 어러붙으며 있었다.

맹랑이는 한참씩 엎드러저 죽을 빨다가는 고개를 들어

『으아―』

하고 소리를 질러 울고, 한바탕 울고는 도루 엎드러저 팥죽을 빤다. 아비가 곁

에와 서도 모르는냥 본체도 않고 팥죽이 처발린 얼굴만 수없이 젯기며 젯기며

울음을 뽑다가는 고대 팥죽 우에 엎드러지군할 따름이었다.140)

맹랑이는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삶의 절망적 순간에서 체념하지 않는다. 작품은

쏟아진 팥죽 앞에서 오히려 보다 더 절망적으로 식욕을 드러내는 맹랑이의 모

습을 장면적으로 제시한다. 생에 대한 본능적이고 생리적인 욕망이 강렬하게 포

착되는 것이다. 몇 번이고 울음을 울면서도 얼음판 위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팥

죽을 엎드려 핥아서라도 먹는 맹랑이의 모습은 분명 비극적이다. 그러나 이때의

비극성은 「어머니」에서 목을 매달아 죽은 어머니가 발견되는 장면에서 비롯

되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 놓인다. 앞 절에서와 같이 기존의 도덕적 가치에 얽매

어 죽음을 택한 어머니는 자신의 삶을 체념하는 방식으로 죽음이라는 비극적

순간을 맞이한다. 표면적으로는 맹랑이 또한 먹고 싶었던 팥죽이 쏟아지는 필연

적 절망의 순간에 이를 핥아먹는다는, 복종적인 자세를 보여준다. 그러나 어떻

게 해서라도 자신의 식적 욕망을 드러내는 행위는 심층적으로 생에 대한 의지

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작품 「소년」에 이르면 식욕의 문제는 보다 강렬하게, 그리고 더욱 상징적인

방식으로 형상화된다. 1941년 1월 김동리는 시국 앙케트「신체제하의 여의 문학

활동방침」에 채만식, 박태원 이기영 등과 함께 참가하여 글을 쓴 바 있다. 그

는 신방침을 공개하기 전에 당시의 총리대신인과 총독을 만나 동아신질서문제

의 근본원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다.141) 당시의

140) 김동리, 「팥죽」, 《조선문학》, 1936.11, 127면.

141) “신문, 잡지 등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는 신체제의 이론은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애매하

나, 허나, 그정도의 윤곽으로도 나에게 적지않은 힘과 열과 희망을 주지 않는 바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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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상황에서 김동리의 이러한 발언은 김윤식의 지적처럼 대단한 패기라 볼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다.142) 이 발언 한 달 후 김동리는 「소년」을 발표, 해

방 전까지 전면적인 창작의 절필에 들어간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었을 때

「소년」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보다 강렬하게 다가온다.

새벽부터 해가 벌겋게 뜨기 시작하는 몇 시간 동안의 이야기가 「소년」의 서

사 전체를 이룬다. 주인공 성재는 오리 두 마리를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고 숨

이 달아 새벽부터 못가에 내려가 오리를 잡기 시작한다. 그러나 잡는 것이라고

하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성재는 평화롭고 안온하게 떠다니는 오리를 보는 것만

으로도 꿈만 같은 즐거움을 느낀다. 살얼음을 헤치고 못에 옷을 벗고 들어가 오

리를 잡는 성재의 모습은 “오리와 사람과의 헤염경주”로 반복적으로 묘사된다.

그들은 잡고 잡히는 관계가 아닌, 자연물인 오리와 경주를 하는 관계로 포착된

다. 그러나 이 관계는 친구 윤범의 등장으로 위기를 맞는다. 윤범이 오리의 날

개 끝을 불에 그슬린 순간 성범의 눈에는 분노의 불길이 차오르고, 그때 나무

위에서 까치 울음소리가 들린다. 까치의 울음소리는 성범으로 하여금 예전 까치

를 구워 먹던 기억을 환기시키고, 곧 분노의 불길을 “야릇하게 강렬한 식욕”으

로 충동하게 한다.

짧은 서사의 길이를 고려하였을 때, 성재는 오리와의 ‘헤염경주’라는 행위의 상

징성으로 인해 인간보다는 자연에 보다 가까운 생리를 지닌 것으로 유형화된다.

이러한 생명력은 윤범에 의해 위기적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만, 이때 충동되는

성재의 야릇한 식욕의 문제는 보다 강렬한 생명력을 상징한다. 이는 자연의 생

명력과 같이 강렬하면서도 야릇한 것으로, 생의 의지라는 차원에서 맹랑이의 식

욕과 동일한 선상에 놓인다.

못 언덕에 서있는 포푸라나무에서는 까치들이 또 한바탕 짖어귀었다.

나, 그렇지만 이 신체제하의 여의 문학활동방침을 공개하기 전, 내가 가장 절실히 원하는

바는, 저 근위공이나 남총독 같은 이를 조용히 만나 뵙고 신체제, 아니 그보다 동아신질

서문제의 근본원리에 대한 나의 의견을 피력하고 싶은 것이다.”(김동리, 「신방침을 공개

하기 전」, 『삼천리』, 1941.1, 248면.)

142) 김윤식, 「무엇을 위한,무엇에 대한 <회계(회계)>인가 : 김동리의 일제 말기 작품 「회

계」분석」, 《현대문학》, 1999.5, 2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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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뒤 항토 언덕위 마른 아카샤나무사이로 싯벍언 아침해가 솟아오를때 두

소년은 입라에 벍언 피를 묻히며 채 익지도 않은 것을 이미 두 마리재 물어뜯

고 있었다143)

소년들의 마지막 장면에는 자연적 배경이 장면적으로 제시된다. 까치의 울음소

리가 다시 한 번 울려 퍼지며, 솟아오르는 “싯벍언 아침해”와 소년들의 입가에

묻은 익지도 않은 오리의 “벍언 피”가 겹쳐진다. 어찌할 수 없는 필연으로 놓인

생명력 상실의 위기적 순간은 어린 소년의 식욕이 가진 생에 대한 야릇하고 강

렬한 의지로 인해 기괴한 힘을 가진 비극적 장면으로 전환된다.

김동리 초기소설에서 자연의 생명력과 생명에 대한 의지는 인간이 가지는 힘

의 본질을 나타낸다. 자연은 반복적으로 되돌아오는 영원회귀적 세계의 속성을

보여주는데, 이는 생성의 힘이 의욕되는 순간 안에서 영원을 보는 사유이다. 작

품의 자연은 생명의 생성과 소멸, 그리고 재생의 영원한 반복으로 영원회귀적

세계관을 형상화한다.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인간에게 삶은 언제나 절망과 고통의

비극이다. 니체는 비극적인 삶을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생을 열망할 때 비극의 성격은 전환된다고 보았다.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

로 생명을 의미하며, 이는 끊임없는 생성의 힘을 가진다. 생성을 그 자체로 긍

정하는 일은 가치를 변이시키고, 괴로움을 유희적인 창조의 기쁨으로 전환시킨

다. 지금까지 살펴본 작품들은 자연의 생명력을 육체로 표현하는 두 가지 유형

의 인간상을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자연의 화신’으로 그려지는 인물들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을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인물들이다. 세계의 필연성인 영원회귀

적 삶이 가진 생명력에 대한 긍정과 열망이 인물들의 육체와, 육체가 가진 본능

적인 생명력에 의해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이들은 각각의 방식으로 생명의 신성

함을 보여주며, 비극적 인간이 발견하는 생명력을 드러낸다.

143) 김동리, 「소년」, 《문장》, 1941.2, 3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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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극적 삶에 대한 자각과 의지

4.1. 운명에 대한 분열적 대응 양상

「폐도의 시인」(《영화시대》, 1935.3.)144)은 주인공 오선생의 가난과 예술적

이상 사이의 내면적 갈등이 혜경이라는 여학생의 시선으로 철저하게 드러나는

과정을 담은 작품이다. 혜경이는 오선생과 예술도시로서의 경주를 동일시하며

막연하게 동경해왔다. 그녀는 “얼굴빛이 갑으스레하고 오관이 뚜렸한 정열형”으

로, 당시 중학교를 다니던 오선생을 가정교사로 만났다. 그를 “아름다운 꿈속 주

인공”으로 동경하며 그 자신의 “자그만 자긍심과 향상심과 우월감”을 가져왔었

다. 그러나 현실은 과실 값조차 여의치 않아 혜경이 들고 온 과실체통에 가슴이

어두워지는 오선생의 도리 없는 가난이며, 혜경의 모든 천진함은 “환멸의 연기

속에 자최를 감추기 시작”하였다. 오선생은 이러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상

황을 자신의 운명145)으로 인식하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침울과 고독을 느낀다.

144) 홍기돈은 이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폐도’를 경주로 보고, 김동리가 이후의 작품세계의

거점으로 두는 신라정신이 드러나는 작품으로 보았다. 신라정신으로 현실과 대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자신의 존재 근거를 따져 물을 때 돌아가야 할

곳은 경주며 화랑이라는 것이다.(홍기돈, 「동리 문학의 원점을 찾는 기행」, 《문학사

상》, 2009.8, 65-71면 참조.) 본고 역시 작품에서의 폐도가 경주를 의미한다는 것에는 이

의가 없으나, 보다 주목하고자 한 점은 구체적 공간으로서의 도시가 아닌 주인공에게 현

실과 대립되는 원시적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기능이다. 이러한 괴리현상은 나아가 주인공

으로 하여금 현실의 삶을 위기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이와 같은 실존적

고민에서 김동리 초기소설의 운명적 분열의 과정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았다.

145) 이때의 운명은 김동리가 평론에서 이야기하는 ‘숙명’에 보다 가까운 것이라 볼 수 있다.

앞에 놓인 현실은 오선생에게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며, 이는 따를 수밖에 없

다는 비통함을 안겨주는 것이다. 김동리에게 운명 역시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나, 이 필연을 자신의 운명으로 발견하고 긍정하는 능동적인 힘을 김동리는

‘운명적인 것’으로 호명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때 오선생을 비통하게 하는 것은 운명이라

기보다는 그 속에서 운명을 발견해야하지만 그렇지 못한 숙명의 굴레에 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다시 생각해도 도리는 없었다. 만책은 꿈이요 엄연히 그의 앞에 노힌 것은

운명의 길이었다. 드듸어 그는 운명에 순종치 않이치 못한다는 비통한 표정이었다.”, 김동

리, 「폐도의 시인」, 《영화시대》, 1935.3, 홍기돈 편, 「발굴: 김동리가 1935년 《영화시

대》지에 발표한 단편소설 <폐도의 시인>」, 《문학사상》, 2009.8, 47면, 재인용. 이후

「폐도의 시인」은 게재 면수만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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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경주라는 도시와 오선생에 대한 환상이 깨어짐과 동시에 터져 나오는 혜

경의 울음과 겹쳐지며 오선생의 “비통한 표정”으로 드러난다. 혜경이 발견한 그

의 일기장의 기록은 오선생의 비통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과실체통으로

상징되는 생활적 현실과 자신의 로맨티시즘을 대립적으로 인식하며, 가난함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며 괴로워한다.

(사월 이십삼일─

내가 동경에서 나온 지도 벌서 일 년이 넘어 된다. 대학만 졸업하고 나오면

만사가 해결될 줄 믿었든 집 사람들 보기가 마음이 아프다. 늙은 아버지가 누

어 앓고 젊은 안해가 코 빠진 신을 끄을어도 약 한 첩 지어 올 도리가 없고

신 한 켜레 변통할 길이 없다.)

(오월 이십 일─

나는 폐도에서 태어났다. 나는 어름짱같이 차듸찬 폐허를 밟고 무덤 속 같은

공기를 호흡하고 잘아났다. 나는 폐허제단에 초ㅅ불을 밝히고 화려한 옛꿈을

찾는 자다. 묵은 전통과 회구의 로맨틔시즘은 내 오관에 흘으고 있다. 전통의

아들 폐도의 아들 이것이 나의 숙명이다. 나는 아모리 발버둥치고 애를 써도

이 묵은 전통의 옛꿈에서 영원이 버서나지 못하리라. 내 머리우에는 무거운 폐

도의 총기가 눌르고 있다.)

(오월 이십이 일─

나는 현실과는 영원이 등을 진다. 이것은 나의 숙명이다. 나는 현실을 회피한

다. 거치른 현실을 미워한다. 나는 아득한 옛 꿈을 그린다. 내 넋은 문허진 옛

성 검은 잡풀 속에서 깃드리고 전통적 고전적 황금 쇠북에 운다. 아아 그러나

나의 굳굳할 의지는 몽롱하고 나의 건전할 리성은 혼미하고 나의 명랑할 감정

은 우울하고 나의 마즈막 피 한 점과 가느다란 신경의 오리오리에까지 폐도의

총기에 마비되어 있지 않은가? 그러하거늘 이 꿈의 로맨틔시즘에서 버서나지

않음은 어이한 일이냐?)

