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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채만식으로 추정되는 雙S生은 별건곤  1929년 8월호에 <處女혼자孕胎할수

잇는가-男子모르는處女가 아기를배어自殺하기까지- 머도 그짓말가튼事實秘

話>를 들려주고 있다. 이야기의 배경은 “그야말로 별세상가티 안윽하고조용하

야 녀름에조흔” D 온천의 P여 이다. “더 도피하려니와 제일 사무소로번거

로이차 오는손님을피하야 한동안조용히 집필하여야할원고지뭉치를 가방에

어가지고 서울서멀니 이온천을차 ”1)온1)K는 “심심해못견 만큼조용”한 어느 

비 오는 밤 새벽의 온천탕에서 의문의 나체 미인과 조우하게 된다. 

어느틈에 어데로드러왓는지 분명히 자긔의 압헤 사람하나가… 더구나 그는 남

자가아니라 살갈이백옥가치흰 나어린녀자엿다. / K는 머리가쭙 탕물속에서도 신

에소름이 쪽-끼치는것을늣겻다. ( 략) 한시간이나 지난것가탓스나 실상은한十분

이나 지난때엿슬가 그발가버슨녀자는 스르르니러섯다. 니러서서는 가만히거러간다.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신진교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과제번

호 KRF-2006-A00179)

1) S생, 1929.8, ｢남자모르는처녀가 아기를배어자살하기까지｣, 별건곤 22, 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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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난 에도 그 벌거버슨뒤맵시는 참말 날신하고 어엽벗다.
2)2)

한 한 온천장, 비 오는 밤, 소리 없이 열리는 문, ‘백옥가치 흰’ 살결을 가

진 나체 미녀의 등장과 사라짐은 괴담의 분 기를 차용하는 가운데 온천 휴

양지라는 공간을 둘러싼 독특한 상상력을 보여 다. 남녀 혼욕이 가능한 탕, 

낯선 사람들과 살을 부 끼는 온천 휴양지의 특수성은 그들의 나체를 훔쳐보

는 행 를 통해 그들의 섹슈얼리티와 사연, 비 을 훔쳐보고 향유하는 ‘근  

응시’의 시공간을 형성한다. 이 실화를 표방한 괴담 속 주인공 처녀는 어느 온

천 휴양지에서 만난 학생과 연애가 얽혔다가 그가 죽자 실연의 상처로 몸

이 쇠약해진 끝에 “몽유병자와가티 뎨이령격(第二靈格)의소지자(所持 )가되

여버”리고 결국 이로 인해 구인지 알 수 없는 남자에게 강간당해 임신하고 

자살한다. 온천장의 연애, 온천장의 실연, 온천장의 범죄, 온천장의 자살이라고 

집약할 수 있는 이 이야기 속에는 온천 휴양지라는, 새로운 여가 공간을 둘러

싼 독특한 서사의 가능성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괴담이 온천을 배경으로 실화처럼 이야기될 수 있는 데에는 온천 

휴양지라는 공간에 한 당 인의 특정한 표상이 작용하고 있다. 표상이란 심

 상을 가리킴과 동시에 구체 인 형상을 의미하기도 하는 개념으로, 무언

가를 마음속에 떠올리는 심 인 조작에 련되는 면(심 인 상)과 어떤 것의 

체물을 구체 으로 제시하는 물질 인 행 에 련되는 면(물질 인 상)에 

걸쳐 존재하는 개념이다.3)3)한 사회의 다양한 매체는 특정한 공간에 특정한 의

미나 서사를 부여하며 특정한 표상을 형성한다. 서양에서 친숙한 자신들의 공

간과 그 지 않은 타자의 공간을 구분짓기 해 동원된 심상지리의 개념은 

온천장의 공간표상을 형성함에 있어서도 유효하게 작용한다. 일상 인 근  

공간( 심부)과 일탈 인 근  공간(주변부)에 한 분할이 행해지면서 온천

장의 공간표상이 생성되는 것이다. 온천장의 공간 표상은 각각의 시 와 사회 

그리고 문화에 따라 특정한 역사 인 상으로 제시된다. 여름이나 겨울의 제

도화된 여가에 수많은 타인이 모여들어 비 을 공유하고 그 속에서 청춘 남

2) 의 , 80-81면

3) 李孝德(박성  역), 2002, 표상공간의 근 , 소명출 , 19-20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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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의 연애가 얽힐 수 있으나, 한편으로 나체의 향연장이라는 에서 부정성을 

갖기에 실연이나 자살, 강간이나 사기와 같은 범죄가 펼쳐질 수 있는 공간으

로 온천 휴양지는 표상된다. 그 다면 이러한 온천휴양지의 공간표상은 근

화 과정에서 어떻게 그 의미가 재편되어 왔으며 온천장이 근  소설의 배경

으로 등장하면서 어떠한 서사의 변모를 가져왔는가.

2. 물의 정화와 오염 : 온천 공간표상의 변화

부분의 창조 신화에서 생명이 바다(물)에서 시작되었다고 상정되는 것처

럼 고  사회에서 물은 성스러운 것으로 간주된다.4)4)<삼국유사>에 신라 거

세 왕의 부인 알 이 닭의 부리와 같은 입을 타고 태어났으나 우물에 입을 

씻음으로써 아름다운 처녀가 되었다든지, 주몽의 어머니 유화가 강의 신 하백

의 딸로서 강가에서 하늘의 신 해모수와 맺어진다는 기록이 있는 것처럼, 우

리민족의 고  신화는 하늘과 물의 결합을 통해 민족의 탄생을 설명하는 동

시에 물을 여성에 비유하고 여성의 생명 탄생 능력과 련지어 강이나 온천, 

바다 등에 신성성을 부여하고 있다. 고 의 성스러운 물이 오늘날의 목욕

탕과 유명 온천, 해수욕장으로 변화하는 과정은 표상공간의 변화, 우리 사회의 

도덕과 생활양식의 변화를 내포한다. 

종교  세정의식에서 출발하는 목욕 습 은 한 사회의 신체, 죄, 노동과 휴

식, 건강 등에 한 사고를 반 한다. 근 인들은 일정한 시기 목욕하는 습

을 정해두고 있는데, 가령 게르만족과 트족은 여름이 시작되는 것을 축하

하는 의식으로서 5월 목욕을 통해 자연에 한 찬과 감사의 마음을 표 했

다. 비슷한 행사로 6월에 열리는 세례 요한의 축제일도 있어서 그 때는 건강

에 유효한 특정 온천을 찾곤 했다.5)5)우리의 경우 단오와 유두 풍속에서 목욕

을 주요하게 배치하고 있는데, 단오에는 창포에 머리를 감아 건강을 유지했으

며 유두일에는 흐르는 물에 목욕을 해 한여름의 건강을 기원했다.
6)
6) 한 우리

4) 알  라이틀 크루티어(윤회기 역), 1997, 물의 역사 , 문, 22면

5) 의 책, 134-135면

6) 단오와 유두의 목욕은 건강을 유지함과 동시에 재액을 막고 불길함을 씻는다는 

재계의식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에 해서는 박부진, 2000, ｢세시풍속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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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는 삼국시  이 부터 온천을 주요한 건강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7)

온천7)목욕은 조선시 에 이르러 건강기구로 조직화되어, 온천지에 머무는 양

반들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침과 뜸을 뜨고 치료를 병행하면서 목탕자(부분

욕을 한 목제 욕조)와 내석정(쏟아지는 온천수에 그 로 들어가는 신 욕

조)을 드나들며 온천욕의 효과를8)극 화했다.8)

여성으로 간주되는 고 의 물 이미지는 근  사회에서 남성화되기 시작한

다. 이는 근  사회의 출 이 제국주의자의 모험, 항해를 통해 식민지를 개척

하는 과정과 연결되는 까닭이다. 근  사회가 바다를 항해로서 발견하게 되자 

우리 근  문학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다의 충격이 먼  문제시된다.9)9)신체시 

<해에게서 소년에게>가 바다와 소년을 주체로 내세워 새로운 문명에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근 소설에서 바다는 유학생들이 문명을 습득하기 해 떠

나가는, 항해의 이미지로 등장하게 된다. 신소설 < 의 >에서 어린 ‘계집아

해’ 옥련은 항해를 통해 학생으로 탄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바다의 정 인 

이미지, 항해의 도 이고 모험 인 이미지는 1920년  이후 식민지화의 진

행에 따라 차 피지배자의 애환이 서린 공간이 되기도 하고 근  소비문화

의 발달에 따라 청년 남녀의 타락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재편되기도 한다. 이

수와 이태 은 <애욕의 피안>, <사랑>, <화 >, <딸 삼형제> 등의 장편소설

에서 부르주아 여가 공간으로 재편된 해수욕장을 그림으로써 타락한 신체 진

열장으로서의 바다의 변질을 문제시한다.  

바다와 달리 온천의 표상에는 기존의 치유나 보양 외에 생, 오락, , 

휴양의 의미가 더해진다. 근 사회에서 온천은 건강보다는 휴양과 사교의 목

을 띤 공간으로 재편된다. 원래 유럽 세에 온천(이나 목욕탕)은 부도덕한 

통해 본 가족생활의 변화｣, 여성가족생활연구 5 참고

7) <삼국유사>에 신라 제상 충원공이 동래에서 ‘온정목욕’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

으로 보아 삼국시 에 온천을 이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조선시 에 고

질병을 앓는 왕들의 치료에 이용되면서 온양, 동래, 평산, 배천온천 등이 알려지

게 된다. 정민성, 1990, 우리 의약의 역사 , 학민사, 205-209면 참고.

