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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시작한 바 있으며 염상섭과는 ‘폐허이후’ 활동으로 교류가 있었을 것이며
30)

30) 

당연히 서로의 존재에 해서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수나 염상섭은 물론이

고 김명순에 한 연구에서도 그 자체만 상으로 주목하는 경우가 부분이어

서 이 텍스트들이 가진 상호텍스트성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 

편으로는 김명순의 이 시기 작품  ｢외로운사람들｣과 ｢탄실이와 주 이｣가 조

선일보의 원본이 결실되어 결말을 확인할 수 없어 그 모가 밝 지지 않았다는 

도 아쉬운 부분이다.
31)31) 

김명순은 당 에도 이후 연구사에서도 이 수와 염상섭과 나란히 어깨를 할 

수 없는 소외된 자리에 있었지만, 이 수와 염상섭의 텍스트와 입체 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김명순의 소설에서 드러나는 신여성에 한 인식을 새롭게 평가할 

30) ‘폐허’와 ‘폐허이후’ 동인이었던 염상섭과 ‘폐허이후’의 동인으로 참여하여 시 ｢ 로｣, 수

필 ｢동인기｣를 게재했던 김명순은 서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31) ｢외로운사람들｣의 확인되는 마지막 회가 실린 5월 31일 이후 ｢탄실이와 주 이｣의 연재

가 새로 시작되는 6월 13일에 이르는 조선일보의 지면이 유실되어 확인하기 어렵다. ｢탄

실이와 주 이｣의 마지막 연재분으로 확인되는 7월 15일 이후의 지면도 유실되었고 이후 

8월 4일부터 그 날 밤(조명희 역, 투르게네  원작)의 연재가 시작되고 있다. 김명순

의 경우에 소설이나 시를 발표할 때 부기를 통해 창작시기와 장소에 한 정보를 덧붙이

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앞서 연재되었던 ｢도라다볼때｣의 마지막 연재분에 ‘일천구백이

십사년삼월작’ ‘경성서’라는 부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뒤따르는 두 작품도 완결이 되었다

면 부기를 달아놓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재 확인 가능한 마지막 연재분에는 그러한 종

결 표시가 없다. 김명순의 문학 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작품들의 모를 확인할 수 

없다는 에서 안타깝다. 더군다나 이 수의 경우에는 경무국의 불인가, 작가의 사정이

라는 이유라도 확인이 가능했지만 김명순의 두 작품의 경우 재로서는 미완의 이유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 다만 자  소설인 ｢탄실이와 주 이｣의 경우, 그와 련된 나카니

시 이노스 의 여등의 배후에서가 이익상의 번역으로 동시기 연재(같은 해 6월 27일부

터 매일신보에 연재되기 시작하 다. 두 작품의 련성에 해서는, 남은혜, 2008 앞의 

논문, 73면 참고)되기 시작했다는 에서 김명순이 부담을 이기지 못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방향에서 보면, ｢탄실이와 주 이｣에서 악역을 맡게 될 ‘태

세’가 일본 군인이라는 에서 이 수의 ｢선도자｣와 같이 당국으로부터 제지를 당했을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다.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연재가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요한 것은, 자 소설이라는 에서 자신의 트라우마를 면하는 데 고

통을 느낀 것이 유일한 이유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언 하고 싶다. 한 편으로 1924년 9

월부터 시행된 조선일보에 변 의 바람과 련된 향력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지만 재로는 확인이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