(오월 이십사 일─

나는 날마다 방바닥에 누어 뒹굴고 있다. 방구석에는 코를 싼 조히봉지가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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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으로 허여케 쌓어 있고 축농증은 날노 심해 간다. 밖을 나갈야면 골치가 휭-

하고 다리가 허둥허둥한다.)

(오월 이십오 일─

위약과 아울러 신경이 날마다 쇠약하여 간다. 신경쇠약 축농증 위약 이것은

모도 폐도의 무덤 기운이 나에게 끼친 질병들이다.)

(육월 십 일─

나는 현실에 맹목이다. 나에게는 오즉 아득한 옛꿈이 있을 다름이다.)

(육월 십육 일─

나는 아모 기능이 없다. 철두철미한 무능자이다. 나는 아무와도 맛나기가 싫

다. 그들은 모도 나를 경멸한다. 나는 그들을 꺼러한다. 세상 사람은 누구와도

어울니기 싫다. 나는 너무 의하가 없다. 너무 키가 적다. 그리고 구변이 없다.)

(육월 이십 일─

나는 취직을 해야겠다. 어듸라도 들어가야 하겠다.)

(육월 이십삼 일─

내일부터 아리ㅅ채에 사람이 든다. 이리되면 손이 와도 잠시 들었다 갈 자리

가 없어진다. 내 때문에 우리 집은 폐가가 된다. 전혀 내 때문이다. 내가 전통

의 우상 로맨틔시즘의 연기 속에 마취된 탓이다. 내가 너무 폐허의 옛꿈을 쫓

은 까닭이다.)146)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오선생에게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취직, 가난

등이 전통, 폐도, 로맨티시즘과 대립된다는 점이다. 돈을 벌어오지 못해 아버지

의 약을 사지 못하고 젊은 아내에게 신발을 사주지 못하는 것, 그리고 돈 때문

에 남은 방에 세를 놓아야만 하는 일은 그로 하여금 스스로를 “철두철미한 무능

자”로 느끼게 한다. 그는 자괴감으로 인해 온갖 신경쇠약과 질병에 시달린다. 그

러나 오선생은 어디에라도 취직을 해야겠다는 절박함과 동시에, 자신을 ‘폐도의

146) 위의 글, 52-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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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전통의 아들’로 소개한다. 그는 현실의 맹목인 자신에게 유일하게 남은

아득한 옛 꿈을 꾼다. 오선생은 스스로를 “폐도”에서 태어났으며 그 “어름짱같

이 차듸찬 폐허를 밟고 무덤 속 같은 공기를 호흡”하며 자라났다고 고백한다.

가난한 현실에 어찌할 수 없는 가책과 고통을 느끼면서도, “거치른 현실”에 대

한 증오와 회피를 자신의 필연적인 숙명에 돌린다. 오선생에게 현실은 “전통과

로맨틔시즘”의 제단에 촛불을 밝히고자 하는 예술적 이상에 다다르지 못하게 하

는 필연적 장애물로 인식된다. 그의 이상적 지향점은 “황금 쇠북”과 “무덤”으로

상징되는 원시적 생명력의 예술이다. 거친 현실은 그를 경멸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나, 이와 반대로 옛 꿈은 “전통적 고전적 황금 쇠북”에 우는 원시적 강

렬함에서 화려하게 아득한 것이다. 오선생에게 폐도 혹은 폐허의 이미지는 부정

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향수의 대상이 된다. 그는 이미 무너졌으며 흔적만이 남

은 옛 성의 잡풀에서 제단의 촛불을 밝히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는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전통과 폐허가 된 도시에서 발견한다.

문제는 이상과 현실의 어찌할 수 없는 거리, 즉 “아모리 발버둥치고 애를 써

도” “영원이 버서나지 못하리라”는 필연의 굴레에 있다. 오선생은 자신의 “의지”

가 몽롱하며 “명랑할 감정”이 우울에 빠져 있음을 고백한다. 의지와 함께 ‘명랑’

은 ‘긍정’과 같은 맥락에 놓여 있는 개념이다. 이는 가장 가혹하고 가장 두려운

것에 의해서도, 인식 영역에서는 가장 의문스러운 것에 의해서도 더 이상 전복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그 필연성 안에서 긍정함으로 인해 더욱 강해지는

명랑함이다.147) 이러하였을 때 오선생의 고백은 두 가지 지점을 동시에 보여준

다. 한편으로는 존재론적인 의지를 인식영역 안에 두고 있기에 자신의 감정을

명랑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인식 속에

서도 결국 폐도의 총기가 자신의 머리를 누르며 마비시키고 있음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사유방식의 문제이다. 삶이 동일한 것의 무한한 반

복으로 계속하여 되돌아오는 것일 때, 모든 고통과 쾌락, 모든 절망과 기쁨은

되풀이되어 돌아온다. 이를 다시 한 번, 또는 수없이 계속 되풀이되기를 원하기

위해서는 그 삶을 더없이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148) 명랑함이란 바로 이러한

147) 마르틴 하이데거,『니체 Ⅰ』, 앞의 책, 266면.

148) “네가 지금 살고 있고, 살아왔던 이 삶을 너는 다시 한 번 살아야만 하고, 또 무수히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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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절망적인 것과 쾌락적인 것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긍정의 사유방식의

본질을 의미한다. 이는 동시에 영원회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자의 태도에

대한 가르침이다. 오선생의 염세주의는 “전통이 깉은 패도에서 오는 것”이기에

“염새시인이라 하기보다 패도시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한다.

이처럼 오선생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자각하며 실존적인 고민을 하는 인물

이다. 그는 필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유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비의 상태에서 운명적 분열을 맞는다. 그는 혜경과 서악 돌

자라 구경을 갈 돈을 변통하기 위해 기생집의 여인들을 찾아간다. 그녀들이 주

는 술잔을 “옛날 예수가 잡든 그 죽엄의 잔 그것과 근사한 성질의 것”으로 받아

들고는 아무렇게나 시와 시조를 읊어댄다. ‘죽음의 잔’은 기독교의 구원을 의미

하며, 현실의 삶을 성실하게 열망할 수 있는 용기와 대립되는 기독교적 허무를

뜻한다. 기독교적 구원은 괴로움을 포함한 현실의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는 측면에서 허무주의로 이어진다. 오선생은 혜경이 기다리는 기차역에 가지 못

하고 기생과 어울리는 자신의 모습을 예수가 마신 죽음의 잔에서 발견한다. 이

는 염세가 아닌 패도의 시인이 될 수 있었던 오선생이 결국 알면서도 헤어 나

올 수 없는 염세주의적 허무에 빠졌음을 보여준다. 그의 한계는 기차역에 홀로

남은 혜경의 “전신을 마비하며 터져”나오는 울음과 겹쳐지며 형상화된다.

삶의 비극을 사랑스러운 ‘운명적인 것’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과 한계를 보

여주는 인간상은 「술」(《조광》, 1936.8.)149)과 「솔거」연작150)에서도 나타난

복해서 살아야만 할 것이다; 거기에 새로운 것이란 없으며, 모든 고통, 모든 쾌락, 모든

사상과 탄식, 네 삶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네게 다시 찾아올 것

이다. 모든 것이 같은 차례와 순서로-나무들 사이의 이 거미와 달빛, 그리고 이 순간과

바로 나 자신도. 현존재의 영원한 모래시계가 거듭해서 뒤집혀 세워지고-티끌 중의 티끌

인 너도 모래시계와 더불어 그렇게 될 것이다!”(프리드리히 니체, 『즐거운 지식』, 앞의

책, 366면.)

149) 「술」은 자전적 소설로 분류되면서 지금까지 연구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던 작

품이다. 김윤식은 이 작품이 1936년도 봄에서 여름까지의 김동리의 서울 하숙 생활이 반

영된 것으로 보며 「무녀도」와 「바위」를 쓴 작가로서의 황량한 내면풍경이 놓여있다

고 보았다.(김윤식, 『김동리와 그의 시대』, 앞의 책, 133-137면 참조.) 홍기돈 역시 자기

고백적 성격이 강한 작품으로 「술」을 분류하며, 서정주와의 만남의 분위기를 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홍기돈, 『김동리 연구』, 앞의 책, 48-49면 참조.) 정하늬

는 「술」을 「폐도의 시인」·「혼구」·「두꺼비」와 함께 일제말기의 청년의 모습을 보

여주는 작품으로 묶고, 「두꺼비」와는 달리 나머지 세 작품에서는 허무주의에 빠진 유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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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작품의 인물들은 고독과 내면적 방황을 보여준다. 「술」의 경우에는 삶의

위기적 상황에 대한 자각적 인식과 이로 인한 정신적 분열이 강박적 행위의 반

복으로 드러난다. 주인공 ‘나’는 총 다섯 번에 걸친 경련을 경험하며 ‘구데기’라

는 말을 반복한다. 이러한 반복은 인간이 삶의 위기를 필연으로 자각하면서도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하는가’의 실존적 차원에서 삶의 방향을 모색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솔거」·「잉여설」·「완미설」은 해방 이전 김동리의 유일한 연작

소설로, 주인공 재호의 삶의 위기에 대한 내적 고민과 한계를 제시한 작품이다.

이러한 과정은 삶의 필연적인 허무를 대면하고 대응하는 인물들의 실존적인 양

상이 형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기에 이들 작품의 중요성은 각 인물들이

이르는 결말이 아닌, 삶의 실존적 방향성에 대한 고민과 그 모색의 과정에 놓여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한 순간의 깨달음으로 해소되지 않는 계속적인 분열의

상태를 장면적으로 보여주면서 서사를 맺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미 하늘과 태양을 잃어버렸다고 고백하는 「술」의 주인공 ‘나’는 햇빛을 “선

악과”처럼 갈망하면서도 해가 뜨지 않는 밤에서야 거리로 나설 수 있다고 말한

다. 캄캄한 어둠이야말로 햇빛을 잃어버린 그에게는 더없이 고마운 것이다. 그

러나 ‘나’가 밤을 사랑하는 진짜 이유는 어둠 속에 빛나는 별들의 존재이다. 그

는 밤에는 살아 있다는 것이 즐겁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두 눈이 “별을 낄 듯이

무던이 총명스럽게 빛나고” 있다고 느낀다. 이처럼 태양과 별, 그리고 푸른 신록

은 유일하게 ‘나’를 “어린애처럼 슬프게”하는 무한한 생명력을 상징한다. 동시에

‘나’는 이러한 생명의 생성과 소멸의 반복 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외로움을 느

낀다. 그는 생명의 증거를 심장을 통해 온 몸으로 퍼져나가는 “피의 순환”에서

하고 비사회적 청년의 초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정하늬, 「일제 말기 소설에

나타난 '청년' 표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171-189면 참조.) 본고에서

는 「술」에서 주인공 ‘나’가 느끼는 고독을 허무주의와 구별되는 것으로 보며, ‘나’가 경

험하는 분열적 상황을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경련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150) 「솔거」(《조광》, 1937.8.)·「잉여설」(《조선일보》, 1938.12.8.-24.)·「완미설」(《문

장》, 1939.11.)의 삼부작을 의미한다. 김동리는 「완미설」의 마지막에 부기(附記)에 “본

편 완미설은 형식으로는 따로 독립된 단편이나, 내용으로는, 「솔거」「잉여설」과 같은

문제(운명)의 발전이요 변모인즉 상기 이작(二作)과 함꼐 읽어주는 독자가 몇분쯤 계셨으

면 한다.”고 쓰고 있다.(김동리, 「완미설」, 위의 글, 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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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고, 생명이란 “까마득한 허공에 한 마리 반디ㅅ불 같은 것”처럼 “생기고, 끄지

고 하는 것이 어둠과 빛에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한개의

생명이란 고독을 의미하는것인지”도 모른다고 고백한다. 이와 같이 ‘나’가 가지

는 고독의 감정은 영원회귀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기에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허무의식151)과는 다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152) 고독은 자유로운 것, 고귀한

것, 그리고 새로운 덕의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기능한다.153) 고독은 최초

의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별들로 하여금 그 자신의 주변을 돌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고독한 자로부터 위대한 파멸과 그로 인한 창조가 이루어진다.154)

이러한 의미에서 고독을 이해할 때, 「술」의 ‘나’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측면

을 볼 수 있다. ‘나’는 생성과 소멸의 영원회귀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생명

력의 근원인 태양에 대한 강렬한 갈망을 가진 인물이다. 영원회귀의 세계는 인

간에게 언제나 비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생명에 대한 갈망에 기반을 두는

151)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허무의식은 니체에게 있어서는 수동적 허무주의를 의미한다. 이는

니체가 경계하고 있는 염세주의적 경향과 같은 맥락에 놓여 있는 것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생에 대한 의지가 아닌 진정한 세계에 대한 믿음과 죄의식, 양심의 가책, 영혼의 구

원 등을 통해 구체화된다. 니체는 이러한 수동적 허무주의를 비판하며, 허무주의의 본래

적 의미로 돌아가야 할 것을 강조한다. 니체에게 허무주의는 모든 세계의 가치를 무화시

키고 전도시킬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서의 창조를 위한 파괴의 형식이다.