8) 조선시  온천 이용 실태에 해서는 이 희, 2001, ｢조선시  온천 ｣, 녹우연

구논집  / 서길우․김용욱, 1964, 부산 온천에 한 연구 , 친학사 참고

9) 바다를 둘러싼 공간표상의 재편에 해서는 강 국, 1986, ｢‘바다이미지’를 통해 

본 한국시의 상상력 연구｣, 구교  논문집  / 김 규, 1990, ｢‘해에게서 소년에

게’와 바다의 상징성｣, 연세어문학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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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으로 이해되었는데, 근 에 이르러 목욕과 생, 건강을 세속 으로 련

지음으로써 온천은 정 인 여가 공간으로 자리매김 된다.10)10)원래 온천은 휴

양지라기보다 요양원에 가까운 것인데 이러한 온천을 사람들이 오락을 해 

찾게 되는 이면에는 여가공간으로서의 온천 휴양지라는 새로운 표상의 부상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표상의 부상에는 시골을 자연스럽고 건강한 곳(

원)으로 상정하고 도시를 인공 이며 건강에 해로운 곳으로 상정하는 상상력

(심상지리)이 개입한다. 서구의 근  여가문화와 원 표상이 일본과 조선

에 해지고 교통수단 발달을 통해 근이 편리해지면서 온갖 숙박과 오락시

설을 갖춘 근  온천 휴양지가 생겨난다. 이와 함께 식민지 시  온천 휴양

지의 표상과 온천장 정조를 담은 온천장 서사도 등장한다. 

우리나라에서 온천은 그 발견 설화에 학이나 노루 같은 동물이 등장하는 

등 도교 인 자연 사상에 입각해 치유가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공간으로 나타

난다. 이러한 온천 표상이 목욕으로 세속화되는 과정에는 근 인 의학과 국

민의 신체 리라는 담론이 개입하는데, 건강한 국민의 체력을 기르고 체 를 

증진한다는 신념 속에서 목욕은 수 과 같은 체육활동과 결합되어 근 인의 

건강한 몸을 형성하게 된다. 목욕은 근  신체 재편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

을 하며 온천욕은 목욕의 한 형태로 건강을 생과 결합하여 리하는 시선 

속에 투 된다. 이때 온천지는 표 인 체 에 입각한 건강을 획득하지 못한 

사람들의 집합소가 되어 쓸쓸하고 망 인 이미지를 환기한다. 

한편 근  교통시설인 철도의 개설과 함께 온천을 찾아가는 것은 허약해

진 건강을 보완하는 섭생의 논리에 의해서나, 생에 입각해 몸을 리하고 

체력을 증진하여 국가의 발 에 기여한다는 이념에 의해서 지탱되는 것이 아

니라, 일상  노동에서 이탈하여 여가를 향유한다는 개념으로 바 게 된다. 우

리나라에서 온천이 휴양지로 개발되는 과정에는 경부선, 경인선, 경의선 등 일

제에 의한 철도 개설과 일본인의 진출을 통한 온천지의 상업화, 식민화 과정

이 함께 한다.11)11)가령 동래온천은 1878년 일본 사와 한제국 정부의 교섭 

10) 18세기 반 이후 국에서 온천장에 간다는 여가활동은 새로운 산계층을 형

성함에서 신분  표지의 역할을 하 다. 일 년은 런던 시즌과 배스 시즌이라 불

리는, 온천장으로 휴양을 떠나는 시즌으로 나뉘게 되었다. 설혜심, 2001, 온천의 

문화사 , 민음사, 26-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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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에 일본인 거류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야토지 나오키치에게 온천 여  경

을 탁하면서 상업  휴양공간으로 재편된다. 1910년 합병 이후에는 조선

가스 기 주식회사가 경부선 부산진역에서 동래까지 10킬로미터를 연결하는 

경변철도를 개통하고 1916년 욕장인 ‘동래온천욕장’을 개설해 규모 객 

유치를 가능  했다.12)12)동래온천을 비롯하여 유성온천, 주을온천 등 유명온천 

휴양지와 강산, 원산해수욕장, 월미도 조탕 등은 만철(1922년)에 의해 보

다 으로 개발되었다.
13)13)근  휴양 공간으로서 산과 바다, 온천이 새

로이 발견되고 교통의 발달과 함께 상업 으로 개발됨으로써 ‘온천장 정조’와 

같은 새로운 감수성이 등장한다. 

溫泉場이라는곳을 不可思議의 로맨틕한場所이거니-外國에는文獻이나事實에잇서 

溫泉場을 舞臺로만흔로매쓰가 잇슬뿐만안이라 朝鮮에서도 그러한事實이만흠으로-

생각한나로서는 ( 략) 溫泉場이 다른場所보다 무엇인지다른늣김(溫泉場情調?)이

잇는 것을 알수잇섯다 所 溫泉場의情調라는것이 自然美에잇지안이하고 溫泉場에

모 드는 인간들에게잇는것이라고생각하니 東萊溫泉에 한 나의觀點이틀인것을알

게되엿다 ( 략) 約十年前만하여도溫泉이라면 患 나갈곳으로밧게 생각지안이하여

서病 의療養地이던 것이現今에는 療養보다 娛樂이압흘서게되엿다 그리하여 겨울

이면 有閑階級의遊園地가되는것이다.
14)14)

1920년 를 거치며 온천은 유한계 의 겨울 유원지로서 ‘오락장화’한다. 

1929년 겨울에 어진 이 기사에서 필자는 십여년 만 해도 온천은 병자들의 

요양지 는데 이제는 유한계 의 오락을 한 공간으로 재편되며 온천장 정

조와 온천장 로맨스라는 것이 가능해졌음을 알린다. 서구 문학을 통해 온천장

을 로맨틱한 공간, 남녀의 연애가 얽히는 로맨스가 많은 공간으로 알고 있던 

필자는 작년 겨울 온양온천에서 며칠을 지내면서 온천장 로맨스가 온천장의 

자연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온천장을 즐기는 사람들의 마음, 즉 유한계

11) 우리나라 온천 지의 개발은 1920년경에 가장 활발했으며 그 과정에 만철(동

래온천)과 경남철도회사(온양온천, 도고온천)가 개입하여 온천개발과 철도경

을 연계했다. 김천 ․임화순, 1998, ｢우리나라 온천 지의 발달궤 과 그 성

격의 유형화에 한 연구｣, 용인 학교 논문집 16, 285면

12) 다 쿠니 토모야스(소재두 역), 2006, 한국 온천 이야기 , 논형, 123면

13) 의 책, 133-140면 참고

14) 南又薰, 1929.12, ｢溫陽 溫泉場揷話｣, 별건곤 24, 9-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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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오락과 사교에 한 열망으로부터 가능해지는 것임을 깨닫는다. 이는 곧 

온천 휴양지를 찾는 사람들이 도회의 일상과는 다른 형태의 감정을 가지고 

여가에 임함을 간 한 것으로, 도회의 일상이 엄격한 도덕과 근면, 법을 

시한다면 온천 휴양지에서는 느슨한 움직임과 휴식, 서로에 한 유혹 인 몸

짓과 법을 가리지 않는 혼욕, 서로의 나체에 한 찰이 가능하기에 이런 

풍속에서 온천장 정조와 온천장 로맨스가 출발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겨울과 여름의 제도화된 여가가 주는 낭만, 일상을 벗어난 환상의 

로맨스가 펼쳐지는 온천 휴양지는 한 식민지 조선의 일상에 제국의 지배가 

작용하는 거 이기도 하기에 문제 이다. 만철이 조선철도 경 권을 1924년 

총독부 철도국에 반환하면서 온천 휴양지는 총독부의 통제 아래 여가의 상업

화와 식민화가 첩된 공간으로 재편된다. 총독부가 온천의 탕과 여 , 호텔 

등을 독  리하기에 온천탕과 여 , 별장을 마음 놓고 드나들 수 있는 것은 

돈과 시간의 여유를 가진 부랑한 부르주아나 식민 지배자들뿐이었던 것이다. 

어느곳이던지 溫泉場이나 藥水터가튼데는 浮浪男女가만히단이지만은 ( 략) 나

잇던旅館에도二層客室에 金海인가大邱인가산다는 靑年한아가紳士風의양복을차리고 

쇠똥머리에 염생이발가튼 흰구두를신은女子를다리고와서 이틀재묵는中인데 自己네

는 夫婦간인척하나 아모리뜨더보와도男子는 돈푼이나잇는집浮浪 요 女子는얼치기

妓生이안이면 은근자엿다 ( 략) 약二十여세된日本女子가나보다 먼 와서沐浴을하

는데 얼굴도八分美人은되고 더구나肉體美는보기에 참으로탐스러웟다 그러나진소

그림의떡이지 소용이잇스랴 그양그꼴을보고 억지로혼자목욕을한다음에 다시 運動

겸洞里를한박휘도랏다. 旅館이란旅館과別莊이란別莊은 金某李某라는이름은볼수업

고모두무슨郞 무슨郞뿐이엿다.
15)15)

휴양지로 재편된 온천에서 먼  발견되는 것은 학생이나 직장인이 아니라 

부랑남녀인데, 이러한 찰에는 일부러 돈을 들여 비싼 온천 여 과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자격과 함께, 온천탕이라는 남녀가 개방된 시설, 서

로에게 나체를 공개할 수 있는 공간이 가진 유혹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온천 

휴양지 부근의 여 이나 별장들은 부잣집 부랑자와 얼치기 기생들의 집합소

가 되어 그곳을 응시하는 식민지 지식인들에게 살이 푸려지는 불량의 행

15) 車相瓚, 1929.8, ｢로맨스만흔東萊溫川｣, 별건곤 22, 17-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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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횡행하는 곳으로 자리하며, 남녀 혼욕이 가능한 온천탕 속에서 나체로 

목욕하는 일본 여인의 미모는 부럽지만 꼴 신 ‘그림의 떡’이 된다. 온천 휴

양지가 ‘김모 이모’가 아니라 ‘무슨 랑, 무슨 랑’들에 의해 령될 때, 화려하고 

풍요로운 휴양지의 로맨스란 식민지 지식 청년에게 동경 상이 아니라 풍자

와 비 의 상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러한 표상에서 온천장의 물은 부랑남

녀의 나체와 함께 타락해 간다. 

온천 공간 표상의 변화 과정에는 물에 한 인식의 변화 과정이 겹쳐진다. 

물을 탄생과 변신, 정화를 가능  하는 신비성으로 바라보는 고 의 인식은 

근 사회에서 생의 념으로 일상화되더니 마침내는 휴양지의 문화와 연결

되어 타락해가는 셈이다. 이 속에서 온천휴양지가 근  서사에 본격 으로 

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3. 근  휴양지 온천과 나체의 에로티시즘

1) 나체의 발견과 타락의 서사 - 이 수 장편소설의 경우

생명의 탄생과 여성성이 결합되어 신비한 정화력을 보여주던 고  설화 속 

물의 이미지는 온천이나 해수욕장의 상업화, 식민화 과정과 연결되면서 여성

의 섹슈얼리티와 타락을 결합하는 서사로 재편된다. 식민지 시  소설에서 근

 휴양지 온천은 부랑한 부르주아의 악마  성욕이 여성의 정조를 괴하는 

핵심 공간으로 자리한다. 이 수의 장편소설 <재생>은 온천장과 해수욕장 등 

근  휴양지를 바탕으로 신여성의 락과정을 보여주는데, 이후 여러 장편소

설의 원형이 된다는 에서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재생>은 3.1운동 당시 

여학생 표로 활약했던 김순 이 운동의 실패 후 공 (계몽 ) 자아를 상실

하고 열정  청년 신 구의 사랑 신 부호 백윤희 돈을 선택한 끝에 타락하

고 자살하게 되는 이야기인데, 이들의 연애갈등이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을 

따라 펼쳐진 동래온천, 원산 별장지 (해수욕장), 석왕사, 강산(향 암, 구룡

연 폭포), 인천 월미도 등 새로이 휴양지로 재편된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

어 흥미롭다. 철도의 개통과 함께 근  여가가 제도화하고 상업  휴양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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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소설의 새로운 배경으로 도입되어 의 감수성을 조직해 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기독교  욕주의의 감화를 받은 순결한 여학생 순 의 타락에는 “목욕을 

하고 나오다가 불의에 사람을 만난 모양으로 하얀 헝겊으로 배 아래를 가리

고 몸을 비꼬고 앉았으나, 자기 육체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듯이 빙그  웃

음을 띠었다. 순 은 그것이 자기인 것 같았다.”16)와16)같은, 백만장자 백윤희의 

집에서 발견한 나체 여인의 그림에 자신을 동일시하는 과정이 개입한다.
17)17)그

림 속 나체 여인과 자신을 동일시한 그녀는 크리스마스 방학에 둘째오빠와 

백윤희의 계략에 따라 동래온천으로 유혹되고 정조를 깨뜨린다. 

이튿날 식 에 부산역에 내려서는 곧 정거장 호텔에서 아침을 먹고 자동차를 

잡아타고 동래 온천으로 올라갔다. 그 게 춥던 서울과 달라 이 남쪽 나라는 아직

도 늦은 가을 모양으로 따뜻하 다. 

동래 은 크기는 크지만 욕실과 음식이 명호(여  이름)만 못해. 하며 자동차

는 명호여  앞에 놓 다. / 뉘 집 부인이 아니면 어느  아가씨와 같이 아름다

운 하인들이 나와 허리를 굽히고 땅에 엎드려 두 사람을 맞았다. 모두 순 에게는 

처음 보는 경이요, 처음하는 호강이었다.

<사람이란 이 게 살 게야!> 하고 순 은 한번 더 웃었다.
18)18)

경부선 일등열차의 화려함과 ‘우단침 며 백설 같은 담요의 흰 시이트’, 정

거장 호텔의 아침식사와 자동차 여행, 정갈한 일본 여 , 어느  아가씨와 같

이 아름다운 하인들의 환 인사는 행복의 이미지로 순 을 유혹하며 그녀는 

기숙사의 차가움과 남쪽 나라의 따뜻함을 비하는 가운데 휴양지의 유혹을 

받아들인다. 동래온천은 기숙사와 학교를 지배하는 근 의 로고스, 노동이나 

학습이 이루어지는 훈육 공간 머에서 화려함과 색채, 따뜻함과 능으로 소

비 향락을 부채질하는 에로스 근 의 공간으로 각인되고 있는 것이다. 근  

16) 이 수, 1963, <재생>, 이 수 집 2, 삼 당, 60면

17) 김윤식은 <무정>에서 이형식이 김장로의 집에서 발견하는 수의 수난 그림과 

<재생>에서 순 이 백윤희의 집에서 발견하는 나체 미인의 상을 조하여 <재

생>을 지배하고 있는 ‘훼손된 가치의 세계’에 해 설명하고 있다. 김윤식, 1999, 

이 수와 그의 시 2, 솔출 사, 142-143면

18) 이 수, <재생>, 70-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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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는 모든 것을 체계화하는 도구  이성의 견지에서 공간을 지배하고 통

제하는 도시의 일상과 달리, 선정 이고 원 인 욕망이 작동하며 향락을 지

향하는 차별화된 공간(연극장, 휴양지)이 생겨나는데, 닝 왕은 이를 ‘에로스-

근 성’이라고 명명한다. 합리  자기 통제의 규율이 이완되고 도덕에 부합하

지 않는 활동을 허용하는 자유지 가 에로스 근 의 공간인데, 이는 그 상

물의 공 이 로고스, 즉 에로스의 상품화로 실 되는 경우가 많다는 에서 

한계를 노정한다.
19)19)진정한 의미에서의 일탈이나 탈주보다는 상품화된 논리에 

따른 일탈이 구성되기에 근  여가는 진정한 향유가 되지 못한다. 

느슨하고 능 인 공간 온천 휴양지가 주는 느 한 행복의 환  속에서 

순 은 휴양지의 로맨스를 꿈꾸고, 감옥에 가 있는 구를 연애 상으로 떠올

린다. 문제는 순 이 꿈꾸는 로맨스의 상이 자신에게 열정 인 사랑을 고백

하는 근  지식청년임에 비해 실제로 순 을 그러한 화려한 무 로 유혹한 

주체는 그와 무 하게 여학생 첩을 두고 싶어 하는 타락한 부르주아 남성이

라는 에 있다. 

들어서면서 놀랐다. - 백이 와 있는 까닭이다. 순 은 어쩔  모르고 고개를 

숙 다.

여기서 만나 보이게 되었습니다. 나도 우연히 놀러왔다가 두 분께서 오셨단 말

을 듣고…  ( 략) 순 의 가슴은 몹시 울 거렸다. 자기의 앞에는 무슨 큰 일이 

가로막힌 듯하며 머리가 쭈뼛하도록 무서운 생각이 나고 당장에 이 방에서 뛰어 

나와서 서울 기숙사로 달아나고도 싶었다.
20)20)

순 은 동래온천에서 백윤희와 재회하며 자기 앞에 기가 닥쳤음을 직감

한다. 동래온천행이 자신을 유인하기 한 백윤희의 계책임을 깨닫는 동시에 

일등차를 타고 일등 여 에서 지내는 힘이 그의 재력에서 오는 것임을 깨달

을 때 순 은 본능 으로 ‘서울 기숙사로 달아나고’ 싶다는 욕망을 느끼지만 

그것을 실행할 용기는 갖지 못한다. 다시 말해 온천 휴양지의 화려한 소비문

화가 주는 유혹(에로스)의 힘이 서울 기숙사의 차가운 훈육에 입각한 이성(로

고스)의 힘보다 크기에 “자기도 알 수 없는 무슨 힘에 질질 끌리어” 그는 감

19) 닝왕(이진형․최석호 역), 2004, 과 근 성-사회학  분석 , 일신사, 78-79면

20) 이 수, <재생>, 73-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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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온천장을 떨치고 나서지 못하는 것이다. 온천 휴양지는 이처럼 여성 섹슈

얼리티와 련하여 매혹 이지만 공포스러운 공간으로 자리한다. 그곳은 여성

이 자신의 나체를 발견하며 유혹에 뜨는 공간이기에 그의 운명을 멸로 

이끈다. 결국 온천 휴양지의 익명성과 어둠 속에서 순 은 정조를 깨뜨리고 

타락해간다. “순 은 엄한 교육을 받았다. 좋은 말도 많이 들었다. 정조가 굳

어야 할 것도 많이 들었다. 그러나, ｢ 가 보는 사람이 있소?｣하고 유혹이 부

를 때에 는, ｢이 기회를 놓치면 일생의 행복이 아주  지나가 버리고 마

오｣하고 유혹이 할 때에 그것을 이길 아무 비도 없었다. P부인도 여기

서 순 의 교육에 실패한 것이다.”21)21)엄격한 교육과 좋은 말, 강직한 독신녀 

교사의 도덕은 정조를 훈육하고 이성을 강조하지만 일순간의 유혹, 아무도 보

는 사람이 없으며 아는 사람이 없는 온천 휴양지의 밤이 가진 에로스를 이기

지 못한다. 온천 휴양지는 근  이성 머 능의 힘이며 소비문화의 화려

함으로 여성의 몸을 은 하게 통제하는 공간으로 표상되는 것이다.