152) 니체는 『이 사람을 보라』의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책을 쓰는가」의 장에서 차라투

스트라가 해가 뜨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보라고 하며, 그 예로 시

「밤의 노래」를 인용한다. 그는 이 시가 가장 깊은 디오니소스의 우수를 담은 노래이며

차라투스트라의 노래라 말한다.(프리드리히 니체, 『도덕의 계보/이 사람을 보라』, 앞의

책, 278-281면.) 여기에서의 빛에 대한 갈망과 어둠 속에서의 고독, 반딧불과 같이 반짝거

리는 별에 대한 찬양은「술」에서 ‘나’가 어둠의 거리에서 느끼는 고독의 감정을 연상시

킨다.

153) 위의 책, 82-83면 참조.

154) “고독한 자여, 그대는 창조하는 자의 길을 가고 있다. 그대는 그대를 위해 그대의 일곱

악마로부터 하나의 신을 창조하려고 한다. 고독한 자여, 그대는 사랑하는 자의 길을 가고

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경멸한다. 사랑하는 자만이 아

는 그러한 경멸을. 사랑하는 자는 경멸하기 때문에 창조하고자 한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

을 경멸할 줄 몰랐던 자가 사랑에 대해 무엇을 알 것인가! 그대의 사랑과 함께, 그리고

그대의 창조와 함께 나의 형제여, 그대의 고독 속으로 들어가라. 그 후에 비로소 정의는

절름거리며 그대를 따라오리라. 나의 눈물과 함께 그대의 고독 속으로 들어가라, 나의 형

제여. 나는 사랑한다.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창조하려고 하고, 따라서 파멸하는 자를. 차

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프리드리히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앞의

책, 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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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은, 세계를 그 자체로 긍정하고 의욕하는 순간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가능

성을 포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독에 점차 지치며 이미 태양과 하늘

을 잃어버렸다는 삶의 위기적 상황 속에서 정신적인 분열을 경험한다. 이때의

분열은 김동리가 초기소설에서 그리고자 하였던 인간관에 다다르는 과정이며,

나아가 ‘운명적인 것’의 의미를 갖는다. 분열을 맞는 인물들은 삶의 위기를 비극

적으로 자각하면서도 삶을 살아가는 실존적 고민을 하는 능동성을 보여주기 때

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허무가 아닌 고독이 이 작품을 문제적으로 만든다.

‘나’가 경험하는 몇 차례에 걸쳐 반복되는 경련은 그의 분열적 상황을 상징적으

로 보여준다. 그에게 연애, 영웅적인 것, 상승의 이미지는 태양과 함께 생명력을

상징하며, 구데기, 하강, 위선적인 것들과 대립한다. ‘나’의 분열은 생명력을 추구

하면서도 이미 하늘을 잃어버렸다는 위기적 굴레에 갇히게 하는 ‘구데기’적 사

유로 떨어지고 마는 상황에서 비롯된다.

‘나’의 경련은 작품에서 총 다섯 번에 걸쳐 일어나며, 서사의 흐름과 맞물리면

서 지속적으로 드러난다. 첫 번째 경련의 경험은 그가 햇빛에 대한 갈망과 고독

에 대한 생각을 하며, 주인집에 떠밀려 월세를 구하기 위해 A사의 김을 찾아나

서는 길에 얼굴에 비추는 햇빛에 의해 일어난다. 햇빛이 얼굴에 쏟아지는 순간,

다시 말해 생명력이 육체로 쏟아져 내리는 상징적인 순간에도 불구하고, ‘나’는

A사로 향할 수밖에 없음에 본능적인 경련이 일어나는 것이다. A사가 상징하는

바는 작품에서 처음으로 ‘구데기’가 언급된 상황과 함께 이해될 수 있다. ‘나’는

월세를 잘 낼 때에는 ‘선생님’으로 부르다가 이제는 ‘긴상’ 혹은 ‘학생’으로 하대

하는 주인집 사람에게서 “초라한 유령”을 보며 “구데기 항아리 같이 구질구질한

인류의 운명”을 가엾게 생각한다. 즉, 그에게 A사를 찾아가는 일은 자신이 구데

기같이 구질구질하다고 생각하는 근대 자본주의적 사유에 따르는 일이 된다. 그

렇기에 그는 A사로 가는 길을 자꾸만 헤매며, 결국 김에게서 돈과 함께 원고

청탁을 받았을 때 스스로에 대한 “강열한 경멸과 조전”을 느낀다. 두 번째 경련

역시 A사로 가는 길에 감옥에 갔던 한군을 우연히 마주친 후 차례로 생명력을

잃어가던 동료들을 상기하며 이제 자신의 차례임을 직감하며 일어난다.

이어지는 세 번째 경련은 지금까지 연애를 하지 못한 자신을 구데기 항아리에

절여진 더러운 위선자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일어난다. 연애는 ‘나’에게 신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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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처럼 그 자체로 ‘자연’스러운 일이며 자연의 생명력을 상징한다. 두 눈에 별

빛이 빛난다는 문장과 “심장엔 아, 심장엔……”으로 채 끝마치지 못한 문장의

바로 다음에 어느 여자라도 좋다는 문장이 이어진다. 그러나 ‘나’는 어떠한 여자

에게도 말을 걸지 못하고 몸이 굳어지며 구데기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말하며

경련을 일으킨다. 여자에게 키스하려했으나 “초라한 위선자의 거동”으로 말 한

번 걸어보지 못하는 스스로에 대한 어찌할 수 없는 경멸이 일어나는 것이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의 경련은 남산에 다녀온 후 들어간 술집에서 이루어진 여급

과의 대화 상황에서 경험된다. 여급에게 ‘나’는 자신이 알총각이며 미치는 것이

제일 무섭다는 말을 하는데, 이때 스스로도 자신의 입이 비뚤어지고 있음을 느

끼며 입과 눈에 무서운 경련을 일으킨다. 마지막 경련의 순간은 술에 취해 여급

의 얼굴에서 누이의 얼굴을 본 순간에 일어난다. 이때는 경련이 일어난 것이 아

니라 경련이 일어나려는 듯 전신에 소름이 끼쳤다고 서술된다. 소름이 끼친 순

간 ‘나’는 “번개같이 뛰어 이러나” 여급에 입술에 두 번이나 입을 맞춘다. 그러

나 시계는 밤 열두시 종을 친다.

이처럼 ‘나’의 경련은 각각의 상황적 조건은 다르나, 본질적으로 자신이 갈망하

는 생명력과 대비되는 자신의 모습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때 일어난다. ‘나’는

작품의 말미에서 술집으로 들어가기 직전 올라갔던 남산에서 자신을 예수, 니체

와 동일선상에 올려놓는다. 그는 생명에서 오는 열은 빛을 내고, 열이 많은 자

는 하강을 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예수와 니체가 그러하였듯 피가 “비등점”에

이른 자신 역시 남산공원에서 시가로 내려가기 여간 바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다. 이때의 하강은 차라투스트라의 몰락으로서의 하강을 의미하며, ‘나’의 머리를

아래로 떨어트리게 한다. 이는 그를 검은 항아리 속으로 거꾸로 떨어지게 하는

구데기의 하강적 사유와는 다른 차원에 놓인 것이다. 이처럼 ‘나’는 고독을 느끼

며 구데기와 같은 인류를 가엾게 여길 수 있는 영웅적 사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 역시 구데기와 다를 바 없음을 교차적으로 깨닫는다. 이 교

차의 순간에 운명적 분열로서의 경련이 발생한다. 그렇기에 마지막 경련의 순간

은 누이의 얼굴을 한 여급에게 입을 맞춤으로써 시작되기 직전에 멈출 수 있었

던 것이다. 이때의 입맞춤은 연애와 여자에게 말 걸기로 상징되는 자연의 본래

적 성(性)적 생명력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근친상간의 모티프를 환기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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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다. 그러나 누이의 얼굴을 했을 뿐 입을 맞춘 여자는 누이가 아니며, 시계

는 밤 열두시 종을 친다. 자정의 이미지는 태양의 정오 이미지와 대비되며, ‘나’

의 하늘은 시커멓게 비를 쏟으며 ‘나’는 거리에서 비틀거리며 작품은 끝난다.

「솔거」 연작은 주인공 재호의 일생을 그리며, 삶에 대한 실존적 고민의 문제

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 역시 자신의 앞에 놓인 삶의 비극적 방향을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 자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인간

의 내적 방황을 다루고 있다. 재호는 어릴 적 사랑했던 소녀와 가족에 의해 강

제적 결별을 맞고 그 길로 “또 하나의 황홀한 세계”를 예술에서 찾고자 하는 인

물이다. 그러나 재호는 솔거의 유적을 찾아간 황룡사가 있던 옛터에서 “돌과 풀

만 엉크러진 빈터”를 발견하고, 솔거라는 예술가의 죽음이 아닌 “인류의 모든

노력의 자취”를 생각한다. 이후 그는 종교의 세계에서 자신의 인간적 삶의 의미,

김동리가 말한바 ‘인간의 생명과 개성적 구경의의’를 찾고자 한다. 그러나 종교

의 세계는 재호에게 생에 대한 의지가 아닌 허무만을 가져다준다.

부처님을 자꾸 바래보고 있으니 재호도 얼른 젊잖게 늙구 싶었다. 그림도 그

리지말고 솔잎도 먹지말고 참선도 하지말고 아무것도 하지말기로 생각하고 서

있으려니 선채 버섯이라도 그만 되어버리리만치 마음이 편하였다.155)

이때 재호가 가지는 마음의 평온이란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온이 아닌 현실에

대한 체념을 의미한다. 현실에 아무런 의욕도 가지지 않으며, 인간이 가지는 의

지적 힘이 완전하게 소거된 상태이다. 그는 관세음보살이 몇 만 명이 오더라도

자신을 구해줄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서는 종교적 범주 안에서의

예술이라 할 수 있는 불화에서도 느껴진다. 재호는 불화의 “아무런 개성적 의욕

도 신경도 없는 진한 채색”에서 “전신이 흐렁흐렁 이지러지는 듯한 슬픔”을 깨

달으며 그저 “외로운 버섯”처럼 쓰러지고 싶어 한다. 종교와 예술에 의지하여

자신의 생명적 의의를 찾고자 하는 재호에게 우주는 다만 흐린 채색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인생이란 이 흐린 채색 속에서 영원히 저회하는 아메-바”일

뿐 아무런 의욕도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재호는 선사의 “건강을 역설하는 행복

155) 김동리, 「솔거」, 앞의 글, 3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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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취한 듯한” 얼굴과 십여 명의 수좌들의 “생기 하나 없는 눈들을 히멀겋게 뜨

고 바보들같이” 앉아있는 모습의 대비를 통해 한차례 전율을 경험한다. 종교와

예술에 기대어 생의 의지마저 “흐린 의욕과 이지러진 신경”으로 체념하였던 재

호의 조그만 보람이 한순간 “저주스런 연기”로 변하게 된 것이다. 재호는 종교

와 예술, 혹은 기댈 수 있는 어떤 다른 세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다. 이제 그는 “마즈막 호흡 하나만이라도 그 아무것에도 의거하지 말고 그 아

무것과도 부딧지 말고 가져보고”자 한다. 이 순간 그는 “온몸이 비트러지는 듯

한 경련”을 깨닫고 꿈에서 솔거를 마주한다.

솔거는 “명랑한 미소”를 띠우며 그의 몸은 새들이 울고 소나무가 너울거리는

산으로 변한다. 꿈에서 깨어난 재호의 방 안에는 아침의 햇빛이 비추어 있다.156)

이처럼 재호는 현실을 살아나가는 생의 의지적 차원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깨달음의 순간은 니체사상의 상징 속에서 하나의 자연으로 드러난다.

자연은 생성과 소멸, 그리고 재생이라는 세계의 순환성을 그 속성으로 하며, 재

호가 염세주의적인 허무를 벗어날 수 있는 사유를 깨닫는 운명적인 순간을 형

상화한다. 그러나 이후의 연작들에서 드러나는 재호의 한계는 「솔거」에 나타

나는 그의 마지막 선택에서 시작된다. 그는 “온 몸의 전율과 같은 행복을” 깨달

으며 “그 거룩한 모습과 황홀한 손짓 그 거룩한 말씀과 그 황홀한 변화”를 체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에 있는 고아 소년을 “한 포기의 나무처럼 기루면 그 나

무를 솔거의 산에 심어주리라” 생각한다. 재호는 예술과 종교, 그 아무것에도 의

지하지 않고 자신의 마지막 호흡을 가지고자 했으며, 이 깨달음의 순간은 솔거

의 ‘명랑한 미소’로 드러난다. 그러나 그는 이 황홀하고 거룩한 변화의 순간에서

자신의 생명과 개성의 구경적 의의가 아닌 또 다른 의지의 대상을 발견한다. 이

로부터 「잉여설」과 「완미설」의 한계는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잉여설」은 재호가 소년을 데리고 생활을 꾸리고자 하는 노력이 누이의 딸

인 정아의 출현으로 무너져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때의 붕괴는 표면적으로는

정아와 소년 철이의 관계에 인한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 「솔거」에서 재호가

156) 태양과 명랑성 모두 니체사상의 핵심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읽힐 수 있다. 태양은 니체

의 정오의 사상을 환기시키며, 명랑성은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사상의 본질에 놓여있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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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구해보고자 했던 선택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이

는 그의 정원설계가 가지는 상징성으로 확연하게 드러난다. 재호에게 황홀과 거

룩한 것으로 경험되었던 자연은 이제 그의 가슴에 “새떼와 가튼 무슨 자연의 찬

미가 이러나”게 하지도 않으며 “이마에 접힌 주름살이 활작 펴지”게 하지도 않

는다. 자연은 다만 예술의 대상으로 의미가 쇠락되고, 재호는 정원을 설계하고

가꾸는 일에 온 정성을 들이게 된다.

이지음의 그의 훌륭한 정원도 이 적은 묘목 하나를 중심하고 설계(設計) 되었

든 것이니 시방 저 넓은 이과 서리에 찌저진 파초를 비롯하야 칸나 목력 왜

능금 무화과 모가 대추 복성 매화 벽오동………대개 한 삼십여주 되는 이정목

도 역시 철을 주부(主婦)로 삼고 이루어진 재호들의 살림살이에 잇어서는 곳

삼십여명의 형제요 가족이엇만을 갓인자들이라 단지 그 주부가 안이면 안인것

이요 아모리 재호가 혼자서 버틴다 하드라도 철이업는 살림살이에선 그들은

그저 삼십여주의 정원목일 따름이지 도저히 가족은 될수업다는 것을 재호 자

신도 인정하지 안을수 업엇다.157)

재호의 정원 가꾸기는 절에서 데려온 소년 철이를 중심으로 두고 설계되었다.

철이가 있어야만 정원은 하나의 가족으로 재호에게 의미를 가진다. 재호는 자신

의 생명에서 운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철이라는 타인에 의지하여 하나의 생활만

을 가져보고자 하는 소박하면서도 무의미한 보람을 가졌던 것이다. 철이가 정아

와 함께 떠난 후 “망막한 것은 재호”이기에 오래도록 어두운 정원에 내내 그가

서 있는 장면으로 작품은 끝을 맺는다.

「완미설」에 이르러 재호는 다시금 찾아온 삶의 위기적 순간을 극복하기 위

해 또 다른 삶의 방향을 모색한다. 그러나 이는 「솔거」의 종교적 세계가 재호

로 하여금 느끼게 했던 현실에 대한 허무와 체념의 상태와 다르지 않다.

재호는 그길로 다시 방랑에 몸을 던져 두어해동안 이슬과 햇볕에 머리를 바

래이고나 이제 남은 나이를 조용히 늙을수 있다는 새로운 즐거움이 솟아오르

157) 김동리, 「잉여설(9)」, 앞의 글, 193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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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그 즐거움과 함께 소년의 행복을 위해서도 무엇을 할수있다면 하는 생각

도 들어서─그는 다시 전날의 자기 정원으로 돌아와 방문을 열어 해빛을 넣고,

머리와 수염까지 다 말끔이 정리했던 것이다.158)

재호가 가지는 “새로운 즐거움”은 예전 「솔거」에서 부처님을 바라보며 하나

의 버섯처럼 늙고만 싶다던 평온한 상태와 동일하다. 이 즐거움이란 진정 자신

의 운명을 발견하고 이를 긍정하는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현실에 대한

어떠한 ‘중생적 미련’조차 남아있지 않았음에서 기인한 즐거움이다. 그렇기에 재

호는 여전히 소년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정원으로 돌아간다. 그는 늙은 기생과의

결혼을 희망하고, 결혼을 할 여성에게서 어떠한 “몬나고 아픈 인생의 찌꺼기”와

“육체적 부채(負債)”가 남아 있지 않기를 바란다. 그에게 인생이란 여전히 ‘피곤

한 짐’일 뿐이며 현실에 대한 어떠한 생명적인 의지도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은 재호의 한계는 고향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와 현기증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난다.

재호는 편지에서 철이는 이제 한 여성의 남편으로,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자신

을 떠났지만 여전히 자신은 “철의 행복을 위하야 나의 남은 반생을 처리할수 있

으리라 믿는다”고 고백한다. 타인의 행복과 불행에 의지하여 자신의 삶을 처리

하는 것을 “나의 잃은바(消失)”일지 모르나 동시에 “나의 소득이요 행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삶의 불행과 고통까지도 긍정하여 이를 즐거워하

고 사랑할 수 있는 역설적인 사유의 방식은 분명 운명애의 그것이다. 그러나 여

기서 재호의 한계는 이러한 사유가 자신의 생명과 운명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

진 것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삶에 기대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눈

언저리에 어뚝어뚝한 현기를 깨다르며 표나게 덜덜덜 떨리는 손으로 어린애의

턱밑을 만저”주는 순간에 자신의 한계를 자각한다.

앞서 살펴본 작품들이 인물들이 겪는 분열적 상황과 한계를 형상화하여 인간

상을 그리고 있다면, 「두꺼비」(《조광》, 1939.8.)와 「혼구」(《인문평론》,

1940.2.)는 인물들의 내면적 방황이 긍정의 사유로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한 작품

이다. 「두꺼비」는 인물이 향락하는 두 가지 방식을, 「혼구」는 인물이 죄의

158) 김동리,「완미설」, 앞의 글,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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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단계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형상화한다.

「두꺼비」의 주인공 종우는 자신이 일을 보고 있던 준남학원의 인가취소를

경험한다. 사건을 전후하여 그의 벗들은 전향을 하게 되고 그는 이를 자신의

“생활의 이데─가 뒤집”히는 순간으로 받아들인다. 이로 인해 그는 “인생의 모

든 허랑한 경영과 아울러 아픈 멍에”를 깨닫게 되고 술을 마시는 일에만 몰두한

다. 종우는 자신의 삶의 위기에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한다. 첫째는 각혈을 향

락하는 방식이며, 두 번째는 센치맨탈리즘에 기대어 기생 정희의 구출을 시도하

는 방식이다. 두 가지 대응의 방식은 모두 술을 마시는 행위와 더불어 생산적인

목적의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이는 인간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것

인가의 문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실존적 대응의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대응의 방식인 각혈로 인한 향락은 종우에게 자기파괴적인 야릇하고

도 강렬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때의 야릇함은 작품의 서두에서 드러나는 종우

의 첫 각혈의 순간과 겹쳐지는 두꺼비설화의 정신으로 이어진다. 능구렁이에게

먹힌 두꺼비가 그 뱀의 뼈마디마다 새끼를 낳아 그 새끼들이 능구렁이를 잡아

먹으면서 태어난다는 이 설화는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 재등장하면서 작품의 주

제를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강서방이 유리병에 넣은 두꺼비를 먹고 죽은

능구렁이를 코끝에까지 들이미는 순간 은근하게 기다리기까지 했던 각혈이 솟

아 올라온다.

언제나 기침을 할떄마다 입에 갓다 대이고 하는 힌 수건이 별안간 새빩안피

로 젖어젔을 때 ─이때의 그의 즐거웁든 감격은 그의 일생을 두고 또 다시없

는 생명의 은총으로 내내 기억되었다. ─그는 조곰도 당황 하거나 절망할 리가

없었고, 오히려 세상의 괴러움과 슬픔을 아른이래 첨으로 맛보는 그 즐거움과

황홀을 그는 조용히 향락할수 있었다.159)

첫 번째 각혈의 순간이 주는 황홀한 향락은 절망이 아닌 더없는 즐거움이며,

그 자체로 “생명의 은총”을 맛볼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기능한다. 피를 토하는

행위에서 생명의 감격을 느끼는 사유방식은 ‘두꺼비설화의 정신’의 파괴와 창조

159) 김동리, 「두꺼비」, 《조광》, 1939.8, 344-3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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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설임과 동시에 야릇할 정도로 무서운 생명력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러한

향락의 방식은 오래 가지 못하고 변질된다. 이는 두 번째 방식이었던 정희 구출

하기가 삼촌과 정희에 의해 종우의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지면서 시작된다.

종우는 정희의 죄악과 운명에서 자신의 슬픔을 재발견하고 어느 정도의 “센치

맨탈리즘과 일시의 주흥”으로 그녀의 몸값을 대신 치러주겠다 다짐한다. 삼촌은

종우의 정희 구출하기를 대승주의적 입장으로 보며 흔쾌히 거금의 돈을 지원해

준다. 그는 원래는 민족주의의 소승주의적 견지를 가졌었으나 신문사의 폐간과

학원의 인가 취소를 대면한 후 “대승적리상으로 전향”을 한 인물이다. 나아가

정희에게조차 자신이 운명의 은인이며 은혜로운 사람으로 비추어진다는 사실에

종우는 견딜 수 없는 멸시와 조소를 느낀다. 이로써 자신의 센치맨탈리즘에 그

자신이 가장 경멸하는 대승주의적 견지가 조금이나마 들어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모든 허영과 위선을 보다

“알뜰히 저주하고 모지게 확대해”보고자 하는 야릇한 “향락”에 빠져들게 된다.

이때 종우의 향락은 “악의에 찬 묵살”이며 나아가 그들이 보다 더 그렇게 생각

하기를 요청하는 방식이다.160)

그는 그의 삼촌 집에 도라오자 또 부지런히 피를 토해내었다. 그것은 이제 그

에게 있어서 아편과 같은 향락이었다. 처음으로 자기의 힌 수건이 그 붉은 것

으로 젖어젔을 때 그것을 보든때의 그 황홀한 쾌감, 자기의 구구한 죄악이 홀

연히 다 씻기는 듯 하든 그감격과 은총대신 이제는 다만 눈에도 보이지안는

그 어떤 부자연─그실 자연이라는─에 대한 조소와 저주로서의 향락이 있을

따름이었다.161)

조소로서의 향락은 이제 첫 번째 방식이었던 각혈로 인한 향락의 의미마저 바

꾸어 놓게 된다. 처음으로 각혈을 한 순간 모든 죄악을 씻겨내는 것 같은 감격

160) 김윤식은 「두꺼비」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향락의 차원을 니체의 르상티망(원한)으로

정의한다.(김윤식, 「「두꺼비」 3부작의 내력」, 『김동리와 그의 시대 3』, 앞의 책, 156

면.) 그러나 이때 원한으로서의 향락은 본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종우가 경험하는 두

번째 방식으로서의 향락만을 의미하며, 첫 번째의 향락은 저주와 악의의 감정이 아닌 ‘생

명의 은총’을 역설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방식으로 기능한다.

161) 김동리, 위의 글, 3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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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은총은 사라지고, 조소와 저주만이 향락이 가진 전부가 된다. 역설의 방식으

로 ‘생명의 은총’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향락의 가능성은 사라지고, ‘저주’로서의

향락이 주는 악의만이 남는다. 삼촌은 대승주의적이며 박애주의적 차원에서 계

속하여 종우에게 정희의 “구원”을 독촉하고, 정희는 종우에게 자신의 은인이라

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그러나 정희는 몸값이 전부 지불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다시 카페에서 여급생활을 시작한다. 삼촌은 이러한 상황에서 종우에게

“량심의 가책”을 느끼기를 강요하는데, 종우는 삼촌의 독촉이 자신의 전향이

“결코 변절이나 이심이 안이라 그것은 정당한 발전이요 위대한 비약”임을 확인

시키고자 하는 의도에 의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기에 종우는 “무슨 방법으로

든지 그것을 알들히 저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정희에 대한 자신의 “「구원

기」”로 인한 자기멸시에 시달리며, 삼촌과 정희의 허영과 위선을 저주한다.