크리스마스 휴가기간, 동래 온천의 일본 여 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는 논리에 넘어가 정조를 깨뜨린 후 “어떤 이태리 부인이 원산 경치를 사랑

하여 지어 놓은” 외딴 섬 별장에서 여름방학을 보내며 “  수 은 티와 학

교에서 쓰고 있던 탈을 벗어 버”린 순 은 “바다로 향한 루마루 에 비스듬

히 워 독하고 단 서양 술에 얼근히 취하여 향기로운 천지연을22)피우”며 “무

섭게 사내를 홀리는 힘”
22)

을 갖게 된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즉 검열하는 시

선이 미치지 못하는 휴양지의 내 한 욕망은 여학생의 훈육된 이성을 손쉽게 

벗겨낼 뿐 아니라 그 여학생의 섹슈얼리티를 무서운 타락의 장치로 변화시킨

다. 순 은 여학생 시 의 얌 한 박, 주와 연, 도덕성을 벗고 화려한 

소비와 타락의 향기에 취해 백윤희와 거리낌 없이 난잡한 성 계를 맺고 무

섭게 사내를 홀린다. 그 유혹의 힘은 그녀가 순결한 지식청년 구를 멸시

키기에 이에 한 처벌의 서사가 뒤따른다.
23)23)

21) 의 책, 75면

22) 의 책, 87-88면

23) 오빠 순기에 의해 순 이 정조를 깨뜨리는 것은 그녀를 매춘부-희생양의 표상으

로 볼 수 있는 장면이지만 그녀가 이후 지식청년 구를 유혹하여 타락시킴으로

써 그녀는 여학생-유혹자의 표상으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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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생>은 동래 온천에서 타락한 순 의 정결성을 회복하는 공간으로 

다른 휴양지 강산을 제시하고 있어 흥미롭다. 강산은 구와 순 이 사랑

을 나 는 공간으로, 순 이 정결성을 회복하기 해 자살하는 공간이기도 하

다. 강산에서의 자살이나 강산 암자로의 귀의(정결성의 회복)는 이 수의 

다른 장편소설 <애욕의 피안>이나 <그 여자의 일생>에도 등장한다. <재생>에

서 강산을 오르며 단풍과 산사의 호젓함을 즐기고 향 암  구처사에서 

원한 사랑을 맹세하지만 순 의 배신으로 변질된 그들의 사랑은 마지막 장

면에서 각기 강산으로 귀환함으로써 정화된다. 백윤희와 결별한 후 소경 딸

을 낳아 기르던 순 은 죽음으로 자신의 죄를 씻기 해 강산으로 향하며 

뒤쫓아온 구는 구룡연 폭포에서 “소경딸을 업은 로 얼굴을 하늘을 향하

고 둥둥 떠서 폭포가 내려 찧을 때마다 끔벅끔벅 물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기

도 하고 둥그런 수면으로 이리로 리로 빙빙 돌기도”24)24)하는 순 의 시체를 

발견하고 마침내 그녀를 용서한다. 온천 휴양지의 능 인 물, 몸을 데우는 

온수(열기)에 함으로써 타락했던 순 의 몸은 강산 구룡연 폭포의 흐르

는 물, 처벌을 내포한 물(냉기)에 의해 정화된다.25)
25)

이 수에게 온천 휴양지는 여학생의 육체를 오염시키고 타락하게 만드는 

공간으로 이후 < 명가의 아내>, <사랑의 다각형>, <흙> 등 여러 장편소설에 

등장하고 있다. 반면 (해수욕장과 연 된) 바다는 강산과 함께 유혹이 존재

하지만 환멸을 깨닫고 정화되는 공간으로 나타나는 에서 변별된다. 바다를 

깨끗한 물의 이미지로 제시하는 데에는 어머니나 간호부의 헌신, 양육과 돌

의 이미지와의 연결이 작용한다. 온천이 목욕을 하며 자신의 나체를 바라보는 

여학생으로, 바다가 요양하는 폐병환자를 돌보는 간호부의 형상으로 집약되면

 반 단편소설의 변형된 오이디푸스  욕망에 입각한 매춘부-희생양, 여학생

-유혹자의 표상에 해서는 노지승, 2005, ｢한국 근  소설의 여성 표상에 한 

연구｣, 서울 박사, 87-93면 참고

24) 이 수, <재생>, 집 2, 352면

25) 이러한 정화력을 발휘하는 공간으로 이 수는 평화로운 향 , 원을 발견하고 

있다. <흙>을 의지 이며 계몽 인 남성(허숭)의 서사가 아니라 유혹 인 여성

(정선)의 서사로 읽을 때, 이는 오류장(자본주의 도시)의 밤, 목욕탕(온천)에 

해 타락한 여성이 향 에 귀의함으로써 재생하는 것으로 의미매김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식은 <사랑의 다각형>에서도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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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온천 휴양지를 가장 부정 인 공간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가령 <그 여자의 

일생>에서 유학을 해 부산으로 향하는 신여성의 정조를 하는 것은 경

부선을 따라 펼쳐진 온천장의 존재로 집약된다. 

요담이 천안인데, 천안서 내려서 온양 온천에 가 자고 내일 낮차로 갈까? 하고 

손 선생은 의 치를 본다. / 아이, 바루 가세요!  하고 은 손 선생의 말

을 거 하 다. ( 략)

아무려면, 밤에 내리기로 밤 에 일보나. 자, 서 내리자구. 계롱산 알지? 

계롱산 구경할 겸 유성 온천에서 목욕이나 하구 내일-인제는 내일도 아니로구먼, 

이따가 오후 네시 차를 타고 부산 가면 밤배 시간이 되거든. 암만 해도 밤배가 나

아. 하 다. / 아이 싫어요. 계룡산은 이 다음에 보지요. 선생님은 서 내리셔

요. 는 바로 갈 테야요.
26)26)

도항을 해 경부선 열차에 오른 은 손명규의 끈질긴 유혹에 부딪친다. 

열차는 천안을 지나고 을 지나 부산에 새벽에 당도하게 되는데, 손명규는 

에게 온양온천(천안)이나 유성온천( )에서 목욕을 하고 가자고 청한

다. 이러한 온천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치 빠른 여학생 은 무나 잘 

알고 있기에 결코 열차에서 내리려 들지 않고 실랑이를 벌인다. 여학생과 

년 남성의 온천행이란 그들이 내연 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그러한 

유혹, 온천장의 타락에서 벗어나기 해 그녀는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이다. 타

락한 공간 온천에 한 표상은 식민지 시  여러 장편소설을 통해 반복되며 

상투화되기에 채만식의 <탁류>에서 그러한 표상을 알지 못하는 은 어리석

어 보이기까지 한다.  

<탁류>에서 고태수와의 결혼에 실패한 은 새로운 생활을 설계하기 

해 박제호를 찾아 서울로 향하는데 열차에서 우연히 그와 만나 유성온천으로 

유혹된다. 온천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은 온천을 목욕탕처럼 생각해 박

제호의 유혹에 순순히 응한다. 

이는 남자와 단둘이 호젓하게 온천에를 간다는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택이업다. 온천도 역시 거리의 목간탕처럼 남탕이잇고 여탕이잇고해서 단지 목간

26) 이 수, <그 여자의 일생>, 집 7, 5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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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하기 한 목간이라고 박게는 달리 온천을 생각할 거리가 업섯든 것이다. ( 략) 

그러나 제호는 이의 그러한 단순한 마음이야 몰랏고 무 순순히 제뜻에 응종

을하는게 도리어 헤먹고 승거운생각도 업지안헛다.
27)27)

군산과 서울로 나뉜 <탁류>의 반부와 후반부 서사를 매개하는 ‘유성온천’

이라는 공간은 표면 이나마 얌 한 처녀, 주부(일부일처제)로서 근  질서

에 포섭되어 있던 의 정체성이 아버지뻘 되는 유부남 자본가의 첩, 고리

업자의 성  노리개라는 비정상  존재로 락하는 핵심공간이다. 온천을 

목욕탕으로 간주하는 의 시선과 달리, 그녀를 그곳으로 유인하는 박제호

와 여  하인들은 을 ‘바람난 계집’ ‘헌 계집’ ‘공문서짜리 땅’과 같은 타락

한 육체로 응시하는 까닭이다. 군산에서의 얌 함을 체하는 서울에서의 히

스테리컬한 의 모습은 자신을 둘러싼 온천 휴양지의 응시를 인정함으로

써 가능해진다. 이처럼 년남성과의 온천행이 가진  인식에 무지한 

과 달리 온천의 표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그 여자의 일생>의 주인공 

은 애써 유성온천을 피하고 ‘살아났다’고 외치지만 결국 유학길은 타락길

이 되고 만다. 경부선의 끝에는 동래와 해운 라는  다른 온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해운  온천으로 유인된 그녀는 일본 여 의 욕탕에서 옷을 

벗고 목욕을 하며 자신의 육체가 가진 아름다움에 뜨게 된다.

문득 은 이상한 것, 지 까지에 보지 못한 것을 발견하 다. 그것은 제 몸

의 아름다움이었다. 그 부드럽고 불그 한 살 빛, 팔과 다리와 몸의 선, 불룩한 젖

가슴. 은 일생에 처음 제 몸의 이 아름다움을 발견하 다. 그리고 제 몸을 처

음 보는 듯이 놀리는 으로 이리 리 자세히 살펴보았다. 보면 볼수록 아름다운 

제 몸에 어린 듯이 은 사르르 을 내려 감았다.
28)

28)

뜨거운 온천탕에 몸을 담그며 은 유쾌함을 느끼는 동시에 알맞게 발달

한 자기 몸의 아름다움을 처음으로 발견한다. 앞서 목욕한 사람의 젖은 발자

국이 아직도 남아 있는, 그 기에 언제 군가가 들어와 자신의 나체를 보게 

될지 모르는 온천탕에서 은 물장난을 치며 자기 몸의 아름다움을 발견하

27) 채만식, 1998, 탁류 , 우한용 해설 주석, 서울 출 부, 318-319면

28) 이 수, <그 여자의 일생>, 집 7, 60-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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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에 황홀해 여러 가지 포즈를 취하기도 하면서 즐기는데, 이러한 나체 미

인의 유희는 음증을 자극하며 인 상상으로 자리 잡는다. 정신을 잃은 

나체미인, 탕 안에서 유희하는 나체 미인, 자기 몸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면서도 

부끄러워하는 듯한 나체미인에 한 상상은 목욕과 타락을 연 지으며 온천 

휴양지를 그녀들의 몸이 지닌 능성과 유혹의 극단이 자리하는 공간으로 표

상하게 만든다. 목욕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손명규 선생의 길이 의 나체

를 스칠 때, 정결한 처녀의 자랑은 응시의 상이 됨으로써 타락한다. 자기 몸

을 바라보는 의 황홀한 시선은 동시에 의 몸을 훔쳐보는 손명규 선

생의 시선이며 온천 휴양지의 나체 미인에 한 환상을 향유하는 모든 (남성) 

독자들의 시선이기도 한 것이다. 온천 휴양지, 밤, 열기, 낯선 남성의 훔쳐보는 

시선이 있는 목욕탕은 여성의 육체를 침범하고 괴하는 폭력 인 공간이 된다.