종우가 “반듯한 위선”으로 인식하는 삼촌의 사상은 죄악과 구원, 죄의식과 양

심의 가책 등을 문제 삼는다. 종우는 삼촌과 정희를 저주하며 그들의 사상과 거

리를 둔다. 자신의 사상은 그들과는 다르다는 자의식이다. 그러나 그는 정희가

여급생활마저 청산하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말을 듣는 순간 새로운 깨

달음과 대면한다. 회오리바람처럼 그의 온 몸을 휩쓸어가는 깨달음은 자신이 저

주하는 대상인 정희가 사라진다는 소식과 함께 불현듯 찾아온다. 그는 자신의

향락의 방식도 저주와 악의만이 남아, 이제는 일종의 ‘원한’의 감정으로 변질되

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는 종우로 하여금 ‘내가 너의 은인이다’라며 정희를

조소하던 내적 발화를 ‘너는 나의 은인이다’로 바꾸게 한다. 그리하여 작품의 말

미에서는 이제 종우의 눈에는 “정희도 그의 삼촌도 누이 동생도 아무도 안이요

눈에 보이지도 안는 어떤 검은 수레바뀌162)”만이 보이며, 그의 귀에는 자신의

첫 각혈과 겹쳤던 두꺼비설화를 이야기하는 강서방의 목소리만이 들린다.

162) 이때의 수레바퀴는 종우가 자신의 숙명에 대한 악의를 외부로 돌리는 향락의 방식의

문제점을 스스로 깨닫고, 다시금 그 숙명 안에서 자신의 운명에 대한 발견과 긍정인 운명

애의 역설적 사유로 돌아가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수레바퀴는 니체사상에 있어서

도 창조적 힘을 상징하며, 다수성을 생산하고 필연과 우연을 운명으로서 긍정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동력을 상징한다.(“그대는 새로운 힘이며 새로운 권리인가? 최초의 운동인가?

스스로 굴러가는 수레바퀴인가? 그대는 별들을 강요하여 그대의 주변을 돌게 할 수 있는

가?”(프리드리히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앞의 책, 114-1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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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두꺼비」에서 나타나는 보다 적극적인 자기파괴의 역설은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 한편으로는 두꺼비설화의 주제와 함께 세상의 괴로움과

슬픔에서 즐거움과 황홀, 그리고 생명의 은총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으로 역설적 향락이 저주와 악의로부터 비롯될 때에는 전자의 의미를 모두 상

실한다. 향락이 원한의 감정으로 변질되어 또 다른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을 불

러일으킨다. 전자의 향락이 삶의 절망마저도 기쁨으로 돌리는 긍정적인 역설이

라면, 후자는 보다 더한 허무를 안겨주는 역설이다. 「두꺼비」는 종우가 경험

하는 향락의 방식이 가지는 두 가지 층위를 모두 제시하며, 그 차이를 깨닫는

순간을 보여준다. 작품의 마지막 장면은 절망적인 비극의 삶을 유희의 차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기파괴적인 향락의 역설을 인물이 긍정해야할 방향으로 제시

한다. 주인공 종우는 삶이 주는 고통을 자신에게 주어진 선험적인 비극으로 인

식하면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면하고 향락하고자 하는 인물이다. 작품에서 드

러나는 삶에 대한 종우의 태도는 김동리가 초기소설에서 탐구하고자 하였던 인

간상을 방향적으로나마 제시한다.

「혼구」는 앞서 살핀 작품과 마찬가지로 인물이 내적으로 분열하는 상황과,

이로부터 탈주하고자 하는 서사를 가진 작품이다. 주인공 강정우는 사랑하지도

않은 아내의 죽음에 무관심했던 자신의 과거가 주는 죄의식에 갇혀있다. 그는

“아무런 흥미도 정열도 없는 기계적 반복”으로 7년의 교원생활을 살아왔다. 그

러나 갑작스레 여학생 학숙이 그의 삶에 등장하며, 그로 하여금 그녀의 삶에 연

대의식을 느끼게 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는 정우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흔든다. 송가는 자신의 딸인 학숙을 제 누이와 같이 기생을 시키고자 하며, 합

리적이고 논리적인 논리로 선생님인 강정우를 설득하려 한다. 정우는 자신의 생

각과 송가의 논리가 정면으로 대립하는 순간에 대면하고, 그는 자신의 사상과

과거 사이에서 분열을 겪는다. 작품에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강정우의 강박적 의

식은 그가 겪는 분열적 고민의 양상을 형상화한다. 그는 자신의 삶에 등장한 학

숙과의 연대적 운명을 발견하고, 그림자처럼 자신을 따라다니는 과거에 대한 죄

의식 사이에서 갈등한다.

송가는 강정우에게 학숙을 기생으로 만들려는 자신의 입장을 설득하기 위해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한다. 그때마다 강정우는 불가항력적인 힘에 이끌려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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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피하려는 시도에 실패한다. 이때 힘은 “꿈속에서와 같이 자기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어떤 불가항적”인 속성을 지닌다. 이후의 서사에서 강정우가 죽은

아내에 대한 부채의식이 반영된 꿈을 꾼다는 사실이 밝혀지는데, 과거의 죄의식

이 송가와의 대화를 피할 수 없도록 만드는 강박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강

정우는 힘이 자신을 사로잡을 때마다 요량도 대중도 없이 웃는 웃음으로 송가

와의 정면대결을 회피한다. 내적인 분열에 시달리던 그는 작품의 말미에서 “자

신의 전 인격과 운명”으로 모든 갈등을 통합한다. 그는 송가의 논리와 자신의

윤리 사이의 대결, 그리고 자신의 죄의식과 학숙과의 운명적 연대의 문제가 결

국 피할 수 없는 자신의 운명이자 인격임을 깨닫는다. 송가가 기다리는 주막으

로 ‘가야한다’는 한 가지 의식이 총 열 차례에 걸쳐 “그의 전 의지를 봉쇄해 버

린 듯” 강박적으로 반복된다.

이처럼 작품에 반복적으로 환기되는 죽은 아내에 대한 부채의식은 강정우로

하여금 타인과 자신의 삶에 보다 더 무관심하게 만들었다. 아내의 죽음에 무관

심하였다는 죄의식이 모든 삶을 허무주의적 태도로 대하게 만든 것이다. 강정우

의 꿈은 이와 같은 그의 내면의식을 형상화한다. 그는 꿈에서 죽은 아내의 형제

에게 맞는 매가 조금도 아프지 않고, 오히려 시원하고 즐거우면서도 한없이 울

고 싶어진다. 강정우는 강박적으로 양심의 가책에 사로잡혀있으며, 지금까지 “자

기의 인격으로써 족히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선과 악은 그때마다 이에 대한 자

기의 태도만을 확실히 인식하므로써 교묘하게도 번번히 그것을 묵과할 수가 있

었”다. 무엇에 있어 선과 악의 가치판단을 한다는 사실은 이미 주체가 대상과

분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강정우는 대상과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이

를 묵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송가와의 대립에 있어서는 오히려 논리의 흑백을

따질 수가 없으면 없을수록 항거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음을 고백한다. 그

는 송가의 논리에 선과 악, 흑과 백을 가리는 것에 회의를 느낀다. 이는 그가

이미 학숙과의 연대를 자신의 윤리적 감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

한 변화의 사이에는 학숙의 “신성한” 눈물이 위치한다.

강정우는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학숙의 발작과도 같은 울음과 자신을 도와달

라는 애원에 “묵묵히 학숙의 싸늘한 손을 꼭 쥐어 주었”다. 그는 학숙이 돌아

간 후 송가의 논리를 다시 떠올리며 내적 갈등에 시달린다. 송가는 자신과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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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술과 노래를 파는 이유가 신분과 경제적으로 하등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돈을 벌어 부자가 되고, 신분이 상승하여야 특등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학숙의 어머니가 미모를 기준으로 첫째 딸을 “만냥짜리”로, 학숙을

“이만냥짜리”로밖에 인식하지 못하는 논리와 동일하다. 강정우에게 그들의 논리

는 “현실적이요 물질적이요 육체적”인 논리이며 “자연의 모든 원측이 혹은 기계

혹은 황금 이란 괴물에게 여지없이 유린된 오늘날”의 질서와 조화를 위한 윤리

로 인식된다. 이에 반해 강정우의 논리는 영혼과 생명의 논리이며, 예수나 공자

가 포착한 자연 혹은 세계의 질서와 조화를 위한 윤리이다. 그는 송가를 떠올리

며 두 가지 면에서 그와의 대결을 맞이하는 것을 갈등한다. 첫 번째로는 그의

사상이 송가에 비해 합리적이거나 상식적인 논리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

실이며, 두 번째로 오늘날의 상황에서 송가를 희생자가 아닌 가해자로 보는 것

이 가지는 정당성의 문제이다. 그러나 그는 순간적으로나마 자신에게 “인간의

고귀한 영혼이나 혹은 생명의 발로”로 느껴진 학숙의 눈물을 떠올린다. 이는 진

실함과 신성함을 가지며, 강정우에게 이번에는 반드시 송가를 만나러 ‘가야한다’

는 강박적 의식에 시달리게 한다. 결국 작품의 마지막에서 그는 “진흙에도 구을

고 시궁창에도 빠지고” 하면서 송가가 기다리는 주막을 향한다. 죄의식에 갇혀

삶을 허무하게 만드는 태도로부터 능동적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의식의 단계에

도달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필연적 삶 속에서 학숙과의 연대의식을 ‘운명적인

것’으로 발견한다. 그러나 그가 보여주는 발견의 양상은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

를 지닌다. 송가와의 사상적 대결은 강정우의 내면에서 드러나는 분열의 모습으

로 마무리 되며, 학숙과의 연대를 발견하는 과정은 결국은 아내에 대한 죄의식

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아가, 그는 학숙의 운명에 연대의 책임을 지지 않으면

무서운 죄악의 짐을 지는 것 같다는 심리적 압박에 시달린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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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순정(順正)’의 방식으로 운명 넘어서기

앞서 살펴본 작품들은 비극적인 필연성에 대해 내적으로 고민하고 분열하는

인간상을 여러 형태로 보여주었다. 4장 2절에서는 보다 명확하게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제시하는 인물들의 양상을 다루고자 한다. 이들은 삶의 필연과

우연을 모두 자신의 ‘운명적인 것’으로 긍정하고 사랑하는 사유인 운명애를 성

취한다. 「황토기」(《문장》, 1939.5.)는 「두꺼비」에서 형상화되었던 자기파괴

적 역설의 방식을 축제적 양상으로 드러내며, 「오누이」(《여성》, 1940.8.)와

「다음항구」(《문장》, 1940.9.)는 운명에 대한 순정(順正)의 방식을 보여준다.

인물들이 보여주는 운명애의 사유방식은 삶의 비극을 전환시키는 힘을 가진다.

이들의 삶에 대한 대응양상을 중점적으로 살피며 김동리 초기소설에 나타나는

인간관이 가지는 능동성과 현실성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황토기」는 서두에 장수와 관련된 설화를 제시하며, 그와 유사한 삶을 필연

적으로 타고난 주인공 억쇠의 삶을 다룬다. 작품의 주요 모티프가 되는 설화는

이미 「산제」에서부터 그 뿌리를 보였던 것으로, 황톳골에 전해 내려오는 상룡

설과 쌍룡설, 혹은 절맥설로 불린다. 내용에 있어서는 각각 조금씩 차이를 보이

나, 그 본질에는 빼앗긴 자들의 절망과 피 흘림이 있다. 주인공 억쇠는 설화와

마찬가지로 큰 힘을 가졌다는 이유로 집안 어른들로 하여금 어릴 적 어깨의 힘

줄을 끊기를 강요당한다. 처음에 억쇠는 이를 거부하였으나 큰아버지는 억쇠의

감당할 수 없는 큰 힘으로 인해 마을을 떠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억쇠는 결국

“제 손으로 낫을 갈어서 오른쪽 어깨를 끊고 피를” 흘린다. 이때의 피 흘림은

설화적 필연을 거부하기 위한 억쇠의 절박한 선택의 결과이다. 그러나 억쇠는

어깨를 스스로 끊은 이후에도 “나날이 그 미칠 듯이 솟는 힘”을 누르는 일이 쉽

지 않다. 힘줄을 끊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힘은 나날이 솟아올라, 결국 그가

처음 제시된 선험적 필연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삶의 끝

무렵, 예순을 넘긴 억쇠는 자신과 비슷한 힘의 크기를 지닌 득보를 만난다. 그

는 득보를 만나 술을 마시고 싸움을 하는 낙으로 살게 되는데, 이와 더불어 분

이라는 여자는 두 남자와의 미묘한 관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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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쉰 이전까지 그렇게 무심히 들어오든 상룡설이니 쌍룡설이니 하는 것도 이

제와서는 도저히 지내가는 말로만 들리지는 않게 되었다.