2) 1930년  소설의 상상력과 온천 휴양지의 상업화, 식민화

30년  소설에서 온천 휴양지는 여성을 꾀어내 강간을 자행하거나 범

죄를 꾸미는 험한 공간으로 서사화된다. 방인근의 <마도의 향불>에서 온양

온천은 간악한 의붓어미 숙경과 타락한 부호청년 이달이 정결한 여학생 애희

를 강간하고 괴하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익명의 개인이 모여 여성에 한 

범죄를 공모하는 온천 휴양지는 그래서 능 일 뿐 아니라 공포스러운 공간

이 된다. 그런데 30년  통속 서사에서 은 강간한 남성의 부도덕성이 

아니라 강간당한 여성의 정화가능성에 놓인다. 그 기 때문에 애희의 연인 

철은 달이 애희를 폭력으로 정복하는 순간이 아니라 강간당한 애희가 “실신

한사람처럼 독가비불가튼 긔등만 멀거니 쳐다보는 그자 조차 이상하고 힘

이업”는 상태에서 달에게 안겨 있는 순간, “다만 몃십분이라는 시간이 철과 

애희를 멀리 떨어지게하는 시간이 되”는 “운명의 악마가 시계침을가지고 작란

친것”29)이라고29)할 수 있는 순간에 온천 여 을 찾아온다. 남성의 폭력에 의해 

강제로 정조를 빼앗긴 것이라면 용서할 수 있으나 마음까지 변한 것이라면 

칼로 찔러죽이겠다고 생각하며 온천여 을 찾아온 철은 실심한 애희의 모

29) 방인근, 1952, 마도의 향불 , 덕흥서림, 2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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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에서 타락을 읽는다. 즉 그의 시선은 폭력의 장이 아니라 여성의 나체, 공

개된 육체를 향하는 것이다. 철은 온양온천의 여 방에서 달과 애희가 안고 

있는 장면을 본 순간 범죄가 아니라 빼앗긴 여성의 정조, 연인 애희의 육체가 

가진 더러움을 읽는다. 그는 실성한 애희의 부르짖음이나 말에서 그녀의 망

을 읽는 신 타락한 그녀의 변심을 읽고 분노하며 폭력을 가한다. 이처럼 모

르는 남자와 함께 온천 여 에 든다는 사실만으로도 신여성의 정조는 타락하

는 것으로 상상되는데, 이는 여성의 육체가 익명의 군 에게 공개되는 까닭이

다. 따라서 육체의 변질을 가져오는 온천 휴양지는 극도로 공포스러운 것으로 

자리매김 되지 않을 수 없다.

염상섭의 < 분>에서는 온천 휴양지를 모종의 범죄가 계획되고 사  작업

이 진행되는 낯설고 익명 인 공간으로 제시한다. <마도의 향불>과 마찬가지

로 집안의 재산과 은 청년의 사랑을 둘러싸고 은 의붓어미와 딸의 결

을 그리는 < 분>에서 의붓딸에게 사랑을 빼앗긴 숙정은 내연남 변원량과 온

양온천에서 딸에 한 살해 계획을 꾸민다. 숙정이 경옥의 살해 계획에 동참

하는 데에는 온천에서 자신을 미행하는 낯선 청년을 발견하는 것이 주요하게 

작용한다. 변원량은 연극배우를 내세워 경옥이 숙정을 감시하고 음모를 꾸미

는 듯이 믿게 함으로써 숙정이 경옥의 살해계획에 동참하게 만든다. 겨울의 

한 한 온천 휴양지에서 낯선 청년 미행자를 발견한 숙정은 경옥이 자신을 

살해하리라는 망상에 빠져든다. 

“… 사랑을… 하겠느냐? 주…. 죽이겠느냐…? 이 두 갈래길에서 헤매는 이런 감

정을 마님께서도 경험해보신 일이 있겠습니까…?” / 청년은 고민에 타는 가슴을 

진정할 수 없다는 듯이 나  말은 히 몰아치고 나서 얼굴이 발갛게 상기가 되면

서 아랫입술을 깨문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칼이냐, 불붙는 키스냐?… 좀 장쾌합니까.”

숙정이는 이런 소리를 하며 커닿게 웃기는 웃었으나 로 얼굴이 화끈 달았

다.
30)30)

온천 여 의 밤, 낯선 미행자 김진수와 숙정의 첫 면은 추리 복수극의 상

투성을 띠고 진행된다. 청년의 열정 연기는 죽음과 애욕 사이에서 번민하는 

30) 염상섭, 1997, 분 , 스 21, 3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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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보여 다. ‘칼이냐, 불붙는 키스냐’ 고민하는 청년의 열정을 받으며 숙

정은 복수극의 애욕에 빠져든다. 부잣집 후처의 감수성에 기  연극은 정탐, 

낭만  연애, 정사, 살인의 통속서사에 기 어 진행된다. 온천은 이러한 

복수극, 범죄극이 출발하기에 한 시공간으로 제시된다. 한 한 겨울 온천

여 에서 낯모르는 청년과 조우했기에 숙정은 온천 휴양지가 가진 성격, 익명

 개인의 만남과 타인의 육체와 비 에 한 내 한 응시, 침범에 한 매혹

과 공포에 감화되어 범죄에 동참하게 되는 셈이다. 

온천 휴양지가 근  통속 서사에서 여성의 육체를 괴하는 범죄의 공

간, 여성의 나체를 바라보는 응시와 정복의 폭력을 변하는 공간으로 표상되

었다면 이러한 온천 휴양지의 성격은 식민지 근  사회에서 이 공간이 물질

인 유혹과 연결되어 지배자의 폭력을 환기시키기 때문이다. 온천 휴양지는 

<사랑의 수족 >, <여인성장>, <화상보>, <아름다운 새벽> 등 식민지 근  여

러 장편소설에서 상류층의 휴양취미로서 형상화된다. 온천 휴양지를 둘러싸고 

은 남녀의 연애와 애욕을 형상화하는 온천장 로맨스라 불릴 수 있는 서사

는 따라서 식민지 근 의 경험 속에서 형성되지 못한다. 다시 말해 18세기 제

인 오스틴이 유명한 온천 휴양지 배스를 배경으로 <노생거 사원>이나 <설득>

을 쓸 수 있었다든지, 1930년 에 가와바다 야스나리가 이즈나 니이가타의 온

천 휴양지를 배경으로 <이즈의 무희>나 <설국> 같은 미학  세계를 표상할 수 

있었다면 식민지 근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온천장 서사는 그러한 낭만  미

학을 지탱하지 못한다. 우리의 근 소설에서 온천장은 능과 타락, 범죄와 공

포의 무 로서 매혹 이기보다 공포스러운 공간이다. 그러한 공포는 처음으로 

온천 휴양지를 한 신여성의 육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 능에 포착

된 지식청년들에게도 발휘된다. 온천 휴양지의 유혹을 경험한 청년은 순수성

을 상실하며 자본의 힘과 여성의 나체 앞에서 스스로 동정을 잃었다고 생각

하며 타락해가기 때문이다. 

염상섭의 <진주는 주엇스나>31)에서31)주인공 효범은 인숙이라는 신여성을 둘

러싸고 두 가지 기억에 사로잡  고뇌하고 있다. 하나는 지난  인숙이 자신

의 첫 키스를 빼앗은 일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여름 매부와 인숙이 일본 유가

31) 염상섭, <진주는 주엇스나>, 동아일보, 1925.10.17-1926.1.17



144 韓 國 文 化 40 ․

다를 입고 월미도조탕 별실이층에 나란히 섰던 경이다. 최 로 맛본 여성의 

입술이 값어치 없는 것이었다는 , 자신의 동정이 휴양지(월미도 조탕)의 

물에 한 여성에 의해 더럽 졌다는 이 그의 분노를 산다. 제국 학생으로 

순진한 양심에 입각한 부르주아 사회의 심자 효범은 진변호사와 이근 이

라는 두 성인 남성 부르주아에 맞서 인숙을 구제하기로 결심하지만, 문제는 

여느 기생에게다도  수 없게 “목소리부터가 요부타입”이며 유부남과 월미도 

조탕에서 욕의만 입은 채로 즐길 수 있는 신여성 인숙이 그러한 심자를 

유혹하여 멸시킨다는 데 있다. 인숙은 월미도 조탕에서 정조를 깨뜨렸기에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심자의 순진한 정조(감정)를 농락했기에 요부로 락

한다. 온천 휴양지의 능으로 표상되는 타락한 부르주아 사회의 부정성에 

항해 지식청년의 고결함, 심자의 순수성을 지키는 방법으로 효범은 자살을 

택한다.32)32)그러나 이근 과 김인숙의 혼인식이 거행되는 날 월미도 피로연장

에 나타나 문자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한 

효범의 행동은 세상의 조롱만 산 채 실패한다. 월미도 조탕에서 시작된 기억

은 월미도에서의 정사를 통해 순결을 증명하고자 하지만 휴양지의 허황함과 

자본의 화려함이 심자의 순결을 능가하기에, 지식인의 환멸은 깊어지기만 

하는 것이다. 

4. 에로스  근 성의 탈주와 소외

18세기 배스라는 유명 온천장을 배경으로 부르주아 청년들의 로맨스를 그

리는 제인 오스틴의 소설이나 1930년  이즈나 니이가타 같은 유명 온천 휴양

지에서 무희나 게이샤와의 짧은 연애를 그리되 풍경을 조망하며 미학화하는 

가와바다 야스나리 같은, 제국의 온천장 서사를 떠올릴 때 식민지 사회에서 

온천 휴양지를 서사화한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33)33)제인 오스틴의 <노생거 

32) 신여성의 섹슈얼리티에 한 훔쳐보기는 특히 근  지식층 남성들이 여성의 육

체성과 물신성을 악마화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고결함을 확인하고 주체성을 확립

하는 과정과 련되어 있다. 임정연, 2005, 1920년  연애담론 연구-지식인의 

식민성을 심으로 , 이화여  박사 참고 

33) 사노 마사토는 1930년 를 ‘여행의 시 ’로 명명하며 한 일 근  소설에 공통



․ 식민지 시 소설 속 온천 휴양지의 공간 표상 145

사원>에서 배스는 부르주아의 사교가 이루어지는 원 휴양지로서 욕장과 

각  무도회장을 채운 거 한 인 의 결집과 유흥으로 그려진다. 여주인공 캐

서린이 배스로 여행을 떠나는 것은 처음부터 “캐서린이 연인을 만날 기회라

도 잡으려면 다른 지방으로의 여행이 필요하다고 생각”
34)

했기34)때문에, 연애할 

수 있는 부르주아 남성과 만나기 한 목 에서이다. 그래서 그녀는 배스에서 

“온천장에 있는 천수 홀에 가서 약1시간 동안 물도 마시고 걸어다니기도” 

하는 휴양보다는 여기 기 상 들을 둘러보고 밤이면 “사람들에 가려서 춤추

는 사람들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부인들이 머리 장식으로 하고 온 깃털만 삐

죽삐죽 보 을 뿐”35)인35)혼잡한 무도회장에서 아는 사람을 찾아다닌다. 그런 

과정을 거쳐 무도회장에서 만난 의바른 부르주아 청년과 성공 으로 결혼

에 이를 때 온천 휴양지의 로맨스가 완성된다. 배스를 구성하는 천수홀과 

각종 호텔, 상 으로 가득한 거리의 산책, 마차를 타고 떠나는 근교 여행, 밤

의 무도회와 낮의 온천 정원 산책 등은 은 부르주아 남녀의 연애 과정과 

착하여 연애의 낭만을 실의 결합으로 이끌어내게 된다.

한편 가와바다 야스나리의 <설국>에서 “ 경의 긴 터 을 빠져나오니 이 

많이 내리는 고장(설국)이었다. 밤의 바닥이 환해졌다.”
36)

라는36)유명한 첫 구

과 함께 제시되는 니이가타  유노사와 온천장은 도쿄에서 온 지식인 시마

무라의 시선 속에 이국 인 풍경의 형태로 발견되며 그 고장에서 태어나 

게이샤로 살아가는 여성 고마꼬의 선명하고 정결한 인상과 부합하는 공간으

로 묘사된다. “온천은 바로 최근에 철도가 개통되기 에는 주로 농 사람들

의 탕치장이었다고 한다. 게이샤가 있는 집에는 요리집이라든가 단팥죽집 등

의 빛바랜 포장 간 이 쳐져 있지만, 오래된 창호지가 거무스름하게 그을은 

걸 보면 이러고도 손님이 있을지 의심스럽고, 그리고 잡화 가게나 막과자 가

게에도 게이샤를 하나쯤 두어 둔 집이 있어 그 주인들은 가게외에 논밭에 나

으로 나타나는 여행의 표상을 분석한다. 사노 마사토, 2003, ｢<여행의 시 >로서

의 1930년  문학｣, 일본문학연구  3집. 하지만 각국 지식인들의 여행은 그 공

간이 동일하다 해도 의미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34) 제인 오스틴(신미향 역), 1997, 노생거 사원 , 움직이는 책, 15면

35) 의 책, 22면

36) 가와바다, 야스나리(권일송, 민병산 역), 1984, 설국 , 삼성출 사, 3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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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사도 짓는 모양이었다.”
37)37)서양춤에 한 비평 나부랭이를 쓰며 무 도

식하는 지식인의 에 풍경으로 비치는 설국은 휴양지의 속물성, 분주함과 사

교로 혼란한 공간이 아니라 도쿄의 인공성과 다른 자연미, 소박한 인정미를 

가진 향 인 동시에 게이샤의 정갈하고 에로틱한 육체가 존재하는 공간이 된

다. 고장의 소박한 정결함과 게이샤의 때 묻지 않은 하얀 피부가 같은 풍경

으로 발견되며 미학화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효석이 묘사한 주을온천은 <설국>의 유노사와 온천

장과 유사한 이국 인 풍경으로 발견된다. 그러나 이효석의 주을온천이 표상

하는 이국과 <설국>이 표상하는 이국은 그 방향이 반 이다. 식민 지배자가 

때 묻지 않은 소박한 향 으로 발견한 ‘설국’과 달리 이효석이 발견한 주을온

천은 백계 로인 양코스키의 별장지 를 배경으로 서구의 풍경, 즉 백인 여성

의 나체와 유럽 문명의 향기로서 그려진다.38)38)한편 제국 학 출신으로 제국의 

문학을 공한 이효석에게 주을온천은 자신이 동경하는 유럽 문화를 맛볼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그 지 의 야생성 속에서 건강한 생명력을 릴 수도 있

는 공간으로 상상된다는 에서 그의 시선은 식민 지배자의 시선을 모방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주을을 말할 때에 그 문구의 가네다 지구는 그다지 흠욕의 지(地)는 못된다. 비

록 유원지가 되어서 못 속의 양어의 떼가 탐스럽고 푸울에서는 헤엄을 칠 수 있고 

배를 을 수 있고 한편 사욕(砂浴)의 설비까지 있기는 하나 체 으로 지 이 

바라지고 착한 데다가 제반 시설이 날림이어서 그윽하고 유순한 맛이 없어 스스

로 주을 지 에 비길 바 못된다. 사시나무와 자작나무와 개울이 있는 것은 하필 

주을의 오지만은 아니겠으나 그곳의 것같이 유수하면서도  감각을 갖춘 곳

은 드물다. ( 략) 지 의 소요에 지쳤을 때 오리 길만 걸으면 다시 거리에 내려

와 여 , 온천물에 잠길 수 있다.
39)39) 

이효석에게 풍경의 아름다움과 청량함으로 환기되는 주을 온천 미학은 휴

양지의 속스러움, 유원지, 푸울, 모래 목욕의 설비나 양어떼의 탐스러움이 가

37) 의 책, 318면

38) 이에 해서는 졸고, 2004.3, ｢이효석 문학의 서구지향성이 갖는 의미 고찰｣, 민

족문학사연구 24 참고

39) 이효석, 1983, <주을의 지 >, 이효석 집 7, 창미사, 165-1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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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형성에 있지 않다. 산양목의 포기를 찾아 오지를 헤매며 간간히 “피서

의 외국녀의 옷맵시”를 볼 수도 있으며 백계 로인 양코스키 산장의 붉은 지

붕과 함께 맑고 청량한 개울물 같은 ‘오지의 자연’을 발견하고 즐길 수 있을 

때 참된 피서와 휴양이 가능한 것이다. 여 에서 즐기는 온천욕과 식탁의 산

어와 산채, 진한 톡차와 두툼한 다다미와 이부자리의 맛이 ‘온천가 독특의 것’

으로 발견되며 “고요하고 막하고 사색 인 에 요란한 해수욕장과는 스스

로 다른 맛을 가진 곳이 주을의 온천이요 지 ”
40)

이라고40)기록된다. 이처럼 이

효석이 발견하는 주을 온천은 유명한 피서지요 휴양지인 동시에 원시의 자연

이 양코스키의 이국 별장과 함께 존재하는 혼종된 풍경이다. 좀 더 자세히 말

하면, 그는 주을 온천이라는 휴양지를 사람의 때가 묻지 않은 정갈하고 풍요

로운 자연으로 발견하는 동시에 조선과는 다른 이국 인 풍경, 특히 북구 유

럽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특별한 문화 공간으로 향유하고 있다. 