하긴, 그의 하라버지나 아버지들이 다 저산에서 새어나는 물을 먹고 살다 도

로 그리고 도라가 묻히었고 그 역시 오늘날까지 그 물을 먹는 터이매, 그 산이

낳은 전설, 가령, 옛날 등천하려든 황룡 한 쌍이 때마침 금오산에서 굴러떠러

지는 바위에 맞어 허리가 끊어지고 이 황룡 두 마리의 피가 흘러 황토ㅅ골이

생긴 것이라는 상룡설이나, 또 역시, 등천 하려든 황룡 한쌍이 바로 그 전야에

있어 잠자리를 삼가지 않은지라 천왕이 노하야 벌을 내리사, 그들의 여의주를

하늘에 묻으시니, 여의주를 잃은 한쌍의 황룡이 크게 슬퍼하야 서로서로 저이

들의 머리를 물어뜯고 피를 흘리니 이 피에서 황토ㅅ골이 생긴것이라는 쌍룡

설이나, 혹은 상룡설, 쌍룡설들과는 좀 달리, 옛날 당나라에서 나온 어느 장수

가 여기 이르러 가로되 앞으로 이 산맥에서 동국의 장사가 난다면 능히 대국

을 범할것이라 하야 이에 혈을 지르니, 이 산골에 석달열흘동안 붉은 피가 흘

러 내리고, 이로 말미아마 이일대가 황토지대로 변한 것이라는 절맥설이나, 이

런것들이 다 본대 그의 운명에 아주 교섭이 없으리란 법만도 없는 터이었

다.163) (강조: 인용자)

위의 인용문은 득보와의 만남 이후 자신의 지나온 삶을 회상하는 억쇠의 내면

을 보여준다. 억쇠는 예순이 넘기 전에는 어떠한 싸움에도 거리를 두며 지내왔

다. 예순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주모인 분이를 두고 일어난 실랑이에 술기운을

핑계 삼아 끼어들게 된다. 바로 이때 득보를 만나게 된다. 억쇠는 싸움이 붙은

득보의 힘을 마주한 후 “문득 자기의 몸이 공중으로 스르르 떠오르는 듯한 즐거

움이 가슴에 솟아 오름”에 그만 멱살 대신 손을 꾹 잡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로

그 둘은 언제나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며 싸움을 하기를 즐긴다. 이러한 상황

까지 온 이후에야 억쇠는 전해 내려오는 설화가 도저히 그냥 지나가는 말로는

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게 된다. 설화의 숙명으로부터 도망가고자 자기

손으로 어깨의 힘줄마저도 끊어냈으나, 결국 득보와의 만남 이후 자신의 삶을

이제는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때 논에 서 있는 소동나무

163) 김동리, 「황토기」, 《문장》, 1939.5, 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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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매미가 한참을 울고, 억쇠는 갑자기 “가슴에서 화가 치오름”을 깨닫는다.

이 장면에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먼저, 선험적으로 제시되었던 필연을 거부했었

던 억쇠가 이제는 스스로 그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자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그가 운명을 인식하는 순간 들려오는 매미의 울음소리에 대응하는 양

상이다. 억쇠는 자신의 삶과 자연과의 교섭을 느끼다가도 한순간 “홀로 타는 불

댕이”를 가슴에 품은 것처럼 분노하기도 한다. 필연적인 삶의 방향을 ‘운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이에 대한 갑작스러운 분노를 가지기도 하는 억쇠의 면

모는 인물의 내면적 분열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작품과의 변

별지점은 이후의 억쇠의 삶에 대한 태도에 놓인다. 그는 불같이 타오르는 필연

의 짐을 짊어진 채 스스로 피를 흘린 이후, 즉 필연으로부터 도망친 것 역시 필

연에 속하여 있었음을 깨달은 이후 축제적 삶을 산다.

득보의 등장과 함께 억쇠의 삶에는 ‘필연의 제시와 실현’의 구조로는 전부 설

명되지 않는 지점들이 포함되기 시작한다. 득보와 함께 서사에 전면적으로 등장

하는 분이는 우연적인 요소들과 감정을 작품에 가지고 들어온다. 억쇠와 득보가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된 싸움 역시 주모였던 분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득보의

주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득보와 분이의 관계는 양딸,

생질, 아이를 낳은 사이 등으로 애매함이 해소되지 않는다. 분이는 득보와 만남

을 지속하면서도 억쇠와 관계를 맺고, 억쇠의 아이를 가진 이설을 질투한다. 결

국 분이는 질투심을 못이겨 이설을 죽이며 득보마저도 죽이려고 덤벼든다. 분이

가 이설을 살해하고 득보마저 살인미수로 끝난 사건 이후, 억쇠는 “모든 것이

의외의 일”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한다. 그는 이러한 의외의 일 앞에서 “모든 것

이 너무도 고약하고 허전키만 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필연성으로만 설명이

되어 왔던 억쇠의 삶에 우연성을 성격으로 가지는 분이가 등장한 사실은 중요

하다. 더불어 분이와 함께 등장한 득보는 억쇠와 마찬가지로 필연적 속성을 지

닌 인물이다. 이 두 인물이 동시에 서사에 등장하여 서사를 ‘운명적인 것’으로

전환시킨다. 필연과 우연을 동시에 긍정하는 순간 억쇠는 피동적으로 갇혀있던

필연의 굴레에서 벗어나, 발견으로서의 능동적 태도를 가지게 된다.

이 작품의 중요성은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비극적인 삶을 아무리 거부하여도

끝내 벗어날 수 없다는 인물의 깨달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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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실존적 문제에 있다. 이는 억쇠 아버지의 말대로 “모도가 네 맘 먹기”에

달린 문제이며, 여기에 억쇠와 득보의 축제적 싸움의 방식이 놓인다. 억쇠와 득

보와의 만남은 우연적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삶의 필연성 속에서 실현된 것이

다. 이러하였을 때, 이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놀고 먹고 싸우”는 축제적이

고 유희적인 방식으로 삶을 사랑하는 운명애 그 자체의 방식이다. 술과 음식을

가지고 냇가에 내려가 “여름의 하로 해가 서쪽 하늘로 기울도록 두 사람은 마치

무슨 마주에나 취한것처럼” 싸우다가 잠들기를 반복한다. 이들에게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는 것,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것, 그리고 웃음을 웃는 것은 싸움과

언제나 동일한 선상에 놓인다. 득보가 억쇠의 귀를 입으로 물어뜯어 피가 흘러

도 억쇠는 “왼 골작이 울리도록 소리를 질러 껄껄껄 웃”기만 한다. 이와 같이

자기파괴적인 싸움에서 그들이 느끼는 것은 삶에 대한 허무가 아니라 “기쁨과

만족”이며 “야수 같은 정열”이다. 이들의 자기탕진적인 싸움은 삶에 대한 체념

과 포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이는 필연과 우연을 동시에 끌어안으며, 창조

적이고 디오니소스적인 축제의 장을 형상화한다. 이들의 육체적인 폭력과 파괴

속에서 축제적 즐거움과 신성함은 발견된다. 이처럼 억쇠와 득보는 비극적 삶을

축제적 신성함으로 전환시키는 능동적인 힘을 의욕하며, 삶에 대한 실존적이며

운명애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이는 역사적이나 시대적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

현하는 리얼리즘보다 더욱 현실적인 김동리만의 인간의 ‘리알’함을 포함한다.

「오누이」와 「다음항구」는 운명애의 사유방식을 가진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보여준다. 김동리는 필연적인 삶을 그 자체로 긍정하는 인물들을 형상화하며 자

신의 인간관을 구체화한다. 「오누이」는 진구와 진숙이라는 오누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위기와 극복의 서사를 가진 작품이다. 그들은 이른바 “정열의 시

대”에 젊은이들과 뜻을 함께하였으나 곧 많은 벗들과 함께 “부자유한 몸”이 된

다. 그러나 진정한 불행은 감옥을 나온 후부터 시작되는데, 권태는 “세기의 물

결”을 표증하며 그들을 질식시킨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누이는 그들만의 정신적

관계를 맺는다.

여러 해 동안의 이러한 극도의 권태와 나태와 무위의 생활은 처음부터 그들

의 영혼에 그림자와 같이 따르는 그 쓸쓸하고 허전한 병적 고독감을 일층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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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후하게 하였고 나아가서는 진구와 진숙사이의 그 일종 「야릇한 정신적 관

계」란 것도 그러한 병적 고독감에서 저절로 빚어지는 것이었다. 『야릇한 정

신적 관계』─물론 그것은 일종의 우애임엔 틀림이 없었으나 우애라군 하드라

도 그들 자신에게 있어서는 연애보다도 무슨 육친적 윤리보다도 더 엄연하고

깨끗한 현실(정신적)이었다. 그들은 평생 어느 쪽에서든 결혼도 하지 않고 연

애도 않고 영원히 함께 외럽고 쓸쓸하게만 살다 죽어야할 마련인 것 같이 생

각되었다.164)

그들은 평생 동안 아무와도 결혼이나 연애를 하지 않고 “함께 외럽고 쓸쓸하게

만” 살다가 죽자는 무언의 약속을 맺는다. 이는 진숙에게는 “자기들에게 나타난

자연이란 것에 대한 항거 내지 보복”이었으며 그 자체만으로 “거룩한(?) 약속”

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림자와 같이 “쓸쓸하고 허전한 병적 고독감” 속에서

“일종 야릇한 정신적 관계”로 평생을 함께 외롭게 사는 길을 선택한다. 이때 ‘함

께 외롭다’는 표현상의 모순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과 쓸쓸함이 인간적

관계로 해소되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들의 병적인 고독감은 사상

탄압의 현실과 세기의 물결로 상징되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다. 그렇기에

그들의 여생 또한 어떠한 인간적 관계를 갖는다고 해도 외롭고 쓸쓸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필연의 비극으로 인식된다. 진숙이 비극적 삶에서 보다 외롭게

살아가기로 한 선택을 “항거 내지 보복”으로 표현한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진숙의 표현은 필연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표면적인 결과 안에, 그보다 더

탕진하고자 하는 역설의 논리가 숨어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역설의

논리가 어떠한 ‘거룩한 것’으로서의 신성함을 포함하면서도, 진숙에게는 일종 보

복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진숙의 자기탕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여준

다. 진구와 달리 진숙은 복수의 감정에 의해 자신의 삶에 대한 능동적인 역설을

감행한 것이다. 진숙의 한계는 진구가 여급 정희를 구출하는 사건을 계기로 윤

식과의 약혼을 결심하는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된다.

진숙에게 윤식과의 약혼의 결심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보복”을 의미한다. 진

숙은 진구가 다방 여급 정희를 구출해내는 일을 자신과의 정신적 관계를 배반

164) 김동리, 「오누이」, 《여성》, 1940.8, 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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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행복이란 있을 수 없기에 윤식이

자신에게 바친 순진에 대한 “의무”라도 이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윤식과의 약혼은 진구와의 정신적인 관계와 동일한 ‘보복’의 역설구조를 가진다.

비극적인 삶의 위기에서 보다 더욱 비극적으로 삶을 소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구라는 외부의 대상에 대한 보복으로 이루어진 소모의 역설은 진정한 운명애

의 사유가 가지는 역설과 다르다. 원한과 복수로부터 비롯된 자기탕진은 반동적

인 허무주의를 재생산한다. 진구는 진숙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숙과의 정신적 관

계를 맺어왔음이 작품 후반부에 밝혀진다.