<화분>에서는 원시  에덴을 상기시키는 푸른집의 비 한 애욕과 그에 상

반되는 훈의 음악연구소의 정결한 문화가 립되는 가운데 애욕과 문화의 

경지로서 주을 온천의 별장이 문제 인 공간으로 등장한다. <화분>은 첫 장

면부터 목욕을 주요하게 배치한다. 가꾸지 않은 원시의 자연이 펼쳐진 정원에

서 뱀에 놀라 생리를 시작하게 된 미란이 “흰 리석 목욕탕 안의 물이 짜장 

오미자 화채인 양 불그스름하게 물들”이면서 시작되는 서사는 그 미란의 생

리 이 섞인 목욕물을 미란의 순결하고 아름다운 나체와 첩시켜 “그 화채

물 속에 그 로 뛰어들까 어쩔까를 생각하”41)도록41)매혹 인 색채로 형상화한

다. 목욕물에 섞여든 처녀의 피를 폭력 인 것이 아니라 매혹 인 것으로 바

라보는 근거는 그녀가 자신의 나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데 있다. 목욕하는 미

란의 자태는 미란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훔쳐보는 세란과 옥녀의 

에 “보얗게 서리운 안개 속에 움직이는 처녀의 자태는 배춧단같이 멀쑥하

면서도 물고기같이 퍼들퍼들하다. 곳한 팔이며 앵도알 같은 젖꼭지가 그

로 보기는 아까운, 뛰어들어가서 만져라도 보고 싶은 것”42)으로42)평가되는데, 

스스로 육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않기에 그녀의 나체는 외부의 시선에 의

40) 의 책, 168면

41) 이효석, <화분>, 집 4, 79면

42) 의 책, 77-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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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괴되지 않는다. 그녀는 목욕물에 자신의 생리 을 흘린 일이 발단이 되

어 단주와 보다 성 으로 가까워진 끝에 처녀성을 잃지만 그 사실이 그녀의 

도덕  타락이나 육체  멸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에서 특이하다. 이는 미

란이 주을 온천의 별장에서 마에게 강간을 당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

미란 자매와 마가 피서지로 정한 “죽석들의 별장은 온천과 ｢노비나｣ 과

의 간쯤 되는 언덕 허리에 있”다. 주을 온천지와 외국인 부락 노비나 의 

간쯤에 자리한 공간의 계는 미란과 훈이 처한 휴양지의 실과 문명

의 동경의 혼재를 보여 다. 바다가 아닌 산의 호젓함을 지향하며 동시에 외

국인 부락의 이국  정취를 동경할 때, 미란의 육체는 제국의 문명이 보여주

는 색채의 풍성함, 물질의 풍성함으로 아름답게 채워진다. 외국인 망명객이 형

성한 부락에서 여름 한철 피서를 즐기며 그들의 문화를 향유하는 것은 푸른

집의 가꾸어지지 않은 정원처럼 야생과 문명의 경계에 놓인 미란에게 야생을 

벗어나 문명의 정원, 즉 서양 제국의 문명과 미학에 동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자리한다. 이 여름 별장 , 온천 휴양지는 일시 인 향락을 즐기거나 목욕을 

통해 자신의 나체를 발견하며 부르주아 소비문화의 화려함 속에 타락해가는 

공간이 아니라 서양 제국의 문명을 리 체험하는 사교장이며 음악 감상과 

스, 온천장 주변의 산책을 통해 연애를 심화하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문제는 이들의 별장이 외국인 부락과 동시에 온천 휴양지를 끼고 있다는 

데 있다. 마는 온천 휴양지 특유의 에로스  표상을 빌어 “달라진 주 환경

과 서먹서먹한 분 기 속에서는 개힘이 나고 부락용기가 솟는 법으로 산속의 

익숙하지 않은 공기와 허수한 풍속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틈을 주어 허랑하게 

만들어 놓았던”
43)43)상황에 힘입어 미란을 겁탈한다. 하지만 마의 행동은 피

서지가 주는 허랑함, 온천이 환기하는 에로스에 힘입은 일탈 이며 일시 인 

유혹이기에 여러 사람에게 생채기를 남기지 않는 것으로 기록된다. 휴양지의 

행동이 일상  도회 공간의 그것과는 같지 않다는 제가 깔리며 휴양지에서

의 일탈을 일상에서 어떻게 정화하는가, 즉 휴양지 분 기와 일상 노동공간의 

분 기에 어떻게 유연하게 처하는가라는 에로스와 로고스의 분할을 제시하

는 것이다. 그래서 피서지의 심리를 연장하여 “산바람과 태양에 얼굴은 끄슬

43) 의 책, 2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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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끄슬었고 육신 마디마디에 산에서 받은 정기가 넘쳐서 원래가 야생의 

여자인 세란”이 “피서지에서 극도에 달했던” 단주에 한 욕망을 “집으로 온 

후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푸른집을 바로 별장 그것으로 여기게 되었”을 때, 

즉 일상의 심리와 피서지의 심리를 동일시했을 때 처벌이 행해진다.

제국의 시선을 모방하지만 그로부터 이탈하는 이효석이 온천 휴양지 주변 

풍경을 외국인 부락 노비나 이나 원시 자연에 한 매혹으로 발견할 수 있

었던 반면 식민지시  여러 작가들에게 온천 휴양지는 이러한 미학 인 공간

으로 표상되지는 않는다. 시골 기생이 들끓고 폐병환자들과 부랑자들이 모여

드는 온천 휴양지는 유혹이나 능 때문에 오히려 망 인 소외 공간으로 

이해된다. 이상의 < 별기>가 제시하는 배천온천과 온천장 기생의 에로스는 

이런 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스물세살이오-三月이오-咯血이다. 여섯달 잘 기른 수염을 하루 면도칼로 다듬어 

코 에 다만 나비만큼 남겨 가지고 약 한 제 지어 들고 B 라는 신개지 한 한 온

천으로 갔다. 게서 나는 죽어도 좋았다. / 그러나 이내 아직 기를 펴지 못한 청춘

이 약탕 을 붙들고 늘어져서는 날 살리라고 보채는 것은 어 하는 수가 없다. 여

 한등 아래 밤이면 나는 늘 억울해 했다. / 사흘을 못 참고 기어 나는 여  주

인 감을 앞장 세워 밤에 장고소리 나는 집으로 찾아갔다. 게서 만난 것이 홍

이다.
44)44)

고백록의 형태를 띤 < 별기>에서 홍과 나는 스물세살의 청춘과 각  때

문에 첫 만남을 갖는다. 홍이라는 시골기생과 ‘아직 기를 펴지 못한 청춘이 

약탕 을 붙들고 늘어져서는 날 살리라고 보채는’ 폐병쟁이 나의 만남은 ‘B라

는 신개지 한 한 온천’ 휴양지를 퇴폐와 죽음의 공간으로 구축한다. ‘게서 나

는 죽어도 좋았’던 것이다. 일반 인 온천 휴양지가 노동에 피로해진 일상인들

이 허락된 휴식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고 여행의 새로움으로 원기를 회복해 

돌아가는, 활력과 여유가 어우러진 공간이라면 < 별기> 속 배천온천은 그 한

함 만큼이나 활기를 갖지 못하는, ‘여  한등 아래 밤이면’ 늘 억울해 하는 

폐병쟁이와 아이를 낳고 죽인 경험이 있는 시골 기생이 장고소리 나는 밤을 

향락하는, 생의 소모와 퇴폐가 망으로 조직되는 공간이 된다. 이러한 배천온

44) 이상, 1991, < 별기>, 이상문학 집 2, 문학사상사, 3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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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의 망 인 퇴폐의 분 기는 나와 홍의 일상 체를 지배하며 그 기 

때문에 홍과 나의 동거는 음증에 의존한 퇴폐를 양산하면서 일상의 도덕, 

근  로고스의 질서까지 태롭게 만든다.

지어가지고 온 약은 집어치우고 나는  홍이를 사랑하는 데만 골몰했다. 

못난 소린 듯하나 사랑의 힘으로 각 이 다 멈췄으니까- / 나는 홍이에게 노름

채를 주지 않았다. 왜? 날마다 밤마다 홍이가 내 방에 있거나 내가 홍이 방에 

있거나 했기 때문에- / 그 신-

우라는 불란서 유학생의 유야랑을 나는 홍이에게 권하 다. 홍이는 내 말

로 우씨와 더불어 ｢독탕｣에 들어갔다. 이 ｢독탕｣이라는 것은 좀 음란한 설비 다. 

나는 이 음란한 설비 문간에 나란히 벗어 놓은 우씨와 홍이 신발을 보고 언짢아

하지 않았다.
45)45)

나는 홍과 타인의 목욕과 성교, 독탕이라는 음란한 설비 속에서 홍의 

나체를 훔쳐보는 것으로 죽음에 한 욕망을 체한다. 온천 휴양지에서 목욕

하는 여인을 훔쳐보는 행 가 그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더럽히고 그 타락에 

입각해 순결한 청년까지 타락시킨다는 식의 발상은 어디까지나 로고스  근

성의 논리를 신 할 때만 가능하다. 폐병환자와 경산부 기생으로서 근  

일상의 질서에서 배척되고 소외된 나와 홍은 오히려 목욕하는 여성의 섹슈

얼리티를 그 타락 때문에 차라리 생을 지속시킬 수 있는 능으로 체하는 

것이다. 음란한 독탕의 설비에서 다른 남성과 기생의 성교를 지켜보며 생을 

소모하는 것이 폐병이라는 죽음 선고를 받은 청년에게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 

된다. 문제는 그들이 이런 한 한 시골 온천, 소외된 인물들이 모여든 망  

타락이 병치되는 공간을 떠나 도시의 일상으로 편입했을 때 생겨난다. “ 홍

이에게는  생활에 한 향수가 왔다. ( 략) 그런데 이번에는 내게 자랑

을 하지 않는다. 않을 뿐만 아니라 숨기는 것이다. 이것은 홍이로서 홍이

답지 않은 일일밖에 없다. 숨길 것이 있나? 숨기지 않아도 좋지. 자랑을 해도 

좋지.”46)46) 홍과 나의 훔쳐보고 노출하는 망  사랑의 형식은 그것이 가능

한 공간인 한 한 온천, 망과 소외, 퇴폐와 능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45) 의 책, 349-350면

46) 의 책, 350-3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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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남으로써 괴된다. 하지만 이상에게 배천 온천은 그가 일생 그리워하는 

도쿄 못지않게 원형 인 향수의 공간으로 자리한다. <지주회시>와 <날개> 등

에서 매춘부 아내와의 동거생활을 그리는 것은 능이 망을 체해 생을 

지속시킬 수 있었던 배천온천의 기억을 되살리는 행 가 아닐까. 자신의 망

과 퇴폐를 공유하는 타락한 시골 기생 홍의 능이 살아 숨쉬는 곳, 원시

인 자연이 아니기에 생명력을 발휘할 필요도 없고 일상의 도시가 아니기에 

도덕에 구애받을 필요도 없으며 한 한 휴양지이기에 충분히 죽을 수 있고 

망할 수 있었던 퇴폐  능의 공간이 이후 이상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다. 