정희의 구출은 진숙의 짐작과는 달리 진구의 철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진 것이

다. 그의 목적은 진숙이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이성을 가지고 회의하고, “어떻게

제 운명을 달리 개척하려하지 않겠는가”하는 것에 있다. 중요한 것은 진구의 목

적이 관계를 끝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숙에게 관계에 대해 “비판해보도

록 하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그는 애써 구출한 정희가 다시 여급의 생활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어도 “그다

지 무서운 소식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답한다. 진구는 작품의 마지막에서 말하

는 것과 같이 여전히 진숙을 사랑하고 있고, 다만 진숙 역시도 그 관계에 대한

사랑의 여부를 판단하게끔 하는 기회를 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여기서의 사랑은

남녀 간의 혹은 우애의 사랑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자신들의 비극적 삶을

‘운명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태도, 즉 운명에 대한 사랑을 말한다. 그들의 앞에

놓였던 강압적인 사상의 상실은 세기적 고민으로, 그러나 필연적인 의미를 가지

는 자연이었다. 이에 대한 역설적 항거로 이룩해 낸 야릇한 관계는 그들이 발견

한 ‘운명적인 것’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진구는 그 운명을 그 자체로 긍정하고

‘사랑’하며, 진숙 역시도 그러한 단계에 도달하기를 바란 것이다. 그렇기에 진구

는 윤식에게 “저렇게도 부드럽고 화평스런 소리”로 “난 지금까지 누이를 사랑하

고 있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

잠결에 진구의 고백을 들은 진숙은 “문든 무엇으로 얻어 맞은 것”같은 경험을

하며 “마음 한구석 어딘지 끝없이 흐뭇한 눈물”을 흘린다. 그녀는 진구와의 관

계를 영원히 떠나지 못함을 윤식에게 내적 발화로 고백한다. ‘흐뭇한 눈물’은 진

숙이 삶을 살아가는 역설의 본질을 깨달은 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보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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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아닌 운명애적인 긍정만이 삶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인간정신의 진정

한 위대함을 가능하게 한다.

「다음항구」는 주인공 학란이 자신의 삶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발견하고

대응하는 양상을 포착한다. 그녀는 일찍이 어머니의 죽음을 경험하는데, 이후

계모의 화풀이와 아버지의 난봉에 시달리게 된다. 더불어 연이은 약혼자 박군의

죽음 앞에서 비극적인 삶의 위기를 맞이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본 이

후 그녀는 생과 사의 무한한 반복처럼 오고 가는 연락선이 보이는 카페의 여급

이 되기를 바란다. 학란의 육촌오빠인 ‘나’는 일찍이 그녀에게 문학을 가르쳐주

기도 하고 약혼자 박군을 소개시켜주기도 하며 학란이 유일하게 마음을 털어놓

을 수 있는 인물이다. 그렇기에 이후 학란이 결국 집을 뛰쳐나와 부산에서 여급

생활을 할 때에 그녀의 아버지는 ‘나’에게 학란을 설득하여 집으로 데려오라고

부탁을 한다. 부산으로 도망가기 전 학란은 ‘나’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진다.

─그럼 오빠는 오늘 하로를 아무런 불만도 가책도 후회도 없이 살어 가느냐?

고, 그리고, 또, 내일이나 모레나 혹은 내년, 혹은 십년 혹은 이십년 뒤에나, 언

제든 자기의 생애를 통하여 그러한 하로를 갖일수 있느냐?고, 갖일수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상태, 어떠한 내용으로서냐고 하였다.165)

질문의 본질에는 영원회귀적 삶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인간은 어떻게 살아

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실존적인 고민이 놓여 있다. 학란의 질문에 대한 답은

니체저작에서 영원회귀를 언급하는 악마의 말을 참고할 때 그 실마리가 보인다.

악마는 “과연 이 최종적이고 영원한 확인과 확증 말고는 더 이상 어떤 것도 원

하지 않으려면, 그대는 얼마만큼 그대 자신과 인생을 사랑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때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다시 한 번의 도래함은 “그대가 생겨

났던 모든 조건들”에 의한다는 점이다.166) 이러한 결정적 조건은 인간 자신이며,

165) 김동리, 「다음항구」, 《문장》, 1940.9, 27면.

166) “인간이여! 그대의 생 전체는 모래시계처럼 항상 다시 뒤집힐 것이고 항상 다시 흘러내

릴 것이다. ─그 사이에는 위대한 1분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대가 생겨났던 모든 조건

들이 세계의 순환 속에서 다시 함께 도래할 때까지 말이다.”(프리드리히 니체, 유고노트

114번, 마르틴 하이데거, 『니체 Ⅰ』, 앞의 책, 387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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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스스로를 본질적인 의지 안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인간 자신에게 도

달하게 된다. 이를 참조할 때,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고 본질적인 차원에서 삶

을 의욕하고 의지한다면, 그녀가 원하는 “아무런 불만도 가책도 후회도 없”는

하루를 가질 수 있으리라는 답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괴로운 침묵이 흘러간다. 그녀는 계속해서 “시집가고 아이낳고 하느라

면 이 슬픔마저 그렁저렁 잊어지지 않겠”냐며 피동적인 삶에 대한 두려움을 토

로한다. 이러한 생각은 그녀를 소름끼치게 만든다. 이때 그녀가 두려워하는 ‘슬

픔에 대한 망각’은 절망과 허무의 태도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

는다. 학란이 경계하는 것은 필연의 굴레에 갇혀 모든 감각을 상실한 채 살아가

는 삶이다. 그녀에게 슬픔마저도 잊어버리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허무주의적 삶

의 태도이다. ‘나’는 이러한 사유를 가진 그녀와 유일하게 내면적인 소통이 가능

하였으나, 그녀의 질문에는 끝까지 침묵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녀

가 할 수 있었던 선택은 집을 탈출하는 것뿐이다.

‘나’는 당숙의 요청으로 학란을 찾아 부산의 요릿집을 헤맨다. 그녀를 만난 곳

은 우연하게 술을 마실 요량으로 우연히 들린 영도 대란의 「지도리」라는 카

페이다. 이 곳은 창문 밖으로 바다와 연락선들이 보이는 공간이다. 학란은 ‘나’에

게 오늘 밤이 지나면 함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며 술잔을 부딪치고, “아다시

노 다라꾸오 슉꾸시데!”(나의 타락을 축하하며!)라고 외친다. 그녀에게는 여급생

활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야말로 “타락의 구렁으로나 들어가는 것”이

며 “흡사 죽는 연습을 하러가는” 것으로 인식된다.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여

급생활을 하는 것은 어찌할 수 없이 자신의 삶에 놓여 있는 비극적인 삶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긍정하는 삶의 방식을 상징한다. 이는 필연성으로 가득 찬

세계가 인간에게 주는 비극성을 의욕할 만한 것으로, 나아가 유희할 수 있는 비

극성으로 전환시키는 태도이다. 학란에게 삶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의 그림

자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비극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그녀는 삶의 비극 안에서 절

망하거나, 혹은 무감각한 허무주의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가려 하지 않는다. 오

히려 생명의 오고 감을 환기하는 바닷가의 연락선들이 오고 가는 것을 끊임없

이 바라보며 죽음과 생명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대면한다. 바닷가의 카페에서 술

과 담배만을 먹으며 평생 자신의 삶을 탕진하는 삶의 방식은 그 자체로 역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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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성을 보여준다. 비극적인 삶 안에서 도리어 생명성을 발견하는 여급생활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은 그야말로 그녀에게는 타락이며 ‘죽는 연습’일 수

밖에 없다.

(ㄱ) 「오빠, 전 여기서 이렇게 저 머언 바다의 배소리를 들으며 술과 담배로

일생을 즐기고 싶어요, 영원히 돌아올리 없는 사람이 시방 저배에 타고 오거

니, 영원히 다시 올길없는 사람이 시방 저 배를 타고 떠나거니이런 생각을 하

며 한평생 술과 담배에 취해 살구 싶어요, 그리고 저이 일생을 그렇게 하는 것

이 차라리 일즉이 저를 버리고 간 저이 어머니나 혹은 그뒤의 사람에 대한 저

의 복수랄까 의무랄까 순정이랄까, 어쨌든 저는 저이 목슴이 붙어있는날 까지

저이 과거에 무심친 못할 것 같구먼요」167)

(ㄴ) 저는 먼바다에 그러한 화려한 기선이 나타날때마다 술과 담배를 먹으며

더없는 행복을 깨다릅니다. 그리하여 그 기선에서 금방 나린 낯선 손님의 바닷

바람이 흠뿍젖은 옷깃에서 저는 일즉이 저를 버리고간 사람들의 체취를 깨다

르며 하로밤을 즐겁게 또한 슬프게 지낼수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이래도 저는

어찌할수 없습니다. 그것은 일즉이 저에게서 어머니와 그사람을 아서간 저이

운명에 책임이 있을겝니다.168)

인용문 (ㄱ)은 부산의 카페로 찾아온 ‘나’에게 학란이 말하는 부분이며, 인용문

(ㄴ)은 ‘나’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결혼이 준비된 사실을 알고 대련으로

도망친 이후 ‘나’에게 보내온 편지의 일부이다. 학란은 ‘나’에게 자신이 집을 탈

출하여 카페의 여급생활을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그녀는 아끼는 사람들이

자신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삶의 비극을 필연으로 받아들인다. 그렇기에 자신

역시도 카페에서 술과 담배로 삶을 탕진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의 방식을 자신의

운명으로 발견한다. 학란이 원하는 삶의 방식은 배가 들어오고 나가는 반복에서

생명과 죽음의 오고가는 무한한 반복을 포착하는 것이다. 학란 자신이 의욕하는

삶은 결혼으로 상징되는 허무주의적 삶의 방식과 다른 차원의 ‘운명적인 것’이

167) 김동리, 위의 글, 31-32면.

168) 위의 글,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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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극적 삶의 국면에서 모든 것을 체념한 채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

아가는 것 역시 필연성이라는 차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포기하

는 것이 아니라 보다 의욕하는 방식, 능동적으로 탕진하는 역설의 방식으로 살

아가는 태도는 필연성을 벗어나 ‘운명적인 것’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된다.

학란은 자신의 삶의 태도를 운명에 대한 “복수랄까 의무랄까 순정”이라고 생각

한다. ‘순정(順正)’은 작품이 가지는 의미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개념으로, 복

수와 의무의 방식과 구별된다. 각각의 개념들은 필연적인 삶의 비극에 대응하는

여러 방식을 보여준다. 복수는 삶이 주는 고통의 원인을 외부의 대상에 두는 태

도이며, 의무는 삶을 체념하고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태도이다. 순정은 두 가지

태도 모두와 거리를 두며, 올바른 도리를 가지고 따르는 태도를 의미한다. 주어

진 삶의 방향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되, 자각적이며 능동적으로 자신이 의

욕하는 순간에서 영원을 보는 것이다. 순정의 태도를 가지고 필연성으로 구성된

비극적 세계를 살아가는 방식은 그 자체로 운명애의 사유이다.169) 학란은 ‘나’의

권유로 마지못해 여급생활을 포기하지만, 이는 그녀에게 삶에 대한 의무의 태도

를 보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원한

의 감정을 가지지도 않으며,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태도로 여급을 선택한 것이

다. 이제는 대련으로 떠나, 오고 가는 기선들을 바라보며 술과 담배로 살아가는

일만이 그녀에게는 “더없는 행복”이 된다. 그녀 역시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자신

의 태도가 ‘타락’이라는 사실을 인지한다. 그러나 그것만이 ‘어쩔 수 없는 운명’

이며 행복임을 안다. 그렇기에 그녀는 언제나 또 다른 ‘다음’ 항구를 찾아 떠날

수밖에 없다.

「오누이」의 인물들이 가지는 여러 태도들도 이와 같은 개념들로 설명될 수

있다. 진숙은 ‘의무’적으로 진구와의 정신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이후 진구를

169) 니체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의 서문에서 ‘자유정신’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를

“스스로 정의하고 스스로 가치를 정립시키려는 힘과 의지가 만드는 이 최초의 폭발, 자유

로운 의지를 향한 이 의지”라 정의하였다. 또한 이는 “수없이 많은 대립적인 사유방식에

이르는 여러 길을 허용하는 그 성숙한 정신의 자유”로 논의된다.(프리드리히 니체, 『인간

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앞의 책, 13-15면.) 「다음항구」에서의 순정(順正) 역시 올바른

도리로 운명을 발견하고 긍정하려는 의지적인 힘이며, 복수와 의무로서의 사유방식과 대

립·변증하며 다다르는 방식으로 일면 니체적 의미의 자유정신과도 유사한 지점을 보인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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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하며 ‘보복’의 방식으로 약혼을 결심한다. 이와 달리 진구는 처음부터 ‘순정’

의 태도로 진숙과의 관계를 맺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진숙도 진정한 의미의

의욕과 긍정의 결실로 정신적 관계를 생각해오기를 바란 것이다. 「황토기」의

경우, 억쇠는 득보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가진 힘줄을 끊어내며 솟아오르는

힘을 애써 무시하며 살아왔다.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성의 차원에서의 능

동성을 포기한 채 허무주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득보를 만나 설화

에 나오는 두 용과 같이 서로를 물어뜯고 피를 흘리게 된 후, 그는 필연적인 삶

을 드디어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억쇠와 득보의 육체가 보여주는 생명력

은 생성하는 힘을 상징하며, 창조와 유희의 축제적인 의미를 지닌다. 운명애는

생성과 생명을 긍정하며, 운명을 발견하고 긍정하는 순간에 이루어진다. 이로써

운명을 넘어서게 된다.