1930년 에 온천 휴양지는 소설이 상투 으로 묘사하는 번화함과 동시

에 일종의 쓸쓸함, 허무를 각인시키는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온천 휴양지는 

부르주아의 화려한 소비문화를 충족시키는 설비들로 이루어져 여름휴가를 맞

은 학생들과 지식인 문인들, 자본가 계층을 끌어들이지만 그 공간은 한 도

시에서 려나온 시골 기생의 쓸쓸함과 생을 망하는 폐결핵 환자들 는 

생 자체에 흥미를 잃은 부랑자들이 유랑하는 공간이기도 한 것이다. 최서해의 

< 이동생을 따라>나 김동인의 < 탕지 아주머니>와 같은 단편소설들은 온천 

휴양지를 소외된 인간의 망이 아로새겨진 공간으로 발견하고 있다. 온천 휴

양지의 번화함과 하층 계 의 쓸쓸함을 조하는 < 이동생을 따라>에서 해운

 온천은 “푸른 잔디와 흰 모래 깔린 편에 굼실거리는 바다”와 뜨거운 온

천탕이 있는 휴양지의 화려함이 아니라 “군데군데 뚫어진 검은 사아지 양복

고리”를 입은 애꾸 에 왼편 다리까지 름거리는 불행한 사내의 슬  단

소소리에 어우러져 물에 빠져 죽은 여인의 모습을 환기시키는 “세상을 떠나 

달빛을 타고 하늘로 오르는 듯이 표연한 맛을 느끼면서도 인간의 애틋한 심

정을 벗을 수 없”47)는47)서  공간으로 집약된다. 

마찬가지로 김동인의 < 탕지 아주머니>는 “얼굴은 고 더럽게 살진 데다

가 이마에까지 살이 툭툭 쪄서 ‘부다’(돼지)와 신통히도 같은 에 양미간에는 

살진 주름살이 잔뜩 잡 서 추한 얼굴을 더욱 추하게 하며 껍질과 입술은 

‘왜 다지도 두꺼운가’고 머리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흉없”48)는48)외

47) 최서해, 1987, < 이동생을 따라>, 최서해 집 하, 곽근 편, 문학과지성사, 165면

48) 김동인, 1988, < 탕지 아주머니>, 김동인 집 3, 조선일보사, 3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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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를 가진 술집 나까이 다부꼬가 “여름 한철을 피서 겸 돈벌이 겸 놀기 겸 

양덕서 보내기로 하” 다가 오갈 데 없는 처지로 락했다는 이야기를 들려

주고 있다. 피서지와 온천장을 겸한 양덕 온천은 특히 ‘음란한 시 ’인 여름에 

흥성스러움을 더하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양덕의 흥성스러움이란 오입장이들

의 집합으로 규정되는데, 이는 온천이 “사람들이 법과 체면을 집어치우고 

겨우 가장 비 한 곳 한군데만을 감춘 뒤에는 남녀노소가 태연히 거리를 다

니는 곳”이기 때문이다. 한 국의 오입장이들이 모여든 여름의 양덕 온천

은 “이 여   여 에 거미 을 치고 장차 무엇이 와서 걸려주기를 기다리

고 있”49)는49)암오입장이들, 기생과 나까이들이 ‘계집’을 목 으로 모여든 숫오

입장이들을 유혹하는 타락한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게 흥성거리는 양

덕 온천에서 국의 오입장이들을 상으로 유혹의 힘을 발휘하는 것은 어느 

정도 미모를 가져야 한다는 조건이 붙기에 자신이 여성이라는 사실만 믿고 

양덕을 찾아온 못생긴 나까이 다부코는 그 과정에서 철 하게 소외된다. 

다부꼬에게 비친 온천장 풍경은 쓸쓸한 것이다. 병인과 이 려다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휴양객들은 그가 기 했던 국 오입쟁이 집단이 아니며 

무엇보다 온천장 주변을 자신처럼 방황하는 여자들이 그들의 육체를 살 남성

보다 더 많다. 이처럼 여름 휴양지를 목표로 몰려드는 기생과 여 들이 쓸쓸

한 장마기간을 견디고 여 의 칫밥을 얻어먹어가며 남자를 기다리는 모습

은 온천 휴양지의 번화함이나 화려함, 향락이라는 표상을 무 뜨린다. “아무리 

‘여인’이라는 보배로운 무기를 가졌다 하나 거기 어울리는 체격과 얼굴을 못 

가진 이상은 지 껏 매일 일 원 육십 씩의 빚을 늘여 가면서 동리 아이보

개 노릇이나 하며 개천가에 쭝그리고 앉아서 흐르는 물이나 굽어보고 있을” 

탕지 아주머니 다부꼬의 존재는 결국 여름의 향락경, 부르주아의 휴양지로

서 번화한 온천장의 이미지를 열패자의 쓸쓸함과 충족되지 않은 성욕 속에서 

고립되어가는 소외된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온천 휴양지는 소비문화의 화려

함과 육체를 노곤하게 만드는 뜨거운 탕의 감각  열락 이면에 그 부르주아

 문화를 향락할 수 없는 열패자들이 죽음 충동을 타락한 성욕으로 교환하

거나 근 성의 이면에서 부랑하는 존재들이 쓸쓸하게 떠도는 공간으로 자리

49) 의 책, 3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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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김 된다. 식민지 사회에서 온천 휴양지란 모두가 꿈꿀 수 있고 손쉽게 근

할 수 있는 여가 공간이 되지 못하기에 휴양지 주변의 풍경이 미학 이기보

다 향락 이며 괴 인 장면으로 포착될 때, 휴양지의 퇴폐와 타락은 그 이

면 열패자들의 고독과 망을 형상화하는 서사로 이동하는 것이다.

5. 결 론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근  사회에서 조직 인 여가 공간으로 정착된 온천 

휴양지의 표상을 분석하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 서사화되는가를 살펴보았다. 

치유와 섭생의 공간으로 이해되는 온천은 근  사회의 일상 인 도덕을 넘어

서는 시공간(여가)에 한 요구를 통해 에로스  근 성을 변하는 휴양지로 

재편되면서 화려하지만 타락한 공간으로 표상된다. 식민지 시  근  소설에

서 이러한 온천 휴양지는 신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오염시키고 타락시키는 공

간으로 서사화된다. 이 수는 <재생>과 <그 여자의 일생> 등에서 온천 휴양지

의 유혹과 일시 인 능에 입각한 타락을 경계하며 이에 조되는 정화가 

일어나는 공간으로 강산이나 원으로서의 바다를 제시한다. 온천 휴양지의 

물이 여성의 몸을 타락시키는 데에는 나체를 훔쳐보는 남성 주체의 욕망이 

개진하며, 이처럼 타락한 신여성에 한 공포는 그들이 범죄를 계획하거나(염

상섭의 < 분>) 순결한 지식인 청년을 유혹해 멸시키는 공간으로(염상섭의 

<진주는 주엇스나>) 온천 휴양지의 타락성을 극 화해 보인다. 한편 온천 휴

양지를 타락한 섹슈얼리티의 진열장으로 그리는 상투 인 서사의 공식은 

식민지 근  사회에서 이에 근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온천 휴양지를 미학

인 풍경으로 발견하기 해서 식민 지배자의 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결

부되어 있다. 식민 지배자의 시선을 모방하는 이효석은 주을 온천을 통해 한

편으로 서구에 한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 인 공간을 발견하는 동

시에 원시  욕망과 일탈이 행해지는 에로스  공간을 발견한다는 에서 혼

종된 시선을 보여 다. 하지만 부분의 식민지 시  작가들에게 온천은 미학

인 풍경이라기보다 부르주아 문화의 번화함과 그에서 소외된 존재들의 

망이 교차하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날개>에서는 배천온천이 휴양지의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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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을 극단화해 음란한 능으로서 죽음충동을 체해 일상  세계로부터의 

탈주를 유희하는 공간으로 제시된다. 폐병환자와 경산부, 못생긴 기생과 불구

의 노동자가 모여드는 온천 휴양지는 부르주아의 환락장 속 그들의 망과 

함께 쓸쓸하고 고독한 풍경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필자 : 동덕여자 학교 교양교직학부 비정년 임강사)

주제어 : 온천의 공간 표상, 에로스 근 , 한국 근 문학에서의 온천장 

서사

투고일(2007.11.6), 심사시작일(2007.11.6), 심사종료일(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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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Space-representation of a Spa in Modern korean 

Novels in the Age of Colony

Kim, Jue-lee *
50)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pace-image of a spa which was settled 

to a systematic space for leisure and to search how the image was 

represented in modern korean novels. A spa accepted to the space for cure 

and recuperation is reorganized to the resort for leisure and enjoyment so 

represents the eros-modernity which gets over the ordinary moral in modern 

society. In the modern korean novels(specially in Yi, Kwang-su's novels) 

written in the age of colony, a spa was described to a depraved space 

where make a new woman degraded. Because of a man's desire for watching 

a woman's naked body, the woman in a spa was degraded. And In 

<Kwangbun> and <An incense fire of the devil city>, she frightened and 

destroyed a innocent man, so a spa was described to the space in where a 

crime was planed and practiced. The popular stories in the age of colony 

made a formula that described a spa as a showcase of degraded sexuality 

because the common people could not approach to a spa so only the 

colonizer could regard a spa as a aesthetic scenery in that times. Yi, 

Hyo-seok described Ju-el spa both as a aesthetic cultural space for enjoying 

european taste and as a erotic primitive space for desire. So he shows a 

cross vision for the spa. But most writers described a spa not as a aesthetic 

scenery but a space crossing the brilliant bourgeois' consuming culture and 

the desperate people's alienation.

Key Words : space-representation of a spa, eros-modernity, the narrative 

on a spa in the modern korean no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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