김동리 초기소설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 인간상을 포착한다. 인물들은 선험적으

로 주어진 비극적인 삶에 놓여있으며, 다양한 양상으로 각각의 삶에 대응한다.

육체를 매개로 자연의 생명력을 드러내거나, 생명이 가지는 무한한 생성의 힘을

자각하며 삶의 고통이 가지는 가치마저 변이시킨다. 그의 작품이 탐구하는 인간

은 삶의 필연성을 운명으로 발견하고 자각하며, 이로 인한 고민과 내적 분열을

경험한다. 방황하고 괴로워하며, 고통의 원인을 외부의 대상에 두며 원한의 감

정을 키우기도 한다. 혹은 운명임을 자각하면서도 삶이 주는 괴로움으로부터 벗

어나고자 삶 자체를 포기하고 체념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동시에 김동리는 세계

의 생성을 긍정하고, 창조적인 생성의 차원으로 비극성의 함의를 반동적인 것에

서 능동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는 인간을 포착한다. 운명애의 사유를 하며 운명을

넘어서는 지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독에 시달리며 좌절하거나, 원한을 품거나,

혹은 ‘순정’한 태도로 운명을 사랑하는 모든 양상은 김동리가 탐구하고자 하는

인간관의 본질을 가리킨다. 당면한 현실의 삶에 대해 인간이 가지는 실존적 문

제의식이며, 세계의 필연성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면하며 가치를 변이시키는 창

조적 생성의 힘이다. 그렇기에 김동리의 초기소설은 운명이 가진 절대적인 필연

의 힘을 부각시키거나, 인간의 보잘 것 없음을 말하지 않는다. 세계의 필연성을

자신의 운명으로 발견하고 자각할 수 있는 인간의 능동성, 나아가 운명의 성격

을 전환시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인간의 힘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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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고는 운명 개념을 통해 김동리 초기 문학에서 드러나는 인간관의 본질을 밝

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1930년대 휴머니즘 논쟁 안에서 제출되

었던 평론들과의 비교를 통해, 김동리 비평에 나타난 ‘인간성 탐구의 정신’

이 가지는 의미를 규명하였다. 김동리의 인간관은 당대 휴머니즘과는 다른

방향에서 논의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비극 철학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

다. 휴머니즘과 리얼리즘 진영 모두 비극 철학에 대한 표면적으로 이해하며

비판한다. 그러나 이후 김동리는 1930년대 후반 세대-순수 논쟁에 신진작가

의 기수로 등장하며 ‘신세대 문학의 정신’인 인간탐구를 재론한다. 그는 오

히려 비극적 사유 안에서 인간을 발견할 것을 주장하며, 삶의 필연성으로부

터 비롯되는 비극성을, 의욕하고 유희할 수 있는 비극성으로 전환시키는 인

간 정신의 힘에 주목한다. 이러한 작업은 당시의 문단사적 상황 안에서 김동리

만의 사상적 특질을 짚어내는 일이며, 이는 《시인부락》과의 정신사적 영향관

계 안에서 이해될 수 있다.

3장에서는 육체를 매개로 생명력을 표현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

하였다. 작품에 나타난 자연은 영원회귀적 세계관을 상징하며, 자연적인 생명력

을 선험적인 성격으로 지닌 인물들이 등장한다. 두 가지 방식으로 인물들은

생명력을 드러낸다. 첫 번째는 ‘자연의 화신’인 인물들이 제의적 신성함을 부여

받는 방식이며, 두 번째는 생명에 대한 본능적인 의지가 현실의 비극성을 전환

시키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들은 김동리가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한 1936

년 5월 「무녀도」와 「바위」의 발표를 통해 각각 계열화되기 시작한다. 전자

의 경우를 살펴보기 위해, 「무녀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산제」와의 비교를 필요로 하며, 더불어 「찔레꽃」·「동구앞

길」과의 비교를 통해 「무녀도」가 넘어서는 비극성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살

펴보았다. 후자의 경우, 「바위」·「허덜풀네」·「팥죽」·「어머니」·「소년」은

생에 대한 본능적인 갈망을 바탕으로 절망과 고통마저도 긍정하는 생명력을 보

여준다. 이러한 작품들은 자연적인 생명력을 바탕으로 비극성을 전환시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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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간의 힘을 보여준다. 이처럼 김동리는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자연의 법칙

속에서 ‘생명과 개성의 구경의의’를 발견하는 인간이 지니는 초인적이며 영웅적

인 태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김동리가 세계의 비극성을 신성한 것

으로 전환할 수 있는 힘을 인간에게서 발견하고자 했음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필연적 삶에 대한 인물들의 비극적 인식과, 여러 대응 양상을 통해

드러나는 인간관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는 세계의 필연성에 속한 삶의 비극적

인 순간에 정면으로 대면하며, 이와 대결하고자 하는 실존적 고독과 고민의 모

습을 형상화한다. 이들은 생명력을 자각적인 차원에서 ‘운명적인 것’으로서 성취

하고자 하며, 「폐도의 시인」에서 그 시초를 보인 후에 「술」·「솔거」연작을

통해 유형화된다. 「두꺼비」·「혼구」는 여러 방식을 통해 운명애에 도달하고

자 하는 방향에 대한 고민들을 형상화한다. 이상의 작품들은 필연성에서 벗어나

고자 하는 사유가 분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실존적

고민과 모색의 과정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황토기」·「오누이」·「다음항

구」는 ‘순정(順正)’의 방식으로 자신의 필연적 삶의 위기를 긍정하고, 이를 통

해 오히려 해방되는 자유를 성취하는 운명애의 역설적 사유를 보여준다. 운명애

는 생성과 생명을 긍정하며 운명을 발견하고 긍정하는 순간에 이루어진다. 고독

과 좌절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원한의 감정 혹은

삶에 대한 포기와 체념에 빠지는 것이 아닌, ‘순정’한 태도로 운명을 사랑함으로

써 운명을 넘어서는 힘을 보여준다.

김동리는 해방 이후 「무녀도」를 총 3번에 걸쳐 개작한다. 1947년 첫 창작집

『무녀도』를 을유문화사에서 발간하면서, 김동리는 「무녀도」에 대한 전면적

인 개작을 감행한다. 개작의 가장 큰 변화는 욱이라는 인물을 기독교인으로 형

상화하였던 점과, 이와 더불어 모화를 어머니와 무당 사이의 분열적인 정체성을

가진 인물로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해방 이전의 「무녀도」에서 모화가 인간이

라기보다는 ‘자연의 화신’으로 형상화되었다면, 해방 이후 김동리는 모화를 상당

히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리고자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어머니로서의 아

들에 대한 사랑과 무당이라는 필연 사이에서 고민하며 괴로워하는 모화의 모습

은 첫 「무녀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러한 개작의 결과는 김동

리가 「무녀도」(1936) 창작 이후, 「두꺼비」·「황토기」·「다음항구」 등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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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활동을 거치면서 운명에 대한 자각적인 인간상을 포착했었던 사실을 통해 이

해될 수 있다.

김동리가 신세대 문학의 정신이자, 문학정신의 본질로 두었던 ‘인간성 탐구의

정신’은 어찌할 수 없는 필연적 삶에 대해 인간이 가지는 자각적이며 실존적인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개념이다. 김동리 초기 소설은 운명 개념을 통해 세계의

비극성을 드러낸다.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운명으로 인식될 때, 인

간의 주체적인 능동성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김동리 초기소설이 지

니는 비극성은 운명의 절대성으로부터 비롯되지 않는다. 그의 작품이 가지는 중

요성은 세계의 우연성을 삶의 필연적인 것으로 발견하며 의욕함으로써, 그로부

터 해방되는 인간의 정신적 태도에 주목하였다는 점에 있다. 김동리는 인간이

가진 생에 대한 강렬한 의욕과 의지로서의 능동적인 힘을 포착하였으며, 보다

현실적인 방식으로 인간이 가진 실존적 사유방식을 그려냈다. 김동리의 초기 문

학은 최대의 절망과 최대의 희망을 동시의 의욕할 수 있는 인간정신의 위대함

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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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of humanity that appears in Kim

Dong-ri's early literary works. In his early period, Kim Dong-ri's

ideological core was centered on the problem of 'how to live as a human

being', and recognizing such consciousness is key to understanding Kim

Dong-ri's literature that takes 'the form of life as an observation'. Kim

Dong-ri viewed 'the spirit of exploring humanity' as the true spirit of

literature, and turned this belief into his literary works through the concept

of fate that assumes tragic world view. The concept of fate is a subject

central to Kim Dong-ni's early fiction, and brings forth the existential

agony of human beings. The true nature of humanity, according to Kim

Dong-ni, is imbued with the willful character able to actively respond to the

inevitable nature of life. In order to understand such literary world of Kim

Dong-ri, this study analyzes Kim Dong-ri's criticisms and early short

stories published before the liberation for their literary meditations on

hum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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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art 2, I define the meaning of 'the spirit of exploring humanity' by

reading Kim Dong-ri's criticisms in the context of other critical works

published during the contentious debate on Humanism in the 1930s. Kim

Dong-ri's concept of humanity is develops in a direction different than his

contemporary Humanism. The biggest difference comes from Kim Dong-ri's

understanding on philosophy of tragedy. The critics on the side of either

Humanism or Realism apparently had superficial grasp of philosophy of

tragedy in their criticism of its views, but Kim Dong-ri argued for

exploring humanity in the context of tragic reason, which he assumed as

the 'spirit of literature of new generation' as he appeared as the flag-bearer

of the late 1930s writers and Pure Literature proponent. Kim Dong-ri

focuses on the human strength that can transform the tragedy, caused by

the inevitableness of life, into another form of tragedy that both wills and

amuses itself.

In Part 3, I examine Kim Dong-ri's stories in which the characters express

their vitality through with the medium of physical body. Nature that appears

in these works symbolizes the world-view of 'Eternal Recurrence', and the

characters in the stories assume their natural vitality in two ways. These

two types of characters are categorized through Kim Dong-ri's 「The

Portrait of Shaman」 and 「The Rock」, which were published in May of

1936 when Kim Dong-ri began his literary career. In order to examine those

two figures, firstly I analyze 「The Portrait of Shaman」f, and show that

the characters acting as 'Nature's Embodiments' are imbued with ritualistic

sacredness. This analysis also includes my reading of 「The Ceremony」

and comparisons of 「The Wild Rose」 and 「The Road at the Town

Entrance」. Secondly, I examine the method of staying positive in the face

of despair and pain that the characters perform with instinctive will to life

in stories like 「The Rock」, 「Huhdulpulnae」, 「Patjuk」, 「Mother」,

and「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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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art 4, I examine the aspects of responses the characters take in their

discovery of tragic life as their fate, and also in their positive acceptance of

such discovery. Their actions present the existential loneliness and agony of

human beings as they come face-to-face with tragic fate and try to stand

against it. In stories such as「The Poet of Ruined City」, 「Alcohol」,

「Solguh」Series, 「Toad」, and 「The Dark Street」, we can see the

different methodical presentations of the characters' agonies and searches as

they seek to achieve 'being fateful' that is also self-aware of vitality of life.

The stories of 「Hwangtogi」,「Sibling」, and 「Next Harbor」present the

paradoxical ideas of amor fati, which achieve freedom of being liberated

from fate by accepting the crisis of inevitableness people face in life. Amor

fati is achieved when one positively accepts production and living, while also

discovering and accepting one's fate. Despite the experiences of loneliness

and failure, one neither despairs nor gets begrudged, but with virtuous

attitude one comes to love fate and eventually overcome it.

Kim Dong-ri's 'spirit of exploring humanity', which he argued was the

new generation's literary spirit as well as the true spirit of literature itself,

is a concept that reveals the self-aware and existential consciousness human

beings come to have about the life of inevitableness. Kim Dong-ri's early

fiction shows the tragedy of the world through the concept of fate, and its

characters belong to fateful lives that are already dealt to them. However,

the tragic nature in Kim Dong-ri's early fiction is not a product of fate's

absoluteness. The importance of Kim Dong-ri's literature is that it discovers

the coincidences of the world as what is inevitable, and furthermore draws

human characters who will for it, and by willing for it, become liberated.

Kim Dong-ri's early literature brings to the surface the greatness of human

spirit that is able to simultaneously will for highest levels of hope and

desp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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